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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국문초록)

본 연구는 한국 유권자들의 정치지식을 웹 서베이를 통해 측정하고, 그것
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웹 서베이를 통한 정치지식 측정에 있
어 "부정행위"에 의한 정치지식의 과대추정을 보완하고자 응답자의 응답시
간을 측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새로운 정치지식 변수를 조작화했다. 이렇
게 측정된 유권자들의 정치지식 점수는 응답시간을 고려하지 않은 원점수
보다 구성타당성에 있어 더 뛰어난 지표임이 확인되었다.
 응답시간을 고려한 '조정된 정치지식 변수'를 통해, 연구는 기질적 적응
과 정책적 입장이라는 유권자의 특정한 정치태도가 유권자가 스스로 평가
한 좌-우 이념과 어떠한 연결고리를 지니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구체적으
로, 유권자의 정치지식 수준이 높으면 높아질수록 유권자의 자기이념이 정
치태도 형성과 높은 관련성을 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권자에게 구
체적인 정책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취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지가 주어졌
을 때, 정치지식이 높은 유권자들은 그들이 가진 추상적인 차원의 이념으
로부터 선호되는 구체적 정책적 입장을 유추할 수 있는 체계적인 능력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반면, 지식
이 낮은 유권자들에게 이념은 실질적인 유의미성이 결여된 허상에 불과하
다는 점을 함의한다.
 한편, 투표결정에 있어서도 유권자의 정치지식 수준은 매우 유의미한 변
수로 작용했다.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통해 분석한 결과, 먼저 투표참여
에 있어서 정치지식이 높은 유권자들일수록 실제 투표에 참여할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아졌으며, 후보선택에 있어서도 정치지식이 높은 유권자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념에 따른 투표, 그리고 후보의 이념과 자신의 이념
을 고려한 투표를 하는 행태를 보였다.
 본 연구는 정치지식 측정에 있어 응답자의 응답시간을 고려하여 더 나은 
정치지식 측정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웹 서베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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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방법론적 의의를 제공한다. 또한 최근 정치학계에서 대두되는 정치행태
의 심리적 요인, 즉 기질적 적응과 자기평가 이념간의 관계를 정치지식의 
수준에 따라 고찰했을 뿐 아니라, 한국의 투표행태 연구에서 비교적 미진
했다고 여겨지는 정치지식의 역할에 대한 고찰을 다방면에 걸쳐 분석했다
는 점에 의의가 있다.

 주요어: 정치지식, 정치적 세련도, 웹 서베이, 정치태도, 투표행태, 
한국선거
 학번: 2014-2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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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서론

  1. 정치지식과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시민의 참여를 필요로 하는 정치체제이다. 곧 시민들은 선거일
에 선호하는 후보자에게 한 표를 행사하거나, 혹은 보다 적극적인 방법들, 
예컨대 시위에 참여하거나 탄원서에 서명을 하는 행위, 인터넷 상에 자신
의 정치적 견해를 피력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정치에 참여할 것을 요구받
는다.1)

 물론, 현대의 대의민주주의 체제하에서는 대부분의 정치적 의사결정이 정
치엘리트들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와 같은 시민의 역할을 제한적으
로 파악할 여지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엘리트에 의한 의사결
정은 대부분의 경우 여론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여론을 곧 일반 
시민들의 집합적 선호로 이해할 수 있다면, 시민이 여전히 민주주의에서 
핵심적인 정치행위자로 기능한다는 점을 부인하기란 매우 어렵다. 곧 시민 
개개인의 정치적 선호와 방향 및 그 수준은 집합적 수준에서의 민주적 의
사결정 과정의 핵심적 변수로 지적할 수 있다(Lupia and McCubbins 
1998; Delli Carpini and Keeter 1996).
 민주적 의사결정이 시민의 참여를 필수적으로 요구한다면, 시민의 참여는 
무엇을 요구하는가? 그것은 바로 시민적 덕성과 능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시민적 덕성을 생각해본다면, 우리는 정치적 관용이나 애국
심, 공적인 것에 대한 관심과 같은 규범적인 자질을 떠올릴 수 있다. 상대
방의 의견을 나의 그것만큼이나 존중하는 자세는 토론과 그에 따른 의견
의 수렴 혹은 합의의 과정으로 이해되는 민주적 의사결정의 핵심이다. 또

1) 정치참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선거와 같이 공식적이고 제도화된 채널을 통한 
정치참여를 통상적 정치참여(conventional participation), 그렇지 않은 정치
참여들을 묶어 비통상적 정치참여(unconventional participation)로 정치참여
의 방식을 분류한다(Milbrath and Goel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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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애국심이나 공적인 것에 대한 관심은 필연적으로 정치나 사회에 대한 
참여를 불러일으키는 주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규범적인 자질만으로 민주주의의 안정적 
운영이 담보되는 것은 아니다. 이와는 별개로, 민주적 의사결정과정과 그 
결과의 성패는 시민으로 하여금 정치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시민적 능력
(competence)에도 또한 달려있다. 시민들은 정치적 사건과 정치적 이슈
에 대한 인지와 이해를 바탕으로 그것들을 평가하고, 선호를 형성하며 표
출해야 하는 것이다(Berelson 1952; Berelson et al. 1954; Price 1992). 
다시 말하면 정치 현상을 이해하고 자신의 의견을 형성할 수 있는 시민의 
능력은 민주주의의 운영을 위해 필수적이다.
 시민적 능력은 자신의 이해관계에 대한 지각, 공적인 사건들에 대한 인
지, 정책대안들과 그 결과에 대한 이해 및 평가와 같은 인지적 자질을 바
탕으로 하고, 이러한 "인지적 자질의 핵심은 개인들의 장기 기억
(long-term memory)에 저장된 정치지식"이다(Converse 1964; Luskin 
1987; Zaller 1992; Delli Carpini and Keeter 1996; 류재성 2012). 정
치지식 수준이 높은 개인은 이에 근거한 정치적 판단을 내릴 수 있고, 이
러한 개인들이 모여 결정된 집합적 의사결정은 정치지식 수준이 낮은 개
인들의 집합적 결정보다 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많은 연구자들은 시민의 정치적 이해 수준에 대한 고찰
을 시도해 왔다. 정치지식 혹은 정치적 세련도2)와 관련된 주된 논의 중 
하나는 그것이 민주주의에 어떠한 함의를 지니고 있는 것인가 하는 점이

2) 정치적 세련도(political sophistication)는 그 정의와 조작화의 방식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명확한 합의에 도달한 개념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정치지식
(political knowledge)의 단순한 인지뿐만 아니라 그것의 개념화 정도(level of 
conceptualization)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Neuman 1986; Luskin 1987). 
이러한 관점에서 정치지식은 정치적 세련도의 구성요소인 동시에 측정도구가 
된다. 정치지식의 소유는 정치적 정보처리를 가능케 하는 실질적 요건이면서 
한편으로는 그 처리의 결과물인 만큼 정치적 사고의 개념화와 체계화 수준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고, 따라서 많은 연구들이 정치적 세련도의 측정도구로서 
정치지식을 사용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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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군의 학자들은 정치나 시사 문제를 이해하는 능력에 있어 일반 대중
의 수준은 많이 떨어지며 이것은 민주주의에 부정적인 그림자를 드리운다
고 지적한다(Lippmann 1922; Campbell et al. 1960; Converse 1964; 
Zaller 1992). 대중의 신념체계(belief system)을 고찰한 컨버스의 고전적 
논의에 따르면, 사회 구성원 소수만이 정치현상을 이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대다수의 대중은 일관적인 신념체계를 가지고 
있지 못하며 시간에 따른 정치적 태도의 변동이 심하다. 정치적 의사결정
이 이러한 대중들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그 과정은 불안정하고 정치적 선
동에 쉽게 이끌리게 될 것이며 이는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하
는 요인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대중 교육의 확산에 따라 시민들의 정치적 능력이 상향하
였다는 분석(Dalton et al. 2002)이나 정치지식이 일정부분 결여된 개인도 
정당이나 이념과 같은 지름길(shortcuts)을 사용하여 충분히 안정적이고 '
올바른' 정치적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연구들(Lupia and McCubbins 
1998)은 위와 같은 부정적인 견해에 반기를 들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민주주의에 대한 전망에 대한 이견(異見)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 전제는 
민주주의의 성패를 결정하는 데 있어 시민의 정치적 능력이 여전히 핵심
적인 위치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2. 정치지식과 정치행태

보다 구체적으로, 정치지식은 시민들의 정치행태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기존의 연구들에 따르면 정치지식은 그 자체로서 정치적 정향이나 행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한편(Delli Carpini and Keeter 1996),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변수, 정당일체감이나 정치적 이념, 정치효능감과 같은 변수
들이 작동하는 방식의 양태를 좌우하는 매개변수(intervening variable)로
도 기능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Luskin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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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정치지식은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개념과 절차에 대한 이해의 수준
을 높여 관용과 같은 민주주의적 가치에 대한 지지를 향상시킨다
(McClosky and Brill 1983). 일례로, 미국 유권자들에게 "공산주의자, 무
신론자, 과격단체 등에게 연설의 기회를 박탈해야 하는가"에 대해 질문한 
결과, 높은 수준의 정치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렇지 않은 자들보다 
표현의 자유를 더 중시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한편 정치지식 수준이 높은 유권자는 정치적인 입장을 보다 확고하게 형
성하여, 자신의 이해를 보다 면밀히 파악하여 정치적 결정을 내리며, 이념
적으로 보다 극화되어 있다(Palfrey and Poole 1987; Abramowitz 
2010). 투표 선택에 있어 정치지식 수준이 높은 유권자들은 그렇지 않은 
유권자보다 후보의 인지와 정책적 입장의 결정에 있어 이념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고 이를 투표 선택에 활용하기 때문에, 투표 선택을 예측하는데 있
어 공간 모형에 따라 보다 더 잘 예측되는 사람들로 알려져 있다(Jacoby 
1986; Delli Carpini and Keeter 1996). 동태적인 분석에서도 정치지식의 
영향력은 드러나는데, 패널 조사를 통한 연구들은 지식 수준이 높은 유권
자들이 시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안정적인 정치적 태도를 견지하
는 반면, 지식 수준이 낮은 유권자들의 경우에는 시간에 따라 요동치는 모
습을 발견해냈다(Feldman 1989; Erikson and Knight 1993). 이는 실질
적으로 의미 있는 여론들이 높은 정치지식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들로부터 
형성된 것임을 시사한다.
 정치참여에 있어서 정치지식은 그것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
다. 높은 수준의 정치지식은 정치에 참여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을 감소시켜 
개인으로 하여금 보다 많은 정치적 참여를 하게끔 유도하기 때문이다
(Rosenstone and Hansen 1993). 투표와 같은 통상적 정치참여
(conventional participation) 뿐만 아니라(Neuman 1986), 지역사회 문
제에의 참여, 언론을 통한 정치적 의견 개진과 같은 비통상적 정치참여
(unconventional participation)에 있어서도 정치지식은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Junn 1991; Leighley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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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의들을 정리하면, 유권자의 정치지식 혹은 세련도의 수준과 그 함의에 
대한 상이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적 가치와 태도의 형성, 정책태
도의 형성과 투표 행태, 정치참여와 같은 영역에 있어서 높은 수준의 정치
지식은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따라서 대부분
의 연구들은 정치지식 수준이 높은 시민을 바람직한 시민상으로 그리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정치지식의 올바른 측정과 그 역할에 대한 평가는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정책에 대한 의사형성과정, 투표 선택이나 정치참여 결정과정을 연구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여론의 바람직성을 평가하고 여론과 정치엘리트간
의 관계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교육적 측면에서 정치교육, 시
민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정치지식 연
구의 필요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

  3. 분석자료 및 논문의 구성

본 연구는 한국 유권자들의 정치지식을 웹 서베이를 통해 측정하고, 2016
년 제20대 국회의원총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정치태도의 형성과, 투표행태
에 있어서 정치지식의 역할에 대해 고찰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다.
 첫째, 정치지식은 어떻게 측정되어야 하는가? 유권자의 정치지식을 측정
함에 있어 가장 타당한 방식은 무엇인가? 나아가 웹 서베이를 통해 정치
지식을 측정할 때 생길 수 있는 정치지식의 과대추정(overestimation)의 
문제를 어떻게 조정, 보완할 수 있는가? 제2장에서는 웹 서베이를 통한 
정치지식 측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제문제들을 고찰하고, 새로이 정의된 
정치지식 측정방식을 제안한다.
 둘째, 유권자가 스스로의 정치적 정향 혹은 정책적 입장을 형성하는데 있
어 정치지식은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하는가? 정치지식이 높은 유권자들은 
그들의 이념에 따라 보다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정치적 정향, 정책적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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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지게 되는가? 제3장에서는 유권자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 현안에 대
한 입장과 권위주의에 대한 태도들을 통해 특정한 정치적 입장의 형성에 
정치지식이 어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탐색한다.
 셋째, 선거의 국면에서 정치지식의 수준에 따라 유권자들의 투표결정 요
인이 차이를 가지는가? 정치지식은 투표참여를 증진시키는가? 또한 투표
행태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구사회학적 변수
와 정당일체감(party identification)의 영향력을 통제한 후에도, 정치지식 
수준이 이념투표 혹은 근접투표의 가능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제4장에
서는 한국의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맥락에서 유권자들의 투표행태를 통
해 위와 같은 질문에 답한다.
 제5장에서는 제2장에서 제안한 정치지식 측정방식의 타당성을 제3장과 
제4장에서의 분석을 반복함으로써 비교, 검토하고, 잠재적 부정행위의 결
정요인에 대해 탐색한다. 제6장은 논문의 결과를 정리하고 함의를 논한다.
 본 논문은 서울대학교 정치커뮤니케이션 센터에서 실시한 『제20대 국회
의원총선거 온라인 패널조사』 자료를 사용한다. 조사는 만 20세부터 59세
까지의 성인들을 모집단으로 하는 3,000명을 대상으로 2차에 걸쳐, 웹 서
베이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제1차 조사는 선거 1주일 전, 제2차 조사는 선
거 2주일 후에 실시되었으며, 정치지식은 제2차 조사에서 측정되었다. 제1
차 조사에서 응답한 3,000명 중 제2차 조사에도 응한 응답자는 총 2,308
명이며, 최종 패널 유지율은 76.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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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 웹 서베이를 통한 정치지식의 측정

  1. 정치지식의 측정

정치지식이 유권자의 정치행태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려면, 정치지식에 
대한 올바른 측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모
든 서베이 연구에서 직접적으로 정치지식이 측정되는 것은 아니다. 모든 
서베이 조사는 시간적, 금전적 한계가 존재하기 마련이고, 따라서 해당 조
사가 염두에 두고 있는 목적, 의도에 따라 문항들을 효율적으로 배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연구자들은 다양한 간접적인 방법
들을 통해 응답자의 정치지식 수준을 측정해 왔다.
 이러한 간접적인 방식으로는 응답자의 교육수준을 측정하고 이를 정치지
식 대신 사용하는 방법(Dalton 1984), 미디어 이용도를 살피는 것, 설문조
사원이 응답자의 수준을 판단하게 하는 방법(Zaller 1996), 또는 응답자가 
스스로에 대한 평가를 내리게 하는 방법(Converse 2007; 문성철·양문희 
2009) 등이 있다. 
 이렇게 측정된 정치지식 수준은 실제 정치지식과 일정부분 상관성을 지
니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접적 방식의 측정은 결국 연
구자의 편의에 의한 것으로서 측정의 타당성(validity)이 온전히 확보되기 
어렵다. 예컨대, 교육연수가 많아진다고 해서 민주주의 원칙 및 운영에 대
한 지식이 풍부해진다고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어떠한 교육을 중점
적으로 받았는지가 유권자의 정치지식과 보다 직접적인 관련을 맺을 수 
있다. 한편, 정치지식의 형성에 관한 러스킨의 연구(Luskin 1990)에 따르
면 미디어에 대한 노출은 정치지식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어렵
다. 정치지식 수준을 스스로 평가하는 방식 역시 실제 유권자의 정치지식
과 상관성은 띌 수 있으나 스스로가 지니고 있는 높은 자기평가의 효과는 
유권자가 지니고 있는 실질적인 정치지식과 결합되어야만 나타난다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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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 존재한다(Chung and Park 2015).
 따라서 본 연구는 위와 같은 간접적 측정방식을 배제하고, 보다 직접적이
고 엄밀한 방법으로서 정치지식 문항을 사용한다. 이는 주요 정치 행위자
나 제도, 정책 현안과 같이 시민들이 "알아야 한다고 기대되는" 핵심적인 
정치적 사항에 대한 인지 여부를 측정하는 방식이다(Delli Carpini and 
Keeter 1996; 류재성 2010). 예를 들어 2012년 미국선거조사(American 
National Election Studies)에서 사용한 문항들은 다음과 같다: 대통령의 
임기제한, 연방정부의 부채, 상원의원의 임기, 메디케어(Medicare)의 시행
주체, 연방정부 예산 항목, 하원의장의 이름. 응답자들은 서베이의 과정에
서 "문제"를 풀게 되고 많은 정답을 맞춘 응답자는 높은 정치지식 수준을 
지닌 것으로 분류된다. 물론 이러한 정치지식의 직접적인 측정 또한 세심
한 주의가 필요하지만,3) 일반적으로 정치지식을 측정하는데 가장 손쉬우
면서도 타당한 측정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비교적 최근까지 한국 유권자들의 정치지식에 대한 측정 및 연구는 "이례
적으로" 부재했으며(류재성 2010), 있다고 하더라도 제한적으로 수행되어
왔다. 예컨대 장승진(2013)은 쟁점투표(issue voting)의 가능성에 대한 정
치지식의 영향력을 살피기 위해 단지 세 가지 질문(국무총리와 국회의장의 
이름, 정부 예산 규모)만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측정은 유권자의 다양
한 차원에서의 정치적 지식을 고려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매우 적은 질문
만을 물어봄으로써 정치적 지식에 따라 유권자들을 구별하기 어렵게 만든
다. 즉 이러한 데이터를 통한 정치지식의 영향력에 대한 분석은 엄밀성과
는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벗어
나고자 한다.
 정치지식은 다양한 범주에 걸쳐 측정되어야 한다. 즉 측정 영역(domain)
의 문제에 있어서, 정치는 다양한 영역에서 복잡한 방식으로 나타나는 현

3) 예컨대 적절한 난이도를 통해 변별력을 갖춰야 하며, 객관적인 질문이 사용되
어야 하는 등의 일련의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그 측정의 타당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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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그 영역을 한정,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인들이 가진 정치지식 
역시 일반적이거나 보편적인 정치영역(general political domain)에서 측
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류재성 2010). 노이먼과 동료들(Neuman et al. 
1992)의 구성주의적 접근은 정치지식 문항들을 다음과 같은 범주들로 분
류하고 있다: 1) 게임의 법칙(정치 제도) 이해(rules of game), 2) 정치행
위자 인지(players), 3) 국내정치 현안(domestic affairs)의 인지, 4) 국제
정치 현안(foreign affairs)의 인지, 5) 정치사(political history)의 인지.4)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응답자의 정치지식을 다양한 차원을 
고려하여 측정하였다.

[표 1] 정치지식 문항과 정답률(정답률 내림차순, %)

정치지식 문항 정답률

정무직 공무원과 선출직 공무원 구분 90.0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87.9

광역자치단체장의 당적 77.6

미국 대통령의 소속 정당 71.6

국무총리의 이름 71.2

4.19혁명의 시기 66.8

정부의 예산규모 62.5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수 54.7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49.5

헌법개정 시기 39.7

 

 먼저, 응답자들이 정치 제도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측정하기 위해 

4) 물론 이러한 기준은 완전히 배타적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대부분의 문
제들은 복수의 영역에 걸쳐있다고 봄이 더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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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선출직 공무원과 정무직 공무원의 구별, 그리
고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수를 응답하도록 하였다.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의 
임기를 아는 응답자, 그리고 서울시교육감이 선출직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아는 응답자는 각각 전체의 87.9%, 90.0%로 비교적 높은 정답률을 보였
지만,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에 관한 문제에 대해 올바르게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54.7%에 그쳤다.
 다음으로, 응답자들이 주요 정치행위자들을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에 관
한 질문으로, 광역자치단체장의 당적을 구별하는 문항과 국무총리의 이름
을 묻는 문항이 사용되었으며, 정답률은 각각 77.6%, 71.2%를 기록했다.
 국내정치현안에 관해서는 우리나라 정부의 예산규모를 묻는 문항이 사용
되었고(정답률 62.5%), 국제정치의 이해도를 파악하기 위한 문항으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속한 당(정답률 71.6%),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
이사국(정답률 49.5%)을 묻는 문항이 사용되었다. 마지막으로, 주요 정치
적 사건을 인지하고 있는지에 관한 두 문항(4.19 혁명, 헌법개정 시기)에 
대한 응답을 통해 총 10개의 정치지식 문항이 사용되었다.
 정치지식 측정을 위해 사용된 10문항 간의 일관성을 평가하기 위해 크론
바흐 알파(Cronbach's alpha) 계수값을 구한 결과, 0.6629로 문항간 신
뢰성이 확보된다고 평가하였다.5) 그 후, 각 응답자들은 위의 10문항 중 
정답을 맞힌 문항의 수로 정치지식 점수가 부여되었다. 응답자들의 정치지
식 점수 평균은 6.71, 표준편차는 2.21이었다. [그림 1]은 응답자들의 정
치지식 점수 분포를 보여준다.

5) 절대적인 기준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크론바흐 알파 계수값이 0.6 이상
인 경우, 문항간 신뢰성이 확보된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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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응답자들의 정치지식 점수 분포(%)

 2. 웹 서베이를 통한 정치지식의 측정

정치지식 측정에 있어 본 연구가 기존의 연구와 다른 사항 중 하나는, 본 
연구가 사용할 설문이 대면 조사(face-to-face survey)가 아닌 웹 조사
(web-based survey)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앞서 논했듯, 정치지
식 측정에 있어 가장 엄밀한 방식은 응답자에게 정치지식 문항을 직접 물
어보는 직접적 방식이다. 이는 서베이의 형태를 빌린 간단한 "시험"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바로 이 "시험"이라는 성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존재한다. 어떤 응답자들에게는 자신이 "시험받고 있다"는 생
각이 들 수 있고, 이는 응답자들의 응답거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
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응답자들이 정답을 맞추기 위해 "필요 이상의" 노력
을 할 가능성, 다시 말하면 "부정행위"의 가능성이다.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의 진실된 응답은 연구에 있어 필수적이고, 정답이 있는 정치지식 문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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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응답자들이 모르는 것은 틀린 대답을 하는 것이 정확한 측정이다. 그
런데 "부정행위"의 가능성은 대면 조사의 방법에서는 존재할 수 없다. 정
치지식 측정 "시험"에서 조사원은 자연스레 감독관의 역할을 하게 되기 때
문이다. 그러나 웹 서베이를 통해 정치지식을 측정할 경우 응답자를 감독
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 곧, 대면접촉이 없는 독립된 공간에서 시행되
는 특성으로 인해 응답자들은 서베이 도중 스스로 궁금증을 해결하거나 
정치적인 바람직성을 실현하기 위해 주위의 사람들에게 간편하게 물어보
거나, 인터넷에서 해당 정보를 검색하여 정답을 찾아 응답할 수 있는 것이
다.
 서베이 방법론을 연구하는 기존의 문헌들은 응답자가 특정한 문항들에서 
응답자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응답을 할 가능성이 존재하
며, 응답자의 이러한 행태는 측정의 타당성(validity)을 떨어뜨릴 수 있다
고 지적한다. 규범적으로 특정한 응답을 요구하는 경우가 바로 이러한 예
의 하나이며, 특히 사회심리학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는 암묵적 연합검사
(IAT; Implicit-association Test)와 같은 문항 설계는 이러한 문제에 대
한 일종의 방법론적 해결책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꼭 규범적으로 특정한 응답이 요구되는 문항에서만 이러한 문제
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응답자들은 한편으로 자신들이 "뛰어난(skillful)" 
시민적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내보이고자 하는 기제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응답자들의 성향을 심리학에서는 자기기만적 고양(Self-deceptive 
Enhancement)으로 칭하는데, 곧 "자기의 바람직한 이미지를 유지하고 보
호하려는 동기는 매우 강하여 때로는 사실을 왜곡하거나 문제의 원인과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게 자신을 속이기도 한다"는 
것이다(최해연·구자숙 2009).
 응답자들은 자기기만적 고양으로 인해 자신이 정치에 대해 높은 수준의 
이해를 지니고 있음을 드러내고 싶을 수 있다. 정치지식의 측정의 문제에 
있어서, 그 측정이 높은 타당성을 확보하려면 응답자들이 "아는 대로" 답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응답자들에게는 정답을 맞추고 싶은 기제가 존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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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대면 서베이와 웹 서베이의 방식을 모두 시행한 
2012년 미국선거조사(American National Election Studies 2012 Time 
Series Study) 데이터를 통해 웹 서베이 응답자의 정치지식 점수와 대면 
서베이 응답자의 점수를 살펴보면, 전자가 후자보다 유의하게 높았음을 확
인할 수 있다.

[그림 2] 조사 방법에 따른 정치지식문항 정답률의 차이. 자료: ANES 
2012 Time Series Study 

 기존의 연구들 역시 웹 서베이 응답자의 상대적으로 높은 정치지식 점수
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Elo 2009, Ansolabehere and Schaffner 2010, 
Strabac and Aalberg 2011). 그러나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그러한 차이
가 적거나, 쉽게 조정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컨대 Elo(2009)는 대
면 서베이 응답자보다 웹 서베이 응답자가 보다 많은 문제를 맞춘 것은 
사실이나, 정치지식의 효과를 연구하는데 있어서는 두 방식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한편 Ansolabehere and Schaffner(2010)는 
웹 서베이 응답자가 실시간 전화응답자와 우편 응답자보다 정치지식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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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지식 문항 평균 응답시간 (초)
정무직 공무원과 선출직 공무원 구분 15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13
광역자치단체장의 당적 25

미국 대통령의 소속 정당 16
국무총리의 이름 30
4.19혁명의 시기 26
정부의 예산규모 24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수 25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30

헌법개정 시기 46

가 높게 측정된 것은 인터넷 사용자의 특징에 기인한 것이며, 인터넷 사용
자만을 대상으로 설문 방식간의 차이를 비교하면, 방식 간의 차이를 조정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는 응답자들의 자기기만적 고양으로 인해 높아지는 높은 정답률
의 문제를 탐색하고 조정하기 위해 정치지식 문항의 응답에 소요된 시간
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가 사용한 정치지식 측정 문항들은 간단한 사실만
을 묻는 문항들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정답을 안다면 비교적 빨리 응
답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반면, 응답자가 문항의 정답을 알지 못
하지만, 정답을 응답하고자 한다면, 인터넷 검색을 필요로 하게 되고, 이
는 "진실된" 응답자의 응답시간보다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는 결과를 낳는
다.

[표 2] 정치지식 문항에 대한 평균 응답시간 (정답률 내림차순)

[표 2]는 각 정치지식 문항에 대한 응답자들의 평균 응답시간을 보여주고 
있다. 정답률이 낮은 문제일수록 응답하는데 걸린 시간이 길어지는 경향이 
존재하는데, 이는 그만큼 해당 문제에서 응답자들이 "부정행위"를 했을 가
능성이 높음을 암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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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웹 서베이 정치지식 점수의 조작화: '조정된' 정치지
식 점수

웹 서베이를 통한 정치지식 측정이 필연적으로 일부 응답자들의 부정행위
를 야기한다면, 단순히 정답을 맞힌 문항수로 부여된 정치지식 변수는 타
당성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본 절에서는 정치지식 문항에서 측정된 응
답시간을 통해 '조정된' 정치지식 변수를 제안한다.
 응답시간이 길어지면 두 가지의 경로를 통해 더 높은 정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첫 번째는 앞서 지적한대로 "부정행위"의 가능성이다. 웹 
서베이는 사적인 공간(private setting)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누가 "부정
행위"를 하는지 명시적으로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인터넷으로 정답을 검색
하여 정답을 행위는 문제의 이해와 판단 및 결정과정 이외에 추가적인 정
보 검색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응답시간이 긴 응답자들의 
정치지식 점수는 높게 나올 수 있다.
 두 번째 경로는 "숙고"의 가능성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정치지식 문항
은 단순한 단답형의 문제들이기 때문에 답을 아는 경우 바로 정답을 선택
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답을 모르는 경우에 
있어서는 두 가지의 선택이 가능하다. 곧, 어떠한 부류의 사람들은 정답을 
맞추기 위해 해당 문제에 대해 최대한 숙고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문제 맞추는 것을 포기하고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갈 수 
있다. 같은 수준의 정치지식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이 있다면, 전자가 후
자보다 더 높은 정치지식 점수를 획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며, 동시
에 응답시간도 후자에 비해 길 것이다.
 한편 "숙고의 효과"는 정답을 맞힌 응답자들 간에도 적용된다. 짧은 응답
시간에도 불구하고 정답을 맞힌 응답자는 "숙고"를 통한 정답자보다 해당 
문제에 대해 더 정확히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곧, "부정행위자의 적발" 
효과를 제외하고도 긴 응답시간에 벌칙을 주는 것은, "숙고를 통해 맞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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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의 가치를 할인하겠다는 뜻과 같다.
 "총 응답시간이 길면 길수록 정치지식 점수가 높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친다. 먼저, 응답자가 10문항을 응답
하는데 걸린 총 시간(초)를 구한다. 그 후, 시간이 오래 걸린 순서대로 응
답자에게 순위를 부여하고 이를 백분위로 나타낸다. 따라서 총 응답시간의 
중앙값만큼의 응답시간을 보여준 응답자에게는 50, 가장 오랜 응답시간을 
보여준 응답자에게는 100이 부여된다. [그림 3]은 가로축과 세로축에 각각 
응답시간 백분위 점수, 정치지식 점수를 놓고 산점도와 추세선을 그린 결
과이다.
 [그림 3]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응답시간의 백분위가 60%를 넘
어가면 4개 이하의 낮은 정답수를 기록한 응답자가 확연히 줄어든다. 한
편 고득점자는 비교적 응답시간이 긴 구간에 많이 분포해있다.
 우상향하는 추세선은 응답시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정답을 맞힌 정치지식 
문항이 많아짐을 의미한다. 응답시간의 백분위 점수와 정답 문항수간의 피
어슨상관계수는 0.2658이다. 이는 응답시간이 길면 길수록 많은 문항에 
대해 "부정행위"를 했거나, 더 "숙고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1절에서 구한 정치지식 점수를 "응답시간에 따른 벌칙항"을 통
해 재조작화를 시도한다. 이는 앞서 논한 것과 같이, 응답시간이 길어질수
록 "잠재적인 부정행위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또한, 같은 
정치지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해 "숙고"를 하는 자에게 
더 높은 점수가 부여되는 효과도 고려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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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응답시간에 따른 정치지식 점수의 분포. 분포를 모두 표현하기 
위해 각 점들은 약간의 가우시안 에러(gausian error)를 포함한다.

 새롭게 조작화되는 정치지식 점수는 다음의 방식을 통해 구한다. 먼저, 
정답수를 종속변수에, 응답시간의 백분위 점수를 독립변수에 두는 일변수 
회귀분석을 시행한다.

 ... [식 1]

 [식 1]에서 X와 y는 각각 응답자들의 응답시간 백분위 점수를 포함하는 
(i x 2), (i x 1) 행렬을 나타내며, β는 상수항과 독립항의 회귀계수로 구

성되어있는 (2 x 1) 행렬을 나타낸다. 그 후, 독립변수의 회귀계수()를 

백분율 1단위당 응답자에게 적용되는 벌칙항으로 설정한다. 마지막으로 응

답자 개인의 실제 정답 문항 수에서 앞서 구한 회귀계수()와 응답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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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시간 백분위 점수를 곱한 값을 제한다. 조정된 정치지식 점수를 응답
시간과 원점수의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 [식 2]6)

 이렇게 구한 '조정된 정치지식 점수'는 수식에 의해 응답시간과 완전히 
독립적인 변수가 된다. [그림 4]는 새로 만들어진 조정된 정치지식 점수의 
분포를 보여준다.

[그림 4] 조정된 정치지식 점수의 분포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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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정치지식 결정 요인과 조정된 정치지식의 타당성 검토

정치지식이 높은 유권자들은 누구인가? 기존의 연구들은 나이가 많은 사
람, 남성,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 내적 정치효능감(internal efficacy)이 
높은 사람, 정치에 관심이 많다고 응답한 사람, 정당일체감의 수준이 높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정치지식 수준이 높을 수 있음을 지적하
고 있다(Delli Carpini and Keeter 1996). 이러한 분석이 타당한지 살피
기 위해 종속변수를 정치지식 점수로, 독립변수를 정치지식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로 놓고 선형회귀분석을 시행했다.
 교육수준은 대학 교육을 받은 적이 있으면 1, 없으면 0으로 코딩된 변수
이며, 내적효능감은 표준화된 문항, 곧 "나는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중요
한 정치 문제를 잘 이해하고 있다", "대부분의 한국 사람은 정치나 행정에 
대해 나보다 잘 알고 있다"의 문항에 대한 태도를 9점 척도로 재구성한 
변수를 사용했다(1-9, 9점 척도). 미디어 이용도의 경우 7개 주요 방송매
체를 얼마나 자주 이용하는지에 대해 물어본 후(0-5, 6점 척도), 그것들 
간의 평균값을 계산하였다.7) 정치에 대한 관심은 "4.13 총선에 대해 얼마
나 관심이 있었는지"에 대해 4점 척도로 구성한 변수를 사용하였으며, 정
당일체감의 경우 일체감을 느끼는 정당과는 상관 없이 강한 일체감
(strong identifier)을 가지고 있으면 3점, 약한 일체감(weak identifier)을 
2점, 기대는 사람(leaner)을 1점, 무당파(independent)를 0점으로 코딩하
여 사용하였다.
 [표 3]은 회귀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먼저 인구사회학적 변수인 나이, 성
별, 소득, 교육수준을 통해 정치지식 점수를 분석한 결과 나이가 많을수
록, 남성일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대학교육을 받은 사람일수록 보다 많은 
문항을 맞췄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그대로 둔 채, 
내적효능감, 미디어 이용도, 정치관심도, 정당일체감 강도의 변수를 추가

7) KBS, MBC, SBS, TV조선, 채널A, JTBC, MBN. 일곱 매체의 이용도 간 크론
바흐 알파 계수값은 0.8843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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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지식 원점수 모형 조정된 정치지식 점수 모형

나이
0.03**
(0.00)

0.03**
(0.00)

0.02**
(0.00)

0.03**
(0.00)

여성
-1.02**
(0.10)

-0.77**
(0.09)

-1.25**
(0.09)

-1.00**
(0.09)

소득
0.08**
(0.02)

0.04*
(0.02)

0.08**
(0.02)

0.04*
(0.02)

대학교육
0.43**
(0.13)

0.33**
(0.12)

0.57**
(0.12)

0.48**
(0.12)

내적효능감
0.14**
(0.04)

0.17**
(0.04)

미디어이용도
-0.13*
(0.04)

-0.12**
(0.04)

정치관심도
0.55**
(0.06)

0.50**
(0.06)

정 당 일 체 감 
강도

0.13**
(0.05)

0.12**
(0.04)

상수항
5.25**
(0.24)

2.63**
(0.35)

4.42**
(0.23)

1.84**
(0.33)

N 2,259 2,259 2,259 2,259

R-squared 0.0887 0.1448 0.1248 0.1796

F-stat 54.82 47.64 80.33 61.59

[표 3] 정치지식 결정 요인 회귀분석 결과

*p<0.05, **p<0.01. 괄호 안의 숫자는 표준오차를 나타냄.

한 후 분석을 실시한 종합모형에서는 내적효능감이 높을수록, 정치에 많은 
관심을 두는 사람일수록, 애착감을 느끼는 정당이 있고 그 정도가 큰 응답
자일수록 정치지식 점수가 높았다. 미디어이용도의 변수 역시 유의미한 영
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미디어에 더 많이 노출될수록 정치지식 점수는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치지식의 형성에 있어 미디어의 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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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지식 원점수 모형 조정된 정치지식 점수 모형

나이
0.05**
(0.01)

0.05**
(0.01)

0.04**
(0.01)

0.05**
(0.01)

여성
0.75*
(0.36)

0.87*
(0.35)

0.51
(0.34)

0.63
(0.33)

나이X여성
-0.04**
(0.01)

-0.04**
(0.01)

-0.04**
(0.01)

-0.04**
(0.01)

소득
0.07**
(0.02)

0.04
(0.02)

0.07**
(0.02)

0.04*
(0.02)

대학교육
0.35**
(0.13)

0.27*
(0.12)

0.50**
(0.12)

0.41**
(0.12)

내적효능감
0.15**
(0.04)

0.17**
(0.04)

미디어이용도
-0.10**
(0.04)

-0.10**
(0.04)

정치관심도
0.54**
(0.06)

0.50**
(0.06)

정 당 일 체 감 
강도

0.13**
(0.05)

0.11*
(0.04)

상수항
4.53**
(0.28)

1.98**
(0.37)

1.19**
(0.04)

N 2,259 2,259 2,259 2,259

R-squared 0.0990 0.1537 0.1359 0.1892

F-stat 49.52 45.37 70.85 58.31

[표 4] 나이와 성별간 교차항을 고려한 정치지식 결정 요인 회귀분석 결과

*p<0.05, **p<0.01. 괄호 안의 숫자는 표준오차를 나타냄.

영향력이 없다는 러스킨의 연구(Luskin 1989)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이해
될 수 있다.
 재미있는 것은, 나이와 성별간의 교차항을 고려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표 4]의 결과이다. [표 4]는 [표 3]의 모형에서 나이와 성별의 교차항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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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하여 같은 방식으로 분석한 결과인데, 고려된 교차항의 계수값이 유의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과를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응답자의 연령은 20세부터 시작하므로, 다
른 요인들은 통제한 후 투표권을 갖기 시작하는 20세에서의 남녀간 정치
지식 수준의 유의미한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연령이 올라갈수록 
남성은 유의하게 정치지식 수준이 증가하는데 비해, 여성에게는 연령의 효
과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림 5]와 [그림 6]은 각각 교차항을 고려하지 않
은 분석과 고려한 분석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5] 나이와 성별에 따른 조정된 정치지식 점수 (교차항이 고려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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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우리는 종속변수의 변화에 따라 모형의 적합도가 달라지는 것에 주
목할 필요가 있다. 정치지식 원점수 모형은 응답자가 정치지식 문항에 응
답하는데 걸린 시간과는 상관없이 정답을 맞춘 개수만을 종속변수로 사용
한 반면, 조정된 정치지식 점수 모형은 제3절에서 응답자가 정답을 맞춘 
개수에 응답에 걸린 시간을 벌칙항으로 두어 조정한 점수를 종속변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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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나이와 성별에 따른 조정된 정치지식 점수 (교차항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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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 모형이다.
 먼저 인구사회학적 요인만을 독립변수로 둔 경우 두 가지 모형을 비교하
면, 조정된 점수 모형의 결정계수가 0.1359, F-stat이 70.85으로 원점수 
모형의 0.0990, 49.52보다 뛰어난 적합도를 보여준다. 이러한 차이는 종
합모형에서도 나타나는데, 조정된 점수 모형의 결정계수가 0.1892, F-stat
이 58.31로 원점수 모형의 0.1537, 45.37보다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
다.
 앞서 3절에서 응답시간이 긴 응답자들의 정치지식 원점수는 응답시간이 
짧은 응답자들의 정치지식 점수보다 평균적으로 높게 측정되고 있음을 보
였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정치지식 수준의 결정요인을 분석하는데 
있어 응답시간을 고려한 정치지식 점수가 원점수보다 더 높은 설명력을 
지녀야 타당할 것이다. 구성타당성(construct validity)의 측면에서 [표 
3], [표 4]의 회귀분석 결과는 이러한 설명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따라서 
3장부터는 응답자의 정치지식 수준의 변수로서 원점수가 아닌 조정된 점
수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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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 정치지식과 정치태도

대중의 신념체계(belief system)을 고찰한 컨버스는 정치지식과 정치이념 
사이의 관계에 주목했다. 그에 따르면, "신념체계는 특정 형태의 집적연관
(constraint) 혹은 기능적 상호의존(functional interdepencence)에 의해 
서로 연결된 사고 및 태도의 요소들의 배열 및 구성"을 가리킨다
(Converse 1964, 류재성 2012). 그의 고전적 구분에 따르면, 각 개인은 
상이한 신념체계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높은 수준은 이념적 사고
의 적극적 이용(active use of an ideological mode of thought)이 가
능한 개인이고, 이념적 사고의 인지 및 이해가 가능한 유권자(recognition 
and understanding of an ideological mode of thought), 특정 사회집
단 혹은 정치인을 통해 이념을 인지하는 유권자(social group concepts 
via specific socail groups and politicians), 특정 사건을 통해 이념을 
인지하는 유권자(nature of times concepts via particular events), 그
리고 전혀 실질적 의미를 지니지 못하고 있는 이념의 유권자(no issue 
contents)의 순으로 유권자의 신념체계 수준을 분류할 수 있다.
 높은 수준의 신념체계를 이용한다는 것은, 유권자가 가지고 있는 보수-
진보의 추상적인 이념을 통해서 개별적, 구체적인 정치적 사건에 대해 일
관적인 견해를 형성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 따라서 높은 수준의 신념체계
를 지닌 유권자는 비교적 선동적이거나 불확실한 견해로부터 자유롭게 자
신의 정치적 입장을 표출할 수 있다.
 반면 신념체계의 수준이 낮거나 없는 유권자에게 이념은, 비록 스스로 보
수-진보 혹은 좌-우의 차원에서 자신이 어떠한 이념의 소유자라는 것을 
인지한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정치적 견해의 형성에 실질적인 역할을 수
행하지 못하게 된다. 요컨대 컨버스는 대중의 신념체계 수준은 바로 이 낮
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따라서 그러한 현실이 민주주의에 어두운 그림자
를 드리운다고 지적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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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장에서는 분석을 통해 유권자가 인지하고 있는 스스로의 이념이 기질
적 적응(Characteristic Adaptation)을 설명하는데 얼마나 유의미한지, 
그리고 구체적인 정책적 입장을 결정하는데 있어 이념이 어떤 역할을 수
행하는지 정치지식 매개변수를 통해 고찰한다.

  1. 기질적 적응 I: 우파 권위주의와 위상적 이념

기질적 적응(Characteristic Adaptation)이란, 개인이 타고난 성향과 그
가 살아가는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되는 심리적 특성으로서
(Caprara and Vecchoine 2013),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념적 정향을 설
명하는 유용한 변수로 사용되어왔다. 본 절에서는 기질적 적응 중 먼저 우
파 권위주의 성향에 대해 탐색한다.
 진보-보수 혹은 좌-우로 이념을 구분하는 고전적인 기준은 사회 변화에 
대한 태도라고 할 수 있다. 곧, 사회의 변화에 호의적이면 진보로 규정되
는 반면, 기존의 전통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보수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우파 권위주의 성향(Right-wing Authoritarianism)은 위와 같은 
태도를 형성하는 심리적인 성향을 측정하는 도구로 사용된다. 따라서 자신
을 스스로 보수라고 규정할수록, 우파 권위주의 성향은 높게 측정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우파 권위주의 성향은 강력한 권위를 지닌 지도자에 대
한 복종이나 외집단에 대한 배타적 태도, 내집단의 전통적 가치 등에 순응
하는 성향을 뜻한다(Altemeyer 1981). 사회문화적 이슈에 관한 보수성과 
연결지을 수 있는 우파 권위주의 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10가지의 표준적인 질문을 사용하고 7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표 5).
 우파 권위주의 성향을 측정하는 10 문항 간 크론바흐 알파값은 0.7663으
로, 문항의 신뢰성을 확보하였으며, 평균값은 3.92였다. 그 후 다음과 같
은 가설을 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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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다음의 문항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
십니까?)

평균값 (1: 우파권위주의 성
향 낮음-7: 우파 권위주의 
성향 높음)

"동성애자들은 다른 사람들과 다름없이 건
강하고 도덕적이다."

3.99

"우리의 도덕심과 전통에 대한 믿음을 왜곡
하는 사람들을 그대로 둔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위태로울 것이다."

4.87

"사람들은 종교나 전통적인 가치를 중시하
기보다는, 도덕에 대한 자신만의 기준을 발

3.58

가설 1-1) 스스로 보수적인 이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유권자들에게 우파 
권위주의 성향이 더 높게 측정된다.

가설 1-2) 정치지식 수준이 높을수록 이념성향이 우파 권위주의 성향을 보다 잘 
설명한다.

 먼저 가설 1-1을 검증하기 위해, 우파 권위주의 문항의 응답값을 종속변
수로, 이념척도를 독립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시행한다. 이때 이념변수로
는 응답자가 자신의 이념을 0(진보적)-10(보수적)의 11점 척도 하에서 위
치시킨 이념을 사용한다. 우파 권위주의 성향을 보이는데 예측되는 인구사
회학적 변수, 즉 나이, 성별, 대학교육 여부, 소득은 통제된다. [표 6]은 
각각 "우리의 도덕심과 전통에 대한 믿음을 왜곡하는 사람들을 그대로 둔
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위태로울 것이다.", "우리나라에 정말 필요한 것
은 더 많은 시민적 권리가 아니라 강력한 법과 질서이다.", 그리고 10문항
을 모두 종합하여 1점부터 7점까지 재구성한 우파 권위주의 성향 점수를 
종속변수로 하는 모형의 회귀분석 결과이다. 종속변수가 높을수록, 보다 
강한 우파 권위주의 성향을 띄는 것을 의미한다.

[표 5] 우파 권위주의 성향 문항과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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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켜야 한다."
"우리나라가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전통적 가치를 되살리고, 강력한 지도자를 
세우고, 옳지 못한 생각을 퍼뜨리는 이들이 
침묵하도록 해야 한다."

3.73

"많은 사람들이 다소 불편하게 여길 지라
도, 우리나라에는 기존의 방식을 거스를 줄 
아는, 보다 자유로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3.15

"결혼 전에 성관계를 가지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3.28

"각종 미디어에 대한 당국의 검열을 통해 
질 낮고 혐오스러운 내용을 접하지 않게 
된다면 모두에게 좋을 것이다."

3.66

"우리나라에 정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시
민적 권리가 아니라 강력한 법과 질서이
다."

3.68

"애국적인 시민이라면 정부의 지도자가 어
떠한 일을 추진할 때 우리나라를 병들게 
하는 것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
다."

4.08

"최근의 범죄, 성(性)적 부도덕, 그리고 사
회 무질서를 고려한다면, 우리 사회의 도덕
적 기준 및 법과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집단 및 인물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5.14

 [표 6]의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모든 모형에서 연령이 높아질수록 보다 
우파 권위주의적 성향을 띄었으며, 두 개의 모형에서 대학교육을 받은 사
람들일수록 우파 권위주의적 성향이 낮았음을 알 수 있다. 성별과 소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지 못했다. 모든 모형에서 이념의 역할
은 일관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곧 스스로 보수적이라고 응답한 사람
들일수록 권위주의적인 성향을 띄는 것으로 나타났다. 곧, 이념은 응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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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심과 전통"
"강력한 법과 

질서"
우파 권위주의 

성향

나이
0.01**
(0.00)

0.02**
(0.00)

0.02**
(0.00)

여성
-0.05
(0.06)

-0.01
(0.07)

0.00
(0.03)

대학교육
-0.02
(0.08)

-0.34**
(0.09)

-0.12*
(0.05)

소득
-0.01
(0.01)

-0.01
(0.01)

-0.01
(0.01)

이념
0.08**
(0.02)

0.26**
(0.02)

0.15**
(0.01)

상수항
4.20**
(0.17)

2.16**
(0.19)

2.47**
(0.09)

N 2,259 2,259 2,259

R-squared 0.0199 0.1203 0.2115

F-stat 9.16 61.63 120.87

의 권위주의적 성향을 예측하는데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며, 좌-우 
일차원의 이념이 권위주의적 성향을 포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6] 이념에 따른 우파 권위주의 성향

*p<0.05, **p<0.01. 괄호 안의 숫자는 표준오차를 나타냄.

 그러나 앞서 논했듯, 이념과 우파 권위주의적 태도 간의 관계는 정치지식
이 높은 유권자들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정치지식이 높은 유권
자들의 이념은 체계적으로 형성되어 안정적이며, 따라서 구체적인 정치적 
입장에 적극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반면 정치지식이 낮은 
유권자들에게서는 이념이 실질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념과 권위주의적 태도간의 관계가 약하거나 나타나지 않을 수 



- 29 -

[그림 7] 이념에 따른 우파 권위주의 성향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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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다른 통제변수를 그대로 둔 후, 이념과 정치지
식 점수간의 상호 교차항을 추가한 새로운 모형을 세우고, 분석을 행한다. 
결과는 [표 7]과 같다.
 결과를 보면, 여전히 연령의 상승은 권위주의적 성향을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분적으로 여성과 대학교육을 받은 사람들일수록 탈권위주의
적 성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념의 독립항이 
그 유의성을 상실한 반면, 이념과 정치지식간의 교차항이 양의 방향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는 정치지식이 올라갈수록 자기평가 이념
이 우파 권위주의 성향을 보다 더 잘 예측한다는 가설 1-2를 지지하는 결
과이다. 결과를 도시하면 [그림 8], [그림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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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심과 전통"
"강력한 법과 

질서"
우파 권위주의 

성향

나이
0.01**
(0.00)

0.02**
(0.00)

0.02**
(0.00)

여성
-0.06
(0.06)

-0.17*
(0.07)

-0.09**
(0.03)

대학교육
-0.02
(0.08)

-0.28**
(0.09)

-0.08
(0.05)

소득
-0.01
(0.01)

-0.00
(0.01)

-0.00
(0.01)

이념
-0.04
(0.04)

0.06
(0.05)

0.02
(0.03)

정치지식
-0.10**
(0.04)

-0.29**
(0.04)

-0.18**
(0.02)

이념X정치지식
0.02**
(0.01)

0.03**
(0.01)

0.02**
(0.00)

상수항
4.79**
(0.27)

3.69**
(0.01)

3.41**
(0.15)

N 2,259 2,259 2,259

R-squared 0.0231 0.1516 0.2517

F-stat 7.59 57.48 108.18

[표 7] 이념에 따른 우파 권위주의 성향

*p<0.05, **p<0.01. 괄호 안의 숫자는 표준오차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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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정치지식 점수에 따라 이념이 "강력한 법과 질서"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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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정치지식 점수에 따라 이념이 우파 권위주의 성향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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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9]는 정치지식이 낮은 유권자들(Score=0)에게는 이념이 우파 권위
주의 성향과 전혀 연관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스스
로의 이념을 진보적이라고 응답할수록 우파 권위주의 성향에서 멀어지는 
경향은 정치지식이 높아질수록 강해져, 가장 높은 수준의 정치지식을 지니
고 있는 유권자들에게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기질적 적응 II: 사회 지배지향 성향과 경제적 이념

진보-보수 혹은 좌-우로 이념을 구분하는 보다 근대적인 기준은 시장경제
에 대한 태도라고 할 수 있다. 곧, 경제체제를 자유방임적으로 운영하는 
원리에 호의적이면 보수로 규정되는 반면,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옹
호하고, 복지를 중시하는 태도를 취한다면 보다 진보적으로 규정될 수 있
을 것이다. 그런데 개인들이 경제체제에 갖는 이러한 태도의 기저에는 바
로 사회 지배지향 성향이 존재한다.
 사회 지배지향 성향이란, 사회에 존재하는 위계질서를 당연하게 인정하
며, 경쟁은 사회의 필연법칙으로서 사회 내 승자와 패자가 존재하는 것을 
당연한 원리로 받아들이는 성향을 의미한다(Caprara and Vecchione 
2013). 이러한 시각은 복지의 확대를 반대하고, 결과적 평등보다는 기회의 
평등을 중시하는 시각과 연결된다. 곧, 자신을 스스로 보수라고 규정할수
록, 우파 권위주의 성향은 높게 측정될 가능성이 크다. 본 연구는 응답자
들의 사회 지배지향 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10가지의 표준적 
질문을 사용하고 7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표 8).
 10 문항 간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alpha)값은 0.6188이었으며, 평
균값은 3.70이었다. 그 후 제1절과 비슷한 방식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우고 검증한다.

가설 2-1) 스스로 보수적인 이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유권자들, 그리고 소
득이 많은 유권자들에게 사회 지배주의 성향이 더 높게 측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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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다음의 문항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
십니까?)

평균값 (1: 사회 지배지향 
성향 낮음-7: 사회 지배지향 
성향 높음)

"부(富)를 일궈내는 성취욕이 있는 사람은 
부를 즐길 수 있는 권리를 지닌다."

4.50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은 인생에서 걸러지게 마련이다."

4.50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더 나아질 것인지는 
알 수 없다."

3.25

"못 사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잘 사는 사람
들에게는 더 많은 세금을 물려야 한다."

2.74

"부(富)가 국가들에 더 평등하게 분배된다
면 세계는 더 평화로운 곳이 될 것이다."

3.16

"우리나라에는 재화의 분배를 더 평등하게 
만드는 "공정성 혁명"이 필요하다."

3.09

"세상에는 상대적으로 남보다 더 우월한 사
람들이 있다."

4.97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눌러야 할 
때도 있다."

4.24

"사람들이 불만을 제기하기보다 주어진 일
에 충실하다면, 사회 문제는 지금보다 덜 
발생할 것이다."

4.13

"어떤 특정 집단이 사회를 지배해서는 안 
된다."

2.44

가설 2-2) 정치지식 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사회 지배주의 성향을 보다 잘 
설명한다.

가설 2-3) 정치지식 수준이 높을수록 이념성향이이 사회 지배주의 성향을 보다 
잘 설명한다.

[표 8] 사회 지배지향 성향 문항과 평균

 가설 2-1을 검증하기 위해, 사회 지배주의 문항의 응답값을 종속변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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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척도와 소득을 독립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시행한다. 이때, 사회 지
배주의 성향을 보이는데 예측되는 나머지 인구사회학적 변수, 즉 나이, 성
별, 대학교육 여부는 통제된다. [표 9]는 각각 "부(富)를 일궈내는 성취욕
이 있는 사람은 부를 즐길 수 있는 권리를 지닌다.", "세상에는 상대적으로 
남보다 더 우월한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10문항을 모두 종합하여 1점부
터 7점까지 재구성한 사회 지배주의 성향 점수를 종속변수로 하는 모형의 
회귀분석 결과이다. 종속변수가 높을수록, 보다 강한 사회 지배주의 성향
을 띄는 것을 의미한다.
 먼저 지적할 점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모형에서 통제변수로 사용된 인
구사회학적 변수 중 소득이 양의 방향으로 유의미성을 나타낸다는 점이다. 
이는 소득이 높을수록 사회에 존재하는 위계질서를 노력의 결과물로서 정
당하게 생각하는 강한 사회 지배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한 스스로를 이념적으로 우파로 응답한 응답자일수록 사회 지배주의 성향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소득과 우파 권위주의적 태도 간의 관계는 정치지식이 높은 유
권자들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인가? 정치지식 수준이 높은 유권자는 
자신의 이해를 보다 면밀히 파악하여 정치적 결정을 내린다(Delli Carpini 
and Keeter 1996). 이는 다시 말하면 정치지식 수준이 높은 유권자의 사
회 지배주의 성향은 낮은 수준의 유권자보다 소득에 더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가설 2-2). 연구는 소득과 정치지식간의 교차항 분석
을 통해 이를 검증한다.
  한편 우파 권위주의 성향의 분석과 마찬가지로, 정치지식 수준이 높은 
유권자일수록 이념에 따른 사회 지배주의 성향이 높다는 가설 2-3을 세우
고 이념과 정치지식간의 교차항을 통해 이를 검증한다. [표 10]은 종속변
수를 평균 사회 지배주의 성향으로 두고 가설 2-2와 가설 2-3을 검증하
기 위한 회귀분석의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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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를 즐길 권리"
"노력에 따라 

걸러지기 마련"
사회 지배주의 

성향

나이
-0.00
(0.00)

0.01**
(0.00)

-0.00
(0.00)

여성
0.01

(0.05)
0.04

(0.05)
0.06*
(0.03)

대학교육
-0.05
(0.07)

-0.18**
(0.08)

-0.05
(0.04)

소득
0.04**
(0.01)

0.06**
(0.01)

0.03**
(0.01)

이념
0.06**
(0.01)

0.11**
(0.01)

0.11**
(0.01)

상수항
4.14**
(0.15)

3.33**
(0.15)

3.11**
(0.07)

N 2,259 2,259 2,259

R-squared 0.0151 0.0589 0.1231

F-stat 6.93 28.22 63.28

[표 9] 이념에 따른 사회 지배주의 성향

*p<0.05, **p<0.01. 괄호 안의 숫자는 표준오차를 나타냄.

 분석 결과, 소득과 정치지식간의 교차항, 그리고 이념과 정치지식의 교차
항은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득이 사회 지배주의 성향에 
미치는 영향은 정치지식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없으나, 정치지식이 높아질
수록 그 효과가 커진다. 이념과 정치지식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정치지식 
수준이 낮은 경우 자신의 이념은 사회 지배주의 성향과 관련이 없지만, 정
치지식이 높아질수록 사회 지배주의 성향에 이념이 차지하는 역할은 커지
게 된다. 곧, 가설 2-2와 가설 2-3을 모두 지지한다.



- 36 -

사회 지배주의 성향

나이
-0.00
(0.00)

-0.00
(0.00)

여성
0.06*
(0.03)

0.01
(0.03)

대학교육
-0.05
(0.04)

-0.03
(0.04)

정치지식
-0.17**
(0.02)

소득
0.03**
(0.01)

0.00
(0.02)

소득X정치지식
0.01*
(0.00)

이념
0.11**
(0.01)

-0.00
(0.02)

이념X정치지식
0.02**
(0.00)

상수항
3.11**
(0.07)

4.03**
(0.14)

N 2,259 2,259

R-squared 0.1231 0.1605

F-stat 63.28 53.76

[표 10] 정치지식과 소득, 정치지식과 이념의 교차항 분석

*p<0.05, **p<0.01. 괄호 안의 숫자는 표준오차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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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정치지식과 소득이 사회 지배주의 성향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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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정치지식과 이념이 사회 지배주의 성향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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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념과 정책적 입장의 형성

제1절, 제2절에서 정치지식이 높은 유권자들은 보수-진보 혹은 좌-우의 
차원에서 스스로 평가한 자신의 이념이 스스로의 우파 권위주의 성향 혹
은 사회 지배주의 성향과 강한 연결고리를 가진다는 점을 보였다. 다시 말
하면 이러한 유권자들은 상대적으로 일관되고 안정적 정치이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치지식이 높은 유권자들은 보수-진보와 같은 추상적 개념의 
이념을 구체적인 정책이나 이슈의 평가에 보다 강하게 이용하는가? 본 절
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검토한다.

가설 3) 정치지식 수준이 높은 유권자들은 구체적인 정책이나 이슈에 대한 입장
을 결정하는데 있어 정치이념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

 해당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는 유권자들의 다양한 정책적 입장을 
측정하였다. 구체적으로 복지정책에 대한 태도, 한미동맹에 대한 태도, 그
리고 교내 체벌 허용에 관한 태도의 형성에 이념과 정치지식이 어떻게 작
용하는지 살펴보았다.8)

 회귀분석 결과인 [표 11]을 살펴보면, 먼저 연령이 높은 경우 복지보다는 
경제성장을 우선시하는 태도가 나타났지만 교내 체벌에 대해서는 오히려 
부정적인 의견이 약한 수준이지만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요인은 
분석한 모든 정책에 있어 유의미한 영향력을 띄었는데, 여성일 경우 복지
에 대한 입장에서는 남성보다 복지보다 경제성장을 우선시하는 태도가 나
타났고, 한미동맹을 강화해야한다는 의견에는 상대적으로 부정적이었으며, 
교내 체벌에는 상대적으로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 문항은 4점 척도(1: 전적으로 반대 - 4: 전적으로 찬성)로 측정되었으며, 각각
의 문항에서 복지보다는 경제성장을 우선할수록, 한미동맹 강화에 찬성할수록, 
그리고 교내 체벌을 허용하는 것에 찬성할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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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교육의 효과는 한미동맹에 대한 태도에만 약간 부정적인 효과를 가
져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의 경우에는 경제적 이슈라고 할 수 있는 
복지에 대한 태도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을 고려, 통제한 이후
에도 모든 모형에서 이념과 정치지식의 교차항의 계수는 유의미하게 나타
났다는 것이다. 이념의 독립항이 유의미하지 않은 반면, 교차항이 유의미
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은, 정치지식이 낮은 경우에는 이념이 정책에 대한 
입장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드러나지 않다가 유권자의 정치지식 수준이 
높아질수록 서서히 드러나, 가장 높은 수준의 정치지식을 소유하고 있는 
유권자에게 그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 모형에서의 결과를 
도시하면 [그림 12], [그림 13], [그림 14]와 같다.

[그림 12] 이념과 정치지식이 복지에 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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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에 대한 
태도

한미동맹에 대한 
태도

교내 체벌에 
대한 태도

나이
0.02**
(0.00)

0.00
(0.00)

-0.01**
(0.00)

여성
0.06*
(0.03)

-0.19**
(0.03)

-0.27**
(0.04)

대학교육
0.04

(0.04)
-0.08*
(0.04)

0.00
(0.05)

소득
0.02**
(0.01)

0.00
(0.01)

-0.00
(0.01)

이념
0.01

(0.02)
-0.02
(0.02)

0.02
(0.03)

정치지식
-0.14
(0.02)

-0.13**
(0.02)

-0.10**
(0.02)

이념X정치지식
0.02**
(0.00)

0.02*
(0.00)

0.01**
(0.00)

상수항
2.08**
(0.15)

3.26**
(0.13)

3.11**
(0.16)

N 2,259 2,259 2,259

R-squared 0.1700 0.1176 0.0723

F-stat 65.85 42.88 25.07

[표 11] 이념과 정치지식이 정책에 대한 입장에 미치는 영향

*p<0.05, **p<0.01. 괄호 안의 숫자는 표준오차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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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이념과 정치지식이 한미 동맹에 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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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이념과 정치지식이 교내 체벌에 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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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소결

본 장에서는 유권자들이 정치적인 성향이나 특정 정책적 이슈에 관한 태
도를 설명하는데 있어 정치지식의 매개적 역할을 살펴보았다. 정리하자면, 
정치지식이 높은 유권자들은 그들의 기질적 적응인 우파 권위주의 성향, 
사회 지배주의 성향이 스스로 평가한 이념과 강한 상관성을 보였다.
 이는 보수-진보의 추상적인 개념인 이념이 적어도 정치지식 수준이 높은 
유권자들에게는 위상적인 이념, 경제적인 이념의 두 가지 차원에서 모두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구체적인 정책에서 어떠
한 입장을 취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지가 주어졌을 때, 이들은 그들이 지닌 
추상적인 차원의 이념을 통해 선호하는 구체적 정책적 입장을 유추할 수 
있는 체계적인 능력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적극적으
로 이용한다.
 반면, 정치지식이 낮은 유권자들에게 이념과 기질적 적응 간의 연결고리
는 존재하지 않았고, 따라서 그들에게 이념은 실질적인 유의미성이 결여된 
허상에 불과하다. 따라서 구체적인 정책적 이슈에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스스로 평가한 이념적 진보성 혹은 보수성은 정책에 대한 입장을 결정하
는데 있어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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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 정치지식과 투표행태

그렇다면 실제 선거의 국면에서 정치지식은 유권자들의 투표행태를 결정
하는데 있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가? 본 장에서는 유권자의 정치지식 
수준이 투표참여, 그리고 이념투표 및 근접투표의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한다.

  1. 정치지식과 투표참여

현대의 대의민주주의체제에서 시민은 투표를 통해 정치에 참여하며, 정치 
지도자들은 선거를 통해 정당성을 획득한다. 높은 투표율은 많은 유권자의 
선택을 받았음을 의미하고, 따라서 보다 높은 정당성의 획득을 가능케 한
다. 그런 의미에서 일반적으로 높은 투표율은 바람직한 현상으로 이해되
며, 많은 선진민주주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투표율의 하락현상은 민주주의
에 어두움을 드리우는 한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투표참여를 연구하는 고전적인 경제학적 시각은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
함으로써 얻는 비용이 편익보다 낮기 때문에 합리적인 유권자들은 투표에 
불참할 것이라 예측한다(Riker and Ordeshook 1968). 그럼에도 불구하
고 많은 연구들은 정치적 자원을 많이 소유한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나설 
확률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예컨대, 소득이 높고, 나이가 많고, 교
육을 많이 받았으며, 정치적 효능감이 높고, 정치지식 수준이 높은 남성 
유권자들은, 소득이 낮고, 어리며, 교육을 적게 받고, 정치적 효능감과 정
치지식 수준이 낮은 여성 유권자들보다 투표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Rosenstone and Hansen 1993).
 본 연구는 2016년 한국의 국회의원선거에서의 투표참여 결정요인을 위와 
같은 변수들을 통해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정치지식은 어느 정도의 효과
를 지니고 있는가? [표 12]는 투표에 참여했는지의 여부를 종속변수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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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1 모형 2 모형 3

나이
-0.01
(0.01)

-0.01
(0.01)

-0.00
(0.01)

여성
-0.54**
(0.13)

-0.21
(0.14)

-0.09
(0.16)

대학교육
0.24

(0.17)
0.11

(0.17)
0.07

(0.19)

소득
0.10**
(0.03)

0.08*
(0.03)

0.02
(0.03)

외적효능감
0.00

(0.04)
-0.04
(0.04)

내적효능감
0.16*
(0.06)

-0.03
(0.07)

정치지식
0.21**
(0.03)

0.14**
(0.04)

선거에 대한
관심

1.34**
(0.10)

N 2,259 2,259 2,259

Pseudo 
R-squared

0.0214 0.0539 0.1935

Log likelihood -805.11 -778.39 -663.56

구사회학적 변수, 정치효능감, 정치지식, 선거에 대한 관심을 독립변수에 
놓고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이다.9)

[표 12] 투표참여 결정모형

계수는 로짓계수. *p<0.05, **p<0.01. 괄호 안의 숫자는 표준오차를 나타
냄.

9) 서베이를 통한 투표 참여 연구에서 투표율의 과대보고(overreporting)는 잘 
알려진 문제이다. 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연구는 "불참의 이유"를 선택지에 
제시하는 방식으로 유권자의 투표율을 측정했다(Duff et al.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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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나이와 성별, 대학교육, 소득의 인구사회학적 변수만을 가지고 투표
참여를 설명하는 <모형 4-1>을 살펴보면, 1% 유의수준 하에서 소득이 증
가할수록, 그리고 남성이 여성보다 투표 확률이 높았다. 연령과 대학교육
을 받았는지 여부는 5% 유의수준하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지니지 못했
다.
  <모형 2>는 <모형 1>의 변수에 정치 효능감과 정치지식을 추가한 문항
이다. 정치 효능감(political efficacy)이란, 유권자가 정치를 잘 이해하고 
정치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여기는 신념을 의미하는데, 이는 
외적 효능감과 내적효능감으로 나뉠 수 있다. 외적효능감(external 
efficacy)이란 자신이 정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여기는 믿음이며, 내적
효능감(internal efficacy)은 정치를 잘 이해하고 있다는 믿음이다. 결과를 
살펴보면, <모형 1>과 비교하여 성별의 유의미성은 사라졌다. 효능감의 경
우 내적효능감, 즉 스스로 정치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할수록 투표에 
참여할 확률의 유의미하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정치지식은 1% 유의수
준 하에서 유의하게 측정되었는데, [그림 15]는 정치지식의 증가에 따라 
투표 참여율이 증가하는 것을 보여준다.
  <모형 3>은 <모형 2>에 선거에 대한 관심10)을 추가한 분석 모형이다. 
선거에 대한 관심은 당연하게도 선거에 참여하는 것과 가장 밀접한 관계
를 가지는 변수라고 할 수 있다. 모형 3의 결과를 살펴보면 5% 유의수준 
하에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효능감 변수는 모두 설명력을 잃는다. 그러나 
선거에 대한 관심 수준을 통제한 후에도, 1% 유의수준 하에서 정치지식 
수준이 높은 유권자들은 투표에 참여할 확률이 높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10) "이번 선거에 얼마나 관심이 있으십니까?"에 대해 4점 척도(1: 전혀 관심이 
없다 – 4: 매우 관심이 많다)로 응답하게 한 문항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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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정치지식과 투표에 참여할 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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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치지식과 이념투표

제3장에서 이념의 체계성과 유의미성은 유권자가 지니고 있는 정치지식의 
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임을 밝혔다. 그렇다면 정치지식은 이념이 투표 선
택에 있어서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가? 본 절은 유권자들의 정치지식과 
이념성향을 바탕으로 이념투표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16년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비례
대표 정당 선택을 중심으로 이념투표를 분석한다. 후보자 선택이 아닌 정
당 선택을 종속변수로 사용하는 이유는, 본 선거가 다당제 하에서 치러져 
각 지역구마다 후보 선택의 대안이 상이하여 통합적인 분석이 어렵기 때
문이다. 반면 비례대표 선거의 경우 전국을 하나의 단위로 하는 정당명부
식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어 유권자들은 동일한 선택지를 갖게 된다.
 투표 선택을 설명하는데 있어 가장 먼저 제시되어야 하는 것은 인구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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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변수들이다. 어느 개인의 연령, 성별, 교육수준, 소득, 거주지와 같은 
정보는 해당 인물이 "어느 집단"에 속해있는지를 내포하는 가장 근원적인 
정보들이기 때문이다. 립셋-로컨의 사회균열이론은 바로 인구사회학적 변
수들이 어떻게 정치적인 의미를 갖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이론이다
(Lipset and Rokkan 1967). 곧, 개인은 자신이 지닌 정체성에 따라 그 
사회의 주된 균열 아래 특정한 집단에 속하게 되며 그에 따라 정치적으로 
동원된다는 것이다.
 민주화 이후 한국에서 가장 주된 균열은 바로 지역균열이었다. 정치적 지
도자들은 지역을 할거해 자신들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지역의 유권자들을 
동원했기 때문에, 지역은 가장 강력한 투표선택 요인으로 작용한다. 본 분
석에서는 거주지가 호남인 경우, 영남인 경우를 변수로 사용한다. 이외에 
연령과 성별, 학력, 소득을 독립변수로 두고 이들의 영향력을 검토할 것이
다.
 인구사회학적 변수 외에도, 투표 선택을 연구하는 대부분의 연구들은 핵
심적인 투표결정 요인으로서 유권자가 특정 정당에 가지는 심리적, 습관
적, 감정적인 애착인 정당일체감(party identification)의 영향력을 지적한
다(Campbell et al. 1960). 본 연구에서는 각 정당에 대해 강한 일체감
(strong identifier)을 가지고 있으면 3점, 약한 일체감(weak identifier)을 
2점, 기대는 사람(leaner)을 1점, 무당파(independent)를 0점으로 코딩한 
변수를 유권자의 정당일체감 변수로 사용한다.11)

11) 정당일체감은 미시건학파(Michigan School)로 대표되는 개인적 수준의 투표
행태연구에서 시작된 개념으로서, "어느 정당에 어느 정도의 강도로 애착을 느
끼는지"에 대해 미국의 유권자들을 일차원의 공간(0: 강한 민주당 지지 – 6: 
강한 공화당 지지)에 위치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조작화의 방법이다. 그러나 
2016년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는 다당구도로 진행되었고, 유권자들의 정당에 
대한 애착을 하나의 변수로 나타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분석에
서는 분석대상인 네 정당에 대해 각각의 정당일체감 변수가 모두 사용된다. 이 
경우, 유권자들은 일체감을 느끼는 정당에 대해서만 양의 값의 일체감 변수를 
부여받으며, 나머지 세 정당에 대한 일체감은 0으로 코딩된다. 만약 일체감을 
느끼는 정당이 없다면(무당파), 정당일체감 변수 4개에 대해 모두 0의 값을 부
여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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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정당일체감을 통제한 이후에도 유권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념이 투표선택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지닐 수 있을 것인가? 만약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지 못한다면, 그것은 유권자가 온전히 사회균열과 정
당일체감과 같은 사회적으로 주어진 집단적 정체성이나 습관적인 애착과 
같은 감정에 따라 투표결정을 내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유의미한 영
향력을 지닌다면 그것은 유권자 자신의 체계적으로 형성한 이념이 정치적 
선택에 있어 독립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연구는 정치지식이 높은 
유권자들에게 이념의 영향력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가설을 세우고 검정
한다.

가설 4) 투표선택 요인으로서 이념의 영향력은 유권자들의 정치지식 수준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난다.

 2016년 한국의 국회의원선거는 주요 정당이 4개인 다당구도로 진행되었
기 때문에,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nomial regression analysis)을 
시행하였다. 종속변수는 비례대표 투표에서의 선택 - 새누리당, 더불어민
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 이다. 독립변수로는 이념과 정치지식점수, 그리
고 이들의 상호 교차항이 사용되며, 통제변수로 각 정당에 대한 정당일체
감과 출신지역(영, 호남), 나이, 성별, 대학교육을 받았는지 여부, 소득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변수가 추가된다.12) 결과는 [표 13]과 같다.
 표를 해석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먼저 분석에 사용된 모형은 다항로지
스틱 모형이므로 기준이 되는 종속변수의 값이 필요하다. 본 모형에서는 
새누리당에 투표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았다. 이 때, 각 열에 해당하는 계
수값들은 새누리당에의 투표로부터 각 당에의 투표로 이탈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로짓계수값들이다. 즉 이 값이 유의미한 양의 값을 취한
다면, 해당변수는 새누리당으로부터 해당되는 당으로 이탈할 확률을 유의

12) 이 중 성별과 대학교육 여부, 소득의 계수는 모형에서 유의미하지 않았기에 
이 변수들을 제외한 모형을 다시 세운 후, 그 결과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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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정당일체감:
새누리당

-1.74**
(0.21)

-1.17**
(0.13)

-1.97**
(0.37)

정당일체감:
더불어민주당

1.86**
(0.31)

0.79*
(0.32)

1.34**
(0.32)

정당일체감:
국민의당

-0.16
(0.30)

1.48**
(0.26)

-0.17
(0.35)

정당일체감:
정의당

1.51*
(0.69)

0.83
(0.70)

2.58**
(0.69)

영남지역 거주
-0.18
(0.22)

-0.51*
(0.21)

-0.26
(0.26)

호남지역 거주
1.17*
(0.57)

1.10*
(0.56)

1.48*
(0.59)

나이
-0.04**
(0.01)

-0.02
(0.01)

-0.03**
(0.01)

이념
-0.01
(0.19)

0.03
(0.18)

-0.14
(0.24)

정치지식
0.55**
(0.18)

0.53**
(0.17)

0.77**
(0.20)

이념X정치지식
-0.08*
(0.03)

-0.07*
(0.03)

-0.09*
(0.04)

N 1,905

Pseudo 
R-squared

0.3915

Log likelihood -1545.01

[표 13] 이념과 정치지식이 투표선택에 미치는 요인분석

기준은 새누리당에 투표. 계수는 로짓계수. *p<0.05, **p<0.01. 괄호 안
의 숫자는 표준오차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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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하게 증가시킴을 의미한다.
 먼저 정당일체감 요소를 살펴보자. 각 당은 자신의 당에 정당일체감을 느
낄수록 모두 유의미하게 이탈 확률이 높아졌다. 모든 당에 있어서 새누리
당 일체감의 변수가 유의미하게 음의 값을 취한 것은, 새누리당에 일체감
을 느끼는 유권자들은 새누리당을 선택할 확률이 높아진 것과 같은 선상
에서 파악할 수 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정당일체감이 높아질수록 국민의당과 정의당
으로의 이탈 확률이 높아졌는데, 이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지역구에
서는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하고 비례대표 선택에 있어서는 타 야당을 선택
하는 분할투표(split-ticket voting)이 일어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반
면, 국민의당에 대한 일체감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의 이탈 확률을 높
이지 않았다.
 다음으로 호남지역에 거주하면 유의미하게 새누리당으로부터 각 당으로
의 이탈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영남지역에 거주하는 것
은 국민의당으로의 이탈 확률만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영남에 
거주하는 유권자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국민의당을 "호남 지역당"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연령 변수의 경우 나이가 많아지면 더불어민
주당과 정의당으로의 이탈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일체감과 지역, 연령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통제를 거친 후에 정치지
식과 이념은 투표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먼저, 높은 정치지식은 
그 자체로 새누리당으로부터의 이탈에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념의 경우 독립항은 유의미성이 없었지만, 정치지식과의 교차항은 새누
리당에 대한 투표의 이탈 요인으로 드러났다. 각 계수가 유의미하게 음의 
값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념 변수가 낮아질수록(곧 유권자가 스스로 진보
적이라고 판단할수록) 새누리당에 대한 투표로부터 각 당에 대한 투표로 
전환할 확률이 정치지식이 높아짐에 따라 더욱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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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이념이 정당 투표에 미치는 영향 (정치지식=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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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이념이 정당 투표에 미치는 영향 (정치지식=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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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정치지식이 낮은 경우 스스로를 보다 진보적으로 규정하더라도 실
제로는 새누리당에 대한 투표에서 이탈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작게 증가한
다. 유의미한 교차항은 바로 그러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림 16]과 [그
림 17]은 각각 정치지식이 10점인 유권자와 0점인 가상적인 유권자가 이
념이 변화함에 따라 예측되는 각 정당에 투표할 확률을 보여주고 있다. 정
치지식이 10점인 경우 이념은 투표선택에 핵심적 변수로 작용하는 반면 0
점의 경우에는 그러지 못하다.

 3. 정치지식과 근접투표

제2절에서는 유권자의 이념을 그 자체로 사용하여 투표선택을 예측했으며, 
정당의 이념은 모형 안에서 구체적으로 고려되지 않았다. 그러나 호텔링-
다운즈의 고전적인 공간경쟁모형은 합리적인 유권자라면 자신의 이념적 
위치와 가까운 이념을 가지고 있는 후보에게 투표하여야 한다는 이론적 
가정에서 출발한다(Hotelling 1929; Downs 1957). 이러한 이론에 따른 
투표행태를 근접 투표(proximity voting)라고 하는데, 근접투표가 행해지
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은 자신의 이념을 체계적으로 이해하여 그 이념이 
실질적인 유의미성을 지녀야 할 뿐만 아니라, 각 후보자들의 이념위치 역
시 올바르게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그림 18]은 각기 상이한 정치지식 수준을 지니고 있는 유권자들이 주요 
정치행위자들의 이념위치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유
권자들을 정치지식 점수의 순으로 4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각각의 그룹이 
새누리당의 이념을 어디에 위치시켰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최상위 
그룹에서는 새누리당을 뚜렷하게 보수적으로 평가하고 상대적으로 진보적
으로 평가한 비율은 극히 낮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정치지식
을 가지고 있는 그룹으로 갈수록 그 분포가 퍼지게 될 뿐만 아니라, "중도
"13)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으며, 진보적이라고 평가한 비율도 더 많아



- 53 -

[그림 18] 정치지식에 따른 유권자들의 이념위치: 새누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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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 이는 정치지식이 낮은 유권자들이 자신의 이념적 위치뿐만 아니라 
주요 정치 행위자의 이념적 위치에 대해서도 확신을 갖지 못하거나 오해
하고 있을 확률이 높음을 뜻한다. [표 14]는 다른 정당에 대해서 각 그룹
들의 이념 평가가 어떻게 다른지 보여준다.
 [표 15]는 비례대표 투표에서 새누리당, 정의당에 투표 여부를 종속변수
에 두고 각각 새누리당, 정의당에 느끼는 정당일체감, 영, 호남 거주여부, 
나이, 이념, 정치지식, 그리고 이념과 정치지식의 상호 교차항을 독립변수
에 둔 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이다. 이념거리는 유권자가 스
스로 평가한 이념과 각 정당에 평가한 이념간의 절대적 거리를 사용했다.
 각 모형은 각 정당에 느끼는 정당일체감과, 한국의 선거에서 가장 주요하
게 작용하는 균열인 지역균열과 세대균열을 각각 영남, 호남 거주여부와 

13) 여기에서 "중도"의 응답이 그 위치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새누리당의 이
념 위치에 대해 불확실하거나 모른다고 판단한 유권자들이 중도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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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지식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상위 
25%

8.42 1.76 3.85 2.01 2.30 1.89

25%-50
%

7.82 2.24 3.97 2.20 2.93 2.25

50-75% 7.45 2.17 3.85 1.94 3.19 2.12

하위 
25%

6.79 2.32 4.23 2.06 4.08 2.06

[표 14] 정치지식에 따른 유권자들의 정당 이념 평가

나이를 통해 통제한 후, 이념거리와 정치지식의 역할을 검증하는 모형이
다. 예측한 대로, 새누리당에 투표할 확률은 새누리당에 정당일체감을 느
낄수록, 그리고 영남에 사는 유권자일수록 유의미하게 높아졌으며, 반대로 
호남에 사는 유권자에게는 유의미하게 낮아졌다. 분명한 것은, 위와 같은 
핵심적인 변수를 통제한 이후에도 새누리당에게 느끼는 이념거리가 멀면 
유의미하게 새누리당에 투표할 확률이 감소했는데, 이러한 효과는 정치지
식이 높으면 높을수록 강하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정의당의 경우는 지역정
당이 아닌 관계로 거주지역의 효과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여전
히 이념거리와 정치지식간의 상호항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그림 19]는 
주요 변수를 고정한 후, 이념거리와 정치지식에 따른 새누리당에 투표 확
률을 도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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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이념거리와 투표선택 모형

새누리당 투표 정의당 투표

정당일체감
1.87**
(0.12)

1.72**
(0.12)

영남거주여부
0.47**
(0.19)

-0.04
(0.19)

호남거주여부
-1.69**
(0.57)

0.36
(0.23)

나이
0.03**
(0.01)

-0.01
(0.01)

이념거리
-0.10
(0.12)

0.15
(0.15)

정치지식
-0.01
(0.06)

0.29**
(0.06)

이념거리X정치지식
-0.06**
(0.02)

-0.06*
(0.02)

N 1,905 1,905

Pseudo R-squared 0.4949 0.2799

Log likelihood -452.86 -603.40

계수는 로짓계수. *p<0.05, **p<0.01. 괄호 안의 숫자는 표준오차를 나타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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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이념거리와 정치지식에 따른 새누리당 투표 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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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조정된 정치지식 점수의 재고찰

  1. 구성타당성의 재검토

제2장에서는 웹 서베이를 통한 정치지식의 측정이 가져올 수 있는 측정상
의 문제를 다뤘다. 곧, 응답자가 "부정행위"를 통해 정답을 찾아낼 가능성
이 있고, 이러한 경우 그의 정치지식은 과대평가될 수 있다. 한편으로, 부
정행위의 가능성 외에 오랜 응답시간은 그 자체로서 불확실한 지식의 표
현일 수 있음이 지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응답시간에 벌
점항을 부과하는 조정된 정치지식 점수를 사용했다.
 만약 조정된 점수가 원점수보다 더 나은 정치지식 변수라면, 해당 변수는 
보다 높은 구성타당도를 가져야 한다. 다시 말하면, 새로이 만들어진 변수
는 이론 속에서 다른 개념들과의 보다 강한 연결고리를 가져야 한다. 본 
연구는 정치지식이 자기기만적 고양의 성격이 강한 유권자들에서 과대평
가되기에, 이것을 조정하여 응답자의 보다 타당한 정치지식 점수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그 예로 제2장에서는 조정된 점수가 원점수보다 
인구사회학적 변수로 더욱 잘 설명된다는 점을 보였다.
 제5장에서는 추가적으로 제3장과 제4장에서 시행한 회귀분석들을 원점수
를 사용한 정치지식의 효과와 간단히 비교할 것이다. 응답시간의 효과에 
따른 보다 명확한 비교를 위해 원점수는 추가적으로 응답시간이 중앙값인 
151.5초보다 오래걸린 그룹(잠재적인 부정행위자 그룹), 그리고 응답시간
이 중앙값보다 낮은 그룹(정직한 응답자 그룹)으로 나누고, 이를 조정된 
점수와 함께 도시한다.
 [그림 20]은 유권자의 정치지식 점수가 10점일 때, 이념에 따른 우파 권
위주의 성향의 변화가 정치지식 점수 계산 방식에 따라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념의 변화에 따른 우파 권위주의 성향의 변화량은 응답시간이 
중앙값보다 짧았던 그룹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고, 반대로 응답시간이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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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보다 컸던 그룹에서 가장 약하게 나타난다.
 이것은 비록 정치지식 문항에서 같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하더라도 응답
시간이 길었던 경우는 부정행위를 통한 정답이 많았고, 따라서 해당 그룹
에서의 정치지식은 응답자가 객관적인 정치지식을 측정하는데 있어 응답
시간이 짧았던 그룹보다 부정확하거나 체계적인 오류가 더 크게 존재했음
을 암시하는 것이다.

[그림 20] 정치지식 측정 방식에 따른 이념의 한계효과 (우파 권위주의)

2
3

4
5

0 2 4 6 8 10
Ideology (Score=10)

raw_score adjusted_score
potential_cheater honest_respondents

 잠재적 부정행위자와 정직한 응답자의 직선 사이에 있는 두 개의 선은 
각각 원점수, 조정된 점수로 측정한 이념의 영향력을 나타낸다. 그림에서
도 나타나듯, 조정된 점수를 사용하여 살펴본 이념의 영향력은 원점수의 
그것보다 강하게 나타난다. 이것은 앞서 설명했듯이 응답시간이 길어질수
록 부정행위로 인한 측정의 체계적 오차를 줄이기 위해 조정된 점수에는 
응답시간에 따른 벌칙항이 고려되었기 때문이다. [그림 21], [그림 22]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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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에서 시행된 가설들에 대한 검정을, [그림 24]는 제4장에서 분석된 
새누리당에 대한 근접투표 분석 결과를 동일한 방식으로 다시 회귀분석한 
결과이다.

[그림 21] 정치지식 측정 방식에 따른 이념의 한계효과 (사회 지배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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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모형에서 정치지식과 이념 혹은 이념거리의 상호 작용항의 유의미
성은 응답시간이 길었던 그룹보다 응답시간이 짧은 그룹에서 크게 나타나
며, 조정된 정치지식 점수를 사용한 경우가 원점수를 사용한 경우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응답시간이 길 경우 정치지식의 응답을 신뢰하기가 
어렵다는 점과 함께, 응답 시간을 감안한 조정된 점수가 구성타당성의 측
면에서 원점수보다 뛰어난 지표임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 60 -

[그림 22] 정치지식 측정 방식에 따른 이념의 한계효과 (교내 체벌에 대한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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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정치지식 측정 방식에 따른 이념거리의 한계효과 (새누리당 투
표 확률)

0
.1

.2
.3

0 2 4 6 8 10
Ideological Distance from Saenuri Party

raw_score adjusted_score
potential_cheater honest_respondents



- 61 -

  2. 누가 부정행위를 하는가?

만약 어느 특정 행위자들이 모르는 문제에 대해 부정행위를 하고, 이것이 
정치지식 측정에 있어 체계적인 오차를 낳는다면, 과연 이러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물론 본 연구가 시행한 웹 서베이는 응답자들이 사적인 공간에
서 설문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들이 부정행위를 하는지 직접적으로 알 방
법은 없다. 그러나 부정행위는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긴 응답시간은 
잠재적인 부정행위와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곧 응답시간
은 부정행위의 함수라는 전제 아래, 응답시간의 백분위를 종속변수로 두
고, 인구사회학적 변수 등 잠재적 부정행위자의 요인이 될 수 있는 변수들
을 설명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표 16]의 결과는 다소간 흥미로운 지점을 내포하고 있다. 먼저, 나이가 
많을수록, 여성일수록, 대학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일수록 응답시간이 길었
다. 특히 여성과 고졸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은 남자와 대학 재학 이상
의 사람들에 비해 응답시간이 길었는데, 특기할 점은 이들이 정치지식 원
점수 역시 낮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이다. 앞서 2장에서 응답시간이 길면 
정치지식 원점수 역시 유의하게 증가한다는 것을 밝힌바 있다. 그러나 여
성과 고졸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지식 원점수는 낮은 반면 응
답시간이 길었다는 것은 이들에게서 부정행위의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편 선거에 관한 관심이 높을수록 응답시간은 길어졌다. 이는 정치에 관
한 일반적 관심 자체가 모르는 문항에 대한 검색행위로 이어졌을 가능성
을 암시한다.
 무엇보다도 흥미로운 해석이 가능한 지점은 내적효능감의 영향력이다. 앞
서 정치지식 문항에서의 부정행위는 사회적 바람직성(social desirability)
에 기인한 응답 때문일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특히, 사회적 바람직성에 
의한 응답 중 자기기만적 고양(Self-deceptive Enhancement) 효과는 응
답자가 자신을 스스로 "능력이 있는" 시민으로 보이고자 하는 심리적 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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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1 모형 2 모형 3

나이
0.23**
(0.06)

0.25**
(0.06)

0.22**
(0.06)

여성
11.51**
(1.19)

11.69**
(1.23)

11.87**
(1.23)

대학교육
-7.01**
(1.69)

-7.01**
(1.69)

-6.93**
(1.68)

소득
0.02

(0.25)
-0.03
(0.25)

-0.05
(0.25)

선거에 대한
관심

2.60**
(0.82)

2.39**
(0.82)

내적효능감
-1.13**
(0.55)

절대적
내적효능감

0.32
(0.75)

상대적
내적효능감

-2.61**
(0.76)

N 2,259 2,259 2,259

Pseudo 
R-squared

0.0633 0.0682 0.0715

F-stat 38.10 27.45 24.76

[표 16] 응답시간(백분율) 결정요인

*p<0.05, **p<0.01. 괄호 안의 숫자는 표준오차를 나타냄.

로부터 발현된다.
 내적효능감은 유권자가 스스로 정치를 잘 이해하고 있다는 믿음의 수준
을 의미한다. 곧, 내적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정치적 현상에 대한 자신의 
이해가 높다고 생각하며, 반대로 내적효능감이 낮은 사람은 스스로 정치에 
대한 이해의 수준이 낮다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회귀분석에서 내적효능감은 응답시간과 유의미하게 음의 관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스스로 정치에 대한 이해 수준이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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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평가할 때, 응답자는 자신의 낮은 수준을 "감추기 위해서" 부정행위
를 할 유인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내적효능감을 구성하는 두 가지 문항을 따로 분석 모형에 포함시킨 
결과, "절대적 내적효능감"의 영향력은 완전히 사라지고 "상대적 내적효능
감"의 영향력이 더욱 크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내적효능감은 두 가지의 
표준화된 문항, 즉 "나는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중요한 정치 문제를 
잘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스스로 평가하는 "절대적" 수준의 문항과 "대
부분의 한국 사람은 정치나 행정에 대해 나보다 잘 알고 있다"라는 "상대
적" 수준의 문항 간의 조합으로 구성, 조작화된다.
 전자를 "절대적 내적효능감"으로, 후자를 "상대적 내적효능감"으로 지칭할 
수 있다면, 상대적 내적효능감의 저하만이 부정행위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은, 자기기만적 고양의 효과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의 정치적 이
해가 뒤떨어진다"고 평가했을 때, 그것을 감추려 하는 기제가 작동되며 발
휘되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유의미한 내적효능감의 영향력, 특히 "상대
적 내적효능감"의 영향력은 바로 이 지점을 포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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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토론

본 연구는 2016년 한국의 국회의원선거를 전후로 실시한 웹 서베이를 통
해 한국 유권자들의 정치지식을 측정하고, 그것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았
다. 보다 구체적으로, 제2장에서는 웹 서베이를 통한 정치지식의 측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응답시간을 고려하여 조정된 정치지식 
점수를 제안하였다. 웹 서베이의 응답자들은 사회적 바람직성의 한 형태인 
자기기만적 고양으로 인해 자신이 더 "능력있는" 유권자로 인식되기 바랄 
수 있다. 따라서 정치지식 문항이 제공되었을 때, 그들은 인터넷을 통해 
정답을 찾고, 그에 따라 정답을 맞출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응답자들의 
이러한 행태는 일반적인 정치지식 지표의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
용한다. 따라서 연구에서는 정치지식 문항 응답에 걸린 응답시간을 벌칙항
으로 계산하고, 그것을 원점수에 반영하는 조정된 정치지식 점수를 제안했
다. 이 때 조정된 정치지식 점수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정치지식 수준에 영
향을 미치는 변수들과의 상관성이 원점수보다 뛰어났음을 확인했다.
 제3장에서는 제2장에서 조정된 정치지식 점수를 바탕으로 유권자들이 정
치적 태도를 형성함에 있어 이념과 정치지식이 어떠한 상호관계를 맺는지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유권자의 기질적 적응, 곧 각각 전통에 대한 태도, 
경쟁에 대한 태도로 볼 수 있는 우파 권위주의 성향과 사회 지배주의 성
향이 이념과 연관을 맺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이념과 기질적 적응
간의 매개변수로서 정치지식은 상당한 유의성을 띄었는데, 정치지식이 높
은 유권자일수록 이념과 기질적 적응간의 관계가 강하게 나타난 반면, 정
치지식이 낮은 유권자들에게서는 이념과 기질적 적응간의 일관된 관계가 
형성되지 못했다. 이는 바꿔 말하면, 정치지식이 높은 유권자들에게만이 
이념이 체계적이며 유의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계는 구체적인 
정치적 이슈에 관한 태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는데, 구체적인 정책이나 
이슈가 제시되었을 때, 정치지식이 높은 유권자들만이 그들이 가진 추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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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을 통해 해당 정책이나 이슈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였다.
 제4장에서는 유권자들의 투표행태에 차지하는 정치지식의 역할을 탐색하
였다. 정치지식이 높은 유권자들은 투표에 더욱 많이 참여할 뿐 아니라, 
투표 선택에 있어서도 후보들의 이념과 자신의 이념을 비교하여 투표하는 
행태를 보였다. 현대의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적 요소가 선거라면, 높은 투
표율과 이념투표, 근접투표 행태는 정권의 정당성을 높여줄 뿐 아니라 집
합적 의사가 보다 다수의 "진정한" 선호에 의해 결정되도록 만든다는 점에
서, 높은 정치지식은 이를 가능케 하는 주요한 매개변수임이 확인되었다.
 제5장에서는 제2장에서 제안한 조정된 정치지식 점수로 제3장과 제4장에
서 시행한 정치지식의 영향력 검증 모형들을, 정치지식 원점수, 그리고 응
답시간에 따른 그룹 별로 다시 검증해보았다. 결과를 통해 응답시간이 짧
았던 그룹에서의 결과가 길었던 그룹에서의 결과보다 정치지식의 영향력
이 명확하게 측정되며, 조정된 정치지식 점수가 원점수보다 더 나은 지표
임이 확인되었다. 그 후, 응답시간을 "잠재적 부정행위"의 함수로 보고 응
답시간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교육수준이 낮고, 여성인 응답자가 정치
지식 문항에 응답에 더 오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대적 내적
효능감"이 낮을수록 응답시간이 오래 소요되었는데, 이는 다른 사람과 비
교하여 스스로 정치지식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기기만적 고
양의 효과로 인해 부정행위를 할 유인에 빠진다는 추론을 가능케 한다.
 본 연구는 첫째, 서구 정치학계에서 비교적 최근 등장한 자기평가 이념의 
형성에 있어 유권자의 기질적 적응의 역할을 정치지식의 수준에 따라 새
로이 고찰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본 연구는 기질적 적응이 자기평
가 이념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한편으로 이념과 정책적 입장의 형성간
의 관계를 포착함으로써, 유권자의 "본래적 성향"과 정책적 입장의 연결고
리로서 이념을 파악하였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련의 "논리적" 연결고리
가 정치지식이 높은 유권자들 사이에서만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한편 본 연구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미진하고 산발적으로 진행되었던 한
국에서의 정치지식 연구에 보다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을 시도했다는 



- 66 -

것에도 또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측정에 있어서 정치지식의 다양한 차
원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문항들을 사용하여, 정치적 태도 결정과 투표참
여, 투표 선택의 보다 넓은 측면에서 유권자들의 정치행태를 분석함으로써 
추후 한국 유권자의 정치행태 연구에 정치지식의 역할에 대한 고찰의 중
요성을 상기시킨다.
 본 연구의 또 다른 의의는 방법론적인 문제와 맞닿아있다. 정보통신기술
의 발달로 간단한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학술적인 연구를 위한 서베이에서
도 웹 서베이의 도입이 늘어나고 있다. 웹 서베이는 표본의 대표성의 문제
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서베이 연구를 가
능케 하는 동시에 응답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간편하게 응답할 수 있게 
한다는 점, 실험설문을 용이하게 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지닌
다. 웹 서베이는 이러한 장점 외에도 응답자가 조사원을 직접 마주하지 않
아도 되므로 규범적인 성격을 지닌 문항들에 대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
고 여겨지는" 응답이 아닌 보다 솔직한 응답을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
다.
 그러나 정치지식의 측정에 있어서는 바로 이러한 "비대면성"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높은 지식수준은 그 자체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사적인 공간에 "자유롭게 놓여 있는" 응답자들은 정답을 
찾아 나선 후 응답하는, 즉 "문제는 맞췄지만 연구에 있어서는 틀린" 행위
를 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2012년의 미국선거조사(ANES)에서의 
정치지식 측정은 바로 이러한 점을 간과했으며, 이는 웹 서베이 응답자의 
정치지식 점수가 대면 서베이 응답자의 그것을 압도하는 동시에 측정의 
타당성이 훼손되는 결과로 돌아왔다. 제2장과 제5장에서 본 연구가 고찰
한 정치지식의 측정 문제는 서베이 연구자들에게 연구에 있어 서베이 문
항 그 자체 뿐 아니라 응답환경(setting)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킨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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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정치지식 문항

1.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모두 몇 명입니까?

2. 다음 중 선출직 공무원, 즉 선거로 선출되는 자는 누구입니까?
1) 국무총리
2) 서울시교육감
3) 대법원장
4) 감사원장

3. 현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속한 정당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1) 노동당 (Labor party)
2) 공화당 (Republican Party)
3) 민주당 (Democratic Party)
4) 보수당 (Conservative Party)

4. 다음 정치인 중 현재 새누리당 소속이 아닌 사람은 누구입니까?
1) 남경필
2) 홍준표
3) 원희룡
4) 안희정

5. 우리나라 정부의 2016년 예산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1) 약 3천 9백억 원
2) 약 3조 9천억 원
3) 약 39조 원
4) 약 390조 원
5) 약 3900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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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 중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아닌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1) 영국
2) 독일
3) 프랑스
4) 중국
5) 러시아

7.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우리나라의 마지막 헌법 개정은 몇 년도에 이루
어졌습니까?

8. 우리나라 대통령의 임기와 국회의원의 임기는 각각 몇 년입니까?
1) 대통령 4년, 국회의원 4년
2) 대통령 5년, 국회의원 5년
3) 대통령 5년, 국회의원 4년
4) 대통령 5년, 국회의원 5년

9. 다음 중 시간상으로 가장 먼저 일어난 정치적 사건은 무엇입니까?
1) 5.18 민주화운동
2) 5.16 군사정변
3) 4.19 혁명
4) 12.12 군사정변

10. 현 국무총리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 74 -

Abstract

Political Knowledge among Korean Electorate:
Measurement, Political Attitudes, and Voting Behavior

Jong-Heum Chung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effect of political knowledge on 
political behavior in South Korea. First, the study measures the levels 
of political knowledge among Korean electorate via web-based survey. 
Utilizing respondents' reponse latency, the study constructs a new 
measure of political knowledge: "Adjusted-Political Knowledge." I argue 
that the Adjusted-Knowledge Score is better than raw score in terms of 
construct validity with various regressions results. This might happen 
because some respondents look up answers or "Google" when answering 
certain questions when they face difficult questions and create 
systematic error of the measurement.
  With the 'adjusted' score, I find out that one's political attitudes – 
more specifically, characteristic adaptations (right-wing authoritarianism 
and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and issue positions – are heavily 
related with her ideological self-placement on the left-right scale when 
she has a high level of political knowledge. Yet if she has a low level of 
knowledge, then the relationship becomes weaker or statistically 
insignificant.
  A similar pattern of relationship between one's political know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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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self-placement ideology can be drawn from analyzing voting 
behavior. Analyzing the 2016 National Assembly Election in South Korea 
shows that voters with a high level of political knowledge tend to 
participate more in an election. Moreover, these "sophisticated" 
electorate vote "rationally" or "correctly" with their ideological positions 
– "ideological voting" - and with candidates' positions as well – so 
called "proximity voting."
  This paper has an implication on the effect of political knowledge 
among Korean electorate. While there have been few literature on the 
topic, the study finds out the various effects of political knowledge on 
political behavior in South Korea.
  There is a methodological implication of the paper as well. When 
measuring political knowledge via web-based survey, there should be an 
adequate adjustment of the score since respondents can look up the 
answers. The better construct validity of the "Adjusted-Knowledge 
Score" reminds survey researchers of the importance of survey settings.

 Keywords: Political knowledge, Political sophistication, Web-based 
survey, Political attitudes, Voting behavior, Korean elections
 Student Number: 2014-2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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