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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청년 정치인을 지지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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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요약

본 논문은 최근 한국 유권자들이 청년 의원 확대 및 정치인 세대교체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경험적으로 분석한다. 분석 결과 먼저 다수의 유권자가 
한국에서 청년세대의 정치적 대표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청년 정치인의 확대 주장에 많은 공감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86세대를 기득권이라 인식하는 유권자일수록 청년 정치인의 확대 필요성에 
더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거대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보다는 군소정당 
지지자들이 청년 정치인의 확대에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내적 효능
감과 정치 관심도가 청년 정치인 확대의 필요성에 상당히 유의미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  성별, 이념, 지역, 그리고 소득수준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확인되었다. 요약하자면, 우리 국회의 청년 대표성 확대 
필요성과 관련해 다양한 유권자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심리학적 요인들의 영향력이 강하게 부각되었다. 다시 말해, 유권
자들은 그들이 청년 정치인과 사회경제적 배경 등의 측면에서 많은 동질성이 있어
서라기보다는, 한국 정치의 일반적 발전과 진보를 위한 또 하나의 선택지로써 
청년 대표성 확대를 통한 정치인 세대교체를 추구한다는 조심스러운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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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밀레니얼 세대(Millennial Generation)

가 정치인으로서 원내에 대거 입성하였다. 과거 국회에서는 찾기 어려웠던 20대와 

30대의 젊은 국회의원들이 확연히 증가하면서, 이들은 정책적인 다양성과 소신 

있는 발언 및 행동 등 권위주의적인 국회 문화에 대응하여 개원한지 반년도 안 

된 현시점에서 다양한 이슈를 불러일으키며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원내에 

진입한 청년의원들 중에서도 특히 주목해야할 부분은 1990년대에 태어난 20대 

청년들이 전체의 1%(총 3명)를 차지하게 되었다는 점이며, 국회에도 드디어 “90년

생이 왔다”고 할 수 있게 되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새로운 세대가 어떠한 집단에 진입하는 것은 일반적이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나 한국 정치는 연륜과 경험을 중요시하는 유교적인 

문화에 영향을 받아 연령에 대해 다소 보수적이거나 배타적인 성향을 보여주고 

있으며(민준기 1996), 대표적 정치 집단인 국회만을 보아도 중장년층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부정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즉, 오늘날 한국의 입법 활동의 

주역은 여전히 50대로 대표되는 중장년층(그 중에서도 남성)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원내 중장년층의 과대대표는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나타나는 현상

이며, 제21대 국회도 예전 국회들과 유사하게 50대 국회의원이 전체의 59%(총 

177명)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결국, 정치적 집단인 

국회에 새로운 세대가 입성하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

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청년세대1)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진입장벽이 존재한다는 현실에도 불구하

고 20대 의원이 전무하였던 전번 국회와 비교하였을 때, 제21대 국회에서 1%의 

1) 일반적으로 청년의 연령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 청년 정치인에 대한 최대 연령 기준
을 질문하였고 이에 대하여 만 35세 미만(41.7%), 만 40세 미만(30.5%), 만 30세 
미만(16.3%), 만 45세 미만(11.6%) 순으로 응답하며 응답자들의 다수가 대략 30대
까지를 청년 정치인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청년 다수의 연구
(최태욱 2017; 정다빈·이재묵 2018)에서 정의하고 사회에서 통용되는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청년세대를 19세 이상 39세 이하 즉, 2030세대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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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는 실질적으로 놀라운 변화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 40대 미만의 청년의원의 

비율도 2.3%에서 4.3%(총 13명)로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는 사실은 제21대 총선에

서 유권자의 투표행태가 과거와 다르게 차별되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을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즉, 예전에 비하여 청년 정치인을 바라보는 유권자들의 시각이 

달라졌고 더 나아가 투표를 통해 이들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며 한국 정치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 트렌드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정치과정의 청년 대표성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특히, 여타 서유럽의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그 문제의 심각성은 더 여실히 드러난다. 최근, 청년정치에 대한 수요는 

유럽을 비롯한 서구국가에서 시작하여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으며, 주요 공직 및 

중앙정치에서 청년들이 두각을 나타내는 서구국가들의 영향은 한국에서도 최근에 

이르러 청년정치에 대한 관심과 청년 정치인들에 대한 선호 및 지지로 이어지고 

있다(정다빈·이재묵 2019). 그리고 주목해야할 점은 이러한 유권자들의 인식변화

는 결과적으로 선거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것이다. 정치인에 대한 

유권자들의 기대는 시대상황의 변화와 요구에 따라 항상 변화무쌍하였으며, 유권

자의 요구에 따라 매 선거마다 선호되어지고 당선되는 후보자의 속성이 달라질 

가능성은 농후해진다. 실제로 공산주의의 붕괴라는 환경적 변화와 함께 시대적 

요구인 복지국가로의 지향은 정당 간의 이념이 수렴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정치권

의 부패가 확산되는 상황에서는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도덕성이나 정직성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Groseclose and Krehbiel 1994; Welch 

and Hibbing 1997; 이갑윤·이현우 2000, 151). 결국 청년정치에 대한 전 세계적

인 흐름은 청년 정치인을 바라보는 한국 유권자의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청년정치에 대한 유권자의 요구가 한국에서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 과거 

민주화이후 정치개혁을 위해 일명 “젊은 피 수혈론”은 당시의 청년세대였고 민주화

의 주역이었던 86세대2)가 중앙정치의 무대에 등장할 수 있게 한 배경적인 요인이

2) 86세대는 과거 386세대로 불리면서 30대, 1980년대 학번, 1960년대 출신으로 민
주화운동을 경험한 세대를 일컬었으나 세월의 흐름에 따라 해당 세대가 더 이상 30
대가 아니기에 현재는 86세대(또는 586세대)로 통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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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난 지금에서 그 청년세대들은 중장년세대가 되었으며, 작금

의 국회에서 주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세대가 되어버린 것이다. 결과적으로 

과거 청년 정치인을 통해 정치개혁을 기대하였던 유권자들에게 그 때의 청년들은 

이제 기성정치인으로 자리매김하였고,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국회에 대한 낮은 

신뢰와 함께 기성정치인들의 끊임없는 부정부패는 유권자들에게 기성정치에 대한 

실망과 불신을 안겨주고 있기 때문에, 유권자들로 하여금 정치개혁에 대한 열망이 

세대교체의 필요성으로 이어지게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즉, 기성정치

를 개혁하기 위한 방안과 새로운 정치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청년세대에게 표를 

던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유권자의 청년세대에 대한 선호와 기성세대에 대한 실망 외에도 유권

자들이 청년 정치인을 지지하는 이유는 한 가지 변인으로 결코 수렴될 수 없을 

것이며, 각자의 정치사회적 환경과 배경에 따라 각양각색일 수 있다. 또한, 이번 

총선에서의 청년의원 비중의 일부 확대가 제21대 국회에서만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예년보다 더 많은 청년의원이 당선되었다는 고무

적인 변화의 원인을 탐색할 필요성이 있으며, 차후 선거나 앞으로의 한국정치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서 청년 정치인에 대한 유권자의 인식을 실증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험적으로 청년정치에 대한 유권자의 인식

을 청년 정치인에 대한 선호와 세대교체의 필요성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고 

청년정치에 대한 인식에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논의

정치인에 대한 유권자의 선호 및 지지가 표현되는 투표가 어떠한 기준을 통해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질문과 논의는 오래전부터 이루어졌다. 이는 투표결정 및 

행태에 관한 연구로 발전되었으며, 유권자의 투표행태에 대해 사회학적, 심리학적, 

그리고 경제학적 관점 등을 통해 정치인에 대한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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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사회학적 관점으로 바라보며, 사회경제적 배경과 사회균열을 주요한 개념

으로 투표행태를 설명한다. 라자스펠드(Paul F. Lazarsfeld)와 그의 동료들이 속

한 컬럼비아 학파(Columbia School)는 유권자의 투표행태가 사회경제적 배경에

서 비롯된다고 주장한다(Berelson et al. 1954). 즉, 유권자들의 선호는 본인들이 

속해있는 집단의 특성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정치사회화에 큰 중점을 둔다. 결국 

유권자들의 투표행태는 집단 내의 정치사회화에 큰 영향을 받기에 가족, 학교, 

동료 등 소속된 집단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임성학 

2017). 그리고 더 나아가 립셋과 로칸(Lipset and Rokkan 1967)은 집단의 사회

경제적인 특성으로 인해 나타나는 사회균열(social cleavage)을 통하여 유권자의 

투표행태를 설명한다. 즉, 사회균열이 하나의 축이 되어 노동과 자본, 보수와 진보, 

도시와 농촌 등 정치적 이해를 달리하는 집단으로 나누어지면서 이는 특정 정당들

과 연대관계가 구축되어 정당 편성(party alignment)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

다(전용주·이동윤 2017). 한국에서도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치면서 다양한 사회균

열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지역균열, 계층균열, 이념균열, 그리고 세대균열 등이 

유권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강원택 2003; 김욱 2006; 어수

영  2006; 윤종빈 2006; 이갑윤 2011; 이용마 2014). 이러한 관점에서 청년 정치

인에 대한 선호는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은 유권자가 청년 정치인과 자신을 동일한 

세대로서 집단적인 동질성을 느끼게 되고 이러한 선호가 투표로 자연스럽게 이어

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유권자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청년 정치인과 유사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청년 정치인을 선호하고 지지할 수 있다. 즉, 본인이 청년 정치인

과 동질성이 없다고 인지하더라도 청년세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집단에 

소속되어있거나 그 집단에 대한 선호가 존재한다면 그 유권자는 청년 정치인에게 

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정당일체감, 정치 효능감 등을 주요한 요인들로 보는 심리학적 관점3)이

3) 해당 관점의 이슈투표(issue voting)도 투표행태를 설명하는데 중요하지만 청년과 
관련된 이슈가 아직은 주된 쟁점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유권자의 투표 참여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는 있으나 투표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수준은 아직 아
니라고 판단하여 생략하도록 하며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설명은 이현우(1998), 윤
성이(2006), 조성대(2015) 등의 논문을 참조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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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미시간 학파(Michigan School)는 콜롬비아 학파의 사회학적 관점을 비판하면

서 유권자의 심리학적 요인으로서 정당일체감(party identification)에 집중하였

다. 유권자가 특정정당에 대한 심리적 애착(psychological attachment)으로 정

의되는 정당일체감은 그 어떤 요인들보다 유권자의 투표행태에 지대한 영향을 미

치고 있으며(Campbell et al. 1980), 현재까지도 유권자의 투표행태를 설명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한국의 경우는 기성정치에 대한 불만과 정당들에게 

낮은 신뢰를 갖고 있는 유권자들이 정당일체감을 형성하기가 어려웠으나 2010년

을 기점으로 유권자들 내에 지역과 연령을 기반으로 하여 정당일체감이 강화되기 

시작하였으며(조기숙 2020), 한국에서도 투표행태의 설명변수로서 정당일체감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박원호·송정민 2012; 장승진 2012; 한정훈 

2012). 따라서 유권자가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 청년 정치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가능성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에는 진보적인 정당일수록 

청년세대와 밀접하다고 할 수 있으며, 제21대 총선의 경우에서도 거대양당보다는 

제3정당과 군소정당에서 청년 후보자를 적극적으로 내세우며 청년정치에 더욱 

집중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신문 19/01/09 9면). 이처럼 정당차원에서 청년 후

보자를 출마시키게 되면 해당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투표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정치 효능감(political efficacy)4)은 유권자가 느끼는 정도에 따라 투표

결정에 변화를 준다. 정치효능감이 강한 유권자는 자신의 행동과 한 표가 정치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확신을 지니고 있으며,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안형기·신범순 2006; 이재철 2018; Bone and Ranney 

1967). 그러나 반대로 정치효능감이 낮은 유권자들은 기존의 정치에 대해 회의적

인 입장을 지니고 있기에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결국 이는 

기성정치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지게 되어 기성정치인이 아닌 신인정치인에 대한 

4) 정치 효능감은 내적 효능감(internal efficacy)과 외적 효능감(external efficacy)
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내적 효능감은 스스로가 정치적인 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만큼의 필요한 자원과 기술을 갖고 있다는 개인의 주관적인 지각
을 의미하고, 외적 효능감은 자신의 요구에 대하여 정치기관이나 정치인이 반응할 
것이라는 신념을 뜻한다(Miller et al.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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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과 선호가 발생할 수 있으며, 투표에 참여하게 된다면, 정치개혁을 위한 표를 

던지게 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정치효능감이 낮은 유권자들은 기성정치에 대한 

회의감으로 세대교체를 위한 목적으로 청년 정치인에게 투표하게 될 수 있을 것이

다. 

세 번째, 합리성을 기반으로 한 경제학적 관점은 유권자들은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을 인지하고 투표를 통해 이를 실현하고자 하며, 후보자에 대한 불완전한 정보

(imperfect information)하에서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고려하여 투표를 한다고 

설명한다(엄기홍 2017: 101). 즉, 합리적인 투표행태는 유권자가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고 효용을 제공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투표를 하는 것이다(Downs 1957; 

Enelow and Hinich 1982). 이러한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은 회고적 투표, 전망적 

투표, 회고적-전망적 투표의 시각으로 설명할 수 있다. 회고적 투표(retrospective 

voting)는 현직자(incumbent)에 대한 평가로서 과거에 발생했던 것을 근간으로 

승인 또는 반대하는 것이다(key 1966). 전망적 투표(prospective voting)는 현재

효용과 기대효용을 비교하여 효용의 차이를 통해 투표를 결정한다(Downs 1957). 

즉, 과거에 이행되었던 결과들을 바탕으로 선거에서 제시되는 후보자 및 정당의 

정책 공약을 평가하고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투표하는 것이다(엄

기홍 2017). 그렇기에 현 정치에 대한 평가결과 현직의원들의 정치활동이 유권자

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현직자를 낙선시키기 위해 즉, 교체를 위해 청년 정치인

을 뽑는 것은 회고적 투표이고 유권자들이 청년 정치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투표를 

하는 것은 전망적 투표가 된다. 그러나 피오리나(Fiorina 1981)는 합리적인 유권

자들은 회고적인 시각과 전망적 시각을 모두 종합하여 투표를 결정한다고 주장한

다. 즉, 회고적-전망적 투표(retrospective-prospective voting)로 회고적 투표

와 같이 과거에 대한 평가도 중요시하며 동시에 전망적 투표와 같이 선거에서 

제시된 정책 공약에 대한 평가도 종합하여 투표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처럼 유권자의 정치적 선호로 대표되는 투표행태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유권자의 선호와 투표행태에 대해 기존에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청년 정치인에 대한 유권자의 인식을 분석한 국내 연구는 

거의 드물거나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정치에서 청년세대는 정치적 소수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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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제도권 내에서 지속적으로 배제되어왔으나 근래에 정치적인 주체로 인정받기 

시작하고 있다. 그렇기에 비교적 최근에 이르러 청년세대의 정치참여와 정치적 

대표성에 초점을 둔 연구가 진행되었고(최태욱 2017; 정다빈·이재묵 2018, 2019; 

윤혜영·정태일 2019; 이윤주 2019), 청년정치에 대한 유권자의 인식을 분석한 

경험적 연구를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대표적으로 정다빈과 이재묵(2019)은 

청년세대의 과소대표의 문제를 제도적인 접근법을 통하여 경험적으로 분석하였고, 

청년의 대표성 증진에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와 청렴한 정치문화가 유의미한 영

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윤혜영과 정태일(2020)은 청년과 관련된 

기준과 청년의 정치대표성에 대한 논의가 확립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청년의 

정치대표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비례성 확대 및 할당제 도입 등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년 정치인에 대한 유권자의 인식을 투표행태를 바라보는 

관점에 입각하여 유권자들이 청년 정치인에게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면밀하게 

분석하고자 한다. 즉, 청년 정치인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청년 정치인을 향한 선호와 지지가 유권자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를 파악하고자 한다. 

Ⅲ. 데이터와 연구 설계

한국 유권자들이 청년 정치인에 대한 인식과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경험

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연세대학교 디지털사회과학연구센터가 여론조사 전문기

관인 글로벌알앤씨(R&C)에 의뢰하여 실시한 “2020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유권자 

정치정보 이용행태 및 정치의식 온라인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해당 설문조

사는 제21대 총선이 실시된 직후인 2020년 4월 16일부터 4월 23일 동안 온라인을 

통하여 전국 만 19세 이상인 성인남녀 유권자를 대상으로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여 총 3,000명의 표본을 선정하여 진행되었다. 청년정치에 대한 이슈가 

최근에 이르러 주목받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기존에 실시된 다수의 설문조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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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정치인에 대한 유권자의 인식을 명확하게 살펴볼 수 있는 질문이 수록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해당 설문조사 자료는 청년 정치인에 대한 질문이 포함되어 

있으며, 제21대 선거 직후에 실시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권자의 인식과 선호

에 대한 응답이 왜곡되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청년 정치인에 대한 

유권자의 인식을 경험적으로 분석하기에 있어서 해당 설문조사는 유용하다고할 

수 있다. 

이러한 데이터와 함께 앞서 제시한 이론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OLS 선형회귀분

석(linear regression analysis)5)을 실시하였으며, 경험적 분석을 위해 변수 조작

화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우선, 청년 정치인에 대한 유권자의 인식을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청년 정치인이 확대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동의 여부를 종속변수

로 설정하였다. “보다 많은 청년 정치인들이 국회나 정치권에 진입할 필요가 있다.”

라는 평가에 대한 응답자의 생각을 물어보았으며 해당 질문에 대한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다=2, 보통이다=3, 다소 그렇다=4, 매우 그렇다=5로 

측정하였고 이를 활용하여 종속변수를 조작화하였다.

그리고 유권자의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독립변수를 크게 청년정치에 

대한 생각과 기성정치에 대한 평가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먼저 청년정치와 관련

된 독립변수로 최근 정치권에서 청년들의 정치활동을 보장하고 있는지에 대한 동

의여부를 물어본 질문을 사용하였으며, 해당 질문의 응답은 매우 동의함=1, 동의함

=2, 동의하지 않음=3, 매우 동의하지 않음=4로 측정되어 역코딩을 통하여 변수간

의 방향성을 동일하게 조정하였다. 또한 청년 정치에 대한 관심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변수는 청년 정치에 관한 정보를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 접해 본 경험이 있는지

를 측정한 질문을 활용하여 없다=0, 있다=1로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기성정치에 대한 평가를 측정하기 위한 변수를 설정하기 위해 국회의 

5) 종속변수가 5점 척도의 순서(서열)형이기 때문에 선형회귀분석과 순서형 로지스틱
분석(Ordinal logistic analysis)을 모두 실시하였으나 결과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또한 선형회귀분석의 경우에는 수정된 결정계수(adjusted   )의 값

이 순서형 로지스틱분석의 유사결정계수(pseudo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도출되
었기 때문에 설명력이 더욱 강하다고 판단하여 본 연구방법으로 채택하였다. 물론, 
순서형 로지스틱 분석 결과 또한 필요한 경우 저자들에 의해 제공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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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86세대를 바라보는 유권자들의 인식 및 평가와 관련된 

질문들을 활용하였다. 변수별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성분요인 추출을 실시하

였으며, 요인추출은 고유값을 1.0이상으로 설정한 후 베리멕스(varimax) 회전 

방법을 사용하였다. 첫 번째로 86세대에 대한 유권자들의 호감을 파악하기 위해 

5점 척도로 측정된 “86세대는 대한민국 민주화의 주역이다”(α=0.821), “정치권 

내에 혁신, 개혁의 대표적 아이콘이다”(α=0.838), “민주, 평화 개혁 세력의 편에서 

국민들의 합리적 목소리를 잘 대변하고 있다”(α=0.802), “한국의 정치 발전에 앞장

서고 있다”(α=0.790)라는 문항을 추출하여 86세대에 대한 호감으로 명명하고 이

들 문항의 평균값으로 변수를 생성하였다. 두 번째로는 5점 척도로 측정된 “기득권 

세력으로 전락하였다”(α=0.734), “정치권에서 전형적인 기성세대가 되었다”(α

=0.922)라는 문항을 추출하여 기성정치인으로 86세대 평가로 명명하며, 이들 두 

문항의 평균값으로 변수를 생성하였고 해당 변수도 역코딩으로 조정하여 값이 클

수록 86세대가 기득권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 

또한 정치효능감에 대한 변수 역시 타당성 확보를 위해 5점 척도로 측정된 문항

을 대상으로 주성분요인 추출을 실시하여, 내적 효능감과 외적 효능감으로 분류하

였다. 내적 효능감은 “나는 평소 정치·사회 문제에 대해 주변사람과 이야기를 한

다”(α=0.797), “나는 인터넷 및 SNS 등을 통해 정치와 관련된 글이나 댓글을 작성

한다”(α=0.665), “나의 투표는 후보자의 당선 및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α

=0.684), “나는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정치현안에 대해 잘 알고 있다”

(α=0.689)라는 문항을 추출한 후에 각 질문의 평균값으로 변수를 생성하였고, 

외적 효능감은 “나와 같은 사람들은 정부가 하는 일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

다”(α=0.870) “정부는 나와 같은 사람들의 생각이나 의견에 관심이 없다”(α

=0.833)라는 문항을 추출하여 역코딩 후 변수를 생성하였다.

그 외에 정치적 관심도, 정치적 만족도를 5점 척도로 측정한 문항을 변수로 

조작화하였으며, 정당에 대한 선호 및 지지6)는 거대정당(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

당)=1, 군소정당(민생정당+국민의당+정의당+기타정당)=2, 무당파=3으로 설정하

6)본 연구가 활용한 설문조사에서는 “귀하께서 다음 중 평소에 가깝게 느끼시는 정당
이 있으십니까?”라는 물음에 제시된 정당을 택일하는 폐쇄형 질문형식을 통하여 정
당에 대한 선호를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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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또한 이념의 경우에는 1부터 11까지의 값을 가지고 있으며, 1에 가까울수록 

진보적이며 11에 가까울수록 보수적임을 나타낸 문항을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유권자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관련한 독립변수들은 성별에 따라 남성

=1, 여성=2로 코딩하였으며, 연령은 응답자의 만 나이를 기준으로 19세를 포함한 

20대=2, 30대=3, 40대=4, 50대=5, 60대 이상=6으로, 지역은 수도권(서울+경

기)=1, 비수도권(그 외 지역)=2로 설정하였다. 또한 교육수준은 중학교 졸업 이하

=1, 고등학교 졸업=2, 전문대(2~3년제) 졸업=3, 대학(4년제) 졸업=4, 대학원 석사

과정 이상=5로 코딩하였고 소득수준은 ‘소득 없음’부터 1000만 원 이상까지 100

만원 단위씩 총 12점 척도로 분류하여 설정하였다. 

변수 N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청년 정치인 확대 필요성 2,931 3.7048 0.9181 1 5

청년세대에 대한 정치 활동 보장 2,851 2.3013 0.8976 1 4

청년정치에 대한 정보 획득 1,823 0.0762 0.2655 0 1

86세대 호감 2,843 3.1777 0.8873 1 5

86세대 기득권 2,858 2.5130 0.8956 1 5

지지정당 3,000 1.5550 0.8365 1 3

내적 효능감 2,886 3.1265 0.7117 1 5

외적 효능감 2,927 2.9669 0.9698 1 5

정치 관심도 3,000 3.5430 0.9535 1 5

정치 만족도 2,962 2.1486 1.0455 1 5

성별 3,000 1.5000 0.5000 1 2

연령 3,000 4.0000 1.4145 2 6

이념 2,886 5.8694 2.2223 1 11

지역 3,000 1.3333 0.4715 1 2

교육수준 3,000 3.6310 0.9171 1 5

소득수준 3,000 6.4047 2.5437 1 12

<표 1> 변수 기술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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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 결과

1. 기술 분석

유권자들의 청년 정치인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기에 앞서,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의 인식에 대해 기술적 분석을 진행하였다. 우선적으로 한국 정치에서 청

년세대의 활동이 보장되고 있는지에 대해 응답자들의 의견을 물어보았다. 총 3,000

명의 응답자들 가운데에 결측치를 제외한 2,851명의 대답은 [그림 1]과 같았다.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들이 청년세대의 정치적 활동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하며, 전체의 42.58%(1,214명)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 정치 활동이 보장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이 29.7%(849명)로 뒤를 이었고 “매우 동의하지 않음” 

18.66%(532명), “매우 동의함” 7.93%(226명) 순으로 나타났다. 즉, 청년들의 정

치 활동이 보장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이견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동의하지 않음”이라 대답한 응답자의 수가 “동의함”의 응답 수보다 

약 1.4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절반 이상의 응답자들(61.24%)이 현재 정치권에

서 청년세대의 활동이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다수의 

응답자들은 청년 정치인이 지금보다 더욱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생각하고 

있을 것임을 예측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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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청년세대의 정치 활동 보장 여부에 대답한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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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정치인으로서 청년들이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유권

자의 인식을 살펴보았으며, 총 3,000명의 대상자 가운데 결측치를 제외한 2,931명

의 응답자들은 제도권 내에 청년들의 정치참여가 증가되어야할 필요성이 있는 가

에 대하여 아래 [그림 2]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많은 청년 정치인들이 국회나 정치권에 진입할 필요가 있다”라는 질문에 

1,182명의 유권자들이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전체의 40.33%를 차지하

였다. 그다음으로는 913명의 응답자가 “보통이다”라고 대답하였고 그 비율은 

31.15%이며 “매우 그렇다” 20.1%(589명), “그렇지 않다” 6.82%(200명), 그리고 

“전혀 그렇지 않다” 1.6%(47명) 순으로 확인되었다. 즉, 전체의 절반 이상인 

60.4%가 청년 정치인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유권자는 보통이라는 응답자들과 비교하여도 상당히 소수의 의견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보통을 기준으로 찬성과 반대로 분류하여 살펴보게 되면 찬성 1,771

명, 반대 247명으로 찬성의 의견을 가진 응답자가 압도적인 것을 다시 한 번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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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청년 정치인 확대 필요성 여부에 대한 응답

이처럼 유권자들의 대다수가 한국 정치 내에 젊은 정치인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와 같은 인식이 제21대 총선에서 총 13명의 청년의원 등장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유권자를 세대에 따라 청년 정치인 



｜ 14 ｜ 연구방법논총 ｜ 2020년 가을 제5권 제3호

확대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를 분석하였

다. 그러나 <표 2>와 같이 유권자의 세대 즉, 연령에 따른 청년 정치인 확대 필요성

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으나 상관

계수의 방향이 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반적으로 유권자들은 정치인이 특정한 집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나 집단의 

특성을 갖고 있다면, 해당 집단의 이익을 더욱 잘 대표할 것이라고 인식한다(Lowi 

and Ginsberg 1995). 즉, 어떠한 정치인이 여성이라면 여성의 이익을, 장애인이

라면 장애인의 이익을 그리고 청년이라면 청년의 이익을 가장 잘 파악하고 그에 

따른 입법 활동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제시된바와 같이 

응답자들의 절반 이상이 청년 정치인 확대 필요성에 긍정적으로 응답하였기 때문

에 세대 간에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세대를 뛰어넘어 대다수의 유권자들이 국회 내에서 정치적 대표성이 왜곡되어있다

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회귀분석에서는 연령변수가 큰 

설명력을 갖지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

구분 청년 정치인 확대 필요성 연령

청년 정치인 확대 필요성 1 -

연령 0.0074 1

p<0.01, p<0.05, p<0.1

<표 2> 청년 정치인 확대 필요성과 연령 간 상관관계 분석

다음으로는 86세대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청년 정치인을 바라보는 시각에도 

그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해당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

다. 민주화 이후 그 시대에는 청년세대였고, 현재는 한국 정치의 주요 행위자이며 

기성세대가 된 86세대에 대하여 호감을 갖고 있는 유권자들에게 청년들의 정치는 

거부감이 덜 할 것이기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86세대가 이미 기성세대가 되었다고 느끼거나 기득권 세력으로 전락하였다고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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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는 유권자에게는 86세대에 대한 인식이 호감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표 3>에 따르면 먼저 86세대에 대한 호감과 기득권으로서 86세대

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뚜렷한 양(+)의 상호관계가 존재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86세대에 호감이 

상승할수록 86세대가 기득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86세대에 

대한 인식과 청년 정치인 확대에 대한 인식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86세대에 

호감을 갖고 있을수록 청년 정치인 확대 필요성에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p<0.01), 86세대를 기득권이라고 생각할수록 청년 정치인이 더욱 확대

되어야 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p<0.01). 결국, 86세대를 바라보는 태도와 청년

정치 확대 필요성 간의 이 같은 이율배반적 관계는 한국에서 유권자들이 86세대를 

바라보는 다소 이중적이고 복잡한 인식을 드러내는 흥미로운 결과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구분
청년 정치인 
확대 필요성

86세대 호감 86세대 기득권

청년 정치인 확대 필요성 1 - -

86세대 호감 0.0888 1 -

86세대 기득권 -0.0566 0.4561 1

p<0.01, p<0.05, p<0.1

<표 3> 청년 정치인 확대 필요성과 연령 간 상관관계 분석

마지막으로 선호하는 정당이 유권자들의 청년 정치인 확대 인식에 미치는 영향

을 살펴보기 위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즉, 거대

정당지지자와 군소정당지지자 그리고 무당파 간에 청년 정치인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결과는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 그리고 지지정당의 

유무에 따라 인식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p<0.01).  

아래의 <표 4>에서 제시되는 바와 같이 정당에 따라 응답자들을 분류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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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인식의 평균이 거대정당 지지자들은 3.734, 군소정당의 지지자들은 3.851, 

그리고 무당파는 3.543으로 군소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인식의 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당파인 유권자들의 인식이 가장 낮았다. 즉, 무당파, 

거대정당, 군소정당 순으로 무당파보다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가 상대적으로 청

년 정치인에 대하여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으며, 군소정당을 지지할수록 확대의 

필요성에 더욱 동의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거대정당 지지자와 군소정당

의 지지자 간 차이는 다소 약한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무당파와 정당 지지자들의 

평균에서는 거대정당 지지자와는 0.191, 군소정당 지지자와는 0.308로 그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구분 평균 표준 편차 F-value

거대정당(n=1,991) 3.734 0.9007

14.907군소정당(n=303) 3.851 0.9391

무당파(n=637) 3.543 0.9417

p<0.01, p<0.05, p<0.1

주: 표기는 Scheffé 사후검정 결과임

<표 4> 정당에 따른 청년 정치인 확대 필요성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실시한 기술적 분석 결과를 정리하자면, 모든 결과에서 

응답자의 대부분이 청년 정치인의 확대에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점이 대부분의 분석 결과에 기인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청년 정치인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은 현 시대의 여론이라 

사료된다. 그러나 기존의 이론적 논의와는 조금 다르게 연령에 따른 차이는 발견되

지 않았으며, 기성정치를 대표하는 86세대에 대하여 호감을 갖고 있어도 그리고 

86세대를 기득권이라고 보아도 청년 정치인이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무당파보다는 지지정당을 보유한 응

답자들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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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년 정치인에 대한 유권자 인식 분석

청년 정치인을 바라보는 유권자의 인식을 분석하고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을 도출하고자 청년정치에 관한 인식, 기성정치인에 대한 인식, 정치심리학적 요

인, 사회경제적 요인 등 다양한 변수들을 포함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청년 

정치인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청년 정치인의 확대 필요성에 대한 동의 

정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으며,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아래의 <표 5>와 같다.

먼저 청년정치에 관한 유권자의 인식이 청년 정치인 확대 필요성의 인식에 영향

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으며, 청년세대에 대한 정치적 활동이 보장되고 있는

가와 관련된 변수는 음(-)의 방향으로 통계적인 유의미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p<0.01). 즉, 유권자가 한국 정치에서 청년 세대의 정치적인 활동이 보장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할수록 청년 정치인이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낀다는 

것이다. 이는 기술 분석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청년의 정치적 

대표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음과 동시에 다수의 응답자들이 청년 

정치인이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값이 도출 된 

것이며, 결국 유권자가 청년 정치인이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만큼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는 점은 매우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청년 정치와 관련된 정보를 

접한 경험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다르게 상관계수

의 방향이 음(-)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 아니었다.7)

다음으로는 기성 정치인으로서 86세대에 대한 유권자들의 태도가 정치인 세대

교체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86세대에 대한 호감과 기득권으로서 86세

대에 대한 생각을 변수로 설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86세대에 대한 호감의 

경우에는 양(+)의 방향을 가지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1). 기술 

분석에 제시된 바와 동일한 결과로 86세대에 대하여 호감을 느낄수록 청년 정치인

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식한다. 이러한 결과를 일종의 회고적 투표 이론을 적용하

7) 이는 청년 정치와 관련된 기사나 신문을 읽어본 적이 없어도 청년 정치인의 확대
가 필요하다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방향성이 도출된 이유는 응답자들의 
대부분(92.38%)이 청년정치에 관한 정보를 획득한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기 때문이
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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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해석해 보면, 86세대에 대해 호감을 갖고 있는 유권자들은 과거 한국 정치과정

에서 청년 정치의 대표 주자였던 86세대들이 만족스러운 입법 활동을 수행한 것으

로 평가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청년 세대의 정치엘리트 충원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러한 유권자들은 지금 정치권에 입문하

고자 하는 새로운 청년들도 과거 그들의 선배세대인 86세대처럼 앞으로 정치활동

을 충분히 잘 수행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기 때문에 청년 대표성 확대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견지한다고 해석 가능하다.

반면에 유권자들은 동시에 86세대를 기득권이라 인식할수록 청년 정치인의 확

대 필요성에 더욱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p<0.05). 즉, 86세대를 기득권으로 인식하는 유권자들일수록, 이미 기성 정치화

된 86세대들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이기 때문에 정치인 세대교체를 위하여 

청년 대표성 확대에 공감하는 회고적인 투표행태를 보인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두 변수가 높은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86세대 변수들 가운데 어떠한 

변수가 더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를 표준화하여 살펴보았고 아래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기득권 변수(-0.0545)가 호감 변수(0.0513)보다 미세하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기득권 변수의 p값은 0.05임에 반해 호감 변수의 p값은 

0.1로 p값에서도 그 차이가 확연히 드러났다. 따라서 호감 변수보다는 기득권 

변수가 청년 정치인 확대 주장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지지정당 간의 차이가 청년 정치인의 확대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앞서 진행된 기술 분석의 결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지지하는 

정당이 있는 유권자와 없는 유권자 간의 인식 차이는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현상이

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정당에 관심이 있고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당연히 정치적 

관심도와 지식 부분에서 무당파보다 더욱 적극적이고 긍정적일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변수에 대하여 더욱 심도 있는 분석을 위하여 정당 유형별로 거대정당

을 기준범주(reference)로 설정하였고 거대정당보다 군소정당을 지지할수록 청년 

정치인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

준이었다(p<0.05). 즉, 더불어민주당 또는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보다 제3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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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군소정당을 지지할수록 청년 정치인을 더욱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이는 제21대 

총선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원내에 진출한 청년의원들 중에 군소정

당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사실8)이 증명되고 있다. 또한 거대정당을 기준으로 

무당파를 분석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군소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일수록 청년 정치인의 확대에 더욱 공감하고 있는 것이며, 일반적

으로 군소정당이 거대정당보다 청년문제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는 점과 군소정

당에서 청년세대가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하는 만큼 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에 이와 같은 정치사회화는 군소정당 지지자들로 하여금 청년 정치인들

을 더욱 필요로 하게끔 영향을 미친다고 예측할 수 있다.

이 외에 정치심리학적 요인으로 정치효능감과 정치 관심도, 정치 만족도를 독립

변수로 설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정치효능감은 내적 정치효능감과 외적 

정치 효능감으로 분류하였고 내적 효능감은 양(+)의 값으로 통계적 유의미성이 

매우 강하게 나타났으나(p<0.01), 외적 효능감은 양(+)의 값을 가지고 있으나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내적효능감이 높을수록 청년 정치인의 확대 필요성

에 동의한다는 것이다. 후술하겠지만 내적 효능감의 경우에는 특히나 그 유의미성

이 매우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주목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정치 관심도가 

높을수록 청년 정치인 확대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p<0.01), 정치 만족도는 음(-)의 값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 아니었다. 

결국 정치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과 자원을 스스로 보유하고 

있다고 느끼는 유권자와 정치에 관심이 많은 유권자들은 정치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며, 이를 통하여 정치발전에 기여하고자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수의 서구민주주의 국가에서 청년 정치인들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그들의 비중

이 날로 확대되는 것을 보면서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하여 청년 정치인의 확대에 

강한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을 가능성을 떠올려볼 수 있다. 따라서 유권자가 높은 

내적 효능감과 정치적 관심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투표를 하는 목적은 정치발전 

및 개혁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8) 총 13명 가운데에서 군소정당의 비율은 23%(3명)으로 정의당 2명(류호정, 장혜영), 
기본소득당 1명(용혜인)이고 국회 전체에서 군소정당이 차지하는 비율(4%)과 비교하
였을 때 상당히 높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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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사회경제적 요인에 대하여 성별, 연령, 이념, 지역, 교육, 그리고 

소득수준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성별, 이념, 

지역 그리고 소득수준 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성별의 경우에는 여성

일수록 청년 정치인의 확대에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p<0.1). 이 역시 정치사회화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여성의 경우에는 청년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소수자라는 집단적인 특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유사한 정

치적 소수자로서 청년 정치인의 확대에 긍정적인 반응을 한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그리고 이념은 예상가능하게 음(-)의 영향력을 나타났으며, 진보적일수록 

청년 정치인의 확대 필요성에 동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p<0.01). 지역의 경우

에는 양(+)의 값으로 나타나 비수도권에 거주할수록 청년 정치인의 확대가 필요하

다고 보고 있다(p<0.05)9). 또한 소득수준 역시 음(-)의 값으로 확인되었으며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청년 정치인의 확대 필요성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p<0.05). 제21대 국회에서 등장한 청년의원들의 가운데 진보적인 정당의 출신들

이 많았으며, 이들의 소득수준은 중장년세대보다도 훨씬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10) 

결국 이러한 사실도 사회화의 개념으로 본인들과 청년 정치인의 동질성에서 비롯

되어 영향을 받은 것이라 해석할 수 있겠다. 그 외의 변수인 연령은 음(-)의 영향력

을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되었고 교육수준은 양(+)의 값으로 나타났으나 두 변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9) 이러한 결과는 도농의 차이로 살펴보았을 때,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수도권에 비하
여 지속적으로 고령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역발전의 차원으로 젊은 세대의 정치
인을 더욱 필요로 하는 것이라 조심스럽게 추측할 수 있다. 

10) 뉴스핌. 2020. 2030 국회의원 재산 1위는 김남국...배현진·지성호·전용기 하위권.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0827000932 (검색일: 2020.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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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정치인 확대 필요성

Coefficients (Beta) Standard Error

청년세대 정치활동 보장 -0.1831 (-0.1732) 0.0256

청년 정치 정보 -0.1052 (-0.0295) 0.0843

86세대 호감 0.0525 (0.0517) 0.0288

86세대 기득권 -0.0542 (-0.0549) 0.0271

정당별
군소정당 0.1581 (0.0535) 0.0702

무당파 -0.0307 (-0.0124) 0.0608

내적 효능감 0.2939 (0.2143) 0.0383

외적 효능감 0.0024 (0.0025) 0.0237

정치관심 0.1007 (0.0986) 0.0284

정치만족 -0.0253 (-0.0299) 0.0227

성별 0.0803 (0.0447) 0.0421

연령 -0.0082 (-0.0129) 0.0157

이념 -0.0318 (-0.0817) 0.0097

지역 0.0998 (0.0519) 0.0451

교육수준 0.0187 (0.0177) 0.0251

소득수준 -0.0145 (-0.0409) 0.0085

상수 2.8523 0.2258

N 1,657

R-squared 0.1317

Adj, R2 0.1232

p<0.01, p<0.05, p<0.1

<표 5> 청년 정치인에 대한 유권자 인식 회귀분석 

끝으로 분석 결과를 정리하자면, 청년 정치인 확대에 대한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은 청년세대에 대한 정치 활동 보장 인식의 차이, 86세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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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감, 기득권으로서 86세대에 대한 인식, 군소정당의 지지, 내적 효능감, 정치 

관심도, 성별, 이념, 지역 그리고 소득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이처럼 

다양한 요인들 가운데 청년 정치인에 대한 인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변수를 도출하기 위해 표준화를 시행하였고 그 결과 내적 효능감이 21%로 가장 

높은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청년세대 정치활동 

보장 변수, 정치 관심도, 이념, 군소정당지지, 86세대 기득권 변수, 86세대 호감, 

소득수준, 성별의 순이었다. 결국 세 가지 관점 가운데 심리학적 관점이 청년 정치

인 확대에 필요성에 가장 높은 설명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Ⅴ. 결론

국제의원연맹(Inter-Parliamentary Union, IPU)에서는 국제의회의 청년참여

보고서(Youth participation in national parliaments, 이하 청년참여보고서)

를 통해 IPU회원국들의 의회 내 청년의원 비율을 2년마다 발표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발간된 2018년 청년참여보고서에서 한국의 경우 30세 미만 0.00%, 40세 

미만 2.33%로 각각 106위 중 106위, 144위 중 143위에 위치하였다. 그러나 제21

대 국회에 90년생이 등장하였기 때문에 발간예정인 2020년도 청년참여보고서에

서는 모든 지표에서 한국의 순위가 상승할 것이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청년세대에게 보수적이었던 국회가 이례적으로 많은 청년의원을 배출하였다는 점

을 착안하여 본 연구는 이러한 고무적인 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살펴보고자 

청년 정치인에 대한 유권자의 인식을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를 정리해 보면, 먼저 상당수의 유권자들이 청년세대의 정치적 

대표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에 공감하고 있었으며, 이와 동시에 

보다 많은 수의 청년 정치인들이 제도권 정치의 장으로 진입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목할 만한 사실은 86세대를 기득권이라 인식할수록, 

유권자들이 더욱 청년 정치인 확대에 공감하는 것이다. 이는 다수  86세대를 대체

할 방안으로 청년 정치인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정치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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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교체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86세대에게 호감을 

느끼는 유권자들도 청년 정치인이 확대되어야할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처럼 이율배반적인 결과는 한국의 유권자들이 86세대를 다소 이중적으로 

바라보며 복잡한 인식을 보유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거대정당을 지지하

는 유권자보다 군소정당의 지지자들이 청년 정치인에게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정치사회화의 일종으로 거대정당보다 군소정당이 청년세대와 더욱 밀접한 관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거대정당에서 청년문제를 

비중 있게 다루거나 선거에서 청년 후보자를 더 많이 공천하게 된다면 거대정당 

지지자들의 인식 변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측된다. 그리고 개인의 

내적 효능감과 정치 관심도 수준은 청년 정치인 확대의 필요성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내적 효능감이 뛰어나고 정치에 관심이 많은 유권자

들이 그렇지 않은 유권자 집단보다 청년 정치인 확대 주장에 더 강하게 공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이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 한국의 정치발전이며, 민주주의의 공고화일 것이다. 따라서 높은 내적 

효능감과 높은 정치 관심을 보유하고 있는 유권자들은 투표를 하는 이유가 단순하

게 특정 정치인들을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정치 발전과 

개혁을 위해 즉, 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하여 청년 정치인의 확대 충원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심스러운 예측이 가능하다. 끝으로, 사회경제적 배경의 변수들 가운데 

성별, 이념, 지역, 그리고 소득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확인되었다. 

이처럼 청년 대표성 증대 필요성에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검증된 변수들 가운데 청년 정치 확대 주장에 대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변수는 내적효능감 등의 심리학적 관점에 해당하는 요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유권자들은 자신들이 나이대나 교육수준 등의 사회경제적 배

경 측면에서 청년 정치인들과 동질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선호하거나 지지

한다기보다는 한국 정치의 개혁과 발전, 즉 정치적 진일보를 위한 또 하나의 선택지

로써 청년 대표성 확대를 통한 정치인 세대교체를 추구한다는 조심스러운 결론을 

내릴 수 있겠다. 

최근에 이르러 청년 대표성 증대 또는 정치인 세대교체 필요성과 관련된 주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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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빈번히 불거져 나오는 가운데, 본 연구는 청년 정치인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을 

학술적 관점에서 경험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종속변수가 

청년 정치인에 대한 호감이나 투표 여부를 묻는 문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권자들

이 청년 정치인을 바라보는 시각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는 여전히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청년 정치를 유권자 수준에서 처음으로 

접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으며, 연구 결과가 청년정치와 더불어 의회민주주의 

균형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거라 사료된다. 또한, 추후 청년 대표성과 정치인 

세대교체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보다 풍부한 데이터들

이 누적된다면, 본 연구를 바탕으로 보다 많은 관련 후속 연구들이 나올 수 있으리

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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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empirically analyzes what Korean voters have in recent 
years about the expansion of youth lawmakers and the generational 
change of politicians. First of all, the analysis confirmed that a large 
number of voters believe that the political representation of the 
younger generation is not sufficiently secured in Korea, and that they 
sympathize with the argument of expanding the number of young 
politicians. In particular, voters who perceive the 86 generation as 
vested interests were found to be more sympathetic to the need to 
expand young politicians, and supporters of minor parties were more 
positive about expanding young politicians than those who support the 
big party. On the other hand, internal efficacy and political interest 
were found to have significant associations with the need for 
expanding youth politicians, while other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 
were identified at gender, ideology, region and income levels. In 
summary, various voter factors have been shown to influence the need 
to expand youth representation in our National Assembly, but among 
them, the influence of psychological factors has been strongly 
highlighted. In other words, voters are more likely to want a young 
"politician" as an alternative option for the development of Korean 
politics, rather than because they have a lot of homogeneity with young 
politicians.

Keywords: Youth Politicians, Voter’s Perception, Generational Change 
of Politicians, 86th Generation, Internal Effic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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