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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에서 우리는 여성의 정치대표성 문제를 분석하였던 기존연구들에서는 다루어지

지 않았던 정치제도 변수인 대통령선거제도를 중심으로 새로운 연구가설을 구성하고, 

이를 토대로 신생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 여성의 의회진출의 차이를 분석하려 하였다. 

이를 위해서, 논문은 패널분석방법을 사용하여 기존연구들에서 강조되었던 요인들의 영

향력을 통제하면서, 대통령선거제도의 차이가 여성의 의회진출에 여하한 제도적 효과를 

발휘하는지를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 분석결과는, 기존연구에서 강조하는 의회선거제

도인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함께, 대통령선거제도인 결선투표제 변수는 신생민주주

의국가의 여성의원 비율을 높이는 데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는 점을 밝혀주었다. 

대통령선거제도로서 결선투표제가 여성과 같은 사회 내 소수집단의 목소리를 담아내

려는 소정당의 정치적 생존을 가능하게 해주어 여성의원 비율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논

문의 연구가설과 이의 분석결과는, 신생민주주의국가에서도 여성의 정치대표성 수준이 

매우 낮으며 대정당과 소정당 간의 정치적 협상이나 연합의 제도적 장치가 부재한 현 

한국의 상황에서 볼 때, 결선투표제로의 대통령선거제도개혁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

요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주제어: 결선투표제, 정당정치, 선거제도개혁, 여성의원,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I. 서론

이 연구논문은 여성의 정치대표성 향상에 기여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논문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대통령선거제도인 결선투표제와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
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1-330-B0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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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정치·제도적 요인이 여성의원 비율의 국가 간 그리고 시기 간 차이를 어느 정도 설

명할 수 있느냐이다. 주지하다시피, 대의민주주의의 형태를 띠고 있는 현대 민주주의체제

에서 사회구성원들은 ‘자원의 권위적 분배’ 과정에 직접 참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선거라

는 정치적 메커니즘으로 선출한 자신들의 대표를 통하여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표출한다. 

선출된 이들 대표들은 자신들을 선출해 준 사회성원들의 이해관계와 요구사항을 관철시

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들을 기울이게 되며, 이러한 정책적 노력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다음 

선거에서 심판받게 된다. 

이러한 (대의)민주주의적 정치과정이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원분배에 

관한 사회 구성원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정치인이나 이들로 이루어진 정당들이 민주주

의적 제도의 장으로 진입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공동체 내 특정집단의 요구사항을 대변

하는 정치인이나 정당이 의회에 진출하지 못하게 된다면, 다시 말하여 이들 집단이 정치적 

대표성을 갖지 못하게 된다면, 이들의 이해는 ‘자원의 권위적 분배’ 과정에서 배제되는 정

치적 상황이 나타나게 된다. 문제는 이것이 민주주의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하고, 그 사회

의 갈등의 불씨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민주주의체제의 각국 정부

들은 노동자, 소수민족, 그리고 여성과 같은 사회 내 다양한 집단의 이해관계를 민주주의

적 제도적 틀 안으로 담아내려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1995년 베이징에서 개최된 세계여성컨퍼런스(World Conference on Woman)는 이들 집

단 중에서 특히 여성의 정치대표성 문제를 제기한다. 이 컨퍼런스에서 인류평등의 실현과 

민주주의발전의 달성을 위해서는 특히 여성의 정치적 지위 개선이 필수불가결한 요소라

는 점이 역설되었으며, 여성의 정치대표성 향상을 위한 행동강령(Plat for Action) 준수에 

세계 각국 정부가 동참하기를 촉구하였다(Norris 2006, 198-199; UNDFW 2010, 1-2). 세

계여성컨퍼런스의 문제제기로 촉발된 여성의 정치대표성 문제에 대한 관심은 세계 각국

의 여성 선출직의 실태 비교와 함께, 이를 저해하는 제도적 및 사회적 요인의 규명작업으

로 이어졌다. 이들 연구는 여성의 정치진출을 저해하는 제도적 요인으로 의원을 어떤 방

식으로 선출하느냐를 결정하는 선거제도와 함께 여하히 후보를 선정하느냐를 다루는 후

보선출과 관련된 규칙체계를 지적한다(Ballington 2007, 79-82; Krennerich 1996, 16-18; 

Matland and Taylor 1997, 204-206; Norris 2004, 187-203; Zimmerman 1994, 7-9). 또한 사

회적 저하여 요인으로는 여성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전통적 가치관의 존재를 거론한다

(Hill 1981, 160-1; UNDFW 2010, 5-6). 이들 연구결과는 여성의 선출직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선거구(district magnitude)의 규모가 큰 비례대표제로의 의회선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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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개혁과, 여성의원 할당제(reserved seats) 또는 여성후보 쿼터제(gender quota)의 적극적 

도입을 제언한다(Ballington 2007; Norris 2004; 2006). 이와 같은 제도적 개혁과 더불어, 이

들 연구는 전통적 가치관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해당 국가의 경제성장

과 이를 위한 국제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왜냐하면 전통적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오려면, 공동체 성원에 대한 교육기회의 증대와 도시화의 확대를 통한 다양한 

문화적 혜택의 제공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국가경제의 성장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

이다(UNDFW 2010, 6-7). 

여성의 정치대표성 문제에 대한 기존연구는 이와 같이 여성의 정치영역 진출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규명하고, 이의 제도적 및 사회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에 있어서 의미 있는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의 주장들이 대부분 의원내각제를 정부형태로 

채택하고 있는 서구 선진민주주의국가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경험적 분석에 의하여 도출

되었다는 점을 한계로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과연 이들 주장이, <그림 1>이 보여주듯

이, 선진민주주의국가와는 다르게 실제 정치권의 선출직에 대한 여성 진출 수준이 상대적

출을 저해하는 제도적 요인으로 의원을 어떤 방식으로 선출하느냐를 결정하는 선거

제도와 함께 여하히 후보를 선정하느냐를 다루는 후보선출과 관련된 규칙체계를 지

적한다

또한 사회적 저하여 요인으

로는 여성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전통적 가치관의 존재를 거론한다

이들 연구결과는 여성의 선출직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선거구 의 규모가 큰 비례대표제로의 의회선거

제도 개혁과 여성의원 할당제 또는 여성후보 쿼터제

의 적극적 도입을 제언한다 이와 같은 제도적 

개혁과 더불어 이들 연구는 전통적 가치관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

로 해당 국가의 경제성장과 이를 위한 국제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

한다 왜냐하면 전통적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오려면 공동체 성원에 대한 교육기회

의 증대와 도시화의 확대를 통한 다양한 문화적 혜택의 제공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국가경제의 성장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림 주요 선진 신생 민주주의국가의 여성의원 비율 년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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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정치대표성 문제에 대한 기존연구는 이와 같이 여성의 정치영역 진출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규명하고 이의 제도적 및 사회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에 있

어서 의미 있는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의 주장들이 대부분 

출처: 국제의회연맹(Inter-Parliamentary Union) (http://www.ipu.org/wmn-e/classif-arc.htm)

<그림 1> 주요 선진/신생 민주주의국가의 여성의원 비율 (2003년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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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매우 낮은 신생민주주의국가들에게도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는지는 조심스럽게 다

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대부분 대통령제를 정부형태로 채택하고 있는 신생민주주의국

가에 있어서, 서구 선진민주주의국가의 사례분석에서는 찾아 볼 수 없었던 고유의 또 다른 

요인은 없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도 이루어져야 하리라 본다. 

본 논문은 여성의 정치대표성 문제를 분석하였던 기존연구들의 업적을 연구논의의 바

탕으로 하면서, 기존연구들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던 정치제도 변수인 대통령선거제도

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어 신생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 여성의 의회진출의 차이를 분석하려 

한다. 기존연구들에서 강조되었던 요인들의 영향력을 통제하면서, 대통령선거제도의 차이

가 여성의 의회진출에 여하한 제도적 효과를 발휘하는지를 패널분석(panel analysis) 방법

을 사용하여 검증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논문은 여성의 정치대표성 문제를 다루었던 

기존연구들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들 논의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려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이어지는 II절에서는 의회선거제도, 여성의원 할당제와 

여성후보 쿼터제와 같은 제도적 요인과 여성의 의회진출 간의 관계를 다루었던 기존연구

들의 주요 주장들을 검토할 것이다. 특히 논문은 기존연구에서 논의하는 의회선거제도와 

여성의 의회진출 간의 인과관계의 논리에 주목하려 한다. III절에서는 이 논리를 바탕으로 

대통령선거제도와 여성의 의회진출 간의 논리적 관계에 대한 가설을 도출하려 한다. 그런 

후, 이 가설의 경험적 검증을 위한 방법론적 문제를 논의할 것이다. IV절에서는 신생민주

주의국가를 분석사례로 하여 패널분석을 수행할 것이며, 그 분석결과를 해석할 것이다. 마

지막 V절에서는 논문의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하고, 이의 정치적 함의를 논의할 것이다.  

II. 의회선거제도, 여성 의원할당제/후보쿼터제, 여성의 정치대표성

여성의 의회진출에 대하여 의회선거제도 유형 차이의 제도적 효과에 분석의 초점을 맞

춘 연구들(Norris 2004, 182-184; 2006, 204-206)은 여성이 국회의원과 같은 선출직에 진출

하기 위해서는 세 단계의 장벽을 거쳐야 한다고 상정한다. 그 첫 단계에서는 여성 자신이 

출마하겠다는 결심을 해야 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공천권을 담당하는 정당관계자가 여

성후보를 선택해야 하며, 마지막 단계에서는 지역 유권자들의 지지표를 획득해야 한다. 

그런데 이들 단계의 정치과정은 서로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가령 여성자신의 출마 결심

은 출마하고자 하는 정당으로부터 공천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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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성지원자에 대한 정당의 공천 여부는 여성지원자가 지역 유권자로부터 어느 정도의 

지지표를 받을 것인가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여성후보자 또는 여성후보자를 공천

한 정당에 대한 지역 유권자의지지 여부는 선거에서 이들의 승리가능성과 밀접하게 관련

되어 있다.

그런데 의회선거제도의 정치적 중요성을 강조하는 연구들(Cox 1990; Duverger 1954; 

Riker 1982)이 관심을 보이는 부분은, 여성과 같은 정치적 소수집단의 대표자가 선거에서 

당선될 수 있는가는 선거제도 유형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해당 선거구에서 

최다 득표한 자가 선거의 승자가 되는 방식으로 의석이 정해지는 단순다수제와 해당 선거

구에서 획득한 득표율에 비례하여 정당들에게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대표제는 이들의 당

선가능성에 전혀 다른 제도적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이다. 여성후보의 당선가능성에 대한 

선거제도의 상이한 제도적 효과는 여성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다수가 아닌 소수라

는 사실적 전제에서 논의가 시작된다. 비록 지역 선거구에서 여성유권자들이 수적으로 절

반을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많은 여성유권자들은 여성이라는 정체성에 의해서만 여

성후보자에게 지지표를 주지 않기 때문이다. 

최다득표자가 승자로 결정되는 방식으로 의석이 할당되는 단순다수제에서 이렇게 소

수의 지지를 받는 여성후보자는 당선될 가능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실을 인지

하고 있는 여성후보 지지자들은, 소정당 후보의 지지자처럼, 만약 이 후보에게 투표한다

면 자신들의 표가 사표가 될 것을 우려하여 이 후보에게 투표하기보다는 자신들이 싫어

하는 후보를 낙선시킬 수 있는 또 다른 후보에게 전략적으로 투표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

다(Duverger 1954; Riker 1982). 그 결과, 이 후보의 당선가능성은 더욱 낮아지게 되며, 따

라서 후보공천을 결정하는 정당지도자들은 이 여성후보를 공천하는 것을 꺼리게 된다

(Norris 2006, 206-207; Rule 1987, 483-484). 

획득한 득표율에 비례하여 정당들에게 후보명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서는 상황이 달라진다. 최다득표를 하지 않더라도 득표한 만큼 의석을 배분

받기 때문에, 비례대표제에서는 비록 소수집단의 지지를 얻는 정당이라고 하더라도 득표

율에 비례하여 의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선거제도에 따른 이 제도적 변화는 선거구 크기

가 크면 클수록 더욱 잘 나타나게 된다(Matland 1993, 738-739). 비례대표제의 이러한 의

석할당(seat allocation) 메커니즘을 인지하고 있는 소수집단의 유권자들은 더 이상 전략적 

투표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게 된다. 따라서 소수집단의 이해를 표출하려는 소정당조차 

원래 득표할 수 있을 만큼 득표할 수 있게 되며, 이에 비례하여 의석을 배분받을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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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1) 더 나아가 이들 소정당은 소수집단의 지지를 더 이끌어내기 위하여 여성후보와 같

은 이들 소수집단 출신의 인물을 정당의 후보명단(party list)에 올려놓게 된다.2) 3)

선거제도의 상이한 제도적 효과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실제 선거제도의 차이는 의회

에 진출한 여성의원의 비율에 있어서 뚜렷한 차이를 가져온다. 예를 들어, 2000년도 시점

에서 단순다수제를 채택한 국가들의 평균 여성의원 비율은 8.5%이고, 단순다수제와 비례

대표제를 혼합한 선거제도를 채택한 국가들에서는 11.3%이며,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국

가들에서는 15.4%인 것으로 조사되었다(Norris 2004, 187). 또 다른 연구들에 의해서도 여

성의 정치대표성 향상에 기여하는 비례대표제의 긍정적 효과는 확인되고 있다(Ballington 

2007; Krennerich 1996; Matland 1993; Matland and Taylor 1997; Zimmerman 1994). 

여성의 의회진출 문제를 다루는 연구들이 주목하는 또 다른 제도적 요인은 여성의원 할

  1) 이러한 제도적 효과 덕분에 정당들은 서로 다른 다양한 사회세력의 이해를 대변하려 하며, 그 결
과 비례대표제는 원심성의 인센티브(centrifugal incentive)의 성향을 보유하게 된다(Cox 1990, 
919-922). 

  2) 룰(W. Rule 1987, 483-485)은 대정당보다 소정당이 더 의욕적으로 여성후보자를 정당명부에 올
려놓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결과를 내놓는다. 

  3) 대만은 2005년 단기비이양식 중대선거구제에서 혼합선거제도로 선거제도를 개혁하면서, 여성
할당제를 폐지한다.

<표 1> 의회의 여성의원 할당제 현황

국가 선거년도 전체하원의원수 여성할당의원수 여성할당비율

우간다

파티스탄

탄자니아

짐바브웨

지부티

방글라데시

수단

모로코

보스와나

레소보

대만3)

아프카니스탄

2001
2002
2000
2000
2003
2001
2000
2002
1999
1998
2001
2005

292
357
295
274
65
300
360
325
44
80
225
249

56
60
48
37
7
30
35
30
2
3
17
68

19.1
16.8
16.2
13.5
10.7
10.0
9.7
9.2
4.5
3.8
7.6
27.0

출처: Norris(2006, 208), Batto(2014, 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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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제와 여성후보 쿼터제이다. 전자가 전체 의원 중에 일정 비율을 여성의원에 배정해야 한

다는 것을 규정하는 제도라면, 후자는 일정 수의 여성을 의원후보로 선출하도록 하는 제

도이다. 여성의원 할당제는, <표 1>이 보여주듯이, 주로 아프리카와 아시아지역의 개발도

상국이나 이슬람 문화권에 속한 국가들 중에서 단순다수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에서 

여성의 정치대표성을 고취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되었다(Norris 2004, 191). 

다른 한편, 의원후보를 공천하는 데에 있어서 일정 비율의 여성정치인을 포함하도록 하

는 여성후보 쿼터제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강제적으로 모든 정당이 할당한 비율만

큼 여성후보를 공천하도록 하는 것이 그 하나이며, 정당이 자율적으로 일정 비율의 여성

후보를 공천하는 것이 또 다른 하나이다. 여성의원 할당제가 단순다수제를 채택하고 있는 

<표 2> 의회의 강제적 여성후보 쿼터제 현황

국가 시행년 쿼터(%) 선거제도 시행 전 비율 시행 후 비율

네팔

도미니카공화국

마케도니아

멕시코

베네주엘라

벨기에

보스니아

볼리비아

북한

브라질

세르비아

아르메니아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인도네시아

코스타리카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프랑스

필리핀

1990
1997
2001
1996
1998
1994
2001
1997

 
1997
2002
1999
1991
1997
2003
1997
1997
1996
1997
1999
1995

5
25
30
30
30
33
33
30
20
30
30
5
30
20
30
40
30
20
30
50
20

단순다수제

비례대표제

혼합선거제

혼합선거제

혼합선거제

비례대표제

비례대표제

혼합선거제

단순다수제

비례대표제

비례대표제

혼합선거제

비례대표제

혼합선거제

비례대표제

비례대표제

혼합선거제

비례대표제

비례대표제

단순다수제

혼합선거제

 
12.0 

 
17.0 
6.0 
18.0 

 
11.0 

 
7.0 
7.5 
 

6.0 
4.0 
9.0 
14.0 
8.0 
3.0 
11.0 
11.0 

 

5.9 
16.0 
17.5 
16.0 
13.0 
2.3 

14.0 
12.0 
20.1 
6.0 
 

3.1 
2.7 
15.0 

 
19.0 
10.0 
3.0 
18.0 
12.0 
17.8 

출처: Norris(2004, 19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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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들에서 시행되고 있다면,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여성후보 쿼터제는 단순다수제

뿐만 아니라 혼합선거제와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에서도 실시되고 있다. 여

성후보 쿼터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모두 21개국이며, 이들 국가에서의 쿼터제 도입은 

평균적으로 5%의 여성의원 비율의 증가를 가져왔다. 

자율적으로 여성후보 쿼터제를 시행하고 있는 정당은, 노리스(P. Norris 2004, 199-201)

의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76개에 이른다. 이들 정당의 대부분은 대정당이라기보다

는 보유 의원 수가 10명에서 35명 정도 되는 소정당들이다. 여성후보 쿼터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정당은 주로 사회주의이념을 지닌 정당들로, 스웨덴의 사회민주당, 독일의 사회민

주당, 프랑스의 사회당 등이 이에 해당된다. 

III. 대통령선거제도와 여성의 정치대표성: 연구가설과 분석방법 논의

1. 연구가설의 구성

의회선거제도의 여성의 정치대표성 향상에 대한 긍정적 효과를 주장하는 기존연구 논

의의 핵심적 부분은 여성과 같은 사회 내 소수집단이 자신들의 정치대표성을 확보하기 위

해서는 소정당들이 득표와 의석할당 과정에서 제도적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

다. 그래야만 소수그룹의 유권자들이 전략적 고려 없이 이들 정당(후보)에게 투표할 수 있

으며, 이들 소정당은 여성과 같은 소수지지층으로부터 더 많은 표를 획득하기 위하여 여성

정치인을 정당후보로 낸다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연구의 이 기본논리를 바탕으로 

대통령선거제도의 차이가 여성과 같은 소수집단이 지지하는 소정당의 정치적 생존에 영향

을 줌으로써 여성대표성에서의 국가 간 차이를 초래한다는 가설을 구성할 것이다.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제도에는 단순다수제와 결선투표제가 있다. 대통령선거제도로

서 단순다수제에서는, 의회선거제도에서의 단순다수제에서처럼, 최다득표를 한 자가 승

자가 되는, 다시 말하여 대통령으로 당선되게 된다. 하지만 결선투표제에서는 최다득표자

라 하더라도 승자가 될 수 없다. 과반수 혹은 이에 준하는 법으로 정한 최소한의 표4)를 획

  4) 에콰도르는 40%, 니카라과는 45%의 득표를 승리를 위한 조건으로 정하고 있다(Nohlen 2005a; 
2005b). 에콰도르는 1998년 절대다수(absolute majority) 결선투표제에서 40% 이상의 득표와 1
위와 2위 득표자 간 10%의 표 차이를 역치(threshold)로 설정한 결선투표제로 대통령선거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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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해야 한다는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만약 1차 선거에서 이를 충족시키는 후보가 나오

지 않으면, 1차 선거에서 득표를 가장 많이 한 2인만이 2차 선거인 결선선거에 나가 재선거

를 치르게 되며 이들 중 승자가 대통령으로 최종 당선되게 된다(Sartori 1994, 61-69). 

대통령선거제도의 이러한 차이는 유권자들에게, 특히 공동체내 소수집단을 대표하는 

소정당을 지지하고자 하는 이들의 투표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전국적인 수준에서 선거

구가 하나인 대통령선거에서의 단순다수제에서는, 의회선거에서의 1인 선거구의 단순다

수제처럼, 표로서 표출되는 소수정당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목소리는 아무런 반향 

없이 사표와 함께 사라져버린다. 자신들의 표가 버려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이들 유권

자에게는 한 가지 선택이 놓이게 된다. 자신들이 원래 지지하려던 정당(후보)이 아니라, 당

선되기를 원치 않는 후보를 이길 수 있는 제3의 정당(후보)에게 전략적으로 투표하는 것이

다. 의회선거제도의 단순다수제처럼, 대통령선거제도로서 단순다수제가 지니는 이러한 제

도적 효과는 소정당의 정치적 생존을 위협하게 되며, 결국 소수집단 출신의 정치인 배출은 

어렵게 된다. 

대통령선거제도인 결선투표제에서는 다른 정치적 상황이 전개된다. 결선투표제로 치러

지는 대통령선거에서 소정당들은 비록 대통령선거에서 최종적으로 승리를 하지 못하더라

도 자신들을 지지하고자 하는 집단의 이익을 반영, 표출, 나아가 관철시킬 수 있는 정치적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 기회는 2차 결선선거 상황에서 온다. 2차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은 

결선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해, 1차 선거에 참여하였던 소정당 후보를 지지하였던 유권자들

의 표를 획득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Shugart and Carey 1992, 209-210). 그에 따라, 1

차 선거에 참여했던 소정당 후보들은 결선선거에 나서는 대정당 후보들과의 정치적 협상

을 할 수 있는 정치적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 정치적 협상과정에서 이 소정당들은 

자신들을 지지하는 집단의 이익을 반영하기 위한 정치적 노력을 시도하게 된다.5) 

대통령선거제도인 결선투표제가 제도적으로 제공해주는 이러한 정치적 협상의 기회는 

유권자들의 투표행위에 영향을 미친다. 대통령선거에서 유권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자

신들이 지지하는 정당의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것이다. 하지만 지지정당의 후보가 

개혁하며, 니카라과는 1995년 단순다수제에서 45%이상의 득표를 역치로 정한 결선투표제로 선
거제도 개정을 한다. 

  5)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결선투표제에서는 되도록 많은 후보들이 1차 선거에 나서게 되며, 또한 
많은 후보들이 나설수록 1차 선거에서 최종승자가 나올 가능성은 더욱 줄어들게 되는 경향이 있
다(Jones 1994;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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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될 가능성이 없다하더라도, 결선투표제에서는 이들 유권자들에게 차선의 결과가 마

련된다. 자신들의 지지후보가 결선투표에서 대통령에 당선될 후보와의 정치적 협상을 통

해6) 대통령 당선자의 정책에 자신들의 요구를 반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는 것이다

(Osborne and Slivinski 1996). 어떠한 결과이든지 간에 자신들의 요구가 대통령 당선자의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다면, 비록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가 소정당 후보라 하더라도, 이

들 유권자들은 단순다수제 대통령선거제도에서와는 달리 전략적 투표를 할 필요성을 느

끼지 않게 된다. 결선투표제에서의 이러한 유권자의 투표행태는, 의회선거제도인 비례대

표제에서처럼, 소정당이 생존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을 제공해 준다. 

이와 같은 정치적 공간 속에서 소정당은 자신들의 지지집단으로부터 더 많은 지지를 얻

어내기 위하여 지지집단 출신의 인물을 의회선거나 지방선거의 정당후보로 내는 정치적 

시도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더 많은 지지를 얻어야 향후 있을 결선선거에서의 정치적 협

상의 지렛대를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소정당의 이러한 노력과 이의 성공은 대정당에게도 

자극을 주게 되어 이전에는 포섭대상이 아니었던 사회집단들에게도 관심을 기울이도록 

작용할 것이다. 지금까지 전개된 논의를 토대로 여성의 정치대표성 향상에 대한 결선투표

제의 영향력에 관한 논문의 가설을 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 단순다수제 대통령선거제도에 비해, 결선투표제 대통령선거제도에서는 여성의원
의 비율이 높을 것이다. 

2. 분석방법의 논의

논문의 종속변수는 신생민주주의국가7) 중 대통령제를 정부형태로 채택한 14개 국 

  6) 결선선거에서의 선거연합 정치는 한 번의 게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반복게임
(repetitive game)의 성격을 띤다(Alesina 1988, 802). 따라서 결선투표제의 대통령제 국가에
서 대통령 당선 후 약속파기는, 비례대표제의 의원내각제국가에서의 그것처럼, 정치적 신뢰
(credibility) 상실이라는 정치적 비용을 초래하게 된다. 

  7)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 후반에 이르는 소위 “제3의 물결” 시기 권위주의체제에서 민주주
의체제로 이행을 경험하게 된 국가들에는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에콰도르, 엘살
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한국, 니카라과, 파나마, 필리핀, 스리랑카, 태국, 터키, 그리고 우루
과이가 있다. 체제유형의 분류는 체이법(J. Cheibub)의 것을 따랐다. 이에 대한 자료는 노리스(P. 
Norris) 교수의 홈페이지 사이트인 http://ksghome.harvard.edu/~pnorris/Data/Data.htm(검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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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8)들에서 나타나는, 1997년에서 2005년 기간의 여성의원 비율이다.9) 이들 국가의 여성의

원 비율 자료는 국제의회연맹(IPU: Inter-Parliamentary Union)의 인터넷 아카이브 사이트

에서 구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논문의 분석 자료는 횡단면적 관측개체(국가) 수가 14

개이고, 시기별 관측개체(연도)의 수가 9개로 이루어진 패널자료이다. 본 논문의 자료가 

패널자료인 탓에, 보통최소제곱(OLS: ordinary least square method) 방법은 본 논문의 분

석방법으로는 적합지 않다.10) 벡과 카츠(Beck and Katz 1995)는 패널자료를 분석하는 방

법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실현가능한 일반최소제곱법(FGLS: feasible generalized least 

squares method)의 방법론적인 한계11)를 지적하면서, 패널수정된 표준오차(panel-corrected 

standard error) 방법을 사용할 것을 제언한다. 그러나 이 방법은 시기별 관측개체 수가 횡

단면적인 관측개체 수보다 많은 자료를 분석할 때보다 더 정확해지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

와 같은 횡단면적인 관측개체 수가 시기별 관측개체 수보다 많은 자료를 분석하는 데 있

어서는 다소 정확성이 떨어진다(Golder 2006, 38). 따라서, 본 논문에서 채용하고자 하는 

패널분석방법은 클러스터-로버스트 표준오차(CRSE: cluster-robust standard errors) 방법

이다(Bradley et al. 2003, 213-215; Hill et al. 2012, 541-543).

본 연구논문의 독립변수는 대통령선거제도로서 결선투표제의 채택 여부이다. 대통령선

거제도 중 하나인 결선투표제 변수는 가변수(dummy variable)로, 자세히 말하여 대통령

선거제도로서 결선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는 1의 값을 부여하고 그렇지 않은 경

2014년 3월15일)에서 구할 수 있다.
  8) 16개 신생민주주의국가 중에서 의원내각제를 정부형태로 채택한 국가는 태국과 터키이다. 
  9) 분석기간을 1997년에서 2005년으로 한정짓는 이유는 데이터가용성(data availability) 때문이다. 

1997년부터 분석한 이유는 국제의원연맹이 여성의원 비율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기 시작한 연도
가 1997년이었기 때문이며, 시기를 2005년으로 한정한 이유는 본 논문의 주요 통제변수 중 하나
인 유력정당 수를 계산하는 데 필요한 각국의 공식 선거결과 자료를 구하는 데 있어서 의존하였
던 놀렌(D. Nohlen 2005a; 2005b) 및 놀렌 외(Nohlen et al. 2001)의 자료집이 그 이후 선거결과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10) 패널자료를 보통최소제곱(OLS) 방법으로 분석하였을 때 발생하는 방법론적인 문제에 대한 자
세한 논의를 보려면, 핑켈(Finkel 1995), 구자르티와 포터(Gujarti and Porter 2009, 365-401, 450-
451), 크멘타(Kmenta 1986, 622-625), 울드리지(Wooldridge 2002, 151-152, 176-177)을 참조하기 
바란다.

11) 논문에서 이들은 시기별 관측개체의 수가 횡단면적인 관측개체의 수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자료
를 분석할 때에나 실현가능한 일반최소제곱법(FGLS)의 정확성이 보장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한
다(Beck and Katz 1995, 639-640). 



114   한국정치연구 제23집 제2호(2014)

우에는 0의 값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다룰 것이다. 이에 대한 자료는 놀렌(Nohlen 2005a; 

2005b) 및 놀렌 외(2001)의 자료집에서 구할 것이다. 

논문은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제대로 분간하기 위해서, 독립변수와 상

관관계를 맺으면서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여러 정치적, 사회·경제적 

변수들을 회귀모델 안에 포함시켜 이들의 영향력을 통제하려 한다. 통제변수로 포함될 정

치적 변수는 의회선거제도의 유형, 대통령선거와 의회선거의 동시실시 여부, 정당체제의 

유형, 강제적 여성후보 쿼터제와 자율적 여성후보 쿼터제 채택 여부이고, 사회·경제적 변

수는 해당국가의 개방화의 정도와 1인당 국내총생산액이다. 언급되었다시피, 이들 변수들

은 기존연구들의 주요 설명변수들이었다. 

정치적 통제변수인 의회선거제도 변수는 기존연구의 주장처럼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를 의회선거제도에 포함시키고 있느냐 여부로 측정할 것이다. 논문의 분석대상인 신생민

주주의국가 대부분이 민주화이행과정 속에서 순수한 형태의 단순다수제와 비례대표제보

다는 이들 제도를 다양한 방식으로 혼합한 선거제도를 의회선거제도로 채택하였기 때문

에, 이들 국가의 의회선거제도를 단순히 단순다수제이냐 아니면 비례대표제이냐 여부로 

측정하는 것은 방법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겠다. 여성의 정치대표성 향상에 대한 비례

대표제의 제도적 효과를 강조한 기존연구들이 주목한 것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존

재 여부이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순수한 형태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물론이고 의

회선거제도 구성에 있어서 부분적으로나마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포함되어 있다면, 1

의 값을 부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0의 값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다룰 것이다.12) 이에 

대한 자료는 세계은행에서 조사, 발표한 정치제도 데이터베이스(DPI: Database of Political 

Institutions)와 놀렌(2005a; 2005b) 및 놀렌 외(2001)의 자료집에서 구할 것이다. 

12) 본 논문에서 참조하고 있는 정치제도 데이터베이스(DPI) 자료집에서는 브라질과 칠레의 의회선
거제도를 비례대표제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국가의 비례대표제의 유형이 폐쇄 정당명
부식 비례대표제가 아니라 공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라는 점에서, 본 논문의 비례대표제 분
류에서는 이들 국가를 제외시켰다. 신생민주주의국가에서 폐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만을 의
회선거제도로 채택하고 있는 국가로는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스리랑카, 
우루과이이며, 부분적으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의회선거제도에 포함시킨 국가에는 (1994
년 이후) 볼리비아, 온두라스, (2004년 이후) 한국, 그리고 (1998년 이후) 필리핀이 있다. 정치제
도 데이터베이스(DPI)자료는 http://www.nsd.uib.no/macrodataguide/set.html?id=11&sub=1(검
색일자: 2014년 3월15일)에서 구할 수 있다. 의회선거제도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구하려면, 놀렌
(2005a; 2005b) 및 놀렌 외(2001)의 자료집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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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와 의회선거의 동시실시 여부도 회귀모델에 포함시켜 그 영향력을 통제할 것

이다. 결선투표제의 영향력은 대통령선거와 의회선거가 동시에 실시될 때, 보다 강하게 나

타나게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대통령제를 채택한 국가에서 대통령선

거와 의회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게 되면, 대통령선거동반효과(presidential coattail effect) 

가설이 주장하는, 대통령선거의 투표선택이 의회선거의 투표선택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경

향이 나타나게 된다(Moos 1952; Jacobson 1976; Calvert and Ferejohn 1983; Campbell 

1986; Campbell and Sumners 1990; Flemming 1995; Golder 2006). 실제로 대다수의 신생

민주주의국가에서 대통령선거와 의회선거가 동시에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선거제

도는 의회정당의 정치적 생존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하겠다. 구체적으로 대

통령선거와 의회선거가 동시에 실시되는 국가들을 살펴보면, 아르헨티나는 1983년, 1989

년, 1995년, 1999년, 2003년 선거에서, 볼리비아는 모든 선거에서, 브라질은 1994년, 1998

년, 2002년 선거에서, 칠레는 1989년, 1993년 선거에서, 에콰도르는 1984년, 1988년, 1992

년, 1996년, 1998년, 2002년 선거에서, 엘살바도르는 1994년 선거에서, 과테말라는 1990년, 

1995년, 1999년, 2003년 선거에서, 온두라스는 모든 선거에서, 니카라과는 모든 선거에서, 

필리핀은 1992년, 1998년 선거에서, 그리고 우루과이는 모든 선거에서 대통령선거와 의회

선거가 동시에 실시되었다(Nohlen et al. 2001; Nohlen 2005a; 2005b). 동시선거 변수는 대

통령선거와 의회선거가 동시에 실시되는 경우에는 1의 값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0의 값

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측정할 것이다. 

정당체제의 유형, 다시 말하여 사례국가의 정당의 수는 락소와 태게페라(M. Laakso 

and R. Taagepera)가 제시한 방식을 활용하여 의회선거에 참여한 각 정당의 의석율을 제

곱하여 계산한 후, 이의 총합을 구하고 이 총합으로 1을 나누어 구할 것이다 (Laakso and 

Taagepera 1979). 또한 강제적 여성후보 쿼터제와 자율적 여성후보 쿼터제 변수는 노리스

(P. Norris)의 횡국가적-시계열 자료(cross-national time-series data)13)에서 제공하는 자료정

보를 바탕으로 하여 강제적 여성후보 쿼터제를 채택하고 있으면 1의 값을 부여하고, 그렇

지 않으면 0의 값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측정할 것이다. 

사회·경제적 통제변수인 사례국가의 개방화 정도 변수는 세계은행(World Bank)의 세

계발전지수(WDI: World Development Indicators)14)에서 제공하는 무역의존도 지표로 측

13) 이 자료는 http://ksghome.harvard.edu/~pnorris/Data/Data.htm(검색일: 2014년 3월 15일)에서 구
할 수 있다.

14) 이 자료는 http://data.worldbank.org/data-catalog/world-development-indicators(검색일: 2014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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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려 한다. 무역의존도 지표는 국내총생산액 대비 수출입총액 비율로 계산된다. 이 지표

를 통제변수로 포함시키는 이유는 개방화된 국가일수록 여성의 정치대표성에 대한 선진

민주주의국가 사례를 접할 기회가 더 많아지게 되고, 그에 따라 이 문제에 대한 개선요구

가 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인당 국내총생산액 또한 세계발전지수의 자료에 의하여 측정하려 한다. 경제적으로 부

유한 국가일수록, 구성원들에 대한 교육의 기회가 늘어나며 이 교육의 확대는 여성의 정치

대표성 문제에 대한 자각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기 때문에, 이들 변수는 기존연구에서 주요 

설명변수로 강조되어 왔다. 

이들 통제변수 중에서 각각 국가의 개방화 정도와 경제수준을 나타내는 무역의존도 지

표와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변수에는 1년의 시차(lag)를 주려 한다. 1년의 시차를 두지 않고 

분석하게 되면, 종속변수가 이들 변수에 의하여 야기된 것인지 아니면 역으로 이들 변수가 

종속변수에 의하여 초래된 것인지를 분간해내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1년의 시차를 줌으

로서 이 문제를 피하려 한다. 

지금까지 논의한 종속변수, 독립변수, 그리고 통제변수가 포함되는 회귀분석모델의 기

본 꼴을 식으로 나타내면, <표 3>과 같다. 이 식에서 i 는 국가를, 그리고 t 는 시점을 나타낸

다. 

IV. 여성의 정치대표성에 대한 패널분석과 결과해석

신생민주주의국가의 여성의원 비율에 대한 대통령선거제도인 결선투표제 변수의 영향

력을 패널분석하기에 앞서, 본 논문의 종속변수인 여성의원 비율과 독립변수인 결선투표

제에 대한 기본적인 특징을 검토하도록 하겠다. 먼저 여성의원 비율의 국가별과 시기별 특

월 15일)에서 구할 수 있다. 

<표 3> 회귀분석모델표 회귀분석모델

여성의원비율    ×결선투표제    ×의회선거제도    ×동시선거 
  ×정당체제    ×강제적여성후보쿼터제
  ×자율적여성후보쿼터제   ×개방화   
  ×인당      

여성의 정치대표성에 대한 패널분석과 결과해석

신생민주주의국가의 여성의원 비율에 대한 대통령선거제도인 결선투표제 변수의 

영향력을 패널분석하기에 앞서 본 논문의 종속변수인 여성의원 비율과 독립변수인 

결선투표제에 대한 기본적인 특징을 검토하도록 하겠다 먼저 여성의원 비율의 국

가별과 시기별 특징을 살펴보려 한다

그림 신생민주주의국가의 평균 여성의원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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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제의회연맹

그림 는 분석사례국가의 국가별 평균 여성의원 비율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

다 그림 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 간 평균 여성의원 비율에는 다양한 편차가 

나타나고 있다 이 중에서 평균적으로 전체의원 수 대비 가장 많은 여성의원을 보

유하고 있는 국가는 의 아르헨티나이며 가장 적은 여성의원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의 스리랑카이다 아르헨티나에 이어 여성의원 비율이 높은 국가의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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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을 살펴보려 한다. 

<그림 2>는 분석사례국가의 국가별 평균 여성의원 비율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2>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 간 평균 여성의원 비율에는 다양한 편차가 나타나고 있다. 이 

중에서 평균적으로 전체의원 수 대비 가장 많은 여성의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30.02%

의 아르헨티나이며, 가장 적은 여성의원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4.81%의 스리랑카이다. 아

르헨티나에 이어 여성의원 비율이 높은 국가의 순서를 보면, 16.06%의 니카라과, 14.63%

의 에콰도르, 14.58%의 필리핀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다른 한편, 한국은 평균 여성의원 비율이 6.71%로, 최저의 여성의원 비율을 기록하고 있

는 스리랑카 다음으로 전체의원 수 대비 적은 여성의원을 보유하고 있다. 여성의 정치대표

성 문제를 분석한 기존연구들에 따르면 경제적으로 부유한 국가일수록 여성의원의 비율

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 한국이 신생민주주의국가 중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부유

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매우 의아한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해답은 앞

으로 분석할 선거제도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림 3>은 1997년에서 2005년 시기 사이의 신생민주주의국가의 여성의원 비율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를 보면, 이들 국가에서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한국, 니카라과 등은 여성

의원 비율이 상승세에 놓여있는 반면, 엘살바도르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브라질, 

표 회귀분석모델

여성의원비율    ×결선투표제    ×의회선거제도    ×동시선거 
  ×정당체제    ×강제적여성후보쿼터제
  ×자율적여성후보쿼터제   ×개방화   
  ×인당      

여성의 정치대표성에 대한 패널분석과 결과해석

신생민주주의국가의 여성의원 비율에 대한 대통령선거제도인 결선투표제 변수의 

영향력을 패널분석하기에 앞서 본 논문의 종속변수인 여성의원 비율과 독립변수인 

결선투표제에 대한 기본적인 특징을 검토하도록 하겠다 먼저 여성의원 비율의 국

가별과 시기별 특징을 살펴보려 한다

그림 신생민주주의국가의 평균 여성의원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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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는 분석사례국가의 국가별 평균 여성의원 비율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

다 그림 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 간 평균 여성의원 비율에는 다양한 편차가 

나타나고 있다 이 중에서 평균적으로 전체의원 수 대비 가장 많은 여성의원을 보

유하고 있는 국가는 의 아르헨티나이며 가장 적은 여성의원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의 스리랑카이다 아르헨티나에 이어 여성의원 비율이 높은 국가의 순

출처: 국제의회연맹(Inter-Parliamentary Union) (http://www.ipu.org/wmn-e/classif-arc.htm)

<그림 2> 신생민주주의국가의 평균 여성의원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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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스리랑카 등은 큰 폭의 변화 없이 현상유지 상태에 있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신생민

주주의국가의 시기별 여성의원 비율의 변화도 국가별로 상이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대통령제를 선택한 신생민주주의국가들 가운데 민주화이행시기 볼리비아, 칠레, 에콰

도르, 엘살바도로, 그리고 과테말라가 대통령선거제도로 결선투표제를 채택하였으며, 다

른 한편 아르헨티나, 브라질, 온두라스, 한국, 니카라과, 파나마, 필리핀, 스리랑카, 그리고 

우루과이는 단순다수제를 선택하였다. 하지만 단순다수제를 채택하였던 국가들 중에서 

아르헨티나, 브라질, 니카라과, 그리고 우루과이는 이후 단순다수제에서 결선투표제로 대

통령선거제도를 개정한다. 아르헨티나는 1995년, 브라질은 1989년, 니카라과는 1995년, 

그리고 우루과이는 1996년 이후부터 결선투표제에 의하여 대통령을 선출하게 된다. 그리

고 결선투표제를 채택하였던 에콰도르는 결선투표제 실시조건을 1998년 개정하였다. 이

전에는 최다득표자가 과반득표를 획득하지 못하면 결선투표를 시행하였는데, 이후에는 

최다득표자의 득표율이 40% 미만이거나 1위 득표자와 2위 득표자의 득표율 차이가 10%

를 초과하지 못하면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것으로 대통령선거제도를 개정한 것이다. 

이제부터는 여성의 정치대표성에 대하여 패널분석을 해보도록 하자. <표 4>는 여성의원 

출처: 국제의회연맹(Inter-Parliamentary Union) (http://www.ipu.org/wmn-e/classif-arc.htm)

<그림 3> 신생민주주의국가의 여성의원 비율의 시기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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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를 보면 의 니카라과 의 에콰도르 의 필리핀이 그 뒤를 따

르고 있다

다른 한편 한국은 평균 여성의원 비율이 로 최저의 여성의원 비율을 기록

하고 있는 스리랑카 다음으로 전체의원 수 대비 적은 여성의원을 보유하고 있다

여성의 정치대표성 문제를 분석한 기존연구들에 따르면 경제적으로 부유한 국가일

수록 여성의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 한국이 신생민주주의국가 

중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부유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매우 의아한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해답은 앞으로 분석할 선거제도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림 은 년에서 년 시기 사이의 신생민주주의국가의 여성의원 비율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를 보면 이들 국가에서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한국 니카

라과 등은 여성의원 비율이 상승세에 놓여있는 반면 엘살바도르는 하락세를 보이

고 있다 한편 브라질 칠레 스리랑카 등은 큰 폭의 변화 없이 현상유지 상태에 있

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신생민주주의국가의 시기별 여성의원 비율의 변화도 국가

별로 상이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신생민주주의국가의 여성의원 비율의 시기별 변화

출처 국제의회연맹

대통령제를 선택한 신생민주주의국가들 가운데 민주화이행시기 볼리비아 칠레

에콰도르 엘살바도로 그리고 과테말라가 대통령선거제도로 결선투표제를 채택하였

으며 다른 한편 아르헨티나 브라질 온두라스 한국 니카라과 파나마 필리핀 스

리랑카 그리고 우루과이는 단순다수제를 선택하였다 하지만 단순다수제를 채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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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의 국가별 및 연도별 차이에 대한 결선투표제의 제도적 효과를 패널분석한 결과를 나

타낸 것이다. 이 분석결과에서 모델 1의 결과는 실현가능한 일반최소제곱법(FGLS)으로 

구한 것이고, 모델 2의 결과는 클러스터-로버스트 표준오차법(CRSE)으로 얻은 것이다. 벡

과 카츠(1995)가 주장하듯이, 이 결과들을 횡단면적 관측개체 수가 시계열 관측개체 수보

다 적은 사례를 패널분석할 때, 실현가능한 일반최소제곱법은 추정회귀계수치의 분산치

를 과소평가하여 그 통계적 유의미성을 과대평가하도록 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실

현가능한 일반최소제곱법으로 얻은 분석결과에 따르면, 본 논문의 독립변수인 결선투표

제, 그리고 통제변수인 의회선거제도인 비례대표제, 정당체제, 강제적 여성후보쿼터제후

보 쿼터제, (1년의 시차를 둔) 개방화, (1년의 시차를 둔)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변수는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종속변수인 여성의원 비율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하지만 

모델 2의 클러스터-로버스트 표준오차법(CRSE)으로 획득한 결과를 보면, 모든 변수의 통

계적 유의미성이 하락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던 비례대표제, 강제적 여성후보쿼터제, (1년의 시차를 둔) 개방화, (1

년의 시차를 둔)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변수들의 통계적 유의미성이 95% 내지 90% 신뢰수

준으로 떨어지고 있다. 

클러스터-로버스트 표준오차법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여성의 정치대표성에 대한 변수

들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기존연구들이 강조하였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강제적 여성

<표 4> 여성의원 비율에 대한 패널분석 결과 1

모델 1 (FGLS) 모델 2 (CRSE)

상수

결선투표제i,t

비례대표제i,t

동시선거i,t

정당체제i,t

강제적 여성후보 쿼터제i

자율적 여성후보 쿼터제i

개방화i,t-1

1인당 국내총생산액i,t-1

-9.49*** (3.56)
6.42*** (1.40)
10.49*** (1.40)

1.54 (1.09)
-0.85** (0.33)
9.07*** (0.99)

1.86 (1.22)
0.06*** (0.02)
0.00*** (0.00)

-9.49 (5.57)
6.42*** (1.47)
10.49** (3.69)

1.54 (1.09)
-0.85 (0.74)

9.07** (3.35)
1.86 (1.80)

0.06** (0.02)
0.00* (0.00)

사례수

결정계수(R2)
123

0.587

* p<0.10, ** p<0.05, *** p<0.01. 괄호 안의 수치는 각각 FGLS와 cluster-robust 표준오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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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쿼터제와 같은 정치·제도적 변수는, 선진민주주의국가의 사례에서처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제적 여성후보 쿼터제를 채택한 국가는, 

회귀모델 안의 여타 변수들의 영향력을 통제한 상태에서, 그렇지 않은 국가에 비하여 의회

의 여성의원 비율이 평균적으로 9.07% 정도 더 높았다. 다른 한편, 의회선거제도인 비례대

표제는 여성의원 비율을 평균적으로 10.49% 정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다. 

한편, 여타 다른 통제변수들의 영향력을 보면, 자율적 여성후보 쿼터제는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지 않는 변수인 것으로 밝혀졌다. 동시선거와 정당체제 변수들 또한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지 않았다. 다른 한편, 여성의원 비율 변화에 대한 개방화와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변

수의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존연구에서 주장하듯이, 경제적

으로 부유하고 개방화된 국가일수록, 이들 국가의 여성의원의 비율은 올라가는 경향이 있

었다. 

대통령선거제도의 차이는 신생민주주의국가의 여성의 정치대표성 개선에 의미 있는 기

여를 하는가? 패널분석 결과에 대한 언급에서 지적하였듯이, 연구가설의 독립변수인 결선

투표제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하였다. 여타 변수들의 영향력을 통제한 상태에서, 결선

투표제를 대통령선거제도로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여성의원 비율은, 그렇지 않은 국가의 

그것에 비해, 99% 신뢰수준에서 평균적으로 6.42% 정도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다.  

이 분석에 이어 본 논문에서는 또 다른 패널분석을 시도하였다. 일반적으로 시계열자료

를 포함하고 있는 패널자료의 분석은 방법론적으로 주의를 요한다. 왜냐하면 패널자료의 

분석의 경우, 계열상관잔차(serially correlated errors)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 우리는 브루쉬-갓프리검사(Breusch-Godfrey Test)15)를 실시하여 앞

의 회귀모델 내에 계열상관잔차 문제가 나타나는지를 점검하였다. 검사 결과, 불행하게도  

<표 4>의 회귀모델은 계열상관잔차를 문제를 지니고 있었으며, 이를 야기한 요인은 1차 

자기상관(the first order autocorrelation)이라는 점을 밝혀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년의 시차를 둔 종속변수를 회귀모델 안에 포함시켜 세 번째 패널분석을 수행하

였으며, 이 결과는 <표 5>에 나타냈다.16) 

15) 이에 대해서는 울드리지(2009, 415-419)를 참조하라. 
16) 논문은 또한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와 이분산성(heteroskedasticity) 문제가 발생하
는지를 점검하였다. 이들 문제는 각각 분산팽창인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와 브루쉬-
패건(Breusch-Pagan)검사로 점검하였다(O'Brien 2007; Wooldrdige 2002, 257-258). 다중공선성
과 이분산성 문제 모두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1년의 시차를 둔 종속변수, 결선투표제,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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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여성의원 비율에 대한 패널분석 결과 2

모델 3 (FGLS) 모델 4 (CRSE)

상수

여성의원 비율i,t-1

결선투표제i,t

비례대표제i,t

동시선거i,t

정당체제i,t

강제적 여성후보 쿼터제i

자율적 여성후보 쿼터제i

개방화i,t-1

1인당 국내총생산액i,t-1

-8.09** (3.63)
0.38*** (0.07)
4.42*** (1.43)
8.17*** (1.46)
2.83*** (1.02)

-0.32 (0.31)
4.32*** (1.25)

-0.32 (1.22)
0.04* (0.02)

0.00*** (0.00)

-8.09** (5.07)
0.38** (0.16)
4.42* (2.44)
8.17** (3.54)
2.83* (1.36)
-0.32 (0.58)
4.32 (2.50)
-0.32 (2.98)
0.04 (0.03)
0.00 (0.00)

사례수

결정계수(R2)
10917)

0.683

* p<0.10, ** p<0.05, *** p<0.01. 괄호 안의 수치는 각각 FGLS와 cluster-robust 표준오차임.17)

<표 5>의 분석결과에서 모델 3의 결과는 실현가능한 일반최소제곱법(FGLS)으로 얻은 

것이고, 모델 4의 결과는 클러스터-로버스트 표준오차법(CRSE)으로 구한 것이다. 앞의 패

널분석 결과에서처럼, 실현가능한 일반최소제곱법은 추정회귀계수치의 분산치를 과소평

가하여 그 통계적 유의미성을 과대평가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모델 2와 모델 4의 결

과의 비교에서 알 수 있듯이, 1년의 시차를 둔 여성의원 비율 변수를 회귀모델에 포함시켜 

그 영향력을 통제하면, 강제적 여성후보쿼터제, 개방화,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변수의 영향

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되었다. 반면, 동시선거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해졌

다. 대통령선거와 의회선거가 동시에 실시되면, 하나의 선거만 치러지는 경우보다 여성의

원 비율이 대략 평균적으로 2.83% 정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대통령선거와 의회

선거가 동시에 실시될 때 선거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정당들의 정치적 동기도 더 강해지게 

되며, 따라서 더 많은 집단들로부터 지지를 얻어내기 위하여 정당들이 이들 집단 출신의 

제, 동시선거, 강제적 여성후보 쿼터제, 자율적 여성후보 쿼터제, 개방화,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변
수의 분산팽창인수는 각각 2.45, 3.39, 3.25, 1.05, 2.89, 2.32, 3.42, 2.54로 다중공선성이 존재한다
고 추정하는 판별기준치인 10.00에 훨씬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7) 사례수가 123개에서 109개로 줄어든 이유는, 알다시피, 회귀모델 안에 1년의 시차를 둔 종속변
수가 포함됨으로써 14개(국가)의 관측치가 빠지게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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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을 정당후보로 내세우게 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년의 시차를 둔 종속변수를 회귀모델에 포함하였을 때, 그 영향력의 크기와 통계적 유

의미성의 수준이 작아지기는 하지만,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는 비례대표제와 

결선투표제였다.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변수의 계수치와 t수치가 1년의 시차를 둔 종속

변수를 포함시키지 않았을 때는 각각 10.49와 2.84이었으나, 포함시켰을 때는 8.16과 2.31

로 작아진다. 이 분석결과는, 기존연구가 주장하듯이,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더 많은 여성의원이 배출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논문의 독립변수인 결선투표제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변수처럼, 계열상관잔차를 

유발하는 요인인 시차를 둔 여성의원 비율 변수의 영향력을 통제하면, 그 크기와 통계적 

유의미성에서 작아지기는 하지만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결선투표제 변수에 

관한 <표 5>의 분석결과가 보여주듯이, 회귀모델 안의 여타 다른 변수들의 영향력을 통제

한 상태에서 결선투표제는 종속변수인 각국의 여성의원 비율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결선투표제를 채택한 국가에서는 그렇지 않은 국가에 비하

여 의회 내 여성의원 비율이 평균적으로 4.43%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분석결과는 결선투표제의 제도적 효과에 관한 본 논문의 연구가설을 경험적으로 지

지해주고 있다. 논문의 연구가설에서 논의하였듯이, 대통령선거제도인 결선투표제 변수

는, 의회선거제도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처럼, 여성과 같은 사회 내 소수집단의 이익

을 대표하려는 소정당들이 정치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며, 소정당 또한 이

들 집단출신의 정치인을 의회선거의 정당후보로 내세우는 경향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

준다. 다시 말해 결선투표제라는 선거제도는 이를 채택한 국가들에게 더 많은 여성출신 의

원을 배출하도록 작용하고 있다고 하겠다. 

V. 닫는 말

논문에서 우리는 여성의 정치대표성 문제를 분석하였던 기존연구들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던 정치제도 변수인 대통령선거제도를 중심으로 새로운 연구가설을 구성하고, 이를 

토대로 신생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 여성의 의회진출의 차이를 분석하려 하였다. 이를 위

해서, 본 논문은 패널분석방법을 사용하여 기존연구들에서 강조되었던 요인들의 영향력

을 통제하면서, 대통령선거제도의 차이가 여성의 의회진출에 여하한 제도적 효과를 발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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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지를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 분석결과는, 기존연구에서 강조하는 의회선거제도인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함께, 대통령선거제도인 결선투표제 변수는 신생민주주의국가

의 여성의원 비율을 높이는 데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는 점을 밝혀주었다. 

결선투표제에 대한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정치제도개혁 문제에 관련하여 중대한 정치

적 시사점을 던져준다. 대통령제 권력구조와 의회선거제도 개혁문제와 더불어, 결선투표

제 도입과 관련된 대통령선출방식의 개혁이라는 정치제도개혁 문제는 현행 대통령선거제

도의 문제, 즉 과반을 넘지 않는 득표로 당선하여 행정부 전체를 장악하는 승자독식과 정

통성의 문제가 태생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단순다수제의 정치적 한계 때문에 정치권

과 시민사회영역에서 간헐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이 문제는 제18대 대선에서 제기되

었던 야권진영의 대통령후보 단일화문제로 인하여 다시 한 번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이러한 결선투표제 도입의 필요성에 더해, 의회선거제도인 비례대표제와 함께, 대통령

선거제도로서 결선투표제가 여성과 같은 사회 내 소수집단의 목소리를 담아내려는 소정

당의 정치적 생존을 가능하게 해주어 여성의원 비율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본 논문의 연구

가설과 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신생민주주의국가에서도 여성의 정치대표성 수준이 매우 

낮으며 대정당과 소정당 간의 정치적 협상이나 연합의 제도적 장치가 부재한 현 한국의 상

황에서 볼 때, 결선투표제로의 대통령선거제도개혁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대통령선거제도인 단순다수제에서는 후보자들 간의 정치적 협상이나 

연합이 제도적으로 용이하지 않는 것에 반해, 결선투표제에서는 그것이 제도적으로 보장

되어 있어서 대정당과 소정당 간의 정당 간 정책 및 정치 협상이 수반되는 정당정치를 활

성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거대 정당에 의해서 정당정치가 독점된 현 한국의 정

치상황과 이로 인하여 형성된 다수 구성원들의 한국정당정치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누그

러뜨릴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정당정치의 문제를 개선하

기 위한 제도적 방안 모색을 위한 향후 논의는 의회선거제도개혁은 물론이고 대통령선거

제도개혁으로도 확장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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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esidential Runoff System and Women’s Political 
Representation

 Yong Heun An |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This paper intends to create a new hypothesis regarding the effect of the presidential 

runoff system, which has been disregarded by previous studies, on women’s representation, 

and then empirically test the hypothesis with newly democratized countries which have 

selected the presidential system as the form of government. To perform this task, this 

paper adopts and conducts the cluster-robust standard errors method to analyze the 

institutional influence of the presidential runoff system on women’s representation in 

the legislature, while controlling such variables as emphasized by previous studies on 

women’s representation in the legislature. The panel analyses of this research reveal that 

the presidential runoff system, along with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with the 

closed party list, make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positive contribution to  increase  the 

percentage of women legislators in the legislature.  

Keywords: presidential runoff system, party politics, electoral reform, women legislators,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with a closed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