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보자 이미지는 다양한 차원의 속성들로 구성되는 후보자에 한 총체  인상이다. 본 

연구는 온‧오 라인 뉴스미디어, 정치 고, 텔 비  토론회, 후보자 웹사이트 등의 캠페인 

미디어, 그리고 인 간 정치 화가 후보자의 개인  품성과 직무수행  정책능력에 

한 이미지에 어떠한 향력을 행사하는지를 분석하고, 더 나아가 정치  의사결정 과정에

서 이미지가 담당하는 역할을 탐색했다. 분석은 2007년 12월 실시된 17  통령 선거에서 

50% 가까운 득표를 통해 당선된 이명박 후보를 심으로 수행되었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문 뉴스 열독은 개인 품성 이미지에 정  효과를 보 으나, 인터넷 

신문 이용은 직무수행과 정책능력 이미지에 부정  향력을 행사했다. 둘째, 캠페인 미디어 

 특히 텔 비  정치 고와 후보자 웹사이트는 다양한 차원에서 정 인 이미지 형성에 

매우 높은 효과를 나타냈지만 투표 행 에 해서는 직 인 효과를 보이지 않음으로써, 

주로 간  경로로 정치  선택에 향력을 행사했음을 알 수 있었다. 텔 비  후보 

토론회의 경우, 1, 2, 3차 토론회가 각각 상이한 방식으로 이미지 형성과 정치  행 에 

향을 미친 것으로 찰되었다. 셋째, 정치 화의 빈도와 규모는 각각 개인  품성과 

경제정책능력에 한 평가에 부정 인 효과를 보 으나, 화 규모는 이명박 투표에 정

인 효과를 나타났다. 넷째, 다양한 차원의 후보자 이미지는 투표 행 에 매우 높은 설명력을 

보 는데, 특히 이명박 후보의 도덕성, 정직성, 신뢰성, 서민성 등 개인  품성에 한 

이미지가 그에 한 투표 행 에 가장 요한 측 요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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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정치캠페인은 정당이나 이슈 심이 아닌 후보자 심이다. 따라서 

캠페인 담론, 즉 뉴스보도나 정치 고, 혹은 시민들의 정치  토론의 주된 

상은 정치 후보자이다. 미디어가 선거에서 수행하는 실정의기능(reality-defi-

nition function) 역시 후보자 이미지 역에서 뚜렷이 찰되고 있다. 후보자 

이미지란 후보자라는 태도 상에 해 유권자들이 지각하는 총체 인 인상

이며 이는 사회 으로 구성되고 끊임없이 재구축된다(권 남, 2006). 정치  

상인 후보에 한 인상은 정당소속감이나 정치  성향 등의 선유경향이 

투사된 결과일 수 있으며,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정보를 처리하면서 형성될 

수도 있다. 이미지 형성의 외  원천(sources)으로는 정당이나 후보에 의해 

수행되는 캠페인 커뮤니 이션이나 각종 뉴스미디어의 선거 보도를 꼽을 

수 있으며(Walgrave & De Swert, 2007), 정치 련 인 커뮤니 이션 역시 

포함될 수 있다(김 주, 1999).

피스크(Fiske, 1986)에 따르면 평범한 시민들은 많은 양의 정보를 효율 으

로 처리하기 해 이미 존재하는 지식구조, 즉 스키마(schema)를 차용하게 

되는데, 이들  표 인 것이 이념, 당 성, 사회계층, 인물 스키마 등이다. 

후보자에 한 정보 역시 다양한 정치  스키마들을 통해 처리되며, 그 결과 

유권자 마음속에 포 인 인상으로 구축된다. 따라서 후보자 이미지는 다속

성 구성체(multi-attributes construct)라 할 수 있으며, 개인으로서의 품성에서

부터 지도자로서의 자격과 자질, 그리고 정책능력, 이념, 당 성, 지지계층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속성들이 어우러진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Hacker, 

1995; Hellweg, 1995). 선행 연구들은 이미지를 구성하는 속성들을 크게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기도 했는데, 개인  특성(personal characteristics)과 직

무 련 특질(performance-based traits)로 구분하는 것이 그 표  이다(김

주, 1999; 이강형, 2004; Druckman, Jacobs, & Ostermeier, 2004). 김 주

(1999)에 따르면 자는 인간 계의 상으로서 후보자를 평가하는 것이며 

후자는 공  직무수행능력에 해 평가하는 것인데, 자는 주로 신뢰감(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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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thiness)이나 따뜻함(warmth) 등의 속성들을, 후자는 주로 능력(competence)

과 힘(strength) 등의 속성들을 포 한다(Druckman, Jacobs, & Ostermeier, 

2004). 더 구체 으로 후술하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주요 이슈에 한 후보자

의 정책능력을 후보자 이미지를 구성하는  하나의 주요한 속성으로 고려하

고자 한다. 요컨 , 후보자 이미지는 개별 시민의 마음속에 해당 후보가 어떤 

속성과 가장 강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그 연결의 정서  방향은 무엇인지를 

함축하는 ‘인지 이고 정서 인 인상’이라 정의할 수 있다. 후보자 이미지에 

한 이러한 이해에 기 어, 본 연구는 선거에서 각종 미디어 이용이 특정 

후보자에 한 이미지 형성에 미치는 향력을 분석하고 더 나아가 이미지가 

수행하는 정치  역할을 탐색하고자 한다.

한편 의 민주주의에서 가장 요한 정치 행 로 여겨지는 투표 행 에 

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들로 정당소속감, 이슈태도, 후보자 이미지 등을 

꼽을 수 있다. 통 으로 정치학에서는 합리성 혹은 이성에 바탕을 둔 정치행

 모델을 발 시켜 왔는데(Iyengar, 1993), 그  표 인 것이 이슈근 성 

모델(model of issue proximity)이다. 이 모델은 투표 행 에서 공  이슈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개별 시민은 다양한 이슈들에 해 자신과 후보자들의 

태도 간 거리를 비교하여 그 거리가 가장 근소한 후보를 선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많은 연구들이 시민들은 체로 정치에 무 심하며 다양한 

이슈들에 해 무지하거나 일 된 태도를 지니지 않았다고 지 해옴에 따라

(Campbell et al., 1960; Converse, 1964), 공  이슈의 역할에 한 회의도 

함께 증가해왔다(Glasgow, 1999). 정치  행 를 구조 인 심리  변인의 결

과물로 설명하는 미시간 학 를 심으로 정당소속감 역시 투표의 가장 요

한 측변인으로 고려되어왔다(Campbell et al., 1960). 그러나 정당의 이념  

정체성과 경계가 차츰 허물어지고 통 인 지지층이 붕괴됨에 따라 그 상

 요도가 하되어왔다. 

한편 심리학 기반의 연구들은 차츰 인간의 제한된 이성  능력(bounded 

rationality)에 을 맞추면서, 인지  구두쇠로서의 인간이 어떻게 효율 으

로 정보를 처리하고 정치  선택에 도달하는지를 설명하고자 시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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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Guire, 1993). 평범한 시민들은 복잡한 정치 정보를 총체 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과 동기를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존재하는 지식 구조에 

기 거나 몇 개의 두드러진 단서들만을 활용해서 편의 인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고 효율 으로 정치  단에 이른다는 것이 그 핵심 요지이다. 이러한 

정치심리학  모델들은 이미지의 정치  역할에도 주목해왔다(Lodge & Stroh, 

1993; Wyer & Ottati, 1993). 표 으로 인상 심 모델(impression-driven 

model) 등에 따르면, 개인은 투입된 정보를 즉석에서 처리하여 그 결과 형성되

는 반  태도 혹은 인상 등만을 기억하고 구체 인 정보의 내용은 망각하

는 형태로 효율  정보처리 략을 구사한다고 한다. 이처럼 이미지에 기

한 투표는 인지 인 노력을 상 으로 덜 요구하기 때문에(Rahn, Aldrich, 

Bordida, & Sullivan, 1990), 제한된 합리성만을 갖춘 인간의 불가피한 선택이

기도 하다. 따라서 유권자들 마음속에 후보자가 어떤 이미지 속성들을 심으

로 어떻게 인식되느냐가 선거 결과를 가름할 수 있는 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풍부하게 축 된 선행 연구에 따르면, 신문, 방송, 온라인 신문 등 뉴스미디

어와 텔 비  정치 고, 후보자 토론회, 후보 웹사이트 등의 선거캠페인 

미디어, 그리고 인  정치 화는 유권자의 후보자 이미지 구축에 각각 

유의미한 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Bimber & Daivis, 2003; Kaid, 2002; 

McCombs, 2004; McKinney & Carlin, 2002; McKuen & Brown, 1987). 본 

연구는 후보자 이미지가 투표라는 정치  행 에서 차지하는 요성이 차 

증가하고 있음에 주목하면서, 2007년 한국 통령 선거를 배경으로 유권자의 

후보자 이미지 구축에 기여하는 각종 미디어 이용  정치 화의 역할을 

탐색하고 더 나아가 다양한 이미지 속성들에 한 인식이 실제 투표 행 에 

어떤 효과를 가졌는지를 탐구하고자 한다. 각종 미디어 이용이 후보자 이미지 

형성과 정치  선택에 미친 효과는 지난 통령 선거에서 50% 가까운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며 당선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를 상으로 분석될 것이다. 

이명박 후보의 뚜렷한 독주 속에 다른 어느 후보도 실질 인 항마를 형성하

지 못했기 때문에, 이명박 후보에 을 맞춘 분석 략은 17  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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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의 정치  행 를 설명하는 데에 있어 매우 유용할 것으로 단되었다. 

2. 이론적 배경 및 문헌 검토

1) 미디어 이용과 후보자 이미지

후보자 이미지는 정태 인 것이 아니라 여러 정보원들로부터 유입되는 

후보자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을 통해 지속 으로 변화하는 역동 인 구성체

이다. 특히 후보자의 캠페인이나 그에 한 뉴스 보도는 유권자가 구축하는 

후보에 한 인상에 상당한 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먼  뉴스미디어가 후보자 이미지 형성에 미치는 향력에 해 논의해 

보자. 뉴스의 이미지 구축 효과는 의제설정이론에 의해 간명하게 설명될 수 

있다. 뉴스의 실정의기능에 주목하는 의제설정이론은, 1차 수 에서는 어

떤 상(objects)에 주목(attention)할 것인가에 한 뉴스의 효과를 설명하고 

2차 수 에서는 어떤 속성(attributes)을 심으로 그 상을 이해(comprehen-

sion)할 것인가에 한 효과를 설명한다(McCombs, 2004). 1, 2차 의제설정효

과 모두 뉴스에 가장 자주 보도된 요소가 공 의 인식 속에서도 두드러지게 

된다는 성의 이(salience transfer)에 바탕을 둔다. 후보 이미지 형성에 

한 뉴스의 효과는 특히 2차 의제설정이론에 의해 히 설명될 수 있다. 

후보자가 태도 상일 때 그를 묘사하고 기술하는 각종 특성들(characteristics)

과 특질들(traits)들이 이미지를 구성하는 속성들이라 할 수 있으며, 뉴스에서 

부각된 후보자의 속성들이 유권자의 머릿속에서도 해짐으로써 특정 이미

지가 형성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후보자 이미지는 다양

한 속성들의 총합, 즉 속성의제(agenda of attributes)로 조작  정의될 수 있다. 

선거 보도에서 다루어지는 후보자 속성은 크게 인지  속성(cognitive attrib-

utes)과 정서  속성(affective attributes)으로 나뉠 수 있다. 인지  속성은 후보

자의 이념  성향, 각종 이슈 련 성향이나 도덕성, 서민성, 지도력,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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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개인  혹은 정치  자질 등을 포 하며, 정서  속성은 후보자에 한 

정 , 부정 , 혹은 립  묘사를 지칭한다(McCombs & Ghanem, 2001). 

뉴스는 후보자의 특정 속성들만을 선택 으로 제시하기 때문에, 뉴스 이용에 

따라 유권자는 특정 속성을 심으로 후보자를 지각하게 되고 그 속성에 

한 정  혹은 부정  평가를 가지게 된다. 컨 , 스페인의 1996년 총선

에서 뉴스미디어는 유권자에게 이슈 견해, 청렴성, 성격 등 다양한 인지  

속성들에 걸쳐 후보자에 한 특정한 인상을 만들어냈을 뿐 아니라, 각 속성에 

한 정  혹은 부정  정서를 형성시켰다고 한다(McCombs, Lopez-Escobar, 

& Llamas, 2000). 이와 유사하게 메이 와 클라인제뉘스(Meijer & Kleinnijen-

huis, 2006)의 연구도, 뉴스가 어떤 이슈에 해 보도할 때 특정 인물이나 

특정 조직과 그것을 정 으로 연결시킬수록 수용자들은 그 이슈를 해당 

인물 혹은 조직의 소유로 인정하게 된다는 것을 밝혔다. 이는 뉴스 보도가 

특정 인물이나 조직의 이슈 평 에 유의미한 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특히 선거 보도의 경우 후보자의 이슈 련 평 , 혹은 정책 련 이미지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요컨 , 선거 시기 후보 련 보도는 유권자가 어떤 속성을 심으로 그 

후보를 지각하며 그 속성에 해 어떤 정서 인 평가를 내릴 것인지에 상당한 

효과를 가질 수 있다. 뉴스 채 에 따라 이미지 형성 효과가 상이해질 수 

있음도 지 되어왔는데, 컨  조재호(Cho, 2005)는 텔 비  뉴스가 다른 

뉴스원에 비해 후보자의 개인  특성에 을 맞추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유권자의 정치  단이나 행 에서 후보자의 개인  속성에 한 인식을 

화시킨다고 주장했다. 이는 텔 비  뉴스가 신문 뉴스 등에 비해서 개인  

차원의 후보자 이미지 형성에 더 높은 효과를 가질 수 있음을 추론  한다. 

이러한 논의에 기 하여 본 연구는 다양한 뉴스 채 의 효과를 독립 으로 

분석할 것이며, 이에는 신문, 텔 비 , 포털사이트, 순수 인터넷 신문 등이 

포함될 것이다.

뉴스미디어와 함께 정치 고, 텔 비  후보자 토론회, 후보자 웹사이트 

등과 같은 캠페인 미디어 역시 유권자의 후보자 이미지에 유의미한 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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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한다. 무엇보다 정치 고의 효과를 꼽을 수 있는데, 카이드(Kaid, 1999; 

2002)에 따르면 정치 고는 많은 경우 후보자 이미지에 정 이고 유의미한 

효과를 가진다고 한다. 웨스트(West, 2001)는 2000년 미국 통령 선거에서 

후보들의 개인  특성과 정책 방향에 한 유권자 인식에 텔 비  정치 고

가 미친 효과를 분석한 결과, 고어 고가 고어와 부시의 정책능력 평가에 

상반된 효과를 가졌음을 보여주었다. 웨스트는 정치 고와 같은 캠페인 미디

어는 투표 선호도에 직 인 효과를 미치기보다 후보자의 개인 , 정책  

속성에 한 인상을 형성시킴으로써 간 인 향력을 행사한다고 주장하기

도 했다. 란 등(Rhan, Aldrich, Borgida, & Sullivan, 1990)은 텔 비  고가 

도덕성과 지도력 등의 속성들을 가장 강조하고 그를 통해 특정한 방향으로 

후보자에 한 인상을 형성시킨다고 지 했다. 국내에서는 탁진 (2006)의 

연구를 꼽을 수 있다. 그에 따르면 정치 고 시청 후에 이미지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 간의 계에 상당한 수 의 변화가 발생했으며, 이러한 변화는 

후보자에 한 감정  평가와 투표 의향에도 향을 미쳤다. 특정 이미지 

속성들( , 2002년 선거에서 이회창 후보의 성실함, 세련도, 지도력 등)에서 

그 변화의 폭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기도 했다.

텔 비  토론회가 후보자 이미지 형성에 미치는 효과 역시 꾸 히 연구되

어 왔다. 특히 많은 연구들이 후보자의 구체 인 이슈 견해(issue position)에 

한 학습 효과와 개인  차원의 이미지 구축 효과를 비교하는 데에 주력해 

왔는데, 그 결과는 상당히 혼재되어 있다(McKinney & Carlin, 2002). 이 때문에 

후보자 이미지를 구성하는 다양한 속성들에 한 토론회의 효과를 체계 으

로 분석한 연구는 상 으로 소수이다. 그 한 로, 이강형(2004, 349쪽)은 

후보자 이미지를 “사람으로서의 후보에 해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정보들”

의 총체로 바라보고 이를 개인 차원과 직무 수행 차원으로 나 어 각각에 

한 토론회 시청 효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정치 고, 방송연설, 선거뉴스, 

인터넷 정보 등의 이용을 통제했을 때 2000년 통령 후보자 토론회는  

인지도가 상 으로 낮았던 노무  후보의 개인  속성(특히 친근함, 포용력, 

민주성, 참신성 등)에 한 유권자 인식에 유의미한 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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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텔 비  정치 고와 토론회와 함께, 후보자의 직  커뮤니 이션 채 로 

리 활용되고 있는 것이 인터넷 미디어이다. 이러한 상은 비용 고효율 

정치를 추구하는 환경에서 더욱 확산되어왔으며, 인터넷은 재 정치 고와 

후보자 토론회의 안  랫폼으로도 부각되고 있다(Jonhson, 1999). 그러나 

아직까지 인터넷 공간을 통한 캠페인 활동  가장 범 하게 찰되는 

형태는 후보자 웹사이트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유권자들과 소통하는 것이다

(Bimber & Davis, 2003). 빔버와 데이비스(Bimber & Davis, 2003)에 의하면 

후보자들은 웹사이트를 통해 자신의 비 , 이슈 견해, 정치  혹은 개인  

속성, 이력 등을 제시하며, 유권자들은 이로부터 후보자에 한 정보를 얻고 

포 인 인상을 수립한다고 한다. 그러나 후보자 웹사이트 방문이 후보자 

이미지에 미치는 효과를 경험 으로 분석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 

뉴스미디어와 후보자의 캠페인과 더불어 정치 련 인 커뮤니 이션, 

즉 정치 화 역시 후보자에 한 요한 정보원  하나이다(김 주, 1999; 

Cho, 2005; Scheufele, 2001). 인 간 화를 통해 유권자들은 새로운 정치 

정보를 얻거나 뉴스에 한 해석을 교환함으로써 상당한 수 의 정치 학습을 

수행하게 되며(Cho, 2005), 후보자에 한 평가를 내리게 된다(McKuen & 

Brown, 1987). 화 참여자들은 개의 경우 정치  동질성(political homoge-

neity)을 공유하기 때문에 정당소속감에 따른 후보자 평가가 강화될 가능성도 

크지만(Mendelsohn, 1996), 인 채 이 개인 차원의 후보자 이미지 형성에 

상 으로 큰 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주장도 존재한다(김 주, 1999). 

김 주는 이러한 가설을 경험 으로 검증하 으나, 개인  인품과 직무능력 

이미지 모두에 해 인  채 보다 뉴스미디어나 캠페인 미디어의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최근의 사례로, 설진아·김활빈(2008)의 연구도 주변인과의 

화가 후보자 이미지 형성에 유의미한 효과를 가졌음을 입증하 는데, 구체

으로 2007년 통령 선거에서 정치 화는 정동 , 이명박, 이회창 후보의 

개인  자질  정책에 한 이미지에 체로 부정 인 향력을 행사했다. 

그러나 반 으로 정치 화가 다양한 차원의 후보자 이미지에 미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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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체계 으로 연구한 사례는 충분치 않은데, 특히 선행 연구들은 주로 화 

빈도의 효과에만 을 맞추어왔다. 이러한 제한 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화의 양과 함께 화 네트워크의 규모를 추가 으로 고려하

고자 한다. 네트워크의 규모 역시 정치 화의 양  특성  하나이지만, 

네트워크의 정치  동질성 혹은 이질성 등의 질  특성을 간 으로나마 

반 할 수 있기 때문이다(Mutz, 2006).

지 까지의 논의를 종합하여 본 연구는 온·오 라인을 포 하는 다양한 

뉴스미디어, 정치 고, 텔 비  토론회, 후보자 웹사이트 등으로 표되는 

캠페인 미디어, 그리고 인  채 을 통한 정치 화가 유권자의 후보자 

이미지 구축에 각각 어떤 향력을 행사하는지 탐색하고자 한다. 후보자 이미

지가 투표라는 정치  행 에서 차지하는 요성이 차 증가하고 있음을 

주목할 때, 이에 한 연구 결과는 각종 미디어의 이용이 후보자 이미지 형성

을 통해 선거 결과에 미치는 간 인 효과를 밝히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후보자 이미지와 정치적 의사결정

선거에서 가장 요한 정치  의사결정(political decision making)은 어떤 

후보에게 투표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슈 견해, 정당소속감, 사회  

정체성(지역, 종교, 계층 등), 그리고 후보자 이미지 등은 투표 행 에 가장 

큰 향력을 행사하는 요인들로 꼽  왔다(Miller, Wattenberg, & Malanchuk, 

2003). 그러나 정당소속감이 해체되는 탈연합(dealignment) 상이 범 하

게 개되고 미디어 심의 캠페인 문화가 확산되면서 후보자의 다양한 속성

들에 한 평가, 즉 후보자 이미지가 무엇보다 요한 측 요인으로 부상되어 

왔다. 이에 따라 이미지 심의 투표 행 를 비이성 이고 비정치 이라고 

폄하해온 통 인 에서 탈피하여, 이미지를 조작이나 허상이 아닌 정치

 행 에 향을  수 있는 요한 정치  인풋(input)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후보자 이미지는 제한  합리성만을 갖춘 인간이 효율 인 의사결정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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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요한 정치 정보라는 것이다(Lodge & Stroh, 1993; 

Wyer & Ottati, 1993).

킨더(Kinder, 1998) 역시 후보자의 속성들에 한 유권자의 추론 혹은 인식

이 후보자에 한 태도나 투표 행 에 매우 큰 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강조했

는데, 다양한 속성들  그 정치  함의가 가장 큰 것들을 능력(competence), 

지도력(leadership), 청렴성(integrity), 공감성(empathy) 등으로 제시했다. 여기

서 능력이란 지 임, 문성, 근면성 등을 포 하는 속성이며, 지도력이란 

웅성, 신화성, 추진력, 강함 등을 의미한다. 한 청렴성이란 윤리성, 도덕성, 

정직성 등을 포 하며 공감성이란 열정, 서민성 등을 뜻한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능력과 지도력은 직무 수행에 련된 이미지 속성을 표하며, 

청렴성과 공감성은 개인  품성과 련된 속성을 표한다. 국내 선행 연구들

을 주로 ‘정직하다,’ ‘친근하다,’ ‘능력 있다,’ ‘민주 이다,’ ‘권 가 있다,’ 

‘카리스마가 있다,’ ‘지 이다,’ ‘믿음직스럽다,’ ‘지도력 있다,’ ‘포용력 있다,’ 

‘독선 이다,’ ‘추진력 있다,’ ‘청렴하다,’ ‘서민 이다,’ ‘기회주의 이다’ 등 

15개의 문항들을 이용해 이러한 두 가지 차원의 후보자 이미지를 측정해 

왔다(유선 ·나은경·이강형, 2007). 본 연구에서는 미선거연구(American 

National Election Studies)의 이미지 측정 지표들1)에 근거해서 의 문항들 

 일부분만을 선택 으로 변형하여 활용할 것이다. 

한편 일부 선행 연구들은 후보자에 한 인상 속에는 정책 이슈에 련한 

정보가 통합되어 있으며 이 역시 이미지의 요한 차원을 이룬다고 지 하고 

있다(McGraw, 2003; Miller, Wattenberg, & Malanchuk, 1986). 앞서 논의한 

바 로, 통 인 이슈근 성 모델은 불완 한 합리성만을 갖춘 시민들의 

정치  의사결정과 그 과정에서 공  이슈의 역할을 설명하기에 역부족이다. 

시민들은 개의 경우 가장 두드러진 몇몇 단서들에 집 한다거나 기존 정치 

1) 미선거연구는 ‘도덕 이다(moral)’, ‘ 문 이다(knowledgeable)’, ‘지 이다(intelli-

gent)’, ‘지도력이 있다(provides strong leadership)’, ‘정직하다(dishonest)’, ‘보통 사람들

을 이해한다(out of touch with ordinary people)’, ‘보통 사람들을 한다(really takes 

care of people like you)’ 등의 지표들을 통해 후보자 이미지를 측정해왔다.



118  한국언론정보학보 2008년 겨울, 통권 44호, 한국언론정보학회

지식이나 성향에 의존하여 편의 인 정보 처리를 하기 때문이다(Downs, 

1957; McGuire, 1993; Popkin, 1994). 본 연구는 유권자가 정치  의사 결정 

과정에서 쉽게 기  수 있는 정치 스키마  하나로 소  이슈소유권(issue 

ownership) 인식에 주목한다. 페트로식(Petrocik, 1996)은 이슈소유권을 특정 

이슈 역에 해 특정 정당이 릴 수 있는 가상의 소유권이라 정의했는데, 

이는 그 이슈들에 해 해당 정당이 우월한 정책이나 수행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시민들의 인식을 토 로 구축되는 것이다. 이슈소유권은 후보자와 

유권자 개인의 이슈 견해 차이를 토 로 형성되는 근 성 인식이 아니라, 

해당 이슈 역에서 후보자가 지닌 문제해결능력 혹은 정책능력에 한 평가

를 지칭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여, 본 연구는 주요 공  이슈에 

한 후보자의 정책 능력에 한 인상을 정치  함의가 높은 이미지 속성의 

하나로 추가 으로 고려할 것이다. 구체 으로 17  통령 선거 담론을 지배

했던 경제 이슈에 을 맞추어 후보자의 정책능력에 한 유권자의 인식을 

분석함으로써 후보자 이미지를 보다 풍부하게 이해할 것이다.

이와 같은 후보자 이미지 분석에 기 해서 본 연구는 궁극 으로 후보자 

이미지가 개인의 정치  의사결정을 설명하는 데에 어느 정도 요한 역할을 

하는지 탐색하고자 한다. 구체 으로 본 연구는 후보자에 한 정서  태도와 

실제 지지 행 를 선거에서 가장 요한 정치  의사결정물로 바라보고, 이를 

각각 후보자 호감도(candidate favorability)와 실제 투표 행 (vote choice)로 

측정할 것이다. 여기서 후보자 호감도란 후보자에 한 정  정서의 강도를 

지칭하는 개념이며, 이는 한 투표 행 의 매우 강력한 측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Erickson, 1989; Markus & Converse, 1979). 이 연구에서는 투표 의사

(voting intention)가 아닌 실제 투표 행 (voting choice)를 종속변인으로 삼음

으로써, 특정 후보의 다양한 속성들에 한 이미지가 그 후보에 한 지지 

행 에 실질 으로 어떤 향을 주었는지를 탐색할 수 있었다. 

정리하자면, 본 연구는 첫째, 유권자의 후보자 이미지에 향을  수 있는 

다양한 정보원들  온‧오 라인 뉴스미디어, 정치 고, 텔 비  후보자 

토론회, 후보자 웹사이트 등의 캠페인 미디어, 그리고 지인, 가족, 동료 등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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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화의 효과를 분석할 것이다. 둘째, 매스미디어와 인 정보원의 

이용  정당소속감, 기존 정치  성향 등의 구조  변인들에 의해 구축된 

후보자 이미지가 개인의 정치  선택에 미치는 효과를 탐색할 것이다. 이를 

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하 다. 

연구문제 1: 뉴스미디어, 캠페인 미디어의 이용  인 간 정치 화는 

후보자 이미지 형성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뉴스, 캠페인  인 정보원의 이용과 후보자 이미지는 후보자 

호감도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뉴스, 캠페인  인 정보원의 이용과 후보자 이미지는 투표 

행 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 

3. 연구방법

1) 온라인 조사 절차와 표본의 특성

지 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주된 목표는 개인  차원, 직무 

수행 차원  정책능력에 련된 이미지 속성들에 을 맞추어 미디어 

이용과 정치  행 와의 상호 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해 17  통령 

선거 이후 국 규모의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하 다. 실제 투표 행 를 

측정하기 해 선거 후 자료를 수집했으며, 선거 직후 쏟아져 나온 당선자에 

한 정  보도의 효과를 통제하기 해 선거일인 12월 19일에서 약 2주가 

지난 2008년 1월 4일부터 열흘에 걸쳐 조사를 실시했다.2) 투표 연령 이상의 

성인 인구 집단에 최 한 유사한 표본을 구성하기 하여 성별, 연령별, 주거 

지역별 할당 표집을 실시했으며, 이에 따라 총 1,010명이 조사에 참여하 다. 

2) 온라인 조사는 문조사기 에 의뢰하여 수행되었으며, 조사기 이 보유하고 있는 

패  참여자들을 상으로 표집이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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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지역별 할당3)은 집의 비율(통계청 기 )을 그 로 반 할 수 있었으

나, 온라인 이용 인구의 특성상 연령별 비율은 정확히 반 되기 어려웠다. 

구체 으로 20  24%, 30  26%, 40  24%, 50  16%, 그리고 60  이상이 

10%를 차지함으로써, 그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20～40 에서는 과다 표집이, 

50, 60 에서는 과소 표집이 불가피했음을 알 수 있다. 표본의 평균 연령은 

만 39.55세로 2005년 통계청 기  평균 연령 35.6세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

나 이는 투표 연령 이상만을 표집한 결과로 여겨진다. 평균 소득의 경우, 

그 앙값이 300～349만 원 사이로 나타나 2007년 3/4분기 평균 가구 소득 

328만 원(통계청 2인 가족 기 )과 동일한 범주로 나타났다. 한편 교육 수 의 

경우 졸 이상이 44.7%로 나타나 2005년 통계청 발표 기  39%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온라인 인구의 고학력 성향을 감안할 때 그리 큰 격차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2) 주요 변인들에 대한 정의와 측정 

(1) 미디어 이용과 정치 대화 

미디어 이용 변인에는 뉴스미디어, 캠페인 미디어, 정치 화 변인들이 

포함되었다. 먼  다양한 채 의 뉴스 이용 변인을 구축하기 해 정치‧경제‧

사회 문제 등 공  이슈에 련된 신문 뉴스, 텔 비  뉴스, 포털 뉴스, 

인터넷 신문 각각에 한 하루 평균 이용량을 9  척도로 측정하 다.4) 각 

3) 여성과 남성의 비율은 1 : 1이었으며, 주거지역별 할당 비율은 서울 20.7%, 인천 5.3%, 

경기도 22.0%, 부산 7.4%, 경남 6.5%, 구 5.2%, 경북 5.6%, 주 3.0%, 남 3.8%, 

북 3.8%,  3.1%, 충남 4.0%, 충북 3.1%, 울산 2.2%, 강원 3.1%, 제주 1.1% 

등으로 설정되었다.

4) 1 은  이용하지 않는다, 2 은 30분 이내, 3 은 30분에서 1시간 사이, 4 은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사이, 5 은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사이, 6 은 2시간에서 

2시간 30분 사이, 7 은 2시간 30분에서 3시간 사이, 8 은 3시간에서 3시간 30분 

사이, 9 은 3시간 30분 이상을 각각 의미하 다. 측정 결과 신문 뉴스는 평균 

2.65(S.D.=1.23), 텔 비  뉴스는 평균 3.28(S.D.=1.19), 포털 뉴스는 평균 2.92(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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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의 총 이용량의 효과와 구체  장르 이용의 효과는 상이하다는 선행 

연구의 논의를 참조하여(강내원, 2005; 이 웅‧김은미‧문태 , 2005; Norris, 

1996; Shah, Kwak, & Holbert, 2001), 신문, 텔 비 , 인터넷 총 이용량이 

아닌 뉴스 장르의 이용량을 더 엄 하게 측정하고자 한 것이다.

후보자 정보는 각종 캠페인 미디어를 통해 더욱 집약 으로 달된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이 이미지 구축에 유의미한 효과를 가진 것으로 지목

해온 정치 고와 텔 비  토론회에 한 노출 정도와 후보자 웹사이트 이용

정도를 측정하 다. 정치 고 노출량은 텔 비 , 신문, 인터넷으로 나 어 

4  척도로 측정하 다(1  “  한 이 없다”, 4  “거의 매일 했다”).5) 

특히 2005년 이후부터 허용된 인터넷 고캠페인이 2007년 통령 선거에서

도 온라인 유권자들을 상으로 매우 활발하게 개되었기 때문에, 그 효용성 

정도를 분석하는 것은 흥미로운 작업이 될 수 있다. 3차례 개최된 텔 비  

후보자 합동토론회 시청량 역시 4  척도로 측정하 는데, 각 회마다 주요 

논제가 상이했고 후보자들의 토론수행력이 차별 으로 나타난 만큼 각각에 

한 시청량을 독립 으로 산출하 다(1 은 “  시청하지 않았다”, 4 은 

“거의 부 시청하 다”).6) 참고로 합동토론회의 주제는 1차 북핵, 외교, 권력

구조 개편, 2차 교육, 문화정책, 양성평등, 부정부패, 3차 경제활성화, 고용증

진, 복지정책 등으로 설정되어 진행되었다. 이명박 후보 련 웹사이트를 

방문한 정도 역시 4  척도 에 측정되었다(1 은 “  방문한 이 없다”, 

1.39), 인터넷 신문은 평균 2.71(S.D.= 1.37) 을 각각 기록했다. 측정 척도를 감안할 

때, 종이 신문 뉴스와 온라인 신문의 하루 평균 이용 시간은 각각 30분 정도이고 

텔 비  뉴스와 포털 뉴스의 이용 시간은 각각 30분에서 1시간 사이인 것으로 추정

할 수 있었다.

5) 텔 비  고 노출은 평균 2.58(S.D.=.81), 신문 고 노출은 평균 2.15(S.D.=.88), 

인터넷 고 노출은 평균 2.34(S.D.=.96) 을 각각 기록했다.

6) 1차 토론회 시청량은 평균 2.13(S.D.=.94), 2차 토론회 시청량은 평균 2.21(S.D.=.97), 

3차 토론회 시청량은 평균 2.28(S.D.=1.02) 을 각각 기록함으로써 토론회의 주제와 

상 없이 그 시청 정도는 매우 균일했음을 알 수 있었다. 측정 척도를 감안할 때, 

평균 인 응답자들은 토론회의 일부만을 시청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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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은 “거의 매일 방문했다”). 이 측정치는 한나라당의 공식 웹사이트뿐 아니

라 이명박 후보의 개인 블로그나 미니홈피, 명사랑 등의 지지자 사이트 방문을 

포함하는 것으로 추정된다(M=1.31; S.D.=.58). 그러나 평균치에서 볼 수 있

듯이 후보자 련 웹사이트 방문 정도는 반 으로 매우 미약했다. 

한편 인  채 의 이용, 즉 가족, 동료, 지인 등 주  사람들과의 정치  

화는 선거기간  일반 정치, 통령 선거, 통령 후보, 이슈  정책 

등에 해 이야기 나  일주일 평균 빈도로 측정되었다(1 은 “  나  

이 없다”, 5 은 “거의 매일 나 었다”). 이 변인의 평균은 2.77 (S.D.= 

1.04)으로, 유권자들이 일주일에 2, 3일 정도의 빈도로 정치  화를 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인 커뮤니 이션의  다른 변인으로 정치 화 

네트워크의 규모를 고려하기 해, 선거기간 동안 한번이라도 정치에 련된 

화를 나 었던 사람들의 총 수를 개방형 질문을 통해 측정하 다(M= 

10.57; S.D.=19.68). 곽노진 등(Kwak, Williams, Wang, & Lee, 2005)이 지 한 

로 화 네트워크의 성격은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표 으로 화 빈도, 

네트워크 규모, 그리고 동질성 혹은 이질성 정도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연구에

서는 화 빈도와 규모에 을 맞추었다.

(2) 후보자 이미지, 후보자 호감도 및 투표 행위

후보자 이미지 변인을 구축하기 해 선행 연구에 기 하여 요한 정치  

함의를 지닌 이미지 속성들에 한 유권자 인식을 측정하 다. 먼  개인  

품성을 표하는 이미지 속성들로 도덕성, 정직성, 신뢰성, 서민성(Cronbach 

alpha=.947)과 지도자로서의 직무 련 속성들로 경험, 지도력, 추진력, 문

성(Cronbach alpha=.933) 등에 한 유권자의 평가를 측정하 다.7) 주요 이슈

에 한 정책능력 이미지를 추출하기 해서, 경제 활성화와 고용증진에 한 

이명박 후보의 정책능력을 유권자가 어떻게 평가하는지 측정하 다(Cronbach 

7) 이들 8개 속성들에 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두 개의 유의미한 차원이 발견되었으

며, 측했던 로 도덕성, 정직성, 신뢰성  서민성이 한 차원으로, 경험, 지도력, 

추진력, 문성 등이 다른 한 차원으로 묶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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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pha=.963). 실제로 동일 조사에서 우리나라가 당면한 가장 요한 문제가 

무엇이었냐는 개방형 질문에 답변자 1,010명  622명이 경제와 고용 문제를 

꼽음으로써 경제 련 이슈가 17  선의 가장 요한 심사 음을 다시  

확인시켜주었다. 구체 으로 “이명박 당선자는 도덕 이다”, “이명박 당선자

는 신뢰할 수 있다”, “이명박 당선자는 경험이 풍부하다”, “이명박 당선자는 

추진력이 강하다”, “이명박 당선자는 경제 활성화를 한 한 정책 능력을 

갖추었다”, “이명박 당선자는 고용 증진을 한 한 정책 능력을 갖추었

다” 등의 진술문에 동의하는 정도를 7  척도 에 표시하게 함으로써 각 

속성에 한 유권자의 인식을 측정할 수 있었다(1 은 “  동의하지 않는

다”, 7 은 “매우 동의한다”). 이러한 측정을 통해 유권자의 기억구조 속에 

후보와 해당 속성이 어느 정도의 강도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 연결의 방향(

정  vs 부정 )은 어떠한지를 추출하고자 한 것이다. 한편, ‘정책능력에 한 

평가’와 ‘정책근 성’  어느 것이 투표 행 에 더 큰 설명력을 가지는지를 

비교하기 해, 이명박 후보의 성장 심 경제정책에 한 동의 정도를 측정하

다. 구체 으로 경제성장이 양극화 해소보다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정도를 7  척도로 측정하여, 이를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과 개인 

의견의 근 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삼았다(M=2.76; S.D.=1.46).

유권자의 정치  의사결정을 보여주는 하나의 형태로 후보자에 한 정서

 태도를 추출하기 해 후보자에 한 호감도를 측정하 으며, 이를 해 

감정온도계(feeling thermometer)를 사용하 다. 온도계 에서 각 유권자가 

후보에게 느끼는 따뜻하거나 차가운 감정의 정도를 1도에서 100도 사이에 

표시한 것이다. 1도부터 50도 미만은 차갑고 비우호 인 감정을, 51도에서 

100도 사이는 따뜻하고 우호 인 감정을, 50도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립 인 감정을 나타내는 것으로 조작  정의되었다(M=47.93; S.D.= 

29.19). 다음으로 가장 요한 정치  의사결정물로서 실제 투표 행 를 측정

하 다. 이를 해 2007년 통령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을 상으로 

총 10명의 최종 후보들  구에게 투표를 했는지 답변하도록 했다. 총 

1,010명의 응답자  914명이 투표에 참여했다고 밝  투표율이 90.5%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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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했는데, 이는 실제 투표율인 63.0%를 훨씬 상회하는 것이다. 이러한 높은 

투표율은 정치  심과 참여도가 높은 온라인 인구의 성향뿐 아니라 조사 

연구에서 종종 나타나는 사회  바람직성 편향(bias of social desirability)을 

반 한 것으로 단된다(Bimber & Davis, 2003). 투표에 참여한 914명 , 

이명박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답변한 유권자는 체의 46.1%를 차지해 실제 

선에서의 이 후보 득표율인 48.7%보다 다소 낮았으며, 정동 , 이회창 후보

에 한 지지율도 각각 19.5%와 13.6%를 기록해 실제(26.2%와 15.1%)보다 

낮았다. 반면 문국  후보에 한 지지율이 15.3%로 나타나 실제 득표율

(5.8%)을 상당히 상회하는 결과를 보 다. 이는 20～30  은 유권자가 실제 

유권자 집단보다 과다 표집(oversampling)된 표본의 성격을 반 하는 것이기

도 하며, 온라인 인구의 정치  성향이 상 으로 진보 임을 보여주는 것이

기도 하다(Bimber & Davis, 2003). 이 듯 이명박 후보가 50%에 가까운 득표

율을 거둔 가운데 정동 , 이회창, 문국  후보가 경합을 벌인 양상으로 투표 

결과가 산출됨으로써, 이명박 후보에 한 지지 여부를 기 으로 투표 행  

변인을 구축하는 것이 타당한 략임을 입증했다. 이에 따라 최종 정치  

행 는 가변인(dummy variable)으로 구축되어, 1 은 “이명박 후보에게 투표

했음”을, 0 은 “이명박 후보에게 투표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도록 했다. 그러

나 투표 행 에 한 분석은 실제 투표에 참여한 사람 914명에 해서뿐 

아니라, 이명박 후보 혹은 정동  후보에게 투표한 599명에 해서도 별도로 

수행되었다. 이명박 후보는 경제 성장을, 정동  후보는 가족 행복을 캠페인 

주제로 내세우며 경제성장과 분배 정책에서 차별성을 드러냈고, 한나라당과 

통합민주신당의 후보로서 통 인 이념 , 지역  립 구도를 표했기 

때문이다.

(3) 인구학적 속성, 정당소속감 및 정치 성향

후보자에 한 이미지는 각종 외부 정보원으로부터 유입되는 정보를 처리

하는 과정에서 구성되고 재구축되는 동시에, 개인의 장기 인 정치  성향이 

투 된 결과이기도 한다. 성별, 연령, 소득, 교육 수 에 따라서도 상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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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을 구축할 수 있다. 인구학  속성이나 정치  성향은 개인의 선택  

미디어 이용에도 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가장 기 인 통제 변인들이라

고 할 수 있다. 개인의 정당소속감은 정당에 한 호감도를 통해 간 으로 

측정되었다. 후보자 호감도를 측정한 동일한 감정온도계를 이용하여 한나라

당에 한 호감도(M=36.88; S.D.= 24.39)를 측정하 고 이를 요한 통제 

변인의 하나로 활용하 다. 정당소속감이 약화된 환경에서 어느 당에도 지지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무당  유권자 집단은 선거 결과를 좌우하는 캐스

보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당 성이 후보자 이미지나 정치  행 에 

미치는 효과를 탐구하는 것도 매우 요하다. 이에 따라 무당 성 역시 정당소

속감과 연 된  다른 변인으로 구축되었다. 구체 으로 17  통령 선거에

서 후보를 출마시킨 주요 정당 5개( 통합민주신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자유선진당, 창조한국당)와 기타 정당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답한 

사람들을 무당  유권자로 분류하 다. 총 433명이 선호하는 정당이 없다

고 응답하 고 이들에게 1 이 부여되었으며, 특정 정당을 선택한 유권자에

게는 0 이 부여되었다. 일반 인 정치  성향은 7  척도 에 본인의 보수

 혹은 진보  성향을 표시하게 함으로써 측정되었다. 높은 수일수록 보수

 성향이 강함을 의미하 다(M=5.22; S.D.=1.96).

4. 연구결과 

1) 미디어 이용과 후보자 이미지

<연구문제 1>은 온·오 라인 뉴스미디어, 캠페인 미디어와 인 커뮤니

이션이 정치인 이미지 형성에 미치는 효과를 탐색하기 해 설정된 것이다. 

후보자 이미지는 개인  품성, 직무수행  정책능력 등 세 가지 차원의 속성

들을 심으로 측정되었고, 각 이미지 속성에 한 미디어 이용의 효과가 

분석되었다. <표 1>은 그 결과를 요약, 제시하고 있다. 반 으로 이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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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의 이미지는 여성에게서 훨씬 더 부정 인 방향으로 형성되었으며 소득 

수 과는 체로 정 인 계를 보 다. 한나라당에 한 정 이고 따뜻

한 감정 역시 이 후보의 다양한 이미지 속성에 한 평가에 매우 높은 효과를 

보임으로써 정당에 한 태도가 후보자에 한 인상에 강하게 투 됨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흥미롭게도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한 

부동층 혹은 무당  유권자들이 특정한 정당을 선호하는 사람들보다 이 

후보의 경제정책능력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면 인구학  속성들과 각종 정치  선유경향을 통제했을 때, 뉴스미

디어, 캠페인 미디어와 인 커뮤니 이션은 각 속성에 해 유권자가 가진 

후보자 이미지에 어떤 효과를 가졌을까? 먼  세 차원 모두에서 각종 미디어 

이용과 인 커뮤니 이션이 후보자 인상 형성에 유의미한 설명력을 추가했

음을 지 할 수 있다.8) 구체 인 개별 미디어의 효과를 살펴보면, 개인  

품성 이미지와 련해서는 신문 뉴스, 이명박 후보 련 웹사이트, 그리고 

1차 후보자 토론회의 향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즉 정치·경제·사회 분야 

신문 기사 열독량이 높을수록, 그리고 이명박 후보 련 웹사이트에 자주 

방문했을수록 도덕성, 정직성, 신뢰성, 서민성 등 이명박 후보의 개인  품성

과 자질을 정 으로 평가했다는 것이다. 한 1차 텔 비  토론회 시청량

이 높을수록, 그리고 가족, 친구, 지인 등 주  사람들과 정치에 한 화를 

자주 나 었을수록 이 후보의 개인  품성에 해 부정 인 인상을 가지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수행능력과 련된 이미지 형성에서는 인터넷 신문, 텔 비  정치

고, 그리고 웹사이트 이용의 효과가 유의미했던 것으로 찰되었다. 즉 인터

넷 신문 이용량이 많을수록 지도력, 경험, 문성 등에 한 평가는 하되었

으나, 표 인 캠페인 미디어인 텔 비  고 시청과 웹사이트 방문은 이 

후보의 직무 능력에 한 인상에 정 으로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후보의 정책능력 련 이미지 형성에도 각종 미디어는 유의미한 효과를 보

8) 독립변인들 간 상호 련성 문제, 즉 다 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를 검한 결과, 

어떤 변인도 tolerance와 VIF에 련된 기 을 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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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독립변수
개인적 품성 직무수행능력 경제정책능력

 인구

 사회

 

 정치

 성향 

 여성

 연령

 소득

 교육

 한나라당 호감도

 무당 성

 보수  정치성향

-.053
*a)

 .067

-.019

-.018

 .521***

-.034

-.006

-.083**

-.011

 .079**

 .014

 .455***

 .041

 .038

-.074**

 .030

 .054*

 .009

 .525***

 .071
*

-.007

△R
2

 .379
***

 .252
***

 .309
***

미디어

이용

 신문 뉴스

 텔 비  뉴스

 포털 뉴스

 인터넷 신문

 이명박 TV 고

 이명박 신문 고

 이명박 인터넷 고

 이명박 웹사이트

 1차 TV 토론회

 2차 TV 토론회

 3차 TV 토론회

 정치 화 빈도

 정치 화 규모

 .087
**

-.014

-.052

 .014

 .039

 .043

-.043

 .164***

-.088*

-.032

 .071+

-.077**

-.020

-.011

 .052

 .048

-.120*

 .100**

 .036

-.013

 .078*

-.035

-.066

 .031

-.031

-.045

-.001

 .027

 .061

-.110*

 .086**

 .071*

-.039

 .090**

-.021

-.069

 .027

-.002

-.058*

△R2  .044***  .029***  .029***

모델 

요약

 수정된 R2  .411  .266  .324

F 36.265
*** 19.320*** 25.188***

주: a) 계  회귀분석의 최종 단계 표 화 계수(베타);

n=1,010; +p<.10; * p<.05; ** p<.01; *** p<.001

<표 1> 뉴스미디어, 캠페인 미디어  정치 화가 후보자 이미지에 미친 효과

는데, 무엇보다 후보자에 의해 직  통제되는 캠페인 미디어의 효과가 두드러

졌다. 구체 으로 텔 비 과 신문 고  웹사이트 캠페인은 경제정책능력

에 한 평가에 정 인 향력을 행사했다. 반면 인터넷 신문의 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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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와 반 의 효과를 보 는데, 인터넷 신문을 통해 정치·경제·사회 보도에 

하는 빈도가 높을수록 이명박 후보의 경제정책능력을 부정 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롭게도 얼마나 자주 정치  화를 나 었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정치 화를 나 었느냐가 이 후보의 경제정책능력 

평가에 부정 인 효과를 가졌다.

정리하자면, 후보자 이미지 형성에서 뉴스미디어에 비해 후보자가 직  

통제하는 커뮤니 이션 채 인 정치 고와 인터넷 웹사이트의 효과가 훨씬 

유의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오 라인 신문과 온라인 신문의 효과는 비되

어 나타났는데, 신문 뉴스 열독은 개인 품성 이미지 형성에 정 인 효과를 

보인 반면 인터넷 신문 이용은 능력 이미지에 부정 인 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찰되었다. 정치 화의 빈도와 그 규모는 각기 다른 차원에서 이명박 

후보에 한 부정  이미지를 심화시켰다.

2) 미디어 이용과 후보자 이미지가 후보자 호감도에 미친 영향

인구학  속성들과 정당소속감  정치  성향 등과 같은 구조  변인들, 

그리고 각종 미디어 이용에 의해 형성된 후보자 이미지는 해당 후보에 한 

정서  태도를 형성시키는 데에 어떤 역할을 담당했을까? <연구문제 2>에 

한 분석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한나라당에 한 호감도는 이명

박 후보에 한 호감도에 큰 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타 인구학  

속성이나 정치  성향은 호감도에 거의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각종 미디어 이용 변인들을 모두 함께 고려했을 때 후보자 호감도에 한 

설명력은 유의미하게 증가했다.9) 그러나 소수의 변인들을 제외하고는 각 미

디어의 독립 이고 직  효과는 미미했다. 3차 텔 비  합동토론회와 정

치 화의 빈도만이 후보자 호감도에 정 으로 련되어 있었는데, 3차 

토론회의 시청은 이명박 후보에 한 따뜻한 감정을 유의미하게 상승시킨 

9) 독립변인들 사이의 다 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를 검한 결과, 어떤 변인도 tol-

erance와 VIF에 련된 기 을 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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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독립변수

이명박 후보에 대한 호감도

모델 1 모델 2 모델 3

 인구

 사회

 

 정치

 성향 

 여성

 연령

 소득

 교육

 한나라당 호감도

 무당 성

 보수  정치성향

-.053
*a)

 .037

 .017

 .021

 .713***

 .003

.005

-.058

 .034

 .019

 .026

 .677***

 .007

-.006

-.009

 .006

 .000

 .026

 .319***

.000

-.011

 미디어

 이용

 신문 뉴스

 텔 비  뉴스

 포털 뉴스

 인터넷 신문

 이명박 TV 고

 이명박 신문 고

 이명박 인터넷 고

 이명박 웹사이트

 1차 TV 토론회

 2차 TV 토론회

 3차 TV 토론회

 정치 화 빈도

 정치 화 규모 

.033

-.009

-.017

-.018

.052*

.026

 -.046+

.098***

-.062+

-.055

.097**

-.063**

.023 

 .006

-.015

-.029

.017

.006

-.009

-.020 

.013

-.023

-.019

.063*

-.040*

 .002

 이미지

 개인  품성

 직무수행능력 

 경제정책능력

.342***

 .143***

 .207***

 이슈

 태도

 성장 주

 경제정책 찬성
.040*

 모델

 요약

 수정된 R2  .521  .537  .741

F 157.93
*** 59.45*** 121.51***

△R2  .021***  .202***

주: a) 표 화 계수(베타); n=1,010; +p<.10; * p<.05; ** p<.01; *** p<.001

<표 2> 미디어 이용과 후보자 이미지가 후보자 호감도에 미친 효과

반면 정치  화는 비우호 인 감정을 증가시킨 것으로 찰되었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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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이미지 속성에 한 유권자의 인식은 후보자 호감도 형성에 매우 높은 

설명력을 보 다. 후보자 호감도에 한 체 설명력을 20% 이상 상승시켰을 

뿐 아니라, 각 속성 이미지의 독립 인 효과 역시 매우 강하게 나타났다. 

개인  차원의 이미지나 직무수행  경제정책에 한 능력 이미지 모두 

이 후보에 한 호감도 형성에 유의미한 향력을 행사했는데, 그  개인  

품성 이미지가 가장 높은 효과를 나타냈다. 경제정책능력에 한 평가가 이명

박 후보의 경제정책에 한 찬성 정도보다 더 강한 수 의 효과를 보 다는 

도 주목할 만한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각종 뉴스미디어, 캠페인 미디어, 

인 커뮤니 이션이 간 으로 후보자 호감도 형성에 기여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텔 비  정치 고와 후보자 웹사이트 이용은 간 인 

경로를 통해 후보자 호감도에 정 인 향력을, 인터넷 신문과 정치 화는 

부정 인 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3) 미디어 이용과 후보자 이미지가 투표 행위에 미친 영향

가장 요하고 궁극 인 정치  의사결정물인 투표 행 에 각종 정보원의 

이용과 후보자 이미지가 어떤 설명력을 가졌는지를 분석하기 해, 17  통

령 선거에서 과반수 가까운 득표로 당선된 이명박 후보 지지 여부가 종속 

변인으로 구축되었다. 술한 로 투표 행 에 련된 분석은 이명박 후보와 

정동  후보 지지자들(N=599)을 상으로 먼  수행된 후, 투표한 모든 유권

자들(N=914)에 해서도 이루어졌다.

먼  ‘이명박 vs 정동 ’ 상황에서 각종 변인들이 정치  행 에 어떤 향

을 행사했는지 살펴보자(<표 3> 모델 1). 구조  변인들  가장 요한 

측요인은 한나라당에 한 호감도와 보수  정치성향이었던 것으로 찰되

었다. 무당 성은 특정 후보에 특별히 유리한 결과를 래하지는 않았던 것으

로 보인다. 이들 변인들을 통제했을 때에도 각종 미디어 이용 변인들과 후보자 

이미지는 두 후보  구를 선택할 것인가에 유의미한 효과를 행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먼  신문 뉴스 열독과 텔 비  뉴스 시청은 낮은 수 에서



뉴스미디어, 캠페인 미디어, 그리고 정치 화가 후보자 이미지와 정치  의사결정에 미치는 향  131

나마 투표 행 에 향을  것으로 찰되었는데, 그 방향은 반 로 나타났

다. 구체 으로 신문 뉴스 열독은 이명박 후보 지지에, 텔 비  뉴스 시청은 

정동  후보 지지에 정 으로 연 되어 있었다. 2차 텔 비  합동토론회

의 효과 역시 두드러졌는데, 교육, 여성, 부정부패 등에 논의했던 2차 토론회 

시청은 이명박 후보에 한 지지를 하게 감소시켰다. 반면 경제, 고용 

문제 등을 주로 논의했던 3차 토론회 시청은 이 후보에 한 투표 행 에 

낮은 수 에서나마 정 으로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롭게도 정치 

화의 규모가 클수록, 즉 선거 기간 동안 정치 화를 나  사람들이 많을수

록 이 후보에 한 지지도 높아졌다. 한편 다양한 차원에서 형성된 후보자 

이미지  개인  품성, 즉 이명박 후보의 도덕성, 정직성, 신뢰성, 서민성 

등에 한 인식이 그에 한 지지 행 를 가장 유의미하게 증가시켰으며 

경제정책능력에 한 인상은 미약한 효과만을 나타냈다. 반면 이 후보의 경제

정책에 한 동의 정도는 매우 높은 효과를 가진 것으로 찰되었다. 이 결과

는 후보자 호감도 형성에서와는 달리 실제 투표 행 에 해서는 이슈능력 

이미지보다 이슈근 성 인식이 더 요하게 작용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모델 1이 이명박 후보와 정동  후보 사이에서의 정치  선택을 설명하는 

것이라면 모델 2는 총 열 명의 후보  다른 후보들이 아닌 이명박 후보를 

선택한 행 를 설명하는 것이다. ‘이 vs 정’ 결구도에서와는 달리 한나라당

에 한 호감도의 설명력은 매우 낮았으며 보수  정치성향의 효과가 두드러

지게 찰되었다. 구조  변인들을 통제했을 때 무엇보다 신문 열독의 효과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신문 뉴스 이용량이 많을수록 이명박 후보에 한 

지지가 높아졌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정치에 해 이야기했느냐 역시 이명

박 후보 선택에 정 으로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차 후보자 토론회 

시청량이 높을수록 이 후보를 선택하는 행 는 감소했으며, 상과 달리 이명

박 후보의 텔 비  정치 고 시청이 이명박 투표에 부정 인 효과를 가졌던 

것으로 찰되었다. 그러나 텔 비  정치 고가 후보자 이미지 형성에 정

으로 기여했던 을 고려할 때 텔 비  고는 이명박 후보 지지를 간

으로 상승시켰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순효과(net effects)는 정  방향일 



132  한국언론정보학보 2008년 겨울, 통권 44호, 한국언론정보학회

종속변수

독립변수

이명박 후보에 대한 투표

모델1
a) 모델2

b)

비표준화 

로지스틱 

회귀계수

표준오차

비표준화 

로지스틱 

회귀계수

표준오차

 인구

 사회

  ․

 정치

 성향 

 여성

 연령

 소득

 교육

 한나라당 호감도

 무당 성

 보수  정치성향

 .542
+

-.005

-.033

-.118

 .024
**

-.160

 .327
***

 .288

 .012

 .051

 .135

 .007

 .276

 .080

 .252

 .005

 .020

-.187
*
  

.008+
 

-.134

.179
***

 .181

 .008

 .032

 .086

 .005

 .185

 .048

 미디어

 이용

 신문 뉴스

 텔 비  뉴스

 포털 뉴스

 인터넷 신문

 이명박 TV 고

 이명박 신문 고

 이명박 인터넷 고

 이명박 웹사이트

 1차 TV 토론회

 2차 TV 토론회

 3차 TV 토론회

 정치 화 빈도

 정치 화 규모

 .304+

-.283+

-.033

 .039

-.243

-.005

 .096

 .444

-.043

-.586
*

 .473+

 .028

 .013*

 .160

 .153

 .192

 .182

 .190

 .206

 .168

 .305

 .232

 .281

 .245

 .150

 .006

 .344
***

-.254

-.098

 .116

-.282
*

 .150

-.008

 .233

 .070

-.350
*

 .179

 .014

 .017**

 .095

 .097

 .113

 .114

 .128

 .129

 .109

 .169

 .142

 .170

 .143

 .094

 .005

 이미지

 개인  품성

 직무수행능력

 경제정책능력

 .563***

 .388*

 .312+

 .112

 .177

 .172

 .588***

 .215+

 .369**

 .073

 .122

 .118

 이슈

 태도
 성장 주 경제정책 찬성  .327**  .097  .232***  .060

 모델

 요약

분류정확도(%) 86.3 79.1

x
2

Cox & Snell R2

339.99***

 .433

495.94
***

 .388

주: n=914; +p<.10; * p<.05; ** p<.01; *** p<.001; a) 이명박 후보와 정동  후보 지지자 

상(N=599); b) 투표한 모든 유권자 상(N=914)

<표 3> 미디어 이용과 후보자 이미지가 투표 행 에 미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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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도 높다. 다양한 차원에서 형성된 후보자 이미지 역시 이명박 후보에 

한 투표에 매우 강한 향력을 행사했는데, 무엇보다 개인  차원의 이미지

가 가장 강력한 설명 요인이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경제정책능력에 한 평가 

역시 상당한 수 의 효과를 나타냈지만, 다수의 후보들  이 후보를 선택한 

행 를 설명할 때도 경제정책에 한 구체 인 태도, 즉 이슈근 성 인식이 

경제정책능력에 한 반 인 인상보다 좀 더 요한 측 요인이었던 것으

로 보인다.

5. 결과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후보자 이미지가 투표라는 정치  의사결정에서 차지하는 요

성이 차 증가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2007년 한국 통령 선거를 배경으로 

각종 미디어 이용이 후보자 이미지 구축에 어떻게 기여하는지와 다양한 속성

들에 한 이미지가 호감도와 투표 행 를 형성하는 데에 어떤 역할을 담당했

는지를 탐구하 다. 분석은 50% 가까운 득표율로 당선된 이명박 후보 사례에 

한해서 수행되었다.

먼  주요 연구 결과를 살펴보자. 각종 미디어 이용이 다양한 차원의 속성

들에 한 후보자 이미지에 미치는 향력과 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첫째, 이미지 속성의 차원과 상 없이 온·오 라인 뉴스미디어에 

비해 후보자가 직  통제하는 커뮤니 이션 채 인 정치 고와 인터넷 웹사

이트의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인터넷 고캠페인이 2007년 통령 

선거에서도 다채롭게 개되었으나 후보자 이미지 형성에 한 효과는 매우 

미미했던 것으로 보인다. 부분 인 의미에서 후보자의 직  커뮤니 이션 

채 이라 할 수 있는 텔 비  토론회의 향력 역시 그리 높지 않았으나, 

특히 1차 토론회의 경우 이 후보의 도덕성, 정직성, 서민성, 신뢰성 등 개인  

품성 이미지에 부정 인 효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효과는 1차 

토론회의 구체 인 내용과 이명박 후보의 토론수행력과 연계해서 엄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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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되어야 하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1차 토론회가 검찰의 BBK 수사 

결과 발표와 맞물려 개최됨으로써 모든 후보들(특히 정동  후보)이 이명박 

후보의 비리 의혹과 부도덕성을 집  공격하는 것으로 철되었다는 이다. 

반면 1차 토론회의 지정 주제 던 북핵 문제나 권력구조 개편 등과 련해서

는 뚜렷한 쟁 이나 결 구도가 형성되지 않았었다. 텔 비  토론회의 효과

가 주로 개인 차원의 이미지 형성에 향력을 행사한 도 흥미롭다. 일부 

선행 연구들이 지 한 바와 같이, 이슈나 정책 결이 벌어지는 토론회 시청을 

통해서도 유권자들은 주로 후보들의 개인  특성들과 련한 인상을 형성하

게 된다는 이 다시  확인된 것이다(McKinney & Carlin, 2002). 

둘째, 각종 뉴스 채  , 신문 뉴스 열독은 개인 차원의 이미지 형성에 

정 으로 기여했으나, 인터넷 신문 이용은 직무수행능력과 정책능력 이미

지에 그 반 의 효과를 보 다. 텔 비  뉴스가 신문에 비해 정치인의 개인  

속성에 향을 맞추는 경향이 높다는 논의에 근거하여, 텔 비  뉴스 이용이 

개인  차원의 이미지 형성에 더 큰 효과를 가질 것이라고 측했으나 입증되

지는 않았다. 반 으로 이미지 형성에는 온라인 신문이 오 라인 신문에 

비해 다소 우세한 효과를 보 다. 셋째, 정치 련 인 커뮤니 이션 역시 

이미지 형성에 향을 행사했는데, 얼마나 자주 화를 가졌느냐는 개인  

품성 이미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했느냐는 경제정책능력 이미지

에 각각 부정  효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를 설명하기 해서는 정치 

화 네트워크의 성격을 더 엄 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일반 으로 정치 

화가 정치  성향이 동질 인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때, 정치 화의 빈도와 그 규모가 동질성 혹은 다원성과 어떤 계를 

가지는지 악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 한나라당에 한 호감도나 보수  

정치성향 정도에 따라 정치  화가 이명박 후보에 한 이미지 형성에 

미치는 효과도 상이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측할 수 있다. 따라서 정치 네트워

크의 동질성 정도, 정치 성향 등과 정치 화 빈도나 규모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후속 연구에서 반드시 탐구되어야 할 부분이다.

그 다면 각 차원의 후보자 이미지는 정치  의사결정에 어떤 향을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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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을까? 이에 련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후보자 이미지 형성에서와는 

상이하게 온라인 뉴스보다 오 라인 뉴스 이용이 정치  선택에 상 으로 

높은 효과를 보 다. 즉 온라인 뉴스는 이미지 형성을 매개로 한 간 인 

경로로, 오 라인 뉴스는 주로 직 인 경로로 투표 행 에 향을 주었다고 

추론할 수 있다. 구체 으로 신문 열독은 이명박 투표에 정 으로 기여했고 

지상  텔 비  뉴스 시청은 미약한 수 에서나마 그 반  방향의 효과를 

나타냈다. 추가 인 분석 결과, 이명박 후보 지지자들은 정후보 지지자들에 

비해 신문에 한 높은 신뢰를 보 으며 정후보 지지자들은 텔 비  뉴스에 

해 더 높은 신뢰를 나타냈다. 따라서 신문과 텔 비  뉴스 이용이 이명박 

투표에 미친 향력은 이러한 요인에 의해 부분 으로나마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이미지 형성에 매우 큰 향력을 행사했던 정치 고와 후보자 웹사이

트 이용은 후보자 호감도  투표 행 에 해서는 반 으로 뚜렷한 직  

효과를 보이지 않음으로써 주로 간 인 경로로 정치  선택에 향력을 

행사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웨스트(2001)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

다. 흥미롭게도 캠페인 미디어  텔 비  토론회의 경우, 1, 2, 3차 토론회가 

각각 상이한 방식으로 정치  의사결정에 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1차 토론회의 경우, 이명박 후보의 개인  품성 이미지에 부정 인 효과를 

나타냈으나 후보자 호감도나 지지 행 에는 의미 있는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2차 토론회의 경우, 후보자 이미지 형성에는 뚜렷한 효과를 보이지 않았으나 

이명박 후보에 한 투표 행 를 유의미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지에 매개되지 않은 직  경로로 정치 행 에 향을 미친 것이다. 3차 

토론회의 경우, 이명박 후보에 한 호감도를 유의미하게 증가시킴으로써 

이명박 투표에 간 으로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투표 행 에 주목할 

만한 직 인 효과를 보이지는 않았다. 2차와 3차 토론회의 지정 논제와 

연계시켜보면, 이와 같은 결과에 한 더욱 흥미로운 해석이 가능하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2차 토론회는 부정부패와 여성, 교육 등의 사회 역 이슈들

을 주로 다루었고, 3차 토론회는 경제, 고용 분야 이슈들에 을 맞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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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온라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명박 후보는 도덕성에서 가장 부정  

평가를, 경제정책능력에서 가장 정 인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각 속성에 한 인상이 각 토론회 시청을 통해 화(priming)되어 정치  

선택에 반 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물론 이와 같은 추론은 토론회 시청과 

각 속성 이미지의 상호작용 효과를 엄 하게 분석함으로써만 입증될 수 있을 

것이다. 한 토론회 시청 효과는 그 논의 내용뿐 아니라 후보의 토론수행력

(debates performance)과도 히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명박 후보의 토론 

수행이 각 회별로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정치 

화 빈도가 높을수록 이명박 후보에 한 호감도는 유의미하게 낮아졌으나, 

화 규모는 이명박 후보에 한 투표 행 를 증가시켰다. 즉 정치에 한 

인 커뮤니 이션은 이미지 형성을 통한 간 인 경로를 통해서뿐 아니라 

직 으로도 이명박 후보에 한 선택에 상당한 향력을 행사한 것이다. 

정치 화 빈도와 규모의 상이한 효과를 설명하기 해서는 빈도나 규모 

각각이 정치  동질성 등 화 네트워크의 질  성격과 어떻게 연 되는지가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미디어 이용이 후보자 이미지 형성에 미치는 효과는 다수의 선행 연구들을 

통해 탐구되어왔으나, 본 연구에서와 같이 온·오 라인 뉴스미디어, 다양한 

캠페인 미디어, 정치 화의 효과를 총체 으로 분석하고 비교한 사례는 매우 

드물다. 본 연구를 통해 후보자의 직  커뮤니 이션 미디어가 후보자 이미지 

형성에 가장 높은 향력을 가지며, 특히 정치 고와 웹사이트의 효과가 두드

러진다는 이 밝 졌다. 구체 으로 신문 고나 인터넷 고에 비해 텔 비

 고가 캠페인 미디어로서의 효율성이 높다는 이 다시  확인되었으며, 

웹사이트 구축을 통한 캠페인의 효과도 새롭게 부각되었다. 이는 후보자 공식 

웹사이트뿐 아니라 후보의 1인 블로그, 미니홈피, 지지자 홈페이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비용으로도 캠페인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텔 비  토론회와 련된 결과는 회별 논의 내용과 후보의 

토론수행력을 고려해서 토론회 효과를 맥락화해야 할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뉴스미디어 역시 각 채 별로 상이한 효과를 나타냈기 때문에, 뉴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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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을 더 세분화할 필요성을 제기하 다.

한편, 이미 구체 으로 논의했듯이 다양한 차원에서 구축된 후보자 이미지

는 후보자 호감도와 투표 행 에 상당한 설명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소속감이나 각종 인구학  속성들, 미디어 이용 변인들을 통제했을 때에

도 후보자 이미지의 정치  역할은 매우 컸는데, 이는 이미지 투표의 이론  

요성을 다시  확인시켜  결과이다. 물론 본 연구는 다양한 이슈근 성 

변인들이나 이슈 태도 변인들과 함께 이미지의 역할을 분석함으로써 그 상

인 측력을 비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지 투표의 요성을 입증하는 

데 있어 다소 제한 일 수 있다. 그러나 이슈근 성이나 태도 요인은 유권자가 

어떤 이슈에 한 구체 인 정보를 인지하고 처리하여 자신의 태도를 구체

으로 수립하고 있다는 것을 제로 하기 때문에, 제한  합리성에 기 한 

비용 효율  의사결정 략과는 거리가 멀다. 때문에 본 연구는 해당 이슈에 

한 후보자의 문제해결능력을 포 으로 반 하는 정책능력 이미지를 후보

자 이미지의 주요한 차원으로 고려하여 분석에 포함시킨 것이다. 한 이미지 

속성별로 그 정치  효과가 상이함을 알 수 있었는데, 17  통령 선거의 

경우 무엇보다 개인  품성 이미지가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는 데에 가장 

큰 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후보의 당선 요인  가장 요

한 것으로 꼽히는 경제 문제의 경우, 후보의 경제정책능력에 한 반  

인상과 경제정책의 방향에 한 태도 모두가 지지 행 에 상당한 효과를 

나타냈다. 

본 연구는 이론 , 방법론 으로 여러 가지 제한 을 가진다. 무엇보다 

각종 미디어 이용과 후보자 이미지, 호감도, 그리고 투표행  사이의 인과  

계를 충분히 입증하기 어려웠던 을 지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론  논의와 

선행 연구에 기 하여 주요 변인들 간의 인과  계를 상정하 으나, 일회성

(one-shot) 조사연구가 이에 해 매우 높은 내  타당도를 갖추기는 어려웠다. 

미디어 이용이 후보자 이미지나 정치  의사결정에 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정치  선호도가 미디어의 선택  이용에 향을 미쳤다는 설명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안  모델을 배제할 수 있는 더 정교한 연구 설계가 필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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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실제로 이명박 후보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 후보의 신문 고와 

웹사이트 이용이나 3차 토론회 시청량이 다른 후보 지지자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계가 한나라당 호감도나 보수  정치 성향 등 통제 

변인으로 설정된 구조  요인들에 의해 어느 정도 제거되었을 것으로 보이나, 

이 연구에서 설정한 인과  계의 타당성을 더 설득력 있게 입증할 수 있는 

보조 인 장치가 필요했다는 것이다. 둘째, 후보자 이미지에 한 가장 타당

한 정의를 수립하고 이미지를 구성하는 속성들  가장 정치  함의가 높은 

것들을 악하는 작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후보자 이미지를 다양한 

속성들에 한 인지 이고 정서 인 인상이라 정의하고 표  속성 10가지

에 한 유권자의 평가를 측정하 으나, 이러한 측정 방법의 타당성이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셋째, 미디어 이용 변인도 더 풍부하게 구성

되었어야 한다. 각종 뉴스미디어와 캠페인 미디어 이용의 경우 그 측정 지표가 

노출(exposure) 수 에 국한된 것은 이 연구의 분명한 한계 이다. 다소 복잡하

기는 하지만 노출 수 과 함께 주목(attention)이나 기억(recall)의 정도 등을 

포함해 그 측정의 타당도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 통령 선거 캠페인 

동안 후보자 노출(candidate appearance)은 뉴스에 한정되지 않고 교양  정보

로그램, 오락 로그램 등에 걸쳐 범 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비뉴스 장르

의 이용도 이미지 형성의 원천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조사를 활용할 때 흔히 발생하는 문제인 표본의 편향성 문제를 지 하지 

않을 수 없다. 일반 인구에 비해 정치  심과 참여도가 높은 집단을 분석 

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의 외  타당도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 

뉴스와 캠페인 미디어의 이용과 정치 화가 이미지 형성을 통해 정치  

행 에 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을 경로모델을 통해 더 엄 하게 설명하는 

것과 더불어, 이상의 한계 들은 후속 연구에서 반드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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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the 17th Presidential Election in Korea

Young Min

Assistant Professor

(School of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Korea University)

Candidate images refer to a holistic impression of a candidate which is 
composed of various dimensions of attributes. This study investigated how 
online and offline news media, campaign media such as political ads, televised 
debates, and candidate web-sites, and interpersonal political talk influenced 
voters’ images of a candidate in such dimensions as personal traits, job-per-
formance abilities, and policy capabilities, and further their political decision 
making in the 17th presidential election in Korea. The analysis focused on 
President Lee, Myung Bak who won the election by obtaining nearly 50% 
of the effective votes. According to the data analyses, first, uses of offline 
newspapers positively influenced voters’ images of candidate Lee’s personal 
traits such as his morality, integrity, trustworthiness, and compassion, yet 
online news uses had an opposite effect on voters’ impression of his job-per-
formance and economic policy capabilities. Secondly, among various campaign 
media, television ads and candidate web-sites positively contributed to the 
formation of candidate Lee’s images, yet showed little direct effect on vote 
choice, indicating that campaign media mainly indirectly influenced voters’ 
political decision making. Each of the first, second, and third televised candi-
date debates revealed unique effects on image formation and vote choice. 
Thirdly, the network size and frequency of political talk negatively influenced 
image formation regarding candidate Lee’s personal traits and economic policy 
capabilities, yet the discussion network size positively contributed to the Lee 
votes. Forth, among various dimensions of candidate images, voters’ percep-
tions of candidate Lee’s personal traits appeared to be the most significant 
predictor of the support for 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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