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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 대 총선 예측 조사의 문제 :
조사거절자와 응답불성실자 편향을 중심으로

이준웅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1. 문제제기
제 17 대 총선 예측조사에 대한 결과를 놓고 평가가 분분하다. 한국방송과
서울방송은 공동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전체 2437B 선거구 가운데 19개 선거구
에서 당선자 예측에 실패했다. 문화방송과 서울방송은 정당별 예상의석수를 발
표했지만 실제 의석수가 예상을 넘어섰다. 선거 직후 연합통신 기사나 선거 다

음 날， 신문은 이런 결과에 대해 지난 16대 총선 예측조사에서 21 개 선거구에
서 당선자 예측에 실패한 결과와 별로 다를 바 없다는 논조로 비판을 가했다.
제 17 대 총선 예측조사는 1996년 15 대 총선과 2C뻐년 16대 총선에 이은 세 번
째 실패라는 것이다. 심지어 한 신문의 기고문은 “예측의 괴리가 너무 큰 것은

조사 결과를 어떤 식으로든 ‘연필로 고치는 조정 (penciling) ’을 했음을 의미한
다"는 주장까지 제시했다 (김재원， 한국일보.

2004 ,4,21).

하지만 예측 결과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총선예측에 대해 부정적으로 일색

인 평가는 과도한 감이 없지 않다. 먼저 제 15 대 총선에서 253 개 중 39개 선
거구(15 .4%)에서 실패한 것에 비해， 제 16대 총선에서 227 개 중 21 개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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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방송의 경우 237B) 의 예측 실패는 분병 개선된 것이다. 그리고 243 개 중

197B (7.8%) 에서 예측 실패를 한 제 17 대 총선예측의 경우， 표집오차 범위 밖
에서 예측 실패한 경우가 지난 16대 총선예측의 137B 에 비해 6개로 줄었으며，
무엇보다도 선거구별 평균 예측오차가 4 .1 8 에서

2.65로 유의하게

감소했다

(t(336)=6 .2, p<.OOI). 내용적으로도 지난 15 대와 16대에는 원내 1 당 예측에 실
패함으로써 정치적 판세를 읽는 데 실패한 것으로 평가된 것에 비해， 이번에는
집권여당의 의석 과반 득표와 민주노동당의 약진이라는 결정적인 흐름을 짚어

내는 데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선거예측에 대한 평가가 단순히 몇 개 지역구에서 당선자 예측에 실
패했는가와 같은 인상적인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난 16대 총선에서 당선자 예측에 실패한 21 개의 선거구

가운데 4개는 실제 1, 2위 득표차이가 불과 3표 (경기광주)， 11 표 (서울동대

문을)， 16표(충북청원)， 19표(경북울진)였다. 이러한 선거구에서 당선자 예측
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이를 자랑하는 것이 낯부끄러운 일이듯이 이 같은 선
거구에서 당선자 예측에 실패했다고 과도하게 비난하는 것은 가학적인 처사
이다.

이 글의 일차적 목적은 선거예측에 대한 인상적인 평가를 멈어서 제 17 대
총선 예측조사가 초래한 예측오차의 성격을 파악하고 그 원인음 규병하는 데

있다. 이 글은 특히 총선 예측조사의 오류를 단순한 조사 설계 및 실행과 관련
시켜 논의할 것이 아니라 유권자의 정치적 인식과 행위 그라고 총선예측 조사

에 대한 법， 제도， 방송 등 예측 조사의 맥락에 대한 고려를 포함시켜야 한다
는 관점에서 쓰여졌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다양한 요인을 동시에 고려해서

총선 예측조사의 오차를 줄이기 위한 정밀한 진단을 내리기에는 아직 이론적

자원과 경험적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데 있다. 결국 유권자의 정치적 인식과

행위 및 예측조사에 대한 맥락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단지 조사
방법론 차원의 개선을 통해서라면， 현재 수행되고 있는 선거 예측조사의 정밀

도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선거예
측에 영향을 미치는 유권자 요인과 맥락적 요인을 예측 조사의 방법론적인 문

제와 결부시켜 논의하고 예측 조사의 오류에 기여하는 다양한 요인에 대처할
수 있는 현 수준에서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는 것을 부차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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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삼는다.

2.

예측 오차와 편파의 규모와 방향에 대한 분석
1) 조사기관과 조사방법에 따른 얘측 오차의 차이

제 17 대 총선의 예측오차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탐색적 작업의 일환으로
조사기관과 조사방법에 따른 예측조사의 오차의 규모를 알아보았다. 분석에 사

용된 자료는 제 16대 총선의 경우에는 한국방송과 서울방송이 공동으로 수행
한 총선 예측조사에 참여한 코리아리서치， 소프레스， 미디어리서치， 한국리서
치의 예측 결과를 사용했으며， 17 대 총선도 역시 한국방송과 서울방송이 공
동으로 수행한 예측조사에 참여한 미디어리서치와 소프레스의 예측결과를 이
용했다<표 1>은 제 16대와 제 17 대 총선 예측조사의 오차를 정리해서 제시

한 것이다. 여기에서 오차란 실제 득표율과 예측 득표율의 차이의 절대값을
의미한다
먼저 오차의 규모를 보면 제 l7대 총선의 오차는 지난 선거의 그것에 비해
획기적으로 줄었음을 알 수 있다. 당선자 예측 오차를 기준으로 보아도 평균

4 .45 에서 평균 2.92로 감소했으며， 당선자와 경합자의 오차를 평균한 값을 기
준으로 해도 4 .1 8 에서 2.65로 감소했다. 그리고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소였다 (t(33이 =6.2，

p<.OOI). 이는 전체적으로 선거예측의 정밀도가 높아졌음

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표

1> 총선 예측조사의 오차 평균
제 17 대

제

16 대
(n=227)

(n=243)
오차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오차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1 위 예측 오차

2.7169

2.0924

11. 30

4.4498

3.8731

18.75

2위 예측 오차

2.5905

1. 8693

8.60

3.9079

3.2377

18 .4 3

1 ，2 위 예측 오차

2.6537

1.7057

8.40

4.1788

3.2568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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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 오차를 조사기관과 조사방법에 따라 구분해서 본 결과，<표 2> 에 제시

된 바와 같이 조사회사간에 차이가 있음을 발견했다. 예측오차에 대한 변량을
조사방법과 조사기관을 주요인으로 해서 변량분석(뼈OVA) 한 결과， 제 17 대의

경우 조사기관의 주효과(F=9.6， p<.0 1)와 조사기관과 방법의 상호작용효과가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2 1. 1, p<.OOl). 조사방법 상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평균 값으로 나타난 상호작용 효과의
패턴을 보면， 두 조사기관간의 차이는 전화조사에서보다 출구조사에서 극화되
어 나타난다. 이는 이번 조사의 오류의 관건이 조사기관별 출구조사 수행성과
에 있었음을 보여준다.

제 17 대 총선의 결과를 제 16대 총선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출구조사에서
는 유의하게 개선되었다고 볼 수 없지만 전화조사에서 오차를 약 절반정도 줄
이는 수준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제 16대 총선 예측오차에 대한

변량분석 결과를 보면 조사기관과 조사방법에 따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보였다.

〈표 2> 조사기관별 방법별 오차
제 17 대

출구조사

전화조사

전체

(

제 16 대

미디어

소프레 A

천체

코리아

소프레 A

한국

미디어

천체

3.4782

1. 8225

(64)

(51)

2.7440
(115)

2.7929
(19)

2.7576
(19)

2.3622
(1 9)

2.2838
(18)

2.5527
(75)

2.4272
(5끼

2.6894
(71)

2.5727
(128)

4.5624
(38)

5.1 446
(38)

6.3811
(38)

3.8368
(38)

4.9812
(152)

2.9831
(121)

2.3270
(1 22)

2.6537
(243)

3.9726
(57)

4.3489
(57)

5.0414
(57)

3.3 376
(56)

4.1788
(227)

)는 사례수

2) 편파의 방향과 규모
예측 오차의 요인 가운데 조사 결과를 특정 방향으로 체계적으로 기울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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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만드는 편파가 있다. 사실 전체 지역구를 대상으로 당선자 예측에 얼마나
성공했는지 평가해 보면， 지난 16대 총선과 마찬가지로 이번 선거에서도 표집

이나 조사과정에 내재하는 무작위 오차가 문제였다기보다는 체계적으로 기울
어지는 편파가 예측 실패의 주요한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이
번 선거에서 당선자 예측에 실패한 19개의 선거구에서 모두 예측 조사에서는
열린우리당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18 개 지역에서 한나라

당 후보가 당선되었으며 나머지 1 개 지역(충남당진)에서는 자민련 후보가 당선
되었다. 즉 이번 선거예측에 눈에 띄는 오류는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후보
의 득표를 체계적으로 과대평가한 반면， 한나라당과 자민련， 그리고 민주당과

같은 보수적 정당 후보의 예상득표율을 체계적으로 과소평가한 ‘편파’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보수 정당에 대한 과소평가 편향은 지난 제 16
대 총선 예측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이준웅，
리，

2000).

2001;

조성겸，

2001;

허명회， 홍내

즉 지난 16 대 총선에서도 전체 21 개 예측실패 선거구 가운데 17개

에서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예측했지만 실제로 이 가
운데 157H 선거구에서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되었다.
편파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분석의 첫 단계로 조사기관과 조사방법에 따
른 편파의 규모를 알아 보았다.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예측 편파를 측정하기
위해 설제 득표가 1 위와 2위에 포함되는 한나라당 후보의 예측 득표율에서 실

제 득표율을 뺀 값을 ‘한나라당 편파’로 규정하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열린우
리당 편파’를 정의했다. 즉 편파의 부호가 정(+)이면 이면 실제보다 과대예측

한 편파를 범한 것이고 부(-)이변 실제보다 과소예측한 편파를 범한 셈이 된다.

〈표 3> 에 제시된 편파의 평균을 보면， 한나라당 후보의 경우 많게는

-6.7%

포인트 득표율을 과소평가하고 많게는 1 1.3%포인트 평가했지만， 전체적인 편

파의 평균은 약 -1. 2% 포인트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평균적으로 한나라당
후보의 득표율을 과소평가했음을 보여준다. 반면 제 17 대 총선예측에서 열린우

리당 후보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1.4% 포인트 과대평가했음을 보여준다. 열
린우리당 후보와 한나라당이 각축을 벌이는 선거구도에서 각 후보에 대해 체
계적으로 1.4% 포인트 과대하게 그리고 1.2% 포인트 적게 예측했다는 사실은

이번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데 결정적인 어려움이 바로 편파에서 유래되었다는
사정을 설명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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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17대 총선예측의 편파를 제 16대 총선예측의 편파와 비교해 보면， 먼
저 변산도 즉 표준편차와 범위가 제 17 대에는 많이 줄었음을 알 수 있다. 하

지만 한나라당 과소평가와 민주당 과대평가를 편파의 방향은 그대로 이며， 특

히 한나라당에 대한 과소평가의 규모가 .5%에서 1.2% 로 증가한 것이 주목할
만하다

(t(289)= 1. 7, p=.08).
〈표

3> 정당별 편파 평균

제 17대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제

최대값

평균

16 대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한나라당편파

-1. 2188

2.8373

-6.70

11.30

-.4619 5.1 888

-1 3. 21

16.27

열린우리당편파

1.4132

3.1 656

-9.50

8.50

1.5790

5.0201

-16.49

18.75

보수당편파

-1.1 138

2.9572

-8.20

11.30

진보당편파

1.4122

3.1521

-9.50

8.50

그렇다면 이러한 편파는 조사기관과 조사방법상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

는가? 편파점수를 종속변수로 삼고 조사기관과 조사방법을 주효과 변수로 삼
아 2원 변량분석 (Two-way ANOVA)해 보았다. 먼저 조사기관별로 보면， 미디
어리서치가 -1. 6% , 소프레스가 -.9% 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이 차이는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조사방법별로는 차이가 있었으
며

(F=9.8 , p<.Ol) , 또한 조사방법과 조사기관 간의 상호작용효과도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F=6.7， p<.05). 즉 미디어리서치의 전화조사는 -.4%로 편파가 적

었지만 출구조사의 경우에는 -2.6% 로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제 16대 총선예측의 경우， 조사기관별 조사방법별 통계적 차이는 없었던 것으
로 확인된다.

열린우리당에 대한 과대예측 편파를 보면， 역시 조사기관의 주효과는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조사방법의 차이가 유의했으며

(F=7 1. 7, p<.OOl) , 조사방법과 조사기관간의 상호작용효과도 유의한 것으로 발
견되었다 (F=12.8, p<.OOl). 특히 제 17 대 총선의 경우 전화조사에 있어서는 열

린우리당에 대한 편파가 두 조사회사를 합하면 .05% 수준으로 거의 없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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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위한 오차가 약 2.6% 에 달했던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역시 문제는 조
사기관과 조사방법의 상호작용효과로서 미디어리서치의 출구조사의 경우 열련
우리당 후보에 대한 과대평가가 약 3.9% 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제 16 대 총선
의 경우， 한민주당에 대한 예측편파는 조사회사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F' =2 .5,

p=0.6) 즉 코리아리서치와 미디어리서치의 경우가 다른 회사에 비해 편파가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조사방법에 따른 주효과나 상호작용효과는 유
의하지 않았다.

〈표 4> 조사기관별 방법별 한나라당 후보 예측 편파
제

출구조사

전화조사

전 체

17 대

제

16 대

미디어

소프레스

전체

코리아

소프레스

한국

미디어

전체

깅.5925

-1. 8722

-1. 7425

-.9543

(여)

(1끼

-.7264
(18)

-1.5365

(54)

-.9674
(43)

(1끼

(1θ

-1. 2366
(68)

-.3711

-.7t뻐

1.0593

-.2626

.4798

-1. 2638

(4잉

(55)

-.5850
(100)

(29)

(30)

(30)

(32)

-1. 5828

-.8510
(98)

-1. 2188

.0239

-.4365

-.2495

-1.lW6

(1 97)

(4이

(48)

μ꺼

(48)

(99)

-.0265
(121)
-.4619
(189)

)는사례수
〈표 5> 조사기관별 방법별 열린우리당(민주당)후보 예측 편파
제

출구조사

전화조사

전

체

제

17 대

미디어

소프레 λ

전체

3. 8508

1.9542

3.0306

코리아 소프레〈

1.1782

2.2579

(63)

(48)

(111)

(1 6)

(1이

-.4055

.2441

-0.α463

-1. 0036

2.4339

(5잉

(68)

(123)

(25)

(2끼

1. 8669

.9517

1.4132

-.l 522

(1 18)

(11이

(2짜)

(41)

2.3684
(43)

)는사례수

16 대
한국

미디어

전체

2.0266
(18)

1.4845

1.7537

(14)

(64)

2.9973
(22)

1.5480

1. 4705

(29)

(103)

2.5604

1.5273

1.5790

(때)

(43)

(16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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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편파의 근거에 매한 탐색적 고찰: 조사거절자 및 응답불성질자
선거 예측조사에서 체계적인 편파는 무작위한 오차보다 치명적인 결과를 초
래한다. 개별 선거구 예측에 무작위한 오차만 개입한다면， 한나라당 후보가 실
제로 당선된 경우에 열린우리당 후보를 잘못 예측하는 경우나 반대의 경우가
반반씩 발생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결국 무작위한 오차는 개별 선거구의
예측에는 어려움을 초래하지만 전체적으로 정당멸 의석수를 예측하는 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체계적인 편파의 경우에는 문제가 다르다. 이는 개별 선거구 예측에
도 어려움을 초래하지만 전체적으로 정당별 의석수를 예측하는 데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지난 16대 총선 예측에서 제 1 당 예측에 실패한 것

이 바로 이러한 편파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17 대 총선에서도 당선자 예
측에 실패한 19개 선거구 모두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를 당선후보로 잘못 예측
했기 때문에 하마터면 1 당 예측마저 실패할 뻔했다. 그렇다면 이렇게 총선예측

조사에서 두 번에 걸쳐 이렇게 보수정당에 대해서는 과소평가의 편파가 나타
나고 진보정당에 대해서는 과대평가의 편파가 나타났던 이유는 무엇인가?
이 연구는 보수정당에 대한 과소평가(진보정당에 대한 과대평 7}) 의 원인을

‘조사거절자’， 6 응답거부자’， 또는 ‘응답불성실자’에서 찾는다. 전화조사는 물론
출구조사의 경우에도 조사자체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며， 응답을 하더라
도 현저하게 응답이 불성실한 경우(거짓말을 포함해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조사거절자’， ‘응답거부자’， ‘응답불성실자’ 가운데 특정 정당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의 비율이 조사응답자 중 그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
의 비율과 다를 경우에 위와 같은 예측 편파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현재 선거예측 조사의 전화조사는 성， 연령， 지역을 기준으로 한 할당표집을
사용하기 때문에 조사거절자는 같은 성， 연령， 지역적 특성을 갖는 다른 응답
자로 대치된다 (김정혜， 2004; 박동현， 2004; 이준웅， 2002; 허명회， 홍내리，

2000). 따라서 조사거절자 가운데 특정 정당의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이 조사에
응한 집단에 비해 많거나 적다면 편파가 유발된다. 문제는 이렇게 대치되는 응
답자의 규모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조사기관의 연구원과 인터뷰한 비공
식적인 정보에 의하면， 전화조사의 경우 최초의 표본 틀에서 최종적으로 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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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포함되는 경우가 적게는 5% 에서 많게는 30% 정도라고 한다. 비록 제 17 대
선거에서 전화조사의 편파는 출구조사의 편파에 비해 적게 나타났지만 전화조
사의 조사거절자 편향도 심각한 고민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섬각하기로는 출구조사의 조사거절자 문제가 더하다. 우리나라 선거
예측 조사에서 출구조사에도 응하지 않는 유권자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

다. 그리고 이러한 조사거절률에 따라 정당지지도가 달라진다면 이는 분병 편

파요인이 된다. 그런데 바로 이 관찰을 지지하는 근거를 간접적이나마 제시할
수 있다. 먼저 지난 2002년 대선 출구조사의 경우， 전체 표집대상자 가운데
19.3%에

달하는 유권자가 조사를 거절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그리고

19.3% 의 전국적 조사거절률은 보수적인 유권자가 많은 것으로 알려진 연령대
와 지역에서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마찬가지로 이번 17 대 총
선에서는 조사회사별로 차이가 있어서， 미디어리서치의 경우 24.0% 소프레스
의 경우 8 .3%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두 조사기관의 조사거절

자의 차이가 곧 두 조사회사 출구조사의 오차 및 편파의 차이와 비례한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 그런데 출구조사의 조사거절자 가운데 주목할만한 점이 곧
연령별 조사거절자 비율의 차이이다<표 6> 에 의하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조
사거절자 비율이 높으며， 남자보다 여자의 경우 조사거절률이 높다. 미디어리

서치의 경우 여성 60세 이상의 출구조사 대상자 가운데 무려 46.1% 가 조사를
거절했음을 보여준다. 우리나라 선거예측에서 연령이 많을수록 보수 성향이 강

해진다는 것은 일종의 상식이다. 문제는 이번 선거에서 조사거절자 중 보수적
인 유권자의 비율이 응답자내의 보수적 유권자의 비율보다 더 많았느냐는 것

이다. 즉 조사거절율과 예측편파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지가 관건이 된다.

〈표

미디어

소프레스

6> 제 17 대 총선 출구조사 조사거절자 비율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남자

11.1

12.4

16.6

28.0

35 .1

여자

15 .4

17.9

24 .2

33.5

46 .1

남자

2.7

4.0

6.3

11.0

여자

4.7

5.0

7.2

13. 4

전체

24.0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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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거절 비율과 예측편파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각 선거구별 조사거
절률과 예측오차 및 편파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표 7>은 출구조사 거

절률이 전반적으로 오차규모와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으며， 특히 한나라당 후
보에 대한 과소평가와 우리당 후보에 대한 과대평가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
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관관계는 조사회사에 따른 출구조사 거절률과
오차 및 편파간 관계의 차이를 통제한 (즉 조사회사를 가변수(dummy

variable)

로 코딩한 후 통제한)， 편상관계수를 보았을 때 더욱 강조되어 나타난다.
특히 조사거절률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20대 남자와 여자의 경우에도 출구조

사 거절률과 오차 및 편파 간의 상관관계가 유의적이라는 데 주의해야 한다.
이는 아무리 조사거절률 자체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적은 20대이라 할지라도，

일단 조사 거절자가 발생하게 되면 그 자체가 오차 및 편파와 관련을 맺는다
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20대이건 50대이건 조사거절자의 규모는 편파와 직결

됨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이다.

〈표 7> 제 17대 총선 응답거절률과 오차 및 편파의 상관관계 (전체 선거구 기준)
상관관계
오차평균

한나라편파

편상관관계(조사회사 통제)
우리당편파 오차평균

한나라편파 우리당편파

출구조사거절

.4 5***

-.25*

41***

.70***

-.34**

.72***

남자20거절

.4 1***

-.4 1***

.40***

.50***

-.62***

.58***

남자애거절

.3 8***

-.26**

.3 3***

.41 ***

-.28**

.40***

남자40거절

.44***

-.24*

.4 1***

.5 5***

-.25*

.56***

남자50거절

.4 5***

.3 3***

.44***

.78***

-.5 8***

.88***

여자20거절

41***

-.3 6***

.41 ***

.46***

-.45***

.52***

여자30거절

.4 1***

-.26*

.36***

.5 6***

-.3 2***

.54***

여자40거절

.43***

-.29**

.40***

64***

-.44***

.69***

여자50거절

.46***

-.3 3***

.43***

.80***

-.60***

.85***

출구거 절 남20/50a

.45***

-.3 6***

.44***

.84***

-.74***

.95***

출구거절 여2이50a

.46***

-.3 5***

.44***

85***

-.68***

.91 ***

a. 2이50 =(50대 -20대 )/(50대 +20대).
b. * p < .05, ** p < .01 ,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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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20대와 50 대의 출구조사 거절률의 차이가 오차와 편

파와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준다는 점이다. 이는 20대에 비해 50대
의 출구조사 거절이 높은 선거구에 대해서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예측을 실제
보다 적게 하게 되고 우리당 후보에 대한 예측을 실제보다 크게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편파를 유발하는 효과가 조사거절자 유권자의 연령에 따라 강조되어
나타난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1 1 )

특정 정당에 대한 과대평가 편파를 설명하기 위한 또 하나의 요인은 ‘응답
불성실’ 문제이다. 이는 비록 조사에 응했지만 조사자에재 응답자의 진심을 말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는 흔히 조사 과정에 개입되는 편파요인과 면접
원 요인 등 다른 요인들과 결합되어 발생한다

(Cantril , 1991; Crepsi, 1988).

특

히 이 문채가 심각한 이유는 이 문제가 조사를 통해서는 그 증거를 직접적으
로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들의 문제 자체가 조사에 대한 불성실한 응답
에 있기 때문에 조사를 통해서 응답불성실자의 규모와 편향의 방향을 파악할

수 없다. 하지만 이에 대한 지적은 1992 년 영국 총선에 대한 분석을 제시한
조웰과 동료들(Jowell，

Hedge , Lynn, Farrant, & Heath,

1993) 의 연구에 제시되어

있다

제 17 대 총선 예측조사에도 불성실응답이 편파를 유발했을 개연성이 있다는

간접적인 증거가 있다. 총선이 끝난 직후 〈디지럴 조선〉의 홍영림 기자는 출
구조사에 대한 기사를 작성한 바 있는데 그에 대한 ‘독자의 100자 평’에 나타
난 내용을 보변， 상당수의 응답자가 의도적으로 불성실한 응답을 했음을 밝히
고 있다<표 8> 에 제시된 조선일보 독자의 100자 평은 그 내용으로 보나 그
에 대한 찬성의견 표명으로 보나， 17 대 총선 예측에서 응답불성실로 인한 편파

의 문제가 단순한 억측만이 아님을 시사하고 있다.

11) 각 선거구별 전화조사 무응답률은 오차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

화조사 무응답률은 한나라당 편파와 미약하나마 ‘긍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r= .15, p<.05). 이는 전화조사에서 무응답이 많을수록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과대

평가 편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이 결과는 해석하기 어렵다 즉 전화조사

의 경우， 응답거절이 아닌 응답 후 지지유보를 비롯한 무응답자가 많을수록 한나라당
후보의 득표율을 과대평가하게 된다는 것인데， 왜 그러한지 이유가 분명치 않다

제 17대 총선 예측 조사의 문제 : 조사거절자와 응답불성실자 편향을 중심으로

〈표

8>

디지털 조선의 출구조사 관련 기사에 대한 랫글

121

(2004. 1. 17)

(1) 이경진 (l셰0801): 찬성 832 반대 118. 나 역시 출구조사를 받았었다. KBS 였
다. 물먹이기 위해 다른 사람 이름을 말했다 그럴 작정은 아니었지만 그들
이 방송으로 날 물먹으려 들었기 때문이다.

(04/17 16:05)

(2) 문은기 (m1872712): 찬성 532 반대 44. 당연하지 출구조사 응할 필요 없지
요. 살기 바쁜데， 방송은 어용방송인데 (04/17 16:08).
(3) 이경진 (l셰0801): 찬성 499 반대 57 내가 성향을 제대로 밝히지 않은 것은
방송사들 행태가 꼴 보기 싫어서였다. 김병호야 부끄럽기는 뭐가 부끄럽냐

(04/17 16:06).
(4) 김병호 (papara): 찬성 464 반대 625. 자신의 지지성향을 밝히지 못할 만큼
부끄러운 짓을 왜 하는지. (04/17 16:05)
(5) 권혁명 (profass). 찬성 417 반대 37. 강 앞으론 까본 담에 발표해라. 맞지도
않는 예상가지고 떠들지 말구. 어떻게든 여당 한번 띄워주려는 심리가 오버
해서 그러다가 항상 틀리는거 아니냐 아부도 정도껏 해라. 니네가 가진 생
각하고 민심은 툴리다니깐.

(04/17 16:05).

(6) 이영숙 (yauu): 찬성 381 반대 28. 누가 봐도 심하다 할 정도의 왜곡 편파 어
용 방송사에 대한 국민이 무언의 반발이지. 무언의 항의 표시로 방송사를 골

탕 먹이기 위해 이번 총선 여론조사와 출구조사에서 엉터리 대답하기고 인
터넷에서 여론이 형성되었다는 점을 정권과 집권여당， 어용 방송사들은 깊이
새겨야 할 거다. 국민 웃읍게 봤다간， 큰 코 타칠 거야 아마.

(04/17 16:20)

(7) 김종철 Gc빼nlll): 찬성 329 반대 34. 방송3사의 4.15총선 출구조사는 정말
로 엉터리였음이 들어 났습니다. KBS , MBC , SBS 방송사의 편파방송과 노
사모와 총선시민연대의 춧불시위 등 탄핵정국을 이용해 총선이슈화 한 열우
당은 선량한 국민을 우롱한것이며. 방송3사는 거듭 사과하고 반성해야 합니
다

(04/17 16:16)

(8) 나미애 (aps15000): 찬성 321 반대 39. 아니 적군에게 내 정보를 왜 주나?웃
기는 방송이다! (04/17 16:17)
(9) 이문자 (clock): 찬성 313 반대 18. 내가 왜 편파 왜곡 선전 선동 어용 방송
국들이 하는 출구조사에 내가 투표한 걸 까발려야 하는지 모근겠다. 차라리
그들이 원하는 정당 후보 찍었다고 립 써비〈나 해 주고 오후 6시 부터의
펀파 왜곡 연출할 수 없는 방송을 즐기리라. 기쁜 마음으로.

(04/17 16: 18).

(10) 김상남 (n없띠71): 찬성 310 반대 21 매번 잘못된 출구조사를 개표전에 발
표하는 의도가 무었인가? 앞으로의 선거에서는 엉터리 출구조사 결과를 개
표 전에 발표하는걸 법으로 규제 하여야한다. 영터리 출구조사 결과를 개표
전에 발표 하는 것은 전자 개표 조작을 숨기기 위한 의도로 보여 진다.

(04/1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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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저절자 편파에 대한 이론적 분석
1) 보수적 유권자의 전략적 정치 의사 표명
이준웅 (2001)은 지난 16 대 총선 예측조사 결과를 논하면서， 유권자의 여론

환경을 의식한 정치적 의견표명의 전략적 행위가 편파를 유발한다는 주장을

제시한 바 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에 근거한 가설을 경기도 안양 동안지역
유권자를 대상으로 검증했다. 이 설명에 의하면， 유권자는 여론환경이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대해 불리하다고 인식하는 경우 정치적 의견표명을 삼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경향성은 특히 보수적 유권자의 경우 더욱 강조되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는 곧 노엘레노이만(양승찬，

1998; Noelle-Neuman, 1984)

이 제시한 이른바 침묵의 나선효과가 보수적인 유권자에 대해 효력을 발휘하
는 경우 (즉 ‘회피하는 보수주의자 요인’ (a

shy Tory

factor) 가 유발되는 경우)

선거 예측조사에서 이들의 목소리를 체계적으로 적게 반영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준웅，

2001; 허병회， 홍내리， 2000; Coo뼈r， 1997; H빠is， 1992;

Jowell , Hedge, Lynn, Farrant,

&

Heath, 1993).

그 결과 보수정 당 후보의 득표율

에 대한 체계적인 과소평가로 이어진다. 이러한 설명은 선거 예측조사에 대
한 응답도 일종의 정치적 의견표명 행위로서 이러한 정치적 인식 및 행동 과

정에 대한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존 문헌을 종합해 보면， 보수적 유권자의 여론지각 인식에 따른 응답거절
효과가 그리 낯선 현상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효과는 1992년 영국 총
선을 비롯해서

(Curtice , 1997; Jowell , Hedge , Lynn, Farrant, & Heath, 1993) ,

1989년 미국의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 (Bolstein，

1991; Traugoot & Price , 1992)

및 1992년과 1996년 미국 대통령 선거 (Taylor，

1997)

등에서 발견된 바 있다.

그리고 위에서 제시한 조사거절자의 규모에 따른 한나라당 후보에 대헌 과소
평가 편파와 우리당 후보에 대한 과대평가 편파의 증가는 이준웅의 설명을 간
접적으로 지지한다.

제 17 대 총선예측에 나타난 편파의 문제가 보수적 유권자의 전략적 의견 표
명에서 비롯되었다는 설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보수적 유권자의 여론환
경 인식’과 그에 따른 ‘보수적 유권자의 전략적 의견 표명 자제효과’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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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조건에서 ‘회피하는 보수주의자 효과’가 성립한다
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직접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는 ‘유권자의 여론환경에
대한 인식’과 같은 변수에 대한 측정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번 선
거 조사에는 이러한 변수에 대한 측정을 시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변수에 대한 신뢰성있는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보수적 유권자의 전략
적 의견표명이라는 이 연구의 주장을 직접 검증할 방법이 없다.
하지만 간접적인 방식으로 위와 같은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관찰에 근거한 가설을 제시할 수 있다. 먼저 제 17 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 동
안의 언론이 소위 ‘판세분석’을 통해서 각 지역별 여론동향을 상세하게 보도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유권자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 비록 여론조
사결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여론의 향배를 충분히 감지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언론의 보도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확인
해야 할 일이지만， 선거운동기간 중 언론의 기사가 (1) 광화문을 중심으로 한
탄핵정국의 춧불 시위， (2) 탄핵 역풍으로 인한 여론의 급격한 변화， (3) 추미

애 민주당 대표의 삼보일배， (4)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등장과 영남 표심의
변화，

(5)

정동영 의장의 실언 등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유권자는 언론에 대한 위와 같은 관찰을 바탕으로， 언론 보도를 통
해 자신이 속한 지역의 여론환경을 파악할 수 있었는데 특히 이번 17 대 선거

에서는 이러한 여론환경에 대한 인식이 지역에 따라 달랐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선거 막바지에 적어도 영남권에서는 한나라당 후보들이 탄핵 정국 초

기의 열세를 극복하고 당선권에 들어섰다는 것을 영남권 유권자들이 ‘피부로

느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영남권의 보수적 유권자들은 소위 ‘박근혜
효과’를 감지했으며 지역사회에서 한나라당 후보의 전망이 밝다는 여론환경에

처해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수도권 유권자들은 계속되는
탄핵집회에 대한 언론의 보도와 선거판세가 전반적으로 여당인 열린우리당에

유리하다는 정보를 접한 결과， 선거에 임박해서도 탄핵 반대의 열기가 유지되
고 있다고 인식했을 것이다. 즉 수도권의 보수적인 유권자는 여론환경이 그들
에 대해 특별히 유리하다고 생각할 만한 근거가 없었으며 오히려 불리하다고

여겼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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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제 17 대 총선 수도권과 영남권의 전형적인 선거판도

조사일

전형적인수도권의판세

전형적인 영남권 선거구의 판세

(서울종로귀

(경북구미 을)

표본
T}‘

조사기관

박진

짧신

(핸꽤 (원댐

3월 10일

513

조산갤럽

24.3

22.2

3월 14일

500

MBC-코리아리서치

22.8

3월 19일

500

뼈&미디어리서지

17.0

3월 19일

gμ

조산갤럽

3월 20일

400

3윌 27일

3월 Tl일

조샤일
3월 21 일

표본
T
까‘

조사기관

김태환

추병직

(핸}래 {쩌댐

뼈S미디어리서지

Tl .2

?I.J.7

41.2 3월 25일 523

조잔갤럽

21. 9

24.6

40.8

3월 Tl일

200

중앙일보

14.0

23.0

26.9

42.1

3윌 26일

R꽁미디어라서치

33.4

34.0

%-öj-

20.0

31.0 3월 Tl일

동아코리아

23.9

32.9

5m

SBS-ηJ소프레스

29.0

39.1

MBC-코리아리서치

22.4

?I.J.7

동아코리0벼서치

22.7

38.6 3월 29일

앞~η‘소프레스

26.6

33.1

조선일보갤럽

28.9

35.1

3월 31 일

뼈미디어래치

34.6

39.9

3월 30일

500
500
500

뼈S미디어리서치

28.7

37.5

4월 m일

500
500
500
500
500
500

1차미디어리서치

33.6

22.7

3월 31 일

없〕

없응미디어리서치

32.1

34.7 4월 m일

sm

2차미디어리서치

38.5

25.7

3월 31일

sm

SBS-πJ소프레스

30.0

41.2 4월 12일 800

3차미디어리서치

38.8

34.4

4월이일

500

MBC-코리아리서치

28.1

35.1

4월 15일

최종예측

51.2

37.6

4월 05일

sm

1차미디어리서치

30.8

35.2

실제결과

54.4

40.3

4월 09일

50J

3차미디어리서치

32.8

37.4

최종예측

39.5

47.5

실제결과

42.8

42.l

3월?I.J일

4윌 15일 쟁43

3월 28일

500

얹U

〈표 9> 의 서울 종로구의 여론조사 결과와 경북 구미을의 여론조사 결과는

전형적인 수도권과 영남권의 ‘선거판세’를 보여주는데， 이 두 지역의 판세는
위에서 제시한 관찰 및 예상과 완전혀 일치하는 패턴을 보여준다. 즉 수도권의
경우에는 끌까지 한나라당 후보와 열린우리당 후보 중에서 누가 우세한지 장
담할 수 없는 접전이 이어졌지만， 영남권의 경우에는 선거 막바지에 한나라당
후보의 우세가 미리 점쳐졌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선거판도는 선거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된 선거기간 동안에 언론의 소위 ‘판세분석’ 기사 등을 통해 전국
적으로 유포되었다.
만약 이러한 관찰이 사실이라면， 위에서 제시한 ‘보수적 유권자의 여론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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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과 그에 따른 전략적 의견표명’이라는 설명에 입각해서 수도권의 보수적
유권자들은 다른 지역의 보수적 유권자에 비해 (특히 영남권 보수적 유권자에
비해) 출구조사에 대한 거절 및 응답 불성실을 통해서 자신의 진심을 직접 보

이지 않았을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았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추론
을 근거로 수도권 지역에서 한나라당 과소평가 편파와 열린우리당 과대평가
편파가 강력하게 나타났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울 수 있다.
〈표

10>는

수도권의

선거예측

조사의

편파에

대한

가설을

변량분석

(때OVA)을 통해 검증한 결과를 제시해 준다. 변량분석에서 종속변수는 선거
구별 오차，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편파， 그리고 열린우리당 후보에 대한 편파

였으며， 독립변수는 조사기관， 조사방법， 그리고 지역이었다. 이 연구가 제시한

가설은 ‘지역’에 따른 편파의 주효과와 ‘지역’과 다른 변수들 간의 상호작용효
과를 예측한다. 간단히 말해서 정당에 대한 예측 편파가 수도권 지역에서 강조
되어 나올 것이라는 것이다.

〈표 10> 조사기관， 방법， 지역에 따른 오차와 편파

조사기관

예측오차

한나라당과소평가편파

우리당과대평가편파

F

F

F

9.648**
1.008
1.706

2.4 82
11.747**
3.2 36*

2.492
79.931***
4.266**

기관*방법*지역

20.123***
.377
4.634**
3. 022*

10.675**
1.494
3.029*
3.421 *

14 .266***
1. 552
2.215
.733

(모형)

4.205***

3.794***

8.1 96***

2.427

6.632

6.848

조사방법

대상지역
조사기관*방법

조사기관*지역
조사방법*지역

잔차
사례수

243

* p < .05 , ** p < .01 ,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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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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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는 이 연구의 가설을 뒷받침 한다. 먼저 지역에 따라 예측 오차에

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제시한 가설과 일치되게， 조사기관과
조사방법의 효과를 통제한 후에 지역에 따라 한나라당 과소평가와 우리당 과
대평가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수
도권의 경우 한나라당 과소평가(평균=-1.72) 가 확인되었다. 또한 수도권의 우리

당 과대평가(평균=1.95)도 확인되었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후보에 대한 편
파평균은 부산경남권에서 각각

-.71 , .94, 대구경북권은 각가 뼈， .81 , 기타지 역

은 각각 -.50 , .99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수도권의 편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예측 오차와 한나라당 과소평가 편파와 열린우리당에 대한 과대평가
편파의 경우， 조사방법과 지역의 상호작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한나라당의 과소평가 및 열린우리당에 대한 과대평가가 출구조사에서 나타났
는데， 그 차이가 특히 지역별로 수도권에서 강조되어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한
다. 덧붙여 조사기관과 방법 그리고 지역의 삼원상호작용효과가 예측 오차와
한나라당 과소평가에 나타난 것으로 발견되었다. 결국 〈표 10> 의 변량분석 결
과는 이 연구의 가설을 지지한다. 즉 수도권 지역에서 보수적 유권자들은 얘론

환경이 특별히 유리하다고 볼 수 없었으며 오히려 세력의 불리함을 체감한 바，
이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정치적 의견표명을 자제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4. 선거 예측조사 오차 및 펀파의 조캠
제 17 대 총선의 경험은 선거 예측조사에서 오차와 편파가 발생하는 조건을
재검토해서 어떤 요인에 의해 오차와 편파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그 중에서 어

떤 요인이 통제 가능한 요인인지 면밀하게 검토해야 함을 보여준다. 앞에서 제
시한 분석결과와 기존의 선거예측 조사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제 17 대 총선
예측 조사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위해 선거예측 여론조사를 둘러싼 맥락에 따
른 오차와 편파의 조건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거 예측조사 연구 설계의 문제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한된 일
정과 조사 예산 등을 고려한다면 어차피 예측 오차나 편파를 완벽하게 극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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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연구 설계란 있을 수 없다. 특히 선거조사에서 예상되는 모든 문제를
다 통제할 수 있는 최적의 연구 설계란 존재하지 않거나 있다해도 비현실적으

로 비용이 많이 든다. 연구 설계와 방안은 연구 목적에 따른 효율성과 효과의

계산을 통해서 언제든지 조절가능한 것이며， 선거 예측조사의 경우 더욱 그러
하다. 오차 및 편파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 설계와 관련 조건들을 꼽아보면 (1)
조사 업체 선정， (2) 전화조사 및 출구조사 배치， (3) 전화조사와 출구조사의

표집 방법， (4) 선거구 별 표본의 규모 등 출구조사 투표구 표집 방법 등이 있

다. 지난 17 대 총선 예측조사를 담당한 여론조사 전문가의 의견에 의하면， 이
번 조사는 과거 어느 선거보다 많은 비용과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준비한 예
측 조사였으며， 특히 지난 15 대와 16대 총선예측 실패에 대한 반성을 근거로
연구 설계 차원에서 많은 개선을 시도한 조사였다고 한다 (김정혜， 2004; 박동
현， 2뼈). 특히 출구조사의 대표 투표소 추출방법은 지난 2002년 6.13 지방자
치단체장 선거를 계기로 획기적으로 개선된 바 있으며， 2002 년 대선예측을 통
해서 검증된 예측 시스댐을 도입했다고 한다. 현재 미디어리서치는 기존선거자
료를 근거로 한 유층표집방식을 이용하고 있으며， 소프레스의 경우 과거 선거

자료를 이용한 일명 ‘최소자승법’을 사용하고 있다. 제 17 대 총선의 경우 이

두 방법에 대한 비교 검토 및 다양한 방법에 대한 시율레이션이 여러 차례 이
루어졌다.1 2 ) 적어도 대표 투표소 추출방법과 투표자에 대한 체계적 표집방법의
개선은 일정한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이번 조사
선거구의 표집 자료와 실제 투표결과를 비교한 후에 본격적으로 평가할 수 있
겠지만， 표집을 포함한 연구 설계 차원에서만 보면 지난 선거에 비해 상대적으

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조사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측
오차 및 편파가 상당한 규모로 발생한 것은 결국 이러한 조사 설계와 관련된
12) 출구조사 투표소 추출방법은 크게 보아서 (1) 투표소 리스트를 기준으로 한 대표 투표

구 추출， (2) 동별 투표소 리스트를 기준으로 한， 대표 동 추출방법， (3) 동별 리스트를

이용하되， 각 동별 대표 투표소를 추출하는 혼합방법， (4) 과거 투표결과를 기준으로 k
개의 층을 추출하여 각 층에서 투표소를 추출하는 방법 등이 있으며， 이 네 가지 방법

도 과거자료의 이용범위， 대표 투표소 선정 기준， 추출된 투표소 수의 적정 범위， 각
선거구별 특이사항 고려 (선거구 조정， 급격한 인구 유입， 소지역주의 등) 여부 등에 따
라 다시 세분화 된다 이번 선거에 사용된 표집 방법은 2000년 제 16대 총선이후 보궐
선거 등을 통해 계속해서 개선되고， 지난 2002 년 6.13 지자체장 선거이후 실전에서 성
과를 보인 방법을 근간으로 새롭게 시블레이션을 통해 검증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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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에 대한 대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조사 실행과 관련한 오차 및 편파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조사 실행과
관련된 요인은 크게 조사기관의 조사수행 능력과 숙련도 등의 요인과 대규모
로 수행되는 출구조사에 동원되는 조사원에 대한 교육 및 수행전략과 관련된

요인으로 구분된다. 사실 여론조사와 관련된 대부분의 비표본 오차 요인들은

이러한 조사실행 과정에 개입한다. 그런데 이러한 요인들은 조사회사의 수행능
력과 숙련도 등에 따라 사전에 대략 결정되어 있다 따라서 과거에 성과를 기

준으로 조사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하다면 조사기관의 조사수행
능력을 신장하기 위해 조사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유도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이번 선거에는 그 동안 선거예측에서 가장 좋은 성과를 보인 업체를 중
심으로 조사를 수행했으며， 특히 조사원에 대한 통제와 교육이 잘 이루어진다

고 확인된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했다고 한다 (현경보，

2004). 또한 지난 1997

년 이래로 선거예측 조사에 도입된 감리시스댐도 조사실행 과정의 오차와 편
파를 줄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조사실행과 관련한 비표본 오차 및
편피를 생각하면 실사과정에서 조사원에 대한 교육과 통제， 그리고 동기부여
등이 조사에 미치는 영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예를 들어， 소프
레스의 경우 출구조사의 조사거절자를 줄이기 위해 조사원에 대한 강력한 인
센티브 시스댐을 도입했는데 이것이 주효했다고 한다. 전반적으로 보아， 지난
16대에 비해서는 잘 교육된 조사원을 이용해서 통제된 상태에서 조사를 수행
되었지만， 지난 2002년 대선 예측조사에 비해 조사규모가 비약적으로 커지면서
실행상의 어려움이 있었던 조사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1 3 )

셋째， 선거 여론조사와 관련한 유권자의 정치적 인식 빛 행위 차원의 요인
들이 있다 이 연구에서 확인된 조사거절 및 응답 불성실 등으로 인한 오차

및 편파의 발생 등이 바로 여기에 포함된다. 지금까지 선거예측 조사는 조사

13) 제 15 대와 16 대 총선예측에서 방송사는 각각 6개와 4개 조사기관에게 조시를 의뢰했지
만， 제 17 대 총선예측을 위해서는 미디어라서치와 소프레스 단 2 개의 조사기관만 선정
했다. 총선예측 오류의 원인으로 적은 수의 조사기관이 과다한 물량을 담당하는 것을
지적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즉 조사기관이 많아질수록 한

조사회사가 담당해야 하는 지역구가 줄어들변서 조사품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할 수도
있지만， 이는 조사회사간 품질이 동일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서만 타당한 지적이다. 반대
로 조사회사간 조사품칠의 차이가 전체 예측결과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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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를 잘하고 실사과정을 잘 통제하면 된다는데 초점을 맞추어 수행되었다.
물론 이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 논문에서 제시한 제 17 대 총선 예측
의 편파요인에 대한 분석과 설명에 따르면 선거여론조사에 대한 유권자들의
전략적 대응이 선거여론조사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결론을 받아들이

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즉 특정 정치적 성향을 지닌 유권자가 체계적으로 조
사를 거절하거나 불성실한 응답을 한다면， 현재 방법으로 정확한 선거 예측

올 해낼 도리가 없는 것이다. 결국 현 단계에서 유권자의 정치적 의견 표명
행동에 대한 이론을 확립해야 한다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특히 유권

자의 정치적 행동에 대한 이론을 근거로 어떤 여론환경에서 어떤 유권자 집

단이 어떻게 여론조사에 반응할 것인지에 대해 예측 모형을 구성할 것을 생
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예측 모형에 따라 조사 설계를 수행하고 최종적
으로 얻은 응답에 대한 분별있는 가중치 부여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
다. 문제는 우리 조사계에 이러한 모형검증 작업에 필요한 기초적인 자료와

도구가 부실하다는 데 있다. 예를 들어， 보수적 유권자가 특정한 정치적 행동
을 보인다는 이론적 모형을 구성하더라도 정작 보수적 유권자의 어떤 특성이
‘보수성’을 결정하는지 경험적으로 확인해서 측정할 수 없다면 이 모형은 선

거예측에 관한한 무용지물이 된다. 결국 유권자의 정치적 이념적 특성에 대

한 측정， 여론환경에 대한 인식 및 여론의 영향력에 대한 인식에 대한 이론
화와 측정， 유권자의 정치 참여와 관여도에 대한 이론적 모형， 유권자의 조사
거절 및 응답 불성실에 대한 결정과정에 대한 이론적 모형， 유권자의 정치적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인지적 동기적 감성적 요인들에 대한 분석 및 이
론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넷째， 선거 여론조사를 둘러싼 법적 제도적 맥락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먼저 선거 여론조사 공표금지 조항의 문제점을 보면， 선거기간 동안 여론조사

결과를 유권자에게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유권자의 정치적 선택에 필수적인 여

론환경에 대한 부정확하고 비합리적인 인식을 초래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현
재 유권자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 선뢰할 만한 여론조사 결과를 참조하지 못하
고 중앙언론 및 지역언론의 소위 ‘판세분석’과 주변인과의 의견 교환을 통해
정보를 얻는다. 이러한 정보는 부정확하고， 불확실하며，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유권자에게 바람직한 영향을 주지 못한다. 오히려 이러한 부정확， 불확실， 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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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한 정보의 집적은 유권자의 선거 판세에 대한 조작 의혹과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환상적 기대감을 증폭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른바 ‘여론
환경에 대한 ‘부정확한’ 인식’이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발생
한다. 혹은 소위 ‘ H
비l 정보(어
disin
빼
따
n
uonna없tion
띠)'’'7
가} 현실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사이비

여론의 현실구성 효과가 발생하는지도 모른다. 선거기간 동안 유권자는 자신의
투표 효과를 가늠하기 위해 누가 앞서고 있는지 알권리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자신이 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좋은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
기 위한 정보를 얻어야 한다. 여론조사 공표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선거법은
유권자의 선거에 대한 ‘비정보’ 산출에 일조한다는 의미에서 유권자에게 어려
움을 주는 것은 물론 정확한 선거예측 자체를 가로 막는다. 또한 현행 출구조
사 거리제한 조항은 그 자체로 선거관리와 유권자의 선택의 측면에서 별다른
실효가 없으면서 부당하게 선거 예측조사를 방해하는 측면이 있다. 비록 제한

거리가 300 미터에서 100미터로 줄었다고는 하지만 출구조사의 정확도를 저해
하는 데 아직도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
다섯째， 선거 여론조사를 기획하고 담당하는 언론사{주로 방송사)의 문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선거당얼 투표가 종료될 즈음에 천국으로 방명되는 선거

예측 방송은 막대한 정보적 가치를 갖게되며 또한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선거 여론조사를 기획하는 언론사가 이러한 기회를 남김없이 이용해서
최대의 성과를 얻으려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그 정
도가 지나쳐 선거예측 방송을 선정적으로 기획한 나머지 i 과도한 예측’을 주문

한다면 이는 분병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 선거방송을 담당하는 언론인들은
선거예측치가 충분히 정교해야 한다고 요구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예측오차
자체를 최소화 시키는 방향으로 예측조사를 수행하기보다는 이미 수행된 예측

조사 결과를 무책임하게 위험스러운 수준으로 해석하고 보도하게 될 (즉 예측

오차가 최소화된 것처럼 ‘보이게’ 만들) 우려가 있다 선거 예측조사는 유권자
의 선택을 돕는다는 목적이 첫 번째이며 다른 목적들은 부차적이며 수단적이
다. 언론의 선정주의나 한탕주의가 선거예측 여론조사의 기획과 설계에 개입하
는 것 자채가 여론조사에 대한 큰 위협이 된다.
여섯째， 선거 여론조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신뢰， 그리고 기타 사회적 압
력과 같은 요인들과 관련된 맥락이 있다. 일견 이 요인들은 선거 예측조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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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차와 편파에 의해 결정되는 결과이지， 원인으로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
다 지난 대선에서 선거예측 조사가 정확성을 인정받으면서 여론조사가 사회적
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데 반해서， 이번 선거예측 조사에 대해서는 유권자
는 물론 일부 전문가들도 부정적으로 반응한다는 것 등이 그 예이다. 하지만
선거 여론조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불신은 그 자체로 선거여론 조사의 정
확도에 악영향을 초래한다. 여론조사의 의도를 의심하고 효능성을 불신하는 유

권자로 가득찬 선거구를 생각해 보라. 이런 선거구의 유권자의 응답을 근거로
어떻게 신뢰할 만한 의견의 집적， 즉 여론을 도출할 수 있겠는가.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은 선거여론 조사에 대한 응답의 효능성을 현저하게 낮출 것이다. 여
론조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불신 등이 야기된 까닭은 주로 ‘잘못된 여론

조사’에 근거하지만 이러한 부정적 인식과 불신 자체가 다시 ‘더 잘못된 여론
조사’를 초래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선거 여론조사에 대해 과도하게 가학적인 다른 언론사나 규제기

관도 문제이다. 선거예측 여론조사의 의의와 중요성을 정당하게 평가하는 언론
사나 규제기관이라면 잘못된 예측조사 결과도 잘된 예측조사 결과만큼이나 가

치있고 귀중한 자료라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정확했던 것으
로 평가받는 지난 2002년 대통령 선거 예측 결과와 이번 17대 총선 예측결과
가같은 여론조사 기관에 의해 수행된 유사한 품질의 조사 결과라는 것을 고려
한다면 현재 확인된 총선 예측조사의 오차나 편파 수준은 우리 나라 조사 전

반의 수준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그려고 이는 연구와 탐구，
비판과 독려의 대상이지 무조건적인 비난과 비방과 펌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무엇보다도 맞으면 그만이지만 틀리면 무슨 대죄라도 지었다는 듯이 왜 틀렸
냐고 닦아 세우는 언론이나 규제기관은 선거 여론조사의 정상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일부러 오류를 범하는 기획자나 조사기관도 없으
며 오류를 범했다면 그 오류 당사자야 말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

는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과도하게 가학적인 타 언
론이나 규제기관은 오히려 선거 예측조사계에서 한탕주의나 선정주의적 조사

관행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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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선거 예측오차 및 편파의 개선방안
이 연구는 제 17 대 국회의원 선거 예측조사의 문제점을 예측 오차와 편파를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특히 정당별 편파가 예측 오차의 주요한 원인임을 밝

히고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조사방법론 차원과 조사외적인 요인의 차원으로
구분해서 논의했다. 특히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과소평가와 열린우리당 후보에

대한 과대평가가 이번 선거예측 조사의 결정적인 문제점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보수적 유권자의 여론환경에 대한 인식과 그에 따른 전략
적 의견표명 행위를 검토해야 함을 주장했다. 출구조사 무응답률과 편파의 상
관관계에 대한 분석결과와 지역별 예측 편파의 차이에 대한 변량분석 결과는
이 연구의 핵심적인 주장을 뒷받침한다. 하지만 이 연구의 주장을 결정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자료는 조사거절자에 대한 조사 및 실험연구가 별도로 이루어
지지 않는 한 쉽게 구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 보다 체계적이

고 혁신적인 연구 방안을 통해 체계적 자료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결국 이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총선예측과 관련해서 우리의 조사 수준
이 아직 선거예측 조사에 영햄 미치는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경험

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극복하기 위

해서는 단순히 조사의 규모를 확대하고 조사방법론상의 개선을 취하는 것으로
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이 연구의 지적이다. 따라서 선거 예측조사의 오차와
편파요인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은 먼저 이러한 요인들을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는 연구를 거쳐서 도출해야 한다. 현재 선거예측 조사의 복잡성은 이제 조사

설계나 실행에 대한 대증적인 처방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권자의 정치적 행동에 대한 예측력 있는 모형을
개발하고 이에 근거해서 조사 설계와 실행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이론적 접
근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선거예측 여론조사를 둘러싼 법적 사
회적 규제와 여론조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압력이 여론조사에 미치는 영향
도 면밀하게 겸토되어 필요한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금까지의 논의를 근거로 예측오차 및 편파의 개선을 위
해 취할 수 있는 방법론적 제안만 추려서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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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현재 우리나라 조사 인프라가 240여개 선거구에 대한 선거 예측조사

를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동
시에 우리나라 조사회사의 능력으로 어느 정도의 비용을 들여 어떤 품질의 조

사를 수행할 수 있는 이른바 ‘효율성 모형’이 개발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
우 아직 조사비용 산출근거에 대한 합의와 조사방법에 따른 효율적 비용지출

모형이 개발되어 있지 않다. 이는 조사비용에 대한 엄밀한 계상근거와 그에 따
른 효과의 계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의 비용으로 어떤 수준의 조사를 해서 얼마나 효율적인 결과를 얻었는지 평가
할 방법이 없게 된다. 따라서 사회조사의 발전을 위해서 적정 조사비용과 조사

효율성 평가 모형을 시급하게 개발해야 한다.
둘째， 기존의 선거예측 조사결과를 자료를 근거로 선거예측 여론조사 결과
를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 모형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
엇보다도 표집방법과 예측 모형개발 등에 대한 다각적이고 전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전화조사에서 포기된 ‘확률적 표집방법’에 대한 재검토와
전화조사 조사거절자 및 응답회피자의 속성을 파악할 수 있는 연구 등이 필요

하다. 또한 현행 출구조사에 사용되는 투표소 추출 방안의 효율성과 효과에 대

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유권자의 정치적 이념， 태도， 행동 등을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는 정
치 커뮤니케이션， 정치 심리학， 정치 문화론 등 차원에서의 이론적 작업이 선
행되어야 한다. 특히 조사거절자의 투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인식과
행동의 조건변수를 파악해서 조사응답자의 그것과 상관관계를 밝혀냄으로써?

조사거절자의 투표행동을 간접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이론적 틀과 경험적 모

형을 개발하는 것이 시급하게 요청된다. 이른바 알려진 모수치에 따른 조사거
절 ‘경향(a

propensity

r없e) ’을 파악할 수 있는 예측 모형이 필요한 것이다. 특

히 제 16 대 및 17 대 총선 예측 결과와 관련해서 이 연구가 제시한 조사거절자

및 응답불성실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예측 모형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즉 조사거절자의 실제 투표결과가 응답자의 응답결과와 얼마

나 다른지， 다르다변 그 차이성을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조사거절자에 대한 접근이 어렵다면， 그
집단을 대변할 수 있는 다른 집단에 대한 소규모 표본을 확률적으로 얻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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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예측치나 가중치의 근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F띠ler，

1974) , 이를 근거로 사후적인 가중치 부여를 통한 예측치 산출이 가능하도록

조사 설계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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