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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사회 ‘샤이(Shy) 보수’의 존재를 확인하고, 그들

의 민주주의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샤

이 보수’란 보수정당에 대한 자신의 지지를 표명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즉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 보수정당에 대한 지지

를 표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며, 이 연구는 ‘샤이 보수’ 현상이

정당에 대한 확고한 지지와 민주적 절차에 대한 책임감 사이에서 갈등하

는 시민들에게서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특히 다양한 결사체에 교차적으

로 참여함으로써 정치적 자아가 발달하였을 성찰적 시민들이 ‘샤이 보수’

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는 구체적으로 동질적인 사회경제적 배경을 공유한 사람들의

연결망인 연고집단과 연고집단에 비해 이질적 배경과 견해에 노출이 많

을 것으로 기대되는 자발적 결사체 간 차이와 그 결합에 초점을 둔다.

연고집단의 특성은 연결망이 동질적이고 조밀해 집단 내 갈등이 발생해

도 구성원들이 쉽게 이탈하지 못하고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도록 종

용받는다는 것이다. 반면 자발적 결사체의 개방적 특성은 구성원들에게

차이에 대한 감수성을 바탕으로 개인과 제도에 대한 호혜적 관계를 학습

시켜 타인에 대한 일반적인 신뢰뿐만 아니라 민주적 절차에 대한 신뢰까

지도 증진한다. 다양한 정치적 특성이 발달된 성찰적 시민의 조건은 연

고집단에서 길러지는 특성과 자발적 결사체에 의해 배양되는 덕성이 결

합되었을 때 충족되기 쉽다. 한편 두 집단에 모두 속하지 않는 경우, 어

떤 집단에 속하는지에 따라 성찰적 능력에 있어서의 차이를 만들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샤이 보수’의 정치적 맥락을 확인하기 위해 먼저 해당 집단을 포착할

수 있는 이론적 논의를 검토한다.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의 일종인 배제

적 편향(exclusion bias)은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의견

을 표출하지 않아 상당한 비율의 의견 누락이 발생하는 현상을 의미한



- ii -

다. 배제적 편향이 발생하는 경우, 면접원이 존재하는 조사와 면접원 없

이 스스로 응답하는 조사의 결과가 달라진다. 이는 면접원의 존재로 인

해 창발하는 사회적 압력이 응답자로 하여금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응답

을 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즉, 보수정당을 지지하지만, 어떠한 상황적

이유로 이를 밝히지 못한다는 점에서 ‘샤이 보수’는 배제적 편향의 한 형

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보수정당 지지자가 자신의 태도를 표명하지 못하

게 된 계기로서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지목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 ‘샤이 보수’라

고 부를 수 있는 집단이 발생하였는지 검증한다. 만약 면접원이 사회적

인 압력을 발생시켜 보수정당 지지자가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없도록

만든다면, 특정 조사에서 면접원이 수집한 응답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보

수정당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편향이 나타날 것이다. 2016년의 제20대 국

회의원선거와 2018년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이의 여론조사 공표

자료를 분석함으로서 이를 확인한다. 자료는 여론조사심의의원회에 등록

된 여론조사결과현황을 직접 수집하여 활용한다. 전체 여론조사의 추세

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차 별 여론조사를 통합한(pooling the polls) 이후

결정적 추세를 포함한 국소 수준 모형(local level with deterministic

trend)을 활용한 비관찰요소모형(unobserved component model)을 활용

하였다. 최종적으로는 예측 정확도 지표 를 활용하여 여론조사의 추세와

개별 여론조사 간 오차에 대해 고정효과모형 회귀분석(fixed-effects

regression)을 수행하였다.

여론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샤이 보수’의 존재를 확인한 이후, 이러한

‘샤이 보수’가 결사체 참여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2017 정치
와 민주주의에 관한 의식조사의 결과를 활용하려 확인한다. 먼저 해당

조사 내에서 ‘샤이 보수’를 규정하기 위해 무당파 집단을 잠재집단분석

(latent class analysis)을 통해 세분화한다. 기존 무당파 집단 연구를 수

용하여 무당파 집단을 비정치층(apolitical), 비당파층(apartisan), ‘샤이 보

수’ 등 세 개의 잠재 집단으로 구분한다. 이후 보수정당 지지를 표명한

‘명시적 보수’와, 무당파 집단 내 잠재집단이지만 ‘명시적 보수’와 비슷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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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을 가진 ‘샤이 보수’를 이분변수로 활용한다. 이를 통해 결사체 참여

유형이 숙의적 능력과 시민적 덕성을 서로 다르게 배양하고, 이에 따라

다양한 정치적 특성을 가진 성찰적 시민에게서 ‘샤이 보수’일 가능성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지 확인한다.

분석 결과, 여론조사에서 ‘샤이 보수’가 뚜렷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구체적으로,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 면접원에 의해 수

집된 응답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보수정당의 지지율이 낮아지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한편 같은 시기 보수정당과 무응답을 합한 비율은 면접

원에 의해 수집된 응답의 비율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시

기 이전에는 이와 같은 관계를 발견할 수 없었다. 이를 정리하면, 해당

시점 이후 면접원의 존재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는 보수정당의 지

지율 하락은 여타 정당의 지지율 상승이 아니라, 조사 상황에서 정당일

체감을 표명하지 못한 것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샤

이 보수’는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 장기간 존재하는 현상이

자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무당파 집단의 잠재집단 내부에는 ‘샤이 보수’로 이해될 가능성이

있는 집단이 존재한다. 무당파 집단을 세 개의 잠재집단으로 분리하면,

기존 논의의 비정치층, 비당파층과 함께 ‘샤이 보수’로 보이는 새로운 집

단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한편 연고집단에 참여하는 경우 투표한 후보와

자신의 정책 선호도와 가까운 정도를 통해 측정한 숙의적 능력이 증가하

며, 자발적 결사체에 참여하는 경우 타인에 대한 신뢰를 통해 측정한 시

민적 덕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연고집단이 증진시

키는 숙의적 능력과 자발적 결사체가 증진시키는 시민적 덕성이 결합될

때, ‘샤이 보수’일 확률이 가장 높아진다.

본 연구는 ‘샤이 보수’라는 집단을 실증적으로 확인하고 그 특징을 분

석했다는 의의를 갖는다. 구체적으로, 여론조사의 누적된 자료를 통해 장

기적인 시계열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여, ‘샤이 보수’가 지속적으로 존재

하는 집단임을 확인하였다. 한편 ‘샤이 보수’를 정당일체감이라는 구체적

인 차원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구체화하고, 성찰적 시민들에게서 ‘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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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가 발견될 확률이 가장 높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서, ‘샤이 보수’를 단

순히 캐스팅 보트(casting vote)가 아닌, 민주주의적 주체로서 이해하려

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주요어: ‘샤이 보수’, 배제적 편향, 여론조사, 발전적 효과,

성찰적 시민, 연고집단, 자발적 결사체

학 번: 2017-28991



- v -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2 장 이론적 배경 ·····························································6

제 1 절 배제적 편향의 한 형태로서의 ‘샤이 보수’ ························6

1. 정당일체감의 무응답에 대한 선행 연구 검토 ·····································6

2. 배제적 편향에서 기인하는 ‘샤이 지지자’ ·············································7

3. ‘샤이 지지자’의 민주주의적 의미 ·························································12

제 2 절 결사체 유형에 따른 발전적 효과 ······································15

1. 민주주의와 결사체의 내부 효과 ···························································15

2. 연고집단과 자발적 결사체 ·····································································19

제 3 절 결사체 참여 유형과 ‘샤이 보수’의 불/가능성 ················23

1. ‘샤이 보수’ 발생의 사회적 맥락 ···························································23

2. 결사체의 발전적 효과와 ‘샤이 보수’ ···················································24

제 4 절 연구가설 ·················································································28

제 3 장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샤이 보수’ ···············32

제 1 절 여론조사 분석을 위한 자료 구성 및 그 특징 ················32

1. 연구자료 ·····································································································34

2. 분석절차 및 연구방법 ·············································································35

3. 분석 모형 ···································································································38

4. 변수 측정 ···································································································39



- vi -

제 2 절 여론조사 결과와 ‘샤이 보수’의 존재 ································42

1. 분석 자료의 특징 ·····················································································42

2. 여론조사의 추세 및 오차에 대한 분석 결과 ·····································44

제 4 장 ‘샤이 보수’의 특징 및 원인 분석 ···················53

제 1 절 ‘샤이 보수’ 분석의 연구방법 ··············································53

1. 연구자료 ·····································································································53

2. 분석절차 및 연구방법 ·············································································53

3. 연구모형 ·····································································································54

4. 변수측정 ·····································································································54

제 2 절 분석결과 ··················································································63

1. 잠재집단분석 결과 ···················································································63

2. 결사체의 발전적 효과와 ‘샤이 보수’의 관계 ·····································66

제 5 장 결론 ·········································································83

참고문헌 ··················································································87

부 록 ························································································94

1. 무당파 집단의 특징에 대한 선행 연구 정리 ·····························94

2. 주차 별 여론조사 결과 및 특징 ···················································95

3. 2017년 대통령선거 후보 별 공약 비교 ·······································98

4. 자유한국당 지지자와 ‘샤이 보수’의 특징 비교 ·························99

Abstract ···············································································101



- vii -

표   목   차

<표 1> 결사체 참여의 유형(이재열, 2003: 54) ····························26

<표 2> 여론조사 분석 자료에 대한 기술통계 ·····························42

<표 3> 비관찰요소모형 추정결과 ·················································44

<표 4> 게이트 발생 이전의 여론조사 오차에 대한 ·················48

<표 5> 게이트 이후의 여론조사 오차에 대한 ···························50

<표 6> 잠재집단유형 활용변수의 기술통계 ·································54

<표 7> 사회조사 분석 자료에 대한 기술통계: 독립변수 ··········56

<표 8> 결사체 별 참여 비율의 기술통계 ·····································59

<표 9> 결사체 참여의 유형(이재열, 2003)에 따른 참여자의

수와 비율 ···············································································59

<표 10> 통제변수의 기술통계 ·························································61

<표 11> 잠재집단분석의 적합성 평가 ···········································64

<표 12> 세 집단 모형의 잠재집단확률과 표본 수 ·····················64

<표 13> 응답자들의 결사체 참여 행태 ·········································67

<표 14> 결사체 참여 유형이 투표 후보와의 정책 일치 비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69

<표 15> 결사체 참여 유형이 타인에 대한 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72

<표 16> 결사체 참여 유형과 발전적 효과가 ‘샤이 보수’일

확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 76



- viii -

그 림  목 차

<그림 1> 배제적 편향 발생의 논리적 도식 ···································9

<그림 2> 배제적 편향으로 인해 변화하는 무응답 비율의

양상 ·····················································································11

<그림 3> ‘샤이 보수’ 발생의 논리적 도식 ···································25

<그림 4> 배제적 편향으로 인해 변화하는 ·································32

<그림 5> 정당 지지율 및 무응답 비율에 대한 개별 여론조사

결과 ·····················································································45

<그림 6> 여론조사의 추세를 바탕으로 추정된 예측 정확도의

분산 ·····················································································47

<그림 7> 잠재집단유형 및 당파 특성 ···········································65

<그림 8> 결사체 참여 유형에 따른 투표 후보와의 정책 일치

비율 변화 ·········································································69

<그림 9> 결사체 참여 유형에 따른 타인에 대한 신뢰 확률

변화 ···················································································75

<그림 10> 투표 후보와의 정책 일치 비율과 타인에 대한

신뢰에 따른 ‘샤이 보수’일 확률의 변화 ···················78

<그림 11> 결사체 참여 유형에 따른 ‘샤이 보수’일 확률의

변화 ···················································································78



- 1 -

제 1 장 서론

한국의 시민들은, 2016년 가을 광장에서 열린 유례없는 규모의 집회에

결집했다. 비선실세 최순실의 딸인 정유라의 이화여자대학교 부정입학

비리가 사실로 밝혀지면서 국민의 분노가 폭발한 것이다. 촛불집회는 박

근혜 대통령 탄핵 발의를 거쳐 파면에 이를 때까지 약 6개월 간 이어졌

다. 광장의 시민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보수정당, 재벌을 ‘적폐’로 규정

하며 이들의 청산을 요구하였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민주적 질서의 위배

를 골자로 하는 판결문을 통해 탄핵을 인용하였다. 탄핵 정국은 보수의

정치적 기반을 무너뜨려 이들을 분열시켰고, 보수정당의 지지자들을 고

립시켰다(김홍미리, 2017). 탄핵의 여파는 2018년 지방선거까지도 이어져

자유한국당 소속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정당을 숨기고 유세를 하거나 당

대표의 유세 보조를 거부하기도 하였다(구본상, 2018).

보수정당에 적대적인 사회적 공감대와 규범이 확산하였고, 이 과정에

서 ‘샤이(Shy) 보수’1)는 분명하게 정의되지 않은 단어이다. ‘샤이 보수’에

포함된 정치적 성향은 보수적인 이념을 일컫는 것인지, 보수 정당에 대

한 지지인지, 보수 정치인에 대한 지지인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은 채

다양한 방식으로 호명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샤이 보수’를 정당일체

1) ‘샤이 보수’는 분명하게 정의되지 않은 단어이다. ‘샤이 보수’에 포함된 정치
적 성향은 보수적인 이념을 일컫는 것인지, 보수 정당에 대한 지지인지, 보
수 정치인에 대한 지지인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은 채 다양한 방식으로 호
명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샤이 보수’를 정당일체감과 관련된 차원에서 이
해하며, 오랜 시간 한국의 보수정당으로 이해되어 온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의
지지자가 자신의 지지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는 경우로 제한하려 한다. 이는
정치적 이념으로서 보수는 단일한 집단으로 이해하기에 광범위한 범주이며,
개별 정치인에 대한 지지는 오랜 기간 동안 측정될 수 없으며, 정치인의 개
인적 특성이 두드러져 분석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샤이 보수’와
반대되어, 자신의 지지를 명확히 밝히는 사람들을 ‘명시적 보수’라고 하며,
‘샤이 보수’와 ‘명시적 보수’를 모두 합친 집단을 보수집단 지지자로 이해한
다. 특정 시점의 보수정당에 대해 언급할 경우 정당명을 사용하지만, 분석의
대상이 되는 기간 동안 당명이 변경되었으므로 이후로는 새누리당과 자유한
국당을 보수정당으로 통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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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과 관련된 차원에서 이해하며, 오랜 시간 한국의 보수정당으로 이해되

어 온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의 지지자가 자신의 지지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는 경우로 제한하려 한다. 이는 정치적 이념으로서 보수는 단일한

집단으로 이해하기에 광범위한 범주이며, 개별 정치인에 대한 지지는 오

랜 기간 동안 측정될 수 없으며, 정치인의 개인적 특성이 두드러져 분석

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샤이 보수’와 반대되어, 자신의 지지를

명확히 밝히는 사람들을 ‘명시적 보수’라고 하며, ‘샤이 보수’와 ‘명시적

보수’를 모두 합친 집단을 보수집단 지지자로 이해한다. 특정 시점의 보

수정당에 대해 언급할 경우 정당명을 사용하지만, 분석의 대상이 되는

기간 동안 당명이 변경되었으므로 이후로는 새누리당과 자유한국당을 보

수정당으로 통칭한다.

‘샤이 보수’는 보수적 성향의 유권자들이 보수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

하지만 이를 밖으로 밝히지 못하는 경우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샤이 보

수’에 대한 연구는 많은 편은 아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개념이 학문적 논의를 통해서 만들어졌다기보다는 현실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유불리를 따지면서 창조해낸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얼마 되지

않는 연구들조차 대부분 ‘샤이 보수’가 투표 행태에서의 역할이나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다(구본상 2017, 2018; 윤종빈, 2018; 김석호,

2017). ‘샤이 보수’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거의 없는 실정이니 개념의 학

술적 차원의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샤이 보수’가 민주주

의의 한 부분으로 존재하는 엄연한 현실이고, 개인의 투표와 선거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라면, 그것이 민주주의에서 어떤 함의를

가지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샤이 보수’가 갖는

정치사회적 의미에 대한 고민을 공유하고 있다.

‘샤이 보수’는 특정한 사회적 규범으로 인해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지

못하는 집단이 발생하는 현상인 배제적 편향(exclusion bias)의 특수한

사례라고 이해할 수 있다(Berinsky, 2004). 베린스키(Berinsky, 2016)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게’ 여겨지는 의견이 여론조사에서 잘 드러나

지 않아서 실제 여론이 왜곡되고, 이에 따라 민주주의의 반응성이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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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치적 영역에서 나타나는 배제적 편향을 민주

주의의 반응성 저하라는 단편적인 모습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충분치 않

다. 특정 정치 세력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공감대와

규범이 형성되고 확산했을 테지만, 해당 집단에 대해 동정적 지지를 유

지한 유권자가 존재하는 터놓고 지지를 보내지 못하는 대상에 대한 애정

과 사회적 규범 사이에서 갈등하며, ‘샤이 지지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즉 자신의 정치적 선호에 대한 반성적(reflexive) 및 성찰적 능력이 있어,

윤리적 책임감과 시민적 덕성의 압력으로 인해 ‘샤이 보수’가 만들어진다

(Warren, 2001; Dekker, 2009). 이러한 관점은 ‘샤이 보수’를 민주주의에

대한 해악이 아닌, 탄핵 정국 이후 정치적 격변기에 성찰적이고 숙의적

인 태도를 견지함으로서 사회의 균열을 봉합할 수 있는 집단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만든다.

본 연구는 성찰적이고 민주적인 자아를 배양할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견

지에서 연고집단과 자발적 결사체의 차이에 주목한다. 연고집단이 갖는

사적 도움의 통로, 구심점으로서 과거의 상상된 공동체, 정치적 동원으로

서 활용되는 특징 등은 연고집단 내 연결망을 동질적이고 조밀하게 만들

어 구성원들이 연고집단을 이탈하기 어렵게 만듦과 동시에 정치적 토론

의 기회를 증가시켜 숙의적 능력을 배양한다(최종렬, 2004; 류석춘‧왕혜

숙‧박소연, 2008; 정병은, 2007; Warren, 2011). 그러나 이러한 동질적이

고 조밀한 연결망 하에서는 내부적이고 배타적인 신뢰와 폐쇄적 담론이

형성되고, 시민적 자원을 획득하기 어렵다(Kim, 2011). 반면 자발적 결사

체의 개방적 특성은 내부적 갈등이 발생했을 때 구성원들이 대화보다는

이탈의 방식을 택할 개연성을 증가시켜 숙의적 능력의 배양을 어렵게 만

든다(Hirschman, 1970). 반면 다양성과 차이에 기반한 운영 원리는 구성

원들이 결사체에 관여하는 과정에서 상호 호혜와 신뢰를 지속적으로 경

험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타인뿐만 아니라 민주적 정치 과정에 대한

신뢰와 윤리적 태도를 증진한다(Warren, 2001; Kim 2011; 2016). 따라서

여러 형태의 결사체에 중복적으로 관여하는 개인은 서로 다른 결사체의

특징에 따라 부여되는 발전적 효과를 복합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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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발전적 효과를 통해 정치적 자아가 발달한 시민은 개인이 처한 객관

적 현실과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

고 행동하는 성찰(reflexivity)의 과정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Archer, 2003; 2012). 즉, 여러 결사체의 발전적 효과를 다양하게 경험할

때,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강건히 하는 동시에 타인과의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민주적 과정 내에서 책임감을 지니는 성찰적 시민이 탄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에 ‘샤이 보수’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샤이 보수’가 확

고한 정치적 태도와 민주적 절차에 대한 책임감 사이에서 갈등하는 성찰

적 시민의 한 태도로 이해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장기간 동안 여론조사의 자료를 수집하여,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기점으로 ‘샤이 보수’가 발생하였는지를 확인한다. 만약 면접원

이 부여하는 사회적 압력에 따라 보수정당의 지지율이 누락되고, 누락된

지지율이 무응답으로 옮겨가는 것이 확인된다면 ‘샤이 보수’라는 배제적

편향이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한편 여론조사의 분석을 통해 ‘샤이 보수’의 존재를 확인하면, 이들의

특징을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2017 정치와 민주주의에 관한

의식조사를 통해 무당파 집단으로 관측된 응답자 내부에서 ‘샤이 보수’

라는 잠재 집단(latent class)을 관측할 수 있는지 검증한다. 만약 ‘샤이

보수’가 존재한다면, 기존 무당파와 관련된 논의에서 언급되었던 특징들

과는 달리, 지지정당을 가진 사람들과 비슷한 특징을 보일 것이다. 특히

이들이 보수정당 지지자들과 유사한 특징을 보인다면 이들이 실제로는

보수정당을 지지하지만, 자신의 지지정당을 밝히지 못한 ‘샤이 보수’인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잠재집단분석을 통해 ‘샤이 보수’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면,

이들을 보수정당을 지지한다고 표명한 ‘명시적 보수’와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즉, 보수정당 지지를 밝힌 ‘명시적 보수’와 ‘샤이 보수’가 실제로 숙

의적 능력과 시민적 덕성에 의해 달라지는지를 확인한다. 또한 이러한

경로를 구성하는 사회적 배경으로서 연고집단 참여와, 자발적 결사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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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를 비교한다.

본 연구는 총 5장으로 이루어져있다. 다음에 제시될 제2장에서는 이론

적 배경을 제시한다. 먼저 ‘샤이 지지자’가 기존 무당파 집단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본다. 이후 ‘샤이 보수’를 발생시키는 경로로서 결

사체 유형이 숙의적 능력을 배양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한국의 맥락에서

‘샤이 보수’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과 불가능성을 전체적으로 검토한

다. 이후 제3장에서는 여론조사의 자료를 누적하여 여론조사의 추세를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면접원의 존재가 ‘샤이 보수’를 발생시키는지

확인한다. 제4장은 개인 단위에서 ‘샤이 보수’의 특징을 확인하는 과정으

로서, 잠재집단분석을 통해 무응답 집단 내에 존재하는 ‘샤이 보수’를 포

착하고, 이들의 특징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본 연구의 의의 및 한계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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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배제적 편향의 한 형태로서의 ‘샤이 보수’

1. 정당일체감의 무응답에 대한 선행 연구 검토

‘샤이 지지자’는 자신이 실제로 지지하거나 가깝게 느끼는 정치인, 정

당 등 정치적 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지지한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샤이 지지자’는 지지하는 정치 세력이 없

는 사람들과는 구분되는 집단이다. 구체적으로,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

이트 이후 등장하여 지속적으로 호명되는 ‘샤이 보수’는 실제로 지지정당

이 없는 무당파 집단과는 달리, 설문조사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을

밝히지 못한 사람들을 의미한다. 본 절에서는 먼저 무당파 집단에 관련

된 기존의 논의를 살펴봄으로써 2016년 이후 한국에서 ‘샤이 보수’가 가

지는 특징을 구체화한다.

정당일체감(party identification)은 제도화된 정당체계 하에서 개인이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혹은 선호를 자신의 정체성의 일부로 갖는 것을

의미한다(허석재, 2014). 전통적으로 무당파 집단은 정치적인 관심이 없

으며 정치적 지식 또한 없는 집단으로 간주되었으며(Campbell et al.,

1960), 이는 한국의 맥락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한국의 무당파 집단은 지

지정당을 가진 집단에 비해 투표율이 낮고, 투표 결정이 늦고, 정치 관심

도와 효능감이 낮으며, 투표 이외의 참여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이현출, 2001; 류재성, 2012; 김성연, 2015; 박원호·

송정민, 2012). 한편 정치와 관련되지 않은 일반적인 특성에서도 차이가

발견되는데, 무당파 집단은 대체로 연령이 낮고, 교육수준과 주관적 계층

의식이 높은 경향이 발견된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무당파를 균일한 집단으로 보아서는 안 되며, 인지

적 동원의 정도에 따라 구분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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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Dalton, 1984; 2013). 이러한 논의에 따르면 무당파 집단은 내부적으

로 정치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는 비정치층(apolitical)과 인지적 동원이

이루어져 적극적인 형태의 정치적 참여를 택하지만 지지정당은 없는 비

당파층(apartisan)으로 구분될 수 있다. 한국의 무당파 집단도 비정치층

과 비당파층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두 집단은 기본적으로 무당파 집단

이라는 점에서 당파 집단과도 차이를 보이는 동시에, 두 집단 간에도 유

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승연, 2004; 정진민·길정아,

2014). 구체적으로 비정치층과 비당파층 모두 당파 집단에 비해 연령이

낮으며, 투표율이 낮고, 자신의 투표 결과에 대해 회의적인 평가가 강하

고, 정치적 성향이 중도에 가까운 특징을 보인다. 한편 정당일체감이 없

고 인지적 동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비정치층의 경우 인지적 동원이 이루

어진 비당파층에 비해 투표율이 더욱 낮으며, 중도 성향이 더욱 강하고,

투표율이 더욱 낮았다. 반대로 비당파층은 비정치층에 비해 탈물질적 성

향이 강하고, 진보적 성향을 약하게나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선 연구들을 통해 한국의 무당파가 지속적으로 나타내는 특징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당파 집단과 무당파 집단은 몇 가지

의 확고한 차이점을 보인다. 지지정당이 없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연령

이 어리고, 정치에 관심이 없고,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며, 정치 효능감이

낮고, 정치적인 이념의 강도가 약하다. 한편 이러한 무당파 내부에서도

인지적 동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비정치층은 인지적 동원이 이루어진 비

당파층에 비해 더욱 낮은 투표율과 정치 효능감, 이념 강도 등을 보인다.

<부록 1>에 각 연구에서 제시하는 무당파 집단의 정의와 특징들을 제시

하였다.

2. 배제적 편향에서 기인하는 ‘샤이 지지자’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혹은 마땅히 지지할만한 정당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무당파 집단과 달리, ‘샤이 지지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면서

도 그러한 지지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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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수’의 경우, 무당파 집단이 아니라 당파, 특히 보수정당 지지자 집

단에 속하는 정치적 태도와 특성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정당일체감을 밝히지 않는 집단이다. 이후로는 정치적 태도를 표명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기존 논의로서 ‘배제적 편향(exclusion bias)’이라는

개념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샤이 지지자’와 일반적인 무당파의 차이를

이론화하고자 한다.

‘샤이 지지자’는 1992년 영국 보수정당이 예측을 뒤엎고 대승을 거두

면서 발견된 ‘샤이 토리(Shy Tory)’에 대한 연구에서 시작되었다

(Curtice, 1997; Jowell et al., 1993). ‘샤이 토리(Shy Tory)’ 가설은 유권

자들이 평판이 나쁘거나 논란이 많은 정치세력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

로 표명하기를 꺼려한다는 주장을 그 핵심으로 한다(Pickup et al., 2011:

184). 그러나 영국에서 ‘샤이 토리’와 관련된 연구들은 주로 여론조사 방

법에 대한 문제 제기에 집중되어 있고(Krumpal, 2013; Crewe, 1992;

Jowell, 1993; Pickup et al., 2011), 개인 수준에서 문제를 이해하거나 정

치적 의미에 대해 다루는 연구는 많지 않다(Berinsky, 2004).

‘샤이 지지자’와 관련된 이론들은 2016년 미국의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

프의 발언이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다고(politically incorrect)’ 여겨지

는 분위기가 ‘샤이 트럼프(Shy Trump)’ 효과를 만들어내면서 다시 한

번 주목받았다(Brownback & Novotny, 2018; Wright & Wright, 2018).

2016년 공화당 대통령 경선(Republican president primary)과 관련된 여

론조사에서 줄곧 낮은 지지율을 보이던 트럼프가 예상을 뒤엎고 경선에

서 승리하며,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기 때문이다. 여론조사가 예측에 실패

하면서,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지만 여론조사에서 의견을 솔직하게 밝히

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샤이 트럼프’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노력이 시

작되었다(Coppock, 2017; Dropp, 2015, 2016; Enns et al., 2017). ‘샤이

트럼프’ 현상은 자기기입식 등 면접원이 없는 여론조사에 비해 전화면접

등 면접원(interviewer)이 있는 여론조사에서 트럼프의 지지율이 낮게 추

정되는 형태로 나타났다(Dropp, 2016). 특히 두 조사방법 간 지지율의 차

이는 여성, 히스패닉, 고학력자 등에서 크게 벌어졌다(Dropp,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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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pock, 2017). 한편 이러한 현상은 특정 정치 세력을 지지하는 태도뿐

만 아니라 반대하는 태도를 숨기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러시아에서

는 푸틴(Putin) 대통령에 대한 반대 의견을 숨기는 형태의 편향이 나타

나, 면접원의 존재가 푸틴의 지지율을 높이는 현상이 관찰된다(Frye et

al., 2016).

베린스키(Berinsky, 2004, 2016)는 특정한 여론조사 방식에 따라 응답

자들이 자신의 태도와 행위를 표명하지 못하여 결과가 체계적으로 왜곡

되는 것을 ‘배제적 편향(exclusion bias)’이라는 개념으로 구체화하였다.

배제적 편향은 “대중들이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는 감정을 표출하기

를 두려워하여, 특정한 시기의 사안에 대해 견지하고 있는 선호에 대하

여 ”모른다“고 응답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상당한 비율의 대중에 대한 배

제”로 정의된다(Berinsky, 2004: 2). 배제적 편향은 인종(Hopkins, 2009),

젠더(Streb et al., 2008), 동성결혼(Powell, 2013), 사회복지(Berinsky,

2004) 등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가치가 있다고 간주되는 다양한 이슈에

서 발생한다. ‘샤이 지지자’는 자신의 정치적 태도를 표명하는 것이 사회

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게 여겨지는 특수한 사회적 규범이 발생했을 때 나

타나는 배제적 편향의 특수한 종류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배제적 편향은 여론조사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곤란한 태

도를 취하거나 면접원에게 거짓말을 하기보다는 해당 문항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인해 발생한다. 이러한 배제적 편향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변수

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생한다. 먼저 1) 특별한 맥락에서 어떠한 행동이

나 태도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구별 지어지는 특수한 사회적 규범

과; 2) 특정 응답자가 그러한 규범에 대해 고려하는 정도; 3) 의견 표현

의 단계에서 해당 의견을 밝힐지 결정하는 개인의 가치 판단 등의 조건

이 맞물릴 때, 자신의 솔직한 의견을 피력하지 않는 사람들이 발생한다

는 것이다(Berinsky, 2004: 31).

조사 과정에서 응답자가 면접원에게 거짓말을 하는 현상은 다양한 이

론을 바탕으로 개념화되어 왔다. 사회적 바람직성(social desirability) 연

구에서 배제적 편향은 자신의 인상을 관리하려는 만들어내려는 의식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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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향성으로서, 면접원에게 자신의 이미지를 호의적으로 만들어내려는 거

짓말로 이해한다(Paulhus, 1984). 한편 침묵의 나선(spiral of silence) 이

론에서는 자신이 가진 소수 의견이 다수의 의견으로부터 고립될 것에 대

한 두려움으로 인해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표명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Noelle-Neumann, 1993). 이러한 논의들은 모두 여론조사에서 면접원이

부여하는 사회적 압력이 응답에 소요되는 인식적 차원의 비용(cost)을

발생시키고 응답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효용(benefit)이 이를 넘지 않는

경우 응답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배제적 편향의 논리와 부합한다

(Berinsky, 2004). 즉, 여론조사 과정에서 면접원이라는 타인의 존재는

응답자가 자신의 인상을 관리하고, 고립될 것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등의

심리적 비용을 발생시켜 민감한 문항에 대한 응답을 편향시킨다. 결국

배제적 편향은 대면조사, 전화 인터뷰 등 면접원이 수행하는 환경에서

발생하며, 인터넷 조사나 ARS(Automatic Response System) 등 면접원

이 없이 진행되는 조사 환경에서는 사회적 압력이 사라져 응답에 필요한

비용이 감소하고, 배제적 편향이 일어나지 않는다.

응답자 차원에서 배제적 편향이 발생하는 사고의 과정을 도식화하여

표현하면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배제적 편향은 응답자의 특정한 행

기존�의견 사회적�규범 성찰적�태도 의견�표현�단계 결과

개인의�

행동이나�태도

개인의�태도를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게�여겨지는

사회적�규범이�

발생함

사회적�규범을�

충분히�고려함

의견을�

표출하지�

않기로�판단

배제적�편향�

발생

표출하기로�

판단

배제적�편향이�

발생하지�않음

(의견�표출)
사회적�규범을�고려하지�않음

특정한�사회적�규범이�발생하지�않음

<그림 1> 배제적 편향 발생의 논리적 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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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의견
사회적�규범에�부합하는�

태도�및�행동�A

사회적�규범과�

다른�태도�및�행동� B
유보층

자기응답식

조사
A�응답 B�응답

유보층의

무응답�비율

면접원�

수집�조사
A�응답 B�응답

무응답

배제적�편향

�비율

유보층

<그림 2> 배제적 편향으로 인해 변화하는 무응답 비율의 양상

동이나 태도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여겨지지 않는 상황에서 발생한

다. 특정한 규범이 이미 존재하거나 발생했을 때 개인은 이러한 사회적

규범을 충분히 고려하는 태도를 가지며, 이러한 성찰적 태도의 결과로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지 않기로 판단할 때 현실과 응답이 괴리된다. 이

러한 판단을 내린 개인이 집단적으로 존재할 때 배제적 편향이 발생한

다.

만약 개인이 이러한 사고 과정 중 한 가지라도 겪지 않는다면 현실과

응답은 괴리되지 않는다. 가장 먼저 특정한 행동이나 태도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게 여겨지지 않는다면 개인은 이러한 행동이나 태도의 표

출을 꺼려하지 않는다. 한편 사회적 규범이 존재한다고 해도, 이를 충분

히 고려하지 않는다면 별다른 문제없이 태도와 행동을 표출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사회적 규범을 인지하고 충분히 고려하는 경우에도

의견을 표출하기로 가치판단을 내린다면 배제적 편향은 발생하지 않는

다.

한편 배제적 편향으로 인해 발생하는 구체적인 응답의 변화를 나타내

면 다음의 <그림 2>와 같다. 가장 먼저, 실제 의견은 특정한 사안에 대

해 사회적 규범에 부합하는 태도 및 행동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집단 A

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게 여겨지는 태도와 행동을 수행하는 사람

들의 B집단, 그리고 해당 사안에 관심이 없거나, 아직 의견을 결정하지

못하여 유보하고 있는 집단인 유보층 등 총 세 집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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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들의 의견을 자기응답식 여론조사를 통해 조사하게 된다면 집단

B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진 태도와 행동을 표출하는 것에 있어 아무런

사회적 압력을 받지 않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전체 응답자 중에서 집단

의 비중을 상대적으로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면접원

이 수행하는 여론조사를 통해 해당 사안을 조사할 경우, 면접원의 존재

는 응답의 비용을 증가시켜 B집단의 응답자들이 응답을 하지 않도록 만

들게 된다.

3. ‘샤이 지지자’의 민주주의적 의미

배제적 편향의 개념을 정교화한 베린스키(Berinsky, 2004, 2017)는 여

론조사에서 나타나는 특정 응답의 집단적 배제가 민주주의에 해악을 끼

친다고 주장한다. 그는 여론조사가 선거에 비해 자주 수행되는 의견의

결집이며, 임의표집은 모든 유권자에게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며, 동시에

선거보다 자신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피력하기 쉬운 ‘가장 적은 비용

(cost)이 소요되는 정치 참여’라고 주장한다(Berinsky, 2004: 33). 시민들

의 의견을 투명하게 받아들여 정책 결정에 반영하는 과정인 민주주의의

반응성과 연관시켜 보았을 때, 여론조사는 긴 기간에 한 번씩 실시되는

선거에 비해 더욱 자주, 정확하고 구체적인 시민들의 의사를 전달하는

기제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여론조사에서

특정 의견이 집단적으로 누락되는 것은 시민들의 의견이 제도 정치권에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결국 배제적 편향은 민

주주의의 반응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이해된다(Berinsky, 2017).

그러나 여론조사는 표집에 기반하기 때문에 모든 유권자에게 실제로

기회가 제공되지 않는다. 즉, 투표나 정치적 의견 표현 등 참여 의사만

있다면 누구든지 관여할 수 있는 전통적인 의미의 민주적 참여와는 다른

특징을 갖는다(Kourvetaris, 1997). 따라서 여론조사는 직접적인 의미에

서의 참여 민주주의로 이해되기는 어렵다. 다시 말해, 특정한 응답이 여

론조사에서 배제되는 편향이 발생한다고 하여도, 이를 직접적인 참여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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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의 쇠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머츠(Mutz, 2002ab,

2006)가 지적하듯이 양가성(ambivalence)이나 사회적 책임성(social

accountability)으로 인한 참여의 감퇴는, 사실 숙의 민주주의의 증가에

따른 양면적 결과일 수 있다. 따라서 배제적 편향 또한 단순히 민주주의

의 질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이해되기 보다는 다른 사회학적 측면으로부

터 촉발된 부수적인 결과로 이해할 여지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배제적 편향의 특수한 형태인 ‘샤이 지지자’를 성찰적

시민의 한 태도로서 이해한다. 정치적 차원에서 성찰적인 태도를 지닌

시민인 민주적 개인(democratic individual)은 “정치적 효능감을 가지며,

정치적 사안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집합 행동에서 다른 사람들과

조직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며, 믿을만한 타인들에 대한 신뢰를 가지

고, 특정 사안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타인들에 대해 인식할

뿐만 아니라 존중하며, 이에 대해 근거와 설명을 가지고 토론할 수 있

는” 시민을 의미한다(Warren, 2001: 76). 즉, 성찰적 시민은 정치사회학

적 맥락 속에서 자신이 무엇을 욕망하는지, 믿는지, 말할 것인지 대해 고

려하며, 이를 타인 및 사회와 조율하여 사고하는 능력을 지닌 개인을 의

미한다(Archer, 2003; 2012). 배제적 편향은 개인의 행동 혹은 의견과 사

회적 규범을 동시에 인식하며, 이를 내적으로 조율한 결과 의견을 표명

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성찰적 시민의 행태인 것으

로 이해할 수 있다. 배제적 편향의 한 형태로서 ‘샤이 지지자’ 또한 개인

의 정치적 태도와 사회적 규범을 동시에 고려함으로서 지지를 표명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들이므로, 이들 역시 성찰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성찰적 시민으로서의 다양한 특징은 모든 시민이 자연스럽게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Warren, 2001). 정치적 효능감, 정보, 정치적

능력, 시민적 덕성, 숙의적 능력 등으로 정리될 수 있는 성찰적 시민의

다양한 면모들은 서로 다른 결사체를 통해서 배양될 수 있다. 즉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정치적 능력은 그가 어떠한 결사체에 포함되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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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배제적 편향 또한 특정 개인이 어떠한 결사체에 참여하여 정치적

특질을 획득하였는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특정 정치 집단에

대한 ‘샤이 지지자’는 먼저, 해당 정치 집단에 대한 지지를 가지고 있는

개인에게서만 발생할 수 있다. 이 때 특정 정치 집단이 사회적으로 바람

직하지 않게 여겨지는 사회적 현상이 발생했을 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특질에 따라 이에 대한 반응이 달라진다. 만약 해당 현상이 사

회적으로 바람직하게 여겨지는 것에 대해 무신경한 경우, 해당 개인은

자신의 정치적 태도를 밝히는 ‘명시적 지지자’가 될 것이다. 반면 사회적

으로 바람직하게 여겨지는 견해에 동의하면서도, 해당 정치 세력이 자신

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개인은 지지자 집단에서 이탈하지

않은 채 여론조사에서 자신의 정치적 태도를 밝히지 못하는 ‘샤이 지지

자’가 될 것이다. 한편 해당 정치 세력에 대한 미약한 지지를 가지고 있

으며, 사회적인 규범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지지자 집단에서 이탈하게 될

것이다.

‘샤이 지지자’는 다른 집단들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차이를 지닌다.

먼저, ‘샤이 지지자’는 지지하는 정치 세력의 사회적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표현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

다. 반면 ‘명시적 지지자’는 사회적 규범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이를

받아들이더라도 자신의 의사를 표명하기로 결정하는 집단이다. 두 번째

로, ‘샤이 지지자’는 특정 정치 세력을 지지해야 하는 명확한 기반을 가

진 사람들로서, 현재 지지하는 세력을 밝히지는 못하지만 그들에게 투표

권을 행사할 예정이거나, 최소한 지지하는 의견을 보유하고 있는 집단이

다. 반대로 지지자 집단에서 이탈한 사람들은 기존 해당 정당을 지지하

고 있었다는 점에서 자신의 정치적 기반에 대해 불명확한 확신을 지니고

있거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규범에 대해 상대적으로 확고한 입장을 가

지고 있는 집단이다. 이를 종합하면 ‘샤이 지지자’는 다른 집단들에 비해

자신 사회경제적 지위와 이를 대표해 줄 정당에 대해 비교적 확고한 토

대를 가지고 있었으면서, 동시에 사회적인 규범을 존중하여 이들 사이에

서 갈등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성찰적 시민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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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결사체 유형에 따른 발전적 효과

한국인은 시민단체, 정당, 정치모임 등의 정치 단체 뿐만 아니라 동창

회, 향우회, 여가집단 등의 비정치적인 단체에 다양하게 참여하며 살아간

다(최재석, 1977; 정수복, 2007). 자발적 결사체란 정부와는 달리 사적인

조직이고, 기업과는 달리 비영리적으로 운영되며 보수가 없어야 하고, 전

업적인 것이 아니라 시간이 허락할 때에 참여하는 형태로서 운영되며,

귀속적인 방식이 아니라 개인의 자유의사에 의해 가입여부가 결정되는

조직을 의미한다(김석준, 1985). 결사체의 특징인 가입과 탈퇴의 자율성,

의사결정의 자치성, 내부 성원 간 차이와 다양성에 대한 존중, 구성원 간

공유되는 호혜성의 원칙은 결사체의 구성원들이 민주주의적 원칙을 수호

하고, 자율성을 유지하며, 시민적 자원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

다(Kim, 2011, 2016; 임자은·김석호, 2018). 한편으로 연고집단은 과거에

기반하여 유지되는 특수한 관계와 생득적으로만 획득할 수 있는 가입의

권리 등으로 인하여 자발적 결사체와는 상이한 발전적 효과를 제공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결사체가 수행하는 다양한 정치적 발전 효과를 중심

으로, 한국의 특수한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연고집단에는 이러한 논의

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또한 자발적 결사체와 연고집단이 결합되었

을 때 어떠한 상승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지 살펴본다.

1. 민주주의와 결사체의 내부 효과

토크빌(Tocqueville, 1997)은 자발적 결사체를 ‘민주주의의 학교’라고

묘사하며, 미국에서 민주주의가 발달할 수 있었던 원인으로 결사체를 지

목하였다. 평등한 정치 참여의 통로로서 지목된 결사체는 개인의 자유와

다양성을 보장하며,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결과적으로 결사체 구성원들의 시민적 덕성(civic virtue)을 육성한다. 달

리 말하자면 자발적 결사체는 정치적 행위에 중요한 심리적 자원을 주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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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킴으로써 참여의 평등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Kim, 2016). 이d

와 같이 자발적 결사체가 소속된 개인들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내

부효과라고 하며, 자발적 결사체가 국가와 개인의 중간조직으로서 제도

적 차원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외부효과와 구분

할 수 있다(박종민·배정현, 2008).

시민문화론의 흐름은 토크빌의 영향을 받아 자발적 결사체가 민주주의

에 미치는 내부효과의 긍정적 영향에 대해 경험적인 탐구를 수행하였다

(Almond & Verba, 1963; Verba, Schlozma & Brady, 1995; Inglehart,

1997; 유재원, 2000; 박종민·배정현, 2008; 김명숙, 2010a; 2010b; 도묘연,

2017). 시민문화 개념에서는 “특정한 정치적 지향들(political

orientations), 즉 정치 체계 및 요소들에 대한 태도와 그 정치 체계 내에

서의 자신의 역할에 대한 태도”를 정치문화(political culture)라고 부르면

서, “안정되고 효과적인 민주주의 과정의 유지에 적합한” 정치문화를 시

민문화(civic culture)라고 개념화한다(Almond & Verba, 1963: 13, 493.

강수택, 2006: 258에서 재인용). 시민문화는 결사체에 참여하거나 관여

(engagement)하는 것을 통해서 배양될 수 있다. 결사체 활동은 다양한

사람들과의 접촉을 통해 참여자의 관심영역을 확장시키며, 결사체 내에

서의 활동을 통해 새로운 정보 획득,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 기술 발달,

시민성 증진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발생시킨다(유재원, 2000). 즉, 비

정치 영역인 자발적 결사체 활동이 정치적 영역과 관련된 정치 참여 및

정치적 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퍼트넘(Putnam, 1993)은 사회자본의 개념을 사용하여 결사체를 민주주

의 제도의 작동과 연결한다. 이질적인(heterogeneous) 동시에 높은 밀도

(density)를 갖는 연결망인 결사체 내부에서의 상호작용은 호혜적인 규

범과 신뢰를 발생시킨다(Putnam, 2000). 즉 여러 사회집단이 연결되어

다양성이 증진되며, 규범의 영향력과 유대감이 강화되어 단순한 이해타

산적 관계에 머무르지 않고, 결과적으로 잠재적인 보상을 기대하는 호혜

적 관계가 사회 전체에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구성원이

다양한 결사체에 함께 포함되는 정도를 의미하는 자발적 결사체의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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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connectedness)은 사회적 교차성을 강화시킴으로서 민주주의를 증진

시킬 수 있는 요소로서 지목된다(Paxton, 2002). 이러한 호혜적 규범과

신뢰의 증가는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개인의 자발적인 노력을 촉

진시키고, 결국은 집합행동의 딜레마를 극복하여 정치참여가 증가될 것

으로 기대된다(도묘연, 2017).

워렌(Warren, 2001)은 결사체가 수행하는 다양한 민주주의적 역할을

개인에 대한 발전적 역할(Developmental Effects of Individuals), 공론장

의 역할(Public Sphere Effects), 제도적 역할(Institutional Effects) 등으

로 구분한다. 결사체의 내부효과는 발전적 역할로 정의되며, 이는 정치적

효능감, 정보전달, 정치적 기술, 시민적 덕성, 숙의적 능력으로 세분화된

다. 즉, 결사체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정치적 경험은 정치적 효능감과 정

치적 기술을 증진시키며, 결사체의 연결망은 개인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

를 효과적으로 제공한다. 한편 결사체에의 자발적 참여와 호혜적 협동은

구성원들의 시민적 덕성을 증진시킨다. 시민적 덕성은 정치적 행동에 있

어 윤리적인 판단을 수행케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효능감, 기술, 정보, 시민적 덕성들을 바탕으로 스스로가 가진 관계와 이

익에 맞는 정치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비판적 능력(critical

skills), 혹은 숙의적 능력(deliberative skills)의 배양 또한 중요하다.

그러나 개인에 대한 결사체의 발전적 역할은 하나의 결사체를 통해 모

두 획득할 수는 없다. 토크빌(Tocquville, 1997) 이후로 결사체의 주요한

역할로 지목되었던 시민적 덕성은 결사체의 자발적 특성으로부터 기인한

다. 워렌(Warren, 2011: 73)은 시민적 덕성을 ‘민주적 과정에 기여하는

결사체의 윤리적 효과’로 정의한다. 자발적인 결사체 활동이 부여하는 첫

번째 윤리적 효과는 수행에 대한 상호 기대를 바탕으로 구성된 호혜를

경험하는 것이다. 다양한 배경과 가치를 지닌 구성원들 간 호혜와 신뢰

의 지속적인 수행과 학습은 적어도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조건

하에, 민주적 과정과 평등의 규범을 증진시키고 이를 정치적 토론과 사

회적 협력의 기본 원리로 이해할 수 있는 인식을 증진시킨다. 결국 민주

적 절차에 대한 호혜성과 신뢰에 기반하여 윤리적인 정치적 판단과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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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지나치게 동질적이거나 폐쇄적인 집단은 다

양한 담론이 형성되기 어려워 배타적 태도와 신뢰만을 형성하여 시민적

덕성을 배양할 수 없다(Kim, 2011).

숙의적 능력은 결사체의 비자발적인 특성을 통해 배양될 수 있다. 숙

의적 능력이란 ‘정치 과정의 참여자들이 진정으로(truer) 원하는 것과 부

합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선호를 변경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것으로

부터 기인하는 안정적인 협의, 협상을 수행할 가능성’을 의미한다

(Warren, 2001: 75). 즉, 숙의적 능력을 지닌 개인은 자신의 정치적 의견

을 합리적으로 제시할 수 있으며,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결과적으로

이를 종합하여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데 결사체가 구성원에게 숙의적 능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결사체의 비자발성이 필요하다. 이는 완전히 자발적

으로 가입한 결사체의 경우 결사체로부터 이탈하여 새로운 결사체를 찾

을 수 있지만, 비자발적인 특징을 갖는 결사체는 구성원 간 갈등이 발생

하여도 결사체로부터 이탈하기 어렵기 때문이다(Hirschman, 1970). 태생

적으로 형성된 관계, 혹은 보호와 이득을 제공하는 결사체로부터 벗어나

는 것은 기존의 관계를 대체할 수 있는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보호와 이득을 포기해야 한다는 점 등으로 인해 이탈에 높은 비용이 소

요된다. 이탈의 가능성이 제약된 결과, 갈등에 처한 구성원들은 소속된

결사체 내에서 불만을 표출하게 된다. 이러한 불만 표출의 과정은 내부

화된 정치적 갈등을 다룰 수 있는 정치적 기제의 조직적 발달을 요구한

다. 즉, 비자발적 결사체는 결사체 내 반대 의견과 문제를 숙의적 수단을

통해 원만하게 해소하려 시도함으로써 구성원들의 정치적 능력과 숙의적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결사체의 자발적 특성과 관련된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먼저, 어떤 형태든 결사체에 참여하는 것은 타인과의 접촉

을 증가시키며, 일련의 정치적 과정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구성원의 정치

적 효능감을 증진시키고 정치적 정보를 제공한다. 한편 자발적인 특성을

지닌 결사체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구성원들이 호혜적 경험을 쌓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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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함으로써, 호혜성, 신뢰 등을 포함하는 시민적 덕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반면 비자발적인 특성을 지닌 결사체는 구성원들이 갈등을 결

사체 이탈이 아닌 내부에서의 토론을 통해 해소하도록 함으로서 구성원

들의 정치적 능력과 숙의적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 즉, 충분한 효능감

과 다양한 정치적 지식을 바탕으로, 정치적인 책임을 갖는 시민적 덕목

에 기반하여,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며 합리적인 대화를 수행하는 민주적

자아(democratic self)는 하나의 결사체에서만 배양되지 않는다(Warren,

2001). 오히려 다양한 특성을 가진 결사체에 고루 참여하는 개인들이 이

러한 개인적 자치(individual autonomy)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

라 기대할 수 있다.

이를 성찰적 시민의 특징들과 연관시켜 이해해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

을 내릴 수 있다. 숙의적 능력은 사회적 맥락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파

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무엇을 원하고, 말할 것인지를 정하는 내적 대화

의 과정이라는 점에서 정치적인 차원과 관련된 성찰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Archer, 2003). 즉, 숙의적 능력이 결여된 경우에는 정치적인 차원

에서 자신이 배태된 사회경제적 맥락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숙의적 능력만 지닌 경우에는 시민적 덕성이 부재된

채 정치적인 관여만 강화되어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Kim, 2011). 즉, 민주적 절차와 책임 등에 대한 호혜적 사고과정은 배제

된 채, 자신이 기존에 견지하고 있던 의견에 대한 옹호 의견을 견고하게

구성할 개연성이 커지는 것이다. 한편 시민적 덕성에 기반하여 정치적,

숙의적 능력 또한 배양된 경우, 사회적 맥락과 개인 태도에 대한 고려가

모두 이루어진 형태의 민주적 성찰을 수행함으로써, 정치적 책임감에 기

반한 선택과 참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2. 연고집단과 자발적 결사체

한국의 비영리/비정부 영역에 존재하는 단체는 학자들에 따라 다르게

분류되지만, 크게 두 가지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먼저 한 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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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가 특정한 목적을 추구하는지 혹은 단체 자체가 목적이 되는지에 따

라 단체의 존재 이유를 구분하며(이재혁, 2007; 최종렬, 2014), 다른 축에

서는 단체의 구성원리가 자발적인지 혹은 귀속적인지에 따라 구분한다

(김상준, 2002; 류석춘, 2002; 류석춘 등, 2008). 특히 후자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의 단체는 가입과 탈퇴가 전적으로 당사자의 선택에 달려

있는 성찰적(김상준, 2002) 혹은 자발적(류석춘 등, 2008) 집단과, 생애

과정에서 획득한 경험에 의해 가입 자격이 결정되며, 지속적으로 유지되

는 귀속적 집단으로 구분된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결사체에 대한 개념화는 ‘연고주의’를 어떻게 해

석하는지에 따라 큰 논쟁의 대상이 된다(이재열, 2003). 한국의 급격한

도시화와 도시의 지역공동체 미발달은 도시지역의 거주민이 원자화된 상

태로 시장과 정부를 대면하도록 만들었다. 도시 공동체의 부재는 타 집

단과의 문제 해결과 갈등 조정의 과정에서 도시화 이전의 귀속적 바탕인

연고적 동원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결과를 빚었다(이재열, 2006). 이러한

연고적 동원의 기반인 동창회, 종친회, 향우회가 구성하는 연결망의 특성

과 그 결과를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따라 연고집단의 영향력을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진다.

한 시각에서는 연고집단의 폐쇄성에 주목하며 이를 사회적 반자본

(social anti capital)으로 이해한다(김용학·손재석, 1998; 박찬웅, 2000; 이

재열, 2003, 2006; 이재혁, 2007). 이러한 시각에 따르면 연고집단은 강한

연결망적 특성을 가지며, 귀속적 성원권에서 기인하는 폐쇄성과 배타성

은 내부인으로서의 귀속감을 강화시킨다. 따라서 연고집단은 “사적 이익

을 공적 영역에 침투시키는 도구”로 변화할 위험성을 지닌다(이재열,

2003: 51). 특히 엘리트 집단에서 나타나는 연고집단과 중앙집권적 권력

의 결합은 자원 배분의 규칙과 운영을 불투명하게 만들고, 연고주의적

유착을 발생시킨다(이재열, 2014). 한편 연고집단의 결과로 이해되는 집

단이기주의는 사회 전반에서의 신뢰를 해치는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결

과를 낳게 되며(이재열, 2006), 이렇게 구성된 외집단에 대한 낮은 신뢰

는 사회적 분열을 촉발시킨다(김용학·손재석, 1998). 결국 연고집단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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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부정적인 시각에서는 폐쇄성과 배타성이 신뢰와 호혜의 규범을 무너

뜨리며 사회적 분열을 촉발시키므로, 연고집단은 시민적 덕성과 공적 영

역에서의 효능감을 저해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와 상반된 시각에서는 연고집단이 긍정적인 형태의 사회자본

을 형성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류석춘, 2002; 류석춘 등, 2008; 정병은

2005, 2007). 이러한 입장에서는 폐쇄성과 배타성을 연고집단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문제로 보지 않는다(류석춘 등, 2008). 오히려 집단주의적

문화는 다른 형태의 결사체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며, 때

문에 ‘가족 및 개인 연결망’이 유착과 부정부패를 유발하는 경로에 대해

다른 차원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류석춘·배영, 2003). 연고집단

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거부는 연고집단이 언제나 강한 연결망으로 구

성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부터 시작된다. 한국의 연고집단 구성원들은

평소에는 서로 흩어져 살기 때문에 접촉하기 어렵고, 서로 다양한 삶의

궤적을 그리며 기본적으로 약한 연결망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

나 집단의 위기나 특정한 사건이 촉발되면 연고집단은 구성원들이 공유

하고 있는 과거의 기억을 바탕으로 상상된 공동체를 복원하고, 이를 기

반으로 연고집단에 잠재하고 있던 사회적 연결망을 강화할 수 있다(최종

렬, 2004). 이렇게 강화된 연결망은 공적 부문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다양

한 방식의 정보와 자원을 대신 제공하는 통로로서 작동함으로서, 구성원

들에게 보호와 이득을 제공한다.

이에 더해 한국의 맥락에서 연고집단은 지역주의와 중첩되어 효과적인

정치적 동원의 경로로 작동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박종민·신수경,

2000). 연고집단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도층과 조직의 활동에 깊이

관여하지 않는 회원으로 양분된 역할의 격차가 존재하는 ‘이중성’을 그

특징으로 한다(유석춘, 장미혜, 1999). 연고집단의 이중적 구성은 지역주

의와 중첩되어 임원을 중심으로 선거 정보를 유포하고, 정치적 쟁점에

관한 견해를 제공하는 등 정치적 정보를 유통시켜 구성원 간 정치적 동

질성을 강화시킨다(정병은, 2007). 특히 선거기간 중 연고집단 모임은 개

인 간 상호작용의 증가를 가져오며, 정치에 대한 관심도와 이해도를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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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정치적 대화의 기회를 높여 정치관심을 촉발시킬 뿐만 아니라, 집

단동조를 통해 참여 의식을 증진시킬 수 있다(도묘연, 2017).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면 연고집단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먼저,

연고집단은 연결망을 바탕으로 부정적인 유착을 발생시킬 수 있지만 이

러한 현상이 연고집단의 근본적인 특징인 것은 아니다. 연고집단이 언제

나 강한 연결망을 유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고집단은 구

성원들의 필요에 의해 강한 연결망을 복원할 수 있고, 또한 이를 바탕으

로 보호와 이득을 제공할 잠재력을 지닌다(류석춘·배영, 2003; 류석춘

등, 2008). 한편 연고집단은 정치적 정보와 견해를 제공하는 통로로 활용

됨으로써 내부 구성원들의 정치적 동질성을 형성하고, 정치 관심을 높이

고 참여 의식을 확대할 수 있다(정병은, 2007; 도묘연, 2017). 즉, 연고집

단은 비자발적 결사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동질적이고 조밀한 연결망

과 정치적 동원의 통로라는 특징으로 인해 구성원들 간 정치적 대화를

종용하고, 이에 따라 정치적 능력과 숙의적 능력을 배양할 수 있을 것으

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고집단 참여 경험이 성찰적 시민의 정치적 자

아 형성에 서로 다른 상반된 결과를 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연고집단과 여타 자발적 결사체에 모두 참여하는 개인의 경우 시민적 덕

성 및 숙의적 능력을 모두 갖춤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선택과 행위에 대

해 책임감을 가질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사회적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며, 일관된 정치 선호를 형성하고 이를 꾸준히 실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다시 말해, 다양한 결사체로부터 촉발된 정

치적 발전 효과는 해당 시민이 민주적 개인(democratic individual)이 될

수 있는 사회적 경험을 제공한다(Warren, 2001: 74). 이와 반대로 자발적

결사체에는 참여하지 않으면서 연고집단에만 참여하는 경우에는 시민적

덕성은 부재한 채 숙의적 능력만을 획득하게 된다. 이는 타인에 대한 신

뢰와 정치적 책임성에 대한 발달이 충분히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타

나는 정치화로, 자신 혹은 내집단의 태도와는 다른 의견에 대해 배타적

인 태도만을 견지하게 될 위험이 있다(Kim, 2011). 한편 연고집단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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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지 않고, 일반적 의미의 자발적 결사체에만 참여하는 경우 숙의적

능력은 제외한 채 시민적 덕성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는 결과적으로 사회적 규범에 대해서는 고려하지만, 개인이 실제 정치적

으로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제 3 절 결사체 참여 유형과 ‘샤이 보수’의 불/가능성

1. ‘샤이 보수’ 발생의 사회적 맥락

2016년 가을에 시작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수많은 시민들을 광장

으로 불러냈다(김석호, 2016). 2016년 10월 29일 시작된 촛불집회는 2017

년 4월 29일까지 총 23회에 걸쳐 진행되며 주최 측 추산 누적 연인원

1,680만 명을 결집시켰다. 유례없는 규모의 촛불집회는 정치체계가 현직

대통령의 탄핵을 소추하고 심판하여 인용하도록 압박하였다(노진철,

2017). 헌법재판소의 판결 직전 여론조사에서 탄핵 인용에 찬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77%이며, 반대는 18%에 그쳐, 많은 수의 국민들이 탄핵

에 공감하고 있었다2). 이후 헌법재판소는 탄핵을 인용하며 해당 사건을

공정한 절차에 의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선출된 대통령이 자

신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민주적 질서를 해친 것으로 규정했다3).

반면,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을 당시, 새누리당은 탄

핵 정국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며 당 차원에서 사과하였다4). 그러나 이후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의 의원들은 탄핵반대집회에 참석하거나5), 탄핵안

각하, 기각 탄원서를 제출하며6), 탄핵에 반대하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

2) JTBC, 2017년 3월 3일. ““탄핵 인용 찬성” 77%…여론의 흐름은 달라지지 않
았다” 2018년 10월 28일 접속. http://bit.ly/2Q1r9RU

3) 헌법재판소, 2016년 3월 10일 선고. 2016헌나1 판결.
4) 서울신문, 2016년 12월 9일. “새누리 “다시한번 사죄…국민 눈높이에서 환골
탈태할 것”” 2018년 10월 28일 접속. https://bit.ly/2GkHosh

5) 한국경제, 2017년 2월 18일. “태극기집회 찾은 자유한국당 “태극기집회가 촛
불집회 압도”.” 2018년 10월 14일 접속. https://bit.ly/2SfUP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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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였다. 탄핵 인용으로부터 2년이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박근혜 탄핵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명확한 책임과 대응방안을 제시하

지 못하였다(구본상, 2018). 보수정당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의 연결

고리를 완벽하게 끊어내지 못한 결과,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역대

최악의 성적을 거두었고(강원택, 2017), 2018년의 지방선거에서는 당 대

표의 유세 보조를 거부하거나 정당의 상징을 사용하지 않는 현상까지 나

타나며 선거에서 참패하였다(윤종빈, 2018; 구본상, 2018). 무력감과 고립

감을 느끼던 보수정당의 지지자들은 광장의 다른 편에서 이른바 ‘맞불집

회’를 결성하였지만(김홍미리, 2017), 연대의 외연을 넓혀나가기보다는 더

욱 강하게 결집하며 사회적으로 고립된 특성을 지녀왔던 이들의 주장은

정세의 역전을 만들어내지는 못했다(장덕진, 2014).

결국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은 민주적 질서의 교란이라는 측면에서

반감을 불러일으켰다. 한편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은 박근혜·최순실 게이

트에 이은 탄핵 국면에서 자신들의 책임을 완전히 청산하지 못하여 여전

히 여론의 반감을 해소하지 못한 채 남아있다. 국정농단에서의 유착관계

에 대한 책임과 이를 극복하지 못한 상황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이라는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

람직하지 않은 것이라고 여겨지도록 만들었을 수 있다. 특히 민주적 질

서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윤리적 책임감을 내재화한 시민들은 탄핵 정국

으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규범으로부터 더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보수정당의 정치적 신호가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

혹은 정치적 태도와 일치한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은 보수정당에 대한 지

지를 철회하지는 않을 것이다. 즉, 숙의적 능력을 바탕으로 보수정당을

지지하는 개인이 동시에 민주적 질서 위반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

을 때, ‘샤이 보수’가 탄생한다.

2. 결사체의 발전적 효과와 ‘샤이 보수’

6) 중앙일보, 2017년 3월 7일. “자유한국당 의원 56명 탄핵안 각하,기각 탄원서
제출” 2018년 10월 28일 접속. https://news.joins.com/article/21346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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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이 보수’는 일관된 정치적 선호 및 태도와 함께, 민주적 질서가 침

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나타난다. 즉, 보수 정

당에 대한 투표 의사 및 지지를 철회할 수는 없지만, 이와 동시에 이들

의 과오로 인하여 지지를 표명하지는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 ‘샤이 보

수’가 등장한다. 구체적으로, 여론조사에서 보수정당에 대한 지지를 표명

하는 ‘명시적 보수’와 표명하지 못하는 ‘샤이 보수’는 보수정당에 대한 정

당일체감을 공유한다. 그러나 두 집단은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 해당 사건의 민주주의적 의미와 그에 따르는 사회적 책임성에 대

해 서로 다른 해석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명시적 보수’는 해당 사건이

문제적이지 않거나, 문제적이라고 하더라도 보수정당에 대한 지지를 표

명하지 않아야 할 만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집단이다. 반면 ‘샤이 보수’

는 해당 사건이 민주적 절차를 침해하였다고 이해하며, 이에 대한 책임

을 다하지 못한 보수정당을 지지한다고 표명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

직하지 않게 여겨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집단이다. 즉, 보수정당에 대한

지지와 민주적 질서 교란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라는 양가적 태도가 ‘샤

이 보수’가 되기 위한 기반을 구성한다. 이 때, 면접원에 의해 수행되는

여론조사는 일종의 사회적 압력을 부여하여, 양가적 태도를 가진 응답자

들이 자신의 실제 태도를 표명하기 어렵도록 만든다. 반면 이러한 사회

적 책임성은 타인이 부여하는 사회적 압력으로부터 기인하므로, 면접원

이 없이 자동응답기 등을 통해 수행되는 여론조사에서는 ‘샤이 보수’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앞서 제시되었던 배제적 편향 발생의 논리적 도식을 ‘샤이 보수’의 발

생과 관련된 내용으로 수정하여 도식으로 표현하면 다음의 <그림 3>과

같다7). 먼저, ‘샤이 보수’와 ‘명시적 보수’는 모두 보수정당을 지지하는

기존 의견을 전제한다. 이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민주적 질서를 교

란시켰다는 사회적 인식에 특정 개인이 전혀 노출되지 않는 경우, 박근

7) 단 해당 도식에서는 동일 정당에 대한 지지를 가지고 있으나, 그 표현 여부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명시적 보수’와 ‘샤이 보수’의 비교를 위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 지
지하는 정당을 변경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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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최순실 게이트와 보수정당에 비판적인 사회적 인식을 접하더라도 해

당 사건이 민주적 질서를 교란한 것이 아니라 판단하는 경우, 해당 사건

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더라도 정당에 대한 지지를 표출하기로 판

단하는 경우에는 ‘샤이 보수’가 되지 않는다. 반면 보수정당에 대한 지지

를 기반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수용하고, 이를 자신의 기

존 태도와 비교하여 보수정당에 대한 지지 자체는 수정하지 않지만, 이

를 표현하지는 않기로 판단하는 경우 ‘샤이 보수’가 된다.

이를 결사체가 행사하는 개인의 정치적 발전 효과와 연관시켜본다면,

‘샤이 보수’는 숙의적 능력과 시민적 덕성을 모두 갖춘 성찰적 시민에게

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자신에게 더욱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를 판단하며 이를 바탕으로 일관된 정치적 선호 및 의견을 구성할 수 있

는 능력을 의미하는 숙의적 능력은 개인의 정치적 태도에 일관성을 부여

한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이 민주적 절차

와 질서에 대한 배반임을 규정하였다. 이러한 판결은 시민적 덕성의 근

간이 되는 호혜와 신뢰의 규범이 붕괴되었음을 의미하고, 일련의 사건에

대해 민주적, 정치적 책임감을 부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즉, 민주주

의에 대한 신뢰로부터 기인하는 시민적 덕성이 있을 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규범적인 문제의식이 촉발되기 쉽고, 또한 이에 대해 사

기존�의견 사회적�규범 성찰적�태도 의견�표현�단계 결과

보수정당�지지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인해

보수정당이�

민주적�질서를�

교란했다는�

인식�형성됨

시민적�덕성을�

바탕으로�

사회적�규범을�

충분히�고려함

의견을�

표출하지�

않기로�판단

‘샤이�보수’�

의견을�

표출하기로�결정

‘명시적�보수’

(배제적�편향이�

발생하지�않음)

박근혜·최순실�게이트에�대한�

문제의식을�갖지�않음

박근혜·최순실�게이트에�대하여�

비판적인�의견을�전혀�접하지�못함

<그림 3> ‘샤이 보수’ 발생의 논리적 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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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책임성을 획득할 개연성이 높다. 정리하면, 연고집단에서 배양되는

숙의적 능력이 보수정당을 지지하는 개인의 의견을 확고하게 하지만, 이

와 동시에 자발적 결사체에서 배양되는 시민적 덕성이 보수정당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이로부터의 사회적 책임감을 증대시킨다. 즉, 숙의적 능력

과 시민적 덕성을 모두 획득함으로서 자신의 정치적 태도와 사회적 상황

을 윤리적이며 비판적으로 고려하는, 성찰적인 시민이 ‘샤이 보수’가 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상황에서 자발적 결사체와 연고집단에의 참여가 실

제로 개인의 정치적 발전 효과와 어떻게 이어지며, 결과적으로 보수정당

지지자를 ‘샤이 보수’로 만드는지 확인해보기 위해 개인이 결사체에 참여

하는 유형을 구분한다. 이재열(2003)은 연고집단 참여 여부와 자발적 결

사체 참여 여부를 교차시킴으로써, 결사체 참여의 양상을 네 가지 유형

으로 분리한다. <표 1>에 유형 분류의 도식을 제시하였다. 여기서의 연

고집단은 친목계, 동창회, 동문회 등 친교·사교단체를 의미하며, 자발적

결사체는 해당 연구에서 조사된 나머지 집단인 종교단체, 취미·스포츠·레

저단체, 사회봉사단체와 시민단체, 여성시민단체, 학술단체, 이익단체, 지

역구 정치단체 등을 포함한다. 두 가지 집단에 모두 참여하지 않는 사람

들은 “고립형”으로, 연고집단에만 참여하는 사람들은 “연고형”으로, 자발

적 결사체에만 참여하는 사람들은 “결사형”으로, 두 종류의 집단에 모두

참여하는 사람들은 “복합형”시민으로 분류되었다.

앞선 논의에 따르면 결사체 참여 유형에 따라 다음의 발전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자발적 결사체의 구성원들은 결사체의 개방성으로 인해

시민적 덕성을 기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한편 연고집단의

구성원은 내부에서 대화의 과정을 거치고, 결과적으로 숙의적 능력을 기

자발적�결사체

불참 참여

연고집단
불참 고립형 결사형

참여 연고형 복합형

<표 1> 결사체 참여의 유형(이재열, 2003: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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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고립형 시민의 경우 시민적 덕성과 숙의적 능

력을 모두 육성하기 어렵고, 반대로 복합형 시민의 경우에는 두 발전적

효과를 모두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한편 연고형의 경우에는 시민적 덕성

이 부재한 채 숙의적 능력만을 가지고 있으며, 반대로 결사형의 경우에

는 숙의적 능력이 부재한 채 시민적 덕성만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제 4 절 연구가설

본 연구에서는 앞선 논의들을 바탕으로,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 ‘샤이 보수’라고 부를 수 있는 집단이 발생했는지를 확인하고, ‘샤이

보수’가 될 수 있을 가능성에 결사체 참여 형태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확인하려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한국의 정치적 맥락에 ‘샤이 보수’라

고 불릴 수 있는 집단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한다. 국민의 다수가 탄핵 인

용에 찬성하고, 보수정당이 탄핵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상황은

보수정당을 지지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기는 특수한

사회적 규범을 형성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만약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기점으로 보수정당에 대한 배제적 편향이 발생하고 이것이 지

속적으로 관찰된다면, 특정한 사회적 규범으로 인해 ‘샤이 보수’가 발생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가설 1.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기점으로 보수정당에 대한

배제적 편향이 발생하였을 것이다.

가설 1-1.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전 보수정당의 지지율은

면접원이 수집한 응답의 비율과 무관할 것이다.

가설 1-2.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 보수정당의 지지율은

면접원이 수집한 응답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낮아질 것이

다.

가설 1-3.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 지지정당에 대한 무응

답률은 면접원이 수집한 응답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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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것이다.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 여론조사에서 면접원의 수집한 응

답의 비율에 따라 배제적 편향이 나타나고, 이를 ‘샤이 보수’라고 볼 수

있다면, 면접원에 의해 진행된 사회조사를 통해 이들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샤이 보수’의 효과가 발생하는 기간 동안

면접원에 의해 수집된 사회조사에서는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집단이

비정치층, 비당파층과 ‘샤이 보수’로 총 세 개의 잠재 집단으로 분리될

것이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설이 도출된다.

가설 2. 보수정당에 대한 배제적 편향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무당파

집단은 비정치층, 비당파층, ‘샤이 보수’로 분리될 것이다.

이어서, 본 연구에서는 결사체의 발전적 효과인 시민적 덕성과 숙의적

능력의 결합으로 ‘샤이 보수’가 나타나는지에 대해 확인한다. 이를 위해

먼저 연고집단에 참여함으로서 숙의적 능력의 발전적 효과가 나타나는지

확인한다. 숙의적 능력은 자신의 태도와 타인의 의견을 조율함으로써, 자

신이 더 진정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정치적 선호를 변경할 수 있는 능력

을 의미한다. 숙의적 능력은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근거를 구성할 수 있

도록 도움으로서, 보수정당의 경제정책, 안보관, 역사관 등 가치관에 동

의하는 개인이 다른 정당으로 이탈하지 않도록 만든다.

가설 3. 연고집단에 참여할 때 숙의적 능력이 증진될 것이다.

가설 3-1. 연고형 시민과 복합형 시민은 다른 시민들에 비해 숙의적

능력이 더 높을 것이다.

연고집단과 숙의적 능력의 관계에 대해 확인한 이후, 자발적 결사체와

시민적 덕성의 관계에 대해 확인한다. 결사체의 자발적 특성은 정치적

과정에서 호혜의 작동을 학습시킨다. 민주적인 가치 및 절차에 대한 신



- 30 -

뢰 및 이에 기반한 호혜적 태도와 행동은 곧 시민들의 윤리적 선택과 참

여로 연결된다. 결국 시민적 덕성은 민주적 제도에 대한 윤리적 판단과

이에 대한 책임성을 증진시키고,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보수정당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것을 꺼려하도록 만드는 토대가 된다.

가설 4. 자발적 결사체에 참여할 때 시민적 덕성이 증진될 것이다.

가설 4-1. 결사형 시민과 복합형 시민은 다른 시민들에 비해 시민적

덕성이 더 높을 것이다.

앞선 논의를 종합하면, 시민들이 결사체에 참여하는 유형에 따라 각자

서로 다른 형태의 발전적 효과를 경험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먼저, 고립형 시민은 숙의적 능력과 시민적 덕성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것

으로 보인다. 한편 연고집단에만 참여하는 연고형 시민은 시민적 덕성은

제외한 채, 숙의적 능력만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자발적

결사체에만 참여하는 결사형 시민은 시민적 덕성을 보유하고, 숙의적 능

력은 갖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연고집단과 자발적 결사체에

모두 참여하는 복합형 시민은 시민적 덕성과 숙의적 능력을 모두 보유함

으로서, 워렌(Warren, 2001)이 규정한 민주적 자아에 가장 근접한 정치

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고립형 시민과 연고형 시민은 시민적 덕성의 부재로 인해

‘샤이 보수’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이 때, 연고형 시민은 시

민적 덕성이 부재한 채 숙의적 능력이 배양되므로, 자신의 정치적 태도

에 대해서 강한 확신을 가지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하여 윤리적인

관점과 사회적 책임성을 갖지는 않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연고형 시민은

불완전한 숙의적 능력의 개발은 자기 의견에 대한 확신을 부여함으로서,

숙의적 능력과 시민적 덕성이 모두 부재한 경우보다 ‘샤이 보수’가 될 확

률이 줄어들고, ‘명시적 보수’가 될 확률이 증가할 것이다. 반면 결사형

시민과 복합형 시민은 자발적 결사체에 참여하면서 획득한 시민적 덕성

을 바탕으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사회적 맥락에 대해 윤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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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태도와 사회적 책임성을 느끼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고립

형 시민과 연고형 시민에 비해 더욱 높은 확률로 ‘샤이 보수’가 될 것이

라고 예측할 수 있다. 한편 결사형 시민의 경우 숙의적 능력의 부재로

인해 보수정당을 지지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

다. 결과적으로 결사형 시민은 해당 사건 이후 지지정당을 바꾸었을 개

연성이 존재하여, 복합형 시민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정도로 ‘샤이 보수’

가 될 확률을 보일 수 있다.

가설 5. 보수정당을 지지하는 고립형 시민과 연고형 시민에 비해

결사형 시민과 복합형 시민이 ‘샤이 보수’가 될 확률이

높을 것이다.

가설 5-1. 고립형 시민에 비해 연고형 시민이 ‘샤이 보수’가 될 확률

이 더 낮을 것이다.

가설 5-2. 결사형 시민에 비해 복합형 시민이 ‘샤이 보수’가 될 확률

이 더 높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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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샤이 보수’

제 1 절 여론조사 분석을 위한 자료 구성 및 그 특징

본 장에서는 보수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수한 형태

의 배제적 편향으로서 ‘샤이 보수’가 발견되는지를 확인한다. 특히 ‘샤이

보수’가 일시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집단적 현상임을

확인함으로써, ‘샤이 보수’를 더욱 정교한 분석의 대상으로 끌어들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샤이 보수’가 안정적으로 실재하는 집단이라는 것

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요구된다. 첫째, 2016년 박근

혜·최순실 게이트 이후 면접원에 의한 응답 수집으로 인해 보수정당의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낮게 추정되어야 한다. 둘째, 이러한 지지율의 하락

과 동시에 무응답 비율이 상승해야 하며, 다른 정당의 지지율에는 영향

을 미쳐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현상이 충분히 오랜 기간에 걸

쳐 확인되어야 한다.

즉 본 절에서는 <그림 4>에서 개념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샤이 보수’

의 비중이 존재하는지를 찾아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실제 여론은 여

타 정당 지지자 집단과 보수정당 지지자 집단, 무당파 집단 등으로 단순

화될 수 있다. 앞선 이론적 논의에 따라 자기응답식 조사에서는 사회적

압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특정한 사회적 규범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다

른 조사 방식에서 기인하는 오차는 무시한다면 실제 여론의 응답은 왜곡

되지 않는다. 반면 동일한 사회적 규범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면접원의

존재는 배제적 편향을 발생시킨다. 사회적 압력을 발생시켜 자신의 태도

와 사회적 규범을 비교한 이후 의견을 표출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보수정당 지지율로 집계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자기응답식 조사에 비해

면접원이 수집한 경우 보수정당의 지지율은 하락하고, 무당파 집단의 비

율은 증가하게 된다.

‘샤이 보수’ 효과가 특수한 사회적 맥락에 의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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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의 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가장 먼저, 배제적

편향이 발생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면접원에 의해 수집된 응답 비

율에 따라 특정 응답이 누락되고, 무응답의 비율이 높아짐을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그림 4>를 바탕으로 배제적 편향이 발생하는 상황에

서 모든 여론조사가 자기응답식 조사와 면접원 수집 조사로만 이루어지

는 상황을 가정할 수 있다. 이 때 전체 여론조사의 누적된 자료에는 자

기응답식 조사의 높은 보수정당 지지율과 낮은 무응답 비율이, 면접원

수집 조사에는 낮은 보수정당 지지율과 높은 무응답 비율이 혼재되어 있

다. 이 때 여론조사의 자료를 누적시켜 비교해보면 보수정당의 지지율은

면접원이 없을 때에 비해(‘명시적 보수’+‘샤이 보수’), 면접원이 있을 때

(‘샤이 보수’) 더 낮아질 것이다. 반면 보수정당의 지지율과 무응답 비율

을 합할 경우 조사 방법과 관련 없이 ‘명시적 보수’와 ‘샤이 보수’, 무당

파 집단을 모두 더한 집단에 대해 분석하게 된다. 즉, 면접원의 유무와

관련 없이 전체 응답자에서 해당 집단이 차지하는 비중은 일정할 것이

다. 무응답이 제외된 범주에서는 발생하던 지지율의 차이가 무응답을 포

함시킴으로써 사라질 때, 보수정당 지지자 중 일부가 면접원이 있는 경

우 자신의 지지를 표명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이는 배제

적 편향에 의한 ‘샤이 보수’의 발생으로 이해될 수 있다.

배제적 편향은 특정한 태도나 행동을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도록

실제�의견 여타�정당�지지자�집단 보수정당�지지자�집단 무당파�집단

자기응답식

조사
타�정당�지지율의�총�합 보수정당�지지율 무응답�비율

면접원�

수집�조사
타�정당�지지율의�총�합

‘명시적�

보수’

무응답

‘샤이�보수’

�비율

무당파�집단

<그림 4> 배제적 편향으로 인해 변화하는
보수정당 지지율과 무응답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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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특수한 사회적 규범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는 일련

의 사건으로 인해 특수한 사회적 규범이 발생하게 된다면, 기존에는 존

재하지 않았던 ‘샤이 지지자’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샤이 보

수’를 야기하는 사회적 규범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와 사회적

규범이 형성되기 이전의 시기를 비교함으로서, 특정 사건이 존재할만한

시점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전과 이

후로 분리하여 앞서 언급한 분석을 수행하면, 이론적 배경에서 언급한

사회적 규범이 실제로 등장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만약 그렇다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던 ‘샤이 보수’가 해당 사건

이후 새롭게 등장한 집단임을 주장할 수 있다.

1. 연구자료

‘샤이 보수’의 등장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는 다음의 조건을 충

족해야 한다. 먼저, 여론조사 과정에서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 변수들

을 통제하고 면접원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개별 여론조사에서 오차

를 발생시킬 수 있는 조사방법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 둘째, 보수정당

의 지지율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개별 여론조사에서 측정된 보수정당과

여타 정당의 지지율과 무응답 비율이 필요하다. 셋째, 이러한 변수들은

보수정당을 비판하는 특정한 사회적 규범이 나타나기 이전과 이후를 비

교함과 동시에, 배제적 편향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시계열적 자료로 구성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개별적으로 공표된 여

론조사를 하나의 분석대상으로 보며, 각 조사가 공표한 정당 지지율과

조사방법을 분석 변수로 설정함으로서 여론조사 간 차이를 확인하고자

하였고, 이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충분히 긴 시간에 걸쳐 효과

발생 전후를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개별 여론조사에 대한 자료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내 ‘여론조사결과 현황’에 등록된 조사결과를 활용하였다. 해당 사이트에

는 2014년 3월 이후 선거여론조사의 기준을 충족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 35 -

누적되어 있어 객관성 및 신뢰성을 갖춘 자료를 구성할 수 있다. 그러나

개별 여론조사의 결과가 장기간 동안 분석 가능한 자료의 형태로 정리되

어 있지는 않아 연구대상기간의 자료를 직접 수집하였다. 이를 위해 파

이썬 3.6(Python 3.6)을 바탕으로 웹 크롤링(Web Crawling)을 수행하여

조건에 맞는 자료를 수집한 후, 정당일체감과 관련된 자료는 직접 입력

하였다. 자료의 수집 기간은 조사일시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일인 2016

년 4월 13일부터 제7대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2018년 6월 13일 사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정하여, 2016년 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발생하기

이전과 이후를 비교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개별 자료의 모집단은 전

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인 것으로 한정하여, 전체 유권자

가 아닌 특정 지역, 연령대, 종교 등을 표적모집단으로 하는 조사는 제외

하였다. 앞선 조건을 충족하지만 정당의 지지율에 대해 묻지 않은 조사

또한 제외하였다. 한편 리얼미터의 경우 일간, 주중, 주간 조사결과를 모

두 발표하는데, 개별 조사결과 간 응답자의 중복과 특정 조사기관의 편

중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가장 긴 시간을 다루는 주간 조사결과만을 포함

하였다.

2. 분석절차 및 연구방법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지속적인 편향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개

별 여론조사가 갖는 모집단과의 오차를 확인하고, 이를 분석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1) 여론조사의 오차를 어떻게 나타내야 하는지; 2) 개별

여론조사가 갖는 오차를 무엇과 비교하여 나타낼 것인지; 3) 오차를 어

떻게 분석할 것인지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는 여론조사의 정확도를 나타내는 방법으로서 예측 정확도 지표 를 활

용한다. 다음으로는 여러 여론조사를 통합하여 여론의 추세를 추정함으

로써 개별 여론조사의 오차를 계산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는

조사기관편향을 고려하면서 개별 여론조사의 오차가 체계적으로 발생한

것인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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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 정확도 지표는 여론조사의 오차를 나타내기 위해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승산과 실제 선거에서의 승산을 비교하여 정확도를 측정한다. 로

그 오즈비를 통해 두 정당이 갖는 수치의 승산비를 구하면 개별 정당의

수치를 절대적인 값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정당의 지지율과

함께 고려함으로써 상대적인 우세를 파악할 수 있다. 즉, 예측 정확도 지

표는 여론조사의 오차가 어떤 정당을 더욱 우세하게 편향하여 추정하는

지를 상대적인 관점에서 확인하는 장점이 있다(Panagopoulos, 2009). 일

반적으로 이러한 승산은 여론조사에서 추정된 투표 의향의 추정과 실제

투표 결과를 비교함으로서 구해질 수 있다. 그러나 ‘샤이 보수’는 실제

투표 의사가 아닌 보수정당에 대한 호감 혹은 지지 등을 포함하는 개념

이며, 정당일체감의 응답과 유권자의 투표수행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즉, ‘샤이 보수’와 관련된 예측 정확도 측정을 위한 명시적인 준거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여론조사가 수행된 시점의 추세를 추정한 후, 그 값을 조사

시점의 여론조사가 추정하고자 했던 참값으로 간주한다.

여론조사가 수행된 시점의 추세는 각 시기의 여론조사 결과들의 평균

을 바탕으로 완만하게 변화하는 지지율의 흐름을 추정함으로써 구해질

수 있다. 개별 여론조사는 다른 조사방법을 활용하지만, 모두 같은 모집

단의 값을 추정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만약 개별 여론

조사가 갖는 오차가 임의 표집에 의한 오차뿐이라고 가정하면 여론조사

의 정밀도 가중 평균(precision-weighted average)을 구하는 방식으로

한 시점의 여론조사를 통합(pooling the polls)할 수 있다(Jackman,

2005). 정밀도 가중 평균은 중심극한의 정리에 따라 각 표본의 평균과

분산을 고려하면서 여론조사의 값들을 통합하여 실제 모집단과 하나의

평균을 구성하도록 한다(Jackman, 2005: 503-505). 이러한 방법은 특정

시점에서 구성된 여론조사들을 통합함으로써 더 많은 자료를 고려한 하

나의 평균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한편 통합된 여론조사로부터 전체 여론조사의 추세를 추정해낼 수 있

다. 여론은 매 시기 독립적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전 시점 여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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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받으며 천천히 변화한다. 따라서 여론조사의 추세는 자기회귀과

정(autoregressive)을 포함한 방식이 될 수 있도록 추정되어야 한다. 시

계열 자료의 추세를 추정하는 비관찰요소모형(unobserved component

model)이 나타내는 다양한 방식 중 결정적 추세를 포함하는 국소수준

모형(local level with deterministic trend)을 활용하면 자기회귀과정을

포함하여 변화하는 완만한 여론의 값을 구할 수 있다(Pickup &

Johnston, 2008: 276; 최필선·민인식, 2013). 결정적 추세를 포함한 국소

수준 모형의 통계적 모형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 이른바 콘크리트

지지층을 고정한 채, 시기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유동층이 존재하며 이

러한 유동층의 변화는 이전 시점의 여론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을 묘사

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통합하여 흐

름을 추정하면 시간적 연속성을 고려하는 동시에 특정 시점의 조사들이

추정하고자 하는 조사단위 상의 중심성을 모두 고려할 수 있다(Harvey,

1990; 최필선·민인식, 2013; 박종희, 2013).

개별 여론조사가 갖는 오차를 계산하기 위해 앞서 추정된 여론조사의

추세를 개별 여론조사와 비교한다. 이를 위해 여론조사의 추세와 개별

여론조사의 추정값을 바탕으로 예측 정확도 지표 를 계산한다. 만약

특정한 조사방법 상의 특징이 체계적으로 오차를 발생시키고 있다면 이

를 편향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면접원이 수집한 응답이 많아질수록 보

수정당의 승산이 유의미하게 낮아진다면 면접원의 존재는 보수정당의 승

산에 편향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추정된 오차들

을 대상으로 조사기관 효과를 고려한 고정효과모형 회귀분석

(Fixed-effects regression)을 활용하여 개별 변수들이 편향을 발생시키

고 있는지 확인한다(Panagopoulos, 2009). 여기서의 패널 변수는 각 조사

기관이며, 시간 변수는 조사시점의 일자로 설정하였다.

다양한 오차를 포함하고 있는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추정된 추세는 여

론의 참값과 다르며, 면접원의 존재로 인해 편향이 발생한다고 하여도

면접원이 편향을 발생시키는 것인지, 혹은 면접원이 없는 경우에 편향이

발생하는 것인지를 확인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방법론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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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2018년 6월의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광역의원 비례

대표의 승산을 활용하여 편향의 방향을 확인하도록 한다8). 즉, 만약 여

론조사의 추세와 여론조사 간에 체계적인 편향이 면접원에 의해 수집된

응답의 비율에 따라 발생하며, 면접원의 존재로 인해 발생하는 편향이

선거결과와 여론조사의 추세를 멀어지게 하는 요인이라면 여론조사에서

배제적 편향에 의한 ‘샤이 보수’가 등장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3. 분석 모형

여론조사를 분석하기 위한 모형은 종속변수를 지지정당의 범주에 따

라, 그리고 시계열의 구분에 따라 나눔으로써 총 네 가지가 구성된다. 이

는 각각 지지정당에 따라 “보수정당 모형”과 “무응답 포함 모형”으로 구

분하고, 시계열의 범주에 따라 세부 범주로 분리한다. 지지정당에 따라

모형의 큰 범주를 분리하는 이유는 지지정당을 바탕으로 추세를 추정하

여, 이후 이를 시점에 따라 분리하여 분석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보

수정당 모형과 무응답 포함 모형의 종속변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보수정당 모형  더불어민주당지지율
보수정당지지율 의 추세와 그 오차

무응답포함모형  더불어민주당지지율
보수정당지지율무응답비율 의 추세와 그 오차

8) 자료 수집 대상 기간의 기점이 되거나, 이에 포함되는 선거는 2016년의 국회
의원총선거, 2017년의 대통령선거, 2018년의 전국동시지방선거 등이다. 그런
데 2016년 국회의원총선거의 경우 ‘샤이 보수’가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 규범
이 없을 것으로 가정하고 있으며, 대통령 선거의 경우에는 지지하는 정당과
투표 후보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어 여론조사의 추세와 비교하기 어렵다.
2018년 지방선거의 경우 광역의원 비례대표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였는데, 이
는 해당 선거에서 이루어진 다른 투표나 2017년 대통령 선거에 비해 정당일
체감과 가장 유사한 투표 결과라고 판단되어, 이를 비교 준거로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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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각각의 모형은 시계열에 따라 ‘샤이 보수’가 존재할 것으로 추정

되는 시기와 그렇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로 분리된다. 앞선 논의

에 따르면 한국에서 보수정당을 지지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특수한 사회적 규범은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발생

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해당 게이트는 길게는 정유라와 최순실의 존재에

대해 관심을 환기한 2016년 7월의 이화여자대학교의 미래라이프대학 신

설 반대 시위에서부터 그 시발점을 찾을 수 있으며, 현 시점에서 ‘촛불

정국’의 영향력이 소멸되었다고 단언할 수도 없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

령의 하야/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는 2016년 10월 29일부터 2017년 4

월 29일까지 약 반 년 간 이어져 명확하게 사회적 규범이 형성된 정확한

시점을 확정하기는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논란을 전국적으로 확

대시킨 사건을 JTBC의 최순실 태블릿 PC 보도9)로 간주하며, 이에 따라

2016년 10월 24일 이전과 이후에 대해 분석을 수행한다. 이에 따라 보수

정당 모형과 무응답 포함 모형을 게이트 발생 이전과 이후로 분리한다.

4. 변수 측정

종속변수는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새누리당과 자유한국당의 지지율,

무응답/기타 정당 지지/응답 거부의 비율 등을 통해 계산한다. 여론조사

에서의 승산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관심정당 뿐만 아니라 준거가 될 수

있는 정당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더불어민주당으로 설정하였

다. 이는 자료의 수집기간동안 창당, 해산, 당명변경 등을 거치지 않아

지지율을 연속적으로 추적 가능하며, 어느 정도 충분한 지지율을 확보하

고 있어 안정적으로 지지율이 변화하여 분석의 준거로 가장 적합한 정당

이기 때문이다. 한편 보수정당의 경우, 2017년 2월 13일을 기점으로 새누

리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을 변경하였다. 하지만 정당의 정체성이나

지지층이 실질적으로 변화한 것은 아니므로, 동질적인 보수정당으로 간

9) JTBC, 2016년 10월 24일. “문제의 ‘최순실 파일’ 이렇게 입수했다...경위 공
개” 2019년 1월 7일 접속. http://bit.ly/2VBw2UU



- 40 -

주하여 활용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책임과 분리되지 않은 정당을

제외하고, 분석의 명료성을 더하기 위하여 바른정당, 바른미래당, 대한애

국당, 2017년 창당한 새누리당 등은 보수정당의 지지율에서 제외하였다.

한편 무응답의 경우에는 모르겠다는 응답, 기타 정당에 대한 지지, 응답

거부 등을 모두 더한 비율을 활용한다. 이는 여론조사 회사에 따라 무응

답을 표시하는 비율이 다르기 때문이다. 조사기관에 따라 무응답, 기타

정당, 응답 거부를 따로 제시하는 경우도 있고, 이들을 한꺼번에 제시하

는 경우도 있어 모두를 포함하기 위해 세 범주를 병합하였다.

먼저 면접원이 수집한 응답 비율에 따라 승산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

는 보수정당 모형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과 보수정당의 지지율 간

비율을 활용하여 추세와 오차를 추정한다. 반면 승산이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무응답 포함 모형에서는 앞선 모형과 같이 준거를 더불

어민주당의 지지율로 놓되, 비교하는 수치에는 보수정당과 무응답, 기타

정당 지지자, 응답 거부 등을 모두 합한 비율을 활용한다. 해당 변수는

개별 여론조사에 따라 수집되었지만, 추세를 추정할 때는 여론조사가 수

행되지 않은 일자가 많으므로, 시점의 연속성을 위해 주 단위로 통합하

였다10).

독립변수는 개별 조사에서 면접원을 통해 수집된 응답의 비율이다. 그

런데 여론조사에는 면접원을 전혀 활용하지 않거나 면접원만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조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방식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

도 있다. 한편 조사 기관에 따라서 개별 여론조사에서 활용하는 조사방

법의 비율이 달라지기도 하므로 개별 조사가 갖는 면접원을 통해 수집된

응답의 비율을 연속형 변수로 처리하였다. 면접원을 통해 수집된 응답의

비율은 유선면접과 무선면접을 통해 이루어진 비율의 합을 통해 구한다.

이와 반대로 면접원을 통해 수집되지 않은 조사에는 유선ARS, 무선

10) 분석에 활용된 비관찰요소모형은 추세를 추정할 때 빈 시점을 허용하지 않
는다. 그런데 여론조사가 매일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일자가 아닌 주차
별로 자료를 합산하여 추세를 추정한다. 한편 2017년 추석연휴인 2017년 10
월 1주차는 모든 평일이 공휴일로, 여론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이전 주
차와 다음 주차의 평균을 활용하였다.



- 41 -

ARS, 인터넷 조사,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조사 등이 포함된다.

통제변수의 경우, 가장 중요하게 통제해야 할 변수로서 조사기관효과

(house effect)를 패널 고정값으로 통제하였다(Panagopoulos, 2009). 이를

통해 개별 조사기관의 특징으로 인해 발생하는 오차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사방법과 관련해서, 주된 수집방법, 응답완료 사례 수, 최종 응

답률을 포함하였다. 주된 수집방법의 경우 가장 많이 활용된 조사의 경

로가 무선전화, 유선전화,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중 무엇인지를

범주형 변수로 통제하였다. 한편 조사완료 사례 수는 개별 여론조사에서

수집한 총 응답의 수이며, 최종 응답률의 경우 접촉된 응답자 중 응답을

완료한 사례의 비중을 의미한다11). 한편 정당일체감의 응답 비율은 어떤

방식으로 묻는지에 따라 다르게 측정될 수 있다(이소영, 2017). 정당일체

감을 묻는 문항에 대해서는 문항 형태, 재질문 여부, 로테이션 여부 등을

통제하였다. 구체적으로 문항 형태는 1) 지지하는 정당을 묻는지, 2) 호

감 가는 정당을 묻는지, 3) 지지하거나 호감 가는 정당을 묻는지, 4) 지

방선거에서 투표할 의사가 있는 정당을 묻는지, 5) 경선에 참여할 의향

이 있는 정당을 묻는지 등 총 다섯 가지 범주에서 4)와 5)를 기타로 통

합하여 총 네 개의 범주를 가진 변수를 구성하여 통제하였다. 또한 재질

문 여부는 첫 번째 질문에서 정당일체감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에 재질문

을 수행하는지의 여부를 이분 변수로 통제하였다. 재질문 수행 여부는

재질문을 하지 않는 경우를 0으로, 재질문을 수행한 경우를 1로 코딩하

였다. 로테이션 여부의 경우 정당 보기를 제시할 때 원내정당 순으로 제

시하는지 혹은 임의(로테이션)로 제시하는지를 통제하였다. 정당 임의제

시 여부에서는 정당을 국회 의석 순인 경우를 0으로, 로테이션으로 제시

한 경우를 1로 코딩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사 자료의 관측일은 조사 시작

일을 기준으로 하여 통제하였다12). 한편, 해당 분석에 사용되는 분석 대

11) 최종응답률 접촉 후 거절 및 중도 이탈 사례수  접촉 후 응답완료 사례수
접촉 후 응답완료 사례수

12) 여론조사의 추세 추정과 관련된 기존 해외 연구에서는 조사기간의 한 가운
데를 기준일자로 택하며(Erikson & Wlezien, 1999; Jackman, 2005), 한국의
18대 대선 여론조사와 관련된 연구(박종희, 2013)에서는 각 여론조사의 공표
값을 조사기간으로 나누어 제시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에 대해 “한국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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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은 개별 여론조사이므로, 개인의 특성인 성별, 교육수준, 거주지역, 연

령, 정치적 성향 등은 통제할 수 없다.

제 2 절 여론조사 결과와 ‘샤이 보수’의 존재

1. 분석 자료의 특징

수집된 여론조사 자료의 특성은 다음 <표 2>에서 정리하고 있는 것과

같다. 분석대상은 조사시작일을 기준으로 2016년 4월 14일부터 2018년 6

월 12일까지 약 26개월 동안 수행된 여론조사 자료이다. 해당 기간 내에

서 수집할 수 있는 자료는 총 33개 조사업체의 587개의 개별 여론조사를

수집하였다. 종속변수인 각 정당의 지지율은 2016년에서 2018년의 정세

변화로 인하여 큰 변동 폭을 보인다. 독립변수인 면접원을 통해 수집된

응답 비율은 평균적으로 44.13%로 나타났으며, 면접원을 활용하거나, 활

용하지 않는 방식 중 하나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조사들이 많아 표준편

차가 높다. 통제변수는 크게 조사의 일반적인 특징을 묻는 변수와 정당

일체감을 묻기 위해 활용한 변수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조사의 일반적

인 특징에서 개별 여론조사의 응답자 수는 879명에서 20,006명까지 다양

한 규모로 분포하지만 대부분의 여론조사는 1,000명에서 2,500명 정도의

수준에서 이루어졌다13). 여론조사에서 가장 많이 활용된 조사도구는 무

선 전화를 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일체감 측정 문항의 경우 지지와

호감을 동시에 묻는 문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첫 질문에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하는 사람에게 재질문을 수행하는 조사는 약

3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에게 정당 보기를 의석 순이 아닌, 임의

사기관은 첫째 날 거의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나머지 날은 쿼터를 채우는 방
식으로 작업하는” 것이 관행(박종희, 2013: 10)이라는 지적이 존재한다. 본 연
구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조사시작일을 개별 여론조사의 관측일로 간주하였
다.

13) 한국리서치에서 수행한 신고리 5·6호기 관련 여론조사에서 20,006명의 표본
을 수집한 것을 제외하면 표본의 최대값은 3,07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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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순서로 제시하고 있는 조사는 약 42%로 나타났다.

다음의 <그림 5>는 정당 지지율 및 무응답 비율에 대한 개별 여론조

사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해당 그림에서 보수정당의 지지율은 가운데

변수명 빈도 비율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더불어민주당�지지율* 587 - 38.23 11.17 8.69 62.20

보수정당�지지율* 587 - 19.02 8.79 5.09 45.40

모름/기타/응답거부* 587 - 21.17 7.93 6.20 52.40

면접원을�통해�수집된�응답�비율* 587 - 44.13� 46.44� 0 100

조사�별�완료�사례�수 587 - 1342.77� 967.54� 879 20006

최종�응답률* 587 - 11.63� 10.06� 1.3 97.6

주된�

수집방법

무선전화 519 88.27� - - - -

유선전화 26 4.42� - - - -

인터넷 18 3.06� - - - -

어플리케이션 25 4.25� - - - -

정당일체감�

측정�문항

지지�및�호감 350� 59.63� - - - -

지지 154� 26.24� - - - -

호감 76� 12.95� - - - -

기타 7� 1.19� - - - -

무응답�시�재질문 587 - 0.37� 0.48� 0� 1�

정당�보기�임의제시 587 - 0.42� 0.49� 0 1

* 지지율, 비율, 응답률 등은 %에 대한 기술통계량을 표기함

** 주차 별 자료의 특징은 <부록 2>에 제시함

<표 2> 여론조사 분석 자료에 대한 기술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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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채워진 둥근 점으로 표현되어 있다. 보수정당의 지지율은 2016년 박

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반발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하야 및 탄핵

을 요구하고 진행된 제1차 촛불집회 이후 급격하게 하락하는 추세를 보

인다. 그리고 2017년 4월의 국회의원선거가 지난 후, 이러한 추세는 두

갈래로 분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동시에 가운데가 빈 둥근 점으로

표현된 무응답의 비율도 두 가지 갈래로 분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더불

어민주당을 의미하는 다이아몬드 모양의 점은 보수정당의 지지율이 하락

하는 추세와 반대로 지지율이 상승하지만, 앞선 두 범주와 달리 두 갈래

로 명확히 분절된 추세를 나타내지는 않는다.

2. 여론조사의 추세 및 오차에 대한 분석 결과

(1) 여론조사의 추세 추정 결과

앞서 제시된 시기 별 지지율을 활용하여 결정적 추세를 포함한 국소

수준 모형을 활용한 비관찰요소모형 분석을 진행하였다. 비관찰요소모형

을 통해 추정한 결과는 다음의 <표 3>에 제시하였다. 두 모형 모두에서

추정에는 총 113개의 표본이 활용되었는데, 이는 개별 여론조사의 데이

터를 주별로 통합한 자료에 대한 추세를 추정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국

소 수준 분산과 추세 분산의 추정치가 0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 시점의 여론조사 결과와 추세에 유의

미한 변동 요소가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최필선·민인식, 2013:

11).

비관찰요소모형의 추정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

므로, 추정된 추세가 여론조사의 추세를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

편 여론조사의 추세가 실제 여론과 얼마나 분산되어 있는지를 간접적으

로 확인하기 위해, 2018년 지방선거의 광역의원 비례대표 결과와 보수정

당 모형에서 추정된 여론조사의 마지막 추세값을 비교하였다. 보수정당

모형에서 추정된 2018년 지방선거 직전의 여론조사의 추세는 3.37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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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해당 시점의 여론조사의 추세가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자유한국

당에 비해 3.37배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는 의미이다. 2018년 지방선거

광역의원 비례대표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12,996,592표를 받았고, 자유한

국당은 7,017,554표를 획득했다. 이를 예측 정확도 지표를 통해 계산하면

–0.60이라는 수치를 얻을 수 있다. 2018년 지방선거 광역의원 비례대표

결과를 실제 여론의 정당 지지도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본다면, 여론조사

의 추세가 실제 여론에 비해 높게 추정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두 변수의 관계에 있어 여론조사는 실제에 비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을 높게, 혹은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을 낮게 추정하도록 편향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여론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특정한 요

인이 보수정당 모형의 추세를 더불어민주당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편향시

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후 분석에서 여론조사의 추세를 높은 방향으로

편향시키는 요인이 발견된다면, 해당 조사방법에 의해 여론조사의 결과

가 오염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앞선 논의에 따라 추정된 여론조사의 추세와 개별 여론조사의 승

보수정당�모형 무응답�포함�모형

Coef (s.e.) Coef (s.e.)

국소�수준�분산 0.110** (0.035) 0.014*** (0.004)

추세�분산 0.071** (0.024) 0.005* (0.002)

LL -80.423 44.418

N 113 113

AIC 164.8462 -84.8351

BIC 170.3009 -79.3803

1) 괄호 안은 표준오차임.

2) **: p < 0.01, ***: p < 0.001을 의미함

<표 3> 비관찰요소모형 추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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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비를 계산하면 여론조사 시행에 대한 예측 정확도 지표 를 구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구성한 분산을 다음의 <그림 6>에 제시하였다. 앞

서 제시된 <그림 5>의 점이 시기에 따라 변화하는 지지율을 나타내고

있다면, <그림 6>은 여론조사의 추세와 개별 여론조사 사이의 오차를

시계열에 따라 제시한다. 즉,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정당 지지율의 상승과

감소를 통제하고, 조사방법에 의한 오차만을 제시한 것이다.

<그림 6>의 상단부에 제시된 보수정당 모형에서는 나타난 예측 정확

도 지표가 양수이면 더불어민주당에게, 지표가 음수이면 보수정당에게

우호적인 방향으로 오차가 발생한 것을 의미하고, 지표의 절대값이 클수

록 더욱 우호적인 오차가 발생했음을 의미한다. 즉, 값이 커질수록 더불

어민주당에 대해 우호적인 오차로서, 개별 여론조사가 보수정당(혹은 무

응답 포함 집단)의 지지율을 추세에 비해 낮게 추정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만약 ‘샤이 보수’가 존재한다면 보수정당 모형에서는 면접원이 수

<그림 5> 정당 지지율 및 무응답 비율에 대한 개별 여론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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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한 응답의 비율에 따라 예측 정확도 지표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편향이

나타나며, 무응답 포함 모형에서는 면접원이 수집한 응답에 따른 편향이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

(2) 여론조사 오차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앞서 계산된 예측 정확도 지표를 종속변수로, 개별 여론조사의 오차가

조사방법에 의해 편향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고정효과모형 회귀분석

의 결과를 제시한다. <표 4>는 두 모형에 대한 2016년 10월 24일 이전

의 오차에 대한 고정효과모형 회귀분석의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2016년 4월부터의 여론조사 자료를 활용한 것으로 총 113개의 여론조사

결과를 관측 값으로 활용한다14). 한편 해당 시기에는 정당일체감을 측정

14) 해당 시기 이루어진 총 여론조사는 128개이다. 그러나 비관찰요소모형 분석
과정에서 가장 앞선 2주간의 통합 자료는 추세의 시작점을 찾기 위해서만
활용되고, 추세의 구체적인 값은 추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2주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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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문항에 대해 호감을 가진 정당이 무엇인지 물어보거나, 경선 투표

의사, 지방선거 투표 의사 등의 기타 문항을 활용한 조사의 수가 적어

누락되었다.

표의 좌측은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전 보수정당 모형의 오차

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독립변수인 면접원이 수집한 응답

의 비율은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완료 사례 수, 최종 응답률, 주된 수집방법 등 일반적인 조사방

법과 관련된 통제변수에서도 유의미한 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정

당일체감을 묻는 질문과 관련해서는 지지하는 정당만 물어본 경우에 비

해 지지하거나 호감 있는 정당을 물어보는 경우에 보수정당을 더 우호적

으로 평가하는 방향으로 편향이 발생하였다. 정당일체감 측정 문항에서

호감을 가진 정당과 기타의 경우에는 해당 질문을 활용한 조사 수의 부

족으로 분석에서 누락되었다. 마지막으로 조사시작일이 늦어질수록 보수

정당에 불리한 방향으로 편향이 발생하였다.

표의 우측은 같은 시기 무응답 포함 모형에 대한 고정효과모형 회귀분

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무응답 포함 모형의 종속변수는 더불어민주당

을 준거로 하여, 보수정당 지지율, 모름, 응답 거부, 기타 정당 지지 등을

모두 합한 비율이 나타내는 추세와 개별 여론조사의 오차이다. 무응답

포함 모형에서는 면접원이 수집한 응답의 비율과 오차가 10%의 유의확

률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는 면접원이 수집한

응답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무응답 비율이 높아지거나,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낮아짐을 의미한다. 그런데 좌측의 보수정당 모형에서는 이러

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이는 더불어민주당과 보수정당을 제외

한 다른 정당에 대해 배제적 편향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가능성을 시

사한다. 하지만 본 연구의 직접적인 관심에서 벗어나, 다른 시기, 여타

정당에 대한 배제적 편향의 발생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수 있

다. 한편 무응답 포함 모형에서도 조사시작일이 늦어질수록 더불어민주

된 15개의 여론조사 자료는 예측 정확도 지표를 계산하기 위한 준거값이
없고, 따라서 결측된 채 분석이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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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정당�모형 무응답�포함�모형

Coef (s.e.) Coef (s.e.)

면접원이�수집한�응답의�비율 -0.000 (0.001) -0.001+ (0.001)

조사완료�사례�수 � 0.000+ (0.000) � 0.000+ (0.000)

최종�응답률 -0.014 (0.012) -0.011 (0.013)

주된�수집방법� (준거:�유선전화)

� �무선전화 -0.008 (0.082) � 0.135 (0.089)

� �인터넷 -0.087 (0.084) -0.144 (0.091)

� �스마트폰�어플리케이션 � 0.050 (0.087) � 0.043 (0.095)

무응답�시�재질문�여부 � 0.886 (0.844) � 0.743 (0.925)

정당�보기�임의�제시� -0.641 (0.844) -0.517 (0.924)

정당일체감�측정� (준거:�지지정당)

� �호감을�가진�정당 (누락변수) (누락변수)

� �지지하거나�호감을�가진�정당 -0.380* (0.163) -0.273 (0.185)

� �기타 (누락변수) (누락변수)

조사시점 �0.001*** (0.000) � 0.001*** (0.000)

상수 -28.788*** (6.854) -28.436*** (7.507)

관측값 118 118

  0.2114 0.2247

조사기관�수 17 17

F-값 2.740** 2.963**

1) 괄호 안은 표준오차임.

2) +: p < 0.1, *: p < 0.05, **: p < 0.01, ***: p < 0.001을 의미함

<표 4> 게이트 발생 이전의 여론조사 오차에 대한
고정효과모형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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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여론조사의 편향이 나타났다.

<표 5>는 2016년 10월 24일 이후 두 모형에 대한 고정효과모형 회귀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분석은 2018년 6월까지의 여론조사 자료를

활용한 것으로, 총 459개의 여론조사 결과를 관측값으로 활용하였다.

먼저 좌측은 해당 시기 보수정당 모형의 오차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

한다. 독립변수인 면접원이 수집한 응답의 비율은 종속변수에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여론조사의

추세가 높은 방향으로 편향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면접원이 수집

한 응답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인해 여론조사의 추세가 실제 여론으로

부터 멀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동시에, 면접원이 수집한 응

답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보수정당에 불리한 방향으로 편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면접원이 수집한 응답의 비율이 많아질수록

여론조사의 결과는 실제 여론과 달라지는데, 이는 보수정당의 지지율이

낮아지거나15)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높아지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만

약 무응답 포함 모형에서도 지금과 같이 면접원이 수집한 응답의 비율에

따라 편향이 생긴다면, 면접원에 의한 여론조사는 더불어민주당의 지지

율을 상승시킨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반대로 무응답 포함 모형에서

면접원이 수집한 응답의 비율에 따라 편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면접원

에 의한 여론조사는 보수정당 지지자들이 응답을 하지 않도록 만들어 보

수정당의 지지율의 일부를 무응답으로 변화시키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

로 이해할 수 있다.

통제변수와 관련해서는 최종 응답률이 낮아질수록 보수정당에 우세한

방향으로 편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보수정당 지지자들

15) 해당 기간의 더불어민주당의 평균 지지율은 약 41.9%이고, 보수정당의 평균
지지율은 약 15.7%이다. 면접원 없이 진행된 A 조사와 면접원이 모든 응답
을 수집한 B 조사가 모두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을 41.9%라고 추정했다면,
여타의 변수가 평균일 때 A조사에서 보수정당의 예상 지지율은 18.3%이며,
B조사에서 보수정당의 예상 지지율은 12.9%로, 5.4%p의 차이를 보인다. 이
러한 수치를 고려해보았을 때, 기존 논의들과 같이(김석호, 2017), ‘샤이 보수’
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선거 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집단으
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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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정당�모형 무응답�포함�모형

Coef (s.e.) Coef (s.e.)

면접원이�수집한�응답의�비율 � 0.004*** (0.001) -0.000 (0.001)

조사완료�사례�수 � 0.000 (0.000) -0.000** (0.000)

최종�응답률 -0.007** (0.002) -0.001 (0.002)

주된�수집방법� (준거:�유선전화)

� �무선전화 � 0.067 (0.096) -0.068 (0.061)

� �인터넷 -0.177 (0.153) -0.222* (0.098)

� �스마트폰�어플리케이션 -0.042 (0.097) -0.183** (0.062)

무응답�시�재질문�여부 -0.025 (0.037) -0.024 (0.024)

정당�보기�임의�제시� � 0.123** (0.043) � 0.030 (0.028)

정당일체감�측정�(준거:�지지정당)

� �호감을�가진�정당 -0.026 (0.058) -0.009 (0.091)

� �지지하거나�호감을�가진�정당 � 0.011 (0.042) -0.010 (0.027)

� �기타 � 0.003 (0.142) -0.003 (0.037)

조사시점 -0.000 (0.000) -0.000** (0.000)

상수 -27.334*** (7.280) � 4.676*** (1.409)

관측값 459 459

  0.0648 0.0694

조사기관�수 29 29

F-값 2.413* 2.597**

1) 괄호 안은 표준오차임.

2) +: p < 0.1, *: p < 0.05, **: p < 0.01, ***: p < 0.001을 의미함

<표 5> 게이트 이후의 여론조사 오차에 대한

고정효과모형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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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아 보수정당의 지지율이 낮게 추정된다는 일부

정치권의 주장은 오히려 사실과 반대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당 보

기를 임의로 제시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더불어민주당에

우세한 방향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추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응답 포함 모형의 분석 결과는 우측에 제시되었다. 독립변수인 면접

원이 수집한 응답의 비율의 경우 오차와 통계적인 유의미성을 보이지 않

았다. 따라서 앞선 분석에서 면접원이 수집한 응답의 비율의 편향을 발

생시킨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보수정당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조

사완료 사례 수는 적어질수록 더불어민주당에 불리한 방식으로 편향을

발생시켰다. 이는 보수정당 모형과 함께 이해했을 때, 조사완료 사례 수

가 적어질수록 무응답의 비율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주된 수집방법의 경

우 유선전화에 비해 인터넷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며, 후자의 조사방법을 선택할 경우 무응답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조사시점이 빠를수록 무응답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앞선 <표 4>와 <표 5>를 종합하여 고려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

릴 수 있다. 먼저, <표 5>에서는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 보

수정당 모형에서는 면접원에 의해 수집된 응답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더

불어민주당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편향이 발생하는 것이 발견되었다. 그

러나 이러한 경향은 무응답 포함 모형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면

접원의 존재 여부에 따라서 보수정당의 지지율이 변화하며, 특히 면접원

이 존재할 때 보수정당의 지지율이 일부 하락하고, 하락한 지지율이 무

응답으로 이동함에 따라 발생한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표 4>

에서의 분석에 따라 해당 시점 이전에는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지 않

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결국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 ‘샤이 보

수’라는 형태의 배제적 편향이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가

설 1을 채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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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샤이 보수’의 특징 및 원인 분석

제 1 절 ‘샤이 보수’ 분석의 연구방법

1. 연구자료

본 절에서는 연구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한 분석에 사용될 연구 자료와

연구방법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에서 실시한

2017 정치와 민주주의에 관한 의식조사의 결과를 활용하였다. 해당 조

사는 2017년 5월 시행된 대선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조사로, 2017년 8월

22일부터 9월 3일까지 약 2주간 실시되었다. 조사 대상은 2017년 4월 말

의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바탕으로 표집틀을 구성하여, 제 19대 대통령

선거 때 투표권이 있었던 사람을 기준으로 하였다. 이러한 기준을 따라

총 1,200명의 조사 표본이 수집되었다. 조사방법은 면접원에 의한 일대일

면접조사이다. 배제적 편향은 면접원에 의해 수집된 응답에서 발생하는

효과이므로, 본 조사는 ‘샤이 보수’의 특징을 확인하기에 시기 상, 그리고

조사방법 상 적합한 특징을 보인다.

2. 분석절차 및 연구방법

앞서 수행된 여론조사 분석에서 ‘샤이 보수’가 실재하는 집단으로 나타

났기 때문에, 면접원에 의해 수집된 사회조사 자료에도 배제적 편향의

효과가 발생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샤이 보수’는 보수정당

을 지지하는 응답자가 정당일체감을 밝히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명

시적인 변수로 측정할 수 없다. 따라서 ‘샤이 보수’를 분석하기 위해, 먼

저 정당일체감이 아닌 여타 변수들을 통 간접적으로 ‘샤이 보수’를 추론

해낸다. 이러한 잠재변수의 탐색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잠재집단분석

(Latent Class Analysis)을 활용한다. 잠재집단분석은 관찰변수들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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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관찰변수들을 발생시킨 잠재변수를 찾아내는 방법론으로서, 모수

속에 숨겨져 있는 하위 집단을 규명한다(Collins & Lanza, 2010).

한편 개별 변수들의 관계 확인은 이후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과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활용하여 한국의 결사체 참여 형태에 따라 숙의적 능력과

시민적 덕성이 서로 다르게 개발되는지를 확인하고, 결과적으로 결사체

참여 형태에 따라 ‘샤이 보수’가 될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한다.

3. 연구모형

본 자료를 분석하는 것의 목표는 첫째, 무당파 집단 내부에서 ‘샤이 보

수’라는 잠재집단을 발견하는 것이다. 둘째, 전체 응답자 집단에서 결사

체 참여 유형이 숙의적 능력과 시민적 덕성을 서로 다르게 증진시키는지

를 확인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결사체 참여 유형이 ‘샤이 보수’가 될

확률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확인한다. 이는 앞서 제시된 가설 2, 3, 4,

5를 검증하려는 것으로, 이를 위해 총 네 단계의 분석을 수행할 것이다.

가장 먼저 잠재집단분석을 통해 가설 2를 검증한다. 다음으로 가설 3

을 검증하기 위해 연고집단이 연고형 시민과 복합형 시민의 숙의적 능력

을 배양하였는지 확인한다. 다음으로는 가설 4를 검증하기 위해 자발적

결사체의 자발적 특성이 결사형 시민과 복합형 시민의 시민적 덕성을 증

진시켰는지 확인한다. 마지막은 가설 5를 검증하기 위해 결사체 참여 유

형과 숙의적 능력, 시민적 덕성이 ‘샤이 보수’가 될 확률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를 확인한다.

4. 변수측정

(1) ‘샤이 보수’와 ‘명시적 보수’

먼저 최종적인 종속변수인 ‘샤이 보수’는 잠재집단분석을 통해 도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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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잠재집단분석에는 ‘샤이 보수’를 포착할 수 있도록 보수정당에 대한

선호와 관련된 변수와 기존 무당파 집단의 특징으로 지목된 명시적 변수

들을 포함한다. 먼저, 보수정당에 대한 선호와 관련된 변수로는 다른 정

당에 비해 자유한국당에 우호적인 태도를 가지는지의 여부를 의미하는

‘친 자유한국당 성향’을 구성하여 활용한다. 이를 위해 정치온도계

(political thermometer)를 활용하였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원내정당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에 대해 얼마나 호의적으로

느끼는지를 0점부터 100점까지로 평가한 점수의 평균을 구한 후, 자유한

국당에 대해 느끼는 호감도 점수가 해당 평균 점수보다 낮을 경우 0, 높

을 경우 1로 코딩하였다. 즉, 여타 정당들에 대한 평균 호감도에 비해 자

유한국당에 대한 호감도가 높은 경우 친 자유한국당 성향을 가지고 있는

변수명 빈도 비율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잠재집단분석

활용�변수

친�자유한국당�성향 1,200 - 0.34� 0.47� 0 1

투표�여부 1,200 - 0.87� 0.34� 0 1

투표�의무�인식 1,200 - 0.62� 0.48� 0 1

정치�효능감 1,200 - 0.53� 0.50� 0 1

이념�강도�강함 1,200 - 0.39� 0.49� 0 1

세대 1,200 - 0.65� 0.48� 0 1

지지�정당

더불어민주당 501 41.75 - - - -

자유한국당 201 16.75 - - - -

국민의당 73 6.08 - - - -

바른정당 48 4 - - - -

정의당 32 2.67 - - - -

무당파�집단 345 28.75 - - - -

<표 6> 잠재집단유형 활용변수의 기술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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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는 것이다.

무당파 집단과 관련된 변수들은 당파 집단과 비정치층, 비당파층에서

모두 차이가 나는 변수들을 선정하였다. 변수들은 투표 여부, 투표 의무

인식, 정치적 효능감, 이념의 강도 등으로 구성된다. 투표 여부는 ‘지난

(2017년) 5월 9일의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하셨습니까?’라는 질문

에 대해 투표했다고 응답한 경우 1, 이외에는 0으로 측정하였다. 투표 의

무 인식은 투표를 의무라고 생각하는지, 선택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의무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을 1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는 응답

을 0으로 측정하였다. 정치효능감은 ‘나 같은 사람들은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어떠한 영향도 주기 어렵다’는 질문에 대해 매우 그렇다, 다소 그렇

다고 응답한 경우를 1로, 보통이다, 다소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고 응답한 경우를 0으로 측정하였다. 이념의 강도는 0점부터 10점까지로

측정한 응답자의 이념 성향에서 중도와 가까운 4∼6을 약함으로, 나머지

를 강함으로 처리하였다. 연령의 경우에는 20대와 30대이면 0의 값을 갖

도록, 40대 이상인 경우 1의 값을 갖도록 구분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

쳐 ‘샤이 보수’로 볼 수 있을 확률이 가장 높게 배정된 집단을 1로, 기존

지지하는 정당에 대한 질문에서 자유한국당을 선택한 사람들을 0으로 두

어 두 집단 간 비교를 수행하였다.

<표 6>에는 잠재집단분석에 활용된 자료들의 기술통계량을 제시하였

다. 지지정당의 경우, 잠재집단분석에서 ‘샤이 보수’로 특정할만한 집단이

관찰될 때, 해당 집단과 자유한국당 지지자(‘명시적 보수’)를 합하여 종속

변수를 만들게 된다.

(2) 숙의적 능력과 시민적 덕성

숙의적 능력은 한 개인이 스스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과 방식으로 정

치적 선호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는 자신의 사회경제

적 배경과 함께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일관되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다. 즉, 숙의적 능력은 다양한 정치적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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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논리적으로 정렬하고 이를 타인의 정치적 신호와 비교할 수 있는 능

변수명 빈도 비율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정책�별

선호도�

국정원�국내�부문�폐지 1,200 - 0.61 0.49 0 1

사드�배치�계속�진행 1,200 - 0.64 0.48 0 1

위안부�합의�폐기 1,200 - 0.7 0.46 0 1

남한의�핵무장 1,200 - 0.68 0.47 0 1

전경련�해체 1,200 - 0.61 0.53 0 1

일반해고�도입 1,200 - 0.47 0.50 0 1

법인세�인상 1,200 - 0.68 0.47 0 1

노동이사제�도입 1,200 - 0.56 0.50 0 1

최저임금� 1만원�인상 1,200 - 0.65 0.48 0 1

기본소득�국가�보장 1,200 - 0.70 0.46 0 1

공무원�증원 1,200 - 0.32 0.47 0 1

특목고·자사고�폐지 1,200 - 0.58 0.49 0 1

투표�

후보

문재인�후보 586 56.13 - - - -

홍준표�후보 234 22.41 - - - -

안철수�후보 124 11.88 - - - -

유승민�후보 59 5.65 - - - -

심상정�후보 36 3.45 - - - -

투표�후보와의�정책�선호�일치�비율 1,039 - 0.55 0.19 0 1

타인에�대한�신뢰 1,200 - 2.4 0.63 1 4

<표 7> 사회조사 분석 자료에 대한 기술통계: 독립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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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부여한다. 결국 숙의적 능력을 보유한 개인은 투표 결정 시 후보가

내세우는 다양한 정치적 맥락을 고려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선

호와 가장 일치하는 후보를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숙의적 능력을 투표 후보와의 정책 일치 비율을

통해 측정한다. 해당 변수는 응답자의 정책 별 찬성 여부와 응답자가 투

표한 후보가 대선 과정에서 밝힌 정책공약에 얼마나 많은 공통접이 있는

지를 측정한다. 해당 변수는 숙의적 능력이 응답자가 자신의 정책적 선

호를 바탕으로 이와 가장 근접한 의견을 가진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만들

었을 것이라는 가정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응답자와 후보 간 비교의

대상이 되는 문항은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보 수집 업무 기능을 폐지할

것인지, 사드 배치를 계속해서 진행할 것인지, 2015년 일본과의 위안부

합의를 폐기할 것인지, 북한에 대응하기 위하여 핵무장을 해야 하는지,

전경련을 해체해야 하는지, 일반해고(공정인사)제를 도입해야 하는지, 법

인세를 인상해야 하는지, 노동이사제를 도입해야 하는지, 2020년까지 최

저시급을 1만원으로 인상해야 하는지, 기본소득을 국가가 보장해야 하는

지, 공무원을 증원해야 하는지, 자사고 및 특목고를 폐지해야 하는지 등

총 열 두 가지의 쟁점으로, 국방, 안보, 성장, 복지, 교육 등 여러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비교 대상이 되는 대통령 후보는 문재인 후보, 홍준표 후

보, 안철수 후보, 유승민 후보, 심상정 후보 등이며, 기타 후보에게 투표

한 응답자와 투표를 하지 않은 응답자는 결측치로 처리하였다. 각 쟁점

에 대한 후보의 의견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측치로 처리하였다.

따라서 각 후보에 따라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의 수가 다르기 때문에, 최

종적으로는 후보가 의견을 표명한 쟁점의 수로 일치하는 쟁점의 수를 나

누어 응답자와 후보의 쟁점 선호가 일치하는 비율을 도출하였다. 각 쟁

점에 대한 후보 별 의견은 <부록 3>에 제시하였다.

시민적 덕성은 자발적 결사체에서 이루어지는 호혜의 경험을 바탕으로

타인에 대한 신뢰를 촉진시킨다. 이러한 신뢰는 타인에 대한 믿음을 바

탕으로 민주적 과정에 참여하고, 이러한 윤리적 규범을 바탕으로 정치적

책임감과 참여를 증진시킨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시민적 덕성을 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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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신뢰를 통해 측정한다. 구체적으로 ‘귀하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문항에 대해 항상 신뢰할 수 있다를 4, 대체로 신뢰할 수 있다고

응답한 경우를 3으로, 대체로 조심해야 한다를 2, 항상 조심해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를 1로 하여 측정하였다. 단, 최종적인 분석에서는 숙의적 능

력과 시민적 덕성의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항상 신뢰할 수

있다와 대체로 신뢰할 수 있다를 1로, 대체로 조심해야 한다와 항상 조

심해야 한다를 0으로 재구성한 변수를 활용한다.

<표 7>에는 독립변수의 분석에 활용된 자료들의 기술통계량을 제시하

였다. 먼저 투표 후보와의 정책 일치 비율의 경우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

한 후보와 응답자의 정책을 비교하게 되므로, 해당 변수들을 조합하여

구성하였다. 자신이 가진 정책에 대한 선호와 모두 일치하는 공약을 내

세운 대통령 후보에게 투표한 경우 가장 높은 1점을, 자신이 가진 선호

와 모두 불일치하는 공약을 내세운 대통령 후보에게 투표한 경우에는 0

점으로 측정된다. 평균적으로는 투표 후보와의 일치 비율이 0.55로 나타

나, 자신의 의견과 절반 정도 일치하는 후보에게 투표를 한 것으로 나타

났다. 한편 타인에 대한 신뢰는 평균 0.47로, 과반수의 응답자가 일반적

으로 타인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결사체 참여 유형

본 논문의 핵심적인 독립변수는 결사체 참여 유형이다. 결사체 참여

유형은 이재열(2003: 54)의 결사체 유형론의 분류 틀을 활용하였다. 해당

분류 틀은 연고집단과 자발적 결사체에 모두 참여하지 않는 ‘고립형’, 연

고집단에만 참여하는 ‘연고형’, 자발적 결사체에만 참여하는 ‘결사형’, 연

고집단과 자발적 결사체 모두에 참여하는 ‘복합형’ 등 네 가지의 범주형

변수로 분류된다. 여기서 연고집단 참여는 동창모임, 향우회 중 하나라도

소속되어 적극적으로 활동한다고 응답한 경우로 설정했으며, 자발적 결

사체 참여는 시민운동단체, 노조, 사업자 단체 또는 직업 조합, 교회,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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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종교모임이나 단체, 스포츠, 레저 모임 등 문화 단체, 친목단체, 기타

모임이나 단체 등에 하나라도 소속되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표 8>에는 결사체에 따른 참여 비율을 제시하였으며, <표 9>에는

이를 바탕으로 결사체 참여 유형론에 따라 분리한 통계량을 제시하고 있

다. 한편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각 집단의 투표율은 고립형 84.4%, 결사

형 90.8%, 연고형 85.3%. 복합형 88.6%로 나타나, 연고집단이나 자발적

변수명 빈도 비율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자발적�

결사체

참여�비율

시민운동단체 1,200 - 0.005� 0.07� 0 1

직업�조합 1,200 - 0.004� 0.06� 0 1

종교모임 1,200 - 0.073� 0.26� 0 1

문화�단체 1,200 - 0.093� 0.29� 0 1

친목단체 1,200 - 0.360� 0.48� 0 1

기타�단체 1,200 - 0.098� 0.30� 0 1

연고집단

참여�비율

동창모임 1,200 - 0.274� 0.45� 0 1

향우회 1,200 - 0.068� 0.25� 0 1

<표 8> 결사체 별 참여 비율의 기술통계

자발적�결사체

불참 참여

연고집단

불참
고립형

546명� (45.5%)
결사형

304명� (25.3%)

참여
연고형

95명� (7.9%)
복합형

255명� (21.2%)

<표 9> 결사체 참여의 유형(이재열, 2003)에 따른 참여자의 수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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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사체 중 하나라도 참여하면 고립형에 비해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16).

(4) 통제변수

통제변수는 크게 인구학적 변수, 사회경제적 지위, 정치관련 변수로 구

성된다. 인구학적 변수로는 연령, 성별, 혼인여부, 종교 유무, 거주지역

등을 통제하였다. 연령은 응답자의 연령을 직접 통제하였다. 성별, 혼인

여부, 종교 유무는 모두 이항변수로, 여성, 기혼자, 종교 신자의 경우를 1

로, 그렇지 않은 경우를 0으로 통제하였다. 거주지역은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강원, 제주 등 총 6개의 범주를 가진 변수로 활용하였다.

사회경제적 지위로는 취업여부, 소득, 주관적 계층의식, 교육수준 등을

통제하였다. 취업 여부의 경우 응답자가 취업을 한 경우 1로, 그렇지 않

은 경우 0으로 코딩하였다. 소득의 경우 100만원 미만부터 시작하여 100

만원 단위로 절단하여 600만 원 이상까지 총 7단계로 질문하여 이를 연

속형 변수로 통제하였다. 주관적 계층의식은 한국사회의 최하층을 1로,

최상층을 10으로 했을 때 본인이 속한다고 응답한 계층을 연속형 변수로

활용하였다. 교육수준은 중학교 졸업 이하, 고등학교 졸업 이하, 대학교

재학 이상 등 세 범주로 구분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치관련 변수의 경우 정치적 성향을 진보, 중도, 보수로

나누어 통제하였다. 한편 ‘샤이 보수’와 ‘명시적 보수’가 종속변수인 모형

은 정당일체감의 유무에 따라 종속변수가 분리되어 있으므로 이를 통제

할 수 없지만, 해당 범주가 포함되지 않은 모형에서는 정당일체감이 있

다고 응답한 경우를 1로, 아닌 경우를 0으로 하여 통제하였다.

<표 10>에는 통제변수의 분석에 활용된 자료들의 기술통계량을 제시

하였다.

16) 2017년 대통령선거의 실제 투표율은 77.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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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빈도 비율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인구학적�

변수

연령 1,200 - 46.84� 14.90� 19 88

성별 1,200 - 0.51� 0.50� 0 1

혼인여부 1,200 - 0.74� 0.44� 0 1

종교�유무 1,200 - 0.41� 0.49� 0 1

거주지역: 수도권 593 49.42 - - - -

거주지역: 충청권 125 10.42 - - - -

거주지역: 호남권 121 10.08 - - - -

거주지역: 영남권 310 25.83 - - - -

거주지역: 강원도 36 3 - - - -

거주지역: 제주도 15 1.25 - - - -

사회경제적

지위

취업여부 1,200 - 0.09� 0.29� 0 1

소득 1,200 - 4.55� 1.59� 1 7

주관적계층의식 1,195 - 5.34� 1.54� 1 10

교육: 중졸이하 181 15.08 - - - -

교육: 고졸이하 481 40.08 - - - -

교육: 대재이상 538 44.83 - - - -

정치적

성향

진보 528 44 - - - -

중도 353 29.42 - - - -

보수 319 26.58 - - - -

<표 10> 통제변수의 기술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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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분석결과

1. 잠재집단분석 결과

‘명시적 보수’와 ‘샤이 보수’ 간의 차이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먼저 ‘샤

이 보수’가 누구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응답

한 내의 잠재집단을 분석함으로써 실제 무당파 집단과 ‘샤이 보수’를 구

분할 수 있다. 아래의 <표 11>은 잠재집단을 두 집단부터 다섯 집단까

지 나누어 분석한 각각의 모형들의 요약통계량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

구에서 수행된 분석의 경우 모든 두 집단부터 다섯 집단까지의 모든 모

형이 절대적인 기준을 통과하였다. <표 11>에서 AIC값과 BIC값이 가장

낮아 간명성이 높은 모형은 두 개의 계층을 가진 모형이지만, 본 연구에

서는 세 개의 계층을 가진 모형을 선택하였다. 이는 두 집단 모형과 세

집단 모형이 요악값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기존 정치학 논

의에서 무당파가 인지적 무당파와 정치 무관심층, 혹은 비당파층과 비정

치층 등 두 가지 집단으로 분류된다는 점에 착안하여(고승연, 2004; 정진

민·길정아,2014) 이에 ‘샤이 보수’를 더한 세 집단으로 설명의 적합성을

강조하기 위함이다17).

17) 잠재집단분석에서 모형을 선택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p-값이 영가설을 통계
적으로 기각할 수 있는가의 여부이며(Collins & Lanza, 2010: 84-5), 일반적
으로는 절대적 기준을 통과한 모형들 간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값과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값을 고려함으로서 간명
성(parsimonious)을 반영한 상대적인 모형 선택을 수행하게 된다(Collins &
Lanza, 2010: 86-89). 그러나 이러한 절대적, 상대적인 기준에 더해 잠재집
단 특성의 해석 가능성이 나타내는 비통계적인 기준도 함께 고려하여 잠재
집단을 결정해야 한다(Nagin,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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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수 관측값 p-값 G² 자유도 AIC BIC

2 345 0.121 -1281.133 57 2588.226 2638.192

3 345 0.161 -1276.224 50 2592.447 2669.318

4 345 0.123 -1273.723 43 2599.445 2699.377

5 345 0.198 -1267.764 36 2603.528 2734.209

<표 11> 잠재집단분석의 적합성 평가

다음의 <표 12>에는 선택된 세 집단 모형에 대한 사후분석으로, 각

계층이 갖는 잠재집단확률(latent class marginal probabilities)과 표본

수를 제시하고 있다, 잠재집단확률은 전체 관측 값의 비율 중에서 각각

의 잠재집단이 차지하고 있는 확률을 의미한다. 표본 수는 분석 대상이

각각의 잠재집단에 귀속될 확률을 의미하는 잠재집단출현율(latent class

prevalence)에 따라, 개별 응답자가 가장 높은 잠재집단출현율을 보이는

잠재집단으로 귀속되도록 배분했을 때의 표본 수를 제시하고 있다.

구분 Cluster� 1 Cluster� 2 Cluster� 3

잠재집단확률 0.195� 0.223� 0.582�

표본�수 77 84 184

<표 12> 세 집단 모형의 잠재집단확률과 표본 수

<그림 7>은 잠재집단분석에 대한 사후추정으로 추정된 각 잠재집단

별 항목응답확률(item-response probabilities)과 함께 해당 변수들에 대

한 당파 집단의 통계량을 제시하고 있다. 즉, 각각의 굵은 꺾은선 그래프

는 잠재집단분석에서 추정된 각 잠재집단에 속하는 응답자가 해당 변수

에 대해 1의 값을 가질 확률이 얼마인지를 보여준다. 한편 무당파 집단

의 특징을 확인하기 용이하도록 해당 변수들에 대한 당파 집단의 평균값

을 얇은 꺾은선 그래프로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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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Cluster 1에 속하는 응답자의 경우, 친 자유한국당 성향이

있을 확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추정되며, 이 외에 투표 여부와 투표 의

무 인식, 정치효능감, 세대에서도 가장 높은 항목응답확률을 보인다. 반

면 이념 강도의 경우에는 당파보다 낮은 항목응답확률을 보인다. 해당

변수는 이념 강도를 제외하고는 당파에 비해 더욱 정치적인 특징을 보이

며, 특히 친 자유한국당 성향이 매우 강하므로, 해당 집단을 ‘샤이 보수’

로 본다.

한편 Cluster 2의 경우, 당파에 비해 다소 높은 친 자유한국당 성향을

보이지만, 이외의 모든 변수에서 당파에 비해 비정치적인 것으로 나타났

다. 앞선 논의에 따르면 이들은 인지적 동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고, 따라서 정치 참여와 효능감 등이 저조한 집단이다. 따

라서 해당 집단은 비정치층(apolitical)로 이해한다.

마지막으로 Cluster 3의 경우에는 당파 집단에 비해서 낮은 투표율을

보이지만 투표를 의무라고 인식하는 성향은 높으며, 또한 정치 효능감도

높다. 한편 이념 강도는 당파에 비해 낮고, 세대는 당파에 비해 어리다.

이들은 지지하는 정당이 없으며, 투표에도 잘 응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

다. 하지만 비정치층에 비해서 높은 투표율을 보이며, 당파에 비해 더 높

은 의무감과 효능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 정치가 아닌 여타 정

치에 관심을 두고 참여하는 집단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들을 비당

<그림 7> 잠재집단유형 및 당파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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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층(apartisan)으로 분류하였다.

정리하면, 잠재집단모형 분석은 무당파 집단 내에 비정치층과 비당파

층뿐만 아니라, 친 자유한국당 성향을 지니며 당파에 비해 더욱 정치적

인 특징을 보이는 경향을 가진 집단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

과는 여론조사 결과 분석에서 면접원이 수집한 응답이 ‘샤이 보수’ 효과

를 발생시킨다는 것과 연결시킬 수 있다. 무당파 집단 내에 ‘샤이 보수’

가 존재한다면, 그들은 여타 정당에 비해 보수정당에 우호적인 태도와

비슷한 정책 선호 등을 보이면서, 기존의 무당파 집단과는 구분되는, 오

히려 당파와 비슷한 특징을 보여야 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부록 4>

에 전체 응답자, 자유한국당 지지자, ‘샤이 보수’ 집단 별 특징을 제시하

였다. 비교를 위한 특징으로는 각 집단의 일반적 특성인 성별, 소득, 교

육년수, 주관적 계층의식 등의 평균을 제시하였고, 이후 18대, 19대 대선

에서의 투표 선택 및 투표율 등 정치적 특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안보·

북한, 성장·복지 등 정책에 대한 찬성률을 제시하였다. 이들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보면, ‘샤이 보수’는 대부분의 문항에서 전체 응답자 집단에

비해 보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전체 집단에 비해 보수 후보에 대

한 투표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어떤 문항의 경우에는 자유한국당 지

지자보다도 보수적인 평균 태도를 가지고 있다.

본 분석을 통해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잠재집단을 발견하였고, 따라

서 해당 집단을 ‘샤이 보수’로 규정하여 이후의 분석을 진행할 수 있

다18). 이후로는 정당일체감을 묻는 문항에서 자유한국당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을 ‘명시적 보수’, 잠재집단유형에서 발견된 집단을 ‘샤이

보수’로 하여 보수정당 지지층이라는 이분변수를 구성하여 활용한다.

2. 결사체의 발전적 효과와 ‘샤이 보수’의 관계

18) 잠재집단분석 결과 ‘샤이 보수’ 집단에는 총 84명이 포함되었고, 정당일체감
문항에서 자유한국당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명시적 보수’는 총 201명이다.
즉, 본 연구에서는 보수정당 지지자의 전체 집단을 285명으로 간주하며, 보
수정당 지지자의 약 29.5%가 ‘샤이 보수’인 것으로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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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사체 참여 행태와 연고집단의 비자발성

결사체 참여 형태와 발전적 효과, 그리고 ‘샤이 보수’가 어떠한 관계를

지니고 있는지를 확인하기에 앞서, 한국의 자발적 결사체와 연고집단이

실제로 이론적 논의와 일치하는 발전적 효과를 부여하는지 확인할 필요

가 있다. <표 13>은 응답자들이 결사체에 참여하고 있는 행태를 제시하

고 있다. 구체적으로, 자발적 결사체로 구분되는 집단과 연고집단으로 구

분되는 집단들에 따라 각각 소속되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적극 참여

자가 몇 명인지를 제시한다. 이후 이러한 사람들 중 살고 있는 지역에서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친한 친구

와 함께 소속되어 있는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는

정치적 동원 경험으로, 해당 단체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가족이나 친척,

직장동료, 이웃, 친구, 교회 등의 종교 집단 지도자나 신도, 동호회 혹은

자발적 결사체의 구성원, 선거 운동원 등으로부터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에게 투표해달라는 부탁을 받았거나 다른 유

형의 정치적 활동에 관여해달라고 부탁받은 경험이 있는지의 비율을 제

시하였다.

먼저, 응답자 중 시민운동단체와 노조, 사업자 단체 또는 직업 조합 등

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매우 적은 수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친목단체

에는 432명, 동창모임에는 329명이 소속되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으

로 나타나, 가장 많은 수의 응답자들이 두 모임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먼저 주목할 점은 자발적 결사체와 연고집단이 나타내는 정기적

인 모임이 있는 사람의 비율이다. 노조, 사업자 단체 또는 직업 조합의

참여자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자발적 결사체는 살고 있는 지역에서 정기

적으로 모임을 갖는 사람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연고집단의 경

우에는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는 경우가 상대적

으로 적으며, 향우회의 경우에는 과반이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친한 친구와 함께 소속되어 있는 응답자의 비율은 자발적 결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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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연고집단에서 더 높은 경향을 보인다. 특히 동창모임의 경우

92%의 적극적 참여자가 친한 친구와 함께 소속되어 있으며, 향우회도

72%의 적극적 참여자와 친한 친구와 함께 소속되어 있다고 응답하였다.

즉, 여타 단체에 비해 정기적인 모임을 갖지는 않지만 친한 친구와 함께

소속되어 있는 것이다. 이는 연고집단의 구성원들이 서로 다른 삶의 궤

적을 그리더라도 과거의 기억과 관계라는 상상된 공동체를 통해 강한 유

대인 필로스 관계를 복원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들과 궤를 같이 하는 결

과로 볼 수 있다(최종렬, 2004; 류석춘·장미혜, 2003, 정병은, 2007). 이러

한 필로스적 관계로부터 획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이득과 친분에 기반한

연고집단의 대체 불가능성은 연고집단이 자발적 결사체에 비해 이탈이

어려움을 보여준다(Warren, 2001).

한편 연고집단의 구성원은 다른 집단 구성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정치적 동원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적 결사체인 시민운동단

체와 스포츠, 레저 모임 등 문화단체를 제외하고, 향우회와 동창모임의

구분
적극�참여자

(명)�

거주�지역�내�
정기적�모임

친한�친구와�
함께�소속됨

정치적�동원�
경험

자발적

결사체

시민운동단체 6 0.67� 0 0.83

노조 5 0.20� 0.40� 0.4

종교단체 88 0.82� 0.41� 0.35

스포츠,�레저 112 0.63� 0.72� 0.58

친목단체 432 0.66� 0.76� 0.42

기타�모임 117 0.59� 0.66� 0.34

연고집단
동창모임 329 0.55� 0.92� 0.55

향우회 82 0.48� 0.72� 0.60

고립형 546 - - 0.42

전체 1,200 - - 0.43

<표 13> 응답자들의 결사체 참여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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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들은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정치적 동원의 경험을 보이고 있다.

이는 연고집단의 참여자들이 다른 집단 참여자에 비해 정치적인 동원의

기회에 많이 도출되며, 이에 따라 정치적 정보, 정치적 능력 등을 획득하

기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치적 대화의 기회와 이탈의 어려움

은 내부의 정치적 갈등을 대화로 풀어낼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이

는 결과적으로 구성원의 숙의적 능력이 발달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한

다.

(2) 결사체 참여 유형이 숙의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이후로는 연고집단 참여가 실제로 숙의적 능력을 증진시키는지에 대하

여 검증한다. 다음의 <표 14>는 숙의적 능력을 의미하는 투표 후보와의

정책 일치 비율을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표의 좌측에는 통제변수만 포함된 형태의 모형 1을 제시하였고, 표

의 우측에는 독립변수인 결사체 참여 유형이 포함된 모형 2를 제시하였

다. 종속변수인 투표 후보와의 정책 일치 비율은 응답자와 투표 후보의

정책 선호가 모두 다를 때 0, 모두 같을 때 1의 값을 가지므로, 값이 높

아질수록 높은 숙의적 능력을 바탕으로 투표 선택을 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 때 투표를 하지 않은 응답자와 기타 후보에게 투표하였다고

응답한 사례가 제외되어 총 1,035명의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 결과가 도

출되었다. 이후로는 각 모형들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를 중심

으로 결과를 해석한다.

먼저 모형 1과 관련하여, 숙의적 능력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는 종교, 지역, 취업여부, 교육수준 등이 확인되었다. 먼저 종교의 경우,

10% 유의수준에서 종교가 없는 경우에 비해 종교가 있는 경우 정책 일

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영남권을 준거로 하였을 때, 충청

권과 호남권, 강원권에서 투표 후보와 응답자 간 정책 별 선호가 일치하

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 충청권은 5% 유의수준, 호남권

은 0.1% 유의수준, 강원권은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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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1 모형� 2

Coef (s.e) Coef (s.e)

결사체�참여(준거: 고립형)

� �결사형 -0.004 (0.014)

� �연고형 � 0.076*** (0.022)

� �복합형 � 0.032* (0.015)

연령 -0.001 (0.001) -0.001 (0.001)

여성 -0.010 (0.011) -0.009 (0.011)

기혼자 -0.009 (0.016) -0.011 (0.016)

종교�있음� � 0.020+ (0.012) � 0.021+ (0.012)

거주지역(준거:�영남권)

� �수도권 -0.016 (0.014) -0.014 (0.014)

� �충청권 � 0.043* (0.020) � 0.047* (0.020)

� �호남권 � 0.155*** (0.020) � 0.157*** (0.020)

� �강원도 � 0.070+ (0.036) � 0.086* (0.036)

� �제주도 -0.041 (0.052) -0.043 (0.052)

취업자 � 0.045* (0.021) � 0.047* (0.021)

소득 -0.000 (0.005) -0.001 (0.005)

주관적�계층의식 -0.006 (0.004) -0.008* (0.004)

교육수준(준거:�중졸�이하)

� �고졸�이하 -0.005 (0.020) -0.009 (0.020)

� �대재�이상 � 0.051* (0.023) � 0.046* (0.023)

지지정당�있음 � 0.025+ (0.013) � 0.022+ (0.013)

정치적�성향(준거:�중도)

� �진보 � 0.009 (0.014) � 0.007 (0.014)

� �보수 -0.023 (0.016) -0.022 (0.015)

상수 � 0.525*** (0.051) � 0.608*** (0.055)

관측값 1,035 1,035

  0.1446 0.1585

F-값 10.11** 9.547**

1) 괄호 안은 표준오차임.

2) +: p < 0.1, *: p < 0.05, **: p < 0.01, ***: p < 0.001을 의미함

<표 14> 결사체 참여 유형이 투표 후보와의 정책 일치 비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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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나타났다. 한편 취업자의 경우 비취업자와 5% 유의확률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취업자가 정책에 따라 투표 선택을 하

였을 개연성이 높았다. 한편 교육수준의 경우 5% 유의수준에서 중졸 이

하에 비해 대재 이상의 정책 일치 비율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지지정당

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에 비해 투표 후보와 응답자의 정책이 일치하는

비율이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측의 모형 2는 모형 1에 독립변수인 결사체 참여 유형을 추가한 결

과를 제시하고 있다. 관심이 되는 독립변수인 결사체 참여 유형은 고립

형 시민을 준거로 했을 때, 결사형 시민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고, 연고형 시민은 0.1% 유의수준에서, 복합형 시민은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값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구체적으로 여타의 변수가 평균일 때 각 유형 별 정책 기반 투표 선

택 비율은 고립형 시민 0.535, 결사형 시민 0.531, 연고형 시민 0.611,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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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형 시민 0.567로 나타났다. 다음의 <그림 8>에 결사체 참여 유형이 투

표 후보와의 정책 일치 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95% 신뢰구간과 함께 제

시하였다. 한편 독립변수를 추가하였을 때, 통제변수인 주관적 계층의식

이 투표 후보와의 정책 일치 비율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게 변화하여, 5% 유의수준에서 주관적 계층의식이 낮아질수록 투표 후

보와의 정책 일치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결사형 시민과 고립형 시민에 비해 복합형 시민과

연고형 시민이 자신의 정책 선호와 유사한 대통령 후보를 선택하였음을

의미한다. 즉, 숙의적 능력의 정의와 같이 ‘정치 과정의 참여자들이 진정

으로 원하는 것과 부합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선호를 변경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것으로부터 기인(Warren, 2001: 75)’하는 투표 선택을 수

행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분석에 따라 가설 3을 채택할

수 있다.

(3) 결사체 참여 유형이 시민적 덕성에 미치는 영향

다음으로는 결사체 참여 유형이 시민적 덕성의 육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한다. 다음의 <표 15>는 시민적 덕성을 의미하는 타인

에 대한 신뢰를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19). 먼저 표의 좌측에는 통제변수만을 포함한 모형 3을 제시하고 있

고, 표의 우측에는 독립변수인 결사체 참여 유형을 포함한 모형 4를 제

시하고 있다. 앞서 타인을 항상 믿는 경우를 4로, 항상 조심해야 하는 경

우를 1로 하는 4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므로, 계수 값이 높아질수록 타인

을 믿는 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모형 또한 앞선 모

형과 마찬가지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19) 본 분석에서는 결사체 참여 유형에 따른 타인에 대한 신뢰 수준을 세밀하
게 제시하고자 이분변수로 통합하지 않고 분석을 수행하였다. 단, 최종 분
석에서는 타인에 대한 신뢰 수준을 상호작용항으로 활용함에 따라 이해의
용이성을 위하여 이분 변수로 통합하여 활용한다. 타인에 대한 신뢰를 이분
변수로 하여 같은 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부록 5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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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3 모형� 4

Coef (s.e) Coef (s.e)

결사체�참여(준거: 고립형)

� �결사형 0.198*** (0.045)

� �연고형 0.116+ (0.069)

� �복합형 0.173*** (0.048)

연령 0.001 (0.002) 0.000 (0.002)

여성 0.001 (0.037) 0.002 (0.036)

기혼자 0.042 (0.053) 0.016 (0.052)

종교�있음� -0.085* (0.038) -0.093* (0.038)

거주지역(준거:�영남권)

� �수도권 0.110* (0.045) 0.115* (0.045)

� �충청권 0.203** (0.067) 0.230*** (0.066)

� �호남권 0.296*** (0.068) 0.269*** (0.068)

� �강원도 0.468*** (0.111) 0.522*** (0.111)

� �제주도 0.395* (0.168) 0.449** (0.167)

취업자 0.019 (0.069) 0.031 (0.069)

소득 -0.007 (0.015) -0.009 (0.015)

주관적�계층의식 0.058*** (0.012) 0.058*** (0.012)

교육수준(준거:�중졸�이하)

� �고졸�이하 -0.092 (0.065) -0.115+ (0.064)

� �대재�이상 0.066 (0.074) 0.033 (0.074)

지지정당�있음 0.163*** (0.041) 0.171*** (0.040)

정치적�성향(준거:�중도)

� �진보 -0.005 (0.044) -0.012 (0.043)

� �보수 -0.005 (0.050) -0.003 (0.050)

상수 1.845*** (0.164) 1.802*** (0.163)

관측값 1,195 1,195

  0.0825 0.1011

F-값 6.227*** 6.603***

1) 괄호 안은 표준오차임.

2) +: p < 0.1, *: p < 0.05, **: p < 0.01, ***: p < 0.001을 의미함

<표 15> 결사체 참여 유형이 타인에 대한 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 74 -

먼저 모형 3의 통제변수의 경우 종교와 거주지역, 주관적 계층의식, 지

지정당 유무 등이 타인에 대한 신뢰에 유의미한 결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종교의 경우 5% 유의확률에서 종교가 있는 사람에 비해

종교가 없는 사람의 경우 타인을 믿을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한편 거주지역의 경우 영남권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비해 다른 모든

지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타인을 신뢰하는 정도가 높아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주관적 계층의식의 경우 0.1% 신뢰수준에서 주관적 계층의

식이 높아질수록 타인을 신뢰하는 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

지막으로, 지지정당 유무의 경우 지지정당이 없는 사람들에 비해 지지정

당이 있는 사람들이 타인을 더 잘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좌측의 모형 3에 독립변수를 추가한 모형 4에서 결사체 참여 유형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준거 변수인 고립

형 시민에 비해 결사형 시민과 복합형 시민의 경우 0.1% 유의수준에서,

연고형 시민의 경우 10% 유의수준에서 양의 방향으로 통계적인 유의미

성이 확인되었다. 즉, 고립형 시민에 비해 여타 집단에서 타인에 대한 신

뢰가 높은 경향이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여타의 변수가 평균일 때 타인

을 신뢰하는 정도는 고립형 시민의 경우 2.305, 연고형 시민의 경우

2.421, 결사형 시민의 경우 2.503, 복합형 시민의 경우 2.478로 나타났다.

다음의 <그림 9>에 각 결사체 참여 유형에 따른 타인에 대한 신뢰를

95% 신뢰구간과 함께 제시하였다. 한편 독립변수를 추가하였을 때 통제

변수에 큰 변화는 없었다. 다만, 교육 수준에서 중졸 이하 집단과 고졸

이하 집단의 신뢰 정도의 차이가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성을 획득하였다.

해당 모형의 결과는 결사체에 참여하지 않는 고립형 시민에 비해 여타

형태의 시민들의 타인에 대한 신뢰가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결사체

에 참여함으로서 시민적 덕성인 타인에 대한 신뢰가 증가하는 것이다.

그런데 앞선 논의에 따르면 동질적이고 조밀한 연결망을 가진 연고집단

에서는 시민적 덕성이 배양되기 어렵다(Warren, 2001; Kim, 2011). 그러

나 연고형 시민이 타인에 대해 신뢰할 확률은 고립형 시민에 비해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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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결사형 시민과 복합형 시민에 비해 추정된 확률

은 낮았지만, 이들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

는 한국의 연고집단에 대한 연구에서와 같이(류석춘 등, 2008), 이들이

운영되는 원리 속에 일반화된 호혜성이 내재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부분

적으로 타인에 대한 신뢰의 정도가 증진시킬 수는 있음을 의미한다. 이

러한 해석에 의해 가설 4를 부분적으로 채택한다.

(4) 결사체 참여 유형과 발전적 효과가 ‘샤이 보수’가 될 확률에

미치는 영향

마지막으로는 결사체 참여 유형과 숙의적 능력, 시민적 덕성 등의 발

전적 효과가 ‘샤이 보수’가 될 확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한

다. <표 16>는 결사체 참여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투표 후보와의 정책

일치 비율과 타인에 대한 신뢰 확률이 보수정당 지지자가 ‘샤이 보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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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결사체 참여 유형에 따른 타인에 대한 신뢰 확률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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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나타내고 있다. 표의 좌측은 ‘샤이 보수’

일 확률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에 통제변수만을 삽입하였고, 표

의 중앙인 모형 6에는 정책 일치 비율과 타인에 대한 신뢰의 상호작용항

을 추가하여 검증하고 있다. 마지막 모형 7은 모형 6에 결사체 참여 유

형을 추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20) 해당 분석의 종속변수는 보수정

당 지지자로 추정된 집단 중 자신의 지지를 표명한 ‘명시적 보수’를 0으

로, 지지를 표명하지 못한 ‘샤이 보수’를 1로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분석에서 계수 값이 높을수록 특정한 변수에 따라 보수정당 지지자가

‘샤이 보수’일 확률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먼저 좌측의 모형 5에서는 연령, 거주지역, 주관적 계층의식, 정치적

성향 등에서 통계적인 유의미성이 확인되었다. 가장 먼저 연령의 경우,

5% 유의수준에서 연령이 낮을수록 ‘샤이 보수’일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한편 거주지역의 경우 영남권에 비해 수도권, 충청권, 제주

도 등에 거주하는 응답자일수록 보수정당 지지자가 자신의 정치적 태도

를 표명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주관적 계층의

식이 낮을수록 ‘샤이 보수’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마

지막으로 정치적 성향이 중도인 집단에 비해 진보라고 응답한 집단에서

‘샤이 보수’일 확률이 높았으며, 반대로 보수라고 응답한 집단에서는 ‘샤

이 보수’일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결사체 참여 유형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 ‘샤이 보수’일 확

률이 숙의적 능력과 시민적 덕성에 의한 차이인지를 검증한다. 모형 6에

서는 투표 후보와의 정책 일치 비율과 타인에 대한 신뢰의 상호작용항을

검증한다. 해당 상호작용항은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

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변수를 투입하였을 때 거주지역 내

에서 영남권과 제주도의 차이, 주관적 계층의식 증가에 따른 ‘샤이 보수’

일 확률의 감소의 효과, 정치적 성향 내 중도 집단과 진보 집단의 ‘샤이

보수’일 확률의 차이의 통계적 유의미성이 사라졌다.

20) 부록 5에 투표 후보와의 정책 일치 비율과 타인에 대한 신뢰의 상호작용항
은 추가하지 않은 채 독립변수만 추가한 모형과, 해당 독립변수들은 제외하
고 통제변수와 결사체 참여 유형만을 추가한 모형을 제시하였다.



- 77 -

모형� 5 모형� 6 모형� 7

Coef (s.e) Coef (s.e) Coef (s.e)

정책�일치�비율(A) -1.309 (1.412) -1.165 (1.459)

타인에�대한�신뢰(B) -2.662* (1.174) -2.911* (1.226)

상호작용항(A*B) � 4.606* (2.322) � 5.104* (2.430)

결사체�참여(준거: 고립형)

� �결사형 � 0.346 (0.451)

� �연고형 -2.815** (1.030)

� �복합형 � 0.494 (0.462)

연령 -0.038* (0.019) -0.038* (0.019) -0.062** (0.022)

여성 � 0.581 (0.354) � 0.367 (0.373) � 0.339 (0.389)

기혼자 -0.412 (0.500) -0.331 (0.523) -0.788 (0.548)

종교�있음� -0.585 (0.356) -0.522 (0.386) -0.477 (0.403)

거주지역(준거: 영남권)

� �수도권 � 1.217** (0.404) � 1.173** (0.431) � 1.196** (0.461)

� �충청권 � 2.182*** (0.547) � 2.412*** (0.572) � 2.505*** (0.604)

� �강원도 � 0.706 (0.833) � 0.554 (0.902) � 0.320 (0.952)

� �제주도 � 2.110+ (1.224) � 1.405 (1.585) � 2.429+ (1.417)

취업자 -0.217 (0.641) -0.489 (0.676) -0.447 (0.699)

소득 -0.085 (0.137) -0.059 (0.146) -0.064 (0.153)

주관적계층의식 -0.202+ (0.111) -0.142 (0.119) -0.092 (0.126)

교육수준(준거:중졸이하)

� �고졸�이하 � 0.411 (0.507) � 0.217 (0.541) � 0.073 (0.571)

� �대재�이상 -0.371 (0.711) -0.432 (0.764) -1.029 (0.837)

정치적성향(준거: 중도)

� �진보 � 1.158* (0.544) � 0.880 (0.585) � 1.253+ (0.667)

� �보수 -1.287*** (0.381) -1.512*** (0.401) -1.741*** (0.420)

상수 2.788+ (1.606) � 3.762* (1.809) � 5.317** (1.991)

관측값 277 261 261

유사� -�   0.232 0.239 0.283

로그�우도 -125.7 -115.5 -108.9

1) 괄호 안은 표준오차임.

2) +: p < 0.1, *: p < 0.05, **: p < 0.01, ***: p < 0.001을 의미함

<표 16> 결사체 참여 유형과 발전적 효과가 ‘샤이 보수’일 확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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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모형 7은 모든 앞선 상호작용항과 함께 결사체 참여 유형을 추가

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앞선 모형들을 종합하면, 결사체 참여 유형이

‘샤이 보수’일 확률에 미치는 영향은 결사체 참여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투표 후보와의 정책 일치 비율과 타인에 대한 신뢰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모형 7에서 상호작용항이 나타내는 ‘샤이 보수’일 확률의

변화는 다음 <그림 10>과 같다. 그림에서 직선은 여타의 변수가 평균일

때 독립변수의 변화에 따라 예측된 ‘샤이 보수’일 확률이며, 음영은 해당

값의 95% 신뢰구간을 나타내고 있다. 먼저 타인을 조심해야 한다고 응

답한 경우, 투표 후보와의 정책 일치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샤이 보수’

일 확률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구체적으로 ‘샤이 보수’일 확률은 투

표 후보와의 정책 일치 비율이 0일 때 0.337, 1일 때 0.137의 값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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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투표 후보와의 정책 일치 비율과 타인에 대한 신뢰에 따른

‘샤이 보수’일 확률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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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된다. 한편 타인을 신뢰한다고 응답한 집단에서는 투표 후보와의 정책

일치 비율이 상승함에 따라 ‘샤이 보수’일 확률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난다. 구체적으로 투표한 후보와 일치하는 정책이 한 가지도 없을 경우

에는 ‘샤이 보수’일 확률이 0.027이며, 모두 일치하는 경우 0.586으로 상

승한다. 즉, 타인에 대한 신뢰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투표 후보와의 정책

일치 비율의 상승은 ‘샤이 보수’일 확률을 증가시키며, 타인에 대한 신뢰

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샤이 보수’일 확률을 감소시킨다.

한편 결사체 참여 유형에 따라 ‘샤이 보수’일 확률의 변화는 <그림

11>과 같이 나타난다. 각각의 결사체 참여 유형에 따라 ‘샤이 보수’일 확

률은 고립형 시민에서 0.192, 결사형 시민에서 0.252, 연고형 시민에서

0.014, 복합형 시민에서 0.280으로 나타난다. 즉, 보수정당 지지자가 자신

의 지지를 표명하지 못하는 ‘샤이 보수’일 확률은 연고형 시민이 가장 낮

고, 이어서 고립형 시민, 결사형 시민, 복합형 시민의 순으로 높게 나타

난다. 이에 따라 가설 5를 채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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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결사체 참여 유형에 따른 ‘샤이 보수’일 확률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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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해석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연고집단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투표 후보와의 정책 일치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고집단의 참여자들은 서로 떨어져 살면서

자주 접촉하지는 않지만, 연고집단으로부터 공적 부분이 제공하지 못하

는 이익을 획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친한 친구들과 함께 소속되어 있

고 과거의 공동체를 구심점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체될 수 없다는

점으로 인해 여타 결사체에 비해 이탈이 어렵다(임자은·김석호, 2018).

한편 연고집단은 정치적 동원의 통로로 작용하면서 구성원들의 정치적

지식뿐만 아니라 정치적 대화의 장을 제공한다. 연고집단 구성원들의 다

양한 삶의 궤적과 정치적 대화의 기회는 정치적 견해의 갈등을 촉발시킬

수 있는데, 공통된 과거의 기억으로부터 기인하는 이탈의 어려움은 연고

집단의 참여자들이 이러한 갈등을 숙의적 방식을 통해 교환하도록 종용

한다. 이러한 연고집단의 특성은 그 구성원들은 자신의 이익과 정체성을

대변하는 의견을 선택하고 일관되게 주장할 수 있는 숙의적 능력을 배양

할 수 있다(Warren, 2001). 이러한 숙의적 능력은 정치적 과정에서 자신

의 정책적 선호와 일치하는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으로 발현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연고집단의 참여자들은 비참여자들에 비해 더욱 높은

투표 후보와의 정책 일치 비율, 즉 숙의적 능력을 보이게 된다.

한편 자발적 결사체는 참여의 개방성을 그 특징으로 한다. 이는 참여

자들이 다양한 가치와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타인의 수행에 대한 기대

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관여가 이루어지므로 호혜적 특성이 배양될 수 있

음을 의미한다. 즉, 자발적 결사체에서의 호혜와 신뢰의 경험은 민주적

절차에 대한 윤리적인 태도인 시민적 덕성을 배양한다. 그런데 한국의

연고집단은 이탈을 막는 특성을 지님과 동시에, 구성원들의 일반화된 호

혜성에 호소하는 구성 원리를 보이기도 한다(류석춘 등, 2008). 결과적으

로 자발적 결사체의 호혜적 구성 원리는 자발적 결사체 참여자들의 타인

에 대한 신뢰를 증가시키지만, 연고집단 또한 부분적으로 타인에 대한

신뢰를 증가시킨다.

연고집단과 자발적 결사체의 서로 다른 발전적 효과는 결과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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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 보수정당 지지자들의 의견 표명 여부

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친다. 먼저 자발적 결사체와 연고집단에 모두 참

여하지 않는 고립형 시민의 경우, 결사체의 발전적 효과로서 숙의적 능

력과 시민적 덕성을 모두 갖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 고립형

시민이 가지고 있는 발전적 효과의 특성은 숙의적 능력과 시민적 덕성이

없는 경우 ‘샤이 보수’일 확률을 나타냄으로서, 여타 발전적 효과에 따른

‘샤이 보수’일 확률의 변화를 비교할 수 있는 준거점이 된다.

한편 자발적 결사체에는 참여하지 않고 연고집단에만 참여하는 연고형

시민의 경우 다른 유형에 비해 시민적 덕성은 상대적으로 덜 높지만 숙

의적 능력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적 덕성이 저조하다는 것

은 민주적 절차에 대한 윤리적 태도와 책임감이 저조함을 의미한다. 이

는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민주적 절차에 대한 침해로 인식하지

않을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한편으로 숙의적 능력의 증가는 자신의 필요,

이익, 선호가 어떠한 정치적 의견으로 표출될 수 있는지를 구체화시킴으

로서 특정한 정치 세력에 대한 지지를 강건하게 한다. 결과적으로 보수

정당 지지자들에게서 시민적 덕성의 저조와 숙의적 능력의 강세가 이루

어질 때, 이들은 보수정당의 지지를 표명하는 것에 대해 민주적 절차의

위배 등으로 인한 사회적 책임감을 느껴 응답을 꺼리기보다는 자신의 의

견을 그대로 표출하려는 경향을 보일 것이다. 이에 따라 연고형 시민들

은 여타 집단에 비해 ‘샤이 보수’일 확률을 낮게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연고집단에는 참여하지 않고 자발적 결사체에만 참여하는

결사형 시민들의 경우 숙의적 능력은 저조하지만 시민적 덕성은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숙의적 능력이 저조한 경우 자신의 실제 정치적 선호를

구체화하고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시민적 덕성

에 의해 배양된 민주적 절차에 대한 윤리적 의식은 박근혜·최순실 게이

트와 보수정당에 대한 정치적 책임감을 부여할 수 있다. 따라서 결사형

시민의 경우 해당 사건 이후 보수정당 지지자에서 이탈하거나, ‘샤이 보

수’가 되었을 개연성이 높다. 이에 따라 결사형 시민의 경우 고립형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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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서 ‘샤이 보수’일 확률이 높지만, 보수정당에 대한 지지를 확고히

유지하여 여타 정당으로 이탈하지 않았을 복합형 시민에 비해서는 낮은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보수정당 지

지자에서 이탈하여 다른 정당을 지지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

다.

추가적으로 고립형 시민에 비해 연고형 시민의 ‘샤이 보수’일 확률이

낮고, 연고형 시민에 비해 결사형 시민에서 ‘샤이 보수’일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는 점은 숙의적 능력과 시민적 덕성의 관계에 대한 고려를 필요

로 한다. 숙의적 능력의 강화와 동시에 시민적 덕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 민주적 절차에 대한 윤리적 의식 혹은 책임감이 결여된 상태로 개

인의 정치적 이익 및 태도에 대한 의견을 공고화시켜 두 가지가 모두 결

여된 경우에 비해 개인의 정치적 태도를 극화시킬 우려가 있다. 반면 시

민적 덕성의 강화와 함께 숙의적 능력이 결여된 경우에는 여전히 보수정

당 지지자로 남아있으면서 의견표명에 대한 사회적 책임감을 지녀 ‘샤이

보수’가 된다는 점에서, 민주적 절차에 대한 윤리적 태도가 숙의적 능력

의 발달에 선행될 때 성찰적 시민에 가까운 민주적 자아를 길러내는 것

이라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연고집단과 자발적 결사체에 모두 참여하는 복합형 시민들

의 경우 숙의적 능력과 시민적 덕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다. 자발적 결사체와 연고집단에 모두 참여함으로서 획득한 숙의적 능력

과 시민적 덕성의 조화는 복합형 시민들이 결사체의 다양한 발전적 효과

를 두루 갖춘 성찰적 시민에 가깝도록 만든다. 즉, 복합형 시민들은 자신

이 진정으로 원하는 정치적 선택을 수행할 수 있지만, 이와 동시에 정치

적 선택에 대한 윤리적 의식을 가지게 된다. 이에 따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 보수정당을 지지하는 복합형 시민들은 자신의 정치적 태도

와, 의견표명에 대한 사회적 책임성의 사이에서 내적 갈등을 겪게 된다.

이러한 내적 갈등의 결과 복합형 시민이 ‘샤이 보수’일 확률은 여타 집단

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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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샤이 보수’는 존재하는가? ‘샤이 보수’가 존재한다면 그들은 한국의 민

주주의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 본 연구는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여론조사들의 결과를 수집하여 ‘샤이 보수’의 존재를 확인하였고, 2017
정치와 민주주의에 관한 의식조사의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샤이 보수’의

발생 경로를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 ‘샤이 보수’가 발생했음을 확

인하였다. 구체적으로,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 면접원이 수집

한 응답의 비율이 증가할수록 보수정당의 지지율이 하락하며, 동시에 이

와 비슷한 정도로 무응답이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해당 사건 이전에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

트 이후의 생겨난 특수한 사회적 규범이 보수정당에 대한 지지를 밝히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고, 이에 따라 여론조사에서 보수정당에 대한 배제

적 편향이 발생했음을 의미한다. 한국의 특수한 맥락에서, 보수정당에 대

한 자신의 지지를 표명할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배제적으로 편

향된 집단을 ‘샤이 보수’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무당파 집단에 대한 잠재집단분석 결과 ‘샤이 보수’의 효과가 발

생되는 시기에 이루어진 조사에서는 기존 무당파 집단으로 간주되던 비

정치층과 비당파층 이외에도 하나의 집단을 더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

은 보수정당에 우호적인 성향을 보이며, 당파 집단과 비슷하거나 혹은

그 이상으로 정치적인 특성을 보였다. 이를 앞의 여론조사 분석과 연결

시켜, 배제적 편향의 효과로 인해 보수집단 지지자 집단에서 이탈한 ‘샤

이 보수’라고 이해하였다.

둘째, 결사체는 그 참여 유형에 따라 숙의적 능력과 시민적 덕성의 배

양에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친다. 구체적으로, 연고집단이 가지는 이탈의

어려움과 상상된 공동체의 대체불가능성, 정치적 동원의 통로로서 활용

되는 등 여러 특징은 연고집단 내부에서 정치적 갈등이 촉발되고 조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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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종용함으로서 구성원들의 숙의적 능력을 배양한다. 한편 자발적 결

사체의 개방성은 구성원들에게 호혜의 경험을 부여함으로서 믿을만한 타

인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킨다. 반면 자발적 결사체에서의 이탈의 자유로

움은 구성원들에게 갈등의 경험과 이를 위한 숙의의 과정을 제공하지 못

하여 숙의적 능력의 배양을 어렵게 한다. 그러나 연고집단의 일반화된

호혜성에 기대는 운영방식은 타인에 대한 신뢰를 일부 배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보수정당 지지자가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지 않는 ‘샤이 보수’가

되기 위해서는 시민적 덕성과 숙의적 능력의 조합이 중요하다. 구체적으

로, 숙의적 능력만을 가진 경우에는 민주적 절차에 대한 윤리적 고려가

없이 자신의 정치적 선호와 이익만을 고려함으로서 의견이 공고화될 개

연성이 높아져 ‘샤이 보수’일 가능성이 낮아진다. 반면, 시민적 덕성이 전

제되는 경우 윤리적 태도를 바탕으로 ‘샤이 보수’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시민적 덕성에 더해 숙의적 능력을 획득한 성찰적 시민에게서 ‘샤

이 보수’일 확률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본 연구의 의의는 ‘샤이 보수’라는 집단을 실증적으로 확인하고 그 특

징을 분석했다는 점이다. 먼저 누적된 여론조사 자료를 통해 다양한 변

수들을 통제하여 유사 실험과 같은 환경에서 ‘샤이 보수’가 하나의 현상

으로서 장기적으로 관찰됨을 실증적으로 보였다. 기존의 ‘샤이 지지자’에

대한 연구는 주로 실험을 통해서만 확인되거나(Dropp, 2015, 2016;

Coppock, 2017; Brownback & Novotny, 2018), 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가 얼마나 추정에 실패했는지에 대해서만 주로 이루어져왔다(Crewe,

1992; Powell, 2013). 한국에서는 여론조사와 선거결과를 비교하여 ‘샤이

홍준표’(구본상, 2017)와 ‘샤이 보수(구본상, 2018)’로 의심되는 현상을 발

견하지만, 해당 연구에서는 보수정당의 지지율 누락만을 확인할 뿐, 무응

답으로의 이행은 확인하지 않는다. 본 연구는 장기간의 여론조사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면접원의 존재에 따라 보수정당의 지지자 일부가 무응답으

로 이동하며, 이러한 ‘샤이 보수’라는 집단이 특정 시점을 기점으로 발생

하여,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하나의 현상임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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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 무당파 집단 내부에서 ‘샤이 보수’ 잠재집

단을 발견하였고, 이들을 통해 ‘샤이 보수’가 발생하는 원인을 확인하였

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샤이 지지자’를 민주주의의 반응성을 해치

는 요인으로 이해하는 것과는 상반된 결론을 내린다(Berinsky, 2004,

2016). 이들은 여론조사에서 자신의 의견을 밝히지 않을 수는 있으나, 이

는 오히려 결사체의 다양한 발전적 효과를 고루 가지고 있는 성찰적 시

민의 한 행동양식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샤이 보수’의 발생은 자신의 이

익과 정책적 선호를 대변해줄 수 있는 대상에 대한 강건한 지지와 특정

사건으로 인한 사회적 책임성의 공존으로 인한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잠재집단분석의 결과로서 ‘샤이 보수’로 지목된 집단

이 실제로 ‘샤이 보수’인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한계를 갖는다.

자신이 실제로 지지하는 정당을 밝히지 않아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샤이 보수’는 본질적으로 명시적인 변수로 측정할 수 없는 집단이다. 본

연구에서 발견된 잠재집단은 명시적으로 자신의 지지정당을 밝힌 응답자

들과 비슷한 정치적 특성을 보이며, 기존의 연구들에서 그려졌던 무당파

집단과 이질적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이들을 보수적인 유권자라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집단이 보수정당의 실책에 실망해 잠시 지지정당

이 없다고 응답하는 유동층인지, 실제로 보수정당을 지지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인지를 확실하게 구분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여론조사에서 장기간에 걸쳐 면접원에 따른 배제적 편향이 발생하였

다는 점, ‘샤이 보수’ 집단의 투표 행태가 ‘명시적 보수’들과 유사하다는

점, 보수적인 정책에 대한 찬성률이 높다는 점 등을 제시함으로써 ‘샤이

보수’가 보수정당 지지자와 가까운 존재임을 확인하려 노력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보수정당 지지자 내 ‘샤이 보수’의 존재가 단순

히 여론조사에서의 투명한 의견 반영은 저하시키는 존재, 혹은 특정 정

당의 승패를 가르는 캐스팅 보트로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샤이 보수’는 미시적인 단위에서 민주적 절차에 대한 윤리적 태

도와 책임성을 갖추며 동시에 자신의 의견에 대한 확신과 타인에 대한

숙의적 태도를 모두 나타냄으로서 생활 속에서 숙의 민주주의를 강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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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집단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특히 성찰적 시민

으로서의 잠재력을 가진 복합형 시민은 여러 결사체에 교차되어 관여함

으로써 다양한 범주에서 숙의 민주주의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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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무당파 집단의 특징에 대한 선행 연구 정리

무당파층�분류 기준
사회경제적�

지위의�특징
정치적인�특징

이현출,�

2001
순수무당파층

동일정당을�지지한�

경험이�없는�집단

연령�낮음

교육수준�높음

생활수준�낮음

투표율�낮음

선거�관심�낮음

정치효능감�낮음

투표결정시기�늦음

류재성,�

2012
무당파 지지정당�없음/모름

사회경제적�

지위�높음

정치�관심도�낮음

정치·경제�상황�만족�낮음

투표율�낮음

정치�정보�수집�낮음

박원호·

송정민,�

2012

순수�무당파
지지하는/가깝게�

느끼는�정당�없음

연령�낮음

교육수준�높음

약한�진보

선거�참여�낮음

어려운�참여�낮음

선거�관심도�낮음

투표율�낮음

김성연,�

2015
무당파 정당지지�없음

연령�낮음

교육수준�높음

주관적

계층인식�높음

후보선택기준:�도덕성�높음

후보선택기준:�정당�낮음

선거관심�낮음

투표참여의사�낮음

정치인�무책임�판단�높음

정치효능감�낮음

고승연,�

2004

정치�무관심층
인지적�동원이�

이루어지지�않음

연령�낮음

교육수준�높음

중도�경향�높음

회고적�평가�낮음

투표율�낮음

후보�변경�경험�높음

인지적�무당파
인지적�동원이�

이루어짐
교육수준�높음

진보�경향�높음

회고적�평가�낮음

투표율�낮음

후보�변경�경험�높음

정진민·

길정아,

2014

비정치층

정당일체감이�없고,�

인지적�동원이�

이루어지지�않음

투표율�매우�낮음

비당파층

정당일체감이�없고,

인지적�동원이�

이루어짐

연령�낮음

진보

탈물질적�성향

투표율�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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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차 별 여론조사 결과 및 특징

조사주차
여론조사�

건수

주차�별�

사례�수�합

주별�평균�응답�비율

더불어민주당 보수정당 무응답

2016년� 15주차 3 3,050� 0.273� 0.293� 0.135�

2016년� 16주차 11 12,131� 0.275� 0.296� 0.126�

2016년� 17주차 5 6,539� 0.272� 0.287� 0.125�

2016년� 18주차 6 7,541� 0.236� 0.290� 0.177�

2016년� 19주차 4 5,563� 0.254� 0.304� 0.157�

2016년� 20주차 5 5,022� 0.271� 0.300� 0.167�

2016년� 21주차 4 5,551� 0.268� 0.300� 0.171�

2016년� 22주차 7 7,071� 0.238� 0.287� 0.246�

2016년� 23주차 5 6,087� 0.274� 0.299� 0.183�

2016년� 24주차 3 3,087� 0.234� 0.315� 0.249�

2016년� 25주차 4 5,582� 0.271� 0.310� 0.206�

2016년� 26주차 5 6,780� 0.242� 0.293� 0.259�

2016년� 27주차 3 4,548� 0.234� 0.325� 0.243�

2016년� 28주차 6 7,630� 0.229� 0.354� 0.226�

2016년� 29주차 2 2,057� 0.220� 0.335� 0.251�

2016년� 30주차 3 4,566� 0.225� 0.329� 0.258�

2016년� 31주차 6 7,789� 0.251� 0.350� 0.250�

2016년� 32주차 3 4,578� 0.181� 0.285� 0.199�

2016년� 33주차 3 3,018� 0.218� 0.377� 0.235�

2016년� 34주차 4 5,586� 0.220� 0.308� 0.216�

2016년� 35주차 8 9,857� 0.247� 0.325� 0.255�

2016년� 36주차 2 2,100� 0.267� 0.337� 0.220�

2016년� 37주차 3 3,276� 0.255� 0.374� 0.192�

2016년� 38주차 5 5,084� 0.262� 0.350� 0.228�

2016년� 39주차 4 6,041� 0.241� 0.307� 0.213�

2016년� 40주차 4 5,076� 0.209� 0.290� 0.239�

2016년� 41주차 3 4,579� 0.219� 0.252� 0.191�

2016년� 42주차 2 2,040� 0.279� 0.327� 0.252�

2016년� 43주차 5 6,674� 0.305� 0.242� 0.257�

2016년� 44주차 4 6,127� 0.275� 0.171� 0.262�

2016년� 45주차 3 5,044� 0.227� 0.120� 0.206�

2016년� 46주차 3 3,153� 0.311� 0.169� 0.309�

2016년� 47주차 5 7,079� 0.269� 0.134� 0.269�

2016년� 48주차 5 6,966� 0.287� 0.127� 0.262�

2016년� 49주차 5 6,944� 0.282� 0.165� 0.300�

2016년� 50주차 10 11,736� 0.219� 0.336� 0.261�

2016년� 51주차 5 5,050� 0.239� 0.331� 0.250�

2016년� 52주차 15 17,817� 0.242� 0.323� 0.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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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주차
여론조사�

건수

주차�별�

사례�수�합

주별�평균�응답�비율

더불어민주당 보수정당 무응답

2017년� 1주차 3 4,550� 0.287� 0.295� 0.216�

2017년� 2주차 7 10,679� 0.309� 0.172� 0.302�

2017년� 3주차 8 11,985� 0.320� 0.160� 0.316�

2017년� 4주차 6 7,803� 0.343� 0.158� 0.300�

2017년� 5주차 14 21,444� 0.345� 0.162� 0.261�

2017년� 6주차 6 7,688� 0.339� 0.139� 0.316�

2017년� 7주차 9 10,834� 0.366� 0.134� 0.251�

2017년� 8주차 5 6,220� 0.357� 0.109� 0.280�

2017년� 9주차 10 12,133� 0.396� 0.128� 0.242�

2017년� 10주차 10 10,406� 0.391� 0.142� 0.240�

2017년� 11주차 11 14,518� 0.427� 0.131� 0.218�

2017년� 12주차 13 14,069� 0.429� 0.129� 0.230�

2017년� 13주차 8 10,168� 0.431� 0.114� 0.232�

2017년� 14주차 15 20,050� 0.438� 0.126� 0.197�

2017년� 15주차 15 18,074� 0.392� 0.111� 0.203�

2017년� 16주차 11 13,287� 0.387� 0.102� 0.180�

2017년� 17주차 19 26,726� 0.385� 0.116� 0.176�

2017년� 18주차 8 8,546� 0.390� 0.153� 0.177�

2017년� 19주차 6 9,662� 0.370� 0.181� 0.148�

2017년� 20주차 5 5,266� 0.348� 0.147� 0.241�

2017년� 21주차 3 3,483� 0.472� 0.123� 0.139�

2017년� 22주차 4 5,627� 0.482� 0.106� 0.168�

2017년� 23주차 4 4,430� 0.474� 0.117� 0.142�

2017년� 24주차 3 4,526� 0.552� 0.118� 0.135�

2017년� 25주차 2 3,545� 0.535� 0.133� 0.126�

2017년� 26주차 6 10,012� 0.541� 0.122� 0.144�

2017년� 27주차 3 5,030� 0.530� 0.167� 0.123�

2017년� 28주차 4 5,545� 0.503� 0.124� 0.201�

2017년� 29주차 2 2,014� 0.510� 0.092� 0.221�

2017년� 30주차 4 5,541� 0.483� 0.139� 0.192�

2017년� 31주차 2 3,548� 0.502� 0.132� 0.187�

2017년� 32주차 3 4,691� 0.508� 0.177� 0.124�

2017년� 33주차 6 9,114� 0.514� 0.119� 0.197�

2017년� 34주차 5 7,551� 0.511� 0.146� 0.168�

2017년� 35주차 4 4,007� 0.485� 0.136� 0.187�

2017년� 36주차 3 4,555� 0.459� 0.145� 0.207�

2017년� 37주차 3 5,093� 0.490� 0.146� 0.197�

2017년� 38주차 7 10,138� 0.483� 0.158� 0.187�

2017년� 39주차 4 5,550� 0.466� 0.160� 0.186�



- 97 -

조사주차
여론조사�

건수

주차�별�

사례�수�합

주별�평균�응답�비율

더불어민주당 보수정당 무응답

2017년� 40주차 추석연휴로�인해�조사가�시행되지�않음

2017년� 41주차 4 6,005� 0.474� 0.142� 0.211�

2017년� 42주차 3 22,044� 0.454� 0.113� 0.275�

2017년� 43주차 6 6,217� 0.480� 0.151� 0.182�

2017년� 44주차 3 4,637� 0.472� 0.116� 0.235�

2017년� 45주차 3 4,561� 0.483� 0.139� 0.208�

2017년� 46주차 4 5,743� 0.484� 0.138� 0.193�

2017년� 47주차 3 4,522� 0.506� 0.165� 0.181�

2017년� 48주차 5 6,609� 0.481� 0.175� 0.167�

2017년� 49주차 3 4,569� 0.474� 0.138� 0.222�

2017년� 50주차 4 5,545� 0.491� 0.178� 0.165�

2017년� 51주차 3 4,709� 0.462� 0.165� 0.223�

2017년� 52주차 13 16,184� 0.463� 0.162� 0.200�

2018년� 1주차 2 3,017� 0.494� 0.145� 0.198�

2018년� 2주차 3 4,549� 0.490� 0.130� 0.225�

2018년� 3주차 2 3,513� 0.475� 0.139� 0.217�

2018년� 4주차 4 6,527� 0.461� 0.175� 0.200�

2018년� 5주차 3 4,513� 0.432� 0.165� 0.193�

2018년� 6주차 4 5,563� 0.455� 0.170� 0.210�

2018년� 7주차 3 3,528� 0.457� 0.168� 0.201�

2018년� 8주차 3 4,512� 0.495� 0.175� 0.182�

2018년� 9주차 6 7,144� 0.460� 0.178� 0.200�

2018년� 10주차 4 5,566� 0.486� 0.168� 0.205�

2018년� 11주차 5 6,552� 0.509� 0.176� 0.171�

2018년� 12주차 4 5,506� 0.517� 0.184� 0.166�

2018년� 13주차 6 7,516� 0.487� 0.172� 0.194�

2018년� 14주차 3 4,506� 0.501� 0.176� 0.175�

2018년� 15주차 5 6,511� 0.511� 0.161� 0.193�

2018년� 16주차 2 3,505� 0.519� 0.169� 0.196�

2018년� 17주차 8 9,662� 0.550� 0.159� 0.163�

2018년� 18주차 4 5,004� 0.560� 0.147� 0.154�

2018년� 19주차 4 5,004� 0.547� 0.146� 0.188�

2018년� 20주차 3 4,508� 0.543� 0.169� 0.163�

2018년� 21주차 4 5,004� 0.515� 0.170� 0.198�

2018년� 22주차 5 6,614� 0.489� 0.144� 0.237�

2018년� 23주차 2 2,008� 0.546� 0.231� 0.075�

총계 587 788,204� 0.382� 0.190�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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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7년 대통령선거 후보 별 공약 비교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국가정보원의�국내�정보�수집�업무�

기능을�폐지해야�한다¹⁾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찬성

사드�배치를�계속�진행해야�한다²⁾ 유보 찬성 찬성 찬성 반대

지난� 2015년�체결한�일본과의�위안부�

합의를�폐기해야�한다²⁾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북한의�미사일에�대응하기�위해�

핵무장을�해야�한다³⁾
반대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전경련을�해체해야�한다¹⁾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업무능력이나�성과�등이�부진한�직원을�

해고할�수�있는�일반해고를�도입해야�

한다⁴⁾

반대 찬성 반대 찬성 반대

법인세를�인상해야�한다¹⁾
실효세율
인상

반대 찬성 찬성 찬성

노조에서�추천하는�이사를�임명하는�

노동이사제를�도입해야�한다
찬성 반대 의견�없음 반대 찬성

현재�시급� 6,470원인�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까지�올려야�한다⁵⁾ 찬성 반대 찬성 찬성 찬성

기본소득을�국가가�보장해줘야�한다¹⁾ 반대 찬성 반대 찬성 반대

공무원을�증원해야�한다⁶⁾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자사고�및�특목고(과학고,�영재고�

제외)를�폐지해야�한다¹⁾
찬성 반대 반대 찬성 찬성

1) 문화일보, 2017년 4월 13일. “[정치] 대선후보 5人 정책입장 분석” 2019년 1월 19일 확

인.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7041301070230307001

2)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19대 대통령선거(2017년) 후보선택도우미. 2019년 1월 19일 확인. 

http://vote.ccej.or.kr/helper_selected?m_no=47&step=2

3) 연합뉴스, 2017년 4월 4일, “5당 대선후보 공약 비교.” 2019년 1월 19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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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유한국당 지지자와 ‘샤이 보수’의 특징 비교

구분 문항 전체�응답자
자유한국당�
지지자

‘샤이�보수’�
집단

일반�
특성

성별(남성=0,�여성=1) 0.51 0.50 0.61

가구�소득(1=100만원�이하∼7=600만원�이상) 4.55 3.85 4.11

교육년수 12.68 11.14 12.07

주관적�계층의식 5.34 5.25 4.96

정치
태도

2012년�대선�박근혜�투표�비율 0.52� 0.96� 0.65�

2017년�대선�투표율 0.87 0.96 0.92

2017년�대선�홍준표�투표율 0.20 0.88 0.36

정치적�성향(보수=0�∼�진보=10) 5.28 3.26 4.53

안보�
및�
북한

한미�동맹관계를�더욱�강화해야�한다 0.83� 0.81� 0.95�

국가보안법을�폐지해야�한다 0.47� 0.36� 0.43�

개성공단을�정상화시켜야�한다 0.44� 0.36� 0.32�

고소득자들이�현재보다�세금을�더�많이�내게�해야�
한다

0.85� 0.82� 0.83�

국가정보원의�국내�정보�수집�업무�기능을�폐지해야�
한다

0.61� 0.47� 0.58�

사드�배치를�계속�진행해야�한다 0.65� 0.69� 0.73�

북한의�미사일에�대응하기�위해�핵무장을�해야�한다 0.68� 0.71� 0.73�

복지�
및�
성장

철도�등�공기업�민영화를�추진해야�한다 0.50� 0.43� 0.45�

경제성장보다는�복지에�더욱�힘을�기울여야�한다 0.55� 0.46� 0.60�

비정규직�노동자�문제는�기업에게�자율적으로�맡겨야�
한다

0.51� 0.55� 0.66�

전경련을�해체해야�한다 0.62� 0.57� 0.55�

업무능력이나�성과�등이�부진한�직원을�해고할�수�
있는�일반해고를�도입해야�한다

0.47� 0.44� 0.57�

법인세를�인상해야�한다 0.68� 0.64� 0.77�

노조에서�추천하는�이사를�임명하는�노동이사제를�
도입해야�한다

0.56� 0.48� 0.47�

현재�시급� 6,470원인�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까지�올려야�한다

0.65� 0.59� 0.62�

기본소득을�국가가�보장해줘야�한다 0.70� 0.59� 0.70�

공무원을�증원해야�한다 0.32� 0.26� 0.25�

기타�
문항

자사고�및�특목고(과학고,�영재고�제외)를�폐지해야�
한다

0.58� 0.44� 0.55�

학교에서�체벌이�허용되어야�한다 0.51� 0.61� 0.53�

지난� 2015년�체결한�일본과의�위안부�합의를�
폐기해야�한다

0.70� 0.60� 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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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사체 참여 유형이 타인에 대한 신뢰와 ‘샤이 보수’일 확

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타인에�대한�신뢰 ‘샤이보수’일�확률 ‘샤이보수’일�확률

Coef (s.e) Coef (s.e) Coef (s.e)

정책�일치�비율 � 0.420 (1.104)

타인에�대한�신뢰 -0.486 (0.369)

결사체�참여(준거: 고립형)

� �결사형 � 0.640*** (0.157) � 0.275 (0.418)

� �연고형 � 0.514* (0.235) -2.318** (0.882)

� �복합형 � 0.683*** (0.166) � 0.535 (0.443)

연령 � 0.001 (0.007) -0.038* (0.019) -0.056** (0.021)

여성 -0.014 (0.125) � 0.396 (0.369) � 0.556 (0.367)

기혼자 � 0.110 (0.182) -0.347 (0.519) -0.817 (0.524)

종교�있음� -0.275* (0.131) -0.604 (0.380) -0.542 (0.369)

거주지역(준거: 영남권)

� �수도권 � 0.233 (0.155) � 1.180** (0.425) � 1.265** (0.426)

� �충청권 � 0.953*** (0.230) � 2.328*** (0.565) � 2.240*** (0.573)

� �호남권 � 0.808*** (0.235)

� �강원도 � 1.851*** (0.437) � 0.726 (0.881) � 0.643 (0.863)

� �제주도 � 1.381* (0.593) � 1.311 (1.529) � 2.700* (1.178)

취업자 -0.011 (0.238) -0.491 (0.677) -0.148 (0.665)

소득 -0.033 (0.051) -0.063 (0.143) -0.093 (0.144)

주관적계층의식 � 0.184*** (0.044) -0.143 (0.118) -0.193+ (0.116)

교육수준(준거:중졸이하)

� �고졸�이하 -0.390+ (0.222) � 0.281 (0.541) � 0.364 (0.533)

� �대재�이상 -0.013 (0.254) -0.411 (0.763) -0.749 (0.762)

지지정당�있음 � 0.464** (0.142)

정치적성향(준거: 중도)

� �진보 -0.085 (0.151) � 0.752 (0.570) � 1.502* (0.609)

� �보수 -0.043 (0.173) -1.502*** (0.398) -1.455*** (0.393)

상수 -1.783** (0.569) 2.943+ (1.756) 4.117* (1.750)

관측값 1,195 261 277

유사� -�   0.0672 0.226 0.269

로그�우도 -770.6 -117.5 -119.7

1) 괄호 안은 표준오차임.

2) +: p < 0.1, *: p < 0.05, **: p < 0.01, ***: p < 0.001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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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firm the existence of the ‘shy

conservatives’ and establish their meaning in democracy. In this study, the

‘shy conservatives’ means those who fail to express their support for the

Conservative party. This study argues that there exist people who cannot

express their party identification as conservative since 2016 South Korean

political scandal and that the phenomenon of the ‘shy conservatives’ comes

from the citizens who have inner conflicts between solid support for the

conservative party and responsibility for democratic procedures. Especially,

it is understood that the cross-participation in diverse associations provides

complex developmental effects on individuals, thus rendering reflexive

citizens who possess a well-developed democratic self more likely become

the ‘shy conserv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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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focuses on the characteristics of citizens who participate in

both voluntary association, which is expected to have more heterogeneous

backgrounds and values relatively and alumni club, which is expected to

have more homogeneous socio-economic background, at the same time. In

a situation of internal conflict, the nature of alumni club restricts its

members from exiting the group, and therefore causes pressures within the

group for speaking up. On the contrary, the open nature of voluntary

association allows its members to learn reciprocity in relationships with

individuals and institutions, thereby increasing not only general confidence

in trusting others but also in democratic procedures. The combination of

the critical ability cultivated by the alumni club and the civil virtue

cultivated by the voluntary association is expected to create a democratic

individual with reflexive ability at the political level.

To identify the political context of the ‘shy conservatives’, theoretical

discussions attempted to examine their existence are reviewed firstly.

Exclusion bias occurs when people with an opinion which is 'socially

undesirable' do not respond frankly to the polls. The exclusion bias

pollutes the results among polls, which are shown differently depending on

whether the answers were carried by an interviewer or by an interviewee

herself. This is because of the social pressure a human interviewer gives,

which encourages the interviewee to respond in the socially desirable way.

Therefore, in other words, this study conceptualizes the 'shy conservatives'

as a result of exclusion bias: Some people under specific situations cannot

announce their party identification although they clearly support for the

conservative party. In this study, 2016 South Korean political scandal is

pointed out as the time when ‘socially undesirable’ norms regarding support

for the conservative party first emerged(Saenuri Party and Liberty Korea

Party).

This study intends to examine whether there formed a group of people

who could be named as the ‘shy conservatives’ after 2016 South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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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al scandal. If an interviewer creates social pressure that prevents

conservative party supporters from expressing their opinions as according

to Exclusion bias, the higher the percentage of responses collected by

interviewers in a particular survey, the lower the approval rating of the

Conservative party will appear. This is confirmed by analyzing cumulative

public opinion polls between the 20th National Assembly elections in 2016

and the 7th national local elections in 2018. The dataset is constructed

from the poll results registered on the National Election Survey

Deliberation Commission. In order to identify trends of the overall opinion

poll, unobserved component model (local level with deterministic trend) was

used after pooling the polls. Finally, a fixed-effects regression was

performed on the trends of the poll and the errors between individual polls,

using predictive accuracy (A).

After confirming the existence of the ‘shy conservatives’ through analysis

of the poll results, the study used the results of the "2017 Consciousness

Survey on Politics and Democracy" to analyze how these ‘shy

conservatives’ exists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type of group

participation. First, in order to detect a certain group, the ‘shy

conservatives’ within the survey, political independents are subdivided

through the latent class analysis. According to the prior studies about

political independents, a group of independents is divided into three latent

subgroups: apolitical, apartisan and the ‘shy conservatives’. Afterwards, the

binomial variable is coded as the ‘explicit conservatives’, who express clear

support for the conservative party, and the ‘shy conservatives’, which are

latent groups within the independents but have similar traits with the

‘explicit conservatives’. Through this process, the study aims to observe if

the different types of group participation foster different levels of

deliberative skills and civic virtues to the members. Furthermore, the study

intends to examine its hypothesis that the ‘shy conservatives’ appear

especially high among reflexive citizens with various poli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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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The analysis shows that the ‘shy conservatives’ was observed in the

past polls. Especially after the 2016 South Korean political scandal, the

higher the percentage of responses collected by interviewers, the lower the

approval rating of the conservative party appeared. However, the approval

rating of the conservative party, when combined with the ratio of

non-response, is not differed by the percentage of responses collected by

interviewers. The same results were not possible to find before the 2016

South Korean political scandal. To sum up, it can be understood that the

decline in the conservative party's approval rating in some poll results,

which appears to be caused by the presence of interviewers after the

scandal, is due not to the rise in the approval rating of other parties but

to the failure of people to express their sense of party identification. In

other words, the ‘shy conservatives’ phenomenon has existed for a

significant amount of time among the group of conservative party

supporters since the 2016 South Korean political scandal.

There is also a group within the latent classes of political independents

that is likely to be understood as the ‘shy conservatives’. This is because

when separating the independents into three latent classes, two of them

being the apolitical and apartisan groups in the prior discussions, a new

group appears to the surface as the ‘shy conservatives’. On one hand,

participating in alumni club increases people’s deliberative skills which are

conceptualized by measuring the similarity between their policy preferences

and the candidate they voted. On the other hand, when participating in

voluntary association, the civic virtue measured by people’s trust in others

is shown to increase. Finally, when a person possesses the deliberative

skills cultivated from the alumni club and the civil virtue promoted in

voluntary association, the person has the highest probability of becoming

the ‘shy conservatives’.

This study contributes in a way that it has empirically identifie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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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y conservatives’ as a group of people and analyzed their features.

Moreover, through analyzing cumulative data of the polls, the analysis of

long-term time series was carried out to confirm that the ‘shy

conservatives’ has been a continuously existing group. Furthermore, by

clarifying the phenomenon the ‘shy conservatives’ takes place in the

concrete area of party identification, and confirming that the ‘shy

conservatives’ is most likely to be found among reflexive citizens, the

study shows that the ‘shy conservatives’ is intended to be understood as a

democratic entity, not just a casting boat.

Keywords : ’Shy conservatives’, exclusion bias, opinion poll,

developmental effect, reflexive citizen, alumni,

voluntary association

Student Number : 2017-28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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