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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적 투표결정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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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이 논문은 17대 대통령선거의 개인적 투표결정 요인과 집합적 투표결정 요인을 분석하였다. 개
인적 투표결정 요인으로 출신지역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국가경제에 대한 회고적인 평가가 그
다음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이외에도 한미관계에 대한 태도, 이념적 성향, 연령, 노무현 정부에 대
한 평가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결과의 승패를 결정하는 집합적 투표결정 요인으
로는 국가경제사정에 대한 평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정부업적에 대한 평가도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이 두 가지 합리적 변수는 이명박 후보의 승리에 70% 정도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
났다. 이에 비해 지역주의와 세대 및 이념적 갈등은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 했다. 출범
초기에 당면한 이명박 정부의 지도력의 위기는 부분적으로 선거에서 얻은 국민의 지지는 노무현
정부에 대한 처벌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새 정부에 대한 지지로 쉽게 전환될 수 없는 성격이었
다는 사실에 기인한다고 하겠다.
주제어: 투표결정, 개인적 집합적 투표결정요인, 지역주의, 세대, 이념투표, 경제투표, 합리적 투
표모형, 한국의 대통령선거

Ⅰ. 서
2007년 12월에 실시된 제 17대 대통령선거는 단순히 새 대통령을 선출한다는 의미를 떠나 미
래의 국가정책의 노선을 결정한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선거였다. 1997년 제 15
대 대선에서 김대중 후보의 당선 후 시작된 진보정권은 제 16대 대선에서 연이어 노무현 후보
가 당선됨으로서 지난 10년간 지속되어 왔다.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둘러싸고 시작된 여·
야당 간의 이념적 갈등은 노무현 정부에 이르러서는 한미관계, 대북지원, 정치개혁, 대기업 규
제, 복지확대, 교육자율화 등 안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정책노선에 있어서 진보
와 보수 간의 전면적인 갈등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 양 진영을 대표하는 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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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당의 이명박 후보와 통합민주당의 정동영 후보의 대결로 압축된 17대 대선은 그야말로 진보
적 국가정책의 지속이냐, 보수적 국가정책으로의 변화 또는 회귀이냐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국
내외에서 이례적인 큰 관심을 모으게 되었다.
63%의 낮은 투표율을 보인 17대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자가 48.7%, 정동영 후보가 26.1%를
각각 득표함으로서 역사상 가장 큰 표차로 이명박 후보가 승리하였으며, 만약 또 하나의 보수를
내세운 무소속의 이회창 후보가 출마하지 않았다면 두 후보자의 표차는 더 크게 벌어졌을 것으
로 보여 진다. 이어 실시된 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한나라당이 공천문제를 둘러싼 파벌갈등과
분열에도 불구하고 과반수 의석을 획득하고 보수진영의 자유선진당, 한나라당으로부터 이탈한
친박연대, 친 박근혜계 무소속후보들이 선전함으로서 보수진영의 총 의석수가 국회의석의 3분
지 2인 200석에 육박함으로서 10년 만에 권력에 복귀하게 된 보수정권의 안정적 제도적 기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2008년 2월에 시작된 이명박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인사정책에 있어 지역, 학교, 종교
등에 의한 연고주의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면서 국민의 지지율이 하락하기 시작한 후 미국산 소
고기 수입허용을 반대하는 대규모 촛불시위가 5월부터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과정에서 지지율이
급락하여 당선직후 70%를 상회하던 지지도가 반년 만에 20%아래로 떨어지게 됨으로써 심각한
지도력의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9월 이후 시작된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 발생
한 한국의 금융위기는 이명박 정부의 장래에 암울한 그림자를 드리게 되었다. 현재의 이명박 정
부가 당면한 국내외적 위기는 이 대통령이 선거기간 제시하였던 보수적인 개혁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데 필요한 국민적 지지의 부족으로 인해 대부분은 포기하거나 유보될 수밖에 없는 상
황에 다다르게 되었다. 양대 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고 출범한 보수정권이 국민과의 밀
월기도 갖지 못하고 지도력의 위기에 봉착하게 된 극적인 반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17대
대선에서의 한국인의 투표결정요인을 밝혀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지역주의는 어떻게 변하였
는가, 세대 및 이념갈등은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경제사정과 노무현대통령의 낮은 인기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더 나아가서 이명박 후보의 승리의 원인은 무엇인가 등의 질문에 대해 해답하
여야 할 것이다.
민주화 이후 한국선거에서의 투표결정 요인은 비교적 단순하였다. 투표자의 출신지역이라는
변수가 투표결정에 압도적인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사회·인구학적, 심리적, 합
리적 변수도 큰 영향을 주지 못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투표결정 요인에 대한 연구는 지역주의
에 집중되었으며 지역주의의 원인, 합리성, 변화 등을 설명해왔다(조기숙 1996; 이갑윤 1998; 한
국사회학회 1990; 한국심리학회 1989; 김만흠 1997; 강명세 2001). 1990년대 후반의 선거에서부
터 서서히 등장하여 2002년 16대 대선에서 본격화된 세대 및 이념 투표에 대한 연구들로 확대
되고 제한적이나마 경제적 투표에 대한 연구도 진행됨으로서 투표결정 요인에 대한 연구가 점
차 다양화하게 되었다(강원택 1999; 이현우 1998; 김주찬·윤성이 2002; 조성대 2008; Jhee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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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투표결정 요인에 대한 연구의 다양화를 반영하듯 기존의 연구는 17대 대선에서의 투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의 효과를 검증하고 있다. 가상준(2008)은 노무현대통령에
대한 낮은 평가가 선거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음을 밝히고 있으며, 윤종빈(2008)은 후보
자요인으로서 자질, 지도력, 도덕성 등이 투표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황아
란(2008)은 정당에 대해 갖는 긍정적, 부정적 태도가 후보자 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후보자 별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이재철(2008)은 경제투표에 있어 회고투표보다는 전망투
표가 개인경제보다는 국가경제에 대한 평가가 투표결정에 있어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
을 밝혔으며, 이갑윤·이현우(2008)는 이념적 성향 중 이슈에 대한 태도로 구성한 이념지표가 후
보자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 조성대(2008)는 선거에서 나타나는
정당경쟁구도로서의 지역주의, 정치, 경제, 외교안보, 탈물질주의와 같은 다양한 균열구조의 상
관관계를 검증하였다. 이러한 기존연구들은 개별 변수들의 효과는 성공적으로 파악하였으나 여
러 변수들의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상호 비교하지 않았으며 특히 왜 이명박 후보가 승리하였는
가 하는 문제를 다루지 않고 있다. 이 글의 목적은 제 17대 대선에서 유권자의 투표결정요인을
개인적 차원과 집합적 차원으로 나누어 분석함으로써 개인적 투표결정에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
의 효과를 비교할 뿐만 아니라 이 변수들이 집합적 선거결과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데 있다.
개인적 차원에서의 투표결정요인이란 개인의 후보자를 선택하는데 있어 영향력을 미친 변수들
을 말하는 반면 집합적 차원에서의 투표결정요인이란 선거결과로서의 특정후보의 승리 또는 패
배에 영향을 미친 변수들을 뜻한다. 먼저 두 차원에서의 투표결정을 분석하는 모형으로 여기서
사용하는 투표결정의 다단계 분석모형을 간단히 소개한 후, 개인적 투표결정요인의 영향력의
크기와 원인을 밝힌 다음, 선거결과에 미치는 집합적 투표결정요인의 영향력을 측정한 후 끝으
로 이러한 결과가 이명박 정부의 정책과 지도력에 미치는 함의를 검토하고자 한다.

Ⅱ. 분석모형과 방법
투표결정에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들은 통상적으로 그들의 이론적 배경에 따라 사회학적, 심
리적, 합리적 또는 경제적 변수들의 3가지로 분류되어 왔다. 기존의 투표결정연구의 대부분은
보통 한 유형의 변수들에 집중해 그 변수들의 효과의 크기와 모형의 설명력을 검증함으로서 서
로 다른 유형의 변수들과 비교분석하는데 소홀히 해왔다. 밀러와 쉥크스(Miller and Shanks 1996)
는 사회·인구학적 변수, 심리적 변수, 합리적 변수의 효과를 상호 비교하기 위해 논리적 인과관
계와 시간적 선후관계를 고려해 다단계로 분석하는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안정된 사회·인
구학적 변수들만을 회귀식에 포함시켜 이들의 효과를 측정한 다음, 장기적 태도변수로 정당귀
속감과 이념 등을 추가하여 이들 변수의 효과를 측정한 다음, 중기적 태도변수로서 이슈에 대한

70 21세기 정치학회보 제18집 3호

태도와 경제상황 등을 추가하고 끝으로 정부업적 평가, 후보자 자질평가, 미래상황에 대한 전망
등의 단기적 태도변수들을 추가하는 다단계 분석을 행함으로써 모든 변수들을 한 회귀식에 포
함시켜 분석함으로서 정확히 측정할 수 없는 선행변수들의 종합적 효과 뿐 아니라 이들 선행변
수가 아랫단계에서 추가되는 후속변수들을 통해 투표결정에 미치는 경로효과를 측정할 수 있게
된다. 이와 더불어 최종단계에서 확정된 모형을 통해 다양한 변수들이 독립적으로 집합적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측정하게 된다.
밀러와 쉥크스의 다단계 투표결정모형은 모든 태도와 정향변수의 값이 -1 과 1로 구성되는 2
원적 변수(binary variable)로 표준화시키고 로짓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이 아닌 일반회귀
분석(ordinary least square)을 적용하는데 이는 이원적 변수의 전환으로 발생하는 서열변수의 정
보 상실이라는 단점이 있지만 변수들의 영향력의 크기를 상호 비교하고 집합적 선거결과에 미
치는 영향력을 효율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회귀분석에 의한 독립변수의 회귀계
수는 종속변수인 개인적인 투표결정에 미치는 확률의 변화를 나타내고, 이 회귀계수에 변수의
평균값을 곱함으로서 선거결과에서 한 후보자가 다른 후보자보다 더 얻게 되는 투표율을 측정
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한 태도변수의 회귀계수가 0.30 이고 그 변수의 평균값이 0.20 이라
고 한다면 이 변수값의 1의 증가는 투표자가 종속변수에서의 1의 값을 갖는 후보자를 -1의 값을
갖는 후보자보다 선택할 확률이 30% 높아지게 하고 선거결과에서 1의 값을 갖는 후보자가 -1의
값을 갖는 후보자보다 6% 더 높은 득표율을 얻게 되는 것을 나타낸다.
여기서 17대 대선에서의 투표결정에 적용할 모형은 5단계로 나누어 첫 번째 단계에서는 연
령, 성, 출신지역, 교육수준, 수입의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두 번째 단계에서는 투표결정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연령과 지역변수에 이념성향을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보통 이슈에 대
한 태도나 정부업적 평가에 선행하는 중심적 정치적 정향으로 이념성향 이외에 정당귀속감이
지적되고 있으나 한국과 같이 정당의 등장과 분열, 통합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곳에서 서구인
들이 소년기와 성년기에 주로 부모로부터 습득하는 특정정당에 대해서 갖는 감정적 유착상태로
서의 정당귀속감이 존재하는가 하는데 의문이 제기될 뿐만 아니라 지지정당을 정당귀속감을 대
신해서 사용할 수 없는 바, 이는 지지정당은 정당귀속감과 같은 선행적 변수가 아니라 후보자
선택과 같은 최종적인 단계에서의 후보자 선택과 같은 후속변수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외하였
음을 밝혀둔다.1) 세 번째 단계에서는 주요 이슈에 대한 태도가 추가되었으며 네 번째 단계에서
는 회고적 경제사정의 평가가 추가되었으며 마지막 단계에서는 노무현 정부의 업적 평가가 포
함되었다. 전망적 경제사정의 평가의 변수는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전망적 경제평가
변수는 회고적 경제사정의 평가변수와 공분산성(muti-collinearity)을 가질 뿐 아니라2) 지지하는
1) 과거에는 정당귀속감을 대신하는 변수로 여야성향을 사용해왔으나 1997년 정권교체이후 여야성향이
정당지지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 발견되면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있다(조중빈 1992).
2) 회고적 경제평가와 전망적 경제평가와의 상관계수는 -0.348(p < .05)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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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가 경제를 잘 운영하리라는 기대심리가 특정후보자가 경제를 잘 운영할 것이기 때문에
그 후보자를 지지하게 되는 본래의 전망적 투표변수에 부분적으로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3) 종속변수는 이명박과 정동영 두 후보자 중 한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다. 연령을 제외
한 모든 변수들은 -1과 1의 값(때로는 0)을 갖는 이원적 변수로 전환하였다. 다단계 분석의 최종
적 모형확정(model specification)은 각 단계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만으
로 확정하였다.
여기서 사용할 여론조사자료는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선거 10일후에 1200명의 표본을
전화조사로서 수집한 사후조사 자료이다. 이 조사 자료에서 나타난 후보자득표율은 실제 선거
결과에서 나타난 득표율과 비교할 때, 이명박 후보의 경우는 10% 더 높게 나타나는 반면 정동
영 후보의 경우는 10% 더 낮게 나타나는 득표율에 있어서 실제 득표율보다 두 후보자의 차이가
20%정도 더 크게 나타나는 오차가 있음을 밝혀둔다. 이러한 오차에도 불구하고 모든 회귀계수
의 크기와 방향이 예측한 범위 내에 있다는 점에서 모형의 설명력이 응답자의 낮은 대표성이나
신뢰도 때문에 크게 왜곡되지는 않았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Ⅲ. 개인적 투표결정요인
다단계 분석과정에서 각 변수가 처음 포함된 단계에서 통계적으로 투표결정에 유의한 영향(p
< .05)을 미친 것으로 나타는 변수는 지역, 연령, 이념성향, 한미관계에 대한 태도, 국가경제에
대한 회고적 경제평가, 그리고 노무현 정부에 대한 업적 평가 등의 여섯 가지 변수들이며 이 변
수들의 하위집단별 후보자 지지는 <표 1>에 나타나있다. 예상했던 대로 영남지역 사람들이 호
남지역 사람들에 비해 나이 많은 사람들이 나이 적은 사람보다 정동영 후보보다 이명박 후보를
선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또 진보적인 이념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보수적 이념성향을 가
진 사람들보다, 한미관계의 강화에 긍정적인 사람들이 부정적인 사람들보다 이명박 후보에 대
한 지지율이 더 높았다. 국가경제가 나빠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좋아졌다는 사람들보다 노무현
정부의 업적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보다 이명박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3) 후보자의 능력이나 덕성 때문에 후보자를 선택하기보다는 정당귀속감 등에 의해 자신이 지지하는 후
보자가 높은 능력과 덕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효과를 설득효과(persuasion effect)라고 하며 이는
보편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특히 선거 후 조사에서는 당선자에 대한 기대심리로 인해 설득효과가 크게
작용할 수 있다(Niemi and Weisberg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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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집단별 후보자 지지율 차이

연령

출신지역

이념

한미관계강화

정부업적평가

경제평가

2002대선

2007대선

노무현-이회창

이명박-정동영

20대

43.0

33.2

30대

28.5

34.4

40대

3.7

38.5

50대

-3.8

56.9

60대

3.2

66.7

서울경기

20.1

49.0

충청

20.0

49.7

영남

-22.2

60.6

호남

87.5

-34.2

보수

-27.7

60.0

중도

12.8

42.7

진보

50.2

23.6

찬성

21.7

70.4

중립

x

30.3

반대

2.6

21.4

긍정

76.8

8.9

중립

20.1

x

부정

-21.3

56.0

긍정

x

-16.6

중립

x

19.3

부정

x

62.4

평균

17.5

44.3

자료: 2002년 한국선거학회4), 2007년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표 2>는 최종적으로 확정된 다단계 투표결정모형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사회·인구
학적 변수 중에서 개인적 투표결정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은 연령과 지역으로 나
타나고 있다. 연령과 지역을 제외한 기타 사회·인구학적 변수, 교육수준, 수입, 직업, 도시화 등
은 투표결정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회·인구학적
변수 중 연령과 출신지역만 투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지난 16대 대선의 경우와 다르지
않지만 연령과 지역의 영향력의 크기는 16대 대선보다 약간 더 작게 나타나고 있다. 연령효과는
17대 대선에서 세대 간의 갈등이 16대 대선보다 약간 작아졌다는 것을 나타내며 지역주의의 효
4) 2002년 한국선거학회 조사항목에는 개인 또는 국가경제사정에 대한 설문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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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가 작아진 것은 영남출신 투표자들의 이명박 후보의 지지도와 기타지역 출신 투표자들의 이
명박 후보의 지지도 차이가 지난 16대 대선보다 더 작게 나타났던 결과이다.5)
17대 대선에서 투표자의 이념성향은 후보자 선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바 그
크기는 지난 16대 대선보다 약간 작게 나타나고 있다. 이념성향을 회귀식에 포함시켰을 때 지역
의 효과는 대부분 그대로 유지되는데 비해 연령의 효과는 약간 감소하는데 이는 연령이 이념성
향을 통해 투표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이념투표는 지난 16대 대선투
표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한 뒤 노무현 정부기간동안 한나라당과 열린 우리당 사이의 이념적 갈
등이 대북문제와 한미관계 등의 외교·안보상의 갈등으로부터 재벌 및 규제완화 등의 경제정책,
학원자유화와 복지확대 등의 사회문화정책 등으로 확대되면서 지역주의적 투표와 함께 주요 투
표결정요인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슈에 대한 태도 중 투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한미동맹관계의 강화를 제외하고는
별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대북경제지원, 재벌규제, 학원자율화, 사형제폐지, 환경보호 등에 관
한 태도는 투표결정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는 한국사회의 이데올
로기적 갈등 중 외교안보 분야에 있어서의 갈등이 가장 중요한 갈등이며, 정당과 후보자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갈등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16대 대선의 경우와 일치한다.6)
한미관계에 관한 태도를 변수에 포함시켰을 때 연령의 효과는 대부분 없어지는 바, 이는 연령변
수가 주로 이념과 이슈에 대한 태도를 통해 투표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
다.
최종적 단계의 변수로 노무현 대통령의 업무수행평가와 국가경제사정의 평가를 포함시킬 때
이 두 변수 모두 투표결정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두 변수 중 후보결정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는 국가경제사정의 회고적 평가인바, 회고적 경제평가는 노무현 정부
의 평가를 포함해, 다른 이념과 이슈에 대한 태도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개인적 투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6개의 사회학적, 심리적, 합리적 변수들의 처음 회귀식에
포함되었을 때의 종합적 영향력의 크기의 순위를 보면 출신지역변수가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
고 그 다음이 국가경제의 평가이며, 그 다음이 한미관계에 대한 태도, 이념성향, 연령, 정부업적
평가의 순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7) 이렇게 볼 때, 먼저 지역주의적 투표성향의 영향력은 다른
정향과 태도 변수들의 효과를 통제한 후에도 그 크기가 별로 감소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여전
5) 지역변수를 이원적 변수로 하지 않고 호남과 영남을 각각 모조변수로 하였을 경우에는 호남의 회귀계
수는 16대 대선의 경우보다 약간 더 높게 나타나고 영남의 회귀계수는 크게 낮아진다. 이렇게 볼 때,
호남의 지역주의는 변하지 않았으나 영남의 지역주의는 약화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6) 16대 대선의 경우에는 대북지원과 SOFA 개정의 두 외교안보적인 이슈에 대한 태도가 투표결정에 영향
을 미쳤으며 대북지원변수가 SOFA 개정보다 더 큰 영향을 미쳤다(Lee 2003).
7) 연령변수는 연속변수이기 때문에 표준회귀계수(beta)를 이용하여 영향력의 크기를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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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모든 변수 중 개인적 투표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출신지역의 독립적 효과가 이
렇게 크다는 것은 한국에서 발견되는 지역주의적 투표성향이 서구에서 나타나는 계급과 종교와
같은 사회적 투표가 특정사회집단이 특정정당에 대해서 갖는 높은 정체성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하겠다(Lipset and Rokkan 1967).8)
17대 대선의 개인적 투표결정요인 중 가장 놀랄만한 것은 국가경제의 평가에 의한 경제투표
의 영향력이라고 하겠다. 그 동안 한국선거에서의 경제투표는 제한적으로 나타났을 뿐 서구에
서 일반적으로 나타난 국가경제에 대한 회고적 평가가 투표결정에 이렇게 큰 영향력을 주는 것
으로 나타난 것은 이번 대선에서 처음 나타난 현상이다. IMF 위기 직후 시행된 15대 대선에서
조차 국가경제에 대한 회고적 평가는 다른 변수들의 효과를 통제했을 때 후보자선택에 통계적
으로 유의한 영향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신이 지지한 후보자의 경제운영능력이 자
신이 지지하지 않는 후보자의 경제운영능력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전망적 경제투표만 나타났
던 것에 불과했기 때문이다(이현우 1998). 왜 회고적 경제투표가 강하게 등장했는가는 경제적
침체가 노무현 대통령의 실정이라고 여기기 때문이거나, 또는 기업인 출신인 이명박 후보의 경
제운영능력에 대한 신뢰가 경제사정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투표자들에게 영향을 주었기 때문
이라고 추론할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그 증거가 분명치 않다. 회고적 경제평가의 효과가 노무현
정부의 업적평가를 포함했을 때 약간 감소하는 것은 부정적 경제사정의 평가가 노무현 정부의
평가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명박
후보의 경제운영 능력을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IMF 위기 직후 실시된 15대 대
선에서도 경제위기의 책임이 김영삼 정부의 실정에 있고 이회창 후보와 김대중 후보를 지지했
던 투표자들이 그들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경제운영능력이 상대후보보다 더 낫다고 생각했음에
도 불구하고 회고적 경제투표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러한 추론의 반증이 될 수 있다.
왜 회고적 경제투표가 지금 나타났는가하는 질문보다는 왜 지금까지 회고적 경제투표가 나타나
지 않았던가하는 질문이 비교 선거적 관점에서 본다면 더 적절한 질문일 수 있다. 왜냐하면 경
제가 좋아질 때는 여당을 지지하고 경제가 나빠질 때는 야당을 지지하는 회고적 경제투표는 서
구에서 보편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기 때문이다(Fiorina 1981; Kiewiet 1983).
<표 2> 개인적 투표결정요인의 다단계 분석
연령

지역

모형1

.073(019)

.412(037)

모형2

.063(019)

.396(037)

이념

한미관계

경제사정

정부평가

R2
.152

.152(035)

.176

8) 립셋과 로칸은 서구에서 계급균열이나 종교균열은 사회적 갈등이 소멸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지지기
반으로 지속되는 것을 정당균열의 결빙화(freezing)라고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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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3

.029(020)

.372(036)

.122(035)

.199(032)

.213

모형4

.006(019)

.320(035)

.101(033)

.174(031)

.389(046)

모형5

.005(019)

.313(036)

.106(033)

.164(031)

.307(052)

.286
.117(035)

.296

지역(영남=1,호남=-1, 기타지역=0), 이념 (보수=1, 중도=0, 진보=-1),
한미관계(강화=1, 유지=0, 약화=-1), 경제사정(부정=1, 중립=0, 긍정=-1), 정부평가(부정=-1, 긍정=1)
밑줄 친 계수는 변수의 총합효과를 나타낸다.
자료: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2007. 12)

Ⅳ. 집합적 투표결정요인
개인적 투표결정에 큰 영향을 준다고 해서 그 변수가 곧 선거결과에 있어서 승패를 결정하지
는 않는다. 가령 예를 들어 투표자들의 대부분이 이념성향에 따라 후보자를 선택한다고 한다면
이념은 분명 개인적 투표결정의 중요한 변수가 되지만 만약 진보성향을 가진 투표자와 보수 성
향을 가진 투표자의 수가 비슷하다면 득표수에 의해 승자와 패자가 결정되는 선거결과에는 거
의 영향력을 끼치지 못 할 것이기 때문이다.
최종단계 분석에서 다른 변수들의 효과를 통제한 후에도 독립적으로 투표결정에 영향을 미치
는 결정요인은 출신지역, 보수와 진보의 이념, 한미관계, 회고적 경제평가와 정부업적이며, 다섯
가지 변수 모두 다 선거결과에서 이명박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표 3>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다섯 가지 변수들 중에 집합적 투표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변수는 국가경제사정에
대한 회고적 경제평가이다. 국가경제사정의 부정적 평가는 선거결과에서 이명박 후보의 득표율
이 정동영 후보의 득표율보다 19.19% 더 높게 하였으며 이는 변수들의 효과를 다 합친 두 후보
자 간의 득표율 차이의 반 이상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이명박 후보의 승리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태도변수는 한국인의 국가경제사정에 대한 부정적 평가인바, 경제가 좋아졌다는 사
람은 불과 3.8%인데 반해, 나빠졌다고 하는 사람이 무려 66.3%에 이르기 때문이다.
정부업적평가는 개인적 투표결정에 있어서는 가장 작은 영향을 미치지만 집합적 투표결정에
는 두 번째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크기는 이명박 후보의 우위를 6.73%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는 다른 변수들의 효과를 합친 전체득표율 차이의 1/5에
해당된다. 이렇게 개인적 투표결정에 작은 영향을 미쳤으나 집합적 투표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한국인 중에서 노무현대통령의 업무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이 긍정적으로 평가
하는 사람보다 57.6% 더 많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17대 대통령선거에서는 과거와 달리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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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정과 정부업적평가와 같은 합리적 변수들이 선거결과를 좌우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출신지역은 개인적 투표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지만 집합적 투표결정에는 그다지 큰 영향을
끼치지 못 하고 있다. 지역주의에 의해 이명박 후보는 정동영 후보에 비해서 5.1% 더 득표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는 영남출신 투표자의 수가 호남출신 투표자의 수보다 더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9) 지난 15대 대선에서는 호남을 대표하는 김대중 후보는 DJP 연합을 통한 충청
과 호남지역의 연대로 영남에 대한 호남의 열세를 극복하였고 16대 대선에서는 노무현 후보가
영남출신 호남후보자로서 영남표의 분열을 가져옴으로서 지역주의의 열세를 극복하였으나 이
번 대선에서 지역분열 또는 지역연합의 전략을 사용할 수 없었던 정동영 후보는 호남출신 투표
자들의 높은 지지에도 불구하고 지역주의에 의한 열세를 극복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합리적 변수나 지역주의 변수에 비해서 이념이나 이슈에 대한 태도변수는 개인적 투표결정에
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만 집합적 투표결정에는 거의 영향을 끼치지 못 한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한미관계의 강화를 원하는 사람보다 지금보다 더 독립적인 관계를 원하는 사람보다 약
18.3% 더 많았으며 이는 이명박 후보의 우위를 2.98%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념의
집합투표결정에 미친 독립적 효과는 1.64%에 불과한데, 이는 한미관계에 관한 태도의 효과가
통제되었을 뿐 아니라, 보수적인 이념을 가진 사람이 진보적 이념을 가진 사람보다 15% 밖에
더 많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집합적 투표결정에 미치는 이념 및 이슈태도의 제한된 효과는 이명박 대통령이 보수진영을
대표하는 후보자라는 사실이 선거에서 승리하는데 별로 도움을 주지 못 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고 하겠다. 16대 대선에서 이념과 외교안보에 관한 이슈태도가 노무현후보가 승리하는데 큰 역
할을 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이념과 이슈태도가 조금이라도 이명박 후보에게 긍정적인 작용
을 했다는 점은 한국인의 이념성향이 지난 5년간 보수화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10)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념과 이슈에 대한 태도가 매우 작은 영향만 미쳤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한국인의 보
수화의 정도를 크게 과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

9) 같은 지역출신 후보자를 선택하는 호남지역주의의 강도와 영남지역주의의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
러한 지역주의의 효과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두 지역출신 투표자들의 지역
주의의 효과를 제외해도 그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다. 영남출신 투표자와 호남출신 투표자를 제외했
을 때, 두 후보자의 득표율 차이는 이 두 지역출신 투표자들을 포함했을 때의 득표율 차보다 2.5% 더
작게 나타난다. 다시 말해서 지역주의 투표성향을 보이는 영호남출신 투표자들에 의해 이명박 후보가
득표율에 있어서 2.5% 더 이익을 보았다고 할 수 있다.
10) 16대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는 김대중 정부의 부정적인 평가로 -6.3%의 득표율 손실을 보았으나 이념
성향에서 5.7%, 외교안보 이슈에 있어서 6.4%의 이익을 보았던 것으로 나타난다(Lee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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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집합적 투표결정요인의 영향력
평균

회귀계수

득표율기여(이명박)(%)

상대적 기여도(%)

지역

.163

.313(036)

5.10

14.3

이념

.155

.106(033)

1.64

4.6

한미관계

.182

.164(031)

2.98

8.4

경제사정

.625

.307(052)

19.19

53.8

정부평가

.575

.117(035)

6.73

18.9

35.64

100

자료: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2007. 12)

Ⅴ. 투표결정 요인이 이명박 정부에 대해 갖는 함의
민주주의 하에서 선거결과는 국민이 새 정부에 대해 내리는 명령(mandate)이라고 할 수 있다.
17대 대선에서의 투표결정요인의 분석으로부터 국민이 이명박 정부에게 전달하는 내용은 다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17대 대통령선거를 통한 보수정권으로의 정권교체가
한국인의 보수적 정책에 대한 지지에서 비롯되지 않았다는 것과 둘째는 선거를 통해 국민은 이
명박 후보에 지지를 보여주기보다는 노무현 정부에 대한 반대와 처벌을 표현했다는 사실이다.
남북관계에서의 상호주의, 한미 동맹의 강화, 대기업규제완화와 공기업 민영화, 지역개발제한
의 완화, 교육자율화 등의 보수적 정책전환을 제시했던 이명박 후보의 압승이 보수적 정책에 대
한 국민의 절대적 지지에서 기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념과 이슈에 대한 태도가 개인적 투표결
정 요인 중 경제사정이나 지역주의보다도 약한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이명박 후보의 승리
를 가져온 집합적 선거결과에 매우 제한적인 영향만을 끼쳤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 보수적
정책을 실행하고자 하는 이명박 정부에 대해 좀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17대 대선이 이념선거
가 아니었다는 점보다는 한국인의 이념성향이 새 정부의 보수정책 시행에 결코 우호적이지만은
않다는 사실이다. 0(아주진보)에서 10(아주보수)까지의 범위를 갖는 주관적 이념지수에 있어 한
국인의 평균은 5.30으로서 기본적으로 한국인의 이데올로기적 특성은 중도적 이데올로기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중도적 특성은 구체적 정책 이슈에 대한 태도의 분포에 있어서도 잘 나타
난다.
<표 4>에서 나타난 것처럼 한국인은 한미관계, 대북지원, 대기업 규제완화 등에서는 보수적
성향을 나타내고 있지만 복지정책의 확대, 학원자율화, 사형제 폐지 등에 있어서 진보적 성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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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고 있다. 이렇게 분야별로 다른 이념정향을 보이는 국민으로부터 새 정부가 인적청산을 포
함한 대규모적인 보수정책으로의 정책전환에 필요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성장을 위한 복지의 축소나 학원자율화와 같이 국민의 과반수가
반대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현재 국민적 지지도가 매우 낮은 이명박 대통령으로서는 불가능한
작업이 될 수도 있다.

<표4> 이슈태도의 이념적 분포(%)
보수

중도

진보

합계

재벌규제

54.0

24.3

21.7

100

복지예산

26.0

26.5

47.5

100

한미관계

46.5

24.7

28.8

100

대북지원

61.8

-

38.2

100

교육개혁

39.7

-

60.3

100

사형제도

45.6

-

54.4

100

자료: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2007. 12)

17대선에서 이명박 후보의 승리를 가져오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요인이 국가경제사정에 대
한 대부분의 국민이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는 사실이라는 점에서 17대 대선의 특성은 경제 선거
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노무현 정부의 부정적 업적평가와 더불어 경제적 침체에 대
해 한국인이 노무현정부의 실정을 처벌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명박 후보의 승
리는 경제대통령의 구호나 7-4-7 선거공약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노대통령의 실패가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회고적 경제투표가 나타났다면 한나라당의 대통령후보
가 이명박 후보가 아닌 어떤 다른 후보로 결정되었다고 하더라고 여당의 정동영 후보에게 승리
할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인의 국가경제 사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는데 원동력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로부터 그것이 비록 압도적인 승리였다고 하더라도 국민이 새 정부에 대해 장기적이
거나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낼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경제적 침체가 야당후보
자에게 있어서는 선거에서 지지를 동원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으나 선거결과로 교체된 정권
에 있어서는 경제적 침체가 정책전환에 있어 필요한 국민적 지지를 동원하는데 가장 큰 장애요
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새 정부 출범이후 이명박 정부에 대한 한국인의 지지
도는 한국의 경제가 얼마나 빨리 성공적으로 회복하는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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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정부의 미래에 대한 가장 큰 문제는 한국 경제의 회복이 결코 쉬운 과제가 아
니라는 것이다. 이는 물론 부분적으로 그동안 고성장에 익숙해왔던 한국인의 지나치게 높은 경
제성장에 대한 기대로부터 연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좀 더 구조적인 한계는 그동안
의 한국경제의 성장과 변화의 결과로 이제 더 이상 경제성장에 미칠 수 있는 정치 또는 정부정
책의 영향력이 크지 않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이 선거기간동안 경제성장의 수단
으로 제시한 규제완화, 자유시장, 개방화 등의 조치는 이미 상당부분 시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자유화, 개방화, 시장화 등의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은 지난 80년대 초부터 지속적으로 실시되
어 왔고 노무현 정부시대에 있어서도 결코 예외는 아니었다. 사실 경제성장과 실질소비소득과
같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시경제 변수에 관해서는 좌파정부든 우파정부든 선거에서 이
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집권정당의 이념과 경제적인 업적과는 큰 관계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tigler 1973; Suzuki 1991).11) 또 현재 대부분의 국가가 집권정당
의 이념성향과 관계없이 신자유주의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세계화시대에는 좋던 싫던 신
자유정책이 경제성장을 가져오는 유일한 정책대안이라는 믿음 때문일 것이다.
경제성장에 있어 정부의 역할이 축소된 또 하나의 이유는 그 동안 실시된 신자유주의 정책의
결과로 인해 한국의 경제가 세계화되었다는 사실이다. 수출을 경제성장의 수단으로 하고 있는
한국의 경제는 이미 세계경제의 부분으로 통합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한국인들이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있다. 이제 한국의 경제성장은 국내정치나 경제적 요인보다 국제
정치나 경제적 요인으로부터 더 큰 영향을 받게 되었다. 2007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로 시작
된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한국 경제에 미친 큰 영향과 최근 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이명박
정부의 위기대응책이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 하는 것은 개방경제에 대한 정부정책의 한계를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실물경제의 위기로 이어져 경제침체가 본격적으로 시
작된다면 한국경제의 단기적 회복은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며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의 낮은 국
민적 지지도는 당분간 지속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역주의는 민주화 이후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투표결정요인이었을 뿐 아니라 대통령의 지지
기반에 가장 안전한 보호막이 되어왔다. 노태우 대통령에서 김대중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그들
의 출신 지역민들이 보내는 정부에 대한 지지는 정부업적과 큰 관계없이 유지되었으며 이는 정
부가 효과적인 정책결정과 집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지기반을 구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
다. 그러나 3김씨의 정계은퇴 후 지역주의적 지지는 더 이상 대통령이 무조건적으로 의존할 수
있는 지지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정부가 김대중 정부와는 달리 집권기간 동안 낮은 지
지율에 허덕인 이유는 선거에서 90%가 넘는 높은 지지를 보낸 호남인들이 집권 후 대통령의 지
11) 스티글러는 모든 정부가 선거에서 승리에 필요한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때
문에 국가경제사정에 따라 선거에서 여당을 보상하고 처벌하는 회고적 경제투표는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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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기반에서 이탈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이명박 정부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아래
표에서 보는 것처럼 지난 17대 대선에서 영남인들은 3명 중 2명이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였지만
최근 시행된 이명박 대통령의 업무수행 평가에서는 다른 지역인들과 큰 차이 없이 30%미만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지역주의가 선거에서 출신지역이 다른 2인 이상의 후보자 중 한
사람을 택하는 기준으로는 아직도 유효하지만 대통령을 지지하는가 반대하는가를 결정하는 기
준으로는 더 이상 크게 작용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표 5> 지역별 이명박후보 득표율 및 대통령지지도
서울·경기

충청

호남

영남

득표율

52.2

37.1

9.0

62.4

지지율

25.4

20.5

5.5

28.2

지지율: 이대통령 업무수행 평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람의 비율(자료: KSOI. 2008. 10), 득표율(중
앙선거관리위원회)

Ⅵ. 결
17대 대선에서의 개인적 투표결정요인으로 지역주의, 세대 및 이념갈등, 경제상황 및 정부업
적평가의 다양한 요인이 지적될 수 있으나 집합적 투표결정요인으로는 경제상황 및 업적평가에
대한 합리적 투표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17대 대선의 투표
결정요인은 과거의 선거와 비교할 때 지속성과 변화의 두 측면이 동시에 나타났다고 할 수 있
다. 지역주의는 집합적인 선거결과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영향
력이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으며 16대 대선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한 세대 및 이념투표도
집합적으로 영향력은 없었지만 개인적 투표요인으로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17대 대
선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국가경제사정의 평가라는 회고적 경제투표요인이 개인적으로는 물론
집합적인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볼 때 지역주의적 투표와 세대 및
이념투표의 건재가 한국선거에서의 투표결정 요인의 지속성을 보이는 반면, 경제투표 및 정부
업적 평가라는 합리적 투표의 등장은 새로운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겠다.
10년 만에 양대 선거에서의 승리로 출범한 보수정권이 국민과의 밀월기도 갖지 못하고 지지
의 급격한 하락으로 맞게 된 지도력의 위기의 원인은 부분적으로는 그동안 언론에서 지적되어
온 이명박 대통령의 독단적인 정치스타일, 폐쇄적이며 연고중심적인 인사정책, 국민과의 소통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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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 등에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은 17대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가 얻은 표
중 상당수는 새 정부에 대한 지지로 전환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선거에서 한
국인은 이명박 후보의 보수적인 정책 때문에 대통령으로 이명박 후보를 선출한 것도 아니며 이
후보에게 보낸 지역주의적 지지도 이명박 정부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지가 될 수 있는 것이 아
니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이명박 후보에 대한 지지는 노무현 정부 하에서의 경
제적 상황과 통치스타일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이다. 이렇게 볼 때 경
제회복과 같은 가시적 성과나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통치 스타일을 집권초기 보여줄 수 없었
던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의 낮은 지지는 어느 정도 당연하다고 하겠다.
민주주의 하에서 선거에서의 승리는 정부권력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그러나 선
거에서 승리한 모든 정부가 똑같은 크기의 권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대의제 하에서
정부가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의 크기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고 그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치
는 것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지지의 정도이기 때문이다. 국민의 높은 지지를 받는 정부는 정책
결정과 집행에 있어 자율성의 범위가 큰 반면 낮은 지지를 받는 정부는 그 범위가 매우 작다.
국민으로부터 낮은 지지를 받는 정부의 지도력 위기는 빨리 해소되지 않는 한 악순환의 늪에
빠질 위험이 있다. 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정부는 효율적이
며 효과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 할 수 없으며, 이렇게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담보할
수 없는 정부에 대한 국민적 지지는 더욱 더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노무현 정
부 하에서 지도력의 부재라는 불행한 경험을 했던 한국인들이 이명박 정부 하에서 다시 한 번
똑같은 경험을 해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한 책임은 궁극적으로 17대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선택한 한국인의 투표행태에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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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dividual and Collective Vote Determinants of the 17th
Presidential Election in Korea

Kap-Yun Lee
(Sogang University)

Using a multi-stage decision model by Miller and Shanks, this study analyzes individual and
aggregate vote determinants in the 17th presidential election in Korea. In the individual voting
decision, regionalism shows the strongest effects, followed by evaluation of the economy, national
security issues, ideological orientation, age and government performance. In the aggregate decision
that decides winner of the election, evaluation of the economy, together with government
performance, had decisive effects upon Lee Myung-bak's victory while regionalism and ideological
orientation show only limited effects. Leadership crisis suffered by the new conservative
administration can be attributed to the fact that Korean people punished President Roh for his
mismanagement of the economy rather than rewarding Lee for his conservative policy proposals in
the 17th presidential election.
Key Words: Voting decision, Regionalism, Ideology voting, Economic voting, Rational voting,
Korean presidential elec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