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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의 순서효과, 기호효과, 후광효과:
2014년 서울시 교육감선거*

김범수 연세대학교

✛ 국문요약 ✛
평등선거는 선거의 자유보장과 함께 공정선거를 실현하는 핵심 원리이다. 그런데 한국의 선거
에서 투표용지 게재방법은 ‘거대정당 우선 고정방식’으로 정당 간 그리고 후보자 사이에 차등적
게재를 제도화하고 있어, 순서효과, 기호효과, 후광효과가 발생하여 선거경쟁을 불평등하게 하
는 원인이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 중 하나로 제도권은 2014년 한국의 교육감선거에 후보자의 게
재순위를 순환시키는 순환배열방식의 투표용지를 도입했다. 순환배열방식의 투표용지는 정치과
학적으로 순서효과의 존재 여부와 크기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교육감
후보자들은 기초의원 선거구를 단위로 하여 순환방식으로 게재되는데, 이때 동일한 후보가 각
순서별로 다양하게 게재된다. 이것은 통계적으로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게재순위가 투표율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게 한다. 더욱이, 2014년 교육감선거에서는 지방자치 단체장 및 지방의원
선거와 동시에 실시되었기 때문에 다른 선거에서의 유력후보가 투표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후광
효과(coattail effect)의 발생 조건을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 기법을 적용하여, 교육감선거에서 작용한 투표용지의 순서효과와 기호
효과, 그리고 후광효과를 검증하고, 그 크기를 측정한다. 이 결과를 통해 순환형 투표용지 제도
도입의 개선효과를 평가하고, 향후 공정한 선거경쟁을 위한 투표용지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주제어 | 순서효과, 기호효과, 후광효과, 투표용지 게재순위, 선거 공정성
* 논문 초고를 심사하신 후, 분석 개념의 조작적 정의와 분석 방법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여 논문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신 세 분의 심사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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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2014년 제6회 동시지방선거에서 한국 선거사상 처음으로 ‘순환배열방식’의 투표용지
게재방식이 교육감선거에 사용되었다. 순환배열방식은 투표용지의 첫 번째 순서에 게재
된 후보가 두 번째나 세 번째에 기재된 후보에 비해 득표이득을 얻는다는 점을 전제하고,
이러한 득표이득이 첫 번째 순서에 게재된 후보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하려는 목적을 위해
고안된 제도이다. 교육감 후보들이 모여 추첨을 통해 기본 순서를 결정한 다음, 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별로 게재순서를 순환하여 배정하는 제도이다. 교육감선거에 순환배열방
식을 도입하여 선거 공정성의 문제가 많이 해소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투표용지의 게재순서로 인한 선거 불공정의 문제는 순서효과로만 국한되지 않
는다. 한국의 투표용지 게재방식은 순서에 대한 문제와 함께 다른 문제들이 복합되어 있
다. 교육감선거는 정당표방이 금지되어 있는 무정당선거이다. 무정당선거가 동시선거제
도로 인해 정당선거와 함께 실시된다. 무정당선거가 정당선거와 함께 실시되면서 정당선
거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한국의 정당선거에서 기호배정방식은 국회의석을
기준으로 하여 제1당에게 1번을 배정하고, 제2당에게 2번을 배정하는 ‘거대정당 우선 고
정배정’방식이다. 또한, 이렇게 배정받은 정당기호를 동시선거의 모든 각급 선거에 통일
적으로 사용하며, 전국적으로 일치되게 사용하는 ‘전국통일기호제도’가 있다. 이 때문에
2014년 동시선거에서 1번은 새누리당을 상징하는 선거표식(electoral cue)이 되고, 2번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선거표식이 되었다. 이러한 조건하에서의 교육감선거는 정당의 정당효
과와 정당의 기호효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투표는 유권자가 행하는 선택이라 볼 때,
매번 동시지방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일렬투표와 묻지마 투표행태가 교육감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투표용지 설계가 공정하게 이루어져 공정한 선거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한다. 그동안 한국 동시지방선거에서 꾸준히 불공정한 득표이득을 발생시키는 원인
으로 주목되었던 투표용지 게재순서에 의한 순서효과를 분석하는 것과, 순서효과와 구분
되어 존재하지만 투표용지의 게재방식에 직접 연관되어 선거 불공정 문제를 야기하는 정
당기호효과도 함께 분석하고자 한다. 더불어 동시선거에서 유력한 후보자의 영향력이 다
른 선거의 후보자에게 영향을 미쳐 득표이득을 낳는 후광효과를 분석한다. 2014년 6월에
동시지방선거의 하나로 실시된 교육감선거에서 순서효과, 기호효과, 그리고 후광효과가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서울시 교육감선거를 대상으로 분석한다. 서울시 교육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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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59개 선거구에서 실시되었는데, 각 선거구별로 후보들의 득표율을 비교 분석한다.
II절에서는 투표용지에 담는 정보의 내용과 그 내용을 게재하는 방법과 순서에 따라 순서
효과, 기호효과, 그리고 후광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설명한다. III절에서는 교육감선거
를 대상으로 세 가지 효과에 대한 가설을 제시하고,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분석 방법을
제시한다. IV절에서는 서울시 교육감선거의 159개 선거구별 득표율에 대하여 분산분석과
회귀분석을 하여 세 가지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한다. V절 결론에서는 세 가지 효과에
대한 제도적 원인과 해결방향을 제시한다.

II. 투표용지와 선거 불평등

1. 한국의 투표용지에 게재되는 정보
공직선거법 제150조는 “투표용지의 정당과 후보자의 게재순서”에 관한 정치적 규범을
정하고 있다. 투표용지에 담아야 하는 정보와, 해당 정보들의 순서에 관한 규정이다. 투표
용지에 담는 정보는 정당의 기호와 정당명, 그리고 후보자의 성명이다. 미국이나 영국의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소속 정당과 성명을 담고 정당을 의미하는 정당기호는 없다. 한국
선거역사에서 투표용지에 정당기호가 담기기 시작한 시점은 1963년 제3공화국 시기이다.
1950년대의 제1공화국과 1960년의 제2공화국에서는 투표용지에 기호와 후보자의 성명만
담겼다. 이 때 기호는 후보자의 기호였다. 1950년대의 유권자들 중 상당수가 문자를 해득
하지 못한 시대상황에서 후보자의 선택을 돕기 위하여 후보자 기호를 도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952년 한국전쟁 중 실시된 최초 지방의원선거에서 사용된 후보자 기호는 한자
의 “一 , 二 , 三”이었고, 1960년 12월 제2공화국시기에 실시된 지방의원선거에서는 소위
작대기 기호로서, “l, ll, lll”이 사용되었다. 후보자 기호는 선거구별로 후보자들이 추첨하
여 배정하였다.
제3공화국이 시작되면서 정당기호 제도가 도입되었고, 1963년 제5대 대통령선거와 제6
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이 시기에 박정희 최고 지도자와 입법부 기능을
수행하며 선거법을 제정한 국가재건최고회의는 ‘정당국가’의 실현이라는 목표 아래 정치
관계법을 새롭게 제 ․ 개정한다.1) 구체적 내용으로는 무소속 후보가 공직선거에 출마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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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선거법과 국회의원선거법에 정당이 추천한 후보만 후보로
등록되는 규정을 신설한다. 또한, 군소정당들의 선거참여를 방지하고 전국 수준의 주요
정당들만이 공직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당법에 국회의원 선거구 수의
1/3 이상에 지구당을 개설해야 정당으로 승인되는 ‘법정 지구당 수’ 규정을 신설한다. 더
불어, 선거구별로 후보자들이 추첨하여 배정하던 후보자 기호를 각 정당대표가 추첨하여
정당의 기호를 정한 후 해당 정당의 모든 후보들이 동일하게 사용하는 ‘정당 기호’로 바꾸
었다. 이러한 정당 기호는 그 이후 2014년 현재까지 정당의 추천을 허용하는 모든 선거에
적용되고 있다.
그런데 유권자의 문자해득의 문제를 더 이상 배려하지 않아도 되는 현재시점까지 투표
용지에 정당 기호가 남아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유권자 측면보다는 주요정당
들의 입장에서 설명할 수 있다.2) 제3공화국 후반기에 실시된 1971년 제8대 국회의원선거
를 앞두고 여당과 제1야당은 선거법을 개정하여 정당기호를 국회의석수를 기준으로 배정
하도록 선거법을 개정했다. 국회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제1당에게 1번을 제2당에게 2번을
고정적으로 배정하는 방식이다.3) 이 방식은 정당의 규모를 기준으로 정당기호를 배정한
다는 면에서 공정한 배분이라 보기 어렵다. 요약하면, 2014년 현재 시점에 한국의 투표용
지에 게재되는 정당기호제도는 문맹률이 낮은 유권자를 배려하려는 선거역사 초기의 도
입의 취지와는 관련이 적고, 주요정당들이 선거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게 하는 도구가
되었다.

2. 투표용지와 득표이득
후보들이 투표용지에 게재되는 순서와 방식은 후보자의 자질이나 능력과 같은 실체적
인 판단 기준과는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후보자의 득표결과에 차이를 만들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이 때문에 투표용지의 게재방식에 따라 선거가 공정해 질 수도 있고, 불공
정해 질 수 있다. 한국에서 정당이 참여하는 모든 선거에서 투표용지에의 게재방식은 국

1) 국가재건최고회의는 정당국가의 도입의 필요성에 관해 “민주국가의 발전에 필수적인 건전한 정당제도는 서구
나 북미제국과 같이 오랜 역사를 통하여 점진적으로 확립되는 경우도 있으나 후진국가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정당정치의 기틀을 확립”하고자 한다고 제시했다(국가재건최고회의 1963, 798).
2) 한국 투표용지 기호 배정 제도의 변화와 그에 따른 정당들 사이의 행태에 관해서는 김범수(2012)를 참조.
3) 당시 제3당 이하는 정당명의 한글 자모순에 따라 3번 이하를 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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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다수의석에 따라 정당기호를 정하고, 정해진 정당기호를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사용
하게 한다. 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전국 모든 지역구 선거구에 각 정당은 배정 받은
정당기호를 통일되게 적용하며, 동시지방선거의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장선거, 광역의회
지역구 의원선거, 기초자치단체장선거, 기초의회 지역구 의원선거와 광역의회 및 기초의
회 비례의원선거의 6개 선거에서 정당기호를 통일적으로 사용한다. 전국통일 정당기호의
사용이 유권자가 쉽게 후보자를 식별하는 기표 표식이 된다는 긍정적인 기능이 있지만,
동시에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실체를 확인하지 않은 채 묻지마투표와 일자투표를 하는 원
인이 되기도 한다. 투표용지의 게재방식이 득표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는 후보자의 게재순
서로 인해 발생하는 ‘순서효과(order effect),’ 후보자에게 배정된 특정 기호로 인해 발생
하는 ‘기호효과(sign effect),’ 그리고 동시선거에서 발생하는 ‘후광효과(coattail effect)’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순서효과는 앞 순서에 게재된 후보자가 뒷 순서의 기호를 배정받은 후보자보다 득표
이득을 누리게 한다. 2006년 기초의회 의원선거에서 후보자의 배정순서가 한 순서 뒤로
갈수록 약 0.4%의 득표율이 감소하였다(김범수 ․ 서재권 2012, 158). 이 연구는 투표용지
게재순서의 차이가 득표의 차이를 가져와 선거를 불공정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음을 실
증적으로 보여준다. 미국선거에서도 순서효과는 1992년 오하이오(Ohio)주 총선거(Miller ․
Krosnick 1998), 그리고 1991년부터 1999년까지 일리노이(Illinois)주 피오리아(Peoria)
시의원선거(Brockington 2003)에서 나타났다.
기호효과는 특정 기호를 배정받은 후보가 득표 이득을 얻는 현상한다. 한국의 선거역사
에서 기호효과는 2006년 정당공천제가 기초의회의원선거에 도입된 후에 주목받기 시작했
다. 기초의회의원선거는 선거구별로 2~4인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이다. 거대 정당들은
중선거구에 복수 공천을 하는데, 복수 공천된 동일 정당소속의 후보자들은 정당기호와
함께 “가나다순”기호를 배정받는다. 2006년 제4회 동시지방선거에서는 가나다순 기호를
후보자 성명의 자모 배열 순서에 따라 배정했다.4) 그런데 선거결과 기호 ‘가’를 받은 후보
들의 당선율이 기호 ‘나’ 혹은 ‘다’를 받은 후보들에 비해 높았다. 실증적으로 2006년 기초
의회의원선거 후보자 전수에 대한 분석결과에서 기호 ‘가’ 효과는 확인되었다.5)
기초의원선거에서 기호 ‘가’ 효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초두효과(primacy effect)의 영향

4) 공직선거법(법률 제7681호, 2005.8.4) 제150조 제5항.
5) 기호 ‘가’ 효과는 투표용지의 순서효과와 정당효과, 선거구 크기변수와 후보자 특성 변수를 통제한 회귀 모형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검증되었다(김범수 ․ 서재권 2012, 153; 황아란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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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초두효과란 응답자가 설문을 답할 때, 첫 번째로 제시된 답을 선호하는 인지심
리학적 인간 행태에 의해 발생하는 현상이다. 첫 번째 응답을 선호하는 초두효과의 행태
가 선거에서 처음 게재된 후보에 기표할 가능성을 높여 득표이득을 얻게 하는 것이다.
기호효과는 일반적으로 순서효과와 결합되어 있어서 순서효과와 구분짓기 어렵다. 그런
데 한국 기초의회의원선거에서는 게재순서와는 별도로 가나다순 기호를 배정하게 하였
고, 이로 인하여 후보자가 투표용지에 게재되는 순서와 후보자가 사용하는 기호가 분리되
게 되었다. 예를 들면, 2006년 제4회 동시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은 1번을 한나라당이
2번을 배정받았다. 두 정당의 경우, 복수 추천된 후보들은 정당기호와 함께 가, 나, 다의
기호를 추가하여 배정받는다. 열린우리당이 복수 추천한 2명의 후보의 기호는 1-가와 1나가 된다. 투표용지의 게재 순서로 보면, 1-가는 투표요지의 첫 순서에 1-나는 두 번째
순서에 게재된다. 같은 선거구에 한나라당이 2명을 복수 추천하면, 2-가는 투표용지의
세 번째 순서에 2-나는 네 번째 순서에 게재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후보자들이 게재됨으
로써, 게재 순서와 기호는 분리된다. 2006년 동시지방선거의 기초의회 의원선거를 사례
로 하여 순서효과를 통제한 후, 1-가 혹은 2-가와 같은 기호 ‘가’ 효과가 확인되었다(김범
수 ․ 서재권 2012).
기호 ‘가’ 효과로 인한 선거 불공정이 문제로 대두되자 2010년 제5회 동시지방선거에서
부터는 기호 ‘가’를 정당이 배정하도록 하게 했다.6) 정당정치 측면에서 고려할 점은 정당
이 어떤 후보에게 기호 ‘가’를 배정하고 있는가라는 점이다. 정당들이 기호 ‘가’를 자질과
능력이 앞 선 후보에게 배정한다면, 선거결과에서 기호 ‘가’를 받은 후보들이 다른 기호를
받은 후보들에 비해 높은 득표율을 얻는 것은 득표이득이 아닌 오히려 정당한 결과이다.
그러나 유권자의 일정한 투표행태로 인해 기호 ‘가’를 받은 후보들이 후보자의 자질과 능
력에 상관없이 득표이득을 얻는다면, 이러한 선거는 불공정하다. 2006년 기초의회의원선
거에서는 기호 ‘가’를 후보들의 성명의 자모배열에 따라 배정하였다. ‘강’가나 ‘김’가가 ‘이’
가나 ‘최’가보다 평균적으로 능력이 뛰어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기호 ‘가’를 받은 후보
들의 높은 득표율은 후보자의 자질에 기인한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유권자가 기호 ‘가’
를 선호하는 기호효과로 인한 결과인 것이다. 조상 덕에 당선된다는 비판과 불공정 시비
가 일자, 2010년 제5회 동시지방선거에서는 기호 ‘가’에 대한 배정 권한을 정당에게 위임
한다. 그런데 기호 ‘가’의 배정권을 정당에 위임한 것은 기호 ‘가’ 효과로 인한 선거 불공정
문제는 그대로 두고 기호 ‘가’ 효과에 의해 얻게되는 불공한 득표이득을 정당이 배분하게
6) 공직선거법(법률 제9974호, 2010.1.25) 제150조 제7항.

투표용지의 순서효과, 기호효과, 후광효과

259

한 것이다. 정당이 공정한 심사와 정당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정당의 권력자가 임의적
판단과 정치적 고려에 의해 기호 ‘가’를 배정하는 경우, 기호 ‘가’ 배정권의 정당위임은
선거정치와 정당정치측면에서 유권자의 의사를 2번 왜곡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선거제도
가 불공정하여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시키고, 더 나아가 왜곡된 의사에 의해 만들어진 득
표이득을 정당의 권력자가 자신이 선호하는 공천 신청자에게 돌아가게 하기 때문이다.
2010년에 기호 ‘가나다순’ 결정권을 정당에 위임한 조치는 선거 불공정을 시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정당의 부패 가능성을 높인 것이다. 민주적 정당공천이 전제되지 않은 현실
에서 기호 ‘가’의 배정을 정당에게 위임한 규정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후광효과(coattail effect)는 연미복효과라고도 하는데, 어원은 두터운 외투인 코트
(coat) 끝(tail)에서 나왔다. 유력한 정치인이 입은 코트의 끝자락을 잡고 다른 하부단위
선거의 정치인이 성공의 대열에 함께 한다는 의미이다. 후광효과에 대한 연구는 미국 선
거정치에서 대통령 후보에 대한 지지가 상하원 의원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착안하
여 촉발되고 진행되었다.7) 후광효과는 동시선거에서 대통령과 같은 상급 공직자를 선출
하는 선거가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과 같은 하급 공직자를 선출하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
는 파급효과(spillover effect)로 설명된다(Hogan 2005, 587). 미국 선거정치에서 후광효
과의 존재 여부가 논쟁의 초점이었는데, 주목할 만한 사실은 대통령선거와 상원과 하원의
원선거 사이에서 나타나는 중앙선거에서의 후광효과보다 주지사선거와 주상원과 주하원
의원선거 사이에서 나타나는 후광효과가 더 크고 명확히 나타난다는 점이다(Hogan
2005). 이러한 차이는 선거정보나 선거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기울이는 시간과 노력 즉
선거비용의 차이 때문이다. 중앙정치는 후보자들이 유권자에게 잘 알려져 있는데, 대통령
이나 상하원 후보자들은 전국적인 언론에 의해 유권자들에게 홍보되기 때문이다. 반면에
주 선거는 연방선거에 비해서 유권자의 관심이 낮고 선거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한데,
이 때문에 후광효과가 선거정보가 부족하고 선거관심이 낮은 선거에서 영향이 크게 나타
난다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 후광효과가 나타날 조건을 갖춘 선거는 동시지방선거이다. 동시지방선거는
지방선거이므로 대선과 총선에 비해 유권자의 관심이 낮다. 또한 1인 8표(2010년 동시지
방선거) 혹은 1인 7표(2014년 동시지방선거)로 실시되므로 유권자들의 선거비용은 늘어
난다. 특히 동시지방선거에서 가장 관심이 낮은 선거는 지방의원선거이며, 광역의회 의원
선거보다는 기초의회 의원선거에 대한 관심이 더 낮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유권자들은
7) 미국 선거정치에서 후광효과에 대한 연구 요약은 김진하(200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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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단체장이나 기초단체장선거를 기준으로 기표하게 되고, 이때 기표했던 정당이나 정
당의 기호를 기준으로 지방의회선거에서 후보자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한국의
동시지방선거에서 사용되는 투표용지에서는 광역단체장선거, 광역의회 지역구의원선거,
광역의회 비례대표의원선거, 기초단체장선거, 기초의회 비례대표의원선거 5가지에서 전
국통일기호제도에 의해 정당기호와 게재순서가 일치되기 때문에 일렬투표를 통한 후광효
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만약, 각 선거에서의 게재순서를 추첨으로 배정한다면, 유권
자는 일렬투표를 하기 어렵게 되어 후광효과를 줄일 수 있다.

3. 교육감선거와 투표용지
교육감선거는 1991년 지방자치의 부활과 함께 시작되었다. 지방선거가 4년 단위로 실
시되면서 국회는 매시기마다 지방선거제도를 변경하였다. 교육감선거 제도 역시 지방선
거제도를 변경하면서 변경하였다. 1991년 교육감을 처음으로 선출하기 이전에는 교육감
을 시도 교육위원회가 추천하고 장관이 제청한 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법이 시행되었다.
1991년에 교육감을 선출하는 방식은 먼저 교육위원회를 구성한 후, 교육위원회가 교육감
을 선출하는 간선제였다. 당시 교육감 피선거권의 자격은 교육경력 20년 이상이면서 정
당의 당원이 아닌 자로 제한하였다.8) 1995년 제1회 동시지방선거 직후에 교육감 선출방
식도 일부 변경되었다. 교육감을 교육위원회에서 선출하는 방식은 동일하였으나, 피선거
권 자격규정을 일부 수정하여 교육경력 20년 이상을 15년 이상으로 조정했다.9) 1998년
제2회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는 교육감 선출규정을 변경했다. 교육감을 교육위원회
가 선출하던 방식에서 각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한 운영위원 선거인과 교원단체가 추
천한 교원단체위원들로 구성되는 교원단체 선거인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하여 교육감을 선
출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교육감 피선거권도 교육경력 15년 이상에서 5년 이상
으로 완화되었다.10) 2000년에는 교육감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전체로 확대되었다. 피선거권은 교육경력 5년 이상으로 전과 동일하되, 정당인이 선거
직전 탈당하여 교육감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후보자 등록일 이전 2년 동안

8)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법률 제4347호, 1991.3.8) 제28조와 제32조.
9)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법률 제4951호, 1995.7.26) 제32조.
10)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법률 제5467호, 1997.12.17) 제5조, 제28조,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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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는 규정이 추가되었다.11) 2006년에는 제4회 동시지방선거 직
후에 교육감 선출 방식을 간선제에서 유권자에 의한 직선제로 변경하였다.12) 교육감 직
선제 규정은 2010년 제5회 동시지방선거와 2014년 제6회 동시지방선거에 적용되고 있다.
교육감선거에서 투표용지 게재순서로 인한 불공정 문제가 거론된 시기는 교육감을 직
선제로 선출했던 2010년 교육감선거이다. 2010년의 교육감선거는 제5회 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되었는데, 동시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을 비롯한 8개의 각급선거13)가 동시에 실
시된다. 동시 선거에서 유권자는 지방자치단체 구성을 위한 6개의 정당선거와 교육위원
및 교육감을 선출하는 2개의 무정당선거를 하게 되어 1인 8표를 행사하였다. 8개의 선거
가 동시에 실시됨에 유권자는 수십 명에 달하는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야 하므로
유권자 입장에서는 선거의 비용이 컸다. 선거정보 확보에 부담을 느낀 일부 유권자는 후
보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보다는 일렬투표와 같은 손쉬운 선택을 한다. 이 때문에 교
육감선거와 같은 무정당선거가 정당선거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투표용지 게재순서
는 6개 정당선거와 2개의 무정당선거를 연결하는 고리 기능을 하게 된다. 즉, 정당기호
1번을 선호하는 유권자가 무정당선거인 교육위원선거와 교육감선거에서 일렬투표 행태를
통해 투표용지의 첫 번째에 게재된 후보를 선택하는 경우이다.
2010년 제5회 동시지방선거에서 교육감 후보자들의 투표용지 게재순서 결정방식은 공
직선거법의 무소속 후보자들의 기호배정방식인 추첨방식을 적용하였다. 또한 투표용지에
는 후보자의 성명만 담았고, 기제 방식은 후보자 성명을 위에서 아래로 게재하는 세로방
식이었다. 2006년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될 당시에는 투표용지에 교육감 후보자의 기호를
표시하는 규정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2010년 선거직전에 국회는 법 개정을 통해 기호는
제외하고 성명만 투표용지에 게재토록 하였다. 교육감선거에서 기호를 배제한 것은 정당
기호를 기준으로 일렬투표를 하여 교육감 후보들의 기호가 정당기호와 연계되어 득표 이
득 혹은 손실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의도였다. 그러나 정당기호가 없더라도 후보자
가 어느 순서에 게재되는냐가 정당기호와 동일하게 기능하여, 첫 순서와 둘째 순서에 기
재된 후보들이 뒤 순서의 후보들보다 평균적으로 높은 당선율 보였다.14) 그리고 같은

11)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법률 제6216호, 2000.1.28) 제61조, 제62조.
12)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법률 제8069호, 2006.12.20) 제22조.
13) 광역단체장선거, 광역의원지역구의원선거, 광역의원비례대표의원선거, 기초단체장선거, 기초의원지역구의원
선거, 기초의원비례대표의원선거, 교육위원선거, 교육감선거.
14) 16명의 교육감 당선자 중 첫 번째 기재된 경우는 6명(37.5%), 두 번째는 4명(25%), 세 번째는 5명(31.3%),
네 번째 이상은 1명(6.3%)이었다(최진혁 ․ 김찬동 2010, 33).

262

제5호

방식의 교육위원선거에서도 게재순서가 1단계 뒤로 갈수록 평균적으로 4.4%의 득표율이
하락하는 회귀분석 결과가 실증적으로 보고되었다(김범수 2011, 89).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에서 비록 기호는 사용하지 않았으나, 후보자가 게재되는 순서로 인해 순서효과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투표용지에 게재되는 순서로 인한 순서효과와 그로 인한 선거불공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회는 2014년 교육감선거를 앞두고 순환배열방식을 도입하였다.15) 순환배열방
식은 추첨을 통해 후보자들의 기본순서를 정한 후, 기본 순서를 선거구별로 순환하게 하
는 방식이다. 순환배열방식은 순서효과로 인해 첫 번째에 게재된 후보에게 득표이득이
쏠리는 득표이득을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배분하게 하는 기계적 효과를 기대한 것이
다. 그렇다면 2014년 선거에서 투표용지 순서효과는 어느 정도 작용하였을까?
순환배열방식은 통계적으로 순서효과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동일
한 후보자가 선거구별로 순환되어 게재되기 때문에 실험적 연구 방법에 가까울 정도로
후보자 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게재 순서에 따른 득표율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순서효과이외에 정당기호효과와 유력한 후보자의 후광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무정당교
육감선거는 광역단체장을 비롯한 6개의 정당선거와 함께 실시되기 때문에 정당선거의 영
향을 받을 수 있고 그 통로는 정당기호가 된다. 또한, 광역단체장선거는 동시지방선거에
서 가장 관심이 큰 선거여서, 유권자들이 광역단체장선거의 지지후보자를 기준으로 교육
감 후보자에게 기표하는 일렬투표 행태를 보일 수 있다. 이러한 일렬투표로 인한 득표이
득은 정당의 기호를 기준으로 한다는 면에서 정당기호효과라 할 수 있다. 더불어 광역단
체장 후보의 높은 인지도로 인하여 유권자가 광역단체장 후보를 기준으로 교육감선거를
하게 되는 후광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4년 서울시 교육감선거를 연구
대상으로 하여 후보자의 게재순서로 인한 순서효과, 정당의 기호로 인한 기호효과, 그리
고 광역단체장의 후광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15)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법률 제12394호, 2014.2.13)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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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분석 방법

1. 연구 설계
2014년 교육감선거에서 투표용지 게재순서는 순환배열방식을 적용하여 후보의 성명이
선거구별로 순환하도록 하였다. 연구 대상인 서울시 교육감 전체 선거구를 후보의 성명이
게재된 순서를 기준으로 4개의 유형으로 나눈다. 서울시 교육감선거에 출마한 4명의 후
보 중 기호추첨에서 첫 번째 순서를 받은 이상면 후보의 경우를 살펴보자. 서울시 종로구
에는 4개의 기초의회 지역의원 선거구가 있는데, 이 선거구가 교육감선거에서 후보의 성
명을 순환시키는 순환단위가 된다. 즉 종로구의 가선거구의 유권자들에게는 이상면 후보
가 첫 번째 순서에 게재된 투표용지가 배부되고, 나선거구의 유권자들에게는 이상면 후보
가 두 번째에 게재된 투표용지, 그리고 다선거구와 라선거구의 유권자들에게는 각각 세
번째와 네 번째에 게재된 투표용지를 배부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서울시 기초의회 지역의
원 선거구 159개를 순환단위로 순환배정된다.
159개 기초지방의원 지역구 선거구를 이상면 후보의 투표용지 게재순서에 따라 분류하
면 첫 번째 순서에 게재된 선거구가 40개, 두 번째 순서에 게재된 선거구가 40개, 세
번째 순서에 게재된 선거구가 40개, 그리고 네 번째 순서에 게재된 선거구가 39개이다.
순서효과가 교육감선거에 영향력을 발휘한다면, 이상면 후보의 득표율은 후보의 성명이
첫 번째에 게재된 선거구에서 가장 높을 것이고, 두 번째에 게재된 선거구에서의 득표율
이 두 번째로 높을 것이며, 그 뒤로 세 번째에 게재된 선거구의 득표율, 네 번째에 게재된
선거구의 득표율이 가장 낮을 것이다. 반대로 순서효과가 없었다면, 이상면 후보의 득표
율은 후보의 성명이 게재된 순서의 변화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방식
으로 이상면 후보를 포함한 4명의 후보 모두에 대하여 게재순서에 따른 선거구별 득표율
을 비교 분석한다. 순서효과에 대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H1(순서효과 가설): 투표용지 게재순서가 한 단계 뒤로 갈수록 득표율이 낮아진다.

투표용지 기호효과는 유권자가 특정 기호를 선호하여 나타나는 현상이다. 2006년 제4
회 동시지방선거중 기초의회 지역의원선거에서 정당의 복수 추천을 받은 후보들은 성명
의 자모배열 순서에 따라 ‘가나다순’ 기호를 배정받았다. 후보자의 기호를 성명의 자모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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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순서로 배정하는 방식은 작위 추출과 같은 방식이다. 후보들의 성명의 자모배열에 따
라 기호를 결정하면 기호 ‘가’를 배정받은 후보자들과 기호 ‘나’, ‘다’, ‘라’를 배정받은 후보
자들 사이에 자질이나 능력 혹은 유권자의 지지도의 차원에서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배정된 ‘가나다’ 기호는 무작위 순서로 배정된 의미없는 기호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 선거 결과 기호 ‘가’ 효과가 나타났다. 기호 ‘가’를 배정받은 후보자들의 득표율이
높았고, 이러한 결과는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실체적 능력이나 자질에 상관없이 기호‘가’를
선호하여 나타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2010년 이후 교육감선거에서는 기호가 동시선거로 함께 실시되는 정당선거의 영향을
매개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기호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게재순서로 정당기호와
연계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2014년 동시지방선거에서 교육감선거와 함께 실시되는 광
역단체장선거를 포함한 6개의 선거는 정당선거이고 정당기호가 유권자에게 중요한 선택
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정당기호가 선거운동기간에 유권자에게 홍보되면, 유권자들은 의
식 혹은 무의식적으로 정당기호를 교육감선거에서 기표의 기준으로 이용할 수 있다. 유권
자가 의식적으로 지지정당의 정치이념과 교육감후보의 정치이념을 연계하여 기표하는 것
은 유권자의 일관투표(straight-ticket voting)로서 실체적 근거에 의한 정당한 유권자 행
태이다. 그러나 무의식하에서 정당기호를 기준으로 해당 게재순서에 위치한 후보를 선택
한다면, 이것은 묻지마투표 혹은 일자투표가 된다. 그런데 득표율과 같은 집합자료 가지
고 유권자의 의식적 선택과 무의식적 선택을 구분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후보들의 선거구별 득표율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통계적 차이에
초점을 두어 정당기호효과의 존재 유무를 예측하고자 한다. 의식적인 일관투표 행태를
보인다면,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보수성향의 교육감 후보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보수성향의 교육감 후보가 투표용지에 게재되는 순서에 따라 득표율의 차이
가 발생한다면, 이러한 득표율 차이는 무의식적 묻지마투표 혹은 일자투표로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선거구에서 얻은 보수성향 후보의 득표율에서 새누리당 지지율을 통제한 후에
투표용지 게재순서에 따라 득표율의 차이가 나타난다면, 이러한 차이는 정당기호효과의
결과이다. 그런데 2014년 교육감선거에서 보수성향 후보에게 득표이득을 줄 수 있는 새
누리당의 정당기호는 1번이다. 이 때문에 보수성향 후보가 얻는 새누리당에 의한 정당기
호 ‘1번’ 효과에 의한 득표 이득은 보수성향 후보가 첫 번째 게재된 선거구에서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득표이득은 순서효과에 의한 득표이득과 섞이게 된다. 결과적으로 보수성
향의 후보는 자신의 성명이 첫 번째 게재된 선거구에서 순서효과와 새누리당 기호 1번
효과가 중첩된다. 반면에 새정치민주연합의 기호 ‘2번’ 효과를 얻는 진보성향의 후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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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의 성명이 두 번째에 게재된 선거구서 득표이득을 얻게 되어 순서효과와 분리된다.
즉 진보성향 후보가 누리는 정당 기호효과는 후보의 성명이 두 번째에 게재된 선거구에
서, 그리고 순서효과에 의한 득표이득은 후보의 성명이 첫 번째에 게재된 선거구에서 나
타나게 된다. 따라서 2014년 정당기호효과를 검증하는 가설은 다음과 같다.
H2-1: 보수성향의 후보의 득표율은 새누리당의 지지율을 통제한 상태에서 후보의 성명이
첫 번째에 게재된 선거구에서 더 높은 득표이득을 얻는다.
H2-2: 진보성향의 후보의 득표율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을 통제한 상태에서 후보의 성명이
두 번째에 게재된 선거구에서 더 높은 득표이득을 얻는다.

동시선거에서 후광효과는 당선이 유력한 상급 선거의 후보자의 영향을 받아, 같은 정당
소속으로서 하급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득표이득을 얻는 현상이다. 2014년 동시지방
선거에서 광역단체장선거와 교육감선거는 선거구 크기가 동일하여, 선거구 크기만으로는
어느 것이 상급이라 말할 수 없다. 하지만 서울시의 예산규모와 서울시교육청의 예산규모
를 비교하고 그 절차를 고려한다면 서울시장선거가 서울시 교육감선거에 비해 상급선거
라 할 수 있다. 또한, 서울시 유권자들이 서울시장선거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을
고려한다면 후광효과의 방향은 서울시장선거에서 서울시 교육감선거를 향하게 된다고 보
는 것이 타당하다.
2014년 서울시장선거는 새누리당소속으로 정당기호 1번을 배정받은 정몽준 후보와 새
정치민주연합의 후보로 정당기호 2번을 배정받은 박원순 후보 사이의 경쟁이다.16) 비록
교육감선거가 무정당선거를 표방하지만, 교육감 후보들은 진보 교육감 혹은 보수 교육감
을 표방하거나, 유력한 정당소속 정치인과 함께 협력하는 사진을 홍보하여 자신의 정당적
성향을 간접적으로 표방한다. 이 점을 고려한다면 정몽준 후보의 후광효과는 보수 교육감
을 표방한 문용린 후보에게 득표이득의 주고, 박원순 후보의 후광효과는 진보 교유감을
표방한 조희연 후보에게 득표이득을 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후광효과에 대한 분석
방법은 위의 정당기호효과 분석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교육감선거에 적용하는 후광효과
가설은 다음과 같다.

16) 2014년 서울시장선거에는 두 후보 외에 통합진보당의 정태흠 후보와 새정치당의 홍정식 후보가 있다. 이
두 후보는 지지율이 낮아 유력한 후보를 전제로 하는 후광효과의 주체로 인정하기 어려워 후광효과 분석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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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1: 보수성향의 후보의 득표율은 정몽준 후보의 지지율을 통제한 상태에서 후보의 성명이
첫 번째에 게재된 선거구에서 더 높은 득표이득을 얻는다.
H3-2: 진보성향의 후보의 득표율은 박원순 후보의 지지율을 통제한 상태에서 후보의 성명이
두 번째에 게재된 선거구에서 더 높은 득표이득을 얻는다.

2. 분석 방법
순서효과를 정확히 검증하기 위해서는 모든 조건이 동일하게 한 후, 투표용지 게재순서
만 변경하여 게재순서의 차이가 발생시키는 득표율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
2014년에 처음 도입된 투표용지의 순환배열방식은 동일한 후보의 성함 게재순서를 선거
구별로 순환시키기 때문에 게재순서의 차이로 인한 득표율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순
환배열방식이 도입되기 이전에는 후보의 게재순서가 고정되었기 때문에 첫 순서에 게재
된 후보가 높은 득표율을 얻은 것이 순서효과로 인한 득표이득인지 아니면 후보의 자질과
능력에 따른 득표이득인지 구분하기 어려웠다. 순환배열방식은 후보자 요인을 통제함으
로써 게재순서에 따른 득표이득을 파악하게 한다.
예를 들어, 서울시 교육감선거에 출마한 네 명의 후보 중 추첨으로 1번을 배정받은 이
상면 후보는 전체 159개 선거구에 대하여 게재순서가 순환된다. 이상면 후보가 투표용지
의 첫 번째 순서에 게재된 선거구는 40개이고, 두 번째인 선거구가 40개, 세 번째인 선거
구가 40개, 그리고 네 번째인 선거구가 39개이다. 투표용지 게재순서를 기준으로 전체
선거구를 4개 유형으로 분류한 후, 각 선거구의 평균 득표율을 비교함으로써, 이상면 후
보의 성명을 게재한 순서의 차이에 따라 득표율의 차이가 존재하는 지를 비교분석한다.
서울시 교육감선거에 출마한 4명의 후보들의 선거구별 득표율을 종속변수로 하고 후보의
성명 게재순서를 변인으로 하여 분산분석(ANOVA)을 한다.
정당기호효과에 대한 분석 방법은 새누리당 정당기호 ‘1번’ 효과의 대상이 되는 보수성
향의 문용린 후보와 새정치연합 정당기호 ‘2번’ 효과의 대상이 되는 진보성향의 조희연
후보의 사례를 연구 대상으로 한다. 문용린 후보는 교육감선거에서 보수 교육감을 표방한
후보로서 새누리당의 정당기호인 ‘1’번의 기호효과로 득표이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17)
17) 교육감선거에 출마한 4명의 후보 중 새누리당의 기호1번효과와 정몽준 후보의 후광효과를 얻을 수 있는 후보
는 출신과 이력을 고려할 때, 문용린 후보와 고승덕 후보 2명이다. 그런데 선거운동 기간 중에 고승덕 후보자
의 친딸의 공개 비판으로 고승덕 후보의 당선 가능성은 낮아지면서 보수 유권자층은 문용린 후보를 지지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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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기호효과가 작용하여 문용린 후보가 정당기호 ‘1’번으로 인한 득표이득을 얻으
면, 문용린 후보의 선거구별 득표율에서 새누리당 지지율을 통제한 상태에서 후보의 성명
이 첫 번째에 게재된 선거구에서 높은 득표율이 나타날 것이다. 문용린 후보의 선거구별
득표율을 종속변수로 하고, 새누리당의 선거구별 지지율을 통제변수로 한 후, 게재순서
요인이 득표율이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정당기호
‘2번’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앞의 방법을 적용하되, 그 대상은 조희연 후보의 선거구
별 득표율이다.
정몽준 후보와 박원순 후보의 후광효과에 대한 분석은 정당기호효과 분석과 동일한 회
귀분석 방법을 적용하되, 변수를 조정한다. 먼저, 정몽준 후보의 후광효과분석에서는 문
용린 후보의 선거구별 득표율을 종속변수로 하고, 정몽준 후보의 선거구별 득표율을 통제
변수로 한 후, 문용린 후보의 성명 게재순서 요인의 효과를 검증한다. 박원순 후보의 후광
효과 분석은 진보를 표방한 조희연 후보의 선거구별 득표율을 종속변수로 하고, 박원순
후보의 득표율을 통제변수한 후, 조희연 후보의 성명 게재순서 요인의 영향력을 검증한
다. 정당기호효과와 후광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회귀분석에 활용하는 변수들과 변수들의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투표용지의 순서효과, 정당기호효과, 그리고 후광효과는 모두 투표용지 게재방식이라
<표 1> 변수와 측정 방법
변수

측정

종속변수

후보의 선거구별 득표율

교육감선거에 출마한 네 후보의 선거구별 득표율

관심변수

후보의 선거구별 투표용지
게재순서

투표용지 게재순서에 따라 1, 2, 3, 4 코딩

정당의 선거구별 지지율

동시선거로 실시된 광역지방의원 비례대표선거에서의
선거구별 득표율

서울시장선거의 유력후보
득표율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정몽준 후보와 박원순 후보의 득표율

선거구 크기

선거구별 유효 투표수

통제변수

출처: 후보자들의 선거구별 득표율과 게재순서에 관한 자료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
울특별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읍면동 개표자료”를 사용함

으로 선택하였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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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변수의 기술통계
변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이상면 후보 득표율

2.12

12.35

5.93

2.73

159

고승덕 후보 득표율

18.70

30.86

2329

2.76

159

조희연 후보 득표율

28.29

50.24

3973

4.03

159

문용린 후보 득표율

21.30

45.64

31.05

4.73

159

투표용지 게재순서

1

4

2.5

1.1

159

새누리당 지지율

33.71

65.77

45.73

5.27

159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율

28.55

55.30

45.17

4.38

159

정몽준 후보 득표율

30.98

63.42

43.18

5.28

159

박원순 후보 득표율

36.14

67.65

55.59

5.25

159

선거구 크기

12657

51537

27879

8676

159

는 비실체적 요인이 득표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설명하는 개념들이다. 투표용지에 게재
되는 순서는 유권자의 편리한 투표참여를 돕기 위한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조치여서, 투표
용지에 게재되는 순서가 득표율의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면, 공정한 선거라 할 수 없다.
또한 정당기호효과는 유권자가 정당선거와 교육감선거를 연계시켜 투표하는 일관투표와
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투표용지에 게재되는 정당기호가 득표이득과 손실을 발생시키므
로 역시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한다. 후광효과도 서울시장선거에 출마한 유력 후보의 영향
력이 투표용지 게재순서를 매개로 득표율의 차이를 발생시키므로 공정한 선거를 실현하
는 데 방해요인이라 할 수 있다. 다음 분석 결과는 2014년 서울시 교육감선거에서 투표용
지의 게재방식으로 인해 순서효과, 정당기호효과, 그리고 후광효과가 어떻게 득표이득과
손실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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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분석 결과

1. 분산분석
<표 3>은 2014년 교육감선거가 실시된 서울시 159개 선거구를 단위로 하여 각 후보별
로 투표용지 게재순서에 따라 얻은 평균 득표율을 나타낸다. 게재순서 1은 후보의 성명이
첫 번째에 인쇄된 투표용지를 사용한 선거구를 의미한다. 선거구 득표율은 교육감선거에
활용된 모든 선거구 159개를 각 후보의 게재순서에 따라 선거구를 분류한 후, 분류된
선거구들에서 얻은 후보자의 득표율에 대하여 산술 평균을 계산한 값이다. 전체 득표율은
교육감선거에서 후보가 얻은 득표율이다. 전체 득표율은 교육감으로 당선된 조희연 후보
가 39.08%를 얻었고, 문용린 후보가 30.65%를 얻어 2위였다.
이상면 후보의 경우, 후보의 성명이 첫 순서에 게재된 투표용지를 사용한 선거구들에서
득표율이 9.44%로 가장 높다. 그리고 한 순서 뒤에 게재될수록 득표율은 낮아진다. 이러
한 현상은 고승덕, 조희연, 문용린 세 후보의 사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차이
를 분산분석으로 검증하였는데, 네 후보 모두에게서 게재순서에 따라 득표율의 평균값

<표 3> 투표용지 게재순서 요인에 따른 후보별 선거구별 득표율 분산분석
이상면
게재순서

고승덕

조희연

문용린

선거구 전체득표율과 선거구 전체득표율과 선거구 전체득표율과 선거구 전체득표율과
득표율
격차
득표율
격차
득표율
격차
득표율
격차

1

9.44

3.44

26.47

2.22

41.52

2.44

34.22

3.57

2

6.84

0.84

23.15

-1.10

41.49

2.41

32.32

1.67

3

3.81

-2.19

21.11

-3.14

38.05

-1.03

28.40

-2.25

4

3.64

-2.36

22.35

-1.90

37.83

-1.25

29.35

-1.30

전체득표율

6.00

24.25

39.08

30.65

F값

180.11

55.89

12.69

16.35

유의확률

.000

.000

.000

.000

N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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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유의확률 p값이 .001 이하 수준에서 동일하지 않음이 검증되었다. 2014년 교육감
선거에서 투표용지 게재순서에 따라 득표이득을 얻는 순서효과가 작용하였음을 실증적으
로 확인할 수 있다.
네 후보에게서 나타난 순서효과의 크기를 비교하면, 순서효과의 크기는 후보의 득표율
수준에 따라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득표율이 낮은 후보에게서 순서효과의 크기가
가장 크고, 득표율이 높은 후보에게서 순서효과의 크기가 가장 작다. 전체 득표율이 6%인
이상면 후보는 첫 순서에 성명이 게재된 선거구에서 얻은 득표율 평균이 9.44%이고 성명
이 네 번째 순서에 게재된 선거구에서 얻은 득표율 평균은 3.64%로서 그 차이가 5.8%이
다. 반면에 전체 득표율이 가장 높은 조희연 후보의 경우, 첫 순서에 성명이 게재된 선거
구와 네 번째 순서에 성명이 게재된 선거구의 평균 득표율 차이는 3.69%이다. 순서효
과는 정보수준이나 선거관심도가 낮은 조건에서 영향력이 더 크다(김범수 2011; 2012;
Brockington 2003)는 연구 주장과 맥을 같은 결과이다.
유권자들이 후보자에 대한 실체적 정보가 부족할 때, 투표용지 게재순서로 인한 순서효
과가 커진다는 가설이 이번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만약, 투표용지 게재순서 방식이 고정
방식이었다면, 그래서 이상면 후보가 159개 모든 선거구에서 첫 순서에 게재된 투표용지
가 사용되었다면, 이상면 후보는 실제보다 많은 득표이득을 보았을 것이다. 조희연 후보
의 경우에는 첫 순서에 게재되었을 때의 득표율이 41.52%로 조희연 후보의 전체 득표율
39.08%에 비해 2.44%가 높다. 2.44%를 조희연 후보가 투표용지 첫 순서에 게재되어
얻은 득표이득이라 볼 수 있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고승덕 후보의 첫 순서 게재
시 얻은 득표 이득은 2.22%이다.
그런데, 문용린 후보의 첫 순서 게재 시 득표이득은 3.57%로서 절대적 수치에 있어서
이상면 후보의 첫 순서 게재 시 얻은 득표이득에 비해 더 크다. 득표율이 높은 문용린
후보가 이상면 후보보다 첫 순서에 게재된 투표용지를 사용한 선거구에서 더 높은 득표이
득을 얻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 원인은 새누리당의 정당기호 ‘1번’ 효과와 정몽준 후보의
후광효과에 의한 득표이득과 연결 지어 설명할 수 있다. 문용린 후보의 성명이 첫 번째로
게재된 선거구에서 높은 득표이득을 보이는 원인은 다른 세 후보와 동일하게 순서효과에
의한 이득과 함께 새누리당 정당기호 ‘1번’ 효과와 기호 1번이었던 정몽준 후보의 후광효
과의 득표이득이 모두 첫 순서에 성명이 게재된 선거구에 중첩되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문용린 후보와 달리 정당기호효과가 2번에 나타나는 조희연 후보의 경우는 어
떠한가? 조희연 후보는 진보를 표방하였기에 새정치민주연합의 정당기호 ‘2번’ 효과와 기
호 2번이었던 박원순 후보의 후광효과의 대상이 된다. 조희연 후보의 경우에 순서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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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이 첫 번째 순서에 게재된 선거구에 득표이득을 발생시키므로, 순서효과에 의한 득표
이득과 ‘2번’ 정당효과와 박원순 후보의 후광효과에 의한 득표이득은 분리된다. 조희연
후보의 성명이 두 번째 순서에 게재된 투표용지를 사용하는 선거구에서의 득표율이
41.52%로서 첫 번째 게재된 투표용지를 사용한 선거구의 득표율 41.49%과 차이가 없다
는 점이 실증적 근거라 할 수 있다.
교육감선거가 무정당선거(nonpartisan election)이지만, 6개의 정당선거와 동시로 실
시되어 유권자의 정당지지 투표행태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한국의 정당지지 투표행태의
특징 중 하나는 정당과 정당의 기호를 기준으로 투표한다는 점이다.18) 이러한 투표행태
는 동시선거에서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의식적으로 같은 정당의 후보자
를 선택하여 기표하는 일관투표(straight-ticket voting)이고 다른 하나는 무의식적으로 후
보자의 실체를 고려하지 않고 투표용지의 같은 순서에 기재된 후보에 기표하는 일자투표
혹은 일렬투표이다. 일관투표는 유권자의 의지 표현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일자투표 혹은 일렬투표는 투표용지의 게재순서로 인해 득표 이득을 얻는 후보와 손실을
얻는 후보가 발생된다는 점 때문에 선거결과를 왜곡하는 원인이 된다.
문용린 후보의 경우, 성명이 첫 번째 순서에 게재된 투표용지를 사용한 선거구에서 득
표율이 월등하게 높은 것과, 조희연 후보의 경우, 성명이 첫 순서에 게재된 투표용지를
사용하는 선거구와 두 번째 순서에 게재된 투표용지를 사용한 선거구에서 득표율의 차이
가 없는 것은 유권자들의 의식적 투표행태로는 설명되기 어렵다. 다음 회귀분석에서 유권
자들의 정당지지 정도와 서울시장 후보 지지정도를 통제한 후에 투표용지 게재순서에 따
른 득표율을 비교하여 정당기호효과와 후광효과를 좀 더 세밀하게 관찰하고자 한다.

2. 회귀분석
1) 순서효과
<표 4>는 투표용지 게재순서에 따른 후보들의 득표율을 비교 분석한 것이다. 분석 모
형은 후보의 선거구별 득표율을 종속변수로 하고, 투표용지에 후보의 성명이 게재된 순서
를 독립변수로 하였으며, 선거구의 크기를 통제변수로 적용하였다. 후보의 성명 게재순서

18) 1995년 제1회 동시지방선거가 시작된 이래로, 동시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유권자의 일자 투표 혹은 일렬투표
행태에 대한 연구가 다수 발표되었고, 실증적으로 검증된 바 있다(김장권 1995; 이현우 1999; 김영하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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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후보별 득표율에 대한 순서효과 회귀분석 결과
이상면

고승덕

조희연

문용린

둘째

-2.591(.286)***

-3.191(.421)***

-.035(.816)

-1.736(.936)┼

셋째

-5.710(.285)***

-5.211(.424)***

-3.533(.819)***

-5.644(.937)***

넷째

-5.882(.285)***

-4.116(.419)***

-3.761(.825)***

-4.839(.932)***

유효투표수

-3.532E-005
(.000)***

-5.720E-005
(.000)***

2.712E-005
(.000)

6.544E-005
(.000)┼

상수(절편)

10.464(.395)***

27.998(.549)***

40.798(1.072)***

32.301(1.302)***

F값

114.348***

47.306***

9.658***

13.145***

~ 

0.784

0.540

.180

0.235

게재순서
(첫째기준)

159

N
***: p<.001 **: p<.01 *: p<.05

┼

: p<.1

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에 따라 범주 변수로 조작하는데, 그것은 게재순서의 간격이
동일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게재순서 변수를 분석모형에 반영할 때에는 후보의
성명이 첫 번째에 게재된 투표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나머지 세 개 요인을 더미변수로
반영하였다.
분석결과, 투표용지의 게재순서는 조희연 후보의 일부 사례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후보의 득표율 변화에 영향을 주었음이 확인되었다. 이상면 후보의 경우 성명이 첫 순서
에 게재된 것을 기준으로 볼 때 둘째 순서에 게재된 선거구에서는 평균 2.591%의 득표율
이 낮았다. 후보의 성명이 세 번째와 네 번째에 게재된 선거구에서는 득표하락 폭이 더
컸다. 그리고 이러한 득표율 하락현상은 유의확률 .001 이하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고
승덕 후보와 문용린 후보의 사례에서도 후보의 성명이 두 번째 혹은 세 번째와 네 번째에
게재된 투표용지를 사용한 선거구에서의 득표율이 첫 번째에 게재된 선거구의 득표율보
다 낮았다.
고승덕 후보와 문용린 후보의 사례에서 세 번째에 성명이 게재된 선거구의 득표율이
네 번째에 성명이 게재된 선거구의 득표율 보다 더 낮았다. 그 이유는 순서효과 연구에서
응답자가 앞 순서의 대안을 선호한다는 초두효과(primacy effect)와 함께, 응답자가 맨
마지막 대안을 중간의 대안보다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최신효과(recency effect)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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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할 수 있다. 응답자는 첫 순서의 대안부터 선택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첫 순서에
게재된 대안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가 뚜렷이 없을 경우에 첫 순서를 선택한다는 것이
초두효과이다. 첫 순서의 대안을 반대할 이유가 명확하다면 두 번째 순서에 게재된 대안
으로 옮겨서 선택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대안들을 검색하게 되는데,
인지심리적으로 응답자는 제시된 대안을 반대하기보다는 순용하고 확정하려는 성향을 갖
고 있기 때문에 순서상 앞에 위치한 대안들이 선택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러한 검색
이 길어지면 응답자는 피로를 느끼게 되어 대안들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진다. 그런데 맨
마지막 대안에 와서는 선택의 필요성으로 인해 집중력을 발휘하게 되어 마지만 대안을
선택하는 경향이 보이게 된다. 맨 마지막에 검토하는 대안은 응답자 입장에서 가장 최신
의 정보이므로, 마지막 대안을 선택하는 경향을 최신효과라 한다.
조희연 후보 사례에서도 전반적으로 성명이 첫 순서에 게재된 투표용지를 사용한 선거
구에 비해 뒤 순서에 게재된 투표용지를 사용한 선거구에서 득표율이 낮았다. 교육감선거
에서 투표용지 게재순서에 의한 순서효과가 명확하게 존재하였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
런데 조희연 후보의 사례에서 성명이 두 번째에 게재된 선거구의 득표율은 첫 번째에
게재된 선거구의 득표율과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다. 이 결과는 두 번째에 조희연 후보
의 성명이 게재된 선거구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정당기호 ‘2번’ 효과와 박원순 후보의 후
광효과로 인한 득표이득에 의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정당기호 ‘2번’ 효과와 후광효과
의 득표이득이 조희연 후보의 성명이 두 번째에 게재된 선거구의 득표율을 높여, 순서효
과로 득표이득이 높아진 첫 번째로 후보의 성명이 게재된 선거구의 득표율과 비슷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당기호효과와 후광효과의 영향력은 다음 절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2) 정당기호효과
정당기호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서는 유권자들의 의식적인 일관투표를 통제해야 한다.
정당기호효과는 투표용지의 게재순서와 정당의 기호가 연계되어 얻게 되는 득표이득으로
서 유권자의 무의식적 기표행동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일관투표는 유권자가 지지정당과
정치이념과 정책이 유사한 교육감 후보를 선택하여 기표하는 것으로서, 유권자의 의식적
인 기표행동이다.
교육감 후보자들의 득표율에서 정당지지율을 통제한 후, 투표용지 게재순서에 따라 발
생하는 득표율의 차이에 주목한다. 특히 순서효과와 정당기호효과가 분리되는 조희연 후
보의 득표율에 주목하는데, 정당기호효과가 존재한다면 조희연 후보의 득표율에서 새정
치민주연합의 효과를 제거한 후에 기호 ‘2번’의 효과로 인한 득표이득이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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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새정치민주연합의 정당효과를 통제한 후의 정당기호효과
이상면

고승덕

조희연

문용린

둘째

-2.709(.264)***

-3.351(.419)***

-.040(.528)

-2.839(.357)***

셋째

-5.599(.262)***

-5.481(.423)***

-3.640(.528)***

-6.753(.357)***

넷째

-5.768(.262)***

-4.122(.419)***

-4.372(.533)***

-5.572(.356)***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율

.130(.045)***

.113(.034)**

.632(.043)***

-.876(.029)***

상수(절편)

3.560(.021)***

21.409(1.561)***

13.182(1.967)***

74.419(1.348)***

F값

175.957***

47.331***

76.490***

315.588***

~ 

.816

.540

.656

.888

게재순서
(첫째기준)

N

159

2014년 교육감선거에서 정당들의 지지도는 동시선거로 실시된 비례대표 지방의원선거의
득표율로 대신할 수 있다. 교육감선거는 6개의 정당선거와 함께 실시되었는데, 이 중 정
당에게 기표하는 선거는 광역의회 비례대표의원선거와 기초의회 비례대표의원선거이다.
교육감선거는 서울시를 전체 선거구로 하기 때문에 선거구가 일치하는 광역의회 비례대
표의원선거를 정당들의 지지정도를 나타내는 대리변수로 적용한다. <표 5>는 새정치민주
연합의 새누리당이 얻은 선거구의 득표율을 독립변수로 하여 네 후보의 득표율에 대하여
회귀분석한 결과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은 4후보 모두의 득표율과 통계적으로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이상면, 고승덕, 그리고 조희연 후보에게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이
높은 선거구일수록 세 후보의 득표율이 비례하여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중에서
조희연 후보의 득표율이 가장 크게 높아진다. 즉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이 1% 높아질
수록 조희연 후보의 득표율은 0.632%씩 높아진다. 반면에 문용린 후보의 경우에는 새정
치민주연합의 지지율이 1% 높아질수록 득표율이 0.876%가 낮아진다. 새정치민주연합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상당수가 조희연 후보를 선택하여 새정치민주연합-진보성향의 조희연
후보를 연계하는 일관투표(straight-ticket voting)를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정당효과를 통제한 조건에서 게재순서에 따른 득표율 차이는 명확하
게 순서효과가 존재한다는 점과 동시에 조희연 후보의 경우에서 순서효과와 ‘2번’ 정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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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효과가 분리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상면, 고승덕, 그리고 문용린 세 후보
모두의 경우에서 첫 순서에 성명이 게재된 선거구의 득표율에 비해 둘째, 셋째, 넷째 순서
에 성명이 게재된 선거구의 득표율이 모두 낮았다. 그리고 고승덕 후보와 문용린 후보의
사례에서 성명이 네 번째에 게재된 선거구의 득표율이 세 번째에 게재된 선거구의 득표율
보다 높았는데 이것은 마지막 대안을 선택한 가능성이 높다는 순서효과 중 최신효과의
영향이라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상면, 고승덕, 그리고 문용린 후보의 경우에는 첫
번째에 성향이 게재된 선거구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을 보여 순서효과 중 초두효과가 가장
강력하게 작용하였음을 보여 주었고, 동시에 고승덕 후보와 문용린 후보의 일부 선거구에
서 맨 마지막 대안의 선택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최신효과 현상이 나타났다. 그리고 초두효
과와 최신효과로 구성되는 순서효과가 세 후보 모두에게서 유의확률 .001 이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그런데 조희연 후보의 경우 성함이 첫 순서에 게재된 선거구의 득표율과 두 번째 순서
에 게재된 선거구의 득표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검증되지 않았다. 조희연
후보의 성명이 두 번째에 게재된 선거구에서의 득표율이 첫 번째 순서에 게재된 선거구와
차이가 없는 동시에 세 번째와 네 번째에 성함이 게재된 선거구보다 높았다. 이러한 결과
는 유권자들이 조희연 후보가 두 번째에 게재된 투표용지에서 조희연 후보를 더 많이
선택한 것을 의미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교육감선거에서 보이는
기표선택을 이론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치이념이 가장 유사한 조희연 후보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조
희연 후보가 투표용지의 어느 순서에 게재되든지에 영향을 받지 않고 선택하는 행위자이
다. 다른 하나는 정당정치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을 지지하지만 교육감선거에서는 조희연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다. 마지막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을 지지하지만
교육감선거에서 뚜렷한 입장을 갖지 않은 유권자이다.
첫 번째 유형의 유권자는 일관투표 유권자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의 기표결과는
<표 5>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정당효과를 통해 분석할 수 있다. 두 번째 유형의 유권자
는 분리투표행위자(spilt-ticket voter) 혹은 전략투표(strategic voter) 유권자이다. 이들의
기표 결과는 조희연 후보가 아닌 나머지 세 명의 후보의 득표에 합산되어 나타난다. 마지
막 유형의 유권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성향에 따라 2014년 동시지방선거에서 6개가
정당선거에서는 기호 2번을 기준으로 기표를 할 것이다. 그리고 교육감선거에 직면하여
의식적인 일관투표 혹은 전략투표를 할 것인가, 아니면 기호 2번을 기준으로 무의식적인
일자투표를 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단계에 도달할 것이다. 이러한 선택에서 유권자는 조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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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새누리당 정당효과
이상면

고승덕

조희연

문용린

둘째

-2.697(.274)***

-3.334(.431)***

-.072(.393)

-2.932(.337)***

셋째

-5.600(.272)***

-5.415(.435)***

-3.694(.393)***

-6.806(.337)***

넷째

-5.774(.271)***

-4.120(.431)***

-4.542(.897)***

-5.626(.336)***

새누리당 지지율

-.091(.018)***

-.041(.029)

-.604(.027)***

.736(.023)***

상수(절편)

13.599(.866)***

28.345(1.384)***

69.437(1.264)***

1.264(1.041)

F값

161.347***

42.647***

169.143***

360.366***

~ 

.802

.513

.810

.901

게재순서
(첫째기준)

N

159

연 후보가 두 번째에 게재된 투표용지를 배부받았을 때, 무의식적인 일자투표를 보일 가
능성이 그렇지 않은 투표용지를 배부받았을 때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론적 설명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집합자료가 아닌 유권자의 개별적인 심리 및
행태 조사를 통해 가능하다. 단지, 본 연구에서는 득표율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새정치민
주연합의 정당효과를 통제한 조건속에서도, 조희연 후보의 성명이 두 번째에 게재된 투표
용지가 그렇지 않은 투표용지를 사용하였을 때보다 높은 득표이득이 나타났으며, 이러한
현상은 유권자의 제한적 정보 수준과 동시지방선거, 그리고 정당기호 2번 효과가 가능하
게 되는 투표용지 게재방식의 한국적 특수성에 기인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
<표 6>은 새누리당 정당효과를 통제변수로 한 회귀분석의 결과이다. 새누리당의 정당
효과와 비례적인 관계가 나타난 후보는 문용린 후보이다.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1% 높아
지는 선거구에서 문용린 후보의 득표율은 0.736%씩 높아진다. 한나라당 출신의 고승덕
후보의 득표율과 새누리당의 정당효과는 통계적으로 관계가 없었다. 이것은 선거운동기
간 중 고승덕 후보의 친딸이 제기한 교육감 자질논란으로 인해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고승
덕 후보로부터 지지를 철회한 사건을 반영한 결과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새누리당의 정당기호 ‘1번’ 효과가 득표에 영향을 주었다면, 그 영향을 득표이득으로
누릴 후보는 문용린 후보라 할 수 있다.
새누리당의 정당기호 ‘1번’ 효과는 순서효과와 동일하게 후보의 성명이 첫 번째에 게재
된 투표용지를 사용하는 선거구에서 득표이득을 발생시킨다. 이 때문에 문용린 후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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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순서별 득표율 차이는 순서효과에 의한 결과와 정당기호 ‘1번’ 효과에 결과가 중첩된
다. 단, 새누리당의 정당효과를 통제하지 않은 분석결과인 <표 4>와 새누리당의 정당효과
를 통제하여 분석한 결과인 <표 6>을 비교하면, 문용린 후보의 경우에서 투표용지 게재순
서로 인한 차이가 더 커진 것을 알 수 있다. 새누리당의 정당효과를 통제하지 않은 <표
4>에서 투표용지 첫 게재순서의 효과는 두 번째 게재순서 투표용지와 1.736%, 세 번째
게재순서 투표용지와 5.644%, 그리고 네 번째 게재순서 투표용지와 4.839%의 차이를
보였다. 새누리당 정당효과를 통제한 <표 6>에서는 그 차이가 2.932%, 6.806%, 그리고
5.626%로 증가했다. 이러한 첫 게재순서 투표용지의 효과가 증가한 현상은 문용린 후보
에게서 가장 크다. 이것을 통해 새누리당 정당효과를 통제한 후의 정당기호 ‘1번’ 효과를
가장 크게 누린 후보가 문용린 후보라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정당기호효과는 정당을 기준으로 투표 선택을 하는 정당효과와는 다른 것으로 무의식
적으로 투표용지의 게재방식으로 인해 발생한다. 2014년 교육감선거에서 조희연 후보는
정당효과를 통제한 조건 속에서 후보의 성함이 두 번째에 게재된 투표용지를 사용한 선거
구의 득표율이 다른 투표용지를 사용한 선거구의 득표율보다 높았고, 그 수준은 첫 번째
에 성함이 게재되어 득표이득을 누리는 순서효과의 수준과 비슷하였다. 문용린 후보의
경우에는 순서효과와 정당기호 ‘1번’ 효과가 모두 성함이 첫 순서에 게재된 투표용지를
사용한 선거구에 득표이득을 발생시키므로 본 연구에서 이 둘을 분리하지는 못했다. 다
만, 새누리당의 정당효과를 통제하기 전과 이후의 비교에서 성함이 첫 순서에 게재된 투
표용지로 인한 득표이득의 크기가 가장 크게 증가한 것을 들어, 새누리당의 정당기호 ‘1
번’ 효과가 문용린 후보에게 작용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투표용지의 게재순서에 기인하는 이러한 정당기호효과를 없애기 위해서는 동시선거에
서 정당기호를 전국 통일 기호로 사용하게 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동시선
거의 투표용지에 정당명을 게재하되, 그 순서는 각급 선거별로 추첨을 하도록 하여 무의
식적인 일자투표의 발생원인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서 정당명을 의식적으로
찾아 투표하는 일관투표와 무의식적으로 정당기호를 따라 투표하는 일자투표를 분리할
수 있다.
3) 후광효과
상급 선거의 유력한 후보자의 지지율이 하급 선거에서 같은 정당 소속 후보자에게 득표
이득을 얻게 하는 것이 후광효과이다. 2014년 교육감선거에서는 동시선거로 함께 실시된
서울시장선거의 유력한 후보들의 후광효과가 교육감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에게 나타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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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이 크다. 비록 교육감선거가 무정당선거이지만, 교육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보
수 교육감과 진보교육감을 표방하였다. 이념이 정당을 대신하여 유력한 서울시장후보의
후광효과가 교육감 후보들에게 득표이득을 주었을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정당의 이념을 기준으로 무정당선거인 교육감선거에서 후보를 선택하는 유권자의 행태
는 정당한 유권자의 권리행사이다. 그런 면에서 정몽준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가 정몽준
후보와 가장 이념적으로 유사한 후보를 선택하여 기표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이다. 그런데
정몽준 후보의 기호를 기준으로 교육감선거의 후보의 성명이 투표용지의 게재되는 순서
에 따라 득표이득과 손실이 발생한다면, 이때 사용된 투표용지는 공정한 투표용지라 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를 후보의 후광효과라 하고, 후자를 후보의 기호에 의한 기호
후광효과라 명하고 실제 득표결과에서 그 영향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다음 <표 7>은
정몽준 후보의 후광효과가 각 후보들의 득표율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다.
정몽준 후보의 득표율의 증가가 교육감 후보의 득표율 증가로 이어진 후보는 문용린
후보가 유일하다. 정몽준 후보의 득표율이 1% 증가할수록 문용린 후보의 득표율은
0.706%가 증가한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는 유의확률이 .001 수준에서 유의미하다. 또한
수정된   의 값을 비교한 결과, 분석모형의 설명력이 가장 높은 후보는 문용린 후보이다.
이 모형으로 문용린 후보의 득표율을 84.8% 설명한다. 한편 정몽준 후보의 득표율의 변
화가 고승던 후보에게 미치는 영향은 존재하지 않았고, 이상면 후보와 조희연 후보에게는
득표율을 낮추는 관계가 나타났다. 정몽준 후보의 후광효과가 가장 크고 명확하게 나타난
<표 7> 정몽준 후보의 후광효과
이상면

고승덕

조희연

문용린

둘째

-2.686(.278)***

-3.341(.432)***

-.058(.424)

-3.023(.418)***

셋째

-5.587(.276)***

-5.417(.437)***

-3.808(.425)***

-6.916(.418)***

넷째

-5.759(.276)***

-4.122(.431)***

-4.631(.429)***

-5.586(.416)***

정몽준 후보 득표율

-.081(.019)**

-.036(.029)

-.589(.029)***

.706(.028)***

상수(절편)

12.932(.831)***

28.062(1.315)***

67.268(1.295)***

4.463(1.217)***

F값

155.124***

42.405***

139.541***

221.218***

~ 

.796

.512

.778

.848

게재순서
(첫째기준)

N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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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는 문용린 후보이다.
게재순서의 영향을 보면, 문용린 후보의 경우 정몽준 후보의 후광효과를 통제한 조건에
서 게재순서에 따라 득표율이 다르게 나타났다. 첫 순서에 성함이 게재된 투표용지를 사
용한 선거구의 득표율을 기준으로 볼 때, 성명을 둘째, 셋째, 넷째 순서에 게재한 투표용
지를 사용한 선거구의 득표율이 모두 낮았다. 이러한 차이는 순서효과로 인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결과를 정몽준 후보의 후광효과를 통제하지 않은 <표 4>의 결과와
비교하면, 문용린 후보의 경우에서 첫 번째 성함을 게재한 투표용지의 효과가 가장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순서효과에 의한 득표이득 외에 문용린 후보의 성함이
투표용지의 첫 순서에 게재되었을 때 얻는 득표이득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표 8>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의 후광효과를 분석한 결과이다. 박원순 후보의 득표율
이 득표이득으로 영향을 미친 교육감 후보는 조희연 후보와 이상면 후보이다. 그런데 두
후보 중 박원순 후보의 득표율은 조희연 후보의 득표율과의 관계에서 유의확율이 더 낮고,
영향력이 더 크다. 박원순 후보의 득표율이 1% 올라갈수록 조희연 후보의 득표율이 .59%
씩 높아지는 비례관계이다. 박원순 후보의 득표율이 고승덕 후보의 득표율과는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관계가 검증되지 않았고, 문용린 후보의 득표율과는 반비례 관계가 나타난
다. 박원순 후보의 후광효과는 조희연 후보의 득표율 분석에서 명확하고 크게 나타난다.
박원순 후보의 기호에 따른 후광효과는 게재순서별 득표율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희연 후보의 득표율에서 박원순 후보의 후광효과를 통제한 후에 투표용지의 게재순서
<표 8> 박원순 후보 후광효과
이상면

고승덕

조희연

문용린

둘째

-2.659(.282)***

-3.326(.433)***

-.087(.426)

-2.748(.494)***

셋째

-5.601(.280)***

-5.374(.437)***

-3.746(.426)***

-6.608(.494)***

넷째

-5.775(.280)***

-4.122(.433)***

-4.438(.430)***

-5.401(.493)***

박원순 후보 득표율

.070(.019)***

-.012(.030)

.590(.029)***

-.673(.033)***

상수(절편)

5.524(1.078)***

25.791(1.659)***

8.984(1.628)***

72.181(1.911)***

F값

149.543***

41.739***

138.339***

146.643***

~ 

.790

.508

.777

.787

게재순서
(첫째기준)

N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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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득표율의 차이가 나타난다. 조희연 후보의 성함이 첫 순서에 게재된 투표용지를
사용한 선거구에 비해 다른 투표용지를 사용한 선거구에서 득표율이 낮았다. 이것은 투표
용지 순서효과에 의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조희연 후보의 사례에서 두 번째에
성함이 게재된 선거구의 득표율이 기준 변수인 첫 번째 성함이 게재된 투표용지를 사용한
선거구의 득표율과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조희연 후보의 성함이 두 번째에 게재
된 투표용지를 사용할 경우, 세 번째와 네 번째에 게재된 투표용지를 사용한 경우보다
높은 득표이득을 얻으며, 그 수준은 순서효과에 의해 첫 번째에 성함이 게재된 투표용지
를 사용하는 경우만큼 얻는다는 점이다. 동시선거에서 유력후보의 후광효과가 존재함은
물론, 유력후보의 기호가 투표용지를 통해 일렬로 구성됨으로써 하급 선거의 후보들의
득표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V. 결론

선거정치에서 유권자가 후보자들에 대한 실체적 정보를 판단하여 선택을 하는 투표행
태는 유권자의 고유한 선택이다. 그런데 투표용지 게재순서라는 비실체적 정보가 득표이
득과 손실을 발생시킨다면 그러한 선거는 불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다. 투표용지에 의한
불공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투표용지의 게재순서가 후보의 득표율에 미치는 영향을 세밀
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투표용지 게재순서로 인해 득표이득과 선거 불공정의 문제는 게재순서를 고정적으로
배정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된다. 기호 1번이나 첫 순서에 성명이 게재된 후보는 그렇지
않은 후보에 비해 득표이득을 얻게 되는 순서효과가 존재하는 데, 이러한 순서효과를 특
정 정당이나 후보가 독점하게 하는 것은 불공정한 경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선거에
관한 관심이 낮아서 후보에 대한 선거정보가 충분하지 않을 때 순서효과로 인한 득표이득
과 선거 불공정의 문제는 심각해진다. 한국의 동시지방선거는 여러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
게 되어 순서효과로 인한 불공정의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다. 동시선거는 여러 개의
선거가 동시에 실시되어 예산을 절약하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유권자가 중요하지 않게
여겨 기권하려던 선거에 참여하게 되는 “강요된 투표”(이현우 1999, 269)가 나타나고, 이
러한 강요된 투표는 투표에 직면한 유권자가 투표용지의 게재순서에 의해 영향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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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순서에 게재된 후보를 더 선호하여 선거 불공정을 발생시킬 수 있다.
투표용지의 게재순서로 인한 선거 불공정 문제를 시정하기 위하여 2014년 제6회 동시
지방선거 중 교육감선거에 대하여 국회는 후보들의 게재순서를 순환배열하게 하도록 관
련 규정을 개정하였다. 본 연구는 순환배열방식이 가져온 선거 불공정 문제의 시정 정도
를 평가하는 데 1차적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 먼저 투표용지의 순서효과의 존재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교육감선거결과를 투표용지 게재순서에 따라 분석하였다. 서울
시교육감 선거구 159개를 후보의 성명이 게재된 순서를 기준으로 4개 유형으로 나눈 후,
각 유형별 득표율을 비교분석한 결과 네 후보 모두의 경우에서 첫 번째 순서에 성명이
게재된 투표용지를 사용한 선거구에서 득표율이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
를 통해 유권자들이 교육감선거에서 투표용지의 게재순서에 영향을 받아 기표한다는 사
실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2014년 교육감선거는 순환배열방식을 도입하여 순서효과로 인
한 득표이득의 독점을 방지하였기 때문에 실제 선거에서는 순서효과로 인한 득표이득이
4명의 후보에게 공평하게 배분되었다. 따라서 순환배열방식은 후보자 간 공정한 선거경
쟁을 실현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감선거와 동시선거로 실시되는 6개의 정당선거는 모두 순환배열방식을 적
용하지 않는다. 기초의원선거의 경우 교육감선거에 비해 유권자의 관심이 더 낮다. 또한
중선거구제로 인하여 기초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의 수가 다수이다. 기초의회의
원선거가 교육감선거에 비해 선거관심이 낮고 선거정보의 획득 비용이 높다면, 교육감선
거에서 나타난 순서효과가 기초의원선거에서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기초의회의원선거
에도 순환배열방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순서효과와 함께 본 연구는 정당기호효과와 후광효과를 분석하였다. 정당기호효과는
정당효과와는 구분지어 개념화하였다. 유권자가 정당을 기준으로 정당이 공천한 후보나
정당과 정치이념이 유사한 후보를 찾아 선택하는 행위는 일관투표(straight-ticket voting)
로서 정당한 유권자 권리이다. 그러나 정당기호효과는 동시선거에서 정당기호를 전국적
으로 통일되게 사용함으로써 정당기호와 동일한 순서에 게재된 후보가 득표이득을 누리
는 무의식적 묻지마투표의 한 유형이라 할 수 있다. 2014년 교육감선거의 분석결과 정당
효과를 통제한 조건에서도 후보의 게재순서에 따라 득표율의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조
희연 후보의 경우 두 번째에 성함이 게재되었을 때 높은 득표이득을 얻어 정당기호가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후광효과의 경우에도, 유권자가 상급선거의 유력한 후보자를 기준으로 하급선거에서
기표를 하는 것은 유권자의 정당한 권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유력한 후보자의 기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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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의 기표를 유인하는 원인이 된다면, 이러한 투표용지 기호배정방식은 불공정한 선
거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된다. 2014년 교육감선거에서 정몽준 후보의 후광효과는 문용린
후보에게 긍정적인 후광효과를 발하였고, 박원순 후보의 후광효과는 조희연 후보에게 긍
정적 후광효과를 발하였다. 동시에 정몽준 후보의 기호효과는 문용린 후보의 투표용지
게재순서의 득표율 차이를 유발하였으며, 박원순 후보의 기호효과 역시 조희연 후보의
투표용지 게재순서별 득표율의 차이를 발생시켰다.
정당기호나 유력 후보의 기호로 인해 발생하는 득표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재
공직선거법 제150조에서 정당기호를 국회 의석순으로 배정하고, 배정받은 정당이 정당기
호를 전국적 통일 기호로 활용하도록 규정한 조항의 개정이 필요하다. 선거의 기호를 추
첨으로 결정하여 특정 기호가 특정 정당의 선거 표식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선거 기호는 역사적으로 유권자의 문자 해득률이 낮았던 시기
에 등장하였다. 지금은 국민의 교육수준이 높아졌으므로 정당명을 읽지 못하는 유권자는
없다고 볼 수 있다. 현행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성명과 함께 정당명, 그리고 정당기호가
게재되는데, 투표용지에 정당기호를 추가로 제시하는 것은 유권자에게 새로운 정보를 제
공하기보다는 번호에 따른 일괄투표행위를 유발시키는 원인이 된다. 공정한 투표용지 설
계를 위해서는 정당기호의 사용을 제도적으로 철폐하거나, 정당기호의 앞 순서 번호를
거대정당에게 고정적으로 배정한 후 동시선거에서 전국 통일기호로 사용하는 현행 제도
를 추첨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교육감선거에서 불공정 문제로 제기되었던 투표용지 순서효과는 순환배열방식을 도입
하여 선거 공정성을 향상시켰다. 그러나 동시선거라는 조건과 국회 의석순을 기준으로
기호를 배정하는 거대정당 우선 고정배정방식, 그리고 전국통일기호제도로 인해 교육감
선거에서는 여전히 정당기호효과와 유력후보의 기호효과가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교육감선거가 더욱 공정하게 실시되기 위해서는 정당이나 유권자의 기호효과에 대한 비
판적 검토와 함께, 선거 불공정의 원인이 되는 정당기호제도, 전국통일기호제도, 그리고
거대정당 우선 고정방식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순서효과의 분석과 함께 정당기호효과와 후광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
러나, 정당기호효과를 정당효과와 분리하는 연구와 후광효과에서 정당하게 유권자가 두
선거의 후보자들을 연계하는 기표와 후보의 기호로부터 영향을 받아 기표하는 행태는 집
합자료를 통해 분석할 때 한계를 지닌다. 집합자료 분석을 통해 정당효과와 정당기호효과
의 윤곽을 확인할 수는 있으나, 개인의 투표행태에 대한 개인별 자료없이는 이 둘을 명확
히 구분하는 데 한계를 지닌다. 향후 유권자가 정치적 기준에 의해 투표를 하는 일관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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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전략투표와 무의식적으로 투표용지의 게재순서로 인해 영향을 받아 투표하는 일자
투표 일괄투표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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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Ballot Order Effect, Ballot Sign Effect, Coattail Effect:
2014 Korean Seoul Superintendents Election

Kim, Beomsoo | Yonsei University

Equal Competition is, accompanying with liberty, the core principle to put into
practice a fair election. But the ballot positing system in Korea distributes the first
position for the bigger party. The System structuralize a ballot order effect, ballot
sign effect, and coattail effect as result in an unfair competition among candidates.
The National Assembly introduced the rotating ballot in 2014 Seoul Educational
Superintendent Election. The rotating ballot makes it possible to detect the magnitude
of the order effect of the Election statistically. In the rotating ballot, all candidates’
names are turned every positions so that the factors of candidate can be controlled
as ceteris paribus. The ballot sign effect and coattail effect can be measured because
of that the election for the Seoul Mayor influences for the election for the Seoul
Educational Superintendent. Voters in Seoul were brought to elect by the influence
of a high-profile campaign for the Seoul mayors.
This study analyses the order effect, sign effect, and coattail effect using statistical
method such as ANOVA and OLS and estimates the coefficients so makes show
how the influences and magnitude of them are. The mechanism of each three effects
offers the causes that distort the election results and the solutions how to improve
the ballot structure. Based the study, I suggest the introduction of the rotating ballot
for the other elections such as the basic local council election and to change the
fixed ballot position system into an lottery ballot position system.
■ Keyword: Ballot Order Effect, Ballot Sign Effect, Coattail Effect,

Ballot Position System, Fair Elec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