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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이슈체크

“사전투표”편
진짜 투표하기 싫은데… 어떡하지?

사전투표를 하러왔지만 나는 아직도 결정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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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어느 독일 기자분과 인터뷰를 하는데
그 분께서 저희가 쓰는 보고서들을 보시고

“왜 무료 보고서를 이렇게까지 깊게 분석하냐”고 물어보신 적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훅 들어온 질문이라 잠깐 생각하다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기록된 자료를기억하기 위해서” 라고요..

데이터라는게 이미 ‘기록’된 (저장) 자료이기는 하지만,
누군가에게 ‘기억’될만한 정보들로 구성되지는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분석가는 그 기록된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해서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볼 수 있는,

“기억될만한 기록”으로 남기려는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시키지 않아도 또 이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은 주말입니다. 이 글을 회사분들이 널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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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해버릴까.. 근데 아직 고민돼

내일 아침 일찍 가서 사전투표 하고 와야지...

파란색 코트에 파란색 니트에 파란색 치마에 파란색 모자를 쓰고 사전투표를 간다면? 사전투표 시작되니까 트위터 존잼ㅋㅋ내일 사전투표 해야하는데 아직도 못 정함

내 동료들 지인들 다 이번 선거 진짜 투표하기싫다고 뽑을 사람이 없다고 고민된다고 투덜대면서 오늘 사전투표하고옴 ? 투표합시다

하...그러고보니 내일 사전투표 하러가야해서 일찍 자야하는데 구라안치고 오늘 사전투표하러가는데 나만… 다른 후보 뽑앗을거같앗음…

내일 점심 먹고 팀장님이 사전 투표 하러 가자고 하는데 일단 0번은 무조건 아님 ㅎ꼭꼭 투표합시다 내일 사전투표하러갑니다내일 사전투표 해야하니까 굿 밤

진짜요? 뉴스에서 듣기로는 사전 투표에는 사퇴라고 표시되고 본 투표꺼는 용지가 다 인쇄되어 있어서 사퇴 표시 안된다던데요?

어쩌다가 대학교 앞 투표소에서 사전투표 했는데 학생들 정말 많았다. 줄 여기저기서 토론도 하고....참 예쁘더라

낼 사전투표 하러 갈건데...하................ 믿고싶지 않은 현실....^^ 최선이 없는 것 같고 그냥 그~나마 덜 최악일 거 같은 사람 뽑는 기분이라 개찝찝

사전투표 드레스 코드 아이템 찾다가 어느분이 입센로랑 가방 들고 투표소 찾있다는 이야기 ㅋㅋㅋ

그나저나 사전투표는 출구조사 안하나??????? 하기야뭐 남은 투표에 영향이 있을수있으니 그래도 뭐 각자 조사는 해볼긴데 어떤지(공개적으로 발표는 못해도)

평소에 자기 의견을 드러내지 않는 20~30대 여성들이 투표를 많이 해야 한단다. 이번 선거는 그들의 결정으로 판가름 날거란다.

난 오늘 사전투표 하는 직전까지도 누구 뽑아야할지 모르겠더라

에휴... 오늘 사전투표 햇는데... 에휴.........ㅈ.

사전투표 할 수 있다 짱 좋아 사전투표 해봐야지

아.... 사전투표 날인데 이런 색깔의 인장, 괜찮은 걸까?

사전투표도 했지 내 표 내 맘 기분이 뿌듯하군

대선언제끝나 끔찍하다진짜 미국대선보고 팝콘튀길게아니였어... 

차라리 윤석열 뽑느니 이재명 뽑을래요 내일 사전투표하려감

이젠 고만 보자!!!!! 사전투표 보니까 넌 끝이다!

사전투표 완료. 내 한 표가, 세 놈을 동시에 응징하는 트리플 테이크아웃 샷이 되길 바랄 뿐이다.

오랜 지인이 사전투표말고 본투표하라고 해서 머리가 좀 멍하다.

사전투표 하면 0번 찍어도 그것이 0번으로 둔갑할 수 있습니다. 당일투표 해야 합니다.

내일 대통령 사전투표 하러 가는데 첫 투표라 기분이 이상하당

아 사전투표는 아직 개표안하지 빨리 결과 보고싶다 여자들앙 코로나 안걸렸을때 얼른 사전투표 하자 ㅜㅜ

사전투표 했고 이번선거 진짜 0같았고 다신 이런 정치판 보고 싶지 않다

대선 직전에 역시나 박터지는 탐라와 커뮤 ㅋㅋ

조퇴한다고 하면 시켜줄까? 사전투표 하고싶은데

내일 사전투표 네이비 정장 입고 갈까

주말에도 사전투표 돼용?? 그 거주지역 동에서만 해야됨???

SNS에서사전투표관련
주권자, 유권자의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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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해버릴까.. 근데 아직 고민돼

내일 아침 일찍 가서 사전투표 하고 와야지...

파란색 코트에 파란색 니트에 파란색 치마에 파란색 모자를 쓰고 사전투표를 간다면? 사전투표 시작되니까 트위터 존잼ㅋㅋ내일 사전투표 해야하는데 아직도 못 정함

내 동료들 지인들 다 이번 선거 진짜 투표하기싫다고 뽑을 사람이 없다고 고민된다고 투덜대면서 오늘 사전투표하고옴 ? 투표합시다

하...그러고보니 내일 사전투표 하러가야해서 일찍 자야하는데 구라안치고 오늘 사전투표하러가는데 나만… 다른 후보 뽑앗을거같앗음…

내일 점심 먹고 팀장님이 사전 투표 하러 가자고 하는데 일단 0번은 무조건 아님 ㅎ꼭꼭 투표합시다 내일 사전투표하러갑니다내일 사전투표 해야하니까 굿 밤

진짜요? 뉴스에서 듣기로는 사전 투표에는 사퇴라고 표시되고 본 투표꺼는 용지가 다 인쇄되어 있어서 사퇴 표시 안된다던데요?

어쩌다가 대학교 앞 투표소에서 사전투표 했는데 학생들 정말 많았다. 줄 여기저기서 토론도 하고....참 예쁘더라

낼 사전투표 하러 갈건데...하................ 믿고싶지 않은 현실....^^ 최선이 없는 것 같고 그냥 그~나마 덜 최악일 거 같은 사람 뽑는 기분이라 개찝찝

사전투표 드레스 코드 아이템 찾다가 어느분이 입센로랑 가방 들고 투표소 찾있다는 이야기 ㅋㅋㅋ

그나저나 사전투표는 출구조사 안하나??????? 하기야뭐 남은 투표에 영향이 있을수있으니 그래도 뭐 각자 조사는 해볼긴데 어떤지(공개적으로 발표는 못해도)

평소에 자기 의견을 드러내지 않는 20~30대 여성들이 투표를 많이 해야 한단다. 이번 선거는 그들의 결정으로 판가름 날거란다.

난 오늘 사전투표 하는 직전까지도 누구 뽑아야할지 모르겠더라

에휴... 오늘 사전투표 햇는데... 에휴.........ㅈ.

사전투표 할 수 있다 짱 좋아 사전투표 해봐야지

아.... 사전투표 날인데 이런 색깔의 인장, 괜찮은 걸까?

사전투표도 했지 내 표 내 맘 기분이 뿌듯하군

대선언제끝나 끔찍하다진짜 미국대선보고 팝콘튀길게아니였어... 

차라리 000 뽑느니 이재명 뽑을래요 내일 사전투표하려감

이젠 고만 보자!!!!! 사전투표 보니까 넌 끝이다!

사전투표 완료. 내 한 표가, 세 놈을 동시에 응징하는 트리플 테이크아웃 샷이 되길 바랄 뿐이다.

오랜 지인이 사전투표말고 본투표하라고 해서 머리가 좀 멍하다.

사전투표 하면 0번 찍어도 그것이 0번으로 둔갑할 수 있습니다. 당일투표 해야 합니다.

내일 대통령 사전투표 하러 가는데 첫 투표라 기분이 이상하당

아 사전투표는 아직 개표안하지 빨리 결과 보고싶다 여자들앙 코로나 안걸렸을때 얼른 사전투표 하자 ㅜㅜ

사전투표 했고 이번선거 진짜 0같았고 다신 이런 정치판 보고 싶지 않다

대선 직전에 역시나 박터지는 탐라와 커뮤 ㅋㅋ

조퇴한다고 하면 시켜줄까? 사전투표 하고싶은데

내일 사전투표 네이비 정장 입고 갈까

주말에도 사전투표 돼용?? 그 거주지역 동에서만 해야됨???

“어떡하지? 아직도 못정했어..”
“사전투표하면 안되는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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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 띄는 것은

1. 사전투표에대한태도입니다.
적극적이다 못해 재미가되고 사명감같은 무게가 아니라 당연한 일상이 되고 있어요.

사전투표해야해서 일찍 잔다니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문화입니다.

2. 혼란과혼돈의모습이가득합니다.
부정투표에 대한 우려와 소문이 비록 미미하나 듬성듬성 발견되고

당연히 사전투표를 가긴 하지만 투표 직전까지 헤매고 있어요.
보통 그러면 아예 사전투표를 안갈텐데 말이죠.. 특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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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마감 3시간전투표율 30% 
돌파…오후 3시 30.74%

2022-03-05 15:12 

역대 최고치 경신…'최고' 전남 45.06% '최저' 경기 27.55%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둘째 날인 5일 오후 3시 현재 투표율이 30.74%로 집
계됐다고 밝혔다.
사전투표가 전국단위 선거에 처음 적용된 2014년 이후 가장 투표율
이 높았던 지난 2020년 총선의 최종치 26.69%를 넘어 30% 선까
지 돌파한 것이다.
같은 시간대와 비교하면 지난 2017년 19대 대선(21.22%)보다
9.52% 포인트, 2020년 총선(21.95%)보다 8.79% 포인트 각각 높
은 수치다.
…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지난 3일 사퇴함에 따라 현장에서
출력되는 사전투표 투표용지에는 검은색으로 '사퇴'가 표기된다.

그러거나 말거나

사전투표율은 30%를 넘겼다는 기사가 엄청 쏟아지고 있고

지금 이 보고서를 쓰고 있는 3/5(토) 시점에서는
오후 5시 기준 전국투표율 34.7%로 마감한 것 같습니다.
(뒤에 6일 분량까지 업데이트했습니다.)

엄청나죠? 10명 중에 3명은 사전투표를 했다는 말입니다.
사실 굳이 그럴만한 이유가 없을텐데요.

SNS 데이터들을 보면 그렇다고
본투표때 놀러가겠다는 말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제 생각에는 아마 빨리 결과를 보고싶은 마음,
빨리 이 대선이라는 이슈에서 탈출하고 싶은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고마하자~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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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 & 20대 대선, 시간대별 누적 사전투표율 비교 (단위:%)

19대 대선 20대 대선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19대 대선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 20대 대선의 사전투표율이 확연히 높아 보이죠?
이렇게 보면 19대 대선 때보다 현저히 높다.. 는 정도밖에 설명이 안되니까, 다음 장에서 한 가지를 더 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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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 13시 14시 15시 16시 17시 18시

19대 대선 대비 20대 대선 누적투표율 차이 비교 (단위:%)

19대 대선 20대 대선 시간별 차이

두 시기별 투표율 차이를 시간에 따라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 점점 몰린다는 얘기죠. 이틀간의 누적 데이터니까 해석의 차이는 조금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지난 5년 전 대비 꼭 투표를 하겠다는 사람들의 의지나 관여도가
그만큼 높아졌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출근시간 점심시간
문 닫기 전에
얼른 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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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 
34.2 33.9 34.1 

48.3 

36.6 35.3 

44.1 

33.7 

38.4 
36.2 

34.7 

48.6 
51.4 

41.0 

35.9 
33.8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대 대선, 지역별 사전투표율 비교

지역별 사전투표율을 보면
광주, 세종, 전북, 전남 등이 45~50%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 반면, 부산 / 대구 / 인천 / 경기 / 충남 / 제주는 35% 미만으로 타 지역 대비 낮은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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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가장 최근, 사전투표 직전에
한국리서치 등에서 진행한 여론조사 데이터를 활용해

현 상황을 조금 더 면밀하게 짚어보겠습니다.

- 본 데이터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https://www.nesdc.go.kr)』
에 업로드 된 통계 분석 결과를 활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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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 

39.3 

32.7 

69.9 

21.1 

27.7 

32.2 

44.2 

40.3 

43.3 

11.1 

54.9 

53.0 

46.0 

19.9 

20.4 

24.0 

19.0 

24.0 

19.3 

21.8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서울

인천/경기

대전/세종/충청

광주/전라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지역별 대선 후보 지지도 (단위:%)

이재명 윤석열 기타

윤석열

이재명

< 한국리서치 조사 결과 (2022.03.03) >

윤석열

박빙

윤석열

가장 최근에 시행된 한국리서치 조사 결과를 보면
광주/전라 지역의 경우 이재명 후보를, 그 외 (인천/경기를 제외한)
기타 지역에서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이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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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 

33.4 

36.7 

45.2 

29.9 

32.3 

33.2 

57.1 

62.5 

60.6 

52.7 

63.9 

62.2 

63.3 

4.5 

4.1 

2.7 

2.1 

6.2 

5.5 

3.5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서울

인천/경기

대전/세종/충청

광주/전라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지역별 사전투표 의향 (단위:%)

사전투표 본 투표 기타

윤석열

이재명

< 한국리서치 조사 결과 (2022.03.03) >

윤석열

박빙

윤석열

지역별 사전투표 의향을 보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광주/전라” 지역에서 유독 높게 나타나네요.

‐ 그리고 대전/세종/충청 지역과 서울 지역이 다소 높은 편이고
그 외 지역은 전반적으로 본 투표 의향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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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
32.1 31.7 31.9

45.7

34.4 33.1

41.1

31.3

36.7
34.3 32.9

46.4
49.5

39.1

33.8
31.9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대 대선, 지역별 사전투표율 및 최근 여론조사 결과 비교

실제 사전 투표율에 여론조사 결과를 겹쳐보면
사전투표에서는 이재명 후보 지지 비중이 높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하지만 사전투표 의향이나 실제 투표율이 높지 않았던 지역에서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3/9 본 투표에서는 결과를 예측하기 아직도 어려워보이네요.

윤석열 윤석열 윤석열 박빙 이재명 윤석열 윤석열 윤석열 박빙 윤석열 윤석열 윤석열 이재명 이재명 윤석열 윤석열 윤석열

中 下 下 下 上 中 下 中 下 下 中 中 上 上 下 下 下

< 사전투표 의향 >

< 지지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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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투표

87.9

가능하면투표

9.8

별로…

1.4 전혀…

0.6

고민중/모름

0.3

투표 의지 비중 (단위:%)

그럼 여기서 최근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몇가지 관련 내용을 짚어보죠.

‐ 이번 선거에서 투표를 하겠다는 응답은 무료 97.7%입니다.
물론 전화면접조사에 응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고관여 층이기는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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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34.6 

본선거 투표

59.3 

모름

4.1 

비투표

2.0 

사전투표 의향

42.1 

36.9 

38.1 

40.1 

26.6 

19.4 

50.5 

59.3 

58.7 

53.3 

65.1 

73.2 

2.0 

2.3 

2.4 

5.6 

5.9 

7.0 

0% 20% 40% 60% 80% 100%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연령별 투표 시기 (단위:%)

사전투표 본 투표 모르겠다 비투표

사전투표의향은 실제 투표율과 비슷한 34.6%였고
연령별로는 20대가 42.1%로 가장 높았습니다.

‐ 캐스팅보트로 평가받는 2030대의 관심이 무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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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40%

진보

27%

보수

33%

정치성향

42.2 

28.0 

37.5 

52.8 

67.1 

56.5 

2.6 

3.6 

4.1 

0% 20% 40% 60% 80% 100%

진보

보수

중도

정치성향별 투표 시기 (단위:%)

사전투표 본 투표 모르겠다 비투표

(503)

(622)

(738)

또 본인을 진보라고 생각하는 유권자의 사전투표 의향이 가장 높았으며
응답자 중 40%에 해당하는 중도층의 사전투표 의향은 37.5% 였습니다.

‐ 아마도 보수층의 투표는 3/9 당일에 몰릴 예정인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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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잠깐 정치성향을 조금 더 짚어보죠.

‐ 전반적으로 중도층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높거나 적지 않다는 것이 눈에 띕니다.
편 가르기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시기에는 언제나 “중립”으로의 포지션, 포장이 옳죠.

‐ 연령별로 보면 20~40대는 확실히 중도층 응답이 높았고 50대는 반반, 60대 이상은 보수라는 응답이 높았습니다.

‐ 그리고 후보별로는 사퇴한 안철수 후보 지지자들 중 중도 및 진보성향 비중이 무려 82.4%가 되는게 흥미롭네요.

42.0 

48.4 

40.5 

34.5 

33.7 

19.8 

23.4 

23.0 

31.1 

33.5 

18.6 

15.9 

28.9 

24.9 

24.1 

28.2 

40.8 

42.4 

5.6 

3.7 

4.3 

3.8 

6.9 

21.9 

0% 20% 40% 60% 80% 100%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연령별 정치성향 (단위:%)

중도 진보 보수 모름/무응답

33.9 

36.0 

41.8 

52.3 

42.9 

7.9 

49.3 

30.1 

17.5 

49.5 

8.9 

14.0 

5.8 

6.6 

3.6 

0% 20% 40% 60% 80% 100%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지지 후보별 정치성향 (단위:%)

중도 진보 보수 모름/무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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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교체에 대해서는 4050대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교체 요구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 이번에도 안철수 후보 지지층의 “정권교체” 요구가 74.7%까지 된다는 게 흥미롭네요
지지층 중 82.4%가 중도/진보 성향인데 정권교체 요구가 저렇게 압도적이라는 것은… 생각해 봐야할 문제겠죠.

22.2 

32.1 

51.8 

51.1 

28.5 

21.9 

62.1 

56.2 

38.5 

43.6 

66.0 

67.0 

15.7 

11.7 

9.7 

5.3 

5.4 

11.1 

0% 20% 40% 60% 80% 100%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연령별 정권교체 지지 여부 (단위:%)

정권연장 정권교체 모름

85.8 

1.4 

34.5 

10.3 

5.2 

96.8 

39.4 

74.7 

8.9 

1.8 

26.0 

15.0 

0% 20% 40% 60% 80% 100%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지지 후보별 정권교체 지지 여부 (단위:%)

정권연장 정권교체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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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28.6 

21.0 

40.5 

62.6 

59.5 

8.4 

8.9 

19.5 

0% 20% 40% 60% 80% 100%

사전투표

본투표

모름/무응답

지지 후보별 정권교체 지지 여부 (단위:%)

정권연장 정권교체 모름

정권교체에 대해서 한가지 더 살펴보면
사전투표 의향층에서 정권연장 응답이 높네요.

‐ 이쯤되면 대충 사전투표하신 분들의 방향이 조금은 더 선명해 보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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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 

24.9 

40.4 

30.7 

47.1 

70.0 

55.7 

57.9 

0% 20% 40% 60% 80% 100%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지지 후보별 투표 시기 (단위:%)

사전투표 본 투표 모르겠다 비투표

(747)

(842)

(35)

(148)

이재명

747 

42%윤석열

842 

48%

심상정

35 안철수

148 

8%

지지후보

지지후보별 투표 시기를 보면
이재명 후보자 지지층에서의 사전투표 의향이 가장 높습니다.

‐ 이렇게 봐도 꽤 선명해 보이네요. 점점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는 느낌..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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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747 

42%윤석열

842 

48%

심상정

35 안철수

148 

8%

지지후보

20.6 

33.5 

55.2 

50.6 

30.9 

25.5 

36.2 

39.8 

28.8 

36.1 

58.6 

59.2 

17.1 

11.1 

4.8 

4.8 

3.5 

2.9 

20.7 

13.9 

10.4 

7.3 

6.1 

12.0 

0% 20% 40% 60% 80% 100%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연령별 지지후보 (단위:%)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기타

이왕 후보 얘기가 나왔으니
연령별 지지후보 데이터까지 보죠.

‐ 4050대는 이재명 후보, 60대 이상은 윤석열 후보로 명확해 보이고
2030대에서는 간극이 조금 줄어드는 경향은 보이는데 기타 의견이 타 연령대비 높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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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

36.2

8.5

34.5

53.6

11.9

30.8

48.7

20.5

이재명 윤석열 기타

당선 가능성은? (단위:%)

사전투표 본투표 모름/무응답

마지막으로 투표 일정에 따른
후보별 당선 가능성에 대한 응답을 보겠습니다.

- 여기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죠?
사전투표를 하겠다는 분들은 이재명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예측했고
본 투표를 하겠다는 분들은 윤석열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예측했습니다.



사전투표 왠일? 지금쯤 몇 페이지?   - 22 -

그러면 이제부터는 SNS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사전투표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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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141 287 466 401 427 488 603 996 1,621
2,131 4,288

106,102

160,391

178 328 347 404 501 627 530 780 1,223 1,554 2,297 5,523

24,509 22,289

D-12 D-11 D-10 D-9 D-8 D-7 D-6 D-5 D-4 D-3 D-2 D-1 사전투표

당일

사전투표

2일차

19대 대선 & 20대 대선, 시간대 사전투표율 비교

19대 대선 20대 대선

19대 대선 20대 대선

D-12 2017-04-22 2022-02-20

D-11 2017-04-23 2022-02-21

D-10 2017-04-24 2022-02-22

D-9 2017-04-25 2022-02-23

D-8 2017-04-26 2022-02-24

D-7 2017-04-27 2022-02-25

D-6 2017-04-28 2022-02-26

D-5 2017-04-29 2022-02-27

D-4 2017-04-30 2022-02-28

D-3 2017-05-01 2022-03-01

D-2 2017-05-02 2022-03-02

D-1 2017-05-03 2022-03-03

D-day 2017-05-04 2022-03-04

D+1 2017-05-05 2022-03-05

19대 대선과 사전투표 D-10일까지의 SNS 언급량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 참고로, 왜 D-10일이냐고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관심이 조금씩 상승하는 시점을 역추적한 결과입니다.

- 데이터를 보면 D-1까지는 20대 대선 언급량이 많은데 사전투표 당일에는 19대 대선 당시 언급량이 압도적으로 많죠?
이유는 다음 장에서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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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68 137 272 206 226 251 335 598 893 
1,233 

2,414 

14,545 

11,930 

108 195 223 218 266 319 300 423 605 763 1,268 2,979 

13,732 
12,249 

[트위터] 19대 대선 & 20대 대선, 시간대 사전투표율 비교

19대 대선 20대 대선

14 12 36 40 44 54 61 36 68 219 237 369 

3,104 

3,582 

19 57 59 59 67 75 69 74 153 205 352 
689 612 

957 

[블로그] 19대 대선 & 20대 대선, 시간대 사전투표율 비교

19대 대선 20대 대선

15 17 32 42 43 44 46 72 110 180 223 459

3880
3,307

47 65 39 98 136 203 139 242 385 478 546

1544

6633

5,397

[커뮤니티] 19대 대선 & 20대 대선, 시간대 사전투표율 비교

19대 대선 20대 대선

26 44 82 112 108 103 130 160 220 329 438 1,046 

84,573 

141,572 

4 11 26 29 32 30 22 41 80 108 131 311 3,532 3,686 

[인스타그램] 19대 대선 & 20대 대선, 시간대 사전투표율 비교

19대 대선 20대 대선

19대 대선의 사전투표는 “인증” 유행, 20대 대선의 사전투표는 좀 더 진중한 의지

- 19대 대선 당시에는 사전투표 당일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을 통한 “인증”이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커뮤니티 언급량이 높죠. 토론입니다.
물론 2020년을 넘어오면서 인스타그램 채널 수집량 자체가 감소한 영향도 있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인증” 유행이 확연히 감소한 모양입니다.

“일방적 토론”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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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85 169 314 249 270 297 407 708 1,073
1,456

2,873

18,425

15,237

155 260 262 316 402 522 439 665 990 1,241 1,814

4,523

20,365

17,646

D-12 D-11 D-10 D-9 D-8 D-7 D-6 D-5 D-4 D-3 D-2 D-1 사전투표

당일

사전투표

2일차

[인스타그램 제외] 19대 대선 & 20대 대선, 시간대 사전투표율 비교

19대 대선 20대 대선

그럼 인스타그램/블로그 정보량을 제외하고 보면
19대 대비 D-2 이후 사전투표 관심이 급증하기 시작하죠

- 이렇게 보면 확실히 사전투표에 대한 인식이 지난 19대 대선 이후로 완벽하게 자리잡고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의 기반에는 무엇보다 2030층, 즉 정치 외연에 있던 잠재 유권자들의 본격적인 유입이 아닐까 싶습니다.

19대 대선 전일 대비 20대 대선 전일 대비 19-20 증가율

D-12 66 - 155 - 134.8%

D-11 85 28.8% 260 67.7% 205.9%

D-10 169 98.8% 262 0.8% 55.0%

D-9 314 85.8% 316 20.6% 0.6%

D-8 249 -20.7% 402 27.2% 61.4%

D-7 270 8.4% 522 29.9% 93.3%

D-6 297 10.0% 439 -15.9% 47.8%

D-5 407 37.0% 665 51.5% 63.4%

D-4 708 74.0% 990 48.9% 39.8%

D-3 1,073 51.6% 1,241 25.4% 15.7%

D-2 1,456 35.7% 1,814 46.2% 24.6%

D-1 2,873 97.3% 4,523 149.3% 57.4%

D-day 18,425 541.3% 20,365 350.3% 10.5%

D+1 15,237 -17.3% 17,646 -13.4%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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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2.03.01 2022.03.02 2022.03.03 2022.03.04 2022.03.05

순위 연관어 count 연관어 count 연관어 count 연관어 count 연관어 count

1 이재명 232 윤석열 398 단일화 919 대통령 3,835 대통령 2,049

2 윤석열 218 대통령 370 후보 876 대선 2,333 대선 1,304

3 대통령 213 대선 350 윤석열 850 이재명 2,156 이재명 1,262

4 대선 195 이재명 337 대통령 837 투표소 2,131 투표소 1,084

5 후보 187 코로나 303 이재명 801 대통령선거 2,099 대통령선거 1,022

6 코로나 167 후보 285 대선 788 후보 1,823 아침 946

7 민주당 135 투표소 216 안철수 781 국민 1,644 후보 854

8 부정선거 131 국민의힘 200 국민 531 아침 1,374 투표율 853

9 국민의힘 113 국민 193 투표소 507 윤석열 1,345 확진자 804

10 선관위 112 대한민국 182 코로나 466 코로나 1,284 국민 744

11 국민 110 대통령선거 175 하루 439 대한민국 1,077 코로나 737

12 대한민국 109 뉴스 165 대통령선거 393 주민 1,028 용지 729

13 정권 95 이준석 162 정치 376 투표율 1,002 투표인증 708

14 뉴스 85 민주당 138 국민의힘 332 시간 917 주말 686

15 이준석 79 확진자 120 민주당 295 20대 882 윤석열 625

16 금 79 정치 118 대한민국 285 마음 855 바람 618

17 대통령선거 79 금 112 사퇴 278 점심 839 주민 585

18 교체 71 선관위 110 금 270 정치 807 투표용지 579

19 황교안 69 부정선거 109 대선후보 259 인증 804 대한민국 574

20 투표소 69 사진 108 용지 258 용지 793 마음 547

21 여론 69 코로나19 102 여론 252 신분증 783 투표함 546

22 투표율 66 유권자 100 신분증 247 투표인증 769 인증 530

23 정권교체 66 결과 99 유권자 237 민주당 727 뉴스 493

24 더불어민주당 64 이틀 97 정권 237 인증샷 702 인증샷 479

25 경제 63 여론 97 여론조사 232 지역 699 일상 458

26 결과 63 용지 95 새벽 230 투표용지 662 시간 455

27 정치 63 경제 95 교체 227 뉴스 649 토요일 427

28 용지 59 토요일 94 아침 217 주민센터 643 정치 423

29 안철수 58 금요일 92 토요일 215 국민의힘 631 주민센터 421

30 유권자 56 정권 92 서울 213 안철수 622 선관위 416

최근 며칠간의 연관어를 비교해 보면 단일화를 기점으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언급량이 올라가고, 지난 5일에는 확진자 투표 과정에서의 부정 이슈가 회자되었습니다.

-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이라는 자랑할만한 사회적 관심이 막판에 부정선거 이슈나 논란으로 덮이는 것은 아닐지.. 안타까운 지점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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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관어를 뽑아서 일별 추이 변화를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 후보 언급 변화는 앞서 얘기했으니 넘어가고요, ‘*’ 표시 해 놓은 ‘출처’는 SNS 상에 게시할 때 언론 기사 보도 내용을 인용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언론 보도를 얼만큼 사람들이 관심있게 봤는지에 대한 지표가 될 수도 있겠죠.

- 단일화 이슈는 사전투표 첫 날이었던 3/4에 극에 달했습니다. 이후 잠잠해지기는 했지만 표심에 다양한 각도로 영향을 주겠죠.

- 마지막으로 앞서도 언급했지만 ‘부정선거’에 대한 언급이 지난 5일에 많이 높아졌습니다. 이 또한 여러 각도로 본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겠네요.

키워드 2022.03.02 2022.03.03 2022.03.04 2022.03.05 2~3일 증가율 3~4일 증가율 4~5일 증가율

이재명 232 337 801 1,262 45.3% 137.7% 57.6%

윤석열 218 398 850 625 82.6% 113.6% -26.5%

안철수 58 49 781 313 -15.5% 1493.9% -59.9%

*출처 37 49 94 385 32.4% 91.8% 309.6%

단일화 33 - 919 185 -100.0% - -79.9%

사퇴 - - 278 - - - -100.0%

투표인증 - - - 708 - - -

정권교체 66 78 206 129 18.2% 164.1% -37.4%

교체 71 72 227 285 1.4% 215.3% 25.6%

확진자 55 120 135 804 118.2% 12.5% 495.6%

무효표 - - - 154 - - -

부정선거 131 109 140 398 -16.8% 28.4%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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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일 ~ 3월 5일
감성어 분석

다음은 감성어, 그러니까 “서술어”를 들여다 보겠습니다.
감성어는 연관어보다 조금 더 대중의 심리를 대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꽤 유용한 데이터입니다.

- 사람많다, 줄이길다, 소중한 내 한표, 파이팅 등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사람들조차 이런 분위기가 낯선가 봅니다.

- “인증”하는 문화도 지난 19대 대비로는 크지 않을 수 있으나, 여전히 이어지는 문화인 것 같고요.

- 그 외 사전투표의 결과가 궁금하다거나, 역시 최근의 ‘논란’ 이슈에도 여러 감정을 드러내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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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일 ~ 3월 5일
감성어 분석

그런데 여기서 상위 일반적인 키워드 몇 개를 지우고
부정적 얘기들로 다시 그림을 그려보면 조금 다른 지점을 읽을수도 있습니다.

-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어렵다”인데요. 사전투표를 하러 간 그 순간까지 누구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 많은가 봅니다.

- 그리고 대한민국의 위기라느니, 역대 최악의 선거라느니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우려가 대중속에 깊이 자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대중의 전반적인 의견이라고는 얘기할 수 없겠지만, 이를 발판삼아 다음 선거에서는 이런 분석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 또 한가지 “역풍”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이건 단일화에 대한 여권 지지자들의 평가일 것이라 각자의 해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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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03. 03 2022. 03. 04 2022. 03. 05

감성어를 일별로 보면 그래도 대부분
사전투표를 한다는 것 자체를 즐기는 듯한 분위기로 보여집니다.

- 투표 당일까지 “어렵다”는 얘기를 반복하지만, 서로 서로가 투표를 독려하는 분위기는 어느 나라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긍정적인 모습이죠.

- 감성어에 대표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일부 유권자들은 드디어 길고 길었던 대선 레이스를 끝냈다는 소회를 밝히기도 했던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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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03. 03 2022. 03. 04 2022. 03. 05

역시 상위 언급량 많은 키워드로 인해 가려져 있었던
대중의 속마음을 살짝 짚어보자면,

- 사전투표를 하고 있는 중에도 이렇게 다양한 불만과 부정적 시각들이 존재했습니다.

- 실제 3월 9일 선거 당일에는 또 어떤 풍경이 펼쳐질지 사뭇 궁금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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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4일~5일, 사전투표 시기
트위터 & 커뮤니티 감성어 비교

덧붙여서 참고삼아
당선 가능성이 높은 두 후보에 대한 사전투표 시점의 감성어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 딱히 분석보다는… 해석은 독자의 몫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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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4일~5일, 사전투표 시기
트위터 & 커뮤니티 감성어 비교

이건 두 후보 및
단일화를 성공시킨 안철수 후보와의 비교 내용입니다.

- 이 역시… 해석은 독자의 몫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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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정말 아주 최근에 일본의 한 방송 매체와
한국의 20대 대선 이슈에 대해 이런 저런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맞아요. 자랑이에요. ㅋㅋㅋ)
(방송한 내용에 저작권이 있어서 공식적으로 자랑을 못하거든요..)

(아, 참 이 보고서도 보시겠죠? ㅋㅋ 오겡끼데쓰까~~)

일본에는 이렇게 빅데이터로 이슈를 분석하는 사례가 많이 없어서
저희가 낸 보고서를 아주 관심있게 지켜봤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중 가장 궁금해 했던게 “거대 양 당의 두 후보 지지율이
어떻게 이렇게 각축을 벌이며 이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저는 그 이유를 “2030대의 잠재 유권자가 19대 대선을 기점으로
대거 유입되었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사전투표를 봐도 그들의 정치 시장 진입이 유독 눈에 띄어요.

보통은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하면 조금 무겁게 자리잡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들을 계속 보고 있으면 그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게 참 많아요.

조금 과하게 얘기하자면, 젊은 유권자들이 정치판에서, 혹은 선거판에서
(이런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잘뛰어놀고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더 이상 기존의 정치 문법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
저는 분명 대한민국 역사에서 또 하나의 긍정적인 Signal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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