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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곧 실 정치에 참여하게 될 고등학생을 상으로 정치에 한 지식, 정치성향, 정치에 한 

효능, 정치에 한 신뢰, 정치신뢰 등의 하  변인들로 이루어진 청소년의 정치의식과 이러한 정치의식 형

성에 향을  정치 사회화 매체에 해서 분석해 으로써 미래 우리 정치의 주체인 청소년들의 정치의

식을 알아보고 효율 인 정치 교육이 학생들의 특성에 따라서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해 

방향을 제시해보는 과정에 본 연구의 목 을 두고자 한다.

분석결과, 정치․행정 형성요인과 청소년의 정치․행정 의식수 간의 향 계는 가정, 학교, 동료집단, 

매스미디어를 통하여 형성된 의식이 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동료집단에 의해 형성된 의식

은 정치․행정 의식에 상 으로 덜 향을 미치고, 반면 매스미디어를 통해 형성된 것은 청소년의 정

치․행정 의식에 가장 많은 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중심어 :∣청소년 정치의식∣정치․행정 형성요인∣대전지역 청소년 정치의식∣

Abstract

This research analysis politic knowledge, politic awareness and politic socialization medium which 

influenced forming politic awareness for high school students. This purpose is that we find politic 

awareness of teenagers and how we teach politic education for teenagers effectively.

After analysis, we found that awareness formed through home, school, colleague group and mess 

media influence teenagers to make their important factor of forming politic and administration and 

awareness level of politic and administration. 

 ■ Key word : |Politic Awareness of Teenagers∣Factor of Forming Politic and Administration∣Politic Awareness of
                Teenagers in Dae-Jeon|

 

수번호 : #080125-001

수일자 : 2008년 01월 25일

심사완료일 : 2008년 04월 16일

교신 자 : 류상일, e-mail : ryusangil@cbnu.ac.kr

I. 서 론

향후 정치는 미래사회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어떠한 

정치의식을 갖게 되는가에 그 성패가 달라질 것이라 할 

수 있다. 청소년기에 있어서도 고등학생은 육체 으로

나 심리 , 사회 으로도 요한 변화와 발  과정을 

겪게 되는 시기이며, 무엇보다도 정치  지식과 사고에 

있어서 최 의 발 을 경험하게 된다. 고등학생들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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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이나 학교, 동료집단과 매스미디어 등의 다양한 정치

사회화 매체들을 통해서 정치  정보를 획득하게 되고 

이를 평가하며 정치  정향  정치태도를 형성해 나가

게 된다. 이처럼 고등학생 시기가 한 개인의 인생에 있

어서나 국가의 미래 주역을 육성해 나가는데 있어서나 

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사회에서 학

생들의 정치사회화의 일차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가

정은 제구실을 하고 있지 못하며, 학교에서의 정치교육 

역시 입시 주의 교육환경으로 인해 제 역할을 수행하

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1-4]. 

이에 학교 정치교육의 요성을 다시  생각하면서 

본래의 정치교육의 목 과 부합할 수 있는 정치교육 정

상화를 한 심과 노력이 필요한 때인 지 , 정치 교

육의 수요자인 학생들의 정치의식이 어떠한가를 악

해 보는 과정은 그 일차 인 단계가 될 것이다. 미래 우

리 사회의 주역으로서 고등학교 학생들의 정치의식에 

한 연구는 앞으로 우리나라 정치의 발 에 한 가능

성을 견해 볼 수 있는 자료가 되어질 수 있을 것이며, 

아울러 민주시민 양성을 목표로 하는 효과 인 정치교

육을 계획하고 만들기 한 거름이 되어  수 있을 

것이라는 에 본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해 보는 바이다.

청소년들의 정치의식에 한 연구는 1960년  이후 

미국의 학계에서 주요한 연구 분야의 하나로 등장하

고, 1970년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이 분야에 한 연

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1980년  이후부터는 

지역별로 청소년들의 정치의식을 조사한 다양한 연구 

논문들을 찾아볼 수가 있었다. 특히, 청소년의 정치의식

이 어떠한가를 악하는 것은 정치교육을 효율 으로 

행하기 한 교수방안에도 향을 미칠 것이고, 한 

청소년의 정치의식을 조사하는 것은 청소년 정치교육

의 기 조사로 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에 본 연구는 곧 실 정치에 참여하게 될 고등학

생을 상으로 정치에 한 지식, 정치성향, 정치에 

한 효능, 정치에 한 신뢰, 정치신뢰 등의 하  변인들

로 이루어진 청소년의 정치의식과 이러한 정치의식 형

성에 향을  정치 사회화 매체에 해서 분석해 

으로써 미래 우리 정치의 주체인 청소년들의 정치의식

을 알아보고 효율 인 정치 교육이 학생들의 특성에 따

라서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해 방향

을 제시해보는 과정에 본 연구의 목 을 두고자 한다.

연구를 하여 역시 고등학생을 상으로 

2007년 9월 21일~10월 5일까지 15일 동안 650부를 배포

하여 635부를 회수하여 회수율 97.69%를 보 다. 이  

유의한 표본 600개를 연구의 표본으로 설정하 다. 

한, 자료 수집을 해 표 화된 설문지를 이용하 으며, 

측정은 Likert의 5  척도(매우 부정 - 1 , 부정 - 2 , 

보통 - 3 , 정 - 4 , 매우 정 - 5 )방식으로 등간 

척도로 구성하 고, 설문지 분석은 통계패키지 SPSS 

Win 7.5를 이용하 다. 인구통계 변수를 정리하기 하

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 으며, 각 

요인에 한 설문문항의 구성타당도  내  일 성을 

조사하기 하여 요인분석(Factor Analysis)  신뢰도 

검증(Reliability Test)을 실시하 고, 평균값분석

(Descriptive Statistic), 일원배치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 상 계분석(Analysis of Correlation), 회

귀분석(Multi-Regression Analysis) 등을 사용하 다.

II. 청소년 정치․행정의식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청소년 정치․행정의식 조사에 대한 이론적 검토 
본 연구는 국가 역할로써 정치 역과 행정 역에 

한 청소년의 정치․행정 형성요인과 정치․행정 의식

수 간의 계를 살펴보고 바람직한 정치․의식을 심

어주고자 하는 데 있다. Weber(1922)는 정치가와 행정

의 역할을 명확히 분류함으로써 정치와 행정을 분리

하기도 하나, 본 연구에서는 정치 역과 행정 역 모두 

국가의 역할로써 정치, 행정 그리고 정치․행정을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1.1 정치․행정의식의 개념과 정치사회화
근  통사회의 구속 인 여러 가지 규제로부

터 개인의식의 해방은 개인으로 하여  정치에 있어서

의 자주성을 갖게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으며, 

 한편으로는 정치권력으로 하여  마음 로 개인을 

조종할 수도 있게 만들었다. 이로 말미암아 정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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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하는 데 있어서 정치의식의 문제는 매우 요한 비

을 차지하게 되었다. 사람들의 어떤 정치행동을 선택

하는 데 있어서는 그와 같은 선택에로 인도하는 의견과 

단과 인상(image)과 감각 등이 작용한다. 사람들의 

정치행동을 결정  하는 정신작용을 정치의식이라고 

부른다. 즉 정치의식이란, 정치와의 계에서 사람이 갖

는 의식의 총칭, 바꾸어 말하면, 일반 으로 어떤 정치

 사상과 특정한 정치문제에 해서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인식·평가·태도를 총칭하여 정치의식이라 한다.

정책에 한 나름 로의 의견, 정치상황에 한 나름

로 단, 정치권력에 한 인상, 정치  요구에 한 

감각  반응 등이 각 개인으로 하여  정책과 권력에 

해서 일정한 태도를 취하게 하며 일정한 행동도 선택

 한다. 한편, 사회화라는 것은 어떤 개인이 어린 시기

로부터 그 사회의 제도화된 목표나 규범 는 일반 으

로 문화의 체계화되고 있는 가치체계를 내면화시켜, 그

것을 통하여 사회 , 문화 으로 동일화· 응해 나가는 

과정을 말하는데, 인간은 정치  동물이므로 성장에 따

라서 정치생활에 련되는 가치체제, 신념, 태도 등을 

체득해 나가는 과정을 정치사회화(political socializa- 

tion)라고 한다. 즉, 정치사회화란 그 사회의 정치문화

를 그 성원들에게 승해 주는 과정이며, 한 정치생

활 양식에 응해가는 과정이기도 하다[5-7].

다시 말하면 정치사회화란 정치문화에의 유도과정이

며 그것에 의해서 사회성원이 일정한 정치  정향을 형

성해 가는 학습과정이다. 아동기의 성장함에 따라서 잠

재 인 정치사회화의 비율은 하되는 데 하여 재

인 정치사회화의 비율은 가속화된다. 기의 가족생

활에서는 잠재 인 사회화가 가장 요하며, 재 인 

내지 명시 인 정치사회화는 그 게 요한 비 을 차

지하고 있지 않다. 학교생활에 있어서는 잠재   

시 인 정치사회화가 아울러 진행되는데, 고등학교의 

단계에서는 후자가 요성을 더하게 된다. 그 후에도 

잠재 인 사회화는 곧 계속되지만 직업상의 제 계

나, 자발  집단  정당에의 참여, 는 커뮤니 이션

미디어나 실정치와의 을 갖게 되는 후자와의 생

활경험 속에는 실 인 사회화가 더욱 요성을 갖는

다[8-15].

1.2 청소년 정치․행정의식 형성요인
일반 으로 청소년 정치의식 형성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정, 학교, 동료집단, 매스미디어 등을 들 수 

있다. 한 기존 선행연구를 검토해 보면, ․고등학교 

학생들을 표본으로 정치사회화에 한 선행연구는 많

이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 지역 학생을 상으로 한 연

구는 1980년  에, 부산지역 학생을 상으로 한 연

구는 1990년  에 진행되었다[16].

정치의식 형성의 매개체에는 가정, 학교, 동료집단, 

사회계 , 인종집단, 직업, 생활환경 그리고 매체 

등이 포함되는데, 이들 에서 가정과 학교는 통 으

로 가장 두드러진 사회화 매개체로서 주목을 받았고, 

1970년 에 들어서면서 매체가 폭발 으로 증가․

보 되어 정치정보 달에 주도권을 쥐게 되면서, 

매체에 해서는 재까지 많은 연구와 논의가 이루어

지고 있다.

1.3 정치․행정의식 수준
정치의식과 련하여 가장 기본 인 가치 상은 바

로 국가라고 볼 수 있다. 국가에 한 태도는 흔히 국민

 일체감(national identity)이라 하여 이를 요시한

다. 국민  일체감은 개인의 미래의 행동에 향을 미

칠 기본  가치 을 제공하는 바탕을 이루고 있기 때문

이다. 여기에서 국민  일체감은 존의 정권담당자를 

포함한 정치체계의 구조, 규범  정치체계 내의 타인

과 자기 자신에 한 태도 등도 포함한다. 그리고 민족

사회의 통과 명맥, 습, 역사  기억  과거 정치지

도자들의 지도 이념, 지도양식, 행  등 역사 인 통

도 무시할 수 없는 요 부문이다[17].

한편, Almond와 Verba는 정치  정향의 상을 분류

하는데 있어 일반  정치체계로부터 출발한다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체로서의 정치체계는 애국심․소외감

과 같은 감정, 크다․작다․강하다․약하다 등의 국가

에 한 인식과 평가를 포함한다. 다음으로 정치구조․

역할담당자․정책 등에 련되는 투입-배출의 정치․

행정과정, 그리고 다른 한쪽 끝에는 정치  행동자로서 

‘자아’(the self)에 한 정향으로 개인 인 정치의무 규

범과 정치체계에 한 개인  능력의 내용, 특성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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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시하고 있다[18].

이에 해 Rosenbaum은 정치의식의 핵심요소(core 

components)로서 ① 정치구조에 한 정향, ② 정치체

제 내의 다른 사람들에 한 정향, ③ 자신의 정치  활

동에 한 정향의 세 가지로 별하고 있다[19]. 그런데, 

정치의식의 요소로서 정치정향에 한 그의 조작  분

류는 특이하게 구성되어 있다. 즉 ①의 정치구조에 

한 태도는 주로 체제정당성에 한 믿음과 투입-배출

의 정치  과정에 한 태도를 들고, ②의 정치체제 내

의 타인들에 한 태도 속에는 정치  일체감․경기수

칙 등을 포함하고 있다. 자의 경우 시민생활에 충성

감을 느끼는 사회  일체성의 단 를 집단․국가 등 어

디에다 두느냐에 심을 두고, 후자의 경우 경기수칙은 

주로 시민상호의 행동규범을 말하고 있다. 이상 몇 학

자들의 정치의식의 요소별 유형에 한 주장에서 보면, 

Easton의 정치정향 상으로서의 정치체계 분류는 

Almond와 Vwrba의 정치체계 일반에 한 분류와 비

슷하다. 한 Rosebaum의 정치정향에 한 정치체계

의 분류 역시 동소이하다.

한편, 백종태(2002)는 정치의식 유형을 국가  애향

의식, 정치 참여 의식, 정치 신뢰 의식, 법  질서 의

식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12].

2. 연구의 조사 설계
2.1 분석을 위한 변수 선정의 논리
정치사회화는 개인의 생활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상

황이나 경험을 통해서 끊임없는 사회화 과정, 즉, 재사

회화과정이 진행된다. 보통의 어린이  청소년은 가족, 

학교, 매스미디어 등을 통해서 정서 , 인지 , 평가

이라는 순서로 태도를 변화해 가는 것으로 보고 있다

[8-15]. 이에 본 연구는 정치․행정 의식수 에 향을 

미치는 향 요인으로서 정치․행정에 한 형성 변수

의 지표를 가정, 학교, 동료집단, 매스미디어로 선정하

고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구의 분석틀을 설정하 다. 

2.2 연구의 분석 틀
청소년 정치․행정에 한 인식조사의 연구 분석틀

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청소년 정치․행정의식

에 인구 사회학  요인과 정치  행정의식 형성요인이 

향을 미치게 되어 정치․행정의식이 형성되게 된다

는 가정 하에, 인구 사회학  요인에 따라 청소년의 정

치․행정의식 정도의 차이를 분석하고, 한, 인구 사회

학  요인에 따라 청소년의 정치․행정 형성요인 형성

의 차이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청소년 정치․

행정 형성요인과 정치․행정 의식간의 계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연구를 한 표본은 역시 고등학생을 상으

로 2007년 9월 21일~10월 5일까지 15일 동안 650부를 

배포하여 635부를 회수하여 회수율 97.69%를 보 다. 

이  유의한 표본 600개를 연구의 표본으로 설정하 다.

본 연구는 자료 수집을 해 표 화된 설문지를 이용

하 으며, 측정은 Likert의 5  척도(매우 부정 - 1 , 

부정 - 2 , 보통 - 3 , 정 - 4 , 매우 정 - 5 )방

식으로 등간 척도로 구성하 다. 설문지 분석은 통계패

키지 SPSS Win 12.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 으며, 각 요인에 한 설문문항의 

구성타당도  내  일 성을 조사하기 하여 요인분

석(Factor Analysis)  신뢰도 검증(Reliability Test)

을 실시하 고, 평균값분석(Descriptive Statistic), 일원

배치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 상 계분석

(Analysis of Correlation), 회귀분석(Multi-Regression 

Analysis) 등을 사용하여 분석하 다.

<인구 사회학  
변수>

인구 사회학  
요인

․ 성별
․ 학년
․ 계열
․ 거주지

<종속 변수>

청소년의 정치․행정의식

<독립 변수> ․ 국가의식
․ 애향의식
․ 통일의식

․ 법의식
․ 질서의식
․ 소수보호의식

․ 정치 지식정도
․ 정치 참여  심도
․ 정치에 한 신뢰도

․ 행정 지식정도
․ 행정 참여  심도
․ 정부에 한 신뢰도

정치․행정 
형성요인

․ 가정
․ 학교
․ 동료집단
․ 매스미디어

그림 1. 연구 분석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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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N 평균
표
편차

청소년의 
정치․행정 

의식수준 분석

청소년의 
정치․행정 

의식수준 분석

국가
의식 594 3.9501 7549
애향
의식 594 3.2811 .9614
통일
의식 594 2.9865 1.1758
준법
의식 594 3.0707 .7851
질서
의식 588 3.3679 .6521
소수
보호
의식

594 3.7466 .7863

정치
지식
정도

594 2.7601 .8481

정치 
참여 
관심

594 3.0438 .8906

정치
신뢰 588 2.1950 .7086
행정
지식
정도

594 2.1978 .6729

행정 
참여 
관심

594 2.2938 .6691

정부
신뢰 594 2.3577 .8493

※ 평균 : 1(매우낮음) / 5(매우높음)

Ⅲ. 청소년 정치․행정의식에 대한 분석: 대전광
역시를 중심으로

1. 청소년의 정치․행정 의식수준 일반 분석
1.1 인구사회학적 특성
소년의 정치․행정 의식조사를 하여 역시 

고등학생 600명을 상으로 분석한 결과 우선, 성별은 

여자 300명, 남자 300명으로 각 50%씩의 응답분포를 보

다. 학년별 분포는 1학년 190명으로 31.7%, 2학년 212

명으로 35.3%, 3학년 198명으로 33.3%의 응답분포를 

보 다. 거주지역의 분포는 동구 24명, 4.1%, 구 42명, 

7.2%, 서구 194명, 33.3%, 유성구 292명 50.2%, 덕구 

30명, 5.2%의 응답분포를 보 고, 부모님의 월평균 소

득 분포는 100만원 이하가 116명으로 20.4%, 101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가 154명으로 27%, 201만원 이상 300

만원 이하가 172명으로 20.2%, 301만원 이상 400만원 

이하가 48명으로 8.4%의 응답분포를 보 다. 마지막으

로, 아버지의 학력분포는 등학교 졸업이 20명으로 

3.5%, 학교 졸업이 66명으로 11.5%, 고등학교 졸업이 

215명으로 37.3%, 학교 졸업이 254명으로 44.1%, 

학원 이상이 21명으로 3.6%의 응답분포를 보 으며, 어

머니의 학력은 등학교 졸업이 24명으로 4.2%, 학교 

졸업이 83명으로 14.4%, 고등학교 졸업이 309명으로 

53.6%, 학교 졸업이 148명으로 25.7%, 학원 이상이 

12명으로 2.1%의 응답분포를 보 다.

한 정치나 행정에 한 지식을 하는 계기를 분석

한 결과 부모님을 통해서가 48명으로 8.2%, 친구를 통

해서가 18명으로 3.1%, 선생님을 통해서가 24명으로 

4.1%, TV를 통해서가 336명으로 57.7%, 인터넷을 통해

서가 144명으로 24.7%, 신문을 통해서가 6명으로 1%, 

교과서 등 서 을 통해서가 6명으로 1%의 응답분포를 

보 다.

1.2 청소년의 정치․행정 의식수준 분석
 지역 고등학생들의 정치․행정 의식수 을 분

석해본 결과 아래와 같이, 국가의식(3.9501)이 가장 높

았고, 다음으로 소수보호의식(3.7466), 질서의식(3.3679) 

이 높았다. 반면에 정치에 한 신뢰(2.1950)가 가장 낮

았고, 다음으로 행정지식정도, 행정 참여  심정도, 

정부에 한 신뢰 정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표 1. 정치나 행정에 관한 지식을 접하는 계기
구분 빈도 유효 퍼센트

부모님을 통해 48 8.2
친구들을 통해 18 3.1
선생님을 통해 24 4.1
TV를 통해 336 57.7

인터넷을 통해 144 24.7
신문을 통해 6 1.0

교과서 등 서적을 통해 6 1.0
합계 582 100.0

표 2. 청소년의 정치․행정 의식수준

2. 정치․행정 형성요인과 청소년의 정치․행정 의식
수준간 관계 분석

2.1 정치 ․행정 형성요인과 청소년의 정치 ․행정 의식
수준간 상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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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정치․행정 형성요인과 정치․행정 의식수

간 연 성을 살펴보기 하여 상 계 분석을 실시

한 결과 아래와 같이 가장, 학교, 동료집단, 매스미디어

를 통해서 형성된 의식이 정치․행정 의식수 과 정(+)

의 상 성이 있는 것으로 결과가 도출되었다.

특히, 매스미디어(0.595)가 가장 높은 상 성을 보

고, 다음으로 가정(0.545), 학교(0.503), 동료집단(0.465) 

순으로 상 성이 있었다.

이를 통해서 청소년의 올바른 정치․행정 의식을 심

어주기 해서는 무엇보다도 매스미디어의 역할이 

요하며, 가정과 학교의 요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표 3. 정치․행정 형성요인과 청소년의 정치․행정 의식수준간 
상관 관계

구분

정치․행정 형성 요인

가정 학교
동료
집단

매스
미디어

Pearson 
상관계수

청소년 
정치․행정 
의식

.545** .503** .465** .595**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합니다.

2.2 정치 ․행정 형성요인과 청소년의 정치 ․행정 의식
수준간 회귀 분석

정치․행정 형성요인과 청소년의 정치․행정 의식수

간의 향 계를 살펴보기 하여 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래와 같이 가정, 학교, 동료집단, 매스미

디어를 통하여 형성된 의식이 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동료집단에 의해 형성된 의식은 정치․행정 의

식에 상 으로 덜 향을 미치고, 반면 매스미디어를 

통해 형성된 것은 청소년의 정치․행정 의식에 가장 많

은 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청소년 정치․행정 의식=1.571+0.151(가정)+0.110(학

교)+0.09203(동료집단)+0.187(매스미디어)

표 4. 정치․행정 형성요인과 청소년의 정치․행정 의식수준간 
영향 관계

모형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t

유의
확률

B 표 오차 베타
1 (상수) 1.571 .063 24.741 .000

가정 .151 .026 .218 5.725 .000
학교 .110 .021 .202 5.379 .000
동료
집단 9.203E-02 .024 .144 3.894 .000

매스
미디어 .187 .022 .328 8.504 .000

 a 종속변수: 청소년 정치․행정 의식

3. 소결론: 분석결과의 시사점 및 발전방향
분석결과 청소년의 정치․행정 형성요인과 정치․행

정 의식수 간의 계에서 가장 요한 역할을 하는 것

은 매스미디어에 의한 향력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인터넷 

보 의 확 , TV 방송 로그램에 의한 매스미디어가 

청소년의 정치․행정에 한 의식수 에 많은 향을 

주고 있으며, 따라서 보다 객 이고 올바른 정치․행

정 교육 한 이를 통해 보 될 때 미래 정치 주역으로

서 청소년들에 한 바람직한 정치․행정의 방향을 제

시해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 가정에서의 지속

인 정치․행정에 한 화와 의식 형성이 이를 보완하

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하며, 실제 청소년의 교육을 담

당하는 학교 교육은 이를 이끌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스스로 제시할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Ⅳ. 결어

본 연구는 곧 실 정치에 참여하게 될 고등학생을 

상으로 정치에 한 지식, 정치성향, 정치에 한 효

능, 정치에 한 신뢰, 정치신뢰 등의 하  변인들로 이

루어진 청소년의 정치의식과 이러한 정치의식 형성에 

향을  정치 사회화 매체에 해서 분석해 으로써 

미래 우리 정치의 주체인 청소년들의 정치의식을 알아

보고자 하 다.

결과 으로 정치․행정 의식수 을 분석해보니,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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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식(3.9501)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소수보호의식

(3.7466), 질서의식(3.3679) 이 높았다. 이는 지역 청

소년들의 경우 상 으로 국가를 하는 의식과 소수

를 보호하는 의식수 이 높고, 한 질서 의식이 상

으로 다른 요인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반면에 정치에 한 신뢰(2.1950)가 가장 낮았

고, 다음으로 행정지식정도, 행정 참여  심정도, 정

부에 한 신뢰 정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정치․행정 형성요인과 청소년의 정치․행정 의식수

간의 향 계는 가정, 학교, 동료집단, 매스미디어를 

통하여 형성된 의식이 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이  동료집단에 의해 형성된 의식은 정치․행정 

의식에 상 으로 덜 향을 미치고, 반면 매스미디어

를 통해 형성된 것은 청소년의 정치․행정 의식에 가장 

많은 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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