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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유권자의 태도(attitude)와 행태(behavior)에 대한 전통적인

정당일체감의 강고한 영향력을 전제하면서, 이와 별개로 정당호감도

(feeling thermometer) 척도를 통해 측정하고 조작할 수 있는 단기적⋅

상대적 정당 선호가 과연 독립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한 걸

음 더 나아가 그 영향이 정치적 세련도(political sophistication)에 의해

어떻게 조절되는지를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사례로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정치적 이슈 - 공천 과정 평가 및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

에 대한 태도의 경우 정치적 세련도가 해당 이슈에 대한 당파적 선호의

영향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이슈의 성격이 또 다른 중요한 조건이 된다는

점이 새롭게 밝혀졌다. 한편, 투표 행태에 대한 분석에서는 정치적 세련

도의 조절 효과(moderating effect)가 다양한 상황적⋅제도적 조건들의

결합에 따라 당파적 선호의 영향을 강화하는 쪽으로 발현될 수도 있고,

정반대로 그 영향을 완화하는 쪽으로 발현될 수도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

다.

본 연구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정당일체감과 정당호

감도는 공통적으로 당파적 선호의 범주에 속하지만 질적으로 상이한 개

념이며 양자 모두 독립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다는 기존의 이론적⋅경험

적 논의를 재확인했고, 그 과정에서 순수 무당파(pure independent) 또한

단기적 내지 일시적으로는 특정한 당파적 선호를 가지고 있기 마련임을

새롭게 조명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한국 정치학계에서 그동안 크게 주

목받지 못해왔던 정치적 세련도의 조절 효과(moderating effect)를 인지

적 차원(cognitive dimension)에 속하는 정치적 이슈 태도와 행태적 차원

(behavior dimension)에 속하는 투표 선택을 대상으로 폭넓게 검증하였

다. 셋째, 본 연구는 컨버스(Converse 1964)가 개념화 한 ‘신념체계

(belief system)’의 이론적 한계를 보완하는 경험적 근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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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버스의 주장대로 정치적 세련도가 높은 유권자들의 내면에는 분명 체

계적인 인지구조가 존재한다. 그러나 그 구조는 인간 이성에 토대를 둔

이념적 집적연관(ideological constraints)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정치적 대상(political objects)에 대한 정서적 선호와 인지적 평가가 복합

된 총체적 태도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주요어 : 정당 선호, 정당일체감, 정당호감도, 정치적 세련도, (정치

적) 이슈 태도, 투표 행태,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학 번 : 2016-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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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문제 제기

기존 선거연구 문헌에서 정당 선호(party preference)는 유권자의 태

도(attitude)와 행태(behavior)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의

하나로 지목되어왔다(Campbell et al. 1960; Bartels 2002; Gerber et al.

2010; Johnston 2006). 마찬가지로, 한국 정치학계에서도 정당에 대한 당

파적 선호는 유권자의 투표 선택, 이슈 태도 등에 상당한 영향을 발휘한

다는 분석 결과가 지속적으로 보고되어왔다(강원택 2010; 길정아 2013;

박원호 2013; 박원호⋅신화용 2014; 송진미⋅박원호 2014; 오현주⋅송진

미⋅길정아⋅강원택 2014; 장승진 2012, 2015).

그러나 정당 선호는 두 가지의 상이한 개념으로 구분될 수 있다. 하나

는 미시간 학파(Michigan school)의 캠벨 등(Campbell et al. 1960)이 본

격적으로 제창한 정당일체감(party identification)이다. 그들에 따르면 정

당일체감은 특정 정당에 대한 유권자의 심리적 애착심(psychological

attachment)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일단 한 번 형성되고 나면 장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다른 모든 태도와 행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움직이지 않는 동인(unmoved mover)’으로 그려진다.

다른 하나는 정당에 대한 단기적 태도를 표상하는 정당호감도(feeling

thermometer) 내지는 정당 태도(partisan attitude)이다. 정당호감도는 해

당 대상에 대한 인지적⋅정서적 평가를 포괄하는 총체적 정당 태도로 개

념화되며, 외부의 자극이나 새로운 정보에 의해 변화를 거듭하는 유동적

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장승진 2015). 요컨대 정당일체감은 유권자가 장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내면화되고 구조화된 애착심인 반면, 정

당호감도는 단기적인 이슈나 정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당 태도라고

할 수 있다(박원호⋅신화용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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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위의 두 개념은 정당에 대한 당파적 선호라는 공통 범주에

속하며, 기본적으로는 정서적 차원에 그 토대를 두고 있다고 할 것이다.

반면 이와 대별되는 유권자의 인지적 자질로서 정치적 세련도(political

sophistication)라는 개념이 존재한다. 정치적 세련도는 정치적 인지복합

성(political cognitive complexity) 내지는 정치적 전문성(political

expertise)으로도 일컬어지며, 그것의 조작적 정의는 연구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정치에 대한 지식과 관심 등이 핵심 구성요인으로 지목된다

(Luskin 1987b, 1990). 특히 그 중에서도 정치지식은 정치적 선택 및 정

책 선호 형성에 대한 개인의 태도, 가치, 정향의 영향을 조절하는 변수로

기능한다고 알려져 있다(류재성 2010, 49).

본 연구는 유권자의 태도와 행태에 대한 전통적인 정당일체감의 강고

한 영향력을 전제하면서, 이와 별개로 정당호감도 척도를 통해 측정하고

조작할 수 있는 단기적⋅상대적 정당 태도가 과연 독립적인 영향을 가지

고 있는지,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영향이 정치적 세련도 수준에 따라 어

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시 말해서, 본 연구는 당파적 선

호를 비교적 ‘고정적인(sticky)’ 소속감⋅애착심⋅충성심의 차원과 선거를

전후한 일시적 국면에서 형성되는 단기적 태도의 차원으로 구분하고, 전

자의 영향력이 통제된 상태에서도 후자가 정치적 이슈 태도와 투표 선택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 영향이 정치적 세련도에 의해

어떠한 방향으로 조절되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는 단기적⋅상대적 정당 선호와 정치적 세련도 사

이의 상호작용에 주목함으로써 전통적인 정당일체감 개념만으로는 포착

하기 어려운 유동적인 정당 선호의 차별적 영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한다. 특정 정당에 대한 심리적 애착심의 유무와 별개로, 많은 수

의 유권자는 복수의 정당을 대상으로 감정적 선호와 인지적 평가를 형성

하고 있을 뿐더러 특히 선거를 전후한 시점의 단기적⋅상대적 정당 태도

가 발휘하는 영향은 그 개념의 유동성 내지 가변성으로 말미암아 정치적

세련도 수준에 따라 다양하고 흥미로운 양상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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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되기 때문이다.

2. 사례 선정 및 분석 자료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는 전술한 연구 질문을 규명하기에 적합

한 맥락을 가지고 있다. 선거 전 많은 언론과 여론조사기관은 집권여당

인 새누리당이 야권 분열에 힘입어 선거에서 승리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실제 선거 결과 새누리당은 기대에 못 미치는 122석만을 얻으며

패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123석을 획득하여 원내 제1당에 등극했으며,

신생 정당인 국민의당은 지역적으로는 호남, 투표 방식에서는 정당 투표

에서 약진하며 38석을 차지했다. 이처럼 역동적인 선거 결과는 장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지속되는 당파성(partisanship)만으로는 그 당시 유권자

의 태도나 행태를 설명하기 어렵고, 오히려 단기적 요인의 영향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더욱이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는 시기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중반에 실시된 중간선거(midterm election)였기 때문에 유권자들 사

이에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가 일종의 ‘정치적’(혹은 비정책)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충분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선거를 앞두고 새누

리당과 더불어민주당에서 후보 공천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격화됨에 따

라 공천 과정에 대한 평가가 또 다른 ‘정치적’ 이슈로 두드러졌다. 따라

서 2016년 국회의원선거는 정당호감도가 표상하는 단기적⋅가변적 정당

태도가 정치적 이슈 태도와 투표 행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그 영향을

조절하는 정치적 세련도의 역할을 살펴보기에 적합한 연구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정치학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국리서

치에 의뢰하여 실시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유권자 조사」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해당 데이터는 전국의 만 19세 이상 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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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1,215명을 대상으로 2016년 4월 14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 대면설문

조사를 통해 구축되었다.

3. 논문의 구성

본 연구에서는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대상으로 한국 유권자

의 단기적 정당 태도와 정치적 세련도(political sophistication)가 정치적

(혹은 비정책) 이슈에 대한 태도와 실제 투표 행태에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쳤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장 ‘이론적 논의’에서는

기존 문헌에 기반하여 유권자의 정치적 태도(attitude)와 행태(behavior)

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정당 선호(party preference)를

두 가지 상이한 개념, 즉 정당일체감(party identification)과 정당호감도

(feeling thermometer)로 구분하고, 전자의 강고한 영향력을 전제하면서

도 후자 역시 독립적인 영향과 함께 도구적 유용성 내지 현실 설명력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한다. 정치적 세련도의 경우 그 개념에 대한 다양한

조작적 정의 및 측정 방식을 폭넓게 검토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당

선호에 대한 정치적 세련도의 조절 효과(moderating effect)에 주목한다.

3장 ‘연구 설계’에서는 본 연구의 변수조작화 방법과 분석틀을 소개하고,

4장 ‘분석 결과’에서는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사례로 단기적⋅상

대적 정당 선호와 정치적 세련도가 정치적 이슈 태도와 투표 행태에 미

친 영향을 경험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고한다. 5장 ‘결론’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요약한 뒤 본 연구의 함의를 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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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논의

1. 정당 선호: 정당일체감과 정당호감도

기존 선거연구 문헌에서 정당 선호(party preference)는 유권자의 태

도(attitude)와 행태(behavior)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의

하나로 지목되어왔다(Campbell et al. 1960; Bartels 2002; Gerber et al.

2010; Johnston 2006). 구체적으로, 정당에 대한 당파적 선호는 유권자의

투표 선택에 압도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유권자가 복잡다기한

현실 정치를 인지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인식의 선별기제(perceptual

screen)’로 기능한다(Campbell et al. 1960). 이에 따라 유권자는 자신의

정당 선호에 부합하는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수용하기도 하고(Markus

1982; Zaller 1992), 선호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의 정책적 입장이 자신의

견해와 같다고 믿는 투사(projection)를 행하거나, 그들의 주장에 의해 설

득(persuasion) 되어 기존의 태도를 변경하는 등 본인의 선호를 합리화

(rationalization)하기도 한다(Brody and Page 1972; Carsey and Layman

2006; Page and Jones 1979). 마찬가지로, 한국 정치학계에서도 정당에

대한 당파적 선호는 유권자의 투표 선택, 이슈 태도 등에 상당한 영향을

발휘한다는 분석 결과가 지속적으로 보고되어왔다(강원택 2010; 길정아

2013; 박원호 2013; 박원호⋅신화용 2014; 송진미⋅박원호 2014; 오현주

⋅송진미⋅길정아⋅강원택 2014; 장승진 2012, 2015).

그러나 정당에 대한 당파적 선호는 두 가지의 상이한 개념, 즉 정당일

체감(party identification)과 정당호감도(feeling thermometer)로 구분될

수 있다. 우선 정당일체감은 미시간 학파(Michigan school)의 캠벨 등

(Campbell et al. 1960)이 『미국의 유권자(The American Voter)』에서

유권자의 정치적 인식, 태도, 행태 등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으로 제시한 개념이다. 그들에 따르면 정당일체감은 유권자가 특정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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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심리적 애착심(psychological

attachment)을 의미하며, 유년기 때부터 부모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사

회적 정체성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전통주의적 시각에서 정당일체감은

한 번 형성되면 쉽게 변하지 않는 장기적 안정성을 담지하면서, 동시에

다른 모든 태도와 행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움직이지 않는 동인

(unmoved mover)’으로 상정된다. 즉, 정당일체감은 유권자가 외부로부터

습득하는 수많은 정보들을 효율적으로 인지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신호(cue)’이자, 그 정보를 당파적 선호에 따라 여과⋅해석하는 ‘인식의

선별기제(perceptual screen)’로 기능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미시간 모델(Michigan model)의 정당일체감은 이내

많은 연구자들의 비판에 직면했다. 대표적으로, 수정주의적 시각은 정당

일체감의 상대적 고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즉, 정당일체감 역시 다른

정치적 태도나 평가, 혹은 외부 상황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가변적이고

유동적인 개념이라는 것이다(Fiorina 1981; Franklin and Jackson. 1983;

Markus and Converse 1979; Page and Jones 1979). 예컨대, 정당일체감

은 다운스(Downs 1957)의 합리적 선택 이론과 키(Key, Jr. 1966)의 보상

-처벌(reward-punishment) 이론에 기반하여 정당의 공약 및 성과에 대

한 회고적 평가가 축적된 ‘총합(running tally)으로 재정의 되거나

(Fiorina 1981), 정치적 경험과 정보가 축적되면서 자신의 미래 이익에

대한 전망적 예측이 가능해짐에 따라 수정되는 합리적 산물로 규정되었

고(Achen 1992), 이처럼 인지적 평가에 주안점을 둔 이해 방식은 베이지

언식 갱신(Bayesian update) 내지는 학습 과정(learning process)으로 모

델화되었다(Achen 1992; Gerber and Green 1998, 1999; Zechman 1979).

정리하자면, 정당일체감은 전통주의적 입장에서는 ‘본질적으로 완고한

(intrinsically sticky)’ ‘움직이지 않는 동인(unmoved mover)’으로 간주되

는 반면, 수정주의적 입장에서는 ‘즉각적으로 갱신되는 선호의 총합(a

readily updated sum of preferences)’로 정의된다고 말할 수 있다

(Johnston 2006, 329).



- 7 -

다른 한편, 전통적인 정당일체감의 일차원성 내지는 상호배타성에 대

한 비판도 제기되었다(Alvarez 1990; Dennis 1988; Maggiotto and

Piereson 1977; Weisberg 1980). 전통적인 미시간 모델에서 정당은 유권

자가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일체감’을 갖는 집단으로 간주되며, 정당일

체감은 당파성의 단일 연속체(continuum)를 통해 측정된다. 즉, 설문조사

응답자들은 ‘강한 공화당 지지자 - 약한 공화당 지지자 – 공화당 편향

무당파 - 무당파 – 민주당 편향 무당파 - 약한 민주당 지지자 - 강한

민주당 지지자’의 7점 척도로 분류된다(Campbell et al. 1960, 122-123).

이러한 일차원적 연속체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애착심은 자동적으로

다른 정당에 대한 무관심 내지는 반감을 전제하는데, 이는 양당제가 확

립된 미국 정치의 ‘특수성’이 반영된 결과일 것이다. 물론 정당일체감은

유권자가 지지하는 자신의 정당에 대한 충성심(party loyalty) 뿐만 아니

라 상대 정당에 대한 적대감(hostility to the opposition)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미시간 모델에서 사용하는 일차

원적 측정 방식으로는 위와 같은 2차원적인 정당일체감 모델에서 상정하

는 상대 정당에 대한 적대감의 독립적인 영향력을 측정하지 못한다는 점

이다(Maggiotto and Piereson 1977).

보다 더 결정적인 한계는, 미시간 모델의 정당일체감은 결코 명확하게

검증된 적 없는 세 가지의 강력한 전제들 위에 서있다는 사실이다. 첫째,

무당파는 공화-민주 연속체의 중간에 위치한다. 둘째, 공화당 지지와 민

주당 지지는 상호배타적이다. 셋째, 양당에 대한 반대는 곧 무당파를 의

미한다(Weisberg 1980, 36). 이러한 문제를 지적한 와이스버그(Weisberg

1980)는 각 대상 - 공화당, 민주당, 무당파, 그리고 정당 일반 - 에 대한

별개의 태도들로 구성되는 3차원 이상의 다차원적 정당일체감 모델을 그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여러 비판들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정당일

체감의 강고한 영향력은 미국 내에서 재차 확인되었고(Lewis-Beck et

al. 2008), 미국 외의 다른 지역들에서도 정당일체감은 유권자의 인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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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행태를 설명하는 유용한 변인으로 활용되며(Johnston 2006), 수정주

의적 관점에 대한 반론도 다수 제기되어왔다(Bartels 2002; Gerber et al.

2010; Goren 2005; Jacoby 1988; Layman and Carsey 2002; Niemi and

Jennings 1991; Zaller 1992). 이에 따라 일부 연구자들은 전통적인 정당

일체감이 전제하는 안정성을 인정하면서도, 특정한 조건들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그것은 변화할 수 있다고 보는 ‘제한적인(qualified)’ 미시간 모

델을 제시하기도 하였다(Carsey and Layman, 2006). 결론적으로, 정당일

체감은 “당파성의 종말이라는 과장된 루머(exaggerated rumors of

partisanship's death)”(Green et al. 2002, 14)에도 불구하고 쉽게 변하지

않는 사회적 정체성으로서의 기본 개념 정의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다양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 영향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오히려 미시간 모델의 정당일체감에 대한 문제의식은 정당 선호를 측

정하는 또 다른 척도, 즉 정당호감도에 상당 부분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정당호감도란 설문조사 응답자로 하여금 특정 대상을 얼마나 싫어

하는지 또는 좋아하는지 그 정도를 0부터 100 사이에서 선택하게끔 하는

감정온도계(feeling thermometer) 척도를 정당에 적용한 것이다. ‘감정’온

도계라는 척도의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정당호감도는 통상적으로

대상에 대한 감정, 즉 대상에 대한 호감과 반감을 측정하는 것으로 간주

된다(하상응⋅이보미 2017). 구체적으로 0은 그 정당을 가장 싫어하는

경우, 100은 그 정당을 가장 좋아하는 경우, 그리고 50은 그 정당을 싫어

하지도 좋아하지도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정당호감도는 충분한 범주를 갖춘 연속변수로서 정당 태도의 방향

(direction)과 함께 그 강도(intensity)까지 보다 폭넓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점은 장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지속되는 배타적 소속

감을 표상하는 정당일체감과 달리, 정당호감도는 외부의 사건이나 정세

에 비교적 민감하게 반응하는 단기적 정당 태도를 측정하고(박원호⋅신

화용 2014; 윤광일 2014; 장승진 2015), 주요 정당에 대한 정서적 호오도

(好惡度)를 각각 측정함으로써 정당들 간의 상대적 선호(혹은 불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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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볼 수 있다는 고유한 도구적 유용성을 갖고 있다(Anderson and

Granberg 1991; Blais et al. 2001; 오현주⋅송진미⋅길정아⋅강원택

2014).1)

그러나 위와 같이 정당일체감과 차별화된 장점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정당호감도는 그것이 실제로 측정하는 대상은 무엇인가 하는 문

제를 놓고 두 가지의 상반된 비판을 받고 있다. 한 편으로, 그린(Greene

2002)에 따르면 정당호감도는 한 정당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general

attitude toward a party)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되나, 실제로는 ‘느끼다

(feel)’, ‘따뜻한(warm)’, ‘차가운(cold)’ 등의 감정적 용어(emotional

terms)로 표현되는 등 당파적 태도의 정서적 요소(affective component)

만을 측정하도록 설계되어있다. 즉, 태도(attitude)는 일반적으로 정서

(affect), 인지(cognition), 그리고 행태(behavior)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

되지만(Breckler 1984),2) 정당호감도는 그 중 단 한 가지인 감정만을 측

정한다는 것이다.

다른 한 편으로, 정당호감도는 인간 본연의 감정(emotion)으로 볼 수

는 없다는 정반대의 비판을 받고 있다(Marcus 1988, 2000; Marcus et

al. 2006; Neuman et al. 2007). 정당호감도가 전제하는 감정의 구조는

이른바 감정의 유인가 모델(valence model of emotion)이다. 이 모델에서

는 정서(affect)와 평가(evaluation)가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고, 인간의 감

정은 양극적(bipolar)이고 일차원적인(unidimensional) 구조를 갖고 있다

고 가정된다. 즉 긍정적인 감정이 한 쪽 끝에, 부정적인 감정이 다른 쪽

1) 다만 정당호감도는 각 눈금(scale point)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고 같은 점수

더라도 응답자들이 저마다 그 의미를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점, 너무 많

은 수의 눈금이 오히려 응답자의 인지적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 그리고 중심

값(50)과 같은 특정 점수에 응답 빈도가 몰린다는 점이 척도의 문제로 지적되기

도 한다(Alwin 1997; Pasek and Krosnick 2010; Weisberg and Miller 1979).

2) 인지(cognition)와 정서(affect)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혹은 둘 중 무엇이

더 선행하는가는 여전히 논쟁적이다. 이에 대해서는 뉴먼 등(Neuman et al.

2007)의 정리를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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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에, 그리고 그 가운데 중립적인 감정이 존재한다는 것이다(Marcus

1988, 738-739).

하지만 인지⋅정치심리학계의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느낌과 부정적

인 느낌은 서로 다른 차원의 독립적인 감정이고(Abelson et al. 1982),

동일한 대상에 대해 긍정과 부정의 감정이 공존⋅상충하는 경우도 존재

하며(Cacioppo et al. 1997; Craig et al. 2002), 심지어 긍정과 부정 중

어느 한 쪽 범주에 함께 속할지라도 개별 감정에 따라 태도나 행태에 상

이한 영향이 가해진다(Aaker and Williams 1998; Conover and Feldman

1986; Druckman 2008; Huddy et al. 2005; Raghunathan and Pham

1999; Small and Lerner 2008). 이러한 감정의 개별 모델(discrete model

of emotion)에서 보면, 정당호감도는 감정의 구조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인해 정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감정을 제대로 측정하지 못하는 척도라고

할 수 있다.3)

그러나 위의 비판들에 대한 반론도 존재한다. 그랜버그와 브라운

(Granberg and Brown 1989, 172)에 따르면 정당호감도는 정서(affect)가

어떻게 유발되었는지, 그리고 그 정서가 일련의 인지(cognition)에 근거

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직접적으로 정서를 측정하며, 사람들이

자극 대상(stimulus object)에 대해 갖는 전반적이고 요약적인 감정

(feeling)을 반영한다. 또한 감정에 대한 개별 모델(discrete model of

emotion)에 의거하여 응답자들에게 특정 감정을 느낀 적이 있는지를 묻

는 것은 응답자로 하여금 과거의 감정 상태에 대한 기억을 훑어보게끔

3) 인간 감정에 대한 또 다른 모델로서 차원 모델(dimensional model) 내지는

원형 모델(circumplex model)이 존재한다. 차원 모델은 각 감정의 고유한 특성

에 주목하기보다는, 감정들이 서로 관련되는 방식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Miller 2011). 이 모델에 따르면 사람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감정들은 긍정적 차

원과 부정적 차원으로 나누어질 수 있으며, 두 차원은 서로 다른 각성 체계

(arousal system)를 갖고 있다. 이때 개별 감정들은 각 차원에서 각성의 정도에

따라 위치되는데, 그 결과 모든 감정들은 전체적으로 밀집된 원형을 이루면서

군집하는 형태를 나타낸다(Marcus 1988; Marcus et al.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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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드는데, 그 과정은 필연적으로 인지적 요인을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

니라 그러한 방식의 측정은 개인의 현재 감정 상태를 확인하는 것과 매

우 다르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의 이론적 검토에 기반하여 정당호감도를 정당에

대한 정서적 선호(혹은 불호) 뿐만 아니라 인지적 평가까지 포괄하는, 즉

정당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를 측정하는 척도로 정의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서, 정당호감도는 마커스(Marcus)를 중심으로 한 정치심리학 연구자

들의 비판대로 순수한 감정도 아니고, 캠벨 등(Campbell et al.)이 개념

화한 전통적인 정당일체감과도 대별되는, 단기적⋅가변적이면서도 총체

적인 당파적 선호를 측정하는 척도로 간주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유권자의 투표 패턴을 구조화하고 정당 체계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정당일체감의 강고한 영향력을 전제하면서, 동시에

단기적인 이슈나 상황에 비교적 민감한 정당호감도 척도를 통해 측정하

고 변수로 조작한 단기적⋅상대적 정당 선호를 주요한 독립변인으로 활

용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인지(cognition)와 감정(emotion) 중에서 무엇

이 더 선행하는가?”라는 심리학계의 오랜 이론적 논쟁에 천착하는 대신

일상적인 현실에서 나타나는 유권자의 복합적인 정당 태도를 다루고자

하며, 나아가 주요 정당들에 대한 상대적인 선호를 살펴보는 것이 가능

해짐으로써 본 연구의 현실 설명력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조절 변수(moderating variable)로서의 정치적 세

련도

어떤 사람은 다른 이들보다 정치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고, 더욱 깊

이 숙고한다. 시민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정치적 인지 능력의 차이를 측

정하기 위해 캠벨 등(Campbell et al. 1960)은 ‘개념화 수준(levels of

conceptualization)’이라는 지표를 도입했고, 나아가 컨버스(Conve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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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는 ‘정치적 신념 체계(political belief systems)’라는 개념을 통해 그

차이를 설명했다. 요컨대, 정치적 인지 능력은 정보의 양과 범위, 그리고

조직화 정도로 판가름할 수 있다는 것이다(Luskin 1987b; 1990). 이러한

종류의 개념을 가리키는 용어로는 정치적 인지(political cognition) 내지

는 정치적 인지 복합성(political cognitive complexity), 정치적 전문성

(political expertise), 정치의식(political awareness), 정치적 문해력

(political literacy) 등 매우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도 정치학 문

헌에서 자주 사용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정치적 세련도(political

sophistication)이다.

그러나 정치적 세련도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방식은 아직 학계에서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다. 정치적 세련도는 좁게는 정치지식

혹은 정치적 정보 수준과 동일시되고(Bartels 1996; Brader 2006; Delli

Carpini and Keeter 1993, 1996; Federico and Schneider 2007; Gomez

and Wilson 2001, 2008; Goren 2000; Lodge and Taber 2000; Lupia

1994; Meffert et al. 2006; Palfrey and Poole 1987), 넓게는 정치적 전문

성을 구성하는 다양한 특질들을 상당수 포괄하기도 한다(Carmines and

Stimson 1980; Druckman 2003; Fiske et al. 1983; Krosnick 1990; Lau

and Redlawsk 1997, 2001; Miller 2011; Rahn et al. 1994; Redlawsk

2002; Romano 2017; Stevens 2005).

이처럼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되지만, 정치적 세련도는 기본적

으로 유권자의 인지적 차원에 초점을 두는 개념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정보의 저장 및 처리 능력, 그리고 가치 및 신념 체계와 밀

접한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알려진 정치지식 수준을 반드시 측정하고 있

으며, 이를 위해 설문조사 응답자들에게 주요 정치 행위자, 정치 제도,

혹은 주요 정책 현안 등 ‘정치에 관한 구체적 지식(factual political

knowledge)’을 묻는 방식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4) 그리고 이에 덧붙여

4) 이처럼 직접적으로 유권자의 정치지식 수준을 측정하는 방식은 면접관의 주

관적인 평가로 지식을 측정하거나 교육수준, 매체 이용도 등을 대리변수(prox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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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지식과 함께 다른 인지적 요인의 측정을 고려하는 경우, 경험적 차

원에서 적극적인 정보 탐색 및 습득 과정과 필연적으로 관련되는 ‘정치

에 대한 관심’이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Krosnick 1990; Lodge and

Hanmill 1986; Lodge et al. 1995; Luskin 1990; Macdonald et al. 1995;

Miller 2011; Redlawsk 2002; Romano 2017; Stevens 2005; 김도경

2007).

그렇다면 정치적 세련도는 정당 선호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으며, 유

권자의 태도와 행태에 대하여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가? 이에 관

하여 심리학 문헌을 먼저 살펴보면, 선호를 구성하는 요인들 중에서 정

서(affect)는 대상의 속성이 갖는 인지적 표상(cognitive representation)

에 수반된다고 한다. 무엇을 좋아할 수 있으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먼

저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상황 하에서는 반대로 감정

이 먼저 격발된 다음 인지(cognition)가 수반될 수도 있다. 즉 감정에 대

한 인지적 정당화(justification)가 일어나는 것이다(Zajonc and Markus

1982, 125).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단연 인지(cognition)의 ‘정당화’ 기능이다. 최근

정치심리학자들의 경험적 연구에 따르면, 감정은 통념과 달리 정치적 세

련도가 높은 시민들의 정치적 태도 및 행동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한

다. 예컨대, 밀러(Miller 2011)는 정치적 세련도가 높은 유권자일수록 이

라크전 정책 태도와 미국 대통령선거 투표 선택에 대한 감정의 영향력이

더욱 강하게 나타났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브래더(Brader 2006)에 따르

면, 열광(enthusiasm)과 불안(anxiety)에 호소하는 선거운동 광고는 정치

적 세련도가 높은 유권자의 투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더 컸던 반면,

variable)로 사용하는 방법보다 더욱 엄밀하고 객관적이다(류재성 2010, 52-53).

일각에서 정치에 대한 구체적 지식(factual knowledge)은 정치적 세련도 및 관

련 개념들을 표상하는 가장 좋은 단일 지표로 간주되기도 한다(Luskin 1987;

Lodge et al. 1989; MacGraw and Pinney 1990; Smith 1989; Krosnick and

Milbrun 1990; Fiske et al. 1990; Zaller 1990, 1992; Price and Zaller 1990. 이상

Carpini and Keeter 1993, 1180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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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정치적 세련도가 낮은 유권자는 그러한 광고의 감정적 호소에 상

대적으로 동요하지 않았다.

물론 잘러(Zaller 1992)에 따르면 정치적 세련도가 높은 유권자는 이

미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갖추고 있어 새로운 정보나 주장에 대한 관성적

저항(inertial resistance)의 정도가 클 뿐만 아니라, 상대 후보의 선거운

동 메시지 또한 잘 인지하기 때문에(countervalent resistence) 어느 한

쪽의 메시지를 좀처럼 수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보의 습득(reception)

과 수용(acceptance)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하면 오히려 정치적 세련

도가 중간 수준인 유권자가 가장 현저한 유동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밀러(Miller 2011, 579)에 의하면 잘러가 주장했듯 정치적 세련도

가 낮은 유권자는 애초부터 정치적 정보를 잘 인지하지 못하므로 오히려

감정적인 반응을 보일 여지가 적은 반면, 정치적 세련도가 높은 유권자

들은 정보를 더욱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습득하기 때문에 설득 혹은 수용

여부와 무관하게 감정적인 반응을 보일 가능성은 더 높다.

이러한 논의에 비추어 볼 때, 정치적 세련도가 높은 유권자들은 개별

감정 뿐 아니라 특정 정당에 대한 당파적 선호로부터 더욱 큰 영향을 받

을 수 있으며, 어떻게 보면 그 가능성은 오히려 더 높을 수도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단기적⋅상대적 정당 선호를 측정하고 변수로 조작하기 위

해 활용한 정당호감도(feeling thermometer) 척도는 감정적 선호와 인지

적 평가가 복합되어있는 총체적인 정당 태도로서, 정치적 세련도가 높은

유권자일수록 태도 일관성(attitude consistency)을 보다 효과적으로 유지

⋅제고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위와 같은 복합적인 정당 선호

의 영향력은 정치적 세련도가 높은 유권자들 사이에서 더욱 강하게 발현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정치적 세련도의 조절 기능이 어떠한 방향으로 작용하는가는

여전히 논쟁의 대상으로 남아있다. 한 편으로, 정치적 세련도는 ‘합리적

인’ 판단이나 투표 선택에 기여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 예

컨대, 정치적 세련도가 높은 유권자는 그렇지 않은 유권자에 비해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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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휴리스틱(cognitive heuristics)을 더욱 적절하게 활용하고(Lau and

Redlawsk 2001), 후보를 평가할 때 더욱 많은 이슈 정보를 사용하는 경

향을 보이고, 온라인(on-line)적으로 정보를 처리하기 때문에 초두 효과

(primacy effect)에 구속되지 않는 판단을 내릴 수 있고(McGraw et al.

1990), 심지어 인지적 부담이 큰 상황 하에서도 온라인(one-line)적인 정

보 처리를 능숙하게 사용한다(Rahn et al. 1994). 또한 투표 선택에서는

이념성향 및 정책선호의 영향력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Goren 1997),

자신의 경제상황과 정부정책 간의 관련성을 인지하고 이를 투표에 반영

하지만, 국가경제상황에 대해서는 수많은 행위자와 조건들이 함께 작용

한다는 점을 이해함으로써 대통령에게 전적인 책임을 묻지는 않으며

(Gomez and Wilson 2001), 충분한 정보가 갖추어진 가상의 상황에서 내

리게 되는 투표 결정을 실제로 구현할 수 있다(Lau and Redlawsk

1997).

다른 한편으로, 정치적 세련도가 높은 유권자들은 많은 양의 다양한

정보를 이용하지만 그것을 해석하고 평가할 때는 자신의 기존 태도, 정

치적 이념, 당파적 선호 등에 일관되게 근거하는 편향을 드러낸다는 연

구도 다수 존재한다(류재성 2010, 49). 예컨대, 정치적 세련도가 높은 유

권자는 그렇지 않은 유권자에 비해 새로운 정보를 인지하고 처리하는 과

정에서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과 반증편향(disconfirmation bias)을

나타낼 가능성이 더 높고(Taber and Lodge 2006), 후보자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선호 후보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정보를 탐색하고

(Meffert et al. 2006), 국가의 경제 상황을 당파적 성향에 따라 평가하며

(Duch et al. 2000). 이념적으로 더욱 극단적인 경향을 드러내기도 한다

(Palfrey and Poole 1987).

한국 정치학계에서 정치적 세련도에 대한 연구는 서구의 광범위한 연

구 성과에 비해 아직 기초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정치적 세련도의

핵심 구성요인인 정치지식까지 폭을 넓혀서 살펴보아도 미흡한 상황이

지속되어왔다(류재성 2010).5)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세련도 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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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지식을 주제로 선택하거나 주요한 설명변수 중의 하나로 설정하는

국내 연구들이 점차 축적되고 있다(김도경 2007, 2008; 김연숙 2014b; 류

재성 2010; 민희⋅윤성희 2016; 이소영 2011, 2013; 이재묵⋅박영득 2016;

정효명 2005; 한정택⋅이재목⋅조진만 2013).

특히 정치적 세련도를 구성하는 핵심 요인인 정치지식은 정치적 선택

및 정책 선호 형성에 대한 개인의 태도, 가치, 정향의 영향을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바(류재성 2010, 49), 최근에는 한국 유권자를 대상

으로 정치적 세련도 내지는 정치지식의 조절 효과(moderating effect)를

검증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예컨대 정치지식 수준이 높

은 한국 유권자들의 경우, 정치이념은 안보 및 경제 부문의 정책 선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류재성 2012), 투표 선택에서도 정치안보이념과

그에 못지않게 사회경제이념의 영향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며(조성대

2015), 각종 정책 태도와 투표 선택 뿐 아니라 유권자의 심리적 성향과

도 강한 상관성을 드러낸다(정종흠 2016). 또한 정치지식 수준이 높아질

수록 후보의 공약에 대한 평가가 투표 선택에 미치는 영향력은 하락하고

(장승진 2013a), 정당 투표에서 계급배반 투표의 양상을 보이는 등(오수

진⋅박상훈⋅이재묵 2017) 한국정치의 특성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들도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관심에 보다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것은 장승진

⋅송진미(2017)의 분석 결과이다. 그들은 정치적 세련도를 소위 ‘테러방

지법’에 대한 허위합의 효과(false consensus effect)6)를 조절하는 주요

5) 반면 정치 커뮤니케이션 부문에서 정치지식은 각종 매체의 노출 빈도 혹은

활용 행태와 함께 주요 변수로 연구되어왔다. 이에 대해서는 류재성(2010,

57-64) 참고.

6)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스스로의 의견을 다른 사람들에게 투사하여 그들도 자

신과 유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는, 다시 말해서 자신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합치하는 정도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 경우 자신의

선호와 신념, 행동이 실제보다 더 보편적이라고 인식하게 되며,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인지적 오류를 ”허위합의 효과“라고 일컫는다.”(장승진⋅송진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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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로 상정하고 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가 실시될 무렵 테러방지법을 둘러싼 정치적 맥락과 결부되어 정치적 세

련도는 유권자의 당파적 선호에 따라 허위합의 효과를 완화하기도 하고,

반대로 현 상태를 정당화하려는 과정에서 그 효과를 강화하기도 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비단 테러방지법이라는 정책 이슈

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2016년 국회의원선거에서 부각된 여타 정치적

이슈에 대한 태도와 실제 투표 행태에 이르기까지 유권자가 어떤 정당을

선호하고, 또 어느 정도의 정치적 세련도를 갖추었는지에 따라 차별적인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을 시사한다.

8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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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설계

1. 연구 가설 및 분석틀

본 논문의 연구 질문(research question)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통적

인 정당일체감 개념으로는 포괄되지 않는, 단기적⋅상대적 정당 태도의

독립적인 영역이 존재하는가? 둘째, 단기적⋅상대적 정당 선호는 개인의

정치적 세련도 수준과 무관하게 유권자의 정치적 태도 및 행태에 동질적

인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단기적⋅상대적 정당 선호와 정치적 세련도

가 정치적(혹은 비정책) 이슈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과 투표 행태에

미치는 영향은 동일한 패턴을 보이는가? 다시 말해서, 적어도 정치적 이

슈에 대한 태도의 경우 그 이슈의 성격이 어떤지에 따라 정치적 세련도

의 영향이 발휘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결국 위의 세

가지 질문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정당일체감의 영향이

통제된 상태에서, 단기적⋅상대적 정당 선호와 정치적 세련도는 정치적

이슈에 대한 태도와 투표 행태에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가?

본 연구는 이러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

거를 대상으로 상기한 연구 질문들에 대한 경험적 검증을 시도하였다.

2016년 국회의원선거는 전술한 연구 질문을 살펴보기에 적합한 연구 대

상이다. 선거가 실시되기 전 많은 언론과 여론조사기관들은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야권 분열에 힘입어 선거에서 승리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

나 실제 선거 결과 새누리당은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122석만을 얻으며

사실상 패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123석을 획득하여 원내 제1당에 등극

했으며, 신생 정당인 국민의당은 지역적으로는 호남, 투표 방식에서는 정

당 투표에서 특히 약진하며 38석을 차지했다. 즉, 장기간 동안 안정적으

로 유지되는 정당일체감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매우 역동적인 선거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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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2016년 국회의원선거는 시기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중

반에 실시된 중간선거(midterm election)였기 때문에 유권자들 사이에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회고적 평가가 일종의 ‘정치적’(혹은 비정책)

이슈로 등장할 가능성이 충분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선거를 앞두고 새누

리당과 더불어민주당에서 당내 공천 갈등이 격화됨에 따라 공천 과정에

대한 평가가 또 다른 ‘정치적’ 이슈로 부각되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선

거 당시의 맥락을 고려할 때, 단기적인 이슈나 정세에 민감하게 반응하

는 정당호감도 척도를 통해 측정⋅조작한 단기적⋅상대적 정당 선호가

정치적 이슈 태도와 투표 행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그 영향을 조절하

는 정치적 세련도의 역할을 살펴보기에 적합한 연구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정치적 이슈에 대한 태도의 경우 이슈 그 자체

의 성격에 따른 추가적인 구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카마인스

와 스팀슨(Carmines and Stimson 1980)에 따르면, 이슈는 ‘쉬운 이슈

(easy issue)’와 ‘어려운 이슈(hard issue)’로 나누어질 수 있다. 전자는

후보나 정당에 대한 유권자의 ‘직감적인 반응(gut responses)’을 구조화

함으로써 유권자에게 정교한 판단이나 정보 처리 과정을 요구하지 않는

단순한 이슈를 일컫는다. 후자는 정치적으로 세련된 유권자라면 자신의

선호나 이익에 비추어 이슈에 대한 태도를 의식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이슈를 의미하며, 다운스(Downs 1957)의 전통에 지적 근원을 두고 있다

고 볼 수 있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2016년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새누리당

및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과정을 ‘쉬운 이슈(easy issue)’로 간주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당시 노정된 양당의 공천 갈등은 쉬운 이슈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기 때문이다. 우선 그 조건들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쉬운 이슈는 기술적이라기보다는 상징적이다. 둘째,

쉬운 이슈는 정책적 수단보다 정책적 목표를 다룬다. 셋째, 쉬운 이슈는

오래된 정치적 의제와 관련된다. 상징적인 갈등은 대중들에게 쉽게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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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고, 정책의 목적에 대한 선호는 대중문화의 공통적인 선입견에

의해 생겨나며. 대중들이 보기에 오랜 시간 동안 해결되지 않은 갈등일

수록 그들의 직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용이하기 때문이다(Carmines

and Stimson 1980, 80).

위의 조건들은 2016년 국회의원선거에서 주요한 정치적 이슈였던 공

천 파동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첫째, 김무성 새누리당 당대표의 이른바

‘옥새투쟁’과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소위 ‘셀프공천’ 사

태는 유권자들에게 두 정당의 공천 파동을 상징적으로 전달한 사건이었

다. 둘째,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공정한 절차에 따라 능력과 자질을

갖춘 후보를 선출하고, 모두가 질서 있게 결과에 승복하는 공천의 이상

적 목표와 괴리된 모습을 연출하였다. 당의 이념적 정체성을 강조한 이

한구 공천심사위원장과 이에 반발한 유승민 의원 간의 충돌, 그리고 정

무적 판단과 당의 체질 개선을 내세운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공천에서 탈

락한 일부 ‘친노’ 혹은 ‘강성’ 현역 의원들 간의 갈등은 그것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셋째, 한국정치에서 정당의 공천권은 그 동안 중앙당의 지도

부, 혹은 그 중에서도 일부 ‘실력자’들의 직⋅간접적인 영향 하에 집중되

어왔다(강원택 2004; 길정아 2011; 김용호 2003). 이에 따라 공천을 둘러

싼 당내 갈등은 선거 때마다 주기적으로 반복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

고, 그 결과 공천 갈등은 유권자들의 ‘직감적인 반응(gut responses)’을

쉽게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치적 이슈로 자리매김 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7)

이와 같은 쉬운 이슈가 선거에서 부각되면 유권자들은 정치적 세련도

7) 한국정치사에서 공천을 둘러싼 당내 갈등은 유서 깊은 현상이다. 멀리 거슬

러 올라가면 1963년 공화당의 ‘이상4, 현실6’의 공천으로 인한 당내 갈등,

1971년 신민당 당수 유진산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후보등록 마감일에 갑작스

럽게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영등포 갑구 출마를 포기하고 전국구 1번 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촉발된 ‘제2차 진산파동’을 들 수 있다. 또한 가깝게는 지난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계파 갈등으로 인해 한나라당 공천에

서 탈락한 ‘친박(親朴)’계 의원들이 탈당을 감행한 뒤 ‘친박연대’라는 이름의

정당을 결성해서 선거에 출마한 사례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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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준과 상관없이 유사한 투표 패턴을 보인다고 한다(Carmines and

Stimson 1980). 따라서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한 경우, 새누리당과 더불

어민주당의 공천 과정에 대한 평가는 유권자 개인의 정치적 세련도 수준

과 상관없이 오직 단기적⋅상대적 정당 선호에 의해서만 결정되었을 것

으로 예측할 수 있다.

가설 1. 단기적⋅상대적 정당 선호는 정치적 세련도와 무관하게 새누리

당 혹은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과정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쳤

을 것이다. (※ 정당일체감 통제)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를 ‘어려운 이

슈(hard issue)’로 간주하고자 한다. 물론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평가하는

일은 유권자가 정당 혹은 후보자들의 상대적인 정책 위치를 인지하고,

자신의 정책 선호와 얼마나 가까운지 계산하는 행위와 다르다. 그러나

보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이슈 그 자체의 난이도에 주목한다면, 달리 말

해서 정치적 세련도가 갖는 영향력의 발현 가능성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어려운 이슈의 개념을 굳이 전통적인 다운스 모델(Downs model)에만

국한시켜야 할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개념의 확장을 통해 이슈와 관련

된 유권자의 태도와 행태를 보다 세밀하게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유권자들은 현 정부 혹은 대통령의 성과(performance)를 평가하

는데 큰 어려움을 겪지 않으며, 그것을 다음 선거에서의 투표 선택에 반

영하기도 한다(Fiorina 1981; Key, Jr. 1966; 강원택 2008; 이내영⋅정한

울 2007). 그러나 대통령의 국정운영이란 대단히 막연한 개념이다. 달리

말하면 정치, 경제, 외교, 안보, 사회, 문화 등 각 부문에서 대통령의 성

과를 구체적으로 평가하기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고, 만약 성과가

좋지 않더라도 국내외에서 수많은 행위자들이 상호작용하는 복잡다기한

현대 사회에서 그 책임이 과연 대통령에게 있는가의 여부는 더욱 판단하

기 어렵다. 물론 유권자들 중 상당수는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귀책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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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판단하려하지 않을 것이고, 정치적 세련도가 낮은 유권자도 자신의

직관이나 정보 지름길(information shortcut) 등을 활용하여 대통령의 국

정운영을 쉽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대

상은 정치적 세련도가 높은 유권자 집단이다. 즉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라는 이슈의 특성상, 정치적 세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슈 태도에서

모종의 차이가 나타날 여지가 충분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정치적 세련도

가 높은 유권자는 그렇지 않은 유권자에 비해 ‘보다 어려운(harder)’ 정

치적 이슈들에 대하여 정서적으로 편향된 정보 처리를 보일 가능성이 높

다는 연구 결과(Lodge and Taber 2000)는 이러한 추론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정당 선호가 박근혜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에 미치는

영향은 유권자 개인의 정치적 세련도 수준에 따라 상이해질 개연성이 충

분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문제는 정치적 세련도의 조절 기

능이 어떠한 방식으로 발현되는가의 여부일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대통

령 국정운영 평가는 기본적으로 유권자를 가르는 당파적 이슈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실제로 선거가 실시되기 직전 이틀 동안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평가를 보면 ‘잘하고 있다’ 39%, ‘잘못하

고 있다’ 48%로 큰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으며, 특히 지지정당 별로 보

면 새누리당 지지층은 76%가 ‘잘하고 있다’고 답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국민의당 지지층, 정의당 지지층에서는 각각 78%, 68%, 82%가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8) 이에 비추어 볼 때, 단기적⋅상대적 정당

선호가 박근혜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에 미치는 영향은 유권자 개

인의 정치적 세련도가 높을수록 더 강화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가설 2. 단기적⋅상대적 정당 선호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며, 그 영향은 정치적 세련도가 높아

8)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206호(2016년 4월 2주)’

http://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741&pagePos=11&se

lectYear=&search=&searchKeyword= (2017.12.31.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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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19대 총선
일관 투표

지지 이탈
합계(N)

다른 정당으로 이탈 기권 이탈

새누리당

지역구

투표
59.9 27.9 12.2

100

(509)

정당

투표
61.1 26.8 12.1

100

(488)

민주통합당
지역구

투표
57.0 33.3 9.7

100

(351)

질수록 더 커졌을 것이다. (※ 정당일체감 통제)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단기적⋅상대적 정당 선호와 정치적 세련

도가 투표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유권자가 어떤 정치

적 대상에 대해 인지적⋅감정적 차원에서 태도를 형성하는 것과, 적극적

인 행동의 차원에서 선거 당일 투표장에 나가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은 그

성격이 매우 다르다. 즉, 투표 선택은 당파적 선호를 적극적으로 표출하

는 행위인 동시에, 선거가 실시될 무렵의 정치적 맥락을 고려하는 전략

적 판단의 산물인 경우도 많다. 따라서 단기적⋅상대적 정당 선호와 정

치적 세련도가 투표 선택에 미치는 영향은 정치적 이슈에 대한 태도의

경우와 다른 강도나 양태를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는 유권자의 교차투표와 전략적 선

택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선거였으며(장승진 2016), 이와 함께 기존 지지

자의 이탈 현상도 두드러졌다.9) 아래의 [표 1]은 지난 2012년 제19대 국

회의원선거 당시 새누리당 및 민주통합당 투표자들을 대상으로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의 투표 선택을 교차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표 1] 제20대 총선에서의 일관 투표 및 지지 이탈 비율:

제19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 및 민주통합당 투표자를 대상으로

9) 이처럼 역동적인 선거가 나타나게 된 것은 여야를 가르는 구체적인 현저한

정책 이슈가 부재하여 유권자의 정파적 결속력이 약화되었고, 그 결과 선거의

초점이 각 진영 내부에 대한 평가로 귀결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된 바

있다(강원택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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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투표
50.3 39.2 10.5

100

(344)

주: 일관 투표: 새누리당(19대) → 새누리당(20대), 민주통합당(19대) → 더불어민주당(20대)

(단위: %, 괄호 안: 빈도수)

[표 1]을 보면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지역구 투표와 정당

투표에서 새누리당을 지지했던 유권자들 중 40.1%와 38.9%가 새누리당

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였고, 민주통합당을 지지했던 유권자들 중 43%와

49.7%가 그 정당의 후신인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

다. 위와 같은 대규모 이탈 현상에서 기권은 무시할 수 없는 지분을 차

지하고 있는데, 이는 기권이 적어도 일부 유권자들에게는 상당히 의미

있는 선택지였음을 보여준다. 더욱이 본 연구의 데이터에서 전체 설문조

사 응답자 1215명 중 무려 22.3%가 기권을 선택했다는 사실은 기권을

투표 선택 분석에서 배제하기 어렵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이다.

실제로 강신구(2013)에 따르면 기권은 정치적 의사표현의 한 가지 형

태로서 고유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연구 결과 투표 행태에 대한 통계

분석에서 기권이 또 다른 선택지로 포함되지 않는다면 독립변수들의 영

향력이 잘못 추정될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맥락과 방법론적인 문제를 모두

고려하여 세 정당(후보)에 대한 투표뿐만 아니라 기권까지도 유권자의

또 다른 선택지로 포함할 것이며, 일단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세

련도가 높아질수록 단기적⋅상대적 정당 선호의 영향이 더욱 강화되는

효과에 주목한 가설을 제기한다.

가설 3. 단기적⋅상대적 정당 선호는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의

투표 선택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며, 그 영향은 정치적 세련도가

높을수록 더 커졌을 것이다. (※ 정당일체감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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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논의를 도식화한 분석틀은 아래와 같다.

[그림 1] 분석틀의 도식화

2. 측정 및 변수 조작화

본 연구의 주요 독립변수인 단기적⋅상대적 정당 선호는 새누리당, 더

불어민주당, 국민의당에 대한 정당호감도(feeling thermometer) 점수를

비교하여 전체 설문조사 응답자를 각 정당에 대한 선호편향집단과 선호

무차별집단으로 분류하는 방식으로 조작되었다. 예를 들어 새누리당 정

당호감도 80, 더불어민주당 정당호감도 50, 국민의당 정당호감도 30인 응

답자는 새누리당 선호편향집단으로 분류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에 대한 선호편향집단 역시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다른 한편 새누

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당호감도 점수가 모두 동일하다면 선호

무차별집단으로 분류된다. 정리하면, 단기적⋅상대적 정당 선호는 새누리

당 선호편향, 더불어민주당 선호편향, 국민의당 선호편향, 그리고 정당선

호무차별의 4가지 항목으로 구성되는 명목변수로 조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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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변수 조작화는 아쉽게도 두 가지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10) 첫째, 정당호감도 척도의 강점 중 하나는 정당 선호(혹은 불호)

를 0부터 100까지 폭넓게 측정할 수 있다는 점이지만 위와 같이 명목변

수로 조작한다면 선호의 강도에 대한 정보를 상실하게 된다. 오히려 연

속변수로서의 성질을 유지하면서도 두 정당 사이의 호감도 차이 내지는

거리를 변수로 조작한다면 정당 선호의 상대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측정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변수 조작 방식은 불가피하다. 무엇보다

도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유력한 제3정당인 국민의당이 등

장했기 때문이다. 예컨대, 양당제 전통이 확고한 미국 정치에서는 물론이

요 한국 정치에서도 1990년 3당 합당 이후 대부분 새누리당 계열의 보수

정당과 민주당 계열의 진보 정당 간 양당제적인 경쟁이 이루어져왔기 때

문에 주요 양당에 대한 선호도를 감산함으로써 정당 선호의 차이를 연속

변수로 쉽게 조작할 수 있었다. 그러나 유럽과 같은 다당제적인 정치 환

경에서나 한국의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처럼 셋 이상의 주요

정당이 존재하는 경우, 선호의 상대적 차이를 이차원적인 연속변수로 조

작하는 것은 다소 부적절하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2016년 총선을 예

로 설명해보자. 만약 두 정당씩 짝지어 유권자의 선호 차이를 변수로 조

작한다면 기본적으로 나머지 한 정당에 대한 선호가 전혀 고려되지 못한

다. 더욱이 이렇게 만들어진 세 가지 변수를 통계 분석 모델에 포함시키

면 완전한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므로 그중

한 가지를 누락시킬 수밖에 없고, 결국 분석 과정에서 일정한 한계에 직

면하게 된다.11)

10) 본문에서 언급한 두 가지 문제점 이외로는 위와 같은 변수 조작화로 인해

전체 표본 1215명 중 179명이 누락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예컨대 두 정당에

는 동일한 호감도 점수를 부여하고, 나머지 한 정당에 그보다 낮은 점수를 부여

한 응답자들의 경우 1순위 선호 정당을 특정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11) 이 문제를 수식으로 예를 들어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새누리당 호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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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굳이 세 정당에 대한 유권자의 선호를 종합적으로 비교하는 대

신 정당 선호 1순위와 2순위 간 차이에만 초점을 맞출 수도 있다. 본 연

구에서 정당 선호의 상대성을 변수로 조작하는 방식도 결과적으로 선호

2순위와 3순위의 서열 차이까지 반영하는 것은 아니고, 특히 투표 선택

의 경우 유권자들이 정당 선호 3순위까지 고려해서 판단하는 경우는 현

실적으로 드물기 때문이다.12) 그렇지만 선호 1순위와 2순위 간 선호 차

이 정도 그 자체를 살펴보는 것은 본 연구에서 큰 의미가 없으므로, 결

국 특정 정당에 대한 1순위 선호를 기준으로 2순위와의 호감도 차이를

계산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을 택하면 상당수의 결측치가

발생하여 표본의 크기가 급감하게 되고, 이로 인해 다른 정당을 기준으

로 한 호감도 차이를 통계 모델에 포함시킬 수 없어 의미 있는 분석이

불가능해진다.

그러나 보다 중요할 수도 있는 두 번째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

구에서 정당 선호 변수의 상대성은 선호 1순위를 기준으로 특정 정당에

대한 편향 여부를 판가름하는 방식을 통해 조작되었다. 하지만 그 결과

무당파 집단이 재분류된다는 점을 제외하면 명목변수로 조작된 정당일체

감 변수와 크게 다르지 않은 변수가 도출되었다. 기존 지지 정당에 실망

한 유권자라 할지라도 웬만해서는 자신의 정당과 대립하는 타 정당에 더

높은 호감도 수치를 부여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아래의 [표 2]를 보면 명목변수로 조작된 단기적⋅상대적 정당

선호와 정당일체감 간의 높은 상관성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호감도) + (더불어민주당 호감도 - 국민의당 호감도) + (국민의당

호감도 - 새누리당 호감도) = 0’ 다시 말해 회귀분석 과정에서 위의 세 변수 중

두 가지가 고정되면 다른 한 가지도 자동적으로 고정되고, 이에 따라 종속변수

에 대한 세 변수의 독립적인 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12) 물론 정당 선호 2순위와 3순위가 각각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는 유권자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나 태도를 추정할 수 있는 한 가지 특성이 될 수는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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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적⋅상대적

정당선호

정당일체감

새누리당

선호편향

더불어민주당

선호편향

국민의당

선호편향
선호무차별

피어슨

카이제곱

새누리당 66.8 3.0 6.7 11.6

 = 868.2

Pr = 0.000

더불어민주당 0.5 50.3 5.4 6.8

국민의당 0.3 1.5 38.4 7.8

무당파 32.4 45.2 49.5 73.8

합계(N)
100

(358)

100

(330)

100

(224)

100

(103)

(단위: %, 괄호 안: 빈도수)

[표 2] 정당일체감과 단기적⋅상대적 정당 선호

그러나 두 변수의 차별성도 간과할 수는 없다. 아래에서 다시 설명하

겠지만, 본 연구에서 정당일체감 변수는 이중 질문을 통해 측정되었다.

즉, 여기서 무당파는 ① 가깝게 느끼는 정당이 있는지, ② (없더라도) 다

른 정당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가깝다고 느끼는 정당이 있는지 묻는 2단

계 질문에서 모두 부정 응답한 ‘순수 무당파(pure independents)’를 의미

한다. 기존 한국정치 문헌을 살펴보면 두 번째 질문에서 특정 정당을 응

답한 ‘편향적 무당파(leaning independents, 혹은 partisan leaners)’에 주

목한 연구들이 일부 존재한다(박원호⋅송정민 2012; 장승진 2015). 그러

나 위의 표에서 나타나듯 ‘순수 무당파’라 할지라도 단기적으로 특정 정

당에 대한 편향적 선호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은 그동안 충분히 고려되

지 못하였다.13)

더욱이 정당선호무차별 집단의 26.2%는 특정 정당에 대하여 정당일체

감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이고, 심지어 국민의당 선호편향집단의 12.1%는

다른 정당에 일체감을 느끼는 유권자이다. 그들의 존재는 정당일체감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라 할지라도 자신의 정당에 크게 실망하는 경우 일시

13) 무당파만을 대상으로 다시 한 번 교차 분석한 결과 무려 83.2%가 특정 정

당에 대한 편향적 선호를 드러냈으며, 20대 총선에서의 지역구 및 정당 투표에

서도 국민의당 선호편향집단의 지역구 투표를 제외하면 단기적⋅상대적 정당선

호의 각 범주별로 과반수가 자신의 선호편향 혹은 선호무차별과 일관된 선택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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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다른 정당들과 호감 차이가 없다고 느끼거나, 심지어 신생정당에

대해서는 더 높은 호감을 느끼는 경우가 어느 정도는 실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리하자면, 단기적⋅상대적 정당 선호가 명목변수로 구성된 결과 마

찬가지로 명목변수로 조작된 정당일체감과 상당 부분 중첩되었고, 특히

새누리당 및 더불어민주당 선호편향집단의 경우 절반 이상이 그 정당에

소속감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로 구성되어있는 문제를 드러냈다. 이로 인

해 단기적⋅상대적 정당 선호 변수의 타당성(validity)이 다소 약화되었

음은 부정할 수 없고, 다른 한편으로는 불완전한 다중공선성이 의심될

수도 있다. 그러나 두 명목변수를 구성하는 항목들의 분산팽창요인

(variance inflation factor, VIF)은 분석 모델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

로 1.5 ∼ 4 사이의 수치만을 나타냈다.14) 또한 변수의 타당성과 관련해

서도 각 선호편향집단에서 (순수)무당파 집단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정당일체감과 일관되지 않는 정당 선호를 보이는 유권자 집단도

존재하는 등 차별적인 변수 구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정당

호감도를 통해 측정하는 단기적⋅가변적이면서도 총체적인 당파적 선호

가 정당일체감과는 구분되는 고유한 영역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정당호감도 척도에 기반하여 변수로 조작된 단기적⋅상대적 정당 선호는

정당일체감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고유한 설명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단기적⋅상대적 정당 선호의 영향을 조절하는 변수

(moderating variable)로 상정된 정치적 세련도(political sophistication)는

인지적 능력을 표상하는 ‘지식’과 더불어 적극적인 정보 습득의 동기와

깊게 관련된 ‘관심’까지 포괄한다. 구체적으로, 정치적 세련도는 밀러

(Miller 2011)에 의거하여 일반적인 정치관심도와 2016년 국회의원선거에

14)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게 되는 분산팽창요인

(variance inflation factor, VIF)의 기준은 (자의적이지만) 보통 10 이상이 활용

되며(Wooldridge 2015, 86), 보다 엄격하게는 5 이상으로 설정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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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심도

정치관심도
매우 많았다 조금 있었다 별로 없었다 전혀 없었다

피어슨

카이제곱

매우 많다 60.6 1.9 1.0 0.0

 = 82.27

Pr = 0.000

조금 있다 33.1 71.3 9.5 3.4

별로 없다 5.0 23.8 77.5 10.3

전혀 없다 1.3 3.0 12.0 86.3

합계(N)
100

(160)

100

(537)

100

(401)

100

(117)

(단위: %, 괄호 안: 빈도수)

대한 관심도, 그리고 한국 정치에 관한 구체적 지식(factual political

knowledge)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정치적 세련도 변수

는 위의 세 가지 변수를 대상으로 주요인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실시하여 조작하였으며, 세 변수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alpha) 값은 0.6430으로 만족할만한 내적일관

성을 가진다고 판단하였다.

정치지식과 정치관심도가 정치적 세련도의 핵심 요인으로서 매우 중

요하다는 이론적 논의는 앞에서 충분히 살펴본 바 있다. 그러나 여기에

선거관심도를 추가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표 3] 정치 일반에 대한 관심도와 제20대 총선에 대한 관심도

[표 3]은 정치 일반에 대한 관심도와 특정 선거에 대한 관심도는 서로

관련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분석적 차원에서는 물론이요 경험적

차원에서도 다소 상이한 개념이라는 것을 보여준다.15) 기본적으로 정치

에 관심이 많은 유권자라 할지라도 특정 선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을

경우 최소한 해당 선거 무렵에는 정보 탐색의 동기가 약화되었을 것으로

15) 예컨대, 본래 정치에 관심이 많은 유권자이지만 모종의 이유로 인해 – 자

신의 이해관계와 전혀 무관해서, 혹은 정치권 전반에 환멸을 느껴서 – 특정 선

거에 대한 관심은 줄어든 경우, 반대로 평상시 정치에 대한 관심이 그리 높지는

않았지만 어떤 요인으로 인해 특정 선거에 대한 관심이 제고된 유권자의 경우

를 상정해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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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정치적 세련도의 조작적 정의에 선거관심도까지

포괄한다면 그 개념의 주요 구성요소인 정치에 대한 관심을 해당 변수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적 세련도를 구성하는 세 가지 변수는 다음과 같이 조작되었다.

정치관심도와 선거관심도는 각각 “귀하께서는 정치에 얼마나 관심이 있

으십니까?”, “귀하께서는 이번 선거에 얼마나 관심이 있었습니까?”의 문

항에서 ‘(1) 매우 많(았)다’ ∼ ‘(4) 전혀 없(었)다’의 4점 척도로 측정되었

으며, 수치가 클수록 높은 관심을 의미하도록 역코딩하였다. 정치지식은

① 20대 국회의원의 총 수, ② 국회의원 임기, ③ 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두 번째로 많은 의석수를 차지한 정당의 당명, ④ 응답자의 지역구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의 이름을 묻는 주관식 문항, 그리고 ⑤ 현재(즉, 설문조

사가 이루어지던 시점의) 국회의장이 누구인지를 묻는 5지선다 객관식

문항에서 정답을 응답한 경우는 1로, 오답을 응답한 경우는 0으로 코딩

한 후 정답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조작하였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크게는 정치적 이슈 태도와 투표 선택이며, 보

다 구체적으로는 공천과정 평가,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지역구 투표, 정

당 투표의 네 가지로 구성된다. 첫 번째 종속변수인 새누리당과 더불어

민주당의 공천 과정에 대한 평가의 경우, “귀하께서는 각 정당의 총선

후보자 공천과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의 문항에서 ‘(1) 매우 잘

했다’, ‘(2) 잘 했던 편이다’, ‘(3) 못했던 편이다’, ‘(4) 매우 잘못했다’, ‘(5)

잘 모르겠다’의 선지 구성을 통해 측정되었다. 분석을 위해 높은 수치가

긍정 평가를 의미하도록 역코딩했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결측치로

처리하였다.16) 다음으로, 두 번째 종속변수인 박근혜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는 “귀하께서는 지난 3년간 박근혜 대통령의 업무수행에 대해 어떻

게 평가하십니까?”라는 문항에서 ‘(1) 매우 잘하였다’, ‘(2) 잘한 편이다’,

‘(3) 못한 편이다’, ‘(4) 매우 못하였다’의 선지로 구성된 4점 척도로 측정

16) 설문조사에서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사람은 새누리당 공천과정 평가의 경

우 146명(12%), 더불어민주당 공천과정평가의 경우 170명(14%)이었다.



- 32 -

되었으며, 마찬가지로 높은 수치가 긍정 평가를 뜻하도록 역코딩하였다.

마지막으로 투표 행태, 즉 지역구 투표와 정당 투표의 경우 새누리당(후

보) 투표, 더불어민주당(후보) 투표, 국민의당(후보) 투표, 그리고 기권을

유권자의 선택지로 포함했다.17)

이외에도 정당일체감, 주요 정치인에 대한 호감도, 이념성향 및 주요

정당과의 이념거리, 각종 인구통계학 변수들이 기본적으로 통제되었다.

정당일체감은 앞서 언급하였듯 미국선거연구(ANES)의 문항 구성과 유

사하게 이중 질문을 통해 측정되었으나 국민의당의 등장으로 인해 전통

적인 7점 척도의 서열변수가 아닌, 주요 정당에 대한 소속감의 존재 여

부만을 나타내는 명목변수로 구성되었다. 즉, “귀하께서는 특정 정당에

대해서 가깝게 느끼고 있습니까?”라는 첫 번째 질문에서 ‘그렇다’고 응답

한 다음 특정 정당을 선택한 사람들, 그리고 위의 질문에서 ‘아니다’라고

응답했으나 “다른 정당보다 조금이라도 더 가깝다고 느끼는 정당이 있습

니까?”라는 두 번째 추가 질문에서 ‘있다’고 한 뒤 특정 정당을 선택한

사람들은 해당 정당에 일체감을 느끼는 유권자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이

과정에서 정의당과 기타 정당을 선택한 소수의 응답자들은 분석의 편의

를 위해 제외되었다. 한편, 위의 두 질문에서 모두 부정 응답을 한 사람

들은 무당파로 간주하였다. 따라서 정당일체감 변수는 새누리당, 더불어

민주당, 국민의당에 일체감을 느끼는 세 집단과 무당파 집단으로 구성된

명목변수로 조작되었다.

정치인호감도는 앞서 정당호감도와 마찬가지로 101점 척도의 감정온

17) 기권 여부는 “귀하는 이번 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하셨습니까?”라고 묻

는 문항에서 ‘(1) 투표하지 않았다’, ‘(2) 이번에는 투표하려 했지만 하지 못했

다’, ‘(3) 늘 투표하지만 이번에는 사정상 하지 못했다’의 세 가지 선지를 통해

측정되었다. 2, 3번 선지는 투표 의사가 충분히 있었으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

해 기권하게 되었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1번 선지와는 다소 다른 성격의 기

권일 수 있다. 그러나 2, 3번 선지를 선택한 응답자의 수는 각각 14명, 8명으로

매우 적은 편이며, 해당 응답을 결측치로 처리한 뒤 분석해도 주요 분석 결과에

는 큰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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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계(feeling thermometer)를 통해 측정되었다. 분석 모델에는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을 각각 대표하는 주요 정치인들, 즉 박근혜 대통

령, 문재인 전(前)더불어민주당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대한 응답

자들의 호감도가 포함되었다.

이념의 경우, 응답자 본인의 이념성향과 함께 응답자와 주요 정당 간

의 이념거리를 분석 모델에 포함하였다. 응답자의 이념성향은 높은 값일

수록 보수적인 성향을, 낮은 값일수록 진보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11점

척도를 바탕으로 응답자의 주관적인 평가를 통해 측정했다. 응답자와 정

당 간 이념거리는 마찬가지로 응답자가 진보-보수의 11점 척도를 통해

평가한 주요 정당(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의 이념 수치와, 앞

서 측정된 응답자 본인의 주관적 이념 수치를 뺄셈한 뒤 절댓값 처리하

는 방식으로 측정했다. 위의 두 가지 이념 변수를 분석 모델에 포함시킴

으로써 종속변수에 대한 이념 강도의 영향력과 더불어 다운스(Downs

1957)의 공간모델이 상정하는 이념적 근접성의 영향력이 통제되었다.

마지막으로 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및 재산수준, 거주지역 등

다양한 인구통계학 변수들이 통제되었다. 성별의 경우, 남성은 1, 여성은

0으로 코딩하였다. 연령의 경우, 응답자의 만 연령을 연속변수로서 그대

로 분석 모델에 포함하였다. 교육수준의 경우, 중졸 이하는 1, 고졸은 2,

대졸은 3, 대학원 재학 이상은 4로 코딩하였다. 경제적 변수로는 일반적

으로 계급/계층을 측정하기 위해 활용되었던 소득수준 뿐 아니라 최근

한국정치학계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재산수준까지 모델에 포함하였다. 소

득수준의 경우, 가구소득 100만원을 단위 구간으로 설정하여 100만원 미

만은 1로, 500만원 이상은 6으로 코딩된 등간 변수로 조작했다. 재산수준

의 경우, 가구재산액 5천만원 미만은 1로, 5천만원∼2억원 미만은 2로, 2

억원∼4억원 미만은 3으로, 4억원∼6억원 미만은 4로, 6억원 이상은 5로

코딩했고, 모름/무응답은 결측치로 처리했다. 마지막으로 거주지역은 서

울, 인천/경기, 대전/세종/충북/충남, 광주/전북/전남, 대구/경북, 부산/울

산/경남, 강원/제주의 총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명목변수로 조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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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변수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정치적

이슈 태도

새누리당 공천과정 평가 1069 1.75 0.77 1 4

더불어민주당 공천과정 평가 1045 2.38 0.70 1 4

박근혜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1207 2.20 0.74 1 4

20대 총선

지역구 투표

(n=1140)

새누리당 후보 투표 359 0.32 - - -

더불어민주당 후보 투표 358 0.31 - - -

국민의당 후보 투표 152 0.13 - - -

기권 271 0.24 - - -

20대 총선

정당 투표

(n=1131)

새누리당 투표 340 0.30 - - -

더불어민주당 투표 307 0.27 - - -

국민의당 투표 213 0.19 - - -

기권 271 0.24 - - -

단기적⋅상대적

정당 선호

(n=1036)

새누리당 선호편향 362 0.35 - - -

더불어민주당 선호편향 340 0.33 - - -

국민의당 선호편향 226 0.22 - - -

선호무차별 108 0.10 - - -

정치적 세련도

정치적 세련도 1215 0.00 1 -1.93 1.67

a. 정치관심도 1215 2.44 0.84 1 4

b. 선거관심도 1215 2.61 0.83 1 4

c. 정치지식 1215 3.50 1.26 0 5

정당일체감

(n=1190)

새누리당 정당일체감 298 0.25 - - -

더불어민주당 정당일체감 217 0.18 - - -

국민의당 정당일체감 107 0.09 - - -

무당파 568 0.48 - - -

정치인 호감도

박근혜 호감도 1213 47.67 25.83 0 100

문재인 호감도 1209 44.38 20.82 0 100

안철수 호감도 1208 45.28 20.12 0 100

이념

자기 이념 1122 5.23 2.21 0 10

새누리당 이념거리 1085 2.93 2.30 0 10

더불어민주당 이념거리 1089 2.37 2.18 0 10

국민의당 이념거리 1059 2.04 1.92 0 10

인구통계학적

특성

남성 1215 0.50 0.50 0 1

연령 1215 46.25 15.58 19 85

교육수준 1215 2.26 0.77 1 4

소득수준 1194 3.94 1.49 1 6

재산수준 1208 2.65 0.93 1 5

거주지역

(n=1215)

서울 246 0.20 - - -

인천/경기 360 0.30 - - -

세종/충북/충남 126 0.10 - - -

광주/전북/전남 122 0.10 - - -

대구/경북 121 0.10 - - -

부산/울산/경남 188 0.15 - - -

강원/제주 52 0.04 - - -

[표 4] 변수들의 기술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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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공천과정 평가

매우 잘했다 잘했던 편이다 못했던 편이다 매우 잘못했다 합계(N)

전체 유권자 2.4 12.9 42.3 42.4
100

(1069)

새누리당

선호편향
5.5 24.0 40.3 30.2

100

(325)

더불어민주당

선호편향
0.3 6.9 44.3 48.5

100

(305)

국민의당

선호편향
1.5 4.9 44.6 49.0

100

(202)

선호무차별 2.5 15.0 38.75 42.75
100

(80)

더불어민주당 공천과정 평가

전체 유권자 2.4 43.4 44.1 10.1
100

(1045)

Ⅳ. 분석 결과

1. 정치적 이슈 태도 분석: ‘쉬운 이슈(easy issue)’와

‘어려운 이슈(hard issue)’

1) 공천과정 평가(easy issue)의 결정요인 분석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연일 언론의 표제를 장식했던

정치적 사건은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터져 나온 공천 갈등

이었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유권자들은 양당의 공천과정을 어떻게 평

가했는지를 전체 유권자 차원에서, 그리고 단기적⋅상대적 정당 선호에

따라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5] 새누리당 및 더불어민주당 공천과정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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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선호편향
2.9 34.1 53.9 28.0

100

(308)

더불어민주당

선호편향
4.0 57.3 33.0 5.7

100

(300)

국민의당

선호편향
- 38.5 46.0 15.5

100

(200)

선호무차별 2.5 35.0 46.25 16.25
100

(80)

(단위: %, 괄호 안: 빈도수)

[표 5]에서 전체 유권자 범주를 먼저 살펴보면 새누리당 공천과정의

경우 ‘못했던 편이다’와 ‘매우 잘못했다’의 응답 비율을 합산할시 무려

84.7%에 달한다는 점이 눈에 띤다. 선거 후 많은 언론과 평론가들이 지

적했듯이, 새누리당의 공천 갈등은 대다수 유권자들에게 부정적으로 인

식된 정치적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공천과정의 경우 ‘잘했

던 편이다’와 ‘못했던 편이다’의 비율이 유사하게 나타나면서 공천 과정

에 대한 평가가 양분된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비율 구성을 보면 더불어

민주당의 공천과정은 어떤 의미에서는 오히려 더욱 논쟁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양당의 공천과정에 대한 평가를 단기적⋅상대적 정당 선호별로

다시 한 번 살펴보면 그림은 조금 더 명확해진다. 새누리당 선호편향집

단의 일부(29.5%)를 제외하면, 새누리당의 공천과정을 긍정적으로 평가

한 유권자는 극소수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공천과정의 경우 더불어민

주당 선호편향집단을 제외한 모든 범주에서 부정 평가가 과반으로 나타

나지만, 그에 못지않게 긍정 평가 비율도 상당하다.

본 연구에서는 2016년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및 더불어민

주당의 공천과정이 파행을 거듭했던 단기적 국면에서의 정치적 상황에

주목하고, 양당의 공천과정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가 단기적⋅상대적

정당 선호와 정치적 세련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

다. 공천과정에 대한 평가는 4점 척도(1. 매우 잘했다 ∼ 4. 매우 잘못했

다)의 서열 변수로 측정되었다. 따라서 해당 변수를 높은 값일수록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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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변수

새누리당 공천과정 더불어민주당 공천과정

모델 1 모델 2 모델 1 모델 2

       

단기적⋅상대적

정당 선호

(기준: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선호편향 -0.49 (0.26) -0.47 (0.27) 0.63* (0.28) 0.61* (0.29)

국민의당 선호편향 -0.19 (0.28) -0.17 (0.28) 0.14 (0.30) 0.13 (0.30)

선호무차별 -0.24 (0.30) -0.27 (0.31) 0.07 (0.31) 0.06 (0.32)

정치적 세련도 -0.09 (0.08) -0.06 (0.13) -0.09 (0.08) -0.03 (0.13)

정치적 세련도 ×

더불어민주당 선호편향 - - 0.09 (0.19) - - -0.12 (0.19)

국민의당 선호편향 - - -0.17 (0.20) - - -0.10 (0.19)

선호무차별 - - -0.19 (0.28) - - -0.05 (0.27)

정당일체감

(기준: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0.65 * (0.30) -0.69* (0.30) 0.55 (0.31) 0.57 (0.32)

국민의당 -1.13 ** (0.35) -1.11** (0.35) 0.15 (0.35) 0.17 (0.36)

무당파 -0.25 (0.22) -0.25 (0.22) 0.46* (0.23) 0.47* (0.23)

정치인 호감도

박근혜 호감도 0.02 *** (0.00) 0.02*** (0.00) 0.01 (0.00) 0.01 (0.00)

문재인 호감도 0.01 (0.00) 0.01 (0.00) 0.02*** (0.00) 0.02*** (0.00)

안철수 호감도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이념

자기 이념 -0.01 (0.07) -0.01 (0.07) 0.02 (0.07) 0.02 (0.07)

새누리당 이념거리 -0.07 (0.06) -0.07 (0.06) 0.02 (0.06) 0.02 (0.06)

더불어민주당 이념거리 -0.10 (0.05) -0.10 (0.05) -0.12* (0.05) -0.12* (0.05)

국민의당 이념거리 0.09 (0.05) 0.09 (0.05) 0.14* (0.05) 0.14* (0.06)

인구통계학적 특성

남성 -0.18 (0.14) -0.18 (0.14) -0.17 (0.15) -0.17 (0.14)

연령 -0.01 * (0.01) -0.01* (0.01) -0.01 (0.01) -0.01 (0.01)

교육수준 0.01 (0.11) 0.02 (0.11) -0.01 (0.12) -0.01 (0.12)

소득수준 0.01 (0.06) 0.01 (0.06) 0.04 (0.07) 0.04 (0.07)

재산수준 -0.02 (0.10) -0.03 (0.10) 0.07 (0.10) 0.07 (0.10)

거주지역

(기준: 서울)

인천/경기 -0.45 * (0.21) -0.45* (0.21) -0.51* (0.21) -0.51* (0.21)

대전/세종/충북/충남 0.14 (0.28) 0.15 (0.28) -0.08 (0.28) -0.08 (0.28)

광주/전북/전남 -0.16 (0.31) -0.16 (0.31) -0.14 (0.33) -0.14 (0.33)

대구/경북 -0.99 *** (0.28) -1.01*** (0.28) 0.07 (0.27) 0.06 (0.27)

부산/울산/경남 -0.03 (0.23) -0.02 (0.24) 0.31 (0.25) 0.30 (0.25)

강원/제주 -0.34 (0.53) -0.38 (0.53) -1.22* (0.54) -1.22* (0.54)

  -1.21 (0.76) -1.15 (0.76) -0.90 (0.77) -0.88 (0.77)

  1.08 (0.76) 1.14 (0.76) 1.78* (0.77) 1.79* (0.77)

  3.12 *** (0.78) 3.18*** (0.78) 5.67*** (0.82) 5.68*** (0.82)

 785 766

  -787.52 -786.48 -731.66 -731.43

  0.081 0.082 0.077 0.077

주: * p<0.05, ** p<0.01, *** p<0.001

평가를 의미하게끔 역코딩한 뒤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서열 로지스틱 분

석(ordered logistic analysis)을 실시하였고, 분석 결과는 [표 6]에 정리

되어있다.

[표 6] 새누리당 및 더불어민주당 공천과정평가에 대한

서열 로지스틱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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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에서 모델 1은 기본 분석 모형이며, 모델 2는 단기적인 국면에

서의 단기적⋅상대적 정당 선호와 정치적 세련도 간의 상호작용항이 추

가된 모형이다. 이를 보면 몇 가지 흥미로운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가설 1에서의 예측은 부분적으로 입증되었다. 새누리당 및 더불

어민주당의 공천과정에 대한 평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 중의 하

나는 정치적 세련도가 모델과 무관하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고,

정치적 세련도와 단기적⋅상대적 정당 선호 간의 상호작용항 역시 통계

적 유의성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공천 갈등

이라는 정치적 이슈가 유권자에게 특별한 정치적 세련도 수준을 요구하

지 않는 ‘쉬운 이슈(easy issue)’였음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단기적 국면에서의 상대적인 정당 선호는 정당일체감이 통

제된 상태에서도 공천과정 평가에 영향을 미쳤는가? 우선 양당의 공천과

정에 대하여 국민의당에 대한 편향적 선호와 정당 선호 무차별은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정당 선호 변수의 기준범주를 변경해도 결

과는 마찬가지였다. 반면 새누리당에 대한 편향적 선호와 비교할 때, 더

불어민주당에 대한 편향적인 선호는 가설 1에서의 예측대로 정치적 세련

도와 무관하게 더불어민주당 공천과정에 대한 긍정 평가를 이끌어낼 가

능성이 높았다. 이를 바꿔 말하면, 새누리당에 대한 편향적인 선호는 정

치적 세련도 수준와 상관없이 더불어민주당 공천과정을 부정적으로 평가

하게끔 만들 가능성이 높았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새누리당 및 더불어민주당 선호편향집단 사이에서만 단기적⋅

상대적 정당 선호의 유의미한 영향이 확인된 이유는 추정컨대 두 정당

간의 확고한 대립 관계가 반영된 것 아닌가 한다. 정당일체감에 비해서

는 일시적이고 가변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지만, 정당호감도 척도에 기반

한 당파적 선호 또한 특정 정당이 기존의 정치적 맥락 속에서 위치하고

있는 ‘좌표’와 전혀 무관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점

은 이러한 결과가 다른 다양한 변수들, 특히 안정적인 당파적 소속감을

표상하는 정당일체감의 영향력이 통제된 상태에서 도출되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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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더불어민주당 공천과정 평가에 관해서는 단기적인 정당 선호의

독립적인 영향력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새누리당 공천과정 평가의 경우 단기적⋅상대적 정당 선호의 영

향력은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지 못했지만, 10% 유의수준에서는 더불

어민주당 선호편향 항목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18) 그러나 앞서 살

펴보았듯 새누리당 공천과정은 전체 유권자 사이에서는 물론이요 새누리

당을 편향적으로 선호하는 유권자 집단 내에서도 대부분 부정적인 평가

를 받았음을 감안해야 한다. 따라서 위의 결과를 보다 엄격하게 해석하

면, 선거를 전후한 국면에서 새누리당 공천과정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

는 이미 한 쪽으로 쏠려있었기 때문에 단기적인 정당 선호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여지가 적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대별되는 결과는 정당일체감 변수의 통계적 유의성과 상대적으

로 높은 계수 값이다. 단기적⋅상대적 정당 선호를 비롯한 다른 모든 변

수들의 영향이 통제된 상태에서도, 새누리당에 정당일체감을 느끼는 유

권자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에 일체감을 느끼는 유권자에 비해 새누

리당 공천과정을 긍정적으로, 혹은 덜 부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높았다. 구체적으로, 새누리당에 일체감을 느끼는

유권자는 다른 정당의 지지자와 달리 부정 평가를 하더라도 ‘매우 잘못

했다’(31.8%)보다는 ‘못했던 편이다’(50.4%)라고 응답할 확률이 더 높았

고, 긍정 평가를 할 확률도 더 높았다.19) 즉, 새누리당의 공천과정에 대

18) 새누리당 공천과정 평가의 경우, 모델 1과 모델 2에서 더불어민주당 선호편

향 항목의 p-값은 각각 0.062, 0.079였다.

19) 더불어민주당에 일체감을 느끼는 유권자의 경우 ‘못했던 편이다’, ‘매우 잘못

했다’로 평가할 확률은 각각 42.6%와 47.3%였고, 국민의당에 일체감을 느끼는

유권자의 경우는 각각 34.4%와 59.1%였다. 또한 ‘잘했던 편이다’, ‘매우 잘했다’

라고 평가할 확률은 더불어민주당에 일체감을 느끼는 유권자의 경우 8.7%와

1.4%, 국민의당에 일체감을 느끼는 유권자의 경우 5.6%와 0.9%인 반면, 새누리

당에 일체감을 느끼는 유권자의 경우 15.1%와 2.7%였다. 참고로, 모델 2에서는

단기적⋅상대적 정당 선호와 정치적 세련도 간의 상호작용항이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델 1을 기반으로 예측확률을 산출하였으며, 모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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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정적 여론이 압도적인 상황 하에서도 정당일체감은 공천 평가에 유

의미한 영향력을 발휘한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결과는

정당호감도 척도에 기반하여 측정⋅조작된 단기적⋅상대적 정당 선호가

정당일체감과는 달리 단기적인 이슈나 정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을

방증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공천과정 평가에 대한 정치인 호감도의 독립적인 영향력을 공통

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새누리당의 공천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가 커질수록 긍정적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의 공천과정은 문재인 전(前)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호

감도가 증가할수록 긍정적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러한 결과

는 한국 정치에서 정당 공천이 아직 특정 유력 정치인의 직⋅간접적인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물론 위의 정치인들이 공천

과정에서 실제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했는가는 알 수 없지만, 공

천 과정을 지켜본 유권자들은 그것을 양당의 대표적인 정치인과 연결 지

어 판단했다.

셋째, 더불어민주당 공천과정 평가의 경우 이념거리의 독립적인 영향

력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유권자와 더불어민주

당 간의 이념거리가 가까울수록, 그리고 유권자와 국민의당 사이의 이념

거리가 멀수록 더불어민주당의 공천과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결과는 유권자들이 공천 과정으로부터 정당의 이념 노

선을 대략적으로나마 추론하고, 이를 공천 과정에 대한 평가 기준의 하

나로서 활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새누리당 이념거리와 달리 더

불어민주당 이념거리와 국민의당 이념거리의 영향만 통계적 유의성을 드

러낸 것은 두 정당이 같은 야권 정당으로서 경쟁했던 그 당시 정치적 맥

락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새누리당 공천과정 평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공천과정

평가의 경우와 다르게 이념거리의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았을까? 우선 당

측확률은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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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상황을 상기해보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김종인 비상

대책위원장의 ‘우클릭’ 행보가 이어지고 정무적 판단을 명분으로 한 일부

‘강성’ 의원들의 공천 컷오프(cut-off)가 단행됨에 따라 당의 이념 노선에

대한 논란이 일어났다. 이러한 맥락 하에서 유권자들은 더불어민주당의

공천과정과 이념을 관련지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새누리당에

서도 이한구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장과 유승민 의원 간의 이념 정체성

논쟁이 공천 파행의 한 축을 이루었으나, 유권자들은 새누리당에서 일어

난 이른바 ‘정체성 논쟁’을 이념에 관한 논쟁이라기보다는 친박(親朴)과

비박(非朴) 간 권력 투쟁으로 이해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한국 유권자들은 이념적 기준을 차

별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이라고 추론해볼 수 있다. 한국의 정당 간 이념

갈등은 이념적 소수에 해당하는 진보세력이 차별성 확보를 통한 유권자

유인을 위해 보수세력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이념 공세를 취하는 양상을

나타내왔다(한정훈 2012, 108). 한국정치사를 돌이켜보아도 건국 혹은 박

정희시대 이후 사회적 주류이자 ‘정상’을 대표했던 새누리당 계열의 보수

정당보다는, 이른바 ‘민주화세력’을 계승한다고 자임하며 때로는 좌파 세

력과도 연계하는 민주당 계열의 자유주의 정당이 유권자들 사이에서 ‘이

념’이라는 잣대와 더욱 친연성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 다시 정당일체감 변수로 돌아가면 무당파 유권자들은 새누리당

에 일체감을 느끼는 유권자에 비해 더불어민주당의 공천과정을 긍정적으

로 평가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그러나 위의 결과는 더불어민주당에 적

대적인 새누리당 지지자와 비교한 결과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갖기는 어

려워 보인다. 새누리당 공천과정 평가의 경우에서도 정당일체감 변수의

기준범주를 국민의당으로 변경하면 무당파 집단은 국민의당에 일체감을

느끼는 유권자에 비해 새누리당 공천과정을 긍정 평가할 가능성이 더 높

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무당파 항목의 통계적 유의성은 비교 대상이 되

는 타 정당 지지자의 부정적 인식에 더 크게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대구/경북 지역에 거주하는 유권자는 서울에 거주하는 유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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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잘했다 잘했던 편이다 못했던 편이다 매우 잘못했다 합계(N)

전체 유권자 1.7 34.8 45.6 18.0
100

(1207)

새누리당

선호편향
4.7 63.8 29.5 2.0

100

(359)

더불어민주당

선호편향
0.3 19.7 51.2 28.8

100

(340)

국민의당

선호편향
- 18.2 53.8 28.0

100

(225)

선호무차별 - 31.7 51.0 17.3
100

(104)

(단위: %, 괄호 안: 빈도수)

에 비해 새누리당 공천과정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당시 새누리당의 공천파동이 유승민 의원을 중심으로 한

대구/경북 지역의 비박(非朴)계 국회의원 후보들과 새롭게 그 지역에 출

마하는 친박(親朴)계 후보들 간의 갈등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는 맥락을

상기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외로는 서울에 거주하는 유권

자에 비해 인천/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유권자는 새누리당 공천과정과 더

불어민주당 공천과정을 부정적으로, 강원/제주 지역에 거주하는 유권자

는 더불어민주당 공천과정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2)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hard issue)의 결정요인 분석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는 대통령의 임기 중반에 실시된 중간 선

거(midterm election)였고, 이에 따라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현직 대통령

에 대한 회고적 평가가 주요한 정치적 이슈로 인식되었을 가능성이 크

다. 그러나 세간의 일반적인 여론조사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듯이 대

통령 국정운영 평가는 매우 당파적인 이슈가 되기 마련이며, 아래의 교

차분석에서도 그 특성은 명확하게 나타난다.

[표 7] 박근혜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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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변수
모델 1 모델 2

   

단기적⋅상대적

정당 선호

(기준: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선호편향 -0.22 (0.27) -0.35 (0.28)

국민의당 선호편향 -0.39 (0.30) -0.48 (0.30)

선호무차별 -0.34 (0.31) -0.38 (0.32)

정치적 세련도 -0.05 (0.08) 0.24 (0.14)

[표 7]은 박근혜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를 전체 유권자 차원에

서 먼저 살펴본 뒤, 단기적⋅상대적 정당 선호별로 나누어 다시 한 번

살펴본 것이다. 전체 유권자 차원에서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는 긍정 평가보다 부정 평가가 조금 더 우세하다. 그러나 정당

선호별로 다시 살펴보면 또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 새누리당 선호편향집

단 사이에서는 긍정 평가가 몹시 많은 반면,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

선호편향집단에서는 부정 평가가 압도적으로 많고, 정당 선호무차별집단

은 그 사이에 위치한다. 즉,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은 유권자의 정당

선호에 따라 다르게 평가되는 매우 당파적인 이슈임을 알 수 있다. 그렇

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는 오직 유권자의 당파적 선

호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단순한 이슈인 것일까?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하여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가 유권자의 단기적⋅상대적 정당 선호 뿐 아니라 정치

적 세련도 수준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대

통령의 국정운영은 대단히 복잡한 일이고 그 책임의 범위와 정도를 가늠

하는 것 또한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에, 유권자의 정치적 세련도가 높

을수록 정당 선호의 영향력에서 모종의 차이가 나타날 여지가 있기 때문

이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박근혜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는 4점 척도(1.

매우 잘하였다 ∼ 4. 매우 못하였다)의 서열 변수로 측정되었다. 따라서

해당 변수를 높은 값일수록 긍정 평가를 의미하게끔 역코딩한 다음 종속

변수로 설정하여 서열로지스틱 분석(ordered logistic analysis)을 실시하

였고, 아래의 [표 8]은 그 결과를 보여준다.

[표 8] 박근혜 대통령 국정운영평가에 대한 서열 로지스틱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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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세련도 ×

더불어민주당 선호편향 - - -0.59** (0.20)

국민의당 선호편향 - - -0.32 (0.20)

선호무차별 - - -0.15 (0.28)

정당일체감

(기준: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1.15*** (0.32) -1.00** (0.32)

국민의당 -0.80* (0.35) -0.74* (0.36)

무당파 -0.21 (0.24) -0.17 (0.24)

정치인 호감도

박근혜 호감도 0.06*** (0.00) 0.06*** (0.00)

문재인 호감도 -0.00 (0.00) -0.00 (0.00)

안철수 호감도 0.00 (0.00) -0.00 (0.00)

이념

자기 이념 -0.03 (0.07) -0.02 (0.07)

새누리당 이념거리 -0.06 (0.06) -0.05 (0.06)

더불어민주당 이념거리 -0.05 (0.05) -0.06 (0.05)

국민의당 이념거리 0.07 (0.06) 0.07 (0.06)

인구통계학적

특성

남성 -0.26 (0.15) -0.25 (0.15)

연령 0.01* (0.01) 0.01* (0.01)

교육수준 0.03 (0.12) 0.04 (0.12)

소득수준 0.03 (0.07) 0.03 (0.07)

재산수준 -0.03 (0.11) -0.02 (0.11)

거주지역

(기준: 서울)

인천/경기 -0.42 (0.22) -0.42 (0.22)

대전/세종/충북/충남 0.58 (0.30) 0.57 (0.30)

광주/전북/전남 -1.14*** (0.33) -1.16*** (0.33)

대구/경북 -0.66* (0.29) -0.68* (0.29)

부산/울산/경남 -0.19 (0.25) -0.23 (0.25)

강원/제주 -0.57 (0.45) -0.58 (0.46)

 -0.51 (0.76) -0.51 (0.77)

 2.99*** (0.77) 3.03*** (0.77)

 7.87*** (0.84) 7.96*** (0.84)

 858

  -653.71 -649.02

  0.302 0.307

주: * p<0.05, ** p<0.01, *** p<0.001

[표 8]에서는 우선 정당일체감의 강고한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다. 더

불어민주당 혹은 국민의당에 일체감을 느끼는 유권자는 새누리당에 정당

일체감을 느끼는 유권자보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부정적으로 평

가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반대로 말하면, 새누리당에 일체감을 느끼는

유권자는 위의 두 유권자에 비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적으

로 평가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는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단기적⋅상대적

정당 선호의 독자적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반면, 정당일체

감의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앞서 공천

과정 평가의 경우를 함께 고려하면, 이처럼 대조적인 결과는 정당일체감

이 안정적인 당파적 소속감으로서 정치적 이슈의 성격에 구애받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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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경우에도 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서울에 거주하는 유권자에 비해 호남이나 대구/경북 지역에 거

주하는 유권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

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호남 지역은 전통적으로

민주당 계열 정당의 지지 기반이었고, 대구/경북 지역은 전술하였듯 새

누리당 공천파동의 핵심 무대였기 때문이다. 다만 흥미로운 점은, 두 지

역의 계수 값은 정당일체감의 그것과 유사할 정도로 다른 변수들보다 크

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 변수는 다른 변수들의 영향이 통제

되었을 때도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할수록, 연령이 증가할수록 유권자가 박근

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게 높아졌다. 박근혜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호불호는 2012년 대선에서도

정당에 대한 호감이나 충성심을 뛰어넘는 영향력을 발휘한 것으로 나타

났다는 점을 상기하면(박원호 2013), 박근혜 호감도 변수의 독립적인 영

향력이 확인된 것은 크게 놀랍지 않은 결과일 것이다. 또한 연령 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 여부가 연령 내지 세대를

따라 명확하게 나누어진다는 통설을 재확인해준다.

그러나 [표 8]에서 가장 흥미로운 결과는 모델 1에서 단기적⋅상대적

정당 선호와 정치적 세련도 모두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지 못하였으나,

모델 2에서는 두 변수 간 상호작용항 중 ‘정치적 세련도×더불어민주당

선호편향’ 항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는 점이다. 즉 단기적 국면에서

의 상대적 정당 선호는 일견 정당일체감의 강고한 영향력에 가려져 박근

혜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 대해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세련도의 수준에 따라 차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정치적 세련도의 조절 효과가 새누리당 선호편향집단과 더불어민주당

선호편향집단 사이에서만 유의미하게 나타난 원인은 쉽게 짐작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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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을 선호하는 유권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

영 또한 긍정적으로 내지는 덜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이고, 전통적으로

새누리당과 대립해왔던 더불어민주당을 선호하는 유권자는 기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기존 양당에 대한 유권자의 불만을 동원하려 노력했던 국민의당을 선호

한 유권자나 세 정당에 대한 선호 차이가 없다는 유권자의 경우, 그들의

단기적 정당 선호는 기존에 지지하던 정당 혹은 한국 정당정치 전반에

대한 불만과 더욱 깊게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

그렇다면 유권자의 단기적⋅상대적 정당 선호와 정치적 세련도는 박

근혜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쳤을까?

[그림 2] 박근혜 대통령 국정운영평가에 대한 예측확률

주: [세로축] ‘매우 못하였다(1)’, ‘못한 편이다(2)’, ‘잘한 편이다(3)’, ‘매우 잘하였다(4)’; [가로축] 주:

독립변수인 단기적⋅상대적 정당 선호를 중심으로 정치적 세련도의 표준편차 -2, -1, 평균 0, 표준

편차 +1, +2 지점마다 예측확률을 표시하였다. (95% 신뢰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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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는 단기적⋅상대적 정당 선호가 박근혜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에 미친 영향이 정치적 세련도 수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보여준

다. 상단의 두 그래프는 유권자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하여

‘매우 못하였다(1)’ 혹은 ‘못한 편이다(2)’라고 부정 평가할 예측확률을,

하단의 두 그래프는 ‘잘한 편이다(3) 혹은 ‘매우 잘하였다(4)’고 긍정 평

가할 예측확률을 나타낸다. 여기서 가장 현저한 특징은, 정치적 세련도가

1 표준편차 단위로 높아질수록 더불어민주당 선호편향집단은 박근혜 대

통령의 국정운영을 부정(긍정) 평가할 확률이 증가(감소)하고, 반대로 새

누리당 선호편향집단은 긍정(부정) 평가할 확률이 감소(증가)한다는 점

이다.20) 이러한 패턴은 가설 2에서 제기한 예측에 부합한다. 안정적인

정당일체감의 강고한 영향력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단기적 국면에서의

상대적인 정당 선호는 공천과정에 대한 평가와 달리 박근혜 대통령의 국

정운영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쳤으며, 그 영향은 정치적 세련도가 높

을수록 더욱 증폭된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대략적인’ 패턴은 단순한 참고에 그쳐야만 할 것이

다. 엄격하게 본다면 예측확률은 점추정(point estimation)이 아니라 구간

추정(interval estimation)을 통해 가늠되어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뢰

구간을 고려할 때 아쉽게도 적은 표본 수와 분석 모델의 복잡성, 그리고

예측확률의 추가적인 불확실성 등의 한계로 인해 다소 제한적인 해석만

가능하였다. 다시 한 번 [그림 2]를 보자. 좌측 상단과 우측 하단의 두

그래프를 보면 새누리당 선호편향집단과 더불어민주당 선호편향집단의

예측확률 신뢰구간들이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중첩되어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한 편으로는 정치적 세련도가 1 표준편차 단위로 증가해도

각 예측확률 그래프의 신뢰구간은 그 이전 단위에서의 신뢰구간과 부분

20) 우측 하단 그래프의 경우 유권자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서

‘매우 잘하였다(4)’고 평가할 확률 그 자체가 대단히 낮아서 잘 나타나지 않지

만, 좌측 그래프와 세로축을 맞추지 않는다면 ‘잘한 편이다(3)’라고 긍정 평가할

확률을 보여주는 좌측 하단의 그래프와 거의 동일한 패턴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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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혹은 완전히 겹쳐있고(집단 내 비교), 다른 한편으로 각 선호편향

집단 그래프의 신뢰구간들은 다른 선호편향집단 그래프의 신뢰구간들과

겹쳐있다(집단 간 비교). 간단히 말해서, 정치적 세련도의 증감에 따른

예측확률의 변화와 당파적 선호에 따른 예측확률의 차이 모두 실제로 존

재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언급한 분석의 한계들, 그 중에서도 표본 수가 매우 적다는 문제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우측 상단과 좌측 하단의 두 그래프에서는 정치적 세련도가

+1 표준편차 수준보다 조금 더 증가하면 새누리당 선호편향집단과 더불

어민주당 선호편향집단의 예측확률 신뢰구간들이 서로 간격을 두기 시작

한다. 적어도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정치적 세련도가 높은 유권자 집단

에서는 두 집단 간 예측확률의 차이가 명확하게 나타난 것이다. 더욱이

더불어민주당 선호편향집단의 경우 표준편차 -2 지점과 표준편차 +2 지

점에서의 신뢰구간들은 서로 겹쳐있지 않다. 다시 말해서, 비록 그래프의

중앙 부근에서는 예측확률의 신뢰구간들이 부분적으로 중첩되고 있으나

양 극단의 두 신뢰구간은 일정한 간격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

당 선호편향집단의 경우 정치적 세련도와 박근혜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는 부(-)의 관계에 있다는 결론을 내려도 큰 무리는 없다.

정리하자면, 위와 같이 신뢰구간을 반영하여 그래프를 해석하더라도

새누리당 선호편향집단 및 더불어민주당 선호편향집단의 경우 정치적 세

련도가 표준편차 +1 수준보다 높다면 박근혜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하여

‘못한 편이다(2)’ 혹은 ‘잘한 편이다(3)’라고 평가할 확률에서 단기적⋅상

대적 정당 선호에 따른 회고적 평가의 차이가 나타나며, 특히 더불어민

주당 선호편향집단은 가설 2에서의 예측대로 정치적 세련도가 높아질수

록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더욱 부정적으로 내지는 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정치적 세련도가 표준편차 +2 수

준으로 동일하고 다른 모든 조건들에서도 차이가 없는 새누리당 선호편

향 유권자와 더불어민주당 선호편향 유권자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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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못한 편이다(2)’라고 평가할 확률은 각각 48.6%와 70.6%, ‘잘

한 편이다(3)’라고 평가할 확률은 각각 47.7%와 16.6%로 나타난다. 이로

부터 단기적⋅상대적 정당 선호에 따라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서 상당

한 차이가 나타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다른 모

든 조건이 동일한 경우, 선거를 전후한 단기적 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유권자가 정치적 세련도가 표준편차 -2 수준에서

+2 수준으로 높아질 때 박근혜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해서 ‘못한 편이다

(2)’라고 평가할 확률은 51.1%에서 70.6%로 19.5%p. 증가하고, 반대로

‘잘한 편이다(3)’라고 평가할 확률은 45.0%에서 16.6%로 28.4%p. 감소한

다.

이처럼 정치적 세련도가 높은 유권자들 사이에서 대통령 국정운영 평

가를 대상으로 새누리당 혹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단기적 선호의 영향

력이 유의미하게 발현된 현상은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첫째, 정치

적 세련도가 높은 유권자들은 상당한 수준의 정치지식과 함께 정치에 대

한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정보를 폭넓게 습득하고 그것을 더욱

잘 이해하는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와 같은 ‘당파

적 이슈(partisan issue)’에 직면할 경우(조건 1), 그들의 인지적 과정은

기존 정당 선호에 부합하거나 내지 그것의 영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

루어질 수 있다. 둘째, 그러나 더욱 중요한 점은 박근혜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는 공천과정 평가와 달리 유권자의 정치적 세련도 수준에 따라 인지

적 차원에서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 일종의 ‘어려운 이슈(hard issue)’였

다는 것이다(조건 2). 요컨대, 당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지식 및 정보 수준이 높을수록 보다 더 풍부한 해석과 판단이 가능해지

는 이슈의 경우(조건 1 + 조건 2), 정치적 세련도가 높은 유권자는 해당

이슈에 대한 태도를 형성할 때 자신의 정당 선호로부터 더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정치적 세련도가 높은 유권자가 오히려 자신의 당파적

선호에 더욱 부합하는 방향으로 선택적 정보처리(selective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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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ing)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같은 맥락에서

당파적 선호에 대한 일종의 인지적 정당화(justification) 내지 합리화

(rationalization)가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시각을

달리하면 정치적 세련도가 높을수록 정당 선호와 이슈 태도 사이의 일관

성이 향상되었다고 말할 수도 있다. 즉, 정치적 세련도가 높은 유권자는

외부의 정치적 상황이나 정보를 더욱 체계적으로 구조화하여 자신의 정

치적 태도에 반영시킨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분석 결과는 컨버

스(Converse 1964)가 개념화 한 ‘신념체계(belief system)’의 이론적 한계

를 보완하는 경험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컨버스의 주장대로 정치적 세련

도가 높은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체계적인 인지구조가 존재한다. 그러나

그 구조는 인간 이성에 토대를 둔 이념적 집적연관(ideological

constraints)에만 국한되는 개념이 아니라, 정치적 대상들에 대한 정서적

선호와 인지적 평가가 복합된 총체적 태도로 구성된 것이다.

2. 투표 행태 분석

본 연구에서는 인지적 차원(cognitive dimension)에 속하는 이슈 태도

뿐 아니라, 적극적인 행동의 차원(behavioral dimension)에 속하는 투표

행태를 대상으로 단기적인 국면에서의 상대적 정당 선호와 정치적 세련

도의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역구 투표와 정당 투표를

모두 살펴볼 것이며, 주요 정당인 새누리당(후보), 더불어민주당(후보),

국민의당(후보)에 대한 투표와 함께 기권까지 유권자의 유의미한 선택지

로 포함하여 분석을 진행한다. 종속변수는 4개 항목으로 구성된 명목변

수이므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을 실

시하였다.

그러나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보다 엄밀한 논의를 위해 방법론적인

문제를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다항 로지스틱 분석은 두 가지 대안 사이

의 선택은 제3의 대안의 존재에 의해 영향 받지 않는다(Independenc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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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relevant Alternative, IIA)는 가정에 기반한다. 이에 본 연구의 지역구

투표 및 정당 투표 분석 모델을 대상으로 하우스만 검정(Hausman test)

을 실시한 결과 두 모델 모두 IIA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스몰-샤오 검정(Small-Hsiao test)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엇갈린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처럼 검정 방법에 따라 결과가 상반되는 현상은 다른 연

구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해왔고, 최근에 이르러서는 두 검정 모두 IIA 가

정의 위배 여부를 판단하는 데 유용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Long

and Freese 2014, 407-408).

사실 IIA 가정은 현실적으로 충족되기 어려운 까다로운 조건이다. 이

에 따라 명목변수를 분석하는 대안적인 방법으로서 IIA 가정에 기반하지

않는 다항 프로빗 모델(multinomial probit model)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시뮬레이션 연구 결과 다항 로지스틱 분석은 거의 언제나 다항 프로빗

분석보다 더욱 정확한 결과를 산출하며, 심지어 IIA 가정이 심각하게 위

반되었을 때조차 그러하다고 한다(Kropko 2008; Hilbe 2009, 405에서 재

인용). 따라서 본 연구는 3개 이상의 선택지로 구성된 투표 행태 분석에

가장 적합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단기적 정당 선호와 정치적

세련도의 영향력을 경험적으로 검증한다.

1) 2016년 국회의원선거 지역구 투표 결정요인 분석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지역구 투표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

110명, 새누리당 후보 105명, 국민의당 후보 25명이 당선되었다.21) 아래

에서는 제20대 총선 지역구 투표 선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

으며, 이와 같이 더불어민주당이 승리를 거두었다는 맥락을 반영하여 더

불어민주당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에 대한 투표를 분석의 기준 범주

(baseline category)로 설정하였다. [표 9]는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21) 이외로는 정의당 후보 2명, 무소속 후보 11명이 당선되었으나,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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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선택 기준범주: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 기권

범주 변수      

단기적⋅상대적

정당 선호

(기준: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선호편향 3.70*** (0.57) 3.66*** (1.09) 2.45*** (0.58)

국민의당 선호편향 1.85** (0.60) 4.67*** (0.92) 1.59** (0.48)

선호무차별 1.63* (0.65) 3.89*** (0.99) 1.32* (0.58)

정치적 세련도 0.03 (0.37) 1.17 (0.71) - 1.10*** (0.25)

정치적 세련도 ×

새누리당 선호편향 -0.60 (0.52) - 1.73 (0.94) - 0.31 (0.51)

국민의당 선호편향 0.16 (0.51) - 1.57* (0.75) 0.14 (0.38)

선호무차별 0.63 (0.67) - 1.08 (0.87) 0.89 (0.54)

정당일체감

(기준: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3.36*** (0.81) 1.54 (0.92) 0.62 (0.65)

국민의당 -0.01 (1.09) 1.98** (0.67) 0.24 (0.68)

무당파 1.62* (0.71) 0.98 (0.61) 0.50 (0.40)

정치인 호감도

박근혜 호감도 -0.00 (0.01) - 0.02 (0.01) 0.00 (0.01)

문재인 호감도 0.00 (0.01) 0.01 (0.01) 0.00 (0.01)

안철수 호감도 0.00 (0.01) 0.02 (0.01) 0.01 (0.01)

정치적 이슈 태도

새누리당 공천과정평가 0.18 (0.24) 0.12 (0.30) 0.27 (0.22)

더불어민주당 공천과정평가 -0.37 (0.27) - 0.60* (0.30) - 0.75*** (0.24)

박근혜 대통령 국정운영평가 0.20 (0.30) 0.18 (0.34) - 0.27 (0.26)

이념

자기 이념 -0.02 (0.16) - 0.04 (0.17) 0.08 (0.14)

새누리당 이념거리 -0.16 (0.14) 0.11 (0.14) 0.12 (0.11)

더불어민주당 이념거리 0.15 (0.12) 0.21 (0.13) 0.04 (0.11)

국민의당 이념거리 -0.06 (0.12) - 0.18 (0.13) 0.07 (0.11)

인구통계학적 특성

남성 0.04 (0.33) - 0.17 (0.37) 0.14 (0.28)

연령 0.02 (0.01) 0.04* (0.02) - 0.03* (0.01)

교육수준 0.11 (0.27) 0.31 (0.29) 0.51* (0.25)

소득수준 - 0.17 (0.15) - 0.03 (0.17) - 0.20 (0.13)

재산수준 - 0.20 (0.23) - 0.40 (0.25) - 0.21 (0.19)

거주지역

(기준: 서울)

인천/경기 0.20 (0.47) 0.28 (0.52) 0.36 (0.39)

대전/세종/충북/충남 0.74 (0.61) 0.09 (0.68) 0.67 (0.52)

광주/전북/전남 - 0.90 (1.05) 1.49* (0.65) - 1.76* (0.90)

대구/경북 1.42* (0.63) 0.33 (0.75) 0.86 (0.56)

부산/울산/경남 1.04 (0.55) 0.44 (0.64) 0.02 (0.49)

강원/제주 2.65 (1.73) 3.73* (1.73) 2.68 (1.57)

상수 - 3.68* (1.86) - 6.91** (2.20) - 0.38 (1.55)

 708

  -456.55

  0.510

주: * p<0.05, ** p<0.01, *** p<0.001

[표 9] 제20대 총선 지역구 투표에 대한 다항 로지스틱 분석 결과

[표 9]에서는 투표 선택 별로 일군의 독립변수와 그 계수들이 배열되

어있다. 다항 로지스틱 모델의 계수들은 기준범주와 비교했을 때 각 범

주를 선택할 확률이 독립변수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보여

준다. 앞서 언급했듯 기준범주는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후보 투표이기 때

문에,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더불어민주당’, ‘기권/더불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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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으로 구성된 총 세 가지 세트가 도출되었다. 위의 분석 결과를 주요

변수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세트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단기적⋅상대적 정당 선호

의 강력한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선호편향집단은 새누리

당 선호편향집단, 국민의당 선호편향집단, 혹은 정당선호무차별 집단과

비교할 때, 어떠한 선택지 조합 하에서도 지역구 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선택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한편, 정당 선호 변수의 통계적 유의

성과 높은 계수 값은 단기적인 국면에서의 상대적 정당 선호가 정당일체

감이 통제된 상태에서도 지역구 투표 선택에 독립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 영향의 실질적인 강도 또한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대목은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 세트에서

국민의당 선호편향집단의 선택이다. 통념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집권여당인 새누리당과는 대별되는 야권 정당으로 인식되지만, 국민의당

을 단기적으로 선호한 유권자는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고 지역구 투표

에서 주어진 선택지는 새누리당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후보뿐인 경우 오

히려 새누리당 후보를 선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2016년

국회의원선거 당시 국민의당을 선호한 유권자 집단의 특성을 보다 면밀

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더불어민주당에 일체감을 느끼는 유권자에 비해 국민의당에 일

체감을 느끼는 유권자는 지역구 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국민의당

후보 중에서만 선택해야 한다면 후자에게 투표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어쩌면 이는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에 정당일체감을

느끼는 유권자와 비교할 때, 새누리당에 정당일체감을 느끼는 유권자와

무당파 유권자는 새누리당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후보 두 가지 선택지만

존재한다면 전자에게 투표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비교

대상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일체감이 그만큼 강력한 영향을 가지고 있

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항목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난 단기적⋅상대적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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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 변수와 다르게, 정당일체감 변수에서는 국민의당 정당일체감이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는 점이 눈에 띈다. 즉 지역구 투표에서 새

누리당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후보 중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경우, 국민

의당에 정당일체감을 느끼는 유권자는 더불어민주당에 일체감을 느끼는

유권자와 비교할 때 투표 선택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드러내지 않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앞에서 살펴본 국민의당 선호편향집단의 투표 선

택과 흥미로운 대조를 이룬다. 만약 지역구 투표에서 새누리당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후보만 선택지로 제공된다면, 단기적 국면에서 국민의당을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유권자 집단은 새누리당 후보에게 투표하지만, 이

와 반대로 국민의당에 정당일체감을 느끼는 유권자 집단은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추정컨대 전자에는 새누

리당보다 더불어민주당을 더욱 불호하는 유권자들이 상당수 포함된 반

면, 후자는 기본적으로 반(反)새누리당 성향이 강고한 전통적인 야권(野

圈) 유권자들로 구성되었으며 그로 인해 위와 같은 차이가 나타난 것이

아닐까 한다. 이로부터 단기적 국면에서의 상대적 정당 선호는 정당일체

감과 구별되는 별도의 개념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셋째, ‘기권/더불어민주당’ 세트를 보면 유권자가 더불어민주당 공천과

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지역구 투표에서 기권을 선택하기보다는 더

불어민주당 후보에 투표할 확률이 높아진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러한

양상은 ‘국민의당/더불어민주당’ 세트에서도 나타났다. 즉, 유권자가 더불

어민주당 공천과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지역구 투표에서 국민의당

후보나 기권보다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

이다. 종합해보면 더불어민주당 공천과정에 대한 평가는 명백한 ‘적대’

진영에 속하는 새누리당 후보에 대한 투표 여부와는 무관하였지만, 같은

야권 진영 내부에서의 투표 선택 혹은 기권 여부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정치적 세련도, 교육수준, 그리고 연령이 높을수록 지역구 투표

에서 기권을 선택하기보다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할 확률이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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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 이러한 현상은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투표와 비교했기 때문이

아니라, 위의 변수들이 일반적으로 기권과 부(-)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투표 선택의 기준범주를 기권으로 변경

해서 다시 분석해보면 정치적 세련도와 연령은 모든 세트에서 투표를 선

택할 가능성을 높이지만, 흥미롭게도 교육수준은 오직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투표 확률만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섯째, 호남에 거주하는 유권자는 서울에 거주하는 유권자에 비해 지

역구 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국민의당 후보 사이에서 선택을 내

려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면 후자에 투표할 가능성이 높았지만, 선택지

구성이 변경되어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기권 사이에서 선택을 내려야 하

는 상황에 직면한다면 그래도 전자에 투표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로 미루어 보면, 2016년 국회의원선거에서 나타난 호남 유권자

들의 국민의당 몰표 현상은 지역 패권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일시

적 저항 투표(protest voting)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고 판단된다.22) 이외

로는 서울에 거주하는 유권자와 비교할 때, 강원/제주 지역에 거주하는

유권자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국민의당 후보 사이에서 투표 결정을 내

려야 하는 경우 후자에게 투표할 가능성이 높았다.

한편, 서울에 거주하는 유권자와 비교할 때 대구/경북(TK) 지역의 유

권자는 지역구 투표에서 새누리당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후보 중 선택을

내려야 한다면 전자에게 투표할 가능성이 높았지만, 부산/울산/경남(PK)

지역의 유권자는 양당 후보 간 투표 선택에서 서울 지역의 유권자와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실제 2016년 국회의원선거에

서도 부산/울산/경남(PK)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들이 민주화

22)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 세트에서는 호남 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새누리당 후보 사이의 투표 선택을 놓고

서울과 호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역 변수의 기

준 범주를 대구/경북(TK)으로 변경해서 다시 분석하면 서울에 거주하는 유권자

와 호남에 거주하는 유권자 모두 새누리당 후보보다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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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역대 최다 당선을 기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정치에서 공고화된 지역주의 투표 패턴이 적어

도 부산/울산/경남(PK) 지역에서는 차후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추측을

제기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 차례의 국회의원 선거만을 놓고

지역주의의 변화를 가늠하는 것은 부적절할뿐더러, 뒤에서 정당 투표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지역구 투표의 경우와는 다른 결과가 도출되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제기하는 위와 같은 추측은 조금 더 엄밀하게 개

진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정치적 세련도와 단기적⋅상대적

정당 선호 간의 상호작용항을 살펴보면 ‘국민의당/더불어민주당’ 세트에

서 ‘정치적 세련도×국민의당 선호편향’ 항목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

을 확인할 수 있다.23) 이러한 결과는 소선거구 단순다수제의 제도적 압

력과 야권 분열이라는 상황적 요인이 결합되면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국민의당 후보 사이의 투표 선택이 다른 세트에 비해 더 어려워졌고, 그

로 인해 정치적 세련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날 여지도 더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투표 여부를 고

민할 때 그와 명확하게 대비되는 집권여당 새누리당 소속의 후보나 아예

선거에 불참하는 기권을 그 대안으로 고려하는 것보다는, 같은 야권 정

당이면서도 이념적 정체성이나 정책 노선이 모호한 국민의당 소속 후보

와 비교하는 일이 더욱 까다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유권자의 단기적⋅상대적

정당 선호가 지역구 투표 선택에 미친 영향은 정치적 세련도 수준에 따

라 어떻게 달라졌을까?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매커니즘을 쉽게 확인하

기 위하여 지역구 투표 선택에 대한 예측확률 그래프를 산출하였으며,

이는 아래의 [그림 3]에서 확인할 수 있다.

23) 해당 세트에서 ‘정치적 세련도×새누리당 선호편향’ 항목도 10% 유의수준에

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값=0.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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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제20대 총선 지역구 투표에 대한 예측확률

주: 독립변수인 단기적⋅상대적 정당 선호를 중심으로 정치적 세련도의 표준편차 -2, -1, 평균 0,

표준편차 +1, +2 지점마다 예측확률을 표시하였다. (95% 신뢰수준)

[그림 3]에서 하단의 두 그래프는 평이한 양상을 보인다. 먼저 우측

하단 그래프에서는 유권자가 지역구 투표에서 기권을 선택할 확률이 단

기적⋅상대적 정당 선호와 무관하게 정치적 세련도가 높아질수록 하락하

는 현상을 볼 수 있다. 다만 정당 선호무차별 집단의 경우 신뢰구간의

중첩을 고려하면 확신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다른 세 선호편향집단의 경

우 신뢰구간을 고려해도 기권을 선택할 확률은 명확하게 감소하고 있으

며, 이를 통해 앞서 언급한 기권과 정치적 세련도 사이의 일반적인 부

(-)적 관계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좌측 하단 그래프의 국민의당 후보에게 투표할 확률을 보면

국민의당 선호편향집단은 가장 높은 투표 확률을, 다른 정당에 대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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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편향집단은 가장 낮은 투표 확률을 보이고, 정당 선호무차별집단의 투

표 확률은 두 집단 사이에 위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뢰구간들

의 중첩 문제를 고려하면, 각 집단의 투표 확률이 정치적 세련도에 따라

변화한다고 말하기 어려울뿐더러 집단 간 투표 확률의 차이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정치적 세련도의 표준편차 -1과 평균 수준에서 국

민의당 선호편향집단 그래프의 신뢰구간은 다른 선호편향집단 그래프들

의 신뢰구간과 거리를 두고 있다. 따라서 최소한 위의 구간에서는 정당

일체감이 통제된 상태에서도 단기적 정당 선호 대상에 따라 국민의당 후

보에 대한 투표 예측확률이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신뢰구간 문제를 차치하면 한 가지 특이한 현상이 관측된다.

국민의당 선호편향집단의 경우 정치적 세련도가 평균 이상으로 높아지면

국민의당 후보에게 투표할 확률이 다소 하락하며, 이와 반대로 상단의

두 그래프에서는 정치적 세련도가 높아질수록 다른 정당 후보에게 투표

할 확률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물론 위와 같은 예측확률의 변화가

실제로 모집단 차원에서도 존재하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이와 관련

하여 정당 투표에서도 흥미로운 양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국민의당 선호

편향집단의 비일관적인 예측확률 패턴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구체

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다.

한편, 상단의 두 그래프에서는 정치적 세련도가 높아질수록 새누리당

선호편향집단이 새누리당 후보에게, 더불어민주당 선호편향집단이 더불

어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할 확률이 증가하는 듯한 양상이 나타나지만, 두

집단 모두 정치적 세련도가 표준편차 +1 이상의 수준으로 매우 높아지

면 반대로 투표 확률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새누리당이나 더불어민

주당을 편향적으로 선호하는 유권자라 할지라도 아주 높은 수준의 정치

적 세련도를 갖추고 있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당파적 선호의 영향이

다소 완화되는 것일까? 그러나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신뢰구간의 중첩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확률 변화는 유의미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정당 선호와 정치적 세련도 사이의 비선형 관계가 존재할 가능성은 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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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연구 질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보다 엄밀하게 신뢰구간을 반영하여 그래프를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좌측 상단의 새누리당 후보에게 투표할 확률을 보면, 각 선호편향집단

그래프들은 정치적 세련도가 증가해도 예측확률 신뢰구간이 계속해서 겹

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세련도의 증감에 따른 투표 확률의 변화 여부

를 확언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그렇지만 정치적 세련도의 표준편차 -1

과 평균 수준에서 새누리당 선호편향 그래프의 신뢰구간은 다른 선호편

향집단들의 신뢰구간과 일정한 간격을 보이고 있다. 즉 해당 구간에서는

단기적 국면에서 새누리당을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유권자가 다른 정당을

선호하는 유권자에 비해 새누리당 후보에게 투표할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우측 상단의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할 확률을 보면, 더불어민주

당 선호편향집단의 경우는 가설 3에서의 예측을 지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선호편향집단 그래프의 신뢰구간은 정치적 세련도

표준편차 ±2 지점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에서 다른 두 선호편향집단 그

래프의 신뢰구간과 중첩되지 않았다. 더욱이 더불어민주당 선호편향집단

그래프 자체에서도 표준편차 -2 지점에서의 신뢰구간과 평균 및 표준편

차 +1 지점에서의 신뢰구간은 서로 떨어져있다.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

선호편향집단은 다른 정당을 선호하는 집단에 비해 지역구 투표에서 더

불어민주당 후보를 선택할 확률이 더 높을 뿐만 아니라, 적어도 표준편

차 +1 수준까지는 정치적 세련도가 높아질수록 그들의 단기적 정당 선

호가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투표 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강화되

는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가령 더불어민주당을 상대적으로 선호하고

다른 모든 요인들이 평균 수준인 유권자 A의 정치적 세련도가 표준편차

-2 수준이라면, 그가 지역구 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선택할 확률

은 34.9%에 불과하다. 그러나 유권자 A가 자신의 정치적 세련도를 표준

편차 +1 수준으로 향상시킨다면, 그가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할 확

률은 무려 80.6%로 상승하며, 증가폭은 45.8%p.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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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예상추정치는 이항변수를 포함한 모든 독립변수의 평

균값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신뢰구간의 중첩을 무릅쓰고 조금 더 현

실적인 맥락을 첨가해보도록 하겠다. 구체적으로 유권자 A는 더불어민

주당을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무당파이고, 약간 진보적인 이념성향(4)을

가지고 있고, 문재인 전(前)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어느 정도 호의적(70)

이고,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서는 못한 편이다(2)라고 평가하

고, 월 소득은 200∼299만원(3)인 26세 고졸(2) 여성 부산시민이다. 만약

유권자 A의 정치적 세련도가 표준편차 -2 수준이라면 그가 지역구 투표

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선택할 확률은 25%이지만, 세련도가 표준편

차 +1 수준으로 높아진다면 그 확률은 49.5%p. 증가해서 74.5%가 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정당일체감과 단기적 정당선호를 모두 분석 모델

에 포함했기 때문에 - 경우에 따라서는 다소 비현실적일 수 있겠으나 -

두 요인이 상충되는 사례도 함께 살펴볼 수 있다. 예컨대, 가상의 유권자

B는 새누리당에 정당일체감을 느끼고 보수적인 이념성향(7)을 가지고 있

으나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서 매우 못하였다(1)고 평가하며,

선거를 앞둔 단기적 국면에서 새누리당에 실망한 나머지 상대적으로 더

불어민주당을 선호하고, 월 소득은 300∼399만원(4)인 40세 대졸(3) 남성

서울시민이다. 이때 만약 유권자 B의 정치적 세련도가 표준편차 -1 수

준이라면 그가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할 확률은 31.7%이지만, 세련

도가 표준편차 +1 수준으로 높아진다면 그 확률은 30.6%p. 증가해서

62.3%가 된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흥미로운 변수들의 조합이 가능할 것

이다. 다만 여기에서의 요점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당파적 선호가 더불

어민주당 지역구 후보 투표선택에 미치는 영향은 정치적 세련도에 의해

더욱 강화된다는 사실이다.

2) 2016년 국회의원선거 정당 투표 결정요인 분석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정당 투표에서는 주지하듯 신생정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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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선택 기준범주: 국민의당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기권

범주 변수      

단기적⋅상대적

정당 선호

(기준: 국민의당)

새누리당 선호편향 3.26*** (0.71) 1.39 (0.77) 1.87** (0.68)

더불어민주당 선호편향 0.90 (0.69) 3.11*** (0.55) 1.03 (0.54)

선호무차별 0.79 (0.71) 1.15 (0.63) 0.45 (0.61)

정치적 세련도 0.55 (0.38) - 0.20 (0.33) - 0.71** (0.24)

정치적 세련도 ×

새누리당 선호편향 -1.17* (0.59) - 0.38 (0.68) - 0.72 (0.57)

더불어민주당 선호편향 -1.11 (0.62) - 0.12 (0.47) - 0.66 (0.45)

선호무차별 -0.06 (0.69) - 0.22 (0.58) 0.19 (0.54)

정당일체감

(기준: 국민의당)

새누리당 4.70*** (1.22) 0.52 (0.90) 0.60 (0.77)

더불어민주당 2.67* (1.34) 2.04** (0.69) 1.27 (0.68)

무당파 3.38** (1.14) 1.12 (0.64) 1.02* (0.49)

정치인 호감도

박근혜 호감도 -0.01 (0.01) - 0.01 (0.01) - 0.00 (0.01)

문재인 호감도 0.01 (0.01) 0.01 (0.01) 0.01 (0.01)

안철수 호감도 -0.02 (0.01) - 0.03** (0.01) - 0.02 (0.01)

정치적 이슈 태도

새누리당 공천과정평가 0.06 (0.28) - 0.08 (0.28) 0.11 (0.26)

더불어민주당 공천과정평가 -0.00 (0.30) 0.56* (0.29) - 0.27 (0.26)

박근혜 대통령 국정운영평가 0.76* (0.34) 0.67* (0.31) 0.10 (0.31)

이념

자기 이념 -0.16 (0.18) - 0.04 (0.16) 0.05 (0.16)

새누리당 이념거리 -0.18 (0.15) 0.02 (0.13) 0.09 (0.12)

더불어민주당 이념거리 0.20 (0.13) - 0.12 (0.12) - 0.02 (0.11)

국민의당 이념거리 0.09 (0.15) 0.23 (0.13) 0.24 (0.13)

인구통계학적 특성

남성 -0.04 (0.37) 0.22 (0.34) 0.21 (0.32)

연령 0.01 (0.02) - 0.00 (0.01) - 0.04** (0.01)

교육수준 - 0.03 (0.29) - 0.30 (0.27) 0.32 (0.26)

소득수준 0.00 (0.17) 0.11 (0.16) - 0.08 (0.15)

재산수준 0.02 (0.26) 0.18 (0.23) - 0.00 (0.23)

거주지역

(기준: 서울)

인천/경기 -0.03 (0.56) - 0.40 (0.49) 0.13 (0.46)

대전/세종/충북/충남 - 0.76 (0.67) - 1.20 (0.63) - 0.36 (0.57)

광주/전북/전남 - 1.32 (1.04) - 0.83 (0.61) - 2.66** (0.91)

대구/경북 - 0.35 (0.69) - 0.60 (0.64) - 0.25 (0.58)

부산/울산/경남 1.59* (0.69) 0.15 (0.64) 0.24 (0.62)

국민의당이 돌풍을 일으키면서 26.74%의 득표율을 얻어 기성 정당인 더

불어민주당(25.54%)을 제치고 2위를 기록했다.24) 물론 두 정당은 동일한

13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가져갔으나, 예상치 못한 국민의당의 약진은 분

명 인상적인 결과였다. 이러한 선거 당시의 맥락을 반영하여 국민의당에

대한 정당 투표를 기준 범주(baseline category)로 설정한 다항 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아래의 [표 10]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10] 제20대 총선 정당 투표에 대한 다항 로지스틱 분석 결과

24) 참고로 새누리당은 33.50%의 정당득표율과 13석의 비례대표 의석, 정의당은

7.23%의 정당득표율과 4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획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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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제주 -1.57 (1.28) - 3.27* (1.67) - 0.80 (1.02)

상수 - 5.68* (2.31) - 3.35 (1.84) - 0.15 (1.77)

 706

  -460.01

  0.519

주: * p<0.05; ** p<0.01; *** p<0.001

[표 10]은 국민의당 정당 투표를 기준으로 ‘새누리당/국민의당’, ‘더불

어민주당/국민의당’, ‘기권/국민의당’의 세 가지 세트를 보여주고 있다. 위

의 분석 결과를 주요 변수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준범주인 국민의당 선호편향집단과 비교할 때 새누리당 선호

편향집단은 정당 투표에서 국민의당보다는 새누리당이나 기권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고, 더불어민주당 선호편향집단은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

중에서 선택해야 하는 경우 후자에 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았으나 국민의

당과 기권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선택 경향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보면 당시 새누리당 선호편향집단은 국민

의당에 대하여 비교적 강한 반감을, 더불어민주당 선호편향집단은 그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온건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추론할 수 있다. 또

한 정당 투표에서도 단기적 정당 선호는 정당일체감 못지않게 독립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선호편향집단을 기준범주로 설정한 지역구 투표

분석에서는 단기적⋅상대적 정당 선호의 모든 항목들이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으나, 국민의당 선호편향집단이 기준범주인 정당 투표 분석에서는

일부 항목들만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선호편향집단

간 선호의 강도 내지는 응집력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표 2]에

서 확인했듯 국민의당 선호편향집단의 구성을 보면 해당 정당에 일체감

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 비율이 비교적 낮았고 심지어 다른 정당에 일체

감을 느끼는 유권자들도 존재하는 등 상당한 이질성을 보였다. 비록 본

연구에서는 선호의 강도를 직접적으로 측정하지는 못하였으나, 위와 같

은 특징은 국민의당에 대한 단기적⋅상대적 선호의 강도가 다른 선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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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집단의 경우보다는 그렇게 크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한다.25)

둘째, 국민의당에 정당일체감을 느끼는 유권자와 비교할 때 새누리당

에 일체감을 느끼는 유권자, 더불어민주당에 일체감을 느끼는 유권자, 그

리고 무당파 유권자는 정당 투표에서 국민의당과 새누리당 두 가지 선택

지만 제시될 경우 새누리당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았다. 바꿔 말하면, 국

민의당에 정당일체감을 느끼는 유권자는 어떠한 집단과 비교해도 국민의

당에 투표를 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국민의당 정당일

체감의 강고한 영향력은 국민의당에 대한 단기적 선호의 불안정한 영향

력과 대조를 이룬다. 이외로는 국민의당에 정당일체감을 느끼는 유권자

와 비교할 때 더불어민주당에 일체감을 느끼는 유권자는 국민의당보다는

더불어민주당에 투표할 가능성이 높았다. 흥미롭게도 무당파 유권자는

국민의당 투표와 기권 두 가지의 선택지만 존재할 경우 기권할 가능성이

높았다.

셋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대한 호감이 높을수록 정당 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두 가지 선택지만 존재한다면 후자를 선택할

가능성이 증가한다. 이는 선거를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이 더불어민주당

과 국민의당으로 분당(分黨)되는 과정에서 안철수 대표가 주도적인 행위

자로 활동했던 정치적 맥락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역구 투표

분석에서는 안철수 호감도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안철수 대표에 대한 호감이 유권자들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은

투표 방식에 따라 발휘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소선거구 단순다수제의 제도적 압력이나 후보의 개인적 경쟁력 등 다

른 여러 요인들이 투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구 투표에서는 안철수

대표에 대한 호감이 국민의당 후보에 대한 투표 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이에 비해 각종 제약이 덜한 정당 투표에서는 안철

25) 정당 투표 분석에서도 분석 모델과 단기적⋅상대적 정당 선호 및 정당일체

감 변수의 기준범주를 일괄적으로 새누리당(투표) 혹은 더불어민주당(투표)으로

변경하면 정당 선호의 항목 대부분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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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대표가 좋아서 국민의당에 투표하는 일종의 진심투표(sincere voting)

가 나타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넷째, 정치적 이슈 태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공천과정 평가와 박근혜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우선 ‘더불어민주

당/국민의당’ 세트에 한하여, 더불어민주당의 공천과정을 긍정적으로 평

가하는 유권자일수록 국민의당 보다는 더불어민주당에 정당 투표할 가능

성이 높아졌다. 지역구 투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분석 결과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천과정이 적어도 야권 진영 내부의 경쟁에서는 유의미

한 투표 선택 요인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유권자일수록

국민의당보다는 새누리당 혹은 더불어민주당에 정당 투표할 가능성이 높

았다. 바꿔 말하면,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한 경우 유권자가 박근혜 대통

령의 국정운영을 부정적으로 평가할수록 다른 두 정당보다는 국민의당에

정당 투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처럼 투표 선택에 대한 회고적 평가

의 영향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는 점은 2016년 국회의원선거가 대통령의

임기 도중 실시된 중간선거(midterm election)였다는 사실을 재차 상기시

켜준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정당 투표에서는 더불어민주당보다 국민

의당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회고적 평가로부터 반사이익을 거둘 가능

성이 높았다는 것이다.

다섯째, 정당 투표에서 기권과 국민의당에 대한 투표 중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경우 정치적 세련도와 연령이 높을수록 후자를 선택할 가능성

이 증가한다. 그러나 지역구 투표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현상은 국민의당

에 대한 투표와 무관하며 위의 두 변수가 일반적으로 기권 선택 가능성

을 낮추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실제로 투표선택의 기준

범주를 기권으로 변경하여 다시 한 번 분석하면 정치적 세련도와 연령은

모든 세트에서 정당 투표를 할 가능성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서울에 거주하는 유권자와 비교할 때 강원/제주지역에 거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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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유권자는 - 지역구 투표의 경우와 일관적으로 - 더불어민주당보다는

국민의당에 정당 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지역 변수에서 더

욱 흥미로운 분석 결과는 전통적인 지역주의 투표 패턴과 관련된다. 이

에 대해선 앞서 살펴본 지역구 투표의 경우와 유사한 결과와 상반된 결

과를 각각 하나씩 확인할 수 있다.

전자는 호남 유권자들의 정당 투표 선택을 일컫는다. 서울에 거주하는

유권자와 비교할 때, 호남에 거주하는 유권자는 국민의당과 기권 두 가

지 선택지에 직면할 경우 기권보다는 국민의당에 투표할 가능성이 높았

으나, 선택지 구성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 변경될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비록 서울 지역을 비교 대상으로 한 결과이지만,

이는 2016년 국회의원선거에서 호남 지역 유권자들이 더불어민주당에 대

한 전통적 지지로부터 완전히 ‘탈퇴(exit)’했다기보다는 그들의 불만이 해

소되기만 한다면 다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할 준비가 되어있는 ‘항의

(voice)’를 표현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Hirschman 1970; 강원택 2002).

후자는 부산/울산/경남(PK) 유권자들의 정당 투표 선택을 의미한다.

서울에 거주하는 유권자와 비교할 때, 부산/울산/경남(PK)에 거주하는

유권자는 국민의당보다는 새누리당에 투표할 가능성이 높았다. 일견 비

교 범주가 국민의당 정당 투표라는 점에서, 국민의당이 소위 ‘호남’ 정당

으로 인식된 결과로 추측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구/경북(TK) 지

역은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표에서는 보고하지

않았지만 투표 선택의 기준범주를 더불어민주당으로 변경해도 서울 지역

유권자에 비해 부산/울산/경남(PK) 지역의 유권자는 더불어민주당보다

새누리당에 투표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구 투표 분석에서 제기한 영남 지역주의의 균열

가능성을 다소 의문스럽게 한다. 재차 부산/울산/경남(PK) 지역의 선거

결과를 상기해보면, 해당 지역의 전체 의석 40석 중 29석을 새누리당 후

보가 차지했다. 이처럼 현저한 ‘변화’에 가려진 ‘지속’의 측면을 고려하면

부산/울산/경남(PK) 지역에서 나타난 더불어민주당의 약진은 후보 개인



- 66 -

의 경쟁력 등 본 연구에서 통제되지 않은 다른 여러 요인들까지 복합적

으로 작용한 결과로 추측해볼 수 있다. 물론 영남 지역주의의 균열 가능

성은 한 차례의 선거 결과를 통해 타진하는 것보다는 거시적⋅통시적인

흐름을 고찰하는 연구를 통해 가늠해보는 것이 더욱 적절할 것이다.26)

마지막으로, 위의 분석 결과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역시 ‘새누리당/

국민의당’ 세트에서 ‘정치적 세련도×새누리당 선호편향’ 항목만 통계적

으로 유의미했다는 점이다.27) 앞서 지역구 투표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사이의 선택에서 상호작용항의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난 반면,

정당 투표에서는 새누리당과 국민의당 사이의 선택에서 상호작용항의 통

계적 유의성이 드러난 이유는 무엇일까? 전술하였듯 소선거구 단순다수

제의 압력이 가해지는 지역구 투표에서는 복수의 야권 정당 간 선택이

정치적 세련도에 따른 차이가 유발될 수 있는 까다로운 일이었을 것이

다. 하지만 그러한 제약이 없는 정당투표의 경우 ‘이념적 정체성이나 정

책 노선 등이 아직 모호한 신생정당 국민의당은 과연 자신에게 유효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더욱 부각되었을 것이며, 이미 새정

치민주연합 시기부터 갈등을 거듭해왔던 더불어민주당 측보다는 새누리

당과의 투표 선택에서 정치적 세련도에 따른 차별성이 나타난 것으로 보

인다.

아래의 [그림 4]은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유권자의 단기적

⋅상대적 정당 선호가 정당 투표 선택에 미친 영향이 정치적 세련도 수

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보여준다. 한 눈에 보아도 지역구 투표

를 대상으로 한 [그림 3]의 그래프들과 전반적으로 유사한 패턴을 보인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6) 통시적인 질적 분석을 통해 영남 지역주의의 약화 가능성을 타진한 연구로

는 정진욱(2017) 참고.

27) 해당 세트에서 ‘정치적 세련도×더불어민주당 선호편향’ 항목도 10% 유의수

준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값=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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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제20대 총선 정당 투표에 대한 예측확률

주: 독립변수인 단기적⋅상대적 정당 선호를 중심으로 정치적 세련도의 표준편차 -2, -1, 평균 0,

표준편차 +1, +2 지점마다 예측확률을 표시하였다. (95% 신뢰수준)

[그림 4]에서 하단의 두 그래프는 지역구 투표의 경우와 거의 동일한

양상을 보인다. 먼저 우측 하단에서 정당 선호무차별 집단을 제외한 다

른 세 집단의 그래프는 신뢰구간이 상당한 간격을 두고 있다. 따라서 적

어도 선호편향집단의 경우 정치적 세련도가 높아질수록 정당 투표에서

기권할 확률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으며, 아

울러 이러한 현상은 그들이 단기적 국면에서 어떤 정당을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는가와 무관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정당 투표에서도 기권 선택과

정치적 세련도 사이의 일반적인 부(-)적 관계가 확인된다.

다음으로, 좌측 하단의 국민의당에 투표할 확률을 보면 ‘국민의당 선

호편향 > 정당 선호무차별 > 새누리당 선호편향 및 더불어민주당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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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향’ 순서대로 예측확률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신뢰구간까지 함

께 고려하면 위와 같은 집단 간 투표확률의 차이가 과연 유의미한지, 그

리고 각 집단의 투표 확률이 정치적 세련도 수준에 따라 실제로 차이를

보이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정치적 세련도의 표준편차 -1, 평균 0, 표

준편차 +1 수준에서 국민의당 선호편향집단 그래프의 신뢰구간은 다른

선호편향집단 그래프의 신뢰구간과 거리를 두고 있다. 따라서 최소한 위

의 구간에서는 단기적⋅상대적 정당 선호의 대상에 따라 국민의당 후보

에 대한 투표 예측확률이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신뢰구간 문제를 잠시 차치하면, 앞서 살펴본 국민의당 지역구

후보에 대한 투표 패턴과 대조적인 모습이 나타난다. 지역구 투표의 경

우 국민의당 선호편향집단은 정치적 세련도가 높아질수록 국민의당 후보

에게 투표할 확률이 감소한 반면, 정당 투표에서는 표준편차 +2 수준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에서 정치적 세련도가 높을수록 국민의당에 대한 투

표 확률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로부터 국민의당 선호편향집단 중

에서도 정치적 세련도가 높은 유권자일수록 투표 방식의 차이에 따라 전

략 투표(strategic voting)를 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즉, 정치적 세련도가 높은 국민의당 선호편향 유권자는 정당 투표에서는

자신의 단기적⋅상대적 정당 선호에 따라 국민의당에 투표하는 반면, 지

역구 투표에서는 사표방지를 위해 자신의 당파적 선호와 다른 선택을 내

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대강의(rough)’ 추론 내지 ‘그럴듯한(plausible)’ 심증은 새

누리당에 대한 정당 투표 확률을 나타내는 좌측 상단 그래프를 보면 더

욱 강화된다. 좌측 상단에서 국민의당 선호편향집단의 그래프를 보면 정

치적 세련도 표준편차 -2 지점에서의 신뢰구간과 표준편차 +1 지점에서

의 신뢰구간은 서로 겹쳐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록 그 간격이

넓은 편은 아니어서 실질적으로 얼마나 의미 있는 변화를 보이는지는 확

신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해당 구간에서 국민의당 선호편향집단은 정치

적 세련도가 높을수록 새누리당에 투표할 확률이 증가한다는 것은 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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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28) 즉, 국민의당 선호편향집단의 경우 정치적 세련도가 높아질수록

자신의 정당 선호의 영향이 오히려 ‘완화’되는 현상을 보인 것이다. 이처

럼 신뢰구간까지 고려해서 보다 엄밀하게 그래프를 해석하더라도, 국민

의당 선호편향집단은 자신의 단기적⋅상대적 정당 선호와 비일관적인 투

표 예측확률 패턴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상단의 두 그래프에서는 정치적 세련도가 높을수록 새누리당 선

호편향집단이 새누리당에, 더불어민주당 선호편향집단이 더불어민주당에

정당 투표할 확률이 증가하는 듯한 패턴이 나타난다.29) 하지만 좌측 상

단에서 새누리당 선호편향집단 그래프의 신뢰구간들은 서로 모두 중첩되

어있기 때문에, 엄격히 본다면 정치적 세련도의 증감에 따른 투표 확률

의 차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새누리당 선호편향집

단 그래프는 정치적 세련도의 표준편차 -1, 평균 0, 표준편차 +1 지점에

서 다른 선호편향집단 그래프의 신뢰구간들과 간격을 두고 있으며, 따라

서 해당 구간에서는 새누리당을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유권자가 다른 정

당을 선호하는 유권자보다 새누리당에 투표할 확률이 유의미하게 더 높

다는 해석 정도만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우측 상단 그래프의 더불어민주당에 정당 투표할 확률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선호편향집단은 지역구 투표에서와 마찬가지로 가설 3에서

의 예측을 확실히 뒷받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선호편

향집단의 그래프는 정치적 세련도의 표준편차 -2 지점을 제외하면 거의

28) 정치적 세련도 표준편차 -2 지점에서의 새누리당 정당투표 예측확률 신뢰

구간은 [-0.026, 0.082]였고, 표준편차 +1 지점에서의 예측확률 신뢰구간은

[0.095, 0.436]이었다.

29) 앞서 지역구 투표에서와 마찬가지로, 두 집단 모두 정치적 세련도의 수준이

표준편차 +1 지점을 넘어 최상위 구간에 진입하면 국민의당 선호편향집단과 마

찬가지로 그래프가 약간 하향하거나 정체하는 듯한 양상을 드러낸다. 물론 표준

편차 +1과 +2 지점에서의 신뢰구간이 서로 중첩되기 때문에 실제로 위와 같은

미묘한 현상이 나타났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다만 당파적 선호에 대한 정치적

세련도의 조절 효과가 비선형적인 관계를 나타낼 가능성은 차후 흥미로운 연구

질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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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구간에서 다른 선호편향집단 그래프의 신뢰구간들과 넓은 간격을

유지하고 있고,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선호편향집단 그래프 내부에서도

표준편차 -2 지점에서의 신뢰구간은 평균이나 표준편차 +1 지점에서의

신뢰구간과 명확한 간격을 보이고 있다. 즉, 다른 정당을 선호하는 집단

에 비해 더불어민주당 선호편향집단은 정치적 세련도 수준이 표준편차

-2 부근을 넘어서부터는 더불어민주당에 정당 투표할 확률이 확연히 더

높을 뿐 아니라, 적어도 정치적 세련도의 표준편차 +1 지점까지는 정치

적 세련도가 높아질수록 그들의 당파적 선호가 투표 선택에 미치는 영향

력이 더욱 강하게 발현된다는 것이다. 가령 다른 모든 조건이 평균 수준

이며 더불어민주당을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가상의 유권자 C가 표준편차

-2의 수준의 정치적 세련도를 갖추고 있다면, 그가 정당 투표에서 더불

어민주당을 선택할 확률은 31.7%에 불과하다. 그러나 유권자 C의 정치

적 세련도가 표준편차 +1 수준으로 높아진다면 그가 더불어민주당에 정

당 투표할 확률은 40.8%p. 증가하여 72.5%가 된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신뢰구간의 중첩을 무릅쓰고 조금 더 구체적인

맥락을 덧붙여보자. 유권자 C는 상대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을 선호하기는

하지만 보수적인 이념성향(7)을 가지고 있는 무당파이고, 새누리당의 공

천과정을 ‘매우 잘못했다(1)’, 더불어민주당의 공천과정은 ‘잘 했던 편이

다(3)’,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서는 ‘못한 편이다(3)’라

고 평가하며, 월 소득은 ‘200∼299만원(3)’인 32세 ‘대졸(3)’ 여성 대구시

민이다. 만약 유권자 C의 정치적 세련도가 평균 수준이라면 그가 정당

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할 확률은 52.1%이지만, 세련도가 표준편

차 +1 수준으로 높아진다면 그 확률은 12.3%p. 증가해서 64.4%가 된다.

그러나 유권자 C가 다른 조건은 위와 모두 동일하지만 무당파가 아니라

새누리당에 정당일체감을 느끼는 시민이었다고 가정하자. 그렇다면 유권

자 C의 정치적 세련도가 평균 수준일 때 그가 더불어민주당에 정당 투

표할 확률은 38.9%이며, 세련도가 표준편차 +1 수준으로 높아지면 그 확

률은 8.6%p. 증가해서 47.5%가 된다. 이처럼 단기적⋅상대적 정당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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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악화

여야의

공천파동

야당

분열과

국민의당

창당

박근혜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후보의

지역 개발

공약

경제

위기론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물갈이론

기타/

없음/

무응답

합계(N)

전체 유권자 2.8 15.4 16.9 21.8 19.6 17.4 4.2 1.9
100

(944)

새누리당

선호편향
3.0 14.8 18.5 20.5 20.1 16.2 4.3 2.6

100

(303)

더불어민주당

선호편향
3.3 12.3 11.9 29.4 20.4 17.1 4.5 1.1

100

(269)

국민의당

선호편향
2.3 19.7 26.6 17.9 17.3 12.1 2.9 1.2

100

(173)

선호무차별 2.7 12.3 9.6 9.6 19.2 38.4 4.1 4.1
100

(73)

(단위: %, 괄호 안: 빈도수)

와 정당일체감이 상충되는 경우 정치적 세련도의 조절 효과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를 보면 두 가지의 의문이 남는다. 첫째로, 왜

더불어민주당 선호편향집단에서만 정치적 세련도가 높아질수록 단기적⋅

상대적 정당 선호의 영향이 강화되는 현상이 통계적으로 더욱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일까? 우선 더불어민주당 선호편향집단과 나머지 집단을 나

눈 뒤 정치적 세련도를 대상으로 t-검정을 실시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선호편향집단은 다른 유권자들에 비해 특별히 더 높거나 낮은 세련도 수

준을 보이지는 않았다. 결국 이러한 현상은 당파적 선호와 관련된 차이

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데, 아래의 [표 11]에서 문제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표 11] 투표 결정에 영향을 준 가장 중요한 이슈

[표 11]은 ‘투표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이슈가 무엇이었는가를 전체 유

권자 차원에서, 그리고 단기적⋅상대적 정당 선호별로 살펴본 것이다. 물

론 선호편향 여부와 실제 투표 여부는 서로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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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앞에서 선호편향집단의 투표 선택을 분석했고 또 박근혜 대통령 국

정운영 평가에서도 투표 행태와 유사한 패턴이 나타났으므로, 투표 결정

에 영향을 준 가장 중요한 이슈를 통해서 그러한 패턴의 원인을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보면, 전체 유권자 차원에서 대다수의 주목을 이끌어낸 현저한

이슈(salient issue)는 없었으나 단기적⋅상대적 정당 선호 대상에 따라

서는 이슈 응답 비율 구성에 다소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 더불어민주당 선호편향집단은 박근혜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를

가장 중요한 이슈로 응답했으며, 그 비율(29.4%)은 다른 선호편향집단들

의 경우와 비교해도 단일 이슈로서는 가장 높은 수치였다. 물론 전체적

으로 보면 2016년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정파적 차별성이 두드러진 대립

이슈(position issue)가 부상하지 않았고, 그 결과 기존의 지지층을 결집

시키지 못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에서 어려움을 겪었다(강원

택 2016). 그러나 중간선거(midterm election)를 앞둔 단기적 국면에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상대적으로 더욱 선호한 유권자 집단은 박근

혜 대통령이라는 ‘부정적’ 구심점을 통해 다른 집단에 비해서는 어느 정

도의 ‘응집력’을 갖출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선

호편향집단 중에서도 정치적 세련도가 높은 유권자일수록 자신의 당파적

선호와 일관적으로 정보를 습득⋅수용하였고, 결과적으로 그들의 단기적

⋅상대적 정당 선호가 박근혜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와 투표 선택에 미치

는 영향은 더욱 유의미하게 강화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의문은, “왜 국민의당 선호편향집단은 정치적 세련도가 높아

질수록 투표 선택에 대한 당파적 선호의 영향력이 완화되는 현상을 보였

는가?”이다.30) 다시 [표 11]을 보면 국민의당 선호편향집단은 투표 결정

에 영향을 준 가장 중요한 이슈로 ‘국민의당 창당과 야권의 분열’(26.6%)

30)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우선 국민의당 선호편향집단과 나머지 집단을 나눈

뒤 정치적 세련도를 대상으로 t-검정을 실시한 결과, 국민의당 선호편향집단도

다른 유권자들에 비해 특별히 더 높거나 낮은 세련도 수준을 보이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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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와 함께 ‘여야의 공천파동’(19.7%)을

여야 각 정당의 내부 사정과 관련된 이슈로 간주한다면(강원택 2016,

114), 두 응답을 합산할시 무려 46.3%의 비율에 이른다. 그러나 위의 두

가지 이슈에서는 그 성격상 특정 집단의 결속력을 제고할만한 단일한 태

도 대상(attitude object)이 존재하지 않는다. 더욱이 국민의당 선호편향

집단은 앞서 [표 2]에서 확인했듯 타 정당 선호편향집단과는 달리 이질

적인 구성을 보였을 뿐더러, 국민의당은 선거를 앞두고 새롭게 등장한

제3정당이라는 ‘특수한’ 선호 대상이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특성들을 감

안하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설명을 제기해볼 수 있다.

우선 가능한 한 가지 추측은, 적어도 지역구 투표의 경우 단순다수 1

회투표제(simple-majority single-ballot system) 하에서 유권자가 경험

하는 ‘심리적 요인(psychological factor)’(Duverger 1954), 즉 사표방지심

리가 정치적 세련도가 높은 국민의당 선호편향 유권자들에게 더 크게 작

용했다는 것이다. 혼합형 선거제도(2표병립제)에서 다당제적 구도의 경

쟁으로 선거가 치러지는 경우, 제3당의 지지자라 할지라도 지역구 투표

에서는 당선 가능성이 높은 상위 두 정당 후보 사이의 효용 차이를 계산

하고(조성대 2006), 그들의 경쟁으로부터 선거의 치열함을 가늠할 수밖

에 없다(한정훈⋅강현구 2009). 이러한 조건에서 국민의당 선호편향집단

중에서도 정치적 세련도가 높은 유권자일수록 자신의 단기적⋅상대적 정

당 선호에 충실한 ‘진심투표(sincere voting)’를 하는 대신, 선거구의 형

세에 따라 자신의 2순위 정당선호나 여타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전략투

표(strategic voting)’를 더욱 적극적으로 선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가능한 또 다른 설명은 단기적⋅상대적 정당 선호 변수를 조작화한

방법, 그리고 선호 대상인 국민의당의 성격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선 본

연구에서 정당호감도(feeling thermometer) 척도를 통해 조작화한 단기

적⋅상대적 정당 선호는 당파적 선호의 서열만 측정했을 뿐 선호의 강도

까지 반영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언급하면, 국민의당 선호

편향집단에는 해당 정당에 일체감을 느끼는 유권자의 비율이 다른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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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향집단에 비해 적었을 뿐더러, 다른 정당에 정당일체감을 느끼는 유권

자도 일부 존재하는 등 상당히 이질적인 구성을 보였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선거를 전후한 단기적 국면에서 다른 정당들보다 국민의당을 선호하

기는 했지만 선호의 강도는 그렇게 크지 않은 유권자들도 국민의당 선호

편향집단 내부에 상당수 존재했을 것이다.

여기에 더해 국민의당의 특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국민의당은 안철수

대표와 그를 따르는 세력, 그리고 호남의 중진 의원들이 연합해서 선거

직전 급하게 조직된 정당이다. 더욱이 과거의 ‘안철수 현상’은 유권자들

의 뿌리 깊은 정치 전반에 대한 불신과 정치냉소주의를 동원한 포퓰리즘

적 현상이었으며, 국민의당 역시 포퓰리즘 정당에 가까운 면모를 보이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조기숙 2015a; 2017). 이러한 주장을 전적

으로 수용하지는 않더라도, 선거가 실시될 무렵 신생정당이었던 국민의

당은 유권자에게 그 무엇도 보여준 것이 없는 상태였고, 당의 이념적 정

체성과 정책 노선도 불분명했다는 점은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이

다. 기존의 거대 양당이나 정치권 전반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 신생정당

인 국민의당을 상대적으로 선호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정치적 세련도 수

준이 높은 유권자라면 이러한 국민의당의 한계를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

성이 크고, 결국 실제 선거에서는 자신의 단기적인 정당 선호와는 달리

보다 안정적인 기성 정당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여론조사에서 특

정 정당에 대한 선호를 손쉽게 응답하는 것과, 선거 당일 직접 투표장에

찾아가 실제로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은 투입되는 자원은 물론이요 숙고와

책임의 정도에서도 매우 상이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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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함의

본 연구는 단기적 국면에서의 정당 선호가 유권자의 정치적 태도

(attitude)와 행태(behavior)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데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영향이 정치적 세련도(political sophistication)에

의해 조절되는 효과(moderating effect)를 경험적으로 규명하였다. 구체

적으로, 본 연구는 장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지속되는 정당일체감(party

identification)의 영향력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이와는 별개로 정당호감도

(feeling thermometer) 척도를 통해 측정한 단기적⋅상대적 정당 선호가

유의미한 독립적 영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영향의 크기가 정치

적 세련도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지의 여부를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사례로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는 앞에서 제시한 세 가지 연구 가설을 부분적으로 지지하

였다. 가설 1에서의 예측대로, 정치적 세련도는 새누리당 및 더불어민주

당 공천과정 평가에 대해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며, 단기적

⋅상대적 정당 선호의 영향을 조절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공천

갈등이라는 정치적 이슈가 대다수의 유권자들이 이견 없이 쉽게 평가할

수 있는 ‘쉬운 이슈(easy issue)’였음을 의미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단기적⋅상대적 선호는 정당일체감을 비롯한 다양한 변수들이 통제

된 상태에서도 더불어민주당 공천과정에 대한 긍정 평가를 이끌어내면서

가설 1의 예측을 뒷받침했으나, 이와 달리 새누리당에 대한 단기적⋅상

대적 선호는 새누리당 공천과정 평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는 본 연구의 이론적 논의대로 정당일체감과 정당

호감도가 서로 다른 종류의 당파적 선호를 표상한다는 근거가 될 수 있

을 것이다. 새누리당의 공천과정은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그 당시 압도적

으로 부정 평가한 정치적 이슈였기 때문에, 단기적 국면에서 새누리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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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선호한 새누리당 선호편향집단이라 할지라도 해당 이슈에 대

한 평가에서 특별한 차이를 보일 여지는 매우 적었을 것이다. 반면 그러

한 ‘악조건’ 하에서도 새누리당에 일체감을 느끼는 유권자들은 다른 정당

에 일체감을 느끼는 유권자에 비해 새누리당의 공천과정을 긍정적으로,

혹은 덜 부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따라서 새누리당 공천

과정 평가의 경우는 비록 가설 1에서의 예측과 다른 결과를 보였지만,

본 연구의 이론적 가정대로 두 가지의 정당 선호가 질적으로 상이한 개

념임을 방증해주고 있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가설 2에서의 예측은 부분적으로 뒷받침되었다. 단기적⋅상

대적 정당 선호와 정치적 세련도 그 자체는 박근혜 대통령 국정운영 평

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였으나, 두 변인은 서로 간의 상호

작용을 통해 독립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새누리당 선

호편향집단의 경우 정치적 세련도가 높아질수록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

영을 긍정적으로 혹은 덜 부정적으로 평가할 확률이 증가하는 듯한 ‘대

략적’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구간추정(interval estimation)을 토대로 보

다 엄격하게 말하자면, 정치적 세련도가 높은 새누리당 선호편향 유권자

는 같은 세련도 수준의 더불어민주당 선호편향 유권자에 비해 박근혜 대

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하여 ‘잘한 편이다’라고 평가할 확률은 유의미하게

더 높았고, ‘못한 편이다’라고 평가할 확률은 유의미하게 더 낮았다. 요컨

대, 새누리당 선호편향집단의 경우 그 중에서 정치적 세련도가 높은 일

부 유권자들에 한하여 대통령에 대한 회고적 평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는 제한적인 해석만 가능하였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선호편향집단의 경우는 가설 2의 예측을 그대로

입증하였다. 선거를 전후한 단기적 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상대적으로

선호한 유권자들은 정치적 세련도가 높아질수록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

영에 대해서 ‘못한 편이다’라고 평가할 확률은 유의미하게 증가하고, ‘잘

한 편이다’라고 평가할 확률은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시

말해서 더불어민주당 선호편향집단의 경우 그들의 단기적⋅상대적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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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가 박근혜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 미치는 영향은 개인의 정치적 세

련도가 높아질수록 더욱 강화되었다는 것이다.

두 가지의 정치적 이슈, 즉 새누리당 및 더불어민주당 공천과정 평가

와 박근혜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 대한 분석 결과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추정을 조심스럽게 제기할 수 있다. 정치적 이슈에 대한 태도는 그

이슈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정치적 세련도의 조절 기능과

무관할 수도 있고, 반대로 그 기능이 특정한 방향으로 작동하도록 유도

될 수도 있다. 공천 갈등과 같이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평

가할 수 있는 ‘쉬운 이슈(easy issue)’의 경우, 해당 이슈에 대한 유권자

의 태도는 개인의 정치적 세련도 수준과 무관하게 단순히 당파적 선호로

부터 영향을 받을 뿐이다. 반면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와 같이 정당 선호

에 따라 평가가 나누어지는 ‘당파적 이슈(partisan issue)’이자(조건 1) 정

치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많은 유권자일수록 더욱 폭넓은 정보 처리와

해석이 가능해지는 ‘어려운 이슈(hard issue)'의 경우(조건 2), 정치적 세

련도가 증가할수록 해당 이슈에 대한 당파적 선호의 영향은 더욱 강화될

수 있다. 요컨대, 정치적 세련도가 높은 유권자가 당파적 성격을 띠는 어

려운 이슈(hard issue)에 직면할 때(조건 1 + 조건 2), 비로소 해당 이슈

에 대한 정당 선호의 영향력을 강화시키는 정치적 세련도의 조절 기능이

발현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투표 행태에 관한 가설 3에서의 예측도 부분적으로 입증

되었다. 그러나 여기서 더욱 흥미로운 점은, 정치적 세련도가 높아질수록

당파적 선호의 영향이 강화되는 현상 뿐 아니라 정반대로 완화되는 현상

이 동시에 관측되었다는 사실이다. 분석 결과, 우선 본 연구의 예상대로

단기적⋅상대적 정당 선호는 정당일체감이 통제된 상태에서도 대부분의

경우 투표 선택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할뿐더러 실질적으로도 강력

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새누리당 선호편향집단과 더불어민주당 선호편

향집단은 지역구 투표와 정당 투표에서, 그리고 국민의당 선호편향집단

은 정당 투표에서 정치적 세련도가 증가할수록 그들의 단기적⋅상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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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선호가 해당 정당(후보)에 대한 투표 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강화되

는 듯한 ‘대략적인’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신뢰구간의 중첩을 감안하여 보다 엄격하게 살펴보면, 오직 더

불어민주당 선호편향집단에서만 가설 3에서 예측한 정치적 세련도의 조

절 현상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즉, 더불어민

주당 선호편향집단의 경우 정치적 세련도가 높아질수록 지역구 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할 확률, 그리고 정당 투표에서 더불어민주

당에 투표할 확률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시 말해서, 선거를 전후

한 단기적 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상대적으로 선호한 유권자들의 경우

정치적 세련도가 높아질수록 그들의 당파적 선호가 투표 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강화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선호편향집단의 정치적 이슈 태도와 투표 행태

에 대한 분석 결과는 정치적 세련도가 높은 유권자일수록 오히려 자신의

단기적⋅상대적 정당 선호에 부합하도록 선택적인 정보처리(selective

information processing)를 하게 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비슷한 맥락

에서, 정치적 세련도가 높은 유권자일수록 그들의 당파적 선호에 대한

인지적 정당화(justification) 내지 합리화(rationalization)가 이루어질 가

능성이 높다고 설명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시각을 달리하면, 위와 같은 분

석 결과는 정치적 세련도가 높은 유권자일수록 자신의 당파적 선호와 더

욱 일관적인 정치적 이슈 태도 및 투표 행태를 나타낸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정치적 세련도가 높은 유권자는 외부의 정치적 상황이

나 정보를 더욱 체계적으로 구조화하여 자신의 정치적 태도와 행동에 반

영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정반대로, 국민의당 선호편향집단의 경우 정치적 세련도

가 높아질수록 투표 선택에 대한 단기적⋅상대적 정당 선호의 영향이 완

화 내지 억제되는 현상을 드러냈다. 신뢰구간의 중첩 문제를 잠시 차치

하면, 국민의당 선호편향집단은 지역구 투표에서는 정치적 세련도가 높

아질수록 자신의 정당 후보에게 투표할 확률은 감소하고 다른 정당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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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투표할 확률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조심스럽지만 위와 같은

현상이 꽤나 ‘그럴듯하다는(plausible)’ 심증을 가지는 것은, 정당 투표에

서도 국민의당 선호편향집단은 정치적 세련도가 높아질수록 오히려 새누

리당에 투표할 예측확률이 신뢰구간의 중첩 없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요컨대, 투표 행태에서는 정치적 세련도의 조절 효과가 나타날 수 있

는 두 가지 경로가 모두 확인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선호편향집단의 경우

정치적 세련도가 높아질수록 그들의 단기적⋅상대적 정당 선호가 투표

선택에 미치는 영향은 강화되었다. 반면 국민의당 선호편향집단의 경우

정치적 세련도가 높아질수록 자신이 선호하는 정당보다는 다른 정당에

투표할 가능성이 증가하는, 즉 단기적⋅상대적 정당 선호의 영향이 억제

되는 현상이 일정 정도 나타났다. 이처럼 정치적 세련도의 조절 기능이

유권자에 따라 상반된 효과를 초래한 것은 당파적 선호의 강도(혹은 선

호편향집단의 동질성/이질성 정도), 각 유권자 집단이 중시한 선거 이슈

의 성격, 그리고 신생 제3정당인 국민의당의 한계와 한국 선거 제도의

특성 등 다양한 상황적⋅제도적 요인들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살펴본 본 연구의 함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정당일체감과 정당호감도가 공통적으로 당파적 선호의 범주에 속

하지만 질적으로 상이한 개념이며 양자 모두 독립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

다는 기존의 이론적⋅경험적 논의를 재확인했고, 그 과정에서 순수 무당

파(pure independent) 또한 단기적⋅일시적으로는 특정한 당파적 선호를

가지고 있기 마련임을 새롭게 조명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한국 정치학계에서 그동안 크게 주목받지 못해왔던

정치적 세련도의 조절 효과(moderating effect)를 인지적 차원(cognitive

dimension)에 속하는 정치적 이슈 태도와 행태적 차원(behavior

dimension)에 속하는 투표 선택을 대상으로 폭넓게 검증하였다. 경험적

분석 결과, 정치적 이슈에 대한 태도의 경우 정치적 세련도가 해당 이슈

에 대한 당파적 선호의 영향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이슈의 성격이 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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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중요한 조건이 된다는 점이 새롭게 밝혀졌다. 한편, 투표 행태에 대

한 분석에서는 정치적 세련도의 조절 효과가 다양한 상황적⋅제도적 조

건들의 결합에 따라 당파적 선호의 영향을 강화하는 쪽으로 발현될 수도

있고, 정반대로 그 영향을 완화하는 쪽으로 발현될 수도 있다는 것이 확

인되었다.

셋째, 본 연구는 컨버스(Converse 1964)가 개념화 한 ‘신념체계(belief

system)’의 이론적 한계를 보완하는 경험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컨버스

의 주장대로 정치적 세련도가 높은 유권자들의 내면에는 분명 체계적인

인지구조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구조는 인간 이성에 토

대를 둔 이념적 집적연관(ideological constraints)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

라, 각종 정치적 대상(political objects)에 대한 감정적 선호와 인지적 평

가가 복합된 총체적 태도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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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moderating effects of the political

sophistication in partisan attitudes in the context of South Korea.

Based on several theoretical and empirical analyses, which argue

feeling thermometer ratings toward political parties differ from party

identification in the ‘Michigan model’, this study focuses on two

points; First, it examines whether ‘short-term and relative party

preference,’ which is measured and operationalized by feeling

thermometer, has an independent influence on the political issue

attitudes and voting behavior, even when the party identification's

effect is statistically controlled. Second, this study reviews wh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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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fluence of party preference appears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levels of political sophistication (i.e. an interaction between the

party preference and the political sophistication).

By empirically analyzing the survey data for 2016 National

Assembly election in South Korea, this study examines political

sophistication's moderating effects on the short-term and relative

party preference which influences on i) voters' evaluations of the

Saenuri Party's and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s candidate

selection processes (a sort of 'easy issue'), ii) their evaluation of

President Park Geun-Hye's job performances (a kind of 'hard

issue'), and iii) their voting behavior. Results show that a

characteristic of the issue is one of the important conditions under

which reveal the political sophistication’s moderating effects on the

influence of partisan preference. Meanwhile, in case of voting

behavior, political sophistication’s moderating effects could be taken

for either reinforcing or alleviating the influence of the party

preference depending on various situational and institutional

conditions.

This study has implications in several ways. First, it reaffirmed

the existing theoretical and empirical discussion that the long-held

emotional attachment (i.e. party identification) and short-term party

preference measured by feeling thermometer are two qualitatively

distinguishable partisan preferences. Thus, in this regard, this study

sheds light on the overlooked fact that even a decent number of pure

independents have a certain party preference in the short run. Second,

this study explored the political sophistication's moderating effects on

the short-term and relative partisan preference's influence in both

cognitive dimension (i.e. political issue attitude) and behavio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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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mension (i.e. vote choice), and went further to investigate its

empirical evidence in the context of South Korea. Third, this study

would provide empirical evidence which supplements the theoretical

limitation of the “belief system,” conceptualized by Philip

Converse(1964). Like what he maintained, an organizational cognitive

structure exists among the highly sophisticated voters. However, that

structure is not confined to the ideological constraints, but rather also

consists of a general organization, encompassing affective preferences

and cognitive appraisals toward various political objects.

keywords : party preference, party identification, feeling

thermometer, political sophistication, (political) issue attitude,

voting behavior, the 2016 National Assembly Election

Student Number : 2016-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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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유권자의 태도(attitude)와 행태(behavior)에 대한 전통적인

정당일체감의 강고한 영향력을 전제하면서, 이와 별개로 정당호감도

(feeling thermometer) 척도를 통해 측정하고 조작할 수 있는 단기적⋅

상대적 정당 선호가 과연 독립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한 걸

음 더 나아가 그 영향이 정치적 세련도(political sophistication)에 의해

어떻게 조절되는지를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사례로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정치적 이슈 - 공천 과정 평가 및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

에 대한 태도의 경우 정치적 세련도가 해당 이슈에 대한 당파적 선호의

영향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이슈의 성격이 또 다른 중요한 조건이 된다는

점이 새롭게 밝혀졌다. 한편, 투표 행태에 대한 분석에서는 정치적 세련

도의 조절 효과(moderating effect)가 다양한 상황적⋅제도적 조건들의

결합에 따라 당파적 선호의 영향을 강화하는 쪽으로 발현될 수도 있고,

정반대로 그 영향을 완화하는 쪽으로 발현될 수도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

다.

본 연구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정당일체감과 정당호

감도는 공통적으로 당파적 선호의 범주에 속하지만 질적으로 상이한 개

념이며 양자 모두 독립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다는 기존의 이론적⋅경험

적 논의를 재확인했고, 그 과정에서 순수 무당파(pure independent) 또한

단기적 내지 일시적으로는 특정한 당파적 선호를 가지고 있기 마련임을

새롭게 조명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한국 정치학계에서 그동안 크게 주

목받지 못해왔던 정치적 세련도의 조절 효과(moderating effect)를 인지

적 차원(cognitive dimension)에 속하는 정치적 이슈 태도와 행태적 차원

(behavior dimension)에 속하는 투표 선택을 대상으로 폭넓게 검증하였

다. 셋째, 본 연구는 컨버스(Converse 1964)가 개념화 한 ‘신념체계

(belief system)’의 이론적 한계를 보완하는 경험적 근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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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버스의 주장대로 정치적 세련도가 높은 유권자들의 내면에는 분명 체

계적인 인지구조가 존재한다. 그러나 그 구조는 인간 이성에 토대를 둔

이념적 집적연관(ideological constraints)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정치적 대상(political objects)에 대한 정서적 선호와 인지적 평가가 복합

된 총체적 태도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주요어 : 정당 선호, 정당일체감, 정당호감도, 정치적 세련도, (정치

적) 이슈 태도, 투표 행태,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학 번 : 2016-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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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문제 제기

기존 선거연구 문헌에서 정당 선호(party preference)는 유권자의 태

도(attitude)와 행태(behavior)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의

하나로 지목되어왔다(Campbell et al. 1960; Bartels 2002; Gerber et al.

2010; Johnston 2006). 마찬가지로, 한국 정치학계에서도 정당에 대한 당

파적 선호는 유권자의 투표 선택, 이슈 태도 등에 상당한 영향을 발휘한

다는 분석 결과가 지속적으로 보고되어왔다(강원택 2010; 길정아 2013;

박원호 2013; 박원호⋅신화용 2014; 송진미⋅박원호 2014; 오현주⋅송진

미⋅길정아⋅강원택 2014; 장승진 2012, 2015).

그러나 정당 선호는 두 가지의 상이한 개념으로 구분될 수 있다. 하나

는 미시간 학파(Michigan school)의 캠벨 등(Campbell et al. 1960)이 본

격적으로 제창한 정당일체감(party identification)이다. 그들에 따르면 정

당일체감은 특정 정당에 대한 유권자의 심리적 애착심(psychological

attachment)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일단 한 번 형성되고 나면 장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다른 모든 태도와 행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움직이지 않는 동인(unmoved mover)’으로 그려진다.

다른 하나는 정당에 대한 단기적 태도를 표상하는 정당호감도(feeling

thermometer) 내지는 정당 태도(partisan attitude)이다. 정당호감도는 해

당 대상에 대한 인지적⋅정서적 평가를 포괄하는 총체적 정당 태도로 개

념화되며, 외부의 자극이나 새로운 정보에 의해 변화를 거듭하는 유동적

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장승진 2015). 요컨대 정당일체감은 유권자가 장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내면화되고 구조화된 애착심인 반면, 정

당호감도는 단기적인 이슈나 정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당 태도라고

할 수 있다(박원호⋅신화용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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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위의 두 개념은 정당에 대한 당파적 선호라는 공통 범주에

속하며, 기본적으로는 정서적 차원에 그 토대를 두고 있다고 할 것이다.

반면 이와 대별되는 유권자의 인지적 자질로서 정치적 세련도(political

sophistication)라는 개념이 존재한다. 정치적 세련도는 정치적 인지복합

성(political cognitive complexity) 내지는 정치적 전문성(political

expertise)으로도 일컬어지며, 그것의 조작적 정의는 연구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정치에 대한 지식과 관심 등이 핵심 구성요인으로 지목된다

(Luskin 1987b, 1990). 특히 그 중에서도 정치지식은 정치적 선택 및 정

책 선호 형성에 대한 개인의 태도, 가치, 정향의 영향을 조절하는 변수로

기능한다고 알려져 있다(류재성 2010, 49).

본 연구는 유권자의 태도와 행태에 대한 전통적인 정당일체감의 강고

한 영향력을 전제하면서, 이와 별개로 정당호감도 척도를 통해 측정하고

조작할 수 있는 단기적⋅상대적 정당 태도가 과연 독립적인 영향을 가지

고 있는지,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영향이 정치적 세련도 수준에 따라 어

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시 말해서, 본 연구는 당파적 선

호를 비교적 ‘고정적인(sticky)’ 소속감⋅애착심⋅충성심의 차원과 선거를

전후한 일시적 국면에서 형성되는 단기적 태도의 차원으로 구분하고, 전

자의 영향력이 통제된 상태에서도 후자가 정치적 이슈 태도와 투표 선택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 영향이 정치적 세련도에 의해

어떠한 방향으로 조절되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는 단기적⋅상대적 정당 선호와 정치적 세련도 사

이의 상호작용에 주목함으로써 전통적인 정당일체감 개념만으로는 포착

하기 어려운 유동적인 정당 선호의 차별적 영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한다. 특정 정당에 대한 심리적 애착심의 유무와 별개로, 많은 수

의 유권자는 복수의 정당을 대상으로 감정적 선호와 인지적 평가를 형성

하고 있을 뿐더러 특히 선거를 전후한 시점의 단기적⋅상대적 정당 태도

가 발휘하는 영향은 그 개념의 유동성 내지 가변성으로 말미암아 정치적

세련도 수준에 따라 다양하고 흥미로운 양상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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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되기 때문이다.

2. 사례 선정 및 분석 자료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는 전술한 연구 질문을 규명하기에 적합

한 맥락을 가지고 있다. 선거 전 많은 언론과 여론조사기관은 집권여당

인 새누리당이 야권 분열에 힘입어 선거에서 승리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실제 선거 결과 새누리당은 기대에 못 미치는 122석만을 얻으며

패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123석을 획득하여 원내 제1당에 등극했으며,

신생 정당인 국민의당은 지역적으로는 호남, 투표 방식에서는 정당 투표

에서 약진하며 38석을 차지했다. 이처럼 역동적인 선거 결과는 장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지속되는 당파성(partisanship)만으로는 그 당시 유권자

의 태도나 행태를 설명하기 어렵고, 오히려 단기적 요인의 영향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더욱이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는 시기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중반에 실시된 중간선거(midterm election)였기 때문에 유권자들 사

이에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가 일종의 ‘정치적’(혹은 비정책)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충분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선거를 앞두고 새누

리당과 더불어민주당에서 후보 공천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격화됨에 따

라 공천 과정에 대한 평가가 또 다른 ‘정치적’ 이슈로 두드러졌다. 따라

서 2016년 국회의원선거는 정당호감도가 표상하는 단기적⋅가변적 정당

태도가 정치적 이슈 태도와 투표 행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그 영향을

조절하는 정치적 세련도의 역할을 살펴보기에 적합한 연구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정치학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국리서

치에 의뢰하여 실시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유권자 조사」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해당 데이터는 전국의 만 19세 이상 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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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1,215명을 대상으로 2016년 4월 14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 대면설문

조사를 통해 구축되었다.

3. 논문의 구성

본 연구에서는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대상으로 한국 유권자

의 단기적 정당 태도와 정치적 세련도(political sophistication)가 정치적

(혹은 비정책) 이슈에 대한 태도와 실제 투표 행태에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쳤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장 ‘이론적 논의’에서는

기존 문헌에 기반하여 유권자의 정치적 태도(attitude)와 행태(behavior)

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정당 선호(party preference)를

두 가지 상이한 개념, 즉 정당일체감(party identification)과 정당호감도

(feeling thermometer)로 구분하고, 전자의 강고한 영향력을 전제하면서

도 후자 역시 독립적인 영향과 함께 도구적 유용성 내지 현실 설명력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한다. 정치적 세련도의 경우 그 개념에 대한 다양한

조작적 정의 및 측정 방식을 폭넓게 검토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당

선호에 대한 정치적 세련도의 조절 효과(moderating effect)에 주목한다.

3장 ‘연구 설계’에서는 본 연구의 변수조작화 방법과 분석틀을 소개하고,

4장 ‘분석 결과’에서는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사례로 단기적⋅상

대적 정당 선호와 정치적 세련도가 정치적 이슈 태도와 투표 행태에 미

친 영향을 경험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고한다. 5장 ‘결론’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요약한 뒤 본 연구의 함의를 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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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논의

1. 정당 선호: 정당일체감과 정당호감도

기존 선거연구 문헌에서 정당 선호(party preference)는 유권자의 태

도(attitude)와 행태(behavior)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의

하나로 지목되어왔다(Campbell et al. 1960; Bartels 2002; Gerber et al.

2010; Johnston 2006). 구체적으로, 정당에 대한 당파적 선호는 유권자의

투표 선택에 압도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유권자가 복잡다기한

현실 정치를 인지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인식의 선별기제(perceptual

screen)’로 기능한다(Campbell et al. 1960). 이에 따라 유권자는 자신의

정당 선호에 부합하는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수용하기도 하고(Markus

1982; Zaller 1992), 선호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의 정책적 입장이 자신의

견해와 같다고 믿는 투사(projection)를 행하거나, 그들의 주장에 의해 설

득(persuasion) 되어 기존의 태도를 변경하는 등 본인의 선호를 합리화

(rationalization)하기도 한다(Brody and Page 1972; Carsey and Layman

2006; Page and Jones 1979). 마찬가지로, 한국 정치학계에서도 정당에

대한 당파적 선호는 유권자의 투표 선택, 이슈 태도 등에 상당한 영향을

발휘한다는 분석 결과가 지속적으로 보고되어왔다(강원택 2010; 길정아

2013; 박원호 2013; 박원호⋅신화용 2014; 송진미⋅박원호 2014; 오현주

⋅송진미⋅길정아⋅강원택 2014; 장승진 2012, 2015).

그러나 정당에 대한 당파적 선호는 두 가지의 상이한 개념, 즉 정당일

체감(party identification)과 정당호감도(feeling thermometer)로 구분될

수 있다. 우선 정당일체감은 미시간 학파(Michigan school)의 캠벨 등

(Campbell et al. 1960)이 『미국의 유권자(The American Voter)』에서

유권자의 정치적 인식, 태도, 행태 등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으로 제시한 개념이다. 그들에 따르면 정당일체감은 유권자가 특정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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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심리적 애착심(psychological

attachment)을 의미하며, 유년기 때부터 부모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사

회적 정체성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전통주의적 시각에서 정당일체감은

한 번 형성되면 쉽게 변하지 않는 장기적 안정성을 담지하면서, 동시에

다른 모든 태도와 행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움직이지 않는 동인

(unmoved mover)’으로 상정된다. 즉, 정당일체감은 유권자가 외부로부터

습득하는 수많은 정보들을 효율적으로 인지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신호(cue)’이자, 그 정보를 당파적 선호에 따라 여과⋅해석하는 ‘인식의

선별기제(perceptual screen)’로 기능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미시간 모델(Michigan model)의 정당일체감은 이내

많은 연구자들의 비판에 직면했다. 대표적으로, 수정주의적 시각은 정당

일체감의 상대적 고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즉, 정당일체감 역시 다른

정치적 태도나 평가, 혹은 외부 상황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가변적이고

유동적인 개념이라는 것이다(Fiorina 1981; Franklin and Jackson. 1983;

Markus and Converse 1979; Page and Jones 1979). 예컨대, 정당일체감

은 다운스(Downs 1957)의 합리적 선택 이론과 키(Key, Jr. 1966)의 보상

-처벌(reward-punishment) 이론에 기반하여 정당의 공약 및 성과에 대

한 회고적 평가가 축적된 ‘총합(running tally)으로 재정의 되거나

(Fiorina 1981), 정치적 경험과 정보가 축적되면서 자신의 미래 이익에

대한 전망적 예측이 가능해짐에 따라 수정되는 합리적 산물로 규정되었

고(Achen 1992), 이처럼 인지적 평가에 주안점을 둔 이해 방식은 베이지

언식 갱신(Bayesian update) 내지는 학습 과정(learning process)으로 모

델화되었다(Achen 1992; Gerber and Green 1998, 1999; Zechman 1979).

정리하자면, 정당일체감은 전통주의적 입장에서는 ‘본질적으로 완고한

(intrinsically sticky)’ ‘움직이지 않는 동인(unmoved mover)’으로 간주되

는 반면, 수정주의적 입장에서는 ‘즉각적으로 갱신되는 선호의 총합(a

readily updated sum of preferences)’로 정의된다고 말할 수 있다

(Johnston 2006,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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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한편, 전통적인 정당일체감의 일차원성 내지는 상호배타성에 대

한 비판도 제기되었다(Alvarez 1990; Dennis 1988; Maggiotto and

Piereson 1977; Weisberg 1980). 전통적인 미시간 모델에서 정당은 유권

자가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일체감’을 갖는 집단으로 간주되며, 정당일

체감은 당파성의 단일 연속체(continuum)를 통해 측정된다. 즉, 설문조사

응답자들은 ‘강한 공화당 지지자 - 약한 공화당 지지자 – 공화당 편향

무당파 - 무당파 – 민주당 편향 무당파 - 약한 민주당 지지자 - 강한

민주당 지지자’의 7점 척도로 분류된다(Campbell et al. 1960, 122-123).

이러한 일차원적 연속체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애착심은 자동적으로

다른 정당에 대한 무관심 내지는 반감을 전제하는데, 이는 양당제가 확

립된 미국 정치의 ‘특수성’이 반영된 결과일 것이다. 물론 정당일체감은

유권자가 지지하는 자신의 정당에 대한 충성심(party loyalty) 뿐만 아니

라 상대 정당에 대한 적대감(hostility to the opposition)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미시간 모델에서 사용하는 일차

원적 측정 방식으로는 위와 같은 2차원적인 정당일체감 모델에서 상정하

는 상대 정당에 대한 적대감의 독립적인 영향력을 측정하지 못한다는 점

이다(Maggiotto and Piereson 1977).

보다 더 결정적인 한계는, 미시간 모델의 정당일체감은 결코 명확하게

검증된 적 없는 세 가지의 강력한 전제들 위에 서있다는 사실이다. 첫째,

무당파는 공화-민주 연속체의 중간에 위치한다. 둘째, 공화당 지지와 민

주당 지지는 상호배타적이다. 셋째, 양당에 대한 반대는 곧 무당파를 의

미한다(Weisberg 1980, 36). 이러한 문제를 지적한 와이스버그(Weisberg

1980)는 각 대상 - 공화당, 민주당, 무당파, 그리고 정당 일반 - 에 대한

별개의 태도들로 구성되는 3차원 이상의 다차원적 정당일체감 모델을 그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여러 비판들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정당일

체감의 강고한 영향력은 미국 내에서 재차 확인되었고(Lewis-Beck et

al. 2008), 미국 외의 다른 지역들에서도 정당일체감은 유권자의 인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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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행태를 설명하는 유용한 변인으로 활용되며(Johnston 2006), 수정주

의적 관점에 대한 반론도 다수 제기되어왔다(Bartels 2002; Gerber et al.

2010; Goren 2005; Jacoby 1988; Layman and Carsey 2002; Niemi and

Jennings 1991; Zaller 1992). 이에 따라 일부 연구자들은 전통적인 정당

일체감이 전제하는 안정성을 인정하면서도, 특정한 조건들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그것은 변화할 수 있다고 보는 ‘제한적인(qualified)’ 미시간 모

델을 제시하기도 하였다(Carsey and Layman, 2006). 결론적으로, 정당일

체감은 “당파성의 종말이라는 과장된 루머(exaggerated rumors of

partisanship's death)”(Green et al. 2002, 14)에도 불구하고 쉽게 변하지

않는 사회적 정체성으로서의 기본 개념 정의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다양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 영향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오히려 미시간 모델의 정당일체감에 대한 문제의식은 정당 선호를 측

정하는 또 다른 척도, 즉 정당호감도에 상당 부분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정당호감도란 설문조사 응답자로 하여금 특정 대상을 얼마나 싫어

하는지 또는 좋아하는지 그 정도를 0부터 100 사이에서 선택하게끔 하는

감정온도계(feeling thermometer) 척도를 정당에 적용한 것이다. ‘감정’온

도계라는 척도의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정당호감도는 통상적으로

대상에 대한 감정, 즉 대상에 대한 호감과 반감을 측정하는 것으로 간주

된다(하상응⋅이보미 2017). 구체적으로 0은 그 정당을 가장 싫어하는

경우, 100은 그 정당을 가장 좋아하는 경우, 그리고 50은 그 정당을 싫어

하지도 좋아하지도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정당호감도는 충분한 범주를 갖춘 연속변수로서 정당 태도의 방향

(direction)과 함께 그 강도(intensity)까지 보다 폭넓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점은 장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지속되는 배타적 소속

감을 표상하는 정당일체감과 달리, 정당호감도는 외부의 사건이나 정세

에 비교적 민감하게 반응하는 단기적 정당 태도를 측정하고(박원호⋅신

화용 2014; 윤광일 2014; 장승진 2015), 주요 정당에 대한 정서적 호오도

(好惡度)를 각각 측정함으로써 정당들 간의 상대적 선호(혹은 불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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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볼 수 있다는 고유한 도구적 유용성을 갖고 있다(Anderson and

Granberg 1991; Blais et al. 2001; 오현주⋅송진미⋅길정아⋅강원택

2014).1)

그러나 위와 같이 정당일체감과 차별화된 장점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정당호감도는 그것이 실제로 측정하는 대상은 무엇인가 하는 문

제를 놓고 두 가지의 상반된 비판을 받고 있다. 한 편으로, 그린(Greene

2002)에 따르면 정당호감도는 한 정당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general

attitude toward a party)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되나, 실제로는 ‘느끼다

(feel)’, ‘따뜻한(warm)’, ‘차가운(cold)’ 등의 감정적 용어(emotional

terms)로 표현되는 등 당파적 태도의 정서적 요소(affective component)

만을 측정하도록 설계되어있다. 즉, 태도(attitude)는 일반적으로 정서

(affect), 인지(cognition), 그리고 행태(behavior)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

되지만(Breckler 1984),2) 정당호감도는 그 중 단 한 가지인 감정만을 측

정한다는 것이다.

다른 한 편으로, 정당호감도는 인간 본연의 감정(emotion)으로 볼 수

는 없다는 정반대의 비판을 받고 있다(Marcus 1988, 2000; Marcus et

al. 2006; Neuman et al. 2007). 정당호감도가 전제하는 감정의 구조는

이른바 감정의 유인가 모델(valence model of emotion)이다. 이 모델에서

는 정서(affect)와 평가(evaluation)가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고, 인간의 감

정은 양극적(bipolar)이고 일차원적인(unidimensional) 구조를 갖고 있다

고 가정된다. 즉 긍정적인 감정이 한 쪽 끝에, 부정적인 감정이 다른 쪽

1) 다만 정당호감도는 각 눈금(scale point)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고 같은 점수

더라도 응답자들이 저마다 그 의미를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점, 너무 많

은 수의 눈금이 오히려 응답자의 인지적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 그리고 중심

값(50)과 같은 특정 점수에 응답 빈도가 몰린다는 점이 척도의 문제로 지적되기

도 한다(Alwin 1997; Pasek and Krosnick 2010; Weisberg and Miller 1979).

2) 인지(cognition)와 정서(affect)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혹은 둘 중 무엇이

더 선행하는가는 여전히 논쟁적이다. 이에 대해서는 뉴먼 등(Neuman et al.

2007)의 정리를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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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에, 그리고 그 가운데 중립적인 감정이 존재한다는 것이다(Marcus

1988, 738-739).

하지만 인지⋅정치심리학계의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느낌과 부정적

인 느낌은 서로 다른 차원의 독립적인 감정이고(Abelson et al. 1982),

동일한 대상에 대해 긍정과 부정의 감정이 공존⋅상충하는 경우도 존재

하며(Cacioppo et al. 1997; Craig et al. 2002), 심지어 긍정과 부정 중

어느 한 쪽 범주에 함께 속할지라도 개별 감정에 따라 태도나 행태에 상

이한 영향이 가해진다(Aaker and Williams 1998; Conover and Feldman

1986; Druckman 2008; Huddy et al. 2005; Raghunathan and Pham

1999; Small and Lerner 2008). 이러한 감정의 개별 모델(discrete model

of emotion)에서 보면, 정당호감도는 감정의 구조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인해 정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감정을 제대로 측정하지 못하는 척도라고

할 수 있다.3)

그러나 위의 비판들에 대한 반론도 존재한다. 그랜버그와 브라운

(Granberg and Brown 1989, 172)에 따르면 정당호감도는 정서(affect)가

어떻게 유발되었는지, 그리고 그 정서가 일련의 인지(cognition)에 근거

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직접적으로 정서를 측정하며, 사람들이

자극 대상(stimulus object)에 대해 갖는 전반적이고 요약적인 감정

(feeling)을 반영한다. 또한 감정에 대한 개별 모델(discrete model of

emotion)에 의거하여 응답자들에게 특정 감정을 느낀 적이 있는지를 묻

는 것은 응답자로 하여금 과거의 감정 상태에 대한 기억을 훑어보게끔

3) 인간 감정에 대한 또 다른 모델로서 차원 모델(dimensional model) 내지는

원형 모델(circumplex model)이 존재한다. 차원 모델은 각 감정의 고유한 특성

에 주목하기보다는, 감정들이 서로 관련되는 방식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Miller 2011). 이 모델에 따르면 사람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감정들은 긍정적 차

원과 부정적 차원으로 나누어질 수 있으며, 두 차원은 서로 다른 각성 체계

(arousal system)를 갖고 있다. 이때 개별 감정들은 각 차원에서 각성의 정도에

따라 위치되는데, 그 결과 모든 감정들은 전체적으로 밀집된 원형을 이루면서

군집하는 형태를 나타낸다(Marcus 1988; Marcus et al.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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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드는데, 그 과정은 필연적으로 인지적 요인을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

니라 그러한 방식의 측정은 개인의 현재 감정 상태를 확인하는 것과 매

우 다르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의 이론적 검토에 기반하여 정당호감도를 정당에

대한 정서적 선호(혹은 불호) 뿐만 아니라 인지적 평가까지 포괄하는, 즉

정당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를 측정하는 척도로 정의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서, 정당호감도는 마커스(Marcus)를 중심으로 한 정치심리학 연구자

들의 비판대로 순수한 감정도 아니고, 캠벨 등(Campbell et al.)이 개념

화한 전통적인 정당일체감과도 대별되는, 단기적⋅가변적이면서도 총체

적인 당파적 선호를 측정하는 척도로 간주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유권자의 투표 패턴을 구조화하고 정당 체계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정당일체감의 강고한 영향력을 전제하면서, 동시에

단기적인 이슈나 상황에 비교적 민감한 정당호감도 척도를 통해 측정하

고 변수로 조작한 단기적⋅상대적 정당 선호를 주요한 독립변인으로 활

용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인지(cognition)와 감정(emotion) 중에서 무엇

이 더 선행하는가?”라는 심리학계의 오랜 이론적 논쟁에 천착하는 대신

일상적인 현실에서 나타나는 유권자의 복합적인 정당 태도를 다루고자

하며, 나아가 주요 정당들에 대한 상대적인 선호를 살펴보는 것이 가능

해짐으로써 본 연구의 현실 설명력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조절 변수(moderating variable)로서의 정치적 세

련도

어떤 사람은 다른 이들보다 정치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고, 더욱 깊

이 숙고한다. 시민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정치적 인지 능력의 차이를 측

정하기 위해 캠벨 등(Campbell et al. 1960)은 ‘개념화 수준(levels of

conceptualization)’이라는 지표를 도입했고, 나아가 컨버스(Conve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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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는 ‘정치적 신념 체계(political belief systems)’라는 개념을 통해 그

차이를 설명했다. 요컨대, 정치적 인지 능력은 정보의 양과 범위, 그리고

조직화 정도로 판가름할 수 있다는 것이다(Luskin 1987b; 1990). 이러한

종류의 개념을 가리키는 용어로는 정치적 인지(political cognition) 내지

는 정치적 인지 복합성(political cognitive complexity), 정치적 전문성

(political expertise), 정치의식(political awareness), 정치적 문해력

(political literacy) 등 매우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도 정치학 문

헌에서 자주 사용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정치적 세련도(political

sophistication)이다.

그러나 정치적 세련도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방식은 아직 학계에서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다. 정치적 세련도는 좁게는 정치지식

혹은 정치적 정보 수준과 동일시되고(Bartels 1996; Brader 2006; Delli

Carpini and Keeter 1993, 1996; Federico and Schneider 2007; Gomez

and Wilson 2001, 2008; Goren 2000; Lodge and Taber 2000; Lupia

1994; Meffert et al. 2006; Palfrey and Poole 1987), 넓게는 정치적 전문

성을 구성하는 다양한 특질들을 상당수 포괄하기도 한다(Carmines and

Stimson 1980; Druckman 2003; Fiske et al. 1983; Krosnick 1990; Lau

and Redlawsk 1997, 2001; Miller 2011; Rahn et al. 1994; Redlawsk

2002; Romano 2017; Stevens 2005).

이처럼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되지만, 정치적 세련도는 기본적

으로 유권자의 인지적 차원에 초점을 두는 개념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정보의 저장 및 처리 능력, 그리고 가치 및 신념 체계와 밀

접한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알려진 정치지식 수준을 반드시 측정하고 있

으며, 이를 위해 설문조사 응답자들에게 주요 정치 행위자, 정치 제도,

혹은 주요 정책 현안 등 ‘정치에 관한 구체적 지식(factual political

knowledge)’을 묻는 방식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4) 그리고 이에 덧붙여

4) 이처럼 직접적으로 유권자의 정치지식 수준을 측정하는 방식은 면접관의 주

관적인 평가로 지식을 측정하거나 교육수준, 매체 이용도 등을 대리변수(prox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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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지식과 함께 다른 인지적 요인의 측정을 고려하는 경우, 경험적 차

원에서 적극적인 정보 탐색 및 습득 과정과 필연적으로 관련되는 ‘정치

에 대한 관심’이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Krosnick 1990; Lodge and

Hanmill 1986; Lodge et al. 1995; Luskin 1990; Macdonald et al. 1995;

Miller 2011; Redlawsk 2002; Romano 2017; Stevens 2005; 김도경

2007).

그렇다면 정치적 세련도는 정당 선호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으며, 유

권자의 태도와 행태에 대하여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가? 이에 관

하여 심리학 문헌을 먼저 살펴보면, 선호를 구성하는 요인들 중에서 정

서(affect)는 대상의 속성이 갖는 인지적 표상(cognitive representation)

에 수반된다고 한다. 무엇을 좋아할 수 있으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먼

저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상황 하에서는 반대로 감정

이 먼저 격발된 다음 인지(cognition)가 수반될 수도 있다. 즉 감정에 대

한 인지적 정당화(justification)가 일어나는 것이다(Zajonc and Markus

1982, 125).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단연 인지(cognition)의 ‘정당화’ 기능이다. 최근

정치심리학자들의 경험적 연구에 따르면, 감정은 통념과 달리 정치적 세

련도가 높은 시민들의 정치적 태도 및 행동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한

다. 예컨대, 밀러(Miller 2011)는 정치적 세련도가 높은 유권자일수록 이

라크전 정책 태도와 미국 대통령선거 투표 선택에 대한 감정의 영향력이

더욱 강하게 나타났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브래더(Brader 2006)에 따르

면, 열광(enthusiasm)과 불안(anxiety)에 호소하는 선거운동 광고는 정치

적 세련도가 높은 유권자의 투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더 컸던 반면,

variable)로 사용하는 방법보다 더욱 엄밀하고 객관적이다(류재성 2010, 52-53).

일각에서 정치에 대한 구체적 지식(factual knowledge)은 정치적 세련도 및 관

련 개념들을 표상하는 가장 좋은 단일 지표로 간주되기도 한다(Luskin 1987;

Lodge et al. 1989; MacGraw and Pinney 1990; Smith 1989; Krosnick and

Milbrun 1990; Fiske et al. 1990; Zaller 1990, 1992; Price and Zaller 1990. 이상

Carpini and Keeter 1993, 1180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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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정치적 세련도가 낮은 유권자는 그러한 광고의 감정적 호소에 상

대적으로 동요하지 않았다.

물론 잘러(Zaller 1992)에 따르면 정치적 세련도가 높은 유권자는 이

미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갖추고 있어 새로운 정보나 주장에 대한 관성적

저항(inertial resistance)의 정도가 클 뿐만 아니라, 상대 후보의 선거운

동 메시지 또한 잘 인지하기 때문에(countervalent resistence) 어느 한

쪽의 메시지를 좀처럼 수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보의 습득(reception)

과 수용(acceptance)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하면 오히려 정치적 세련

도가 중간 수준인 유권자가 가장 현저한 유동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밀러(Miller 2011, 579)에 의하면 잘러가 주장했듯 정치적 세련도

가 낮은 유권자는 애초부터 정치적 정보를 잘 인지하지 못하므로 오히려

감정적인 반응을 보일 여지가 적은 반면, 정치적 세련도가 높은 유권자

들은 정보를 더욱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습득하기 때문에 설득 혹은 수용

여부와 무관하게 감정적인 반응을 보일 가능성은 더 높다.

이러한 논의에 비추어 볼 때, 정치적 세련도가 높은 유권자들은 개별

감정 뿐 아니라 특정 정당에 대한 당파적 선호로부터 더욱 큰 영향을 받

을 수 있으며, 어떻게 보면 그 가능성은 오히려 더 높을 수도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단기적⋅상대적 정당 선호를 측정하고 변수로 조작하기 위

해 활용한 정당호감도(feeling thermometer) 척도는 감정적 선호와 인지

적 평가가 복합되어있는 총체적인 정당 태도로서, 정치적 세련도가 높은

유권자일수록 태도 일관성(attitude consistency)을 보다 효과적으로 유지

⋅제고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위와 같은 복합적인 정당 선호

의 영향력은 정치적 세련도가 높은 유권자들 사이에서 더욱 강하게 발현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정치적 세련도의 조절 기능이 어떠한 방향으로 작용하는가는

여전히 논쟁의 대상으로 남아있다. 한 편으로, 정치적 세련도는 ‘합리적

인’ 판단이나 투표 선택에 기여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 예

컨대, 정치적 세련도가 높은 유권자는 그렇지 않은 유권자에 비해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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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휴리스틱(cognitive heuristics)을 더욱 적절하게 활용하고(Lau and

Redlawsk 2001), 후보를 평가할 때 더욱 많은 이슈 정보를 사용하는 경

향을 보이고, 온라인(on-line)적으로 정보를 처리하기 때문에 초두 효과

(primacy effect)에 구속되지 않는 판단을 내릴 수 있고(McGraw et al.

1990), 심지어 인지적 부담이 큰 상황 하에서도 온라인(one-line)적인 정

보 처리를 능숙하게 사용한다(Rahn et al. 1994). 또한 투표 선택에서는

이념성향 및 정책선호의 영향력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Goren 1997),

자신의 경제상황과 정부정책 간의 관련성을 인지하고 이를 투표에 반영

하지만, 국가경제상황에 대해서는 수많은 행위자와 조건들이 함께 작용

한다는 점을 이해함으로써 대통령에게 전적인 책임을 묻지는 않으며

(Gomez and Wilson 2001), 충분한 정보가 갖추어진 가상의 상황에서 내

리게 되는 투표 결정을 실제로 구현할 수 있다(Lau and Redlawsk

1997).

다른 한편으로, 정치적 세련도가 높은 유권자들은 많은 양의 다양한

정보를 이용하지만 그것을 해석하고 평가할 때는 자신의 기존 태도, 정

치적 이념, 당파적 선호 등에 일관되게 근거하는 편향을 드러낸다는 연

구도 다수 존재한다(류재성 2010, 49). 예컨대, 정치적 세련도가 높은 유

권자는 그렇지 않은 유권자에 비해 새로운 정보를 인지하고 처리하는 과

정에서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과 반증편향(disconfirmation bias)을

나타낼 가능성이 더 높고(Taber and Lodge 2006), 후보자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선호 후보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정보를 탐색하고

(Meffert et al. 2006), 국가의 경제 상황을 당파적 성향에 따라 평가하며

(Duch et al. 2000). 이념적으로 더욱 극단적인 경향을 드러내기도 한다

(Palfrey and Poole 1987).

한국 정치학계에서 정치적 세련도에 대한 연구는 서구의 광범위한 연

구 성과에 비해 아직 기초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정치적 세련도의

핵심 구성요인인 정치지식까지 폭을 넓혀서 살펴보아도 미흡한 상황이

지속되어왔다(류재성 2010).5)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세련도 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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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지식을 주제로 선택하거나 주요한 설명변수 중의 하나로 설정하는

국내 연구들이 점차 축적되고 있다(김도경 2007, 2008; 김연숙 2014b; 류

재성 2010; 민희⋅윤성희 2016; 이소영 2011, 2013; 이재묵⋅박영득 2016;

정효명 2005; 한정택⋅이재목⋅조진만 2013).

특히 정치적 세련도를 구성하는 핵심 요인인 정치지식은 정치적 선택

및 정책 선호 형성에 대한 개인의 태도, 가치, 정향의 영향을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바(류재성 2010, 49), 최근에는 한국 유권자를 대상

으로 정치적 세련도 내지는 정치지식의 조절 효과(moderating effect)를

검증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예컨대 정치지식 수준이 높

은 한국 유권자들의 경우, 정치이념은 안보 및 경제 부문의 정책 선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류재성 2012), 투표 선택에서도 정치안보이념과

그에 못지않게 사회경제이념의 영향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며(조성대

2015), 각종 정책 태도와 투표 선택 뿐 아니라 유권자의 심리적 성향과

도 강한 상관성을 드러낸다(정종흠 2016). 또한 정치지식 수준이 높아질

수록 후보의 공약에 대한 평가가 투표 선택에 미치는 영향력은 하락하고

(장승진 2013a), 정당 투표에서 계급배반 투표의 양상을 보이는 등(오수

진⋅박상훈⋅이재묵 2017) 한국정치의 특성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들도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관심에 보다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것은 장승진

⋅송진미(2017)의 분석 결과이다. 그들은 정치적 세련도를 소위 ‘테러방

지법’에 대한 허위합의 효과(false consensus effect)6)를 조절하는 주요

5) 반면 정치 커뮤니케이션 부문에서 정치지식은 각종 매체의 노출 빈도 혹은

활용 행태와 함께 주요 변수로 연구되어왔다. 이에 대해서는 류재성(2010,

57-64) 참고.

6)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스스로의 의견을 다른 사람들에게 투사하여 그들도 자

신과 유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는, 다시 말해서 자신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합치하는 정도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 경우 자신의

선호와 신념, 행동이 실제보다 더 보편적이라고 인식하게 되며,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인지적 오류를 ”허위합의 효과“라고 일컫는다.”(장승진⋅송진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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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로 상정하고 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가 실시될 무렵 테러방지법을 둘러싼 정치적 맥락과 결부되어 정치적 세

련도는 유권자의 당파적 선호에 따라 허위합의 효과를 완화하기도 하고,

반대로 현 상태를 정당화하려는 과정에서 그 효과를 강화하기도 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비단 테러방지법이라는 정책 이슈

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2016년 국회의원선거에서 부각된 여타 정치적

이슈에 대한 태도와 실제 투표 행태에 이르기까지 유권자가 어떤 정당을

선호하고, 또 어느 정도의 정치적 세련도를 갖추었는지에 따라 차별적인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을 시사한다.

8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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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설계

1. 연구 가설 및 분석틀

본 논문의 연구 질문(research question)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통적

인 정당일체감 개념으로는 포괄되지 않는, 단기적⋅상대적 정당 태도의

독립적인 영역이 존재하는가? 둘째, 단기적⋅상대적 정당 선호는 개인의

정치적 세련도 수준과 무관하게 유권자의 정치적 태도 및 행태에 동질적

인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단기적⋅상대적 정당 선호와 정치적 세련도

가 정치적(혹은 비정책) 이슈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과 투표 행태에

미치는 영향은 동일한 패턴을 보이는가? 다시 말해서, 적어도 정치적 이

슈에 대한 태도의 경우 그 이슈의 성격이 어떤지에 따라 정치적 세련도

의 영향이 발휘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결국 위의 세

가지 질문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정당일체감의 영향이

통제된 상태에서, 단기적⋅상대적 정당 선호와 정치적 세련도는 정치적

이슈에 대한 태도와 투표 행태에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가?

본 연구는 이러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

거를 대상으로 상기한 연구 질문들에 대한 경험적 검증을 시도하였다.

2016년 국회의원선거는 전술한 연구 질문을 살펴보기에 적합한 연구 대

상이다. 선거가 실시되기 전 많은 언론과 여론조사기관들은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야권 분열에 힘입어 선거에서 승리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

나 실제 선거 결과 새누리당은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122석만을 얻으며

사실상 패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123석을 획득하여 원내 제1당에 등극

했으며, 신생 정당인 국민의당은 지역적으로는 호남, 투표 방식에서는 정

당 투표에서 특히 약진하며 38석을 차지했다. 즉, 장기간 동안 안정적으

로 유지되는 정당일체감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매우 역동적인 선거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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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2016년 국회의원선거는 시기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중

반에 실시된 중간선거(midterm election)였기 때문에 유권자들 사이에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회고적 평가가 일종의 ‘정치적’(혹은 비정책)

이슈로 등장할 가능성이 충분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선거를 앞두고 새누

리당과 더불어민주당에서 당내 공천 갈등이 격화됨에 따라 공천 과정에

대한 평가가 또 다른 ‘정치적’ 이슈로 부각되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선

거 당시의 맥락을 고려할 때, 단기적인 이슈나 정세에 민감하게 반응하

는 정당호감도 척도를 통해 측정⋅조작한 단기적⋅상대적 정당 선호가

정치적 이슈 태도와 투표 행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그 영향을 조절하

는 정치적 세련도의 역할을 살펴보기에 적합한 연구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정치적 이슈에 대한 태도의 경우 이슈 그 자체

의 성격에 따른 추가적인 구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카마인스

와 스팀슨(Carmines and Stimson 1980)에 따르면, 이슈는 ‘쉬운 이슈

(easy issue)’와 ‘어려운 이슈(hard issue)’로 나누어질 수 있다. 전자는

후보나 정당에 대한 유권자의 ‘직감적인 반응(gut responses)’을 구조화

함으로써 유권자에게 정교한 판단이나 정보 처리 과정을 요구하지 않는

단순한 이슈를 일컫는다. 후자는 정치적으로 세련된 유권자라면 자신의

선호나 이익에 비추어 이슈에 대한 태도를 의식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이슈를 의미하며, 다운스(Downs 1957)의 전통에 지적 근원을 두고 있다

고 볼 수 있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2016년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새누리당

및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과정을 ‘쉬운 이슈(easy issue)’로 간주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당시 노정된 양당의 공천 갈등은 쉬운 이슈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기 때문이다. 우선 그 조건들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쉬운 이슈는 기술적이라기보다는 상징적이다. 둘째,

쉬운 이슈는 정책적 수단보다 정책적 목표를 다룬다. 셋째, 쉬운 이슈는

오래된 정치적 의제와 관련된다. 상징적인 갈등은 대중들에게 쉽게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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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고, 정책의 목적에 대한 선호는 대중문화의 공통적인 선입견에

의해 생겨나며. 대중들이 보기에 오랜 시간 동안 해결되지 않은 갈등일

수록 그들의 직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용이하기 때문이다(Carmines

and Stimson 1980, 80).

위의 조건들은 2016년 국회의원선거에서 주요한 정치적 이슈였던 공

천 파동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첫째, 김무성 새누리당 당대표의 이른바

‘옥새투쟁’과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소위 ‘셀프공천’ 사

태는 유권자들에게 두 정당의 공천 파동을 상징적으로 전달한 사건이었

다. 둘째,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공정한 절차에 따라 능력과 자질을

갖춘 후보를 선출하고, 모두가 질서 있게 결과에 승복하는 공천의 이상

적 목표와 괴리된 모습을 연출하였다. 당의 이념적 정체성을 강조한 이

한구 공천심사위원장과 이에 반발한 유승민 의원 간의 충돌, 그리고 정

무적 판단과 당의 체질 개선을 내세운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공천에서 탈

락한 일부 ‘친노’ 혹은 ‘강성’ 현역 의원들 간의 갈등은 그것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셋째, 한국정치에서 정당의 공천권은 그 동안 중앙당의 지도

부, 혹은 그 중에서도 일부 ‘실력자’들의 직⋅간접적인 영향 하에 집중되

어왔다(강원택 2004; 길정아 2011; 김용호 2003). 이에 따라 공천을 둘러

싼 당내 갈등은 선거 때마다 주기적으로 반복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

고, 그 결과 공천 갈등은 유권자들의 ‘직감적인 반응(gut responses)’을

쉽게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치적 이슈로 자리매김 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7)

이와 같은 쉬운 이슈가 선거에서 부각되면 유권자들은 정치적 세련도

7) 한국정치사에서 공천을 둘러싼 당내 갈등은 유서 깊은 현상이다. 멀리 거슬

러 올라가면 1963년 공화당의 ‘이상4, 현실6’의 공천으로 인한 당내 갈등,

1971년 신민당 당수 유진산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후보등록 마감일에 갑작스

럽게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영등포 갑구 출마를 포기하고 전국구 1번 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촉발된 ‘제2차 진산파동’을 들 수 있다. 또한 가깝게는 지난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계파 갈등으로 인해 한나라당 공천에

서 탈락한 ‘친박(親朴)’계 의원들이 탈당을 감행한 뒤 ‘친박연대’라는 이름의

정당을 결성해서 선거에 출마한 사례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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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준과 상관없이 유사한 투표 패턴을 보인다고 한다(Carmines and

Stimson 1980). 따라서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한 경우, 새누리당과 더불

어민주당의 공천 과정에 대한 평가는 유권자 개인의 정치적 세련도 수준

과 상관없이 오직 단기적⋅상대적 정당 선호에 의해서만 결정되었을 것

으로 예측할 수 있다.

가설 1. 단기적⋅상대적 정당 선호는 정치적 세련도와 무관하게 새누리

당 혹은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과정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쳤

을 것이다. (※ 정당일체감 통제)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를 ‘어려운 이

슈(hard issue)’로 간주하고자 한다. 물론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평가하는

일은 유권자가 정당 혹은 후보자들의 상대적인 정책 위치를 인지하고,

자신의 정책 선호와 얼마나 가까운지 계산하는 행위와 다르다. 그러나

보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이슈 그 자체의 난이도에 주목한다면, 달리 말

해서 정치적 세련도가 갖는 영향력의 발현 가능성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어려운 이슈의 개념을 굳이 전통적인 다운스 모델(Downs model)에만

국한시켜야 할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개념의 확장을 통해 이슈와 관련

된 유권자의 태도와 행태를 보다 세밀하게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유권자들은 현 정부 혹은 대통령의 성과(performance)를 평가하

는데 큰 어려움을 겪지 않으며, 그것을 다음 선거에서의 투표 선택에 반

영하기도 한다(Fiorina 1981; Key, Jr. 1966; 강원택 2008; 이내영⋅정한

울 2007). 그러나 대통령의 국정운영이란 대단히 막연한 개념이다. 달리

말하면 정치, 경제, 외교, 안보, 사회, 문화 등 각 부문에서 대통령의 성

과를 구체적으로 평가하기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고, 만약 성과가

좋지 않더라도 국내외에서 수많은 행위자들이 상호작용하는 복잡다기한

현대 사회에서 그 책임이 과연 대통령에게 있는가의 여부는 더욱 판단하

기 어렵다. 물론 유권자들 중 상당수는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귀책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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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판단하려하지 않을 것이고, 정치적 세련도가 낮은 유권자도 자신의

직관이나 정보 지름길(information shortcut) 등을 활용하여 대통령의 국

정운영을 쉽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대

상은 정치적 세련도가 높은 유권자 집단이다. 즉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라는 이슈의 특성상, 정치적 세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슈 태도에서

모종의 차이가 나타날 여지가 충분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정치적 세련도

가 높은 유권자는 그렇지 않은 유권자에 비해 ‘보다 어려운(harder)’ 정

치적 이슈들에 대하여 정서적으로 편향된 정보 처리를 보일 가능성이 높

다는 연구 결과(Lodge and Taber 2000)는 이러한 추론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정당 선호가 박근혜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에 미치는

영향은 유권자 개인의 정치적 세련도 수준에 따라 상이해질 개연성이 충

분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문제는 정치적 세련도의 조절 기

능이 어떠한 방식으로 발현되는가의 여부일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대통

령 국정운영 평가는 기본적으로 유권자를 가르는 당파적 이슈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실제로 선거가 실시되기 직전 이틀 동안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평가를 보면 ‘잘하고 있다’ 39%, ‘잘못하

고 있다’ 48%로 큰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으며, 특히 지지정당 별로 보

면 새누리당 지지층은 76%가 ‘잘하고 있다’고 답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국민의당 지지층, 정의당 지지층에서는 각각 78%, 68%, 82%가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8) 이에 비추어 볼 때, 단기적⋅상대적 정당

선호가 박근혜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에 미치는 영향은 유권자 개

인의 정치적 세련도가 높을수록 더 강화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가설 2. 단기적⋅상대적 정당 선호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며, 그 영향은 정치적 세련도가 높아

8)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206호(2016년 4월 2주)’

http://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741&pagePos=11&se

lectYear=&search=&searchKeyword= (2017.12.31.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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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19대 총선
일관 투표

지지 이탈
합계(N)

다른 정당으로 이탈 기권 이탈

새누리당

지역구

투표
59.9 27.9 12.2

100

(509)

정당

투표
61.1 26.8 12.1

100

(488)

민주통합당
지역구

투표
57.0 33.3 9.7

100

(351)

질수록 더 커졌을 것이다. (※ 정당일체감 통제)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단기적⋅상대적 정당 선호와 정치적 세련

도가 투표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유권자가 어떤 정치

적 대상에 대해 인지적⋅감정적 차원에서 태도를 형성하는 것과, 적극적

인 행동의 차원에서 선거 당일 투표장에 나가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은 그

성격이 매우 다르다. 즉, 투표 선택은 당파적 선호를 적극적으로 표출하

는 행위인 동시에, 선거가 실시될 무렵의 정치적 맥락을 고려하는 전략

적 판단의 산물인 경우도 많다. 따라서 단기적⋅상대적 정당 선호와 정

치적 세련도가 투표 선택에 미치는 영향은 정치적 이슈에 대한 태도의

경우와 다른 강도나 양태를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는 유권자의 교차투표와 전략적 선

택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선거였으며(장승진 2016), 이와 함께 기존 지지

자의 이탈 현상도 두드러졌다.9) 아래의 [표 1]은 지난 2012년 제19대 국

회의원선거 당시 새누리당 및 민주통합당 투표자들을 대상으로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의 투표 선택을 교차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표 1] 제20대 총선에서의 일관 투표 및 지지 이탈 비율:

제19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 및 민주통합당 투표자를 대상으로

9) 이처럼 역동적인 선거가 나타나게 된 것은 여야를 가르는 구체적인 현저한

정책 이슈가 부재하여 유권자의 정파적 결속력이 약화되었고, 그 결과 선거의

초점이 각 진영 내부에 대한 평가로 귀결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된 바

있다(강원택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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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투표
50.3 39.2 10.5

100

(344)

주: 일관 투표: 새누리당(19대) → 새누리당(20대), 민주통합당(19대) → 더불어민주당(20대)

(단위: %, 괄호 안: 빈도수)

[표 1]을 보면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지역구 투표와 정당

투표에서 새누리당을 지지했던 유권자들 중 40.1%와 38.9%가 새누리당

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였고, 민주통합당을 지지했던 유권자들 중 43%와

49.7%가 그 정당의 후신인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

다. 위와 같은 대규모 이탈 현상에서 기권은 무시할 수 없는 지분을 차

지하고 있는데, 이는 기권이 적어도 일부 유권자들에게는 상당히 의미

있는 선택지였음을 보여준다. 더욱이 본 연구의 데이터에서 전체 설문조

사 응답자 1215명 중 무려 22.3%가 기권을 선택했다는 사실은 기권을

투표 선택 분석에서 배제하기 어렵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이다.

실제로 강신구(2013)에 따르면 기권은 정치적 의사표현의 한 가지 형

태로서 고유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연구 결과 투표 행태에 대한 통계

분석에서 기권이 또 다른 선택지로 포함되지 않는다면 독립변수들의 영

향력이 잘못 추정될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맥락과 방법론적인 문제를 모두

고려하여 세 정당(후보)에 대한 투표뿐만 아니라 기권까지도 유권자의

또 다른 선택지로 포함할 것이며, 일단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세

련도가 높아질수록 단기적⋅상대적 정당 선호의 영향이 더욱 강화되는

효과에 주목한 가설을 제기한다.

가설 3. 단기적⋅상대적 정당 선호는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의

투표 선택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며, 그 영향은 정치적 세련도가

높을수록 더 커졌을 것이다. (※ 정당일체감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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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논의를 도식화한 분석틀은 아래와 같다.

[그림 1] 분석틀의 도식화

2. 측정 및 변수 조작화

본 연구의 주요 독립변수인 단기적⋅상대적 정당 선호는 새누리당, 더

불어민주당, 국민의당에 대한 정당호감도(feeling thermometer) 점수를

비교하여 전체 설문조사 응답자를 각 정당에 대한 선호편향집단과 선호

무차별집단으로 분류하는 방식으로 조작되었다. 예를 들어 새누리당 정

당호감도 80, 더불어민주당 정당호감도 50, 국민의당 정당호감도 30인 응

답자는 새누리당 선호편향집단으로 분류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에 대한 선호편향집단 역시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다른 한편 새누

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당호감도 점수가 모두 동일하다면 선호

무차별집단으로 분류된다. 정리하면, 단기적⋅상대적 정당 선호는 새누리

당 선호편향, 더불어민주당 선호편향, 국민의당 선호편향, 그리고 정당선

호무차별의 4가지 항목으로 구성되는 명목변수로 조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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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변수 조작화는 아쉽게도 두 가지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10) 첫째, 정당호감도 척도의 강점 중 하나는 정당 선호(혹은 불호)

를 0부터 100까지 폭넓게 측정할 수 있다는 점이지만 위와 같이 명목변

수로 조작한다면 선호의 강도에 대한 정보를 상실하게 된다. 오히려 연

속변수로서의 성질을 유지하면서도 두 정당 사이의 호감도 차이 내지는

거리를 변수로 조작한다면 정당 선호의 상대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측정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변수 조작 방식은 불가피하다. 무엇보다

도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유력한 제3정당인 국민의당이 등

장했기 때문이다. 예컨대, 양당제 전통이 확고한 미국 정치에서는 물론이

요 한국 정치에서도 1990년 3당 합당 이후 대부분 새누리당 계열의 보수

정당과 민주당 계열의 진보 정당 간 양당제적인 경쟁이 이루어져왔기 때

문에 주요 양당에 대한 선호도를 감산함으로써 정당 선호의 차이를 연속

변수로 쉽게 조작할 수 있었다. 그러나 유럽과 같은 다당제적인 정치 환

경에서나 한국의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처럼 셋 이상의 주요

정당이 존재하는 경우, 선호의 상대적 차이를 이차원적인 연속변수로 조

작하는 것은 다소 부적절하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2016년 총선을 예

로 설명해보자. 만약 두 정당씩 짝지어 유권자의 선호 차이를 변수로 조

작한다면 기본적으로 나머지 한 정당에 대한 선호가 전혀 고려되지 못한

다. 더욱이 이렇게 만들어진 세 가지 변수를 통계 분석 모델에 포함시키

면 완전한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므로 그중

한 가지를 누락시킬 수밖에 없고, 결국 분석 과정에서 일정한 한계에 직

면하게 된다.11)

10) 본문에서 언급한 두 가지 문제점 이외로는 위와 같은 변수 조작화로 인해

전체 표본 1215명 중 179명이 누락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예컨대 두 정당에

는 동일한 호감도 점수를 부여하고, 나머지 한 정당에 그보다 낮은 점수를 부여

한 응답자들의 경우 1순위 선호 정당을 특정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11) 이 문제를 수식으로 예를 들어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새누리당 호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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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굳이 세 정당에 대한 유권자의 선호를 종합적으로 비교하는 대

신 정당 선호 1순위와 2순위 간 차이에만 초점을 맞출 수도 있다. 본 연

구에서 정당 선호의 상대성을 변수로 조작하는 방식도 결과적으로 선호

2순위와 3순위의 서열 차이까지 반영하는 것은 아니고, 특히 투표 선택

의 경우 유권자들이 정당 선호 3순위까지 고려해서 판단하는 경우는 현

실적으로 드물기 때문이다.12) 그렇지만 선호 1순위와 2순위 간 선호 차

이 정도 그 자체를 살펴보는 것은 본 연구에서 큰 의미가 없으므로, 결

국 특정 정당에 대한 1순위 선호를 기준으로 2순위와의 호감도 차이를

계산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을 택하면 상당수의 결측치가

발생하여 표본의 크기가 급감하게 되고, 이로 인해 다른 정당을 기준으

로 한 호감도 차이를 통계 모델에 포함시킬 수 없어 의미 있는 분석이

불가능해진다.

그러나 보다 중요할 수도 있는 두 번째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

구에서 정당 선호 변수의 상대성은 선호 1순위를 기준으로 특정 정당에

대한 편향 여부를 판가름하는 방식을 통해 조작되었다. 하지만 그 결과

무당파 집단이 재분류된다는 점을 제외하면 명목변수로 조작된 정당일체

감 변수와 크게 다르지 않은 변수가 도출되었다. 기존 지지 정당에 실망

한 유권자라 할지라도 웬만해서는 자신의 정당과 대립하는 타 정당에 더

높은 호감도 수치를 부여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아래의 [표 2]를 보면 명목변수로 조작된 단기적⋅상대적 정당

선호와 정당일체감 간의 높은 상관성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호감도) + (더불어민주당 호감도 - 국민의당 호감도) + (국민의당

호감도 - 새누리당 호감도) = 0’ 다시 말해 회귀분석 과정에서 위의 세 변수 중

두 가지가 고정되면 다른 한 가지도 자동적으로 고정되고, 이에 따라 종속변수

에 대한 세 변수의 독립적인 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12) 물론 정당 선호 2순위와 3순위가 각각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는 유권자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나 태도를 추정할 수 있는 한 가지 특성이 될 수는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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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적⋅상대적

정당선호

정당일체감

새누리당

선호편향

더불어민주당

선호편향

국민의당

선호편향
선호무차별

피어슨

카이제곱

새누리당 66.8 3.0 6.7 11.6

 = 868.2

Pr = 0.000

더불어민주당 0.5 50.3 5.4 6.8

국민의당 0.3 1.5 38.4 7.8

무당파 32.4 45.2 49.5 73.8

합계(N)
100

(358)

100

(330)

100

(224)

100

(103)

(단위: %, 괄호 안: 빈도수)

[표 2] 정당일체감과 단기적⋅상대적 정당 선호

그러나 두 변수의 차별성도 간과할 수는 없다. 아래에서 다시 설명하

겠지만, 본 연구에서 정당일체감 변수는 이중 질문을 통해 측정되었다.

즉, 여기서 무당파는 ① 가깝게 느끼는 정당이 있는지, ② (없더라도) 다

른 정당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가깝다고 느끼는 정당이 있는지 묻는 2단

계 질문에서 모두 부정 응답한 ‘순수 무당파(pure independents)’를 의미

한다. 기존 한국정치 문헌을 살펴보면 두 번째 질문에서 특정 정당을 응

답한 ‘편향적 무당파(leaning independents, 혹은 partisan leaners)’에 주

목한 연구들이 일부 존재한다(박원호⋅송정민 2012; 장승진 2015). 그러

나 위의 표에서 나타나듯 ‘순수 무당파’라 할지라도 단기적으로 특정 정

당에 대한 편향적 선호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은 그동안 충분히 고려되

지 못하였다.13)

더욱이 정당선호무차별 집단의 26.2%는 특정 정당에 대하여 정당일체

감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이고, 심지어 국민의당 선호편향집단의 12.1%는

다른 정당에 일체감을 느끼는 유권자이다. 그들의 존재는 정당일체감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라 할지라도 자신의 정당에 크게 실망하는 경우 일시

13) 무당파만을 대상으로 다시 한 번 교차 분석한 결과 무려 83.2%가 특정 정

당에 대한 편향적 선호를 드러냈으며, 20대 총선에서의 지역구 및 정당 투표에

서도 국민의당 선호편향집단의 지역구 투표를 제외하면 단기적⋅상대적 정당선

호의 각 범주별로 과반수가 자신의 선호편향 혹은 선호무차별과 일관된 선택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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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다른 정당들과 호감 차이가 없다고 느끼거나, 심지어 신생정당에

대해서는 더 높은 호감을 느끼는 경우가 어느 정도는 실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리하자면, 단기적⋅상대적 정당 선호가 명목변수로 구성된 결과 마

찬가지로 명목변수로 조작된 정당일체감과 상당 부분 중첩되었고, 특히

새누리당 및 더불어민주당 선호편향집단의 경우 절반 이상이 그 정당에

소속감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로 구성되어있는 문제를 드러냈다. 이로 인

해 단기적⋅상대적 정당 선호 변수의 타당성(validity)이 다소 약화되었

음은 부정할 수 없고, 다른 한편으로는 불완전한 다중공선성이 의심될

수도 있다. 그러나 두 명목변수를 구성하는 항목들의 분산팽창요인

(variance inflation factor, VIF)은 분석 모델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

로 1.5 ∼ 4 사이의 수치만을 나타냈다.14) 또한 변수의 타당성과 관련해

서도 각 선호편향집단에서 (순수)무당파 집단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정당일체감과 일관되지 않는 정당 선호를 보이는 유권자 집단도

존재하는 등 차별적인 변수 구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정당

호감도를 통해 측정하는 단기적⋅가변적이면서도 총체적인 당파적 선호

가 정당일체감과는 구분되는 고유한 영역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정당호감도 척도에 기반하여 변수로 조작된 단기적⋅상대적 정당 선호는

정당일체감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고유한 설명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단기적⋅상대적 정당 선호의 영향을 조절하는 변수

(moderating variable)로 상정된 정치적 세련도(political sophistication)는

인지적 능력을 표상하는 ‘지식’과 더불어 적극적인 정보 습득의 동기와

깊게 관련된 ‘관심’까지 포괄한다. 구체적으로, 정치적 세련도는 밀러

(Miller 2011)에 의거하여 일반적인 정치관심도와 2016년 국회의원선거에

14)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게 되는 분산팽창요인

(variance inflation factor, VIF)의 기준은 (자의적이지만) 보통 10 이상이 활용

되며(Wooldridge 2015, 86), 보다 엄격하게는 5 이상으로 설정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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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심도

정치관심도
매우 많았다 조금 있었다 별로 없었다 전혀 없었다

피어슨

카이제곱

매우 많다 60.6 1.9 1.0 0.0

 = 82.27

Pr = 0.000

조금 있다 33.1 71.3 9.5 3.4

별로 없다 5.0 23.8 77.5 10.3

전혀 없다 1.3 3.0 12.0 86.3

합계(N)
100

(160)

100

(537)

100

(401)

100

(117)

(단위: %, 괄호 안: 빈도수)

대한 관심도, 그리고 한국 정치에 관한 구체적 지식(factual political

knowledge)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정치적 세련도 변수

는 위의 세 가지 변수를 대상으로 주요인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실시하여 조작하였으며, 세 변수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alpha) 값은 0.6430으로 만족할만한 내적일관

성을 가진다고 판단하였다.

정치지식과 정치관심도가 정치적 세련도의 핵심 요인으로서 매우 중

요하다는 이론적 논의는 앞에서 충분히 살펴본 바 있다. 그러나 여기에

선거관심도를 추가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표 3] 정치 일반에 대한 관심도와 제20대 총선에 대한 관심도

[표 3]은 정치 일반에 대한 관심도와 특정 선거에 대한 관심도는 서로

관련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분석적 차원에서는 물론이요 경험적

차원에서도 다소 상이한 개념이라는 것을 보여준다.15) 기본적으로 정치

에 관심이 많은 유권자라 할지라도 특정 선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을

경우 최소한 해당 선거 무렵에는 정보 탐색의 동기가 약화되었을 것으로

15) 예컨대, 본래 정치에 관심이 많은 유권자이지만 모종의 이유로 인해 – 자

신의 이해관계와 전혀 무관해서, 혹은 정치권 전반에 환멸을 느껴서 – 특정 선

거에 대한 관심은 줄어든 경우, 반대로 평상시 정치에 대한 관심이 그리 높지는

않았지만 어떤 요인으로 인해 특정 선거에 대한 관심이 제고된 유권자의 경우

를 상정해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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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정치적 세련도의 조작적 정의에 선거관심도까지

포괄한다면 그 개념의 주요 구성요소인 정치에 대한 관심을 해당 변수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적 세련도를 구성하는 세 가지 변수는 다음과 같이 조작되었다.

정치관심도와 선거관심도는 각각 “귀하께서는 정치에 얼마나 관심이 있

으십니까?”, “귀하께서는 이번 선거에 얼마나 관심이 있었습니까?”의 문

항에서 ‘(1) 매우 많(았)다’ ∼ ‘(4) 전혀 없(었)다’의 4점 척도로 측정되었

으며, 수치가 클수록 높은 관심을 의미하도록 역코딩하였다. 정치지식은

① 20대 국회의원의 총 수, ② 국회의원 임기, ③ 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두 번째로 많은 의석수를 차지한 정당의 당명, ④ 응답자의 지역구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의 이름을 묻는 주관식 문항, 그리고 ⑤ 현재(즉, 설문조

사가 이루어지던 시점의) 국회의장이 누구인지를 묻는 5지선다 객관식

문항에서 정답을 응답한 경우는 1로, 오답을 응답한 경우는 0으로 코딩

한 후 정답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조작하였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크게는 정치적 이슈 태도와 투표 선택이며, 보

다 구체적으로는 공천과정 평가,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지역구 투표, 정

당 투표의 네 가지로 구성된다. 첫 번째 종속변수인 새누리당과 더불어

민주당의 공천 과정에 대한 평가의 경우, “귀하께서는 각 정당의 총선

후보자 공천과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의 문항에서 ‘(1) 매우 잘

했다’, ‘(2) 잘 했던 편이다’, ‘(3) 못했던 편이다’, ‘(4) 매우 잘못했다’, ‘(5)

잘 모르겠다’의 선지 구성을 통해 측정되었다. 분석을 위해 높은 수치가

긍정 평가를 의미하도록 역코딩했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결측치로

처리하였다.16) 다음으로, 두 번째 종속변수인 박근혜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는 “귀하께서는 지난 3년간 박근혜 대통령의 업무수행에 대해 어떻

게 평가하십니까?”라는 문항에서 ‘(1) 매우 잘하였다’, ‘(2) 잘한 편이다’,

‘(3) 못한 편이다’, ‘(4) 매우 못하였다’의 선지로 구성된 4점 척도로 측정

16) 설문조사에서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사람은 새누리당 공천과정 평가의 경

우 146명(12%), 더불어민주당 공천과정평가의 경우 170명(14%)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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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으며, 마찬가지로 높은 수치가 긍정 평가를 뜻하도록 역코딩하였다.

마지막으로 투표 행태, 즉 지역구 투표와 정당 투표의 경우 새누리당(후

보) 투표, 더불어민주당(후보) 투표, 국민의당(후보) 투표, 그리고 기권을

유권자의 선택지로 포함했다.17)

이외에도 정당일체감, 주요 정치인에 대한 호감도, 이념성향 및 주요

정당과의 이념거리, 각종 인구통계학 변수들이 기본적으로 통제되었다.

정당일체감은 앞서 언급하였듯 미국선거연구(ANES)의 문항 구성과 유

사하게 이중 질문을 통해 측정되었으나 국민의당의 등장으로 인해 전통

적인 7점 척도의 서열변수가 아닌, 주요 정당에 대한 소속감의 존재 여

부만을 나타내는 명목변수로 구성되었다. 즉, “귀하께서는 특정 정당에

대해서 가깝게 느끼고 있습니까?”라는 첫 번째 질문에서 ‘그렇다’고 응답

한 다음 특정 정당을 선택한 사람들, 그리고 위의 질문에서 ‘아니다’라고

응답했으나 “다른 정당보다 조금이라도 더 가깝다고 느끼는 정당이 있습

니까?”라는 두 번째 추가 질문에서 ‘있다’고 한 뒤 특정 정당을 선택한

사람들은 해당 정당에 일체감을 느끼는 유권자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이

과정에서 정의당과 기타 정당을 선택한 소수의 응답자들은 분석의 편의

를 위해 제외되었다. 한편, 위의 두 질문에서 모두 부정 응답을 한 사람

들은 무당파로 간주하였다. 따라서 정당일체감 변수는 새누리당, 더불어

민주당, 국민의당에 일체감을 느끼는 세 집단과 무당파 집단으로 구성된

명목변수로 조작되었다.

정치인호감도는 앞서 정당호감도와 마찬가지로 101점 척도의 감정온

17) 기권 여부는 “귀하는 이번 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하셨습니까?”라고 묻

는 문항에서 ‘(1) 투표하지 않았다’, ‘(2) 이번에는 투표하려 했지만 하지 못했

다’, ‘(3) 늘 투표하지만 이번에는 사정상 하지 못했다’의 세 가지 선지를 통해

측정되었다. 2, 3번 선지는 투표 의사가 충분히 있었으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

해 기권하게 되었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1번 선지와는 다소 다른 성격의 기

권일 수 있다. 그러나 2, 3번 선지를 선택한 응답자의 수는 각각 14명, 8명으로

매우 적은 편이며, 해당 응답을 결측치로 처리한 뒤 분석해도 주요 분석 결과에

는 큰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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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계(feeling thermometer)를 통해 측정되었다. 분석 모델에는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을 각각 대표하는 주요 정치인들, 즉 박근혜 대통

령, 문재인 전(前)더불어민주당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대한 응답

자들의 호감도가 포함되었다.

이념의 경우, 응답자 본인의 이념성향과 함께 응답자와 주요 정당 간

의 이념거리를 분석 모델에 포함하였다. 응답자의 이념성향은 높은 값일

수록 보수적인 성향을, 낮은 값일수록 진보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11점

척도를 바탕으로 응답자의 주관적인 평가를 통해 측정했다. 응답자와 정

당 간 이념거리는 마찬가지로 응답자가 진보-보수의 11점 척도를 통해

평가한 주요 정당(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의 이념 수치와, 앞

서 측정된 응답자 본인의 주관적 이념 수치를 뺄셈한 뒤 절댓값 처리하

는 방식으로 측정했다. 위의 두 가지 이념 변수를 분석 모델에 포함시킴

으로써 종속변수에 대한 이념 강도의 영향력과 더불어 다운스(Downs

1957)의 공간모델이 상정하는 이념적 근접성의 영향력이 통제되었다.

마지막으로 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및 재산수준, 거주지역 등

다양한 인구통계학 변수들이 통제되었다. 성별의 경우, 남성은 1, 여성은

0으로 코딩하였다. 연령의 경우, 응답자의 만 연령을 연속변수로서 그대

로 분석 모델에 포함하였다. 교육수준의 경우, 중졸 이하는 1, 고졸은 2,

대졸은 3, 대학원 재학 이상은 4로 코딩하였다. 경제적 변수로는 일반적

으로 계급/계층을 측정하기 위해 활용되었던 소득수준 뿐 아니라 최근

한국정치학계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재산수준까지 모델에 포함하였다. 소

득수준의 경우, 가구소득 100만원을 단위 구간으로 설정하여 100만원 미

만은 1로, 500만원 이상은 6으로 코딩된 등간 변수로 조작했다. 재산수준

의 경우, 가구재산액 5천만원 미만은 1로, 5천만원∼2억원 미만은 2로, 2

억원∼4억원 미만은 3으로, 4억원∼6억원 미만은 4로, 6억원 이상은 5로

코딩했고, 모름/무응답은 결측치로 처리했다. 마지막으로 거주지역은 서

울, 인천/경기, 대전/세종/충북/충남, 광주/전북/전남, 대구/경북, 부산/울

산/경남, 강원/제주의 총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명목변수로 조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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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변수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정치적

이슈 태도

새누리당 공천과정 평가 1069 1.75 0.77 1 4

더불어민주당 공천과정 평가 1045 2.38 0.70 1 4

박근혜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1207 2.20 0.74 1 4

20대 총선

지역구 투표

(n=1140)

새누리당 후보 투표 359 0.32 - - -

더불어민주당 후보 투표 358 0.31 - - -

국민의당 후보 투표 152 0.13 - - -

기권 271 0.24 - - -

20대 총선

정당 투표

(n=1131)

새누리당 투표 340 0.30 - - -

더불어민주당 투표 307 0.27 - - -

국민의당 투표 213 0.19 - - -

기권 271 0.24 - - -

단기적⋅상대적

정당 선호

(n=1036)

새누리당 선호편향 362 0.35 - - -

더불어민주당 선호편향 340 0.33 - - -

국민의당 선호편향 226 0.22 - - -

선호무차별 108 0.10 - - -

정치적 세련도

정치적 세련도 1215 0.00 1 -1.93 1.67

a. 정치관심도 1215 2.44 0.84 1 4

b. 선거관심도 1215 2.61 0.83 1 4

c. 정치지식 1215 3.50 1.26 0 5

정당일체감

(n=1190)

새누리당 정당일체감 298 0.25 - - -

더불어민주당 정당일체감 217 0.18 - - -

국민의당 정당일체감 107 0.09 - - -

무당파 568 0.48 - - -

정치인 호감도

박근혜 호감도 1213 47.67 25.83 0 100

문재인 호감도 1209 44.38 20.82 0 100

안철수 호감도 1208 45.28 20.12 0 100

이념

자기 이념 1122 5.23 2.21 0 10

새누리당 이념거리 1085 2.93 2.30 0 10

더불어민주당 이념거리 1089 2.37 2.18 0 10

국민의당 이념거리 1059 2.04 1.92 0 10

인구통계학적

특성

남성 1215 0.50 0.50 0 1

연령 1215 46.25 15.58 19 85

교육수준 1215 2.26 0.77 1 4

소득수준 1194 3.94 1.49 1 6

재산수준 1208 2.65 0.93 1 5

거주지역

(n=1215)

서울 246 0.20 - - -

인천/경기 360 0.30 - - -

세종/충북/충남 126 0.10 - - -

광주/전북/전남 122 0.10 - - -

대구/경북 121 0.10 - - -

부산/울산/경남 188 0.15 - - -

강원/제주 52 0.04 - - -

[표 4] 변수들의 기술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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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공천과정 평가

매우 잘했다 잘했던 편이다 못했던 편이다 매우 잘못했다 합계(N)

전체 유권자 2.4 12.9 42.3 42.4
100

(1069)

새누리당

선호편향
5.5 24.0 40.3 30.2

100

(325)

더불어민주당

선호편향
0.3 6.9 44.3 48.5

100

(305)

국민의당

선호편향
1.5 4.9 44.6 49.0

100

(202)

선호무차별 2.5 15.0 38.75 42.75
100

(80)

더불어민주당 공천과정 평가

전체 유권자 2.4 43.4 44.1 10.1
100

(1045)

Ⅳ. 분석 결과

1. 정치적 이슈 태도 분석: ‘쉬운 이슈(easy issue)’와

‘어려운 이슈(hard issue)’

1) 공천과정 평가(easy issue)의 결정요인 분석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연일 언론의 표제를 장식했던

정치적 사건은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터져 나온 공천 갈등

이었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유권자들은 양당의 공천과정을 어떻게 평

가했는지를 전체 유권자 차원에서, 그리고 단기적⋅상대적 정당 선호에

따라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5] 새누리당 및 더불어민주당 공천과정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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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선호편향
2.9 34.1 53.9 28.0

100

(308)

더불어민주당

선호편향
4.0 57.3 33.0 5.7

100

(300)

국민의당

선호편향
- 38.5 46.0 15.5

100

(200)

선호무차별 2.5 35.0 46.25 16.25
100

(80)

(단위: %, 괄호 안: 빈도수)

[표 5]에서 전체 유권자 범주를 먼저 살펴보면 새누리당 공천과정의

경우 ‘못했던 편이다’와 ‘매우 잘못했다’의 응답 비율을 합산할시 무려

84.7%에 달한다는 점이 눈에 띤다. 선거 후 많은 언론과 평론가들이 지

적했듯이, 새누리당의 공천 갈등은 대다수 유권자들에게 부정적으로 인

식된 정치적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공천과정의 경우 ‘잘했

던 편이다’와 ‘못했던 편이다’의 비율이 유사하게 나타나면서 공천 과정

에 대한 평가가 양분된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비율 구성을 보면 더불어

민주당의 공천과정은 어떤 의미에서는 오히려 더욱 논쟁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양당의 공천과정에 대한 평가를 단기적⋅상대적 정당 선호별로

다시 한 번 살펴보면 그림은 조금 더 명확해진다. 새누리당 선호편향집

단의 일부(29.5%)를 제외하면, 새누리당의 공천과정을 긍정적으로 평가

한 유권자는 극소수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공천과정의 경우 더불어민

주당 선호편향집단을 제외한 모든 범주에서 부정 평가가 과반으로 나타

나지만, 그에 못지않게 긍정 평가 비율도 상당하다.

본 연구에서는 2016년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및 더불어민

주당의 공천과정이 파행을 거듭했던 단기적 국면에서의 정치적 상황에

주목하고, 양당의 공천과정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가 단기적⋅상대적

정당 선호와 정치적 세련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

다. 공천과정에 대한 평가는 4점 척도(1. 매우 잘했다 ∼ 4. 매우 잘못했

다)의 서열 변수로 측정되었다. 따라서 해당 변수를 높은 값일수록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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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변수

새누리당 공천과정 더불어민주당 공천과정

모델 1 모델 2 모델 1 모델 2

       

단기적⋅상대적

정당 선호

(기준: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선호편향 -0.49 (0.26) -0.47 (0.27) 0.63* (0.28) 0.61* (0.29)

국민의당 선호편향 -0.19 (0.28) -0.17 (0.28) 0.14 (0.30) 0.13 (0.30)

선호무차별 -0.24 (0.30) -0.27 (0.31) 0.07 (0.31) 0.06 (0.32)

정치적 세련도 -0.09 (0.08) -0.06 (0.13) -0.09 (0.08) -0.03 (0.13)

정치적 세련도 ×

더불어민주당 선호편향 - - 0.09 (0.19) - - -0.12 (0.19)

국민의당 선호편향 - - -0.17 (0.20) - - -0.10 (0.19)

선호무차별 - - -0.19 (0.28) - - -0.05 (0.27)

정당일체감

(기준: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0.65 * (0.30) -0.69* (0.30) 0.55 (0.31) 0.57 (0.32)

국민의당 -1.13 ** (0.35) -1.11** (0.35) 0.15 (0.35) 0.17 (0.36)

무당파 -0.25 (0.22) -0.25 (0.22) 0.46* (0.23) 0.47* (0.23)

정치인 호감도

박근혜 호감도 0.02 *** (0.00) 0.02*** (0.00) 0.01 (0.00) 0.01 (0.00)

문재인 호감도 0.01 (0.00) 0.01 (0.00) 0.02*** (0.00) 0.02*** (0.00)

안철수 호감도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이념

자기 이념 -0.01 (0.07) -0.01 (0.07) 0.02 (0.07) 0.02 (0.07)

새누리당 이념거리 -0.07 (0.06) -0.07 (0.06) 0.02 (0.06) 0.02 (0.06)

더불어민주당 이념거리 -0.10 (0.05) -0.10 (0.05) -0.12* (0.05) -0.12* (0.05)

국민의당 이념거리 0.09 (0.05) 0.09 (0.05) 0.14* (0.05) 0.14* (0.06)

인구통계학적 특성

남성 -0.18 (0.14) -0.18 (0.14) -0.17 (0.15) -0.17 (0.14)

연령 -0.01 * (0.01) -0.01* (0.01) -0.01 (0.01) -0.01 (0.01)

교육수준 0.01 (0.11) 0.02 (0.11) -0.01 (0.12) -0.01 (0.12)

소득수준 0.01 (0.06) 0.01 (0.06) 0.04 (0.07) 0.04 (0.07)

재산수준 -0.02 (0.10) -0.03 (0.10) 0.07 (0.10) 0.07 (0.10)

거주지역

(기준: 서울)

인천/경기 -0.45 * (0.21) -0.45* (0.21) -0.51* (0.21) -0.51* (0.21)

대전/세종/충북/충남 0.14 (0.28) 0.15 (0.28) -0.08 (0.28) -0.08 (0.28)

광주/전북/전남 -0.16 (0.31) -0.16 (0.31) -0.14 (0.33) -0.14 (0.33)

대구/경북 -0.99 *** (0.28) -1.01*** (0.28) 0.07 (0.27) 0.06 (0.27)

부산/울산/경남 -0.03 (0.23) -0.02 (0.24) 0.31 (0.25) 0.30 (0.25)

강원/제주 -0.34 (0.53) -0.38 (0.53) -1.22* (0.54) -1.22* (0.54)

  -1.21 (0.76) -1.15 (0.76) -0.90 (0.77) -0.88 (0.77)

  1.08 (0.76) 1.14 (0.76) 1.78* (0.77) 1.79* (0.77)

  3.12 *** (0.78) 3.18*** (0.78) 5.67*** (0.82) 5.68*** (0.82)

 785 766

  -787.52 -786.48 -731.66 -731.43

  0.081 0.082 0.077 0.077

주: * p<0.05, ** p<0.01, *** p<0.001

평가를 의미하게끔 역코딩한 뒤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서열 로지스틱 분

석(ordered logistic analysis)을 실시하였고, 분석 결과는 [표 6]에 정리

되어있다.

[표 6] 새누리당 및 더불어민주당 공천과정평가에 대한

서열 로지스틱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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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에서 모델 1은 기본 분석 모형이며, 모델 2는 단기적인 국면에

서의 단기적⋅상대적 정당 선호와 정치적 세련도 간의 상호작용항이 추

가된 모형이다. 이를 보면 몇 가지 흥미로운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가설 1에서의 예측은 부분적으로 입증되었다. 새누리당 및 더불

어민주당의 공천과정에 대한 평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 중의 하

나는 정치적 세련도가 모델과 무관하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고,

정치적 세련도와 단기적⋅상대적 정당 선호 간의 상호작용항 역시 통계

적 유의성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공천 갈등

이라는 정치적 이슈가 유권자에게 특별한 정치적 세련도 수준을 요구하

지 않는 ‘쉬운 이슈(easy issue)’였음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단기적 국면에서의 상대적인 정당 선호는 정당일체감이 통

제된 상태에서도 공천과정 평가에 영향을 미쳤는가? 우선 양당의 공천과

정에 대하여 국민의당에 대한 편향적 선호와 정당 선호 무차별은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정당 선호 변수의 기준범주를 변경해도 결

과는 마찬가지였다. 반면 새누리당에 대한 편향적 선호와 비교할 때, 더

불어민주당에 대한 편향적인 선호는 가설 1에서의 예측대로 정치적 세련

도와 무관하게 더불어민주당 공천과정에 대한 긍정 평가를 이끌어낼 가

능성이 높았다. 이를 바꿔 말하면, 새누리당에 대한 편향적인 선호는 정

치적 세련도 수준와 상관없이 더불어민주당 공천과정을 부정적으로 평가

하게끔 만들 가능성이 높았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새누리당 및 더불어민주당 선호편향집단 사이에서만 단기적⋅

상대적 정당 선호의 유의미한 영향이 확인된 이유는 추정컨대 두 정당

간의 확고한 대립 관계가 반영된 것 아닌가 한다. 정당일체감에 비해서

는 일시적이고 가변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지만, 정당호감도 척도에 기반

한 당파적 선호 또한 특정 정당이 기존의 정치적 맥락 속에서 위치하고

있는 ‘좌표’와 전혀 무관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점

은 이러한 결과가 다른 다양한 변수들, 특히 안정적인 당파적 소속감을

표상하는 정당일체감의 영향력이 통제된 상태에서 도출되었다는 것이다.



- 39 -

적어도 더불어민주당 공천과정 평가에 관해서는 단기적인 정당 선호의

독립적인 영향력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새누리당 공천과정 평가의 경우 단기적⋅상대적 정당 선호의 영

향력은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지 못했지만, 10% 유의수준에서는 더불

어민주당 선호편향 항목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18) 그러나 앞서 살

펴보았듯 새누리당 공천과정은 전체 유권자 사이에서는 물론이요 새누리

당을 편향적으로 선호하는 유권자 집단 내에서도 대부분 부정적인 평가

를 받았음을 감안해야 한다. 따라서 위의 결과를 보다 엄격하게 해석하

면, 선거를 전후한 국면에서 새누리당 공천과정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

는 이미 한 쪽으로 쏠려있었기 때문에 단기적인 정당 선호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여지가 적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대별되는 결과는 정당일체감 변수의 통계적 유의성과 상대적으

로 높은 계수 값이다. 단기적⋅상대적 정당 선호를 비롯한 다른 모든 변

수들의 영향이 통제된 상태에서도, 새누리당에 정당일체감을 느끼는 유

권자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에 일체감을 느끼는 유권자에 비해 새누

리당 공천과정을 긍정적으로, 혹은 덜 부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높았다. 구체적으로, 새누리당에 일체감을 느끼는

유권자는 다른 정당의 지지자와 달리 부정 평가를 하더라도 ‘매우 잘못

했다’(31.8%)보다는 ‘못했던 편이다’(50.4%)라고 응답할 확률이 더 높았

고, 긍정 평가를 할 확률도 더 높았다.19) 즉, 새누리당의 공천과정에 대

18) 새누리당 공천과정 평가의 경우, 모델 1과 모델 2에서 더불어민주당 선호편

향 항목의 p-값은 각각 0.062, 0.079였다.

19) 더불어민주당에 일체감을 느끼는 유권자의 경우 ‘못했던 편이다’, ‘매우 잘못

했다’로 평가할 확률은 각각 42.6%와 47.3%였고, 국민의당에 일체감을 느끼는

유권자의 경우는 각각 34.4%와 59.1%였다. 또한 ‘잘했던 편이다’, ‘매우 잘했다’

라고 평가할 확률은 더불어민주당에 일체감을 느끼는 유권자의 경우 8.7%와

1.4%, 국민의당에 일체감을 느끼는 유권자의 경우 5.6%와 0.9%인 반면, 새누리

당에 일체감을 느끼는 유권자의 경우 15.1%와 2.7%였다. 참고로, 모델 2에서는

단기적⋅상대적 정당 선호와 정치적 세련도 간의 상호작용항이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델 1을 기반으로 예측확률을 산출하였으며, 모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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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정적 여론이 압도적인 상황 하에서도 정당일체감은 공천 평가에 유

의미한 영향력을 발휘한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결과는

정당호감도 척도에 기반하여 측정⋅조작된 단기적⋅상대적 정당 선호가

정당일체감과는 달리 단기적인 이슈나 정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을

방증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공천과정 평가에 대한 정치인 호감도의 독립적인 영향력을 공통

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새누리당의 공천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가 커질수록 긍정적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의 공천과정은 문재인 전(前)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호

감도가 증가할수록 긍정적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러한 결과

는 한국 정치에서 정당 공천이 아직 특정 유력 정치인의 직⋅간접적인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물론 위의 정치인들이 공천

과정에서 실제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했는가는 알 수 없지만, 공

천 과정을 지켜본 유권자들은 그것을 양당의 대표적인 정치인과 연결 지

어 판단했다.

셋째, 더불어민주당 공천과정 평가의 경우 이념거리의 독립적인 영향

력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유권자와 더불어민주

당 간의 이념거리가 가까울수록, 그리고 유권자와 국민의당 사이의 이념

거리가 멀수록 더불어민주당의 공천과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결과는 유권자들이 공천 과정으로부터 정당의 이념 노

선을 대략적으로나마 추론하고, 이를 공천 과정에 대한 평가 기준의 하

나로서 활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새누리당 이념거리와 달리 더

불어민주당 이념거리와 국민의당 이념거리의 영향만 통계적 유의성을 드

러낸 것은 두 정당이 같은 야권 정당으로서 경쟁했던 그 당시 정치적 맥

락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새누리당 공천과정 평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공천과정

평가의 경우와 다르게 이념거리의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았을까? 우선 당

측확률은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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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상황을 상기해보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김종인 비상

대책위원장의 ‘우클릭’ 행보가 이어지고 정무적 판단을 명분으로 한 일부

‘강성’ 의원들의 공천 컷오프(cut-off)가 단행됨에 따라 당의 이념 노선에

대한 논란이 일어났다. 이러한 맥락 하에서 유권자들은 더불어민주당의

공천과정과 이념을 관련지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새누리당에

서도 이한구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장과 유승민 의원 간의 이념 정체성

논쟁이 공천 파행의 한 축을 이루었으나, 유권자들은 새누리당에서 일어

난 이른바 ‘정체성 논쟁’을 이념에 관한 논쟁이라기보다는 친박(親朴)과

비박(非朴) 간 권력 투쟁으로 이해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한국 유권자들은 이념적 기준을 차

별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이라고 추론해볼 수 있다. 한국의 정당 간 이념

갈등은 이념적 소수에 해당하는 진보세력이 차별성 확보를 통한 유권자

유인을 위해 보수세력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이념 공세를 취하는 양상을

나타내왔다(한정훈 2012, 108). 한국정치사를 돌이켜보아도 건국 혹은 박

정희시대 이후 사회적 주류이자 ‘정상’을 대표했던 새누리당 계열의 보수

정당보다는, 이른바 ‘민주화세력’을 계승한다고 자임하며 때로는 좌파 세

력과도 연계하는 민주당 계열의 자유주의 정당이 유권자들 사이에서 ‘이

념’이라는 잣대와 더욱 친연성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 다시 정당일체감 변수로 돌아가면 무당파 유권자들은 새누리당

에 일체감을 느끼는 유권자에 비해 더불어민주당의 공천과정을 긍정적으

로 평가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그러나 위의 결과는 더불어민주당에 적

대적인 새누리당 지지자와 비교한 결과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갖기는 어

려워 보인다. 새누리당 공천과정 평가의 경우에서도 정당일체감 변수의

기준범주를 국민의당으로 변경하면 무당파 집단은 국민의당에 일체감을

느끼는 유권자에 비해 새누리당 공천과정을 긍정 평가할 가능성이 더 높

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무당파 항목의 통계적 유의성은 비교 대상이 되

는 타 정당 지지자의 부정적 인식에 더 크게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대구/경북 지역에 거주하는 유권자는 서울에 거주하는 유권자



- 42 -

매우 잘했다 잘했던 편이다 못했던 편이다 매우 잘못했다 합계(N)

전체 유권자 1.7 34.8 45.6 18.0
100

(1207)

새누리당

선호편향
4.7 63.8 29.5 2.0

100

(359)

더불어민주당

선호편향
0.3 19.7 51.2 28.8

100

(340)

국민의당

선호편향
- 18.2 53.8 28.0

100

(225)

선호무차별 - 31.7 51.0 17.3
100

(104)

(단위: %, 괄호 안: 빈도수)

에 비해 새누리당 공천과정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당시 새누리당의 공천파동이 유승민 의원을 중심으로 한

대구/경북 지역의 비박(非朴)계 국회의원 후보들과 새롭게 그 지역에 출

마하는 친박(親朴)계 후보들 간의 갈등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는 맥락을

상기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외로는 서울에 거주하는 유권

자에 비해 인천/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유권자는 새누리당 공천과정과 더

불어민주당 공천과정을 부정적으로, 강원/제주 지역에 거주하는 유권자

는 더불어민주당 공천과정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2)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hard issue)의 결정요인 분석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는 대통령의 임기 중반에 실시된 중간 선

거(midterm election)였고, 이에 따라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현직 대통령

에 대한 회고적 평가가 주요한 정치적 이슈로 인식되었을 가능성이 크

다. 그러나 세간의 일반적인 여론조사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듯이 대

통령 국정운영 평가는 매우 당파적인 이슈가 되기 마련이며, 아래의 교

차분석에서도 그 특성은 명확하게 나타난다.

[표 7] 박근혜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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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변수
모델 1 모델 2

   

단기적⋅상대적

정당 선호

(기준: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선호편향 -0.22 (0.27) -0.35 (0.28)

국민의당 선호편향 -0.39 (0.30) -0.48 (0.30)

선호무차별 -0.34 (0.31) -0.38 (0.32)

정치적 세련도 -0.05 (0.08) 0.24 (0.14)

[표 7]은 박근혜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를 전체 유권자 차원에

서 먼저 살펴본 뒤, 단기적⋅상대적 정당 선호별로 나누어 다시 한 번

살펴본 것이다. 전체 유권자 차원에서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는 긍정 평가보다 부정 평가가 조금 더 우세하다. 그러나 정당

선호별로 다시 살펴보면 또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 새누리당 선호편향집

단 사이에서는 긍정 평가가 몹시 많은 반면,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

선호편향집단에서는 부정 평가가 압도적으로 많고, 정당 선호무차별집단

은 그 사이에 위치한다. 즉,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은 유권자의 정당

선호에 따라 다르게 평가되는 매우 당파적인 이슈임을 알 수 있다. 그렇

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는 오직 유권자의 당파적 선

호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단순한 이슈인 것일까?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하여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가 유권자의 단기적⋅상대적 정당 선호 뿐 아니라 정치

적 세련도 수준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대

통령의 국정운영은 대단히 복잡한 일이고 그 책임의 범위와 정도를 가늠

하는 것 또한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에, 유권자의 정치적 세련도가 높

을수록 정당 선호의 영향력에서 모종의 차이가 나타날 여지가 있기 때문

이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박근혜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는 4점 척도(1.

매우 잘하였다 ∼ 4. 매우 못하였다)의 서열 변수로 측정되었다. 따라서

해당 변수를 높은 값일수록 긍정 평가를 의미하게끔 역코딩한 다음 종속

변수로 설정하여 서열로지스틱 분석(ordered logistic analysis)을 실시하

였고, 아래의 [표 8]은 그 결과를 보여준다.

[표 8] 박근혜 대통령 국정운영평가에 대한 서열 로지스틱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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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세련도 ×

더불어민주당 선호편향 - - -0.59** (0.20)

국민의당 선호편향 - - -0.32 (0.20)

선호무차별 - - -0.15 (0.28)

정당일체감

(기준: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1.15*** (0.32) -1.00** (0.32)

국민의당 -0.80* (0.35) -0.74* (0.36)

무당파 -0.21 (0.24) -0.17 (0.24)

정치인 호감도

박근혜 호감도 0.06*** (0.00) 0.06*** (0.00)

문재인 호감도 -0.00 (0.00) -0.00 (0.00)

안철수 호감도 0.00 (0.00) -0.00 (0.00)

이념

자기 이념 -0.03 (0.07) -0.02 (0.07)

새누리당 이념거리 -0.06 (0.06) -0.05 (0.06)

더불어민주당 이념거리 -0.05 (0.05) -0.06 (0.05)

국민의당 이념거리 0.07 (0.06) 0.07 (0.06)

인구통계학적

특성

남성 -0.26 (0.15) -0.25 (0.15)

연령 0.01* (0.01) 0.01* (0.01)

교육수준 0.03 (0.12) 0.04 (0.12)

소득수준 0.03 (0.07) 0.03 (0.07)

재산수준 -0.03 (0.11) -0.02 (0.11)

거주지역

(기준: 서울)

인천/경기 -0.42 (0.22) -0.42 (0.22)

대전/세종/충북/충남 0.58 (0.30) 0.57 (0.30)

광주/전북/전남 -1.14*** (0.33) -1.16*** (0.33)

대구/경북 -0.66* (0.29) -0.68* (0.29)

부산/울산/경남 -0.19 (0.25) -0.23 (0.25)

강원/제주 -0.57 (0.45) -0.58 (0.46)

 -0.51 (0.76) -0.51 (0.77)

 2.99*** (0.77) 3.03*** (0.77)

 7.87*** (0.84) 7.96*** (0.84)

 858

  -653.71 -649.02

  0.302 0.307

주: * p<0.05, ** p<0.01, *** p<0.001

[표 8]에서는 우선 정당일체감의 강고한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다. 더

불어민주당 혹은 국민의당에 일체감을 느끼는 유권자는 새누리당에 정당

일체감을 느끼는 유권자보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부정적으로 평

가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반대로 말하면, 새누리당에 일체감을 느끼는

유권자는 위의 두 유권자에 비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적으

로 평가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는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단기적⋅상대적

정당 선호의 독자적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반면, 정당일체

감의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앞서 공천

과정 평가의 경우를 함께 고려하면, 이처럼 대조적인 결과는 정당일체감

이 안정적인 당파적 소속감으로서 정치적 이슈의 성격에 구애받지 않고



- 45 -

어떠한 경우에도 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서울에 거주하는 유권자에 비해 호남이나 대구/경북 지역에 거

주하는 유권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

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호남 지역은 전통적으로

민주당 계열 정당의 지지 기반이었고, 대구/경북 지역은 전술하였듯 새

누리당 공천파동의 핵심 무대였기 때문이다. 다만 흥미로운 점은, 두 지

역의 계수 값은 정당일체감의 그것과 유사할 정도로 다른 변수들보다 크

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 변수는 다른 변수들의 영향이 통제

되었을 때도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할수록, 연령이 증가할수록 유권자가 박근

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게 높아졌다. 박근혜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호불호는 2012년 대선에서도

정당에 대한 호감이나 충성심을 뛰어넘는 영향력을 발휘한 것으로 나타

났다는 점을 상기하면(박원호 2013), 박근혜 호감도 변수의 독립적인 영

향력이 확인된 것은 크게 놀랍지 않은 결과일 것이다. 또한 연령 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 여부가 연령 내지 세대를

따라 명확하게 나누어진다는 통설을 재확인해준다.

그러나 [표 8]에서 가장 흥미로운 결과는 모델 1에서 단기적⋅상대적

정당 선호와 정치적 세련도 모두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지 못하였으나,

모델 2에서는 두 변수 간 상호작용항 중 ‘정치적 세련도×더불어민주당

선호편향’ 항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는 점이다. 즉 단기적 국면에서

의 상대적 정당 선호는 일견 정당일체감의 강고한 영향력에 가려져 박근

혜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 대해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세련도의 수준에 따라 차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정치적 세련도의 조절 효과가 새누리당 선호편향집단과 더불어민주당

선호편향집단 사이에서만 유의미하게 나타난 원인은 쉽게 짐작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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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을 선호하는 유권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

영 또한 긍정적으로 내지는 덜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이고, 전통적으로

새누리당과 대립해왔던 더불어민주당을 선호하는 유권자는 기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기존 양당에 대한 유권자의 불만을 동원하려 노력했던 국민의당을 선호

한 유권자나 세 정당에 대한 선호 차이가 없다는 유권자의 경우, 그들의

단기적 정당 선호는 기존에 지지하던 정당 혹은 한국 정당정치 전반에

대한 불만과 더욱 깊게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

그렇다면 유권자의 단기적⋅상대적 정당 선호와 정치적 세련도는 박

근혜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쳤을까?

[그림 2] 박근혜 대통령 국정운영평가에 대한 예측확률

주: [세로축] ‘매우 못하였다(1)’, ‘못한 편이다(2)’, ‘잘한 편이다(3)’, ‘매우 잘하였다(4)’; [가로축] 주:

독립변수인 단기적⋅상대적 정당 선호를 중심으로 정치적 세련도의 표준편차 -2, -1, 평균 0, 표준

편차 +1, +2 지점마다 예측확률을 표시하였다. (95% 신뢰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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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는 단기적⋅상대적 정당 선호가 박근혜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에 미친 영향이 정치적 세련도 수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보여준

다. 상단의 두 그래프는 유권자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하여

‘매우 못하였다(1)’ 혹은 ‘못한 편이다(2)’라고 부정 평가할 예측확률을,

하단의 두 그래프는 ‘잘한 편이다(3) 혹은 ‘매우 잘하였다(4)’고 긍정 평

가할 예측확률을 나타낸다. 여기서 가장 현저한 특징은, 정치적 세련도가

1 표준편차 단위로 높아질수록 더불어민주당 선호편향집단은 박근혜 대

통령의 국정운영을 부정(긍정) 평가할 확률이 증가(감소)하고, 반대로 새

누리당 선호편향집단은 긍정(부정) 평가할 확률이 감소(증가)한다는 점

이다.20) 이러한 패턴은 가설 2에서 제기한 예측에 부합한다. 안정적인

정당일체감의 강고한 영향력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단기적 국면에서의

상대적인 정당 선호는 공천과정에 대한 평가와 달리 박근혜 대통령의 국

정운영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쳤으며, 그 영향은 정치적 세련도가 높

을수록 더욱 증폭된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대략적인’ 패턴은 단순한 참고에 그쳐야만 할 것이

다. 엄격하게 본다면 예측확률은 점추정(point estimation)이 아니라 구간

추정(interval estimation)을 통해 가늠되어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뢰

구간을 고려할 때 아쉽게도 적은 표본 수와 분석 모델의 복잡성, 그리고

예측확률의 추가적인 불확실성 등의 한계로 인해 다소 제한적인 해석만

가능하였다. 다시 한 번 [그림 2]를 보자. 좌측 상단과 우측 하단의 두

그래프를 보면 새누리당 선호편향집단과 더불어민주당 선호편향집단의

예측확률 신뢰구간들이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중첩되어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한 편으로는 정치적 세련도가 1 표준편차 단위로 증가해도

각 예측확률 그래프의 신뢰구간은 그 이전 단위에서의 신뢰구간과 부분

20) 우측 하단 그래프의 경우 유권자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서

‘매우 잘하였다(4)’고 평가할 확률 그 자체가 대단히 낮아서 잘 나타나지 않지

만, 좌측 그래프와 세로축을 맞추지 않는다면 ‘잘한 편이다(3)’라고 긍정 평가할

확률을 보여주는 좌측 하단의 그래프와 거의 동일한 패턴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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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혹은 완전히 겹쳐있고(집단 내 비교), 다른 한편으로 각 선호편향

집단 그래프의 신뢰구간들은 다른 선호편향집단 그래프의 신뢰구간들과

겹쳐있다(집단 간 비교). 간단히 말해서, 정치적 세련도의 증감에 따른

예측확률의 변화와 당파적 선호에 따른 예측확률의 차이 모두 실제로 존

재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언급한 분석의 한계들, 그 중에서도 표본 수가 매우 적다는 문제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우측 상단과 좌측 하단의 두 그래프에서는 정치적 세련도가

+1 표준편차 수준보다 조금 더 증가하면 새누리당 선호편향집단과 더불

어민주당 선호편향집단의 예측확률 신뢰구간들이 서로 간격을 두기 시작

한다. 적어도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정치적 세련도가 높은 유권자 집단

에서는 두 집단 간 예측확률의 차이가 명확하게 나타난 것이다. 더욱이

더불어민주당 선호편향집단의 경우 표준편차 -2 지점과 표준편차 +2 지

점에서의 신뢰구간들은 서로 겹쳐있지 않다. 다시 말해서, 비록 그래프의

중앙 부근에서는 예측확률의 신뢰구간들이 부분적으로 중첩되고 있으나

양 극단의 두 신뢰구간은 일정한 간격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

당 선호편향집단의 경우 정치적 세련도와 박근혜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는 부(-)의 관계에 있다는 결론을 내려도 큰 무리는 없다.

정리하자면, 위와 같이 신뢰구간을 반영하여 그래프를 해석하더라도

새누리당 선호편향집단 및 더불어민주당 선호편향집단의 경우 정치적 세

련도가 표준편차 +1 수준보다 높다면 박근혜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하여

‘못한 편이다(2)’ 혹은 ‘잘한 편이다(3)’라고 평가할 확률에서 단기적⋅상

대적 정당 선호에 따른 회고적 평가의 차이가 나타나며, 특히 더불어민

주당 선호편향집단은 가설 2에서의 예측대로 정치적 세련도가 높아질수

록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더욱 부정적으로 내지는 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정치적 세련도가 표준편차 +2 수

준으로 동일하고 다른 모든 조건들에서도 차이가 없는 새누리당 선호편

향 유권자와 더불어민주당 선호편향 유권자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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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못한 편이다(2)’라고 평가할 확률은 각각 48.6%와 70.6%, ‘잘

한 편이다(3)’라고 평가할 확률은 각각 47.7%와 16.6%로 나타난다. 이로

부터 단기적⋅상대적 정당 선호에 따라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서 상당

한 차이가 나타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다른 모

든 조건이 동일한 경우, 선거를 전후한 단기적 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유권자가 정치적 세련도가 표준편차 -2 수준에서

+2 수준으로 높아질 때 박근혜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해서 ‘못한 편이다

(2)’라고 평가할 확률은 51.1%에서 70.6%로 19.5%p. 증가하고, 반대로

‘잘한 편이다(3)’라고 평가할 확률은 45.0%에서 16.6%로 28.4%p. 감소한

다.

이처럼 정치적 세련도가 높은 유권자들 사이에서 대통령 국정운영 평

가를 대상으로 새누리당 혹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단기적 선호의 영향

력이 유의미하게 발현된 현상은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첫째, 정치

적 세련도가 높은 유권자들은 상당한 수준의 정치지식과 함께 정치에 대

한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정보를 폭넓게 습득하고 그것을 더욱

잘 이해하는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와 같은 ‘당파

적 이슈(partisan issue)’에 직면할 경우(조건 1), 그들의 인지적 과정은

기존 정당 선호에 부합하거나 내지 그것의 영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

루어질 수 있다. 둘째, 그러나 더욱 중요한 점은 박근혜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는 공천과정 평가와 달리 유권자의 정치적 세련도 수준에 따라 인지

적 차원에서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 일종의 ‘어려운 이슈(hard issue)’였

다는 것이다(조건 2). 요컨대, 당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지식 및 정보 수준이 높을수록 보다 더 풍부한 해석과 판단이 가능해지

는 이슈의 경우(조건 1 + 조건 2), 정치적 세련도가 높은 유권자는 해당

이슈에 대한 태도를 형성할 때 자신의 정당 선호로부터 더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정치적 세련도가 높은 유권자가 오히려 자신의 당파적

선호에 더욱 부합하는 방향으로 선택적 정보처리(selective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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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ing)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같은 맥락에서

당파적 선호에 대한 일종의 인지적 정당화(justification) 내지 합리화

(rationalization)가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시각을

달리하면 정치적 세련도가 높을수록 정당 선호와 이슈 태도 사이의 일관

성이 향상되었다고 말할 수도 있다. 즉, 정치적 세련도가 높은 유권자는

외부의 정치적 상황이나 정보를 더욱 체계적으로 구조화하여 자신의 정

치적 태도에 반영시킨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분석 결과는 컨버

스(Converse 1964)가 개념화 한 ‘신념체계(belief system)’의 이론적 한계

를 보완하는 경험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컨버스의 주장대로 정치적 세련

도가 높은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체계적인 인지구조가 존재한다. 그러나

그 구조는 인간 이성에 토대를 둔 이념적 집적연관(ideological

constraints)에만 국한되는 개념이 아니라, 정치적 대상들에 대한 정서적

선호와 인지적 평가가 복합된 총체적 태도로 구성된 것이다.

2. 투표 행태 분석

본 연구에서는 인지적 차원(cognitive dimension)에 속하는 이슈 태도

뿐 아니라, 적극적인 행동의 차원(behavioral dimension)에 속하는 투표

행태를 대상으로 단기적인 국면에서의 상대적 정당 선호와 정치적 세련

도의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역구 투표와 정당 투표를

모두 살펴볼 것이며, 주요 정당인 새누리당(후보), 더불어민주당(후보),

국민의당(후보)에 대한 투표와 함께 기권까지 유권자의 유의미한 선택지

로 포함하여 분석을 진행한다. 종속변수는 4개 항목으로 구성된 명목변

수이므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을 실

시하였다.

그러나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보다 엄밀한 논의를 위해 방법론적인

문제를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다항 로지스틱 분석은 두 가지 대안 사이

의 선택은 제3의 대안의 존재에 의해 영향 받지 않는다(Independenc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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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relevant Alternative, IIA)는 가정에 기반한다. 이에 본 연구의 지역구

투표 및 정당 투표 분석 모델을 대상으로 하우스만 검정(Hausman test)

을 실시한 결과 두 모델 모두 IIA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스몰-샤오 검정(Small-Hsiao test)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엇갈린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처럼 검정 방법에 따라 결과가 상반되는 현상은 다른 연

구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해왔고, 최근에 이르러서는 두 검정 모두 IIA 가

정의 위배 여부를 판단하는 데 유용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Long

and Freese 2014, 407-408).

사실 IIA 가정은 현실적으로 충족되기 어려운 까다로운 조건이다. 이

에 따라 명목변수를 분석하는 대안적인 방법으로서 IIA 가정에 기반하지

않는 다항 프로빗 모델(multinomial probit model)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시뮬레이션 연구 결과 다항 로지스틱 분석은 거의 언제나 다항 프로빗

분석보다 더욱 정확한 결과를 산출하며, 심지어 IIA 가정이 심각하게 위

반되었을 때조차 그러하다고 한다(Kropko 2008; Hilbe 2009, 405에서 재

인용). 따라서 본 연구는 3개 이상의 선택지로 구성된 투표 행태 분석에

가장 적합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단기적 정당 선호와 정치적

세련도의 영향력을 경험적으로 검증한다.

1) 2016년 국회의원선거 지역구 투표 결정요인 분석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지역구 투표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

110명, 새누리당 후보 105명, 국민의당 후보 25명이 당선되었다.21) 아래

에서는 제20대 총선 지역구 투표 선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

으며, 이와 같이 더불어민주당이 승리를 거두었다는 맥락을 반영하여 더

불어민주당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에 대한 투표를 분석의 기준 범주

(baseline category)로 설정하였다. [표 9]는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21) 이외로는 정의당 후보 2명, 무소속 후보 11명이 당선되었으나,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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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선택 기준범주: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 기권

범주 변수      

단기적⋅상대적

정당 선호

(기준: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선호편향 3.70*** (0.57) 3.66*** (1.09) 2.45*** (0.58)

국민의당 선호편향 1.85** (0.60) 4.67*** (0.92) 1.59** (0.48)

선호무차별 1.63* (0.65) 3.89*** (0.99) 1.32* (0.58)

정치적 세련도 0.03 (0.37) 1.17 (0.71) - 1.10*** (0.25)

정치적 세련도 ×

새누리당 선호편향 -0.60 (0.52) - 1.73 (0.94) - 0.31 (0.51)

국민의당 선호편향 0.16 (0.51) - 1.57* (0.75) 0.14 (0.38)

선호무차별 0.63 (0.67) - 1.08 (0.87) 0.89 (0.54)

정당일체감

(기준: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3.36*** (0.81) 1.54 (0.92) 0.62 (0.65)

국민의당 -0.01 (1.09) 1.98** (0.67) 0.24 (0.68)

무당파 1.62* (0.71) 0.98 (0.61) 0.50 (0.40)

정치인 호감도

박근혜 호감도 -0.00 (0.01) - 0.02 (0.01) 0.00 (0.01)

문재인 호감도 0.00 (0.01) 0.01 (0.01) 0.00 (0.01)

안철수 호감도 0.00 (0.01) 0.02 (0.01) 0.01 (0.01)

정치적 이슈 태도

새누리당 공천과정평가 0.18 (0.24) 0.12 (0.30) 0.27 (0.22)

더불어민주당 공천과정평가 -0.37 (0.27) - 0.60* (0.30) - 0.75*** (0.24)

박근혜 대통령 국정운영평가 0.20 (0.30) 0.18 (0.34) - 0.27 (0.26)

이념

자기 이념 -0.02 (0.16) - 0.04 (0.17) 0.08 (0.14)

새누리당 이념거리 -0.16 (0.14) 0.11 (0.14) 0.12 (0.11)

더불어민주당 이념거리 0.15 (0.12) 0.21 (0.13) 0.04 (0.11)

국민의당 이념거리 -0.06 (0.12) - 0.18 (0.13) 0.07 (0.11)

인구통계학적 특성

남성 0.04 (0.33) - 0.17 (0.37) 0.14 (0.28)

연령 0.02 (0.01) 0.04* (0.02) - 0.03* (0.01)

교육수준 0.11 (0.27) 0.31 (0.29) 0.51* (0.25)

소득수준 - 0.17 (0.15) - 0.03 (0.17) - 0.20 (0.13)

재산수준 - 0.20 (0.23) - 0.40 (0.25) - 0.21 (0.19)

거주지역

(기준: 서울)

인천/경기 0.20 (0.47) 0.28 (0.52) 0.36 (0.39)

대전/세종/충북/충남 0.74 (0.61) 0.09 (0.68) 0.67 (0.52)

광주/전북/전남 - 0.90 (1.05) 1.49* (0.65) - 1.76* (0.90)

대구/경북 1.42* (0.63) 0.33 (0.75) 0.86 (0.56)

부산/울산/경남 1.04 (0.55) 0.44 (0.64) 0.02 (0.49)

강원/제주 2.65 (1.73) 3.73* (1.73) 2.68 (1.57)

상수 - 3.68* (1.86) - 6.91** (2.20) - 0.38 (1.55)

 708

  -456.55

  0.510

주: * p<0.05, ** p<0.01, *** p<0.001

[표 9] 제20대 총선 지역구 투표에 대한 다항 로지스틱 분석 결과

[표 9]에서는 투표 선택 별로 일군의 독립변수와 그 계수들이 배열되

어있다. 다항 로지스틱 모델의 계수들은 기준범주와 비교했을 때 각 범

주를 선택할 확률이 독립변수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보여

준다. 앞서 언급했듯 기준범주는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후보 투표이기 때

문에,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더불어민주당’, ‘기권/더불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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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으로 구성된 총 세 가지 세트가 도출되었다. 위의 분석 결과를 주요

변수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세트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단기적⋅상대적 정당 선호

의 강력한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선호편향집단은 새누리

당 선호편향집단, 국민의당 선호편향집단, 혹은 정당선호무차별 집단과

비교할 때, 어떠한 선택지 조합 하에서도 지역구 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선택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한편, 정당 선호 변수의 통계적 유의

성과 높은 계수 값은 단기적인 국면에서의 상대적 정당 선호가 정당일체

감이 통제된 상태에서도 지역구 투표 선택에 독립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 영향의 실질적인 강도 또한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대목은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 세트에서

국민의당 선호편향집단의 선택이다. 통념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집권여당인 새누리당과는 대별되는 야권 정당으로 인식되지만, 국민의당

을 단기적으로 선호한 유권자는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고 지역구 투표

에서 주어진 선택지는 새누리당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후보뿐인 경우 오

히려 새누리당 후보를 선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2016년

국회의원선거 당시 국민의당을 선호한 유권자 집단의 특성을 보다 면밀

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더불어민주당에 일체감을 느끼는 유권자에 비해 국민의당에 일

체감을 느끼는 유권자는 지역구 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국민의당

후보 중에서만 선택해야 한다면 후자에게 투표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어쩌면 이는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에 정당일체감을

느끼는 유권자와 비교할 때, 새누리당에 정당일체감을 느끼는 유권자와

무당파 유권자는 새누리당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후보 두 가지 선택지만

존재한다면 전자에게 투표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비교

대상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일체감이 그만큼 강력한 영향을 가지고 있

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항목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난 단기적⋅상대적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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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 변수와 다르게, 정당일체감 변수에서는 국민의당 정당일체감이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는 점이 눈에 띈다. 즉 지역구 투표에서 새

누리당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후보 중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경우, 국민

의당에 정당일체감을 느끼는 유권자는 더불어민주당에 일체감을 느끼는

유권자와 비교할 때 투표 선택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드러내지 않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앞에서 살펴본 국민의당 선호편향집단의 투표 선

택과 흥미로운 대조를 이룬다. 만약 지역구 투표에서 새누리당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후보만 선택지로 제공된다면, 단기적 국면에서 국민의당을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유권자 집단은 새누리당 후보에게 투표하지만, 이

와 반대로 국민의당에 정당일체감을 느끼는 유권자 집단은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추정컨대 전자에는 새누

리당보다 더불어민주당을 더욱 불호하는 유권자들이 상당수 포함된 반

면, 후자는 기본적으로 반(反)새누리당 성향이 강고한 전통적인 야권(野

圈) 유권자들로 구성되었으며 그로 인해 위와 같은 차이가 나타난 것이

아닐까 한다. 이로부터 단기적 국면에서의 상대적 정당 선호는 정당일체

감과 구별되는 별도의 개념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셋째, ‘기권/더불어민주당’ 세트를 보면 유권자가 더불어민주당 공천과

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지역구 투표에서 기권을 선택하기보다는 더

불어민주당 후보에 투표할 확률이 높아진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러한

양상은 ‘국민의당/더불어민주당’ 세트에서도 나타났다. 즉, 유권자가 더불

어민주당 공천과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지역구 투표에서 국민의당

후보나 기권보다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

이다. 종합해보면 더불어민주당 공천과정에 대한 평가는 명백한 ‘적대’

진영에 속하는 새누리당 후보에 대한 투표 여부와는 무관하였지만, 같은

야권 진영 내부에서의 투표 선택 혹은 기권 여부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정치적 세련도, 교육수준, 그리고 연령이 높을수록 지역구 투표

에서 기권을 선택하기보다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할 확률이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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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 이러한 현상은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투표와 비교했기 때문이

아니라, 위의 변수들이 일반적으로 기권과 부(-)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투표 선택의 기준범주를 기권으로 변경

해서 다시 분석해보면 정치적 세련도와 연령은 모든 세트에서 투표를 선

택할 가능성을 높이지만, 흥미롭게도 교육수준은 오직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투표 확률만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섯째, 호남에 거주하는 유권자는 서울에 거주하는 유권자에 비해 지

역구 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국민의당 후보 사이에서 선택을 내

려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면 후자에 투표할 가능성이 높았지만, 선택지

구성이 변경되어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기권 사이에서 선택을 내려야 하

는 상황에 직면한다면 그래도 전자에 투표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로 미루어 보면, 2016년 국회의원선거에서 나타난 호남 유권자

들의 국민의당 몰표 현상은 지역 패권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일시

적 저항 투표(protest voting)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고 판단된다.22) 이외

로는 서울에 거주하는 유권자와 비교할 때, 강원/제주 지역에 거주하는

유권자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국민의당 후보 사이에서 투표 결정을 내

려야 하는 경우 후자에게 투표할 가능성이 높았다.

한편, 서울에 거주하는 유권자와 비교할 때 대구/경북(TK) 지역의 유

권자는 지역구 투표에서 새누리당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후보 중 선택을

내려야 한다면 전자에게 투표할 가능성이 높았지만, 부산/울산/경남(PK)

지역의 유권자는 양당 후보 간 투표 선택에서 서울 지역의 유권자와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실제 2016년 국회의원선거에

서도 부산/울산/경남(PK)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들이 민주화

22)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 세트에서는 호남 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새누리당 후보 사이의 투표 선택을 놓고

서울과 호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역 변수의 기

준 범주를 대구/경북(TK)으로 변경해서 다시 분석하면 서울에 거주하는 유권자

와 호남에 거주하는 유권자 모두 새누리당 후보보다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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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역대 최다 당선을 기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정치에서 공고화된 지역주의 투표 패턴이 적어

도 부산/울산/경남(PK) 지역에서는 차후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추측을

제기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 차례의 국회의원 선거만을 놓고

지역주의의 변화를 가늠하는 것은 부적절할뿐더러, 뒤에서 정당 투표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지역구 투표의 경우와는 다른 결과가 도출되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제기하는 위와 같은 추측은 조금 더 엄밀하게 개

진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정치적 세련도와 단기적⋅상대적

정당 선호 간의 상호작용항을 살펴보면 ‘국민의당/더불어민주당’ 세트에

서 ‘정치적 세련도×국민의당 선호편향’ 항목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

을 확인할 수 있다.23) 이러한 결과는 소선거구 단순다수제의 제도적 압

력과 야권 분열이라는 상황적 요인이 결합되면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국민의당 후보 사이의 투표 선택이 다른 세트에 비해 더 어려워졌고, 그

로 인해 정치적 세련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날 여지도 더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투표 여부를 고

민할 때 그와 명확하게 대비되는 집권여당 새누리당 소속의 후보나 아예

선거에 불참하는 기권을 그 대안으로 고려하는 것보다는, 같은 야권 정

당이면서도 이념적 정체성이나 정책 노선이 모호한 국민의당 소속 후보

와 비교하는 일이 더욱 까다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유권자의 단기적⋅상대적

정당 선호가 지역구 투표 선택에 미친 영향은 정치적 세련도 수준에 따

라 어떻게 달라졌을까?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매커니즘을 쉽게 확인하

기 위하여 지역구 투표 선택에 대한 예측확률 그래프를 산출하였으며,

이는 아래의 [그림 3]에서 확인할 수 있다.

23) 해당 세트에서 ‘정치적 세련도×새누리당 선호편향’ 항목도 10% 유의수준에

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값=0.064).



- 57 -

[그림 3] 제20대 총선 지역구 투표에 대한 예측확률

주: 독립변수인 단기적⋅상대적 정당 선호를 중심으로 정치적 세련도의 표준편차 -2, -1, 평균 0,

표준편차 +1, +2 지점마다 예측확률을 표시하였다. (95% 신뢰수준)

[그림 3]에서 하단의 두 그래프는 평이한 양상을 보인다. 먼저 우측

하단 그래프에서는 유권자가 지역구 투표에서 기권을 선택할 확률이 단

기적⋅상대적 정당 선호와 무관하게 정치적 세련도가 높아질수록 하락하

는 현상을 볼 수 있다. 다만 정당 선호무차별 집단의 경우 신뢰구간의

중첩을 고려하면 확신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다른 세 선호편향집단의 경

우 신뢰구간을 고려해도 기권을 선택할 확률은 명확하게 감소하고 있으

며, 이를 통해 앞서 언급한 기권과 정치적 세련도 사이의 일반적인 부

(-)적 관계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좌측 하단 그래프의 국민의당 후보에게 투표할 확률을 보면

국민의당 선호편향집단은 가장 높은 투표 확률을, 다른 정당에 대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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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편향집단은 가장 낮은 투표 확률을 보이고, 정당 선호무차별집단의 투

표 확률은 두 집단 사이에 위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뢰구간들

의 중첩 문제를 고려하면, 각 집단의 투표 확률이 정치적 세련도에 따라

변화한다고 말하기 어려울뿐더러 집단 간 투표 확률의 차이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정치적 세련도의 표준편차 -1과 평균 수준에서 국

민의당 선호편향집단 그래프의 신뢰구간은 다른 선호편향집단 그래프들

의 신뢰구간과 거리를 두고 있다. 따라서 최소한 위의 구간에서는 정당

일체감이 통제된 상태에서도 단기적 정당 선호 대상에 따라 국민의당 후

보에 대한 투표 예측확률이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신뢰구간 문제를 차치하면 한 가지 특이한 현상이 관측된다.

국민의당 선호편향집단의 경우 정치적 세련도가 평균 이상으로 높아지면

국민의당 후보에게 투표할 확률이 다소 하락하며, 이와 반대로 상단의

두 그래프에서는 정치적 세련도가 높아질수록 다른 정당 후보에게 투표

할 확률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물론 위와 같은 예측확률의 변화가

실제로 모집단 차원에서도 존재하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이와 관련

하여 정당 투표에서도 흥미로운 양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국민의당 선호

편향집단의 비일관적인 예측확률 패턴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구체

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다.

한편, 상단의 두 그래프에서는 정치적 세련도가 높아질수록 새누리당

선호편향집단이 새누리당 후보에게, 더불어민주당 선호편향집단이 더불

어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할 확률이 증가하는 듯한 양상이 나타나지만, 두

집단 모두 정치적 세련도가 표준편차 +1 이상의 수준으로 매우 높아지

면 반대로 투표 확률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새누리당이나 더불어민

주당을 편향적으로 선호하는 유권자라 할지라도 아주 높은 수준의 정치

적 세련도를 갖추고 있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당파적 선호의 영향이

다소 완화되는 것일까? 그러나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신뢰구간의 중첩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확률 변화는 유의미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정당 선호와 정치적 세련도 사이의 비선형 관계가 존재할 가능성은 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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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연구 질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보다 엄밀하게 신뢰구간을 반영하여 그래프를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좌측 상단의 새누리당 후보에게 투표할 확률을 보면, 각 선호편향집단

그래프들은 정치적 세련도가 증가해도 예측확률 신뢰구간이 계속해서 겹

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세련도의 증감에 따른 투표 확률의 변화 여부

를 확언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그렇지만 정치적 세련도의 표준편차 -1

과 평균 수준에서 새누리당 선호편향 그래프의 신뢰구간은 다른 선호편

향집단들의 신뢰구간과 일정한 간격을 보이고 있다. 즉 해당 구간에서는

단기적 국면에서 새누리당을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유권자가 다른 정당을

선호하는 유권자에 비해 새누리당 후보에게 투표할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우측 상단의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할 확률을 보면, 더불어민주

당 선호편향집단의 경우는 가설 3에서의 예측을 지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선호편향집단 그래프의 신뢰구간은 정치적 세련도

표준편차 ±2 지점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에서 다른 두 선호편향집단 그

래프의 신뢰구간과 중첩되지 않았다. 더욱이 더불어민주당 선호편향집단

그래프 자체에서도 표준편차 -2 지점에서의 신뢰구간과 평균 및 표준편

차 +1 지점에서의 신뢰구간은 서로 떨어져있다.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

선호편향집단은 다른 정당을 선호하는 집단에 비해 지역구 투표에서 더

불어민주당 후보를 선택할 확률이 더 높을 뿐만 아니라, 적어도 표준편

차 +1 수준까지는 정치적 세련도가 높아질수록 그들의 단기적 정당 선

호가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투표 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강화되

는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가령 더불어민주당을 상대적으로 선호하고

다른 모든 요인들이 평균 수준인 유권자 A의 정치적 세련도가 표준편차

-2 수준이라면, 그가 지역구 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선택할 확률

은 34.9%에 불과하다. 그러나 유권자 A가 자신의 정치적 세련도를 표준

편차 +1 수준으로 향상시킨다면, 그가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할 확

률은 무려 80.6%로 상승하며, 증가폭은 45.8%p.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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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예상추정치는 이항변수를 포함한 모든 독립변수의 평

균값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신뢰구간의 중첩을 무릅쓰고 조금 더 현

실적인 맥락을 첨가해보도록 하겠다. 구체적으로 유권자 A는 더불어민

주당을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무당파이고, 약간 진보적인 이념성향(4)을

가지고 있고, 문재인 전(前)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어느 정도 호의적(70)

이고,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서는 못한 편이다(2)라고 평가하

고, 월 소득은 200∼299만원(3)인 26세 고졸(2) 여성 부산시민이다. 만약

유권자 A의 정치적 세련도가 표준편차 -2 수준이라면 그가 지역구 투표

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선택할 확률은 25%이지만, 세련도가 표준편

차 +1 수준으로 높아진다면 그 확률은 49.5%p. 증가해서 74.5%가 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정당일체감과 단기적 정당선호를 모두 분석 모델

에 포함했기 때문에 - 경우에 따라서는 다소 비현실적일 수 있겠으나 -

두 요인이 상충되는 사례도 함께 살펴볼 수 있다. 예컨대, 가상의 유권자

B는 새누리당에 정당일체감을 느끼고 보수적인 이념성향(7)을 가지고 있

으나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서 매우 못하였다(1)고 평가하며,

선거를 앞둔 단기적 국면에서 새누리당에 실망한 나머지 상대적으로 더

불어민주당을 선호하고, 월 소득은 300∼399만원(4)인 40세 대졸(3) 남성

서울시민이다. 이때 만약 유권자 B의 정치적 세련도가 표준편차 -1 수

준이라면 그가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할 확률은 31.7%이지만, 세련

도가 표준편차 +1 수준으로 높아진다면 그 확률은 30.6%p. 증가해서

62.3%가 된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흥미로운 변수들의 조합이 가능할 것

이다. 다만 여기에서의 요점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당파적 선호가 더불

어민주당 지역구 후보 투표선택에 미치는 영향은 정치적 세련도에 의해

더욱 강화된다는 사실이다.

2) 2016년 국회의원선거 정당 투표 결정요인 분석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정당 투표에서는 주지하듯 신생정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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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선택 기준범주: 국민의당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기권

범주 변수      

단기적⋅상대적

정당 선호

(기준: 국민의당)

새누리당 선호편향 3.26*** (0.71) 1.39 (0.77) 1.87** (0.68)

더불어민주당 선호편향 0.90 (0.69) 3.11*** (0.55) 1.03 (0.54)

선호무차별 0.79 (0.71) 1.15 (0.63) 0.45 (0.61)

정치적 세련도 0.55 (0.38) - 0.20 (0.33) - 0.71** (0.24)

정치적 세련도 ×

새누리당 선호편향 -1.17* (0.59) - 0.38 (0.68) - 0.72 (0.57)

더불어민주당 선호편향 -1.11 (0.62) - 0.12 (0.47) - 0.66 (0.45)

선호무차별 -0.06 (0.69) - 0.22 (0.58) 0.19 (0.54)

정당일체감

(기준: 국민의당)

새누리당 4.70*** (1.22) 0.52 (0.90) 0.60 (0.77)

더불어민주당 2.67* (1.34) 2.04** (0.69) 1.27 (0.68)

무당파 3.38** (1.14) 1.12 (0.64) 1.02* (0.49)

정치인 호감도

박근혜 호감도 -0.01 (0.01) - 0.01 (0.01) - 0.00 (0.01)

문재인 호감도 0.01 (0.01) 0.01 (0.01) 0.01 (0.01)

안철수 호감도 -0.02 (0.01) - 0.03** (0.01) - 0.02 (0.01)

정치적 이슈 태도

새누리당 공천과정평가 0.06 (0.28) - 0.08 (0.28) 0.11 (0.26)

더불어민주당 공천과정평가 -0.00 (0.30) 0.56* (0.29) - 0.27 (0.26)

박근혜 대통령 국정운영평가 0.76* (0.34) 0.67* (0.31) 0.10 (0.31)

이념

자기 이념 -0.16 (0.18) - 0.04 (0.16) 0.05 (0.16)

새누리당 이념거리 -0.18 (0.15) 0.02 (0.13) 0.09 (0.12)

더불어민주당 이념거리 0.20 (0.13) - 0.12 (0.12) - 0.02 (0.11)

국민의당 이념거리 0.09 (0.15) 0.23 (0.13) 0.24 (0.13)

인구통계학적 특성

남성 -0.04 (0.37) 0.22 (0.34) 0.21 (0.32)

연령 0.01 (0.02) - 0.00 (0.01) - 0.04** (0.01)

교육수준 - 0.03 (0.29) - 0.30 (0.27) 0.32 (0.26)

소득수준 0.00 (0.17) 0.11 (0.16) - 0.08 (0.15)

재산수준 0.02 (0.26) 0.18 (0.23) - 0.00 (0.23)

거주지역

(기준: 서울)

인천/경기 -0.03 (0.56) - 0.40 (0.49) 0.13 (0.46)

대전/세종/충북/충남 - 0.76 (0.67) - 1.20 (0.63) - 0.36 (0.57)

광주/전북/전남 - 1.32 (1.04) - 0.83 (0.61) - 2.66** (0.91)

대구/경북 - 0.35 (0.69) - 0.60 (0.64) - 0.25 (0.58)

부산/울산/경남 1.59* (0.69) 0.15 (0.64) 0.24 (0.62)

국민의당이 돌풍을 일으키면서 26.74%의 득표율을 얻어 기성 정당인 더

불어민주당(25.54%)을 제치고 2위를 기록했다.24) 물론 두 정당은 동일한

13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가져갔으나, 예상치 못한 국민의당의 약진은 분

명 인상적인 결과였다. 이러한 선거 당시의 맥락을 반영하여 국민의당에

대한 정당 투표를 기준 범주(baseline category)로 설정한 다항 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아래의 [표 10]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10] 제20대 총선 정당 투표에 대한 다항 로지스틱 분석 결과

24) 참고로 새누리당은 33.50%의 정당득표율과 13석의 비례대표 의석, 정의당은

7.23%의 정당득표율과 4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획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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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제주 -1.57 (1.28) - 3.27* (1.67) - 0.80 (1.02)

상수 - 5.68* (2.31) - 3.35 (1.84) - 0.15 (1.77)

 706

  -460.01

  0.519

주: * p<0.05; ** p<0.01; *** p<0.001

[표 10]은 국민의당 정당 투표를 기준으로 ‘새누리당/국민의당’, ‘더불

어민주당/국민의당’, ‘기권/국민의당’의 세 가지 세트를 보여주고 있다. 위

의 분석 결과를 주요 변수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준범주인 국민의당 선호편향집단과 비교할 때 새누리당 선호

편향집단은 정당 투표에서 국민의당보다는 새누리당이나 기권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고, 더불어민주당 선호편향집단은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

중에서 선택해야 하는 경우 후자에 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았으나 국민의

당과 기권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선택 경향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보면 당시 새누리당 선호편향집단은 국민

의당에 대하여 비교적 강한 반감을, 더불어민주당 선호편향집단은 그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온건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추론할 수 있다. 또

한 정당 투표에서도 단기적 정당 선호는 정당일체감 못지않게 독립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선호편향집단을 기준범주로 설정한 지역구 투표

분석에서는 단기적⋅상대적 정당 선호의 모든 항목들이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으나, 국민의당 선호편향집단이 기준범주인 정당 투표 분석에서는

일부 항목들만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선호편향집단

간 선호의 강도 내지는 응집력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표 2]에

서 확인했듯 국민의당 선호편향집단의 구성을 보면 해당 정당에 일체감

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 비율이 비교적 낮았고 심지어 다른 정당에 일체

감을 느끼는 유권자들도 존재하는 등 상당한 이질성을 보였다. 비록 본

연구에서는 선호의 강도를 직접적으로 측정하지는 못하였으나, 위와 같

은 특징은 국민의당에 대한 단기적⋅상대적 선호의 강도가 다른 선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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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집단의 경우보다는 그렇게 크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한다.25)

둘째, 국민의당에 정당일체감을 느끼는 유권자와 비교할 때 새누리당

에 일체감을 느끼는 유권자, 더불어민주당에 일체감을 느끼는 유권자, 그

리고 무당파 유권자는 정당 투표에서 국민의당과 새누리당 두 가지 선택

지만 제시될 경우 새누리당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았다. 바꿔 말하면, 국

민의당에 정당일체감을 느끼는 유권자는 어떠한 집단과 비교해도 국민의

당에 투표를 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국민의당 정당일

체감의 강고한 영향력은 국민의당에 대한 단기적 선호의 불안정한 영향

력과 대조를 이룬다. 이외로는 국민의당에 정당일체감을 느끼는 유권자

와 비교할 때 더불어민주당에 일체감을 느끼는 유권자는 국민의당보다는

더불어민주당에 투표할 가능성이 높았다. 흥미롭게도 무당파 유권자는

국민의당 투표와 기권 두 가지의 선택지만 존재할 경우 기권할 가능성이

높았다.

셋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대한 호감이 높을수록 정당 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두 가지 선택지만 존재한다면 후자를 선택할

가능성이 증가한다. 이는 선거를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이 더불어민주당

과 국민의당으로 분당(分黨)되는 과정에서 안철수 대표가 주도적인 행위

자로 활동했던 정치적 맥락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역구 투표

분석에서는 안철수 호감도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안철수 대표에 대한 호감이 유권자들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은

투표 방식에 따라 발휘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소선거구 단순다수제의 제도적 압력이나 후보의 개인적 경쟁력 등 다

른 여러 요인들이 투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구 투표에서는 안철수

대표에 대한 호감이 국민의당 후보에 대한 투표 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이에 비해 각종 제약이 덜한 정당 투표에서는 안철

25) 정당 투표 분석에서도 분석 모델과 단기적⋅상대적 정당 선호 및 정당일체

감 변수의 기준범주를 일괄적으로 새누리당(투표) 혹은 더불어민주당(투표)으로

변경하면 정당 선호의 항목 대부분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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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대표가 좋아서 국민의당에 투표하는 일종의 진심투표(sincere voting)

가 나타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넷째, 정치적 이슈 태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공천과정 평가와 박근혜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우선 ‘더불어민주

당/국민의당’ 세트에 한하여, 더불어민주당의 공천과정을 긍정적으로 평

가하는 유권자일수록 국민의당 보다는 더불어민주당에 정당 투표할 가능

성이 높아졌다. 지역구 투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분석 결과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천과정이 적어도 야권 진영 내부의 경쟁에서는 유의미

한 투표 선택 요인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유권자일수록

국민의당보다는 새누리당 혹은 더불어민주당에 정당 투표할 가능성이 높

았다. 바꿔 말하면,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한 경우 유권자가 박근혜 대통

령의 국정운영을 부정적으로 평가할수록 다른 두 정당보다는 국민의당에

정당 투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처럼 투표 선택에 대한 회고적 평가

의 영향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는 점은 2016년 국회의원선거가 대통령의

임기 도중 실시된 중간선거(midterm election)였다는 사실을 재차 상기시

켜준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정당 투표에서는 더불어민주당보다 국민

의당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회고적 평가로부터 반사이익을 거둘 가능

성이 높았다는 것이다.

다섯째, 정당 투표에서 기권과 국민의당에 대한 투표 중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경우 정치적 세련도와 연령이 높을수록 후자를 선택할 가능성

이 증가한다. 그러나 지역구 투표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현상은 국민의당

에 대한 투표와 무관하며 위의 두 변수가 일반적으로 기권 선택 가능성

을 낮추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실제로 투표선택의 기준

범주를 기권으로 변경하여 다시 한 번 분석하면 정치적 세련도와 연령은

모든 세트에서 정당 투표를 할 가능성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서울에 거주하는 유권자와 비교할 때 강원/제주지역에 거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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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유권자는 - 지역구 투표의 경우와 일관적으로 - 더불어민주당보다는

국민의당에 정당 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지역 변수에서 더

욱 흥미로운 분석 결과는 전통적인 지역주의 투표 패턴과 관련된다. 이

에 대해선 앞서 살펴본 지역구 투표의 경우와 유사한 결과와 상반된 결

과를 각각 하나씩 확인할 수 있다.

전자는 호남 유권자들의 정당 투표 선택을 일컫는다. 서울에 거주하는

유권자와 비교할 때, 호남에 거주하는 유권자는 국민의당과 기권 두 가

지 선택지에 직면할 경우 기권보다는 국민의당에 투표할 가능성이 높았

으나, 선택지 구성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 변경될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비록 서울 지역을 비교 대상으로 한 결과이지만,

이는 2016년 국회의원선거에서 호남 지역 유권자들이 더불어민주당에 대

한 전통적 지지로부터 완전히 ‘탈퇴(exit)’했다기보다는 그들의 불만이 해

소되기만 한다면 다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할 준비가 되어있는 ‘항의

(voice)’를 표현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Hirschman 1970; 강원택 2002).

후자는 부산/울산/경남(PK) 유권자들의 정당 투표 선택을 의미한다.

서울에 거주하는 유권자와 비교할 때, 부산/울산/경남(PK)에 거주하는

유권자는 국민의당보다는 새누리당에 투표할 가능성이 높았다. 일견 비

교 범주가 국민의당 정당 투표라는 점에서, 국민의당이 소위 ‘호남’ 정당

으로 인식된 결과로 추측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구/경북(TK) 지

역은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표에서는 보고하지

않았지만 투표 선택의 기준범주를 더불어민주당으로 변경해도 서울 지역

유권자에 비해 부산/울산/경남(PK) 지역의 유권자는 더불어민주당보다

새누리당에 투표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구 투표 분석에서 제기한 영남 지역주의의 균열

가능성을 다소 의문스럽게 한다. 재차 부산/울산/경남(PK) 지역의 선거

결과를 상기해보면, 해당 지역의 전체 의석 40석 중 29석을 새누리당 후

보가 차지했다. 이처럼 현저한 ‘변화’에 가려진 ‘지속’의 측면을 고려하면

부산/울산/경남(PK) 지역에서 나타난 더불어민주당의 약진은 후보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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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쟁력 등 본 연구에서 통제되지 않은 다른 여러 요인들까지 복합적

으로 작용한 결과로 추측해볼 수 있다. 물론 영남 지역주의의 균열 가능

성은 한 차례의 선거 결과를 통해 타진하는 것보다는 거시적⋅통시적인

흐름을 고찰하는 연구를 통해 가늠해보는 것이 더욱 적절할 것이다.26)

마지막으로, 위의 분석 결과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역시 ‘새누리당/

국민의당’ 세트에서 ‘정치적 세련도×새누리당 선호편향’ 항목만 통계적

으로 유의미했다는 점이다.27) 앞서 지역구 투표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사이의 선택에서 상호작용항의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난 반면,

정당 투표에서는 새누리당과 국민의당 사이의 선택에서 상호작용항의 통

계적 유의성이 드러난 이유는 무엇일까? 전술하였듯 소선거구 단순다수

제의 압력이 가해지는 지역구 투표에서는 복수의 야권 정당 간 선택이

정치적 세련도에 따른 차이가 유발될 수 있는 까다로운 일이었을 것이

다. 하지만 그러한 제약이 없는 정당투표의 경우 ‘이념적 정체성이나 정

책 노선 등이 아직 모호한 신생정당 국민의당은 과연 자신에게 유효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더욱 부각되었을 것이며, 이미 새정

치민주연합 시기부터 갈등을 거듭해왔던 더불어민주당 측보다는 새누리

당과의 투표 선택에서 정치적 세련도에 따른 차별성이 나타난 것으로 보

인다.

아래의 [그림 4]은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유권자의 단기적

⋅상대적 정당 선호가 정당 투표 선택에 미친 영향이 정치적 세련도 수

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보여준다. 한 눈에 보아도 지역구 투표

를 대상으로 한 [그림 3]의 그래프들과 전반적으로 유사한 패턴을 보인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6) 통시적인 질적 분석을 통해 영남 지역주의의 약화 가능성을 타진한 연구로

는 정진욱(2017) 참고.

27) 해당 세트에서 ‘정치적 세련도×더불어민주당 선호편향’ 항목도 10% 유의수

준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값=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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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제20대 총선 정당 투표에 대한 예측확률

주: 독립변수인 단기적⋅상대적 정당 선호를 중심으로 정치적 세련도의 표준편차 -2, -1, 평균 0,

표준편차 +1, +2 지점마다 예측확률을 표시하였다. (95% 신뢰수준)

[그림 4]에서 하단의 두 그래프는 지역구 투표의 경우와 거의 동일한

양상을 보인다. 먼저 우측 하단에서 정당 선호무차별 집단을 제외한 다

른 세 집단의 그래프는 신뢰구간이 상당한 간격을 두고 있다. 따라서 적

어도 선호편향집단의 경우 정치적 세련도가 높아질수록 정당 투표에서

기권할 확률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으며, 아

울러 이러한 현상은 그들이 단기적 국면에서 어떤 정당을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는가와 무관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정당 투표에서도 기권 선택과

정치적 세련도 사이의 일반적인 부(-)적 관계가 확인된다.

다음으로, 좌측 하단의 국민의당에 투표할 확률을 보면 ‘국민의당 선

호편향 > 정당 선호무차별 > 새누리당 선호편향 및 더불어민주당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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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향’ 순서대로 예측확률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신뢰구간까지 함

께 고려하면 위와 같은 집단 간 투표확률의 차이가 과연 유의미한지, 그

리고 각 집단의 투표 확률이 정치적 세련도 수준에 따라 실제로 차이를

보이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정치적 세련도의 표준편차 -1, 평균 0, 표

준편차 +1 수준에서 국민의당 선호편향집단 그래프의 신뢰구간은 다른

선호편향집단 그래프의 신뢰구간과 거리를 두고 있다. 따라서 최소한 위

의 구간에서는 단기적⋅상대적 정당 선호의 대상에 따라 국민의당 후보

에 대한 투표 예측확률이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신뢰구간 문제를 잠시 차치하면, 앞서 살펴본 국민의당 지역구

후보에 대한 투표 패턴과 대조적인 모습이 나타난다. 지역구 투표의 경

우 국민의당 선호편향집단은 정치적 세련도가 높아질수록 국민의당 후보

에게 투표할 확률이 감소한 반면, 정당 투표에서는 표준편차 +2 수준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에서 정치적 세련도가 높을수록 국민의당에 대한 투

표 확률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로부터 국민의당 선호편향집단 중

에서도 정치적 세련도가 높은 유권자일수록 투표 방식의 차이에 따라 전

략 투표(strategic voting)를 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즉, 정치적 세련도가 높은 국민의당 선호편향 유권자는 정당 투표에서는

자신의 단기적⋅상대적 정당 선호에 따라 국민의당에 투표하는 반면, 지

역구 투표에서는 사표방지를 위해 자신의 당파적 선호와 다른 선택을 내

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대강의(rough)’ 추론 내지 ‘그럴듯한(plausible)’ 심증은 새

누리당에 대한 정당 투표 확률을 나타내는 좌측 상단 그래프를 보면 더

욱 강화된다. 좌측 상단에서 국민의당 선호편향집단의 그래프를 보면 정

치적 세련도 표준편차 -2 지점에서의 신뢰구간과 표준편차 +1 지점에서

의 신뢰구간은 서로 겹쳐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록 그 간격이

넓은 편은 아니어서 실질적으로 얼마나 의미 있는 변화를 보이는지는 확

신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해당 구간에서 국민의당 선호편향집단은 정치

적 세련도가 높을수록 새누리당에 투표할 확률이 증가한다는 것은 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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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28) 즉, 국민의당 선호편향집단의 경우 정치적 세련도가 높아질수록

자신의 정당 선호의 영향이 오히려 ‘완화’되는 현상을 보인 것이다. 이처

럼 신뢰구간까지 고려해서 보다 엄밀하게 그래프를 해석하더라도, 국민

의당 선호편향집단은 자신의 단기적⋅상대적 정당 선호와 비일관적인 투

표 예측확률 패턴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상단의 두 그래프에서는 정치적 세련도가 높을수록 새누리당 선

호편향집단이 새누리당에, 더불어민주당 선호편향집단이 더불어민주당에

정당 투표할 확률이 증가하는 듯한 패턴이 나타난다.29) 하지만 좌측 상

단에서 새누리당 선호편향집단 그래프의 신뢰구간들은 서로 모두 중첩되

어있기 때문에, 엄격히 본다면 정치적 세련도의 증감에 따른 투표 확률

의 차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새누리당 선호편향집

단 그래프는 정치적 세련도의 표준편차 -1, 평균 0, 표준편차 +1 지점에

서 다른 선호편향집단 그래프의 신뢰구간들과 간격을 두고 있으며, 따라

서 해당 구간에서는 새누리당을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유권자가 다른 정

당을 선호하는 유권자보다 새누리당에 투표할 확률이 유의미하게 더 높

다는 해석 정도만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우측 상단 그래프의 더불어민주당에 정당 투표할 확률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선호편향집단은 지역구 투표에서와 마찬가지로 가설 3에서

의 예측을 확실히 뒷받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선호편

향집단의 그래프는 정치적 세련도의 표준편차 -2 지점을 제외하면 거의

28) 정치적 세련도 표준편차 -2 지점에서의 새누리당 정당투표 예측확률 신뢰

구간은 [-0.026, 0.082]였고, 표준편차 +1 지점에서의 예측확률 신뢰구간은

[0.095, 0.436]이었다.

29) 앞서 지역구 투표에서와 마찬가지로, 두 집단 모두 정치적 세련도의 수준이

표준편차 +1 지점을 넘어 최상위 구간에 진입하면 국민의당 선호편향집단과 마

찬가지로 그래프가 약간 하향하거나 정체하는 듯한 양상을 드러낸다. 물론 표준

편차 +1과 +2 지점에서의 신뢰구간이 서로 중첩되기 때문에 실제로 위와 같은

미묘한 현상이 나타났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다만 당파적 선호에 대한 정치적

세련도의 조절 효과가 비선형적인 관계를 나타낼 가능성은 차후 흥미로운 연구

질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70 -

모든 구간에서 다른 선호편향집단 그래프의 신뢰구간들과 넓은 간격을

유지하고 있고,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선호편향집단 그래프 내부에서도

표준편차 -2 지점에서의 신뢰구간은 평균이나 표준편차 +1 지점에서의

신뢰구간과 명확한 간격을 보이고 있다. 즉, 다른 정당을 선호하는 집단

에 비해 더불어민주당 선호편향집단은 정치적 세련도 수준이 표준편차

-2 부근을 넘어서부터는 더불어민주당에 정당 투표할 확률이 확연히 더

높을 뿐 아니라, 적어도 정치적 세련도의 표준편차 +1 지점까지는 정치

적 세련도가 높아질수록 그들의 당파적 선호가 투표 선택에 미치는 영향

력이 더욱 강하게 발현된다는 것이다. 가령 다른 모든 조건이 평균 수준

이며 더불어민주당을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가상의 유권자 C가 표준편차

-2의 수준의 정치적 세련도를 갖추고 있다면, 그가 정당 투표에서 더불

어민주당을 선택할 확률은 31.7%에 불과하다. 그러나 유권자 C의 정치

적 세련도가 표준편차 +1 수준으로 높아진다면 그가 더불어민주당에 정

당 투표할 확률은 40.8%p. 증가하여 72.5%가 된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신뢰구간의 중첩을 무릅쓰고 조금 더 구체적인

맥락을 덧붙여보자. 유권자 C는 상대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을 선호하기는

하지만 보수적인 이념성향(7)을 가지고 있는 무당파이고, 새누리당의 공

천과정을 ‘매우 잘못했다(1)’, 더불어민주당의 공천과정은 ‘잘 했던 편이

다(3)’,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서는 ‘못한 편이다(3)’라

고 평가하며, 월 소득은 ‘200∼299만원(3)’인 32세 ‘대졸(3)’ 여성 대구시

민이다. 만약 유권자 C의 정치적 세련도가 평균 수준이라면 그가 정당

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할 확률은 52.1%이지만, 세련도가 표준편

차 +1 수준으로 높아진다면 그 확률은 12.3%p. 증가해서 64.4%가 된다.

그러나 유권자 C가 다른 조건은 위와 모두 동일하지만 무당파가 아니라

새누리당에 정당일체감을 느끼는 시민이었다고 가정하자. 그렇다면 유권

자 C의 정치적 세련도가 평균 수준일 때 그가 더불어민주당에 정당 투

표할 확률은 38.9%이며, 세련도가 표준편차 +1 수준으로 높아지면 그 확

률은 8.6%p. 증가해서 47.5%가 된다. 이처럼 단기적⋅상대적 정당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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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악화

여야의

공천파동

야당

분열과

국민의당

창당

박근혜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후보의

지역 개발

공약

경제

위기론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물갈이론

기타/

없음/

무응답

합계(N)

전체 유권자 2.8 15.4 16.9 21.8 19.6 17.4 4.2 1.9
100

(944)

새누리당

선호편향
3.0 14.8 18.5 20.5 20.1 16.2 4.3 2.6

100

(303)

더불어민주당

선호편향
3.3 12.3 11.9 29.4 20.4 17.1 4.5 1.1

100

(269)

국민의당

선호편향
2.3 19.7 26.6 17.9 17.3 12.1 2.9 1.2

100

(173)

선호무차별 2.7 12.3 9.6 9.6 19.2 38.4 4.1 4.1
100

(73)

(단위: %, 괄호 안: 빈도수)

와 정당일체감이 상충되는 경우 정치적 세련도의 조절 효과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를 보면 두 가지의 의문이 남는다. 첫째로, 왜

더불어민주당 선호편향집단에서만 정치적 세련도가 높아질수록 단기적⋅

상대적 정당 선호의 영향이 강화되는 현상이 통계적으로 더욱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일까? 우선 더불어민주당 선호편향집단과 나머지 집단을 나

눈 뒤 정치적 세련도를 대상으로 t-검정을 실시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선호편향집단은 다른 유권자들에 비해 특별히 더 높거나 낮은 세련도 수

준을 보이지는 않았다. 결국 이러한 현상은 당파적 선호와 관련된 차이

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데, 아래의 [표 11]에서 문제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표 11] 투표 결정에 영향을 준 가장 중요한 이슈

[표 11]은 ‘투표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이슈가 무엇이었는가를 전체 유

권자 차원에서, 그리고 단기적⋅상대적 정당 선호별로 살펴본 것이다. 물

론 선호편향 여부와 실제 투표 여부는 서로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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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앞에서 선호편향집단의 투표 선택을 분석했고 또 박근혜 대통령 국

정운영 평가에서도 투표 행태와 유사한 패턴이 나타났으므로, 투표 결정

에 영향을 준 가장 중요한 이슈를 통해서 그러한 패턴의 원인을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보면, 전체 유권자 차원에서 대다수의 주목을 이끌어낸 현저한

이슈(salient issue)는 없었으나 단기적⋅상대적 정당 선호 대상에 따라

서는 이슈 응답 비율 구성에 다소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 더불어민주당 선호편향집단은 박근혜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를

가장 중요한 이슈로 응답했으며, 그 비율(29.4%)은 다른 선호편향집단들

의 경우와 비교해도 단일 이슈로서는 가장 높은 수치였다. 물론 전체적

으로 보면 2016년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정파적 차별성이 두드러진 대립

이슈(position issue)가 부상하지 않았고, 그 결과 기존의 지지층을 결집

시키지 못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에서 어려움을 겪었다(강원

택 2016). 그러나 중간선거(midterm election)를 앞둔 단기적 국면에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상대적으로 더욱 선호한 유권자 집단은 박근

혜 대통령이라는 ‘부정적’ 구심점을 통해 다른 집단에 비해서는 어느 정

도의 ‘응집력’을 갖출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선

호편향집단 중에서도 정치적 세련도가 높은 유권자일수록 자신의 당파적

선호와 일관적으로 정보를 습득⋅수용하였고, 결과적으로 그들의 단기적

⋅상대적 정당 선호가 박근혜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와 투표 선택에 미치

는 영향은 더욱 유의미하게 강화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의문은, “왜 국민의당 선호편향집단은 정치적 세련도가 높아

질수록 투표 선택에 대한 당파적 선호의 영향력이 완화되는 현상을 보였

는가?”이다.30) 다시 [표 11]을 보면 국민의당 선호편향집단은 투표 결정

에 영향을 준 가장 중요한 이슈로 ‘국민의당 창당과 야권의 분열’(26.6%)

30)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우선 국민의당 선호편향집단과 나머지 집단을 나눈

뒤 정치적 세련도를 대상으로 t-검정을 실시한 결과, 국민의당 선호편향집단도

다른 유권자들에 비해 특별히 더 높거나 낮은 세련도 수준을 보이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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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와 함께 ‘여야의 공천파동’(19.7%)을

여야 각 정당의 내부 사정과 관련된 이슈로 간주한다면(강원택 2016,

114), 두 응답을 합산할시 무려 46.3%의 비율에 이른다. 그러나 위의 두

가지 이슈에서는 그 성격상 특정 집단의 결속력을 제고할만한 단일한 태

도 대상(attitude object)이 존재하지 않는다. 더욱이 국민의당 선호편향

집단은 앞서 [표 2]에서 확인했듯 타 정당 선호편향집단과는 달리 이질

적인 구성을 보였을 뿐더러, 국민의당은 선거를 앞두고 새롭게 등장한

제3정당이라는 ‘특수한’ 선호 대상이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특성들을 감

안하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설명을 제기해볼 수 있다.

우선 가능한 한 가지 추측은, 적어도 지역구 투표의 경우 단순다수 1

회투표제(simple-majority single-ballot system) 하에서 유권자가 경험

하는 ‘심리적 요인(psychological factor)’(Duverger 1954), 즉 사표방지심

리가 정치적 세련도가 높은 국민의당 선호편향 유권자들에게 더 크게 작

용했다는 것이다. 혼합형 선거제도(2표병립제)에서 다당제적 구도의 경

쟁으로 선거가 치러지는 경우, 제3당의 지지자라 할지라도 지역구 투표

에서는 당선 가능성이 높은 상위 두 정당 후보 사이의 효용 차이를 계산

하고(조성대 2006), 그들의 경쟁으로부터 선거의 치열함을 가늠할 수밖

에 없다(한정훈⋅강현구 2009). 이러한 조건에서 국민의당 선호편향집단

중에서도 정치적 세련도가 높은 유권자일수록 자신의 단기적⋅상대적 정

당 선호에 충실한 ‘진심투표(sincere voting)’를 하는 대신, 선거구의 형

세에 따라 자신의 2순위 정당선호나 여타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전략투

표(strategic voting)’를 더욱 적극적으로 선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가능한 또 다른 설명은 단기적⋅상대적 정당 선호 변수를 조작화한

방법, 그리고 선호 대상인 국민의당의 성격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선 본

연구에서 정당호감도(feeling thermometer) 척도를 통해 조작화한 단기

적⋅상대적 정당 선호는 당파적 선호의 서열만 측정했을 뿐 선호의 강도

까지 반영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언급하면, 국민의당 선호

편향집단에는 해당 정당에 일체감을 느끼는 유권자의 비율이 다른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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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향집단에 비해 적었을 뿐더러, 다른 정당에 정당일체감을 느끼는 유권

자도 일부 존재하는 등 상당히 이질적인 구성을 보였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선거를 전후한 단기적 국면에서 다른 정당들보다 국민의당을 선호하

기는 했지만 선호의 강도는 그렇게 크지 않은 유권자들도 국민의당 선호

편향집단 내부에 상당수 존재했을 것이다.

여기에 더해 국민의당의 특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국민의당은 안철수

대표와 그를 따르는 세력, 그리고 호남의 중진 의원들이 연합해서 선거

직전 급하게 조직된 정당이다. 더욱이 과거의 ‘안철수 현상’은 유권자들

의 뿌리 깊은 정치 전반에 대한 불신과 정치냉소주의를 동원한 포퓰리즘

적 현상이었으며, 국민의당 역시 포퓰리즘 정당에 가까운 면모를 보이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조기숙 2015a; 2017). 이러한 주장을 전적

으로 수용하지는 않더라도, 선거가 실시될 무렵 신생정당이었던 국민의

당은 유권자에게 그 무엇도 보여준 것이 없는 상태였고, 당의 이념적 정

체성과 정책 노선도 불분명했다는 점은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이

다. 기존의 거대 양당이나 정치권 전반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 신생정당

인 국민의당을 상대적으로 선호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정치적 세련도 수

준이 높은 유권자라면 이러한 국민의당의 한계를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

성이 크고, 결국 실제 선거에서는 자신의 단기적인 정당 선호와는 달리

보다 안정적인 기성 정당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여론조사에서 특

정 정당에 대한 선호를 손쉽게 응답하는 것과, 선거 당일 직접 투표장에

찾아가 실제로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은 투입되는 자원은 물론이요 숙고와

책임의 정도에서도 매우 상이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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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함의

본 연구는 단기적 국면에서의 정당 선호가 유권자의 정치적 태도

(attitude)와 행태(behavior)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데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영향이 정치적 세련도(political sophistication)에

의해 조절되는 효과(moderating effect)를 경험적으로 규명하였다. 구체

적으로, 본 연구는 장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지속되는 정당일체감(party

identification)의 영향력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이와는 별개로 정당호감도

(feeling thermometer) 척도를 통해 측정한 단기적⋅상대적 정당 선호가

유의미한 독립적 영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영향의 크기가 정치

적 세련도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지의 여부를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사례로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는 앞에서 제시한 세 가지 연구 가설을 부분적으로 지지하

였다. 가설 1에서의 예측대로, 정치적 세련도는 새누리당 및 더불어민주

당 공천과정 평가에 대해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며, 단기적

⋅상대적 정당 선호의 영향을 조절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공천

갈등이라는 정치적 이슈가 대다수의 유권자들이 이견 없이 쉽게 평가할

수 있는 ‘쉬운 이슈(easy issue)’였음을 의미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단기적⋅상대적 선호는 정당일체감을 비롯한 다양한 변수들이 통제

된 상태에서도 더불어민주당 공천과정에 대한 긍정 평가를 이끌어내면서

가설 1의 예측을 뒷받침했으나, 이와 달리 새누리당에 대한 단기적⋅상

대적 선호는 새누리당 공천과정 평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는 본 연구의 이론적 논의대로 정당일체감과 정당

호감도가 서로 다른 종류의 당파적 선호를 표상한다는 근거가 될 수 있

을 것이다. 새누리당의 공천과정은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그 당시 압도적

으로 부정 평가한 정치적 이슈였기 때문에, 단기적 국면에서 새누리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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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선호한 새누리당 선호편향집단이라 할지라도 해당 이슈에 대

한 평가에서 특별한 차이를 보일 여지는 매우 적었을 것이다. 반면 그러

한 ‘악조건’ 하에서도 새누리당에 일체감을 느끼는 유권자들은 다른 정당

에 일체감을 느끼는 유권자에 비해 새누리당의 공천과정을 긍정적으로,

혹은 덜 부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따라서 새누리당 공천

과정 평가의 경우는 비록 가설 1에서의 예측과 다른 결과를 보였지만,

본 연구의 이론적 가정대로 두 가지의 정당 선호가 질적으로 상이한 개

념임을 방증해주고 있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가설 2에서의 예측은 부분적으로 뒷받침되었다. 단기적⋅상

대적 정당 선호와 정치적 세련도 그 자체는 박근혜 대통령 국정운영 평

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였으나, 두 변인은 서로 간의 상호

작용을 통해 독립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새누리당 선

호편향집단의 경우 정치적 세련도가 높아질수록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

영을 긍정적으로 혹은 덜 부정적으로 평가할 확률이 증가하는 듯한 ‘대

략적’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구간추정(interval estimation)을 토대로 보

다 엄격하게 말하자면, 정치적 세련도가 높은 새누리당 선호편향 유권자

는 같은 세련도 수준의 더불어민주당 선호편향 유권자에 비해 박근혜 대

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하여 ‘잘한 편이다’라고 평가할 확률은 유의미하게

더 높았고, ‘못한 편이다’라고 평가할 확률은 유의미하게 더 낮았다. 요컨

대, 새누리당 선호편향집단의 경우 그 중에서 정치적 세련도가 높은 일

부 유권자들에 한하여 대통령에 대한 회고적 평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는 제한적인 해석만 가능하였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선호편향집단의 경우는 가설 2의 예측을 그대로

입증하였다. 선거를 전후한 단기적 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상대적으로

선호한 유권자들은 정치적 세련도가 높아질수록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

영에 대해서 ‘못한 편이다’라고 평가할 확률은 유의미하게 증가하고, ‘잘

한 편이다’라고 평가할 확률은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시

말해서 더불어민주당 선호편향집단의 경우 그들의 단기적⋅상대적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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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가 박근혜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 미치는 영향은 개인의 정치적 세

련도가 높아질수록 더욱 강화되었다는 것이다.

두 가지의 정치적 이슈, 즉 새누리당 및 더불어민주당 공천과정 평가

와 박근혜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 대한 분석 결과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추정을 조심스럽게 제기할 수 있다. 정치적 이슈에 대한 태도는 그

이슈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정치적 세련도의 조절 기능과

무관할 수도 있고, 반대로 그 기능이 특정한 방향으로 작동하도록 유도

될 수도 있다. 공천 갈등과 같이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평

가할 수 있는 ‘쉬운 이슈(easy issue)’의 경우, 해당 이슈에 대한 유권자

의 태도는 개인의 정치적 세련도 수준과 무관하게 단순히 당파적 선호로

부터 영향을 받을 뿐이다. 반면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와 같이 정당 선호

에 따라 평가가 나누어지는 ‘당파적 이슈(partisan issue)’이자(조건 1) 정

치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많은 유권자일수록 더욱 폭넓은 정보 처리와

해석이 가능해지는 ‘어려운 이슈(hard issue)'의 경우(조건 2), 정치적 세

련도가 증가할수록 해당 이슈에 대한 당파적 선호의 영향은 더욱 강화될

수 있다. 요컨대, 정치적 세련도가 높은 유권자가 당파적 성격을 띠는 어

려운 이슈(hard issue)에 직면할 때(조건 1 + 조건 2), 비로소 해당 이슈

에 대한 정당 선호의 영향력을 강화시키는 정치적 세련도의 조절 기능이

발현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투표 행태에 관한 가설 3에서의 예측도 부분적으로 입증

되었다. 그러나 여기서 더욱 흥미로운 점은, 정치적 세련도가 높아질수록

당파적 선호의 영향이 강화되는 현상 뿐 아니라 정반대로 완화되는 현상

이 동시에 관측되었다는 사실이다. 분석 결과, 우선 본 연구의 예상대로

단기적⋅상대적 정당 선호는 정당일체감이 통제된 상태에서도 대부분의

경우 투표 선택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할뿐더러 실질적으로도 강력

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새누리당 선호편향집단과 더불어민주당 선호편

향집단은 지역구 투표와 정당 투표에서, 그리고 국민의당 선호편향집단

은 정당 투표에서 정치적 세련도가 증가할수록 그들의 단기적⋅상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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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선호가 해당 정당(후보)에 대한 투표 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강화되

는 듯한 ‘대략적인’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신뢰구간의 중첩을 감안하여 보다 엄격하게 살펴보면, 오직 더

불어민주당 선호편향집단에서만 가설 3에서 예측한 정치적 세련도의 조

절 현상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즉, 더불어민

주당 선호편향집단의 경우 정치적 세련도가 높아질수록 지역구 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할 확률, 그리고 정당 투표에서 더불어민주

당에 투표할 확률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시 말해서, 선거를 전후

한 단기적 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상대적으로 선호한 유권자들의 경우

정치적 세련도가 높아질수록 그들의 당파적 선호가 투표 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강화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선호편향집단의 정치적 이슈 태도와 투표 행태

에 대한 분석 결과는 정치적 세련도가 높은 유권자일수록 오히려 자신의

단기적⋅상대적 정당 선호에 부합하도록 선택적인 정보처리(selective

information processing)를 하게 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비슷한 맥락

에서, 정치적 세련도가 높은 유권자일수록 그들의 당파적 선호에 대한

인지적 정당화(justification) 내지 합리화(rationalization)가 이루어질 가

능성이 높다고 설명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시각을 달리하면, 위와 같은 분

석 결과는 정치적 세련도가 높은 유권자일수록 자신의 당파적 선호와 더

욱 일관적인 정치적 이슈 태도 및 투표 행태를 나타낸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정치적 세련도가 높은 유권자는 외부의 정치적 상황이

나 정보를 더욱 체계적으로 구조화하여 자신의 정치적 태도와 행동에 반

영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정반대로, 국민의당 선호편향집단의 경우 정치적 세련도

가 높아질수록 투표 선택에 대한 단기적⋅상대적 정당 선호의 영향이 완

화 내지 억제되는 현상을 드러냈다. 신뢰구간의 중첩 문제를 잠시 차치

하면, 국민의당 선호편향집단은 지역구 투표에서는 정치적 세련도가 높

아질수록 자신의 정당 후보에게 투표할 확률은 감소하고 다른 정당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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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투표할 확률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조심스럽지만 위와 같은

현상이 꽤나 ‘그럴듯하다는(plausible)’ 심증을 가지는 것은, 정당 투표에

서도 국민의당 선호편향집단은 정치적 세련도가 높아질수록 오히려 새누

리당에 투표할 예측확률이 신뢰구간의 중첩 없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요컨대, 투표 행태에서는 정치적 세련도의 조절 효과가 나타날 수 있

는 두 가지 경로가 모두 확인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선호편향집단의 경우

정치적 세련도가 높아질수록 그들의 단기적⋅상대적 정당 선호가 투표

선택에 미치는 영향은 강화되었다. 반면 국민의당 선호편향집단의 경우

정치적 세련도가 높아질수록 자신이 선호하는 정당보다는 다른 정당에

투표할 가능성이 증가하는, 즉 단기적⋅상대적 정당 선호의 영향이 억제

되는 현상이 일정 정도 나타났다. 이처럼 정치적 세련도의 조절 기능이

유권자에 따라 상반된 효과를 초래한 것은 당파적 선호의 강도(혹은 선

호편향집단의 동질성/이질성 정도), 각 유권자 집단이 중시한 선거 이슈

의 성격, 그리고 신생 제3정당인 국민의당의 한계와 한국 선거 제도의

특성 등 다양한 상황적⋅제도적 요인들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살펴본 본 연구의 함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정당일체감과 정당호감도가 공통적으로 당파적 선호의 범주에 속

하지만 질적으로 상이한 개념이며 양자 모두 독립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

다는 기존의 이론적⋅경험적 논의를 재확인했고, 그 과정에서 순수 무당

파(pure independent) 또한 단기적⋅일시적으로는 특정한 당파적 선호를

가지고 있기 마련임을 새롭게 조명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한국 정치학계에서 그동안 크게 주목받지 못해왔던

정치적 세련도의 조절 효과(moderating effect)를 인지적 차원(cognitive

dimension)에 속하는 정치적 이슈 태도와 행태적 차원(behavior

dimension)에 속하는 투표 선택을 대상으로 폭넓게 검증하였다. 경험적

분석 결과, 정치적 이슈에 대한 태도의 경우 정치적 세련도가 해당 이슈

에 대한 당파적 선호의 영향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이슈의 성격이 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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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중요한 조건이 된다는 점이 새롭게 밝혀졌다. 한편, 투표 행태에 대

한 분석에서는 정치적 세련도의 조절 효과가 다양한 상황적⋅제도적 조

건들의 결합에 따라 당파적 선호의 영향을 강화하는 쪽으로 발현될 수도

있고, 정반대로 그 영향을 완화하는 쪽으로 발현될 수도 있다는 것이 확

인되었다.

셋째, 본 연구는 컨버스(Converse 1964)가 개념화 한 ‘신념체계(belief

system)’의 이론적 한계를 보완하는 경험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컨버스

의 주장대로 정치적 세련도가 높은 유권자들의 내면에는 분명 체계적인

인지구조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구조는 인간 이성에 토

대를 둔 이념적 집적연관(ideological constraints)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

라, 각종 정치적 대상(political objects)에 대한 감정적 선호와 인지적 평

가가 복합된 총체적 태도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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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moderating effects of the political

sophistication in partisan attitudes in the context of South Korea.

Based on several theoretical and empirical analyses, which argue

feeling thermometer ratings toward political parties differ from party

identification in the ‘Michigan model’, this study focuses on two

points; First, it examines whether ‘short-term and relative party

preference,’ which is measured and operationalized by feeling

thermometer, has an independent influence on the political issue

attitudes and voting behavior, even when the party identification's

effect is statistically controlled. Second, this study reviews wh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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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fluence of party preference appears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levels of political sophistication (i.e. an interaction between the

party preference and the political sophistication).

By empirically analyzing the survey data for 2016 National

Assembly election in South Korea, this study examines political

sophistication's moderating effects on the short-term and relative

party preference which influences on i) voters' evaluations of the

Saenuri Party's and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s candidate

selection processes (a sort of 'easy issue'), ii) their evaluation of

President Park Geun-Hye's job performances (a kind of 'hard

issue'), and iii) their voting behavior. Results show that a

characteristic of the issue is one of the important conditions under

which reveal the political sophistication’s moderating effects on the

influence of partisan preference. Meanwhile, in case of voting

behavior, political sophistication’s moderating effects could be taken

for either reinforcing or alleviating the influence of the party

preference depending on various situational and institutional

conditions.

This study has implications in several ways. First, it reaffirmed

the existing theoretical and empirical discussion that the long-held

emotional attachment (i.e. party identification) and short-term party

preference measured by feeling thermometer are two qualitatively

distinguishable partisan preferences. Thus, in this regard, this study

sheds light on the overlooked fact that even a decent number of pure

independents have a certain party preference in the short run. Second,

this study explored the political sophistication's moderating effects on

the short-term and relative partisan preference's influence in both

cognitive dimension (i.e. political issue attitude) and behavio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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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mension (i.e. vote choice), and went further to investigate its

empirical evidence in the context of South Korea. Third, this study

would provide empirical evidence which supplements the theoretical

limitation of the “belief system,” conceptualized by Philip

Converse(1964). Like what he maintained, an organizational cognitive

structure exists among the highly sophisticated voters. However, that

structure is not confined to the ideological constraints, but rather also

consists of a general organization, encompassing affective preferences

and cognitive appraisals toward various political objects.

keywords : party preference, party identification, feeling

thermometer, political sophistication, (political) issue attitude,

voting behavior, the 2016 National Assembly Election

Student Number : 2016-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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