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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이 연구는 2016년 국회의원 선거 전 후보자 TV토론과 선거 후 

국회표결에 나타난 정치인들의 정치적 입장과 그 차이에 무엇이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함으로써 정치적 입장의 변화, 즉 플립플롭(Flip-Flop) 

현상이 어떻게 발생하게 되는지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이 연구는 정치인들이 크게 1) 유권자 지향적 동기, 2) 정책 

지향적 동기, 3) 정당 지향적 동기라는 세 가지 주요한 정치적 동기를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TV토론 및 국회표결에서의 정치적 입장과 

이것의 차이에 각 동기가 어떤 작용을 하는지 분석했다. 이때 

정치인들이 만약 유권자 지향적 동기를 가진다면 각 지역구 유권자의 

선호가, 정책 지향적 동기를 가진다면 정책 선호가, 그리고 정당 지향적 

동기를 가진다면 소속 정당이 이들의 정치적 입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고 분석을 진행했다. 

TV토론과 국회표결에 나타난 개별 정치인의 정치적 입장을 서로 

비교분석하기 위해 이 연구는 각각에 나타난 정치입장에 대해 좌-우 

1차원의 점수로 계량화한 정치입장 변수를 사용했다. TV토론에 대해선 

그 스크립트의 텍스트 데이터를 활용하여 워드스코어(WORDSCORE) 

기법을 적용했고, 국회표결에 대해선 서울대학교 폴랩(Pollab)의 W-

NOMINATE 이념점수 데이터를 사용했다. 그리고 각각의 정치입장 

점수와 이 점수 간 차이에 세 가지 동기에 관한 변수들, 즉 지역구 

유권자 선호, 정책 선호, 소속 정당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했다. 

우선 본 연구는 세 가지 동기 변수들이 토론 및 표결에서의 

정치입장 점수에 각각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각 점수에 대한 

변수들의 영향력 차이를 서로 비교하였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토론보다 

표결에서의 정치입장이 소속정당에 따라 이념적으로 더 양극화되어 있는 

경향이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소속 의원들은 

정치입장 점수가 새누리당에 비해 진보적인 경향을 보이는데,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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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이 토론보다 표결에서 더 유의미하게 강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토론 

및 표결 정치입장에 대한 개별 정치인들의 정책 선호와 지역구 유권자 

선호의 영향력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토론 및 표결 정치입장 점수 간의 차이, 즉 

플립플롭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에서도 관찰되었다. 우선 새누리당과 

비교했을 때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소속의 의원들이 토론보다 표결에 

있어서 보다 진보적인 정치적 입장을 가지는 경향이 존재했다. 이는 

동시에 새누리당 소속 정치인들이 토론보다 표결에서 더 보수적인 

정치적 입장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 개별정치인이 

가진 정책선호가 보수적일수록 토론과 비교했을 때 표결에서의 

정치입장이 점차 보수화되는 경향도 나타났다. 하지만 지역구 유권자 

선호의 영향은 여기서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면, 한국 사회에서 선거 전 TV토론과 선거 

후 국회표결에서의 정치입장 간에 플립플롭이 발생한다면 이는 주로 

소속정당과 개별정치인의 정책선호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지역구유권자는 선거 전에도, 그리고 선거 후에도, 후보자 및 

정치인들의 말과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요인이 아니었다. 

본 연구는 정치인들의 행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알려진 세 

가지 정치적 동기를 함께 고려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입장이 

고정적일 것이라고 가정하는 기존 연구의 한계에서 벗어나 선거 전후의 

정치적 입장 변화에 대해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또한 

그동안 자료의 이질성으로 인해 비교연구가 매우 희박했던 정치인의 

말과 행동에 대해 계량화하여 비교분석을 시도했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있다. 본 연구가 시도한 분석들은 정치인들의 전략적 메시지와 

행위에 대해 보다 포괄적인 시각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 분야에 대한 

앞으로의 연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어 : TV토론, 국회표결, 플립플롭(Flip-Flop), 유권자 지향적 동기, 

정책 지향적 동기, 정당 지향적 동기 

학   번 : 2017-28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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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정치인은 선거 전과 선거 후에 자신의 정치적 입장(political 

position)을 바꾸는가? 만약 그렇다면 이것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동기는 무엇인가? 정치인이 상황에 따라 본래의 입장을 바꾸는 소위 

‘플립플롭(Flip-Flop)’현상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Andreottola 2016; Levendusky and Horowitz 2012; Tomz and 

Van Houweling 2012, 2014). 특히 선거 전후의 입장 번복, 즉 선거 전 

메시지와 선거 후 최종적 정치 행위로서 국회표결에서의 입장 변화는 

민주주의 사회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정치인의 

선거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유권자들은 이들의 정치적 입장에 대한 

정보를 얻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이 선호하는 후보자를 

선택하는데(Håkansson 1997), 만약 선거 전후의 입장에 차이가 있다면 

이러한 순기능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연구들은 정치인들의 입장 변화 및 번복이 유권자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다고 보았다(Andreottola 2016; Levendusky and 

Horowitz 2012). 플립플롭이 정치인에 대한 유권자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정치인들이 유능하지 못하다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에 따르면 표의 극대화를 위해 유권자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비용을 높게 인식한 정치인들은 자신의 입장을 번복하는 

것을 되도록 기피하게 된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정치인이 가질 수 있는 동기를 유권자에게 

호소하려는 동기만으로 지나치게 단순화하였고 따라서 이들이 왜 비용을 

감수하면서 입장을 바꾸게 되는지에 대해 체계적인 설명을 제공해주지 

않는다. 정치인들은 유권자에게 지지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선호하는 정책을 추구하거나 혹은 소속정당의 집단적 이익에 부응하고자 

하는 정치적 동기도 가질 수 있기에 유권자 평가에 대한 비용만으로 

정치인의 입장번복에 대해 설명하는 것은 한계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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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후보자 및 정치인들이 1) 유권자 지향적 동기, 2) 정책 

지향적 동기, 3) 정당 지향적 동기라는 세 가지 정치적 동기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선거 전후로 이러한 동기의 상대적 작용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만약 정치적 상황과 맥락에 

따라 정치인들이 전략적으로 고려하는 요인에 차이가 있다면 플립플롭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또 선거 전과 선거 후 간에 발생하는 정치적 

입장 차이에 세 가지 동기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2016년 20대 국회의원선거를 기준으로 

당선 전 후보자 TV토론과 당선 후 국회표결에 나타난 정치적입장을 

각각 1차원에서의 한 점수로 계량화하였다. 각 점수는 그 값이 높을수록  

해당 정치인이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입장을 가진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그리고 각 점수와 그리고 두 점수 간의 차이에 위 세 가지 정치적 

동기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이를 통해 말과 

행동에서의 차이가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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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문헌연구 
 

 

제 1 절 정치인의 플립플롭(Flip-Flop) 

 

플립플롭(Flip-Flop)이란 정치인들이 그들의 정치적 혹은 이념적 

입장을 번복 또는 번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2004년 미국 대선 

당시 이라크 전쟁에 대한 존 캐리(John F. Kerry)의 입장 번복을 

부시(George W. Bush) 캠프가 비판하는 과정에서 이 용어를 사용한 

이후로 주요 정치적 현상으로 주목받아왔다(Croco and Gartner 2014). 

이에 대한 기존 연구는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정리될 수 있다. 첫 째는, 

후보자 경선(primary election)과 본 선거(general election) 간 

후보자들의 정치적 입장 변화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이에 대한 

유권자 평가에 관한 것이다. 

우선 기존 연구들은 후보자 경선과 본선이라는 2단계 시스템 

안에서 후보자의 입장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연구하였다. 

휴멜(Hummel 2010)은 후보자들이 경선과 본선이라는 각 단계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지지자 그룹으로부터 지지를 호소해야 

하고, 경선에 참여하는 유권자층이 이념적으로 더 극단적인 위치를 

취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경선에서는 극단적 이념을, 본선에서는 이보다 

좀 더 중도적인 이념을 선택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특히 이러한 

중도화 정도는 입장변화에 따르는 정치적 비용에 따라 달라지며 만약 

이게 높다면 본선거에서도 중도화를 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아그라노브(Agranov 2016)는 후보자 경선과 본선을 거치면서 

후보자들이 어떻게 정치적 중도지점으로 옮겨오게 되는지를 연구했고, 

경선에서의 정보 가시성(visibility)이 높다면 중도화에 따르는 비용이 

높아져 본선에서 중도화를 하는 정도가 낮아지게 된다고 보았다. 톰즈와 

반하웰링(Tomz and Van Houweling 2014)은 이념위치의 

변화(repositioning)에 대한 정치적 위험성이 매우 크며,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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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에서 극단적인 이념입장을 취한 후보들은 본선에서도, 또 당선이 된 

후에도 쉽게 중도적인 입장을 취하지 못하게 된다고 보았다. 

정치인의 플립플롭에 대한 두 번째 주요 연구흐름은 이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에 관한 것이다. 연구자들은 정치인들의 입장 번복이 

그들에 대한 유권자의 신뢰도와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유능하지 

못하다는 이미지를 심어주게 된다고 보고한다(Andreottola 2016; 

Levendusky and Horowitz 2012; Tomz and Van Houweling 2014). 

또 플립플롭에 대한 유권자 평가는 이슈에 따라서도 달라지는데, 복잡한 

이슈나 과거의 이슈에 대해선 플립플롭을 하더라도 덜 부정적으로 

평가할뿐만 아니라(Doherty, Dowling, and Miller 2016), 이념이슈보다 

실용이슈에 대해선 덜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연구가 존재한다(Tavits 

2007). 반면 유권자들이 이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긴 하지만 이슈에 

따라서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보기도 한다(Tomz and Van Houweling 

2012). 또 기존 연구들은 정치적 입장 번복에 대한 유권자들의 부정적 

평가로 인해 정치인들이 유권자의 지지를 유지하기 위해 이를 피하게 

된다고 주장했다(Andreottola 2016; Tomz and Van Houweling 2012). 

그러나 정치인의 플립플롭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다음 두 가지 

불완전한 가정을 지닌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우선 기존 연구들은 

정치인들이 오직 유권자 다수의 지지를 얻어 당선되고자 하는 동기만을 

가졌을 것이라고 가정한다는 문제점을 지닌다. 이러한 가정은 정치인의 

행위 및 전략을 연구함에 있어서 매우 지배적인 시각으로, 대표적으로 

안토니 다운즈(Downs 1957)의 연구에 기반한다. 그의 공간 

이론(Spatial Theory)에 따르면 유권자와 정치인은 ‘좌-우(left-

right)’ 라는 1차원 이념공간에 위치하고, 유권자는 그 공간에서 

자신과 가장 가까운 후보에게 지지를 보내기 때문에 표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정치인들은 당선되기 위해 다수의 유권자가 밀집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으로 전략적으로 옮겨가게 된다. 이러한 다운즈의 

관점은 정치인의 행위 및 전략이 유권자의 지지를 얻고자 하는 유인을 

통해 충분히 설명될 수 있다고 가정한다. 플립플롭에 대한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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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들도 정치인들이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번복하거나 혹은 유지하는 

데에 따르는 비용을 주로 유권자들의 평가 차원에서 설명해왔다는 

점에서 이러한 가정을 공유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정치인들은 유권자의 지지를 얻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요인에 의해서도 그들의 정치적 입장을 결정하는 데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기존 연구에서 제시되었던 플립플롭에 대한 정치적 

비용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선거 전과 선거 후는 정치적 맥락의 

차이로 인해 정치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지점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 

때문에 선거 전후로 정치인의 입장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요인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알레시나(Alesina 1988)는 

정치인들이 선거 전에는 유권자의 지지를 얻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여기지만 당선이 된 후에는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정책을 실현시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게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는 정치인들이 선거 

전후로 서로 다른 정치적 동기를 가질 수 있고 이로 인해 플립플롭이 

발생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두 번째 문제점은 유권자들이 정보적 투표(informed 

vote)를 한다고 가정한다는 점이다. 정치인의 플립플롭에 대해 

유권자들이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실험연구들은 실험대상자에게 

정치인의 플립플롭에 대해 직접 알려주는 처치를 함으로써 이에 대한 

효과를 측정하고자 시도했다(Croco and Gartner 2014; Levendusky 

and Horowitz 2012; Tomz and Van Houweling 2012). 그러나 실제 

정치환경 속에서 유권자 개인이 정치인들의 입장 변화를 세세히 

추적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오히려 높은 정보처리 비용으로 인해 

비정보적 투표(uninformed vote)가 발생한다는 다수의 연구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연구에 따르면 유권자는 정치지식 수준이나 인지적 

정교함 등이 높지 않고(Converse 1964; Somin 1998), 백과사전적 

정보(Encyclopedia information)를 처리하는 데에 따르는 인지적 

비용으로 인해 주로 후보자의 정당이나 혹은 좌-우 이념스키마와 같은 

수단을 인지적 지름길(cognitive shortcut),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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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리스틱스(heuristics)로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다(Lupia 1994). 특히 

페트리와 듀발(Pétry and Duval 2017)은 유권자들이 이러한 

휴리스틱스를 사용하여 정치인들의 공약 이행 여부와는 상관없이 

이들에게 긍정적 혹은 부정적 평가를 내리게 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유권자의 정치적 무지는 민주주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된다(Somin 1998). 

또한 유권자들이 투표선택을 함에 있어 장기적 이슈가 아닌 단기 

이슈를, 특히 선거 직전에 불거진 쟁점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경향은 선거 이후의 정치적 입장 변화에 대한 

정치적 비용이 크지 않을 수 있음을 암시한다. 에첸과 바틀(Achen and 

Bartels 2012)이 1916년 미국 뉴저지 해안가에서 발생하였던 

상어공격사건이 이후의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유권자들이 매우 단기적인 이슈에 따라서 투표할 뿐만 아니라 

상어 공격처럼 행정부의 통제와는 전혀 상관없이 발생하는 돌발적인 

이슈에 근거하여 투표선택을 할 수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이 밖에도 

경제지표를 근거로 한 회고적 투표(retrospective voting)도 선거 

직전의 매우 단기적인 임금 인상(income growth)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Achen and Bartels 2004). 그리고 유권자의 이러한 

근시안적 투표행태는 정치인들로 하여금 근시안적인 정책을 추구하게 

만든다고 평가된다(Tufte and Gordon 1979). 앞서 플립플롭에 대한 

유권자 평가 연구 중에서도, 유권자들이 입장을 번복한 후보들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았으며 그보단 후보자들이 가진 현재의 입장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Croco and Gartner 

2014). 또 카롤(Karol 2009)은 이러한 유권자의 경향이 정치인들로 

하여금 플립플롭을 전략적으로 선택하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유권자의 정치인 평가와 관련된 위의 연구들은 결국 플립플롭에 

대한 유권자의 감시능력에 제한이 있음을 시사해준다. 특히 유권자가 

불완전한 정보를 가질뿐만 아니라 선거 직전의 단기적 이슈에 기반하여 

정치인을 평가한다는 선행 연구결과들은 만약 정치인들이 기간에 차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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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 플립플롭을 선택한다면 이것만으로는 유권자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지 않을 가능성을 제시해준다.  

정리하면 정치인들은 그들이 당선되기 전과 후에 서로 다른 동기를 

가지고 유권자의 감시를 피해 플립플롭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선거 전과 후에 발생하는 플립플롭은 유권자들의 투표선택과 실제 

정치적 결과 사이에 괴리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를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런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선거 전과 후에 정치인이 

어떠한 동기에 영향을 받아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결정하게 되는지 

분석함으로써 플립플롭이 발생하게 되는 메커니즘을 연구하고자 한다. 

 

 

제 2 절 정치인의 세 가지 전략적 동기 

 

정치인이 시기별로 다른 정치적 입장을 지닌다면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그들의 정치적 입장이 근본적으로 전략적 

선택임을 전제할 때, 정치인이 자신의 입장을 결정하는 데에 고려하는 

요인 및 동기를 크게 1) 유권자 지향적 동기, 2) 정책 지향적 동기, 3) 

정당 지향적 동기라는 세 가지로 재구성할 수 있다. 만약 정치인들이 

유권자 지향적 동기를 가진다면 지역구 유권자의 선호에 따라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설정할 것이고, 정책 지향적 동기를 가진다면 자기 

자신의 정책적 선호에 따라, 정당 지향적 동기를 가진다면 소속된 

정당의 선호에 따라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설정할 것이다. 이러한 세 

가지 전략적 동기의 상대적 작용력이 선거 전후라는 시기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 동기가 지향하는 정치적 입장에 서로 차이가 있다면 

정치인은 플립플롭을 선택할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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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유권자 지향적 동기 

 

가장 기본적으로 정치인은 유권자 지향적 동기를 가진다. 즉, 

유권자 선호에 따라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정하고자 한다. 모든 

정치인들은 다수의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함으로써 표의 극대화(vote 

maximizing)를 추구하고 선거에서 당선되거나 혹은 자신의 정치적 

자원을 유지하고자 한다. 유권자 지향적 정치인을 가정한 연구에는 크게 

근접성 모델(Proximity Model)과 방향성 모델(Directional Model)에 

근거한 연구들이 있다. 

우선 근접성 모델(Proximity Model)을 주장한 안토니 다운즈는 

앞서 기술되었듯 개별정치인과 유권자가 좌-우 1차원 이념공간 속에서 

각자 이념위치를 가지는데 이때 유권자는 이념 공간 속에서 가장 근접한 

후보자에게 투표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러한 모델에 따르면 유권자의 

이념 분포가 이념적 중위점을 중심으로 하나의 정점을 가진 

단봉형(single peaked)일 때 정치인들은 표의 극대화를 위해서 이 

중위점으로 수렴하게 된다 (Downs 1957). 그리고 수많은 연구들이 

이러한 다운즈의 이론적 모델을 공유해왔다(Hinich 1977; Hinich, 

Ledyard, and Ordeshook 1972; Hinich and Ordeshook 1970; 

Hotelling 1929; Kramer 1977; Smithies 1941).  

반대로 방향성 모델(Directional Model)에 따르면 유권자가 가장 

가까운 후보가 아니라 좌-우 이념 위치에서 자신과 ‘방향’이 같은 

후보자 중 가장 극단에 위치한 후보에게 투표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만약 후보자들이 유권자들의 투표선택 경향이 방향성 모델을 따를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표의 극대화를 위해 근접성 모델과는 반대로 

정치적 중위점에서 멀어지는 전략을 선택한다(Rabinowitz and 

Macdonald 1989). 즉 이에 따르면 후보자들이 방향성 모델에 따라 

행동할 때 이들의 정치적 입장은 평균적인 유권자 선호로부터 더 

멀어지게 된다. 

이 두 가지 모델은 정치인의 전략적 위치에 대해 완전히 상반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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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을 함으로써 그동안 정치인의 전략 및 행위 연구에 있어서 수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정치인들이 소속정당과는 별개로 지역구 유권자의 

이념위치로 수렴(converge)한다는 연구(Fenno 1978; Fiorina 1974; 

King 1997; Mayhew 1974)와 그렇지 않고 양극화 또는 

분열(diverge)된다는 연구들이 존재한다(Ansolabehere, Snyder, and 

Stewart 2001; Hager and Sullivan 1994). 이러한 모순적 

연구결과들로 인해 ‘지역구 유권자에게 호소하는 행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념적 ‘수렴’ 혹은 ‘분열’ 중 어떤 것을 지표로 삼아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즉 두 모델은 모두 정치인이 유권자 

지향적인 동기를 가졌을 것이라는 시각을 공유함과 동시에, 어떤 것을 

지역구 유권자에게 호소하는 행위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대립한다.  

예를 들어 안솔리비히어 등(Ansolabehere, Snyder, and Stewart 

2001)은 1874년부터 1996년까지 미국의 선거 후보자들이 가지는 

이념위치를 분석하면서 그들이 결코 이념적으로 수렴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지역구 유권자에게 대한 책임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한 바 있다. 

이념적 수렴 정도가 낮게 나타난 것을 토대로 후보자들이 지역구 

유권자에게 맞추지 않는다고 평가한 것이다. 하지만 후보자 간 

이념격차에 대한 앞선 모순적 결과들을 볼 때, 유권자 지향적 동기를 

연구함에 있어서 이념적 수렴과 분열 정도를 지표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두 상반된 지표 모두가 유권자 지향적 

동기로부터 기인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이것의 정도를 

결정하는 데에 유권자 요인보다는 다른 요인들이 개입되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안솔리비히어 등이 같은 연구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이념 격차가 존재하는 것과는 별개로 지역구 유권자들의 

보수성(conservatism)이 증가할수록 민주당과 공화당 후보 사이의 

중앙점(mid-point) 또한 보수적인 방향으로 이동해간다는 점을 밝힌 

것은 주목할 만하다. 즉 양당 간에 이념적 격차가 존재하지만, 이것과 

별개로 지역구유권자의 성향에 맞춰 후보자들의 이념 축 또한 이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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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다는 것이다. 이때 지역구 유권자들의 보수성은 직전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자에 대한 해당 지역구 득표율로 계산되었다. 또 2000년 미국 

총선에 대한 버든(Burden 2004)의 연구에서도 지역구 유권자의 

보수성이 증가할수록 양당 간의 이념적 중앙점이 보수적인 방향으로 

이동해가는 경향이 유사하게 발견되었다. 따라서 만약 정칯인들이 

유권자 지향적 동기를 가지고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설정한다면 지역구 

유권자의 선호가 보수적일수록 자신의 정치적 입장도 유권자의 정치적 

성향에 맞춰 보수적인 방향으로 이동시킬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구 유권자의 보수성이 후보자 및 정치인의 

정치적 입장에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함으로써 정치인의 유권자 지향적 

동기가 선거 전후로 얼마나 크게 작용했는지 연구하고자 한다. 만약 그 

동기의 영향력이 강하다면 지역구 보수성의 영향력이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한편 이러한 유권자 지향적 동기는 특정 조건에 따라 강화 혹은 

약화될 수 있다. 따라서 선거 전후로 일정한 수준 이상의 영향력을 

일관되게 가질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 맥레이(Macrae 1952)의 

‘득표차 가설(Marginality theory)’에 따르면 적은 득표차(narrow 

margin)로 당선된 후보자들은 당선 후 국회 표결에서 지역구 유권자를 

더욱 고려하에 되어 이들의 선호에 맞춰 중도지점으로 수렴하게 된다고 

한다. 선거에서 득표차가 적은, 즉 경쟁성(competitiveness)이 높은 

지역구에서 당선된 의원들은 그들의 소속 정당만으로는 재선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역구 유권자에게 더욱 특별한 관심을 

가지게 되는 반면, 경쟁성이 낮은 지역구의 의원들은 이러한 

위험의식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더 넓은 선호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Crane and Meredith W 1968; Keefe 1966). 그리고 

이러한 가설은 1958년 펜실베이니아 의회(Dye 1961), 1957년 

위스콘신 하원(Patterson 1961), 1961년 메사추세츠 하원(Pesonen 

1963)에 대한 연구 등에서 반복적으로 검증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지역구 유권자에게 맞추고자 하는 유인이 직전 선거의 득표차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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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직전 선거에서의 

지역구 경쟁성 정도가 높으면 이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나 혹은 이 

지역구에서 당선된 정치인들은 유권자 지향적 동기가 보다 강하게 

나타날 수 있고, 따라서 지역구의 선호가 그들의 정치적 입장에 미치는 

영향이 보다 높게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유권자 지향적 동기만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현상들을 동시에 보고해왔다. 헌팅턴(Huntington 1950)은 득표차 

가설과는 반대로 경쟁성이 높은 지역의 후보자들이 오히려 이념적으로 

분열된다고 주장했고, 피오리나(Fiorina 1973)도 경쟁성이 높은 지역구 

출신의 정치인이라고 하더라도 당선 후 그들의 국회표결이 더 

중도적이거나, 혹은 표결에서 유권자를 고려하여 더 타협적인 투표를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 선거에서의 유권자 선택이 선거 후 

국회표결에까지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는 연구결과도 존재한다(Lee, 

Moretti, and Butler 2004). 장기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후보자의 

이념위치를 분석한 안솔리비히어 등의 연구에서도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이념 격차가 가지는 경향이 지역구 유권자보다는 오히려 정당의 

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Ansolabehere, Snyder, and 

Stewart 2001).  

더욱이 선거를 앞둔 시기의 후보자의 정치적 입장 조차 유권자 

지향적 동기만으로 설명되지 않을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관찰되는 

극심한 엘리트 양극화는 정치인들의 입장에 대해 당지도부의 선호 및 

통제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나타내고(Layman, Carsey, and 

Horowitz 2006), 이럴 경우 정당에 따른 정치적 선명성이 중요해짐에 

따라 선거를 앞둔 시기라 하더라도 평균적인 지역구 유권자의 선호에 

맞추고자 하는 정치인들의 동기가 약해질 수 있기 떄문이다. 정당에 

따른 당파성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해지는 경우 후보자들은 지역구의 

평균적인 유권자 선호에 따르기 보다, 정당에 따라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설정하고자 할 것이다. 유권자의 투표 선택과 이에 따른 

정치인의 전략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 방향성 모델의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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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들이 선거 전이라 할지라도 단순히 지역구 유권자의 평균적 선호 

지점에 맞추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정치인이 유권자 지향적 동기에 강항 영향을 받음과 

동시에, 이것만으로는 선거 전후로 나타나는 정치인의 입장을 설명하는 

데에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시사해준다. 

정리하면 정치인들은 특정한 환경 아래에서 유권자 지향적 동기에 

강한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이는 유권자 선호에 따라서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설정하고자 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선행연구들은 유권자 지향적 동기가 정치인의 행태를 설명하는 데에 

충분하지 않으며 다른 요인 및 동기들이 함께 고려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특히 선거 전 정치인들이 유권자의 선호에 따를 것이라고 단순히 

가정되는 경향이 있지만, 만약 후보자들이 유권자 투표에 대해 방향성 

모델을 가정한다면 그들은 단순히 지역구의 평균적인 유권자 선호에 

맞추려고 하지 않을 수 있다. 또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된 상황에서 

정당에 따른 정치적 선명성이 강조되는 경우에도 유권자 지향적 동기가 

약해질 수 있다. 

 

 

2-2. 정책 지향적 동기 

 

정치인은 유권자 지향적 동기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책 선호를 

따르려는 동기, 즉 ‘정책 지향적 동기’도 가진 것으로 나타난다. 

휘트만(Wittman 1983)은 정치인들이 오직 선거에서 당선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고 가정한 순수 다운즈 모델을 비판하며, 당선가능성 뿐만 

아니라 정책 선호(policy preference) 또한 중요한 정치적 고려사항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후 많은 학자들이 정책 지향적 동기를 

가진 후보자 및 정치인의 전략적 선택에 관해 연구를 

시도하였다(Brams and Merrill 1991; Calvert 1985; Chappell and 

Keech 1986; Cox 1984; Groseclose 2001; Kollman, Miller, and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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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Mitchell 1987; Roemer 2001).  

그 외에도 많은 연구들이 정치인이 유권자 지향적 동기뿐만 아니라 

정책 지향적 동기도 가지고 있고 이것에 따라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설정할 수 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더간과 페이(Duggan and Fey 

2005)는 만약 다당제 시스템(multiparty system) 아래에서 

정치후보자들이 정책 지향적 동기를 가진다고 가정한다면 다운즈가 

가정한 이념적 균형상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정치엘리트의 의사결정에 관한 지난 경험연구들에서도 정치인들이 그들 

자신의 정책 선호를 추구하는 것을 중시한다는 것을 밝혀왔다(Fiorina 

1974; Muller and Strom 1999). 페레스(Peress 2013)는 미국 

사회에서 선거 후보자들이 지역구 유권자의 이념선호로부터 멀어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원인을 연구했고, 유권자와 엘리트 간의 이념 

차원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근거로 정치엘리트들의 정책 지향적 동기가 

이러한 차이를 만들 가능성에 대해 제시한 바 있다. 특히 

알레시나(Alesina 1988)는 자신의 이론모델을 통해 정치인들이 선거 

전에는 당선가능성을 높이고자 유권자 지향적인 동기를 가지지만 선거 

후에는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정책을 실현하려는 동기를 가지기 때문에 

선거 전후로 비일관성(inconsistency)이 발생하게 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정책 지향적 동기가 정치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정치인의 전략에 대한 지난 연구들에선 이러한 요인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 크레비엘(Krehbiel 1993, 1999)은 개별 정치인의 정책선호를 

독립적인 변수로 취급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역설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국회표결 등에서 정당의 요인이 유의미하게 나타난다고 밝힌 

기존 연구들이 대부분 정치인의 정책 선호에 대해 통제하지 않았고, 

따라서 소속정당에 따라 표결결과가 달라진다는 연구결과들이 실제로 

정당으로 인한 것인지 혹은 정치인의 정책 성향이 단지 정당의 방향과 

일치했을 뿐인지에 대해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국회에서 

상임위 구성과 의장의 임명 등에 있어 정치인 개인의 선호를 통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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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면 정당요인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음을 밝혔다(Krehbiel 

1993). 이러한 연구들은 정치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책선호가 그들의 

정치적 입장 혹은 행위에 독립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는 정치인이 가진 정책 선호가 선거 전후의 정치적 

입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2016년 총선 당선자에 

대해 실시된 정책설문으로 그들의 정책선호를 추정하고자 한다. 만약 

앞선 연구들이 시사하듯이 정치인들이 정책 지향적 동기를 가진다면 

정책선호가 그들의 말과 행위에 드러난 입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유권자 지향적 동기와 마찬가지로 정책 지향적 동기 또한 특정 

조건에 따라 강화 혹은 약화될 수 있다. 선행 연구들은 정책 지향적 

동기를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정치인들이 가진‘비정책적 요인(non-

policy factor)’에 대해 주목해왔다. 페레스(Peress 2010)는 정치인이 

가진 비정책적 강점(non-policy advantage)이 강할수록 그들이 가진 

정책 지향적 동기가 강화될 수 있음을 주장했다. 즉, 선거에서 비정책적 

강점을 가진 후보자들은 당선가능성이 비교적 높기 때문에 자신이 

선호하는 이상적 정책을 좇아서 정치적 중위점을 벗어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를 가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정책적 강점은 흔히 비이념적 

강점(valence factor)으로 지칭되는데, 이에는 현직자(incumbency), 

좋은 경제적 조건, 개인적 명성, 카리스마, 능력 등을 들 수 

있다(Adams, Merrill, and Grofman 2005). 스톤과 시마스(Stone and 

Simas 2010)는 비이념적 강점이 후보자의 정치적 입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그들의 연구에서, 비이념적 강점을 크게 캠페인 

강점(campaign valence)와 캐릭터 강점(character valence)으로 

나누어 각각의 후보를 평가하였고, 일반적으로 도전자가 아닌 

현직자들이 이러한 두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비이념적 강점이 후보자 및 정치인의 이념위치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상반된 두 가지 결과로 요약된다. 첫 번째는 이러한 

강점을 가진 정치인들이 지역구 유권자로부터 멀어져 극단적인 입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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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다는 것(Burden 2004; Fenno 1978)과, 두 번째는 반대로 지역구 

후보자에게 가까워지면서 중도적인 입장을 취하게 된다는 

것이다(Groseclose 2001; Stone and Simas 2010). 전자는 앞서 

언급했듯 비이념적 강점을 가진 후보들이 자신의 높은 당선가능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이상적 정책을 추구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다고 

설명한다. 반면 후자는 이러한 강점을 가진 후보들이 상대후보와의 정책 

차이를 좁힘으로써 오직 비이념적 강점으로만 평가받아 자신의 

당선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설명한다. 즉 전자는 비이념적 강점이 

정책 지향적 동기를 강화시키는 것으로 평가하지만, 후자는 오히려 더 

약화시키는 것으로 평가한다.  

이를 볼 때 정책 지향적 동기 또한 선거 전후로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하기가 어렵다. 또한 이러한 상반된 

결과들은 후보자 및 정치인들이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설정할 때 정책 

지향적 동기 외에도 다른 요인을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치인이 가진 정책선호가 이들이 선거 전후로 

내보이는 정치적 입장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면서 유권자 

지향적 동기와 이후 논의할 정당 지향적 동기까지 함께 고려하고자 한다. 

앞선 연구들이 유권자 지향적 동기와 마찬가지로 정책 지향적 동기에 

대해서도 이들만으로는 정치인의 정치적 입장을 설명하기 어려운 모순적 

결과들을 보고해왔고 따라서 이것 외에 다른 동기를 함께 고려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2-3. 정당 지향적 동기 

 

정치인은 정당 지향적 동기를 가질 수 있으며, 이럴 경우 정당 또는 

당지도부의 선호에 따라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설정할 수 있다. 

로베르트 미헬스(Michels 1915)는 그의 고전적 저서에서 정당 조직이 

발전되어 갈수록 당지도부를 중심으로 권력이 집중되어가는 과두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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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이 현대정당의 필연적 본질임을 밝힌 바 있다. 이는 정당에 소속된 

개별 정치인들이 당지도부에게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암시한다.  

실제로 개별 정치인의 행태를 분석한 기존의 경험연구들은 앞선 두 

가지 동기, 즉 유권자 지향적 동기와 정책 지향적 동기만으로는 이들의 

이념 및 행태를 분석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정당 및 당지도부라는 

요인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선거에서의 

당선가능성이 국회에서 정치인들의 표결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가 

빈약하고(Lee, Moretti, and Butler 2004), 표결행위에 대한 정치인 

개인의 선호와 소속정당 간의 상대적 작용력을 비교했을 때 소속 정당이 

더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S. Jenkins 2006). 

또한 캄(Kam 2009)은 국회표결에 대한 개별의원들의 일탈(dissent)을 

설명함에 있어서 정치인 개인의 정책 선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소속 정당에 관한 요인들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함을 밝힌 바 있다. 또 

개별정치인의 표결행위뿐만 아니라 발언에 대해서도 당지도부의 

영향력이 나타날 수 있다(Proksch and Slapin 2012). 이러한 연구들은 

유권자 지향적 동기와 정책 지향적 동기 외에 정당 지향적 동기에 의해 

정치인들이 추동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정치인들은 정당 및 

당지도부의 선호에 따라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설정할 수 있다. 

정당은 개별의원들의 결속력을 지속시켜 집단 차원의 이익을 

실현하고자 할 유인을 가지기에 정치인에게 압력을 행사한다. 정당이 

의원들의 일탈을 최소화하고 당지도부의 권력을 강화시킴과 동시에 

원하는 정책을 실현시키고자 한다는 것이 그동안 학계에 보고되어 

왔으며, 이때 의원들은 개인의 이익을 희생시키고 집단적 이익에 

봉사하게 된다(Cox and McCubbins 2007; Patterson and Caldeira 

1988). 개별정치인들이 소속 정당의 선호에 맞춰 일관된 선호를 

보여줄수록 그 지도부의 권력이 강화되는데(Aldrich 1995; Aldrich and 

Rohde 2000, 2001; Rohde 1994), 만약 이러한 일관성이 깨졌을 때 

정당은 치명적인 위험에 직면한다. 캄(Kam 2009)은 국회표결에서 

개별정치인의 일탈(dissent)이 당지도부의 리더십을 약화시키고 정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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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구하는 정책을 실패 시킬 뿐만 아니라, 유권자에게 분열(disunity)의 

신호를 줌으로써 선거에서의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정당 및 당지도부는 개별의원들의 결속력을 지속시키고자 하는 유인을 

가지게 된다. 

정당이 개별의원들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통제력을 가하게 되는지에 

대해선 여러 연구들이 존재한다. 캄(Kam 2009)은 정당이 

개별정치인에게 가하는 통제의 종류를 크게 형식적(formal), 

비형식적(informal) 형태로 나누었다. 형식적 통제는 선거시스템, 

내부의 정강 및 강령 등을 통한 통제의 형태를 뜻한다. 또 비형식적 

통제는 정당 내의 암묵적 분위기 및 규범을 뜻하는 것으로, 정치인들의 

선수가 높을수록 이러한 규범에 의해 사회화(socialization)되는 정도가 

높아져 정당 또는 당 지도부가 지향하는 바에 충성하게 된다(Crowe 

1983, 1986; Hobby 1987; Kam 2009). 정당의 구성원들은 어떤 

행위가 옳고 어떤 행위가 옳지 않은지에 대한 기대를 서로 공유하며, 

이러한 비형식적 규범에 개별정치인의 행위가 완전히 결정되진 않더라도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Kornberg 1967). 

또 의제설정 모델(Agenda-setting models)에 따르면 당지도부는 

의회의 의제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통제력을 행사하기도 한다(Cox and 

Mathew D 2005; Tsebelis 2011). 그리고 이는 표결의제(voting 

agenda) 뿐만 아니라 토론 의제(debate agenda)에까지 그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며(Proksch and Slapin 2012), 당지도부는 

의제설정을 통해 원하는 정책을 통과시키거나 혹은 반대하는 정책을 

지연 또는 철회시키고자 한다. 

정당 및 당지도부는 개별 정치인의 상승 및 

발전욕구(advancement)를 이용하여 이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다(Kam 2009). 즉 정치인은 자신의 정치적 지위를 높이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는데, 정당이 이러한 기회를 통제함으로써 정치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특히 대의민주주의 시스템에서 정당이 

가지는 핵심적인 기능은 정치충원, 즉 후보자 공천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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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되는데(Lundell 2004; Schattschneider 1960), 

파네비앙코(Panebianco 1988)는 이러한 정치충원 과정이 정당 내부의 

권력 관계에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경우에도 후보자 

선출과정이 각 정당의 지도부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 것으로 

나타난다(유경화 2015; 전용주 2005). 이는 개별 정치인의 입장에서 

후보자로 선출되어 당내의 지도층으로 올라가는 등 정치적 성공을 

이루고자 할 때 당내 지도부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개별의원의 입장에서 당의 필요에 

따라 행동할 유인이 상당부분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정당의 통제력이 강하고 개별 정치인들이 이러한 압력에 

따른다면, 이들의 말과 행동에서 나타나는 정치적 입장은 소속 

정당으로부터 유의미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앞서 유권자 지향적 동기, 정책 지향적 동기를 살핌과 동시에 

소속정당의 영향력을 살핌으로써 정당 지향적 동기의 작용력에 대해서도 

함께 분석하고자 한다. 

하지만 정당 지향적 동기 또한 선거 전후로 일정한 수준의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이 동기 또한 특정 조건에 따라 그 

영향력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정당의 압력이 

존재한다는 것 사실 자체가 정치인이 이들의 압력에 응한다는 점을 

보장해주진 않는다. 캄(Kam 2009)은 특정 조건에서 정당의 통제를 

따르고자 하는 개별정치인들의 정치적 동기가 강화 또는 약화될 수 

있음을 경험적으로 밝혔다. 그는 ‘LEADS 모델(MP’s Loyalty 

Elicited through Advancement, Discipline, and Socialization)’을 

제시하며 개별정치인이 정당의 통제에 부응하여 결속력을 유지하는 

정도가 다음 다섯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았다. 첫 째는 집권당 

소속여부이다. 집권당 소속 의원의 경우 야당보다 의원들 간 결속에 

대한 압력을 보다 강하게 느끼기 때문에 이들은 정당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된다. 두 번째는 정당의 지지율로, 이것이 높을수록 당지도부의 

영향력이 강해지므로 개별정치인의 일탈이 줄어든다. 세 번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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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의 열성추종자 비율이다. 지역구에 이들의 비율이 높게 

나타날수록, 개별정치인들은 정당보다는 유권자에게 더 신경을 쓰기 

때문에 정당으로부터의 일탈 정도가 높아진다. 네 번째는 의원의 

선수로서, 다선 의원인 경우 초선 의원보다 비형식적 규범에 대한 

사회화 정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당지도부의 선호에 더 충실하게 된다. 

마지막은 정당 내부의 상승 기회로서, 이러한 기회가 많을수록 

정치인들은 자신의 정치적 성공을 위해 당지도부의 입장에 충실하게 

된다(Kam 2009).  

지금까지 정치인의 메시지 및 행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세 가지 정치적 동기에 대해 정리하였다. 하지만 이상에서 논의한 기존 

연구들은 다음 두 가지 문제점을 가진다. 먼저 기존연구는 정치인의 

레토릭 및 행위 전략의 기저에 존재하는 세 가지 동기를 구분하여 이들 

간의 상대적 작용력에 대해 비교연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많은 

연구들이 오직 하나의 동기에 기반하여 정치현상을 설명하고자 

하거나(Andreottola 2016; Ansolabehere, Snyder, and Stewart 2001; 

Downs 1957), 혹은 두 가지 동기에 대한 비교연구를 

시도하였다(Alesina 1988; Fiorina 1973; S. Jenkins 2006; Kam 2009; 

Krehbiel 1993, 1999; Wittman 1983). 하지만 앞서 기술했듯,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동기만으로 정치인의 행위를 설명하고자 한 많은 연구들이 

매우 상반되는 모순적 결과들을 보고해왔다. 위 세 가지 정치적 동기가 

모두 정치인의 행위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는 선행연구들을 볼 

때, 다른 동기들을 통제하지 않은 채 일부의 메커니즘만으로 정치인의 

입장을 설명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안솔리비히어 

등(Ansolabehere, Snyder, and Stewart 2001) 또한 선거 후보자의 

이념위치에 대한 그들의 연구에서 이것의 경향이 유권자 요인만으로는 

설명되지 않고 정당 요인을 따르는 것 같다고 하면서도, 정당 

요인으로도 설명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평가한 바 있다. 또 알레시나(Alesina 1988)는 정치인들이 선거 전에는 

유권자에게 호소하며 표의 극대화를, 선거 후에는 정책 실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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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구한다고 주장했지만 이것은 경험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 반면 또 

다른 연구들은 당선된 국회의원들에게 다른 요인보다 정당요인이 강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이렇듯 정치인의 전략적 고려에 대한 현재의 

연구들은 다소 파편적인 설명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통합적인 

시각을 제공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또 선행연구들이 보여주는 

상반된 결과들을 볼 때, 세 가지의 전략적 동기를 함께 고려할 경우 

선거 전과 후에 어떤 동기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날지 확신할 수 

없다. 

지난 연구의 두 번째 문제점은 특정 정치적 동기가 시기 또는 

맥락과 상관없이 고정적일 것이라고 간주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시기에 

따라, 특히 선거 전과 후에 정치인이 마주하게 되는 정보와 환경은 매우 

이질적일 것이므로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높이기 위해 중요시 여기는 

지점이 달라질 수 있다. 안드레톨라(Andreottola 2016)는 정치인의 

플립플롭에 대한 자신의 이론을 발전시키면서 정치인들이 가진 정보 

또는 환경이 변화하면서 입장 변화에 대한 유인이 발생하게 된다고 

하면서도, 유권자들의 부정적 평가에 따르는 비용으로 인해 자신의 

입장을 쉽게 바꾸지 못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앞서 논의했듯이 정치인이 

언제나 혹은 오직 유권자 지향적인 동기만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기에, 

이들이 인지하는 플립플롭에 대한 정치적 비용 또한 시기와 환경에 따라 

가장 중시하는 요인이 바뀌면서 달라질 수 있다. 

이상의 논의에 기반하여 본 연구는 정치인의 메시지 및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적 동기를 크게 1) 유권자 지향적 동기, 2) 

정책 지향적 동기, 3) 정당 지향적 동기로 나누었다. 그리고 2016년 

국회의원선거를 기준으로 선거 전과 후에 이들의 상대적 작용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 선거 전후로 발생하는 정치적 입장 차이에 각 

동기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함으로써 정치인의 플립플롭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 선거 전과 선거 후 사이에 발생하는 정치적 

입장 차이에 대해 위 세 가지 정치적 동기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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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후보자 TV토론과 국회표결의 정치적 입장 비교 

 

선거커뮤니케이션은 후보자 및 정치인의 메시지가 유권자에게 

이들의 정치적 입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투표선택을 돕는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적 의의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된다(Håkansson 1997). 

특히 선거기간에 개최되는 후보자 TV토론은 같은 조건에서 후보자의 

정책 및 자질을 직접 비교해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정치수단으로 

지지후보를 결정하는 데에 풍부한 정보를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그 

정치적 의미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권혁남 2002). 실제로 

그동안 후보자 TV토론은 유권자에게 선거 관련 지식과 선거이슈에 

대한 학습을 도와주고(문성철, 양문희 2009; 이강형 2007; 이준웅 

1999; 정성호 2003), 후보자 이미지 지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이강형 2007), 지지후보 선택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양승찬 2003). 또한 지지후보에 대한 태도를 강화시키고(나은영, 

한규석, 고재홍 2003; 송종길, 박상호 2009), 결과적으로 투표참여를 

높이를 것으로 알려져 있다(문성철, 양문희 2009; 송종길, 박상호 

2009). 

선거커뮤니케이션이 가지는 이러한 순기능은 선거기간동안 나타난 

후보자의 정치적 입장이 그들이 당선된 후에도 일관되게 유지될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정치인들의 국회표결은 당선된 후 나타나는 

최종적 정치행위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상적인 선거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다면 선거 전 메시지와 선거 후 국회표결에서 나타나는 정치적 

입장이 일관될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선거 전 

메시지와 선거 후의 국회표결에서의 정치적 입장이 바뀌는 플립플롭이 

발생한다면 선거커뮤니케이션의 순기능은 제대로 작동될 수 없다.  

하지만 앞선 논의에 기반할 때 선거 전 TV토론과 선거 후 

국회표결에 서로 다른 정치적 동기가 작용한다면 플립플롭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선거 전 TV토론과 선거 후 국회표결에 나타난 

정치적 입장을 계량적으로 추정하고, 각각의 정치적 입장과 그 차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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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가지 정치적 동기, 즉 1) 유권자 지향적 동기, 2) 정책 지향적 동기, 

3) 정당 지향적 동기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함으로써 플립플롭이 

발생하게 되는 메커니즘을 연구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정치인의 말과 행위로부터 서로 

비교가능한 정치적 입장이 추정되어야 하지만, 자료의 이질성으로 인해 

이에 대한 비교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아래에서는 후보자 TV토론과 

국회표결에서의 정치적 입장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이 둘 간의 

비교가능성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국회표결에 비해 후보자 

TV토론에 나타난 정치적 입장을 계량화하여 분석한 연구가 매우 

희박하기에 이것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하였다. 

우선 후보자 TV토론의 텍스트로부터 유의미한 정치적 입장이 

추정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에 답하기 위해 선거기간 동안 

미디어를 통해 표출되는 정치인의 언어에 그들의 정치적·도덕적 

가치관과 정체성이 내포되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언어학자 조지 레이코프(Lakoff 2010, 2014)의 

연구는 선거기간 동안 사용되는 정치인들의 언어가 그들의 정치적 

정체성과 전략을 강하게 내포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그는 

정치인들이 사용하는 단어 및 은유가 특정한 도덕적 가치관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이며, 이것이 그 단어와 관련되어 있는 유권자들의 도덕적 

정체성을 작동시키고, 따라서 유권자들이 이러한 도덕적 프레임에 따라 

투표를 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만약 우리나라의 선거 후보자들이 

소속 정당이나 정책선호 혹은 지역구 유권자 성향 등 특정한 속성에 

기반하여 자신의 정치적인 정체성을 형성하고 또 공유하고 있다면, 

이러한 정체성이 그들이 사용한 단어에 드러날 것임을 짐작해볼 수 있다. 

선거 TV토론은 정치인들이 사용하는 이러한 전략적 언어가 가장 

잘 드러날 수 있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후보자 TV토론은 모든 

후보가 제한된 발언 시간 내에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대해 유권자에게 

전달을 해야 하는 자리이므로, 토론회에서의 후보자 발언은 자신이 

전략적으로 설정하고자 하는 정치적 입장 또는 위치(position)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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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그동안 선거 TV토론에 참여하는 후보자들의 발화 내용에 

여러가지 정치적 전략이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보고되어 왔다. 

미노우(Minow 2012)는 선거 TV토론에서의 후보자 

포지셔닝(positioning)이 전략적으로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후보자들은 

자기 자신은 보다 긍정적으로 포지셔닝 하는 반면에 상대 후보에 대해선 

보다 부정적으로 포지셔닝 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즉 TV토론에서 

후보자들은 포지셔닝을 통해 자기 자신이 상대 후보보다 좀 더 호감이 

가는 인물일 뿐만 아니라, 더 나은 능력 및 성취 결과를 가지고 있고, 

자신의 역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으며, 당선 후 더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려고 한다는 것이다. 또 베노이트 

등(W. L. Benoit and Harthcock 1999)은 후보자의 언어적 메시지가 

수행하는 기능을 크게 주장(acclaims), 공격(attacks), 

방어(defenses)로 나누어 TV토론에서의 후보자 전략을 분석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토론에서 현직자(incumbent)는 주장과 방어를 많이 하는 

반면, 도전자(challenger)는 주로 공격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분석틀은 미국의 후보자 TV토론 분석뿐만 아니라 정치 광고, 

정치인 연설 등의 정치담론 분석에까지 폭넓게 적용되어왔으며, 

국내에서도 TV토론 후보자들의 설득전략을 분석하는데 광범위하게 

이용되어왔다(김관규, 김춘식 2008; 김관규 , 박연진 2007; 김춘식 등. 

2004; 박연진, 김관규 2014; 송종길 2004). 

하지만 TV토론에 나타난 후보자 전략에 대한 선행연구는 주로 

메시지의 수사적 기능에 대한 내용분석이 주를 이루어 왔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가령 베노이트 등이 제시한 분석틀은 토론에서 

후보자들이 사용한 단어나 표현 자체를 분석 대상으로 삼은 것이 

아니기에, 그들이 사용한 언어에 드러난 정치적 입장을 추정하기가 

어려우며 국회표결과 비교를 수행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따른다. 

한편 정치인들의 말에 정치성향 및 이념 등이 내포되어 있다는 가정 

하에 이로부터 정치인들의 성향 또는 이념을 추정하는 텍스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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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법들이 개발되어왔다. 이는 정치인의 말과 표결행위에서의 

정치경향성을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대표적으로 

정치인의 메시지로부터 정치성향을 추정하는 기법(ideological 

scaling)으로 워드스코어(WORDSOCRE)와 워드피쉬(WORDFISH)를 

들 수 있다(Grimmer and Stewart 2013). 이는 대량의 정치텍스트를 

사용하여 발화자가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들의 발현빈도를 

서로 비교하고, 여기서 나타난 경향이 유사한 정치인들이 1차원 

공간에서 서로 비슷한 점수를 받도록 함으로써 정치텍스트에 내재되어 

있을 것으로 간주되는 상대적인 정치성향을 추정하는 기법이다. 또 

이로부터 추정된 정치성향은 전문가들의 설문응답과 높은 상관성을 

보임으로써 그 타당성이 반복적으로 검증되어왔다(Grimmer and 

Stewart 2013; Laver, Benoit, and Garry 2003; Slapin and Proksch 

2008). 즉 전문가들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성향을 가졌다고 

판단된 정치인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수적인 성향을 가졌다고 

판단된 정치인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Grimmer and Stewart 2013). 이는 정치인들의 표결기록 

뿐만 아니라 말을 통해서도 이들이 가진 정치적 경향성을 계량적으로 

추출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국회표결의 경우에는 그동안 그 계량화의 용이함으로 인해 정치인의 

이념 또는 정치성향을 분석하는 데에 유용한 데이터로 활용되어 왔다. 

대표적으로 풀과 로젠탈(Poole and Rosenthal 1997, 2017)은 W-

NOMINATE 방식을 통해 국회표결에서 의원들이 가지는 이념을 

추정했고 정당 간의 이념격차가 뚜렷이 발생하고 있다는 현상을 발견한 

바 있다. 또 클린턴 등(Clinton, Jackman, and Rivers 2004)도 

베이지안 접근방식에 기초하여 개발한 2모수 IRT(Two-parameter 

Item Response Theory)를 통해 표결에서 정치인의 이념성향을 측정한 

바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국회표결에는 유권자(J. A. Jenkins, Schickler, 

and Carson 2004; Kramer 1977)뿐만 아니라 정당 지도부의 영향도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된다(S. Jenkins 2006; Schwarz, Traber,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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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oit 2017; Snyder and Groseclose 2000). 한국에서도 국회표결을 

바탕으로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입장을 추정한 연구들이 다수 

존재한다(Hahn et al. 2014; Simon and Jun 2009; 김승태 2017; 

이내영, 이호준 2015; 장덕진, 김란우, 박기웅 2012).  

이는 당선 후 정치인들의 입장을 분석함에 있어서 그들의 최종적 

정치행위로서 표결기록을 살피는 것이 의미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동시에 이에 대한 기존 연구들에선 ‘당선 후’라는 국회표결의 

시기적 특성이 정치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고려되지 못했다. 선거 전후로 

정치인들의 전략적 고려가 달라질 수 있다는 앞선 논의를 감안할 때 

당선 후의 표결만으로 이들의 정치적 입장을 평가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앞서 논의하였 듯이 만약 정치텍스트로부터 정치인의 전략적 입장이 

적절히 추정될 수 있다면, 국회표결과 후보자 TV토론에 나타난 정치적 

경향을 서로 비교분석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에너지정책에 대한 스위스의 ‘국회회의록’과 ‘국회표결’에 나타난 

이념위치를 비교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이 두 데이터에 나타난 정치적 

입장에 다소 차이가 있음이 발견되었다(Benoit, Kenneth, Daniel 

Schwarz 2012; Schwarz, Traber, and Benoit 2017). 이 연구에 

따르면 표결은 개별의원들의 소속정당에 따라, 국회회의록은 지역구 

유권자에 따라 그 정치적 입장이 달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그들은 개별정치인들이 최종적 정치행위인 표결에서만 당의 입장을 

따라주면 당지도부는 그들의 발언이나 메시지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들은 표결에 비해 정치인의 

메시지 및 발언에서 정책선호가 좀 더 잘 드러날 수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Schwarz, Traber, and Benoit 2017). 

하지만 이들의 연구도 정치인들의 표결과 회의에서의 발언이 지역구 

유권자 및 정당 중 어느 것에 더 영향을 받는지 비교했을 뿐 이들이 

가진 정책 선호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앞서 기술된 세 

가지 정치적 동기가 정치적 입장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을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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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다. 또한 그들이 분석대상으로 삼은 국회회의록 또한 당선 후에 

생산되는 것으로서 선거 전후의 동기 차이를 알기는 힘들며, 프록시와 

슬라핀(Proksch and Slapin 2012)은 정치적 환경에 따라 국회회의록에 

나타난 발언 역시 당지도부의 강한 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면, 1) 정치인의 말과 행위에 세 가지 

정치적 동기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2) 말과 행동에 나타난 정치적 

입장이 서로 비교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선거 전 

후보자 TV토론과 선거 후 국회표결에 나타난 정치적 입장을 하나의 

점수로 추정하고 상술된 세 가지 정치적 동기가 이러한 점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때 각 점수와 두 점수 간의 차이에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면 정치적 플립플롭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지 그 단서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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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장 연구질문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고 연구질문을 도출하고자 한다. 선거 

기간동안 정치인들이 레토릭 또는 메시지를 통해 드러내는 정치적 

입장은 유권자들이 선호하는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하지만 이러한 이상은 

후보자가 당선된 후에도 그들의 정치적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할 

것이라는, 특히 최종적인 정치 행위로서 국회표결과의 일관성을 가질 

것이라는 전제에 기반하고 있다. 만약 당선되기 전의 후보자가 당선된 

후에 다른 정치적 동기 등으로 인해 자신의 입장에 변화를 준다면, 즉 

소위 플립플롭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면 선거커뮤니케이션이 가지는 위의 

순기능은 훼손되게 된다.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정치인의 메시지 및 행위는 크게 1) 유권자 

지향적 동기, 2) 정책 지향적 동기, 3) 정당 지향적 동기 라는 세 가지 

동기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들의 영향력은 

정치적 맥락이나 정보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선거 전과 

선거 후에는 정치인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중요하게 

여기는 지점이 달라질 수 있고, 이에 따라 각 정치적 동기가 가지는 

영향력이 달라진다면 정치인의 입장이 선거 전과 후에 다르게 나타나는 

플립플롭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치인의 플립플롭이 

왜 발생하는지 연구하기 위해서 선거 전 후보자 TV토론과 선거 후 

국회표결에 나타난 정치적 입장과 그 차이에 유권자, 정책, 그리고 정당 

지향이라는 세 가지 정치적 동기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만약 정치인들이 유권자 지향적 동기를 가진다면 지역구 유권자의 

선호가 이들의 정치적 입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정책 지향적 동기를 

가진다면 개별 정치인의 정책 선호가, 정당 지향적 동기를 가진다면 

이들의 소속정당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 어떤 특정한 동기가 선거 전과 후라는 특정 시점에 정치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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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에 대해 반드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각 정치적 

동기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이 이에 대해 매우 상반되는 

결과들을 보고해왔기 때문이다. 우선 유권자 지향적 동기의 경우 주로 

선거 후보다 선거 직전에 가장 강할 것이라고 단순히 간주되는 경향이 

있으나, 특정 후보가 가진 비이념적 강점이 강한 경우 선거를 앞둔 

시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유인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선거에서 정당에 따른 정치적 선명성이 강조되는 경우에도 

유권자의 평균적 선호보다 소속정당의 방향에 더 충실하고자 할 수 있다. 

또 매우 근소한 득표차로 당선이 된 정치인은 선거 후에도 지역구 

유권자의 선호에 따라 행동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 정책지향적 동기의 

경우, 알레시나(Alesina 1988)는 선거 전보다 선거 후에 강항 영향력을 

가진다고 주장했으나, 당선된 의원들이 정책 선호가 아닌 유권자 혹은 

정당에 영향을 받는다고 본 연구들도 다수 존재한다. 비이념적 강점을 

가진 정치인들의 경우 선거 전이라도 유권자 선호보다는 자신의 정책 

선호를 좇을 수도 있다. 한편 정당 지향적 동기의 경우 선거가 끝난 

시점에 더 강할 것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정치양극화로 

인해 정치적 선명성이 중요해지는 경우 선거 전이라도 유권자 지향적 

동기보다 정당 지향적 동기가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선거가 끝난 

시점이라도 그 정치인이 초선이거나 집권당이 아닌 야당 소속인 경우, 

혹은 근소한 득표차로 당선이 된 경우 정당에 대한 충성심이 낮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특정한 동기가 선거 전과 후에 특정한 

방향으로 반드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이에 본 연구는 후보자 TV토론과 국회표결에 나타난 정치적 

입장에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가설이 아닌 연구질문을 

설정하였다. 첫 번째 연구질문은 선거 전 토론과 선거 후 표결에서의 

정치적 입장 점수에 세 가지 변수(지역구 유권자 선호, 정책 선호, 

소속정당) 중 어떤 것이 영향을 미치며, 선거 전후의 시점 간에 세 가지 

변수의 상대적 영향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것이다. 만약 각 

점수에 미치는 세 변수들의 영향력에 차이가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 



 

 29 

플립플롭이 발생할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다음 

세 가지의 세부적인 연구질문을 설정했다. 

 

<연구질문 1-1>. 토론과 표결의 정치적 입장에 대한 지역구 

유권자 선호의 영향력에 차이가 존재하는가? 

<연구질문 1-2>. 토론과 표결의 정치적 입장에 대한 정책선호의 

영향력에 차이가 존재하는가? 

<연구질문 1-3>. 토론과 표결의 정치적 입장에 대한 소속정당의 

영향력에 차이가 존재하는가? 

 

두 번째 연구질문은 토론과 표결에서 나타난 정치적 입장의 차이에 

지역구 유권자 선호, 정책 선호, 소속정당이라는 세 가지 변수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한 분석은 개별 

정치인들의 플립플롭 그 자체에 대한 세 변수의 영향력을 검증한다는 

점에서 좀 더 직접적으로 정치적 입장변화에 대한 메커니즘을 알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이에 대해서도 다음 세 가지 세부적인 연구질문을 

도출했다. 

 

<연구질문 2-1> 토론과 표결의 정치적 입장 차이에 지역구 유권자 

선호가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질문 2-2>. 토론과 표결의 정치적 입장 차이에 정책 선호가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질문 2-3>. 토론과 표결의 정치적 입장 차이에 소속정당이 

영향을 미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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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방법 

 

 

제 1 절 연구자료 

 

2016년 국회의원 선거 전후의 정치인 이념위치와 이에 대한 유권자 

평가, 그리고 정치인의 정책 선호를 측정하기 위해 세 가지 연구자료를 

사용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2016년 선거기간 동안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 주최한 전국의 후보자 TV선거토론 스크립트로서, 당선 전 

후보자의 정치적 입장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총 253개의 

지역구 중에 토론회가 진행된 곳은 239개 지역구로 약 94%의 

지역구에서 개최되었다(표1). 토론에 참가한 후보자는 총 733명으로, 

새누리당 229명, 더불어민주당 227명, 국민의당 170명, 정의당 52명, 

무소속 및 기타 의원 46명이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는 무소속 및 

기타정당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주요 네 개의 정당 소속 후보 및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하고자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직후보 TV토론과 관련된 법제도는 2004년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기초로 하고 있다. 이는 독립기구로 상설화된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의해 선거운동 기간 중에 TV대담, 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가 1회 이상 개최되도록 하였으며, 이것의 적용을 

국회의원 선거로까지 확대하였다. 이후 2005년 8월에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대담토론회 실시 대상 선거를 구, 시, 군의 단체장 

선거에까지 확대하고 공직후보들의 TV토론 참여를 강제하였다. 만약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법정토론회에 후보자들이 참석하지 않는 

경우 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법정토론회에 초청되는 

후보자는 다음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여야 한다. 우선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이거나 직전 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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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최근 4년 이내에 해당 선거구에서 실시된 선거에 입후보하여 

유표투표총수의 10%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기관이 선거기간 

개시일 전 30일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여야 한다. 이 조건들 중 하나를 

만족하는 후보의 경우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법정토론회에 

공식적으로 초청받게 된다. 

 

표 1.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TV토론회 실시 현황 

분류 선거구수(%) 비고 

토론회 239 (94.46%)  

대담회 9 (3.56%) 

서울 중랑구갑 

부산 중구영도구 

부산 사하구갑 

경기 화성시갑, 

대구 중구남구,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경북 김천시, 

경북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경남 거제시 

미실시 5 (1.98%) 

대구 달서구갑, 대구 

달서구병, 경북 구미시갑, 

경북 경산시,  

경남 

통영시고성군(무투표) 

전체 253 (100.0%) 

 

두 번째 자료는 20대 국회가 개원한 2016년 5월 30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약 6개월 동안 362개의 법안에 대해 이루어진 

국회표결 데이터이다. 이는 당선 후 정치인들의 입장을 측정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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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다. 2017년 초 대통령 탄핵이라는 한국 정치사에서 굉장히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사건이 정치적 입장에 영향을 주는 

것을 통제하고자 표결데이터를 20대 국회가 개원된 후 6개월 간의 

기록으로 한정하였다. 

세 번째 자료는 한국정치학회와 중앙일보가 2016년 총선에서 

당선된 217명의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선거 후 조사한 “20대 

국회의원 가치관 및 정책 노선 조사”이다. 이 자료에는 20가지 정책 

선호에 대한 응답뿐만 아니라 당선자들의 정당, 성별, 연령 및 선수 

등이 포함되어 있다. 자료에 포함된 응답자를 정당별로 살펴보면 

새누리당 92명, 더불어민주당 85명, 국민의당 33명, 정의당 4명, 

무소속 3명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는 정책선호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응답에 기초하여 문항반응이론(Item Response Theory)에 따른 

정책선호점수를 추출했다(Quinn 2004).  

최종적으로 사용한 연구자료의 정당별 후보자 및 당선자 수는 

표2와 같다. TV토론에 나타난 정치적 입장 점수를 추정할 때에는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4개 주요 정당의 후보자로 

표본을 한정하였다. 이는 본 연구가 사용한 워드스코어 기법이 각 그룹 

집단 별로 추정의 기준이 되는 준거텍스트를 요구하는데 이 4개 정당을 

제외하곤 적절한 준거텍스트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반면 

국회표결에서의 정치적 입장 점수와 정책선호 점수를 추정할 땐 모든 

사례 수를 대상으로 했다. 추후 회귀분석에는 정책설문조사에 포함된 

당선자가 최종적인 분석 대상이 되었다. 

 

표 2. 정당별 후보자 및 당선자 수 

정당 TV 토론 국회표결 정책설문조사 

새누리당 229 92 92 

더불어민주당 228 108 85 

국민의당 170 25 33 

정의당 52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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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46 10 3 

민중연합당 4 0 0 

노동당 2 0 0 

민주당 2 0 0 

전체 733 237 217 

 

 

 

제 2 절 측정 

 

 

2-1. 토론에서의 정치적 입장 

 

본 연구는 선거토론 스크립트라는 정치텍스트로부터 정치적 입장을 

추정해내기 위해 라버, 베노이트, 개리(Laver, Benoit, and Garry 

2003)에 의해  소개된 워드스코어(WORDSCORE)방식을 사용하였다.  

워드스코어 방식은 정치적 입장을 대변할 것이라고 사전에 판단된 

‘준거 텍스트(reference text)’를 기준으로 발화자의 정치적 입장을 

추정하는 지도 방식이다. 라버 등에 이해 소개된 이후 많은 연구들이 

이를 통해 국회의원의 정치적 입장을 측정해왔다(K. Benoit et al. 2005; 

Kidd 2008; Klemmensen, Hobolt, and Hansen 2007; Laver, Benoit, 

and Garry 2003). 

구체적으로 워드스코어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정치인의 입장을 

추정한다. 우선, 정치적 입장을 1차원의 스펙트럼으로 간주했을 때 각 

정치적 입장 위치를 대변해주는 여러 준거텍스트에 그 위치를 

나타내주는 한 점수를 부여한다. 가령 정치적 보수의 입장을 대변할 

것으로 판단되는 준거텍스트엔 ‘1’을, 진보 텍스트엔 ‘0’을 

부여하는 식이다. 다음으로 준거텍스트에 포함된 각 단어의 상대적 

빈도에 기반하여 각 단어가 등장했을 때 이것이 각 준거텍스트에 속할 

확률을 계산한다. 따라서 각 단어 별로 준거텍스트 수만큼의 확률 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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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게 된다. 이후 각 단어들이 가지는 특정 준거텍스트에서의 출현 

확률과 앞서 부여된 그 준거텍스트의 위치점수를 곱한 후 이 값들을 

모두 더함으로써 각 단어에 대해 하나의 이념점수를 계산한다. 이는 각 

단어가 어떤 준거텍스트에 더 가까운지를 요약적으로 나타내 준다.  

예를 들어 ‘개발’이라는 단어가 진보텍스트에 속할 확률이 0.25이고 

보수텍스트에 속할 확률이 0.75라고 한다면, 이 단어에 부여되는 

이념점수는 (0.25 * 0) + (0.75 * 1)으로 계산되며, 따라서 0.75가 된다. 

만약 예시처럼 진보텍스트에 0이라는 위치점수를 부여한다면, 각 단어의 

최종 이념점수는 그 단어의 상대적 보수성 정도를 의미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그 후 각 단어에 부여된 이념점수를 기반으로 분석대상이 되는 

텍스트(virgin text)로부터 최종적인 정치적 입장을 추정한다. 이는 

분석대상 텍스트에 등장하는 단어의 점수와 그 단어가 텍스트에 

등장하는 상대적 빈도를 곱한 값들의 총합으로 계산된다. 이때 

준거텍스트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단어가 분석대상의 텍스트에 

등장한다면 이러한 단어는 추정과정에서 제외된다. 이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분석대상이 되는 텍스트마다 하나의 정치적 입장(political 

position) 점수가 계산된다. 

만약 사전에 설정된 준거텍스트가 정치적 입장의 차원을 적절히 

대변한다면, 분석대상이 되는 텍스트로부터 최종적으로 계산된 정치적 

입장도 이 차원을 기준으로 해석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준거텍스트가 

정치적 진보와 보수 차원을 나타낸다면, 이것을 기준으로 각 

정치행위자의 텍스트에 부여된 점수는 그 행위자가 얼마나 진보적 혹은 

보수적인지를 요약적으로 보여준다. 이에 대해 그리머 등(Grimmer and 

Stewart 2013)은 기존 연구에서 워드스코어 방식으로 텍스트로부터 

추출된 정치적 입장이 전문가의 설문과 높은 상관성을 보였다는 점을 

들어 이 방식의 타당성이 반복적으로 검증되어왔다고 평가한 바 있다. 

추정을 위해 본 연구는 2016년 국회의원 선거 전 약 두 달 간 각 

정당 홈페이지에 공식적으로 게재된 논평, 공약 및 보도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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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거텍스트로 사용하였다. 이는 각 지역구 토론회에서만 등장하는 이슈 

및 단어가 텍스트에 대한 정치입장의 추정에 영향을 주는 것을 배제하고, 

지역구의 경계를 넘어 일관된 기준으로 후보자들의 정치적 입장을 

추정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2016년 2월 1일부터 선거 

전날인 2016년 4월 12일까지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들을 준거텍스트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당별 준거텍스트에 이념점수를 부여하기 위해 앞선 

‘20대 국회의원 가치관 및 정책 노선 조사’ 설문자료를 사용하였다.  이 

설문에는 “다음 정당들의 이념성향은 어디에 놓인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설문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은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에 대해 0점(가장 진보)부터 10점(가장 

보수)까지의 점수로 평가한다. 각 정당 점수의 평균을 계산한 결과 

새누리당의 경우 7.82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국민의당 5.52, 

더불어민주당 3.63, 정의당 2.03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 점수를 

각 정당의 준거텍스트에 부여하였다. 그리고 이를 기준으로 분석대상이 

되는 각 후보자의 텍스트에 대해 워드스코어 방식을 사용하여 

이념점수를 도출하였다. 이때 만약 준거텍스트에 전혀 등장하지 않는 

단어가 후보자 TV토론회에 등장한다면 이 단어들은 추정 과정에서 

자동적으로 제외된다. 이를 통해 특정 지역구에만 한정되어 등장하는 

단어의 영향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추가적으로 무의미한 단어들이 정치적 입장 추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다음과 같은 텍스트 전처리 과정을 거쳤다. 우선 

선거 및 토론과 관련된 관례적 용어들을 제거하였다. 이에는 후보자 

이름, 지역구 명칭, 인사말 등이 포함되었다. 또 정당명칭의 경우에도 

관례적으로 사용된 경우 이를 분석텍스트와 준거텍스트 상에서 제거했다. 

즉 후보자 개인이 자신이 소속된 정당의 명칭을 언급하거나 

준거텍스트에서 출처가 되는 해당 정당의 명칭이 등장하는 경우에 이를 

제거했다. 이는 두 종류의 텍스트 모두 인사말 혹은 맺음말 등에서 항상 

관례적으로 소속정당의 명칭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불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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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이즈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출현빈도 10 미만의 단어를 제거하였다. 

또 후보자 40명 미만이 사용한 단어들도 추가로 제거하였는데, 이는 

특정 행정구역 및 ‘도’에 출마한 후보자들만 쓰는 단어들의 영향력을 

낮추기 위함이다. 워드스코어 추출과정에서 개입될 수 있는 

지역편향성의 영향을 낮춤으로써 출마지역과는 상관없이 존재하는 

후보자의 이념적 위치를 측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일관된 기준으로 단어들의 출현 횟수를 세기 위해 같은 

의미의 ‘동의어’인 경우 같은 단어, 즉 ‘동어’로 인식되도록 대체어 

처리를 진행했다. 예를 들어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더민주’, ‘더민당’, 

‘더불어당’ 등 여러가지 호칭으로 사용되는데, 이들이 모두 

‘더불어민주당’으로 통일되어 인식되도록 단어를 바꾸는 작업을 

진행했다.  

단어 추출과 워드스코어 추정은 R의 해당 라이브러리를 통해 

진행했다. 우선 단어의 추출을 위해 대표적인 한국어 형태소 분석기 중 

하나인 ‘은전한닢’을 사용하였으며, 이는 R의 ‘RcppMecab’ 

라이브러리를 통해 진행하였다. 만약 분석텍스트나 준거텍스트에 등장한 

단어들이 단어 추출에 사용되는 은전한닢의 기본 사전 상에 존재하지 

않는 단어라면 이것을 사전에 새롭게 추가해주었다. 이러한 단어에는 

특정 단체나 정당 명칭, 후보자 이름 등이 포함된다. 또 워드스코어 

추정에는 R의 ‘quanteda’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위 과정을 거쳐 도출된 점수가 불필요한 관례적 

단어들에 의해 중도지점으로 수렴되는 경향을 낮추고자 마틴과 

벤버그(Martin and Vanberg 2008)에 의해 고안된 리스케일링 방식을 

적용하여 최종점수를 도출했다. 본 연구는 이 점수를 선거 전 

TV토론에서의 후보자 정치적 입장을 나타내는 변수로 사용한다(이하 

‘토론 정치입장’으로 지칭). 이 변수는 0점에서 10점까지의 값을 

가지며 높을수록 정치적 보수임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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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국회표결에서의 정치적 입장 

 

국회표결 결과에서 정치인들의 입장을 추정하는 W-

NOMINATE(Nominal Three-step Estimation) 방식은 풀과 로젠탈에 

의해 개발되어 널리 사용되어 왔다(Poole and Rosenthal 1985, 1997, 

2017). 이는 경제학의 확률 효용모델, 정치학의 투표에 대한 공간이론, 

그리고 심리학의 교차 측정방식을 혼합한 방식으로 평가되며, 이를 통해 

유사한 투표 성향을 보이는 의원들에게 유사한 정치성향 점수를 

부여하여 1차원 공간 속에서 국회의원의 상대적인 정치적 입장을 

측정할 수 있다. 특히 이로부터 도출된 정치적 입장은 앞서 하나의 차원 

속에서 의원들의 상대적인 입장을 추정해준다는 점에서 

워드스코어로부터 도출된 정치적 입장과 서로 비교 할 수 있다. 또 한국 

국회의원들을 분석함에 있어서도 이 방식이 다수 사용되어온 바 

있다(Simon and Jun 2009; 김승태 2017; 이내영, 이호준 2015; 

장덕진, 김란우, 박기웅 2012).  

따라서 본 연구는 W-NOMINATE 방식을 사용하여 국회의원 

표결기록으로부터 각 국회의원의 정치적 입장을 추정한 서울대학교 

폴랩(pollab) 국회의원 표결 이념 성향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이는 앞서 

언급한 2016년 5월 30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약 6개월 동안 

이루어진 362개 법안에 대한 표결기록 데이터를 사용하여 각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정치적 입장 점수이다(이하 ‘표결 정치입장’으로 

지칭). 이 점수는 -1점에서 1점까지의 값을 가지며 높을수록 정치적 

보수임을 뜻한다. 

 

 

2-3. 플립플롭 

 

TV토론과 국회표결에서의 정치적 입장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측정하기 위해 토론 및 표결 정치입장을 같은 척도(0~1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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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케일링 한 후 표결 정치입장에서 토론 정치입장을 뺀 값을 플립플롭 

변수로 조작하였다. 이 값이 양의 방향으로 높을수록 토론보다 표결이 

보수적인 방향으로 이동했다는 의미이다. 반대로 값이 낮아질수록 

토론에 비해 표결 정치입장의 상대적인 위치가 진보적인 방향으로 

이동했다는 의미이다. 

 

 

2-4. 지역구 유권자 선호 

 

정치인이 유권자 지향적 동기를 가진다면 그들의 정치적 입장에 

지역구 유권자의 평균적인 선호가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지역구 유권자 선호’를 변수로 포함하고자 한다. 이는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보수정당인 새누리당의 대통령 후보(박근혜)에 대한 

각 지역구별 읍면동 기준 득표율을 선거구 단위로 평균을 낸 값이다. 

이것이 높을수록 지역구 유권자들의 정치적 선호가 보수적이라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방식은 안솔라비히어 등의 조작방식을 

참고하였다(Ansolabehere, Snyder, and Stewart 2001). 

 

 

2-5. 정치인의 정책선호 

 

정치인들이 정책 지향적 동기를 가진다면 그들이 가진 정책선호가 

정치적입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치인들이 

정책 지향적 동기를 따르는지 분석하기 위해 당선자들의 ‘정책 선호’ 

점수를 변수로 사용한다. 이를 위해 20대 총선 직후 당선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후보자 정책설문 자료를 사용할 예정이며, 여기에 

포함된 20가지 정책설문을 바탕으로 문항반응이론에 기초한 정책점수를 

계산하고자 한다(Quinn 2004). 이는 0부터 1까지의 값을 가지며 1이 

가장 보수적인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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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소속정당 

 

정치인이 정당 지향적 동기를 가진다면 그들은 소속정당에 따라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변화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소속정당이 영향을 

주는지 파악하기 위해 이를 나타내는 더미 변수들을 사용하였다. 만약 

정당 차원의 집단적 선호가 존재하고 이것이 개별 정치인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면 소속정당 더미 변수가 정치인의 입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20대 총선에 참여한 주요 정당은 크게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국민의당으로 나눌 수 있다. 하지만 정의당 후보자 중 선거에서 

출마하여 당선된 후보자는 2명밖에 없으므로 이념성향이 비슷하다고 

알려져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합쳐서 하나의 정당으로 

취급하였다. 이때 새누리당을 준거집단으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분석에 

포함된 변수는 더불어민주당/정의당, 국민의당 이다. 만약 특정 정치인이 

더불어민주당 혹은 정의당 소속 의원이라면, 더불어민주당/정의당(1), 

국민의당(0)으로 처리된다. 

 

 

2-7. 통제변수 

 

위 변수 외에 후보자 및 정치인들의 선수, 성별(여자1, 남자0), 

무소속 여부를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제 3 절 연구모델 

 

 

앞서 언급한 연구질문에 답하기 위해 본 연구는 세 가지 모델을 

사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했다. 우선 연구질문 1에 답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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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정치입장과 표결정치입장 두 가지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음과 같은 

모델 두 가지를 설정했다. 이 모델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각 변수의 

회귀계수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였다.  

 

토론 정치입장 = α + β1(t1)지역구유권자선호 + β2(t1)정책선호 + 

β3(t1)더불어민주당/정의당 + β4(t1)국민의당 + β5(t1)무소속 + 

β6(t1)선수 + β7(t1)여성 + ε 

 

표결 정치입장 = α + β1(t2)지역구유권자선호 + β2(t2)정책선호 +  

β3(t2)더불어민주당/정의당 + β4(t2)국민의당 + β5(t2)무소속 +  

β6(t2)선수 + β7(t2)여성 + ε 

 

또 연구질문 2에 답하기 위해 플립플롭을 종속변수로 하여 다음 

모델을 설정했다. 

 

플립플롭 = α + β1 지역구유권자선호 + β2 정책선호 + 

β3더불어민주당/정의당 + β4국민의당 + β5무소속 + β6선수 + 

β7여성 + 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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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분석결과 
 

 

제 1 절 토론 정치입장과 표결 정치입장 

 

앞서 상술한 워드스코어 방식을 사용하여 준거텍스트에 등장한 각 

단어들에 대해 하나의 점수(워드스코어)를 부여했다. 그림 1은 각 

단어에 부여된 워드스코어와 이것이 후보자 TV토론 텍스트에 등장한 

빈도를 나타낸다. 가독성을 위해 빈도 100이상의 단어만을 표시했다. 

워드스코어가 높을수록 그 단어가 보수적인 단어임을 나타낸다. 

 

그림 1. 단어별 워드스코어와 출현 빈도 

 

 

이를 보면 기존에 진보 또는 보수 진영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어온 단어 및 이슈가 실제로 워드스코어 상에서도 일관된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노동, 서민, 환경, 농촌 및 

복지와 관련된 다수의 단어들이 워드스코어 상 5점을 기준으로 더 

진보적인 점수를 받았다. 반대로 안보, 개발, 교통 등과 관련된 단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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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보수적인 점수를 받았다. 한편 사회이슈로서 ‘위안부’, ‘세월호’, 

‘국정(교과서)’ 등은 진보적인 점수를 받았으며, ‘서비스’는 보수적인 

점수를 받았는데 이는 당시 서비스발전기본법에 대해 보수진영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정치인물 및 정당에 

대한 단어에 대해서도 특정한 경향이 나타났다. 상대 진영에 속한 

인물이나 정당에 대한 언급은 주로 그들을 비판하는 맥락에서 

사용되므로, ‘박근혜’, ‘이명박’ 등 보수진영에서의 전직 대통령 이름과 

‘새누리당’ 등의 정당명은 오히려 진보적인 단어로 추정되었고, 반대로 

‘노무현’, ‘문재인’ 등 진보진영에서의 대통령 및 당대표의 이름, 그리고 

‘정의당’, ‘민주당’ 등의 정당명은 오히려 보수적인 단어로 추정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각 후보자 및 정치인에 대해 토론 정치입장과 표결 

정치입장을 추정했다. 그 결과 토론 정치입장은 2.04부터 8.97까지의 

범위를 가졌고 평균은 5.47이었다. 표결 정치입장은 -0.9부터 0.8의 

범위를 가졌고 평균은 -0.0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의 정당별 평균은 표3와 같으며, 토론과 표결의 정당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이를 보면 새누리당이 가장 보수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순으로 

보수적이었다. 이는 각 정당에 대한 기존의 통념과도 일치한다. 

 

표 3. 정당별 토론 정치입장 및 표결 정치입장 

정당 토론 표결 

새누리당 6.15 0.375 

국민의당 5.33 -0.132 

더불어민주당 5.19 -0.335 

정의당 3.95 -0.605 

무소속 5.94 0.030 

민중연합당 3.21  

노동당 2.91  

민주당 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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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 124.2 

p < 0.01 *** 

F = 106.1 

p < 0.01 *** 

 

다음으로 토론과 표결에 대한 각 정치입장 점수를 0~1점으로 

리스케일링한 후 비교했다(그림 2). 그림 2에서 대각선은 토론과 

표결의 정치입장 점수가 같은 위치를 의미한다. 만약 개별 정치인이 선 

아래의 공간에 위치한다면 표결이 토론보다 진보적인 방향으로 

이동했음을 의미하고, 선 위의 공간에 위치한다면 표결이 토론보다 

보수적인 방향으로 이동했음을 의미한다. 

우선 그림 2를 보면 토론에 비해서 표결이 전반적으로 더 

양극화되어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즉 표결 정치입장은 토론 정치입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극으로 더 분열되어 있는 모습을 보인다.  

 

그림 2. 토론 정치입장과 표결 정치입장의 비교 

 

 

이를 정당별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토론보다 표결이 더 

보수적인 선 위의 공간에서보다(22.1%), 표결이 더 진보적인 선 아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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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에 유의미하게 많이 위치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70.4%). 반면 

보수정당인 새누리당의 경우 토론보다 표결이 진보적인 선 아래의 

공간에서 보다(13.0%), 표결이 더 보수적인 선 위에서의 

비율(63.1%)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하지만 당시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분당되어 정치적 중도를 지향했던 국민의당의 경우 선 위와 선 

아래에서의 비율을 비교했을 때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보수정당인 새누리당의 경우 표결보다 토론에서 좀 

더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위치를 선택하고, 진보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표결보다 토론에서 좀 더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위치를 선택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이는 가장 의석수가 많은 두 거대 양당에 소속된 

정치인들에게 토론과 표결 간의 정치입장 변화, 즉 플립플롭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해준다. 특히 이러한 플립플롭은 토론 

정치입장보다 표결에서의 정치입장이 이념적으로 보다 극단화되는 

방향성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제 2 절 토론과 표결에 대한 세 가지 동기의 영향 

 

다음으로 앞서 나타난 경향을 보다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 지역구 

유권자 선호, 정책 선호, 소속 정당이라는 세 가지 변수를 함께 

고려하여 토론 및 표결 정치입장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각 세 가지 변수를 하나씩 독립변수로 설정한 모형과, 세 변수를 

모두 다 넣은 모형,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변수와 통제변수까지 포함한 

모형에 대해 분석을 실시했다. 표 3은 이에 대한 결과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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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정치입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소속이라는 사실이 일관되게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새누리당에 비해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소속의 의원들은 토론 

정치입장이 유의미하게 진보적이었다. 이는 소속정당만을 고려했을 때와, 

세 가지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를 모두 고려했을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정책선호의 경우 하나의 변수만을 포함한 모형2에서는 정책선호가 

보수적일수록 토론 정치입장도 유의미하게 더 보수적인 점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른 두 독립변수와 통제변수까지 포함하여 고려한 

모형 4,5에서는 그 유의미성이 사라졌다. 한편 지역구유권자의 경우 

어떤 모형에서도 토론 정치입장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다. 

표결 정치입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도 토론 정치입장과 비슷한 

경향을 보여주지만, 국민의당과 정책선호 또한 일관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소속 의원일수록 

새누리당에 비해 표결 정치입장 점수가 유의미하게 0.5만큼 더 

진보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변수의 영향이 가장 강했다. 그 

다음으로 국민의당 소속 의원도 새누리당에 비해 0.3만큼 더 진보적인 

표결 정치입장 점수를 가졌다. 또 토론 정치입장과는 다르게, 정책선호 

또한 모든 변수를 통제하고도 표결 정치입장에 독립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정책선호가 보수적일수록 표결 정치입장이 0.1만큼 더 

보수적인 점수를 가지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역구유권자의 

경우 하나의 독립변수만 고려한 모형1에서 지역구유권자의 선호가 

보수적일수록 표결 정치입장도 미약하지만 유의미하게 보수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긴 했으나 다른 변수들을 함께 고려한 모형 4, 5에서는 그 

유의미성이 역시 사라졌다. 

다음으로 앞서 설정했던 연구질문1에 답하기 위해 토론 정치입장과 

표결 정치입장에 대한 세 독립변수의 영향력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했다. 

우선 세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가 모두 포함된 모형5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친 변수 간에 표준화 회귀계수를 비교해보면, 

더불어민주당/정의당의 경우 토론보다 표결에 더 큰 영향을 미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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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과 정책선호 변수 또한 표결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계수 간의 영향력 차이가 유의미한지 검증한 결과 오직 

더불어민주당/정의당의 경우에만 회귀계수들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6.1796, p < 0.05). 이것은 더불어민주당/정의당에 

소속된 의원들은 정치입장 점수가 새누리당에 비해 진보적인 경향을 

보이는데, 이러한 경향이 토론보다는 표결에서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의당 당선 의원이 단 2명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경향성은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크게 기인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1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정당 요인, 특히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에 소속되어 있다는 사실이 토론과 표결 간의 플립플롭을 

발생시키는 요인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 토론보다 표결에서 이 두 

정당 간의 정치입장 거리가 더 커지며, 이는 토론보다 표결이 정당에 

따라 이념적으로 더 극단화되는 경향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연구질문 1에 대한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지역구 

유권자와 정책선호는 토론 및 표결 정치입장에 대해 영향력 차이를 

가지지 않았다(연구질문 1-1, 1-2). 이것은 만약 선거 전 토론에서의 

정치입장과 선거 후 표결에서의 정치입장 간에 플립플롭이 발생한다면, 

이 두 변수에 의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소속정당, 특히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소속 경우 토론보다 표결에서 

유의미하게 강한 영향을 가졌으며, 새누리당에 비해 보다 진보적인 

정치입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연구질문1-3). 이는 

더불어민주당/정의당 혹은 새누리당 소속 의원일 경우 선거 전 토론과 

선거 후 표결에서의 정치입장 간에 플립플롭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하지만 위 결과는 개별 정치인의 플립플롭 자체에 대해 분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플립플롭에 대한 유인을 정확히 설명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다음 3절에서는 개별 후보자 및 의원들이 토론과 표결 정치입장 

간에 가지는 차이에 대해 각 세 가지 독립변수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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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토론과 표결의 차이에 대한 세 가지 동기의 영

향 

 

이 절에서는 개별 정치인들의 토론과 표결 정치입장 간 차이, 즉 

플립플롭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지역구 유권자 선호, 정책선호, 소속 

정당이라는 세 가지 변수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이때 플립플롭은 앞서 언급했듯이 리스케일링된 표결 

정치입장 점수에서 토론 정치입장 점수를 뺀 값으로 조작되었으며, 이 

값이 양의 방향으로 높을수록 해당 정치인이 토론 정치입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표결 점수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이 

값이 음의 방향으로 낮을수록 해당 정치인의 토론 정치입장에 비해 

표결이 보수적인 점수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플립플롭 변수의 정당별 평균은 새누리당 0.136, 국민의당 -0.05, 

더불어민주당/정의당 -0.12로 순서로 높았다. 이를 보았을 때, 

새누리당의 경우 평균적으로 토론보다 표결이 더 보수적이며,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정의당은 평균적으로 토론보다 표결이 더 

진보적이라고 할 수 있다.  

플립플롭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경향이 

나타났다(표 6). 우선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소속 의원일수록 새누리당 

의원에 비해 유의미하게 토론보다 표결이 보수화되는 경향이 낮았으며 

영향력이 가장 컸다(연구질문 2-3). 즉 더불어민주당/정의당이면 

플립플롭 점수가 0.163만큼 낮아졌다. 앞선 결과들과 종합하여 볼 때,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의원들의 경우 토론보다 표결이 진보적인 방향으로 

이동하는 플립플롭을, 새누리당 의원들의 토론보다 표결이 보수적인 

바향으로 이동하는 플립플롭을 선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특히 

거대양당 소속 의원인 경우 선거 전 토론보다 선거 후 표결에서 좀 더 

이념적으로 극단화(extremization)되는 경향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정당의 영향보다는 낮았지만, 개별정치인들이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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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선호 또한 플립플롭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여주었다(연구질문 2-

2).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책선호가 보수적일수록 토론에 비해 

표결에서의 정치입장이 보수적인 방향으로 이동하는 플립플롭 점수가 

0.052 만큼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정치적 동기들을 

함께 고려하고서라도 정책선호가 정치입장에 대한 선택을 함에 있어서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지역구유권자의 선호는 플립플롭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했다(연구질문 2-1). 표6에선 제시되지 않았지만, 지역구유권자만을 

독립변수로 설정할 경우, 지역구유권자의 선호가 보수적일수록 플립플롭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긴 했으나, 이 또한 다른 두 

정치적 동기와 관련된 변수를 함께 고려했을 때 그 유의미성을 상실했다. 

이렇듯 지역구 유권자의 영향력이 일관되게 낮게 나타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의 의의를 생각할 때 다소 불행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정당에 따른 진영정치가 성행하는 한국 사회에서 지역구 

유권자가 가지는 정치적 힘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미약하다는 점을 

암시해준다. 

 

표 5. 플립플롭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수정된 R2 = 0.430, * p < 0.05, ** p < 0.01, *** p < 0.001  

 

 B SE Beta t 

(상수) 0.038 0.085 0.000 0.442 

지역구유권자 0.001 0.001 0.047 0.390 

정책선호 0.052 0.025 0.260 2.096 *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0.163 0.053 -0.420 -3.096 ** 

국민의당 -0.082 0.079 -0.144 -1.038 

무소속 0.098 0.114 0.056 0.865 

여성 -0.055 0.037 -0.088 -1.486 

선수 0.018 0.009 0.115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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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전체적으로 

선거 전 후보자 TV토론에서의 정치입장보다 선거 후 국회표결에서의 

정치입장이 양극화되어있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또 각 정치입장 점수에 

지역구 유권자 선호, 정책선호, 소속정당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결과, 새누리당에 비해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소속일수록 토론과 

표결에서의 정치입장이 유의미하게 진보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정당의 영향은 토론에서보다 표결에서 유의미하게 더 강하게 나타났다. 

반면 토론과 표결 정치입장 각각에 대한 개별 정치인들의 정책 선호와 

지역구 유권자의 선호의 영향력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두 번째로 본 연구는 토론과 표결 정치입장 간의 차이, 즉 

플립플롭에 대해 세 가지 정치적 동기와 관련된 변수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분석함으로써 한국사회에서 선거 전후로 발생하는 

플립플롭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지 살폈다. 그 결과 새누리당과 

비교했을 때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소속의 의원들은 이러한 플립플롭의 

점수가 낮아졌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의원들이 토론보다 표결에 

있어서 보다 진보적인 정치적 입장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동시에 이는 새누리당 소속 후보자 및 국회의원들은 

토론에서보다 표결에서 더 보수적인 방향의 정치적 입장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한 개별정치인이 가진 정책선호가 

보수적일수록 토론과 비교했을 때 표결에서의 정치입장이 점차 

보수화되는 경향도 나타났다. 하지만 지역구 유권자 선호의 영향은 

여기서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면, 한국 사회에서 선거 전 TV토론과 선거 

후 국회표결에서의 정치입장 간에 플립플롭이 발생한다면 이는 주로 

소속정당과 개별정치인의 정책선호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지역구유권자는 선거 전에도, 그리고 선거 후에도, 후보자 및 

정치인들의 말과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요인이 아니었다.  

 

 



 

 51 

제 6 장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후보자 및 정치인이 가질 수 있는 정치적 동기를 크게 

1) 유권자 지향적 동기, 2) 정책 지향적 동기, 3) 정당 지향적 동기로 

나누고 이들이 어떤 동기에 의해서 선거 전 TV토론과 선거 후 

표결에서의 정치적 입장을 결정하게 되는지 규명하고자 했다. 특히 

토론과 표결에서의 정치입장 간 차이에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함으로써 현대 정치사회의 플립플롭이 발생하게 되는 메커니즘을 

밝히고자 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인들이 유권자 지향적 동기를 가진다면 

각 지역구 유권자의 선호가, 정책 지향적 동기를 가진다면 스스로의 

정책 선호가, 그리고 정당 지향적 동기를 가진다면 소속 정당이 이들의 

정치적 입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고 분석을 진행했다. 

분석 결과, 첫 째, 2016년 국회의원 선거 전후의 토론 및 표결에서 

정치인들이 가지는 정치적 입장은 유권자 지향적 동기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구 유권자 선호 변수는 토론 및 표결 

점수와 그 점수 간의 차이에 대해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즉, 

다른 두 가지 정치적 동기를 함께 고려하여 분석했을 때, 해당 지역구 

유권자들이 평균적으로 가지는 과거의 투표경향이 정치인들의 말과 

행동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이는 후보자 및 정치인들이 

말과 행동을 할 때 지역구 유권자를 크게 신경쓰지 않는 것이 그 

일차적인 문제이겠지만, 한편으로 진영논리에 따라 양극화된 사회 

분위기를 감안할 때 지역구 유권자 스스로도 자신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한 말과 행동에 크게 신경쓰지 않는 것도 하나의 이유일 가능성도 

존재한다. 

두 번째로 정치인들의 정책 지향적 동기는 선거 후 표결에서의 

정치적 입장과 토론과 표결의 입장 차이에 유의미한 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정치인들이 가진 정책선호가 보수적일수록 표결 

정치입장이 보수적인 점수를 받았고, 토론에 비해 표결이 보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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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으로 이동하는 플립플롭이 심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다음으로 정당 지향적 동기는 2016년 선거 전후의 정치인들의 말과 

행동을 가장 주요하게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이었다. 소속정당은 토론 및 

표결에서의 정치입장뿐만 아니라 그 입장 간의 차이에 대해서도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는 변수였다. 이 영향력은 토론보다 표결에 대해 더 

강했으며, 이러한 작용력의 상대적 차이는 정당에 따라 표결을 더 

양극화시키는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 등 의석수가 가장 많은 거대 양당에 소속된 의원들에게 이러한 

경향이 발견되었다. 

본 연구가 시도한 분석은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우선 

정치인들의 말과 행동에 나타난 정치적 입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알려진 세 가지의 정치적 동기를 함께 고려하여 분석했다는 점이다. 

기존의 연구들에선 이 세 가지 동기와 관련된 변수들을 함께 고려하지 

않아 정치인들의 행태를 설명함에 있어 매우 상반된 결과들을 

보고해왔다. 두 번째는 이러한 정치적 입장이 고정적일 것이라고 

가정하는 한계에서 벗어나, 선거 전과 후로 발생하는 정치적 입장 

번복에 대해 분석했다는 점이다. 세 번째는, 그동안 자료의 이질성으로 

인해 비교연구가 매우 희박했던 정치인의 말과 행동에 대해 계량화하여 

비교분석을 시도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의 분석결과는 2016년 국회의원 선거 당시에 

존재했던 정치적 상황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국민의당이 분당되었고, 거대 

정당이 아닌 제 3당으로선 이례적으로 선거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이들은 새롭게 창당된 신생 정당으로서 하나의 일관된 정치 

이념이나 메시지 전략 등을 가지지 못했고 실제로 토론 및 표결도 

더불어민주당이나 새누리당에 비해 굉장히 분산되어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후 얼마가지 않아 국민의당이 해산되었기 때문에 당시 

기성정치에 대한 대안정당으로서 일으켰던 나름의 정치적 열풍은 

2016년 선거의 특수한 정치사회적 조건을 구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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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에 더해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2016년 선거 전후 특정 시기에 

대해서만 한정된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분석결과가 다른 시기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나타날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본 연구가 시도한 분석들은 정치인들의 전략적 메시지와 

행위에 대해 보다 포괄적인 시각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 분야에 대한 

앞으로의 연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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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hat They Say versus What 

They Do: Explaining the Disparity 

between the Political Rhetoric and 

Legislative V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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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how political flip-

flopping occurs between politicians’ ideological positions in election 

debates and legislative votes. Specifically, this study analyzes 

which factors influenced ideological positions in televised debates in 

South Korea’s 2016 general election and legislative votes after the 

election; furthermore, which factors influenced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positions—the “flip-flop.” 

   This study assumes that politicians have the following three 

main political motivations that impact their political rhetoric and 

legislative votes: 1) voter-oriented motivation, 2) policy-oriented 

motivation, and 3) party-oriented motivation. If they have voter-

oriented motivation, the political preferences of voters in their 

districts affect political positions they take, if they have policy-

oriented motivations, their policy preferences affect their positions, 

and if they have party-oriented motivations, their parties would do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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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compare and analyze the ideological positions of individual 

politicians quantitatively in these two disparate types of behavioral 

data—transcripts of televised debates and legislative votes—this 

study uses one-dimensional left-right scores to represent their 

ideological positions in these two data sets. In particular, I 

estimated the ideological positions of each candidate who 

participated in the election debate using Wordscore, a computational 

text analysis method for estimating the position of texts. For the 

legislative votes, I used the W-NOMINATE ideological score data 

developed by Pollab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then 

conducted multiple linear regressions to examine how motivation-

related variables affect each ideological score and their difference.  

First, this study analyzes how the three motivation-related 

variables affect each ideological position of TV debates and 

legislative votes and compare the coefficients of these variables 

between the two regression models. Overall, the result shows that 

the positions in legislative votes tend to be ideologically more 

polarized along political party lines than positions in TV debates. 

For both positions in TV debates and legislative votes, members of 

liberal parties—the Democratic Party (DP) and the Justice Party 

(JP)—tend to be more ideologically liberal than the conservative 

party, Saenuri Party (SP). This tendency is significantly stronger in 

legislative votes than in TV debates. On the other hand, the other 

two variables—policy preferences and constituents’ preferences— 

do not show a significant difference in coefficients between the 

models, which means that these two play no significant role in flip-

flopping. 

This result is consistently observed to some extent in the 

regression analysis for flip-flops itself. Compared to SP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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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 and JP members tend to have more liberal positions in 

legislative votes than election debates, which also means that SP 

members have more conservative positions in legislative votes than 

debates. In addition, the more conservative the policy preferences 

of individual politicians, the more conservative their political 

positions in legislative votes compared to debates. However, 

constituents’ preferences do not significantly affect the flip-flop. 

In summary, it can be interpreted that the flip-flop in ideological 

positions between before and after the 2016 election in Korea 

mainly stems from party preferences and individual politicians’ 

policy preferences. Meanwhile, voters do not significantly influence 

political rhetoric, legislative votes, or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positions. 

This study has its worth in that it not only takes the three 

political motivations into account altogether that are known to affect 

political rhetoric and behavior, but also analyzes the changes in 

ideological positions before and after an election and thus attempts 

to depart from the limitation of previous studies that assumed that 

the political stances of individual politicians would remain constant. 

This study also attempts to quantify and compare two disparate 

types of data: political rhetoric and legislative votes. Thus, this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future research on politicians’ 

strategic messages and behaviors. 

 

Keywords : televised debate, legislative votes, flip-flop, voter-

oriented motivation, policy-oriented motivation, party-oriented 

moti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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