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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단위의 투표율 결정 요인 분석: 

19대 대선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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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요약

본 연구는 투표율에 영향을 미치는 시·군·자치구 단위의 집합적 특성 요인을 
분석하는 데 연구의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본 연구는 주거 자산의 소유 여부
가 투표 참여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거투표(home voting)’ 가설에 바탕을 두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따른 촛불·탄핵 정국이라는 정치지형의 급격한 
변화 속에 주거자산의 소유 비율이 투표 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시·
군·자치구 수준의 집합적 분석단위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
는 19대 대선에서 전국 시·군·자치구 단위의 투표 참여 수준을 보여주는 투표
율 데이터, 대선 후보 득표율 등 정치적 변수에 관한 데이터, 기타 인구사회학
적 특성 및 주거 관련 특성과 관련하여 수집된 집합단위 분석 데이터 등을 바
탕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주거투표’ 가설을 검정하였다.

분석결과, 문재인 후보의 득표율과 자가 거주 비율, 60대 이상 비율, 고졸 이
하 비율 등이 시·군·자치구 단위의 투표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역 특성의 구분과 관련된 변수의 경우에는 그 영향이 
제한적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소득과 직업 역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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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민주화 이후 한국의 선거에서 투표율은 지속해서 떨어지는 추세를 보여왔다. 

이는 대통령 선거의 투표율 변화를 통해 잘 드러나는데, 87년 체제 이후 첫 번째 

선거였던 13대 대선에서 전국 투표율은 89.2%를 기록하였으나, 20년 후인 2007

년 17대 대선에서는 26.2%p가 떨어진 63.0%를 기록하였다. 민주주의 체제 아래

에서 유권자의 투표 참여는 정치적 의견 표출로서 가장 중요한 정치 참여 행위로 

인식되며, 매우 중요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윤기쁨 외 2016). 이러한 시각에서 

낮은 투표율은 대의민주주의를 손상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어(박경미 2014) 부정적

인 인식이 강하다. 하지만 상반된 시각도 존재한다. 먼저 보수주의, 엘리트주의적 

시각에서 높은 투표율이 결코 정치체제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은 투표율이 사회적 긴장과 갈등이 낮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고, 따라서 사회적 

소외의 표현이기보다는 만족의 표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수만의 참여는 

과소대표, 편향 등의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존재한다. 선거를 대의제 민주주의에

서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했을 때, 더 많은 구성원이 참여하

는 선거일수록 더 민주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조성대 2009).

한국의 경우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난다(송민

섭 2016). 하지만 OECD의 투표율 통계에서 상위권을 차지한 호주, 벨기에, 칠레 

등은 의무투표제를 시행하거나 과거 시행했던 국가였다는 점에서 단순히 비교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오히려 18대 대선(75.8%)과 19대 대선(77.2%)의 투표율은 

OECD 평균에 근접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특히 미국(2016년 대선 투표율 56.9%)

(김경일 2017)과 일본(2017년 중의원 선거 투표율 53.6%)(평화재단 2017), 대만

(2016년 총통 선거 투표율 66.3%)(박일근 2016)과 비교하여 높은 투표율을 보였

다. 그런데도 낮은 투표율이 부각된 것은 과거 지방선거에서 보였던 낮은 투표율에 

기인한 것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선관위는 지속해서 투표율을 상승시키기 위해 

전국단위 선거로는 처음으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 사전투표제를 도입하는 

등의 노력을 진행하였다. 사전투표제의 도입이 가져온 효과의 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지만, 투표율 제고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평가를 받는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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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경 2014). 또 제도적 뒷받침 이외에도 선관위는 캠페인을 지속해서 진행하여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유도하고자 노력해왔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12년 

18대 대선은 투표율 75.8%를 기록하여 대통령 선거를 기준으로 1987년 이후 

처음으로 투표율이 상승했다. 이는 2017년 19대 대선에도 이어져 2000년대 들어 

가장 높은 투표율인 77.2%를 기록하였다. 물론 18, 19대 대선에서 보인 연이은 

투표율의 상승은 각각 1·2위 후보의 치열한 접전과 대통령 탄핵이란 정치적 이벤

트 이후 정치적 관심이 집중됨에 따른 것이란 해석도 가능하다.

그러나 선거에서 투표율의 변화가 정치적 이벤트에 따른 것이라 단편적으로 

설명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특히 19대 대선이 이전의 선거와는 근본적인 배경부

터 다르기 때문이다. 먼저 역대 대선 가운데 가장 많은 후보자가 등록하였으며, 

20대 총선부터 이어져 온 정계개편으로 4명의 원내 교섭단체 후보와 1명의 진보정

당 후보가 경쟁하는 등 주목을 받는 후보의 숫자 역시 이전의 대선에 비해 많은 

모습을 보였다. 물론 한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제3의 후보가 부상하여 주목받은 

사례는 그렇지 않은 선거에 비해 오히려 더 많았다. 그러나 19대 대선에서는 5% 

이상 득표한 후보가 5명이나 등장하여 역대 대선 가운데 가장 많았다. 또 투표 

행태의 측면에서 87년 민주화 이후 한국 정치에서 강력한 영향을 미쳐온 지역균열

이 부산과 울산에서 처음으로 민주당 계열의 후보가 1위를 차지하는 등 퇴보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2000년대 중반 이후 이어진 세대 균열의 양상이 다시 한 번 

확인된 선거였다.

한 국가 내에서 정당 체제의 변화가 새로운 균열 구조의 등장이나 사회적 균열에 

대응하는 정치적 지배 세력의 변화를 통해 유도될 수 있다(이동윤 2009)는 점에서 

이러한 변화는 사회적 균열과 정치지형의 변화가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19대 대선에 대한 투표율 결정 요인의 분석은 정치적 의견을 표출하지 

못한 집단, 혹은 의도적으로 표출하지 않은 집단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도록 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본 연구는 이러한 정치지형의 변화가 투표율 결정요인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그 가운데에서도 주거요인이 투표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주택 소유 등 주거요인에 따른 분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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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이루어져 해당 변수에 따른 차이가 있음을 밝히기도 하였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이러한 접근이 손낙구(2010) 등에 의해 제한적으로 진행되었지만, 분석대상

이 수도권에 한정되어 있었으며, 방법론 적으로도 단순한 비교에 머물렀다는 한계

를 가진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벗어나 전국 시군구 전체를 대상으로 집합단위

의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집합 단위의 분석은 인구센서스 데이터 등과 선거통계를 활용한 방식은 통계에 

정의된 변수만 사용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편향되지 않은 분석이 가능하며, 

지역 단위의 공간적인 변이를 분석에 포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홍일영 외 

2014). 생태적 오류의 가능성이란 방법론적 한계와 미시적 자료와 비교해 자료의 

다양성이 제한되나, 설문 답변의 진실성 등의 미시자료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윤

성호 외 2010)는 점에서 집합단위의 분석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무엇보다 투표율에 대한 분석은 득표율 분석과 비교하여 집합단위의 분석이 

비교적 쉬운 부분이 있다. 이미 세대와 성별과 관련하여 선관위는 선거 이후 10% 

내외의 표본을 분석하여 투표율을 별도로 발표한다. 그러나 세대와 성별만으로 

투표율 분석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투표행태 연구의 효시라 할 수 있는 컬럼비아 

학파의 연구는 ‘유권자의 선호가 사회집단이나 사회네트워크에 주요한 영향을 받

을 것’이란 사회학적 접근법에 근거하였다(전용주 2009). 투표행태 연구의 출발이 

유권자의 선택에 소속집단의 영향을 받을 것이란 것을 전재하여 출발하였다는 점

에서 집합단위의 투표율 분석은 서베이 등을 통해 유권자 개인에 대한 연구가 

진행됨과는 별개로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 본 연구는 선행된 연구의 성과를 통해 연구 방법과 가설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가 가졌던 한계를 넘고 차별성을 두고자 한다. 기존의 집합단위 투표율 

결정 요인 분석에서는 특정 지역에 대해 장기간에 걸친 투표율 변화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며 특히 지역적으로 수도권에 집중되었다. 87년 이후 서울(박경미 2014)

과 인천(이준한 2011; 지병근 2013)을 대상으로 하였던 연구가 그 대표이다. 하지

만 수도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지역주의 변수를 통제하는 것에는 유리하나, 인구

사회학적 변수의 구성이 다른 지역과 차이를 보여 연구의 일반화에는 어려움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벗어나 공간적 범위를 대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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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혀 한국 유권자들의 전반에 대한 투표율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또 분석 시기를 19대 대선으로 설정하여 총선과 지선에서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

날 수 있는 후보자 개인 인지도 등의 변수를 통제하여 더욱 명확한 분석을 시도하고

자 한다. 단일한 선거를 대상으로 하여 시계열적 분석이 불가능하지만, 20대 총선 

이후 나타난 변화한 정치지형에서의 투표율 결정 요인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외에 변수의 변경 등은 이어지는 2장의 이론적 논의에서 보다 상세히 

설명할 것이다.

본 연구는 총 6장으로 구성되었으며, 2장에서는 한국에서 투표행태와 계층 투표

의 선행 연구를 검토한 후 이를 바탕으로 변수와 가설을 정의하여 모형을 3장에서 

설정할 것이다. 또 4장에서는 자료의 수집 과정에서 나타난 특성을 살펴볼 것이며, 

끝으로 5장에서 자료를 바탕으로 회귀분석 결과를 분석하여 가설의 채택 여부와 

이 글의 의미 등을 6장에서 살필 것이다.

Ⅱ. 투표율 분석에 대한 이론적 논의

투표 참여 이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앞서 언급한 컬럼비아 학파의 사회학적 

접근법과 합리적 선택이론이다. 먼저 합리적 선택이론은 투표를 통한 효용보다 

비용이 클 경우, 합리적 유권자는 투표를 포기한다고 주장한다(Downs 1957; 

Feddersen 2004; Rinker 외 1968). 이는 투표 참여에 있어서 ‘왜’ 참여하는가에 

대한 질문의 설명이라 할 수 있다(조성대 2009). 한국에서 합리적 선택이론에 바탕

을 둔 투표 참여에 대한 접근은 사회학적 접근법과 비교하여 덜 이루어졌다. 먼저 

유권자 수의 증가는 효용을 낮춰 투표율을 떨어뜨렸으며, 1‧2위 간의 득표 차를 

비롯한 선거 경합도는 투표 참여를 높였다(황아란 1997; 윤성호 외 2010; 박경미 

2014). 투표소의 수는 지방선거에서는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대선과 지선에서

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한 연구 결과(박경미 2014)도 있으나 이와 

반대로 총선에서 투표 참여를 높였다는 연구도 있다(윤성호 외 2010). 또한 같은 

맥락에서 투표의 편의성이 투표 참여 적극성에 미치는 요인임을 밝힌 연구(강황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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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2012)도 있었다.

유권자의 투표 참여에 대한 또 다른 접근법인 사회학적 접근법은 성, 교육 수준, 

직업, 연령 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투표 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연구 결과 교육, 소득수준, 나이가 많을수록 투표율 역시 높게 나타났으며

(Lazarsfeld 외 1968), 이외에도 교육 수준이 큰 영향을 주었다(Verba 외 1987; 

Wolfinger 외 1980). 그러나 한국에서 이를 바탕으로 진행된 연구는 서구에서의 

모습과는 차이를 보였다.

먼저 교육 수준의 경우 그 효과를 입증하지 못하였거나(박찬욱 1993), 영향을 

주지 못했다(강경태 2003). 오히려 교육 수준이 높은 유권자의 경우 낮은 유권자에 

비해 투표율이 낮게 나타나기도 하였다(김왕식 2008). 또한 소득에서도 효과를 

미치지 못했다(박찬욱 1993).

반면 이와는 달리 한국에서 투표 참여 접근에서 주목받은 것은 도시의 투표율이 

비도시 지역과 비교해 투표율이 낮게 나타난 도저촌고 현상이다. 도저촌고 현상의 

경우 90년대를 지나며 사라졌다(강경태 2003)는 시각이나 현상의 크기가 약해지

고 있다는 연구도 있다(황아란 2010). 지방선거에 있어서 투표율의 상승이 그간 

저조했던 도시지역의 투표율 증가에 기인하였으며, 이는 농촌의 투표율은 변화가 

없으나 도시의 투표율이 올라간 것에 기인하였다는 것이다. 다만 도시와 농촌의 

투표율 격차는 줄어들었지만 차이는 여전하다고 연구는 지적한다.

다만 도저촌고의 경우 다른 인구사회적 변수와 함께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

로 생각된다. 경제개발 이후 진행된 도시로의 이주 등으로 한국의 농촌은 급속한 

고령화를 겪고 있다. 농촌과 도시의 투표율 차이는 연령을 비롯한 인구사회적 변수

가 개입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는 한국에서 연령에 따른 투표 참여가 농촌과 

도시 간의 구분과 유사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더욱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에

서 연령에 따른 투표 참여 연구에서는 젊은 세대가 높은 기권율을 보였으며(정진민 

1994), 고연령에서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강경태 2003; 김왕식 2008; 윤성호 외 

2010; 김재한 2011; 홍일영 외 2014)는 결과가 주를 이루었다. 다만 이러한 연구

와 달리 65세 이상 노령인구의 증가가 낮은 투표율을 보였다는 연구(박경미 2014)

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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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여전히 도시화 정도와 밀접하게 나타나 확인된다(박명호 2012)는 연구 

결과도 있다. 김재한(2011)은 연구에서 40대 이상 면 지역 유권자의 경우 투표율이 

높게 나타나나 연령이 낮은 젊은 층의 경우 오히려 도고촌저의 형태를 보이는 

형태로 도저촌고 현상이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현상은 광역

시 등 대도시에 비해 시군 등 중소도시에서 강하게 나타난다는 연구(황아란 1997; 

2011)나 50대와 60대, 저학력의 경우 지방 중소도시에서 높은 투표율을 보이고 

30대와 40대, 고학력이 대도시에서 높은 투표율을 보인다는 연구(홍일영 외 2014)

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또한 도저촌고 현상에 대한 접근을 전국단위가 아닌 

지역 단위를 통한 접근을 시도한 연구도 있었다. 이준한(2011)은 인천의 투표율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에서 서울에 가까울수록 투표율이 낮고, 그 반대일수록 높아

졌음을 밝혔다.

하지만 연령과 도시화, 소득 등 다양한 인구사회학적 접근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주거요인에 따른 투표 참여 접근은 비교적 덜 이루어졌다. 해외의 경우 

윌리엄 피셜(William Fischel)을 중심으로 Homevoter 가설이 전개되었다. 이는 

주택 소유자들의 높은 투표 참여를 설명하기 위한 가설로 이러한 배경에는 주택소

유자가 자산에 대한 위험을 막기 위해 정치에 관한 관심을 임차인보다 더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관심이 선거에서 투표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Fischel 2009),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한다(McCabe 2013)는 것이다. 이는 다양

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서 확인되었다.

먼저 홀리안(Holian)은 미국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Holian 2011)에서 

주택소유자들이 임차인 보다 투표 참여에 적극적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지방선거

와 전국단위 선거 모두에서 나타났다(Hall 외 2018). 또 미국 이외의 국가를 대상

으로 한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유럽 19개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

(André 외 2017)에서 후기 사회주의적 주거정책을 시행하는 일부 국가 이외에는 

주택 소유가 투표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소유자들의 높은 정치 

참여는 비단 정치 선진국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2015년 나이지리아 대통령 

선거의 투표 참여 요인에 대한 분석에서 정치적 신뢰와 함께 주택 소유는 큰 영향을 

미쳤다(Nwankwo 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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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자산 보호를 위한 정치적 관심이란 측면에서 피셜이 주장한 Homevoter 

가설은 자산을 매개로 한 계층 분화가 자리 잡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주거 자산을 

매개로 한 계층 분화는 영국과 미국, 일본 등 전후 자본주의 국가는 물론(Ray 

외 2018), 북유럽(Sørvoll 외 2019)에서도 나타났다.

이러한 측면에서 Homevoter 가설이 한국에서 작용할 개연성은 충분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의 경우 부동산을 비롯한 실물 자산이 가구의 순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0.7%에 이르는 등(통계청 2016) 저축이 부동산을 통해 축장되어 재산을 

형성하여 사회적 지위와 계급의식 형성에 큰 영향을 주었다(이갑윤 외 2013).  

한편 주택의 종류에 따라 Homevoter 효과가 증가하기도 하였는데, 신축 주택

이나 고가의 주택의 구매자가 더 적극적인 참여를 보였음을 홀 외(Hall 외 2018)는 

밝혔다. 이러한 결과를 한국에 적용할 경우 아파트를 비롯한 주거 유형에 따른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파트가 한국 사회에서 중산층을 상징하였다는 

점(Gelézeau 2007; 하성규 2010; 강준만 2010)에서 투표 참여에 차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기존의 투표 참여 분석에서 주거를 요인으로 한 접근은 서론에서 서술

하였듯이 손낙구(2011)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연구 결과 주택 소유율과 다주택자 

비율, 아파트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투표율이 높게 나타났다. 한국에서도 

Homevoter 효과가 진행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손낙구의 연구는 수도권 

지역 읍면동에 대해 개별적인 분석을 우선 진행한 후 투표율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의 주거 특성을 비롯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구분한 것으로 통계적 접근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다양한 변수를 함께 고려한 실증적 연구가 필요한 것이

다.

본 연구는 상술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19대 대선에 유권자의 투표 참여

에 미친 영향을 집합단위에서 규명하고자 한다. 다만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변수 

가운데 소득, 투표소 등의 변수는 다른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먼저 소득의 경우 선행연구에서는 지방세(박경미 2014)를 사용하였지만 이를 

지역별 평균 건강보험료 액수로 대체하였다. 이는 지방세의 세목인 레저세와 법인 

지방소득세의 경우 과세대상에 따라 특정 지역에서만 발생하며, 지자체의 인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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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세수의 차이 역시 고려하지 못한다. 이러한 점에서 변수를 대체하였다.

마지막으로 투표소의 경우 선행연구에서는 단순히 투표소의 수(윤성호 외 2010; 

박경미 2014)로 접근하여 인구수나 면적 등의 다른 요인들이 배제되었다고 생각된

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를 보완하여 1개의 투표구 수가 관할하는 인구/면적에 

따른 투표율의 변화를 함께 살펴보고자 가설을 설정하였다.

Ⅲ. 변수와 연구가설, 모형

1. 변수

연구에 사용되는 집합단위는 일반구가 설치된 8개의 특례시를 제외한 218개 

시군구와 특례시 산하 32개의 일반구, 세종시 등 250개이다. 특례시 산하의 일반

구를 포함한 것은 개별 일반구에 대한 자료 수집이 가능하고, 일반구를 두고 있는 

특례시의 경우 인구가 50만 이상의 인구를 가지고 있어 변수를 통한 도시의 특성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분리하여 연구에 이용하였다. 연구의 대상을 시군구로 설정한 

것은 통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투표 결과는 시군구 미만의 읍‧면‧동은 물론 

심지어 개별투표소의 투표 결과까지 공개가 되어있다. 그러나 읍‧면‧동 단위의 투표

율 결과를 종속변수로 사용하더라도 각종 통계나 인구 센서스 데이터의 단위가 

가장 낮은 경우에도 시군구에 한정되어 있어 이를 연결하기에 무리가 따른다. 따라

서 부득이 연구가 가능한 범위인 시군구를 대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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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내용　 출처　

종속

변수
투표율

　19대 대선 지역별 

투표율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보시스템　

독립

변수

문재인 

득표율

19대 대선 지역별 

문재인 득표율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보시스템

지역 군(0), 시구(1) -

건강보

험료

지역별 건강보험료 

평균

시군구별 보험료분위별 현황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별의료이용통계 2015)

거주유

형

지역별 자가 거주 비율
거처의 종류 및 거처, 가구, 

가구원-시군구(통계청, 주택총조사)

지역별 아파트 거주 

비율

 주택의 종류별 주택 – 시군구

(통계청, 주택총조사)

성비 지역별 남성비율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2017. 4)

노령인

구비율
지역별 60대 이상 비율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2017. 4)

직업
지역별 화이트칼라 

비율

현 거주지별/근무지별 취업인구(15세 

이상)-시군구(통계청, 인구총조사)

학력 지역별 고졸 이하 비율
성, 교육정도 및 경제활동상태인구 

15세이상 –시군구(통계청, 인구총조사)

투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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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보시스템

<표 1> 주요 변수

종속변수는 각 시군구의 투표율이며 독립변수는 문재인 득표율, 건강보험료, 

아파트 거주 비율, 자가 점유 비율, 화이트칼라의 비율, 성비, 연령비, 학력, 투표소

당 인구/면적, 지역더미 등 13개이다.

지역더미는 군 지역을 0, 시‧구 지역에 대해 1로 부여한 더미 변수이다. 이를 

통해 전통적으로 한국의 선거에서 나타난 도저촌고 현상이 과연 19대 대선에서도 

나타났는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0을 나타내는 군의 경우 ‘촌’ 지역이라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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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이며, 시‧구 지역의 경우 ‘도’ 지역이라 할 수 있다.

건강보험료의 평균과 분위 비율은 선행연구에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경제

적 변수로 이용하였다.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소득 등을 반영하여 부과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재산이 반영되지 않아 소득

의 수준만 반영되지만 2010년 이후 시군구에 대한 GRDP 자료가 추가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체 자료로 쓰기에는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화이트칼라의 비율은 인구총조사의 ‘현 거주지별/근무지별 취업인구(15세 이

상)-시군구’를 통해 확인하였다. 해당 조사는 전수조사가 아닌 20% 표본 가운데 

조사가 진행되었다. 조사에서 직업은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 노무 종사자, 기타로 구분되어 있었다. 이 

가운데 화이트칼라의 비율은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비율의 

합을 통해 구성하였다. 또 학력의 경우 인구총조사의 ‘성, 교육정도 및 경제활동상

태인구 15세이상 –시군구’ 항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이 역시 20% 표본을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였다.

이상의 변수는 사회경제적 계층 변수가 한국의 투표 참여에 제한적이거나 아무

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선행 연구(이갑윤 2010)에 대한 변화의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인구사회학적 변수인 세대와 성별의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통해 연령비와 성비를 작성하였다. 자료는 19대 대선 직전인 

2017년 4월의 결과를 사용하였으며 세대의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지역별 60대 

이상의 노령인구 비율을 정리하였다.

또 유권자 수와 투표소 수 등의 변수가 투표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선행연구에서 투표소 수의 증가(윤성호 외 2010; 박경미 2014)는 투표 참여

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인구수의 증가(황아란 1997; 2011; 박경미 2014)

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해당 변수들이 유권자의 정치적 효용, 합리적 

선택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먼저 인구수의 증가는 유권자 1인의 투표 

가치와 정치적 효용을 떨어뜨려 투표율을 낮춘다. 반면 투표구 수의 증가는 유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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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투표소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투표 참여에 드는 비용을 낮추기 때문이다.

황아란의 선행 연구는 각각 총선과 지방선거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박경미

의 연구는 서울지역의 모든 전국단위 선거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앞선 

선행 연구와 달리 대통령선거와 전국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총선, 지선과 달리 

대선에서 유권자가 느낄 효능감은 더욱 떨어질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다만 본 

연구는 단순히 인구수를 변수로 사용하지 않고 유권자의 수를 변수로 사용하였다. 

변수가 유권자의 효용과 관련된 만큼 단순히 지역의 인구수를 사용하는 것보다 

유권자의 수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투표소의 경우 선행 연구에서는 단순히 투표소의 수를 변수로써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식은 유권자의 수나 면적과 같은 해당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당 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투표소 대비 

유권자의 수, 면적을 사용하고자 한다. 투표소 수와 유권자 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

회 선거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작성하였으며, 면적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도시계획

현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인 Homevoter 가설을 적용하기 위한 주거요

인 변수로 아파트 거주 비율과 자가 점유 비율을 사용했다. 이들 변수는 주택총조사

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자료의 작성 시기는 2015년이다. 먼저 아파트 거주 

비율은 주택의 종류별 주택 항목을 통해 확보하였다. 아파트 이외의 유형은 단독주

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이 있었다. 두 번째로 자가 점유 

비율은 주택총조사의 거처의 종류별/점유형태 항목을 통해 확인했다. 자가 이외의 

유형으로는 전세, 월세(보증금 유/무), 사글세, 무상이 있었다.

2. 연구가설

연구 가설은 선행된 연구를 바탕으로 설정하였고 이는 다음과 같다.

가설 1-1 : 자가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투표율이 높았을 것이다.

가설 1-2 : 아파트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투표율이 높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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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가설 1은 본 연구가 주로 확인하고자 하는 Homevoter 가설에 대한 한국에

서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가설이다. 선행된 해외 연구에서는 주택소유자

는 임차인과 비교하여 더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보여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한국의 수도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가 

다루고자 하는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도 자가 거주 비율이 높을수록 

투표율이 높게 나타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주거의 종류에 따라 투표 참여에 차이를 보이기도 하였는데, 한국에서 아파

트가 가진 상징성에 따라 유사한 결과를 보일 것으로 예측하여 가설 1-2를 설정하

였다.

가설 2-1 : 시‧군 지역에 비해 군 지역의 투표율이 더 높았을 것이다.

가설 2-2 : 60대의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투표율이 높았을 것이다.

가설 2-3 : 문재인 후보의 득표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투표율이 높았을 것이다.

가설 2는 인구사회학적 통계에 따른 투표 참여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한 가설이

다. 가설 2-1은 도시 거주 유권자의 투표 참여가 비도시 거주 유권자에 비해 낮게 

나타나는 도저촌고 현상이 19대 대선에서도 진행되었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가설

이다. 또, 가설 2-2는 세대에 따른 투표율 변화를 알아보기 위한 가설로 한국의 

투표 참여 연구에서 지속해서 나타난 고연령층의 높은 투표 참여를 바탕으로 설정

되었다.

가설2-3은 윤성호 외(2010)에서 당시 선거에서 승리한 한나라당의 득표율이 

높은 지역에서 투표율이 높았던 연구를 배경으로 19대 대선에서 승리한 문재인 

후보의 득표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투표율이 높았을 것이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1 : 평균 건강보험료가 높은 지역일수록 투표율이 낮았을 것이다.

가설 3-2 : 고학력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투표율이 높았을 것이다. 

가설 3-3 : 화이트컬러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투표율이 낮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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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3은 앞서 진행된 한국의 투표 참여 선행연구(박찬욱 1993)에서는 성별, 

가구소득, 직업 등이 투표 참여 의사에 효과를 미치지 못했다는 연구를 바탕으로 

설정되었다. 각각은 소득과 학력, 직업에 따른 투표 참여를 확인하기 위한 가설이다.

가설 4-1 : 유권자 대비 투표소가 많은 지역일수록 투표율이 높을 것이다.

가설 4-2 : 면적 대비 투표소가 많은 지역일수록 투표율이 높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설 4는 합리적 선택이론을 바탕으로 투표소 수에 따른 투표율의 

영향을 알아볼 것이다. 투표소의 수는 유권자의 투표 참여에 드는 비용과 관련이 

있다. 투표소의 수가 많다면 접근성이 높아져 투표 참여에 드는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투표 참여를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선행 연구에서는 투표소

의 수의 증가가 투표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연구(윤성호 외 2010)도 있지

만, 통계적 유의미성을 띠지는 못했다는 연구(박경미 2014)도 있다. 다만 본 연구

에서는 선행 연구가 단순히 투표소의 수만을 변수로 사용한 것과 달리 1개의 투표

소가 관할하는 유권자나 면적의 크기를 변수로 설정하여 비교하고자 한다.

상술한 가설을 바탕으로 구성된 분석모형은 아래와 같으며, SPSS 통계 패키지를 

활용한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만 분석에 있어서 전통적으로 한국 유권자

의 투표 참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던 도시와 농촌을 구분하고, 이들 지역에 

대한 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전국 모든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 모형 이외에 

시구 지역과 군 지역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는 분석을 별도로 실시하였다.

투표율
   문재인득표율

 시군구지역더미
 건보료평균

자가거주비율
 아파트거주비율  남성비율  대이상비율

 화이트칼라비율 고졸이하비율  투표소당면적

 투표소당유권자수   
   대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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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데이터

변수의 기술통계량은 <표 2>와 같다. 먼저 종속변수로 사용된 19대 대통령선거

에서의 투표율은 평균 76.50%를 기록하였다. 이는 실제 19대 대통령선거에서 

기록된 전국 투표율 77.2%에 비해 낮은 것으로 기초단위의 합을 나눠 이 과정에서 

유권자 수의 많고 적음이 무시되어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83.89%를 기록한 용인시 수지구였으며, 반면 가장 낮은 지역은 

경기 동두천시로 69.06%의 투표율을 보였다.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투표율 250 69.07% 83.89% 76.50% 3.11

문재인 득표율 250 12.77% 67.56% 39.25% 12.24

시군구 지역더미 250 0 1 0.53 0.5

건보료 평균 250 53,171 162,900 83,188.58 18271.72

자가 점유 비율 250 29.38% 91.48% 63.98% 14.22

아파트 거주 비율 250 0.09% 94.79% 47.13% 25.32

남성 비율 250 47.64% 56.94% 50.11% 1.29

60대 이상 비율 250 8.92% 47.73% 25.28% 9.24

화이트칼라 비율 250 12.74% 69.89% 32.43% 12.56

고졸 이하 비율 250 12.74% 84.50% 61.91% 12.51

투표소당 면적 250 0.13 81.56 12.49 15.14

투표소당 유권자 수 250 754.88 4416.19 2684.73 916.92

<표 2> 변수의 기술통계량

문재인 후보의 득표율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67.56%를 기록한 전남 순천시였으

며, 반대로 가장 낮은 득표율을 기록한 지역은 12.77%를 기록한 경북 군위군이었다.

남성의 비율은 평균 50.11%를 기록하였으며, 인천 옹진군이 56.94%를 기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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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가장 남성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북 영덕의 경우 47.64%를 

기록하여 남성의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령인구의 비율을 나타내는 

60대 이상의 비율은 평균 25.28%를 기록하였으며, 수원시 영통구는 8.93%를 

기록하여 전국에서 가장 낮았으며, 경북 의성군은 47.73%를 기록하여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의 건보료 평균은 83,188.58원이었으며 서울 서초구의 평균(162,900원)이 

가장 높았으며, 전남 완도군의 평균(53,171원)이 가장 낮았다. 자가 점유 비율의 

평균은 63.98%를 기록하였으며, 가장 높은 지역은 91.48%를 기록한 전남 함평군

이었다. 반면 경기 성남시 수정구의 경우 29.38%를 기록하여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거주 비율은 평균 47.13%를 기록하였으며 경기 용인시 수지구가 

94.79%를 기록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0.09%를 기록한 전남 신안군은 

전국에서 아파트 거주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화이트칼라 비율은 평균 

32.43%를 기록하였으며, 서울 서초구(69.89%), 경북 성주군(12.74%)이 각각 가

장 높고,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고졸 이하의 비율은 평균 61.91%였으며, 

전남 신안군이 84.50%를 기록하여 가장 높았으며, 서울 서초구가 24.45%를 기록

하여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투표소당 면적은 평균 12.49km²로 나타났으며, 부산 중구의 경우 0.13km²를 

기록하여 범위가 가장 좁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북 영양군은 81.56km²를 

기록하여 투표소당 범위가 가장 넓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투표소당 

유권자 수는 평균 2684.73명을 기록하였으며, 4416.19명을 기록한 서울시 관악

구의 투표소당 유권자 수가 가장 많았다. 반면, 인천 옹진군의 경우 754.88명을 

기록하여 투표소당 유권자 수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Ⅴ. 분석 결과

연구의 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먼저 전국단위의 분석에서 문재인 득표율과 

자가 거주 비율, 고졸 이하 비율, 투표소당 면적, 투표소당 유권자 수가 유의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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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 60대 이상 비율의 

경우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졸 이하 비율은 

투표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이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은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투표소당 유권자 수의 경우 계수의 값이 낮게 

나타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군 지역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문재인 득표율과 고졸 이하 비율은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수가 

투표율에 미친 계수의 방향은 전국 단위의 분석과 동일하였는데, 고졸 이하 비율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문재인 득표율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시구 지역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자가 점유 비율과 고졸 이하 

비율은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투표소당 유권자 수는 유의수준 5%에서, 아파트 거주비율과 투표소당 면적은 유의

수준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상술한 

전국 대상 분석, 군 지역 대상 분석과 마찬가지로 고졸 이하 비율은 부정적인 영향

을 미쳤으며, 이외의 변수들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를 정리하면 먼저 자가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투표율이 높았

을 것이라는 가설 1-1은 채택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전국 대상 분석과 시구 

지역 대상 분석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높게 나타났지만, 군 지역에서는 비교적 

높게 나타나 도농에 따른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아파트 거주비율이 높을수록 투표율이 높았을 것이라는 가설 1-2는 

시구 지역에서 유의수준 10% 범위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전국단위의 분

석과 군 지역 분석에서 낮게 나타나 그 의미는 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설 1-2는 기각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아파트 거주 비율이 높을수록 

투표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손낙구(2010)의 연구와는 상반되는 결과이며, 

인천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던 이준한(2010)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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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군 지역 시구 지역

(상수)
60.704***

(11.955)

106.279***

(25.546)

69.300***

(15.941)

문재인 득표율
.092***

(.012)

.076***

(.021)

.089***

(.016)

지역더미
-.431

(.510)
- -

평균 건강보험료
2.610E-06

(.000)

-6.604E-05

(.000)

1.113E-05

(.000)

자가 거주 비율
.140***

(.023)

.083

(.076)

.123***

(.025)

아파트 거주 비율
.011

(.016)

-.050

(.046)

.030*

(.017)

남성 비율
.200

(.178)

-.190

(.336)

-.027

(.278)

60대 이상 비율
.120**

(.061)

.025

(.336)

.087

(.072)

화이트컬러 비율
.063

(.055)

-.075

(.123)

.041

(.065)

고졸 이하 비율
-.237***

(.053)

-.339***

(.116)

-.204***

(.062)

투표소당 면적
.043***

(.015)

.028

(.019)

.063*

(.037)

투표소당 인구
.001***

(.000)

.000

(.001)

.001**

(.000)

R2 .580 .385 .681

Adjusted R2 .560 .298 .661

Durbin-Watson 1.057 .899 1.132

N 250 82 168

괄호 안의 수는 표준오차.  *p<0.1, **p<0.05, ***p<0.01

<표 3> 투표 참여 분석 결과　

도저촌고를 확인할 지역 더미의 경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시·구 지역일수록 

투표율이 낮게 나타났다. 다만 유의확률이 높게 나타나 통계적 의미가 떨어져 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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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은 기각된다고 볼 수 있다.

연령을 의미하는 60대 이상 비율은 전국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유의수준 

5% 범위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군 

지역과 시구 지역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계수의 방향이 여전히 정(+)의 방향을 

나타내었지만, 유의확률이 높게 나타나 통계적 의미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후보의 득표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투표율이 높았을 것이라는 가설 2-3은 

분석 대상에 따른 구분과 상관없이 일관적으로 유의확률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2-3은 채택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높은 문재인 후보의 당선 가능성에 따라 문재인 후보의 지지자

는 보다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였고, 이외의 후보 지지자들이 투표를 포기하였

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유권자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투표 참여를 확인하기 위한 변수인 평균 건강보험

료의 경우 계수의 값이 낮게 나타남은 물론 유의확률 역시 높게 나타나 통계적 

의미를 가지지 못했다. 따라서 가설 3-1은 기각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직업에 

따른 투표 참여를 확인하기 위한 변수였던 화이트컬러 비율도 유사하게 나타나 

가설 3-3 역시 기각되었다.

학력에 따른 투표 참여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변수인 고학력 비율의 경우 분석 

대상에 따른 구분과 상관없이 일관적으로 유의확률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계수의 방향은 음(-)을 나타내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고학력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투표율이 높았을 것이란 가설 3-2에 부합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가설 3-2는 채택

된다고 할 수 있다. 특기할 점은 저학력이 고학력보다 더 높은 투표 참여를 보이고 

이러한 경향이 지방 중소도시에서 더 높게 나타난 연구(홍일영 외 2014)와 정반대

의 결과를 보였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투표소와 관련한 변수를 살펴보면, 먼저 투표소 대비 유권자 수의 

경우 전국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1%, 시구 지역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10%의 

유의확률 범위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계수의 

방향은 정(+)의 방향을 나타내어 가설 4-1은 기각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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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투표소 수의 증가가 투표율 증가에 영향을 준 연구(윤성호 외 2010)의 

연구와는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다만 계수의 값이 매우 작게 나타나 통계적 의미는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투표소 대비 면적의 경우 전국과 시구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각각 

1%와 10%의 유의확률 범위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면적 대비 투표소가 많은 지역일수록 투표율이 높을 것이다.’는 가설과 

정반대의 결과를 보인 것으로 가설이 기각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투표소당 면적이 큰 지역들의 특징을 통해 알 수 있다. 시‧구 지역에서 변수의 

크기가 컸던 지역은 지방 중소도시였으며, 반면 투표소당 면적이 작은 지역은 대도

시의 구 지역이 상위권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비추어볼 때 접근성에 따른 

투표 참여 상승보다 도저촌고 현상이 더 유효하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Ⅴ. 결론

본 연구는 주거요인을 중심으로 정치지형의 변화 속에서 유권자의 투표 참여행

태 분석과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19대 대선에 대한 전국단위의 투표 참여를 

집합단위에서 분석하였다. 전국단위의 분석 결과 경제적 변수로 사용된 아파트 

거주 비율, 자가 거주 비율, 건강보험료 평균은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지만, 

자가 거주 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두 변수는 영향력이 작음은 물론 통계적 유의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수준과 직업의 경우 인구사회학적 변수로 사용되었는데, 교육 수준이 높아

질수록 투표 참여에 강한 영향을 주었으며, 통계적 유의성 역시 높게 나타났다. 

직업 역시 화이트컬러 비율이 높아질수록 투표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

로 나타났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떨어졌다.

통계적 유의성이 높게 나타난 변수는 문재인 득표율과 투표소별 면적, 유권자 

수였다. 이 가운데 문재인 득표율의 경우 높아질수록 투표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투표소 대비 면적의 경우 오히려 면적이 넓을수록 투표율이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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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을 보여주었다. 또한, 투표소 대비 유권자 수는 투표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힘들다.

전국 단위의 분석과 함께 진행한 군과 시‧구 지역의 분석에서는 교육 수준과 

문재인 득표율은 지역 구분과 상관없이 모두 투표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특히 자가 거주 비율의 경우 시‧구 지역에서 교육 수준 다음으로 높은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면 두 가지의 결론에 도달한다. 먼저 투표 참여 요인으로서 교육의 

강한 영향이다. 이는 유권자의 시민의식 형성에 교육이 영향을 미쳐 투표 참여를 

이끌었을 것으로 추정(정수현 2012)된다. 본 연구에서 고졸 이하 비율이 높은 지역

일수록 투표율이 낮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과거 연구와는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기존의 한국 유권자 투표 참여 분석에서 개인의 인구사회학

적 변수는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특히 교육 수준의 경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거나

(박찬욱 1993; 강경태 2003),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었다(김왕식 2008). 

하지만 본 연구의 모형에서 교육 수준은 가장 강한 영향을 미침은 물론 유의확률 

역시 낮게 나타나 상당한 통계적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김용

철 외 2015)에서 투표행태에 교육 수준이 영향을 미쳤던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선거에서 투표율 결정 요인으로 교육 수준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내포한다고 

볼 수 있다. 투표율이 물론 문재인 후보의 지지가 고학력층에서 높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문재인 후보의 지지층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가 이러한 결과를 동반하였다

는 해석도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두 번째로 주거 요인에 따른 투표 참여 차이이다. 본 연구에서 보인 높은 자가 

거주 비율은 주택소유자가 자산에 대한 위험을 막기 위해 정치에 대한 관심을 

더 가져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였기 때문(Fischel 2009)으로 해석된다. 앞서 

상술하였듯이 Homevoter 가설에 따라 자가 소유 유권자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는 

미국 등 해외의 연구에서는 상당 부분 밝혀졌다. 이러한 차이가 한국에서도 드러났

다는 점은 본 연구가 가지는 성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간 한국의 투표행태 

연구에서 부동산 변수가 유권자의 투표행위에 간접적인 방식으로 영향을 미친다

(김도균 외 2018)는 주장이 일부 제기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주거요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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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이 후보자 선택을 넘어 투표 참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제한적으로 보여

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는 19대 대선 이후 더욱 심화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집값 상승 등에 따라 향후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여지도 충분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주거 자산의 소유라는 경제적 이유가 적극적인 투표 참여의 배경이 되었지

만, 아파트 거주와 직업, 소득 등 다른 경제적 변수가 통계적 의미를 가지지 못하였

다는 점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끝으로 상술한 결과에 대해 결론을 섯불리 내리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특히 본 연구에서 보인 결과가 20대 총선 이후 진행된 정치 지형의 변화에 

따른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위해 다수

의 선거를 비교하는 등의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 본 연구가 가진 

근본적인 한계인 생태학적 오류를 보완하기 위해 개인 단위의 분석이나 변수의 

다양화 혹은 변화 등을 통한 추가적인 분석 역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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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focuses on analyzing the factors of collective characteristics 
of cities, counties, and autonomous districts that affect the turnout. In 
particular, this study was based on the 'home voter' hypothesis that the 
ownership of residential assets affects voting participation, and was 
intended to examine the impact of the ownership ratio of residential 
assets on voting participation in the rapid change of political landsc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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