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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본 연구는 대통령 선거결과라는 집합자료를 공간통계적으로 접근하여 대선이 지남에 따라 지리적으로 나타나는 정 

치적 분리 패턴과 그 변화를 행정동단위 수준에서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후보자선호의지리적인군집은정치적분리를의미핸바， G통계량을통해각후보자득표율의군집과핫스핏，콜드 

스핏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보수적 후보 득표율의 핫스핏 지역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주로 강남 · 서초 · 송파구에 속한 행 

정똥이 이에 속한다. 진보적 후보 득표율의 핫스핏 지역은 구로구를 제외한 지역에서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콜드스핏 

은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보수적 후보의 핵심지지충지역은증가하고진보적 후보의 핵심지지충지역은점차소멸되 

어 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둘째， 기존의 도시사회지리학에서 사용되던 거주지분리지수를 사용하여 각각의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분포를 균등/ 

군집차원에서 분석하였다. 득표율이 높은 상위 두 명의 후보자에 대한 상이지수 측정 결과는 16대， 15대， 17대 순으로 높았 

다. 또한 후보자 선호의 다양성이 낮은 지역은 강남구와 서초구의 행정동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들은 순 

위에는다소차이는있으나매선거마다유지되고있는경향을보이고있다. 

셋째， 고립/노출의 차원에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보수적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고립정도는 17대， 15대， 16대 

순으로 높고 진보적 후보에 대해서는 그 반대 경향을 보인다. 또한 강남 · 서초구는 대선이 지남에 따라 보수적 후보를 지지 

하는 유권자들 서로에게만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 17대에는 강도마저 강해져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와 의견 

접촉의 측면에서 점차고립되어가고 있는 것으로분석되었다. 즉 이 지역들은 지리적으로나타나는 정치적인 분리 정도가상 

당함을의미한다. 

투표결과의 공간적 분포를 소지역 단위에서 공간통계적으로 접근함으로써 지리적으로 나타나는 정치적 분리양상과 변화 

를파악할수 있었는데， 이러한 연구는선거결과의 공간구조의 시대적 추이를규명할수 았음에 중요성이 있다. 

주요어 : 대통령 선거 결과， 정치적 공간분리， 공간통계， 공간군집， 후보자 선호의 다양성， 유권자 간의 접촉 7}농성 

Abstraα . 까lis study aims to examine the pattem of political segregation and its change which happened geographical1y 

after presidential election, on the level of administrative unit by approaching the collective data of presidential election result 

as spatial statistics. The result is as fol1ows. 

First, since geographical clustering of preferred candidate signifies political segregation, this study analyzed each candi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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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c1ustering of vote share, hot spot and cold spot through G statistics. The result showed that hot spot of conservative 

candidates' vote share was gradually growing and mainly consisted of administrative units belonging to Gangnam Gu, 
Seocho Gu, and Songpa Gu. Hot spot of progressive candidates’ vote share was consistently diminishing except Guro Gu 

and their cold spot was growing. π1is result represents the fact that regions of core supporters of conservative candidates are 

increasing and those of progressive candidates are shrinking. 

Second, this study analyzed the distribution of voters supporting each candidate in terrns of evenness and clustering, using 

residential segregation index which has been used in urban social geography. The result of analyzing dissimilarity index 

dissimilarity index for two candidates was high in order as 16th, 15th, 17th. 

Regions that had low diversity of candidate preference were centered on the administrative units of Gangnam Gu and 

Seocho Gu and the order of these units differed a little in each election but maintained overall tendency. 

Third, the result of analysis concerning isolation and exposure is as follows. The degree of isolation of voters supporting 

conservative candidates was hi양1 in order as 17th, 15th, 16th and the isolation degree of voters supporting progressive 

candidates showed the opposite. In addition, voters of conservative candidates in Gangnam Gu and Seocho Gu after 

presidential election have had more chances to be exposed only to each other, and with even more intensity in 17th, which 

means they are getting more isolated in terrns of opinion exchange with voters supporting other candidates. π1Ís represents 

tl1εre exists considerable political segregation in these regions geographically. 

Consequently, this study examined the aspect of geographical political segregation and its change by approaching the 

spatial distribution of election result of sub-regions as spatial statistics. π1Ís study has significance in that it investigates how 

the spatial structure of election result has developed with the tirnes. 

Key Words : presidential election results, political spatial segregation, spatial statistics, spatial cluster, diversity of candidate 

preference, potential contact between vo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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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서 론 

1. 연구배경 및목적 

일반적으로 선거에서 나타나는 지역의 정치적 

성향은 투표 결과의 지역적 분포양상을 정당별， 

후보자별 지지투표수나 득표율을 여러 형태로 지 

도화함으로써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선거결과로 

나타난 정당별， 후보자별 득표패턴이나 지역구도 

에 대한 연구들에서는 거의 대부분 시 · 도별 득표 

율의 차이를 표로써 제시승}는 수준에 그치고 있거 

나 지 역별 1위 득표 후보자의 득표율을 지도화하 

여 비교하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수치적 

해석을 내리는 기존의 연구들은 선거결과를 단순 

히 시 · 도 단위의 득표율의 차이나 각 정당이 가 

장 표를 많이 획득한 광역지 역의 득표크기와 여타 

지역에서의 평균득표크기의 차이를 나타내는 지 

역균열지수를 사용함으로써 선거결과가 지 역적으 

로 매우 분절화 되어 있다고 설명한다(박상훈， 

2(01). 

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은 한 지 역 내부에 존재하 

는 정치성향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며， 행정구 

역 경계를 단위로 득표율의 명백한 차이를 강조하 

여 지 역 간 투표성향의 연관관계를 파악할 수 없 

다. 또한 단순지도화에 의한 비교 방법은 시각적 

해석에 의존하기 때문에 객관성 입증에 대한논란 

을 야기시킬 수 있고(권용우 2002) 지역이 정당 

혹은 후보자 지지면에서 매우 분극화되어 있는 것 

처럼 보일 수 있으며 시계열적인 변화패턴을 객관 

적으로전달할수없는문제점이 있다. 

또한 동일 시 · 도라고 하더라도 그 내부 지역은 

동일한 투표패턴을 보이지 않는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선거결과에 대한 연구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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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 호남 갈등， 호남 대 비호남 균열， 중부권과 남 

부권의 대결， 연고지역에따른지역주의투표동에 

만 주목하여 왔다. 즉 시 · 도간의 득표율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소지역 내에 존재하는 동질성이나 

내부 균열문제는 간과되어 왔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정치현상으로써의 선거 연 

구는선거라는것이 분명 지리적 현상임에도불구 

하고 공간적으로 접근한 사례도 드물고 방법론적 

측면에서도 다각화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선거결과라는 집합자료를 공간통계적 

으로 접근하여 대선이 지남에 따라 지리적으로 나 

타나는 정치현상의 공간분리 패턴과 그 변화를 파 

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제15대， 

16대， 17대 대통령 선거 결과를 통해 소지역단위 

수준에서 선거결과의 공간구조적 패턴을 분석하 

여 소단위 지역과그 연관지역의 국지적 이질성과 

변동성을파악한다. 

선거결과의 공간적 분포와 변화를 살펴보는 것 

은 지지대상， 정치적 이슈 등에 반영된 정치의식의 

지리적 분포라는측면에서 연구의 중요성이 있다. 

2.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 

문헌연구를 통해 선거지리학에서 공간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검토하고 선거를 공간통 

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갖게 되는 지리적 효용성 

을 살펴본다. 특히 선거지리학 분야에서 이루어지 

고 있는 공간통계적 분석과 관련된 최근의 외국 연 

구사례들을 정리한 후， 우리나라 선거지리학의 연 

구동향을 정리하여 문제점 및 시사점을 도출한다. 

다음으로 선거결과의 분포패턴을 공간통계적으 

로 분석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인 G 통계량과 분리 

지수(segregation index)를 설명한다. 특히 거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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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지수는 기존 연구들이 비공간적 분석방법에 

의존해 왔던 바， 먼저 비공간적 거주지 분리지수의 

한계를 논의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Feitosa et 

a1. (2007)에 의해 최근에 연구된 공간을 고려한 전 

역적 · 국지적 거주지 분리 지수를 설명한다. 또한 

이러한 방법들을 사용하여 선거결과의 공간패턴 

을분석할때 얻는유용성을설명한다. 

이러한 지수들을 사용하여 서울시의 행정동 단 

위 수준의 선거결과를 통해 지리적으로 나타나는 

정치현상의 분리 패턴과 그 변화양상을 살펴본다. 

서울시의 전반적인 정치현상의 공간분리 패턴을 

분석하고 그러한 분리 정도에 기여하는 정도가 높 

은 지 역들을 국지적 수준에서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문헌연구와 실제 사례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설명하고 앞에서 설명한 지수들이 

선거지리학에서 가지는 효용성과 한계점이 무엇 

인지정리한다. 

이와 같은 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역대선거정보시스댐에서 제공하는 후 

보별 득표수를 Excel2003을 사용하여 데이터베이 

스를 구축하였고， 데이터를 처리， 관리하고 지도화 

하기 위해 ArcGIS 9.2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공간 

지수를 측정하기 위해 프로그래밍 언어인 VBA에 

기반한 ArcObjects를 이용하였다. 

3. 연구대상과 연구자료 

본 연구의 분석 시점은 제 15대(1 997.12) ， 

16(2002.12)대 , 17(2007.12)대 대통령 선거 이 며 

연구의 대상 지역은 서울시이다. 서울은 전통적 

으로 선거에 있어 경합지역으로 알려져 있으며 

전국 대비 유권자의 비율이 제 15대 대통령 선거 

에서는 약 23% ， 16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약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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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가장 많았고， 17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약 21% 

로 경기도 다음으로 유권자수가 많아 서울에서 

의 표심이 대통령선거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주 

고 있다.따라서 행정통단위와같이 국지적인수 

준에서 선거 결과의 지리적 패턴과 그 변화를 살 

펴보는 것은 의의가 있다. 

대선별로 선거구가 변화하기 때문에 각 시기별 

선거구를 제17대 대통령선거 당시의 행정구역경 

계를 기준으로 조정했다. 

17대 대선 당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제1동과 

잠실제2동은 재개발 퇴거지역으로 실제 거주자가 

없어 투표소가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석대상 

에서 제외하였다(5157R 동). 하지만 15대 ， 16대 대 

선에서는 모든 지역에 투표소가 설치되었기 때문 

에 서울특별시 전 지역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517개 동). 

11. 선거결과의 공간분석에 관한 
문헌연구 

1. 선거지리학에서 공간의 접근 

선거에서 정당혹은후보자득표율의 공간적 분 

포는 지역의 정치적 분극화와 지역 유권자의 정 

치 성향이라는 관점에서 꾸준한 연구대상이 되 

고있다. 

GIS와 ESDA(exploratory spatial data analysis)가 

결합되면서 선거결과에서 나타나는 지지정당 혹 

은지지후보의 공간적 패턴에 대한지리학적인통 

찰력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0' 1ρughlin et a1., 

1994). 따라서 정치현상을 공간통계적으로 접근함 

으로써 과거와는 다른 시각으로 장소의 문제를 공 

간적으로 발견해 낼 수 있다. 



α Iρughlin 앉 a1.(1994)은 정치적 행위의 지리적 

분석을 위해 공간의존성과 공간이질성을 구체화 

했다. 즉 의존성이라는 개념은 확산과 전파의 과정 

적 개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질성은 구조적 

관계(structural relationship)에 영향을 끼치는 지역 

적으로 특수한 상황을 일컴는다. 구체적으로 보면 

공간적 의존성이라는 것은 장소에서 발생하는 행 

위가 인접장소의 상황과 관련되어있으며， 그러한 

상황이 존재 할 때 공간적 확산이 발생한다고 가정 

한다. 선거지리학에서 말하는 공간적 의존성이란 

이웃효과를 가리키는데 기본적으로 이웃효과의 

개념은 한 장소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이 

사람들의 정치적 행위에 영향을 준다는 가정에서 

성 립 된다(Sui et a1., 2002). 지 역 간 관계 에서 보면 

공간적으로 인접한 단위지역들은 공간적으로 단 

절된 지 역보다 유사한 정치적 행태를 보인다는 것 

이다. 이러한 이론은 정적 공간적 자기상관， 즉 이 

웃한 지역단위들 간에 유사한 정치적 행위의 공간 

적 군집을 보인다는 것을 암시한다(David ， 2006). 

한편 이질성이라는 개념은 다른 지역에서는 서 

로다른구조적 관계 즉공간적 또는지역적 차이 

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정치적 행위가 지역단위들 

간에 동일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다. 전국적 분석 에 

서는관찰하지 못하는소지역 또는다른지리적 상 

황(선거구의 경우)이 투표결과에 영향을 미칠 때 

발생한다. 투표결과에 대한 강한 공간적 의존성과 

이질성은 투표성향의 공간적 분극화를 의미하게 

된다. 

Miller(1977)는 영국의 총선거(General Election) 

에서의 투표행태가 이웃효과를 강하게 지지함을 

밝히고 유권자의 투표행태를 예상하는 가장 좋은 

지표는 그 사람이 거주하는 장소라고 설명한다. 장 

소기반 투표행태는 ‘교제를 통한 전환( con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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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ugh conversation)’ 이라는 과정 의 결과로써 나 

타나는 것으로(Pattie et a1., 1999; ]ohnston et a1., 

2004) 이는 근린과 유권자의 투표행태와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말로해석된다. 

이러한관점에서 지역내부균열，다시 말해 지역 

내 유권자들 간의 서로 다른 투표성향을 살펴보는 

것은 지 역마다 갖고 있는 특수환경을 가늠해 볼 수 

있는 하나의 통찰력을 제공해 준다. 장소와 공간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설명에 의해서 잠재적인 

정치적 영향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Kim et 

a1., 2oo3). 

선거지리학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슈들에 대해 

외국에서는 공간적 관심을 갖고 선거결과의 지역 

적 분포 패턴과 선거결과로써 나타나는 유권자의 

성향 등에 대해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2. 선거결과의 공간분포에 관한 국외연구 

최근 외국의 선거지리학은 과거 정황적 증거에 

의존했던 투표행태의 이웃효과를 공간통계적 분 

석을 통해 정량적으로 밝히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연구들은단순히 연구지역 전체에 이 

웃효과가 존재하는지를 밝히는 차원을 넘어 국지 

적 수준에서의 이웃효과와 그에 따른 투표결과의 

공간적 분극화 정도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하고 있 

다 

먼저 Sui & Hugill(2002)은 과거에는 선거지리학 
에서 실제 투표자와 이웃효과의 관련성에 대해 연 

구된바가 없지만 GIS의 발달로 개별투표자들의 거 

주지 분포를 파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투표자의 

공간분포에 따라 이웃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 

음을 분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소지 역을 대상으 

로 어떤 의제에 대해 실제로투표에 참여한개별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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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자의 거주지를 지오코딩 (geocoding)한 후 

Ripley의 K 함수(Ripley， 1981)로 이들의 공간적 분 

포 패턴이 스케일의 증감에 따라 군집되어있는지 

규칙적인지를 분석하였다. 그러한 분포패턴에 따 

라 이웃효과가 어떤 강도로 발생하는지 Getis & 

Ord의 Gi*로 선거구 단위 투표결과의 공간분포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이웃효과는 실제 투표자의 

분포에 매우 강한 영향을 받고 있음을 밝혀냈다 

선거결과는 투표자 선호도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조직된 투표자 선호에도 영향을 받는 

다고 하였다. 또한 선호도에 대한 지리적 인 군집은 

강한 분극화와 경쟁적인 결과를 의미한다고 설명 

하였다. 이들의 연구는 정치지리학과 정치학의 선 

거 연구에 있어 GIS와 공간통계의 이용 가능성을 

제시했다는점에서 의의가있다. 

Kim et al. (2003) 역시 후보자와 정당 지지 에 대 

한 지리적 패턴을 탐색함으로써 기존 투표와 선거 

에 대한 연구의 미진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그는 미국 대선을 대상으로 카운티 

(county) 수준에서 Moran' s 1를 사용하여 대선결 

과의 공간적 패턴에 대해 분석하였는데 이를 통해 

카운티들 간에 정당지지라는 면에서 유사한 지역 

들과 시계열적으로 더욱 클러스터 되어 가고 있음 

을 밝혔다. 국지적으로는 민주당은 동부와 도시지 

역에서 득표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공화당은 서부 

와 농촌지역에서 집중하여 득표하고 있다는 것을 

공간분석 결과를 통해 설명하였다. 또한 유권자들 

은 정당들이 우선시했던 정책에 대한 평가를 선거 

라는 제도를 통해 투표행태로 나타난다는 보상-처 

벌(reward-punishment)에 대한 모델을 회귀분석 

하였다. 

한편 Sue Wing et al. (2005)은 선거결과에서 나타 

나는 정치적 성향의 분극화 현상은 오랜 연구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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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극화정도에 대한 통 

계적인 지표는 거의 없었음을 지적한다. 따라서 그 

들은 공간계량경제학을 통해 미국 선거에서 나타 

나는 정당지지의 공간패턴을 살펴보고 선거결과 

의 지역적 분극화를설명하고자하였다. 앞서 뻐n 

et al.(2oo3)이 공간패턴을살펴보기 위해 사용했던 

국지적 Moran’ s 1를 사용하여 카운티 간에 투표결 

과를 분석함으로써 투표 패턴에 유의미한 공간적 

자기상관성이 있음을확인하고，또한공간적 이질 

성을 강조핸 기법인 GWR을 통해 당선자의 득 

표율이 인구학적 특정 에 따라 증가동}는지를 분석 

하였다. 

또한 선거결과를 통해 지리적인 정치적 분극화 

현상과 그 정도를 도시사회지리학에서 주로 사용 

되었던 거주지 분리 지수로써 설명한 연구가 있다. 

Klinkner(2004)는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선결과에 

대해서 상이지수(dissimilarity index)와 노출지수 

(exposure index)를 측 정 해 서 정 치 적 분 리 

(political segregation)를 설 명하고자 하였다. 그는 

지역별 1위 득표자를 다른 색깔로 표현한 지도는 

지역이 정치적으로 분극화되어 었다는 것을 암시 

하지만 강력한 증거는 되지 못하며， 노출지수로 분 

석한 결과 일반적으로 미국인은 다른 정당을 지지 

하는 구성원에게 서로 노출된 지역에 살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상이지수를 통해서도 공화당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간에는 낮은 수준의 분 

리정도를 보인다고 설명하면서 정치적 분리가 낮 

은 수준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Bishop & Cushing(2oo4)은 미국의 유권 

자가 정당지지면에서 여전히 다양성을 띄고 있다 

는 Klinkner(2004)의 주장을 반박하였다. 이들은 

카운티 수준에서의 상이지수가 1976년에 0.143에 

서 2000년에 0.21로 증가한 것은 47%나 증가한 것 



으로 최근의 선거결과에 초점을 맞춘다면 지리적 

인 정치적 분리가 존재하며 많은 카운티들에서 증 

가하는 경향이 었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이와 같이 정치현상으로써의 선거를 공간적 현 

상으로써 바라보고 그 현상을 각종 통계기법을 적 

용하여 객관적으로 해석하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지역 연관관계를 고려하여 

투표의 공간구조를 규명하거나 지 역내부의 투표 

패턴의 이질성 분석하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또는 

선거가 지남에 따라 변하는 공간패턴을 객관적 지 

표를 사용하여 시기별로 비교하는 것에 중점을 둔 

것을알수 있다. 이렇게 과거 정황적 근거를토대 

로 연구되었던 선거지리학이 각종 통계기법과 공 

간분석 방법이 결합되면서 공간현상으로써 선거 

지리학 연구가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3. 선거결과의 공간분포에 관한국내연구 

우리나라에서 선거와 관련된 연구주제는 선거제 

도， 정당조직， 정치지도력 퉁이었으며 대부분이 정 

치학자들에 의해 진행되어왔다. 지리학에서 선거 

는 정치의 지역성이라는 측면에서 꾸준한 연구주 

제가 되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선거지리 

학 연구는 소수의 학자들에 의해서만 진행되어 왔 

다. 또한 분석 방법 면에서도 다각화되지 못한 채 

기존의 연구 방법을 그대로 채용하고 있는 실정이 

다. 우리나라에서 연구된 선거지리학의 연구동향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권용우(2002)는 경기 · 인천을 대상으로 제13대 

대통령 선거결과의 공간구조적 패턴과 선거에 영 

향을 미치는 지역생태적 요인을 분석하였다. 서울 

과 인접한 9개 군과 원거리 10개 군을구분하여 후 

보별 득표율의 차이를 계산한 결과 ‘여원교야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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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遠잣ß野近했)’ 득표패턴이 나타남을 확인하였 

다. 대선 후보자 지지의 공간패턴을 탐색하71 위해 

사용한 방법은 각 후보별 득표율을 4분위수 

(quartile)로 구분하여 지도화한 방법과 경향면분 

석 방법 (σend surrace analysis)이다.4분위수는 극 

단적인 관측치를 배제하고 관측치의 상대적 위치 

를분석할수 있으며， 경향면분석은국지적이고 예 

외적인 지표현상을 제거하여 규칙적이고 체계적 

인 득표패턴의 공간현상을 제시한다. 그러나 이러 

한 분석들은 세부 지 역단위 수준의 투표행태 다시 

말해 지역간득표패턴의 이질성은포착할수없는 

단점이 있다. 

김형국(2003) 역시 각 후보별 득표율을 경향면분 

석을 통해 지도화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선거에서 

나타나는 지역정서를 살펴보았다. 즉 각 후보별로 

최고득표 등치선이 어느 시 · 도 단위에 위치하는 

지 지도화한 후 그러한 지 역을 후보자의 지지기반 

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그 지지기반이 후보자의 

출신지 역과 일치하는지 먼저 시각적으로 비교하 

고 회귀분석을 통해 연고가 있는 지역의 출신인구 

구성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특히 경향면 

분석을 통해서 도출한 결론은 각 후보마다 지지축 

이 전개되는 방향이 상이하고 그러한 경향이 경쟁 

후보와대비된다는것이다. 

한편 선거결과의 집중과 분산이라는 측면을 지 

수화함으로써， 선거결과에서 나타나는 지역주의 

추이와 그 양상을 경험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 

을 제안한 온만금(1997)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 

서 지역주의의가 시기가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화 

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다고 지적하면 

서 그 이유를 지 역주의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 

는 방법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선거에서 나타나는 지역주의를 지지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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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투표성향이 지 역마다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정의하고 전국적 지지율과 각 지 역별 지지율의 격 

차로 측정하파 하였다. 그러한 측정 지표를 각 

후보의 전국 지지율과 지역별 지지율의 차이를 나 

타내는 ‘후보 편파성 지표’ 한 지 역의 후보별 지 

지율과 전국 지지율의 차이를 고려한 ‘지 역 편파 

성 지표’로구분하고，각지역의 편파성 수치를더 

한값을 ‘총체적 지역주의 지표’라고정의하여 이 

를통해 매 선거에서 작용하는지역주의 수준이 어 

느 정도인가를 측정하였다. 이러한 온만금(1997) 

의 연구는 선거결과가 지역마다 상이하게 나타나 

는 정도를 지역별 · 시대별로 비교할 수 있는 측정 

지표를 제시고， 이를 통해 지 역주의를 비교하여 연 

구하였다는점에서 의의가있다. 

그런데 이 편파성 지표들은 도시사회지리학 연 

구분야에서 사회집단 간의 거주지 분리를 측정할 

때 사용되는 지수들과 개념적으로 유사하다. 즉 측 

정지 값을 전체 연구지 역의 평균과 비교하여 그 차 

이를 측정한다는 면에서 개념적 유사성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지 역을 이산적 인 것으로 간주하여 이 

웃지 역 단위 에서 발생하는 이웃효과를 고려하지 

않았으며， 선거결과의 공간패턴을 하나의 요약적 

수치로 제시하여 지 역 내부 투표 성향의 이질성은 

파악할 수 없다는 점 에서 상이하다. 

최근에 선거에 대한 지리학적인 연구가 조금씩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선거에 대 

서 나타나는정치적 성향에 대한공간분석적인 연 

구가 부족했다. 또한 방법론적 측면에서도 다각화 

되지 못하여 비공간적 분석을 답습하고 있다. 

111. 선거결과의 공간분석을 위한 
측정지수 

1. 선거결과의 공간적 군집성 측정 

본 연구에서는 Getis & ürd(1992)의 장(d)통계 

량을 사용하여 투표율과 후보별 득표율의 지역적 

군집성을 각 대선별로 비교하여 살펴보과 한다. 

국지적 잖(d)은 전체지역 값의 분포에서 상대 

적으로 매우 크거나 작은 값을 갖는 지역에 높은 

군집성을 나타낸다. 즉 국지적 잖(d)은 전체 지 

역 중에서 특정 현상이 집중해서 높게 나타나는 핫 

스핏(hot spot) 지역이나 낮게 나타나는 콜드스핏 

(cold spot) 지 역을 탐색하는데 이용된다. 국지적 

통계치 작(d)는다음과같이 정의된다I식 1] 

εωij (d) $J - 조εWí.i(d) 
a*(d) = -1 

sJπE팩 (d)- (ε띠j (d))21 (η -1) 

[식 1] 
1 
i 

η
 

/ 
/ / -

상
 

? 

·
ι
 

ε
 ? 

f 
μ
 v 

--Q 

ν
 

한 공간적 연구가 미약하다고 볼 수 있다. 거의 대 위의 식에서 따j(d)는 거리 d 이내에 있는 지 

부분의 연구에서는 전국적 차원에서 호남과 영남 역을 대상으로 하는 공간단위 i 와 j 의 근린가중 

의 지역구도가주요이슈로다루어져 왔기 때문에 치， 원는공간단위 j 의 값， X는 $의 평균값， n 

시 · 도단위 내에존재하는세부지역들간의차이 는관측개체의수이다. 

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 또한 지역을 이산적인 간단히 설명하면 전체지역과 비교했을 때 공간 

개념으로 이해하고 지역별로 정당이나 후보자의 단위 j 와 그 이웃이라고 지정된 공간단위들의 값 

득표율을 단순 비교함으로써 지역들 간의 근린에 이 높다면 분자는 양수값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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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전체지역에서 봤을 때 평균값보다 낮다면 

음수값을 갖게 된다 그리고 때d)통계결과가 0 

에 가까울수록 공간단위 주변으로 높은 값이나 낮 

은 값이 유사하게 집중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 

한다. 

하지만 그러한 군집이 실제로 유의한지는 G 통 

계결과에 대해 유의성을 검정해야 한다. 유의성 검 

정을 위해 randomization을 가정하고 기뱃값과 분 

산을 구하고， 유의미한 z-score에 대해 지도화하여 

분석할수있다. 

2. 정치현상의 공간분리 측정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공간 

적 분포를설명하고그러한지역별분포내에 특정 

후보나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구성 정 

도를 공간통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도시사회지 

리학 연구에서 오랫동안 주목을 받아온 거주지분 

리 측정지수들을 살펴본다. 

1 ) 비공간적 거주지 분리지수의 한계 

두 집단에 대한 거주 공간의 분리정도를 측정한 최 

초의 거주지 분리지수인 Duncan & Duncan(1955) 

의 상이지수(index of dissirnilarity)는 서로 다른 지 

역단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상호작용을 하지 않 

는다고 가정하여 상이지수 D를 계산하기 때문에 

비공간적 측정이 된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며(0’ 

Sullivan & Wong, 2007) , White(1983)는 이 러한 

비공간성을 체커보드문제 (checkerboard problem) 

라고지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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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a) (b) 

〈그림 1> White(1983)의 체커보드 문제 

〈그림 1) 에서 검정색 격자는 집단 A, 흰색 격자 

는 집단 B만이 존재능}는 지역이라고 할 때 (a)가 

(b)보다 공간상 분리정도가 더 낮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살펴본 상이지수 D는 두 상황에 대해서 동일 

한값을산출하게된다. 

이 같은 문제는 지역을 독립적인 개념으로 이해 

하여 지역단위를 가로지르는 인구집단간의 상호 

작용을 고려하지 않는데서 기인한다(Wong ， 

1993). 이렇게 인구집단은 인접한 지역들과 상호 

작용하며 교류하기 때문에 한 지역에서 지지율은 

이웃지역에서의 지지율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 

다. 따라서 투표의 공간구조는 행정구역상 명백하 

게 구분되는 독립적인 투표패턴으로 설명하기보 

다 이웃지역단위를 고려한 투표패턴으로 측정되 

어야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투표의 공간구조를 살 

펴볼수있을것이다. 

2) 공간적 거주지 분리지수 
최근에 비공간적 거주지분리지수의 한계점을 극 

복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공간을 고려한 거주 

지 분리지수가 도출되고 있다. 

Feito없 et 띠.(2007)은 Reardon & (j Sullivan(2004) 

이 설명한 〈그림 2)와같은분리의 공간적 차원의 

개념에 기초하여 각각 개념에 대해 공간분리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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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안했다. 그들은 먼저 사람들이 거주하고 이 

웃들과 경험을 주고받는 상호작용의 장소로 로컬 

리티Oocaliψ)를 정의하고， 그러한 지역에서 일어 

나는 상호작용의 강도(intensity )가 집 단의 거리 

에 따라 변한다는 것을 기반으로 하여 공간분리의 

지수를 도출하였다(Feitosa et al., 2007). 공간분 

리 지수에서 사용되는 지역 인구특성은 지역인구 

강도(local population intensity)로써 표현되며 이 

를 커 널추정 량(kernel estimator)으로 계산한다. 

균등， 

톨훌 톨 훌톨 

홉톰 없홈 

g훌 홉훌 톨 

훌훌 톨훌 

휘훌 
고립 

(a) 씨
 

( 

꾼집 

〈그림 2) Reardon & 0' Sullivan(2004)의 분리의 
공간적 차원(Feitosa et a l., 2007, 재인용) 

지 역 j의 인구 특성을 표현하는 지 역 인구강도 

욕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식 깅. 

J 

Zj = X] k(33) [식 2] 

J꽉=지역 단위 j와 총 인구 

J=연구지역와 지역적 단위의 총 수 

k=j얘서 각 지역적 단위와 영향을 측정하 

는 커널함수 

마찬가지로 지 역단위 j의 총 인구를 지 역단위 j에 

거주하는 집단 m의 인구 (확m)로 교체하면 j에 

있는 집단 m의 지역인구강도를 측정할 수 있다 

[식 죄. 

지
 」

시
 「

m 
NJ -k 

J g 
깐
 

--
m 

>LJ 

커널함수를 사용함으로써 Tobler(1970)의 ‘모든 

것은다른모든것과상호연관되어 있으나，가까운 

것은 먼 것보다 더 연관되어 있다’ 는 지리학의 제 

1법칙을 반영할 수 있다. 또한 Feitosa et al. (2007) 

이 제안한 지수는 0-1 범위의 지수값을 산출하기 

때문에 값의 비교가 용이하며 해석하기 쉽다는 장 

점이 있다. 아래에서는 Feitosa 앉 al. (2007)이 제안 

한 전역적 공간지수와 국지적 공간지수를 차례로 

노출 살펴보기로한다. 

1 ) 전역적 공간분리 지수 

D(m)는 주어진 집단 성원들의 균등/군집의 차 

원을 포착할 수 있는 지수로써 , Sakoda(1981)가 제 

안한 D(m)을공간적으로측정하기 위해 제안되 

었다. D(m)는전체 연구지역에서 집단들의 구성 

과각지역단위에서의 집단들의 구성이 얼마나다 

른지 측정하는 것인데， Feitosa et a1. (2007)이 제안 

한 일반화된 공간적 상이지수 D(m)는 D(m) 의 
지수에서 사용되는 지역단위 대신에 로컬리티를 

고려한다. 즉 D(m)는 연구지역 전체의 집단들의 

평균적인 비율로부터 로컬리티에서 집단들의 평 

균적 비율의 차이를 계산하는 것이다[식 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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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장점이있다. 

b뼈 =흘1월1繼|듀jm πnl [식 쇠 상이지수 D(m)가 도시에서 집단 분포의 균등 

1= ε (Tm )(1- πlJ 

Ljm 
T ‘ •. ‘ τ-

‘”ι L: 
J 

N= 연구지떡의 총 연구 

λTj = 지역 단위 j의 총 인구 

Tη 떤구지역에서 집단m의 비율 

T m 로철려티 j에서 집단 m의 10ca1 H] 율 

J= 연구지역의 자역단위의 총수 
ι깐 = 집단외 총 수 

Lj11l 로결라티 j에서 집단m의 지역얀구강 

도 

착 = 로컬리티 j의 지역인구강도 

위 식에 따르면 균등/군집의 차원은 다른 집단과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측정한다. 어떤 집단이 연구 

지역 전체의 그 집단의 평균 비율대로 연구지역 내 

의 하위 지역단위에통일한비율대로분포되어 있 

다면 균등하게 분포 다시 말해 분리가 최소화되어 

있다고보는것이다. 

D(m)는 D(m) 에서 지역 j 의 집단 n의 비율 

대신에 로컬리티 에서 j 집단 m의 지 역적 비율 

감”을 계산식에 사용함으로써 지역경계를 넘어 

상호작용하는 강도를 측정할 수 있다. 

D(m)는 다변량(multivariate) 공간연관성을 통 

해 집단들의 공간분리를 측정할 수 있어 다수 집단 

간 거주지 분리의 분포 패턴을 비교하여 측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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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를 측정한다면 노출지수는 두 집단이 동일한 

지역에 거주함으로써 물리적으로 서로 접촉하는 

정도를 측정한다. 집단 n에 대한 집단 m의 공간적 

노출정도를 측정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식 히. 

수 JV"_. ( L “‘ 1 
p(m ,n) = 까1펴찬 털 j 

t、3m=지역단위 j안에 있는 집단 m 

의 인구 

iVm =연구지역 내 집단 m의 인구 

Ljn=로컬러티 j얀에 있는 그룹 n의 

지역 인구강도 

Lj=로캘리티 j의 지역얀구강도 

[식 5] 

담m ， n} 역시 ü(최소 노출)에서부터 l(최대 노출) 
까지의 범위를 갖게 된다. 상이지수와는 달리 노출 

지수는 집단들 간의 거주지 분리의 정도를 결정하 

는데 있어 집단들의 상대적인 크기를 고려한다. 즉 

집단 m이 집단 n에게 노출되는 정도는 집단 n의 

상대적인 크기와 관계가 있다. 상대집단의 인구수 

자체가 많아지면 마주칠 가능성이 많아진다는 것 

이다. 예를 들어 특정 집단이 도시 내 거주지에 균 

등하게 분포되어 있다면 앞의 상이지수에서는 거 

주지분리가 없지만， 만일 이 집단 인구의 비율이 

높으면 자신들 간의 노출 정도는 높지만 다른 집단 

에게 노출될 가능성은 낮아진다(Blau ， 1977; 

Massey, 1988). 

노출지수의 또 다른 형태로 고립지수가 있다. 노 

출지수가 두 집단이 마주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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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 측정한다면 고립지수는 자신들의 집단에게 

노출되는 정도를 측정한다. 집단 m의 공간적 고립 

지수 Qm는 집단 m의 로컬리티에서의 평균비율 

을측정한다[식이. 

Qm 헬폈(첼) I식 이 
위 식에 따르면 Q순 공간적 노출지수 휠1n ， n) 
에서 Ljn가 Ljm 로 대체되어 계산된다 

즉 자신의 집단과의 노출정도가 높다는 것은 다른 

집단에서 고립된다는 것을 뭇하는 것이다. 

노출/고립지수의 결과는 집단의 구성원의 크기 

에 의존하기 때문에 집단 m과 n의 비율이 같을 때 

를 제외하고 지수는 비대칭적， 

즉 힘m ， n) ~ 학n ， m) 이다 

2) 국지적 공간분리 지수 
전역적 지수는 연구지역의 전체적인 분리정도를 

요약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공간적 분리 

라는 것은 공간적으로 상이한 과정을 겪기 때문에 

전역적지수로는 지역마다 갖는 공간적 분리의 정 

도를 포착할 수 없다(Wong， 2(02). 

따라서 앞에서 살펴본 전역적 공간분리 지수들 

을 분해하여 국지적 공간분리 지수를 만들 수 있는 

데， 이러한국지적 지수는 연구지역의 전역적 분리 

정도에 로컬리티가 얼마나 기여했는지 보여줄 수 

있다. 즉 국지적 지수는 각 지역들의 지수값을 지 

도화할 수 있어 엄밀한 지역에서의 각 집단 간의 

공간적 분리 정도를 식별할 수 있다. 

국지적 측면에서 상이지수 (싹(m))와 노출지수 

(p: , J , 고립지수 여 )를 측정하기위한 계산 
1:'J(rn ,n)/ ,- .... " ''1 

식은 다음과 같다[식 7,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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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m) = 1I힐1識l 츄jm 져11 [식 7] 

상 = 파m ( Ljn ì 
J (1’t ,1l) Nf1i t ζ j [식 8] 

lVjm ( L.im ì 
q 짜~n ~끽 j [식” 

각각의 국지적 공간분리지수의 파라미터는 앞에 

서 살펴본 전역적 공간분리 지수의 파라미터와 동 

일하다. 이러한국지적 거주지분리 지수들을통해 

전역적 공간분리 지수에서 설명할 수 없었던 세부 

지역단위에서의 지역 내 유권자들의 정치적 성향 

의 공간적 분포를설명할수 있다. 

일변량을 측정할 수 있는 G 통계량과 달리， 다 

변량을 측정할 수 있는 거주지 분리 지수를 사용 

함으로써 지역에 존재하는 특정후보 지지자 들 

이 얼마나 다양한지 측정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지역들 간에 특정 후보 지지자 혹은 특정 정당 지 

지자들의 구성의 차이 또는 유사성을 측정함으 

로써 지역 내， 지역 간에 존재하는 정치현상의 공 

간분리 또는 후보자 선호의 다양성을 파악할 수 

있는장점이 있다. 

IV. 대통령 선거결과의 공간분석 

1. 선거결과의 군집지역 분석 

서울시의 각 동마다 나타나는 국지적인 패턴을 

잖(d)를 통해 분석한 결과는 〈그림 3)과 같01 보 
수적 후보 득표율은 핫스맛이 주로 형성되어 있고 

진보적 후보 득표율은 주로 콜드스핏이 형성되어 



있는것을볼수 있다. 이는 〈그림 3)와같이 보수 

적 후보의 지지율이 전체지역에 비교해서 매우 큰 

지역들이 강남 · 서초 · 송파 등의 일부 지역에만 

집중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나머지 

지역들은 낮은 득표율을 보이게 되어 전역적 지수 

로 봤을 때 음의 군집이 우세한 것으로 결과가 도 

출되는것이다. 

매 대선마다 전반적인 경향은 보수적 후보의 경 

우 대부분 상대적으로 득표율보다 낮은 지역들이 

이웃해 있으며，높은지지율을보이는지역은공간 

상 일부 지 역에 집중하여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해 

석된다. 반대로 진보적 후보는 전반적으로는 높은 

지지율을 보이는 지 역 간에 이웃해 있고， 일부 특 

정 지역에낮은지지율을보이는지역이 매우집중 

하여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이렇게 보수적 후보 선호에 대해서 핫스맛 

을， 진보적 후보에 대해서는 콜드스맛을 나타내는 

지역은 매 대선마다주로강남·서초·송파 지역 

에 한정되어 있어 시기가 지나고 당이 바뀌어도 정 

당 선호에 있어서 연속성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 지 역을 중심으로 후보자의 지지가 매우 분극화 

되어있음을알수있다. 

또한 특징적인 것은 [표 1]에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보수적 후보 득표율의 핫스맛의 증가는 주로 

강남 · 서초 · 송파지역에 속한 동을 중심으로 이 

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즉 이 지 역들에서는 보수 

적 후보에 대한 핫스핏을 보이는 동이 많은데 점차 

그 수도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용산 · 양천 · 강동 · 영등포구는 기존의 핫스맛이 

유지되고 있지만 종로구와 광진구에서는 핫스맛 

이 사라지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 이것은 강남 · 서 

초 · 송파지역의 보수적 후보에 대한 지지가 더 고 

착화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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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각 후보들의 득표율에 대한 핫스핏과 
콜드스핏(d=3km) 

한편 진보적 후보 득표율의 핫스핏 지 역은 [표 2] 

와 같이 종로구， 성북구， 구로구， 관악구를 중심으 

로형성되어 있으나，구로구를제외한지역들에서 

는 꾸준히 핫스맛이 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전체적으로 진보적 후보에 대해 집중해서 특히 

높은 지지를 보이는 지 역은 감소하였다. 

개별 행정동 차원에서 핫스맛과 콜드스맛을 지 

도화한 것은 〈그림 3)와 같다.15대에는 진보적 후 

보 득표율의 콜드스맛 지역이 보수적 후보 득표율 

의 핫스맛과완전히 일치하지 않다가， 16대에 들어 

서면 진보적 후보의 콜드스맛 지 역은 보수적 후보 

의 핫스핏과 바로 연결되는 패턴을 보이며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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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 보수적 후보의 득표율에 대한 핫스핏의 수 

[표 2] 진보적 후보의 득표율에 대한 핫스핏의 수 

패턴은 17대에도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대선이 지남에 따라 강남 · 서초 · 송파구 

의 행정동들에서 핫스맛과 콜드스핏이 한 지역에 

집결하는 것은 이 지역들을 중심으로 지지후보나 

투표성향의 공간적 차별화가 뚜렷해지고 있다는 

것으로볼수있다. 

2. 선거결괴를 통한 정치현상의 공간분리 분석 

Gimpel(2003)은 “정치적 분리와 이웃의 정당 분 

할은특정 정당의 지지자들사이에서 내부적인 의 

견차이를 허용하지 않는， 관점의 분화를 촉진시킨 

다라고 하여 정치적 선호에 있어서 같은 집단과 

의 노출정도가 정치적 관점이나 이념성향 등의 분 

리를 가져온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는 정치지리학 

의 주요 관심분야인 이웃효과에 근거한 것으로 지 

역적의미를갖고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치적 관점의 분극화를 촉진 

시키는 공간적인 정치적 분리정도를 도시사회지 

리학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는 거주지 분리지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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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상이지수와 고립지수는 각 센트로이드에서 지 역 

인구강도를 측정하기 위해 커널추정량이 사용된 

다. 커널 추정량은 거리조락 함수의 형태에 따라 

선형커널， 다항커널， 가우시안 커널 등이 사용될 

수 있으며 (Schölkopf & Smola , 2002; Feitosa , 
2007) , 본 연구에서는 가우시안 커널을 사용하였 

다〈그림 4) . 

〈그림 4) 가우시안 커 빌(gaussian ker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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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km이하의 거리임계치 범위에서는 15대가 16대 

보다 각각의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에 대한 서 

울시의 평균적인 구성비율에서 크게 벗어난 지역 

들이 더군집되어 있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기울기의 측면에서 보면 17대 대통령 선거의 기 

울기가 가장 낮다. 즉 1위 후보자와 2위 후보자를 

지지하는 각각의 유권자 집단의 구성비율이 서울 

시 평균 비율과 다른 정도가 유사한 지 역들이 다른 

시기에 비해 공간적으로 더 확산되어 나타난다. 

또한 17대는 다른 시기의 대선보다 모든 거리임 

계치에서 상이지수가 확연히 높은 것을 볼 수 있 

다. 이는 17대는 서울시의 모든 동에서 이명박 후 

보가 1위로 득표를 하였지만 지역마다 이명박 후 

보를 지지한 유권자와 정동영 후보를 지지한 유권 

자들의 구성비율이 서울시 평균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는것을의미한다. 

한편 그러한 분리 정도가 구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구별로 상위 두 명에 대한 

상이지수의 평균을 나타낸 것은 〈그림 6)과 같다. 

전역적 상이지수가 국지적 상이지수의 합과 같지 

만구별로국지적 상이지수를합산하게 되면각구 

1 ) 상이지수를 통한 후보자 선호의 다양성 분석 

거의 모든 대선01 두 명의 후보자의 경쟁으로 이 

루어지는 바， 1위 득표자와 2위 득표자로 압축하여 

거리임계치 증가에 따른 상이지수 변화정도를 분 

석하면그결과는 〈그림 5)와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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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거리임계치 증가에 따른 상이지수의 변화 
-두 후보 (p-value=0.01) 

6km 이하의 거리임계치에서는 15대의 상이지수 

가 16대보다 높고 그 이상의 거리엄계치에서는 15 

대보다 16대 대선에서의 상이지수가다소높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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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구별 국지적 상이지수의 평균값 변호~두 후보 

전역적 상이지수 : 15대=0.0511 ， 16대=0.0459， 17대=0.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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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속한 동의 수에 따라 상이지수가 달라지기 때문 

에 평균으로 구 단위 지 역을 비교하였다. 

17대 대통령 선거에서 강남구와 서초구의 상이 

지수가 매우 크게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전역적 상이지수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17대에 1 

위 득표 후보와 2위 득표 후보를 각각 지지하는 유 

권자 집단들이 정치적 공간분리 정도에 더 많은 기 

여를 한 것을 보여주는데， 지역적으로는 강남구와 

서초구의 정치적 공간분리에 더 큰 영향을준 것으 

국지쩍상미지수 

→싼 
KM 

02 ‘ 6 12 16 

〈그림 7) 국지적 상이지수 값의 분포 
(상위 두 명， 거리임계치 3km) 

*전역적 상이지수 값 

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송파구와 은평구， 강동구 

의 경우에도 1 .2위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 집단 

이 정치적 공간분리에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파 

악할수있다. 

각 동별로 국지적 상이지수의 분포를 통해 두 후 

보 각각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차별적인 공간적 분 

포 패턴을 살펴보면 〈그림 7)과 같다1) 국지적 상 

이지수는 전역적 상이지수 값을 만들어내는 각 동 

의 기여도를의미하는데，그럼에서 보면주로강남 

구와 서초구에 높은 국지적 상이지수 값이 분포하 

고있다. 

높은 상이지수 값을 보이는 지 역은 1위 득표자를 

지지한 유권자 집단과 2위 득표자를 지지한 유권 

자 집단의 구성 비율이 서울시 평균과 매우 다르며 

그러한 지 역들끼 리 공간적으로 군집해 있다는 것 

을 의미하기 때문에 상이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 

한다는 것은그 지역이 후보자 지지의 측면에서 유 

권자의 구성이 점차 강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후보자 선호의 다양성 

이 감소되고 있으며 정치현상의 공간분리 정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반대로 상이지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지역은 후보자 선호의 다양 

성이 증가하고 정치적 분리는 감소하고 있다는 것 

으로해석할수있다. 

따라서 대선 시기가 지남에 따라 1.2위 후보자 

를 지지하는 유권자 집단에 대한 국지적 상이지수 

의 값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통과 지속적으로 감 

소하는 동을 분석해보면 [표 3]과 같다. 

15대와 16대를 비교했을 때 상이지수가 감소한 

지역은 343개동， 증가한 지역은 174개동이며 이 

1) 결과값의 구분에 따른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분류단계구분도를통해 지도화하였다. 먼저 시계열 분석(왼쪽부분)을 위해 분 
석결과를 15, 16, 17대의 값 중 최대값과 최소값으로 통일하여 지도화하였다. 그리고 오른쪽 부분에는 각 대선마다의 최대값과 최 
소값을표현하여해당시기자체의분석결과값을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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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상이지수가 변화한 동의 수 

결과는 전역적 상이지수의 감소에 의해 지적된 서 

울시 전반의 정치현상의 공간분리의 감소와 상응 

한다. 즉 후보자 선호의 다양성이 증가하였다. 그 

러나 16대 대통령 선거와 17대 대통령 선거를 비교 

하면 상이지수가 증가한 지역이 402개 동으로 약 

80%의 동에서 지리적으로 정치적인 분리가 발생 

하여 이들 지역에서 후보자 선호의 다양성ó1 감소 

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15대와 17대 대선을 비 

교했을 때 17대 에 상이지수가 증가한 동이 약 60% 

로 역시 후보자선호의 다양성이 감소한지역이 더 

많음을알수있다. 

시기별 비교를 통해 후보자 선호의 다양성이 감 

소한 지역과 증가한 지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림 8)과같다. 

먼저 〈그림 8) 의 (a)는 15대 대선과 16대 대선을 

비교하여 상이지수가 증가한 통과 감소한 동을 나 

타낸 것인데， 주로 은평구와 강서구， 성동구 일부 

지역들에서 상이지수가 크게 증가하여 후보자 선 

호의 다양성이 감소하였고 반대로 금천구와 구로 

구， 관악구， 도봉구， 노원구 일대에서 상이지수가 

크게 감소하여 후보자 선호의 다양성이 증가하였 

다. (b)에서 보면 16대에 비해 17대에 강남구와 서 

초구 일대가특히 상이지수가크게 증가하였고， 이 

들지역과가까운거리에 있는송파구일부동들에 

서도상이지수가크게 증가하였다. 이 지역들은전 

역적 상이지수에서 지적한 정치적 공간분리의 증 

가에 크게 기여한 지역들이다. 또한 15대와 1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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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의 상이지수를 비교해 보면 (c)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에서 집중적으로 상이 

지수가 높아 이 지 역들에서 후보자 선호의 다양성 

이 비교적 크게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5대-’ 7대 d(m) 
꼈 1?>Hi 

뼈 15>P 

KM 

〈그림 8) 국지적 상이지수의 변화지역 
(거리임계치 3km) 

2) 고립지수를 통한 유권자 집단의 접촉 가능성 
브서 
나_1 

상이지수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가 얼 

마나 공간상에 차별적인 분포를 보이는지를 측정 

하여 지리적인 정치적 분리 정도를설명한다면， 고 

립지수는 같은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지들끼리 노 

출될 가능성을 측정함으로써 지리적으로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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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거리임계치 증가에 따른 고립지수 변화 
(a) : 보수적 후보를 지지한 유권자집단 (b) : 진보적 후보를 지지한 유권자집단 

는 정치적 분리를 설명한다. 

선거결과를 통해 고립지수를 계산하는 것은 같 

은 후보자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서로에게만 노 

출될 가능성이 많아진다면 다양한 정치적 견해의 

접촉가능성은 적어지고 지 역 전체로 봤을 때 정치 

적 성향이 지리적으로분극화됨을의미하게 된다. 

〈그림 9) 에서 보는바와 같이 보수적 후보를 지 

지핸 유권자집단 경우에는 17대， 15대， 16대 순 

으로 서로에게만 노출된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진 

보적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집단의 경우에는 16 

대， 15대， 17대 순으로 높다. 하지만 15대와 16대 

대선 모두 두 진영 간 경쟁이 5%미만의 접전으로 

치러져 두 시기 간 고립지수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다른 후보를 지지한 유권자 집단과 노출될 

가능성도 어느정도높다고할수 있다. 즉 이 두 

시기는 유사한 정치적 공간분리 정도를 보인다. 그 

렇지만 17대 대통령 선거는 다른 시기의 선거에 비 

교해서 매우 이례적이라 할 만큼 보수적 후보의 득 

표가 많았기 때문에 보수적 성향을 가진 유권자들 

간에 노출될 확률은 매우 크고 진보적 성향을 가진 

유권자들 간에 노출될 확률은 매우 작다. 즉 고립 

지수가 ‘잠재적인 접촉 가능성’ 을 뜻하므로 해당 

집단의 인구수 자체가 많으면 지수 자체가 커지게 

되는데 17대에 보수적 후보의 득표수가 월등히 많 

아져 보수적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끼 리 공간 

상에서 노출될 경우가 크게 높아진 것이다. 

이러한 서울시의 전체적인 경향이 구마다 어느 

정도 상이한지 살펴보면 〈그림 10-1 , 10-2)와 같 

다. 먼저 〈그림 10-1)은 보수적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에 대한 고립지수의 구별 평균을 나타낸 것 

인데， 매 대선 시기마다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에서 보수적 유권자들 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특히 전역적 고립지수 

에서 지적한바와같이 17대에 전체 구에서 고립지 

수가 크게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17대에 

는 보수적 후보를 지지한 유권자가 월등히 많아져 

이들 집단끼 리만 노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중에서도 17대에 고립지수가 특히 높 

게 상승한 구는 서초구와 강남구2)로， 일반적으로 

보수적 후보에 있어 안전지역구 역할을하던지역 

이 17대에 더 강하게 보수적 후보를 지지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고립지수가 꾸준히 증가한 지 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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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2) 구별 국지적 고립지수의 평균값 변호H진보적 후보) 
전역적 고립지수 : 15대=0.532， 16대=0.537， 17대=0.329 

2) 15대， 16대와 비교하여 고립지수 상숭폭이 가장 큰 구는 서초구이며 그 다음이 강남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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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와 노원구， 성동구， 중구로 이 지 역들에서 

점차 보수적 유권자들 간에 노출되는 경우가 증가 

하고 있어 이 지 역들의 정치성향 변화를 시사한다. 

반면 〈그림 10-2) 에서 알 수 있듯이 진보적 후보 

를 지지하는 유권자의 경우에는 은평구와 금천구， 

노원구가 다소 높은 고립지수를 보이는 것을 제외 

하면 보수적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 집단의 경우 

처럼 특정하게 고립정도가 높은 구는 없다. 또한 

17대 대선의 영향으로 진보적 후보를 지지하는 유 

권자 집단끼리 노출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상승 

하고 있는 구는 없다. 다만 17대를 제외하고 보면 

15대보다 16대에 고립지수가 상승한 구는 강서구， 

구로구， 노원구， 중구 정도이다. 한편 거의 모든 구 

에서 진보적 후보를 지지한 유권자 집단 간에 노출 

되는 정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보수적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끼리， 진보적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끼리 서로에게만 노출 

될가능성은모든대선에서 종로구와중구가가장 

낮은데， 이 지역들은거주인구자체가적어 보수적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이든， 진보적 후보를 지지 

하는 유권자이든 자신의 집단들끼 리 마주칠 가능 

성이 적기 때문이다. 이 렇게 고립지수는 거주 인구 

수자체에 영향을받기 때문에해석에주의가필요 

하다. 그럼에도불구하고고립지수는 인구수자체 

에 의해서 발생되는 유권자 집단끼리의 노출가능 

성을 설명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유권자가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과 얼마나 가까이 거주 

하는가를 통해 지리적으로 발생되는 정치적인 분 

리를설명할수있음에유용성이 있다. 

국지적 고립지수를 통해 전역적 고립지수 산출 

에 기여한 지역을 살펴보면 〈그림 11-1 , 11-2) 와 

같다. 먼저 지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종로구와 

중구에 속한 동들은 인구수 자체가 적기 때문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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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적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 진보적 후보를 지지 

하는 유권자의 고립정도는 낮다. 

보수적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 집단 서로에게 

만 노출될 가능성은 〈그림 11-1) 에서와 같이 강남 

구， 서초구에 속한 동들에서 전반적으로 높고， 송 

파구와 광진구， 노원구， 영등포구 일부 행정동에서 

도 다소 높은 정도를 보인다. 진보적 후보를 지지 

하는 유권자 집단의 경우에는 한강 이남의 관악구， 

동작구에 속한 행정동과 한강 북쪽에서는 은평구 

와 노원구， 중랑구 일대의 일부 행정동에서 고립지 

수가높은 것을알수 있다〈그림 11-2) . 

고립지수가 지역 자체의 인구수에 의해 크게 영 

향을받기 때문에그러한효과를줄이기 위해 지역 

마다 상이한 인구수를 표준화하여 인구수 자체에 

의해 크게 변화하는 고립지수를 수정하여 분석하 

였다. 인구수를 표준화하여 고립지수를 산출하는 

것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고립지수와 다른 의미 

를 갖게 된다. 즉 고립지수 자체는 어떤 특정 집단 

들이 서로에게만 노출될 확률을 뜻하는 반면， 인구 

수를표준화한고립지수는그지역에서 어떤한사 

람을 이미 만났다는 가정 하에 그 사람이 보수적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일 확률을 계산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앞서 인구수 자체가 적어 고립지수 

가 작게 산출되었던 종로구와 중구의 경우 인구수 

를 표준화하여 고립정도를 측정하면 또 다른 패턴 

을 보일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인구수를 표준화한 고립지수를 구별로 평균하 

여 계산한 결과는 〈그림 12-1 , 12-2)와 같다. 먼 

저 보수적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 집단의 고립 

정도를 보면 〈그림 12-1) 에서와 같이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는 인구수를 표준화하더라도 보수 

진영에 대한 지지가 확고하여 여전히 가장 높은 

고립정도를 보이며， 용산구의 경우 인구수를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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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1) 보수적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에 
대한국지적 고랍지수 

(*전역적 고립지수， 거리임계치 3km) 

준화시키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다음으로 보 

수적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끼리의 높은 고립 

정도를 보인다. 즉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 

구 순으로 이 지역들에서 접촉한 사람이 보수적 

후보를지지한유권자일가능성이 높아정치적인 

공간분리 정도가 높은 편에 속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관악구와 구로구， 금천구， 강북구의 경우에 

는 상대적으로 보수적 후보를 지지한 유권자들끼 

리만 접촉할 가능성이 낮다. 앞서 거주인구수 자 

체가 적어 고립지수가 작게 산출되었던 종로구와 

중구의 경우 인구수를 표준화하여 고립지수를 측 

정한 결과 특정적으로 지수값이 낮지 않고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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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2) 진보적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에 
대한국지적 고립지수 

(*전역적 고립지수， 거리임계치 3km) 

지역들과 유사한 정도를 보인다. 

또한 이 지역들 중에서도 강남구와 서초구는 대 

선이 지남에 따라 보수적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 

들끼 리만 노출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즉 

강남구와 서초구는 이미 보수적 후보에 대한 지지 

가확고한상태에서 대선이 지날수록그강도가점 

차 강해져 이 지역 유권자들은 서울시의 유권자들 

과 의견접촉의 측면에서 크게 격리되어가고 있음 

을알수있다. 

한편 〈그림 12-2) 의 진보적 후보를 지지하는 유 

권자 집단에 대한 고립지수를 보면 앞서 인구수를 

표준화하지 않은 고립지수와 마찬가지로 특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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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1) 보수적 후보에 대한 국지적 고립지수의 구별 평균(인구 표준화) 
전역적 고립지수 : 15대=0.474， 16대=0.469. 17대=0.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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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2) 진보적 후보에 대한 국지적 고립지수의 구별 평균(인구 표준화) 
전역적 고립지수 : 15대=0.532， 16대=0.536 ， 17대=0.329 

가 지날수록 진보적 후보자를 지지하는 유권자들 

의 고립지수가 낮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들은 점차 보수적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와 접 

촉하게 되는 경향이 더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한편 진보적 후보에 대한 고립지수가 상대적으 

로 다소 높았던 관악구와 금천구의 경우에는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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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높은 정도를 보이는 구는 없고， 상대적으로 관 

악구과 금천구가 다소 높은 고립지수를 보이는 것 

을 제외하면 구마다 비교적 유사한 정도의 패턴을 

보인다. 그러나 특징적으로 진보적 후보를 지지하 

는유권자집단끼리 노출될가능성이 적은지역이 

있는데， 보수적 후보에 대해 강한 지지를 보였던 

강남구와 서초구이다. 특히 이 지역들은 대선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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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1) 보수적 후보자를 지지한 유권자에 대한 
고랍지수-인구표준화 

(*전역적 고립지수， 거리임계치 3km) 

이 지남에 따라 점차 고럽지수가 낮아지고 있다. 

이 지역에서 진보적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점차 보수적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와 접촉할 가 

능성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 

리적으로 나타나는 정치적 분리 정도가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점차 정치적 성향이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13-1)은 보수적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 

들에 대한 고립지수를 지도화한 결과이다. 그림에 

서 보는 바와 같이 보수적 후보자를 지지하는 유권 

자에 대한 고립지수의 분포는 매 대통령 선거마다 

한결같이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에서 높은 것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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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2) 진보적 후보자를 지지한 유권자에 대한 
고립지수-인구표준화 

(*전역적 고립지수， 거리임계치 3km) 

수 있다. 또한 보수적 후보자를 지지하는 유권자에 

대한 고립지수에서 상위 10개 동 안에 속하지는 않 

지만 〈그림 13-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종로구 평창 

동의 경우 강북의 여타 지역들 보다 보수적 후보자 

를 지지하는 유권자들끼리 노출될 가능성이 더 크 

다. 주변지역인 서대문구 홍은2 ，3동， 불광동 등이 

진보적 후보자를 지지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평창동에서 보수적 후보자를 지지하는 유권자의 

고립지수가 높은 것은， 평창동과 유사한 지지성향 

을 보이는 부암동과 청운동 등 종로구 지역과 거리 

상으로 더 가깝고， 홍은2 ，3동이나 불광동 등의 지 

역이 상대적으로 진보적 후보에 대한 지지가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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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림 13-2)는 진보적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 

들에 대한 고립지수를 지도화한 결과이다.15대 대 

통령 선거에서 관악구와금천구， 성북구 일대에 진 

보적 후보를 지지하는유권자들끼리 노출 되어 있 

는 정도가 컸고， 16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크게 다 

르지 않다; 그러나 15, 16대 선거에서 진보적 후보 

를 지지하는 유권자 집단의 고립정도가 높아서 상 

위 107R 동에 속했던 성북구 월곡제3동과 종로구 

의 창신제2동이 17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상위 10 

개 동에 속하지 않아 이 지 역에서 정치현상의 공간 

분리 정도가 다소 완화된 것으로보인다. 

한편 국지적 상이지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정치 

적 공간분리정도가 심화되고 있는 지역을 행정동 

단위로 살펴보면 〈그림 14)와 같다. 진보적 후보 

를 지지하는 유권자 집단에 대한 고럽지수는 17대 

의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지역이 없 

어 보수적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 집단의 고립지 

수를 기준으로 지도화하였다. 15, 16, 17대 대선이 

지날수록 보수적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 집단 서 

로에게만 노출될 가능성， 즉 고립지수가 지속적으 

로 상승하고 있는 지 역은 201개 봉으로 약 40%를 

차지한다. 

3. 소결 

서울시에서 투표의 공간패턴을 대통령 선거결과 

라는 집합자료를 통해 G통계량과 상이지수， 고립 

지수로 측정하여 그 양상과 변화를 정리하면 다음 

과같다. 

시기가 지날수록 보수적 후보 득표율의 핫스맛 

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주로 강남 · 서초 · 송파 

구에 속한 행정동이 주도하고 있다. 이 지 역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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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국지적 고립지수의 변화지역-인구표준화 
(보수적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 집단， 

거리임계치 3km) 

보수적 후보의 지지가 더 공고화되고 있고 이 지역 

들을중심으로투표성향의 지리적 분리가발생하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진보적 후보에 대해 

서는 구로구를 제외한 지역들에서 꾸준히 핫스핏 

이 사라지고 콜드스핏이 증가동}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보수적 후보에 대한 핵심지지층 지역은 

점차 증가하고 있고 진보적 후보에 대한 핵심지지 

층지역은점차소멸되어가고있다. 

상이지수를 통해 후보자 선호의 다양성을 살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상위 두 후보에 대한 상이 

지수 측정 결과， 거리조락의 공간의존성이 17대에 

가장 약했는데 이것은 다른 대선에 비해 상대적으 

로 후보자 지지의 구성비율이 서울시 전반에 걸쳐 

유사한 정도로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16 

대 ， 15대 ， 17대 순으로 다양성이 높았다. 

한편 후보자선호의 다양성이 낮은 지역이 강남 

구와 서초구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다양성이 특히 낮은 지역들은 순위에 다소 차이 



는 있으나 대선이 지나도 거의 유지되고 있는 경 

향을보인다. 

대선이 지날수록 후보자 지지의 측면에서 후보 

자별 지지의 구성 다양성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지역은 개별적으로 산포되어있기보다 군집지역들 

로이루어져 있다. 이러한지역들은대선이 지날수 

록 같은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 집단 간에만 군집 

하여 점차 정치적 공간분리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 

으로판단할수있다. 

지리적으로 정치적 분리가 어떠한 양상으로 변 

화하고 있는가를 노출/고립의 차원에서 분석하였 

다. 같은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틀이 서로에게만 

노출될 가능성이 증가하는 지역은 정치적 공간분 

리가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하게 된다.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에서는 보수적 유권자 

들 간에만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는데 17대 

에는 이들의 고립지수가 크게 상승한 것을 볼 때 

정치적인 공간분리가 심화된 경향을 보였다. 또 

한 보수적 유권자들 간에만 노출될 가능성이 지 

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지 역은 구로구， 노원구， 

성동구， 중구로 이 지역들에서 점차 보수적 유권 

자들에 의한 정치적인 공간분리가 진행되고 있 

음을알수있다. 

한편 진보적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의 경우에 

는 매우 큰 고립지수를 보이는 지 역은 없고 다만 

은평구， 금천구， 노원구의 고립지수가 다소 높은 

편에 속한다. 또한 거의 모든 구에서 진보적 후보 

를 지지하는 유권자 집단간에 노출되는 정도는 지 

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고립지수는 지역이 갖는 인구수 자체에 

의해 크게 변화하기 때문에 인구수를 표준화하여 

분석하였는데，그결과는다음과같다 

강남구와 서초구는 이미 보수적 후보에 대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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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확고한데 대선이 지남에 따라 고립지수가 높 

아져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와 의견 접촉의 

측면에서 점차 고립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진보적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 집단에 대한 

고립지수는 인구를 표준화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 

와 마찬가지로 특정하게 높은 구는 없고 다만 관악 

구와 금천구가 다소 높은 정도를 보인다. 하지만 

관악구와 금천구는 대선이 지나면서 고립지수가 

낮아지고 있는데， 이것은보수적 유권자와접촉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하며 점차 이 

지역의 정치적 성향이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중구와 종로구의 경우에는 인구수를 표준화 

하지 않았을 때 매우 낮은 고립지수를 보였던 것과 

달리 보수적 후보와 진보적 후보 모두에 대해 특정 

적으로 높거나 낮지 않고 다른 구들과 유사했다. 

전반적으로 보수적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 집 

단에 의해 국지적으로 정치현상의 공간분리의 

패턴이 변화하고 있다. 특히 강남구와 서초구에 

속한 행정동들은 정치적인 공간분리는 상당한 

수준으로 서울시의 다른 지역들과 확연히 구분 

되는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으며 점차 그 성격이 

강화되고있다. 

v. 요약 및 결론 

기존의 선거결과의 공간구조적 패턴은 일반적으 

로 시 · 도단위의 득표율 차이를 표로 제시하는 수 

준에 그치고 있거나 단순지도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대선이 지남에 따라 투표 성 

향의 공간구조가 어떻게 얼마나 변화하는지 규명 

하는데한계가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거결과의 분포 패턴을 공간 

통계적으로 접근하여 대선이 지남에 따라 지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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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나는 정치적 공간분리 양상과 변화를 과 

학적이며 정밀하게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 

다. 구체적으로 제15대， 16대， 17대 대선을 중심으 

로소지역 내에서 발생하는투표패턴의 의존성과 

이질성，다양성을파악하여 정치적 공간분리 정도 

와 변화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훤(d)으로 선거결과의 공간분포를 분석 

한결과대선이 지남에따라보수적후보득표율의 

핫스맛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반면 진보적 후보 득 

표율의 경우에는 콜드스맛이 증가승}는 양상을 보 

였다. 또한 보수적 후보 득표율의 핫스맛은 강남 . 

서초 · 송파를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 지 역들 

은 대선이 지날수록 보수화 경향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진보적 후보 득표율의 핫스맛 

은 16대 에 크게 감소했다가 17대 에 약간 증가하기 

는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핫스핏이 감소한 경향을 

보인다. 

둘째，두명의 후보자선호에 대한지역의 다양성 

을 상이지수를 통해 살펴본 결과 16대， 15대， 17대 

순으로다양성이 높은 것으로분석되었다. 

한편 거리임계치 증가에 따른 상이지수의 기울 

기는 17대가가장낮아 이 시기에 서울시의 후보자 

지지의 평균적인 구성비율에서 벗어난 정도가 유 

사한 지역들끼리 공간적으로 확산되어 나타난다 

는것을알수있다. 

매 대선마다 후보자 선호의 다양성01 가장 낮은 

행정동은 강남 · 서초구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15 , 16대에 역삼1동과 17대에 도곡2 

동에서 후보자 선호의 다양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시기가 지날수록 다양성이 증가하는 동과 

감소하는 동은 서울시에 산포되어있기보다는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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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지역들은 이웃지역들과 

함께 점차 공간분리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된다. 

셋째， 같은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간에만 노출 

될가능성이 높은지역은정치적 공간분리가상당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간분리 차원 중노출/고 

립의 측면에서 서울시의 선거결과의 공간패턴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강남구와 서초구에서 보수적 

유권자들 간에만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서울시의 

다른 지 역과의 정치적 공간분리가 상당함을 알 수 

있다. 구로구， 노원구， 성동구， 중구에서는 보수적 

유권자들 서로에게만 노출될 가능성이 점차 증가 

하고있는양상을보여 이들에 의한정치적인공간 

분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강남구와 서초구는 대선이 지남에 따라 보수적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끼리의 노출될 가능성 

이 커지고 있고 17대에는 그 강도마저 강해져 이 

지역에서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와 의견접 

촉의 측면에서 점차 고립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파 

악된다. 

본 연구에서는소지역 내에 존재하는투표 성향 

의 의존성과이질성 다양성등을서울시를사례로 

살펴봄으로써 좀 더 세밀한 지역단위 수준에서의 

정치성향을 분석하였다. 연구를 통해 기존의 전국 

적 차원의 대결구도에서 분석할 수 없었던 소지 역 

단위의 정치적 성향의 관련성과 이질성을 살펴볼 

수있었다. 

또한 통상적인 거주지 분리지수가 아닌 공간을 

고려한 지수가 동원되어 이를 선거결과의 공간분 

석에 적용하였다는점에서 의의가 있다. 커널추정 

량으로 지역인구강도를 계산하여 이웃지역들과의 

관계를 고려한 지수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지 역 간 

투표성향을 분석함에 있어 이웃효과를 반영함으 



로써 지역을 이산적으로 보지 않고 상호관련성을 

중시할 수 있는 지수로써 투표 패턴에 대한 지역간 

상호작용을 고려할 수 있다. 

정치적 행위와 과정 사건은 한 지 역 내부의 속성 

이 아니라 이웃지역과 연관관계 속에서 진행되는 

과정이므로 공간통계는 정치적 의식이 발현되는 

장소로써 공간적 범위에 대한 연구에 정밀한방법 

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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