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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지역주의의 지속성과 변화:
긍정적, 부정적 정당태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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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민주화 이후 한국의 모든 선거에서 가장 특징적인 현상으로 주목된 지역주의 정당태도는 정당
에 대한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즉 연고정당에 대한 충성심과 반대 정당에 대한 배타성을 포
함하는 것이지만, 이제까지 대부분의 연구는 긍정적인 측면에만 주로 관심을 두었을 뿐 부정적인
측면은 간과되거나 소홀히 다루어졌다. 본 논문은 투표선택에서의 정당지지가 정당에 대한 선호
뿐 아니라 반대의 측면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라는데 기초하여, 지역주의 정당지지와 그 변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으며, 최근 들어 지역주의의 유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영
남을 중심으로, 제15대, 제16대, 제17대 대통령선거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선호정당에 대한 긍정적 태도뿐 아니라 싫어하는 정당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선거관
심을 높이는데 중요한 요인이었으며, 특히 제17대 대선에서 영남 지역주의 투표의 변화된 특징을
나타내는 주요 내용이었다. 즉, 영남의 지역주의 투표가 제15대, 제16대 대선까지는 한나라당에 대
한 긍정적 태도에 기인된 것이라 한다면, 제17대 대선에서는 다른 정당에 대한 반(反) 정당투표의
성격도 강하게 반영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지역주의 투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그 변화의 동태적
성격을 보다 잘 설명하기 위해서는 지역 선호정당과 거부정당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역주의 정
당태도의 다차원적 접근이 유용한 분석틀임을 강조하였다.
주제어: 영남 지역주의, 정당태도, 투표행태, 선거

I. 서 론
지역주의는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의 가장 뚜렷하고도 지속성을 지닌 선거균열로 자리 잡
았다. 일각에서는 3김이 정치무대에서 은퇴한 2002년 대선을 기점으로 지역주의 투표가 약화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16대 대선을 포함하여 2004년 17대 총선, 2006년 지방선거, 그리고 최근의
2007년 제17대 대선까지 유동적인 특성을 나타내긴 하였지만 상당히 공고한 모습을 보였다. 선
* 이 논문은 부산대학교 자유과제 학술연구비(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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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과정에서 지역주의는 일반적으로 특정 지역 또는 출신지역 유권자들이 자신의 지역 연고정당
이나 그 후보에게 집중적으로 지지를 보내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선거란 일반적으로 지지하는
후보를 선택하기 위한 것이란 점에서 볼 때, 투표선택은 선호정당의 유무, 보다 구체적으로는
어느 정당을 좋아하는가가 중요한 요인이라 할 것이다. 그 점에서 대부분의 연구들이 지역 연고
정당에 대한 유권자의 긍정적인 반응에 주요 관심을 쏟은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지역주의 투표에는 지역 연고정당에 대한 지지 외에도 타 정당에 대한 배타적인 행태
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주의를 요한다. 지역주의는 흔히 지역감정이나 지역차별 등과 동의어
로 사용되기도 하듯이, 타 지역 연고정당에 대한 거부감 역시 지역주의 투표를 이해하는데 중요
한 요소로 고려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선거가 정당 간 경쟁임을 감안한다면, 지역주의
에 대하여 지역 연고 정당에 대한 선호로만 이해하고 경쟁하는 다른 정당에 태도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 지역주의 정당태도의 한쪽 면만을 분석한다는 한계를 지니게 된다.
본 논문의 목적은 지역주의 투표행태와 그 변화를 이해하기 위하여 정당태도의 구성 요소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지역주의 정당태도가 지닌 긍정적, 부정적 측면이 투표선택에 어떤 영향
을 미치는지를 경험적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이론적으로 정당성향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지역주의 정당태도의 성격을 파악하고 투표 선택과의 관계
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지역 연고정당에 대한 선호와 다른 정당에 대한 거부를 종합적으로 고려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는 특히 유동적인 지역주의 투표의 변화를 설명하는 데에도 유용한
분석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즉 지역주의 투표의 증가(혹은 감소) 현상은 지역 연고정당
에 대한 긍정적 태도의 변화에 기인한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정당에 대한 부정적 태도의 변화
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당태도에 대한 다차원적인 접근은 일부지만 지역 연고정당을 선호하면서도 다른 정당
에게 투표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단기적인 요인(예: 후보, 선거쟁점) 외에도 정당태도로써 설명
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 만약 반대하는 정당에 대한 태도가 투표행태에 독립적인 영향을 미
친다면, 그 정도가 작다 할지라도 상당히 의미 있는 설명이 될 것이며, 지역주의 투표의 배타적
속성을 이해하는 데도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설문자료의 한계 때문에 지난
세 차례의 대통령 선거에서 선호정당과 거부정당의 유무만으로 긍정적, 부정적 태도의 방향성
을 측정도구로 삼았을 뿐, 선호정당에 대한 호감의 정도, 혹은 반대하는 정당에 대한 거부감의
정도를 분석에 포함시키지 못함으로써 이들 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엄밀히 비교할 수 없었던 측
정의 한계를 미리 지적해 둔다.
한편, 본 연구의 주요 분석 대상으로는 영남지역을 선택하였는데, 이는 영남의 지역주의가 호
남과 달리 유동성이 컸다는 점에서 지역주의 정당태도의 긍정적, 부정적 측면이 지역주의 투표
에 어떻게 작용하였으며, 어떠한 동태성을 지니는지 파악하는데 요긴하기 때문이다. 또한 본문
에서 살피겠지만, 정권획득의 경쟁과 밀접한 지역주의 투표는 정치권력의 소재에 따라 지역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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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당에 대한 일체감과 타 정당에 대한 배타성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분리된 반응으
로서 정당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태도는 정부 여당의 국정운영 평가 등에 영향을 받는 것이다.
따라서 영남 지역주의를 분석하는 것은 영남이 지역패권과 박탈감을 경험하는 과정 속에서 지
역 연고정당에 대한 충성심과 반대 정당에 대한 거부감이 미치는 영향력을 살피는데 적절한 사
례가 될 것으로 본다.
본 논문의 내용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의 이론적 논의는 지역주의의 생성과 심화 원인에 대
한 기존 연구를 통하여 지역주의 정당성향이 지역 연고정당에 대한 선호뿐 아니라 타 지역 정
당에 대한 부정적 태도로 형성되었다는 점을 논의한 후, 지역주의 정당태도 개념에 대한 체계적
인 분석을 위하여 정당태도의 긍정적, 부정적 측면의 존재를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다. 3장은
영남의 지역주의 투표에 대한 특징과 추이를 간략히 살펴본 후, 설문자료를 통해 지역주의의 긍
정적, 부정적 정당태도가 선거관심이나 투표선택에 미친 영향을 분석할 것이다. 또한 영남의 지
역주의 투표행태에 대한 사례분석은 전국을 대상으로 한 분석을 비교함으로써 그 속성과 영향
력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끝으로 4장의 결론에서는 분석결과의 요약과 시사점을 논의할
것이다. 참고로 본 분석에 이용된 자료는 역대 선거결과의 집합자료(1987-2007)와 한국사회과학
데이터센터에서 제15대, 제16대, 제17대 대통령선거 이후 실시하여 수집된 설문조사 자료이다.1)

Ⅱ. 지역주의 투표의 원인과 지역주의 정당태도의 개념
1. 지역주의 투표의 원인
민주화 이후 모든 선거 결과에서 뚜렷이 드러나는 지역주의 투표는 그 생성과 심화 원인에
대해 많은 연구가 축적되어 왔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복합적인 요인을 상호보완적으로 제시하
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을 무엇으로 보는가에 따라 크게 다음 세 가지 설명으
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전통적으로 지역 간에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존재해 왔다는 사회심리
론적 설명이다. 대표적으로 호남인에 대한 비호남의 부정적 지역 편견이 이에 해당한다. 지역
편견은 오랜 역사 속에서 사람들의 의식세계에 내면화되어 집단적 고정관념으로 구조화되고,
일단 형성된 후에는 객관적 증거에 의해 쉽게 변화되지 않고 적대적 감정의 성격을 갖게 된다
는 것이다(김만흠 1987; 김진국 1988; 신복룡 1997). 둘째, 지역 불균형 발전과 차별적인 인사정
책 등으로 누적된 지역간 불평등구조에서 원인을 찾는 정치경제론적 설명이다. 산업화 과정에

1) 집합자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한 역대 선거총람의 전산자료이며, 설문자료는 ｢한국사회
과학데이터센터｣에서 선거 이후 전국(제주 제외)을 대상으로 제15대 대선(1,207명), 제16대 대선(1,407
명), 제17대 대선(1,200명)에 대해 유권자의 의식을 조사한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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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영남 지역은 혜택을 받고 호남은 배제된 데 따른 경제적 격차가 영남과 호남의 지역갈등의
주요 요인이라는 것이다(이상휘 1993; 손호철 1997; 노병만 1997; 서기준 1997). 셋째, 민주화이
후 선거 경쟁과정에서 3김과 같은 정치 지도자들의 동원된 지역 지지의 결과로 보는 정치동원
론적 설명이다. 이는 민주화 이슈가 사라진 후 정책적 차이가 줄어든 정당구도 하에서 정당지지
의 동원전략으로써 지역감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였고, 유권자들은 정치권력이 지역화되어 있
는 상황에서 주어진 대안으로부터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합리적 선택의 결과였다
는 것이다(이갑윤 1997; 조기숙 1997; 박상훈 2001).
지역주의 표의 결집은 자신의 지역 연고정당에 대한 선호를 뜻한다는 점에서 지역주의 정당
성향은 그것이 애향심의 발로이든 이해타산에 근거한 것이든 지역 연고정당에 대한 지지로 측
정되어 왔다. 그러나 지역주의의 생성과 심화 원인에 비추어 볼 때 지역주의 투표에는 특정 정
당에 대한 선호뿐 아니라 타 지역의 연고정당에 대한 배타성, 즉 부정적 태도를 포함하는 것이
다. 즉, 정서적 측면의 지역감정은 타 지역(정당)에 대한 거부감을 의미하며, 정치경제적 측면의
차별도 배제와 박탈에 대한 피해의식이란 점에서 타 지역(정당)에 대한 적대감을 내포하는 것이
다. 또한 선거경쟁에서 지역주의의 정치적 동원전략 역시 지역 연고정당에 대한 지지의 결집을
추구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타 지역 연고정당에 대한 배타성을 자극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요컨
대, 지역주의 투표의 원인이 사회심리적 측면의 지역 편견이든, 정치경제적 차별이든, 정치엘리
트의 동원전략이든 공통적으로 경쟁하는 지역(정당)에 대한 비우호적 혹은 적대적 관계가 전제
되어 있는 것이다.

2. 지역주의 정당태도: 정당에 대한 선호와 거부
1) 지역주의 정당태도의 개념
유권자의 정당태도 혹은 정당성향은 선거행태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로 주목
받아 왔으며, 그 영향력 또한 널리 인정되어 왔다. 한국은 특히 1987년 민주화 이후 정당 지지
가 지역별로 집중되어 나타나는 지역주의 투표 현상이 지배적인 선거균열로 자리 잡게 되면서
지역주의 정당태도가 지닌 안정성과 강도에 높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 정당 태도의 중요성은 투
표참여나 후보 선택에 직접적인 효과를 미칠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정책에 대한 유권자의 입
장이나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줌으로써 투표행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Page and Jones 1979). 한국 역시 지역주의 정당태도가 투표행태의 핵심적인 요인이란 점에 이
의가 없을 것이다. 여야 성향이나 정부평가, 정책에 대해 나타나는 정치적 태도의 지역별 차이
가 지역주의에 의한 정당지지와 독립적이지 않으며, 이념에서 나타나는 호남의 진보성이나 영
남의 보수성 역시 지역민들이 지지하고 정체감을 느끼는 정당의 입장 차이에 기인한 것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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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등은 지역주의 정당태도의 중요한 영향력을 말해주는 것이다(이갑윤 2002).
이렇듯 지역주의 정당태도가 정치행태에 중요한 결정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이 특정
정당에 대해 일체감을 갖는 지역주의 정당태도의 개념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하였
다. 정당 일체감에 대한 개념은 일찍이 미시간 학파에서 정의되듯 “개인의 주변 환경 속에서 중
요한 집단대상에 대한 감정적인 정향”이며, “정당은 개인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정도의 차
이를 지니고 일체감을 갖는 대상”인 것이다(Campbell et al. 1960, p.120-121. 강조 추가). 즉 정당
일체감은 '정당에 대한 매력적인 면(attracting quality of a party)'과 '혐오적인 면(repelling quality
of party)'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되며, 따라서 개인은 특정 정당에 대해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일체감'을 지닐 수 있다는 것이다(p121-122). 사회심리적 측면의 이러한 개념 정의는
상당히 지속적인 정당에 대한 심리적 귀속감으로 해석되어 왔으며, 정치행태의 장기적인 요인
으로 간주되었다. 특히 인식의 선별기제(perceptual screen)로써 정당 귀속감은 정치적 태도를 정
하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반대하는 정당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된다는 것이다.2)
한국의 지역주의 정당태도는 정당의 빈번한 이합집산으로 인해 특정 정당에 대한 안정적인
태도로서 정당일체감을 논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그렇지만 민주화 이후 장기적으로 지속되
어온 지역 대표 정당에 대한 지역민의 정서적 일체감으로 간주될 수는 있을 것이다. 지역주의
투표가 정당이 바뀌고 소위 ‘3김 시대’가 끝난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현상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 이는 비록 김영삼과 김대중이 만들었던 정당들이 명칭을 바꾸고 구성원이 바뀌었다 해도
인물 중심의 지역균열이 사라졌을 뿐, 특정 정당에 대한 지역의 일체감이 심화되어 정당체제적
인 지역균열로 공고화되었음을 의미한다(김욱 2004; 최준영 2007). 또한 한국의 지역주의 정당
태도에서 간과할 수 없는 점은 그것이 일체감을 지닌 정당에 대한 지지뿐 아니라 다른 지역의
지지 정당에 대한 거부감도 중요한 구성 요소일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제까지 정치권력을
다투는 주요 선거경쟁이 영·호남 지역에 기반을 둔 정당 간의 경쟁과 다름 아닌 경우에는 상대
지역의 지지 정당에 대한 (부정적) 태도 역시 자연스레 취할 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 민주화 이
후 역대 선거에서 상대 경쟁 집단의 존재가 명백히 인식될 때 지역적 결집이 강화되었다는 주
장(최진영 2001)이나, 김영삼 정부의 실정으로 IMF사태의 책임론이 거론되는 상황에서도 15대
대선의 집권여당 후보가 박빙(1.6%)의 선거를 치렀던 것은 반대 정당으로서 새천년민주당(김대
중 후보나 호남)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유권자의 방어심리가 작용한 것이란 해석(이갑윤
1997)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최근 영남의 지역주의 변화가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 대한 불만
과 함께 상대적 박탈감에 따른 것이라 보는 관점 역시 지역 연고정당에 대한 선호보다 타 지역
2) 인지심리학적 관점에서 정당성향의 습득은 기능적 측면에서 인지적 노력을 크게 기울이지 않고도 복
잡한 정치세계에 대한 정보를 체계화할 수 있는 방법일 뿐 아니라(Shivley 1979), 정보처리비용을 감소
시키는 추지틀(skima)의 역할을 수행한다(Lodge and Ruth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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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에 대한 배타적 태도를 중시하는 것이라 하겠다.
한편, 정당태도를 안정적이고 심리적인 것으로 개념화하는 경우 지역주의 투표의 지속성은
설명할 수 있어도 지역주의 정당지지의 동태적 성격이나 선거결과의 변동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설명에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서는 정당 성향이 완전히 장기적인 요인이 아니라
단기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Jackson 1975;
Franklin and Jackson 1983; Page and Jones 1979; Markus 1982). 즉, 평가적인 관점으로서 정당태
도의 개념은 집권당의 업적 또는 계속되는 정책 사안에 대한 과거 행적의 회고적인 평가가 누
적된 것이라는 주장이다(Fiorina 1981). 이에 따르면 정당 성향은 경험에 기초한 요약된 평가로,
정당의 공약과 업적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평가에 기초하여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정
치적 사건에 따라 달라지고 계속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특히 정치권력이 지역화되어 경제개발이나 엘리트 충원 등 권력자원의 배분과
행사에 지역 편중이 벌어지는 상황에서는, 지역주의 투표가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이라는 주장
(김재한 1997; 조기숙 1998; 최영진 1999) 역시 지역주의 정당태도의 평가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
이라 볼 수 있다. 예컨대 3당 통합이후 대구, 경북은 김영삼 정권에 대한 불만으로 제15대 총선
에서 전국 평균보다 낮은 지지를 보이며 지배연합으로부터 이탈했으며, 충청 지역은 제16대 대
선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했던 새천년민주당(노무현)에 대한 지지(52%)가 급증한 현상을 보
였다. 또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정국에서 치러진 제17대 총선은 한나라당에 대한 영남의 지지 역
시 크게 하락하였던 반면,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높았던 제17대 대선
에서는 대통합민주신당(정동영)에 대한 지지가 호남을 포함하여 전국에서 모두 큰 폭으로 떨어
졌다. 이는 정당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평가 요인이 지역주의 정당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
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요약하면, 정당태도의 개념은 감정적인 관점과 평가적인 관점에 따라 다르게 정의될 수 있다.
전자는 정당에 대한 심리적 귀속감을 뜻하며, 후자는 정당에 대한 과거 평가를 의미한다. 그러
나 두 관점 모두 정당태도의 개념이 정당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정향을 모두 포함한다는 것에
는 공통점을 지니며, 이러한 개념은 한국의 지역주의 정당태도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2) 지역주의 정당태도 개념의 차원적 논의
정당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태도로서 개념화한 지역주의 정당태도는 지역 연고정당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반대 정당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두 태도의 관
계가 일차원적인 양극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할 지, 혹은 분리된 반응으로서 각 정당에 대한 태
도가 독립적인 의미를 지니는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간주해야 할지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
만약 지역주의 정당태도가 지역 선호정당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인 동시에 지역 거부정당에 대
한 부정적 태도를 의미한다면, 양극적인 일차원의 개념화가 적합하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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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만약 두 정당을 모두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경우, 혹은 둘 간의 관계에 상관성이 매우
낮다면, 일차원적인 정당태도의 개념이 유용성을 잃게 될 것이다.
정당태도를 어떻게 개념화하여 측정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하여 많은 연구들은 정당 지지자들
의 태도가 실제로 단순한 양극선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해 주었다(Petrocik 1974;
Crewe 1976; Brody 1977; Miller and Miller 1977; Kats 1979; Shively 1980; Valentine and Van
Wingen 1980; Weisberg 1980, 1982). 즉 정당태도는 각 정당에 대한 분리된 반응으로써 개념적
차원이 구성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예컨대 정당지지자의 이탈표는 정당에 대한 선호와는 별
개로 반대 정당에 대하여 적대적인 태도를 지닌 사람보다 우호적인 태도를 지닌 사람이 많다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정당태도의 2차원적인 개념을 입증하기도 하였다(Maggiotto and Piereson
1977). 다시 말해, 정당에 대한 반응은 각 정당에 대한 태도를 분리된 차원으로 보아야 하며, 따
라서 정당일체감은 각 정당에 대해 각각의 분리된 (긍정적, 부정적) 반응이 종합된 결과라는 것
이다. 한국의 투표행태 연구에서도 다차원적인 정당태도의 개념으로서 좋아하는 정당뿐 아니라
싫어하는 정당의 존재 유무가 유권자의 정치행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
된 바 있다(황아란 1998).
물론 이러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정당에 대한 양극적인 일차원의 개념이 그래도 지역주의 정
당태도에 적합하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사실 다차원적인 관점의 정당태도는 일반적으로
정당일체감이 낮은 곳에서 더 많을 것이란 점을 고려한다면, 지역주의가 강한 곳에서는 일차원
의 정당태도가 더 보편적일 수 있다. 그럴 경우, 정당태도는 내집단과 외집단의 단순한 ‘우리’와
‘그들’이라는 양극의 방향성을 제공하며, 따라서 지역 지지정당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뿐 아니라
반대 정당에 대한 부정적 태도도 당연히 존재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주시할 점은 정당에 대한
양극적인 인식구조가 비대칭적일 수 있다는 사실이다(Jacoby 1981). 예를 들어, 지역 선호정당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곧 동전의 뒷면처럼 반대하는 정당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뜻하지는 않다
는 것이다. 반대 정당에 대한 거부감이 지역 지지 정당에 대한 호감보다 (혹은 반대로) 투표참
여나 후보선택에 더 강한 동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한편, 특정 정당에 대한 지역주민의 집중된 지지현상에서 소홀하기 쉬웠던 반대 정당에 대한
부정적 태도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유권자의 정치행태에 나타나는 부정성
효과(negativity effect)에 대한 연구들은 정치적 대상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선거행태에 미치는
영향이 때로는 긍정적인 평가보다 크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예컨대 대통령 후보에 대한 부정적
인 평가가 긍정적인 평가보다 투표선택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거나(Lau 1982, 1985), 대통령
의 직무수행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긍정적인 평가보다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참여와 후보선택
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주장하였다(Kernell 1977; Lau 1982; Cover 1986). 또한 부정적 투
표이론(negative voting theory)이나 반(反)후보 투표(anti-candidate voting) 연구들에서도 후보선택
은 선호뿐 아니라 거부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점이 널리 알려져 왔다(Sigelman and Gant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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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Morganthau et al. 1988).
사회심리적인 연구에 의하면, 이렇듯 부정적 정보에 대한 영향력이 큰 이유는 두 가지 관점
에서 설명될 수 있다(Lau 1982, 1985). 첫째, 부정적인 정보가 인상적이기 때문으로, 이는 대부분
사람들이 긍정적인 세계에 살고 있어 부정적인 정보가 두드러지게 인식된다는 것이다. 둘째, 부
정적 정보에 대한 방어적인 측면 때문으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위험추구보다 위험회피적인
성향을 띠며 부정적 정보를 통해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피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요
컨대 소위 ‘방어적 지역주의’란 용어가 이에 적용될 수 있다. 즉, 지역주의 투표선택 가운데 자
신의 지역 정당(후보)이 마음에 들어서라기보다 다른 지역 정당(후보)의 당선될 불안감에서 투
표하는 행위를 뜻한다.
특히 지역주의의 배타적 속성에서 유추할 수 있는 주장은 특정 지역에 대한 부정적 반응이
그 지역에 기반을 둔 정당을 싫어하는데 연계되어 투표선택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제15대 대선을 분석한 한 연구(이남영 1998)는 호남에 대한 거부감이 김
대중 후보를 선택하는데 중요한 요인임을 제시한 바 있는데, 주목할 점은 호남에 대한 호감(거
부감)이 호남과 연계된 김대중 후보의 선택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쳤지만, 다른 지역에 대한 호
감(거부감)은 김대중 후보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이점은 특히 투표선
택이 지역(정당)에 대한 분리된 반응으로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부합되는 것이라 하겠다.

Ⅲ. 영남의 지역주의 정당태도의 특징과 변화
1. 영남의 지역주의 투표 현상과 긍정적, 부정적 정당 태도
한국 선거의 가장 큰 특징은 지역주의 투표현상의 지속성을 들 수 있다. 그럼에도 선거 종류
나 시기에 따라 지역적 표의 결집이 유동성을 띠고 있는 사실은 정당에 대한 태도가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살펴볼 때, 영남의
지역주의 투표는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뚜렷한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전국 득표율보다 평균
16% 높았고, 적게는 8%(1996년 16대 총선), 많게는 27%(1992년 14대 대선)까지 차이를 나타내었
다. 또한 민주화 초기 10년의 영남 지역주의는 상당히 유동적인 경향을 보여주었으나, 1997년 제
15대 대선을 기점으로 영남 지역에서 한나라당 지지는 비교적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해 왔다.
또한 제15대 대선 실패이후 한나라당에 대한 영남의 지지는 1998년 지방선거(56%), 2000년 제
16대 총선(56%), 2002년 지방선거(63%)까지 상당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다.3) 영남의 이러한
3) 이에 대해서는 김대중 정권에 대한 영남의 반대가 한나라당에 대한 표의 결집을 가져왔다는 것이 일반
적인 해석이다(이갑윤 1997; 최진영 2001; 박상훈 2001; 강원택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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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는 소위 ‘3김 시대'가 끝난 2002년 제16대 대선(69%), 2004년 제17대 총선(52%), 2006년 지
방선거(63%), 2007년 대선(62%)에서도 여전히 높게 지속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제16대 대선
에서 한나라당(이회창)에 대한 결집이 높아진 것에 대해서는 싫어하는 정당의 집권을 막기 위해
영남지역 출신이 아닌 후보자라도 지지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김용호 2002, 강원택
2003, 손호철 2003).4) 그러나 대통령의 탄핵정국에서 치러진 제17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에 대한
영남의 지지가 크게 하락하였던 점은 지역주의 정당태도 역시 단기적인 이슈에 의해 크게 변화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영남 지역주의의 다른 일면은 호남 연고 정당에 대한 배타성으로서, 이는 호남 연고 정당이
영남에서 얻은 매우 낮은 득표율이 잘 말해 준다. 흥미로운 점은 제16대 대선에서의 노무현 후
보에 대한 영남의 지지(26%)나 제17대 총선에서의 열린우리당 지지(32%)가 높았던 것이다. 그
러나 이는 후보 요인과 탄핵 이슈에 의해 지지가 일시적으로 상승한 것일 뿐 영남의 배타성이
줄어든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호남의 전통적인 연고 정당이라 할 수 있는 민주당
에 대한 영남의 배타성은 뚜렷이 존재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제17대 총선의 민주당은 영남에
서 거의 득표를 얻지 못하였고, 2006년 지방선거에서는 단 한 명의 후보도 영남 지역에 출마시
키지 못하였다.5) 제17대 대선 역시 정동영 후보에 대한 영남의 득표율은 10%에 불과하였다.
한편, 영남의 지역주의 정당지지는 선호정당과 거부정당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때 그 성격과
내용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6) 먼저 <표 1>의 선호정당의 분포를 살펴볼 때, 영남은
전국적인 추세와 같이 한나라당에 대한 선호가 크게 증가한 반면, 다른 정당에 대한 선호는 크
게 감소한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영남의 지역주의에서 예상할 수 있듯이, 한나라당에 대
한 영남의 선호는 전국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차지한 반면, 다른 정당에 대한 선호는 전국보다
매우 낮은 분포를 보여준다. 즉 한나라당에 대한 영남의 선호는 1997년 29.8%, 2002년 36.3%에
서 특히 2007년에는 63.1%로 급증한 반면, 다른 정당에 대한 선호는 각각 24.5%, 19.0%, 13.3%
로 줄어들었다. 또한 선호정당이 없다는 경우도 1997년 대선(45.7%), 2002년 대선(43.9%), 그리
고 2007년 대선(23.6%)을 통해 대폭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4) 이 점은 호남도 동일한 해석이 가능한 데, 영남출신의 노무현(새천년민주당) 후보가 호남에서 얻은 득
표율(93%)은 제15대 대선에서 김대중이 얻은 득표율(94%)과 거의 같은 수준이었다.
5) 특히 2006년 지방선거의 경우, 호남에서는 민주당(47%)이 열린우리당(34%)보다 높은 득표를 했었던 점
을 고려할 때, 호남 연고정당으로서 민주당에 대한 영남의 거부감이 매우 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6) 선호정당과 거부정당의 측정은 “우리나라에 현재 있는 정당 중 선생님께서는 어느 정당을 가장 좋아
(싫어) 하십니까?”의 설문항목을 각각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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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영남의 선호정당 및 거부정당: 1997-2007

선호정당

1997년

2002년

2007년

한나라당

29.8 (18.4)

36.3 (23.2)

63.1 (45.4)

기타 정당

24.5 (44.7)

19.8 (35.8)

13.3 (27.7)

없음

45.7 (36.9)

43.9 (40.9)

23.6 (27.0)

346 (1,199)

394 (1,407)

309 (1,182)

호남 연고 정당

23.0 (16.3)

20.1 (13.0)

35.8 (27.7)

기타 정당

30.6 (46.6)

35.2 (43.1)

29.4 (39.7)

없음

46.4 (37.1)

44.7 (44.0)

34.8 (32.6)

343 (1,194)

394 (1,407)

299 (1,157)

사례수
1)

거부정당

사례수
1)

호남의 지역연고 정당: 새정치국민회의(1997), 새천년민주당(2002), 대통합민주신당(2007)
(괄호)는 전국통계

영남의 거부정당 분포는 특히 호남 연고정당을 싫어하는 영남 응답자의 비율이 1997년
23.0%, 2002년 20.1%에서 2007년 대선에서는 35.8%로 크게 증가된 현상을 보여주었다. 또한 이
러한 비율이 전국보다 영남에서 7~8% 가량 높은 것은 호남 연고정당에 대한 영남의 거부감이
크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특히 호남 연고 정당에 대한 거부가 2007년 대선에서 크게 증가한
것은 전국적인 추세에서도 주목되는 현상인데, 이에 대해서는 여당의 국정운영 평가에 대한 부
정적 평가가 정당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7) 즉 노무현 정부의 경제
실정에 대한 비판적 평가가 대통합민주신당에 대한 반대를 크게 증가시키는데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한나라당에 대한 영남의 선호가 증가하는 것과 다른
정당을 싫어하는 것 사이에는 일관된 경향이 없다는 것이다. 예컨대, 2002년 대선에서 한나라당
에 대한 영남의 선호는 증가하였지만, 호남 연고정당에 대한 거부는 증가 대신 오히려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요약하면, 정당에 대한 영남의 선호와 거부를 살펴볼 때, 정당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 부정적
측면에서 모두 유동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정당태도의 이러한 변화는 정부 여당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가 정당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 해석된다. 특히 제17대 대통령 선거에
서 주목할 점은 정당태도가 강화되었다는 것으로, 이는 영남뿐 아니라 전국에서 한나라당에 대
한 선호와 대통합민주신당에 대한 거부가 증가된 현상과 관련된 것이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
의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대통합민주신당에 대한 거부를 증가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이
라 하겠지만, 보다 주목되는 현상은 투표선택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제1야당, 즉 한나라당에 대한
선호가 훨씬 크게 증가되었던 점이라 하겠다.
7) 제17대 대선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는 부정적인 응답이 72.6%를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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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남의 지역주의 정당성향과 선거관심
정당 태도를 보다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당에 대한 유권자의 긍정적 반응과 부정적 반응을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지역주의 정당성향에 대하여 양극적인 일차원의 개념화가 적
합한 것인지, 혹은 이를 분리된 차원으로 접근하는 다차원적인 개념화가 적절한 것인지 규명하
기 위해서는 정당성향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먼저 선호하는 정당과 거부
하는 정당의 유무를 고려하여 유권자의 정당성향을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는데, 첫째, 좋아하
는 정당과 싫어하는 정당이 있는 경우, 둘째 좋아하는 정당만 있고 싫어하는 정당은 없는 경우,
셋째 좋아하는 정당은 없지만 싫어하는 정당이 있는 경우, 넷째 좋아하는 정당도 싫어하는 정당
도 없는 무당파로 분류하였다. 이 가운데 첫 번째 유형은 지역주의 정당태도를 양극적인 일차원
의 개념화로 간주하는데 필요한 전제조건이 된다 하겠다. 그에 비해 다차원적인 개념의 접근은
정당에 대한 유권자의 태도가 긍정적 혹은 부정적 정당성향, 즉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유형으로
도 각기 존재할 수 있음을 전제하는 것이다.
<표 2>를 살펴보면, 영남의 정당성향 분포는 1997년 제15대 대선의 일부 성향을 제외하고8)
전국의 분포와 매우 흡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전체적으로 선호정당과 거부정당을 모두 갖
고 있는 정당성향이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제17대 대선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58.5%)이 지난 대선보다 약 18%가 증가된 것은 영남을 포함해 전체 유권자의 정
당태도가 강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며,9) 이는 무당파의 비율(17.1%)이 제16대 대선(29.4%)보다 크
게 줄어든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다차원적 정당태도의 관점에서 주목되는 점은 선
호정당만 있는 경우와 거부정당만 있는 경우도 유권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즉, 적
어도 4명 가운데 1명은 정당에 대한 선호 혹은 거부의 태도만을 지닌 것으로 나타난다. 이 점은
유권자가 어떤 정당을 선호(혹은 거부)한다고 해서 다른 정당을 거부(혹은 선호)하는 것은 아니
라는 다차원적 정당태도의 주장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8) 제15대 대선은 김영삼 정부의 경제실패로 한나라당에 대한 부정적 반응이 크게 증가하였던 시기였음
을 고려할 때, 전국에 비해 영남에서 첫 번째 유형의 정당성향(선호+거부)이 낮고 무당파가 높았던 것
은 한나라당에 대한 영남 지역의 선호가 줄어들면서 무당파가 증가된 것일 수 있다.
9) 물론 정당태도에 대한 보다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는 선호하는 정당에 대해 좋아하는 정도 혹은 거부하
는 정당에 대해 싫어하는 정도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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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영남의 정당성향 유형: 1997년-2007년
선호

거부

1997년

2002년

2007년

○

○

39.4 (49.1)

40.9 (42.1)

58.5 (57.4)

○

×

14.6 (13.9)

15.2 (17.0)

17.7 (15.8)

×

○

14.3 (13.7)

14.5 (13.9)

6.7 (9.9)

×

×

31.8 (23.4)

29.4 (27.0)

17.1 (16.9)

343 (1,190)

394 (1,407)

299 (1,152)

사례수
(괄호)는 전국통계

또한 선호하는 정당과 거부하는 정당이 모두 있는 첫 번째 유형의 경우에도 그러한 정당성향
이 양극적인 일차원의 대칭구조가 아닐 수 있다는 점에 주의를 요한다. 즉, 어떤 정당을 매우
좋아한다고 (혹은 싫어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다른 정당을 매우 싫어하는 (혹은 좋아하는) 것
을 의미하지 않는 경우라 하겠다. 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일차원의 정당태도로 간주될 수 있는
좋아하는 정당과 싫어하는 정당이 모두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선호정당과 거부정당에 대한
태도의 상관성을 분석해 보았다.10) 영남의 분석 결과, 둘 간의 피어슨 상관계수는 -1 대신 0에
가까웠을 뿐 아니라,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지 않았다(r=.08, p=.31).11) 이는 영남의 선호정당과
거부정당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태도가 서로 독립된 반응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정당에 대한 선호와 거부의 긍정적, 부정적 태도는 투표 선택에 앞서 선거관심을 높이
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일 수 있다. 이는 지역주의의 심리적 동인으로서 선호 정당에 대한 충성
심과 별개로 반대 정당에 대한 거부감 역시 선거에 관심을 기울이는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
이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표 3>은 1997년부터 2002년까지 세 차례 대선 설문조사의 통합자료
를 이용하여, 선호정당과 거부정당의 존재 유무 등이 선거관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모형
의 분석결과를 영남과 전국으로 나누어 보여주고 있다.
우선, 영남이나 전국의 분석결과 모두, 선호정당과 거부정당이 각각 선거관심에 독립적인 영
향력을 미침으로써 다차원적 정당태도의 개념화가 적절한 것임을 입증해 주었다. 즉, 연령이나
성별, 학력 등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을 통제할 때, 좋아하는 정당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
람보다 선거 관심이 높은 경향이 있으며, 또한 싫어하는 정당이 있는 사람도 그렇지 않은 사람
보다 선거 관심이 높다는 것이다.
10) 긍정적, 부정적 정당태도의 정도는 제17대 대선의 설문에서만 측정되었는데, 가장 좋아하는 정당을
묻는 설문과 가장 싫어하는 정당을 묻는 설문의 후속 질문으로, 어느 정도 좋아(싫어)하는지에 대해
각각 0점에서 10점까지의 11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11) 전국의 경우에도 선호정당과 반대정당에 태도의 상관계수는 거의 0에 가까웠다(r=.07,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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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선거관심에 대한 OLS 회귀모형 분석 결과
영남

전국

회귀계수

(표준오차) 표준계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표준계수

상수

2.224***

(0.154)

2.178***

(0.080)

선호정당D

0.172***

(0.055)

0.106

0.239***

(0.029)

0.145

거부정당D

0.183***

(0.054)

0.114

0.135***

(0.028)

0.084

연령

0.010***

(0.002)

0.185

0.011***

(0.001)

0.202

성별D

0.094†

(0.048)

0.060

0.067***

(0.025)

0.043

학력

0.094***

(0.031)

0.119

0.134***

(0.016)

0.162

2

R

.066

.073

Adj-R

.062

.072

F값

14.5***

58.6***

1,027

3,723

2

표본수
*** p<.001

† p<.1

특히 전국과 영남을 비교할 때, 흥미로운 점은 전국의 분석 결과에서는 선호정당의 유무가 선
거관심에 미치는 영향력이 거부정당의 유무보다 훨씬 큰 데 비해, 영남의 경우는 거부정당의 유
무가 오히려 선호정당의 유무보다 높은 영향력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이는 지역주의 정당태도의
부정적 측면이 적어도 긍정적 측면에 상응할 만큼 선거관심에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밖에 연령이나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남성이 여성보다 선거관심이 높은 것은 일반
적인 예상과도 일치되는 것이라 하겠다.

Ⅳ. 투표선택에 대한 다차원적인 정당태도의 모형 분석
투표선택에 대한 다차원적인 정당태도의 분석모형은 한나라당 후보 선택을 종속변수로 설정
하고, 전국과 영남을 대상으로 정당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태도가 제15대, 제16대, 제17대 대통
령 선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으며,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에 주요 관심을 두었다. 이는 우선
정당태도에 의한 투표선택이 친(親) 정당투표일 뿐 아니라 반(反) 정당투표일 수도 있다는 가설
에 기초한다. 즉, 한나라당 후보 선택은 한나라당에 대한 선호와 반대가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
이다. 또한 한나라당 후보를 선택한 것은 한나라당을 선호, 혹은 다른 정당을 싫어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다차원적인 정당태도의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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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모형은 종속변수가 한나라당 후보의 선택 여부로 나뉘기 때문에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하였다. 분석모형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에 대한 예상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선호정당은 한나라
당 선호, 다른 정당 선호, 그리고 선호 정당이 없는 경우로 구분하였다. 즉, 좋아하는 정당이 없
는 사람(X11=X12=0)을 기준으로 비교할 때, 한나라당을 가장 좋아한다는 사람(X11=1)은 한나라당
후보를 선택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며, 반대로 다른 정당을 가장 좋아한다는 사람(X12=1)은
더 낮을 것이다. 한편, 거부정당은 한나라당 거부, 다른 정당 거부, 그리고 거부하는 정당이 없
는 경우로 구분하였다. 즉 싫어하는 정당이 없는 사람(X21=X22=0)을 기준으로 비교할 때, 한나라
당을 가장 싫어한다는 사람(X21=1)은 한나라당 후보를 선택할 가능성이 더 낮은 반면, 다른 정
당을 가장 싫어한다는 사람(X22=1)은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투표선택에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되는 정부평가와 이념 변수를 모형에 포함하였는데, 대통령의 국정운영은 긍정적
(제15대 대선) 혹은 부정적(제16대, 제17대 대선)으로 평가할수록, 그리고 이념은 보수적인 성향
<표4-1> 한나라당 투표선택의 로지스틱 회귀모형 분석결과: 전국
<제15대 대선>
회귀계수
(표준오차)

Odds
Ratio

-1.708*
(0.831)

상수

<제16대 대선>
회귀계수
(표준오차)

Odds
Ratio

-1.740*
(0.780)

<제17대 대선>
회귀계수
(표준오차)

Odds
Ratio

0.461
(0.823)

한나라당 선호X11

2.195***
(0.348)

8.98

2.313***
(0.245)

10.11

1.490***
(0.236)

4.44

다른 정당 선호X12

-2.365***
(0.255)

0.09

-1.416***
(0.232)

0.24

-0.721***
(0.260)

0.49

한나라당 거부X21

-2.084***
(0.350)

0.12

-2.046***
(0.442)

0.13

-2.121***
(0.341)

0.12

다른 정당 거부X22

1.040***
(0.231)

2.83

0.331†
(0.201)

1.39

0.159
(0.214)

1.17

정부평가

0.115
(0.111)

1.12

-0.616***
(0.095)

0.54

-0.227†
(0.121)

0.80

이념

0.116
(0.099)

1.12

0.443***
(0.097)

1.56

0.015
(0.046)

1.02

연령

0.013
(0.009)

1.01

0.025***
(0.007)

1.03

0.010
(0.008)

1.01

성별

0.213
(0.281)

1.24

0.120
(0.175)

1.13

-0.249
(0.186)

0.78

학력

0.087
(0.120)

1.09

0.095
(0.114)

1.10

-0.034
(0.161)

0.97

-2Log L

1398.6

1633.2

1171.2

712.5***

765.1***

408.2***

92.8

91.7

86.1

1,225

860

2

X

적중율
표본수
*** p<.001

1,062
** p<.01

* p<.05

†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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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수록 한나라당 후보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할 수 있다.12) 끝으로 사회인구학적 통제
변수로는 연령, 성별, 학력을 포함하였다.13)
먼저 <표 4-1>은 전국에 대한 한나라당 후보선택의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를 보여준다.14)
지난 세 차례의 대통령 선거에서 긍정적, 부정적 정당태도가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한나라당
후보선택은 한나라당에 대한 선호(X11)와 거부(X21), 그리고 다른 정당에 대한 선호(X12) 가 매우
중요한 변수인 것으로 나타며, 다른 정당에 대한 거부(X22)는 제17대 대선을 제외하고 모두 유의
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후보 선택이 어느 정당을 좋아하는가 하는 선호의 문
제라는 점과 함께 한나라당 후보 선택은 한나라당에 대한 선호와 거부의 문제라는 주장을 확인
시켜주는 것이다.15) 특히 다른 정당에 거부가 한나라당 후보 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후보 선택이 지지하는 정당에 대한 긍정적 태도뿐 아니라 싫어하는 정당에 대한 부정적
태도도 중요한 요인이라는 정당태도의 2차원적 개념을 지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제17대 대선의 경우,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던 한나라당 후보(이명박) 선택에서는 이와
같은 복합적 개념이 입증되지 않았다. 선호 정당 등을 통제하면, 다른 정당을 싫어하는가의 여
부, 즉 ‘싫어하는 정당이 없다’는 사람과 ‘싫어하는 (다른) 정당이 있다’는 사람들 사이에는 한
나라당 후보선택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해석은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이
요구되지만, 제17대 대선의 특수한 사례는 경제 대통령으로서 이명박 후보에 대한 국민적 기대
가 높았던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16) 즉, 전국적으로 이명박 후보의 선택은 대통합민주신
당 등 다른 정당에 대한 반-정당 투표의 성격보다 이명박 후보의 능력과 경력 등 개인적 요인에
의해 정당(한나라당) 지지가 증가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참고로 이명박 후보와
한나라당 선호의 피어슨 상관계수(.8)는 매우 높은 반면, 이명박 후보와 대통합민주신당 선호의
상관계수(-.2)는 부정적이지만 매우 낮았다. 또한 이명박 후보를 선택한 사람들의 절대 다수
(73%)가 “좋아하는 후보여서 꼭 당선되길 바랬다”는 친-후보 투표의 성격이 강한 반면, “싫어하
2

는 후보가 당선되는 것을 막고 싶었다”는 반-후보 투표성격은 소수(12%)에 불과하였다(X =75.6
d.f.=4 p<.001).17)
12)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와 이념은 제15대, 제16대 대선에서는 모두 5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나, 제17대
대선에서는 각각 4점 척도, 11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13) 성별은 남성=1, 여성=2, 학력은 제15대, 제16대 대선에서는 4점 척도(초졸=1, 중졸=2, 고졸=3, 대졸=4), 제17
대 대선에서는 3점 척도(중졸 이하=1, 고졸=2, 대재 이상=3)로 측정되었다.
14) 전국의 분석에서는 영남과의 비교를 위해 지역을 통제하지 않았으나, 영·호남 등 지역을 포함하여도
제변수의 통계적 유의미성이나 영향력은 거의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15) 참고로 예비분석에서는 한나라당 선호와 다른 정당 거부를 교차변수(X11*X22)로 모형에 포함시켜 상
호작용 효과를 살펴보았으나, 전국과 영남 모두 유의미하지 않았다.
16) 이러한 결과가 제17대 대선의 특이한 사례인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호남 연고 정당후보에 대한 투표
선택 모형을 전국적으로 분석한 결과, 호남 연고 정당에 대한 선호와 다른 정당에 대한 거부가 제17
대 대선을 포함하여 제15대, 제16대 대선에서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 이와 비교하여 정동영 후보나 다른 후보를 선택한 사람들 중 친-후보 투표는 각각 46%, 49%였으며, 반-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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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세 차례의 대통령 선거 분석결과를 비교해 볼 때, 김대중 후보가 출마하였던 제
15대 대선은 긍정적, 부정적 정당태도 변수들만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 지역주
의가 전국적으로 압도적인 영향을 행사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러나 ‘3김’이 정계에서
은퇴한 제16대 대선은 정당태도 변수뿐 아니라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 이념, 연령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새로운 선거균열의 조짐을 보여 주었다. 즉, 김대중 대통령의 국
정운영을 부정적으로 평가할수록, 보수적인 성향에 가까울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한나라당 이회
창 후보에 대한 선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에 비해 제17대 대선에서는 정당태도 변수 외
에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만이 투표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 것은 지난 대선이 이념
과 세대를 넘어서 정부여당에 대한 부정적 심판의 성격이 강했던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4-2> 한나라당 투표선택의 로지스틱 회귀모형 분석결과: 영남
<제15대 대선>
회귀계수
(표준오차)
상수

Odds
Ratio

-2.233
(1.520)

<제16대 대선>
회귀계수
(표준오차)

Odds
Ratio

-1.383
(1.283)

<제17대 대선>
회귀계수
(표준오차)

Odds
Ratio

1.605
(1.640)

한나라당 선호X11

2.769***
(0.762)

15.95

1.550***
(0.373)

4.71

0.941*
(0.468)

2.56

다른 정당 선호X12

-2.010***
(0.480)

0.13

-1.056*
(0.427)

0.35

-1.357*
(0.593)

0.26

한나라당 거부X21

-2.864***
(0.787)

0.06

-1.981*
(0.790)

0.14

-0.004
(0.651)

1.00

다른 정당 거부X22

0.619
(0.426)

1.86

0.354
(0.345)

1.43

1.025*
(0.420)

2.79

정부평가

0.043
(0.204)

1.12

-0.540***
(0.175)

0.58

-0.146
(0.238)

0.86

이념

0.251
(0.202)

1.29

0.421*
(0.173)

1.52

-0.116
(0.092)

0.89

연령

0.022
(0.016)

1.02

0.029*
(0.012)

1.03

0.002
(0.015)

1.00

성별

0.567
(0.355)

1.76

0.421
(0.292)

1.52

0.322
(0.356)

1.38

학력

0.078
(0.208)

1.08

-0.081
(0.201)

0.92

-0.446
(0.319)

0.64

-2Log L
405.4
2
195.4***
X
적중율
91.8
표본수
300
*** p<.001 ** p<.01 * p<.05

464.1
164.2***
87.4
344

262.5
51.7***
79.9
231

투표 성격은 각각 35%, 24%를 차지함으로써 이명박 후보에 대한 투표와 큰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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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2>는 영남에서의 한나라당 후보선택의 분석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앞서 논의한 전
국의 분석과 비교해 중요한 차이가 정당태도 관련 변수에서 발견된다는 것은 영남의 지역주의
정당태도가 투표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전국과 다르다는 것을 뜻한다. 첫째, 영남의 다른 정당에
대한 거부는 전국과 달리, 제15대, 제16대 대선에서는 한나라당 후보 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반면, 제17대 대선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제15대, 제
16대 대선에서는 영남의 지역주의 투표가 한나라당에 대한 긍정적 태도에 기인하였다는 것이
특징이라면, 제17대 대선은 다른 정당에 대한 부정적 태도 역시 중요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규명됨으로써 영남 지역주의의 주목되는 변화를 나타내었다.18)
둘째, 한나라당 선호의 영향력을 확률비(odds ratio)로 전국과 비교해 보면, 제15대 대선에서는
영남(16배)이 전국(9배)보다 훨씬 높은 반면, 제16대, 제17 대선에서는 영남(각각 4.7배, 2.6배)이
전국(각각 10.1, 4.4배)보다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제15대 대선의 경우는 김영삼 정부의
경제 실정으로 특히 한나라당에 대한 선호 여부가 투표선택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었는
데, 그 영향력이 전국보다 한나라당의 지지 기반인 영남에서 훨씬 컸다는 것이다. 한편, 제16대,
제17대 대선에서 한나라당에 대한 선호가 투표선택에 미친 영향력이 전국보다 영남에서 낮은
것은, 한나라당을 좋아하는 사람과 선호정당이 없는 사람이 한나라당 후보를 선택할 확률의 차
이가 영남에서 더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영남에서 선호정당이 없는 사람도 한나라당 후보
를 지지하는 경우가 전국보다 상대적으로 많아졌기 때문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영남의 지역주
의가 제15대 대선이후 약화되기보다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는 주장을 지지하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제17대 대선에 대한 영남의 분석 결과는 전국과도 큰 차이를 보이지만, 제15대, 제16대
대선과도 상당히 대비되는 것이다. 즉, 한나라당에 대한 반대(X22)는 통상적인 유의수준에도 미
치지 못한 반면, 무엇보다 영남에서 다른 정당의 거부가 한나라당 후보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그 영향력(2.8배) 또한 한나라당 선호(2.6배)에 상응하는 수준이었다는 점이 과거와 다른
가장 큰 차이라 하겠다. 이는 영남에서 이명박 후보의 선택이 한나라당에 대한 선호뿐 아니라
다른 정당에 대한 거부의 반(反) 정당 투표 성격도 강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평가적 측면의 정당태도를 고려할 때, 정부 여당의 부정적 평가가 미친 영향, 즉 부정성 효과가
영남 지역주의 정당태도의 변화에 주요 요인이었다고 해석된다. 즉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운영
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특히 영남에서 호남 연고 정당인 대통합민주신당에 대한 부정적 태도의
배타성을 강화시키는데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다.
종합하면, 선호정당에 대한 긍정적 태도뿐 아니라 싫어하는 정당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투표
18) 참고로, 호남이나 충청 지역주의 투표와의 비교는 설문자료의 사례수가 매우 제한적일 뿐 아니라 투
표선택도 예컨대 호남의 응답자는 거의 모두 호남 연고 정당을 지지하고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분
석을 할 수 없는 한계를 지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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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은 전국을 대상으로 한 제15대, 제16대 대선, 그리고 영남
에서의 제17대 대선에서 부분적으로 뒷받침 되었다. 그러나 본 분석을 통해 영남의 정당태도가
투표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전국과 다르며, 무엇보다 제17대 대선에서 주목되는 변화가 발견되
었던 점은 매우 흥미로운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즉 제15대, 제16대 대선까지는 영남의 지역주
의 투표가 한나라당에 대한 긍정적 태도에 기인된 것이라 할 수 있지만, 제17대 대선에서는 다
른 정당에 대한 부정적 태도에 의해서도 중요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반(反) 정당투표의
성격이 강해졌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영남의 배타적 지역주의가 지역 연고 정당에 대한 선호와
별개로 다른 정당에 대한 부정적 정당태도에서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V. 결 론
지역주의 투표의 배타적 정당지지는 지역 연고정당에 대한 강한 선호의 표현이면서 동시에
타 지역(정당)에 대한 거부감의 표출일 수 있다. 본 논문은 유권자가 지니는 정당 성향이 정당
에 대한 분리된 반응의 종합된 결과로서 좋아하는 정당에 대한 긍정적 태도뿐 아니라 싫어하는
정당에 대한 부정적 태도 역시 중요한 구성 요소라는 점에 이론적 기초를 두었다. 즉, 정당 성
향은 긍정적, 부정적 정당태도를 모두 포괄하는 것이 본래의 개념에 부합되는 것이며, 따라서
투표선택이 정당에 대한 선호뿐 아니라 거부의 반응일 수도 있다는 점을 경험적으로 검증하고
자 하였다. 특히 지역주의 투표가 지역 연고정당에 대한 충성심과, 혹은 이와 별개로 타 정당에
대한 거부감에 기인하는 것인지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정당태도의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
이며, 이는 지역주의 투표의 유동성을 설명하고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한 분석틀이라 하겠다.
먼저, 거시적인 측면에서 한나라당에 대한 영남의 지역주의 투표는 1997년 대선을 기점으로
크게 두 시기로 구분할 수 있으며, 1987년 대선부터 1997년 대선까지는 지역 연고정당과의 일체
감이 지지변화의 주요 동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과거 1960년대 박정희 정권부터 시작하여
김영삼 정권까지 영남의 정치권력 독점이 장기화된 시기였음을 고려할 때, 지역 연고정당에 대
한 충성심이 타 정당에 대한 거부감보다 중요한 요인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1997년 대선 실패
이후에는 집권 정당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상대적 박탈감이 영남의 지역주의 투표에 주요 요인
으로 작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었으며, 특히 2002년 대선, 2004년 총선, 2007년 대선에서
한나라당에 대한 영남의 지지가 큰 변화를 보였던 것은 타 지역 정당의 후보(노무현)나 선거 이
슈(대통령 탄핵), 정부여당의 국정운영 평가 등 단기적 요인이 정당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
기 때문이다.
한편, 미시적인 측면에서 정당 태도를 선호와 거부의 차원에서 살펴본 결과, 특히 제17대 대
선에서 주목되는 변화는 선호정당과 거부정당이 모두 증가하여 정당태도가 강화된 것이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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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합민주신당에 대한 거부가 늘어난 반면 한나라당에 대한 선호가 급증한 이유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 본다. 또한 정당성향의 유형은 선호
정당과 거부정당을 모두 갖고 있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지만, 그들의 긍정적, 부정적 정당태도
가 서로 상관성이 없다는 분석 결과는 그 둘의 관계가 1차원의 양극적 태도가 아니라 분리된
반응으로 구성된 다차원의 정당태도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었다. 무엇보다 정당에 대한
선호와 거부가 독립된 차원으로서 유권자의 선거관심을 설명하는 데도 매우 유용한 분석적 개
념이며, 특히 영남에서 거부정당의 유무가 선호정당에 비해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지역주
의 정당태도의 배타적 일면이 선거관심에 강한 심리적 동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
이다.
끝으로 정당태도의 복합지표 모형에 대한 투표선택의 분석은 전국과 영남의 분석결과가 달랐
으며, 영남 지역주의 투표의 성격이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크게 변화되었다는 점이 주목되는
발견이었다. 우선, 제15대와 제16대 대통령 선거의 경우, 전국을 대상으로 한 분석과 달리, 영남
의 투표선택은 한나라당에 대한 선호를 통제하면 다른 정당에 대한 거부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지 못하였다. 사실, 배제와 차별, 박탈 등 지역 소외감에 의해 타지역 연고 정당에 대한 부정
적 태도가 형성되는 것이라면, 제15대 대선까지는 영남이 정치권력을 독점해온 패권 지역이었
다는 점에서, 그리고 제16대 대선은 그 시기가 짧았다는 이유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제17대 대
통령 선거에서의 주요 변화는 한나라당에 대한 선호와는 별개로 반대 정당에 대한 거부 역시
영남의 투표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규명된 점이다. 더욱이 한나라당에 대한 선
호보다 다른 정당에 대한 거부가 이명박 후보선택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난 점은 영남
의 지역주의 투표선택에 반(反)정당투표의 성격이 강하게 반영된 것을 시사해 준다. 이러한 변
화는 한나라당이 야당으로 10년 세월을 지내는 동안 영남의 정치적 소외가 깊어짐에 따라 호남
연고정당에 대한 거부감이 높아진 결과일 수 있다. 또한 여기에는 평가적 측면에서 대통령의 국
정운영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특히 영남에서 대통합민주신당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강화시키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물론 제17대 대선에서의 이러한 변화가 일시적인
현상인지는 몇 차례의 선거를 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투표선택에 대한 정당태도의 다차원적인 접근은 제17대 대선에서의 중요한 변화
를 밝히고 영남 지역주의의 동태적 성격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본다. 영남
의 지역주의가 변화되는 데에는 한나라당에 대한 선호뿐이 아니라 다른 정당에 대한 거부가 변
화되었기 때문임을 볼 때 지역주의 정당태도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지역주의 투표에 대한 설
명력을 높이는데 필요한 것이라 하겠다. 다만 본 연구의 한계로서 영남의 지역주의 투표가 호남
등 다른 지역주의 투표와 어떠한 차이와 특징을 지니는가를 사례수의 제약 때문에 다루지 못하
였던 점은 향후 연구에서 보완될 필요가 있겠다. 또한 측정의 한계로 인해 긍정적, 부정적 정당
태도의 정도를 포함시켜 지역주의 투표의 변화를 비교하고 그 유동적 성격을 보다 심도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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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그러나 정당태도의 다차원적 개념화는 투표선
택뿐 아니라 정책이나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를 비롯해 정치신뢰나 투표참여 등 정치행태 분
석에도 적용 가능한 분석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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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ositive and Negative Aspects of Regional Party Supports in
Korea: Their Changing Impact on Electoral Vote Choice in
Yeongnam Area

Hwang, Ah-Ran
(Pusan National University)

It is the regionalism that has characterized every election since the 1987 democratization in Korea.
Its persistency is as such that there has been countless studies on its origin and impact on voters'
choice. Regionalism, by its nature, is double faced: in-party loyalty (the positive aspect) and out-party
hostility (the negative aspect). However, it is the positive aspect that has received most of research
attention. The negative aspect, on the other hand, has been either overlooked or understated in the
political literature. Contending that regionalism is all inclusive of both in-party loyalty and out-party
hostility, this paper analyzes the voting behavior motivated by regionalism. Although both Youngnam
and Honam have shown a firm regionalistic stand, this study focuses mainly on the regionalism in
Youngnam area as it has appeared notably irregular and erratic in recent years.
This paper concludes that regionalism in the 2007 Presidential election, works in a way that a
voter's choice is determined by not only a positive attitude toward a preferred party but also a
hostility toward the opposition parties. Therefore, both positive and negative reactions to a particular
party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in the analysis of regionalism and its impact. With this
comprehensive concept such phenomena as voters' defection from their regional party and other
dynamics of regionalism are to be comprehended and explained.
(keyword: regionalism, partisan attitudes, electoral behavi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