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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정당일체감을 중심으로 투표선택을 

하였고, 그 외에 투표선택에서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평가되어 온 변수인 경제평

가 및 정부심판론 등은 유권자의 투표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음을 경험적

으로 검증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이번 19대 총선에서 유

권자의 정당일체감과 그에 따른 투표선택이 선거의 결과를 새누리당의 승리로 귀결지

었으며, 유권자의 경제평가 및 야권이 내세운 정부심판론은 정당일체감을 통제할 때 그 

영향력이 현저히 감소하거나 사라졌을 것이라는 가설을 제시하고 이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유권자의 정치적 선택을 결정짓는 여러 요인들을 다양한 차원에서 검토하여, 여

러 요인들이 유권자의 투표결정에 미치는 독립적인 영향력을 포착하고, 유권자의 투표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요인을 밝히기 위한 시도였다는 점에서 그 정치학적 

함의를 찾아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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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정당은 민주주의를 성취하고 유지시키며 개선하는 기능을 한다. 정당이 이러한 기

능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여부는 제도화된 정당과 정당체계의 존재를 그 전제로 한

다(Mainwaring 1999). 서구 민주주의 국가를 중심으로, 유권자의 정당일체감(party 

identification)은 이러한 제도화된 정당체계를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되어 왔다(Campbell 

et al. 1960; Dalton and Weldon 2007). 유권자가 지니는 정당일체감은 그 유권자의 정치

적 행태에 영향을 미친다. 그 이유는, 정당은 정치적 정보를 요약하고 내포하고 있기에 유

권자들이 정치적 판단을 내리는 데 지름길(shortcut)의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Dow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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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7; Popkin 1994). 이에 유권자들은 특정한 정당을 매개로 하여 정치적 선호를 형성하고 

정치적 판단을 내리게 된다. 

이렇듯, 일군의 연구자들은 이러한 정당일체감이 유권자로 하여금 그 정당에 대해 투표

하도록 만드는 가장 강한 요인이라고 지적해 왔다(Campbell et al. 1960). 다시 말하면, 정

당일체감은 유권자가 투표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정당을 주된 요소로 고려하게 만드는 기

제가 된다는 것이다. 2012년 4월에 치러진 이번 19대 국회의원선거가 바로 그러한 경우였

다. 구체적으로, 야권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심판을 내세우며 새누리당을 비판하였고, 여

당인 새누리당은 이명박 정부와의 차별성을 강조하는 전략을 통해 정권심판론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였다. 그러한 가운데, 여야 간에는 정책이나 주요 의제에 대한 논의가 부재

하였고, 경제적 상황에 대한 책임의 소재는 불분명하였으며, 정당 간의 대결구도만이 부

각되었을 뿐이었다. 2007년의 17대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이전 정부에 대한 경제평가, 그리

고 2008년의 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이명박 정부의 초기 실책 등이 유권자의 지지를 변화

시키는 데 커다란 영향을 미쳐, 두 선거가 회고적 투표(retrospective voting)의 성격을 지녔

던 것으로 평가되었던 것과는 달리(강원택 2008a; 2008b), 이번 19대 총선에서는 그러한 

경향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대신, 주요 정당들이 당명을 바꾸고 당조직을 재편

하면서 이번 19대 총선에 임하였음에도, 이러한 주요 정당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연속성 있

는 지지구도만이 선거 과정에서 주된 쟁점이 되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한편, 많은 선거 전

문가들의 예측과 달리, 새누리당이 원내에서 가장 많은 의석수를 차지하였고, 심지어 원내 

단독과반을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새누리당의 승리는 정당의 단합과 이명박 정부와

의 차별화가 성공했음에 기인한 것이며, 야권의 패배는 내실 없는 정권심판론만을 내세운 

탓이라는 평가가 현재 지배적이다. 

본 연구는 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유권자의 투표결정에 영향을 미친 주된 요인이 무엇

인지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한다. 특히, 예상을 뒤엎고 새누리당이 원내 제1당의 위치를 다

시금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유권자의 투표선택을 이끌어 낸 원인이 무엇인지에 관한 의문이

다. 이에 본 연구는 이번 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정당일체감을 중심으로 투표

선택을 하였고, 그 외에 투표선택에서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평가되어 온 변수인 경

제평가 및 정부심판론 등은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의 투표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음을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이번 19대 총선에서 

유권자의 정당일체감과 그에 따른 투표선택이 선거의 결과를 새누리당의 승리로 귀결 지

었으며, 유권자의 경제평가 및 야권이 내세운 정부심판론은 정당일체감을 통제할 때 그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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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력이 현저히 감소하거나 사라졌을 것이라는 가설을 제시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정당일체감에 대해 축적된 이론적 전통을 살펴보

고, 이후 한국에서의 정당일체감 연구를 찾아보고 제시한다. 이후, 본 연구에서 검증할 주

요 가설들을 제시하고, 변수들을 조작화 한다. 이 변수들을 통해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델

을 설계하고 회귀계수와 한계효과를 분석하여, 가설을 검증하고 그 정치적 의미를 해석한

다. 결론 부분에서는 연구의 주된 논지를 요약적으로 언급하고, 연구의 함의를 제시하고

자 한다. 

II. 기존 연구의 검토
 

투표행태의 연구는 주로 정치사회학적 연구(Lazarsfeld et al. 1944), 정치·사회심리학

적 연구(Campbell et al. 1960), 정치경제학적 연구(Downs 1957) 등으로 대별될 수 있다. 

이 중,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인 정당일체감은 바로 정치·사회심리학적 연구의 내용에 해

당하는데, 이러한 정당일체감의 연구 전통은 주로 미국의 미시간(University of Michigan) 

학파에서 발견된다. 미시간 학파의 연구자들은 The American Voter(1960)에서, 유권자들

이 장기간에 걸쳐 특정한 정당에 대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는 심리적인 애착

감(attachment)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고, 이러한 정당일체감의 존재로 인해 선

거의 안정성과 정당 및 정당체계의 제도화를 담보할 수 있다고 본다(Campbell et al. 1954; 

1960). 유권자의 투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이 존재하지만, 이들은 이러한 정

당일체감이 다른 어떠한 요인들보다도 유권자가 투표결정을 내리는 데 강한 영향을 미

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정당이 유권자들로 하여금 정치적 평가를 내리는 데 

정보의 다양성 및 복잡성을 단순화 시켜주고 단서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

는 것이다. 또한, 정당일체감은 유권자가 정치적 정보를 접하게 될 때 인식의 선별기제

(perceptual screen)로 작용하기 때문에, 정치적 쟁점에 대한 견해를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정당일체감의 측정 방법으로는 두 가지가 제시될 수 있는데, 하나는 유권자의 과

거 투표기록으로부터 측정한다는 것이다. 즉, 어떤 유권자가 일관되게 한 정당에 대해서 

투표하면 그 정당에 대해서 정당일체감을 갖고 있다고 판단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방법은 

유권자의 심리적 상태와 투표행태의 경계를 모호하게 한다는 단점이 지적되고 있다.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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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는 유권자들에게 연속선상에서 정당에 대한 애착감 정도를 직접 질문하는 것인데, 이

는 정당일체감의 방향과 강도를 측정할 수 있으므로 미시간 학파는 이를 바람직한 측정방

법으로서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정당일체감의 개념과 측정방법이 미국의 선거연구에 소

개된 이래로, 정당일체감은 유권자들의 정치적 태도와 행태를 설명하는 주된 변수로 이해

되어 왔으며, 수많은 후속 연구를 양산하였다(Dalton and Wattenberg 2000; Lewis-Beck et 

al. 2008; Weisberg 1980; Niemi and Weisberg 1993; Weisberg and Greene 2003 등). 

한편, 한국에서는 정당일체감에 대한 연구가 아직은 미흡한 실정이다. 데니스(Dennis 

1988)는 한국과 같이 정당의 이합집산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정당의 명칭이 쉽게 바뀌는 

정치적 환경에서는 유권자가 특정 정당을 대상으로 장기적으로 내면화하는 정당성향을 

갖기 어렵기 때문에, 정당일체감에 대한 연구가 용이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그렇지만 한국

의 정치적인 맥락을 고려할 때, 1997년의 15대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여

야성향’이라는 심리적 요인이 투표행태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로 설명되기도 하였다(김

형준·유성모 1997; 성내경 1995; 박찬욱 1993; 유정인 1999; 조중빈 1993). 박찬욱(1993)

은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서 논의되는 정당일체감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한국의 선거정치

에서 이것과 기능적인 대등성(functional equivalence)을 갖는 당파적 태도로 이러한 여야

성향을 제시한 바 있다. 조중빈(1993)은 당파적 성향에 대한 한국적인 적용의 측면에서 이

러한 여야성향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심리적 변수의 역할을 한다고 보았으며, 이에 여야

성향의 형성과정을 간접적으로나마 추측하기 위해 출신지역, 연령, 학력 등의 환경변수들

과의 상관관계를 밝혔고, 나아가 이러한 여야성향이 유권자의 투표결정에 미치는 영향력

을 분석하였다. 이후 황아란(1998)은 1997년의 제15대 대선에서 집권당의 여야 교체가 이

루어짐에 따라 여야성향이 내포하고 있던 기존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음을 지적하며, 따라

서 서구의 정당일체감에 비견하는 ‘정당성향’ 혹은 ‘정당태도’라는 개념을 통해 한국 유권

자의 투표행태를 설명하였다. 이현출(2001) 또한 한국 선거연구에서의 여야성향이 이제는 

정당일체감으로 대체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보다 최근, 강원택(2012a; 2012b)은 한국의 

정당의 명칭 및 그 부분적 구성이 종종 변화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정당의 정치적 

지지층이나 정책적, 이념적 특성은 적어도 1990년의 3당 합당 이후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

음을 밝히며, 이에 정당일체감이라는 개념은 한국의 선거에도 마찬가지로 중요하게 작용

해 왔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한편, 앞서 언급했듯이 정당일체감은 유권자들이 정치적 정보를 수용하는 데 있어 단

서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Campbell et al. 1960; Gerber and Green 1999). 또한, 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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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은 그들의 정당일체감에 일치하는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수용하기도 한다(Markus 

1982; Zaller 1992). 이에 유권자의 경제에 대한 평가가 투표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을 주된 내용으로 하며 선거연구의 독자적인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경제투표(Nadeau 

and Lewis-Beck 2001) 연구와 정당일체감의 연구 사이에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판

단된다. 이는 곧, 선거의 결과를 설명하는 데 기존 연구들은 경제적 성과, 혹은 경제적 성

과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하여, 경제적 인

식의 내생성(endogeneity)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정당일체감이

라는 정치적 정향이 유권자들로 하여금 경제적 성과를 평가하는 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

에, 정당일체감과 경제적 평가 사이에는 공변하는 바가 크다는 것이다. 에반스와 앤더슨

(Evans and Andersen 2006), 그리고 맥도널드와 히스(Macdonald and Heath 1997)는 정당

일체감이 경제적 인식보다 선행하는 요인임을 경험적으로 검증한 바 있다. 그리고 루돌

프(Rudolph 2003)는 유권자가 경제적 성과에 대한 책임을 정치적으로 귀속시키는 데 있

어 당파심(partisanship)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밝히며, 이를 ‘당파적 합리화(partisanship 

rationalization)’라 명명하였다. 

한국 선거연구의 경우, 김재한(1993)은 제14대 대선에서 경제적 요인이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력을 검증하였는데, 이에 대해 이현우(1998)는 김재한의 모델에 응답자의 여야성향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본 모델은 유권자의 여야성향에 따라 집권당의 경제적 실적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구체적으로, 여당 성향을 가

진 응답자는 같은 경제적 상황에 대해서 보다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는 반면, 야당 성

향을 지닌 유권자의 경우는 경제에 대해 보다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

이라는 것이다(이현우 1998, 111). 따라서 경제투표 연구에서 응답자의 여야성향 혹은 정

당일체감을 반드시 통제해야 한다는 것에 최근의 연구들은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권혁

용(2008)은 17대 대통령선거에서 경제인식과 정당일체감이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음

을 밝혔고, 이후 정한울·권혁용(2009)은 경제인식을 결정하는 요인인 당파성을 통제하더

라도, 경제인식의 차이는 18대 총선에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유권자가 투표결정을 내리는 데 대해 미치는 정당일체감의 영향력을 고

려하여, 이번 19대 총선의 경우 유권자들의 정당일체감을 통제할 때 경제평가는 선거결과

에 주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음을 밝히는 동시에, 유권자의 투표선택에 가장 중요한 영향

력을 행사한 요인은 정당일체감이었음을 경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유권자의 경

제적 평가는 상당부분 현 정부에 대한 처벌 혹은 보상, 즉 정부심판론과 연계되기에(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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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심판론을 내세운 야권의 선거전략에도 불구하고, 유권자의 정

당일체감을 통제할 때 정부심판에 대한 인식 또한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였음

을 밝히고자 한다. 다음 절에서, 연구의 가설과 변수의 조작화를 통해 본 연구의 주장을 검

증할 수 있는 모델을 설계한다. 

III. 연구의 가설 및 변수의 조작화

1. 연구의 가설

 

이번 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야권은 ‘MB심판’을 구호로 내세웠고, 새누리당은 총선 이

후 약 8개월 후에 있을 대통령선거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 중 하나로 거론되었던 박근혜 비

상대책위원장을 앞세워 이명박 정부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동시에 정당의 단합을 강

조하며 선거에 임하였다. 이 가운데, 여야간에 민생과 정책에 대한 대결은 부재하였으며, 

경제적 상황에 대한 책임의 소재는 불분명했다. 궁극적으로, 이번 19대 총선은 이명박 대

통령과의 거리를 두어 야권의 정권 심판론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전략을 짠 새누리당과, 미

래에 대한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기보다는 정권 심판에만 초점을 맞춘 야권연대의 대립이 

주축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서울신문 2012/04/13; 한겨레뉴스 2012/04/12). 따라서 본 

연구는 이번 19대 총선에서 유권자가 투표결정을 내리는 데 정당이 가장 주요한 요인이 되

었다는 판단 하에, 선거결과에 대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혹은 미치지 않았다고 예

상되는 요인들에 대해서 경험적인 분석을 시도하고자 다음과 같은 가설들을 제시한다. 

가설 1.  새누리당에 대해 정당일체감을 갖는 유권자가 다른 유권자에 비해 새누리당 및 

새누리당 소속 후보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가설 2.  유권자의 정당일체감을 통제할 때, 유권자의 투표선택에 대한 경제평가의 영향

력은 현저히 감소할 것이다. 

가설 3.  유권자의 정당일체감을 통제할 때, 유권자의 투표선택에 대한 정부심판론의 영

향력은 현저히 감소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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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는 위와 같은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해 변수를 조작화 하고, 모델을 설계한 후,  다

양한 경험적 분석을 통해 19대 국회의원선거의 정치적 함의를 제시한다. 

 

2. 변수의 조작화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에서 실시한 ‘정치와 민주주의에 관한 의식 조

사(2012)’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본 조사는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2012년 5월 3일부터 5월 21일까지 실시되었다. 표본추출은 2011년 2월 주민등록인구현황

에 따라 성별, 연령별, 지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추출 방법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표집오

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였다. 한편, 본 조사는 가장 흔히 활용되는 전화면접조사

가 아닌, 대면면접조사(PI) 방식을 통해 실시되었으며, 표본의 크기 또한 2047명으로 상당

히 큰 수준이므로, 본 데이터는 상당한 정도의 신뢰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어서, 가설검증을 위한 주요 변수들을 조작화 한다. 종속변수를 먼저 살펴보면, 본 연

구의 종속변수 Y는 2012년 4월 11일의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새누리당에 대한  비례대

표 투표 여부’ 및 ‘새누리당 지역구 후보에 대한 투표 여부’이다. 본 선거에서 새누리당 혹

은 새누리당 소속 후보에게 투표하였다고 응답한 경우에 1의 값을 부여하였고, 그 외의 정

당에 투표한 경우에는 0으로 코딩하였다. 무응답은 결측으로 처리하였다. 

주요한 독립변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평가’ 변수는 지난 4년간 우리나라의 경제 

상태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를 질문한 문항을 통해 조작화 한다.1) 매우 나빠졌다=1, 다소 

  1) 설문지 상에서 경제평가에 대한 질문은 지난 4년간-가정형편, 지난 4년간-국가경제, 앞으로 4년 
후-가정형편, 앞으로 4년 후-국가경제라는 네 가지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경제에 대한 
회고적 혹은 전망적 평가와 개인경제 혹은 국가경제 중 어느 차원의 평가가 보다 유의미한지를 
분석하는 다수의 연구들은 대다수 ‘국가경제에 대한 회고적 평가’가 투표행태에 가장 강한 영향
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한다(Kinder and Kiewiet 1981; Markus 1988; Kramer 1971; Fiorina 1981). 
한편, 본 연구는 위에서 언급한 네 가지 차원의 경제평가 중 어떤 것이 새누리당에 대한 투표를 
결정짓는 데 보다 연관성이 컸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새누리당 및 새누리당 소속 후보에 대한 투
표와 네 가지 차원의 경제평가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1> 참조). 그 결과, ‘국가경제-회고
적 평가’가 새누리당 및 새누리당 소속 후보에 대해 투표하는 데 가장 강하고 유의미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따라서 경제투표에 대한 기존 논의와 맥을 같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후 제시될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델에 정당일체감을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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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빠졌다=2, 특별히 좋아지거나 나빠지지 않았다=3, 다소 좋아졌다=4, 매우 좋아졌다=5

로 값을 부여하여, 국가경제에 대한 회고적 평가가 긍정적일수록 큰 값으로 코딩하였다. 

둘째, ‘정부심판’ 변수로서, 이번 19대 총선이 집권여당에 대한 지지 혹은 심판의 의미를 지

닌 선거였다는 데 유권자가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서,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0점에서부

터 매우 큰 영향을 주었다는 10점까지 11점 척도로 조작화 하였다. 셋째, ‘새누리당에 대한 

정당일체감’ 변수이다. 이는 유권자가 평소에 새누리당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경우를 1로, 

그 외의 정당을 지지하거나 혹은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를 0으로 코딩하였

고, 무응답은 결측으로 처리하였다. 넷째, ‘민주통합당에 대한 정당일체감’ 변수이다. 앞의 

경우와 동일하게, 응답자가 평소에 민주통합당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경우 1의 값을 부여

하였고, 그 외의 정당을 지지하거나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를 0으로 코딩하

였으며, 무응답은 역시 결측으로 처리하였다. 다섯째, ‘이념’ 변수는 응답자에 대해 자기 이

념을 평가(self-placement)하는 문항을 활용하여, 가장 진보적인 0점에서부터 가장 보수적

인 10점까지 11점 척도로 코딩하였다.

그 밖에,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통제변수로 설정한다. 한국 선거연구의 경우, 유

권자의 투표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온 사회경제적 변수로서 유권자의 교육수준, 성

별, 연령(혹은 세대), 지역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강원택 2008c; 2009; 김형준 2006; 

서현진 2009; 이갑윤 2008; 이내영 2010; 정진민·황아란 1999; 최준영 2008; 최준영·조진

만 2005). 이에 사회경제적 특성을 통제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다. ‘소득’ 변수는 가

정경제의 소득 정도가 낮은 수준에서 높은 수준에 이르기까지 1점에서 9점까지의 값을 부

여하였다. 응답자의 ‘교육수준’ 변수는 무학에서 박사과정에 이르기까지, 교육수준이 높은 

네 가지 경제평가 변수를 함께 분석해 본 결과, 국가경제-회고적 평가 변수만이 유일하게 통계적
인 유의미성을 나타내었다. 이에 본 연구는 ‘경제평가’ 변수로서 국가경제-회고적 평가를 채택한
다. 그 이유는, 정당일체감의 통제 여부에 따른 유권자의 경제평가의 통계적 유의미성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두 요인의 상호 연관성을 밝히기 위해서이다.

 <표 1> 경제평가와 새누리당 투표의 상관분석(피어슨 상관계수)

새누리당에 투표 새누리당 후보에게 투표

가정경제-회고적 평가
국가경제-회고적 평가

가정경제-전망적 평가
국가경제-전망적 평가

0.1144(p=0.00)
0.1916(p=0.00)
0.0625(p<0.05)
0.0729(p<0.01)

0.1077(p<0.01)
0.1861(p=0.00)
0.0862(p<0.01)
0.0787(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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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에 따라서 1점부터 8점까지로 코딩하였다. 응답자가 ‘남성’인 경우 1로, 여성인 경우 0

으로 코딩하였다. ‘연령’ 변수는 응답자의 만 나이를 그대로 활용하였으며, 19세부터 88세

까지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 변수인데, 응답자의 주요 성장지역이 ‘영남’

인 경우와 ‘호남’인 경우를 조작화 하여 변수로 포함한다.2)

본 연구는 제19대 총선에서 경제평가, 정부심판, 정당일체감이 유권자의 투표결정에 미

친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다음과 같은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모델을 제시

한다. 각 회귀계수는 새누리당 및 새누리당 소속 후보에 대한 투표여부에 미치는 각 변수

의 독립적인 영향력을 나타낸다. 이후에는 본 모델의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그 정치적 의미

를 해석한다. 

Logit(p: Y = 새누리당 비례대표 투표, 새누리당 소속 지역구 후보 투표) 

          = β0 + β1*경제평가 + β2*정부심판 + β3*새누리당 정당일체감 + β4* 민주통합당 정

당일체감 + β5*이념 + β6*소득 + β7*교육수준 + β8*남성 + β9*연령 + β10*영남 + β11*

호남

IV. 경험적 분석의 결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19대 국회의원선거의 시점에 유권자들의 정당일

체감 분포를 제시한다. 그리고 유권자가 인식하는 경제평가와 정부심판의 의미의 강도에 

따라서, 유권자가 새누리당 및 새누리당 소속 후보에 대해 투표했는지의 여부가 어떻게 나

타나고 있는지 교차분석을 통해 살펴본다. 

먼저 <표 2>는 유권자들의 정당지지에 대한 응답을 요약한 것이다. 두 거대정당인 새누

리당과 민주통합당을 지지하는 응답자들은 전체 2047명 중 각각 686명(33.51%), 521명

(25.45%)으로, 특정 정당에 대한 일체감을 지닌 응답자 중 대다수의 정당지지는 두 정당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다수의 연구들은 거주지보다 고향, 출신지역 혹은 주 성장지역이 유권자의 투표선택에 있어 지
역주의의 영향력을 보다 잘 설명하고 있다고 본다(강원택 2008c; 이갑윤 1997; 2002; 최준영 
2008). 따라서 본 연구 또한 지역변수를 조작화하기 위해 현재 거주지가 아닌, 응답자의 주 성장
지역 문항을 채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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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과 <표 4>는 지난 4년간의 국가경제의 평가 정도에 따라서 새누리당 및 새누리당 

소속 지역구 후보에 대해 투표한 유권자의 수를 나타낸 것이다.3)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응

답자가 국가경제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를 내리는 경우 새누리당이 아닌 타 정당과 타 정

당 소속 후보에게 투표하는 경향이 나타나다가, 국가경제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으로 변화

하는 수준에 이르러 새누리당 및 새누리당 소속 후보에게 투표하는 유권자가 증가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국가경제에 대해 ‘매우 좋아졌다’고 평가하는 응답자의 경우, 비례

대표 및 지역구 후보에서 모두 새누리당이 아닌 정당에 투표했다는 특이성을 나타내고 있

  3) 2표병립제를 취하고 있는 국회의원선거 제도 하에서 정당과 지역구 후보를 별도로 선택하는 분
할투표(split-ticket voting)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비례대표 투표와 지역구 후
보 투표를 나누어 분석한다. 

<표 2> 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정당일체감 분포

정당 응답자 수(명) 응답자 비율(%)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자유선진당

다른 정당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

모름/무응답

686
521
60
24
15
734
7

33.51
25.45
2.93
1.17
0.73
35.86
0.34

전체 2,047 100.00

<표 3> 유권자의 경제평가별 새누리당 비례대표 투표(단위: %)

매우 
나빠졌다

다소 
나빠졌다

특별히 
좋아지거나 

나빠지지 않았다

다소 
좋아졌다

매우 
좋아졌다

전체

새누리당 
투표

非새누리당

투표

24.46

75.54

45.48

54.52

55.60

44.40

67.15

32.85

0

100

49.05

50.95

전체 100(139명) 100(620명) 100(518명) 100(137명) 100(5명) 100(1,419명)

χ2=68.45, p=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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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소수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국가경제에 대한 평가만을 고려한다면, 이는 투표선택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에는, 본 연구의 문제의식에 따라, 경제평가에 따라 새누리당을 선택한 비율이 새

누리당에 대한 정당일체감 유무별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살펴본다. <표 5>와 <표 6>

은 새누리당에 대한 정당일체감에 따라 유권자들을 두 집단으로 구분한 후, 각 집단에서 

경제평가의 수준에 따라 새누리당 및 새누리당 소속 후보에 대해 투표를 했는지의 여부를 

살펴본 것이다. 

<표 5>와 <표 6>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새누리당에 대한 정당일체감을 지닌 유권자들은 

지난 4년간의 국가경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든 부정적으로 평가하든, 새누리당에 대해서 

<표 4> 유권자의 경제평가별 새누리당 소속 지역구 후보 투표(단위: %)

매우 
나빠졌다

다소 
나빠졌다

특별히 
좋아지거나 

나빠지지 않았다

다소 
좋아졌다

매우 
좋아졌다

전체

새누리당 
후보 투표

非새누리당 
후보 투표

23.36

76.64

44.48

55.52

55.27

44.73

63.70

36.30

0

100

48.04

51.96

전체 100(137명) 100(616명) 100(512명) 100(135명) 100(5명) 100(1,405명)

χ2=65.19, p=0.00

<표 5>  새누리당 지지자 중 새누리당 비례대표 투표자 및 새누리당 非지지자 중 새누리당 비례대

표 투표자(경제평가별)

새누리당에 투표(명)/ 
새누리당 지지자(명)

비율

(%)
새누리당에 투표(명)/ 
새누리당 非지지자(명)

비율

(%)

매우 나빠졌다
다소 나빠졌다
특별히 좋아지거나 
나빠지지 않았다
다소 좋아졌다
매우 좋아졌다

23/25
226/239

235/248

76/80
-

92
94.56

94.76

95
-

11/114
56/381

53/270

16/57
0/5

9.65
14.70

19.63

28.07
0

전체 560/592 94.59 136/82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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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이상의 투표를 하였다. 즉, 경제평가에 관계없이 총 592명의 유권자 중 560명이 새누

리당을 선택하여 총 94.59%의 새누리당 지지자가 비례대표 선거에서 새누리당에게 표를 

던졌다. 그와는 반면, 새누리당을 지지하지 않는 응답자들 중 비례대표 선거에서 새누리당

을 선택한 경우는 총 16.44%로, 새누리당 지지자들에 비해 소수에 그치고 있다. 그리고 지

역구 의원 선거에서도 마찬가지로, 새누리당 지지자들은 지난 4년간의 국가경제에 대한 

평가에 관계없이, 총 587명의 유권자 중 544명이 새누리당 후보를 선택하여 총 92.67%의 

새누리당 지지자가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에게 투표하였다. 그러나 새누리당을 

지지하지 않는 응답자가 지역구 선거에서 새누리당 소속 후보를 선택한 비율은 총 16.01%

에 불과하다. 한편, 새누리당 지지 여부에 따른 두 집단 내에서도 국가경제의 평가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유권자의 경우 새누리당 및 새누리당 소속 후보를 선택한 비율이 높았

으나, 두 집단 사이에서 보다 현저한 차이가 드러난다는 점을 확인함으로써,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 여부가 유권자의 투표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이번에는, 유권자가 19대 총선이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심판이라고 인식하는 정도가 새누

리당 비례대표 및 새누리당 소속 지역구 후보에 대해 투표한 여부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

타내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새누리당에 대해 투표한 유권자 집단과 그렇지 않은 유권자 

집단 사이에 t-test를 통해 정부심판 인식의 평균값을 비교한다. 아래의 <표 7>을 보면, 검

증의 결과 두 유권자 집단 사이에 정부심판론이 새누리당 및 새누리당 후보에 대한 투표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인식의 차이가 비례대표선거의 경우 유의수준 p<0.01 하에서, 지

역구선거의 경우 유의수준 p<0.05 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각각 t=3.16, 

<표 6>  새누리당 지지자 중 새누리당 지역구 후보 투표자 및 새누리당 非지지자 중 새누리당 지

역구 후보 투표자(경제평가별)

새누리당 후보에 투표(명)/ 
새누리당 지지자(명)

비율(%)
새누리당 후보에 투표(명)/ 
새누리당 非지지자(명)

비율(%)

매우 나빠졌다
다소 나빠졌다
특별히 좋아지거나 
나빠지지 않았다
다소 좋아졌다
매우 좋아졌다

22/25
218/237

230/245

74/80
-

88
91.98

93.88

92.5
-

10/112
56/379

53/267

12/55
0/5

8.93
14.78

19.85

21.81
0

전체 544/587 92.67 131/81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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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2.04). 따라서 정부심판에 대한 응답자의 인식만을 고려한다면, 이는 투표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검토한 경제평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번 19대 총선을 정부심판이라고 인

식하는 정도에 따라 유권자가 새누리당을 선택한 비율이 새누리당에 대한 정당일체감 유

무별로 어떻게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표 8>과 <표 9>는 새누리당에 대

한 정당일체감의 유무에 따라 유권자들을 두 집단으로 대별하고, 각 집단 내에서 정부심

판에 대한 인식 수준에 따라 새누리당 및 새누리당 소속 후보에 대해 투표를 했는지의 여

<표 7> 새누리당 비례대표 및 지역구 후보 투표자와 非투표자 사이의 정부심판 인식 평균비교

새누리당 투표자 非새누리당 투표자 T-test

정부심판 인식
평균

6.37 6.73

t=3.16
p<0.01

diff=0.36
N=1,418

새누리당 후보 투표자 非새누리당 후보 투표자 T-test

정부심판 인식
평균

6.42 6.66

t=2.04
p<0.05

diff=0.23
N=1,404

0: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다 
10: 매우 큰 영향을 주었다

<표 8>  새누리당 지지자 중 새누리당 비례대표 투표자 및 새누리당 非지지자 중 새누리당 비례대

표 투표자(정부심판 인식별)

정부심판의 
의미

새누리당에 투표(명)/ 
새누리당 지지자(명)

비율(%)
새누리당에 투표(명)/ 
새누리당 非지지자(명)

비율(%)

0~3
4~6
7~10

42/47
196/209
322/337

89.36
93.78
95.55

17/81
60/267
59/477

20.99
22.47
12.87

전체 560/593 94.44 136/825 16.48

0: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다 
10: 매우 큰 영향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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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를 살펴본 것이다. 

<표 8>과 <표 9>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새누리당에 대한 정당일체감을 지닌 유권자들

은 이번 19대 총선에 대해 정부심판의 의미를 부여하는 정도에 관계없이 높은 비율로 새누

리당 및 새누리당 소속 후보를 선택하였다. 구체적으로, 총 94.44%의 새누리당 지지자가 

정부심판의 의미와 관계없이 새누리당을 선택한 반면, 새누리당 지지자가 아닌 유권자 중 

16.48%만이 새누리당에게 투표하였다. 지역구 선거에서도 마찬가지로, 총 92.52%의 새누

리당 지지자가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19대 총선이 지니는 정부심판의 의미와 관계없이 새

누리당 후보를 선택한 반면, 새누리당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유권자의 16.05%만이 

새누리당에게 투표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새누리당에 대한 정당일체감을 지닌 유권자와 그렇지 않은 유권자들의 두 집단 

내에서 지난 4년간의 국가경제에 대한 평가 및 정부심판의 의미가 새누리당과 그에 소속

된 후보를 선택하는 데 의미 있는 차이를 가져오기 보다는, 오히려 두 집단 사이에 현저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제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및 새누리당 

소속 후보에 대한 투표여부에 미치는 경제평가, 정부심판, 그리고 정당일체감을 상호 통제

한 상태에서 각 변수의 독립적인 영향력을 검증할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고, 이에 로지스

틱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분석의 결과는 <표 10>과 <표 11>에 요약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표 10>은 새누리당 투표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결

과를 통해,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새누리당에 대해 투표하는 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변수들을 살펴본다. 

먼저, 새누리당에 대한 투표 여부의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경제평가 모형]의 

<표 9>  새누리당 지지자 중 새누리당 지역구 후보 투표자 및 새누리당 非지지자 중 새누리당 지

역구 후보 투표자(정부심판 인식별)

정부심판의 
의미

새누리당 후보에 투표(명)/ 
새누리당 지지자(명)

비율(%)
새누리당 후보에 투표(명)/ 
새누리당 非지지자(명)

비율(%)

0~3
4~6
7~10

41/47
189/207
314/334

87.23
91.30
94.01

14/82
56/264
61/470

17.07
21.21
12.98

전체 544/588 92.52 131/816 16.05

0: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다 
10: 매우 큰 영향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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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 투표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기본모형
경제평가

모형

정부심판

모형

정당일체감

모형
통합모형 한계효과

국가경제

회고적 평가
0.35***
(0.08)

0.22
(0.12)

0.06
(0.03)

정부 심판
-0.08**
(0.03)

-0.07
(0.04)

-0.02
(0.01)

새누리당

정당일체감

3.28***
(0.22)

3.31***
(0.22)

0.68***
(0.03)

민주통합당

정당일체감

-2.42***
(0.31)

-2.37***
(0.31)

-0.50***
(0.04)

이념
0.40***
(0.04)

0.39***
(0.04)

0.40***
(0.04)

0.25***
(0.06)

0.24***
(0.06)

0.06***
(0.01)

소득
0.08*
(0.04)

0.07
(0.04)

0.09*
(0.04)

0.07
(0.06)

0.06
(0.06)

0.02
(0.01)

교육수준
-.12

(0.07)
-0.13
(0.07)

-0.11
(0.07)

-0.13
(0.10)

-0.12
(0.10)

-0.03
(0.02)

남성
-0.10
(0.13)

-0.12
(0.13)

-0.10
(0.13)

-0.19
(0.19)

-0.19
(0.20)

-0.05
(0.05)

연령
0.03***
(0.01)

0.03***
(0.01)

0.04***
(0.01)

0.02*
(0.01)

0.02*
(0.01)

0.01*
(0.00)

영남
0.88***
(0.14)

0.85***
(0.15)

0.88***
(0.14)

0.56**
(0.21)

0.58**
(0.21)

0.14**
(0.05)

호남
-2.20***

(0.23)
-2.17***

(0.23)
-2.21***

(0.23)
-1.39***

(0.33)
-1.33***

(0.34)
-0.30***

(0.06)

상수
-3.46***

(0.55)
-4.19***

(0.58)
-3.01***

(0.57)
-2.53**
(0.77)

-2.69**
(0.84)

-

N 1409 1408 1407 1409 1406 -

Pseudo R2 0.25 0.26 0.25 0.61 0.61 -

* p<0.05, ** p<0.01, *** p=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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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정당일체감을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경제에 대한 회고적 평가(p=0.00)는 새

누리당에 대한 투표를 결정짓는 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즉, 지난 4년간의 국가경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유권자일수록 새누리당에 투

표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보수적 이념(p=0.00)을 지녔다고 

응답한 유권자일수록 새누리당에 투표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연령(p=0.00)이 높은 유권자

일수록 새누리당에 투표할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영남(p=0.00)출신 유권자들의 경우, 타 

지역 출신 유권자보다 새누리당에 투표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호남(p=0.00)출신의 유권자

가 새누리당에 투표하는 경향은 타 지역보다 낮게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부심판 모형]을 살펴본다. 정당일체감을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19대 총선이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심판의 의미(p<0.01)를 지닌다고 생각하는 유권자일수록, 새누리당

에 대해 투표하는 경향이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념(p=0.00), 연령(p=0.00), 영남

(p=0.00), 호남(p=0.00) 변수는 앞선 [경제평가 모형]에서와 각각 동일한 방향으로 영향력

을 행사하였다. 그리고 소득(p<0.05)이 높은 유권자일수록 새누리당에 투표할 가능성이 

높았다.

[정당일체감 모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새누리당에 대한 정당일체감(p=0.00)을 지

닌 유권자는 다른 유권자에 비해 새누리당에 대해 투표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난 반면, 민

주통합당에 대한 정당일체감(p=0.00)을 지닌 유권자는 새누리당에 투표할 가능성이 낮음

을 확인할 수 있다. 이념(p=0.00), 연령(p<0.05), 영남(p<0.01), 호남(p=0.00) 변수는 앞선 

두 모형과 마찬가지로 새누리당의 투표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각각의 주요한 변수들이 지니는 독립적인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서 [통합

모형]의 계수값을 살펴본다. 본 모형에서, 국가경제에 대한 회고적인 평가가 새누리당 투

표에 대해 미치는 영향력은 정당일체감을 통제한 후 통계적인 유의미성을 상실하였음이 

확인된다. 정부심판 변수의 경우 또한 마찬가지로, 정당일체감을 통제하자 그 영향력을 

상실하였다. 새누리당에 대한 정당일체감(p=0.00)을 지닌 유권자는 다른 유권자에 비해 

새누리당에 투표했을 가능성이 높았던 반면, 민주통합당에 대한 정당일체감(p=0.00)을 지

닌 유권자는 새누리당에 대해 투표하지 않았던 경향을 지녔음을 알 수 있다. 보수적인 이

념(p=0.00) 성향을 지닌 유권자일수록, 그리고 유권자의 연령(p<0.05)이 높아질수록 새누

리당에 투표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영남(p<0.01) 출신의 유권자들은 타 지역 출신 유

권자들에 비해 새누리당에 투표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호남(p=0.00) 출신의 유권자들은 

새누리당에 투표하지 않는 경향성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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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각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다 직접적으로 추정하기 위해

서 한계효과(marginal effect)를 제시한다.4) 한계효과란, 다른 독립변수들을 모두 평균값

(mean)에 고정시켰을 때, 각각의 독립변수의 예측확률의 평균적인 변화량을 뜻한다(Long 

1997).5) <표 10>의 마지막 열은, [통합모형]에서 다른 독립변수들을 각각의 평균에 고정시

켰을 때, 각 변수가 새누리당에 대한 비례대표 투표에 미치는 한계효과를 정리한 것이다. 

국가경제에 대한 회고적 평가와 정부심판 변수는 통계적 유의미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주장하는 핵심적인 독립변수인 정당일체감의 경우를 살펴본다. 다른 변수들을 

평균값에 고정한 경우, 새누리당에 대한 정당일체감(p=0.00)을 지닌 유권자들이 새누리당

을 선택할 예측확률(predicted probability)은 86%인 반면, 다른 정당에 대한 일체감을 지

니거나 혹은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유권자들이 새누리당을 선택할 예측확률은 

18%로 나타나, 다른 유권자에 비해 새누리당에 대한 정당일체감을 지닌 유권자가 새누리

당에 투표할 확률이 68%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반면, 다른 변수들이 평균값을 취할 때, 

민주통합당에 대한 정당일체감(p=0.00)을 지닌 유권자들이 새누리당에 투표할 예측확률

은 15%인 반면, 민주통합당이 아닌 정당에 대한 일체감을 지니거나 혹은 무당파층인 유권

자들이 새누리당에 투표할 예측확률은 65%로, 민주통합당에 대한 정당일체감을 지닌 유

권자가 그렇지 않은 유권자들이 비해 새누리당에 투표할 확률이 50%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 외에도, 통제변수를 살펴보면 유권자의 이념(p=0.00)이 한 단위씩 보수적인 성향을 띨

수록, 연령(p<0.05)이 한 살씩 증가할수록, 다른 지역에 비해 영남(p<0.01) 출신의 유권자

가, 다른 모든 변수들이 평균값에 고정되었을 때 새누리당에 투표할 확률이 각각 6%, 1%, 

14%씩 증가하였던 반면, 호남(p=0.00) 출신 유권자들은 다른 지역의 유권자들에 비해 새

누리당에 투표할 확률이 30% 낮게 나타났다. 

한편, <표 11>은 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새누리당 소속의 지역구 후보에 대한 로지스틱 

  4) 본 연구에서 설계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은 계수값의 방향, 상대적 크기, 그리고 통계적 유의
도에 대해서만 설명할 수 있을 뿐, 계수값을 직접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확률계산을 
통해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추정해야 하는데, 이 중 비선형회귀분석모형의 결과를 리포팅할 때 
계수값들에 부가적으로 한계효과를 함께 제시하여 모델의 직접적인 함의를 전달하는 것이 최근
의 경향이다(박원호 2012, 35). 

  5) 로지스틱 모델의 한계효과는 다음과 같은 공식을 통해 구하였다(Long 1997,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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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새누리당 소속 지역구 후보 투표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기본모형
경제평가

모형

정부심판

모형

정당일체감

모형
통합모형 한계효과

국가경제

회고적 평가
0.32***
(0.08)

0.16
(0.12)

0.04
(0.03)

정부심판
-0.05
(0.03)

-0.00
(0.04)

-0.00
(0.01)

새누리당

정당일체감

3.05***
(0.20)

3.05***
(0.20)

0.64***
(0.03)

민주통합당

정당일체감

-2.11***
(0.29)

-2.10***
(0.29)

-0.45***
(0.04)

이념
0.40***
(0.04)

0.39***
(0.04)

0.40***
(0.04)

0.23***
(0.05)

0.23***
(0.06)

0.06***
(0.01)

소득
0.10*
(0.04)

0.08*
(0.04)

0.10*
(0.04)

0.09
(0.06)

0.08
(0.06)

0.02
(0.01)

교육수준
-0.13
(0.07)

-0.14*
(0.07)

-0.13
(0.07)

-0.13
(0.10)

-0.14
(0.10)

-0.03
(0.02)

남성
-0.07
(0.13)

-0.09
(0.13)

-0.07
(0.13)

-0.11
(0.19)

-0.10
(0.19)

-0.03
(0.05)

연령
0.03***
(0.01)

0.03***
(0.01)

0.03***
(0.01)

0.01
(0.01)

0.01
(0.01)

0.00
(0.00)

영남
0.88***
(0.14)

0.85***
(0.14)

0.88***
(0.14)

0.57**
(0.20)

0.58**
(0.20)

0.14**
(0.05)

호남
-2.07***

(0.23)
-2.04***

(0.23)
-2.07***

(0.23)
-1.22***

(0.31)
-1.20***

(0.32)
-0.27***

(0.06)

상수
-3.33***

(0.54)
-3.97***

(0.57)
-3.06***

(0.56)
-2.34**
(0.74)

-2.64**
(0.80)

-

N 1395 1394 1393 1395 1392 -

Pseudo R2 0.24 0.24 0.24 0.56 0.57 -

* p<0.05, ** p<0.01, *** p=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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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분석의 계수값을 요약한 것이다. [경제평가 모형]에서, 지난 4년간의 국가경제에 대하

여 긍정적으로 평가(p=0.00)하는 유권자일수록 새누리당에 대해 투표하는 경향이 나타났

다. 보수적인 이념(p=0.00)을 지닌 유권자일수록, 소득(p<0.05)이 높을수록, 연령(p=0.00)

이 높을수록 새누리당에 투표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교육수준(p<0.05)이 높은 응답자들

은 새누리당이 아닌 정당에 대해 투표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영남(p=0.00) 출신 유권

자들은 다른 지역출신 유권자들에 비해 새누리당에 투표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던 반면, 

호남(p=0.00) 출신 유권자들은 새누리당에 투표하지 않는 경향성을 나타내었다. 

[정부심판 모형]에서는, 위에서 살펴본 새누리당에 대한 투표여부의 경우와는 달리, 정

당일체감을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유권자들이 이번 19대 총선이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심판이라고 평가하는 정도는 새누리당 소속 후보에 대해 투표하는 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위의 [경제평가 모형]과 동일하게, 이념(p=0.00), 소득(p<0.05), 

연령(p=0.00), 영남(p=0.00) 출신 변수는 유권자가 새누리당 소속 후보에 대해 투표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쳤으며, 호남(p=0.00) 출신 유권자는 새누리당 소속 후보에 투표

하지 않는 경향성을 나타내었다. 

[정당일체감 모형]의 계수값은 다음과 같다. 새누리당에 대한 정당일체감(p=0.00)을 지

닌 유권자들은 그렇지 않은 유권자들에 비해서 새누리당 소속 후보에 대해 투표할 가능성

이 높게 나타났던 반면, 민주통합당에 대한 정당일체감(p=0.00)을 지닌 유권자들은 새누

리당 소속 후보에 대해 투표하지 않는 경향성을 보였다. 이념(p=0.00)성향이 보수적인 유

권자, 그리고 영남(p<0.01) 출신 유권자는 새누리당 소속 후보에게 투표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호남(p=0.00) 출신 유권자들은 새누리당이 아닌 다른 정당에 속한 후보에게 

투표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마지막으로, [통합모형]을 통해 각 변수들의 독립적인 영향력을 살펴본다. 국가경제에 

대한 회고적인 평가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에 대한 정당일체감을 통제하자 통계적인 

유의미성을 상실하였다. 정부심판 변수는 유권자가 새누리당 소속 지역구 후보에 대해 투

표하는 여부를 결정짓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에 대한 정당일

체감(p=0.00)을 지닌 유권자는 새누리당 소속 후보에게 투표하는 경향이 높았으며, 민주

통합당에 대한 정당일체감(p=0.00)을 지닌 유권자는 새누리당 소속 후보에게 투표하지 않

을 가능성을 높게 나타내었다. 이념의 경우, 보수적인 이념(p=0.00)을 지녔다고 응답한 유

권자일수록 새누리당 소속 후보에 투표할 가능성이 높았다. 지역 변수를 살펴보면, 영남

(p<0.01) 출신 유권자들은 다른 지역 출신의 유권자들에 비해 새누리당 후보에게 투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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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으며, 호남(p=0.00) 출신 유권자들은 새누리당이 아닌 다른 정당에 

소속된 후보에게 투표할 가능성을 보였다. 

이번에는 [통합모형]에서 새누리당 소속 지역구 후보에 대해 투표할 확률을 <표 11>의 

마지막 열에 정리한 한계효과를 통해 해석한다. 비례대표 투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가

경제에 대한 회고적 평가 및 정부심판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본 연구의 주요 독립변수인 정당일체감의 한계효과는 다음과 같다. 다른 변수들을 모두 

평균에 고정시켰을 때, 새누리당에 대한 정당일체감(p=0.00)을 지닌 유권자들과 그렇지 

않은 유권자들이 지역구 선거에서 새누리당 소속 후보에게 투표할 예측확률은 각각 83%

와 19%로, 새누리당에 대해 정당일체감을 지닌 유권자가 非새누리당 정당일체감을 지니

거나 무당파층인 유권자에 비해 새누리당 소속 후보를 선택할 확률이 64% 더 높았다. 이

와는 반면, 다른 독립변수들이 모두 각 평균값을 취할 때, 민주통합당에 대한 정당일체감

(p=0.00)을 지닌 유권자들과 그렇지 않은 유권자들이 새누리당 소속 후보를 선택할 예측

확률은 각각 16%와 61%로, 민주통합당에 대한 정당일체감을 지니는 유권자가 새누리당

에 투표할 확률이 45% 낮게 나타났다. 그 밖에 통제변수의 경우, 다른 변수들이 각각의 평

균값을 취할 때, 유권자의 이념적 보수성(p=0.00)이 한 단위씩 증가할수록 새누리당 소속 

후보에게 투표할 확률은 6%씩 증가하였고, 영남(p<0.01) 출신 유권자가 그렇지 않은 유권

자에 비해 새누리당 소속 후보에게 투표할 확률은 14% 높게 나타났다. 한편, 다른 변수들

의 평균값에서, 호남(p=0.00) 출신 유권자는 다른 지역 출신 유권자들보다 새누리당 소속 

후보에게 투표할 확률이 27% 낮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V. 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유권자의 정당일체감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해석을 제시한다. 첫째, 새누리당에 대한 정

당일체감을 지닌 유권자와 그렇지 않은 유권자 집단 각각의 내부에서, 지난 4년간의 국가

경제에 대한 인식은 새누리당 및 새누리당 소속 후보를 선택하는 데 큰 차이를 가져오지 

않았다. 오히려, 새누리당 정당일체감 유무에 따른 두 집단 사이에서 새누리당에 대한 투

표여부에 현저한 수준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결국, 새누리당에 대한 

유권자의 정당일체감 여부를 고려할 때, 19대 총선에서 경제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는 투

표선택에 있어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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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경제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이 현 정부에 대한 처벌 혹은 보상을 가할 것이라는 

인식 하에, 유권자가 이번 총선이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심판론이라고 인식하는 정도가 투표

선택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경제평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새누리당에 대

한 정당일체감 유무를 기준으로 유권자를 두 집단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정부심판론은 

유권자가 새누리당 및 새누리당 소속 후보를 선택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

며, 정당일체감에 따른 각 집단 사이에서 새누리당에 대한 투표여부에 보다 큰 차이가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19대 총선에서 정부심판론은 유권자들에게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

고, 궁극적으로 경제평가 혹은 정부심판론보다 유권자의 정당일체감이 보다 강한 영향력

을 행사했을 것이라는 개연성을 제시할 수 있다. 

셋째, 비례대표 투표의 경우, 정당일체감을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경제에 대한 유

권자의 회고적 평가가 긍정적일수록 새누리당에게 투표할 확률이 높아졌다는 것이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였는데, [통합모형]에서 정당일체감을 통제하자 경제에 대한 회고적 평가

의 통계적 유의미성이 상실되었다. 한편, 정당일체감을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심판

에 대한 유권자의 인식이 증가할수록 새누리당에게 투표할 확률이 감소하였고 이것이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였는데, [통합모형]에서 정당일체감을 통제한 후 통계적인 유의미성을 

상실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비례대표 선거에서 경제평가 및 정부심판론보다 유권자의 정

당일체감이 보다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이었으며, 이러한 변수들 간에 높은 상관관계

가 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유권자의 정당일체감을 고려할 때 이번 19대 총선의 비

례대표 선거에서 경제평가와 정부심판론은 투표선택에 있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

기 어렵다. 

넷째,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정당일체감을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경제에 대한 유

권자의 회고적 평가가 긍정적일수록 새누리당 소속 후보에게 투표할 확률이 높아졌고 이

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그러나 [통합모형]에서 정당일체감을 통제하자, 경제에 대

한 회고적 평가의 영향력이 통계적 유의미성을 상실하였다. 한편, 정당일체감을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심판에 대한 유권자의 인식은 새누리당 소속 후보를 선택하는 데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이는 [통합모형]에서 정당일체감을 통제한 경우

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지역구 선거에서 유권자의 경제평가와 정

권심판론은 유권자의 투표선택에 주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리하면, 이번 19대 총선에서 유권자의 정당일체감과 그에 따른 투표선택이 선거의 결

과를 결정지었다고 판단되며, 유권자의 회고적 경제평가 및 그로 인한 정부심판론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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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은 정당일체감을 통제할 때 투표선택에 있어 유의미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6) 결국, 19

대 총선에서의 새누리당의 승리는, 총선 후 머지않아 치러질 대선에서 당의 유력한 후보였

던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주도 하에 당의 화합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정부심판론을 희

석시키기 위해 이명박 정부와의 차별화를 꾀한 새누리당의 선거전략이 성공한 반면, 정책

과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채 정부심판론만을 전면에 내세운 야권의 전략실패에 기인한다

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번 19대 총선에서 자유선진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당명을 바꾸고 당조직

을 재편하여 선거에 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은 새누리당 및 민주통합당에 대한 

정당일체감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었는가? 이러한 문제는 사실상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

나는 것이지만, 예상할 수 있는 이유는 결국 지역을 매개로 하여 정당일체감이 이전의 정

당과 연속성을 지니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파네비앙코(Panebianco 1988)가 말

하는, 정당이 지지층을 결집하는 집단적 유인(collective incentive)은 한국의 경우 결국 지

역에 해당하고(이정복 2011, 500~501), 따라서 각 주요 지역을 대표한다고 표방하는 정당

들은 그 외형과 당명을 변화시켜도 여전히 각 지역을 기반으로 존재하는 동일한 정당에 지

나지 않기 때문이다. 

VI. 결론

본 연구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승리할 수 있었던 원인에 대한 의문에

서 출발하였다. 구체적으로,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들은 어떠한 요인의 영향을 받아서 그러

한 투표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해 설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이번 선거는 유권자의 정당

일체감을 통제한 후, 유권자의 경제평가 및 정부심판론이 비례대표의원 선거 및 지역구의

원 선거에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거나, 혹은 그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는 것을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 궁극적으로, 이번 19대 총선의 결과는 무엇보다도 유권

  6) 강원택(2012b) 또한 동아시아연구원, 중앙일보, SBS, 한국리서치가 공동으로 실시한 데이터
를 분석한 결과 19대 총선에서 회고적 투표행태가 일어나지 않았음을 밝히고 있는데, 그 이유는 
2012년 말에 예정되어 있는 대통령 선거에 미칠 영향을 의식한 유권자들의 정치적 고려로 인한 
것이며, 이러한 현상은 특히 새누리당 지지자들 및 보수적 유권자들에게서 보다 두드러지게 나
타났음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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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정당일체감과 그에 따른 투표결정에 기인한 것이었다. 결국, 19대 총선에서 유권자들

의 정당일체감에 근거한 투표선택을 통해 새누리당이 승리한 것은, 정책과 내실이 없이 정

부심판론만을 중심으로 두 거대정당간에 대결구도가 형성된 선거에서, 이를 강조하는 야

권의 전략보다 이를 회피하려는 새누리당의 전략이 보다 성공적이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이렇듯, 유권자의 정치적 선택을 결정짓는 여러 요인들을 다양한 차원에서 검

토하여, 여러 요인들이 유권자의 투표결정에 대해 미치는 독립적인 영향력을 포착하고, 유

권자의 투표선택에 있어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요인을 밝히기 위한 시도였다는 점에

서 그 정치학적 함의를 찾아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에 대신하여, 본 연구는 정

당들이 당명을 바꾸고 당조직을 재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정당들의 연속성 상에

서 대립구도를 형성하였고, 유권자들은 이들 정당에 대한 일체감을 근거로 하여 투표결정

을 내렸다는 점에서, 여전히 지역주의적 정당체계의 성격이 잔존한다는 평가를 제시하고

자 한다. 나아가 이러한 지역주의적 정당체계는 늘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정책과 미래에 대

한 비전을 중심으로 하는 정당정치를 실현하는 것을 어렵게 할 것이다. 따라서 정당 자체

의 제도화 및 정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선거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모색

해야 하며, 이와 동시에 면밀한 정책적·정치적 판단을 지니고 선거에 임하는 유권자들의 역

할이 필요함을 제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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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arty Identification in Korea:
A Study on Voting Decision in the 19th General Election

 Jung-ah Gil |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a hypothesis that Korean voters cast votes in 

accordance with their party identifications, and the other factors such as economic 

evaluation and government punishment which have been considered crucial to voting 

decisions were not significant in the 19th General Election. In particular, the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at the result of this election was concluded in Saenuri Party’s victory 

in contrast with earlier expectation because of voters’ decisions conforming to their party 

identifications, and the effect of voters’ economic evaluation and government punishment 

asserted by the alliance of opposition parties was remarkably declined or canceled out by 

controlling voters’ party identifications. To sum up, this study observes various factors 

simultaneously in order to capture their influences on voting decisions independently and to 

determine the most decisive one for this election.

Keywords: the 19th general election, party identification, economic evaluation, 

government punishment, voting deci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