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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상충적 태도를 보이는 한국 유권자의 특징을 분석하

고, 유권자의 태도 상충성과 정치행태 사이의 연관성을 경험적으

로 규명한다. 본 연구는 특히 태도 상충성을 정당, 후보자, 쟁점과

같은 정치적 대상에 따라 구분하는 새로운 분석틀을 제안하고, 경

험적 분석을 통해 본 연구가 제시한 분석틀의 설명력을 살펴본다.

더불어 기존 연구가 간과한 상이한 정치적 맥락이 유권자의 태도

상충성과 정치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개인의 태

도와 정치행태에 관한 연구의 지평을 확장하려 한다.

분석 결과, 태도 대상에 따른 구분법은 기존 연구들이 포착하

지 못한 태도의 다차원성과 그 특징을 더 잘 드러내는 것으로 나

타났다. 본 연구가 제시한 모델 별로 상충적 유권자의 특징, 태도

상충성이 정치행태에 미치는 영향, 정치적 맥락에 따른 태도 상충

성의 변화는 모두 다르게 나타났으며, 이전의 연구가 상충적 유권

자라고 제시한 특징은 일부 모델에서만 확인되었다. 더불어 태도

상충성은 정당일체감의 강도, 이념성향, 교육정도 등의 변수를 통

제하여도 투표참여 및 정치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변수로

나타났기에 태도 상충성은 오차 분산이나 유권자의 판단 오류가

아닌, 개별 유권자의 정치행태를 설명할 수 있는 고유한 특징을

가진 중요 변수 중 하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나아가

태도 상충성과 정치참여의 관계를 통해 양대 정당 사이의 상충성

과 후보자 사이의 상충성은 오히려 유권자로 하여금 적극적 정치

참여를 유도하는 요인임을 경험적으로 입증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선거 전후의 태도 상충성과 제19대 대통령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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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그리고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나타난 태도 상충성의 비교

를 통해 선거 과정을 통한 정치적 경험과 상이한 선거 수준이라는

정치적 맥락이 태도 상충성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유권자가 복수의 정치적 대상들에게 갖는 태도는 유권

자의 정치적 경험과 이들을 둘러싼 정치적 맥락에 따라 바뀔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대통령 선거의 경우, 유권자가 체감하는

중요도나 경쟁도, 그리고 화제성이 국회의원 선거보다 더 높다. 이

러한 맥락의 차이는 태도 상충성이 유권자의 정치행태에 주는 영

향력의 크기에 반영되어 대통령 선거 당시의 태도 상충성이 정치

행태에 미치는 영향력은 국회의원 선거 당시의 태도 상충성보다

높았다.

본 연구는 그동안 정치행태 연구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인간 내

면의 갈등, 태도 상충성이 정치행태 분야에서 갖는 중요성과 특수

성을 종합적으로 검증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갖는다. 경험적 분

석을 통해 선거의 유동성을 가중시키는 요인인 태도 상충성을 태

도 대상 별로 분석하여 그 특징을 알아보고, 이것이 정치행태와

맺는 관계들을 정치적 맥락에 따라 비교 분석함으로써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이 간과했던 지점을 연구에 포함시켰으며, 유권자의

태도를 통합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권자의

태도에 대한 통합적이고 총체적인 접근과 개인의 태도와 행태 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주요어 : 상충적 태도, 투표행태, 투표참여, 정치참여,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학 번 : 2016-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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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배경

선거는 국민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회이다.

유권자는 투표장에서 자신의 투표권을 행사함으로써 특정 후보자

에게 대표성과 정당성을 부여하고, 정책 결정과 국정 운영에 간접

적으로나마 참여한다. 이 일련의 과정들은 우리 사회를 '인민에 의

한 정부(government by the people)'라는 이상으로 한 발 더 가까

이 다가가게 한다.

한편, 선거에 나서는 정당과 후보자들은 유권자의 표를 얻기 위

해 거리마다 포스터를 붙이고 스스로를 홍보하며 시민들에게 자신

이 민의(民意)를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최적의 인물이라고 호소

한다. 정당과 후보자들은 TV, 라디오와 같은 매체 출연을 통해 유

권자에게 필요한 정치적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며, 이를 통해 긍정

적 이미지를 구축하여 표심을 얻으려 노력한다. 이렇게 유권자는

각종 매체와 사회활동을 통해 범람하는 정보들에 노출되며, 자신

이 필요한 정보들만 수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입장, 생각을 기준삼아 원하는 정보만을 취사선택하기도 하면서

부유하는 정보들과 소통한다. 다양한 정치적 정보들과의 소통은

유권자들이 정치적 대상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며,

개인이 기존에 견지하던 입장을 강화 혹은 약화시키는데 이용되기

도 한다. 결국 유권자의 태도는 선거라는 장 안에서 여러 정보들

과 상황들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산물이자 유권자가 특정 행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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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만드는 하나의 기준이다.

그러나 유권자의 태도와 정치행태는 이보다 더 복잡하게 연결되

어 있다. 그 원인 중 하나는 여러 차원으로 구성된 개인의 태도이

다. 우리는 종종 정치에는 관심이 많지만 특정한 정당을 선호하기

보다 상반된 입장을 가진 정당을 모두 최소한 나쁘지 않다고 생각

하거나, 정치에 충분한 관심을 보이지만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대

립하는 양대 정당에 대한 호감수준이 대등하게 높은 사람들을 발

견하기도 한다. 혹은 특정 정당은 선호하지만 그 정당이 내세우는

후보는 선호하지 않는다던가, 특정 후보자에 대한 충성심이 매우

높지만 후보자가 속한 정당에는 애착이 없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개인이 정치적 대상에 대해 갖고 있는 태도는 좋고 싫음

의 단일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으며 매우 복잡한 구조를 보인

다. 태도의 다차원성은 개별 대상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평가를

동시에 내리는 것을 가능케 하기에 우리는 서로 상반되는 대상 모

두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을

어렵지 않게 발견하곤 한다. 학자들은 이러한 태도를 ‘상충적 태도

(ambivalent attitude)'라고 정의한다.

유권자에게서 보이는 상충적 태도는 곧 이들의 정치행태로 반영

된다. 하지만 상충적 태도는 복잡한 메커니즘을 통해 유권자의 정

치행태에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개인의 사회적 네트워크의 성격

이나 크기에 따라 정치적 대상에 대한 태도가 개인의 행태에 미치

는 영향력은 달라질 수 있으며(Mutz, 2002; Jang, 2009), 수용된

정치적 정보는 선거의 규모, 캠페인의 정도에 따라 유권자의 행태

에 다르게 반영된다(Keele and Worak, 2008). 이렇듯, 개인의 태도

가 투표행태에 반영되기까지의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불명확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권자의 태도 상충성을 통해 태도의 다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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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대해 분석하고, 태도 상충성이 정치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정치적 대상에 대한 태도는 유권자의 정치행태를 구성하는 기본

적인 요소 중 하나이다. 복수의 정치적 대상들에 대해 일관적 태

도를 보이는 유권자는 그렇지 않은 유권자보다 더 쉽고 빠르게 자

신의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반면, 정치적 대상들에 대해 일관적

태도를 보이지 않는 유권자들은 하나의 행태를 결정할 때 비교적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복수의 정치적 대상들에 대한 태도들이

충돌하여 발생하는 유권자의 내면적 갈등은 해당 유권자의 행동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낮추고, 선거 유동성을 심화시켜 정치행태에

대한 연구를 어렵게 하기에 심도 깊은 연구를 필요로 하는 주제이

다.

경제학자 슘페터(Joseph Schumpeter)는 민주주의를 제도적 장

치(institutional arrangement)라는 일종의 수단으로 설명하며, 선거

와 민주주의를 동일한 것으로 간주했다(Schumpeter, 1942, pp.25

0)1). 이처럼 민주주의와 선거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민주주의 하에서 선거가 가지는 중요성과 그 깊은 연관성에 대해

서는 학자들도 대체로 동의를 표하고 있다. 선거의 유동성은 정당

체제의 유동성, 나아가 정치 체제의 유동성과 연결되기에 선거 안

정성은 민주주의라는 제도의 안정성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 본

연구는 개인이 복수의 정치적 대상들에 대해 갖고 있는 태도들이

서로 충돌하여 발생하는 태도 상충성에 대해 알아보고, 이것이 정

치적 행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과 맺는 관계 및 태

도 상충성이 유권자의 행동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선

1) Joseph Schumpeter,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London: Allen &
Uwin,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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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주체인 유권자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특히 유동적

투표행태의 원인이라고 알려진 태도 상충성의 특징과 이것이 유권

자의 투표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한다.

제 2 절 문제제기

정치적 대상에 대한 유권자의 태도는 유권자의 정치행태와 그

영향을 주고받는다. 정당, 후보자, 혹은 쟁점에 대한 개인의 태도

는 투표나 정치참여와 같은 개인의 정치행태를 이끌고, 정치적 행

위를 통해 얻은 유권자의 경험은 또 다시 그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 때문에 정치적 대상에 대한 개인의 태도를 살펴보는 것은

정치행태 연구에 있어서 매우 기본적이고 중요한 단계이다. 하지

만 그동안의 정치행태 연구에서 복수의 태도들이 충돌하여 발생하

는 개인의 내적 갈등은 좀처럼 학자들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이러한 관심의 부재에는 상충적 태도는 부정적이고 자연스럽지

못한 것이라는 통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학자들은 특

정 대상에 대한 개인의 태도 구조를 긍정적 평가(positive

evaluation)와 부정적 평가(negative evaluation)를 양 극단으로 하

는 일직선으로 상정하여 동일한 대상에 대해 긍정적 평가와 부정

적 평가를 동시에 내리는 것을 단순한 ‘오차 분산(error variance)’

으로 취급하거나(Ajzen and Fishbein, 1980; Wicker, 1969), 낮은

정치적 세련도(sophistication)와 연결 지었다. 학자들은 일관되지

못한 태도, 즉 상충적 태도를 보이는 사람은 정치적 세련도가 낮

은 것으로 간주하였으며, 개인의 태도는 일관된 모습을 보이는 것

이 정상적(normal)인 것이고, 비일관적 태도는 교육수준이 낮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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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지식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믿었다(Converse,

1964). 때문에 상충적 태도는 비정상적(abnormal)인 현상인 것이

다.

하지만 우리는 현실에서 비일관적 태도를 보이는 사람을 꽤나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만일 일관된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상반된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대해 한 정당은 긍정

적으로 평가할 것이고, 나머지 정당은 더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이

다. 그러나 현실세계에서 우리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모두

를 적어도 나쁘지 않다고 평가하거나, 특히 대통령 선거에서는 정

당과 후보자는 한 팀으로 움직임에도 더불어민주당 혹은 자유한국

당은 좋아하지만 더불어민주당 혹은 자유한국당이 내세운 후보는

싫어하기는 사람을 쉽게 발견한다. 만약 누군가 이러한 태도들이

비정상적인 것이고, 상충적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세련되지 못

한’ 사람들이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쉽게 그렇다고 대답하기 어려

울 것이다. 이에 상응하여 최근 연구들은 상충적 태도는 개인의

교육수준과 상관없이 발견되며, 유권자들 사이에서 흔히 볼 수 있

는 현상임을 밝혔다(Maio et al.. 1996; Lavine, 2001; Rudolph and

Popp, 2007).

그러나 이 연구들 또한 다소 제한적인 측면이 있다. 먼저 대다

수의 연구들은 분석 대상으로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태도만을 고

려하였다(Lavine, 2001; Basinger and Lavine, 2005; Sung-jin

Yoo, 2007; Rudolph and Popp, 2007; 정한울, 2012; 김연숙, 2014a;

2014b). 하지만 복수의 정치적 대상들에 대한 개인의 태도는 오직

후보자나 정당 사이의 태도들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구성체이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으나, 해당 정당의 후보자나 후보자가 속한 정당에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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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 평가를 내리는 등 개별 대상에 대한 태도들은 다른 차원의

태도들과 상호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후보자나 정당의 선호도에

서 보이는 상충성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는 것은 상충성의 일부 단

면만을 살펴보는 것이며, 이는 태도 상충성에 대한 포괄적 접근을

어렵게 할 것이다. 또한 기존의 학자들은 양대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연구와 당대의 현실 정치에서 주요한 쟁점들 사이의 태도 상

충성에 대한 연구를 별개로 진행하였기에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정

치적 태도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구를 진행하기 어려웠다는 한

계를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러 태도 대상들 사이의 태도 상

충성을 통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유권자의 태도에 대한 총체적 연

구를 시도한다.

더불어 지금까지 태도 상충성을 한국의 사례에 적용한 연구들은

대부분 정당과 후보자의 측면에서만 진행되었기에 쟁점에 대한 입

장에서 보이는 태도 상충성을 연구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유

성진, 2009; 정한울, 2012; 김연숙, 2014a; 2014b). 한국 유권자의

쟁점투표를 연구한 학자들은 각 쟁점에 대해 유권자가 보이는 태

도 자체에 중점을 두기보다 개별 쟁점입장과 투표행태 사이의 연

관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때문에 지금까지 한국의 쟁점투표는 정

책선호가 대통령 선거에 미치는 영향(김성연, 김준석, 길정아,

2013)이나 이슈투표 모델(송진미, 박원호, 2016)을 중심으로 이루어

졌다. 따라서 본 연구는 쟁점에 따른 유권자의 개별 태도에 대해

살펴보고, 쟁점태도가 정당과 후보자와 같은 정치 행위자에 대한

태도와 맺고 있는 연관성을 통해 한국 유권자의 투표행태를 분석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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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논문의 구성

본 연구는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와 2016년 제20대 국회의

원 선거를 대상으로 한국 유권자들이 갖고 있는 상충적 태도의 특

징과 상충성이 유권자의 정치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이

를 위해 2장의 기존 문헌 검토에서는 태도 상충성을 다룬 이전의

연구들을 정리하여 해당 개념의 발전 과정 및 정치행태와의 연결

고리를 살펴본다. 이 과정을 통해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이 태도

상충성의 개념을 정확하게 정립하지 못하여 태도 상충성과 정치행

태와의 연관성을 포괄적으로 살펴보지 못했음을 지적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3장의 연구방법에서 태도 상충성에 대한 새로

운 구분법을 제안하여 각 유형이 정치행태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살펴본다. 또한 기존의 연구는 태도 상충성과 정치행태 사

이의 연관성을 분석할 때 정치적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기

에 본 연구는 상이한 정치적 맥락이 개인의 태도 상충성과 정치행

태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

과 같은 세 가지의 질문을 던진다.

첫째, 상충적 유권자는 누구인가? 둘째, 태도 상충성은 유권자의

정치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셋째, 다양한 정치적 맥락들은

태도 상충성과 정치행태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이에 답

하기 위해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정치커뮤니케이션센터가 실시한

2017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조사 자료와 2016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조사 자료를 이용한다. 3장에서는 해당 자료를 이용하여 조

작한 변수들과 분석 모델들을 설명한다.

제4장에서는 경험적 연구를 진행한다. 먼저 2017년 대통령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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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이용하여 상충적 유권자의 특징과 유권자의 태도 상충성이

투표참여와 정치참여라는 정치행태와 맺는 관계를 살펴본다. 그

후, 2017년 대통령 선거와 2016년 국회의원 선거 자료를 이용하여

선거라는 정치적 경험과 상이한 선거 수준과 같은 정치적 맥락이

유권자의 태도 상충성 및 정치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마

지막으로 5장에서는 이상의 논의 및 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본 연

구가 갖는 함의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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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기존 문헌 검토

제 1 절 상충적 태도란 무엇인가?

상충적 태도의 개념은 개인의 태도갈등에서 시작한다. 태도갈등

이란 서로 모순적이지만 그 중요도가 같은 인지요소들, 혹은 개인

이 갖고 있는 핵심 가치들(core values)이 충돌할 때 발생하는 개

인의 내부적 갈등을 말한다(Festinger, 1964; Brown and Farber,

1951). 인지 심리학자 페스팅거(Festinger, 1957; 1964)는 개인이 가

진 복수의 경험, 신념, 태도 등의 인지적 요소들이 내부적으로 상

호 불일치하는 상태를 인지부조화(cognitive dissonance)라고 정의

하였다. 페스팅거에 따르면 인지적 요소들이 일관된 방향을 보이

지 않는 상태를 경험하는 개인은 심리적인 불편함을 느낀다. 때문

에 인지부조화 상태의 개인은 상반된 태도 중 한 쪽의 태도나 행

동을 변화시킴으로써 심리적으로 불편한 상태를 해소하고자 한다.

때문에 인지부조화 이론은 개인이 경험하는 내부적 갈등은 장기간

지속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즉, 페스팅거는 특정 대상들에 대한

개인의 태도가 비일관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은 것

이라 간주했으며, 해소해야 할 불편함으로 인지하였다.

페스팅거의 연구에 영향을 받은 많은 연구들은 유권자가 정치적

대상들에게 갖고 있는 태도의 구조를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

를 양 극단으로 하는 일차원-양극화(unidimensional-polarization)

모델로 상정하여 유권자 개인의 태도는 하나의 수직선 상 위에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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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때문에 상반된 입장

을 동시에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의 수직선상에서 표시할 수 없

기에 정상적(normal)이지 않은 상태로 여겼다. 예컨대, 개인의 정

당에 대한 선호는 진보정당에 대한 선호와 보수정당에 대한 선호

를 양 극단으로 하는 하나의 직선 위에서 표기할 수 있기에 진보

와 보수는 서로 공존할 수 없는 제로섬(zero-sum)과 같은 관계인

것이다(정한울, 2013, pp.247). 따라서 진보정당을 좋아하는 사람은

보수정당을 싫어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경제 정책에 대해 진보적

관점을 보이는 사람들은 안보 정책에 대해서도 진보적 관점을 보

이는 것이 타당하다.

때문에 기존의 학자들은 상충적 태도를 개인의 태도에 대한 정

확한 측정을 방해하는 장벽으로 취급하거나(Ajzen and Fishbein,

1980; Wicker, 1969) 비일관적인 태도를 낮은 정치적 세련도로 설

명하였다(Converse, 1964). 대표적으로 컨버스(Converse, 1964)는

정치적 세련도가 낮을수록 정치 세련도가 높은 엘리트에 비해 쟁

점에 대한 신념체계(Belief System)가 약하고, 개인이 일관된 태도

를 유지하게 만드는 제약(constraint)의 정도가 낮았다고 주장하며,

이들은 정치에 대해 일정하고 안정된 관점을 발전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분할투표를 하거나 스윙투표를 할 확률이 높다고 주장하였

다. 또한 정치적 세련도가 낮은 사람들은 태도 일관성에 대한 제

약 수준이 낮기 때문에 엘리트 담화, 캠페인과 같은 외부적 요소

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 주장했다. 다시 말해, 세련도가

낮은 사람들의 투표행태는 개인의 태도와 같은 내재적 요소들이

아닌 외부적 요소들이 더 잘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이렇듯 학자들

은 상충적 태도를 보이는 유권자를 정치적 세련도가 낮은 사람으

로 간주하면서, 상충적 태도를 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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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이 아닌 정당일체감이나 캠페인, 정치인의 담화 등을 통해 정

치행태에 대한 결정력이 상쇄되는 부수적 요소로 보았다.

이에 몇몇 학자들은 ‘일차원-양극화(unidimensional

-polarization) 모델에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며, 개인의 태도는 일

차원이 아닌 다차원(bivariate, multi-dimensional)으로 구성되어 있

다고 반박하였다. 대표적으로 카시오포와 그의 동료들(Cacioppo et

al., 1997)은 호의적, 부정적 태도는 때로 별개의 사물과 같이 분리

되어 변하거나 혹은 동시에 증감하기도 한다고 주장하며 태도의

다차원적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즉, 진보정당에 대한 긍정적 평가

혹은 부정적 평가와 보수정당에 대한 긍정적 평가 혹은 부정적 평

가는 서로 다른 차원이기에 진보정당과 보수정당 모두에게 호의적

인 평가를 하거나 부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

렇게 호의적, 부정적 요소가 공존하는 태도를 ‘상충적 태도

(ambivalent attitude)’라고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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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다차원적 태도 모델

출처: Cacioppo et al., 1997

그림 1은 카시오포와 그의 동료들이 제시한 개념적 틀을 시각화

한 것이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 카시오포는 개인의 태도는 복수

의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전통적인 일차원 모델은

위 그림에서 좌측 상단에서 우측 하단으로 이어지는 대각선으로

대표된다. 이들은 특정 대상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높아질수록 해

당 대상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낮아져야만 하며,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는 상쇄적(reciprocal) 관계라고 주장한다. 반면, 좌측

하단과 우측 상단의 대각선으로 대표되는 다차원 모델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긍정적 평가의 증가가 반드시 부정적 평가의 감소를 가

져오지는 않는다고 주장하며, 개인의 태도에서 긍정적 평가와 부

정적 평가는 각각의 개별적 차원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선호와

불호가 공존하는 상충적 태도는 인지적으로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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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러와 펠드먼(Zaller and Feldman, 1992) 또한 개인은 각 쟁점

마다 고정된 태도를 갖는 것이 아니며, 개인은 새로운 쟁점이 생

길 때마다 그에 따른 의견들을 생성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에 따르

면 개인은 쟁점마다 복수의 생각들(considerations)을 갖게 되고,

그 중 하나의 생각을 선택하여 답변하게 된다. 이 때 선택되는 생

각은 주어진 정보의 접근 가능성(accessibility)과 현저성(salience)

과 같은 상황적 요인에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비록 복수의 생

각들이 일관되지 않더라도, 개인은 자신을 둘러싼 여러 맥락을 고

려하여 기존에 갖고 있는 생각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 답변하기에

상충적 태도는 장기간 지속 가능하다.

이처럼 태도의 다차원적 모델의 관점에서 상충적 태도를 바라보

고자 했던 학자들은 경험적 분석을 통해 태도의 일차원적 모델을

주장한 기존 학자들의 의견에 반론을 제기하였다. 래바인(Lavine,

2001)은 1980년부터 1996년까지의 미국 대통령 선거 분석을 통해

상충적 태도와 투표의 연관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상충적 태도는

정치적 세련도가 낮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난다는 기존의 이론과 달

리, 그의 연구는 당파성, 정보량이나 교육수준과 관계없이 상충적

태도는 모든 유권자들에게 발견될 수 있으며, 상충적 태도는 후보

자에 대한 평가나 투표 선택에 대한 예측에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

준다.

또한 경험적 분석을 통해 학자들은 상충적 태도를 보이는 사람

은 오히려 태도갈등을 해소하고 특정 행위를 결정하기 위해 더 많

은 정보를 모으려 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마이오와 그의

동료 학자들(Maio et al., 1996)은 상충적 태도를 보이는 유권자들

은 일관된 태도를 보이는 유권자에 비해 정보 수집과 처리에 더

활발한 모습을 보이고, 이를 통해 태도갈등에서 오는 심리적 고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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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해결하려 한다고 주장하였다. 루돌프와 팝(Rudolph and Popp,

2007)은 상충적 태도는 오히려 정보가 많고 인지에 대한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는 사람들 사이에서 더 자주 관찰되며, 정보 처리를

위한 참여를 가장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가장 극단적인 상충

적 태도를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최근의 연구들은 상충적

태도를 보이는 유권자들은 단순히 정치적 세련도가 낮고,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정치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다(Lavine,

2001; Maio et al., 1996; Basinger and Lavine, 2005; Rudolph and

Popp, 2007).

제 2 절 상충적 태도와 투표행태

정치적 대상들에 대한 유권자의 태도는 유권자의 정치행태를 통

해 발현된다. 유권자의 태도 상충성에 주목했던 이전의 연구들은

상반되는 입장에 서 있는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태도 상충성을 보

이는 유권자가 투표에서 일관된 태도를 가진 유권자와 다른 행태

를 보이는가에 관심을 갖고 태도 상충성이 유권자의 투표참여와

같은 정치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했다. 먼저 래바인

(Lavine, 2001)은 역대 대통령 선거를 경험적으로 분석하여 서로

대치하는 후보자에 대해 상충적 태도를 보이는 유권자들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상충적 태도를 보이는 유권자들

은 후보자에 대한 평가를 안정적으로 해내지 못하기에 지지 후보

나 정당을 결정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리며, 투표 선택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어렵게 한다. 이 연구를 통해 그는 태도 상충성이

선거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킨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배이싱어와 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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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인(Basinger and Lavine, 2005)은 1990년과 2000년 사이에 실시

된 미국 상원의원 선거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통해 태도 상충성을

보이는 유권자가 의존하는 단서들(political cues)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당파적 태도에서 상충성을 보이는 유권자들은 당파적 정보

에 대한 의존도가 낮았다. 특히 당파적 상충성을 보이는 유권자

중 정치지식이나 정치참여도가 낮은 사람들은 후보자에 대한 평가

를 중심으로 표를 던지기보다 자신이 인식하는 경제 상황을 기반

으로 하여 표를 던지며, 지식이나 정치참여도가 높은 사람들은 이

념에 기초하여 투표를 하는 경향을 보였다. 유성진(Yoo, 2007)은

상충적 태도를 제3당 투표와 연결시켰다. 그는 미국 대통령 선거

를 분석하여 양대 정당의 후보자에 대한 상충적 태도를 보이는 유

권자는 일관된 태도를 보이는 유권자보다 더 쉽게 제3후보나 제3

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밝히며, 이는 제3당의 후보자

를 선택하는 것이 양대 정당의 후보자 중 한 후보자를 선택하게

될 때 생기는 심리적 고충을 줄여주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잘러와 펠드먼(Zaller and Feldman,

1992)은 상충성을 ‘주요 쟁점에 대해 상반된 견해를 보이는 것’이

라고 정의하며, 쟁점에 대한 태도 상충성이 장기간 지속될 수 있

음을 주장하였다. 이들의 연구를 기반으로 몇몇 학자들은 상충성

을 쟁점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대표적으로 알바레즈와 브렘

(Alvarez and Brehm, 1995; 1997)은 낙태와 소수집단우대정책

(affirmative action)의 기저에 존재하는 상충적 태도에 대해 연구

하였다. 이들은 낙태 쟁점 안에는 여성의 선택권과 아이의 생명권

이라는 상반된 가치가 내재되어 있으며, 많은 미국인들이 두 가치

에 대한 상충적 태도를 갖고 있기에 낙태 관련 사안에 대해 일관

된 지지를 보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Alvarez and Bre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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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반면 소수집단우대정책에서는 인종주의와 평등주의라는 상

반된 가치가 내재되어 있지만, 두 가치의 충돌이 발견되지 않았기

에 상충적 태도는 소수집단우대정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

했다(Alvarez and Brehm, 1997). 이 밖에도 크렉과 동료 학자들

(Craig et al., 2005)은 동성애에 대한 상충적 태도를 분석하며 동

성애자들의 사회적 권리에 대한 상충적 태도가 개인의 정책 선호

와 정치적 집단, 정치인에 대한 평가를 조정한다고 주장한다.

한국의 경우, 상충적 태도에 대한 연구는 주로 정치행태와의 연

관성 측면에서 주목 받았다. 대표적으로 유성진(2009)은 2008년 국

회의원 선거 자료를 통해 정치적 대상들에 대한 유권자의 태도가

그들의 정치행태와 어떠한 연관을 맺는가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

구 결과, 상충적 유권자와 무관심층은 일관된 태도의 유권자보다

투표결정시기가 상대적으로 늦었다. 또한 연구에 따르면 태도 상

충성을 보이는 유권자들은 정보처리 측면에서 무관심층 유권자와

다른 특징을 보였다. 양대 정당에 대해 상충적 태도를 보이는 사

람들은 무관심층의 유권자들에 비해 투표 참여에 더 적극적이었

고, 선거 관련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뉴스를 더 많이 시청하는 등

정보 처리 및 획득에 더 활발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한울(2012)과 김연숙(2014a)은 상충적 태도를 보이는 유권자의

특징을 분석하여 정당에 대한 상충적 태도를 보이는 유권자는 정

치적 관심이 높고, 연령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경제적으로 하위 계

층에 속하고, 중도적 이념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정한울은 상충적 태도를 보이는 유권자의 사회 경제적 지위

(Social Economic Status)를 분석하여 상충적 유권자는 교육수준

이 낮은 사람이 아니며, 일방적 태도를 보이는 유권자에 비해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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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인 투표 참여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도 아님을 밝혔다(정한울,

2012). 또한 김연숙(2014a; 2014b)은 상충적 유권자를 선거 관련

정보를 더 적극적으로 수집하며, 이로 인해 지지 후보를 상대적으

로 더 늦게 결정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상충적 유권자는 일관적 유권자에 비해 필요한 정치적 정보를 획

득할 때 TV와 같은 일방적 매체가 아닌, SNS와 같은 양 방향적

매체를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3 절 기존 연구의 한계

개인의 태도를 바라보는 관점이 일차원-양극화 분석틀에서 다차

원적 분석틀로 발전함에 따라 유권자의 태도 상충성에 대한 연구

는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연구자들은 유권자의 일관되지 못한

태도를 단순한 오차 분산, 혹은 무지로 인한 결과가 아닌 일반적

이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며, 현실정치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하나의 연구 주제로 다루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전의 연

구들은 몇 가지 한계를 보이고 있다. 먼저 기존 연구들은 상충적

태도에 대해 포괄적으로 접근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많은 연구들은 후보자나 정당 선호도에서 보이는 상충적 태도와

쟁점 입장에서 보이는 상충적 태도에 대해 각각 개별적으로 접근

하여 유권자의 태도를 단편적 측면으로만 설명했다(Lavine, 2001;

Yoo, 2007; Rudolph and Popp, 2007; Alvarez and Brehm, 1995;

1997; Craig et al,. 2005). 때문에 이 연구들은 유권자의 상충적 태

도에 대해 서로 다른 정의를 내리고 있으며, 상충적 태도와 정치

행태 사이의 연관성을 명확히 규명하기에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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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가이노스(Gainous, 2008)는 이러한 기존 분석틀의 한계를 지적

하며 태도 상충성을 상충성의 원천(sources)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제안한다. 그는 개인이 갖고 있는 정치적 핵심

가치(core value)나 규범적 원칙(norm), 제도나 사회에 대한 믿음

을 인지적 요소(cognitive orientation)라 정의하고, 개인이 특정 대

상에 느끼는 감정을 애착적 요소(affective orientation)라고 규정한

다. 가이노스는 상충적 태도가 태도갈등에 기인한다는 전제 하에,

상충적 태도의 주요 원천들(sources)을 인지적 갈등(cognitive

conflict), 애착적 갈등(affective conflict), 인지적-애착적 갈등

(cognitive-affective conflict)으로 분류하여 개인의 상충적 태도를

포괄적 분석틀을 통해 살펴보려 하였다. 복지쟁점으로 예를 들자

면, 인지적 갈등이란 복지쟁점을 두고 개인이 평소에 갖고 있던

평등주의 가치관과 경제적 개인주의 가치관이 대립하는 것이며,

애착적 갈등이란 복지정책의 수혜자 집단에 대한 감정들 사이의

갈등이다. 마지막으로 인지적-애착적 갈등이란 복지정책과 관련된

가치관과 복지정책의 수혜자 집단에게 갖고 있는 감정적인 요인들

이 서로 대립하는 것이다(Gainous, 2008, pp.212-213). 그는 태도

상충성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을 정리하며 이전의 연구들이 위의

세 가지 원천들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했음을 지적한다. 이러

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가이노스는 태도 원천에 따른 복지쟁점에

대한 상충성을 인지적 요소 사이의 갈등, 애착적 요소 사이의 갈

등, 인지적-애착적 요소 사이의 갈등의 세 가지 모델로 나누어 비

교 분석하여 가장 높은 설명력을 보이는 모델을 찾고자 하였다.

하지만 가이노스의 분류 또한 몇 가지 한계를 보인다. 먼저 그

는 갈등의 원천을 인지와 애착적 요소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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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와 페이지(Brody and Page, 1972)에 따르면 쟁점에 대한 유권자

의 위치나 인식은 자신이 선호하는 후보자들에 의해 설득

(persuasion)될 수 있으며, 혹은 반대로 유권자 스스로가 본인이

선호하는 후보에 자신의 쟁점 입장을 투사(projection)하기도 한다.

즉, 쟁점 입장과 같은 인지적 요소에도 후보자에 대한 선호와 같

은 애착적 요소가 녹아있으며, 둘을 명확히 구분하기란 매우 어렵

다. 또한 예를 들어, 후보자에 대한 개인의 태도를 살펴볼 때 개인

은 후보자의 성격이 마음에 들어 해당 후보자를 선호한다고 표기

했지만, 그 안에는 개인이 견지하는 권위주의적 가치, 탈 물질주의

적 가치 등이 담겨있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애착적 갈등 내에 인

지적 갈등이 속해있을 수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 또한 가능하다.

이는 인지적 갈등과 애착적 갈등의 상호작용인 인지적-애착적 갈

등과는 분명 다른 형태이다.

더불어 개인이 경험하는 상충적 태도는 인지적 갈등이나 애착적

갈등 내에서 다시 구분될 수 있다. 예컨대, 개인은 정당 혹은 후보

자 사이 등 같은 범주에 있는 대상들에 대해 상충적 태도를 보일

수 있지만, 정당과 정당의 후보자 사이에서도 상충적 태도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은 양대 정당에 대한 상충성이나

(Lavine, 2001; Basinger and Lavine, 2005; Yoo, 2006; 정한울

2012; 2013, 김연숙, 2014a; 2014b), 양대 정당의 후보자들 사이의

상충성(Yoo, 2010), 혹은 특정 쟁점들 사이의 상충성(Alvarez and

Brehm, 1995; Craig et al., 2005)만을 살펴보았기에 상충적 태도의

단편적 모습만을 분석에 포함하였으며, 포괄적 접근을 시도한 방

식조차 제한적 방식이었다.

개념적으로 보았을 때, 상충적 태도는 동일한 대상에 대한 긍정

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가 공존하는 상태이며, 이는 곧 서로 상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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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대상에 대해서는 상반된 감정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

라서 유권자가 정치적 태도를 보일 수 있는 대상이라면 정당, 후

보자, 특정 정책 모두 태도 상충성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때

문에 정당 사이 혹은 후보자 사이의 태도 상충성만을 살펴보았던

기존의 접근법은 특정 정당은 선호하지만 그 정당의 후보자는 선

호하지 않거나, 경제 쟁점에서는 보수적 성향을 보이지만 안보 쟁

점에서는 진보적 성향을 보이는 유권자의 행태를 설명하기 어렵

다. 이러한 문제는 대통령 선거에서 특히 심화된다. 소선거구와 비

례대표제를 통해 정당과 정당의 후보자에 각각 투표하는 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대통령 선거에서는 정당과 후보자가 한 팀이 되어 유

권자는 단 한 표만을 던질 수 있다. 이 때 유권자는 정당과 후보

자에 대해 서로 상반된 태도를 가질 수 있다. 즉, 유권자는 동일한

대상, 팀에 대해 유권자는 상충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상충적 태도에 대한 포괄적 접근을 위해 상충적 태도를

태도 대상 별로 구분하여 기존 연구들이 담아내지 못했던 태도 상

충성의 다층적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킬과 워락(Keele and Wolak, 2008)은 정치적 맥락

(contextual sources)이 태도갈등을 증진시키거나 감소시킬 수도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들은 개인의 상충성이 발현되는 환경적 조

건과 상충성을 증진 혹은 제한시킬 수 있는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

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개인의 태도 상충성은 개인을

둘러싼 정치적 맥락과 환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위 학

자들은 선거의 수준(level), 인구 구성의 동질성(homogeneity), 해

당 선거구의 경쟁성(competitiveness) 등을 개인의 태도 상충성을

증진 혹은 제한시키는 요인으로 꼽았다. 킬과 워락은 선거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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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다양한 정치적 맥락이 개인의 태도 상충성에 영향을 주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정보량의 차이에 있다고 말한다. 즉, 정보량

이 많을수록 태도 상충성이 증가할 수 있으며, 더 경쟁적인 환경

은 유권자가 마주하는 정보의 양을 증가시키기에 유권자의 태도

상충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실제로 개인의 태도는 개인을 둘러싼 환경적 요인들과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하며 끊임없이 변해가는 동적인(dynamic) 모습을 보인

다. 예컨대, 유권자는 선거 과정 동안 각종 매체를 통해 얻게 되는

정보들, 정당이나 후보자가 캠페인을 통해 제공하는 각종 홍보물

과 연설들, 그리고 선거 과정동안 개인의 네트워크 속 구성원들과

나누는 이야기들을 통해 정치적 대상들에 대한 태도를 형성한다.

이는 곧 투표나 정치참여와 같은 유권자의 정치적 행동으로 발현

될 것이다.

더불어 선거 과정에서 직접 자신의 의견을 대리 혹은 대표할 정

치인을 선택함으로써 얻게 되는 정치적 경험은 정치적 대상에 대

한 유권자의 태도에 변화를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유권자는 선거

캠페인 기간 동안 마주하게 되는 정보들을 이용하여 표의 행방을

결정한다. 이 일련의 경험들은 대의 민주주의가 유권자에게 제공

하는 일종의 정치적 교육이다. 때문에 유권자는 선거가 제공하는

정치적 교육으로 인해 자신의 정치적 입장과 결정에 더 확신을 가

질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유권자의 태도에 더 일관성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통령 선거의 경우 국회의원선거에 비해 매체나 각종 인

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의 양이 더 많으며, 단 한 명의 국가

원수를 선출하는 선거이기에 그 중요도나 기권에 대한 비용, 투표

참여에 대한 효용, 그리고 투표 참여에 대한 사회적 압력이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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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선거나 지방선거보다 크다. 때문에 상이한 수준의 선거는 서

로 다른 환경을 조성하여 유권자의 태도에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 사례를 통해 진행된 연구들은 정치적 맥

락에 대한 고려 없이 선거를 사례마다 독립적으로 살펴보았다. 때

문에 상이한 조건에 따라 상충적 태도의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인지, 선거의 맥락에 따라 상충적 태도가 투표행태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가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 없었다는 한계를

보인다(유성진, 2009; 정한울, 2012; 김연숙, 2014a; 2014b). 따라서

본 연구는 대통령 선거 자료를 이용하여 선거 전후의 태도 상충성

변화를 살펴보고,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비교하여 선거

의 수준에 따른 상충적 태도의 차이를 분석하여 정치적 맥락에 따

른 한국 유권자의 태도 상충성과 정치행태를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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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방법

제 1 절 대상에 따른 상충적 태도의 재구분

본 연구는 유권자의 태도 상충성에 대한 포괄적 접근을 위해 태

도 대상에 따른 구분을 시도하고자 한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태도 갈등의 원천에 따라 태도 상

충성을 구분했던 시도들 또한 경계가 모호한 인지적 갈등과 애착

적 갈등을 인위적으로 구분하였다는 문제를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태도 대상에 따른 구분을 제안하고자 한다.

정치행태와 투표행태 연구에서 상충적 태도가 중요한 이유는 정치

적 대상에 따른 유권자의 태도가 투표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본

연구가 제시하는 구분법은 특정한 정치적 대상에 대한 상충적 태

도가 유권자의 정치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볼 수 있기에 개별

대상에 대한 상충성이 갖고 있는 독특한 성질을 분석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갖는다. 또한 태도 대상을 중심으로 하는 접근법은 인지적

요인과 애착적 요인을 인위적으로 구분하지 않으며, 상충성에 대

해 태도갈등을 거치는 간접적 방식이 아닌, 태도 대상을 통한 직

접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기에 더 명확하고 직관적인 측면이 있다.

이러한 접근법은 개인이 정치적 대상에 갖고 있는 태도를 다각도

로 조명하여 상충적 태도에 대한 포괄적 이해를 가능하게 하기에

다양한 태도 차원을 분석할 때 더 용이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

다. 따라서 본 연구는 태도의 대상에 초점을 맞추어 상충적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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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의 수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개인의 태도와 정치행태 사

이의 메커니즘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그렇다면 유권자가 ‘태도’를 형성할 수 있는 대상에는 어떠한 것

들이 있는가? 유권자의 상충적 태도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

보면 투표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태도대상을 정당, 후보자, 쟁점으

로 정리할 수 있다(Lavine, 2001; Basinger and Lavine, 2005;

Yoo, 2007; Alvarez and Brehm, 1995; 1997; Craig et al., 2005).

따라서 본 연구는 정당, 후보자, 쟁점에 대한 태도에서 보이는 유

권자의 태도 상충성을 비롯하여, 나아가 태도 대상 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상충성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가 구분한 태도 대상은 다음과 같다.

[표 1] 태도 대상에 따른 상충적 태도의 구분

태도 대상 상충성

후보자 보수정당과 진보정당 후보자 모두를 선호 혹은 불호

정당 보수정당과 진보정당 모두를 선호 혹은 불호

정당과 후보자 정당은 선호 혹은 불호하지만 소속 후보는 불호 혹은 선호

쟁점 쟁점 내의 대립적 가치를 모두 선호 혹은 불호

먼저 기존 연구가 밝혔던 것처럼 유권자는 양대 정당과 후보자

들에게서 상충적 태도를 보일 수 있다.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해 상

충적 태도를 보이는 유권자는 양대 정당이나 양대 정당의 후보자

들을 모두 선호하거나 선호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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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유권자는 특정 정당은 선호하나 해당 정당의 후보자는 선

호하지 않을 수 있으며, 반대로 특정 후보자는 선호하나 후보자가

속한 정당은 선호하지 않을 수 있다. 즉, 유권자는 정당과 해당 정

당의 후보자 사이에서 상충성을 보일 수 있다. 이는 양대 정당이

나 후보자에 대한 상충적 태도만을 보았던 기존 연구가 간과했던

측면이다. 이 범주가 우리에게 주는 함의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

을 것이다. 첫 번째는 정당의 동원력이 약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는 것이다. 달튼(Dalton, 1984)은 현대 정당 체제에서 유권자의

당파심과 정당의 당파적 동원이 감소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정

당은 선호하지 않으나 후보자는 선호하는 유권자는 정당이 유권자

를 충분히 설득시키지 못했음을 의미할 것이다. 두 번째로 후보자

의 개인적 특성이 투표행태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정당과 후보자 사이에서 상충성을 보이는 유권자를 통해 정

당의 영향력을 제외한 후보자 개인의 특성이 갖고 있는 영향력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유권자는 쟁점에 대해 상충적 태도를 보일 수 있다. 예컨

대, 유권자는 경제적 쟁점에 내제되어 있는 성장과 분배라는 상충

적 가치를 모두 선호하거나 모두 선호하지 않을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낙태나 소수집단우대정책, 동성애와 같은 쟁점에 대한 상충

적 태도가 정책이나 투표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사례가 존

재한다(Alvarez and Brehm, 1995; 1997; Craig et al., 2005). 그러

나 국내에서는 쟁점에 대한 상충적 태도를 연구한 사례를 찾아보

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쟁점에 대한 상충적 태도를 분석 대

상에 포함하여 이를 통해 한국 유권자의 정치행태를 설명하고자

한다.

이처럼 본 연구는 태도 대상에 따라 상충적 태도를 총 4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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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하여 각각의 상충성이 보이는 특징들과 유권자의 투표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태도 대상에 따른 구분은

기존의 태도갈등에 따른 분류보다 직관적이기에 실제 사례에 적용

하기 용이하며, 특히 대상 사이의 태도들을 살펴봄으로써 상충적

태도의 단편적인 부분만을 살펴보았던 기존의 연구들이 간과한 측

면들까지 다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제 2 절 연구 방법

1. 상충적 태도의 측정

상충적 태도의 측정에 대해 연구한 톰슨과 그의 동료들

(Thompson, Zanna, and Griffin, 1995)은 기존 학자들이 고안한 여

러 측정법들을 비교, 분석한 후 기존의 방식을 보완한 새로운 인

덱스를 제시했다. 이들은 카플란(Kaplan, 1972), 카츠와 하스(Katz

and Haas, 1988), 제이미슨(Jamieson, 1988)의 인덱스와 자신들이

새롭게 고안한 방식을 비교하며 기존 연구들이 제시한 인덱스들은

너무 임의적이거나 상충적 태도를 제대로 포착해내지 못했다고 비

판하며 새로운 인덱스의 유용성을 주장하였다. 이들은 안락사와

의무적 AIDS 검사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이들이 고안해 낸 방

식을 사후 검증한다(Thompson et al., 1995, pp.371).

톰슨과 그의 동료를 비롯한 학자들은 상충적 태도의 전제로 그

크기(magnitude)가 유사하고 최소 적당한 정도의 강도(at least

moderate intensity)를 갖는 긍정적, 부정적 대안의 필요성을 주장

한다. 즉, 상충적 태도의 인덱스는 유사성과 강도 요인으로 구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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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야 한다. 톰슨과 그의 학자들은 이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인

덱스를 고안해냈다.

이 때 P와 N은 특정 대상에 대해 서로 상충되는 대안을 뜻한

다. 따라서 만일 한 개인이 특정 후보자에 대해 긍정적 반응과 부

정적 반응을 모두 갖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개인이 보이는 긍정적

반응이 P, 부정적 반응이 N이 될 것이다. 이 수식에서 학자들은

반응의 강도를 긍정적 반응과 부정적 반응의 크기의 평균으로 나

타냈으며, 대안의 유사성은 두 반응의 크기의 차에 대한 절댓값으

로 표현했다. 톰슨과 그의 동료들은 공화당과 민주당 후보 각각과

주류 정당의 후보 전체에 대한 상충적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해당

인덱스를 고안했다. 때문에 이 변수는 값이 클수록 대상에 대한

태도가 일방적(univalent)에서 점점 더 상충적(ambivalent)으로 변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유성진은 이 계산방식이 상충성에 대한 연구에서 가장 일반적으

로 사용되고 있으며, 특정 대상에 대한 호의적, 부정적 반응을 묻

는 문항과 상반된 대상에 대한 감정을 묻는 문항 모두에 적용이

용이하다고 설명하고 있다(유성진, 2007). 실제로 다수의 연구들은

개인의 상충적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해당 인덱스를 이용하고 있

기에(e.g. Lavine, 2002; Basinger and Lavine, 2005; Rudolph and

Popp, 2007), 본 연구 또한 톰슨과 그의 동료들이 고안해 낸 인덱

스를 이용하여 상충적 태도를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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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모델 및 변수의 조작화

본 연구는 경험적 분석을 위해 서울대학교 정치커뮤니케이션센

터에서 실시한 2017년 대통령 선거 패널조사 자료와 2016년 제20

대 국회의원 총선거 패널조사 자료를 사용한다.

위의 자료를 통해 답하고자 하는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상충적 유권자는 누구인가?

2. 유권자의 태도 상충성은 유권자의 정치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3. 다양한 정치적 맥락들은 태도 상충성과 정치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3-1. 선거 과정에서의 정치적 경험은 유권자의 태도 상충성에

차이를 가져오는가?

3-2. 유권자의 태도 상충성은 선거의 수준에 따른 차이를

보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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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질문들을 살펴보기 위한 본 연구의 분석 모델은 다음과 같

다.

[표 2] 상충적 태도 분석 모델

모델 태도 대상 별 상충적 태도

1 양대 정당의 후보자에 대한 상충적 태도

2 양대 정당에 대한 상충적 태도

3 보수정당과 보수정당 후보자 사이의 상충적 태도

4 진보정당과 진보정당 후보자 사이의 상충적 태도

5 안보 쟁점과 경제 쟁점 사이의 상충적 태도

앞서 구분한 것과 같이, 태도 상충성은 양대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상충적 태도, 정당과 소속 후보자 사이에서 보이는 상충적

태도, 쟁점에 대한 상충적 태도로 구분 가능하다. 본 연구는 위의

모델을 기반으로 하여 한국 유권자의 상충적 태도를 분석한다.

본 연구의 주요 변수들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정

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상충성은 감정 온도계로 측정된 정당과 후

보자에 대한 선호도로 살펴본다. 각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감정을

0에서 100까지의 점수로 나타낸 응답과 위에서 살펴본 톰슨과 그

의 동료들이 고안해 낸 인덱스를 통해 상충적 지수를 계산한다.

이렇게 계산된 지수는 -50점에서 100점 사이의 값을 갖는다. 예컨

대, 새누리당을 0만큼 선호하고 더불어민주당을 100만큼 선호하는

극단적으로 일관된 유권자의 상충성 지수는 -50점이 될 것이고,

반대로 새누리당을 100만큼 선호하고 더불어민주당도 100만큼 선

호하는 극단적으로 상충적인 유권자의 지수는 100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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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하지만 이러한 범위는 직관적 해석을 어렵게 할 수 있기에 본 연

구는 지수의 범위를 0에서 100점 사이로 수정한 변수를 사용한다.

쟁점에 대한 상충성은 경제와 안보 쟁점에 대한 태도로 설정하

였다. 경제와 안보는 한국의 선거를 설명하는 주요한 쟁점들이다.

강원택(2010)은 제17대 대선 공약을 통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경제적 쟁점을 강조했음을 밝혔으며, 송진미와 박원호(2014) 또한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의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공약을

분석하며, 두 후보 모두 경제적 쟁점을 강조했다고 주장하였다. 이

와 더불어 우리는 대통령 선거 때마다 각종 매체가 북풍(北風)이

라고 불리는 안보쟁점에 대한 현상을 다루는 것을 볼 수 있다. 최

근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논란, 북핵문제 등은

안보쟁점이 여전히 한국에서 중요한 쟁점임을 보여주고 있다. 따

라서 본 연구는 경제와 안보영역을 통해 쟁점에 대한 상충적 태도

를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안보쟁점은 매우 반대에서 매우 찬성의

4점 척도로 구성된 ‘한미동맹의 강화’, ‘대북지원’, ‘집회 및 시위 보

장법에 대한 의견’의 총 세 문항을 통해 측정하였고, 복지쟁점 또

한 매우 반대에서 매우 찬성의 4점 척도로 구성된 ‘복지보다 경제

성장을 우선해야 하는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는 개별 기업에

맡겨야 하는가’, ‘기업규제 완화’의 세 문항을 통해 측정하였다. 안

보쟁점과 복지쟁점 사이의 상충성 지수는 위의 톰슨 인덱스를 통

해 계산하였다. 반면 안보쟁점과 복지쟁점 내에서 보이는 상충성

은 위의 세 문항에 대해 일관된 응답을 한 유권자를 0, 세 문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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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일관된 방향으로 응답하지 않은 유권자를 1로 설정한 변수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표 3] 변수의 조작화

자료 제19대 대통령 선거,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상충적

태도

정당 매우 싫음(0점) ~ 매우 좋음(100점)

후보자 매우 싫음(0점) ~ 매우 좋음(100점)

쟁점 매우 진보적(=1) ~ 매우 보수적(=4)

투표행태

및

정치참여

투표참여 투표 참여=1, 불참=0

정치참여 매우 소극적(=1) ~ 매우 적극적(=4)

통제변수

정치지식 정치지식 문항 맞은 개수(0점~9점)

교육정도 중졸 이하=1, 고졸=2, 대학=3, 대졸 이상=4

사회경제적

특성

성별 남성=1, 여성=0

연령
10대/20대=1, 30대=2, 40대=3,

50대=4, 60대 이상=5

소득
100만 원 미만(=1) ~1000만 원

이상(=11)

이념성향 매우 진보(0점) ~ 매우 보수(10점)

정당일체감

강도

무당파=1. 편향적 유권자=2

약한 정당일체감=3, 강한 정당일체감=4

거주지역
서울/경기. 강원/제주, 충청/대전, 전라/광주,

경북/대구, 경남/울산/부산

본 연구는 첫 번째로 제19대 대통령 선거 자료를 통해 태도 대

상에 따른 상충적 유권자의 특징을 살펴본다. 이 때 대통령 선거

자료를 이용하는 이유는 국회의원선거나 지방선거와 달리 대통령

선거에서는 모든 유권자가 공통된 후보자와 공통된 정당을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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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투표를 실시하였으며, 때문에 후보자 개인의 특성 차이를 통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래바인(Lavine, 2001)은 상충적 태도를 가진

유권자를 정치적 세련도가 낮은 사람으로 간주했던 기존 연구들을

반박하며 상충적 태도는 당파성, 정보량, 교육 수준과 관계없이 모

든 유권자에게서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루돌프와 팝

(Rudolph and Popp, 2007) 또한 상충적 태도는 오히려 정치적 정

보가 많으며 정치참여를 적극적으로 하는 층에서 가장 잘 나타난

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기존 연구들을 기반으로

하여 상충적 태도의 유권자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때 종

속변수는 태도 대상 별 상충적 태도이며, 독립변수는 교육수준과

정치지식을 통해 살펴보는 정치적 세련도 및 개인의 태도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개인적 요인들이다. 이 때, 교육수준은 응답

자의 최종학력으로 측정했으며, 정치지식은 9개의 정치 관련 질문

을 응답자에게 제시하여 이 중 응답자가 정확히 정답을 기입한 문

항의 개수로 측정하였다.

한 편, 정한울(2012)과 김연숙(2014)은 상충적 태도를 보이는 유

권자의 특징을 높은 정치적 관심도, 낮은 연령, 낮은 소득계층, 중

도적 이념으로 설명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연령, 소득, 이념성

향, 정당일체감 강도를 모델에 포함하였으며, 통제변수로 성별과

거주지역을 추가한다. 해당 분석의 종속변수는 연속형 변수인 태

도 상충성이기에 분석을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두 번째로 태도 대상에 따른 상충적 태도가 정치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본 연구는 투표행태와 정치참여 변수를 통해 상

충적 태도와 정치행태의 연관성을 분석한다. 이 때 분석 자료는

위와 마찬가지로 제19대 대통령 선거자료이다. 투표행태 변수는

19대 대통령 당시 투표한 사람을 1, 투표하지 않은 사람을 0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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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설정한 이항변수이며, 정치참여 변수는 1에서 5로 구성된 연속형

변수이다. 특히, 정치참여 변수는 선거 전 조사를 이용하여 일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정치적 활동 중 1년 간 경험한 것에 대한

참여도를 1에서 4의 척도로 물은 문항 10개의 점수를 평균 낸 값

으로, 해당 문항은 후보자나 정당 홈페이지 방문, SNS 및 인터넷

커뮤니티 활동, 집회 및 시위참여 등의 일상적 정치활동을 묻는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분석을 위해 투표행태를 종속변

수로 하는 모델에서는 이항 로짓분석을, 정치참여를 종속변수로

하는 모델에서는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세 번째로 본 연구는 정치적 맥락(context)이 유권자의 태도 상

충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며, 본 연구는 투표라는 정치적 경험

과 서로 다른 수준의 선거라는 두 가지 유형에 초점을 맞춘다. 먼

저 선거 전의 태도 상충성과 선거 후의 태도 상충성의 비교를 통

해 투표라는 특정한 정치적 경험이 유권자의 태도 상충성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한다. 해당 분석은 제19대 대통령 선거 자료를 이

용하며, 독립표본 T-검정과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알아본다. 이 때

선거 전과 후의 태도 상충성 차이는 선거 이전에 측정된 문항들을

사용하여 수식(1)과 (2)의 방식으로 변수화한 태도 상충성과 선거

이후에 측정된 문항들을 사용하여 변수화한 값을 통해 살펴본다.

따라서 해당 변수는 -100에서 100의 값을 가지며, 절대값이 커질

수록 선거 기간 동안 태도 변화가 컸음을 의미한다. 이 때 음수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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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절대값이 증가하는 것은 선거 기간 동안 유권자의 태도 상충성

이 감소했음을 의미하며, 양수값의 절대값이 커지는 것은 유권자

의 태도 상충성이 선거 전보다 선거 후에 더 증가했음을 의미한

다. 독립변수는 앞선 상충적 유권자의 특징을 분석한 모델과 마찬

가지로 복수의 정치대상들에 대한 개인의 태도에 영향을 줄 수 있

는 요인이다.

선거 수준 별 비교를 위해서는 제19대 대통령 선거 조사 자료와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조사 자료를 이용한다. 분석의 종속변수

는 투표참여와 정치참여도이며, 독립변수는 태도 상충성이다. 이

때 20대 총선 모델의 모든 변수들은 대선 자료와의 비교를 위해

비교 대상의 변수와 동일한 형식의 문항을 사용한다. 그러나 대통

령 선거와 달리 국회의원 선거는 지역구마다 후보자가 다르고, 지

역구마다 개별 후보자의 특징이 다르다. 하지만 서로 다른 두 집

단의 비교를 위해서는 비교를 통해 살펴보고자 하는 것 이외의 요

인들은 최대한 동일한 조건이어야 하며,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후

보자 태도의 경우, 개별 후보자의 특징이 지역구마다 다르기 때문

에 후보자에 대한 태도의 측면에서 두 선거를 일괄적으로 비교하

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비교를 위한 분석 대상을 양대 정당

에 대한 태도 상충성과 안보쟁점과 복지쟁점 사이의 태도 상충성

으로 제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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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경험적 분석

제 1 절 태도 대상에 따른 상충적 유권자의 특성:

상충적 유권자는 누구인가?

상충적 유권자를 연구해 온 학자들은 개인의 태도가 투표라는

특정 정치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때문

에 개인의 경제적, 사회적 특성이 정치적 대상들에 대한 개인의

태도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웠고, 이로 인해 상충

적 태도에 대한 개념이 다소 모호하게 설정된 측면이 있다. 따라

서 본 연구는 유권자의 상충적 태도가 개인의 어떠한 요인들과 관

계를 맺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분석을 위한 종속변수는 유권

자의 태도 상충성이며, 독립변수는 연령, 소득과 같이 유권자의 태

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요인들이다. 이를 기반으로 본 연

구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본 연구가 제시한 태도 범주 별

로 각각의 모델을 세워 범주별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 때, 표 2에

제시된 것과 같이 모델 1은 후보자, 모델 2는 정당, 모델 3과 4는

각각 보수정당과 보수정당의 후보자, 진보정당과 진보정당의 후보

자 사이의 태도 상충성을 분석한 것이며, 모델 5는 안보쟁점과 복

지쟁점 사이에서 나타나는 상충성을 분석한 것이다. 분석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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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상충적 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1) (2) (3) (4) (5)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Model 5

정치지식
-1.77**

(0.27)

-1.61**

(0.25)

-1.72**

(0.27)

-0.80**

0.25

-0.01*

(0.01)

교육정도
-0.29

(0.98)

-1.09

(0.91)

-1.15

(1.002)

-1.02

(0.90)

-0.03

(0.02)

성별
4.66**

(1.13)

2.07+

(1.05)

3.09**

(1.15)

2.85**

(1.04)

0.01

(0.02)

나이
1.85**

(0.53)

1.38**

(0.50)

2.29**

(0.55)

-0.53

(0.49)

-0.02+

(0.01)

소득
-0.13

(0.23)

-0.02

(0.22)

0.10

(0.24)

-0.53*

(0.21)

-0.01

(0.01)

대구/경북
1.56

(1.75)

1.22

(1.63)

1.42

(1.79)

-0.10

(1.62)

0.04

(0.03)

인천/경기
-1.76

(1.29)

-1.39

(1.20)

-1.55

(1.32)

-1.92

(1.19)

0.001

(0.03)

경남/부산
0.18

(1.75)

0.11

(1.63)

0.63

(1.79)

-2.17

(1.62)

0.02

(0.03)

호남
-2.97

(1.91)

-2.95+

(1.78)

-2.81

(1.96)

0.08

(1.77)

0.004

(0.04)

정당일체감

강도

-6.15**

(0.50)

-7.69**

(0.47)

-6.72**

(0.52)

-8.44**

(0.47)

-0.05**

(0.01)

이념성향
3.59**

(0.29)

2.60**

(0.27)

3.37**

(0.30)

1.14**

(0.27)

0.002

(0.01)

상수
25.15**

(3.98)

40.14**

(3.71)

23.97**

(4.07)

59.06**

(3.68)

35.01**

(0.08)

N 1384 1384 1384 1384 1384

Adj R-squared 0.2704 0.2987 0.2697 0.2527 0.0304

** p<0.01, *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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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표 4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정치지식과 교육정도 변수

의 대조적인 모습이다. 분석 결과, 모든 모델에서 정치지식은 상충

적 태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p<0.05), 정치지식이 낮은 사람일수록 범주에 상관없이 태도 상충

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육정도는 모든 모델에서 계수

값이 음수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기존의

연구들은 정치적 세련도를 개인의 교육수준을 통해 추정하여 개인

의 낮은 학력과 태도 상충성 사이의 연관성을 규명 혹은 부정하려

는 시도를 해왔다(Converse, 1964; Lavine, 2001; Rudolph and

Popp, 2007). 하지만 정치적 대상에 대한 개인의 태도가 형성되는

데 중요한 요인은 개인이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정규 교육기관에

서 수학했는가의 문제가 아닌, 개인이 정치라는 특정 분야에 얼마

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의 문제일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또한 복수의 정치적 대상들에 대한 태도에 있어 중요한 요인

은 교육정도가 아닌 정치지식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 결과는 비록

다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정규 교육과정을 짧게 경험한 사람이라

도 정치라는 특정 분야의 지식을 습득한다면 자신의 교육수준과

상관없이 정치적 대상에 대한 안정적이고 일관된 평가를 할 수 있

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는 이를 통해 선거의 불안정성과 불예측

성을 낮추어 안정적인 민주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민주시민

을 위한 정치교육, 현실 정치에 대한 정보제공 등의 정치적 교육

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정당일체감 강도를 살펴보면, 모든 모델에서 정당일체

감 강도는 태도 상충성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즉, 정당일체감이 약한 사람

일수록, 무당파인 사람일수록 정당, 후보자 및 쟁점에서 더 상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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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태도를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당일체감은 유

권자들이 정당과 후보자들에 대한 안정적인 평가를 내리는데 가장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기준 중 하나이다. 따라서 정당일체감이 약

하거나 지지 정당이 없는 유권자는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평가를

위해 쟁점, 공약과 같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인지적 노력을 필요

로 하는 기준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들은 정당일체감이 강한

유권자보다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평가에 있어 더 많은 어려움을

느끼기에 태도 상충성 또한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정한울(2012)과 김연숙(2014b)은 상충적 태도를 보이는 유

권자를 연령, 소득, 이념성향으로 설명하였다. 이들은 태도 상충성

을 보인 유권자는 연령 및 소득이 낮고 중도적 이념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주장하였고, 본 연구 또한 태도 상충성과 연령,

소득 및 이념성향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먼저

연령은 진보정당과 진보정당의 후보자 사이의 태도 상충성을 살펴

본 모델 4를 제외한 나머지 모델에서 모두 태도 상충성과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태도를 살펴본 모델 1, 2, 3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태도 상충성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쟁점 태도를 살펴본

모델 5에서는 연령이 높은 사람들은 쟁점에 대해 상대적으로 일관

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소득은 진보정당과

진보정당의 후보자 사이의 태도 상충성을 분석한 모델 4에서만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p<0.05), 소득이 낮은 사람일수록 진보정

당과 진보정당의 후보자 사이에서 상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

다. 마지막으로 이념성향의 경우, 쟁점과 비 쟁점 대상들의 대조적

인 모습이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정당 및 후보자로 대표되는 비

쟁점 대상들에 대한 태도 상충성은 이념성향과 유의미한 양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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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관계를 보였으며(p<0.01), 보수적 성향을 보이는 유권자일수록

태도 상충성이 높았다. 반면 쟁점태도와 이념성향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존 연구와 다른 이념성

향과 태도 상충성 사이의 관계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특수한 맥

락을 통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017년 5월 7일에 이루어졌던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이전의 선거들과는 달리 제18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궐위에 의한

보궐선거로 치러졌다. 보수 정당의 수장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이 연관된 여러 스캔들이 터지고, 이것이 탄핵으로 이어지면서 보

수정당들은 파편화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부정적인 사건들은 특히

보수 성향을 가진 유권자의 정치 대상에 대한 태도를 상충적으로

만드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실제로 본 연구의 1차 패널조사가

이뤄진 2017년 4월 당시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9%였으며, 당 대

표 후보자로 나온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은 4%까지 떨어진 상태였

다(세계일보, 2017/04/01).

위의 상충적 유권자의 특징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시 한 번 태도

대상 별 범주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상충적 유권자의 특징

을 살펴보고자 했던 기존 연구들은 정당에 대한 감정에서 나타나

는 태도 상충성만을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였고, 낮은 연령과 소득,

중도적 이념성향이라는 특징을 발견하였다. 하지만 표 4에 제시된

것처럼 상충적 유권자의 특징은 태도 대상의 범주 별로 다르게 나

타났기에 특정 대상에 대한 태도 상충성만을 살펴보는 것은 태도

상충성의 단편적 모습만을 관찰하게 하여 포괄적인 그림을 그리는

것을 어렵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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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태도 상충성이 투표행태에 미치는 영향

그렇다면 이렇게 다양한 특징을 갖고 있는 상충적 태도가 정치

학에서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결국 개인이 정치적 대상에

보이는 태도가 투표나 정치참여와 같은 개인의 정치행태에 상당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상충적 태도가 투표라는

특정한 시기의 정치참여, 그리고 일상생활에서의 정치참여와 같은

정치행태와 맺는 관계를 알아보려 한다. 분석을 위해 역시 상충적

태도를 범주 별로 나누어 각각의 모델을 세웠다. 이 때 종속변수

는 투표여부와 정치참여도이며, 독립변수는 태도 상충성이다. 분석

결과는 표 5와 6에 제시되어 있다.

표 5와 6을 보면 태도 상충성은 정당일체감 강도, 이념성향, 교

육정도 등의 변수들을 통제했음에도 투표참여 및 정치참여도에 영

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 6의 모델 3을

제외한 모든 모델에서 태도 상충성은 정치행태에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따라서 해당 분

석 결과는 태도 상충성은 오차 분산이나 낮은 정치적 세련도로 인

한 오류가 아닌 정치행태를 설명할 수 있는 고유한 특징을 가진

유의미한 변수 중 하나라는 것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표 5와 6을 더 자세히 살펴본다. 먼저 제시된 표 5를

보면 태도 상충성이 모든 모델에서 투표여부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음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었으며(p<0.1), 복수의 정치적 대상들

에 대해 상충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유권자는 투표참여에 소극적

인 경향을 보였다. 이 결과는 태도 상충성이 유권자의 정치적 행

동을 방해한다는 의견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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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상충적 태도가 투표참여에 미치는 영향

(1) (2) (3) (4) (5)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Model 5

상충성
-0.03**

(0.003)

-0.03**

(0.01)

-0.03**

(0.004)

-0.01*

(0.004)

-0.13+

(0.01)

정당일체감

강도

0.35**

(0.09)

0.28**

(0.09)

0.29**

(0.10)

0.43**

(0.10)

0.50**

(0.09)

성별
-0.25

(0.17)

-0.34*

(0.17)

-0.30+

(0.17)

-0.32+

(0.17)

-0.32+

(0.17)

나이
0.02

(0.08)

0.02

(0.08)

0.03

(0.08)

-0.02

(0.08)

-0.02

(0.08)

소득
0.10*

(0.04)

0.09*

(0.04)

0.09*

(0.04)

0.10*

(0.04)

0.10*

(0.04)

대구/경북
0.10

(0.26)

0.06

(0.26)

0.09

(0.25)

0.03

(0.25)

0.04

(0.25)

인천/경기
0.27

(0.21)

0.24

(0.21)

0.26

(0.21)

0.23

(0.21)

0.24

(0.21)

경남/부산
0.18

(0.26)

0.15

(0.26)

0.17

(0.26)

0.11

(0.26)

0.13

(0.26)

호남
0.79+

(0.41)

0.75+

0.41

0.78+

(0.41)

0.78+

(0.41)

0.77+

(0.41)

교육정도
0.12

(0.15)

0.12

(0.15)

0.11

(0.15)

0.18

(0.15)

0.17

(0.15)

이념성향
0.02

(0.05)

0.01

(0.05)

0.02

(0.05)

-0.06

(0.05)

-0.07

(0.05)

상수
2.17**

(0.59)

2.65**

(0.61)

2.27**

(0.60)

2.03**

(0.65)

16.04**

(0.75)

N 3303 3303 3303 3303 3303
Pseudo

R-squared
0.0937 0.0931 0.0964 0.0581 0.0557

log likelihood -566.849 -567.258 -565.195 -589.162 -590.626

** p<0.01, *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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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상충적 태도가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

(1) (2) (3) (4) (5)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Model 5

상충성
0.002** 0.002* 0.001 -0.002** -0.007**

(0.001) (0.001) (0.001) (0.001) (0.001)

정당일체감

강도

0.31** 0.32** 0.31** 0.28** 0.29**

(0.02) (0.02) (0.02) (0.02) (0.01)

교육정도
0.06* 0.06* 0.06* 0.06* 0.04

(0.03) (0.03) (0.03) (0.03) (0.03)

성별
0.09** 0.10** 0.10** 0.10** 0.10**

(0.03) (0.03) (0.03) (0.03) (0.03)

나이
-0.05** -0.05** -0.05** -0.05** -0.06**

(0.01) (0.01) (0.01) (0.01) (0.01)

소득
0.04** 0.04** 0.04** 0.04** 0.04**

(0.01) (0.01) (0.01) (0.01) (0.01)

대구/경북
-0.02 -0.01 -0.01 -0.01 0.0001

(0.05) (0.05) (0.05) (0.05) (0.05)

인천/경기
-0.01 -0.01 -0.01 -0.01 -0.01

(0.04) (0.04) (0.04) (0.04) (0.04)

경남/부산
0.02 0.02 0.03 0.03 0.03

(0.05) (0.05) (0.05) (0.05) (0.05)

호남
0.04 0.04 0.04 0.05 0.04

(0.06) (0.06) (0.06) (0.06) (0.06)

이념성향
-0.05** -0.05** -0.04** -0.04** -0.04**

(0.01) (0.01) (0.01) (0.01) (0.01)

상수
0.55** 0.54** 0.57** 0.72** 1.06**

(0.11) (0.11) (0.11) (0.12) (0.14)

N 3303 3303 3303 3303 3303

Adj R-squared 0.1620 0.1613 0.1607 0.1620 0.1681

** p<0.01, *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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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태도 상충성과 정치참여도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 표 6을

보면 모델 별로 태도 상충성이 정치참여도에 미치는 영향이 다름

을 알 수 있다. 예컨대, 진보정당과 진보정당 후보자 사이의 상충

성을 보여주는 모델 4와 안보쟁점과 복지쟁점 사이의 상충성을 보

여주는 모델 5에서는 투표참여와 마찬가지로 태도 상충성이 높은

유권자일수록 정치참여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p<0.01), 양대

정당 사이의 상충성이나 상반된 정당의 후보자 사이의 상충성을

분석한 모델 1과 2에서는 오히려 태도 상충성이 높은 유권자일수

록 일상생활에서 더 활발한 정치참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5).

표 5와 6의 결과를 종합해서 살펴보면 진보정당과 후보자 사이

의 태도와 안보와 복지 쟁점 사이의 태도 상충성이 높을수록 유권

자는 모든 정치적 행동에 있어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양대 정당 사이의 태도 상충성과 양대 정당 후보자들 사이의 태도

상충성은 오히려 적극적인 정치참여와 연관이 있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다시 한 번 태도 대상 별로 상충성의 성격이

다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차원적 모델을 통해 개인의 태

도를 이해했던 학자들은 태도 상충성을 보이는 사람들을 세련도가

낮으며 엘리트의 의견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소극적이고 수동적

인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Converse, 1964; Ajzen and Fishbein,

1980; Alvarez and Brehm, 1995;1997). 하지만 태도의 다차원적 모

델에 입각하여 태도 상충성을 설명한 학자들은 오히려 상충적 유

권자들은 내면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정보 수

집과 처리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Maio et al., 1996;

Rudolph and Popp, 2007). 본 연구의 결과 또한 다차원적 모델을

주장한 학자들의 분석 결과와 유사했다. 만일 기존의 연구처럼 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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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과 같은 특정한 부분만을 통해 태도 상충성의 성격을 살펴보았

다면, 우리는 상충적 유권자를 정치 지식이 부족하며 내면의 갈등

으로 인해 투표참여를 비롯한 일상적인 정치참여도 하지 않는 소

극적이고 민주적 시민이라는 규범적 가치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

이라고 정의 내렸을 지도 모른다. 본 연구의 결과 또한 복수의 정

치적 대상들에 대한 태도 상충성은 정치 지식이 낮은 사람들 사이

에서 주로 나타나며, 투표 결정과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한다는 결과를 제시한다. 하지만 태도 상충성과 정치참여의 연관

성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모델 별로 그 결과가 상이했으며, 쟁점

및 진보정당과 후보자 사이의 태도 상충성 모델과 양대 정당과 정

당 후보자들 사이의 상충성은 서로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정

치참여 문항이 최근 1년간의 SNS, 인터넷 커뮤니티, 집회 및 시위

참여 등의 일상적 정치활동에 대한 참여를 물어본 질문들로 구성

되어있음을 생각해보면 적어도 양대 정당과 정당의 후보자에 대해

상충적 태도를 가진 유권자들은 복수의 정치 대상들을 둘러싼 내

면의 갈등이 적극적으로 현실 정치에 참여하도록 유도했다고 추론

해볼 수 있다. 이처럼 상충성의 성격은 태도 대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태도 대상에 따른 구분을 통해 더 세밀하게 접근해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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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태도 대상에 따른 상충적 유권자의 특성

1. 선거의 학습효과: 선거 전후의 태도 상충성 비교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사례

다음으로 본 연구는 정치적 맥락이 태도 상충성에 주는 영향을

살펴본다. 개인은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주변 환경들과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간다. 유권자의 태도 상충성을 연구하는 최근의

학자들은 기존의 학자들이 정치적 맥락의 영향력을 간과했음을 지

적하며 유권자를 둘러싼 정치적 환경과 맥락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Keele and Wolak, 2008). 특히 이들은 상이한 정치적 맥락에서

오는 정보량의 차이가 정치적 대상들에 대한 유권자의 태도에서

차이를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선거 중 캠페인은 유권자에

게 정치적 대상들에 대한 다량의 정보를 제공하여 유권자의 태도

형성에 영향을 준다. 캠페인이란 유권자에게 정당 혹은 후보자에

대한 독특한 정치적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캠페인의

중요 요소 중 하나는 복수의 후보자들을 서로 구분할 수 있게 해

주는 정보들이다(Shaw, 1999, pp.390). 선거 기간 중에 이뤄지는

캠페인은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호의적인 인상을 줄 수 있는 메

시지부터 현직자에 대한 보상 또는 처벌을 요구하거나 상대방의

개인적 특성을 공격하는 메시지까지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는 유권자의 태도와 정치행태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

사한다. 롯지와 그의 동료들(Lodge, Steenbergen, and Brau, 1995)

은 실험을 통해 캠페인 당시의 정보가 과거의 기억보다 더 중요하

였음을 입증하였는데, 이처럼 투표를 향해 가는 일련의 과정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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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들에게 강렬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민주적 절차와

현실 정치에 대한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 더불어 투표는 유권자가

선거 기간을 거치면서 얻은 정보들과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

들을 종합하여 도출해 낸 최선의 선택이기에 투표를 통해 얻는 정

치적 경험은 유권자로 하여금 자신의 태도에 확신을 갖게 할 것이

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거 전후의 태도 상충성 변화를 분석하여 선

거라는 민주적 절차가 정치적 대상들에 대한 유권자의 태도 형성

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해당 분석은 제19대 대통령 선거 자

료를 이용하였으며, 이 역시 본 연구가 앞서 구분한 다섯 가지 유

형의 태도 상충성에 대한 각각의 모델을 세워서 수행한다.

먼저 선거 전, 후의 태도 상충성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표 7에 제시되어 있

다.

분석 결과, 모든 모델에서 유의미한 태도 상충성의 변화가 포착

되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쟁점과 비 쟁점 대상의 상충성 변

화가 다른 모델과는 다르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물론 후보자나 정

당에 대한 태도 상충성을 측정할 때 사용한 문항의 척도와 쟁점에

대한 태도 상충성을 측정할 때 사용한 문항의 척도가 다를 뿐만

아니라 후보자나 정당 문항의 척도(0-100)가 쟁점 문항의 척도

(1-4)보다 세밀하기에 쟁점에 대한 상충성 값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어 쟁점 대상과 비 쟁점 대상 상충성의 평균

값을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태도 변화의 값과 T-

값을 통해 후보자 및 정당에 대한 태도 상충성은 선거라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며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쟁점에 대한 태도 상충

성은 선거를 거치면서 오히려 증가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47 -

[표 7] 선거 전후의 태도 상충성 비교

Mean Std. Dev N T-value

후보자
선거 전 28.23 20.81 3361

8.9422
선거 후 25.30 23.18 3361

정당
선거 전 31.48 20.93 3361

10.4612
선거 후 28.44 22.09 3361

보수정당과

후보자

선거 전 25.49 24.22 3361
11.9936

선거 후 21.69 23.63 3361

진보정당과

후보자

선거 전 38.16 20.96 3361
11.5193

선거 후 34.17 20.64 3361

쟁점
선거 전 52.58 14.89 3361

-12.4496
선거 후 55.72 12.47 3361

유권자는 약 20일이라는 짧은 선거 기간 동안 정당, 후보자, 쟁

점 등 다양한 분야와 관련된 방대한 양의 정보에 노출된다. 기존

의 연구들은 유권자가 선거 기간 동안 더 많은 정보에 노출될수록

더 심한 상충성을 보인다고 주장하였지만,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선거 기간 동안의 태도 변화는 태도 대상마다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이러한 태도 상충성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유권자의 태도 상충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들을 중심으로 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표 8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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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선거 전후의 태도 상충성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

(1) (2) (3) (4) (5)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Model 5

성별
-2.57* -2.13* -3.07** -1.96+ -1.12

(1.03) (0.91) (1.02) (1.09) (0.84)

나이
-1.60** -0.94* -0.25 -0.94+ -0.86*

(0.49) (0.43) (0.48) (0.52) (0.40)

소득
-0.09 0.07 0.29 0.28 -0.09

(0.21) (0.19) (0.21) (0.22) (0.17)

대구/경북
-2.16 -0.60 -0.07 -3.77* -0.36

(1.60) (1.41) (1.58) (1.69) (1.30)

인천/경기
0.79 1.18 0.85 0.85 -0.21

(1.18) (1.04) (1.17) (1.25) (0.96)

경남/부산
-4.26** -3.44* -3.20* -1.55 -0.72

(1.60) (1.41) (1.58) (1.69) (1.30)

호남
1.36 2.56+ 0.64 2.16 -0.05

(1.75) (1.54) (1.73) (1.84) (1.42)

교육정도
-1.29 0.84 -0.56 0.36 -1.07

(0.90) (0.79) (0.89) (0.94) (0.73)

정치지식
0.39 -0.01 -0.11 0.04 -0.28

(0.24) (0.21) (0.24) (0.26) (0.20)

정당일체감

강도

0.23 0.53 0.29 2.76** -0.78*

(0.46) (0.41) (0.46) (0.49) (0.38)

이념성향
-1.56** -0.90** -0.12 -1.91** 0.10

(0.27) (0.23) (0.26) (0.28) (0.22)

상수
19.24** 7.26* 7.10* 7.89* 7.23*

(3.64) (3.20) (3.60) (3.84) (2.95)

N 1384 1384 1384 1384 1384

Adj R-squared 0.0497 0.0296 0.0082 0.0824 0.0101

** p<0.01, *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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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앞선 결과들과 마찬가지로 태도 대상 별로 상충성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달랐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부적으

로 살펴보면, 먼저 비 쟁점 대상을 다룬 모델에서는 성별이 상당

히 유의미한 변수였음을 알 수 있다(p<0.1). 해당 분석의 종속변수

는 값이 커질수록 선거 후에 태도 상충성이 더 증가했음을, 값이

작아질수록 선거 후에 태도 상충성이 감소했음을 의미한다. 더불

어 비 쟁점 대상들은 선거 후에 태도 상충성이 감소했다는 점과

연결시켜 생각해본다면, 남성이 여성보다 선거 후에 태도 상충성

이 더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나이의 경우, 비 쟁점 대상에서는 보수 정당과 그 후보자에 대

한 태도 상충성을 제외한 모든 모델에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어

린 사람들보다 선거 후에 태도 상충성이 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투표라는 행위에 도달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은 적

어도 높은 연령대의 유권자에게 확신을 주고 정치적 대상들에 대

한 일관적 태도를 형성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한

편, T-검정을 통해 우리는 쟁점에 대한 태도 상충성은 선거 후에

오히려 더 증가했음을 확인했다. 표 8을 살펴보면, 쟁점 모델에서

나이가 태도 상충성의 변화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

를 보이고 있었다(p<0.05). 이는 나이가 어린 사람은 나이가 많은

사람에 비해 선거 후에 쟁점에 대한 태도 상충성이 증가했다고 해

석 가능하다.

태도 상충성에 영향을 주었던 주요 변수 중 하나인 정당일체감

의 강도와 이념성향을 살펴보면, 먼저 정당일체감은 진보정당과

그 후보자에 대한 상충성과 쟁점에 대한 태도 상충성을 살펴본 모

델에서 상충성의 변화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인 것으로 나타

났다(p<0.05). 하지만 진보정당과 그 후보자에 대한 태도 상충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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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일체감의 강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 것과 달리, 쟁점에 대

한 태도 상충성은 정당일체감의 강도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정당일체감의 강도가 높을수록 진보정당과 그 후보자에 대한

태도 상충성이 선거 후에 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정당

일체감의 강도가 높을수록 쟁점에 대한 태도 상충성은 오히려 선

거 후에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념성향의 경우, 양대 정

당의 후보자 사이의 상충성과 양대 정당 사이의 상충성을 살펴본

모델에서는 보수적인 사람일수록 선거 후의 태도 상충성이 선거

전의 태도 상충성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p<0.01), 진보정당

과 그 후보자에 대한 태도 상충성 또한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

람들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사람보다 선거 후의 태도 상충성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흥미로운 것은 교육정도와 정치지식이 태도 상충성의 변화에 미

치는 영향이다. 기존 학자들은 태도 상충성에 대한 연구에서 개인

의 교육정도 혹은 정치지식을 태도 상충성에 영향을 주는 매우 중

요한 요소로 여겼으며, 앞선 표 4의 상충적 유권자의 특징을 살펴

본 분석에서도 특히 정치지식이 상충적 유권자를 설명해주는 핵심

요인 중 하나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표 8의 태도 상충성의 변화에

는 교육정도와 정치지식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선거 기간 동안의 정치적 경험에 의한 태도 변화는

개인의 학력이나 지식수준과는 관련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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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거 수준에 따른 태도 상충성의 차이:

제19대 대통령 선거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비교

다음으로 본 연구는 상이한 선거 수준에 따른 태도 상충성의 차

이에 대해 살펴본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킬과 워락(Keele and

Worak, 2008)과 같은 학자들은 선거의 수준에 따라 사건의 중요도

와 경쟁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들이 마주하게 되는 정보량 또한 차

이가 있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많은 유권자들은 보통 국회의원 선

거보다 대통령 선거를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선거구마다 한 명

씩, 여러 명의 당선자가 배출되는 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대통령

선거는 전국적으로 단 한 명만을 뽑는 절차이기에 캠페인의 활성

화 정도나 매체의 주목도 또한 대통령 선거에서 더 클 것이다. 때

문에 유권자가 정당이나 후보자를 평가할 때 이용 가능한 정보들

이 캠페인이나 매체를 통해 더 많이 제공될 것이고, 기존의 연구

들이 지적한 것처럼 정보량의 차이는 유권자의 태도 상충성에서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비교하여 선거의 수준 별로 유권자의 태

도 상충성에서 차이가 나타나는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독립표본 T-검정을 통해 두 선거에서 나타나는 태도 상충

성의 평균값을 확인하였다. 앞선 연구 방법에서 언급했듯, 대통령

선거와 달리 국회의원 선거는 지역구마다 후보자가 다르기에 개별

유권자가 갖고 있는 후보자에 대한 태도에는 후보자 개인의 특징

이 반영되어 대통령 선거와 일괄적인 비교가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비교 대상으로 양대 정당에 대한 상충성과 안보와 복지쟁

점에서 보이는 상충성으로 범주를 제한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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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제시되어 있다.

[표 9] 선거 수준 별 상충성 비교

Mean Std. Dev N T-value

정당

상충성

대통령 선거 27.41 21.94 1402

-19.48
국회의원 선거 37.56 19.93 1402

쟁점

상충성

대통령 선거 55.03 12.93 1660

13.67
국회의원 선거 49.79 15.67 1660

T-검정을 통해 제19대 대통령 선거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서 나타난 유권자의 태도 상충성의 평균을 비교한 결과, 두 집단

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주 별

로 살펴보면, 정당 상충성의 경우, 국회의원 선거에서 나타나는 태

도 상충성의 평균이 대통령 선거에서의 태도 상충성보다 약 10.15

가량 컸던 반면, 쟁점 상충성의 경우 대통령 선거에서의 태도 상

충성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나타나는 태도 상충성의 평균보다 약

5.24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 흥미로운 점은 정당에 대한 태

도를 살펴본 모델에서 대통령 선거보다 국회의원 선거 당시의 태

도 상충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대통령 선거는 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전국에서 단 한 명의 국가 원수를 뽑는 절차이기에

유권자가 체감하는 중요도는 국회의원 선거보다 높을 것이다. 하

지만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한 보

궐선거였기에 보수정당에 대한 지지율이 상당히 낮은 상태에서 진

행되었다. 이는 즉 선거의 경쟁도가 다른 대선에 비해 상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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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았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요도 및 캠페인 활성화 정도, 정보량

모두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통령 선거에서 태도 상충성이 더

낮게 나타난 것은 제19대 대선이 갖고 있었던 배경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선거의 수준은 유권자의 태도 상충성에서 유의미한 차이

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위의 차이는 태도 상충성

이 유권자의 정치행태에 미치는 영향력에서의 차이로 이어지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본 연구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자료를 이용하여 태도 상충성과 투표여부, 일상적

정치참여와의 관계를 분석한 모델의 계수값을 비교하였다. 해당

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동일한 사람이 응답한 동일한 형식과 척도

를 가진 문항을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10과 표 11에 제시되

어 있다.

먼저 표 10의 투표참여를 종속변수로 한 모델들을 보면 모든 모

델에서 태도 상충성은 투표 참여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상

관관계를 갖고 있었지만(p<0.1) 영향력의 크기는 대통령 선거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네 개의 모델 모두 정당일체감이나 교육정도

등의 변수를 통제했음에도 태도 상충성은 유권자의 투표행태에 유

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었지만, 정당 상충성과 쟁점 상충성 모두

대통령 선거에서 유권자의 투표행태에 더 큰 영향을 주었다.

표 11의 정치참여에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분석 결과, 모든

모델에서 태도 상충성이 유권자의 정치참여도에 미치는 영향은 대

통령 선거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정당 상충성은 정치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 한 것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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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선거 수준 별 비교-투표참여와 태도 상충성

정당 상충성 쟁점 상충성

(1) 대선 (2) 총선 (3) 대선 (4) 총선

상충성
-0.03**

(0.01)

-0.02** -0.13+

(0.01)

-0.03**

(0.004) (0.01)

정당일체감

강도

0.28**

(0.09)

0.22** 0.50**

(0.09)

0.27**

(0.08) (0.07)

성별
-0.34*

(0.17)

0.40** -0.32+

(0.17)

0.42**

(0.14) (0.14)

나이
0.02

(0.08)

-0.04 -0.02

(0.08)

-0.10

(0.06) (0.07)

소득
0.09*

(0.04)

0.07* 0.10*

(0.04)

0.08*

(0.0)3 (0.03)

대구/경북
0.06

(0.26)

-0.46* 0.04

(0.25)

-0.44+

(0.23) (0.23)

인천/경기
0.24

(0.21)

-0.27 0.24

(0.21)

-0.23

(0.17) (0.17)

경남/부산
0.15

(0.26)

-0.53* 0.13

(0.26)

-0.46*

(0.21) (0.21)

호남
0.75+

(0.41)

-0.18 0.77+

(0.41)

-0.12

(0.25) (0.25)

교육정도
0.12

(0.15)

0.11 0.17

(0.15)

0.14+

(0.08) (0.08)

이념성향
0.01

(0.05)

-0.01 -0.07

(0.05)

-0.05

(0.04) (0.04)

상수
2.65**

(0.61)

1.88** 16.04**

(0.75)

2.53**

(0.50) (0.57)

N 3303 2259 3303 2259
Pseudo

R-squared
0.0931 0.0626 0.0557 0.0600

log likelihood -567.258 -771.258 -590.626 -773.339

** p<0.01, *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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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선거 수준 별 비교-정치참여와 태도 상충성

정당 상충성 쟁점 상충성

(1) 대선 (2) 총선 (3) 대선 (4) 총선

상충성
0.002* -0.001 -0.007** -0.005**

(0.001) (0.001) (0.001) (0.001)

정당일체감

강도

0.32** 0.17** 0.29** 0.16**

(0.02) (0.01) (0.01) (0.01)

교육정도
0.06* 0.07** 0.04 0.06**

(0.03) (0.02) (0.03) (0.02)

성별
0.10** 0.11** 0.10** 0.10**

(0.03) (0.03) (0.03) (0.03)

나이
-0.05** -0.02 -0.06** -0.03**

(0.01) (0.01) (0.01) (0.01)

소득
0.04** 0.03** 0.04** 0.02**

(0.01) (0.01) (0.01) (0.01)

대구/경북
-0.01 -0.005 0.0001 0.003

(0.05) (0.05) (0.05) (0.05)

인천/경기
-0.01 -0.05 -0.01 -0.04

(0.04) (0.03) (0.04) (0.03)

경남/부산
0.02 0.02 0.03 0.03

(0.05) (0.04) (0.05) (0.04)

호남
0.04 -0.08 0.04 -0.07

(0.06) (0.05) (0.06) (0.05)

이념성향
-0.05** -0.02** -0.04** -0.03**

(0.01) (0.01) (0.01) (0.01)

상수
0.54** 1.24** 1.06** 1.54**

(0.11) (0.10) (0.14) (0.11)

N 3303 2259 3303 2259

Adj R-squared 0.1613 0.1255 0.1681 0.1393

** p<0.01, *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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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표 9의 T-검정을 통해 선거 수준의 차이가 유권자의

태도 상충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온다는 것을 제

시한 바 있다.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라는 상이한 정치적 맥

락은 유권자가 복수의 정치적 대상에게 갖는 태도에 영향을 주었

으며, 이는 유권자의 태도가 정치행태에 주는 영향력으로까지 이

어졌다. 표 10과 표 11에 제시된 것과 같이 유권자의 태도 상충성

은 국회의원 선거보다 대통령 선거에서 유권자의 정치행태에 상대

적으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표 9에 제시된 태도 상충성의 평균값을 살펴보면 정당

상충성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 크게 나타났지만, 쟁점 상충성은

대통령 선거에서 더 크게 나타나는 등 상충성의 범주에 따라 그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표 10과 표

11에서는 범주와 상관없이 태도 상충성이 유권자의 정치행태에 미

치는 영향력이 대통령 선거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언

급한 것처럼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다른 대통령 선거보다 상대적

으로 경쟁도가 낮았다. 하지만 이러한 사례에서조차 태도 상충성

이 정치행태에 미치는 영향력이 국회의원 선거보다 더 컸으며, 이

를 통해 선거 수준에 따른 태도 상충성의 차이라 분명히 존재함을

재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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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함의

오늘의 선거는 불확실성(uncertainty)과 유동성(volatility)으로

특징지어 진다.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장기적 요인인 정

당에 대한 정서적 일체감(party identification)의 결정력은 점차 약

화되고 있으며, 일반적인 정치체제에 대한 반감(negativity), 회의

감(懷疑感)과 함께 제3당의 득표율이 증가하고 있다(Chressanthis

and Shaffer, 19932)). 한국 또한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무

소속이었던 박원순 후보의 승리와 2011년 안철수 신드롬, 그리고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롭게 등장한 국민의당의 선전

을 통해 더 이상 ‘당선’이 보수와 진보 양대 정당의 전유물이 아니

라는 것을 확인되었다. 이처럼 투표행태를 설명하는 장기적 요인

의 결정력이 약화되고 선거의 단기적 변동이 심화됨에 따라 선거

의 불확실성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태도 상충성은 유권자의 정치행태에 대한 예측을 어렵게 하여

선거의 불확실성과 유동성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알려져 왔다.

복수의 정치적 대상들에 대한 태도들이 서로 충돌하여 발생하는

태도 상충성은 유권자의 투표결정을 늦추고 투표행태에 대한 예측

을 어렵게 한다. 본 연구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갈등이 아닌, 인간

내면의 갈등인 태도 상충성에 초점을 맞추어 유권자의 투표참여와

2) 제3정당과 제3후보자의 도래와 성장에 대해서는 Russel J. Dalton, Scott C.

Flanagan, and Paul Allen Beck, eds, Electoral Change in Advanced Industrial
Democraci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5)와 Ivor Crewe and

D. T. Denver, eds. Electoral Change in Western Democracies: Patterns and

Sources of Electoral Volatility (New York: St. Martin's Press, 198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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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참여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이 정당이나 후보자, 혹은 쟁점에 대한

상충성만을 연구 주제로 삼아 태도 상충성의 단면만을 살펴보았음

을 지적하면서 상충적 태도에 대한 총체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을

위해 태도 대상에 따른 새로운 구분법을 제안하고, 경험적 분석을

통해 새로운 구분법의 유용성을 시험하였다. 나아가 한국 유권자

의 태도 상충성을 살펴보았던 이전의 연구들은 정치적 맥락이 태

도 상충성과 정치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하였음을 지적하며,

선거라는 일련의 과정과 상이한 선거 수준이 한국 유권자의 태도

상충성과 정치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본 연구가 제시한 태도 대상에 따른 구분법이 갖는

유용성이 경험적으로 검증되었다. 본 연구가 제시한 모델 별로 상

충적 유권자의 특징, 상충성이 정치행태에 미치는 영향, 정치적 맥

락에 따른 상충성의 변화 모두 다르게 나타났으며, 이전의 연구가

상충적 유권자의 특징이라고 제시한 요소들은 일부 모델에서만 나

타났다. 유권자들이 다양한 정치적 대상들에 대해 내리는 평가는

곧 투표나 일상적 정치참여와 같은 유권자의 정치적 행동으로 이

어진다. 때문에 정당, 후보자, 혹은 쟁점 중 하나의 대상에 대한

태도만으로 유권자의 태도 상충성과 정치행태 사이의 연관성을 살

펴보는 연구는 단편적인 결과만을 도출해 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당, 후보자, 쟁점과 같은 복수의 정치적 대상들에 대

한 태도를 모두 고려하여 분석 모델을 세웠고, 모델 간의 비교를

통해 각 모델이 보이는 특징을 분석하여 통합적 연구를 시도했다

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특히 본 연구는 교육정도와 정치지식 변수를 한 모델에 포함하

여 두 변수의 유의미성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유권자의 태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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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성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개인이 얼마나 오랫동안 정규 교육과

정을 경험했는가가 아닌, 정치라는 특정 분야의 지식정도인 것으

로 나타났다. 정치에 대한 지식수준이 낮을수록 태도 상충성은 높

아졌다. 이를 통해 교육을 통해 정치라는 특정 분야의 지식을 습

득할 수 있다면 학력과 상관없이 정치적 대상에 대한 안정적이고

일관된 평가가 가능함을 알 수 있었으며, 따라서 현실정치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정보의 제공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본 연구는 태도 상충성이 정당일체감 강도, 이념성향,

교육정도 등의 변수들을 통제해도 투표참여 및 정치참여도에 영향

을 미치는 변수임을 입증하였다. 이는 태도 상충성이 오차 분산이

나 낮은 정치적 세련도로 인한 오류가 아닌 정치행태를 설명할 수

있는 고유한 특징을 가진 중요 변수 중 하나라는 것을 보여준다.

태도 상충성과 투표행태의 관계를 살펴보면 태도 상충성이 유

권자의 정치행태를 방해하는 장애물이라는 의견에 힘을 실어주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태도 상충성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양대 정당 사이의 태도 상충성과 양대 정당 후보자

들 사이의 태도 상충성은 오히려 유권자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정

치에 참여하게 만드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상충적

태도를 갖는 유권자는 잘 모르거나 관심이 없어서 정치참여에 소

극적인 무기력한 사람들이 아님을 보여준다. 이들은 끊임없이 주

변의 정보와 소통하고 현실정치에 직접 참여하면서 자신의 태도를

형성해 나아가는 사람들에 더 가까운 모습을 보인다. 본 연구는

상충적 유권자에게서 이상적 민주 시민의 일면을 발견하였다는 점

에서 그 의미를 갖는다.

또한 본 연구는 선거 전, 후의 태도 상충성의 비교를 통해 유권

자가 복수의 정치적 대상들에게 갖는 태도는 유권자의 정치적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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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과 유권자를 둘러싼 정치적 맥락에 따라 바뀔 수 있음을 확인하

였다. 이렇게 유권자의 태도는 자신을 둘러싼 환경적 요인에 영향

을 받아 변해가는 동적인(dynamic) 모습을 보인다. 이 때 상충적

유권자의 특징을 설명하는 주요 변수였던 정당일체감과 이념성향

은 모델 별로 선거과정 동안의 태도 상충성 변화와 상관관계의 방

향이 다르게 나타났으며, 특히 정치지식과 교육정도는 태도 변화

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치적 경험을 통한 학습효과는 유권자의 지식수준과 무관했다.

다음으로 선거의 수준 별로 태도 상충성을 비교한 결과, 이 역

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이러한 선거 수준 별

차이는 태도 상충성이 유권자의 정치행태에 주는 영향력의 차이로

이어졌다. 태도 상충성이 투표참여와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거의 모든 모델에서 대통령 선거에서 보이는 영향력

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선거의 경우, 국회의원 선거에

비해 유권자가 체감하는 중요도나 경쟁도가 높기 때문에 각종 매

체나 인터넷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양이 상대적으로 더 많

으며, 그 화제성 또한 높기에 유권자 개인의 네트워크에서 구성원

들과 서로의 정보를 나눌 기회가 많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정치

적 맥락이 유권자의 정치적 대상에 대한 태도 형성에 영향을 주

며, 이것이 곧 유권자의 정치행태에 반영됨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기존의 연구가 간과했던 정치적 맥락이 개인의 태도와 정치행태의

연구에 있어 중요한 요인임을 밝히고 있다.

본 연구는 태도 대상에 따른 상충성이라는 분석틀을 제시하며

태도 상충성에 대한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데 도움을 준다. 개인의

태도는 여러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차원은 개별적으

로, 혹은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의 행태와 관계를 맺는다.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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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험적 분석을 통해 그동안 정치행태 연구에서 주목받지 못했

던 상충적 태도의 중요성과 특수성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보이는 몇 가지 한계점을 지적한다. 먼

저, 본 연구의 분석단위는 단일 선거였기에 해당 사례의 분석을

통해 태도 상충성의 특징에 대한 일반화를 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

적할 수 있다. 특히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

의 탄핵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실시된 보궐선거였기에 해당 선거가

갖는 특수한 맥락이 연구 결과에 반영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복수

의 대통령 선거의 비교를 통해 태도 상충성을 설명할 수 있는 일

반적 요인을 발견하는 연구들이 필요하다.

또한 자료의 한계로 인해 비 쟁점 대상에 대한 태도 상충성을

정당 혹은 후보자의 호감도를 통해 살펴보았다는 한계가 있다. 기

존의 학자들이 정의한 태도 상충성은 동일 대상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평가가 공존하는 상태를 일컫기에 호감도만을 통해 살펴보

기 어려운 점이 있다. 예컨대, 미국의 사례를 통해 태도 상충성을

살펴본 연구의 경우, 설문에 특정 정당 혹은 후보자에 대한 긍정

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묻는 문항을 각각 포함하여 이를 통해

태도 상충성을 조작화하였다3). 따라서 태도 상충성에 대한 엄밀한

분석을 위해서는 각 정치적 대상에 대한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

면을 모두 묻는 문항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

3) Lavine(2001), Basinger and Lavine(2005), Yoo(2007)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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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s who

show ambivalent attitudes towards political objects in South Korea,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ttitudinal ambivalence and

political behavior. Specifically, this study proposes a new framework

for empirical research regarding electorate's attitudinal ambivalence in

different domains such as political parties, candidates, and political

issues. Furthermore, while comparing the change in ambivalence

during campaigns in congressional and presidential election, this study

sheds light on the effect of political context on public behavior.

First, the new framework is more useful to capture the

characteristics of attitudinal ambivalence. Results of the research



- 71 -

indicate that the features from previous researches claiming that they

affect the relationship between ambivalence and political behavior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only in a few models. The research confirms

that the new framework explains more of the electorate's ambivalent

attitudes.

Second, attitudinal ambivalence has an independent influence on

individuals' political behavior, even when the factors that affect

political behavior are statistically controlled. Therefore, the research

reaffirms the explanatory power of attitudinal ambivalence.

Third, the research examines the effect of political context. By

comparing pre- and post survey of the 2017 presidential election, the

research demonstrates that political experience acquired during

campaigns can make the change in people's attitudes towards political

objects. Moreover, level of election also makes difference in people's

ambivalent attitudes. Especially, presidential election is considered to

be the most important elections. In addition, competitiveness, degree

of salience, and volume of information provided for various media are

higher than in others. These contextual differences affect the

relationship between attitudinal ambivalence and individuals' political

behavior. The results represent that the size of effect in the

presidential election is greater than the congressional election.

As a consequence, the study emphasizes a comprehensive

approach to individuals' attitudes and the importance of political

context.

keywords : Ambivalent Attitude, Voting Behavior, Political

Participation, 2017 Presidential Election, 2016 Congressional

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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