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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참여자 수(명) 비율(%)
20대 50,914 47.7%
30대 38,765 36.3%
40대 13,332 12.5%
50대 2,823 2.6%
60대 604 0.6%

70대 이상 388 0.4%
총 106,826 100.0%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NGO담당기자
발   신 경실련 20대 총선 유권자운동본부(본부장 양혁승,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문   의 정치·사법팀(김삼수 팀장, 유애지 간사, 정유림 간사/ 02-3673-2141, 010-5611-0127)
일   자 2016. 4. 26(화)
제   목 [보도자료] 경실련 ‘20대 총선 정당선택도우미’ 참여자 결과 분석 발표(총 4매)

민생 관련 질문에 전월세상한제 도입 80.0%,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찬성 65.3%

-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지 85.4%가 찬성해 압도적 결과
- ‘상설기구 특검 도입’에 찬성률 86.6%. 고위공직자 부패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 20대·30대 ‘비정규직 기간 연장 반대’ 50% 이상. 찬성은 20%대에 그쳐
- 20대 총선 경실련 정당선택도우미 참여자 10만 6826명 응답 결과 분석

1. 경실련은 20대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정책을 통한 선택을 돕기 위해 ‘경실련 정당선택도우
미’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경실련 정당선택도우미’는 유권자들이 총 20개의 정책 현안 질의
에 대해 자신의 생각과 입장을 선택하면 정당들의 답변과 비교해 최종적으로 어느 정당과 
정책 성향 일치도가 높은지 알려주는 프로그램이다.

2. 처음 가동을 시작한 3월 30일부터 4월 13일 18시(투표일 마감 시간)까지 10만 6826명이 참
여해 폭발적 호응을 보였다. 이에 경실련은 참여자 10만 6826명의 답변 결과를 분석해 각 
정책별 참여자들의 정책 성향을 살펴보았다.

< 참여자 연령대 >

3. 참여자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20대의 참여율이 매우 높았다. 50,914명(47.7%)가 20대였고, 
30대 38,765명(36.3%)이 참여했다. 20대와 30대를 합치면 89,679명으로 전체 참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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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9%가 2030세대였다. 본 참여 결과가 전체 국민의 정책적 입장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는 없고, 2030세대 전체의 의견도 아니다. 그러나 참여 결과를 살펴보았을 때 일정한 경향
성을 찾을 수 있었다.

4. 전체 참여자 106,826명의 답변을 문항별로 분석했을 때, 다수 문항에서 참여자들 간의 정책 
일치도가 높은 편이었다. 그중 6개 문항에서는 80%가 넘는 참여자가 같은 응답을 해 많은 
참여자들이 해당 정책들에서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체 문항별 참여자 응답 결과 >

찬성 반대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1. 순환출자 해소 75,800 71.0% 16,436 15.4%
2. 고소득자 소득세율 상향 91,098 85.3% 10,722 10.0%
3. 금산분리 87,991 82.4% 8,067 7.6%
4. 정규직·비정규직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69,704 65.3% 23,677 22.2%
5. 비정규직 계약기간 연장 27,998 26.2% 55,049 51.5%
6. 중소기업 적합업종 확대 79,365 74.3% 16,007 15.0%
7. LTV, DTI 강화 56,072 52.5% 28,238 26.4%
8. 선거구획정위 구성 기준 변경 90,516 84.7% 7,450 7.0%
9. 비례대표 의석 확대 50,589 47.4% 39,880 37.3%
10. 국회의원 정수 확대 21,966 20.6% 72,140 67.5%
11. 선거운동기간 인터넷 실명제 폐지 36,270 34.0% 56,532 52.9%
12. 상설기구 특검 도입 92,529 86.6% 8,401 7.9%
13. 사드 배치 35,480 33.2% 51,607 48.3%
14. 북핵 해결 없는 남북 경제협력 47,231 44.2% 40,620 38.0%
15.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지 91,189 85.4% 11,152 10.4%
16. 특수목적 상실 특목고 일반고 전환 70,063 65.6% 23,960 22.4%
17. 대학입시 대학 자율화 32,496 30.4% 54,329 50.9%
18. 국민연금기금 사회서비스 투자 확충 79,061 74.0% 15,922 14.9%
19. 전월세상한제 도입 85,431 80.0% 13,885 13.0%
20. 아파트 후분양제 도입 73,868 69.1% 13,412 12.6%

5. 80%가 넘는 참여자가 선택했던 정책적 입장은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더 높여야 한
다(85.3%/91,098명), △재벌의 금융계열사와 일반계열사, 금융지주회사와 일반지주회사를 
완전 분리하도록 해야 한다(82.4%/87,991명),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방식 및 기준을 변
경해야 한다(84.7%, 90,516명), △상설기구로서의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86.6%, 92,529명),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폐지해야 한다(85.4%, 91,189명),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
(80.0%, 85,431명)였다. 특히 큰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참여자의 85.4%인 9만 1천여명이 압도적으로 반대한 것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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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별 많이 선택한 정책 입장 3개

20대
① 독립적인 조직과 인력을 갖춘 상설기구로서의 특검 도입(85.1%, 43,351명)
②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지(84.1%, 42,821명)
③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 상향(83.3%, 42,420명)

30대

① 독립적인 조직과 인력을 갖춘 상설기구로서의 특검 도입(87.5%, 33,934명)
②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지(87.5%, 33,914명)
③ 재벌 금융계열사와 일반계열사, 금융지주회사와 일반지주회사 완전 분리(87.1%, 

33,754명)

40대

① 재벌 금융계열사와 일반계열사, 금융지주회사와 일반지주회사 완전 분리(91.7%, 
12,227명)

② 독립적인 조직과 인력을 갖춘 상설기구로서의 특검 도입(90.7%, 12,097명)
③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 상향(90.2%, 12,020명)

50대

① 독립적인 조직과 인력을 갖춘 상설기구로서의 특검 도입(86.7%, 2,448명)
②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 상향(86.1%, 2,431명)
③ 재벌 금융계열사와 일반계열사, 금융지주회사와 일반지주회사 완전 분리(85.4%, 

2,410명)

60대

①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 상향(80.5%, 486명)
① 재벌 금융계열사와 일반계열사, 금융지주회사와 일반지주회사 완전 분리(80.5%, 486

명)
③ 독립적인 조직과 인력을 갖춘 상설기구로서의 특검 도입(79.0%, 477명)

6. 노동과 주거 등 민생과 관련된 문항에서 많은 참여자들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과 계약기
간 연장 반대, 전월세상한제 도입 등을 선택한 것은 민생 문제 해결에 대한 강력한 요구로 
볼 수 있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2명 중 1명 이상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적용’과 ‘계
약 기간 연장 반대’ 의견을 보였다. 또한 전월세상한제와 후분양제 도입을 많은 참여자들이 
선택한 것은 심각한 주거 문제 해결에 대한 강력한 해결 요구로 볼 수 있다. 

7. 많은 참여자가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방식 및 기준을 변경해야 한다고 응답하고,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는 반대해 심각한 정치 불신을 알 수 있었다. 고위공직자의 부패 방지를 위해 
‘독립적인 조직과 인력을 갖춘 상설기구로서의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찬성)’고 답한 응답자
가 86.6%로 압도적 결과를 보였다. 이는 전체 문항 중 가장 높은 비율이었다. 대부분의 참
여자들이 정치적 성향과 관계없이 고위공직자의 부패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지
금의 제도로는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 비정규직 기간 연장, 60대만 연장 찬성 우세. 20·30대는 기간 연장 반대 50% 이상-찬성 
26.4%

8. 참여 결과를 연령대별로 살펴보았을 때, 응답 결과에서 연령별로 다소 차이를 보였다. 다수
의 문항에서 20대~60대는 비슷한 찬반 응답 비율을 보였으나 70대 이상과는 구분됐다. 또
한 몇 가지 정책 입장에서는 연령대별로 나뉘었는데, 이러한 정책들의 응답률을 보면 정책
과 연령과의 연관성을 어느 정도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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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이상

①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방식 및 기준 변경(65.7%, 255명)
② 법정 선거운동기간 중의 인터넷실명제 폐지 반대(61.6%, 239명)
③ 독립적인 조직과 인력을 갖춘 상설기구로서의 특검 도입(57.2%, 222명)

9. 20대와 30대는 ‘독립적인 조직과 인력을 갖춘 상설기구로서의 특검 도입’과 ‘역사교과서 국
정화 폐지’에 가장 많은 찬성률을 보였다. 40대는 ‘재벌 금융계열사와 일반계열사, 금융지주
회사와 일반지주회사 완전 분리’에 가장 많이 찬성했으며, 50대와 60대는 ‘독립적인 조직과 
인력을 갖춘 상설기구로서의 특검 도입’과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 상향’에 많이 찬성했
다. 70대는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방식 및 기준 변경’과 ‘법정 선거운동기간 중의 인터넷
실명제 폐지 반대’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10. 비정규직 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일하게 60대만 기간 연장 찬성 응답
이 더 많았고, 2030대의 경우 기간 연장 반대 응답률이 50%를 넘었다. 이는 실제 비정규직 
문제를 크게 겪고 있는 20대와 30대의 강한 입장 표현으로 보인다. 그러나 비정규직 비율
이 가장 높은 60대 이상에서 오히려 비정규직 기간 연장 의견이 많았다(60대+70대 이상 : 
찬성 41.3%(410명), 반대 39.4%(391명))는 점이 특이한 점이었다.

11. 법정 선거운동기간 중의 인터넷실명제에 대해 20대·30대의 ‘폐지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 
비율이 50%를 넘어 찬성 응답률과의 차이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컸다. 인터넷
을 주로 사용하는 연령대인 20,30대가 법정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실명제 폐지에 반대한 
비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높았다는 점이 특징으로 인터넷의 댓글이나 악플 문제 등을 
많이 겪은 세대에서 나타난 특성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12. 안보 관련 질문에서는 20대와 60대 이상 연령대가 비슷한 응답률을 보여 30~50대의 응답
과 구분된 것이 특이할 만한 것이었다.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30대~50대는 50% 이상이 
배치를 반대한 데 반해 20대는 60대 이상과 더불어 배치를 찬성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남
북 경제협력에 대한 질문에서도 20대와 60대 이상은 ‘북핵문제 해결 없이 남북한 경제협력
을 해서는 안된다’는 응답이 더 많아 30대~50대의 응답 비율과 반대였다. 특히 20대가 오
히려 다른 모든 연령대보다 오히려 가장 찬성 비율이 높았다. 이를 통해 20대 참여자들이 
통일 인식보다 오히려 안보에 대한 위기의식을 70대 이상에 비해서도 더 강하게 가지고 있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3. 이번 20대 국회의원 선거는 늑장 선거구획정과 공천 문제 등으로 어느 때보다 깜깜이 선
거가 되었다. 유권자들이 후보와 정당들의 정책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투표가 이루어
질 우려가 높았다. 그러나 정당선택도우미 참여자 수가 10만 명을 넘어선 것은 유권자들이 
직접 정책선거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경실련은 
앞으로도 유권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별첨 : 20대 총선 경실련 정당선택도우미 참여자 결과 분석 보고서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