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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제18대 대선에서 논의되었던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쟁점들 중에서 복지예
산의 규모,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대기업 순환출자 규제라는 세 가지 쟁점에
대한 유권자들의 선호를 실험설문(survey experiment)을 통해서 보다 자세하게 살펴본
다. 설문 응답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각 이슈에 대해 상이하게 표현된 문항들을 제
시하여 프레이밍(framing)에 의해서 정책 선호가 어떤 영향을 받는지, 그리고 프레이밍
효과의 매개변수는 무엇인지를 연구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
째, 유권자들의 경제민주화 쟁점들에 대한 정책 선호는 정책 쟁점이 어떤 프레임 하에
서 제시되는가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 둘째, 프레이밍 효과가 유의미하게 존재
하기는 하지만 정치적 성향, 즉 지지후보에 따른 선호의 차이에 비해 작다. 셋째, 정책
쟁점과 응답자가 지지하는 후보가 누군가에 따라서 프레이밍 효과가 매우 다르게 차별
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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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경제민주화는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의 가장 중요한 정책 쟁점이었다. 2011년 8월
서울시의 무상급식 찬반투표 및 그 이후 10월의 서울시장 보궐 선거를 통해서 복지의 확대
가 유권자들의 광범위한 요구라는 것이 확인되고 이에 새누리당이 김종인 선거대책위원
장을 중심으로 경제민주화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양대 정당 간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들의 방향에 대한 상당한 수렴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경제민주화의 각 쟁점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주요 정치세력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예를 들어, 박근혜·문재인 양대 후보들 간에 0~5세 무상 보육의 전면 시행과 같은 동일한
공약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문재인 후보와 통합민주당 측이 복지확대의 대상과 속도에 있
어서 더 적극적인 공약들을 내세웠다. 경제민주화 공약의 실천에 소요될 예산 규모에 대한
한 계산에 의하면 박근혜 후보의 복지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향후 5년간 약 97조 원,
문재인 후보의 공약들은 약 192조 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한다(동아일보 12/12/10).
즉, 동일한 방향성에도 불구하고 그 속도와 폭에 대한 중요한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
그 이외에도 비정규직의 확산에 따른 고용 불안과 사회적 갈등을 해소한다는 방향성의
일치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후보는 공기업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점차적인 개선을 내건 반
면, 문재인 후보는 2017년까지 전 산업 비정규직의 절반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의 구
체적인 목표를 제시하는 등 더 급속한 정규직화를 약속한 바 있다. 대기업 지배구조 개혁
의 핵심적인 쟁점으로 부상한 순환출자에 대한 규제 문제에 있어서도 박근혜 후보는 기존
의 순환출자는 인정하고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반면 문재인 후보
는 기존 순환출자도 3년 내에 해소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박근혜 후보 후원회 2012; 민
주통합당 201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2).
과연 이러한 차이들은 유권자의 정책선호의 차이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가? 혹은, 유
권자들의 정책에 대한 선호는 양 후보의 입장에 의해 얼마나 영향을 받았는가? 경제민주
화의 제 쟁점에 대한 유권자들의 선호는 얼마나 안정적이며 어떠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인가? 유권자들의 정책선호는 내적 일관성을 지니고 있는가? 본 논문은 경제민주
화와 관련된 정책 쟁점들 중에서 1) 복지 예산의 규모, 2)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3) 대기업의 순환출자 규제라는 세 가지 쟁점에 대한 설문실험(survey experiment)을 통해
서 이 문제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선호가 얼마나 안정적인지, 문제의 프레임에 의해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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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가 어떤 영향을 받는지, 그리고 프레이밍 효과의 매개변수는 무엇인지를 연구한다. 본
연구는 이를 통해서 경제민주화 관련 핵심 쟁점들에 대한 유권자의 선호에 대하여 일반적
인 정책 설문으로는 불가능했던 풍부한 이해를 얻고자 한다.
본 연구의 기본 틀은 다음과 같다. 우선 유권자들이 정책적 입장을 정할 때 고려할 수 있
는 대립·대조되는 판단근거들을 무작위로 할당된 두 집단의 설문참여자들에게 선별적으
로 제시함으로써 프레이밍 효과를 측정하는 것이다. 복지예산의 규모에 대한 입장을 묻는
문항은 사회 양극화 프레임과 세계경제 위기 프레임을 사용하였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고 하는 공정성의 원칙을 공동으로 제시하고 한 그룹에 대해
서는 기업 활동의 자유라고 하는 반론을 추가적으로 제시하였다. 순환출자 문제에 대해서
는 이 문제에 대한 박근혜, 문재인 후보의 입장을 제시하는 설문과 제시하지 않는 설문을
사용하였다. 프레이밍 효과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권자
들의 경제민주화 쟁점들에 대한 정책 선호는 정책 쟁점이 어떤 프레임 하에서 제시되는가
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 둘째, 프레이밍 효과가 유의미하게 존재하기는 하지만 정
치적 성향, 즉 지지후보에 따른 선호의 차이에 비해 작다. 셋째, 정책 쟁점과 응답자가 지지
하는 후보가 누군가에 따라서 프레이밍 효과가 매우 다르게 차별적으로 나타난다.
유권자들의 선호가 프레임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많은 수의 유권자들이
경제 민주화의 각 쟁점들이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있
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프레임의 효과가 지지후보에 따른 효과에 비해 적다는
것은, 유권자들의 선호가 비교적 안정적이며, 이미 이 쟁점들에 대한 다양한 판단의 근거
들을 고려해서 형성되었음을 의미한다. 최소한 경제민주화 쟁점들에 대해서는 한국의 유
권자들의 선호는 컨버스(Converse 1964) 등이 보고한 미국 유권자들의 정책 선호의 부재
상황과는 상당히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미약한 정치적 관심과 낮은 수준의 정치 지식으로
요약되는 유권자들이 정책적 내용에 대한 유의미한 이해와 평가, 나아가 선호를 구성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것이다. 이러한 비관론은 1960년대의 미국 유권자들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지만(Zaller 1992 등), 적어도 2012년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한국 유권자들의
경제민주화 쟁점들에 대한 태도는 이와는 다른 것으로 보인다.
가장 주요하게는, 쟁점별, 집단별, 그리고 유권자의 속성(선호의 극단성, 지지후보 등)
에 따라 프레임의 효과가 다름을 보이는 것은 프레이밍 효과의 매개변수(Chong and
Druckman 2007)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하나의 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맥락에서는 1) 쟁점에 대한 극단적인 입장을 가진 유권자일수록 프레임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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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작으며, 2) 진보적 유권자, 혹은 문재인 후보 지지자일수록 반대논거의 유무에 의한 차
이가 적었고, 3) 후보자의 입장을 자신의 정책 입장의 근거로 사용하는 후보자 효과1)가 컸
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장에서는 프레이밍과 설문실험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수행하여 본 연구의 이론적
및 방법론적 자원이 될 문헌의 내용을 검토한다. 세 번째 장에서는 사용된 자료와 본 연구
의 실험디자인에 대한 자세한 서술을 제공한다. 네 번째 장에서는 결과를 보고하고 결과에
대한 해석을 제시한다. 마지막 장에서는 정책적 함의를 중심으로 본 연구의 결론을 제공하
면서 특히, 유권자들의 선호의 안정성 여부와 정책적 합의의 가능성을 타진해 본다.

II. 프레이밍 효과에 대한 설문실험
대표적인 민주주의 이론에 따르면 유권자들은 정책에 대한 선호를 가지고 있고, 후보자
들의 공약을 판단하여 자신의 선호에 가까운 후보에게 투표한다. 한편 득표극대화를 목표
로 하는 정치인과 정당은 유권자의 선호에 관심을 가지고 다수의 견해를 반영하는 정책을
제시하고 집행하기 위해서 노력한다(Downs 1957; Dahl 1971; Schumpeter 1942 등). 이렇
게 하여 민주주의 정치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처럼 민주 정치의 선순환이 이루
어지기 위해서는 유능한 자격을 갖춘 유권자들을 필요로 한다. 달(Dahl 1971, 1)이 주장한
것처럼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특징은 정부가 유권자의 선호에 지속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론이나 유권자 선호는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가? 선거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
서는 유권자의 선호를 묻는 가장 단순한 기제로 볼 수도 있지만 단일의 지배적인 쟁점으
로 선거가 치러지거나 특정 사안에 대한 국민투표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다면 선거
의 결과는 항상 수많은 정책적 이슈들의 조합과 정책 외적인 요인들에 의해 결정되기 마련
이다. 따라서 정치학에서 단일 이슈들에 대한 유권자의 정책 선호를 파악하는 가장 일반적
인 방법은 설문을 통한 측정이며, 이것은 집합적으로는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실제선호로 받
아들여진다. 정부기관들이나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다양한 형태로 샘플된 유권자 집
1) 정책에 대한 선호가 후보자에 대한 지지로 이어진다는 ‘전통적’인 결정 모형과 반대로, 지지하는
후보자의 정책적 입장에 따라 유권자의 정책 선호가 변화하는 설득(persuasion) 효과가 있을 수
있다(Jackson 1976; Markus and Converse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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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에 대한 설문을 통해 정책적 입장을 결정하는 데 참고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설문조사, 특히 일반적인 횡단면(cross-sectional) 설문조사가 지니는 모집단 대표성의
문제 등을 비롯한 여러 기술적(技術的) 한계들에 대해서는 널리 알려져 있지만, 가장 중요
한 부분은 응답자의 정책 선호가 얼마나 숙고된 것이지 또 충분한 판단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이고 불안정한 것인지를 알기 어렵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극단
적인 예로 컨버스(Converse 1964)는 시민들이 정치에 대한 신념의 체계라고 할 만한 것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설문조사에 대한 시민들의 응답은 마치 동전을 던지는 것과 같이 즉
흥적인 대답일 경우가 많다고 주장하였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여론을 반영한 민주주
의 정치라고 하는 이상(理想)의 근본이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실험을 통해 이슈 프레임의 효과를 측정한다. 특정 시점에서 유권
자의 정책에 대한 선호의 분포를 단층촬영하는 것과 같은 설문방식은 그것이 포착하고
자 하는 대상의 안정성과 의미가 상당한 도전을 받는다. 반면 선호의 안정성, 정보화수준
등 다양한 측면을 더 풍부하게 탐구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설문실험이다. 설문실험에
는 다양한 방식이 있으나 대개 설문 순서 효과(question order effect)나 어구 효과(phrasing
effect)를 실험으로 활용하여 관심 사안에 대한 여론형성에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는 연
구 방법으로 볼 수 있다. 설문 연구에서 설문들 간의 순서나 특정 설문의 어구를 변화시킴
에 따라 응답자의 답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하여 이론적으로 유의미한 요인
들의 영향을 연구한다. 즉, 과거에는 설문연구의 신뢰도(reliability)에 대한 문제점으로 치
부되던 현상들을 오히려 실험 처치(treatment)로 활용하여 이론적으로 유의미한 가설을 검
증하는 것이다. 특히 어떤 주장이나 정책의 제시방식에 따른 효과차이를 연구하는 프레임
연구의 특성상, 설문실험이 관련 연구에서 자주 활용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프레임(frame 혹은 framing)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의
가 있지만, 가장 포괄적으로 말하자면 프레임이란 특정한 문제에 대한 생각에 있어서 질
서와 의미를 부여하는 마음의 구조이며, 또 심리적 관점에서 그러한 효과를 유도하기 위해
대화나 소통에서 사용되는 해석적 구조(interpretive structure)의 체계라고 할 수 있을 것
이다. 이러한 프레임은 정치이념과 같이 체계를 가진 사고의 구조일 수도 있지만 어떤 문
제에 대한 판단의 단서(cue)가 되는 사례, 이미지, 은유와 같은 파편적인 정보일 수도 있다
(Kinder and Nelson 2005).2)
2) 파(Farr 1996)에 의하면 정치적 프레임은 단편적인 사건들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사건들 사이의

6 한국정치연구 제22집 제1호(2013)
이러한 기본적인 프레임의 개념은 다양한 하부개념으로 그 연구 영역이 확장되고 분화
되어 왔다. 대표적으로 트버스키와 카너만(Tversky and Kahneman 1981)의 연구에서와 같
이 의약품의 효능을 설명할 때 “생존확률 70%”와 “사망확률 30%”로 제시하는 경우, 또는
법이 특정한 행동을 “허용하지 않는다”와 “금지한다”로 제시하는 경우와 같이 본질적으로
정보의 등가성을 전제로 하는 다른 정보 전달 방법의 차이를 연구하는 것이 프레이밍 효
과 연구의 한 축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프레이밍 효과를 매우 엄밀하게 규정하는 방식
이라 할 것이다. 반면 다른 극단에서 세상의 작동 방식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는 구조화된
인식의 체계로서의 프레임(Goffman 1974)을 연구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프레임을 매우
광범위하게 정의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프레임은 이 두 극단의 중간 정도의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이곳에서
는 프레임을 사실의 여러 속성들에 대한 선택의 기준이나 강조점(Gitlin 1980, 6) 또는 전개
되는 사건들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는 중심적인 생각이나 이야기(Gamson and Modiglinani
1987, 453)로 규정한다. 이는 등가의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에 있어서의 미묘한 차이를 연
구하는 엄밀한 의미에서의 프레임이나(Iyengar 1991, 11) 고프만(Goffman 1974)의 연구에
서와 같이 넓은 의미의 프레임과는 차별화된다. 즉, 본 연구에서 논하는 프레이밍 효과는
드럭만(Druckman 2002)이 구분하는 “등가프레임 효과(equivalence frame effect)”와 “강
조프레임 효과(emphasis frame effect)” 중에서 후자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3)
많은 기존연구들이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바와 유사한 의미의 프레임 개념을 도입하여
그 효과를 측정한 바가 있다. 대표적인 예로 소수인종 우대(afﬁrmative action) 정책에 대한
선호를 조사함에 있어서 이 정책에 대한 반대의 근거를 ‘받을 자격이 없는 이득(undeserved
advantage)’의 프레임으로 제시하는 경우와 ‘역차별(reverse discrimination)’의 프레임으로
제시하는 경우 백인들의 반응이 유의미하게 다름을 보인 연구(Kinder and Sanders 1990)
가 있었다. 또 빈곤층을 보조하기 위한 정부지출을 ‘빈곤층의 기회 증대’의 프레임으로 제

연결고리를 제공하는 중심적 아이디어나 스토리 라인이다: “프레임은 논쟁의 정확한 지점이 어
디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슈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려준다. 프레임은 은유, 예시, 캐치프레이즈,
묘사, 시각적 이미지 등의 양태를 띨 수 있으며 어떤 때에는 초보적인 인과분석이나 잠언 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프레임의 양면성이라는 것은 이것이 사회문제들에 의미와 질서를 부여하는
마음의 구조인 동시에 정치적 담론 자체에 내재한 해석의 구조라는 점이다.”
3) 본 연구는 프레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특정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이곳에서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프레임의 의미를 명백히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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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는 경우와 ‘세금부담 증대’의 프레임으로 제시하는 경우 시민들의 찬반 정도가 다름을
보인 연구(Sniderman and Thenault 1999) 등은 본 연구와 유사한 의미의 프레이밍 효과를
연구한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세 가지 경제민주화 쟁점들에 있어서 그 근저에
깔려있는 평가의 대상, 정책의 내용은 변하지 않는다. 다만 그 정책에 대한 시민의 선호를
묻는 과정에서 제시되는 정보들이 실험적 조작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두
가지로 제시된 설문은 논리적으로 동일하다고 말할 수는 없고, 측정된 선호(분포)의 차이
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등가 프레임 효과’라기보다는 ‘강조 프레임 효과’라고 볼 수 있
는 것이다.
그렇다면 설문에서의 프레이밍 효과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설문은 특정한 사건 또
는 인물과 같은 대상에 대해 피설문자의 의견(opinion)을 묻는 대화의 한 형태이다. 잘러
(Zaller 1993b)의 이론에 따르면 개인이 특정 대상에 대해 가지는 태도는 그 대상에 대한 평
가의 가중평균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대부분 평가의 대상이 하나의 속성만을 지니는 것이
아니며, 평가자는 대상의 여러 속성에 대해서 다른 평가를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
어 복지지출은 삶의 질 향상, 평등, 사회 안정, 경제 성장 등과 같은 여러 연관 요소들과 결
부되어 있다. 따라서 평가자의 복지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은 각 요인에 대한 평가와
각 요인의 상대적 비중에 따라 결정되며 어떤 의미에서는 이들의 가중 평균의 성격을 가진
다고 할 수 있다.4)
이런 맥락에서 프레이밍 효과에 대한 하나의 설명은 프레임이 어떤 기준이 평가에 사용
될 것인가, 그리고 그 기준의 비중이 어떻게 책정될 것인가에 대해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개인들이 정책의 하부 구성요인들을 정확하게 계량하여 판단과
평가의 근거로 삼는다고 기존 이론들이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사용되는 기준의 중
요성 등이 무의식적, 직관적인 차원에서 작동한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평가 과정을 보여주
는 유의미한 모델일 수 있다. 즉 프레임은 각 기준에 따른 점수 매김에 영향을 줄 수도 있
겠지만, 많은 경우 하위 구성 요인들을 고려하는 기준의 채택과 그 상대적인 비중에 더 영
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어떤 개인이 복지 문제에서 경제성장에 대한 고려가 60%이고, 사회 안정에 대한 고려가 40%라
고 하자. 이 개인은 복지관련 특정 정책 제안(예를 들어 복지 예산을 10% 증액한다)을 경제성장
의 측면에서는 50점(0~100 척도) 그리고 사회 안정의 측면에서는 80점을 부여한다면, 이 정책에
대한 가중 평균을 통한 평가는 62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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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실험을 통해 프레이밍 효과가 발견되었을 때 그 의미를 해석하고 어느 정도의 일반
화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많은 학자들이 설득효과에 대한 엄밀한
검증을 위한 설문실험의 효용성에 대해 역설한 바 있으나(Sniderman 1996 등), 설문 조작
을 통한 설문 응답 상황에서의 단기적인 효과가 과연 실제 정책에 대한 의견 형성 과정을
얼마나 잘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그러나, 특정 정책이 사
회적으로 이슈화되어 설문실험에서 사용된 것과 같은 프레임에 일반 유권자가 반복적으
로 노출될 경우 정책 평가에 대한 기준 설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다양한 연구결과들이
존재한다. 가령 ‘아젠다 세팅’이나 ‘프라이밍(priming) 효과’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대통령
의 국정 지지율 변화가 뉴스 미디어에 자주 등장하는 이슈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분명
히 보여준다(Miller and Krosnick 2000). 즉 뉴스 미디어에 어떤 이슈가 자주 등장하느냐에
따라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평가하는 기준이 바뀌고, 어떤 기준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대통
령에 대한 지지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규범적인 차원에서도 프레이밍 효과의 함의에 대해 학자들마다 엇갈리는 해석을 내 놓
는 경우가 있다. 잘러(Zaller 1992)는 앞서 기술한 컨버스의 이론의 연장선상에서 프레이밍
효과의 의미를 해석한다. 잘러의 시각에서는 어떤 사안이든 일반 유권자의 평가는 다양한
측면에 대한 가중평균 정도의 의미로 본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프레이밍 효과가 존재한다
는 것은 많은 유권자들이 대부분의 정책 사안에 대해서 확고하고 체계적으로 정립된 의견
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단지 제시되는 방식이나 강조점이 바뀜에 따라 쉽게 의견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프레이밍 효과가 존재한다는 것은 실제 유권자가 앞서 기술한 다
운스나 달이 규정한 ‘민주시민’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방증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프레이밍 효과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해석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잘러가 주장한 바와 같이 설문실험에 근거한 발견들은 시민들의 견해가 맥락에 크
게 의존한다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러한 ‘맥락 의존성’은 긍정적인 측
면도 있다. 무엇보다도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 본 논문의 주제인 경제민주
화 쟁점들, 즉 복지예산의 적정한 규모,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대처, 대기업의 지배구조 등
의 문제는 단순하게 선과 악으로 나눌 수 없으며, 그 문제들에 대한 정책은 매우 다양한 요
인들의 복잡한 상호작용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통해서 형성되어야 마땅하다는 점이다. 전
문가들 사이에서도 견해의 차이가 상당한 쟁점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하나의 확고한 견해
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볼 수만은 없다. 선호의 완고함(rigid)이나 이념성
(ideological)은 이해관계의 불일치를 극복하고 상생의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그리고 불확

제18대 대통령 선거의 경제민주화 쟁점에 대한 실험설문

9

실성 하에서의 시행착오를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학습을 어렵게 한다. 이런 맥락
에서 드럭만(Drukman 2001c)이 주장한 바와 같이 프레이밍 효과의 존재는 유권자들이 정
책에 대한 의견을 형성함에 있어 합리적이고 유용한 방식으로 유용한 정보를 활용하여 적
절한 기준을 적용하고 유연하게 의견을 수정할 수 있다는 긍정적 해석도 가능하다.
프레이밍 효과에 대한 국내의 연구는 주로 커뮤니케이션이나 마케팅의 분야에서 비교
적 활발하게 연구되어 왔으며, 특히 언론이나 광고의 프레이밍 효과 등이 소비자들에게 미
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연구되었다(예를 들어 김혜미·이준웅 2010; 김재영 2009). 정치학
분야에서는 대학생들의 복지정책에 대한 태도에 경쟁적 프레임들이 미치는 영향을 연구
한 박영환(2012)의 작업이 매우 선구적이다. 그러나 이들은 첫째, 예외 없이 제한된 대상
들, 이를테면 실험대상의 충원이 용이한 대학생이나 타겟 소비자 그룹을 중심으로 진행되
었으며, 일반적인 유권자들에게 미치는 프레이밍 효과를 분석한 본 논문과는 대별된다. 둘
째, 기존 프레이밍 효과에 대한 연구들은 광범한 정치적·정책적 선호에 대한 분석이라기
보다는 제한된 개별 이슈에 착목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는 선거 국면에서 한국
유권자의 일반적인 정책 선호가 프레이밍 효과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검토하고
실제적인 정책적 합의를 타진하는 새로운 시도이다.

III. 자료와 연구 설계
본 연구에서 사용된 정책 문항들은 18대 대선을 전후로 실시된 3차에 걸친 <제18대 대선
패널 설문조사> 중 선거 이전에 실시된 1차(11월 1일~15일 실시)와 2차(12월 10일~18일 실
시) 설문조사에 포함되었다. 1차 설문에는 2251명이 참여했고, 이 중 2차 설문에서는 1921
명(탈락률 14.7%)이 재참여에 응했다. 패널설문조사의 특성상 약간의 탈락이 있었지만 이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정책 사안들에 대한 프레이밍 효과에 큰 편향(bias)을 생성할 정
도로 심각했다고 볼 이유는 없었다.5)
설문조사 대상자들은 엠브레인사(社)의 온라인 조사패널6)(약 100만 명 규모)에서 지역,
5) 실제로 본 연구에 쓰인 설문 중 1차 설문에 포함된 설문들에 대한 답변으로 2차 설문 비참여자
를 예측해 본 결과, 특별한 선택편향(selection bias)을 찾기 어려웠다. 따라서 정책 사안에 대한
입장과 설문조사에서의 탈락이 큰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만한 이유는 없다.
6) 엠브레인사의 온라인 패널에 대한 내용은 http://embrain.com/business/or_intro_01.asp(검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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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연령별로 층화하여 추출되었고 설문에 대한 응답은 모두 온라인으로 실시되었다. 온
라인 패널 조사의 특성상 본 연구에 활용된 표본을 확률 표본으로 간주할 수는 없고 실제
로도 완벽한 확률표본과는 연령 등 몇몇 인구학적 변인에서 차이를 드러냈다.7) 그러나 실
험이라는 본 연구의 설계 특성상 표본이 전 유권자의 확률적 대표성을 완벽하게 확보했는
지가 결정적인 중요성을 가지지는 않는다. 다시 말해, 본 연구의 주관심사는 모집단에 대
한 추론보다는 상이한 실험 처치를 무작위로 부여받은 집단 간의 차이를 관측하는 데 있
다.8) 이를 통해 프레임의 효과를 검증하고, 특히 지지후보, 정책이슈에 대한 선호의 강도
등이 프레이밍 효과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보는 데는 현 표본이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를 위해서 사용된 프레이밍 효과의 조작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앞서 언급된 세
가지 정책 사안들 - 1) 복지예산, 2) 비정규직 문제, 3) 순환출자 문제 - 에 대한 프레이밍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각 사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을 상이한 표현의 두 유형(Type
A와 Type B)으로 조작화하였다. 이곳에서 각 유형은 해당 정책 사안에 대한 특정한 프레
임의 실험 처리(treatment)인 것이다. 설문 참여자들을 두 개의 다른 그룹에 무작위로 배정
하였고, 각 그룹에게는 두 유형 중 하나의 설문지가 주어졌다.9) 참여자들은 경제 정책 영역
2013. 1. 2) 참조.
7) 일반적인 온라인 패널의 문제점은 인터넷에 대한 접근이 비교적 제한적인 고연령·저학력 유권
자들을 중심으로 모집단에 대한 대표성이 결여된다는 점이다.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50대
이상 유권자는 전체 유권자의 약 40%가 되지만, 본 조사에서는 2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조사에서 드러난 각 연령대별 후보자 지지율은 출구조사를 통
해서 알려진 연령대별 지지율과 대동소이하였다. 예를 들어, 출구조사에서 박 후보는 50대에서
62.5%, 60대 이상에서 72.3%를 얻어 각각 37.4%, 27.5%를 얻은 문 후보를 따돌린 반면, 20대에
서는 33.7%, 30대에서는 33.1%, 40대에서는 44.1%의 지지를 얻어 각 연령대에서 문 후보에 뒤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문화일보 12/12/19). 본 2차 패널에서 양 후보에 대한 투표 의사를 표명한 사
람들만 계산하면 박근혜 지지율은 20대 27.39%(376명), 30대 32.02%(481명), 40대 42.83%(502
명), 50대 60.85%(281명), 60대 63.64%(77명)로 나타났다.
8) 이는 물론 무작위로 할당된 두 집단이 실험적 처치 이전에 매우 균질한 집단인 것을 전제로 한
다. 본 연구에서 무작위 할당된 두 집단은 각 948명과 973명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성별, 연령,
소득, 정치적 성향이나 지지후보 등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9) 이상적으로는 매 문항마다 설문 참여자들을 무작위로 두 개 중 하나의 프레임에 노출시켜 설문
간에 존재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연관효과를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구현의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두 유형의 설문지만이 사용되었고 같은 실험그룹에 배정된 참여자들은 세 개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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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세 문항들을 포함한 총 9개의 정책 문항들은 11점 척도로 답하였으며 ‘잘 모르겠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세 개의 실험문항에서는 각 정책 사안에 관한 공동된 질문을 던지되, 선행하는 문장에서
관련 정보나 맥락을 제공할 때 차이를 두어 프레임을 조작화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세 정
책 사안에 일관된 두 개의 프레임 셋을 적용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본 연구의 관심사는
어떤 하나의 논리에 근거한 프레임이 특별히 영향이 있는가를 검증하는 것보다는 한국 유
권자들이 어느 정도 프레이밍 효과에 민감한지를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18대
대선에서 주요 현안으로 다뤄진 다양한 정책 문제를 포함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프레이밍 효과가 어느 정도 일반적인 현상인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
정책 사안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1) 정책의 기회비용이나 상충성(trade-off)을 생각함에 있
어서 고려해야 할 요인(복지 예산), 2) 특정한 주장에 대한 반대 주장의 제시(비정규직 문
제), 3) 주요 후보의 입장에 대한 정보 제공(순환출자 문제) 등을 달리함으로써 구현하였
다. 구체적으로 세 문항의 조작적 정의는 아래와 같았다.
우선 복지예산의 적정 규모에 대한 인식에 대한 설문은 ‘사회 양극화’와 ‘경제위기’로 각
각 프레임되었다. 전자는 복지 예산을 늘려야 하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인 사회 양극화 문
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여 복지 예산 확대를 위한 정당성을 부여하였다. 반면 후자는 복
지 예산 확대에 신중해야만 하는 이유로서 예상되는 경제위기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설
문참가자들은 무작위 배정을 통해서 두 프레임 중 하나의 프레임에 노출된 후 해당 문항
에 답했다. 양극단의 응답 카테고리는 “현행유지(0)”와 “예산확충(10)”으로 주어졌다. 구
체적으로 두 프레임은 다음과 같이 제시되었다.
• [Type A. 사회양극화 프레임] “경제성장의 성과가 각 계층에 골고루 분배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복지 지출을 늘려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
습니다. 복지예산 규모에 대한 귀하의 입장은 어디에 가장 가깝습니까?”
• [Type B. 경제위기 프레임] “수년간 세계경제 위기가 지속될 것이므로 정부는 복지 예
책 사안에서 같은 프레임에 노출되었다. 그러나 본 설문의 특성상 이러한 설계적 제한점이 문제
를 초래했다고 볼 만한 이유는 없었다. 우선 세 정책 사안에 대한 실험설문들은 정책 사안을 묻
는 전체 9개의 문항 중간 부분에 3, 4, 6번째로 삽입되어 있었고 동일 그룹에 일관된 진보적 혹은
보수적 프레임이 제공되지도 않았다. 따라서 참여자들이 세 문항만 따로 하나의 집합으로 연관
되는 방식으로 답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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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확대에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복지 예산 규모에 대한 귀하의 입장은 어
디에 가장 가깝습니까?”
1차 설문에 이와 관련된 문항으로는 복지와 경제성장의 적정한 균형점을 물은 것이 있
었고, 패널 서베이의 특성상 2차 실험 설문에 참여한 모든 피설문자들은 약 한 달 전(11월
1일에서 15일) 1차 설문에서 이 문항에 대해 답을 했다. 실험적 조작이 가해지지 않은 1차
설문에서의 질문은 어떤 의미에서는 응답자들의 해당 정책에 대한 기본 성향을 알 수 있는
기준점(baseline)의 역할을 한다고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1차 설문의 관련 문항은 “복지보
다는 경제성장에 더욱 힘을 기울여야한다”는 주장에 대해 응답자들이 4점 척도(전적으로
반대, 대체로 반대, 대체로 찬성, 전적으로 찬성)로 대답하게 했으며, ‘모름’ 또는 무응답이
허용되지 않았다.
두 번째 경제 정책 설문이었던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 그 프레이밍 효과는 “비정규
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기업 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반대논거를 제시하는 ‘반대논거 제공’ 프레임과 ‘반대논거 미제공’ 프레임으로 조작화하였
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반대논지는 기업의 잠재적 손실을 구체적으로 언급
하지 않고 상당히 우호적으로 표현되었다. 반면 비정규직 문제는 워낙 대선 이전부터 사회
이슈화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옹호 입장을 정당화하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공하는
것은 불필요해 보였다. 설문 참여자들은 “자율권 보장(0)”과 “전면적 정규직 전환(10)”을
양극으로 하는 11점 척도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두 프레임은 다음과 같이
제시되었다.
• [Type A. 반대 논거 제공 프레임]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 노동자와 동일한 노동을
수행함에도 임금을 적게 받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반면 비정규직
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기업 활동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귀하의 입장은 어디에 가깝습니까?”
• [Type B. 반대 논거 미제공 프레임]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 노동자와 동일한 노동
을 수행함에도 임금을 적게 받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귀하의 입장은 어디에 가깝습니까?”
이 이슈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1차 설문 문항 역시 실험적 조작이 포함되지 않은 공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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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으로서 “비정규직 노동자문제는 개별 기업에 자율적으로 맡겨야 한다”라는 진술에 대해
응답자들이 4점 척도로 답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 2차 실험설문 참여자들은 모두
답을 하였다.
마지막 경제정책 설문인 ‘순환출자’와 관련된 프레임은 박근혜, 문재인 후보가 이 문제
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를 밝히는 ‘후보입장 제공’ 프레임과 ‘후보입장 미제
공’ 프레임으로 구분하였다. 이 조작적 정의는 유권자들에게 어렵고 친숙하지 않을 수 있
는 정책현안에 대해서 특정 입장과 후보자를 연결하는 것이 정책 선호에 미치는 영향을 살
펴보는 것이었다. 즉, 익숙하지 않은 정책 현안에 대해서는 후보자의 입장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단서(cue) 내지는 정보의 지름길(information shortcut)로 활용될 것이라고 예상하
였다(Lupia 1994). 정책에 대한 선호가 후보자 선호로 이어진다는 통상적인 인과관계와는
달리, 실제로는 정책에 따라 그 역(易)의 인과관계도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위의 두 정책
사안과 마찬가지로 설문참여자들은 무작위로 배정되어 이 중 하나의 문항만을 보고 답하
였고 양극단은 “순환출자 전면 해소(0)”과 “기업자율에 맡김(10)”으로 주어졌다.
• [Type A. 후보 입장 미제공 프레임]: “재벌의 순환출자를 전면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 제기되는 한편 기존 순환출자를 인정하고 신규만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도 제
기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귀하의 입장은 어디에 가장 가깝습니까?”
• [Type B. 후보 입장 제공 프레임]: “이번 19대 대선의 양대 후보는 향후 재벌의 추가적
인 순환출자를 금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재벌의 순환출자를 전면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박근혜 후보는 기존순환
출자를 인정하고 신규만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귀하의 입장은
어디에 가장 가깝습니까?”
특히 이 문제는 야권 후보 단일화 토론에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의 주요 논점
중 하나였다.10) 따라서 앞의 두 문제의 경우 2차 설문시기 박-문 양 후보자 지지에 따라서
10) 11월 21일 전국에 중계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토론에서 문 후보는 “안 후보가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재벌 스스로 변화하기를 기다려 보겠다
고 했는데 […] 기존 순환출자를 해소하지 않고 경제민주화를 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안 후
보는 이에 대해 “경제민주화는 수단으로 열심히 일한 사람이 그 대가를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
라며 “(재벌 개혁의) 많은 문제에 대해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그 방안에 따라 대기업이 일자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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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이밍 효과를 분석할 것이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단일화 이전 일차 설문에서 측정된
박-문-안 지지 그룹별로 프레이밍 효과를 보는 것이 보다 더 유의미 할 것이다. 순환출자와
관련된 문항은 1차 설문에 포함되지 않았다.
본 연구의 디자인은 이상의 실험적으로 조작화된 정책선호 변수들이 대통령 선거에서의
지지후보라는 매개변수와 어떤 상호작용을 지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설문 응답자들
의 지지후보와 관련해서 사용된 변수들은 기본적으로 “내일이 대통령 선거일이라면 다음
사람들 중에서 누구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주요 후보들
의 이름과 “기타후보”, 그리고 “투표하지 않겠다”가 포함된 선지에서 응답자들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야권 후보 단일화가 되기 이전에 실시되었던 1
차 조사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2차 조사에서는 포함되지 않았다.

IV. 결과
1. 지지후보별 선호의 차이
본 연구에서 검토된 세 가지 경제민주화 쟁점들에 있어서 유권자들이 지지하는 후보에
따라 상당히 뚜렷한 입장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표 1>에서 보이는 것처럼
주어진 세 가지 경제정책에 대한 선호에 있어 양대 주요 후보 지지자들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드러났으며, 그 상대적 위치에 있어서도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박근혜
후보 지지자들은 보다 보수적인 입장을,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은 보다 진보적인 입장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곳에서의 핵심적인 관심사는 양 그룹 간의 차이이며, 전체적인 평
균은 큰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두 가지 프레임의 효과도 각 지지그룹 내
에서 무작위로 할당되었으므로 평균적으로는 양 그룹에 동일한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면,
결론적으로 한국 유권자들은 경제 정책들에 있어서 후보자 지지에 따른 상당한 분화를 보
여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늘리고 골목 상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면 된다 […] 그렇지 않으면 2단계로 순환출자를 해소하
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한국일보 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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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경제민주화 쟁점들에 대한 유권자 선호
경제민주화 쟁점들에 대한 입장*
박근혜 지지자

문재인 지지자

p-value

전체

5.69

7.06

p<0.01

6.44

비정규직

6.33

7.37

p<0.01

6.95

순환출자

5.44

3.25

p<0.01

4.14

박근혜 지지자

문재인 지지자

전체

2.3%

1.6%

2.0%

복지예산

‘모름’ 응답자 비율

복지예산
비정규직

1.4%

0.9%

1.4%

순환출자

10.3%

7.2%

9.1%

피설문자 총수

692

1,025

1,921

* ‘모름’ 응답을 제외한 평균

흥미로운 사실은 세 가지 경제 정책 중에서 가장 그 내용이 복잡하고 어렵다고 할 수 있
는 기업의 순환출자에 대한 설문에 있어서는 응답자의 9% 이상이 “모름”을 선택하여, 복
지예산이나 비정규직 문제에 있어서 모름을 선택한 응답자들보다 훨씬 높은 비중을 보였
다. 이는 양 후보 지지자들이 보여주는 입장의 차이에 반영이 되는데, 순환출자에 대한 양
후보 지지자들의 입장의 차이는 약 2.2점으로 비정규직 문제나 복지 예산 문제와 관련된
양 후보 지지자들의 입장의 차이보다 컸다. 다시 말해, 선호의 극화(polarization)가 더 “어
려운” 이슈인 순환출자 문제에서 발견되었다.
<그림 1>은 이러한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보여주는데, 특히 극화의 양상이 어디서 드러
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비정규직 전환 문제와 관련된 양 후보 지지자들의 입장은 비교적
일치하며, 특히 박근혜 후보 지지자들의 상당수(14.5%)가 “전면적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시 말해, 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는 양 후보 지지자들 사이의 상당한
입장 수렴이 보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는 다르게 복지예산이나 순환출자 문제와 관련한 양 후보 지지자들의 입장은 상당
한 차이가 있다. 문 후보 지지자들의 18.4%가 복지 예산을 전면적으로 확충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 반면 박 후보 지지자들의 7.5%만이 그러한 입장을 취했다. 순환출자와 관련
된 극화는 더 심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가장 진보적인 “전면 해소”
에서부터 가장 보수적인 “기업자율에 맡긴다”는 입장까지 양 후보 지지자들의 선호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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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지지후보에 따른 선호 분포

반적으로 다르다는 점이 눈에 띤다.
이러한 양 “진영” 사이 극화의 문제는 과연 얼마나 고정되어 있으며, 이것이 합의에 도달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일까? 이하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프레이밍 효과에 의해 얼마나
바뀔 수 있는지에 주목하여 각 정책 사안들을 살펴볼 것이다.

2. 복지예산 규모
<표 2>는 복지예산 규모에 대한 응답자의 입장이 프레임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보여
준다. 우선 기본적으로 양대 후보 지지자들 공히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양극화 프레임에
서는 보다 진보적인 방향으로, 경제위기 프레임에서는 보다 보수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받
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각 그룹에서 이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대 후보 지지자들의 복지예산과 관련된 선호가 정책이 고려되는 맥락에 따라서 상당
히 탄력적이라는 것은 다음의 두 가지로 설명이 가능하다. 첫째, 유권자들에게 복지예산과
관련된 고려가 상당히 추상적이어서 이들이 가지는 입장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둘
째, 앞서 언급한 잘러의 이론을 빌어 말하자면, 유권자들은 복지예산과 관련된 평가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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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지지후보와 프레임에 따른 복지예산의 적정 규모: 현행유지(0) ― 예산확충(10)

전체 응답자*
박근혜 지지자
문재인 지지자
모름 응답 수

양극화

경제위기

프레임

프레임

6.83

6.06

(930)

(953)

6.06

5.32

(342)

(334)

7.46

6.69

(498)

(511)

18

20

차이

p-value

0.77

p<0.01

0.74

p<0.01

0.77

p<0.01

* 총 응답자 수는 1921명이며 이 중 948명은 사회양극화 프레임의 설문에 답했고, 973명은 경제위
기 프레임에서 답했음. 모름 응답자의 비율은 18명, 20명으로 낮은 수준. 기타 후보 지지 또는 지
지후보 없음의 경우를 제외했기 때문에 양 후보 지지자의 합이 전체응답자보다 적음.

<그림 2> 복지예산 규모에 대한 지지후보별 프레이밍 효과

어서 성장과 평등이라는 관련 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나름의 ‘가중평균’을 내리는데, 주
어진 프레임에 의해 그 상대적 비중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는 복지 예산 규모와 관
련된 사회적 합의의 가능성이 상당히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2>는 프레이밍 효과가 어디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주
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우측 그래프의 오른쪽 끝에 보이는 예산의 전면적 확충을 선
호한 문재인 후보 지지자 그룹이다. 양극화 프레임에서는 예산을 전면적으로 확충해야한
다는 극단적 입장을 취한 이들이 거의 24%였던 반면 경제위기 프레임에서는 13% 정도로
확연하게 줄어들었다는 점이 발견된다. 반면, 박근혜 후보 지지자들의 경우에는 이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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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복선호강도와 프레임에 따른 복지예산의 적정 규모: 현행유지(0) ― 예산확충(10)
복지보다는 경제성장에 더욱 힘

양극화

경제위기

을 기울여야한다 (1차 설문)

프레임

프레임

8.84

8.35

(66)

(86)

7.61

6.8

(375)

(390)

전적으로 반대
대체로 반대
대체로 찬성
전적으로 찬성

6.17

5.51

(380)

(365)

5.25

3.41

(109)

(111)

차이

p-value

0.49

0.15

0.81

p<0.01

0.66

p<0.01

1.84

p<0.01

선호의 구조가 보다 안정적이기는 하나, 역시 가장 눈에 띄는 프레이밍 효과는 좌측 그림
의 가장 좌측에 보이는 보수적인 입장을 취한 “현행 유지”를 선택한 이들이다. 박 후보 지
지자들은 경제위기 프레임에서는 약 12% 정도가 복지예산을 현행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는 입장을 보였으나 양극화 프레임에서는 이 비율이 7% 이하로 줄어들었다. 요약하자면,
지지하는 후보자에 따라 프레이밍 효과는 극단적인 정책을 선호하는 유권자들의 수를 매
우 드라마틱하게 늘리거나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러한 프레임의 효과가 모든 유권자들에게 공히 나타나는 것은 아니
라는 점이다. <표 3>은 1차 설문의 복지예산에 대한 선호를 기준으로 하여 프레이밍 효과
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인 것으로 선호의 기본적인 강도와 프레이밍 효과의 상호작용
을 보여준다. 이곳에서는 복지예산에 대한 강력한 선호를 가지고 있는 진보적 입장의 유권
자들(즉, 복지보다 경제 성장이 중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는 유권자들)의 경
우에는 세계경제 위기라는 프레임이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점이 드러난다. 아마도,
이들은 이러한 논리를 이미 고려하고 있거나, 또는 이미 경제위기라는 반론을 접해보았음
에도 불구하고, 복지예산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주목할 점은 1차와 2차 설문 사이에 약 한 달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그룹의 유권자들을 매우 일관되고 강력한, 따라서 프레임의 효과를 거의 받지 않는 선
호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복지 지출보다는 경제 성장에 찬성하는 유
권자들은 프레이밍 효과가 가장 큰 집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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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지지후보와 프레임에 따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업자율(0) ― 전면정규직화(10)

전체 응답자
박근혜 지지자
문재인 지지자
모름 응답 수

반대 논거

반대 논거

미제시

제시

7.01

6.89

(962)

(933)

6.50

6.17

(337)

(345)

7.34

7.40

(511)

(498)

20

18

차이

p-value

0.12

p=0.30

0.33

p=0.10

0.06

p=0.65

3.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의 전환
앞에서 보인 것처럼 이 문제는 양 후보 지지자들 사이에 상당히 합의도가 높은 문제였
고 또한 프레임의 영향을 덜 받는 문제였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기업 활동의 자유”라는
논거가 제시되었을 경우, 응답자들의 선호 방향이 프레이밍 효과에 의해서 보다 더 보수적
인 입장(0에 가까운 입장)으로 이동해갈 것을 예측해 볼 수 있다. <표 4>에서 보이는 것처
럼 그 평균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았고 어느 그룹에서도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심지어 문 후보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반대 논거가 제공되었을 때 오히려
더 전면적 정규직화의 방향으로 유권자의 선호가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물론 이것은 ‘기업 활동의 자유’라는 반대 논거가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의 전환에 반대
하는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논거가 되지 못함을 보이는 것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기
업의 생산성 저하”나 “기업 고용 의지 약화와 고용 축소” 등의 보다 세련된 논거를 제시하
는 프레임을 사용했더라면 다른 결과를 얻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후보 지지자들 간의 차이가 경제 민주화 다른 이슈들에 비해서 작다는 것은 비정규직
의 정규직으로의 전환의 문제가 이미 사회적 합의도가 비교적 높은 사안이라는 것을 말해
주며, 이러한 사회적 합의도가 높은 정책적 이슈일수록 유권자들은 반대 논거에 영향을 덜
받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일반적인 패턴은 지지후보가 아닌 해당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을 기준으로
나눈 <표 5>에서도 드러난다. 1차 설문에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기업의 자율적 해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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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선호강도와 프레임에 따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업자율(0) ― 전면정규직화(10)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는 개별
기업에 자율적으로 맡겨야 한다
(1차 설문)
전적으로 반대
대체로 반대
대체로 찬성
전적으로 찬성

반대 논거

반대 논거

미제시

제시

8.3

8.17

(283)

(254)

6.92

6.88

(431)

(439)

5.92

5.66

(197)

(202)

4.64

5.11

(50)

(38)

차이

p-value

0.13

p=0.40

0.04

p=0.76

0.26

p=0.31

0.47

p=0.53

적극적으로 찬성했던 응답자들로부터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응답자들까지 공히 “기업 활
동의 자유”라는 반대 논거의 제시여부가 이들의 입장에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오지는 못했
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유권자의 정책 선
호는 지지후보에 따라 일정한 차이는 있지만 여타 경제 정책들에 비해 상당히 근접해 있는
이슈이다. 둘째, “기업자유 침해”라는 반론이 제공되는 프레임이 본 정책에 대한 응답자들
의 입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지 후보나 기본적인 선호
강도에 따른 프레이밍 효과 또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아마 제공된
프레임이 구체성을 결여해서이거나 이미 상당한 사회적 합의에 다다른 경제이슈이기 때문
일 것이다.

4. 대기업 순환출자 문제
대기업의 순환출자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상당
히 중요한 논쟁 지점이었으며 주요 후보자 간의 입장 차이도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난 이슈
였다. 특히 앞에서 살핀 것처럼 순환출자 문제는 비교적 ‘복잡한’ 문제여서 정책적 입장이
없는 사람들도 비교적 많았던 것과 동시에 양 후보 지지자 간 차이도 상당히 컸다.
앞의 두 이슈에 대해서는 주요 양대 후보에 대한 지지자 별로 프레이밍 효과를 보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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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지지후보와 프레임에 따른 재벌의 순환출자: 전면해소(0) ― 기업자율(10)

전체 응답자
박근혜 지지자
문재인 지지자
안철수 지지자
모름 응답 수

후보입장

후보입장

미제시

제시

4.27

4.02

(857)

(889)

5.45

5.70

(240)

(236)

3.49

2.65

(250)

(258)

3.84

3.86

(256)

(287)

91

84

차이

p-value

0.25

p=0.07

0.25

p=0.25

0.84

p<0.01

0.02

p=0.93

<그림 3> 재벌의 순환출자에 대한 프레이밍 효과와 지지 후보별 극화

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1차 설문에서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등의 세 후보에 대한 지지자
들로 나누어서 살펴보기로 한다. 그 이유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단일화 TV토론에서 여실
히 나타났듯이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사이에 이 부분에 대한 첨예한 입장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먼저 이곳에서 주목할 점은 재벌 순환출자에 대한 선호가 지지 후보자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박근혜 후보 지지자들이 상대적으로 보수
적인 입장을,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은 보다 진보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안철수 후보 지지자들은 중간 정도의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 나타난
프레이밍 효과를 보면, 박-문 양대 후보 지지자들의 경우, 후보자의 입장이 제시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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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 보다 후보자의 입장이 제시된 경우 순환출자에 대한 선호가 보다 극화되고 멀어지
는 경향을 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프레이밍 효과는 특히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에게 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양대 후보의 입장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보다 제시된 프레임에서 약 0.84 포인트(0에서 10
까지의 11점 척도) 정도 더 문재인 후보의 공약 내용인 순환출자 전면 해소에 가까운 것으
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그림 3>은 이를 보다 명백하게 보여주는데, 후보자 입장이 제시되지 않은 좌측의 그림
에서 보이는 것처럼 박-문 양 후보에 대한 지지자들 간에 여전히 선호의 차이는 있으나 어
느 정도 중복되는 영역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반해 우측 그림은 후보자의 입장이 제
시된 프레임에서 재벌 순환출자 문제에 있어서 양 후보 지지자들의 선호 구조가 뚜렷하게
양분되어 극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이것은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후보
자 입장이 제시되었을 때 “전면해소”라는 후보자 공약과 일치하는 항목이 현저하게 늘어
나는 것을 위시하여 전반적으로 선호 분포가 왼쪽 그림과 비교하여 훨씬 좌측으로 쏠린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다.11) 후보자들의 입장이 제시된 프레임이 지지자들 선호의 극화를
불러온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된 바이지만, 유권자의 정책 선호가 후보자의 입장이 제시되었는지의 여
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은 민주주의 정치의 ‘전통적인’ 모델, 즉 유권자들의 정책
선호가 우선하고 이에 준해서 어떤 후보를 지지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과정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아마도 순환출자라고 하는 비교적 어렵고 복잡한 문제에 대해 가진 정보가 제한
적이고 또 정책 선호가 분명하지 않은 유권자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후보자나 정당으로부
터 “설득”이 되는 과정이거나, 정책적 판단의 실마리(cue)를 얻기 위해 후보자나 정당을 정
보 지름길(information shortcut)로 이용하는 모델에 더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모름”이라고 응답한 유권자들이다. <표 1>에서 본 바와 같
이 앞서의 두 경제 정책에서 전체적으로 “모름”을 선택한 응답자의 비율은 2% 이하였던
반면(복지예산의 경우 1.98%, 비정규직 문제의 경우 1.35%), 재벌 순환출자 정책에 있어서
11) 이에 반해 박근혜 후보 지지자들의 경우에는 후보자 입장이 제시되었을 때 약간 우측으로 더 쏠
리는 경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 아마도 박근혜 후보의 입장이 보다
중간적인 “기존 순환출자 인정, 신규 금지”라는 입장으로 제시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가상적으
로, 만약 박근혜 후보의 입장이 “기업 자율”이라는 보다 더 극단적인 입장이었으면 이곳에서 보
다 더 드라마틱한 극화를 목격했을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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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재벌 순환출자에 대해 “모름”으로 응답한 비율
지지 후보자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지지후보 없음

후보 입장

8.40%

6.72%

7.91%

22.66%

미제시

(262)

(268)

(278)

(128)

후보 입장

9.58%

4.80%

8.89%

14.55%

제시

(261)

(271)

(315)

(110)

는 약 9% 정도가 모른다는 대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재벌 순환출자 정책은 다
른 경제정책에 비해서 “어려운” 정책적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표 7>은 이러한 불확실성에 처해 있는 유권자들이 후보들로부터 어떠한 정책적 실마
리를 얻는지를 보여준다. 우선,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은 후보자의 입장이 제시되지 않았을
때 재벌 순환출자에 대해 의견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6.7%였으나 후보자의 입장이 제시
된 경우 이 비율이 4.8%로 줄어들었다. 아마도 문항에서 재벌 순환출자를 전면적으로 해
소해야 할 것이라는 문재인 후보의 입장에서 실마리를 얻는 사람이 어느 정도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반면, 박근혜 후보 지지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응답
자들의 불확실성이 더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것은 박근혜 후보의 입장이 어느 극
단으로 치우치지 않은 절충적 입장으로 제시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안철수 후보 지지자
의 경우에도 양대 후보자의 입장 제시 프레임이 정책에 대한 불확실한 입장을 오히려 증가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지지하는 후보자가 아닌 양대 후보의 입장이 제시된 프
레임의 특성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12)
흥미롭게도 가장 프레이밍 효과가 큰 것으로 드러난 그룹은 1차 조사에서 지지하는 후
보가 없다고 대답한 응답자들이었다. 이들은 양대 후보 입장이 제시되지 않았을 때에는 약
23%가 순환출자에 대해서 선호가 없는 것으로 대답하였고, 이 비율은 후보 입장이 제시된
프레임에서는 약 15%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 지식의 수준이 높지 않고
정책적 입장이 뚜렷하지 않은 이 그룹에서도 양대 후보의 입장이 무엇인가 하는 정보는 이
들의 정책적 선호를 구성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12) 분할된 샘플에서의 제한된 케이스 수 때문에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은 것
으로 나타났지만, 이러한 차이가 나타난 배경에 대한 이상의 해석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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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
본 논문은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제시된 경제민주화 관련 주요 정책들에 대한 유권
자의 선호가 쟁점들이 제공되는 프레임에 얼마나,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발견된 내용들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민주화 쟁점들에 대한 유의미한 프레이밍 효과가 존재한다. 비정규직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두 문제, 즉 복지 예산의 규모 문제와 재벌의 순환출자 규제 문제에 대해서
전체 설문 응답자들 및 지지 후보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프레이밍 효과가 있었다. 둘
째, 프레이밍 효과는 중간 변수(mediator)에 의해서 매개된다. 즉, 전반적인 프레이밍 효과
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쟁점별로, 선호의 강도에 따라, 그리고 지지하는 후보에 따라 프레
이밍 효과는 다르게 나타났으며, 이 세 가지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도 확인할 수 있었다. 셋
째, 프레이밍 효과는 유권자들의 정책 선호의 유의미성을 의심하게 할 만큼 크지는 않았
다. 즉, 유권자들은 비교적 지지하는 후보와 이념성향에 따른 일관되고 안정적인 선호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프레임에 따른 정책 선호의 차이가 지지 후보에 따른 정책
선호의 차이를 상쇄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발견한 프레이밍 효과의 크기와 방
향은 한국의 유권자들에 대해서 최소한 경제 민주화 관련 정책 쟁점들의 맥락에서는 낙관
론에 가까운 진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해 준다. 이는 컨버스나 잘러 등이 내린 미국의 유권자
들에 대한 부정적인 진단과 대비된다. 프레이밍 효과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1차와 2차 설
문에 대한 응답의 매우 높은 상관성, 그리고 지지 후보에 따른 입장의 차이가 프레임의 효
과보다 훨씬 크다는 점 등은 한국의 유권자들이 경제 민주화 이슈에 대한 상당히 정보화
되고 숙고된 입장을 지니고 있음을 말해 준다.
이러한 큰 틀 내에서 존재하는 프레이밍 효과는 오히려 긍정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
이 올바를 것이다. 즉,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경제 민주화 관련 여러 쟁점들의 다차원성과
복잡성, 가치의 상충에 따른 트레이드오프(trade-off)의 불가피성을 알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이 프레이밍 효과의 기반이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정한 범위 내에서 존재하
는 프레이밍 효과는 선호의 즉흥성이라는 해석보다는 유권자들이 현재 특정한 입장을 가
지고 있지만 설득의 근거는 있으며, 여러 요인들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를 통해 합의의 정
도를 높이는 것이 가능함을 보여 준다. 프레이밍 효과가 전무한 것이 가장 이상적인 유권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해, 프레이밍 효과가 전혀 없다면 이는 유권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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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 이미 여러 관련된 가치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더 이상의 입장
변화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거나, 아니면 정파적인 관점에서 정책에 대한 입장이 고
정되어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전자는 사실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고, 후자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본 연구에서 발견된 프레이밍 효과의 정도는 한국의 유권자들이 유의미한 정책 선
호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한 선호가 이념적으로 고착화된 선호는 아님을 보여준다.
물론, 경제 민주화 쟁점들에 대한 사회적 합의 가능성에 대하여 본 연구의 결과가 낙관
적인 전망만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어려운 처지를 개선하기 위해
상당히 적극적인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높은 수준의 합의가 확인
된다. 그러나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 양대 후보 지지자들 간의 차이는 상당히 큰 것으로 나
타났다. 재벌에 대한 규제의 핵심 쟁점이었던 순환출자 문제에 대해서는 유권자들, 특히
야권 성향의 유권자들은 매우 정치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즉, 이 문제에 대한 후보의 입
장을 알게 됨으로써 극단적인 입장을 취하는 유권자들의 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이다. 경제
민주화라는 큰 방향에 대한 유권자들의 바람에 기반을 두면서도 동시에 현실적으로 존재
하는 유권자들 간의 차이가 소모적인 사회 갈등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하는 데 정당과 정
치지도자들의 역할이 클 것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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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raming the Issue of Economic Democracy
during the 18th Presidential Election:
A Survey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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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u S. Hahn | Seoul National University

We assess how issue framing affects voters’ preference on three economic issues that
emerged during the 18th Presidential Election in Korea: (1) the welfare budget, (2) the
contingent workers problem, and (3) regulation on cross-shareholding practices. We conduct
a survey experiment where we vary the wording of questions integrating two competing
issue frames for each policy debate. Respondents are randomly assigned to one of the two
issue frame conditions. We examine whether issue framing signiﬁcantly inﬂuences voters’
policy preference and identify the variables moderating framing effects. Our results clearly
show that, depending upon how the policy debate is framed, voters’ preference changes
signiﬁcantly. Second, the magnitude of its effects is not however comparable to that of the
candidate preference. Third, the size of framing effects varies signiﬁcantly depending upon
policy areas and respondents’ candidate preference.
Keywords: framing, the 18 th Presidential Election, policy preference, economic
democrac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