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베이 민주주의 (Survey Democracy)?:
6 . 2 지방선거 후보공천사례를 중심으로 *

지영 근 | 죠성때이교

이 연구는 최근 효띠리당꾀 ~?g 톨 효댁의 주요성딩을”이 널리 A 맹히고 있는 여
론조A 베 표항한 궁전빙식의 티딩성을 규엉적 또는 밍엄흔적 차원뼈서 영가히기 위힌
것이디 여기서는 여론죠사 용딩자어 의힌 공직후보선흩앙식이 민주주의의 기본기치에
무&녕변 것인X 삐 여혼조시가 피언 투요경선을 대t앤 수 있을 인응 모집딘 육 선거
구 유권X댐의 잉치적 선호. 지대로 인영잉 수 있는지애 관해 논하고 용이.，qof연구원

(Eα 의

6.2 :x밍선거때널조사자료톨 O 용δ 얘 설운용딩자의@태.문석하영디 운

석 결과 이 연구는 흥호경선율 위한 여론조사와 선거이서 ，，~되는 효닷유권X멸의 후
보선호 AIOIOI는 용엉힌 치이기 존재히여 대부운의 유권X 훌이 선거에 잉익해서야 ~
보지얘 대힌 태도톨 형싱8뼈 잉인얘 71" 운 유영지율의 선호가 선거운동과정에서 연

힌엑는 집을 얻혀냈다 이러한 g 석곁괴톨 토대로 저지는 여혼조λ에 이용힌 각 정딩의
후보공전피징이 유능힌 *보선용에 도용율 주기보다는 공전。~?회빼 깅 립흩이 월 수
91디고경고한벼

쭈찌어 흥보공전 *보영정권'1. 여론조사 투..H.•.H:본추훌 E뚜주의

X빙선거

‘여혼초사 단일화는 말이 안 왼다 가수를 용융 예 노래 잘하는 사랑융 홈。f야지， 앤을
업 많은 사람을 홉아서야 외겠느냐"(싱상정‘ 유시인과의 경기지사 후보단일화블 부정하
며， 초선일보

10/05129).

이 연구는 최근 한나라당과 민주당 둥 ~국의 주요정당들이 널리 시행하고 있는 여론조
사를 포항한공직후보자 선출방식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2()()2 년 대용령

선거에서 유력한 후보였던 노무현과 정용준의 후보단일화을 위해 활용된 이후， 정자 여론
·이 논운은 2 이@학연도 조선대학쿄 회슐연구비의 지원융 방아 연구외었용 이 논운의 알션옴 위해
쇼중한조언융 혜주신 익영의 심사위앤당깨 깊은 감사의 앙씁융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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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가 대용령， 국회의원， 광역 잊 기초 단체장과 의원 둥 다암} 공직후보챔융 선용하
기 위한 하나의 보연척인 수단으로 이용되어왔다 한국의 정당정치애서 여론초샤는 이째

단순한 갱보획득수단이라기보다는 공직후보자용 선출하는 꽁식적 갱 '1 과갱의 일부가 되
어가고있는것이다
이처렵 여론조사가 정당들에제 널리 수용되고 있는 것은 이톨 흥해 국인융의 의샤용 반
영하끄，용선에서 경쟁력이 있는 후보용효율적으로공천항수 있용 것이라는 밍음 때문인
것으로 보인대모종린 천용주 2004; 강원택 2009) 하지만 여롱조A녕 이용한 공직후보
선충방안에 대한 비판객 시각 또한 지숙적으로 재시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논란윤
첫째， 규엉적인 차원에서 생문옹당"À\{survey respondenl)가 후보선출권À\{selectorate)로셔

기능"는 여론조사용 이용한 공천방식이 과연 민주주의의 기본가지에 부합하는 것인지
와， 울째， 앙법흔적 자원에서 현행여혼조사가 모집단， 즉 선거구 유권자들융 재대로 대g
할수있는지에관한대립적인혜석에서기인한다고용수있다
이 연구는 여론조사 용호혼자흘이 주장'f'듯이 여론조사가 후g경선올 대신하여 후보

선출과정의 민주적 대 g생융 강화하고， 당선가능성융 농일 수 있는 공천수단으효서 기능
하기위해서는 최소한 오징 단의 특성융 대표하는 표본추출이 이루어 져 야합 원만 아니라

여론조사에서 냐타냐는 각후보에 대한 지지융과 무요올 사이의 차이가 우시힐만한 수준
애 며울러야 한다고 가갱하jl.， 최근 시뺑원

6 .2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후보단일화과

정에 대한 사혜분석과 동아시아연구원f잉t

Asian Institute, EAI)의 2자혜애 절진 전국때

널조사자료용 이용한 정험적 분석융 시도할 것이다
분석 절과 이 연구는 후보정선융 위한 여론조사와 선거에서 g충되는 한국유권자동의

후보선호 사이애는 상당한 차이가 종재하여， 대부분의 유권자율이 선거에 입박해서야 후
보자에 대한 태도를 앵성하여， 썰안에 가까운 유권자을의 선효가 선거운동과정에서 연한
다는 생융 밝혀냈다 이러한 분석절과융 토대로 저자는 여흔조사용 이용한 각 갱당의 후

보공천과정이 유능한 후보선출에 도웅융 수기보다는 유엉석인 자원은 울돈 양업용격 자
원애서 인주주의적 정선올 대째하기는 어려운 질항이 있올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 연구는

여론조사용 이용한 공직후보선출방안이 널리 앙용되고 있융얘도 용구하고 여션히 그 타
당성애 판한 정험적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 지지 뭇하고 있는 정융 고려항 때， 공직후보선용
앵안의 민주적 쩌도와용위한이흔적 갱책적 항의융셰공할것이라고기대원다
이 연구의 l 갤에서는

6.2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광역단에장 후보공천과

정을 중심으로 여혼조사용 이용한 공직후보자신용과정의 유앵융 구운하고， 각 채도가 도

서에이 인주쭈의(SlIrvt)' α"""""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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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왼 쟁지적 액락융 셜영안 것이다 ”절에서는 여흔조샤와 후g 장여행워의 특성에 대한

장단점율 성명하고 여혼조사톨 이용한 한국 갱당융의 풍직후보자선충융 규엉객 자원에
서 앵가할 것이여 ， 111 갤에서는 방엉흔적인 자씬에서 공천과갱애서 11용되어온 기존 여흔
초사의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에 대한 명 7f를 진행항 것이며 . I V절에서는

6 ,' 지방선거에

서 여흔조샤용 이용한 정선과 우표행태에 대한 경헝적 분석융 시도힐 것이며， 아지악으로
철흔에서는 이 연구의 주요한 옐견융 간략<1 요약하고 정당의 후보공천과정에서 인주주
의툴 실현하기 위한 갱해적 항의륨 재시항 것이다

1. 공직후보자 선출과 여론조사
1. 6 .2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선훌과정에서 여론조시 휠용 유형

과거애도 공직선거에 훌아용고려@냥 후보자등은 비용식적으로 여흔￡사륭 흉해 자신

의 지지융용 확인하고 이애 근거하여 공직올마 여부톰 철갱하고 공천경쟁애 상여혜왔다
하지안 최근 한국의 공직후보자 공천과정에서 사용되는 여흔죠사는 。1 천처엉 후보자 개
인이 자신의 정치적 숙고용 위혜 휩용õf-E. 단순한 정보수취수단으로서의 가지융 념어선

다 여흔조샤가 정당의 공직후보자플 철갱하고 이을 사이의 선거연합융 도모하기위한 수
단으효 활용하게 현 것이다 따라서 이재 여흔조사는 더 이상후보자 개인의 샤척’인 수단
이 아니라공적 인 갱지과갱의 일부가왼 젓이다

6.'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공직후보자 선용과갱에서 여흔조샤는 크재 다
응의 제 가지 용도로 사용되었마 첫째， 양당의 중앙 잊 시도 공천싱사위원회는 여흔조사
용 광역 및 기초단새장 후보자융의 선거경쟁력윤 앵가하는 기초자료로 상아 공천심사윈

수뺑하였다 풍>8. 여용초사는 단순한 공천심사자료로서의 기능융 녕어서서 공직후보융
결쟁<，는 경선수단으로 잉용되었다

(li 1 ) 애 나타나는 바와 갑이 민주당은 서울시장 선

출올 위해 국민경센여흔조사 100%'않 실시한 것옵 이풋뼈， 팡역자치단제장 선용융 위
혜 부산에서 국민참여경선(당원선거인단 50'/. 여론조사 %‘}융 시행하었으여， 한냐라당
또한 서울시장과 제추시장융 국민장여선거인단대회(선거인단 %‘ 대의원
웬

20%, 일반당

3oøiG, 국인창여 3oø/. 포항， 여흔조사 2oøiG}응 용해 선출하였으며， 이 과정애서 여혼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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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2);엠선거때서 여론조j 빼 이용힌광역단체징후보공천

한나라양

대상지역및선출방식

선거인단비윌%)

여흔초사에월%)

서융 국인창여선거인단대회

2이6.000 영)

제주국민장여선거인단대회

80
80

서웅국민정선

0

l 이X2，000명)

부산국민창여정션

5{)

5 ‘ 2 ，이n영)

경기

5{)

5 이 4;이xl명)

제주

40
0
40

| 뼈3，000영)

민주당

후보단일화

부산

정납

2이3，000영)

θX ' ，이@영)

θX2αm영)

·팔효안의수는여흔조사의요온홍수

결과를 반영하여 후보올 최종적으로 공천하였다

”

셋째 ， 여론조사는 또한 정당공천 후보자등 사이에서 후보단일화의 기제로서 활용되었
으여， 경기도지사(민주당 김진표와 국민참여당 유시민)와 제주도지사(인주당 고회염， 국

민창여당 오욕만， 민주노동당 현애자)， 부산시생민주당 깅정길， 민주노총당 인명렬， 진보
신당 깅석준)， 경냥도지사{무소속 김두관， 민주노동당 강병기)의 후보단일화플 위해 여론
조사를 이용하였다 후보단일화정선어 서 선거인단과 여론조사의 반영비융은 다양하였는
데， 경기지사의 경우 선거인단(50%)과 도민여론조사(50%)를 같은 비용료， 제주지사의 경
우에는 도민참여단여론초λK40%)보다 일반여론조써60%)를 더 많이， 정냥도지사의 정우
시인배싱원 전화조써40%)보다 일반국민여론초써60'%}릉 더 많이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부산시장의 경우에는 여론조사안올 안영하였다(경향신문 10/05/13; 제주의 소리 \0/05/1 0;
중앙일보 \01( 5113)

2

공직선출과정에서 여론조사 도입 배경

여론조사를 이용한 꽁직후보선충방식은 첫째， 비교적 적은 사회적 비용으로 유권자플

1) 양당이 각각공직후보선출방식으료 채액하고 있는국민장여선거인단제 또는 국인경선세 국인
창여경션세시민(국인)애성원제퉁응모두경선과갱융여흔조사로대제하는 것융허용하고있
다

셔에이 민주주웨Survey 아""""'Y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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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선호에 조용하는 후보자흉 선충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당웬만이 후보선출권자얘 포항
휠 정우 일반국민들의 선호와 거리가 있는 후보자들이 선용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북정한

사회정제적 또는 이녕적 특성융 갖는 정당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툴째， 여론조사는 후

보자들사이의 협력융 용이하게 만플고 정당 내부는 물혼 갱당사이의 갱치적 대컵올 완화
항 수 있다는 정애서 협력적 갱당정치을 발전시키는 에얘 기여한다고 용 수 있다 특히 소
선거구재와 단순다수재 중싱의 선거제도아래애서 여혼조사절과용이용한후보공천。l 갖
는이러한장점은주욱합만한것이다
셋째， 하지안，~국애서 여흔조사흘 이용한 공직후보자선출방식이 널리 시행되는 이유
는 이러한 장정을 때문만이 아니라 윤종빈(2008)과 강원택 (2009)이 공용적으로 지적하고

있웃이 ·개방적 장여·융 용혜 본선 경쟁력올 제고시키혀는 갱치객 옥척 때문이었다”예용
을어， 지난 200é년 대용령선거에서 한냐라당의 후보였던 이영악과 박근애 써의 정선애
당원투요와 함께 여론조사 령과용 포항하기로 한 것은 2002년 대용령 선거애서 당시 노우

현 후보가누었던 국인장여경선의 효괴를 기대했기 때문이었다)) 2009년 민주당의 김진요
가 국민창여당의 유시민과 경기지사후보단일화흘 위혜 자신애께 율려한 정션조건잉애도
불구하고 선거인단과통일한 비용로 여론초샤경과용 반영하기로합의한 것도그러하다
넷쩌 후보공천과갱애 여론조사용 횡용하는 데에는， 정당의 지역조직 정비라는 당권파
의 갱치적 목척이 부가훨 수 있다 예흘 들어， 6.2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국민경선， 국인

창여정션， 당원경선의 정우 당원 또는 비당원유권자애 대한 여흔조사을 용하여 후보자률
공천힐 수 있도륙 허용하였으여 ， 이는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과정애서 지역 토후새력과 유
착한 갱치인들이 지역당원률의 지지륭 바당으로 후보자로 선출휠 가능성올 약화시키는
안연， 중앙당 지도부의 지지흩 받고 전국적인 지영도가 농은 인율이 지역당원의 지지기반
이 약하더라도공천핑 가능성융 놓아기 위한 것이었다
하잔{ Haza n 2006， 1 2 1 - 1 22)은 카르탤정당모텔에 기초하여 당원에게 선충권용 부여하

는 성당용천의 인주화가 지도우에 도정적인 숭간휠놓 7}{middle-l eve l acti 써딸융 약화시

힐 수 있다고 지척했다， 당의 양동가플을 우력화시키기 위한 방엉은 단순히 권력올 갱당지

도부애 집중화시키는 방엄도 있지만， 모든 당원들에게 분산시키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다
이는 박정미 (2(뼈 57)가 지쩍하었듯이 진성당원이 부혹한 한국의 갱당정치상황애서 중앙
2) 용흥엔(2008， 50)은 흉앵옴 노연 -갱학적 의도-와 더불어 갱지지도져의 정치협상력 부셰••왜
잉갱당정치의 부재.톨여흔죠샤휠용의 이유로 요았다

3) 당시 여흔￡사 반영비율에 대한 논의는 조선일보.(07/05/1α 01깨8101)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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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또는 쟁당 지도부가 카르텔을 형성하여 선거 전략올 구사하고， 지역정당조직올 개연하

기위하여 여론조사률 용한 개방형 공천방식융 혈용할 수 있다는 정올 λ싸해주는 것이다

II 여론조사 활용의 규범적 문제
(1l 2) 가 보여주는 바와 갈이 여론조사를 이용한 공직후보자선충은 투표정선과는 매
우 상이하다 하나의 상향식 공천방식으로 후보선출권이 당원에 국한되지 않은 개방형 경
선의 경우， 비록 후보틀에 대한 유권자을의 인지도릉 높일 수 있는 홍보효과를 기대할수

있다는 정에서 여론조사와공홍집을 찾을 수 았지만， 선충권자가 정치적 선호를 표명하는
방식과 。1을 위해 선출권자가 부당해야하는 이용과 이에 따른 장여 수준， 창여 과갱어 서
유권자을에게 요구되는 신중성 및 책잉성， 쟁당이 부답해야하는 비용에서 현척한 차이가
있다 여론죠사흘 이용한 공천방식은 무엇보다 선충권자가 피조사자인 용답자로 수동적
으로 g충된 이틀의 갱치적 선호에 기초하여 후보자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유권
자등이 창여 <1는 투표경선과 구멸된다 여론조사에 대한 당연은 투g행위에 비해서 장어
비용이 상대척으로 낮으며， 따라서 창여자의 폭융 녕힐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선용 준

비하는 정당의 입장에서 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여흔죠사는 매력척이다 반연， 투g경선은
창여비용이 상대적으로 농지만， 선출권자가 신중하고， 책임이 있는 결갱을 내릴 수 있다는
정에서장점이있다

<" 2) 후보공천과정이
이슈

서 여론조시와투g

여론조사

1

투g경선

갱치객 태도 attitude)

션충권지〈주되

수용적 조사 용당자

상대척장여비용

져.

창여도

고.

저

신충성，책임성

저

",.

모집단t당원 유권자)의 대 g성
후보l정당홍보효과

· 장정

---

고 고

갱당의주관바용

저

정치적선호 g영

창여 뺑웨behavior)

|

적극적 유권자·
고

고

고'(깨방앵)
고. (깨방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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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연， 유권자에 대한 여론조사가 민주주의적 선거를 대신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
한 비판적 입장은 크 게 세 가지로 요약할수 있다 첫째， 여론조사의 대상인 응답자가 민주

주의적 정치행위의 주제라고 보 71 어렵다 강원택 (2009， 42)01 지적하고 있뭇。1 여론조사
는 민주주의적 정지과정에서 자발적으로 i자신의 선택과 행동에 대한 책임.올 요구하는

장여가 아니다， 여론조사 웅당자들은 ‘수동적으로 주어진 질문에 반웅”하고 .자신의 용당

이 어띤 경과를 낳올지 제대로 알기 어렵고， 그 절과릉 수용할 태세?도 없다는 것이다 달

리 알하자연， 여흔초사 용당자를은 자발적이지 않으여， 더구나 자신을의 분명한 의지 또
는 여론죠사의 용도에 관혜 충분히 인지하지 옷한 상태에서 자신의 선호를 g충한다 그
헌데 공직후보선출과정에서 여론조사에 참여하는 웅당자들은 단순한 의견표출행위를 흥

해 ‘선충권자’로서 후보선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지는 공적 정치과정에 장여하게 된다

둘째， 모집단인 선출권자 가운데 표집에 포항된 지극히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가 후보공
천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배제된다 따라서 여론조사를 흉한 공천은 민주주의적 정치과정
을 왜곡시길 수 있다 셜령 현실적으로 플7 ，능하지만 오집단의 특성올 -완벽히@ 반영<1-는
여롱조샤가 이루어진다고 가정해도， 여 론조 샤를 이용한 후보선출방식은 선충권자의 입장
에서는 민주주의에 영백히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민주주의적 선거에서 요구되는 보

면성과 직접성의 원칙을 벗어나기 때문이다 셋째， 나。까 않은 이들이 지적하듯이 당원이

아닌 일반 국민에 대한여론조사를 이용하는 공직후보선충방식은 정당정치를약화시키는
문제가 있대이현우

2006; 이통윤 2008; 강원택 2009).

하지만， 이러한 비판적인 입장과는 달리 이를 용호하는 이들은 첫에， 여흔죠사플 풍해서
용당자가 자유홈게 자신의 정치적 선호을 표명할 수 있으며， 여론조사과갱에서 후보자와
공천의 목적 과 방법에 대한 충분한 설영이 이루어진다연 신중하고 책임성 있는 당연을 얻
용 수 있다고 온다 울째， 유권자의 창여도가 현격히 낮은 투표정선보다 여론조사가 오히
려 국인들의 의사를 더 장 반영할 수 있으며， 정당의 입장에서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 아지악S로， 여론죠사가 전제로 삼고 있는 후보공천의 개

방성은 정당의 일실공천을 극복하는 공전민주화의 핵심적 요소 가운데 하나라고 본다 예
을 들연， 박영호(2이7)는 후보공천과정에서 운권화와 개방화가 실현되어야 하여， 이를 위

해서 후보자 또는 경선에서의 선출권을 비당원에게 개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오히려 여론조사의 ·활용 방영옳 다양화-힐 띨요가 있다고 긍정적으로 명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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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여론조사의 신뢰성과 예측가능생
강원핵 (2009. 53)은 한국에서 여흔조사를 이용한 용직후보선충과갱의 문쩨껑으로 이
방법이 -갱확하지 않다는 점i융 제기한다 그의 주장에 따르연， 한국융 비옷하여 미국， 영
국 동 여론조사를 흉한 선거절과 예측이 실때한 사혜용 찾기는 그다지 어렵지 않으며 . Jl

본추충과정에서 발생 tf-는 표본오차는 물론 운항의 워영， 조사자의 태도 퉁에서 발생하는

비 g본오차의문제흘극복하기란정E 생지않다는것이다”
혹자는 강원택이 지적한 여러 문제정들이 보연적으로 여론조사 과갱에서 발생하는 불
가피한 것이라E 주장힐 수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여론초사의 판행올 살
여보연， 이러한 우려들이 정E 우시양안한 것은 아니라는 정은 자영해 보인다 지난 대선
당시에도 논란이 되었지만， 한국의 여론조사 기관흩은 일부용 제외하연 저수익구초올 벗
어나지 웃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요구 때문에 3일 갱도의 짧은 기간안애 자료수징용 아쳐
야 한다” 언롱사의 경우 조사기관은 하루 정도의 조사기간이 주어진다(김용씩 정한울，

2010). 아융러 자료조사 션문가의 부촉으로 인하여 이등 기판에서 여론초사의 성계가 제
대로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융수 있다 결국‘ 이러한 여흔초사과갱의 구조적인 흘째정은
원자료(raw data)의 싱각한오영융 초래힐수 있으며，여흔초사정과훌신뢰하기 어렵깨 만

든다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위협하는 또 다른 요인은 갱당의 임의적 표본추용 방식에서도 찾
율 수 있다 애용 들어， 한나라당은 ~20 1O년 6월 2일 지방선거 서융시장 후보 선융대회애
한하여‘ 전화연껑을 이용한 국인선거얀 구성비용 ‘당원이 아닌 일안 국민 중에셔 전화연
정 앙법에 의한 공오애 용한 국민선거인 중 45세 이만이 30% 이상 포항되어야 한다는 현

행규정융 4 5 세 미안이 30'% 이상이 안 될 경우 20 10 \'1 6 월 Z 일 지방선거 서융시장 후보 선

4) 강냥춘(2002. 1 29)은 유선전화가입톨 잊 둥재융의 하학， 연령영 째택용의 연시 용 유션션화용
이용한여룡조사익 운제정융 지쩍하고이에 대한 대안욕로휴대용과인터넷용 이용한 여흔초사
용 명앵양 것융 재안하였다 ARS와 션화죠사땅엄의 문재정에 관한 논의는 조생성 (1 m). 조생

정 깅지연 나웅갱 이영진(2007)，김용석 갱한용{2010) 풍융창조양것

5) 2007년 대용령 선거 당시 조사과정융 모두 녹용하는 엉찌는 6.7깨에 용과한 것으로 힐려졌다
(죠션영보 07/0&t)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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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대회에 한하여 그부족분은 45 세 이상으로한다·고규갱하였다”이는젊은유권자을의
재택훌 하락에 따른 웅당률저하를 고려하여 연의에 의혜 여론조사 결과툴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한 가지 더 주옥활만한 냉엄혼 자원의 문저 정은과연 후보경선 시기의 여흔조사에서 나
타난 웅당자들의 정치적 선호가 투표정선 또는 본선에서의 투표행위와 얼마나 일치하는
지와 판련한 것이다 달리 알해， 앞서 언급했던 표본추출 방식을 포항한 여흔초사의 디자
인과 실행과갱애서 제기되는 문제정을올 최소화한다고 해도 후보경선시기의 여론조사가
투g경선절과와 현격한 차이를 보이거나， 온선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예측하는 데 실패
함으로써 본선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자플 선출"는 예 별다른 도움을 주지 옷할 수 있다
이번 6.2 지방선거에서 방송 3사가 신거휴 충구조사를 용혜 서올융 포항한 경합지역의

당선자을 가려낼 만큼 정확한 예측이 가능했던 것처링 선꺼 전 여론조사흘 흥해서도 이와

유사한성과플 얻올수 있올 것으로 기대하기는 힘을기 때운이다 n

lV 6 . 2 지방선거에서 여론조사를 이용한 정선과 투표
이 정에서는 후보경선올 위한 여론조사결과가 투표경선결과 및 본선결과와 얼마나 일
지하는지를 비교하는데 초점올 울 것이다 이는 여론조사가 최소한 기능적으로 투표을 대
신합수있을만픔유사한결과툴산충항수있으여，나아가용선에서정쟁력이있는후보

자을 선출할수 있다는주장의 타당생 여부툴 판단할근거를 제시해중 수 있올 것이다

〈수식 I > S.ι 1- V.... 1=& .... 1

〈수식 2>5,“

κ=야i

위의 수식에서 V씌 ι 1은 각각 선거시기 (t)와 후보경선시기 (t- l ) 후보 l에 대한 투표융，

이 한나라뉴스

2010.

"셔용시장 후보자 센올대회，

5.

3(월)호 연정

ohanna찌hannews/news_01_viewjsp?no=S6779(검색잉

" hnp:lfwww.hannara
20 1O.07.25}

“ 'd

7) 6.2 지방선거 후 지상따 3.1.}{KBS‘ MBC, SBS)7t 미디어리서 '1 ， 코리아리셔치‘ 티앤에스 풍애
의뢰한여흔조샤는 역대 져응으로 16개 오든 광역얘서 3.000여 영의 조사인원융 대규오로 용원

하여 우려 13만 영융 대상으호 이투어졌다{한걱에 10/06I04.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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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은 후보정선시기에 l에 대한 지지율을 나타낸다 오봐 후보정선시기 셰 대한 유권자틀
의 지지올과 투g융의 차이가 없다연(~I， 이는 여론조사율 이용한 후보경선이 효과적
으로 유권자플의 의지를 측정합￡로써 투표훌 대신항 수 있다는 주장을 지지한다 후보경
선시기에 후보 l 에 대한 유권자들의 지지융이 선거시기 득g융과 통일하다연(뼈，~=O)， 이
는 여론조사를 이용한 후보경선방식이 본선에서 경쟁력이 농은 후보자를 선충할 수 있다
는 주장을 지지히는 것이다 비록 6a;"'1 과에가 0이 아니더라도 이에 가잭윤록 각각유
권자와 후보 또는 정당의 측면에서 여론조사흘 이용한 공직후보선출방식의 타당성올 잘
드러내주는것이라고힐수있다

여기서는 지난

6.'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Aι，와 ðb，의 규모를 측갱하기 위하여 국민선

거인단의 투표와 유권자여론조사를 영행하여 정션을 진행한 경기도지사 후보단일화정선
자료와 EAI 의 두 자혜 ( 1 차 20 \0.5 .4-ι 2차 6.3-5)에 경친 예널조사 자료에 대한 분석올

시도할 것이다 ” 선자의 경우는 통일한 모집단에서 투표와 여흔조사을 영행하였기 때문에
이들 사이의 차이틀 잘 보여중 수 있을 것이다 반연， EAI 때넬조사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 광역단체장후보정선 또는 지명이 이루어진 직후{I 자)와 선거휘2차)에 이루어졌으여，
각 시점에서 용당자의 선호후보 또는 투요후보에 대한 질문을 포항하고 있기 때문에 각
당의 후보정선시점과 본선 사이에 이루어진 유권자틀의 태도연화를 분석하는데 유용할
것이다 ßail- I 의 크기는 집합적 수준에서 후보X똥이 국민장여선거인단과 여론조사릉 용

해 얻은 득요융의 자이훌 제산하여 측정힐 것이며 ， ðb，‘의 크기는 통일한 용답자를 대상으
로 이루어진 때널조사율 흥해 두 개의 상이한 시정 (/- 1 ， I에서 지지후보와 투g후보의 차
이가 었는 용압자의 비융을풍해 쪽정할 것이 다

1 여론조사와투요
앙서 밝힌 것처럽 여기서는 국민선거인단에 대한 조사와 일반댁민에 대한 여론조사를

용혜 후보단일화정선을 진행한 경기도지사 사예등 분석할 것이다 비록 국민선거인단 둥
혹올 흉한 정지적 선호 표출이 현장투표와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니 지만， 여론조사에 대한
단순 융당과 달리 적극적인 장여행위라고 올 수 있다” 따라서 국민장여선거인단과 일반

8)

정국의 안 19세 이상올 대생 1 자 1200 영， ，자90<영)으로 이루어진 이 조시는 정유터용 이용한

전화연성조，J.]{CATI )가 이용되었으며 힌f국리서지가주판하였다

9) 정기 X 사후보단일화 정선옹 위예서 각후보자을은국인선거인단융 R징하끄 이을 가운데 표본

서에이 인주주의(Survey De m 야얘 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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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

. .‘

유시민
· 여롱초사

깅진 g

· 국민잠여경선

• 충쳐 프레시앤201αoνIJ)
〈그정 1) 경기도X 씨 후보딘임회 경선어 서 의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각 후보의 지지융 자이는 투표정선과 여론조사의 차이를 보여출 수
있올 것이다 야권이 추진한 경남도지사와 부산 및 제주시장의 후보단일화경선은 후보자
들 ).~ol 의 합의로 득요융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연구의 분석사례에 포함하지 않았

다 국민선거인단의 투요와 유권자여론조 F툴 병행하여 경선올 진행한 한나라당의 서울
시장정선과 제주시장경선 또한 선거인단의 현장투표결과가 대의원， 당원， 국민선거인단

에 따라 영도로 집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풀가피하게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럼 1 ) 에서 나타나듯이 2010년 5월 11 일과 12일 양일간에 걸쳐 진행된 후보단일화정
선에서 국민장여당 후보였던 유시인은 전에 득표율에서 민주당 후보 김진표를 애우 근소
한 차이료 앙성다 양자가 영은 득표율 영균의 차이는 겨우 l 며센트에 율과하였다 하지만
유시민과 김진g의 6aμ은 각각 5 . 1 과 -5. 1 이었다 국인선거인단투표와 여혼조사 모두 전

화조사로 진행되었지만， 이들로부터 두 후보틀이 얻은 지지윤 사이에 주목할 만한 차이가
발생한것이다
이러한 자이는 우엿보다 유권자의 창여비용의 차이에서 찾을 수 있다 비록 경기도지사

후보단일화 정선이 현장투표가 아닌 전화조사를 흥해 이루어졌지만， 선거인단의 투 li행
위는 단순히 정치적 선호릎 표출하는 여론조사에서와 달리 선거결과를 고려하는 신중함

과 책임성을 요구한다 아올러 선층권자플은 선거인단 둥육절차을 n}쳐야하는 울면합과，
관련정보올 수취하는데 띨요한 비용을 사전에 지볼혜야한다 반연， 여론조사의 웅답자들

융 추종하여 구성하였 'K잉간 경기 lα05103; 오"f이뉴스 101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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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후보자를에 대한 지지의사 또는 무g의지툴 g영'1-는 데애는 륙별한 비용융 소요힐 필
요가 없다 따라서 국민선거인단조샤에서 정보정근의 어려용 또는 투g창여의지가 약한
저학력 저소득충 젊은 유권자 충의 지지용 받는 이둥이 여론조사에 비하여 과소대요필 수
있다

후보단일화툴 위얘 양자 ^f<> 1 에 진행된 협상과갱에서 현장후표가 아닌 전화조사블 용
해 정선율 진행하기로 합의한 것은 당세가 강했던 민주당의 조직 흥원융 우려한 유시민
후보 측의 요구와 김진표 후보 측의 양보 때운인 것으로 알려졌다(조선일보 10/05/04 )

…

오싹 전화초샤 대신에 현장투표가 이루어졌다연 Aal- I • 즉， 국민선거인단조사와 여흔조사

의 격차는 더욱 커졌읍 가능성이 있다 양측의 협상내용은 선거인단에 속한 개인 또는 여
론조사 용당자가 부당하는 정선장여 비용이 부표율과 정선절과에 결정적인 영향올 미칭
수있다는갱올장보여준다

2

여론조사와 본선 경쟁력

앙서 밝혔듯이 여흔죠사를 용해 본선 경쟁력이 농은 후보자윤 선출항 수 있다는 주갱

은 I>h끼 에 가깝거냐， 칙소한 선거기샌)-l-t)에 띨생하는 유권자들의 선호연화가 갱당
후보자를(.)의득g융순위 변화융초혜하지않는다는것융가정한다 하지안이러한가갱
은 현실적으료 타당성용 갖기는 매우 힘들다 첫째， 선거전여론조사에서 륙갱후보에 대한
투표의지융 요영한 유권 '1을이 온선애서는 투요애 창여하지 않융 수 있으며， 절과척으로
여론조사에서 과다 대g왼 이를의 지지용 망는 후보자들의 본선경쟁력이 과장될 수 있다

EAI I 차 때널조λ에서도 륙갱한 후보용 지지한다고 의사 요영한 이들 가운떼 8.0에샌트
가투표에 장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당일체감이 역사적으로 강하게 내연화되지 않은 한국의 유권자율은 선거에 임

박하여 자신의 갱치적 선호륭 형성하며， 따랴서 각 갱당의 후보경선시기에 이 루어지는 사
전여론조사에 서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흘 표영하지 않은 상당수 유권자들의 갱치적 선호

l이 민주당의 김진g 후보와국민장여당의 깅전g 후보는 질문항용 두고강동올보였으여， 절국 ( 1)

-김운수와 안영후보 깅진g 후보 충누구용 져야}는m"; (2) 갱용수와단일후보 유시민 후보
충누구용 지지하는가” 동두 가져 갱운융뭉는 것으효 앙의하였다{민주당융흐그 2{) IO. -정기

도지사 깅진요 후보 선거인단모집 흥혹안내와 당원앵용 " http://www. minjoo. kιIbl앵α~43 3(갱썩
일 2O JO.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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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링

2) 유권자의 후보지

영징시집

가 공천과정애서 배제핍으로써 후보자들의 본선정쟁혁융 왜콕힐 수 있다 예용 을연， 아
래의 〈그링 2) 가 보여주듯이 EA I 2차 얘넬조째 따르연， 이언 2010년 지방선거를 앙두고
유권자들까운데 1 달전또는그이전얘 투표할후보자툴결정한이들은 27.4에샌트애 지
나지 않았으며， 1 주 전 정 또는 그 이후에 투표할 후보자용 걸갱한 이틀은 각각 22.9머샌

트와 30.0퍼샌트었다 투표자의 절반 이상이 투요일올 1 주 갱도 냥겨두고 지지후보융 결
정한 것이다

” 이러한 경향성은 륙정한 정당에 대하여 지지의 '1율 g영하지 않은 이들의

경우 더욱 심하였다 어떤 정당도 지지하져 않는 이를 가운데 우려 68.0쩌앤트가 l 주 전 경
또는 그 이후에 투표힐 후보융 정갱하였다고 용당하였다 이와 달리， 지지하는 특정한 정
당이 있는 이를 가운에 약 49.4쩌샌트만이 이처협 선거와근정한 시기에 투요항후보용 절
갱융하였다고당하였다

EA II 차 패널조사에서 지지한 후보자를 i아직 절정하지 않았다- 또는 ’투표하지 않겠
다‘라고 당한 이를은 전채 용답자들 가운데 각각 29.4쩌샌트와 1. 9며센 딛였다 그런데 l 차

초사얘서 후보툴 질갱하지 뭇했던 이들 가운데 88.4쩌센트， 부요하지 않겠다고 답했던 이

들 가운얘 29.4머앤트가 2차 얘널 초'1애서는 투표애 창여하였다고 답하였다 그리고 투
표애 창여한 천째 용당>1을 가운데 이들이 자지하는 비융은 29.5쩌앤트로， 거의 113 갱도
11) 한국샤외과학애이터 샌 터의 6 . 2 지앙선거-l'여혼조사운석절과도이와얘우유사하여，이에따
프연 1주 전 정 또는 그 이후에 후표힐 후보자용 절정한 。(-1}온 각각 25.6어샌트와 37.1 어샌E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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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하는유권자율의 선택이 l 차패넬조사에서 누락된 것융의미한다 이는각정당률
이 주장하풋이 정선시정의 여론조사용 용하여 국인들의 의지용 반영하기가 사실상 어렵
다는정용보여주는것이다
셋째， 유권자들은 본선에서 형성되는 새로운 정갱의 음에서 새료운 선택 기춘융 가지고

투표용 한다는 정에서 후보경선과정애서 욕정갱당의 후보자툴애 대한 지지요영이 본선애
서 웅일한 후보얘 대한 지지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따라서 후보정선과갱에서

의각당의후보들에대한지지융올용해본 선 경쟁력이높은후보용선출하기란결코쉽지
않다

’

〈요 3)은 EA l 차 패널조사에서 -내일이 투g일이라연 광역단쩨장 선거에서 다응 중 어
느 후보애게 투표블 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과 2차 패널조사에서 ·이번 광역단체장 선거
에서 다융 중 어느 후보애게 투g융 tf셨습니까·라는 질문애 대한 용당자용의 당연올 표
차비교한 것이다 이 표에서 나타나듯이， 1 차 패널초사에서 각 당에 대하여 루요할 의지용

갖고 있던 유권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활하였으여， 특히 민주노풍당과 진보신당의 지지
자를 가운데 절반 이상이 다른 쟁당애재 투표하였다 | 자 얘널초사애서 한나라당애재 투

표하겠다던 유권자들 가운데 약 14퍼센트， 민주당의 경우에 는 27머센트 갱도가 다른 정당
에재 무표하였다 l 차 빼낼조사에서 이 g얘 포항원 6개 정당의 후보자등에게 투표하겠다
고 밝히 l 그대로 투g한이을이 차지하는 비율은 갱체 투표자등 가운에 겨우 ";.2 어샌트
에머웅렀다
더구나‘ 정갱쟁당의 후보가 영확하지 않온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후보정선시기의 여흔조
사애서 본선정쟁력 있는 후보를 발굴하기란 더옥 영지 않다 EA I 2차 패널조사얘 따르연

(1i 3) 루g 의양과 중.R

푸요한 갱당(2자 때넬조사)

투g항갱당
(1 차얘녕l시 ) 한나라당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용당
진보신당
국민창여당

• 충처

~I(예

85.8
8.3
0.0
11.1
0.0
7.4

인주당 자유션신당 인쭈 노풍양 진!>'.신당 국인장여영

4.2
72.9
7.7
27.8
35.7
11.1

0.7
1.7
92.3
0.0
7.1
0.0

1.0

0.0
0.0
44.4
143
0.0

0.7
1.7
0.0
0.0
14.3
3. 7

흥아시아연구원 전국때녕조써 l자 죠사 2010. 5. 4-경;2차 조 A~ 6. 3- 5)

4.l
12.7
0.0
l.6
21.4
77.8

기악

3. 1

2.8
0.0
11.1
7.1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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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을 선택하는데 후보자 개인， 정책과공약， 당선가능성올 보고 투표하였다는웅당자

들은 각각 29 .5 퍼샌트， 27 .5머센트， 8.4퍼샌트였으며， 후보의 소속정당을 보고 투표하였다

는 이들은 겨우 26.1 에센트에 불과하였다 본선에서 소속정당， 능력， 정책과 공약 둥 경쟁
후보의 특성은 후보경선과정에서 대항했던 당내 경쟁자를과는 판이하게 다를 수 있으며
당선가능성을 고려한 전략적 투표로 인해서 후보자공천융 위한 여론조사결과를 토대로
본선정쟁력율 가능하기란 결코 쉽지 않나

V 나오며: 서메이 민주주의의 타당성
지금까지 이 연구는 서에이 민주주의 (survey democ racy)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각 갱당

이 공직후보자선충올 위해 널리 횡용해온 여론조사 망엉올 규엄척， 방법롤적 차원에서 명
가하였다 최근의

6 .2 지방선거에서도 후보자등의

공천과 후보단일화 수단으로 황용되

어온 여론조사는 국민적 선호를 반영합으로써 온선경쟁력올 제고시키고 지역정당조직의

정비를 위해 활용되어왔다 그럽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플 활용한 공천은 신중하고 책잉
있는 선출권자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협고， 보연적이여 직정적인 민주적 창여의 원칙에 어
긋나여， 정당정치를 약화시킬 수 있는 규벙적 띨레마에 직연하고 있다 방엉흔적으로도 한

국에서 진행되어온 여론조사기관의 죠건과 죠사방법의 관행에 비추어보았을 때 여론조사
를 흥해 정확하게 국인들의 정치적 선호율 파악하기 힘들분만 아니라 투표행위을 에욕하
기란결코쉰지않다

이 연구는

6.2

경기도지사 후보단일화 사예흘 분석하여 여론조사와 창여비용이 농은

국인선거인단에서 후보들의 득표융이 현격히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정올 밝혔다 아올려 이
연구는

EAI 때널죠사 자료를 이용하여 6 .2

지방선거 후보자 선출 시기를 전후료 이루어

진 유권자들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지지후보에 대한 선호가 본선에서의 투표결

정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올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한국의 유권자를은 대부분 선거

에 잉박해서 지지후보를 결정하기 때문에 후보경선시기 이루어진 여론조사어 서 나타난 이
들의 선호가 선거시기의 투요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올러 선거운동과정에서 유

권자들의 선호는 연화하며， 특히 민주노통당과 진보신당과 같은 약소갱앙의 지지자들이
전략적으로 투표한다 정선시기 지지의사를 갖고 있던 이플이 투표에 불칩한 경우도 결코
적지 않았다 정선시기 지지의사툴 g명한 정당의 후보자틀에게 투g한 이들이 전체 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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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 가운데 겨우 과반수흉 넘기는 것으로 나타냥다
이처령 후보경선시기 유권자율의 지지갱당이 투표갱당과 현칙히 다흘 수 잉다는 것은
국인등의 의사를 반영하여 온선애서 정쟁혁 있는 후보자를융 선영하기위해 여론조사툴
활용하겠다는 갱당들의 주장과는상당히 벗어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융 고려힐 때 여
흔조사용 이용한 공직후보자선출방식은 국민경선이라는 이영아래 각 정당의 후보자들에
대한 인지도와 지지융올 농이기 위한 선거캠때인용애 용과하다는 비판융 벗어나기 힘을

다 더구나 이 연구에서 크재 주옥하지는 않았지만， 여혼조사 방엉이 인지도가 농은 현직

자애께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갱과， 여론죠사 방엄의 대안으로 활용되고 있는 국민선거
인단잊당원여론조사퉁올실행"는과갱에서나타남대리정수，영의도용풍의문제도공
정하고자유효운공천민주주의의 실현에 장애가 되고 있다
정당의 용직후보자선층과정애서 서에이 민주주의는 과연 바랍직하여 실현가능할까?
지금까지 살여용 것처렁 이에 대한 당연은 민주주의의 조건융 단순히 여론조사애서 표충
되는 갱치적 선호의 반영으로 볼 것인가 아니연 유권자율의 책임감 있는 정치적 선택으호
볼 것인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그럽에도 불구하고 정당의 후보자 공천이 갖는 정치적

중요성과 t녁의 주요갱당들이 성문조샤률 공직후보자선충방식으로 널리 팡용하고 있다
는 갱융감안힐 때 단순히 이용 외연하기보다는 여흔조사용 이용한공천앵안의 분세훌 최
소화하려는노력이 필요항것이다 따라서 양숭챈2004)이 주장했듯이 여용죠샤의 재원마
련과 쩨계씩인 조사추진을 위해 학계， 죠사기관， 언흔사 사이의 협력척 연계가 필요하다
하지만 강원핵 (2 뼈， 59)01 .연엉‘이라고 단정할 만큼 여혼조사흘 이용한 용천방식이 션

용척인 민주주의객 가지에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여론조사의 다양한 방엉롱
적인 문제률이 극복되더랴도 이흩 이용한 공천방식의 비민주적 성격에 대한 논란은 지속
될것이다

루고잉 2010년 7얻￡일

상시일 2010년 8뭘

9일

깨찌획정일 2010년 8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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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urvey D e m ocracy? :

A Case Study of20 1O Regional

E lection in Korea

Byong-K야nJ 빠 ) ChoM_

깨 is

sludy aims

10

evaluale Ihe

survey서dependenl

candidale seleclion melhod (SDCSM)

which has 야en widely adopled by major polilical pa r1 ies in Korea. More

sα~ ificany，

it examines whether Ihe SOCSM , in which seleclorates are survey respondents , is
accordance wilh democracy and whether it functions as primary elections that effectively
reflects

p이"때 1

preferences of constituents. Analyzing Ihe panel survey dataset for the

2010 regional election culled by the Eas t Asian Institute, it shows that there exist notable
auitudinal and behavioral diπeπ야es in selecting representalives betwetn voters and survey
respondenι

It

al잉

shows that a majority of Korean

v이eπ

did

n이

make

t야ir

electoral

decision until the last few weeks of the regional election and that almost a half of voters

“

changed their candidate pre rences during Ihe campaign 야riod. 8ased on these findings , it
claims that the SDCSM

d여~

not help selecting competitive candidates, b미 causes critical

problems in democratizing the candidate sε lection meth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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