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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
본 연구는 새롭게 마련된 선거여론조사 제도 관련 쟁점들을 다각적으로 논의하고, 2014년
6.4 지방선거를 대상으로 한 선거여론조사 실태 분석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본적
인 목적이 있다. 오늘날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는 언론의 보도와 유권자의 투표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과학적 선거여론조사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 선거여론조사는 정치권, 여론조사기관, 언론사 간
의 유착관계를 통하여 왜곡되고 악용되는 모습을 적지 않게 보여 왔다. 이에 정치개혁특별위원
회는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선거여론조사 제도를 새롭게 마련
하였다.
새롭게 마련된 선거여론조사 제도에 대하여 다양한 논란들이 존재하였지만 전반적인 실태
분석 결과와 전문가의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제도는 한국에서 선거여론조사의 품질
을 제고하는 데 긍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향후 선거여론조사에 대한 축척
된 자료를 토대로 면밀한 분석을 수행하여 부적절한 선거여론조사를 보다 적실성 있게 모니터링
하고 심의할 수 있는 경험적 기준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선거여론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 구축과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투자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여론
조사기관은 조사 윤리를 더욱 철저히 지키는 문화를 정착시켜야 하고, 정치권 역시 여론조사
결과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의사 결정을 내리지 않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정치적 책임성을 제고시
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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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선거를 핵심기제로 국민 다수의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을 통하
여 실현된다. 즉 현실에서 민주주의는 선거에서 유권자 다수의 지지를 받은 정당과 후보
자가 권력을 잡고, 그 선거정통성에 기반하여 임기 동안 정책 결정과 실행을 주도적으로
담당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처럼 민주주의하에서는 아무리 훌륭한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유권자 다수의 지지를
획득하지 못하면 권력을 장악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선거에서 승리하여 권력을 획득하고자
하는 정당과 후보자들은 유권자 다수가 어떠한 정책적 관심과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그
리고 자신에 대한 유권자들의 지지도가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이에 부응하는 정책과 선거운동 전략 등을 마련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때 정당과 후보자는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유권자들의 인식을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하여 파악하게 된다. 예를 들어 정당과 후보자는 자신이 직접 유권자와 접촉하면서
받은 느낌과 인상, 그리고 각종 조직을 활용한 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정치적 판도를 인식
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하지만 정당과 후보자의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방법들보다
는 좀 더 과학적인 방법으로 유권자들의 정치적 의사와 입장을 파악하여 선거에 임하고
싶은 유인을 갖는다. 이러한 이유로 선거에서 전문적으로 여론조사를 담당하는 기관의
역할과 중요성은 크게 부각된다.1)
뿐만 아니라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는 언론이 이를 소재로 하여 보도를 함으로써 유권자
의 표심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
다(심미선 ․ 강혜란 2013; Gans 2003; Jacobs and Shapiro 2005; Keeter 2012). 즉 선거
여론조사가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할 경우 이를 소재로 보도를 하는 언론의 공정성도 담보
되기 힘들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언론은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독자의 흥미를 유도할 목적으로 후보자들의 지지율 순
위에 초점을 맞추어 경마식 보도를 진행하는 행태를 보인다(Norris 2011, 169-172;
Patterson 2005; 1993; 구교태 2013; 김경모 외 2010). 그러므로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

1) 한국조사협회는 2013년 국내 여론조사산업 매출은 7,342억 원 정도로 추정하였는데 이것은 2003년 3,201억
원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수치였다. 특히 매출 유형별로 볼 때 정치 ․ 선거 관련 여론조사 비율이 15.5%로 가장
높은 특징을 보였다(동아일보, 2014년 7월 1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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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신뢰성 문제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구현되는 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이에 본 연구는 2014년 2월 13일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중앙
및 시 ․ 도 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한 국회 정
치개혁특별위원회의 결정, 그리고 그 준비와 시행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다양한 쟁점들을
논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4년 6.4 지방선거를 대상으로 한 선거여론조사 실태 분석
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민주주의와 여론조사 간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통하여 새롭게 마련된 선거여론조사 제도를 어떠한 차원에서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다양한 논리들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한국에서 선거여론조사 제도가 어떠한 이유와 배경 속에서 새롭게 생겨나게 되었는지,
이 제도의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이 제도가 채택되고 시행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세
부적인 쟁점과 논의들이 있었는지, 6.4 지방선거에서 처음 시행된 이 제도의 실태와 평가
는 어떠하였는지, 향후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하여 어떠한 고민과 개선방안의 모색이
요구되는지 등의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

II. 이론적 논의: 민주주의와 여론조사

선거여론조사에 대한 문제를 다룸에 있어 우선적으로 민주주의와 여론조사 간에는 어
떠한 관계가 있으며, 그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선거여론조사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이에 대한
규제 등과 관련된 문제들 모두 민주주의와 여론조사 간의 관계에 대한 이상과 현실을
고려하여 나오게 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여론조사가 민주주의 문제와 관련하여 어떠한
의미와 한계를 갖는지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선거여론조사
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접근함에 있어 혼동과 논란이 초래될 수 있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유권자가 선거에서 자신의 선호와 요구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정당과 후보자를 선택하고, 이를 통하여 유권자 다수의 지지를 획득한
정당과 후보자가 권력을 위임받게 된다는 점에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선거과정이 얼마나
자유롭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의 문제는 민주주의의 질적 수준을 결정짓는 요인
으로 작용하게 된다. 즉 이상적인 민주주의는 정당과 후보자가 유권자들의 선호와 요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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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여 그에 부합하는 정책 개발과 선거운동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이에 대한 유
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이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때 구현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칙을 고려할 때 여론조사는 유권자의 인식을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기제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정당과 후보자의 입장에서는 선
거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유권자 다수의 선호와 요구를 파악하여 이에 부응하는 정책들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정당과 후보자는 직접적으
로 유권자들과 접촉하거나 자신의 조직을 활용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노력을 하게
된다. 하지만 정당과 후보자가 직접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유권자들의 수는 현실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정당과 후보자가 개인적으로, 그리고 조직을 동원하여
접하게 되고 의견을 수렴하게 되는 유권자들의 경우 불특정 다수의 유권자라기보다는 상
당 수준의 친화력과 이념적 동질성 등을 공유하는 유권자라는 특징을 보일 가능성도 높다
(Ware 1996, 82-83). 그러므로 이와 같은 방식들을 동원하여 정당과 후보자가 수렴한
여론은 유권자 다수의 의사와는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19세기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발전한 과학적 여론조사는 민주주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왜냐하면 이 시기부터 여론조사가 유권자가 무슨 생각과
행동을 하는지를 비교적 신속하고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토대로 정치권
이 유권자들의 요구와 선호에 어떻게 반응하여 선거에 승리할 수 있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되었기 때문이다. 즉 과학적 여론조사가 시행된 이후부터 민주
주의와 여론조사는 불가분의 관계를 형성하면서 정치적 대표성과 반응성 등의 문제에 중
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Converse 1987; Crespi 1987; Gallup and Rae 1940; Keeter
2012; Newport 2004; Verba 1996).
민주주의는 유권자 다수의 지지를 받은 정당과 후보자가 권력을 장악하는 것을 기본원
칙으로 운영된다. 그러므로 정치권이 여론조사를 통하여 유권자의 의사를 명확하게 파악
하여 이에 적극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국민 다수의 의사를 반영해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이상적 측면과 선거에서의 승리라는 정치의 현실적 요구에 모두 부합되는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오늘날 민주주의에서 여론조사의 위상과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하지만 여론조사와 민주주의 간의 관계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
다. 예를 들어 리프만(Lippmann 1922)은 일찍이 미국에서 여론의 힘이 커짐에 따라 정
치적 의사 결정이 의회와 행정부 사이가 아니라 여론과 행정부 사이의 상호 작용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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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여론의 힘이 입법부의 힘보다 커지게 되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여론조사의 영향력 증대가 민주주의의 절차적 측면들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Rosers 1949)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또한 한국에서도 정당이 여론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후보자를 공천할 정도로 중요한 정치적 의사 결정을 여론조사에 지나치게 의존하
는 여론조사 공화국2)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이준웅 2014).
이와 같은 여론조사의 지나친 영향력과 활용은 민주주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 인식적 기반에 근거하여 제기되고 있다. 첫째, 일반
대중의 정치적 능력에 대한 회의와 정치적 책임성 문제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다
(Lippmann 1922). 즉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정치적 현안들에 대한 여론조사는
이들이 직접 경험할 수 없거나 심지어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에 관하여 감성이
나 고정관념(stereo-type) 등에 의하여 결정을 내리도록 요구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이것은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의식 있는 시민들의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참여와 결정을
토대로 이루어져야지 단순히 일반 대중들의 여론에 기반하여 운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Caplan 2007)는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
둘째, 기술적인 문제로 인하여 여론조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
한 지나친 맹신과 활용은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다. 여론조사의 기본적인 목적은 표본들
(samples)을 통하여 모집단(population)의 특성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것에 있다. 그러므
로 어떠한 방식으로 표본을 추출하는가의 문제는 여론조사의 과학성과 신뢰성을 결정짓
는 핵심요인이 된다. 이때 여론조사가 과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믿음은 모집단에서
여론조사에 응답할 수 있을 확률이 모두 동일하다는, 다시 말해 모집단에서 무작위적으로
표본을 추출한다는 논리에 기반하고 있다(Keeter 2012; Newport 2004; Verba 1996).
하지만 여론조사에서 모집단으로 주로 활용되는 유선 기반 가구 전화번호부의 경우 정보
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무선 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만을 사용하는 가구의 비율이 지속적
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효용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3)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비용과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되지만 존재할 수 있는

2) 최근 새누리당 한 재선의원은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요새 정치 세태를 보면 여론정치가 아니라 여론조사에
의하여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하였다(동아일보, 2014년 7월 19일자).
3) 최근 미국에서 무선 전화만을 가지고 있는 가구의 비율이 7% 정도에 이르게 됨에 따라 유선 전화에 기반한
여론조사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Keeter 2012, 601). 한편 한국에서도 한국통신(KT) 전화번호부에 등재된
가구 비율이 40%대로 상당히 낮을 뿐만 아니라 전화번호부에 등재된 사람들과 등재되지 않은 사람들 간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정치경제학적 배경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우정엽 외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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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전화번호를 생성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거는 방식(RDD: Random Digit Dialing)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유선 전화를 사용하지 않는 가구의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무선 전화의 경우에는 응답자 거주지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어 국회의원
선거구와 같이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는 진행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여론조사
의 정확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셋째, 여론조사가 의도적으로 왜곡되거나 악용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인식이다. 여론
조사는 과학적으로 이루어져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사실 그보다 더 근본적
으로 중요한 것은 여론조사는 정직하게, 그리고 정치적인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게 이루
어져야 한다는 점에 있다(Herbst 1993; Keeter 2012; Verba 1996). 왜냐하면 여론조사의
결과와 이를 소재로 한 언론의 보도가 유권자의 지지 후보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상황 속에서 여론조사기관, 언론, 정치권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여론조사기관과 언론은 정당과 후보자에 여론조사의 결과를 왜곡하여 보도
하는 방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유혹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정당과 후보자
가 여론조사기관이나 언론에 압력을 행사하거나 로비를 하여 여론조사의 결과를 왜곡하
여 보도해줄 것을 요청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선거에서의 승리를 지상 목표로 하는
정당과 후보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자신의 지위 보호와 금전적 이익추구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여론조사기관과 언론의 입장에서도 그 유혹과 압력을 떨쳐내기 어려운 측
면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세 가지 지적들 중 첫 번째 일반 대중의 정치적 능력을 회의하는 입장에
대해서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Lowenstein 2001; Newport 2004; Page and Shapiro
1992). 일단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일반 대중이 주인인 정치체제이고, 오늘날 보편적인
교육 수준의 향상으로 인하여 대중의 정치적 인지력과 처리 능력이 크게 향상된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일반 대중은 주요 정치적 현안들에 대하여 비교적 안정적인 입장을 보
인다고 평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론은 개개인의 사고와 입장의 총합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합리성을 보여주는 측면도 존재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첫 번째 이유로 여론조사가 민주주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수 있으며, 여론조사의 결과를 정치적 의사파악과 결정에 참고하는 수준에서 활용한다면
큰 문제가 될 이유도 없다.
두 번째 지적인 여론조사가 기술적으로 완벽하지 못하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
만 현실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고 있는 여론조사의 방법론적 문제들의 해결을 위한 고민은
학계와 여론조사업계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여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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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술적인 문제들은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과학적 여론조사에 대한 축
척된 지식들(conventional wisdom)이 구축되어 있다. 즉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여론조
사의 결과가 매스미디어의 보도, 정부의 정책 결정, 학자들의 연구 등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이유는 여론조사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축척된 지식들에 기반하여 충분히
과학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믿음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지적도
과학적 여론조사의 절대적 기준을 제시하기는 힘들 수 있지만 여론조사의 기술적 문제들
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과학적 여론조사에
대한 지식들이 상당 수준 축척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자체가 심각한 문제가
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그리고 여론조사의 결과를 지나치게 맹신하고 활용하는 행태를
보이지 않고, 여론조사 관련 정보들을 공개하여 과정적 투명성을 보장한다면 이 문제는
비교적 어렵지 않게 개선될 수도 있다.
앞의 지적에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여론조사의 의도적 왜곡과 악용과 관련된 부분이
다. 실제로 정치권, 여론조사기관, 언론이 유착관계를 형성하여 여론을 왜곡시키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수 있다(Keeter 2012; Lippermann 1922; Rogers 1949).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부정한 거래들이 생기게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합리적 유권자의 경우
스스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취합하여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평가를 내리려는 동인이 취약
할 수 있다(Downs 1957; Mondak 1993). 왜냐하면 합리적 유권자는 선거에서 자신이
던지는 한 표의 가치가 지극히 작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물과 공약 등을
꼼꼼히 따지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불할 유인이 작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언론이 왜곡
된 여론조사 결과에 기반하여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긍정적 보도를 집중적으로 내보
낼 경우 유권자들은 그에 영향을 받아 투표 결정을 내릴 수 있다(Iyenger and Kinder
1987; Zaller 1992). 이러한 이유로 건강한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치권, 여론조사기관, 언론이 유착관계를 형성하여 여론조사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악
용하려는 시도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도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놓고 보면 여론조사가 민주주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분
명해 보인다. 그리고 여론조사는 민주주의에 긍정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측
면에서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때 여론조사가 민주주의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와 관련하여 일정 수준의 제어장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
다. 즉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되기 위하여 정치권, 여론조사기관, 언론
의 부적절한 관계나 시도에 대하여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가능하다(이준웅
2014). 하지만 민주주의하의 선거에서 공정의 가치 이상으로 자유의 가치가 중요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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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가치가 상호 충돌하는 성격을 보인다(김용철 2011; Elklit and Svensson 1997)는 점에
서 이 문제는 상당한 주의를 요구한다. 즉 선거에 있어 자유를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고, 공정성을 강조할 목적으로 규제가 지나칠 경우 유권자의 알
권리와 선거운동의 자유 등에 제약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선거에서 자유와 공정이
라는 두 가치가 어떻게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하면서 균형을 유지하는가의 문제는
민주주의의 선거품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
하고 이와 같은 문제들을 접근할 필요가 있다.

III.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설치 배경과 기능

2013년 12월 5일에 구성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014년 1월 28일 중앙 및 시 ․ 도
선거관리위원회에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
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여론조사공정심
의위원회를 설치하기로 의결하였다. 그리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014년 2월 6일에 이
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이 법률안은 2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공포되었다.
그렇다면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왜, 그리고 어떠한 논리하에서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의결한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당시 정치
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설치 문제와 관련하여 어떠한 논의들을
하였는가를 국회 회의록(http://likms.assembly.go.kr/record )을 통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당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회의록을 살펴보면 기초 단위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 비례대표제 확대 문제, 정치자금 규제 문제 등이 핵심적인 사안으로 제기되어 선거
여론조사와 관련한 문제는 논의의 우선순위에서 다소 밀려 있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왜곡
된 선거여론조사가 너무 만연되어 있어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4)

4)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가 설치되기 이전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안건들 중 거의 절반
에 가까운(45.3%) 안건이 선거여론조사 위반 문제와 관련되어 있었다는 점은 한국에서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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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여론조사와 관련한 최초의 문제 제기는 2013년 12월 27일에 개최된 정치개혁특별
위원회 지방자치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공청회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당시 진술인으로
나온 인하대 김용호 교수는 “지방선거에서 지역 언론과 여론조사기관들이 왜곡된 여론조
사 결과를 발표하고 지방선거에 개입함으로써 선거가 혼탁해지고 문제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윤석근 선거정책실장이 “여론조사 조작 지방언
론들의 불공정 폐해들을 어떻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단속할까를 고민하고 있다”고 언
급하면서 “이번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다루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진
술하였다. 이에 성완종 위원이 “언론사를 빙자하여 여론조사를 하는 문제점이 있고, 지역
마다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충돌과 선거관리위원회 고발도 많다”는 지적을 이어갔다. 그
리고 진술인으로 나온 동국대 박명호 교수가 “여론조사가 유권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서 선택의 기회를 넓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론조사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의 질을 관리할 수 있는 가이드 라인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였다.
이러한 문제 제기를 통하여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설치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2014년 1월 16일에 개최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지방선거 관련법 소위원회 회의를 통하
여 이루어졌다.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용희 사무차장은 “여론조사를 빙자해서 사실
상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불확실한 표본 추출 등을 통해서 여론조사라고
빙자하여 언론이 불공정 보도를 하는 경우도 다반사”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선거
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설치 문제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되어 반드
시 통과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희망사항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소위원회 백재현 위
원장은 “조작된 여론조사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사례가 너무 많다는 지적은 안전행정부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하였다”고 언급하면서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
원회와 관련한 안건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하지만 이 문제와 관련하
여 장윤석 위원은 “여론조사를 악용하는 사례는 확실하게 봉쇄를 할 필요가 있지만 특정
기준을 마련하여 여론조사기관과 언론을 사전에 규제하게 될 경우 여론조사기관과 언론
의 기본적인 활동에 대한 자유를 제한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하였다. 그러나 장윤석
위원을 제외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은 문제가 많은 선거여론조사가 많이 이루어지
고 있고, 특히 지방선거에서 이러한 여론조사의 결과가 지방언론을 통하여 유포됨으로써

과 신뢰성에 대한 우려감이 많았던 현실을 보여준다(이화행 2014, 22). 그리고 선거여론조사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도 한국의 선거여론조사 문제점을 지적한 연구들은 많이 존재하였다(강남준 2002; 우정엽 외 2011; 조
성겸 2008; 조성겸 외 2007; 최선열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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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일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에 전반적으로 동의하
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이유로 2014년 1월 21일에 개최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지방선거 관련법 소위
원회 회의에서는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설치에 대한 안건은 비쟁점 안건으로 다루
어지게 되었다. 다만 당시 장윤석 의원은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설치 문제와 관련
하여 특정 기준을 마련하여 여론조사기관과 언론을 사전에 규제를 하게 되면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정치하게 입법을 해야 한다”는
당부를 하였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용희 사무차장은 “언론이
기사를 쓰는 것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에 보겠다는 것이 아니고, 모든 여론조사가 아닌
선거일 180일 전에 들어가서 후보자의 지지도 등을 조사하여 공표 ․ 보도하는 여론조사만
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지금까지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설치와 관련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논의들을
살펴보면 정치인들이 지방 수준에서 엉터리 여론조사 결과와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에 대하여 상당히 높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후보자에 대한 지지율 조사와 이에 대한 언론의 보도는 공천 여부와 선거의 당락
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유형의 부정사례들이 발생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후보자 경선이나 공천이 이루어지는 시기 대량의 유선 전화를 개통
하여 착신 전환하거나 여론조사에 대한 응답률이 낮은 젊은 유권자들의 가중치 문제로
인한 거짓 응답을 유도하는 것 등이 대표적이다.5)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여론조사기관과
언론이 유착하여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생산하고 보도하는 행태이다.6) 특히 이러한
여론조사는 공신력을 갖추지 못한 여론조사업체에 의하여 비과학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질

5) 2012년 국회의원선거 후보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 경선에서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의 보좌관은 유선 전화
190대를 개통하여 무선 전화로 착신 전환하였다가 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경기 여주-양평-가평에서
야권 후보 단일화 경선에 패배한 민주통합당 조민행 후보 측은 “통합진보당 이병은 후보 측이 나이를 속여
여론조사에 응답할 것을 유도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며 관련 증거를 공개하기도 하였다. 당시 문자 메시지
에는 “통합진보당 이병은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 이후 여론조사 전화가 오면 20세~49세 연령대로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연령대는 모두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라고 적혀 있었다(중앙일보, 2012년 3월 27일자).
6) 2012년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는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특정 후보가 지역에 뿌리가 깊기 때문에
지역신문과 여론조사기관 등에 손을 써 결과를 손질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모처에서는 우리한테도 돈을 좀
쓰면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내보낼 수 있다는 제안도 하였다”고 밝혔다(중앙일보, 2012년 3월 27일자). 또한
2014년 지방선거에 경기도 광역의원에 출마한 한 후보도 “여론 조작과 선거 승리전략 등에 관한 여론조사업체
의 설명을 듣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솔깃하더군요. 안 하겠다는 말을 하는 게 어렵더군요”라고 진술하였다(동
아일보, 2014년 7월 1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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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여론조사와 관련
한 기준을 마련하여 그 질을 관리해야 된다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일부를 제외7)하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
의 투표 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
조사(공표 ․ 보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여론조사를 포함)를 실시하려면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 지역 ․ 일시 ․ 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하
는 사항을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
다. 그리고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시각까지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
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 ․ 단체가 해당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 보도하려
는 때에는 그 전에 해당 여론조사의 조사설계서, 피조사자 선정, 표본 추출, 질문지 작성,
결과 분석 등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을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
페이지(www.nesdc.go.kr)에 등록하여야 한다.8)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조사의뢰자, 조사 기관 ․ 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연령대별 ․ 성별 표본의 크기 포함), 조사 지역 ․ 일시 ․ 방법, 표본오차율, 응답
률, 질문 내용, 연령대별 ․ 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한다.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
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제정하여 선거일 이전 200일까지(최초
공표는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설치 후 20일 이내) 공표해야 한다. 뿐만 아니
라 선거여론조사의 공직선거법 또는 선거여론조사기준 위반 여부에 대한 심의, 여론조사
사전신고 보완 요구에 따른 이의 신청에 대한 심의, 선거여론조사 자체 모니터링에 따른
직권 심의, 선거여론조사 결과의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등록 처리의
7)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 기관이나 단체(제3자의 의뢰 없이 직접 하는 경우), 정당(창당준비
위원회와 정책연구소 포함),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 사업자, 전국 또는 시 ․ 도를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사업자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사업자,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뉴스통신 사업자, 앞에서 언급한 방송 사업자 ․
신문 사업자 ․ 정기간행물 사업자 ․ 뉴스통신 사업자가 관리 또는 운영하는 인터넷 언론사,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언론사의 경우 선거여론조사 사전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8)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이나 단체는 조사설계서, 피조사자 선정, 표본 추출, 질문지 작성, 결과 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수집된 설문지 및 결과 분석 자료 등 해당 여론조사와 관련
있는 자료 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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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개정된 공직선거법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르면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가
제정하여 공표한 선거여론조사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공표 또
는 보도한 때에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그리고 공표 또는 보도를 하지 않은 경우
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선거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신고
하지 아니하고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내용으로 선거여론조사를 한 경우, 관할 선거관리
위원회의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고 선거여론조사를 한 경우, 선거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
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사전 신고 내용과 다르게 선거여론조사를 하였으나 선거여론
조사 내용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한 경우 최저 250만 원에서 최고 1,000만 원까
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같이 국회에서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 및 시 ․ 도 선거여론조사공
정심의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 학계 ․ 법조계 ․ 여론
조사 관련 기관과 단체의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들 중에서 위촉된
9명 이내의 위원(3년 임기)을 2014년 3월 5일자로 위촉하였다.9) 그리고 중앙선거여론조
사공정심의위원회(위원 9명)는 2014년 3월 5일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숙명여대 김
영원 교수를 초대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위원들 중 이기재, 박승열, 조진만 위원이 선거여
론조사기준(안)을 마련하기 위한 소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선거여론조사기준(안)
을 마련하기 위한 소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국조사연구학회에 용역을 의뢰하
여 제출받은 선거여론조사기준(학회안)을 중심(이기재 외 2014)으로 3월 7일부터 3월 10
일까지 세 차례에 걸친 세부적인 논의와 축조 심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논의
와 심사를 거쳐 소위원회는 전체회의에 보고할 선거여론조사기준(소위원회안)을 마련하
였다.
선거여론조사기준(안)을 마련하기 위한 소위원회는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개정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그 기준을 불명확하고 과도하게
설정하는 것은 방지하자는 방향에서 한국조사연구학회가 제안한 안에 대한 축조 심사를
진행하였다. 소위원회에서 이와 같이 방향을 설정한 이유는 선거여론조사에 대한 절대적
인 기준을 마련하기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준웅 2014)에서 국내외 여론조사 관

9)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된다. 그리고 중앙선거여론조
사공정심의위원회의 경우 상임위원 1명을 두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위
원 중에서 지명하도록 되어 있다. 정당의 당원은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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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학회와 협회에서도 마련하지 않은 기준들을 새롭게 마련하는 것은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10)
이렇게 마련된 선거여론조사기준(소위원회안)은 2014년 3월 12일에 열린 제2차 중앙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하여 최종 논의되고 보완됨으로써 선거여론
조사기준(안)이 마련되었다. 특히 이 전체회의에서는 소위원회 위원들 간 의견 차이가
있어 합의를 보지 못한 선거여론조사 등록 자료의 대외 공개 문제, 최대 ․ 최소 표본수
제한 문제, 응답률 기준 마련 등의 문제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
을 거쳐 마련된 선거여론조사기준(안)은 3월 17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통하여 발표되었다.
그리고 3월 19일까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여론조사기관, 언론사, 시 ․ 도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등 각계의 의견들을 수렴하고 반영하여 선거여론조사기준
을 최종 확정하였다. 이렇게 확정된 선거여론조사기준은 3월 25일 [관보]에 게재되어 공
표되었다.11)

IV. 선거여론조사 제도의 쟁점과 성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가 각계의 의견들을 수렴하여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최종
적으로 마련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쟁점들이 부각되었다. 하지만 큰 틀에서 볼 때 가장
쟁점이 된 부분은 새롭게 마련된 이 제도가 여론조사기관과 언론사에 대한 사전 규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주장과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살리고 그 적용을
10) 민주국가들 중 프랑스만 1977년 선거여론조사에 대한 법적 규제를 마련한 후 여론조사위원회라는 독립기구를
설치하여 그 준수 여부를 감시하고 있다(성욱제 2004). 나머지 민주국가들에서는 여론조사의 신뢰성과 객관
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규제가 없고, 여론조사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윤리를 이행하
도록 하고 있다(선거실(법제과) 2011). 한편 미국에서는 대통령선거와 같이 중요한 선거에서 여론조사의 결
과와 실제 선거의 결과가 차이를 보일 경우 의회가 청문회를 열러 그 문제점을 논의하기도 한다(강남준 2002,
127-128).
11)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신설된 선거여론조사 제도에 대한 대 국민 인식 제고와 선거여론조사기준 조
기 정착을 위하여 정당, 후보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협회,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리플릿과 [선거여론조사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배부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설명회와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새롭게 마련된
선거여론조사 제도를 홍보하고 안내하는 활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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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분명하고 엄격한 여론조사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 간
의 갈등과 충돌에 있었다. 즉 선거여론조사의 질문 내용과 방식, 표본 수, 여론조사 결과
홈페이지 등록과 대외 공개 방식, 응답률, 가중치, 오차 보정방법 등의 세부적인 항목들에
대하여 명확하고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시킬 것인지의 문제가 핵심적으로 제기되
었다.
이에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크게 다음의 두 가지 원칙하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는 모습을 보였다. 첫째,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은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다. 이것은 개정된 공직선거법상에 문제가 있더라도 입법이 된 이상 이에 반하는 여론조
사기준을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서 마련하기는 어려웠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현실적으로 선거여론조사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과학
적 여론조사와 관련한 축척된 지식은 존재한다. 하지만 오늘날 여론조사의 방식은 지속적
으로 진화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특정 기준을 만족시켰는지의 여부를 놓고 여론조사의
품질을 단정짓기는 어렵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여론조사와 관련한 국내외 관련 학회와
협회에서도 여론조사에 대한 절대적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중앙선거여론
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절대적
기준들을 마련하기보다는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본연의 심의 기능을 최대한 살리
면서 의사 결정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마련한 선거여론조사기준에 대
하여 불만도 제기되었다.12) 하지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이와 같은 접근은 개
정된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나 사전 검열 등에 대한 우려와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즉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라는 명칭에서도 나타나듯이 이 제도는
선거여론조사에 대한 절대적 기준을 마련하여 강력하게 규제하는 차원이 아닌 합당한 수
준의 기준을 마련한 후 심의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그리고
언론에 공표 ․ 보도될 예정인 선거여론조사의 경우 관련 정보들과 결과를 중앙선거여론조
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론조사기
관과 언론의 책임성과 자정적 노력을 유도하고 있다. 즉 절대적인 선거여론조사기준을

12) 이와 같은 불만은 정치인들과 시 ․ 도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법조계 출신 위원들이 주로 제기하였다.
특히 법조계 출신 위원들은 선거여론조사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일관된 심의의 기준을 적용하기 힘들고,
이로 인하여 실효성 있는 제재 조치를 취하기도 어렵다는 점을 주로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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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하기 힘든 상황에서 선거여론조사의 질적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관련 정보들이 구체
적으로 제시되고, 사전 모니터링과 사후적으로 다양한 분석들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에
서 선거여론조사의 왜곡과 악용을 막을 수 있는 위축효과(chilling effects)는 충분히 존재
한다(Sunstein 2009).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처음 도입된 선거여론조사 제도에 대하여 일부 우려13)도 있
었지만 시행 이후 여론조사기관, 언론사, 학계의 평가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었다(한국조
사연구학회 2014). 특히 선거 때 급조된 여론조사업체가 특정 후보자를 지지할 목적으로
진행되는 왜곡된 선거여론조사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가 많았다. 뿐만 아니
라 선거여론조사의 품질 평가와 관련한 논의와 모니터링에서 반드시 필요한 각종 자료들
이 공개되고 산출되어 향후 선거여론조사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는 점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 점은 향후 축척된 선거여론조사 자료를 토대로
다양한 분석들을 진행할 경우 선거여론조사기준을 보완하고,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
회가 모니터링과 일관된 심의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부각되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6.4 지방선거에서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가 어떠한 활동과
성과를 보였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2014, 72-77).
일단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공표 또는 보도된 선거여론조사 결과의 객관성과 신
뢰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정당 또는 후보자로부터 이의 신청서를 접수받아 각하 또는
기각 ․ 인용의 결정내릴 수 있다. 그리고 선거여론조사 신고 내용에 대한 관할 선거관리위
원회의 보완 요구에 대하여 이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심의하여 각하 또는 기각 ․
인용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공표 또는 보도된 선거여론조사 결과가 공직선
거법과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자체 모니터링을 통하여 직권으로 심의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6.4 지방선거에서 공표 또는 보도된 선거여론조사에 대한 이의 신청은
정당에서는 없었고, 후보자로부터는 22건이 접수되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도
선거여론조사 신고 보완 요구 이의 신청은 없었다. 다만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자
체 모니터링에 따라 직권으로 심의한 선거여론조사는 21건이 있었다.

13) 이 문제와 관련하여 선거여론조사기준에 따른 등록 제도가 중장기적으로 선거와 관련한 개인의 자유를 제한
할 수 있다는 점, 궁극적으로 선거여론조사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불필요한 논란과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점 등이 학계로부터 제기되었다(한국조사연구학회 2014, 136-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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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접수된 선거여론조사가 5,262건이었고, 이
중에서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하여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에
등록된 선거여론조사는 총 816건이었다. 그러므로 신고 접수 또는 등록된 전체 선거여론
조사 대비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선거여론조사는 수치상 매우 적은 특
징을 보였다. 그리고 이것은 6.4 지방선거에서 문제가 된 선거여론조사는 상대적으로 많
지 않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6.4 지방선거에서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된 총 43건의 선거여론조사들 중 홈페이지 등록이나 여론조사 및 공표 ․ 보도 준수
사항 위반과 달리 문제가 심각한 선거여론조사 결과 왜곡 ․ 조작과 표본의 대표성 미확보
와 관련한 심의대상 선거여론조사가 각 6건 총 12건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경고나 준수 촉구와 달리 가벼운 조치가 아닌 고발(2건), 수사 의뢰(2건), 과태료 부과(2
건)의 조치를 받은 선거여론조사는 6건이었다.
선거여론조사에 대한 제도가 6.4 지방선거에 처음 시행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
가 갖는 의미를 단정적으로 평가하는 어렵다. 즉 이것은 이번에 새롭게 선거여론조사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었다는 점, 공표 또는 보도되는 선거여론조사의 경우 중앙선거여론조
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관련 정보와 결과를 등록하도록 되어 있었다는 점, 그리고
등록된 선거여론조사를 사전에 모니터링하여 심의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다는 점 등
으로 인하여 과거 문제가 되었던 선거여론조사의 나쁜 관행들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는 점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여전히 왜곡되고 악용되는 선거여
론조사들이 자행되고 있지만 선거여론조사 제도가 처음 시행되어 다양한 노력들을 전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단속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러
므로 이 문제를 좀 더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향후 6.4 지방선거 선거여론조사의
실태를 다양한 차원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Ⅴ. 선거여론조사의 실태와 개선방안

선거여론조사에 대한 절대적 기준을 마련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 실제 선거여론조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에 대한 실태 분석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앞서 언급하였
듯이 이 문제는 향후 선거여론조사의 품질 제고를 위한 논의에 있어 중요한 경험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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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활용될 수 있고, 적실성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도 유용하기 때문이다.
한정된 지면에서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선거여론조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었
는가를 세세하게 살펴보기는 힘들다. 하지만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가 발간한
백서(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2014)를 참고로 하여 핵심적인 내용들을 중심으
로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거여론조사 실시 현황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접수된 선거여론조
사는 5,262건으로 집계되었다. 그리고 이 중에서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하여 중앙선
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에 등록된 선거여론조사는 816건이었다. 선거관리
위원회에 접수된 선거여론조사 중 3,611건(68.6%)이 후보자가 실시하여 신고 접수한 것
이었고, 그중에서도 3,282건(90.9%)은 구 ․ 시 ․ 군 단위에서 후보자가 실시한 선거여론조
사였다. 또한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에 등록된 선거여론조사의 경
우에도 구 ․ 시 ․ 군 기초단체장선거에 대한 선거여론조사가 390건(47.8%)으로 가장 많은
특징을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후보자 차원에서 자신의 지지도를 파악하고 지역구 유
권자들의 선호를 파악하기 위한 선거여론조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구 ․ 시 ․ 군
의 기초 단위에서 이와 같은 선거여론조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리
고 이것은 다른 한편으로 이번에 새롭게 선거여론조사 제도가 생겨난 배경에는 지역 수준
에서 여론조사기관과 언론사 간의 유착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선거여론조
사 문제와 관련하여 초점을 맞추어 집중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분야 역시 구 ․ 시 ․
군 단위 지방선거와 지역구 차원의 국회의원선거라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이 점은 중앙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한 선거여론조사의 의뢰기관별 분류에서 시 ․ 도 단위 지
역언론사가 262건(32.1%)으로 가장 높다는 점을 통해서도 파악된다.
둘째, 선거여론조사 방법과 관련해서는 자동응답시스템(ARS: Automatic Response
System)을 활용한 선거여론조사가 458건(56.1%)으로 가장 많은 특징을 보였다. 한편 순
수 전화 면접조사로 진행된 선거여론조사는 322건(39.5%)을 차지하였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구 ․ 시 ․ 군 기초단체장선거의 경우 선거여론조사가 자동응답시스템으로 진행된
것이 311건으로 자동응답시스템 방식으로 진행된 전체 선거여론조사의 67.9%를 차지하
였다는 점이다. 현재 자동응답시스템에 기반한 여론조사는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는 장점
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학계나 대부분의 조사기관 등으로부터 과학적인 여론조사 방법으
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14)이다(한국조사연구학회 2014, 17-18). 그러므로 향후
14) 이 문제와 관련하여 국내 주요 여론조사기관 41개사가 등록되어 있는 한국조사협회는 2014년 7월 14일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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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 시 ․ 군 또는 국회의원 지역구 차원에서 자동응답시스템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는 선거
여론조사에 대하여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가 어떠한 입장과 기준을 마련할 것
인가의 문제는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셋째, 선거여론조사 피조사자 선정 방법의 경우 무작위로 전화번호를 생성하는 방식
(RDD)이 압도적으로 많은 특징을 보이는 가운데 특히 유선 전화 기반의 무작위 시도
방식을 채택한 선거여론조사가 523건(64.1%)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통신
에 등재된 전화번호만으로 피조사자를 선정하여 선거여론조사를 진행한 선거여론조사는
34건(4.2%)에 불과하였다. 이것은 2009년 이후부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약으로 인하여 한국통신 전화번호부가 더 이상 체계적으로 업데이트
되지 못하여 이를 토대로 대표성 있는 피조사자 선정이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우정엽 외 2001). 또한 오늘날 유선 전화 보유 가구 수의 급격한 감소로 인하
여 유선 전화만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는 한계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선 전화와 무선 전화에 대한 여론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이 사용되고 있는 추세
이다(박민규 2014). 그러나 근본적으로 과학적 여론조사는 모든 표본이 모집단으로부터
동일한 확률로 표집된다는 무작위 표집(random sample)이 그 핵심이자 전제가 된다
(Keeter 2012, 605). 그러므로 여론조사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침해한다는 점에 대한 논란
이 많아 제대로 채택되고 있지는 않지만 중요한 선거여론조사에 한 해서만이라도 안심번
호15) 도입 등 표본의 대표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들은 꾸준히 모색할 필요가
있다.
넷째, 선거여론조사 표본 수와 관련하여 6.4 지방선거의 평균 표본 수는 정당 지지도
1,441개, 광역단체장선거 968개, 교육감선거 923개, 기초단체장선거 800개, 광역의원선
거 544개, 기초의원선거 306개로 집계되었다. 선거여론조사에서 표본 수는 조사의 규모
와 선거의 경합 상황 등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절대적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기 힘든 측면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선거여론조사의 표본 수에
대한 경험적 근거들은 향후 과소 또는 과대 표본에 기반한 선거여론조사 실시 여부를
주요 정책 수립에 이용되는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전체 회원사가 향후 자동응답시스템 여론
조사는 수행하지 않을 것을 결의하였다.
15) 안심번호란 전기통신 사업자가 실제 휴대전화 번호를 가상의 전화번호로 변환한 것을 의미한다. 안심번호
도입은 여론조사의 표본 대표성을 제고시킬 수 있고, 착신 전환이나 단기전화 개설 등을 통한 여론조사의
조작도 방지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안심번호 적정 사용 여부 관리, 전기통신 사업자의 영업
자유 침해와 과도한 부담 부여 등의 문제점들도 제기된다. 현재 여론조사기관에서는 안심번호 도입을 희망하
고 있지만 정부 관계 부처들의 입장은 다소 부정적이고 일치된 입장을 보이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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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고 심의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
는다.
다섯째, 선거여론조사 응답률의 경우 3% 미만이 76건(9.3%), 3%~7% 미만이 239건
(29.3%), 7%~10% 미만이 94건(11.5%), 10%~20% 미만이 315건(38.6%), 20%~30% 미
만이 66건(8.1%), 그리고 30% 이상이 26건(3.2%)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선거여론조사의
응답률은 지방선거의 종류에 따라, 그리고 조사방법에 따라 일정한 차이를 보이기도 하였
다. 다만 선거여론조사의 응답률 역시 표본 수와 마찬가지로 절대적 기준을 마련하여 선
거여론조사의 품질을 단정짓기는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향후 이와 같은 경험
적 근거들을 잘 활용하여 선거여론조사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선거
여론조사의 응답률 문제와 관련하여 고민이 필요한 부분은 여론조사기관이 응답률을 부
풀려 등록을 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 있다. 그러므
로 향후 이 문제를 어떻게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선거여론조사 가중치의 경우 성별에 따른 차이는 별로 없는 반면, 연령대에
따른 차이는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선거여론조사의 가중치가 4.01 이상
인 경우가 19세~20대에는 165건(20.2%), 그리고 30대는 57건(7.0%)으로 집계되었다. 하
지만 40대~60대 이상에서 선거여론조사 가중치가 4.01 이상인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
다. 반대로 선거여론조사의 가중치가 0.5 이하인 경우는 20대~30대에서 단 한 건도 없었
던 반면 60대 이상에서는 166건(20.3%), 그리고 50대에서는 43건(5.3%)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의 가중치는 현실적으로 젊은 세대의 응답률이 낮은 상황에서 이를 보정하기 위
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젊은 세대의 응답률을 획기적으로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될 수밖에 없다.16) 그리고 이를 악용
하여 중요한 선거여론조사에서 가중치가 높은 젊은 세대로 속여 응답하라는 정치인들의
요구도 근절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젊은 세대의 보
유와 응답 가능성이 떨어지는 가구 유선 전화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여론조사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선거여론조사와
같이 중요한 여론조사의 응답자로 선택되고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가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민주시민 교육과 운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17)
16) 여론조사에서 가중치를 적용하는 것은 편향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한국에서 그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장덕현 외 2014).
17) 버바(Verba 1996)는 여론조사의 결과가 정치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여론조사에 응답자로 참여하는
것은 일반 시민이 자신의 선호와 요구를 표출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의 정치참여 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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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선거여론조사 제도와 관련하여 선거여론조사기준 공표 시기, 공표 ․ 보도해야
하는 선거여론조사의 항목과 범위, 선거여론조사 등록 대상과 시기, 후보자 스스로 의뢰
한 선거여론조사의 공표 가능 여부, 선거여론조사 사전신고 예외 대상의 형평성, 선거여
론조사 관련 자료 제출 대상 확대 문제 등이 논란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 문제들에 대해서
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계의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중앙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도 이
와 보조를 맞추어 선거여론조사 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논란들을 반영하여 선거여
론조사기준을 보완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그리고 선거여론조사와 관련하여 무엇보다도
여론조사기관이 조사윤리를 더욱 철저하게 지키는 노력이 요구된다. 정당과 후보자의 입
장에서는 자신의 정치적 생사 문제와 관련된 중요한 선거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여론조사
기관에 압력을 행사하거나 로비를 하여 그 결과를 왜곡시키고자 하는 유인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 그러므로 여론조사기관은 이러한 정치권의 외압과 유혹으로부터 조사윤리를 지
킬 수 있는 자정 노력을 더욱 기울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포함하여 언론의 선거보도 공정성을 심의
할 수 있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기능
을 유기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위원회의 설치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18) 왜냐하면 각
위원회의 업무가 중복적 성격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상이한 조치를 취하여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화행 2014, 23). 뿐만 아니라 선거방송심의위원회와 선거기사심의위
원회는 임시기구라는 점에서 이들 위원회를 통합하여 상설화하는 것이 업무의 연속성,
전문성, 효율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그리
고 이 문제와 관련하여 모든 위원회가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헌법상 독립적
국가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통합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주장하였다. 한편 미국에서는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초등학교 때부터 여론조사의 중요성과 그 역할이 민주주
의에 얼마나 큰 기여를 하는지를 교육시키고 있다(박무익 2002, 116).
18) 실제로 2013년 7월 10일에 박기춘 국회의원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
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상설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공정언론심의위원회를 설치하자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었지만 기존 위원회들이 통합에
대한 반대 입장들을 표명함으로써 가결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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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는 언론의 보도와 유권자의 투표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
다. 그러므로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과학적 선거여론조사는 민주주의와 관련
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한국에서 선거여론조사는 정치권, 여론조사기관, 언
론사 간의 유착관계를 통하여 왜곡되고 악용되는 모습을 적지 않게 보여 왔다. 이에 정치
개혁특별위원회는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중앙 및 시 ․
도 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선거
여론조사 제도를 새롭게 마련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새롭게 마련된 선거여론조사 제도 관련 쟁점들을 다각적으로 논의하고,
2014년 6.4 지방선거를 대상으로 한 선거여론조사 실태 분석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다각
적으로 모색해보았다. 이번에 마련된 선거여론조사 제도에 대하여 당초 여론조사기관과
언론사에 대한 사전 규제로 작용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반면 한국에서 왜곡
된 선거여론조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는 인식하에 이 제도를 계기로 엄격한 여론조사기
준들을 제시하여 강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되었다. 이에 중앙선거여론조
사공정심의위원회에서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면서도 선거여론조사에 대
한 절대적 기준들을 마련하기보다는 본연의 심의 기능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향에서
의사 결정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 결과 선거여론조사 제도는 당초 우려와 달리 큰 논란들을 양산하지 않고 정착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그리고 선거여론조사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분석 결과와 전
문가의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제도가 선거여론조사의 품질을 제고하는 데
긍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향후 이번에 축척된 선거여론조사 관련 자료
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수행하여 부적절한 선거여론조사를 보다 적실성 있게 모니터링
하고 심의할 수 있는 경험적 기준들을 모색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다만 선거여론조사 제
도는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 등의 가치와 선거 공정성의 가치가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상당히 정치된 공직선거법 개정 요구와 선거여론조사기준 보완이 이
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선거여론조사와 관련하여 핵심적이지
않은 세세한 부분들까지 지나치게 규제하고 심의하기보다는 의도적인 왜곡이나 악용과
관련한 부분들을 강하게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유효할 수도 있다
(Sunstein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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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장기적으로 선거여론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 구축과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특히 이 문제와 관련하여 개인 정보 보호와 관련한 논란이
존재하지만 여론조사의 표본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 ․ 제도적 개선은 지속적으로 모
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기관, 관련 학회 등이
상호 협력하여 선거여론조사와 관련한 민주시민교육을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다. 무엇보
다도 선거여론조사와 관련하여 여론조사기관의 조사 윤리를 철저히 지키는 문화가 정착
될 때 선거여론조사를 왜곡하거나 악용하려는 정치권과 언론의 외압과 유혹도 근절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치권이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하는 데 있어 여론조사의 결과를
절대적인 기준이 아닌 민의를 파악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면, 정치권의 민주성과
책임성이 균형을 이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거여론조사로 제기되는 문제점들도 상당
수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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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Abstract ]

The New Deliberative Institution for
the Election Survey in Korea:
Issues and Suggestions
Cho, Jinman | Duksung Women’s University

Having the 2014 6.4 local elections ahead, the new deliberative institution for
election survey was launched in Korea. This study discusses the key issues regarding
this new institution as well as analyzes the operational realities of it. Even though
there were the controversies on the new institution for election survey, overall the
assessments made by the scholars and the experts on this fields were quite positive.
It means that there was a general consensus to correct the problems related to
election survey in Korea. To make the election surveys better, in other words, to
make democracy better in Korea, it is very necessary to analyze the collected election
survey data because it will be quite useful to monitor and deliberate the election
surveys conducted improperly. In addition, to invest in civic education for democracy
is so important to change the bad convention or culture relating election survey
in the long term. Lastly, the research company carrying out election survey will
make greater self-purification efforts not to perform the intentionally biased election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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