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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의 투표 참여와 투표방식의 선택*
사전투표제도에 대한 신뢰와 사전투표의 선택을 중심으로 - 

1)

김준석 구본상 최준영**· ***· ****

논문요약
이 연구는 유권자의 투표 참여와 투표방식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사전투

표에 대한 신뢰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다 이를 위해 다음의 세 가지 의사결정모. 
형을 구성한다 첫째 유권자가 투표여부를 먼저 결정하고 투표를 결심한 경우 . , ,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중 선택하는 모형이다 둘째 유권자가 사전투표일에 참여 . , 
여부를 결정하고 불참할 경우 당일투표에 다시 투표의 기회가 주어지는 모형이, ( ) 
다 셋째 유권자가 사전투표 당일투표 투표불참의 선택지를 놓고 하나를 선택하. , , , 
는 모형이다 위의 의사결정모형은 서로 연결된 투표 참여와 투표방식 선택을 . 
다루고 있어 이론모형에 따라 다른 설명변수를 통계모형에 포함하기 어렵다 선택. 
방정식에서 자료 절삭의 문제와 결과 방정식에서 이산 종속변수의 문제도 모수 
추정 시 고려해야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연구는 사르토리. (Sartori 

가 제시한 배제제약이 없는 이분결과변수 선택 모형의 추정량2003) ‘ (estimator 
for some binary-outcome selection models without exclusion 

을 활용한다 분석 결과 유권자의 사전투표에 대한 신뢰가 낮으면 restrictions) . , 
사전투표보다는 당일투표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 
는 의사결정모형을 달리해도 여전히 유효하게 나타난다.

 
주제어 사전투표 당일투표 투표불참 투표방식에 대한 신뢰: , , , , 

이분 결과변수선택모형 추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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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I. 

우리 선거에서 사전투표제도는 년 보궐선거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유권자2013 . 
는 선거 당일 외에 선거일 직전 주의 금요일과 토요일에 먼저 투표할 기회를 갖게 
된다 유권자가 사전투표를 할 경우 자신의 주민등록 상 거주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 
투표소에서 참여할 수 있다 유권자에게 시간과 공간의 편의를 제공한 것이다. . 
이전의 선거에선 선거 당일 하루만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만 투표할 수 
있었다.1) 토요일 투표가 가능한 점도 빼놓을 수 없다 선거일이 법정 공휴일로  . 
지정되어도 투표에 참여할 수 없었던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와 자영업자도 주말
을 이용해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사전투표제도의 도입으로 투표율의 상승. 
이 기대되었다 이후 열한 번의 선거가 이 제도와 함께 치러졌다 사전투표는 자연. . 
스레 우리 선거제도의 한 축으로 뿌리를 내렸다.
하지만 사전투표제도는 지난 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거센 홍역을 치렀다, 21 . 

문재인 정권 년 차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야는 격한 대립상태에 있었다 연 초 3 . 
국회에선 새로운 선거제도에 대한 합의가 난항을 겪다가 물리적 충돌로 이어졌다, . 
선거를 불과 몇 달 앞둔 시점이었다 의사당의 물리적 점거와 끌개 등의 물리적 . 
도구가 다시 등장했다 국회선진화법 통과 이후 국회 내 물리적 폭력은 과거의 . 「 」 
유산처럼 여겼었지만 자신의 밥그릇에 직결되는 사안을 두고 국회의원들은 몸으, 
로 엉켰다 선거에선 여당의 정권안정론과 야당의 정권심판의 목소리가 팽팽히 . 
맞섰다 한 석이라도 더 확보하려는 양대 정당은 위성정당을 졸속으로 만들어 유권. 
자에 들이밀었다 소수정당의 목소리가 묻히는 한국정치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 
겠다며 의사당 폭력까지 감수하며 도입된 선거제도가 처음 적용되는 선거였다. 
선거 결과는 여당의 압도적인 승리와 야당의 패배로 막을 내렸다 여당은 분의 . 3
에 가까운 의석을 얻었다 믿기 힘든 결과에 좌절한 야당의 일부 정치인과 보수 2 . 
유튜버를 중심으로 사전투표 조작설이 제기되었다 당일 선거의 개표함의 집계로‘ ’ . 
는 앞서고 있던 수도권의 야당 후보들이 사전투표함이 개봉되면서 역전된 여러 

1) 부재자 투표가 마련되어 있으나 이 제도는 사전 등록은 물론 투표 방법에 있어 현 , 
재의 사전투표제도와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까다로운 절차를 필요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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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가 예시로 제시되었다 이들은 사전투표에서 여당에 몰표가 쏟아진 것은 조작. 
이 아니라면 가능하지 않은 결과라고 주장한다 학계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큰 논쟁. 
이 벌어졌고 현재 이 문제는 일단은 마무리 된 듯하다, .2) 하지만 사전투표제도에  , 
대해 일부 유권자들은 여전히 의구심을 표출하며 이러한 논란 자체가 제도의 온전, 
성 에 생채기를 남겼다(integrity) . 
이러한 논란 이전에도 사전투표가 그 도입목적을 달성하고 있느냐에 대해 학자

들의 다양한 논쟁이 이어졌다 크게 두 개의 질문이 제기되었다 첫째 사전투표 . . , ‘
제도가 이전 선거에서의 투표 불참자를 투표장으로 이끄는 효과가 있는가 에 ?’ 
대한 질문이다 연구자들은 기존 당일 투표자로부터의 분산효과와 투표불참자의 . 
유인효과에 대한 근거들을 발견하였으며 사전투표의 투표율 상승에 대한 관련 , 
연구도 이어졌다 둘째 유권자가 사전투표를 선택하는 데는 어떠한 요인이 작용. , ‘
하는가 에 대한 질문이다 이에 대해선 사전투표자가 투표불참자 및 선거당일 ?’ . 
투표자와의 사회경제적 배경요인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연구가 
이어졌다 최근의 연구는 사전투표에의 결정요인에 있어 정당 간 호감도의 차이 . 
등의 정치적 요인의 영향에 주목한다가상준 하지만 유권자가 왜 사전투표( 2020). , 
를 선택하는지 이러한 결정에 있어 사전투표가 제공하는 편의의 요인이 작용하는, 
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우리의 연구는 기존의 연구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다르다 먼저 유권자가 . , 

투표방식을 선택하는 새로운 요인을 제시하고 실증분석 결과를 제공한다 우리는 , . 
년 월 일 실시된 서울시장 보궐 선거 사후 유권자 설문조사2021 4 7 (post-election 
를 자료로 활용한다 이 보궐 선거는 사전선거 부정 논란이 있었던 대 survey) . 21

총선 이후 치러진 첫 선거로 정권에 대한 평가와 연결할 만큼 정치적으로 큰 의미, 
를 갖는 선거이기도 했다 우리가 주목하는 요인은 유권자가 사전선거에 대해 갖는 . 
신뢰의 차이이다 대 총선 이후 유권자 일부에 있어 사전투표에 대한 신뢰는 . 21
이전과는 분명히 다르며 이러한 유권자 인식차이가 투표방식의 선택에 있어서 , 
행동의 차이로 나타나는지 살핀다 사실 유권자가 사전투표를 신뢰하지 않으면. , , 

2) 대 총선에 나타난 사전투표의 부정 논란 및 통계적 분석은 민인식유경준 21 · (2021)
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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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 당일에 투표를 한다는 진술 혹은 발견은 얼핏 동어반( ) 
복으로 여겨질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진술이 개인차원의 행위를 넘어서 집단의 . , 
패턴으로 나타날 경우 이는 정치 전반은 물론 제도 자체에 대한 중요한 함의를 , 
던진다 특히 일부일 지라도 무시할 수 없는 숫자의 유권자가 제도를 신뢰하지 . , ( ) 
않아 특정 형태의 투표방식을 선호하는 현상이 확인될 경우 그 함의는 더욱 커진다. 
제도의 신뢰성에 대한 제고와 개선에 대한 고민도 뒤따르게 될 것이다 우리의 . 
분석은 이러한 요인과 더불어 사전투표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의 , 
영향도 확인한다.
둘째 우리의 연구는 유권자의 투표 여부와 투표의 방식 선택에 대한 다양한 , 

의사결정모형을 제공하고 이를 검증하는 새로운 시도이다 우리는 유권자가 투표, . 
와 투표방식을 선택하는 의사결정모형으로 크게 세 가지를 구성한다 첫째 유권자. , 
가 투표여부를 먼저 결정하고 투표를 결정할 경우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중 하나를 , 
선택하는 의사결정모형이다 이는 일종의 합리적 선택 모형과 유사한 형태로 구성. 
된다 둘째 투표의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참여여부를 결정하는 모형이다 유권자. , . 
는 먼저 선거 전주 금 토의 사전투표에 참여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사전투표에 - . 
참여하지 않으면 선거 당일 투표와 불참의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 사전투표와 , . 
당일투표를 독립적인 참여의 기회로 보고 각각의 상황에서 반응하는 유권자를 , 
설정한다 셋째 유권자가 선거불참 사전투표 참여 당일투표 참여의 세 개의 선택. , , , 
지 중 하나를 고르는 모형이다 이전의 연구에서 활용되었던 모형으로 연구가설 . , 
역시 이전의 연구와 유사하게 설정한다. 
셋째 이러한 다양한 의사결정 모형을 구성하고 검증하기 위해선 새로운 분석법, 

이 요구된다 우리는 사르토리 가 제시하는 배제 제약이 없는 이분 . (Sartori 2003) ‘
결과변수 선택 모형의 추정법 (an Estimator for Some Binary-Outcome 

을 통해 통계 모형을 추정Selection Models Without Exclusion Restrictions)’
한다 사르토리는 기존의 해크먼 분석법에서 선택 모형의 구분자. (Heckman) ‘

를 포함하지 않고서도 모형의 추정치를 불편(selection equation identifiers)’
하면서도 효율적 으로 계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을 지적한(unbiased) (efficient)

다 정치학의 여러 문제에 있어 연속되는 두 개의 결정은 동일한 요인들의 영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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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경우가 많으며 굳이 없는 구분자를 찾는 접근법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에 , 
적합하지 않다 또한 이론적으로도 부합하지 않고 모형의 적절한 구성. , , (model 

의 문제에도 부딪치게 된다 오히려 상황을 고려해 두 방정식의 specification) . 
오차에 대해 적절한 가정을 하는 것이 정치학과 사회과학의 연구문제 해결에 , ( ) 
적합할 수 있다 사르토리의 추정법은 개별 관측치의 오차가 선택 방정식과 결과 . 
방정식에서 각각 동일한 값을 갖는다는 가정에 기반 한다 사르토리의 새로운 추정. 
법은 게임이론이나 합리적 의사결정을 다루는 단계적 선택의 통계적 모형에 적합
하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장에선 사전투표의 도입과 그 효과를 다룬 . 2 

최근의 연구를 정리하고 유권자의 투표 참여와 투표 방식의 선택에 관한 다양한 , 
의사결정모형을 구성한다 장에서는 실증모형과 더불어 주요 가설을 제시하고. 3 , 
분석에 활용되는 방법론을 설명한다 장에선 추정한 모형의 결과를 논의하고 함. 4
의를 도출한다 마지막 장은 결론을 제시한다. . 

투표 여부 및 투표방식의 선택에 대한 II. 
의사결정 모형의 제시

기존 문헌의 분석1. 

그간 사전투표의 효과를 다룬 연구는 꾸준히 이어졌고 중요한 연구 결과가 축적, 
되었다 연구의 상당수는 사전투표제도가 과연 투표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느냐. ‘ ?’
는 질문을 다룬다 사전투표는 시간과 공간의 편의를 확대하여 투표율을 높이는 . 
데 목적이 있다 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학자들은 상호 충돌될 수 있는 결론을 . 
내놓았으며 이는 정책 효과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졌다, . 
도입 초기의 연구는 사전투표의 효과에 대한 당위적 논의를 통해 그 효과를 

논리로 끌어내거나 개별 선거 간 투표율을 비교하는 방식이 주를 이룬다 유권자에 , . 
시간적공간적 편의를 제공하는 사전투표제도는 당연히 유권자의 참여를 이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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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논지다 먼저 그간의 투표불참자 중에는 투표를 원해도 당일 시간을 낼 . , 
수 없어서 등록지와 현재의 거주지가 달라서 참여할 수 없었던 이들이 상당하다, . 
사전투표제도는 이들에 편의를 제공 하며 높은 사전투표율은 그 효과를 보여준다, 
는 주장이다.3) 
선거구별로 수집된 집합자료의 분석을 통해 사전투표제도의 투표율 상승효과를 

제대로 측정하긴 여러 어려움이 따른다 각 선거는 서로 다른 정치경제사회적 . · ·
맥락에서 치러지게 되며 투표율이 상승했다고 해서 이 결과가 사전투표제의 영향, 
인지 외부의 제 의 요인이 작용한 것인지 구분할 수 없다 사실 사전투표제도에 , 3 . 
따른 유권자의 이동을 살펴보기 위해선 유권자 개인 수준의 분석이 필요하다강신(
구 만약 사전투표자가 제도의 부재 시 투표불참자로부터 이동한 것이라2016). ( ) 
고 하면 제도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당일 투표자가 . 
사전투표자로 단순한 수평이동을 한 것이 대부분이라면 투표율 상승효과는 제한
적일 것이다. 
투표불참자에 대한 사전투표의 유인효과에 주목한 연구들이 있다 이상신. 
은 지방선거의 지역 별 투표율에 대한 사전투표제도의 효과를 회귀분석을 (2014)

통해 검증한다 사전투표 등 편의투표의 참여율 증가는 전체적인 투표율의 상승으. 
로 이어진다 편의 투표의 투표율이 오를 경우 전체 투표율은 상승하는 . 1% , 1.6% 
효과가 있다.4) 김찬송유재승이현우 는 사전투표자를 잠재적 일반투표자 · · (2016)
와 순수사전 투표자로 구분하고 사전투표의 효과가 순수 사전투표율의 상승으로 , ‘ ’
이어졌다 주장한다.5) 윤기쁨엄기홍 역시 년 지방선거의 설문조사를  · (2016) 2016
통해 사전투표의 투표율 상승 및 기존 투표불참자의 동원 효과를 주장한다.
최근의 연구는 유권자 개인의 선택에 분석의 초점을 둔다 설문을 통해 응답자를 . 

3) 사전투표 도입 초기 전체 투표에서 사전투표의 비중이 상당히 높았던 점도 사전투 
표제가 그 목적을 이뤘다고 평가하는 이들의 근거로 제시된다.

4) 강신구 는 이러한 투표율 상승의 효과는 편의 투표가 아닌 제 의 요인의 영 (2016) 3
향에 기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투표율에 대한 집합적 자료의 분석은 궁극적으로 , 
투표불참자가 사전투표를 하는 것인지 당일 투표자가 사전투표로 분산되는 것인지, 
를 확인하는데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다. 

5) 여기서 순수사전투표율은 사전투표를 했다고 답한 비율 을 사전투표가 없었다면  (%)
투표를 하지 못했다고 답한 비율 로 곱한 값을 말한다 김찬송 외 (%) ( 201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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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불참자 사전투표자 당일 투표자로 구분하고 집단 간 유사성을 살펴본다, , , . 
구체적으로 투표불참자와 사전투표자 당일 투표자의 특성이 어떻게 유사하고 다, 
른지를 비교한다 사전투표자와 라는 집단의 특성이 유사하고 라는 집단과는 . A , B
다르다면 사전투표자와 두 집단은 사전투표라는 처리가 주어지기 전 하나의 , A ( ) 
집단이었을 것으로 추론하며 이는 분산효과의 근거가 된다, . 
이러한 연구는 대부분 다항 로지스틱 분석법을 활용하고 년 이후 여러 , 2013

선거를 통해 일관된 결과를 도출하였다 범위는 대통령 선거 가상준 . ( 2017b)
를 비롯하여 국회의원 선거 강신구 가상준 가상준 이재( 2016; 2017a; 2021; 
묵 와 지방의회 선거 가상준 가상준 에 이르며 이들은 2020) ( 2016, 2018) , 
사전투표자의 집단적 특성은 당일 투표자와 유사하다는 결론을 제시한다. 
가상준 의 연구는 유권자가 선거참여 방식으로 사전투표를 선택하는데 (2020)

있어 정당 간 호감도의 차이가 중요하게 작용함을 밝힌다 투표참가자와 투표불참. 
자의 사회경제적 배경의 차이는 뚜렷이 구분된다는 점에서 이전의 연구와 맥을 , 
같이 한다 다만 대 총선에서 나타난 투표자 및 사전투표자의 전반적 증가를 . , 21
설명하기 위해 유권자 개인의 정치적 요인에 주목한다 유권자가 주요 정당에 갖는 . 
호감도의 차이가 크다면 그는 선거일 투표보다는 사전투표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
았다 이재묵 역시 대 총선에서 사전투표를 선택한 유권자 중의 상당수. (2020) , 21
가 진보적 성향의 대통령에 대해 호의적인 평가를 하는 것을 발견함으로서 사전투
표의 선택과 정치적 요인과의 연결을 주장한다. 
설문조사가 아닌 선거의 집합자료를 활용한 두 개의 연구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박인서백영민 은 생태학적 추론 접근법을 활용해 개별 투표구에서 사전투· (2020)
표의 비중과 그 변화를 추정한다 생태학적 추론 연구법은 과거와 현재의 집합자료. 
를 연결하여 각 단위의 조건 확률과 신뢰구간을 추정한다.6) 사전투표의 선택을  
설명하는 데 있어 분산효과의 비중이 훨씬 크지만 기존 투표불참자 집단의 유인효, 

6) 예를 들어 만약 연구자가 동일한 선거구에 대해 두 시기의 선거참여에 대한 집합 , 
자료를 갖고 있다고 하자 해당 선거구에 대해 첫 시기의 투표참여율와 불참율 두 . , 
번째 시기의 투표참여율과 불참율의 교차분석표를 만들고 이 표 안의 값을 측정해, 
야 할 변수로 정하게 된다 각각의 칸 의 값은 조건 확률로 표기될 수 있다. (cells) . 
각 관측치 만큼의 교차분석표가 만들어지게 되며 이를 집산하여 각 칸 의 조, (cells)
건 확률을 구한다 베이즈 공리 가 활용된다. (Bayes Theor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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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 확인한다 그간의 연구에서 사전투표에 의한 투표불참자의 유인효과를 확인. 
하지 못한 것은 명 내외의 설문조사의 소규모 표집이 갖는 한계에 기인한1,000
다.7) 임성학 의 연구는 서울시 동별 투표율 자료를 활용하여 지역 내 사전투 (2020)
표율과 본 투표율의 상호작용을 검증한다 대 총선 실제 투표율 자료를 공간적 . 21
자기 상관성 의 지표를 통해 분석하며 관내 사전투표(spatial auto-correlation) , 
율과 본 투표율의 상쇄 관계가 확인되었다 관내의 사전투표율이 정도 올라가. 2% 
면 본 투표율은 낮아진다는 발견이다 이 연구 역시 사전투표자의 상당수가 1% . 
기존의 투표불참자가 아닌 당일 투표자가 분산된 것으로 보는 최근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8) 

유권자의 투표 여부와 투표 방식의 선택 모형 2. 

우리는 유권자가 사전투표를 선택하는 요인을 찾기 위하여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세 가지 형태의 의사결정모형을 추정한다 첫째 유권자가 투표 여부를 먼저 . , 
결정하고 투표를 결심한 경우 다음 단계에서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의 참여 방식을 , 
선택하는 모형이다. 
두 번째 모형은 유권자가 투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매 상황마다 투표 여부를 

선택한다고 가정한다 유권자는 적어도 두 번의 투표 기회를 갖게 된다 선거 직전 . . 
주의 금요일과 토요일에 사전투표에 참여할 기회를 얻으며 투표와 불참의 결정을 , 

7) 박인서백영민 의 연구결과는 통계적 신뢰구간의 설정에 따라 결과에 대한  · (2020)
해석이 바뀔 수 있음도 지적될 수 있다 이 연구는 신뢰구간을 로 설정하고 있. 90%
다 이 연구가 추정한 총선투표참여방식의 전이확률 점 추정치의 구분은 이러한 . 

신뢰구간에 의존한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사전투표 제도가 없었던 대 90% . , ( ) 19
총선에서 기권했던 유권자들이 사전투표 제도가 적용된 대 총선에서 사전투표( ) 20
로 유인되었다는 근거를 사전투표선택 전이확률로 설명하고 신뢰구간 에서는 , 90%
사전투표선택 추정치와 당일투표선택 추정치의 신뢰구간이 구분된다 하지만 통상. , 
적으로 활용되는 의 신뢰구간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사전투표 전이확률의 추정95%
치와 당일투표선택 추정치의 전이확률은 중첩된다 즉 의 신뢰수준에서는 사전. , 95%
투표 전이확률의 추정치와 당일투표선택 추정치는 구분될 수 없다 또한 저자들은 . 
신뢰구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베이지안 방식으로 확률변수, (a random 

의 분포를 확인한 것임으로 신용구간 이 적합하다variable) (credible interval) . 
8) 이 수치는 사전투표율과 당일투표율 간 상쇄를 보여주는 것 보다 사전투표율이 전 
반적 투표율 향상을 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예로도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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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오직 사전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유권자들에 대해서만 선거 당일 투표의 기회. 
가 주어진다 유권자는 사전투표일에 투표 결정을 하고 이때 투표를 하지 않은 . , 
유권자만이 당일 투표에 참여할 지를 결정하는 일종의 의사결정나무(a decision 

의 형태를 띤다tree) . 
세 번째는 이전의 많은 문헌들을 통해 추정되었던 다항 로지스틱 모형을 따른다. 

이미 투표 여부와 투표 방식을 선택한 유권자의 자료를 토대로 사전투표자 당일투, 
표자 투표불참자의 세 집단으로 구분하고 집단 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 , 
비교한다 일반적으로 사전투표자를 기저집단 으로 설정하고 사전투. (base group) , 
표자와 당일투표자 사전투표자와 투표불참자를 구분한다 다항 로지스틱 모형이 , . 
선택 모형이란 점을 상기하여 유권자의 선택의 시각에서 재정리할 수 ‘ (choice) ’ , 
있다 유권자는 선거 참여와 참여 방식을 단계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 , 
투표 당일투표 투표 불참의 세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 . 
그림 은 유권자가 투표 여부 및 투표 방식의 선택에 있어서 취할 수 있는 의사결[ 1]
정 모형 세 가지를 의사결정나무로 표시한 것이다.

그림 유권자의 투표 여부 및 투표 방식의 선택에 관한 [ 1] 
세 가지 의사결정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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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 논문을 통해 유권자의 투표 참여와 방식에 대한 선택에 있어 위 세 
가지 의사결정 모형 중 어떤 하나의 모형이 더 적합한지를 논하지 않는다 유권자는 . 
다양하며 위 세 가지의 의사결정 모형 중 어떤 방식으로 투표를 결심하게 되는지는 , 
차라리 임의의 선택으로 처리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 우리는 오히려 다양한 의사 . 
결정의 방식에도 불구하고 유권자의 사전투표에 대한 선택이 어떠한 요인의 영향, 
을 받는지를 확인하는데 연구의 방점을 둔다 응답자의 사전투표제도에 대한 신뢰. 
의 차이가 유권자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한다 투표 참여의 제 요인으로 . 
유권자의 사회경제적 배경 요인 및 후보자정당에 대한 호감도의 차이 등 정치적 ·
요인의 영향도 함께 포함한다 다음 장에서는 연구 모형에 포함된 핵심 변수의 . 
가설과 측정방법 분석법에 대한 설명이 제시된다, . 

모형과 가설 III. 

위에서 서술된 유권자 개인의 의사결정의 세 가지 모형을 분석하기 위해 모두 
개의 통계 모형이 추정된다 각 모형 집단 별로 하나의 기본모형과 유권자의 정6 . 
당후보자에 대한 호감도 정당 일체감의 유무 등 정치변수를 포함한 확장모형이 · , 
추정된다 의사결정모형 은 선택방정식 과 결과방정식. [ 1] (selection equation)

의 단계별 의사결정으로 구성된다 유권자는 먼저 투표에 (outcome equation) . 
참여할지 불참할지를 결정한다 이때 투표에 참여할 경우 의 값으로 입력되고. 1 , 
불참할 경우 의 값으로 입력된다 투표에 불참한 유권자는 절삭되어 결과방정식0 . 
의 추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계 선택방정식에서 투표에 참여한 응답자만을 대. 1
상으로 결과방정식에서 투표에 참여한 방식을 묻는다 사전투표는 의 값으로 입. 0
력되고 당일투표는 의 값으로 입력된다, 1 . 
의사결정모형 의 경우 선택방정식과 결과방정식의 단계를 취한다는 점에서 [ 2] 2

의사결정모형 과 유사하지만 유권자에 주어진 선택지가 다르다 유권자는 먼저 [ 1] , . 
사전투표일이 다가오면 혹은 사전투표일에 투표에 참여할 지를 결정한다 이때 ( ) . 
투표에 참여할 경우 의 값을 사전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의 값을 갖는다0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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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방정식은 사전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유권자를 대상으로 추정된다 사전투표. (
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유권자는 선거 당일 투표에 참여할 기회를 얻게 되고 다시 ) 
참여와 불참의 선택을 한다 참여의 경우 의 값을 불참의 경우 의 값으로 입력된. 1 , 0
다 의사결정모형 과 의사결정모형 모두 두 개의 이산응답모형. [ 1] [ 2] (binary 

이 연속된 형태를 취하며 선택방정식의 단계에서 응답에 따라 response models) , 
결과방정식에서의 자료가 절삭 된다(censored) .9) 
의사결정모형 의 경우 기존 연구에서 활용하였던 다항로지스틱 분석의 방식을 [ 3]

그대로 차용한다 사전투표자 집단을 기본그룹으로 설정하고 투표불참자와 사전투. , 
표자 당일투표자와 사전투표자의 차이와 개별 설명요인의 영향을 파악한다, . 
분석 모형의 공통 설명변수로서 크게 두 개의 요인에 주목한다 먼저 응답자가 . , 

사전투표제도에 갖는 신뢰의 차이를 변수로 측정하여 모형에 포함한다 응답자가 . ‘
사전투표를 얼마나 신뢰하는지 그 정도를 직접 물은 문항이 포함된다 우리는 ’ . 
이 변수가 유권자가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투표방식을 선택하는데 중요하게 작용
할 것으로 본다 지난 대 총선이 여당의 압도적 승리로 나타나면서 선거 결과에 . 21 , 
대한 불신과 부정의 태도가 일부 보수진영에서 표출되었다 특히 여러 경합지역에. , 
서 나타난 사전투표에서의 여당의 우위는 사전투표를 통해 선거 결과가 조작되었
다는 음모론과 연결되었다 우리는 이러한 논란을 통해 유권자 일부에 대해 사전투. 
표의 신뢰성에 관한 의구심이 커졌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관심사는 부정선거 논. ‘ ’ 
란의 진위가 아니다 유권자중 일부가 사전투표에 대한 신뢰를 다르게 두고 있고. , 
그 차이에 따라 투표 여부 및 투표 방식의 선택을 달리하는지의 여부다 이번 서울. 
시장 재보선은 사전투표에 대한 논란 이후에 치러지는 첫 선거라는 점에서 유권‘ ’ , 
자들의 사전투표에 대한 신뢰가 투표 형태의 선택으로 연결될 수 있다 우리는 . 
사전투표에 대해 신뢰가 높은 유권자일수록 사전투표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가설을 설정한다 사전투표에 대한 신뢰가 낮은 유권자일수록 당일 투표를 선택할 . 

9) 사르토리 의 분석법에서는 각 집단은 의 값을 갖도록 입력한 (Sartori 2003) 0, 1, 2
다 의사결정모형 의 경우 투표불참 사전투표 당일투표 의 값을 갖게 된. [ 1] 0, 1, 2
다 의사결정모형 의 경우 사전투표 투표불참 당일투표 의 값으로 입력된. [ 2] 0, 1, 2
다 다만 이러한 종속변수의 코딩의 문제는 단순 자료의 입력 방식의 차이로 위의 . , , 
설명한 방식과 내용 상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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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높다는 진술과 동일하다. 
얼핏 사전투표에 대한 신뢰가 높은 유권자가 사전투표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는 진술은 동어반복으로 여겨질 수 있다 하지만 유권자가 사전투표와 당일투표를 . , 
선택할 때 단순 편의에 따라 판단한다면 사전투표에 대한 신뢰와 사전투표의 선택 
간에는 어떠한 경향성도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신뢰와 행동이 . , 
특정한 경향을 띠고 그 관계가 통계적 유의성으로 확인될 경우 정치적 함의는 
크다 구체적 가설은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 

가설 사전투표에 대한 신뢰[ 1 ] 
사전투표에 대해 높은 신뢰를 보이는 유권자는 사전투표를 선거 당일 투표보다 

선호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반면 사전투표에 대해 낮은 신뢰를 가진 유권자는 . , 
선거 당일 투표를 사전투표보다 선호할 것이다. 

우리가 주목하는 두 번째 요인은 유권자가 갖는 후보정당에 대한 상대적 호감의 /
차이다 이 변수들은 유권자의 투표 결정에 영향을 줄 요인으로 가설을 설정한다. . 
선거에 출마한 후보 중 내가 지지하는 후보와 지지하지 않는 주요 후보에 대해 ( ) 
유권자가 느끼는 호감 혹은 당선 시의 이익의 차이가 크다면 이 유권자가 투표에 ( ) , 
참여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라는 가설이다.10) 이는 그간 주목받지 못했던 후보자  
당선 시의 혜택을 재조명하는 의미도 갖는다 내가 지지하는 후보자의 당선 시의 . 
혜택은 다분히 상대적이다 내가 지지하는 후보자가 당선되었을 때 내가 지지하지 . , 
않는 후보자가 당선되었을 때보다 더 이익혹은 더 큰 효용이 될 것이다 유권자의 ( ) . 
한 표가 서울시장 재보선과 같은 대단위 선거에서 당락을 결정할 가능성은 대단히 

10) 유권자가 지지하지 않는 후보는 당선권에 유력한 후보자에 한한다 유권자가 차순 . 
위로 지지하는 후보일 수도 있고 당선권에는 근접해 있으나 유권자가 당선되길 바, 
라지 않는 후보일 수 있다 통상 한 선거에서 두 명의 당선 유력 후보를 전제로 할 . 
때 이 유권자가 해당 후보자들에게 느끼는 호감의 차이가 크지 않다면 자신의 표가 
투표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과 관계없이 투표에 참여할 가능성이 낮을 것이다 하지. 
만 그 차이가 크다면 해당 개인의 투표 참여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후보, . 
에 대한 호감의 차이는 자신의 지지후보에 대한 호감이 대단히 높아서 일 수도 있
고 열광적 지지자 혹은 당선권에 근접한 후보자에 대한 호감이 대단히 낮아서일 ( ),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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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다 하지만 내가 한 후보자를 다른 후보자와 비교해서 열광적으로 지지하거나. , , 
당선이 거론되는 후보자에 대해 대단히 낮게 평가하고 있다면 투표 참여에 대한 
심리적 동인으로서 이는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특히 정당에 대한 호감의 차이는 . 
최근의 연구를 통해 사전투표자와 당일 투표자를 구분하는 주요 요인으로도 지목
된 바 있다 가상준 ( 2021). 
변수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응답자에게 이번 선거의 당선권에 근접한. ( ) 

두 후보인 오세훈 후보와 박영선 후보에 대한 호감 정도를 에서 의 범위의 0 10
정수로 답하게 한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 후보에 대한 호감 점수를 다른 후보의 . 
호감 점수에 뺀 후 절댓값을 취한다.11) 이에 대한 가설은 아래와 같다 유권자의  . 
주요 두 정당에 대한 호감의 차이 역시 같은 논리의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주요 후보자에 대한 호감 차이[ 2-1 ] 
유권자가 당선에 유력한 후보자들에 대해 느끼는 호감의 차이가 클수록 투표에 , 

참여할 가능성이 클 것이다. 

가설 주요 정당에 대한 호감 차이[ 2-2 ] 
유권자가 유력 두 정당에 대해 갖는 호감의 차이가 클수록 투표에 참여할 가능성, 

이 클 것이다. 

개인의 투표 결정에 있어 경제적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은 그간의 연구
를 통해 잘 알려져 있다 투표 및 사전투표에 대한 최근의 연구들도 경제적 요인의 . 
영향을 확인한 바 있다 임성학 의 연구 역시 선거구 내 기초수급자의 비중. (2020) , 
이 높을수록 투표율이 하락하는 현상을 발견하였다 우리는 통제변수로 포함되는 . 
사회경제적 배경 요인 중에서 개인의 소득과 개인의 직업 안정성을 주목한다 특히. , 
개인의 소득 수준과 개인의 정규직 여부가 투표에의 경향과 정 의 관계를 가질 (+)
것으로 생각한다 개인의 소득 수준이 높다면 투표 참여에 여유를 가질 수 있을 . 
것이다 또한 개인의 직업이 정규직에 속할 경우 그 직업적 안정성이 투표에 참여. , 

11) 이 연구는 후보에 대한 상대적 호감도 차이를 박영선 후보에 대한 호감 오세훈  | - 
후보에 대한 호감 의 방식으로 계산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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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하는 동인이 작동하는데 중요한 윤활유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가설 개인의 경제적 안정성 소득 수준[ 3-1 ( )] 
응답자의 소득 수준이 높다면 투표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 

가설 개인의 직업적 안정성[ 3-2 ] 
응답자가 정규직에 종사할 경우 비정규직 및 자유직에 종사하는 응답자에 비해 , 

투표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이 외의 변수로 응답자의 다른 사회경제적 배경 변수들과 응답자의 정당일체감
의 유무 역시 포함하였다 응답자의 성별 나이 거주지역 교육 수준 자가주택 . , , , , 
소유 등이 포함된다 거주지역은 응답자 중 강남 구 거주자를 나타내는 가변수로 . 3
구성한다 자가주택 미소유 역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그렇지 않으면 . 1, 
으로 입력되었다 응답자의 정당일체감 변수는 응답자가 특정정당에 일체감을 0 . 
가지고 있는지를 묻고 이를 가변수로 구성하였다 모형에 활용된 변수와 그 설명은 . 
아래 표 로 정리한다< 1> . 

변 수 설명

사전투표에 대한 신뢰

대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 결과에 대해 얼“21
마나 신뢰하십니까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 ①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대체로 신뢰한다, . ② ③ 
매우 신뢰한다.④ 

유권자의
정치적 요인

후보 선호차 박영선 후보와 오세훈 후보 호감 차이의 절대값
정당 선호차 민주당과 국민의힘 호감 차이의 절대값

정당일체감 특정 정당에 정당일체감 보유 여부
있음 없음 ( 1, 0)

유권자의 
사회경제적
배경

성별 응답자의 성별 여성 남성 ( 1, 0) 
연령 응답자의 연령

거주지역 응답자의 거주지역. 
강남지역 거주자 그 외 지역 거주 ( 1, 0)

표 모형에 포함된 변수 선택방정식과 결과방정식 공통<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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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 모형의 추정에서 위의 두 개의 단계적 선택모형에 대해선 주의를 기울여
야 한다 첫 번째의 경우 유권자가 투표 참여와 불참 사이에서 결정을 하고 투표에 . , 
참여하는 경우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중 선택을 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두 번째의 . 
경우 사전투표일에 유권자는 사전투표에의 참여와 불참의 결정을 한다 만약 불참. 
하는 경우 선거 당일 기회가 다시 주어지고 이때 투표에 참여하는 경우 당일투표를 , 
선택한 것으로 아닌 경우는 선거불참으로 기록된다 이렇게 단계 별로 의사선택이 , . 
이루어지는 경우 선택방정식 과 결과방정식(selection equation) (outcome 

의 두 개의 모형이 순차적으로 추정되며 이에 따른 세 가지 문제점이 equation) , 
발생한다 먼저 선택 방정식에서 결과방정식으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관측치의 상. 
당수가 절삭 된다는 점이다 또한 선택 방정식과 결과방정식은 연결되(censored) . , 
어 있으며 이에 따라 두 방정식의 오차가 상관되어 있는 점도 함께 , (correlated)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선택방정식은 물론 결과방정식의 종속변수의 값이 모두 . , 
이산의 선택 을 다루는 점도 고려된다(binary choices) . 
이러한 경우 가장 많이 활용되는 절삭 자료에 대한 해크먼 추정법(Heckman 

은 이른바 구분자 변수 를 찾고 이를 이론적으로models) ‘ (identifier variables)’
는 물론 통계분석으로도 뒷받침해야 한다 구분자 변수는 선택방정식에는 영향을 . ‘ ’
주지만 결과방정식의 종속변수의 변이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 
당연히 모형의 선택방정식에는 포함되지만 결과방정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하, , . 
지만 정치학은 물론 사회과학 전반에 있어서 이러한 구분자가 적어도 이론적으, , (
로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선택방정식과 결과방정식을 설명하는데 있어 동일 ) . 
요인의 영향이 크고 선택과 결과가 짧은 기간 동안 연속되어 발생하는 경우는 , 
이러한 구분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발견하기 어렵다, . 
특히 이 연구와 같이 유권자의 투표 여부 및 투표 방식의 결정모형의 순서를 

교육수준 응답자의 교육 수준
정규직 여부 정규직 근무 그 외의 경우 1, 0
소득수준 응답자의 소득 수준 

주택 미소유 응답자의 주택 소유 여부
주택 미소유 그 외의 경우(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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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렷이 구분하지 않고 다양한 모형으로 시도 하려는 경우 선택방정식에는 포함되, 
지만 결과방정식에는 포함되지 않는 구분자 변수를 찾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우리, . 
의 경우 제시된 의사결정모형에 따라 선택방정식과 결과방정식의 구성이 달라질 
수 있다 차라리 두 개의 방정식에 동일한 영향요인을 설정하고 각 단계의 결정과. , , 
정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파악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우리는 사르토리 가 제시한 배제 제약이 없는 이분 결과변수 선(Sartori 2003) ‘

택 모형의 추정법 (an Estimator for Some Binary-Outcome Selection 
을 채택해 모형을 추정한다Models Without Exclusion Restrictions) , .12) 사르 

토리는 기존의 해크먼 분석법이 자료의 절삭문제의 해결 방법으로 선택모형에 대
한 구분자를 찾는 것 외에 다른 방법도 제시한 점을 상기시킨다 굳이 선택모형에 . 
필요 없는 구분자를 넣지 않고도 오차의 분포에 대한 추가적 가정만으로 모형의 , 
추정치를 불편 하면서도 효율적 으로 계상할 수 있다(unbiased) (efficient) .13) 정치 
학의 여러 문제에 있어 연속되는 두 개의 결정은 동일한 요인들의 영향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굳이 이론이 유도하지 않지만 모형 추정의 필요 때문, (
에 없는 구분자를 찾는 식의 접근은 적절하지 않다 이론적으로도 부합하지 않고) . , 
모형의 적절한 구성 의 문제에도 부딪치게 된다 사르토리(model specification) . 
는 선택과 결과방정식의 개별 관측치의 오차가 각각 동일한 값을 갖는다는 가정을 
설정한다. 
사르토리는 다음의 세 가지 조건에 연구문제가 부합될 경우 위와 같은 가정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첫째 모형에서의 선택과 결정의 방정식이 비슷한 결정이나 목표. , 
를 포괄할 것 둘째 선택방정식과 결정방정식의 변이에 영향을 주는 동일한 요인이 , , 
설정될 수 있을 것 셋째 두 개의 결정이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에 지역적으로도 , , 
가까운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 그 조건이다 특히 이러한 조건은 게임이론의 . 

12) 사르토리 는 해당 추정법에 대해 특별히 명명하지 않았다 이에 우 (Sartori 2003) . 
리는 사르토리의 연구 논문의 제목을 그대로 활용하거나 사르토리의 추정법 등을 , ‘ ’ 
통해 이를 지칭한다. 

13) 해크먼 의 연구는 자료 절삭에 따른 선택 편향 (Heckman 1979) (selection bias)
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모형의 구분자를 포함하거나 오차의 분포에 대해 가, 
정을 더하는 방식을 (assumptions about distribution assumption of errors)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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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이나 다른 합리적 선택 모형을 통계로 검증할 경우 적합할 것이라 설명한다. 
우리의 모형은 사르토리의 위 세 조건에 부합된다 첫째 우리의 모형은 사전투. , 

표 당일투표 투표불참의 선택에 있어서 유권자 개인의 다양한 결정과정의 모형을 - - 
설정한다 어떠한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모형화하든 두 방정식의 질문은 투표의 . 
참여와 투표방식의 선택이라는 공통된 내용을 다루게 된다 둘째 핵심요인인 사전. , 
투표에 대한 신뢰의 차이는 물론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정치적 요인의 변수
를 공통요인으로 전제한다 셋째 우리 모형은 유권자 개인의 연속된 선택을 다룬. , 
다 투표를 결정하고 투표방식을 결정하든 사전투표를 결정하고 당일투표를 결정. , 
하는 방식이든 동일한 개인이 연속된 선택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사르토리가 . , 
제시한 세 가지 조건에 부합하다고 판단한다. 

분석결과와 해석 IV. 

이 연구는 한국정당학회와 케이스탯 리서치가 년 월 일부터 (K-STAT) 2021 4 13
월 일까지 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자료로 활용하4 15 1,000
였다 이 설문조사는 서울시장 보궐 선거 이후의 사후 선거 여론조사 . 

의 형태로 서울지역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연령 성별 지(post-election survey) , / /
역별 할당을 맞추어 조사되었다 설문의 응답자 중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투표했다. 
고 응답한 비중은 전체의 로 나타난다 이는 실제의 선거에서 나타난 최종 92.2% . 
투표율과는 차이가 있으며 설문 결과를 해석하는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기, . 
할 사항은 설문 응답자의 투표율이 실제 선거 자료에 비해 대단히 높은 데 비해, 
투표를 한 응답자 중 사전투표자와 선거일 투표자의 비중은 실제의 선거 데이터와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이다 표 는 설문 응답자의 투표와 투표 방식 선택의 비중과 . < 2>
중앙선관위가 집계한 실제 서울시장 보궐선거 투표자의 투표 방식 선택 비중을 
비교한 것이다.14) 

14) 또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 설문의 특성상 이 방식에 익숙하지 않은 대 이상 70
의 유권자가 설문에 포함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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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율 
전체

사전
투표율

선거일 
투표율

투표자 응답자 수 대비( ) 

사전투표율 선거일 
투표율

서울시장 4.7 
보궐 선거15) 58.2% 21.9% 36.3% 37.7% 61.2%

연구의 
설문조사 92.2% 37.2% 55.0% 40.3% 59.7%

표 년 서울시장 보궐 선거 투표율과 설문 응답자의 투표율 비교< 2> 2021

표 표 표 는 의사결정모형 의 여섯 개 모형의 통계분석 < 3>, < 4>, < 5> [ 1, 2, 3]
결과를 정리한다 기본모형은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배경 변수와 사전투표에 대한 . 
신뢰 변수만을 포함한다 확장모형은 응답자의 정당일체감 유무 유력 후보자들에 . , 
대한 호감 차이 유력 정당들에 대한 호감 차이의 변수가 포함된다 핵심 변수인 , . 
사전투표에 대한 신뢰의 차이 변수의 영향이 모형이 확장되어도 그대로 유지되는
지를 확인한다. 
응답자의 사전투표에 대한 신뢰는 응답자가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 중 어떠한 

방식을 선택하는지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표 의 . < 3]
의사결정모형 과 표 의 의사결정모형 표 의 의사결정 모형 의 [ 1] < 4> [ 2], < 5> [ 3]
모든 모형에서 의 신뢰수준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였고 가설의 방향과 일치하95% , 
였다 사전투표에 대해 신뢰하는 응답자는 그렇지 않은 응답자에 비해 사전투표의 . 
방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았다 사전투표에 대해 신뢰가 적은 유권자일수록 선거 . 
당일에 투표할 가능성이 높았다 동어반복과 같은 이러한 발견이 중요한 이유는 . 
문제가 없다면 두 변수 사이에 어떠한 관계도 나타나지 않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애초에 사전투표의 선택 문제가 단순한 편의의 제공에 대한 문제라면 어떠한 패턴, 
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표 의 의사결정모형 의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가 사전투표제도에 갖는 신< 3> [ 1]

뢰의 차이는 그 사람이 투표를 할 것인지 불참을 할 것인지의 여부에는 영향을 

1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 보궐선거 투표분석 . 2021. “2021.4.7. · .” 
https://www.nec.go.kr/site/nec/ex/bbs/View.do?cbIdx=1090&bcIdx=146271 
검색일( : 2021.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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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일단 투표를 결심하면 투표방식을 선택하는데 있어 사전투. , 
표에 대한 신뢰 정도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결과는 기본모형은 물론 . 
정치변수가 포함된 확장모형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표 의 의사결정모형 . < 4> [
의 결과에서도 마찬가지다 사전투표제도에 대한 신뢰의 차이가 사전투표에 대2] . 
한 참여를 결정하는데도 영향을 미치고 사전투표를 참여하지 않은 경우 부여되, (
는 당일선거의 참여 여부에도 영향을 준다 응답자가 사전투표를 신뢰하지 않으) . 
면 사전투표를 선택하지 않고 당일 투표와 투표 불참의 선택지를 택한다 사전투표, . 
를 하지 않은 유권자들에 주어지는 투표불참과 당일투표 참여의 선택지에 대해 
사전투표제도에 대한 신뢰 변수가 음 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어떻(-)
게 해석할 것인가?16) 이는 투표불참을 선택한 응답자들과 당일투표를 선택한 응답 
자들의 사전투표에 대한 신뢰 정도의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 사전투표에 대해 신뢰. 
하지 않는 응답자들이 당일투표를 선택하는 경향성이 이러한 결과로 나타난 것이
다 표 의 다항로지스틱 분석에서도 사전투표에 대한 신뢰는 통계적으로 유의. < 5>
미한 결과를 보였다 기본모형과 확장모형 모두에서 사전투표를 신뢰하지 않는 . 
응답자들은 사전투표보다 당일투표를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난다.17) 
사전투표에 대한 유권자 상당수의 낮은 믿음은 지난 대 총선의 결과와 그 21

이후 진행된 보수 일각의 부정선거론에 상당수 기인한다‘ ’ .18) 이 논란들은 그 진위 
와 관계없이 유권자 일부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며 위의 결과에 따르면 , 
사전투표를 신뢰하지 않는 응답자들은 당일투표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 
의 설문조사에서 당일투표자 중 가 사전투표를 신뢰하지 않아서 당일투표를 17.5%
택했다고 답했다.19) 우리의 결과에서 나타난 응답자 일부의 사전투표에 대한 불신 

16) 사전투표에 대한 신뢰변수는 부정적 태도 에서 긍정적 태도 의 점 척도로 측 (1) (4) 4
정되었다. 

17) 사전투표에 대한 신뢰변수가 기본모형에서 투표불참과 사전투표선택의 관계를 설 
명하는데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 우리의 가설과는 달랐다 다만 확. 
장모형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남으로서 우리의 가설에 부합
한 결과가 나타난다.

18)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비롯한 보수 유튜버들은 사전선거의 부정 의혹을  
줄기차게 지적하였고 이에 월터 메베인 미시간대 교수의 분석, (Walter Mebane) , 
민경욱 전 의원 등과 같은 보수정치인의 적극적 문제 제기 등으로 확산되었다. 

19) 우리는 당일투표를 했다고 답한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었다 선거 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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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학문은 물론 정치 현실의 차원에서도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특히 비록 , . , 
일부이기는 하나 제도에 대한 불신 자체를 넘어 행동으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선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응답자의 정규직 여부는 의사결정모형 과 의사결정모형 에서 통계적으로 [ 1] [ 3]

유의하게 나타난다 신뢰수준 먼저 표 의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가 정규직(95% ). < 3>
일 경우 정규직이 아닌 응답자에 비해 투표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 . , 
응답자가 일단 투표를 결심하고 나면 사전투표와 당일투표를 선택하는 데에 응답, 
자의 정규직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하진 않았다 표 의 결과에서 보면 응답자의 . < 5> , 
정규직 여부는 그 사람의 투표불참과 사전투표의 선택에서 중요하게 작용한다신(
뢰수준 정규직 변수는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선택에서는 중요하지 않았다95%). . 
우리는 이러한 결과가 사전투표자와 당일투표자의 사회경제적 배경의 유사함을 

지적한 기존의 연구와 상당부분 연결된다고 생각한다 최근 유권자의 사전투표 . 
선택을 연구한 일군의 학자는 사전투표가 제공하는 시간적 공간적 편의가 이미 -
투표를 결심한 유권자들에게 선택의 편의를 제공하는 정도에 그친다고 주장한다. 
그 결과 사전투표제도에 따른 분산효과가 유인효과보다 더 크게 나타난다 사전투. 
표 제도가 투표불참자들을 투표장으로 이끄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여전. 
히 유권자의 투표 참여의 결정에는 직업의 안정성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사전투표. 
가 투표 시간을 확대하고 장소의 편의를 제공하더라도 직업적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기존 불참자를 투표장으로 끌어내는 데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혹은 이러. , 
한 편의의 확대가 투표를 진작시키는 핵심 요인이 아닐 수도 있다.20)

응답자의 투표 참여의 선택에 있어 정치적 요인의 영향도 중요했다 표 의 . < 3>
의사결정모형 과 표 의 의사결정모형 에서 응답자가 정당일체감을 갖고 [ 1] < 5> [ 3]

일에 투표하는 것이 익숙해서 라는 응답이 로 가장 많았고 사전투표를 하고 45.1% , 
싶었으나 여건이 되지 못해서 가 뒤를 이었다 사전투표를 신뢰하지 않아서(26.0%) . 

사전투표 기간까지 누구를 지지할지 결정하지 않아서 기타 의 (17.5%), (9.6%), (1.8)
순이었다. 

20) 의사결정모형 를 추정한 표 의 모형 기본모형 에서는 정규직 변수는 사전 [ 2] < 4> 1( )
투표참여를 결정할 때 부 의 관계를 가지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정규직 유권(-) , . 
자가 사전투표일에 투표에 참여할 가능성이 낮다고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의사. , [
결정모형 의 확장형 모형인 모형 에서 정규직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2] [ 2]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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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느냐의 여부와 박영선 오세훈 후보에 대해 느끼는 호감도의 차이는 중요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두 변수 모두 우리가 제시한 가설의 방향과 일치하였. 
고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신뢰수준 표 의 결과에 따르면 정당일체감을 , (95% ). < 3>
가진 응답자가 투표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았고 후보 간 호감 차이를 크게 느끼는 , 
응답자일수록 투표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았다 표 의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 < 5>
정당일체감 변수와 응답자의 후보 간 선호차이 변수는 투표불참과 부 의 관계를 (-)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응답자가 정당일체감을 가졌다면 응답자가 갖는 후보 . , 
간 호감도의 차이가 클수록 투표불참보다는 사전투표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21) 
이러한 결과는 유권자가 투표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누가 출마하느냐, ‘ ?’

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투표에 수반되는 비용과는 별도로 유권자. , 
는 당선되는 후보자가 주는 심리적혹은 물리적인 효용의 차이에 중요하게 반응하( )
며 유권자의 투표참여로 연결된다 다만 이러한 해석에는 한계도 있다 이 변수가 , . , . 
측정하고 있는 것이 박영선 오세훈 두 후보에 대한 단순 호감도의 차이일 뿐- ‘ ’ , 
이 두 후보의 당선과 낙선이 응답자에게 주는 직접적인물리적인 효용을 반영하진 /
않는다.
후보자에 대한 호감의 차이가 응답자의 투표방식의 선택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에서 후보자에 대한 호감의 차이 변수가 결과방정식에서 . < 3>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응답자가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를 결정하는데 있어 . 
후보자들에 대한 호감 차이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표 의 . < 5>
경우도 이와 동일한 결과가 나타난다 이를 최근의 연구 가상준 이재묵 . ( 2021; 

와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가상준 은 대 총선에서 전체 투표율2020) . (2021) 21
의 상승과 더불어 사전투표의 비중이 높아졌음에 주목하며 이를 유권자가 정당 , 
간에 느끼는 호감도의 차이로 설명한다 유권자가 주요 두 정당에 갖는 호감도의 . 
차이가 클수록 사전투표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우리의 분석 결과는 후보자 간 호감도 차이가 투표에 대한 동인으로 작용하는 
결과는 확인하였으나 정당 간 호감도의 차이의 효과는 확인하지 못했다, .22) 우리의  

21) 이는 기준이 되는 집단을 사전투표자로 설정한 데 따른 것으로 당일투표자로 설 , 
정하고 투표불참 당일투표에 대한 회귀분석을 하더라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난다/ . 

22) 정당 간 호감도 차이 변수는 표 표 표 의 모든 모형에서 통계적으 < 3>, < 4>,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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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와 기존 연구의 결과의 차이는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 
서울시장 보궐선거라는 특성 상 국회의원 선거에 비교해 인물 중심으로 치러지는 
경향이 있다 둘째 기존의 연구가 정당 간의 호감도 차이 변수만을 포함한 것과 . , 
달리 우리의 연구는 정당 간의 호감도 차이와 후보자 간 호감도 차이 변수를 세분, 
하여 모두 모형에 포함하였다는 점이 다르다 성별 변수는 의사결정모형 . [ 1, 2,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번 재보선에서 여성이 당일투표를 3] . 

사전투표보다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해석되나 향후 추가적 연구를 통해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로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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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의 투표 여부 선택 사전투표 당일투표의 선택 /→ 
변수 모형1 모형2

투표/
불참결정
선택방정식( )

사전투표 당/
일투표 결정
결과방정식( )

투표/
불참결정
선택방정식( )

사전투표 당/
일투표 결정
결과방정식( )

공통변수
사회경제(
적 배경)

성별 -0.022 0.180** 0.000 0.189**
(0.12) (0.08) (0.13) (0.08)

연령 0.005 -0.002 -0.001 -0.002
(0.00) (0.00) (0.00) (0.00)

강남거주 0.254 0.142 0.203 0.134
(0.16) (0.1) (0.17) (0.1)

교육수준 0.048 0.008 0.046 0.006
(0.03) (0.02) (0.03) (0.02)

정규직 0.395** -0.008 0.361** -0.008
(0.13) (0.09) (0.14) (0.09)

소득수준 0.000 -0.000 0.000 -0.000
(0.000) (0.00) (0.000) (0.00)

주택 미소유 -0.091 -0.044 -0.064 0.04
(0.12) (0.09) (0.13) (0.09)

사전투표
의
신뢰

사전투표 0.028 -0.229*** -0.078 -0.236***

신뢰정도 (0.07) (0.05) (0.08) (0.05)

후보 정당 /
선호도차
이 + 
정당일체
감유무

정당일체감 0.5** 0.122
(0.15) (0.09)

정당선호차 -0.535 -0.331
(0.35) (0.21)

후보선호차 1.417** 0.223
(0.36) (0.21)

상수 0.677 0.483 0.795 0.491
(0.4) (0.29) (0.42) (0.29)

관측치 1,000 922 1,000 1,000
절삭된 관측치 78 78
log Likelihood -861.5453 -841.2

2χ 24.083*** 52.806***
신뢰도의 표기 1) ** p <0.01, * p <0.05
회귀계수 은 표준오차 2) , (  )

표 응답자의 투표 여부와 투표방식 선택의 회귀분석 결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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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의 사전투표 결정 응답자의 당일투표 결정 → 
변수 모형1 모형2

사전투표/
불참결정
선택방정식( )

당일투표/
불참결정
결과방정식( )

사전투표/
불참결정
선택방정식( )

당일투표/
불참결정
결과방정식( )

공통변
수
사회경(
제적 
배경)

성별 0.187* 0.176* 0.170* 0.200*
(0.09) (0.08) (0.09) (0.09)

연령 -0.004 -0.002 -0.003 -0.002
(0.00) (0.00) (0.00) (0.00)

강남거주 0.049 0.15 0.067 0.159
(0.1) (0.1) (0.10) (0.1)

교육수준 0.001 0.009 -0.003 0.011
(0.02) (0.02) (0.02) (0.02)

정규직 -0.188* -0.003 -0.129 -0.028
(0.09) (0.09) (0.09) (0.09)

소득수준 -0.000 -0.000 -0.000 -0.000
(0.00) (0.00) (0.00) (0.00)

주택 미소유 0.112 0.043 0.103 0.031
(0.09) (0.09) (0.09) (0.09)

사전투
표의
신뢰

사전투표 -0.252** -0.236** -0.225** -0.243**

신뢰정도 (0.05) (0.05) (0.05) (0.05)

후보 정/
당 

선호도
차이 + 
정당일
체감유
무

정당일체감 -0.033 0.14
(0.1) (0.1)

정당선호차 -0.16 -0.317
(0.22) (0.21)

후보선호차 -0.167 0.257

(0.21) (0.21)

상수 0.975** 0.492 1.01** 0.439
0.29 0.29 (0.3) (0.3)

관측치 1000 628 1000 628
절삭된 관측치 372 372
log Likelihood -861.569 -843.63

2χ 45.75*** 45.67***
신뢰도의 표기 1) **p <0.01, *p <0.05
회귀계수 은 표준오차 2) , (  )

표 응답자의 투표 여부와 투표방식 선택의 회귀분석 결과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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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기본집단 사전투표자( : ) 
변수 모형1 모형2

투표불참/
사전투표

당일투표/
사전투표 

투표불참/
사전투표

당일투표/
사전투표 

공통변수
사회경제(
적 배경)

성별 0.236 0.318* 0.106 0.310*
(0.27) (0.14) (0.28) (0.14)

연령 -0.015 -0.006 -0.005 -0.005
(0.01) (0.01) (0.01) (0.01)

강남거주 -0.35 0.164 -0.289 0.168
(0.36) (0.17) (0.37) (0.17)

교육수준 -0.092 0.001 -0.06 0.004
(0.07) (0.04) (0.07) (0.04)

정규직 -0.957** -0.205 -0.941** -0.203
(0.28) (0.15) (0.29) (0.15)

소득수준 -0.000 -0.000 -0.000 -0.000
(0.00) (0.00) (0.00) (0.00)

주택 미소유 0.335 0.152 0.243 0.138
(0.27) (0.15) (0.28) (0.15)

사전투표
의
신뢰

사전투표 -0.351** -0.434** -0.239 -0.418**

신뢰정도 (0.16) (0.09) (0.18) (0.09)

후보 정당 /
선호도차
이 + 
정당일체
감유무

정당일체감 -0.981** 0.044
(0.33) (0.16)

정당선호차 0.549 -0.394
(0.72) (0.36)

후보선호차 -2.971** -0.071
(0.77) (0.35)

상수 0.732 1.423** 1.005 1.475**
(0.86) (0.5) (0.91) (0.51)

관측치 1000 1000
절삭된 관측치
log Likelihood -861.1306 -839.1545

2χ 69.03567*** 112.9878***
신뢰도의 표기 1) ** p <0.01, *p<0.05
회귀계수 은 표준오차 2) , (  )

표 응답자의 투표 여부와 투표방식 선택의 회귀분석 결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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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V. 

이 연구는 년 서울시장 보궐 선거의 유권자 사후 설문조사를 통하여 유권자2021
의 투표 참여와 투표방식의 선택의 요인을 살펴본다 이 연구의 기존 연구와의 .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최근의 논란이 되었던 사전투표 부정 시비와 관련하여 . , 
그 영향으로서의 사전투표에 대한 유권자의 인식 차이와 행태의 변화를 실증적으
로 검증한 첫 연구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전투표에 대한 유권자의 신뢰 정도는 . 
다르며 이러한 인식이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의 행태를 정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하, 
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이론적으로는 물론 실증적인 측면에서도 향후 구체적으. , 
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우리의 연구는 유권자의 투표 여부와 투표의 방식 선택에 대한 다양한 , 

의사결정모형을 구상하고 이를 실증자료를 통해 검증한다 우리의 의사결정모형, . 
은 세 가지다 첫째 유권자가 투표여부를 먼저 결정하고 투표를 결정할 경우 . , ,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중 하나의 방식을 선택하는 순차적 모형이다 이는 일종의 . 
합리적 선택 모형과 유사한 형태로 구성된다 둘째 투표의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 , 
참여여부를 결정하는 투표 모형이다 유권자는 먼저 사전투표에 참여할지 여부를 . 
결정한다 사전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 선거 당일 투표에 참여할 지를 결정하게 . , 
된다 셋째 유권자가 선거불참 사전투표 참여 당일투표 참여의 세 개의 선택지 . , , , 
중 하나를 고르는 모형도 함께 추정된다 이러한 모형은 이전의 연구에서 모형 . 
구성을 가져왔으며 연구가설 역시 이전의 연구와 유사하게 설정한다 우리는 이러, . 
한 방식을 통해 유권자의 투표 참여와 투표방식의 결정 요인의 검증에 엄밀함을 
기했다고 생각한다. 
셋째 이러한 다양한 의사결정 모형을 구성하고 검증하기 위해선 새로운 추정방, 

법이 요구된다 우리는 이러한 다양한 의사결정 모형의 추정을 위해서 사르토리. 
가 제시하는 배제 제약이 없는 이분 결과변수 선택 모형의 추정법(Sartori 2003) ‘

을 활용하였다 사르토리의 접근법은 게임이론이나 합리적 의사결정에 따른 개인. 
혹은 동일 행위자의 단계적 선택을 통계 모형으로 변환하는데 적합하며 우리의 ( ) , 
모형에 부합한다 넷째 이 연구는 유권자 개인의 차원에서 재보선 선거에의 투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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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를 분석한 많지 않은 연구이다 향후 재보선 관련 투표 행태의 연구에 있어서 . 
다양한 논의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더하여 우리의 연구는 투표의 결정에 있어 덜 주목받았던 정치적 요인의 영향을 , 

실증자료를 통해 검증한다 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호감도의 차이 등의 변수는 그간. 
의 연구에서 그다지 관심을 받지 않았던 요인이었다 이러한 요인은 유권자가 후보. 
자의 당선 시 기대할 수 있는 효용의 크기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이 연구는 . 
여러 해석의 여지는 있으나 유권자의 후보자에 대한 호감의 차이에 따라 투표에 
대한 동인이 달라질 수 있음을 통계를 통해 보여준다. 
연구의 한계도 분명히 명시되어야 한다 첫째 본 연구가 활용한 응답자의 사회. , 

경제적 배경 요인들은 대부분 실제의 자료라기보다는 응답자의 답변에 의존하고 
있다 둘째 이 연구가 활용한 자료는 선거 후 사후 설문으로 진행되었으며 응답자. , , 
의 투표 여부에 대한 응답이 과다 대표되었거나 과대표집 되었을 우려가 있다, . 
이는 선거 관련 조사 대부분이 공통으로 경험하는 문제이기는 하나 과연 이 연구가 , 
사용하는 설문조사가 보궐선거의 유권자 모집단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볼 순 있다 결과의 해석은 물론 향후 조사에서는 이러한 부분들도 .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이 연구에서 끌어낸 연구 결과의 상당수가 이번 서울. , 
시장 보선이라는 특수한 맥락에 기인한 바가 많다 특히 사전투표에 대한 신뢰의 . , 
차이 등은 대 총선 이후의 온라인상에 제기된 다양한 문제 제기에 기인한 바가 21
크다 향후의 선거에서 사전선거에 대한 신뢰가 다르게 나타날지 또한 투표행태의 . , 
차이로 나타나게 될지는 신중히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더하여 본 연구의 결과는 . , 
하나의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것으로 그 결과의 일반화를 위해선 향후 
다양한 자료를 통한 검증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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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laining Whether and How to Vote: Confidence in 
Early Voting and Voting Method Selection

 23)

Junseok Kim*·Bon Sang Koo**·Jun Young Choi***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determinants of voter turnout and the choice 
of voting method by paying attention to voters’ confidence in the early 
voting method. It constructs three decision-making models. In the first 
model, voters decide to vote or not first, and if they vote, they 
subsequently decide how to vote (early voting or election day voting). 
In the second model, voters decide to vote on the early voting day. 
If they do not vote on the day, they get another chance to vote on 
the election day. In the third model, voters choose one of the three 
options: participation in early voting, voting on the election day, and 
absence. Since all the theoretical models deal with voter turnout and 
voting method selection which are closely interrelated, statistical 
models face challenges in including different sets of explanatory 
variables according to the theoretical models. Researchers should also 
consider the problems of censored data in the selection equation and 
binary choices in the outcome equation when estimating the 
parameters. To handle these problems, this paper adopts an estimator 
for some binary-outcome selection models without exclusion 
restrictions suggested by Sartori (2003).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when voters have a low level of confidence in early voting, they are 
likely to choose election-day voting over early voting. This finding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regardless of decision-making models.

 
Key words: early voting, election-day voting, confidence in the method 

of voting, estimator for binary-outcome selection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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