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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겨진 표심, 보수(28%)가 진보(14%) 보다 2배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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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27일(수)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2,029명
무선(80%)·유선(20%) 임의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
95% 신뢰수준 ±2.2%p

국민 3명 중 2명, 중도와 보수 표심 숨겨져 있을 것
- 숨겨진 표심, 중도 28.5% > 보수 28.0% > 진보 14.4%
- 바른정당+국민의당 통합시, 이탈 정당 등장으로 시너지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 현 지지율 보다 높은 득표율 예상, 한국당(+2.8%p), 민주당 (+1.6%p), 국민+바른 통합당 (-1.7%p)
우리 국민들은 숨겨진 표심, 이른바 샤이 표심이 진보 보다는 중도와 보수층에서 높을 것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샤이보수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tbs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
표 이택수)가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현재 여론조사에 어느 성향의 표심이 가장 많이 숨겨져
있다고 보는지’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중도 성향 28.5%, 보수 성향 28.0%로 3명중 2명 가량이 중도 내지
보수 성향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응답했고, 진보 성향은 14.4%가 숨겨져 있을 것으로 응답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없음 10.0%, 모름/무응답 19.1%)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중도 성향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32.3%로 가장 높았
고, 그 다음이 보수 성향 18.6%, 진보 성향 17.1%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보수 성향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56.1%로 압도적이었고, 그 다음으로 중도 성향이 15.3%, 진보 9.0% 순이었
다. 국민의당 지지층에서는 중도 성향 45.2%, 보수 성향 24.1%, 진보 성향 11.4% 순이었다. 바른정당 지지
층은 보수 성향 37.7%, 중도 33.6%, 진보 8.8% 순이었고, 정의당 지지층은 중도 31.4%, 진보 25.2%, 보
수 24.3%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할 경우를 가정한 ‘新 정당구도’ 지지도에서는 민주당 47.4%, 한국당
17.8%, 국민+바른 통합당 12.8%, 국민+바른 이탈 정당(또는 교섭단체) 3.5%, 정의당 4.3% 순으로 나타나,
기존 구도 지지도(민주당 51.6%, 한국당 18.4%, 국민의당 6.8%, 바른정당 5.6%, 정의당 5.1%)와 비교했을
때, 국민+바른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기존 정당구도, 국민의당 6.8%+바른정당 5.6%=12.4% vs 新 정당구
도 국민+바른 통합당 12.8%)는 크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당 통합 시, 이탈파 의원들이 정당 또
는 교섭단체를 구성할 경우 3.5%의 지지를 받으면서 이탈표가 생길 것으로 전망하는 유권자들이 있기 때문
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내년 6.13 지방선거에서 현재의 지지율보다 더 많은 득표를 할 가능성이 높은 정당을 묻는 질문에서
는 민주당 49.0%, 한국당 20.6%, 국민+바른 통합당 11.1%, 국민+바른 이탈 정당 3.4%, 정의당 5.3%로 한
국당이 新 정당구도’ 지지도 대비 2.8%p 높게 나타났고, 민주당이 그 다음으로 1.6%p, 정의당이 1%p 높게
나타났다. 반면 국민+바른 통합당은 1.7%p 낮게 나타났고, 국민+바른 이탈 정당(또는 교섭단체)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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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내년 6.13 지방선거가 여야 1대1 구도로 치러질 경우를 가정한 질문에서는 민주당과 정의당 후보가 연
대한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49.0%, 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의 연대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
이 24.3%로 나타나, 여권 연대 후보의 강세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후보 6.3%, 지지후보 없
음 7.3%, 모름/무응답 13.1%)

내년 6.13 지방선거의 의미가 ‘문재인 정부 무능·실정 심판’과 ‘이명박·박근혜 정부 적폐 심판’ 중 어디에 있
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이명박, 박근혜 정부 적폐 심판’이라는 응답이 59.2%로 10명 중 6명가량으로
나타났고, 문재인 정부 무능 실정 심판은 27.5%로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5.7%, 모
름/무응답 7.6%) 박근혜 전 대통령 및 국정농단 인물들에 대한 재판,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댓글 공작
과 다스 소유주에 대한 수사 소식이 계속 이어지면서 현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보다는 이전 정부의 적폐
심판이라는 의견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각 당 지지층을 대상으로 하는 당 대표 직무수행 평가에서는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74.6%를 기
록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집권 1년차의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면서 동반 강세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68.9%를 기록,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65.4%), 정의당 이정미
대표(64.1%)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당무감사로 인한 당협위원장 교체 등 극심한 내홍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
법원 무죄 판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견고한 당내 지지층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과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 역시 71.5%로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2017년 12월 27일(수)에 전국 19세 이상 성인 49,436명에게 접촉해 최종 2,029명이 응답을 완
료, 4.1%의 응답률을 나타냈고, 무선(80%)과 유선(20%)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전화걸기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17년 1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이다.
(리얼미터 트위터, 페이스북 : @real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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