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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조사 기반 리서치 & 컨설팅

선거 여론조사의 세계적 흐름은 양적・질적 데이터의 균형

효과적 선거전략을 위한 질적조사

유 권 자 의  마 음 / 지 역 사 회  여 론 을

정 확 히  읽 어  내 는  채 인 지 의  질 적 조 사 !

•질적조사 과정에서 유권자의 시각뿐 아니라“유권자의 언어”를 포착.“유권자

의 언어”는 정치인이 유권자들과 소통할 때 필요한 귀중한 자산

•질적조사는 지역 현안이나 유권자 개인의 욕구를 정확히 읽어 낼 수 있기 때문

에 이를 통해 섬세하고 효과적인 선거공약 도출 가능

채인지(採人智) 리서치의 특징

•질적조사 전문 박사들과 데이터 처리 전문 박사들이 주축이 되어 2018년 설립. 

양적・질적조사 융합 방법론 개발

•질적데이터를 시각화, 인식체계 지도 생성

•질적조사에서는 연구자 역량이 가장 중요. 채인지 연구진은 국내 및 세계 각지

에서 오랜 연구경력을 갖춘 박사들  

•채인지의 연구는 현장 중심: 각종자료 및 빅데이터를 활용하지만 가장 핵심적

인 정보는 현장에서 그리고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생산 

•자체 리서치 서버 운영, 데이터 관리・분석 

•채인지는 지식-정보 기업으로서 정보의 보안 및 윤리 엄수 

•채인지의 선거 질적조사 

채인지의 경력

•2018년과 2019년 2회에 걸쳐 현역 국회의원 ◯ ◯지역구에 대한 질적조사 용역

수행

•그 효과와 필요성을 확인!

선거 여론조사의 새로운 패러다임
-숫자를 넘어 민심으로

왜 필요한가?

•외형적으로 선거는 수량적 경쟁, 실제는 거대한 민심과 시대적 요구의 결과

•효과적 선거전략은 숫자를 넘어 민심의 성격과 원천을 정확히 알아야 가능

•영국,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계량적 선거 여론조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질

적조사 도입이 보편적 현상

 

계량적 설문조사의 한계 보완

•설문조사만으로 유권자들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를 정확히 설명하기 어렵다.

•유권자들의 선택은 변한다. 그런데 설문조사로는 어떤 특정 상황이나 맥락에

서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 

•설문조사는 질문에 대한 답만 얻을 뿐, 질문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정보는 얻을 

수 없다. 듣고 싶은 것만 골라 듣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하고 싶은 말은 듣기 어

렵다.

 

질적조사 기반의 선거전략 수립

•질적조사란 온라인/오프라인 대화, FGI, 심층인터뷰, 현지조사 등의 방법을 통

해 유권자의 인식을 깊고 전면적으로 분석해내는 조사 방식

•수시로 변하는 지지율 밑에 깔린 유권자들의 기본적 욕구, 인식체계, 그리고 정

보 네트워크 분석

•유권자들의 특정한 인식과 판단이“왜”“어떻게” 형성된 것인지 설명 

•이를 통해, 계량적 여론조사 결과에 의미와 해석을 더해 줌

•“왜” 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통해 효과적인 선거전략이 가능

•한 사람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그가 속한 각종 소집단, 가족, 직장, 온라인 커뮤

니티 등 그 사람 주변 곳곳의 의견과 동향에 대해서도 파악 가능

심층 인터뷰

자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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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