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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최근 종교의 교리와 사회·정치적 이슈가 직접 충돌하는 사례가 과거

에 비해 잦아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 퀴어 문화 축제, 낙태죄 폐지,

차별금지법 입법 반대 운동, 뉴라이트 운동, 레이디 가가 내한 공연 반대

등 종교, 특히 개신교와 사회적 이슈가 부딪히는 경우를 심심찮게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갈등이 있는 경우 종교 엘리트들과 신도들은 주로 보수

적인 태도를 보였다. 본 연구는 종교를 가진 유권자가 실제로 보수 후보

에게 투표하는 경우가 더 많은가? 라는 단순한 궁금증에서 출발하여 종

교 변수가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에 있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

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후보자 선택에 대한 종교의 독립적인 영향력 분석에서 나

아가 유권자의 정치 성향이 보수 후보 선택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

고, 유권자의 정치 성향과 보수 후보 선택의 관계에 종교 변수가 가지는

조절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자료는 2017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한국정치학회

의 의뢰를 받아 실시한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KSDC)의 제19대 대통

령 선거 관련 유권자 인식 조사의 통계 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은 통계

패키지 STATA 14를 이용하여 기술 통계 분석, 상관 분석, 교차 분석과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실시하고 변수 간 관계를 확인해 보았다.

분석 결과, 정치 성향이 보수 후보 선택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보

였으나, 종교 변수들은 독립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

만 정치 성향과 불교 신도 여부의 상호 작용항이 정치 성향이 보수 후보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유의한 정의 조절 효과를 보였다. 즉, 보수적

인 유권자가 불교 신도일 때 보수 후보에게 투표할 확률이 더 강하게 나

타난다고 확인되었다. 개신교·천주교와 정치 성향의 상호 작용항은 통계

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의 행정학·정책학적 함의는 크게 이론적 함의와 실용적 함의

로 나뉜다. 본 연구의 이론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후보자 선택에

있어 유권자 정치 성향의 중요성 확인이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유권자

의 정치 성향이 결국 후보자 선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변수라는 것을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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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하였으며 정치 성향이 종교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불

교 신도 여부만이 조절 효과를 보인 것을 토대로 종교 관련 연구를 시행

할 경우 종교 집단별로 접근해야 하며 다른 종교 집단들을 묶어서 분석

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셋째, 종교를 독립 변수 또는 통제 변수로

접근했던 기존 선행 연구에서 나아가 종교의 조절 효과를 탐색했다는 의

의가 있다. 넷째, 불교 신도들의 보수 성향을 다시 확인하였다는 사실이

다. 본 연구 결과로 미루어 보아 이전 선거와 비교하여 19대 대통령 선

거에서는 종교의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

교 여부가 정치 성향과 후보자 선택에 정(+)의 조절 효과를 보인 것으로

미루어 보아 불교 신도들이 전통적으로 가장 보수적인 집단이었던 것을

재확인할 수 있었으며, 최근 선행 연구들에서는 보수적으로 나타났던 개

신교 신도에 비해서도 더욱 보수적일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다섯째,

기존의 출신 지역과 세대 중심의 투표 행태 분석에서 나아가 비교적 미

진했던 선거에 있어 종교 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의 실용적 시사점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정당 및 정치 관련 연구소 등이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 시사점이다. 정

당이나 관련 연구소에서 종교와 후보자 선택 간의 관계를 더욱 깊게 이

해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선거 전략 수립을 통한 후보자 지지 세력 확장

및 선거의 승패 원인 규명을 명확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

다. 둘째, 정책 결정자로서 갖춰야 할 정책 지향성의 재확인이다. 후보자

선택에 대한 종교의 영향력이 명확히 규명될수록 정책 결정자 및 선출직

후보자로서는 종교적 중립성을 더욱 견지하는 자세가 더욱 요구될 것이

다. 정책 결정자는 특정 종교에 혜택으로 비춰질 수 있는 정책을 지양하

고 모든 종교인 및 무종교 인구를 아우를 수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해 노

력해야 한다.

주요어: 정치 성향, 후보자 선택, 종교, 투표 행태, 조절 효과

학 번: 2016-24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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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019년 6월, 서울 퀴어 문화 축제가 서울 시청 광장에서 열렸다. 20

주년을 맞은 2019년 서울 퀴어 축제에 경찰 추산 2만여 명이 참가했으며

퀴어 축제에 반대하는 맞불 집회에는 약 7천 명이 참석하였다(YTN,

2019.06.01.). 대학로, 홍대 등지에서 소규모 모임으로 시작한 퀴어 축제는

2015년부터 서울 시청 광장에서 축제 형식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으나,

퀴어 축제를 둘러싼 갈등은 해가 지나도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지난

2017년 6월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소속 천주교, 유교, 개신교 등 종교인

들이 서울 시청 앞에서 퀴어 문화 축제의 서울 광장 사용 승인 취소와

박원순 서울시장을 규탄하는 기자 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국민일보,

2017.06.16.). 또한, 2019년 5월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등 보수 기독교 단

체들이 서울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를 상대로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를 기각하는 일도 있었다(한국경제,

2019.06.01.).

2017년 10월 낙태죄 폐지와 자연 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

입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의 참여 인원이 23만 명을 넘어서며 당

시 헌법재판소에서 다루어지고 있었던 낙태죄 위헌 여부를 사회적 관심

이슈로 끌어올리며 논의에 불을 지폈다. 낙태죄 폐지 이슈에도 다수의

종교 단체가 반대 움직임을 보였다. 천주교 주교회의는 2017년 12월 낙

태죄 폐지 반대 100만인 서명 운동, 청와대 국민 청원에 낙태죄 폐지 반

대 청원 및 신도 동참 독려, 태아 살리기 100일 기도, 묵주 기도 100만

단 바치기 등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 운동에 나섰으며, 개신교의 여러 단

체가 낙태죄 폐지 반대 운동에 동참하였다(연합뉴스, 2017.11.29.).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종교의 교리와 사회·정치적 이슈가 직접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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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하는 사례가 과거에 비해 잦아지고 있다. 위와 같은 사례 외에도 차별

금지법 입법 반대 운동, 뉴라이트 운동, 미국의 유명 가수 레이디 가가

내한 공연 반대 등 종교, 특히 개신교와 사회적 이슈가 부딪히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러한 갈등을 주로 언론 보도를 통해 접하는 일반 국민으

로서는 거대 교단, 종단 및 대형 교회 소속 종교인의 발언을 해당 종교

의 교리를 대변하는 목소리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따라서

개신교를 비롯한 종교인과 신도는 전반적으로 보수 성향이라는 편견 아

닌 편견이 사회 전반적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보아도 무리가 아니다.

본 연구는 종교를 가진 유권자, 특히 개신교 신도가 실제로 보수 후

보에게 투표하는 경우가 더 많은가? 라는 단순한 궁금증에서 출발하였

다. 그간 한국에서의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 요인 관련 연구는 연령, 출신

지역, 소득 수준 등에 집중되어 왔다. 종교와 정치 간의 관계를 다루는

연구 역시 종교별 유권자 개개인의 정치 성향 형성과 각 종교 신도별 정

치 성향의 차이를 설명하는 데에 머물러 있으며 종교와 투표 행태 간의

관계를 계량적으로 접근한 연구는 굉장히 드물게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종교’ 변수가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

는지 실증적으로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불교, 개신교, 천주교, 무종교 순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최현종, 2013), 2012년 대선 결과 기준,

불교 신도와 개신교 신도가 박근혜 당시 후보에게 투표할 확률이 높아지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안종기, 2016). 즉 종교에 따라 투표하는 후보가

달라지며 종교가 독립적으로 후보자 선택에 영향이 있다는 점이 확인되

었다. 따라서 종교가 유권자의 정치 성향에 있어 조절 효과 또한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유권자의 정치 성향이 보수 후보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유권자의 정치 성향에 종교 변수가 가지는 조

절 효과를 탐색하는 데에 주된 목적이 있다. 즉 후보자 선택에 있어 정

치 성향과 종교 간의 상호 작용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행정학·정책학적 기여점이 있을 것으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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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다. 첫째, 그간 투표 행태 연구에 있어 미진했던 종교 변수의 효과를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얻는 이론적 기여점이다. 출신 지역 및

연령과 같이 투표에 있어 전통적인 변수가 아니라 기존에 자주 다루어지

지 못한 변수 분석이라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을 것이며, 종교 집단

별 특성 검증을 통하여 선행 연구 결과와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지 확인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정당, 연구소, 정책 결정자 그리고 선출직

후보자가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 시사점이다. 투표에 있어 종교의 효과

를 더욱 이해하게 된다면 보다 효과적인 선거 전략 수립 및 승패 요인

분석에 도움 될 것으로 예상한다. 본 연구를 비롯한 종교 관련 투표 행

태 연구가 지속되어 종교의 영향력이 명확히 규명될수록, 공직 후보자와

정책 결정자로서는 종교적 중립성을 견지하는 자세가 더욱 요구될 것이

다. 또한, 정책결정자는 특정 종교에 혜택으로 비춰질 수 있는 정책을 지

양하고 모든 종교인과 무종교 인구를 아우를 수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제 2 절 연구의 대상 및 범위

본 연구는 2017년 치러진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한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그 범위를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연령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17년 5월에 광역자치단체별 성, 연령을 고려한 비례 할

당 표본 추출을 통해 선정된 1,200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한 유권자 의식

조사 설문지를 바탕으로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 4 -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제 1 절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 요인

1. 후보자 중심 요인

유권자가 후보자를 선택하는 데는 많은 요인이 작용한다. 선행 연구

에 따르면 유권자들이 선거에서 후보자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은 후보자,

정당, 정책 및 공약, 사회적 쟁점, 유권자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정인

태, 2013). 후보자 선택 요인은 후보자의 개인적 속성, 공약, 소속 정당,

연고 등을 포함하는 후보자 중심의 요인과 유권자의 학력, 출신 지역 등

사회·경제적 조건이 작용하는 유권자 중심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

이다. 후보자 중심 요인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후보자 요인이다. 이는 후보자 개인의 경력, 성격, 외모, 출신

지역 등을 포함하는 개인의 속성으로 인한 유대감 및 호감으로 해당 후

보에게 투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Cain에 따르면 후보자 요인이란 정당

요인, 정책 요인, 사회 경제적 배경 요인, 경제 상황 요인, 여당 지도자

인기 등과 관련이 없는 후보자 개인의 자질, 장점, 업적 및 활동에 대한

평가로부터 발생하는 득표 지지로 정의하였다(Cain, 1987; 이상묵 등,

2011에서 재인용). 국내 후보자 선택 요인 관련 선행 연구를 종합해보면

우리나라 유권자들의 경우 정책이나 정당 요인보다 후보자의 인물 요인,

특히 지역 및 연고 요인이 후보자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 요인으로 작용

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엄운섭과 손진아, 2012). 대표적인 후보자 요

인에 따른 투표 행태 연구는 James Campbell의 1976년 미 대선 예비 선

거 분석이 있다. Campbell에 따르면 후보자의 이미지는 유권자의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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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태에 큰 영향을 끼치며, 평소 정치에 관심이 적은 유권자일수록 그 영

향이 더욱 크다고 밝혔다. Campbell은 후보자 이미지에 기반하여 투표하

는 행위는 크게 두 가지 한계점이 있다고 말한다. 첫째, 후보자 이미지에

대한 평가는 후보자에 대한 평가로써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둘

째, 완벽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후보자 선택(투표)의 경우 이미지보다는

다른 변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이다(Campbell, J., 1983). Stokes

등은 유권자가 후보자에 대한 단순한 인지만으로도 긍정적이며 호의적인

이미지를 갖게 된다고 분석하였다. 유권자가 본래 지지 정당의 후보를

모르고, 반대 정당의 후보만을 아는 경우, 반대 정당 후보에게 투표하는

사례가 상당수 있었으며, 지지 정당 후보보다 반대 후보를 더 긍정적으

로 인식하는 경우, 반대 정당 후보에게 투표함으로써 정당이 아닌 후보

에 따라 투표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즉 Stokes 등에 따

르면 후보자에 대한 이미지 및 인식이 투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영향 요

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Stokes et al., 1962)

둘째, 정당 요인이다. 이는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에

게 투표하는 경우이다. Angus Campbell은 그의 저서 The American

Voter에서 유권자의 정당 일체감 개념을 소개하였으며, 이는 기타 요인

보다 우월한 변수라고 밝혔다. 정당 일체감이란 정당 선호에 있어서 심

리적 성향을 말한다. 미국 국민의 정당 일체감은 여러 선거에 걸쳐 견고

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미국 정당 정치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자

리 잡았다. 정당 일체감이 강할수록 본인이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할 경

향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지지 정당이 중요시하는 가치 노선과 개개인의

성향이 정의 상관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밝혀졌다(Campbell, A., 1960).

정당 일체감은 어릴 때부터 장기간에 걸쳐서 습득되며, 형성된 이후에는

쉽게 변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정당 일체감은 지속적으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이유가 될 뿐만 아니라 유권자의 일반적인 정치적

태도 및 행동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Pinkleton et al., 2001;

박상호, 2004에서 재인용). 특정 정당들이 영남 지역과 호남 지역에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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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당선자를 내는 현상은 우리나라에서도 정당이 유권자의 후보자 선

택 요인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정인태, 2013).

셋째, 정책 요인으로, 유권자 본인의 이익 및 정책 선호에 기반을 두

고 투표하는 행위이다. 정책 중심 투표는 유권자 개인에게 가장 이익이

될 수 있는 공약을 제시한 후보 또는 정당에 투표하는 행위로, 가장 이

성적인 투표 행위라고 볼 수 있다. 합리적 선택 이론을 도입한 Downs는

유권자들은 각자의 처지에서 본인에게 가장 큰 효용을 줄 수 있는 정당·

후보에게 투표한다고 하였다. Downs는 합리적 유권자가 모든 정보를 가

졌다고 가정하였을 때 현 정부에서 받은 효용과 야당이 집권 당시 제공

했던 효용을 비교하여 선호를 설정한 후 투표한다고 말하였다(Downs,

1957). 오늘날의 선거에서는 이를 경제 투표, 이익 투표라고도 하며 그

의미가 점점 강조되고 있다. 2008년 18대 총선은 “경제 살리기”, “부동산

세율 인하․뉴타운․재건축․재개발 등 규제 완화” 공약이 투표에서 큰

위력을 발휘하였는데 이는 투표 선택에 있어 경제적 요인의 중요성을 입

증하였다고 할 수 있다(전재섭, 2009).

그렇다면 후보자 중심 요인인 후보자 요인, 정당 요인, 정책 요인 중

어느 요인이 선거에 가장 큰 영향력이 있을까? Enelow 등은 총선과 같

은 저정보 선거(Low-information elections)에서는 정당에 따라 투표할

가능성이 높은 데 반해, 고정보 선거(High-information elections)인 대선

에서는 쟁점·정책에 의해 후보자를 선택할 가능성이 비교적 크다고 분석

하였다(Enelow et al., 1984).

2. 유권자 중심 요인

유권자 중심 요인은 유권자 개개인의 조건과 환경이 투표 행위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학력, 소득 수준, 직업, 출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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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연령, 성별 등이 있다.

이러한 유권자 중심 요인은 대표적으로 Lindon의 투표 행태 분석 모

델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Lindon의 모델에 따르면 투표 선택은 개인의

정치적 태도와 자신에게 주어진 선거의 선택 간 상호 작용의 결과로 이

루어진다. 개인적 정치적 태도는 개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개인의 인

생 경로와 인성, 사회적 요건, 개인의 생활 상태, 가족과 환경, 정치 단체

로부터 받는 영향 등으로 형성되며 주어진 선거 상황에 따라서 변하게

된다. Lindon은 가능한 모든 변수가 포함된 투표 의사 결정 과정 모델을

아래 그림과 같이 제시하였다(이상률, 1990; 신의섭, 2013에서 재인용).

<그림 2-1> Lindon의 모델

개인의 사회·인구학

적 특성

개인의 인생 경로와

인성의 특성

최근의 정치·경제 및

사회적 요건

현재 개인의 생활 상태

가족·환경 및 정치

단체의 최근 영향

개인의 정치적 태도

- 정치적 기질(기본적

태도, 가치관)

- 현실 문제에 대한

정세 판단

- 특정 문제에 대한

견해

- 정당후보자들의이미지

주어진 선거의 선택:

정당과 후보자

개인의 투표

개인의 습관

출처: 이상률. (1990). 정치마케팅-선거를 위한 마케팅 전략. 서울: 이성과 현실; 신의섭
(2013)에서 재인용

Lazarsfeld로 대표되는 콜롬비아 학파의 연구 결과 역시 유권자 중심

요인들을 투표에 있어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 보았다. Lazarsfled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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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년 미 대선을 앞두고 후보자 선택 요인에 관해 연구하였다. 연구는

1940년 5월부터 11월까지 매달 오하이오주 이리 카운티(Erie county,

Ohio)의 약 3,000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연령, 거주 지역, 성별, 교육 수

준, 전화·자동차 소유 등을 조사하였으며, 대중 매체와 선거 운동이 유권

자의 선호도 형성에 미친 영향을 연구하였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지위,

종교, 거주지 등 세 가지 변수가 투표 행위를 나타내는 데 중요한 변수

라는 것을 확인했다. 유권자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민주당보다

공화당에 투표할 가능성이 컸으며, 천주교도는 민주당에, 개신교도는 공

화당에 투표하는 경향성이 있었다. 또한, 이리 카운티 내 산업 시설이 많

은 도시 지역 거주자는 민주당에, 시골 지역 거주자는 공화당에 투표하

는 경향성 또한 발견되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45세 이하 유권자만

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을 때 개신교도의 민주당 후보 선택, 천주교도의

공화당 후보 선택이 45세 이상 유권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즉 연령층

이 어려질수록 전통적인 개신교-공화당/천주교-민주당의 투표 행태가

옅어지는 것을 확인했다(Lazarsfeld et al., 1944).

김영태(2009)에 따르면 우리나라 선거에서는 이러한 요인 중 지역주

의, 유권자의 정치적 이념, 그리고 연령이 후보자 선택에 많은 영향을 미

치고 있으며 그중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출신 지역이다. 한정

택(2007)에 의하면 지역주의의 영향을 받는 선거구에서는 후보자 요인의

비중이 큰 데 반해, 그렇지 않은 선거구에서는 정당 요인이 중요한 것으

로 나타났다.

조기숙(1995)은 연령은 투표 및 성향에도 강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

장하였는데 고령 유권자의 경우 보수 성향이 많지만, 젊은 층은 진보 및

중도 성향이 많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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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 요인

후보자 중심 요인 유권자 중심 요인

후보자 정당 정책
학력, 소득 수준, 출신 지역,

종교…

앞서 살펴본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 요인을 간략히 정리하면 <표

2-1>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유권자 중심 요인 중 종교 변수에 집중하

여 유권자의 정치 성향과 후보자 선택의 관계에 있어서 종교의 조절 효

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제 2 절 종교와 정치 성향

정치 성향 및 종교 관련 선행 연구를 검토하기에 앞서 우리나라의

종교인 구성을 살펴보면, 개신교가 20%, 불교가 16%, 천주교가 8%, 무

종교인이 56%로 무종교인이 절반 이상이고 대표적인 종교 세 가지가 나

머지 인구를 차지하며, 크게 네 집단으로 이루어져 있다(통계청, 2015).1)

비교적 포괄적인 연구를 한 선행 연구부터 살펴보면, 이원규(2015)는

종교 집단은 일반적으로 보수적인 정치 성향을 띠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

다. 기존의 주류 종교는 사회의 지배적인 질서와 제도를 보호함으로써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정치 권력으로부터 종교

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받는 방식으로 상호 작용한다는 것이며

바로 이러한 관계가 종교로 하여금 보수적인 정치 성향을 갖는 데에 영

1) 통계청의 「성별/연령별/종교별 인구-시군구」 조사는 5년 주기로 조사하여 2015
년 자료가 가장 최신 자료임을 확인함(통계청 담당 사무관 유선 통화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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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기성 종교가 현존 정치 질서를 뒷받침하는 보수

적 입장을 취하면 종교는 정치 권력으로부터 종교 제도 유지를 위한 공

식·비공식적 도움을 받는다. 또한, 종교는 가급적 대립을 피하기 때문에

사회적 태도에서도 보수성을 띠게 된다. 이는 모든 종교에서 나타나며

하나의 종교가 지배적 종교로서 확립된 사회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

난다.

미국에서는 종교와 정치 간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오래 전부터 이어

져 왔다. Hoult(1958)는 종교 집단이 비 종교 집단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더욱 영향력을 가지며, 사회의 상호 보완적인 신념과 관행을 따른다고

밝혔다. 즉 당시 사회의 규범을 받아들이며, 보다 보수적인 경향을 띤다

고 밝혔다.

종교의 보수성은 정당명에 종교적인 단어를 명시하는 정당들의 경우

모두 보수적인 노선과 정강·정책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독일의

Christlich Demokratische Union(CDU, 기독교민주당), Christlich-Soziale

Union(CSU, 기독교사회당), 이탈리아의 Democrazia Crstiana(DC, 기독

교민주당), 브라질의 Partido Social Cristao(PSC, 기독교사회당), Partido

Trabalhista Cristao(PTC, 기독교노동당), Partido Social Democrata

Cristao(PSDC, 기독교사회민주당) 등 기독교 정당들은 모두 보수적인 노

선을 취한다(이원규, 2015).

미국의 경우 유럽과 달리 종교를 표방한 정당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주류 기독교(mainline church)는 민주당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복음주

의적 기독교(evangelical)나 근본주의적 기독교(fundamentalism)는 공화

당의 중요한 지지 세력이 되고 있다. 더욱이 1980년대 이후 등장한 ‘도덕

적 다수’(moral majority)를 비롯한 근본주의적 기독교의 정치 참여는 미

국 사회에 있어서 정치와 종교에 대한 새로운 논쟁을 불러일으킨 바 있

다(Manza et al., 2003; 최현종, 2013에서 재인용). 미국인의 다수는 교회

와 국가는 분리될 수 있으나 신앙과 정치는 그렇지 않다고 느낀다(Torr,

2006; 전명수, 2013에서 재인용).



- 11 -

Ebersole(1960)은 개신교 신자들은 민주당원보다는 공화당원이 많고,

천주교 신자들과 유대인들은 공화당원보다 민주당원이 더 많은 경향이

있지만, 알려진 것만큼 종교와 정당 사이의 관계가 일치하지는 않는 것

으로 보았으며 종교와 정당 간에 관계가 있기는 하지만 자신의 종교를

믿는 입후보자에게 투표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종교가 자신들의 생활과 정치적 판단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한다고 밝혔

다. Beatty와 Walter(1982)에 따르면 미국에서 역시 종교 변수를 포함하

지 않고 정치 성향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는데, 종교 변수를

포함하고 낙태, 여성의 역할, 음란물, 성교육, 흑인, 사형 제도 등에 관한

여론 조사를 시행하였을 때, 같은 종교의 신도별로 답변이 매우 비슷하

게 나온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Ysmal(1994)에 따르면 프랑스의

선거에 있어 그 어떠한 사회 경제적 변수보다도 종교가 선거 행동 예측

에 있어서 강력한 변수라고 말한다. 천주교 신자와 무종교 인구 간의 갈

등 및 종교인의 독실한 정도는 프랑스의 사회 계층과 깊게 관련되어 있

으며, 천주교 신자일수록, 또 상류층일수록 보수 정당에 투표할 확률이

높다고 설명하였다.

국내의 경우에는 유석춘과 서원석의 1987년 대선 유동표에 대한 판

별 분석이 종교 변수를 포함하여 후보자 선택 요인을 조사한 연구의 시

작이라 할 수 있다. 유석춘과 서원석의 연구에 따르면 1987년 대선 당시

개신교 신자들은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노태우 후보 순서로, 천주교 신

자들은 김대중, 김영삼, 노태우, 김종필 후보 순서로, 불교 신자들은 노태

우, 김종필, 김영삼, 김대중 후보 순서로 지지 집단을 구성하고 있다고

하였다(유석춘과 서원석, 1990). 즉 불교 신자가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고,

개신교와 천주교 신자는 진보적인 성향이 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당

연구 결과의 개신교 신자들의 당시 성향은 오늘날 우리가 짐작하는 개신

교도의 성향과는 괴리가 있는데, 당시보다 진보적이었던 개신교도의 성

향은 1970∼80년대 많은 기독교 단체들이 민주화 운동에 앞장 선 결과라

고 할 수 있으며 1987년 대선으로부터 30년이 지난 현재, 종교와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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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향 간의 관계 지형이 많이 바뀌었다.

개신교 신도들의 성향이 진보에서 보수로 이동하게 된 계기를 이명

박 대통령 당선으로 보는 관점이 설득력 있다. BBC 월드 서비스, 동아

시아 연구원, 매일경제가 기획한 2006년 국제 여론 조사에 따르면 동 여

론 조사의 2004년 결과에 비해 천주교 신도와 불교 신도는 이념에 큰 변

화가 없는 데에 반해 개신교 신도는 보수 쪽으로 급격하게 이동한 것을

확인하였다<표2-2>. 그 원인으로는 당시 기독교 교단이 안보 및 북핵

문제, 사학법 개정 등 다양한 정치적 이슈에 대해 발언권을 높인 것으로

보았다.

또한 “정치 사회적 문제에 대해 판단을 내릴 때 종교에 영향을 크게

받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불교 신자는 16%,

천주교 신자는 23%였던 데에 반해 개신교 신도는 무려 48%가 그렇다고

답하였다. 즉 개신교 신도의 경우 절반 가까이 자신의 정치적 태도를 종

교 논리와 결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정한울, 2007).

<표 2-2> 종교인별 주관적 자기 이념 점수 평균의 변화

구분 이념점수(2004) 이념점수(2006) 증가 폭

불교 5.4 5.5 1.9%

개신교 4.8 5.4 12.5%

천주교 5.3 5.6 5.7%

종교 없음 5.1 5.5 7.8%

주) 0-4 진보/ 5 중도/ 6-10 보수
자료: BBC, EAI, 매일경제 국제여론조사 2007

2,015명의 개신교 신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한신대학교 학술원 신학

연구소의 조사(2004)에 따르면 조사 대상 개신교 신자의 대다수가 자신

을 보수적이라고 평가하였다. 매우 보수적 10.3%, 약간 보수적 60.5%로,

모두 70.8%의 응답자가 본인을 보수적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나이가

많을수록 스스로 보수로 평가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었는데,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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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 30대 66.5%, 40대 73.8%, 50대 이상 77.8%로 나타났다. 하지만

구체적인 정치·사회 이슈에 대한 질문에는 무조건 보수적인 응답을 하지

는 않았으며 다소 보수적이지 않은 결과도 종종 확인되었다. 김정일 국

방위원장에 대해서는 ‘전쟁 준비만을 위해 북한 주민을 기아로 몰고 간

독재자’ 84.8%, ‘아버지 김일성의 후광으로 권력에 안주하는 후계자’

78.6%, ‘핵무기 등을 생산하여 무력으로 통일하려는 인물’ 75% 등 대부

분 부정적으로 나타났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남한 방문에 대해서는

‘적극 환영’ 22%, ‘비교적 환영’ 63.7%로 방문에는 개방적인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햇볕 정책에 75.2%의 응답자가 찬성하였다. 선호하는 통일

방식은 ‘남북 합의에 의한 점진적 통일’이 80.6%로 가장 높게 밝혀졌으

며, 한반도 평화 위협 요인에 대해서는 51.7%가 북한의 핵 개발을 꼽았

다. 미국에 대해서는 72.5%가 주한 미군 주둔이 북한과의 무력 충돌 가

능성을 낮추고 있다고 답하였으나 미국의 세계 경찰 국가 역할이 바람직

하지 않다고 보는 응답자도 60.2%에 달했다(한신대학교 학술원 신학연

구소, 2004).

이수인(2013)은 2008년 한국종합사회조사 자료를 토대로 종교 집단

간 집단별 정치적 태도의 차이와 성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종

교 집단이 무종교 집단보다 더 보수적이며 당시 대통령인 이명박 대통령

과 정부, 보수 정당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불교가 개신교,

천주교, 무종교 집단과 비교하면 더욱 보수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수인

은 의례적 종교 활동, 비의례적 종교 활동, 종교 몰입, 종교 신념 등 종

교성 변수의 효과 또한 검증하였는데, 개신교와 천주교에서 종교성의 효

과가 뚜렷하게 보였다. 개신교는 주로 보수성을 강화하는 효과가 우세했

고, 천주교는 보수성을 약화하는 효과가 더 우세하게 나타났다.

최현종(2013)은 2012년 대선이 치러지기 전에 조사된 여론 조사 결

과를 토대로 종교에 따른 정당 및 대통령 후보자 지지를 분석하여 종교

집단별 정치적 지향성 차이를 분석하였다. 최현종은 종교를 독립 변수로,

지지 정당 및 후보를 종속 변수로 설정하고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불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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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 지지, 개신교 역시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

을 지지하였으나 불교와 비교하면 평균에 가까웠고, 천주교와 무종교 집

단은 야권 후보와 민주통합당 지지 양상을 보였다. 안종기(2016) 역시

2012년 대선에 있어 종교를 독립 변수로 설정하고 계량적 분석을 시행하

였는데, 정당 지지 성향에서 나아가 실제 투표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였다. 분석 결과, 종교가 후보자 선택에 영향력이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종교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불교 신자는 보수 후보 선택 경

향성이 뚜렷했으며 천주교 신자와 무종교인은 진보 후보 선택 경향성을

보였다. 개신교 신자들은 그 중간에 위치하며 전반적으로 보수적인 성향

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앞서 살펴본 선행 연구에서 나타난 종교별 신도들의 정치 성향을 종

합해보면 불교 신도가 전통적으로 보수, 천주교와 무종교인 인구가 전통

적으로 진보, 개신교 신도가 전통적으로 진보였으나 최근 보수화가 급격

히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며, 종교와 정치 성향 간 관계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간의 선행 연구, 특히 국내 연구는 종교와 정치 성향 간의 대략적

인 관계 및 그 분포에 집중해 왔다. 실제 유권자의 투표 행위 분석에 있

어 종교를 주요 변수로 설정하고 계량적으로 접근한 연구는 매우 드물

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지금까지 미진했던 후보자 선택에 있어 종교

의 영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며 종교 관련 연구에 이해를 더하는 기

여점이 있을 것이다. 또한, 종교 집단별 정치 성향 및 투표 행태 차이가

존재하며 무종교 집단에 비해 종교 집단이 보수적이라는 것이 선행 연구

를 통해 확인되었으므로, 종교의 독립적인 영향력에서 나아가 종교가 정

치 성향과 보수 후보 선택 간의 관계에 있는 조절 효과를 중점적으로 분

석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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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설계 및 분석 방법

제 1 절 연구 모형 및 가설 설정

1. 연구 모형

그간의 종교 관련 정치적 지향성 및 투표 행태에 관한 연구는 있었

으나 후보자 선택에 대한 정치 성향의 영향에 대한 종교의 조절 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확인할 수 없었다. 선행 연구에 의해 종교 집단별 유권자

들의 정치 성향이 다르고 실제 후보 선택에 있어 종교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유권자의 종교에 따라 유권자의 정치 성향 변

수에 차이가 있을 것이며 이는 후보자 선택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추론

할 수 있었다. 또한, 종교별로 이념과 문화가 다르고, 어느 종교 집단은

타 종교 집단과 비교해서 정치 참여·사회 운동 참여를 독려하는 분위기

나 교리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종교 변수가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경우

와 조절 변수로써 작동할 때 그 효과가 다를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

구는 종교 변수를 독립 변수로 설정하기보다 기존 선행 연구에 없었던

정치 성향과 후보자 선택 간의 조절 효과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모형은 <그림 3-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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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연구 모형

독립 변수

정치 성향

종속 변수

보수 후보 선택

조절 변수

종교

통제 변수

학력

고용 상태

출신 지역
가구 소득

가구 재산

주거 형태

결혼 여부
자녀

연령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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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설 설정

앞서 선행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권자의 정치 성향과 종교는

후보자 선택에 있어 집단 간 차이점을 보여 왔다. 본 연구에서는 종교가

정치 성향과 상호 작용을 하였을 때 그 영향력이 달라지는지, 즉 종교

집단에 따라 정치 성향이 후보자 선택에 미치는 정도가 달라지는지 실증

적으로 검증해보고자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유권자의 정치 성향이 보수 후보 선택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유권자의 종교 여부가 보수 후보 선택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유권자의 종교에 따라 정치 성향이 보수 후보 선택에 미치는 영

향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1. 불교 유권자의 정치 성향은 보수 후보 선택에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2. 개신교 유권자의 정치 성향은 보수 후보 선택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3. 천주교 유권자의 정치 성향과 보수 후보 선택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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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변수

1. 종속 변수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종속 변수는 후보자 선택(투표)으로 설정하였

으며 이는 제19대 대통령 선거 관련 유권자 의식 조사 설문에 “선생님께

서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어느 후보에게 투표하셨습니까?”라고 묻는

문항에 대한 응답을 사용하였다. 보수 후보 선택(홍준표, 유승민)과 기타

후보 선택(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기타 후보), 두 집단으로 나누어 진행

하였다.

2. 독립 변수

독립 변수는 정치 성향을 0부터 10까지의 등간 척도로 응답한 조사

결과를 사용하였다. 해당 조사의 문항은 다음과 같다: “정치 이념을 일반

적으로 진보와 보수로 구분합니다. 0부터 10까지 눈금 중에서 선생님께

서는 자신은 어디에 속하며, 대통령 후보들은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

니까? 여기서 0은 진보를 나타내며, 10은 보수를 나타냅니다.”

3. 조절 변수

조절 변수는 종교로 설정하였다. 종교의 조절 효과를 확인하기에 앞서

조절 변수가 독립적으로 후보자 선택에 있어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독립 변수인 정치 성향과 조절 변수의 상호 작용함을 추가하여 후보자

선택에 대한 종교의 조절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종교는 불교, 개신교,

천주교, 무종교 및 기타 네 집단으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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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제 변수

통제 변수는 기존의 연구를 통해 유의미하게 나타난 다음의 유권자

중심의 후보자 선택 요인들로 설정하였는데 학력, 직업, 고용 상태, 출신

지역, 가구 소득, 가구 재산, 주거 형태, 결혼 여부, 자녀, 연령 등을 포함

하였다.

이상의 측정변수는 표<3-1>에 정리하여 설명하였다.

<표 3-1> 측정 변수 설명

구분 변수 척도

종속 변수 후보자 선택

보수 후보 선택(홍준표, 유승민)=1

기타 후보 선택(문재인, 안철수, 심

상정, 기타)=0

독립 변수 정치 성향

11점 척도

(매우 진보=0

…

매우 보수=10)

조절 변수

종교

(무종교 및 기타

대비)

불교=(1 또는 0)

개신교=(1 또는 0)

천주교=(1 또는 0)

통제 변수 학력

6점 척도

(초등학교 졸업=1

중학교 졸업=2

고등학교 졸업=3

전문대 재학/졸업=4

4년제 대학 재학/졸업=5

대학원 재학/졸업=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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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상태
고용 중=1

실업/무직=0

출신 지역

(서울 대비)

인천/경기=(1 또는 0)

대전/충청/세종=(1 또는 0)

광주/전라=(1 또는 0)

대구/경북=(1 또는 0)

부산/울산/경남=(1 또는 0)

강원=(1 또는 0)

제주=(1 또는 0)

기타=(1 또는 0)

가구 월 소득

11점 척도

(100만원 미만=1

…

1,000만원 이상=11)

가구 재산

11점 척도

(5천만원 미만=1

5천만원~1억원=2

1억원~2억원=3

9억원 이상=11)

주택 보유 여부
(주택 보유=1

주택 미보유=0)

결혼 여부
결혼=1

사별/이혼/별거/미혼=0

자녀
있음=1

없음=0

연령

5점 척도

(20대=1

30대=2

40대=3

50대=4

60세 이상=5)

성별
남성=1

여성=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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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분석 방법 및 대상

1. 분석 방법

코딩 및 분석을 위해 통계 프로그램 STATA 14를 사용할 계획이며

자세한 분석 계획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응답자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에

대한 기술 통계 분석을 실시한다. 둘째, 주요 변수 간 상관성 검증을 한

다. 마지막으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실시하여 종속 변수에 대한 독립

변수의 영향력 및 조절 변수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2. 분석 대상

본 연구는 2017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한국정치학회의 의뢰를 받

아 실시한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KSDC)의 제19대 대통령 선거 관련

유권자 인식 조사의 통계 자료를 사용한다. 광역자치단체별 성, 연령을

고려한 비례 할당 표본 추출을 통해 표본을 설정하여 시의성과 신뢰 수

준 면에서 우수하므로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유

권자 의식 조사에 대한 개요는 <표3-2>에 정리하였으며, 유권자 의식

조사에 참여한 1,200명의 특성은 <표 3-3>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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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제19대 대통령 선거 유권자 의식 조사 개요

□ 조사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대인 면접 조사

□ 조사 기간: 2017년 5월 11일 – 5월 24일

□ 조사 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 조사 표본: 1,200명

□ 표본 추출: 광역자치단체별 성, 연령을 고려한 비례 할당 표본 추출

□ 조사 기관: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표 3-3> 제19대 대통령 선거 유권자 의식 조사 응답자 특성

사례수(명) 비율(%)

전체 1,200 100

학력

초등학교 졸업 35 2.9

중학교 졸업 78 6.5

고등학교 졸업 450 37.5

전문대 재학/졸업 219 18.3

4년제 대학 재학/졸업 410 34.2

대학원 재학/졸업 8 0.7

고용 상태
고용 중 1,155 96.3

실업/무직 45 3.8

출신 지역

서울 150 12.5

인천/경기 158 13.2

대전/충청/세종 175 14.6

광주/전라 205 17.1

대구/경북 186 15.5

부산/울산/경남 236 19.7

강원 79 6.6

제주 8 0.7

기타 3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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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월 소득

100만원 미만 17 1.4

100-199만원 74 6.2

200-299만원 183 15.3

300-399만원 300 25.0

400-499만원 249 20.8

500-599만원 228 19.0

600-699만원 84 7.0

700-799만원 39 3.3

800-899만원 13 1.1

900-999만원 6 0.5

1,000만원 이상 7 0.6

가구 재산

5천만원 미만 74 6.2

5천만원-1억원 미만 98 8.2

1억원-2억원 미만 274 22.8

2억원-3억원 미만 300 25.0

3억원-4억원 미만 229 19.1

4억원-5억원 미만 86 7.2

5억원-6억원 미만 56 4.7

6억원-7억원 미만 31 2.6

7억원-8억원 미만 14 1.2

8억원-9억원 미만 9 0.8

9억원 이상 29 2.4

주택 보유 여부
주택 보유 993 82.8

주택 미보유 207 17.2

결혼 여부
기혼 898 74.8

비혼 302 25.2

자녀
있음 919 76.6

없음 281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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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20대 194 16.2

30대 221 18.4

40대 257 21.4

50대 243 20.3

60세 이상 285 23.8

성별
남성 595 49.6

여성 605 50.4



- 25 -

제 4 장 연구 결과

제 1 절 기술 통계 분석

1. 종속 변수

본 연구의 종속 변수는 보수 후보 선택(투표)으로 제19대 대통령 선

거 관련 유권자 의식 조사 설문에 “선생님께서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어느 후보에게 투표하셨습니까?”라고 묻는 문항에 대한 응답을 사용하였

다. 보수 후보 선택(홍준표 또는 유승민 후보에게 투표)은 1의 값을, 기

타 후보 선택(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또는 기타 후보에게 투표)은 0의

값을 부여하였다. 보수 후보에게 투표한 응답자는 268명, 기타 후보에게

투표한 응답자는 693명으로 확인되었다. 보수 후보 선택에 있어 응답자

평균은 0.28로 나타났으며 표준편차는 0.45점으로 계산되었다<표4-1>.2)

<표 4-1> 종속 변수의 기술 통계량

변수 척도 빈도 N 평균
표준

편차
최소 최대

보수후보

선택

보수

후보 (1)
268

1,200 0.28 0.45 0 1
기타

후보 (0)
693

2) 해당 문항에 대한 표본 수=1200/ 응답=961/ 결측값=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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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립 변수

독립 변수는 유권자 의식 조사에 응답한 유권자 개개인의 정치 성향

을 0부터 10의 척도로 조사한 결과를 사용하였다. 매우 진보(0)부터 매

우 보수(10)의 척도로 측정되었다. 응답자의 평균 정치 성향은 4.93으로

중도에 가깝게 밝혀졌다. 표준편차는 2.13으로, 실제 응답의 빈도가 중도

(5점) 근처에 비교적 많이 분포되어 있으나 전반적으로 넓게 퍼져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표4-2>.3)

<표 4-2> 독립 변수의 기술 통계량

변수 척도 빈도 N 평균
표준

편차
최소 최대

정치

성향

0 21

1,200 4.93 2.13 0 10

1 39

2 68

3 177

4 184

5 291

6 102

7 116

8 119

9 33

10 20

3) 표본 수=1200/ 응답=1170/ 결측값=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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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절 변수

조절 변수는 종교로 설정하였다. 종교는 무종교 및 기타, 불교, 개신

교, 천주교의 네 개 집단으로 구분하여 진행하였으며, 종교 변수의 응답

빈도는 우리나라 종교 인구 구성 비율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무종교 집

단이 가장 많았으며, 불교, 개신교, 천주교 순으로 응답 빈도가 높았다.

조절 변수의 평균은 1.86, 표준편차는 0.98로 측정되었다<표4-3>.

<표 4-3> 조절 변수의 기술 통계량

변수 척도 빈도 N 평균
표준

편차
최소 최대

종교

종교 없음

및 기타
589

1,200 1.86 0.98 1 4
불교 277

개신교 247

천주교 87

4. 통제 변수

통제 변수는 기존의 선행 연구를 통해 후보자 선택에 있어 유의미하

게 나타난 유권자 중심의 후보자 선택 요인 변수들로 측정하였는데 통제

변수의 기술 통계량은 <표4-4>에 나타낸 바와 같다.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1)부터 대학원 재학/졸업(6)까지 6점 척도로

측정하였는데 평균은 3.76으로 고등학교 졸업 및 대학교 졸업에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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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고, 표준편차는 1.1로 집계되었다.

고용 상태는 고용 중(1)과 실업/무직(0)를 부여하고 측정하였다. 고용

상태의 평균은 0.96, 표준편차는 0.19로 계산되었다.

출신 지역은 서울, 인천/경기, 대전/충청/세종, 광주/전라,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 제주, 기타로 구분하였고, 평균 4.0, 표준편차 1.87

의 값을 확인하였다.

가구 월 소득의 경우 100만 원 미만부터 1,000만 원 이상까지 11점

척도로 계산해 측정하였는데, 평균 4.73, 표준편차 1.69로, 응답자의 평균

가구 월 소득은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에 위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가구 재산은 5천만 원 미만부터 9억 원 이상까지의 11점 척도로 계

산하였는데 평균 4.27, 표준편차 2.02로, 응답자의 평균 가구 재산은 약 3

억 원 안팎이 평균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보유 여부는 주택 보유(1), 주택 미보유(0)로 측정하였으며, 주

택 보유 여부의 평균은 0.83, 표준편차는 0.38로 계산되어 자가 주택 보

유자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혼 여부는 현재 결혼 상태인 경우(1)와 사별/이혼/별거 및 미혼,

즉 현재 결혼 상태가 아닌 모든 경우(0) 두 가지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결혼 상태의 평균은 0.75, 표준편차는 0.43으로 기혼인 경우가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녀 유무 여부 역시 자녀가 있는 경우(1)와 없는 경우(0)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자녀 유무의 평균은 0.77, 표준편차는 0.42로 나타났다.

연령은 20대(1)부터 60대 이상(5)까지 5점 척도로 측정하였는데, 평

균 3.17, 표준편차 1.4로, 응답자의 평균 나이는 40대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은 남자를 1, 여자를 0으로 코딩하여 측정하였으며, 평균 0.5, 표

준편차 0.5로, 성별 분포가 잘 구성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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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통제 변수의 기술 통계량

변수 N 평균
표준

편차
최소 최대

학력 1,200 3.76 1.10 1 6

고용 상태 1,200 0.96 0.19 0 1

출신 지역 1,200 4.00 1.87 1 9

가구

월 소득
1,200 4.73 1.69 1 11

가구 재산 1,200 4.27 2.02 1 11

주택 보유

여부
1,200 0.83 0.38 0 1

결혼 여부 1,200 0.75 0.43 0 1

자녀 유무 1,200 0.77 0.42 0 1

연령 1,200 3.17 1.40 1 5

성별 1,200 0.50 0.50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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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상관 분석

유권자의 정치 성향과 보수 후보 선택의 관계에 종교가 가져 오는

조절 효과 탐색 이전에, 주요 변수 간 상관 분석을 통해 각 요인 간의

인과 관계 및 독립성을 진단해 보았다.

상관 분석 결과, 종속 변수인 후보자 선택은 유권자의 정치 성향, 연

령에 대해 정(+)의 상관 관계를, 학력, 가구 소득, 결혼 여부, 자녀 유무

에 대해서는 부(-)의 상관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고용 상태,

가구 재산, 주거 형태, 성별은 후보자 선택에 대해 유의한 상관 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독립 변수 유권자의 정치 성향은 고용 상태, 연령, 성별과 정(+)의

상관 관계를 보였으며, 학력, 가구 소득, 결혼 여부, 자녀 유무와 부(-)의

상관 관계를 보였다. 가구 재산 및 주거 형태와는 상관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통제 변수들 간의 상관 관계를 살펴보면, 학력은 가구 소득, 가구 재

산, 결혼 여부, 자녀 유무와 정(+)의 상관 관계를, 고용 상태, 연령, 성별

과는 부(-)의 상관 관계를 보였다. 주거 형태와는 유의한 상관 관계가

없었다. 가구 소득은 가구 재산, 자녀 유무와 정(+)의 상관 관계를, 주거

형태, 연령, 성별과 부(-)의 상관 관계를 보였으나 결혼 여부와는 상관

관계가 없었다. 가구 재산은 주거 형태와 부(-)의 상관 관계가 있었으나

다른 변수들과 유의미한 상관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결혼 여부는 자녀

유무와 정(+)의 상관 관계가, 연령, 성별과 부(-)의 상관 관계가 있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자녀 유무는 연령, 성별과 부(-)의 상관 관계를 보였으

며, 연령은 성별과 상관 관계가 없었다. 성별은 연령과 상관 관계를 보이

지 않았다.

다수의 통제 변수가 후보자 선택과 정치 성향에 대해서 부의 상관

관계를 보였다. 상관 분석 결과는 <표 4-5>에 정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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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상관 분석 결과

구분
후보

선택

정치

성향
학력

고용

상태

가구

소득

가구

재산

주택

보유

결혼

여부

자녀

유무
연령 성별

후보

선택
1 · · · · · · · · · ·

정치

성향
0.5777 1 · · · · · · · · ·

학력 -0.2835 -0.2694 1 · · · · · · · ·

고용

상태
0.0533 0.0683 -0.1057 1 · · · · · · ·

가구

월 소득
-0.1486 -0.138 0.4265 -0.154 1 · · · · · ·

가구

재산
0.0104 -0.0067 0.2232 -0.0197 0.5619 1 · · · · ·

주택

보유
-0.0542 -0.0632 0.071 -0.0209 -0.1127 -0.2882 1 · · · ·

결혼

여부
-0.1085 -0.1213 0.2182 0.0453 0.0578 -0.0204 0.0133 1 · · ·

자녀

유무
-0.1595 -0.1851 0.3197 0.02 0.1485 0.0541 -0.021 0.8224 1 · ·

연령 0.3068 0.329 -0.5656 0.071 -0.2584 0.0203 -0.1881 -0.5136 -0.618 1 ·

성별 0.0164 0.046 -0.1783 -0.065 -0.0599 0.0013 -0.012 -0.0685 -0.0595 0.032 1

주) 음영 처리된 부분은 유의 확률 <0.05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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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교차 분석

본 연구에서 쓰인 범주형 변수에 대해서는 별도의 교차 분석을 통해

변수 간 교차 빈도 및 유의성을 검토해 보았다.

종교 집단 간 후보자 선택에 있어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표 4-6>

과 같이 교차 분석을 실시하였다. 무종교 및 기타 집단에서 보수 후보를

선택한 유권자는 102명, 기타 후보를 선택한 유권자는 355명으로 집계되었다.

보수 후보 선택 유권자 중 무종교 집단의 비중은 38.1%였으며, 무종교

집단에서 보수 후보를 선택한 유권자의 비중은 22.3%였다. 전체 응답자

중 무종교이면서 보수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는 10.6%로 확인되었다.

불교 집단에서 보수 후보 선택 유권자는 95명, 기타 후보 선택 유권

자는 133명으로 밝혀졌다. 보수 후보 선택 유권자 중 불교의 비중이

35.4%, 불교 집단에서 보수 후보를 선택한 유권자는 41.7%, 전체 응답자

중 불교 신자이면서 보수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는 9.9%로 나타났다.

개신교 집단은 보수 후보 선택 유권자가 54명, 기타 후보 선택 유권

자가 145명이었으며 보수 후보 선택 유권자 중 개신교 비중은 20.1%, 개

신교 신도 중 보수 후보 선택 유권자는 27.1%, 전체 응답자 중 개신교

신도이면서 보수 후보를 선택한 유권자는 5.6%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천주교의 경우, 보수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가 17명, 기타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가 60명이었다. 보수 후보 선택 유권자 중 천주교 비중은

6%, 천주교 신도 중 보수 후보 선택 유권자는 22.1%, 전체 응답자 중

천주교 신도이면서 보수 후보를 선택한 유권자는 1.8%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보수 후보를 선택한 유권자를 종교 집단별 비중에 따라

나열하면 무종교(38.1%), 불교(35.4%), 개신교(20.1%), 천주교(6%) 순으

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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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후보자 선택과 종교 교차 표

종교

열 합계무종교

및 기타
불교 개신교 천주교

표본 수 355 133 145 60 693

표본 수/ 열 합계 0.512 0.192 0.209 0.087

표본 수/ 행 합계 0.777 0.583 0.729 0.779

표본 수/ 합계 0.369 0.138 0.151 0.062 0.721

표본 수 102 95 54 17 268

표본 수/ 열 합계 0.381 0.354 0.201 0.063

표본 수/ 행 합계 0.223 0.417 0.271 0.221

표본 수/ 합계 0.106 0.099 0.056 0.018 0.279

행 합계
457 228 199 77 961
0.476 0.237 0.207 0.08

후보자 선택과 출신 지역의 교차 분석에 따르면 출신 지역별 보수

후보 선택 응답자 수는 서울 23명, 인천/경기 19명, 대전/충청/세종 38명,

광주/전라 8명, 대구/경북 96명, 부산/울산/경남 64명, 강원 16명, 제주 2

명, 기타 2명으로 확인되었다.

보수 후보 선택 유권자의 출신 지역별 비중은 서울 8.6%, 인천/경기

7.1%, 대전/충청/세종 14.2%, 광주/전라 3%, 대구/경북 35.8%, 부산/울산

/경남 23.9%, 강원 6%, 제주 0.7%, 기타 0.7%로 밝혀졌다.

출신 지역별 응답자 중 보수 후보 선택 유권자의 비중을 보면 서울

출신 응답자 중 18.3%, 인천/경기 출신 응답자 중 15%, 대전/충청/세종

출신 응답자 중 27%, 광주/전라 출신 응답자 중 4.8%, 대구/경북 출신

응답자 중 62.3%, 부산/울산/경남 출신 응답자 중 35%, 강원 출신 응답

자 중 29.6%, 제주 출신 응답자 중 40%, 기타 지역 출신 응답자 중 66%

로 집계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표 4-7>에 정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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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후보자 선택과 출신 지역 교차 표

출신 지역

서울
인천/

경기

대전/충

청/세종

광주/

전라

대구/

경북

부산/울

산/경남
강원 제주 기타

표본 수 103 108 103 160 58 119 38 3 1

표본 수/

열 합계
0.149 0.156 0.149 0.231 0.084 0.172 0.055 0.004 0.001

표본 수/

행 합계
0.817 0.85 0.73 0.952 0.377 0.65 0.704 0.6 0.333

표본 수/

합계
0.107 0.112 0.107 0.166 0.06 0.124 0.04 0.003 0.001

표본 수 23 19 38 8 96 64 16 2 2

표본 수/

열 합계
0.086 0.071 0.142 0.03 0.358 0.239 0.06 0.007 0.007

표본 수/

행 합계
0.183 0.15 0.27 0.048 0.623 0.35 0.296 0.4 0.667

표본 수/

합계
0.024 0.02 0.04 0.008 0.1 0.067 0.017 0.002 0.002

행 합계
126 127 141 168 154 183 54 5 3

0.131 0.132 0.147 0.175 0.16 0.19 0.056 0.005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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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회귀 분석

본 연구의 목적은 정치 성향이 보수 후보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있

어 유권자의 종교에 따라 조절 효과를 갖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치 성향과 종교의 상호 작용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

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종속 변수는 보수 후보에

게 투표/ 기타 후보에게 투표 두 개의 항으로 구성된 이항 분포를 따르

는 연구이므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사용하였다.

1단계 모형에서는 통제 변수, 독립 변수, 조절 변수를 투입하여 독립

변수의 영향 및 조절 변수의 회귀 계수를 확인하고, 2단계 모형에서는

독립 변수와 조절 변수의 상호 작용항을 추가로 투입하여 변수 설명력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표 4-8>과 같이 두 가지 모형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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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로지스틱 회귀 분석 결과

변수
1단계 2단계

Exp(B) B SE
Z

value

Pr(>|Z|

)
Exp(B) B SE

Z

value

Pr(>|Z|

)

독립

변수
정치 성향 2.058 0.722 0.063 11.480 0.000 1.836 0.608 0.084 7.220 0.000

조절

변수

종교

(무종교

대비)

불교 1.193 0.176 0.263 0.670 0.503 0.145 -1.930 1.014 -1.904 0.057

개신교 0.965 -0.036 0.273 -0.132 0.895 0.176 -1.737 1.055 -1.647 0.100

천주교 0.736 -0.306 0.404 -0.758 0.449 2.820 1.037 1.172 0.885 0.376

상호

작용항

정치 성향*불교 1.439 0.364 0.168 2.161 0.031

정치 성향*개신교 1.340 0.292 0.173 1.691 0.091

정치 성향*천주교 0.807 -0.214 0.191 -1.119 0.263

통제

변수

학력 0.625 -0.470 0.125 -3.766 0.000 0.636 -0.452 0.126 -3.585 0.000

고용 상태 0.698 -0.359 0.552 -0.650 0.515 0.748 -0.291 0.561 -0.518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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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

지역

(서울

대비)

인천/

경기
0.684 -0.380 0.428 -0.887 0.375 0.674 -0.394 0.422 -0.933

대전/

충청/

세종

0.839 -0.176 0.398 -0.441 0.659 0.852 -0.160 0.396 -0.404

광주/

전라
0.125 -2.076 0.526 -3.949 0.000 0.114 -2.169 0.533 -4.071

대구/

경북
3.422 1.230 0.389 3.163 0.002 3.411 1.227 0.387 3.172

부산/

울산/

경남

1.456 0.376 0.386 0.974 0.330 1.501 0.406 0.382 1.064

강원 1.274 0.242 0.505 0.480 0.631 1.161 0.149 0.501 0.298

제주 6.123 1.812 1.243 1.457 0.145 8.702 2.164 1.319 1.641

기타 4.168 1.427 1.354 1.054 0.292 5.297 1.667 1.396 1.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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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음영 처리된 부분은 유의 확률 <0.05를 의미함

가구 소득 0.916 -0.088 0.087 -1.007 0.314 0.913 -0.091 0.087 -1.041 0.298

가구 재산 1.187 0.172 0.072 2.396 0.017 1.180 0.165 0.071 2.315 0.021

주거 형태 1.117 0.111 0.339 0.327 0.743 1.040 0.039 0.345 0.114 0.909

결혼 여부 0.652 -0.427 0.422 -1.011 0.312 0.621 -0.476 0.430 -1.106 0.269

자녀 유무 1.342 0.294 0.480 0.612 0.540 1.364 0.311 0.483 0.643 0.520

연령 1.117 0.111 0.117 0.947 0.344 1.115 0.109 0.118 0.918 0.358

성별 0.732 -0.312 0.215 -1.452 0.146 0.719 -0.331 0.218 -1.519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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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단계 모형 분석

상호 작용항을 포함하지 않은 1단계 모형에서 보수 후보 선택에 영

향을 주는 변수로는 독립 변수인 정치 성향과 통제 변수인 학력, 대구/

경북 출신, 광주/전라 출신, 가구 재산 변수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독립 변수인 정치 성향의 B값이 0.722, 오즈비가 2.058로, 정치

성향이 ‘매우 보수’에 가까울수록 보수 후보에게 투표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했다. 이로써 정치 성향이 보수 후보 선택에 있어 정(+)의 효

과를 가질 것이라는 가설 1이 채택되었다.

통제 변수의 경우, 출신 지역이 대구/경북인 경우 보수 후보 선택에

정(+)의 영향을, 유권자의 출신 지역이 광주/전라 지역인 경우 보수 후보

선택에 부(-)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의 선거들에서 전통

적으로 강한 정치색을 띠었던 대구/경북과 광주/전라 지역의 유권자들이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역시 상반되는 후보자 선택을 한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가구 재산이 많을수록 보수 후보 선택에 정(+)의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보수 후보를 선택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했다.

조절 변수인 종교를 포함한 기타 통제 변수는 보수 후보 선택에 통

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은 없었다. 따라서 종교는 상호 작용항으로써 판단

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2단계 모형 분석에서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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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단계 모형 분석

2단계 모형에서는 유권자의 정치 성향과 조절 변수인 종교의 상호

작용향을 추가하여 종교의 조절 효과를 분석하였다.

2단계 모형에서 역시 독립 변수인 정치 성향은 보수 후보 선택에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치 성향의 B값은 0.608,

오즈비는 1.836으로 측정되었다.

조절 변수인 종교 변수 또한 1단계 모형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 모형 분석 결과, 세 가지 종교와 정치 성향의 상호 작용항 중

불교와의 상호 작용항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

혀졌다. 불교와 정치 성향의 상호 작용항은 0.364의 B값을 가졌는데, 정치

성향에 대한 응답이 한 단계 증가할 때 무종교 대비 불교 신도의 보수

후보 선택 가능성이 0.364만큼 증가함을 의미한다. 정리하면, 보수 성향을

나타낸 사람이 실제로 보수 후보에게 투표할 확률이 높았으며, 이러한 관

계는 그 응답자가 불교 신도일 때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외의 변수들은 1단계 모형과 마찬가지로 대구/경북 출신, 가구 재

산은 정(+)의 영향력을, 광주/전라 출신과 학력은 부(-)의 영향력을 가지

는 것을 확인했으며 기타 변수들은 유의한 영향력을 가지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존의 종교와 그에 따른 종교 엘리트층과 신도들

의 정치 성향을 분석한 선행 연구 결과들과 일관성 있는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종교 집단은 그 종류를 막론하고 무종교 집단과 비교하여 보수

적인 성향을 띠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종교 집단은 보수적인 사회 관

행과 규범을 중시하고, 해당 종교의 오래된 신념과 말씀을 보존, 계승하

는 속성이 있기 때문이다. 국내 선행 연구를 살펴보아도 종교 집단이 무

종교 집단에 비해 보수적인 성향을 보였으며, 공통적으로 불교와 개신교

신도가 보수, 천주교 신도와 무종교 인구가 진보적인 성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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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분석 결과, 불교 신도 여부가 정치 성향과 보수 후보 선

택에 조절 효과를 가지는 것을 밝혀, 기존 선행 연구의 분석과 일치하는

결과를 부분적으로 확인하였다. 불교 신도들의 성향은 1987년 대통령 선

거 분석 연구에서부터 보수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유석춘과 서원석의 연

구 결과, 불교 신자들은 노태우, 김종필, 김영삼, 김대중 후보 순서로 지

지 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본 선행 연구 외에도 BBC 월

드 서비스 등이 기획한 2006년 국제 여론 조사, 이수인(2013), 최현종

(2013), 안종기(2016)의 분석에 따르면 불교 신도들은 공통적으로 보수적

인 정치 성향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 역시 유권자의 정치 성향과 보수

후보 선택 간의 관계에서 불교 신도 여부가 정(+)의 조절 효과를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는 선행 연구에서 나타난 불교 신도들의 보수 성향

에 따른 결과로, 불교 신도들이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역시 보수적인

성향을 지니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기존 선행 연구와

상이한 결과를 보인 개신교에 비교하여 불교 신도의 보수 성향이 더욱

견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단계 모형과 2단계 모형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정

치 성향이 보수 후보 선택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 1이 채택되었다. 그 영향력의 크기는 모형별 차

이는 있었지만 두 모형에서 모두 유효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절 변수인 종교 변수는 1단계, 2단계 모형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가설 2가 기각되었다.

종교의 정치 성향과 보수 후보 선택의 관계에 조절 효과는 일부만이

발견되어 가설 3은 부분 채택되었다. 정치 성향과 불교 신도 여부의 상

호 작용항만이 보수 후보 선택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정치 성향이 보수적인 유권자가 불교 신도일 때 보수 후보에게 투표할

확률이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가설 3-1이 채택되었다. 이는 선행 연구

에서 확인된 불교 신도들의 전통적인 보수 성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왜 불교만 정치 성향과 보수 후보 선택에 조절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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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가지는지 정확히 그 근본적인 원인은 규명할 수는 없다. 하지만, 불

교는 연구 대상인 세 가지의 종교 중 삼국시대부터 우리나라에 뿌리를

내린 가장 오래된 종교이며 ‘호국 불교’와 같이 전통적인 보수 정당의 주

요 가치관과도 일맥상통하는 이념 또한 존재한다. 이와 같은 불교 특유

의 문화와 교리 등으로 인해 보수 후보들의 득표율이 낮았던 19대 대통

령 선거에서 역시 보수적인 유권자가 불교 신도일 때 보수 후보에게 투

표할 확률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개신교 신도 여부 및 천주교 신도 여부와 정치 성향의 상호 작용항

은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나타내지 않아 가설 3-2, 가설 3-3을 기각하였

다. 본 연구의 가설 검증 결과를 아래의 <표 4-9>에 정리하였다.

<표 4-9> 가설 검증 결과

구분 내용 채택 여부

가설 1
유권자의 정치 성향이 보수 후보 선택에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2
유권자의 종교 여부가 보수 후보 선택에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가설 3
유권자의 종교에 따라 정치 성향이 보수 후보 선택

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부분 채택

가설 3-1
불교 유권자의 정치 성향은 보수 후보 선택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3-2
개신교 유권자의 정치 성향은 보수 후보 선택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가설 3-3
천주교 유권자의 정치 성향과 보수 후보 선택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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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시사점

제 1 절 연구 결과 요약

본 연구는 실제 유권자의 정치 성향이 보수 후보 선택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 종교에 따라 정치 성향과 후보자 선택의 관계

가 달라지는지 구명하고자 설문 조사 자료를 통해 통계적 기법의 실증

연구를 실시하였다.

분석 자료는 2017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한국정치학회의 의뢰를

받아 실시한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KSDC)의 제19대 대통령 선거 관

련 유권자 인식 조사의 통계 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은 통계 패키지

STATA 14를 이용하여 기술 통계 분석, 상관 분석, 교차 분석과 로지스

틱 회귀 분석을 실시하고 변수 간 관계를 확인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유권자의 정치 성향을 독립 변수로, 보수 후보 선택

(홍준표, 유승민 후보에게 투표)을 종속 변수로 설정하고 측정하였다. 그

리고 종교의 조절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정치 성향과 불교, 개신교, 천

주교 신도 여부의 상호 작용항을 분석 모형에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정치 성향이 보수 후보 선택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보였으며, 조절 변수 중에서는 불교 신도 여부만이 유의한 관계를 보였

다. 정치 성향이 보수 후보 선택에 대해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불교 신도

여부가 정(+)의 조절 효과를 보였다. 즉, 보수적인 유권자가 불교 신도일

때 보수 후보에게 투표할 확률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개신교와 천주교 신도 여부는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보수 후보 선택에 불교 신도 여부가 더

욱 강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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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함의

유권자의 정치 성향이 후보자 선택에 미치는 영향과 그 관계에 종교

가 미치는 조절 효과를 검증한 본 연구 결과의 함의는 크게 이론적 함의

와 실용적 함의로 구분할 수 있다. 이론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후보자 선택에 있어 유권자 정치 성향의 중요성 확인이다. 분

석 결과, 유권자의 정치 성향이 더욱 보수적으로 기울수록 보수 후보에

게 투표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유권자의 종교에 따라

투표 행태가 달라지는 것은 밝히지는 못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유

권자의 정치 성향이 결국 후보자 선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변수라는 것

을 검증하였으며 정치 성향이 종교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투표 행태 연구에 있어 종교 집단 구분 필요성이다. 유권자의

정치 성향과 후보자 선택의 관계에 있어 종교의 조절 효과를 분석한 결

과, 불교 신도 여부가 보수 후보 선택에 정의 조절 효과를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설계하는 단계에서 모든 종교가 무종교 집단과

비교할 때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경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개신교

와 천주교를 가진 유권자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

해 종교 관련 연구를 시행할 경우 종교 집단별로 접근해야 하며 다른 종

교 집단들을 묶어서 분석할 수 없다는 것을 밝혔다.

셋째, 종교를 독립 변수 또는 통제 변수로 접근했던 기존 선행 연구

에서 나아가 종교의 조절 효과를 탐색했다는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 있

어서 종교가 후보자 선택에 직접 독립적인 영향을 끼치진 않았으나, 유

권자의 정치 성향과 상호 작용을 할 때 불교 신도 여부가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 변수가 이처럼 복잡한 결과를 보인 것으로 미루

어 보아 종교, 본 연구에 있어선 불교 신도 변수는 독립적으로는 후보자

선택에 영향이 없어도, 유권자의 정치 성향과 상호 작용할 때 선거에 있

어 변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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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행태 연구에 있어 보다 새로운 접근이었다는 의의가 있다.

넷째, 불교 신도들의 보수 성향을 다시 확인하였다는 사실이다. 최근

선행 연구에 따르면 개신교 신도 역시 불교 신도와 더불어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종교의 독립적인 영향력

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절 효과에 있어서도 불교만이 그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즉 이전 선거와 비교하여 19대 대통령 선거

에서는 종교의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교

여부가 정치 성향과 후보자 선택에 정(+)의 조절 효과를 보인 것으로 미

루어 보아 불교 신도들이 전통적으로 가장 보수적인 집단이었던 것을 재

확인할 수 있었으며, 최근 선행 연구들에서는 보수적으로 나타났던 개신

교 신도에 비해서도 더욱 보수적일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다섯째, 기존의 출신 지역과 세대 중심의 투표 행태 분석에서 나아

가 비교적 미진했던 선거에서의 종교 변수의 영향을 살펴보았다는 점에

서 의미가 있다. 출신 지역 변수와 연령 변수가 다수의 반복적인 연구를

통해 투표 관련 연구의 주요 요인으로 자리매김했듯이 투표 행태에 있어

종교 관련 연구가 자리 잡는 데에 작게나마 고민해 볼 기회를 더한 것이

행정학·정책학에 있어 학술적 의미가 있다.

본 연구의 실용적 함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정당 및 정

치 관련 연구소 등이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 시사점이다. 정당이나 관련

연구소에서 종교와 후보자 선택 간의 관계를 더욱 깊게 이해한다면, 보

다 효율적인 선거 전략 수립을 통한 후보자 지지 세력 확장 및 선거의

승패 원인 규명을 명확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정책 결정자로서 갖춰야 할 정책 지향성의 재확인이다. 후보자

선택에 대한 종교의 영향력이 명확히 규명될수록 정책 결정자 및 선출직

후보자로서는 종교적 중립성을 더욱 견지하는 자세가 더욱 요구될 것이

다. 정책 결정자는 특정 종교에 혜택으로 비춰질 수 있는 정책을 지양하

고 모든 종교인 및 무종교 인구를 아우를 수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해 노

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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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본 연구는 유권자의 정치 성향과 종교가 상호 작용을 통해 후보자

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의

몇 가지 한계점을 드러나, 다음과 같이 한계점 지적과 함께 향후 과제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불교 신도 여부가 정(+)의 조절 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밝혔지

만, 무종교 집단과 비교하여 불교 신도 여부와 정치 성향의 상호 작용항

이 왜 보수 후보 선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원인을 밝히지 못한

점이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어느 정도의 추측은 가능하지만, 불교 신

도 여부가 영향력을 가지는 이유가 불교의 교리 때문인지, 문화 때문인

지, 혹은 기타 다른 이유 때문인지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관련

질적 연구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

둘째, 각 종교의 세부 종단별 투표 행태 차이점 및 개개인의 종교성

을 고려하지 못한 점이다. 이는 자료와 연구 모형 모두의 한계점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권자의 종교를 묻는 단순한 설문 조사 문항에

대한 답을 활용하였다. 자료의 전반적인 신뢰도는 뛰어났으나 불교의 조

계종, 천태종 등 종단 및 개신교의 침례교, 장로교 등 종단을 구분하지

않은 것과 유권자 개개인의 종교성, 즉 종교적 신념의 강도나 종교 활동

참여 빈도 등 중요한 변수가 부재하였던 것을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종단별 구분, 종교성 항목을 포함한 유권자 인식 조사를 필요로 한다.

셋째, 지나치게 큰 무종교 집단 비율이다. 우리나라 종교인 구성과

본 연구에서 활용한 유권자의 종교별 분포 모두 50% 안팎의 인구가 무

종교 집단에 속한다. 이는 결국 종교 변수를 다루는 연구는 국민(표본)의

절반에 대한 연구, 혹은 무종교 집단 대비 종교인의 차이점을 규명하는

데에 그칠 수 있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따라서 종교 변수 연구에 있어

특정 집단 연구라는 사실을 유념하고 보다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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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의가 필요하다.

넷째, 연구 범위의 특수성이다.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후보자

들의 정치적 스펙트럼에 있어 유권자들에게 넓은 선택권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2017년 대선만의 의미도 있지만, 19대 대선은 헌정 사상 최초로

임기 중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후 치러진 조기 대선이었다. 선거에서의

구도 및 판세, 그리고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조기 대선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였을 때, 향후 선거 연구에서는 본 연구 결과와 상이한 결과가 나

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일관성 있는 종교 변수의 영향력을 보기 위해

앞으로 패널 연구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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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n the moderating effect of

relig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nstituents’ political

orientation and conservative

candidate s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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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can witness religions’ precepts conflicting with social·political

issues nowadays compared to past. One can notice religion, especially

Christianity colliding with social issues such as the Seoul queer

culture festival, illegal abortions, discrimination prohibition laws, the

new-right movements, opposition on Lady Gaga concert. When these

conflicts arose, religious elite groups and believers often showed

politically conservative stance. This study started from a simple

curiosity asking “Are people with religion really more likely to vote



- 53 -

for conservative candidates on elections?” The mission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what effect the religion variable has on constituents’

candidate selection.

This study went forward from identifying simple independent

effect of religion, tried to confirm constituents’ political orientation’s

effect on conservative candidate selection, and verified religion’s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nstituents’ political

orientation and conservative candidate selection.

This study used the constituents’ awareness survey on 2017, 19th

Presidential Election of Republic of Korea which was organized by

the Korean Social Science Data Center. The survey was requested by

Republic of Korea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and Kore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A statistical package STATA 14 was used to

perform descriptive statistics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cross

tabulation analysis, and logistics regression analysis.

As a result, constituents’ political orientation showed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 on conservative candidate selection, but religion

variables did not show significant effect by themselves. However, the

interactive variable of political orientation and Buddhist showed

significantly positive moderating effect on conservative candidate

selection. In other words, conservative constituent who is a Buddhist

has higher possibility on voting for conservative candidate compared

to conservative constituent who has no religion.

This study’s contribution to public administration·public policy

studies can be classified into theoretical implications and practical

implications. This study’s theoretical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it verified which constituents’ political orientation is the most

significant variable on candidate selection, and political orientation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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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 significant than constituents’ religions. Second, it confirmed

which one has to approach different religions separately and religion

can not be studied as bundled together. Third, this study has its

significance which it set religion variable as a moderating variable

compared to precedent researches which usually set religion as an

independent variable or a control variable. Fourth, it confirmed

Buddhists’ conservative political orientation. Based on this study,

religion’s effect was light on the 19th Korean presidential election

compared to other elections. However, the interaction between

constituents’ political orientation and Buddhist showed positive

moderating effect on selecting conservative candidate. Therefore, one

can confirm Buddhists are the most conservative group, and one can

infer which Buddhists are more conservative than Christians whom

were found to be conservative on recent precedent studies. Fifth, it

examined religion variable which was treated as an insignificant

variable on voting behavior studies compared to variables such as

constituents’ hometown or age group.

This study has two practical implications. First, it gives practical

insight to political parties and political research institutes. If they

better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religions and candidate

selection, they can establish effective election strategies which can

broaden candidates’ support groups and better identify election results’

reasons. Second, this study confirmed the policy directivity which

policy makers should possess. As religions’ effect on candidate

selection gets studied definitely, policy makers and candidates should

maintain religious neutrality more carefully than before. Furthermore,

policy makers have to renounce policies which can be viewed as

privilege toward certain religious groups and make effort for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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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can bring every religious groups and people with no religion

together.

Key words: Political orientation, Candidate selection, Religion,

Voting behavior, Moderating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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