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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사용한 
당파적 게리맨더링 분석: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중심으로*

송병권 | 한양 학교

| 논문요약 |
본 연구의 목적은 컴퓨터 시뮬레이션(computer simulation)을 사용하여 한국 선거구획정

의 공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도 경험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선거

구 간의 인구편차를 2:1로 제한한 2014년 헌법재판소 판례와 시군구의 분할을 예외적으로만 

허용하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컴퓨터 알고리즘을 설계하

였다. 이렇게 설계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가상의 선거구획정을 1,000회 반복하고 이를 기준 

삼아 실제 선거구획정의 당파성을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실시된 선거구획정이 특정 정당에 유리하도록 당파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https://doi.org/10.30992/KPSR.2018.12.17.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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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헌법재판소는 2014년 10월에 국회의원 선거구 간에 3:1까지의 인구편차를 허용

한 공직선거법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결하 다.1) 제20  국회의원 선거

를 1년여 앞둔 시점에 내려진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적인 선거구 개편을 예고

하 다. 2013년 7월 31일의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면 당시의 총 246개의 선거구 

중 약 22.8퍼센트에 달하는 60개의 선거구가 조정 상이 되었다.2) 헌법재판소는 

2015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이전까지의 선거구 구역표를 잠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 으나, 각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른 립으로 실제 선거구획정은 

시한을 2달 넘긴 2016년 2월 28에야 확정되었다. 20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가 

적으로 개편이 되면서 일부 언론에서는 정략적인 목적으로 선거구를 자의적

으로 획정하는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에 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하

다(경향신문 18/02/28; 연합뉴스 18/02/28; 한국일보 18/02/28). 현행 공직선거법

은 자치구 ․ 시 ․ 군(이하 시군구)의 분할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지만, 인구 편차

를 2:1로 맞추기 위한 시군구의 분할은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따라서 하나의 시군

구가 다른 시군구와 통합되거나 분할될 때 이를 게리맨더링으로 해석할 여지가 

생겨날 수 있는 것이다.

전국을 여러 개의 선거구로 나누고 하나의 선거구에서 한 명의 표를 선출하

는 단순다수 소선거구제(single-member plurality electoral system) 하에서는 

체로 선거가 끝나고 정당들이 의회에서 차지하게 되는 의석 비율이 각 정당의 득

표율과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선거구획정을 특정 정당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

게 하는 당파적 게리맨더링(partisan gerrymandering)의 가능성이 상존한다. 당파

적인 게리맨더링은 상  정당의 지지자들을 소수의 선거구에 몰아넣어서 상  정

당 후보가 당선되는 지역구의 숫자를 줄이거나(packing), 소속 정당의 지지자들

을 여러 개의 선거구에 넓게 분포하게 만들어서 소속 정당 후보가 당선되는 지역

구의 숫자를 늘리는(cracking)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선거구획정만으로도 

1) 2012헌마192 등.

2)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 별표1 위헌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http://law.go.kr/detcInfoP. 

do?mode=1&detcSeq=41533, 검색일: 201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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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들이 의회 내에서 차지하는 의석의 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소선거구제 하에서 당파적 게리맨더링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실

제 선거구획정이 당파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어떤 선거구획정이 공정한지에 한 명확하고도 구체적인 기준에 한 합의가 없

기 때문이다. 이는 선거구획정을 둘러싼 소송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미국에서 당파

적 게리맨더링의 위헌성을 가리는 소송이 여러 차례 실패한 원인이기도 하다

(Chen and Rodden 2015). 다수의 판례에서 미연방 법원(the US Supreme 

Court)의 판사들은 공정한 선거구획정에 한 기준이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하

고 프랭크퍼터 미연방 법원 법관(Justice Frankfurter)은 선거구획정의 공정성 

문제를 “정치적 덤불숲(political thicket)”에 비유하면서 법원은 이에 한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 다(Chen and Rodden 2015, 331).3) 다수의 미국 

주헌법(state constitution)이나 판례에서 선거구들의 지리적인 모양이 조 해야

(compact) 한다고 규정하 으나 이마저도 구체적인 기준이 되기는 어렵다. 선거

구의 모양이 얼마나 조 해야 하는지에 한 기준이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최근 

한 연구는 선거구 조 도(compactness)에 한 판단 기준이 연방 법원 판사인 

스튜어트(Justice Stewart)가 외설(obscenity)에 한 판단 기준으로 제시한 ‘보면 

안다(I know it when I see it)’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Kaufman et al. Forthcoming).

당파적 게리맨더링을 경험적으로 분석하는 초창기 연구는 주로 미국을 중심으

로 진행되어 왔는데, 이들조차 당파적 게리맨더링에 한 일치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일부 연구들은 선거구획정이 특정 정당 편향(partisan bias)을 보인다는 

결론을 내리는 반면(Abramowitz 1983; Erikson 1972; King 1989), 이와 상반되는 

연구 결과를 보고하는 연구들도 있었다(Ferejohn 1977; Squire 1985).4) 이는 소

송에서와 마찬가지로 선거구획정의 정당 편향성에 한 객관적인 기준을 확립하

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선거구획정의 정당 편향성 여부를 판단하려면 실제 선거

구들을 당파적인 고려 없이 획정된 선거구들과 비교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실에

3) Colegrove v. Green, 328 U.S. 549, 556(1946).

4) 기존 문헌에 한 논의는 첸과 코트렐의 논문(Chen and Cottrell 2016)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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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이러한 가상의 선거구들(counterfactuals)이 존재하지 않는다.

최근에 와서야 컴퓨터의 성능 향상과 이를 활용한 시뮬레이션(simulation) 기법

의 발전을 통해 선거구획정의 공정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새롭게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의 정치학 연구들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상으로 생성된 선거구획정

을 기준으로 실제 선거구획정이 얼마나 정략적으로 이루졌는지를 판단한다(Chen 

and Cottrell 2016; Chen and Rodden 2013; Chen and Rodden 2015; Tam Cho 

and Liu 2016).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하면 당파적인 고려를 배제하고 가상의 

선거구획정을 여러 차례 실행할 수 있다.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통해 선거구를 획

정할 때 특정 정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어떻게 분포하는지, 획정된 

선거구들의 평균적인 조 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분석하여 실제 선거구들과 비교

하면 선거구획정이 얼마나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즉, 시뮬레이션을 통해 생성된 여러 개의 가상의 선거구획들이 선거구획정의 공정

성 평가를 위한 기준(baseline)이 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컴퓨터 시뮬레이션(computer simulation) 기법을 한국 

사례에 적용, 발전시켜 한국 선거구획정의 게리맨더링을 경험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한다. 또한 한국 사례에 맞게 구성한 시뮬레이션 알고리즘

(algorithm)을 사용하여 제20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확정된 선거구획정이 당

파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경험적으로 분석한다. 

II. 기존문헌 검토

한국에서 선거구획정을 다루는 경험적인 연구는 주로 선거구 간 인구 불균형의 

문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강휘원 2005; 김정도 2015; 김형중 ․ 김도종 2003; 

서복경 2012; 심지연 외 2001; 이갑윤 1996, 이상학 ․ 이성규 2015). 하지만 선거구

획정 과정이 당파적으로 이루어지는지에 한 경험적인 연구는 상 적으로 미흡

한 실정이다.

한국에서 게리맨더링을 다루는 기존의 연구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사례중심 연구이다(강휘원 2004; 이정섭 2012). 이러한 사례 연구들은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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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지역의 선거구가 어떻게 획정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선거구획정의 결과물로 만들어진 지역구에서 특정 정당이 얼마나 유리하

거나 불리한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둘째는, 정당 간 

득표율과 의석률 간의 불균형을 분석하는 것이다(강민제 ․ 윤성이 2007). 특정 정

당이 득표율에 비해 상 적으로 많거나 적은 의석을 획득하 다면 이를 게리맨더

링의 증거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선거구획정이 정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득표율과 의석률 간의 불균형이 발

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정당의 지지자들이 인구 도가 높은 도시 지역에 

주로 분포되어 있고 다른 정당의 지지자들이 도시외곽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면, 

선거구획정이 정략적인 고려 없이 이루어져도 지지자들이 도시지역에 집한 정

당은 의석률에서 손해를 볼 수 있다(Chen and Rodden 2013). 

셋째는 선거구의 조 도(compactness)를 측정하여 선거구획정의 공정성을 평

가하는 것이다(강휘원 2006a; 2006b; 2015). 게리맨더링이라는 용어는 1812년 미

국 매사추세츠주(Massachusetts)의 주지사 던 엘브리지 게리(Elbridge Gerry)

가 주 상원(state senate)에서 본인의 소속 정당이었던 민주공화당(Democratic- 

Republican Party)의 의석을 늘리고자 전설 속의 괴물인 샐러맨더(salamander)처

럼 생긴 지역구를 승인한 데서 비롯하 다. 부자연스럽게 생긴 선거구는 개리맨더

링의 특징처럼 여겨졌으며, 기존 문헌에서도 선거구의 조 도를 선거구가 정치적

으로 획정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널리 사용해왔다(예, Pildes and Niemi 

1993; Polsby and Popper 1991). 하지만 선거구의 조 도는 상 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선거구의 조 도가 어느 정도로 낮아야 선거구획정이 정치적으로 이루어

졌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최근의 한 연구는 게리맨더링이라는 용어의 생겨난 계기가 된 1812년 미국 매사

추세츠주(Massachusetts) 주상원의원 선거(state senate election)의 선거구를 선

거구의 조 도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baseline)으로 제시하고 있다(Ansolabehere 

and Palmer 2015). 게리맨더링 현상이 처음 문제가 된 선거구(“the original 

Gerrymander”)의 조 도를 측정한 다음 이를 기준으로 삼아 다른 선거구의 상

적 조 도의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특정 선거구의 조 도가 게리맨더링 선거구

의 조 도보다 낮다면, 해당 선거구는 게리맨더링을 통해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48  한국정당학회보 제17권 제4호 2018년(통권 41호)

매우 높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한국의 선거구획정 연구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공직선거법 제25조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자치구 ․ 시 ․ 군의 분할을 금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선거구의 조 도는 선거구를 이루는 시군구의 형태에 

크게 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강휘원(2006)의 분석에 따르면 섬이나 

해안선을 낀 지역들은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서 조 도가 낮게 나타난다. 섬이

나 해안선을 포함한 선거구의 조 도가 낮다는 사실을 근거로 해당 선거구가 정략

적인 목적으로 구획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선거구 간의 조 도를 

비교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 없이는 조 도의 정도를 가지고 선거구획정의 공정

성을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컴퓨터 시뮬레이션(com- 

puter simulation) 기법을 활용한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사용하여 생성된 수백

에서 천여 개의 가상의 선거구획들을 기준(baseline)삼아서 실제 선거구획정의 당

파성을 경험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Chen and Cottrell 2016; Chen and Rodden 

2013; Chen and Rodden 2015; Tam Cho and Liu 2016).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한국의 선거구획정을 다룬 기존의 연구들과 차

별성을 갖는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읍면동 단위의 지리정보시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을 활용하여 선거구획정을 분석한다. GIS를 활용한 기

존의 국내 연구는 선거구 단위의 자료를 분석하거나(강휘원 2006a; 2006b) 몇 개

의 사례만을 분석하 지만(김명진 ․ 김감  2013), 본 연구는 읍면동 수준의 분석을 

전국의 지역구를 상으로 실시한다. 둘째, 본 연구는 선거구획정의 게리맨더링을 

평가하는 경험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한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정략적인 고

려를 배제하고 선거구획정을 1,000회 실시하여 이들을 실제 선거구들과 비교함으

로써 선거구획정의 정당 편향성(partisan bias)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III.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선거구획정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읍면동의 지리적인 위치, 인

구, 2016년 국회의원 선거 결과 등을 포함한 지리정보파일을 구성하 다. 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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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계를 나타내는 지도는 통계지리정보서비스에서 제공받았고,5) 읍면동 단위의 

인구수와 선거 결과는 각각 국가통계포털과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통계시스

템을7) 통해 수집하 다. 

본 연구는 실제 선거구획정 과정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시뮬레이션 알고리즘

을 설계하 다. 20  총선을 앞두고 구성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시한 선거구의 

인구 하한은 140,000이고 인구 상한은 280,000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하나의 시군구를 분할하여 두 개 이상의 지역구를 구성할 수 없지만, 인구편차를 

조정하기 위한 분할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8) 따라서 본 연구의 시뮬레이션 알고

리즘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시군구의 경계를 최 한 유지하 다. 하나의 시군구

는 가급적이면 하나의 선거구로 정하되 인구가 하한선에 미치지 못하는 시군구들

은 인구 기준에 맞도록 다른 시군구와 통합하고 인구가 상한선을 초과하는 시군구

는 분할한다. 

본 연구는 전국의 거의 모든 시군구와 읍면동을 분석 상으로 삼았지만, 일부 

선거구는 분석에서 제외하 다. 우선 세종특별자치시는 하나의 지역구를 구성하

기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하 다. 또한, 본 연구의 시뮬레이션 알고리즘은 시군구 

경계의 분할을 예외적으로만 허용하는 현행 선거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지리적으

로 인접한 지역만을 하나의 선거구로 구성한다. 따라서 주로 도서지역과 해안으로 

이루어진 세 개의 시군구들(경상남도 남해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전라남도 신안

군)과 이 지역을 포함한 선거구들(경상남도 남해군 ․ 사천시 ․ 하동군 선거구, 인천

광역시 중구 ․ 동구 ․ 강화군 ․ 옹진군, 전라남도 암군 ․ 무안군 ․ 신안군)은 분석에

서 제외하 다. 마지막으로, 분석에서 제외된 암군, 무안군, 신안군에 둘러싸인 

전라남도 목포시도 분석에서 제외하 다. 

5) https://sgis.kostat.go.kr

6) http://kosis.kr

7) http://info.nec.go.kr

8) 공직선거법 제25조 2항은 다음과 같다: “하나의 자치구 ․ 시 ․ 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

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인구범위(인구비례 2:1의 범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미달하는 자치구 ․ 시 ․ 군으로서 인접한 하나 이상의 자치구 ․ 시 ․ 군의 관

할구역 전부를 합하는 방법으로는 그 인구범위를 충족하는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를 구성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인접한 자치구 ․ 시 ․ 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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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언급한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총 240개의 시군구와 3,346개의 읍면동이 

본 연구의 분석 상이 된다. 실제 선거구획정 결과 이들 시군구와 읍면동은 총 

248개의 선거구로 편성되었다. 20  총선 당시 지역구의 수는 253개이므로 약 

98퍼센트의 선거구가 분석에 포함된다. 본 연구는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이

들 시군구와 읍면동을 총 248개의 선거구로 편성하는 시뮬레이션 알고리즘을 설

계하 다. 시뮬레이션의 구체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은 4가지 단계로 구분된다.

<1단계> 

시군구 경계를 최 한 보존하기 위해서 기본 지역 단위를 우선 시군구로 설정

한다. 편의상 기본 지역 단위를 시군구로 지칭하기로 한다. 앞으로 “시군구”라

는 표현은 실제 시군구뿐만 아니라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다른 시군구와 병합된 

시군구들을 모두 일컫는다. 시뮬레이션의 첫 번째 과정은 인구 하한선에 미달

하는 시군구들을 같은 시도 경계 내에 있는 인접 시군구들과 통합하는 것이다. 

분석에 포함된 시군구 중에서 선거구획정 인구 기준일인 2015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는 시군구의 수는 총 102개이다.

1-1.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는 시군구 중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시군구를 선택한

다. 선택된 시군구를 라고 지칭하기로 한다.

1-2. 가 포함되어 있는 시도의 경계 안에 있고, 와 인접하며,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는 시군구들 중에서 하나를 무작위로 선택하여 와 병합한다. 만일 

와 인접한 시군구 중에서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는 시군구가 없는 경우에

는 와 인접한 시군구 중 하나를 선택하여(즉 인구가 하한선을 넘은 시군

구 중에 하나를 무작위로 선택하여) 와 병합한다.

1-3. 남은 시군구 (1-1과 1-2의 과정을 통해서 병합된 시군구를 포함하여) 중 

인구가 가장 적은 시군구를 선택하여 1-1과 1-2의 과정을 반복한다. 

1-4. 인구가 하한선에 미치지 못하는 시군구가 하나도 남지 않을 때까지 위의 

과정을 반복한다.

위의 과정을 거치면 인구가 하한선에 미치지 못하는 시군구들은 하나도 남지 

않게 되지만, 인구가 상한선을 초과하는 시군구(개별 시군구 혹은 두 개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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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들이 통합된 지역)들이 존재한다. 인구가 상한선을 초과하지 않는 시군구

에는 선거구를 1개씩, 상한선을 초과하는 시군구에는 상한선을 초과할 때마다 1개

의 선거구를 더 할당한다.9) 각 시군구에 포함된 선거구수를 곱한 수들을 모두 

더하면 전체 선거구수가 된다. 첫 번째 과정을 거쳐서 시군구를 통합하는 경우 

생성된 총 선거구의 수는 보통 248을 넘게 된다. 선거구 할당을 위한 인구 기준을 

근소한 차이로 넘은 시군구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시뮬레이션의 두 번째 단계는 

총 선거구수를 248로 맞추는 것이다.10)

<2단계>

2-1. 전체 시군구 중에서 추가 선거구 할당을 위한 기준 인구수를 가장 

적은 인구수 차이로 넘긴 지역을 선택한다. 즉, 각 시군구에 해서 

                   를 계산해서 해당 수치가 가장 낮은 시군구를 

선택한다.

2-2. 위에서 선택된 시군구 와 인접한 시군구 중에서      

의 값이 가장 낮은 시군구를 선택하여 와 병합한다.

2-3. 위의 과정을 총 선거구수가 248이 될 때까지 반복한다.

다음 단계는 2개 이상의 선거구를 할당받은 시군구를 선거구수 로 분할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읍면동 단위의 지리정보를 사용해야 한다. 선거구가 2개 

이상 할당된 모든 시군구의 읍면동을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 분할한다.

<3단계>

3-1. 시군구 에 속한 읍면동 중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읍면동을 선택한다. 선

택된 읍면동을 라고 부른다.

3-2. 읍면동 와 같은 (실제)시군구에 속해 있고 와 인접한 읍면동 중에서 무작

 9) 예를 들면, 인구가 60만 명인 지역구는 3개의 선거구를 할당받는다.

10) 앞서 언급했듯이 세종특별자치시 선거구, 경상남도 남해군 ․ 사천시 ․ 하동군 선거구, 인천광

역시 중구 ․ 동구 ․ 강화군 ․ 옹진군, 전라남도 암군 ․ 무안군 ․ 신안군, 전라남도 목포시 선거

구 등 5개의 선거구들은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지역구 인구수
 선거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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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 하나의 읍면동을 선택하여 와 병합한다. 하나의 시군구에 두 개 이

상의 실제 시군구가 속해 있고, 읍면동 와 인접한 읍면동 중에서 와 같은 

시군구에 속해 있는 읍면동이 하나도 없는 경우에는 에 인접한 다른 (실

제)시군구의 읍면동을 선택하여 와 병합한다.

3-3. 남은 읍면동(위의 과정에서 병합되어 두 개 이상의 읍면동으로 구성된 읍

면동을 포함) 중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읍면동을 선택하여 위의 과정을 

반복한다.

3-4. 시군구 에 할당된 의석수를 라고 할 때, 남아 있는 읍면동 수가 가 

될 때까지 위의 과정을 반복한다.

세 번째 단계의 시뮬레이션을 거치면 총 선거구의 수는 248이 된다. 하지만 

시군구를 분할할 때 분할된 선거구들 간의 인구 불균형 때문에 인구가 하한선에 

미달하거나 상한선을 초과한 선거구가 생겨날 수 있다. 분할된 선거구 사이의 인

구 불균형을 해소하여 선거구 인구 기준을 맞추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마지막 단

계의 시뮬레이션을 시행한다. 4단계 시뮬레이션은 2개 이상의 선거구가 할당된 

시군구의 읍면동을 재편하는 과정이다.

<4단계>

4-1. 분할 전 시군구 에 속한 선거구 중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선거구(max)와 

가장 적은 선거구(min)를 추려낸다. 

4-2. max에 속한 읍면동 중에서 min에 인접한 읍면동을 하나를 무작위로 선택

하여 min에 포함시킨다.

4-3. 시군구 에 속한 모든 선거구의 인구가 기준 인구수에 부합될 때까지(즉 

모든 선거구의 인구가 140,000과 280,000사이가 될 때까지) 위의 과정을 

반복한다. 

이렇게 총 4단계의 과정을 거치면 현행 선거법과 2014년 헌법재판소 판결에 

부합하는 선거구 248개가 생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선거구획정을 가상 선거

구획정과 비교 분석하기 위해 위의 시뮬레이션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1,000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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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선거구획정을 실행하 다. <그림 1>은 가상 선거구들의 예시를 실제 선거구

들과 비교해서 보여준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만들어진 가상의 선거구들은 실제 선거구획정 과정

이 당파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baseline)이 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소선거구제(single-member district) 하에서는 유권자들의 정당 지지

가 동일하더라도 선거구가 어떻게 정해졌는지에 따라서 정당들의 의석 분포가 달

라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문헌을 참고하여(e.g., Chen and Cottrell 

2016; Chen and Rodden 2013; Chen and Rodden 2015; Tam Cho and Liu 

2016) 실제 선거구들 중 특정 정당이 우세한 선거구의 비율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서 생성된 선거구들 중 해당 정당이 우세한 선거구의 비율을 비교함으로써 당파적 

게리멘더링의 여부를 경험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특정 정당이 유리한 선거구의 

비율이 시뮬레이션의 측정값을 크게 벗어나면 이를 당파적 게리맨더링의 증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미국 사례를 다루는 기존 연구들은 선거구 재조정(redistricting) 이전에 치러진 

통령 선거에서의 양  정당 득표율을 사용하여 실제 선거구 및 시뮬레이션을 통

주: 왼쪽에 있는 지도는 실제 획정된 선거구들을, 오른쪽 지도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생성된 선거구들

을 각각 보여준다

<그림 1> 실제 선거구와 시뮬레이션을 통해 생성된 선거구(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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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생성된 가상의 선거구에서의 우세 정당을 판별하 다(e.g., Chen and Rodden 

2013; Chen and Rodden 2015). 즉, 각 선거구가 속한 기초단위(precinct)에서의 

양  정당 득표율을 선거구 단위로 집계하여 득표수가 더 많은 한 정당을 해당 

선거구에서의 우세 정당으로 정의하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법은 통령 선거에서

의 양  정당 득표율이 지역 단위의 정당 지지도를 잘 측정하는 수단이며 의회 

선거 결과가 정당 지지도로 잘 설명된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는 2016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각 정당의 정당 명부 득표율을 가지고 정당 지지도

를 측정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에서도 지적하듯이(송병권 ․ 윤지성 2016) 정당명부 

비례 표제 하에서는 유권자들이 사표방지를 위해서 전략적으로 투표할 유인이 

적기 때문에 정당 명부 득표율은 정당 지지율을 비교적 정확하게 반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부분의 주요 정당들이 정당명부식 비례 표 후보를 한 명 이상 

추천하기 때문에 정당 명부 득표율을 사용하면 모든 읍면동 및 시군구의 정당 지

지율을 빠짐없이 측정할 수 있다. 

각 선거구에서 우세인 정당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판별하 다. 우선 각 선거

구를 이루는 모든 읍면동에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얻은 표를 합산한다. 

이를 해당 선거구에서의 총 유효득표수로 나누면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득

표율을 계산할 수 있다. 만일 비례 표의 정당 득표율이 지역 단위의 정당 지지율

을 정확하게 반 하고 유권자들이 오직 정당만을 기준으로 투표 선택을 한다면 

각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한 정당을 해당 선거구에서의 우세 정당으로 정

의해도 무방하다. 하지만 지역구 선거 결과는 비례 표 선거 결과와는 다른 양상

으로 나타난다. 실제로 지난 2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123석의 선거구에서 

승리하여 가장 많은 지역구 의석을 가져갔으나 비례 표 선거에서는 25.5퍼센트

의 득표를 하여 33.5퍼센트의 득표를 한 새누리당과 26.7퍼센트의 득표를 한 국민

의당에 이어 3위를 차지하 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를 참고하여(Chen and Cottrell 2016) 실제 지역구에

서의 선거 결과와 비례 표 득표율을 모두 사용하여 우세 정당을 판별하고자 한

다. 우선 실제 선거구에서 특정 정당이 승리할 확률과 해당 정당의 비례 표 득표

율 간의 관계를 다음과 같은 로짓(logit) 모형을 통해서 측정한 뒤 측정값을 토

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생성된 선거구에서 각 정당이 승리할 확률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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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   

위 모형에서 아래첨자 와 는 각각 정당과 선거구를 나타낸다. 는 선거

구 에서 정당 가 승리했는지를 나타내는 지시변수(indicator variable)이고 

는 선거구 에서 정당 의 비례 표 득표율이다. 실제 선거구에서의 

선거 결과를 토 로 위 모형의 와 를 측정할 수 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생성된 선거구에서 각 정당의 비례 표 득표율을 계산한 뒤 위 모형의 측정

값을 이용하면 해당 선거구에서 각 정당이 승리할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 각 선

거구에서 승리할 확률이 가장 높은 정당을 해당 선거구에서 우세한 정당으로 판단

하 다. 

<그림 2>의 a.와 b.는 1,000번의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생성된 선거구에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우세한 선거구의 분포를 각각 보여준다. 그림의 가로

축은 각 정당이 우세한 선거구의 비율을, 세로축은 1,000번의 시뮬레이션 중에서 

각 측정값이 나타난 빈도를 각각 나타낸다. 우선, 상당수의 시뮬레이션 측정값이 

동일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구획정은 시군구 경계를 무시하여 이루어질 수 없다. 본 연구의 시뮬레이션은 현

행 공직선거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선거구획정을 실행하기 위하여 인구 편차를 

줄이기 위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군구의 경계를 유지하 다. 따라서 

인구가 선거구 인구 하한선과 상한선 사이에 있는 시군구들은 시뮬레이션 과정에

서 부분 하나의 선거구로 편성된다. 또한 시군구가 통합되는 경우에도 인접한 

시군구들이 모여 하나의 선거구를 이루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에 따라 특정 정당이 

우세한 지역의 분포가 아주 크게 달라지기 어렵다.

<그림 2>의 점선은 실제로 획정된 선거구에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우

세 선거구 비율을 나타낸다. 만약에 실제 선거구획정이 특정 정당에 유리하게 이

루어졌다면 해당 정당이 우세한 지역의 비율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선거

구를 획정했을 때보다 더 높게 나타날 것이다. <그림 2>는 실제 선거구획정에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우세한 선거구의 비율이 시뮬레이션 결과와 크게 다

르지 않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에 의하면 지난 

20  총선을 앞두고 실시된 선거구획정이 새누리당이나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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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이들 양  정당이 다른 정당들에 비해서 유리하도

록 선거구획정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새누리

당 혹은 더불어민주당이 유리한 선거구의 비율을 사용하여 <그림 2>의 분석을 

반복하 다. <그림 3>은 시뮬레이션 결과 새누리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이 다른 정

당들에 비해서 우세한 선거구의 비율과 실제 선거구들 중 이들 정당이 우세한 곳

들의 비율을 비교하여 보여준다. <그림 2>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실제 선거구의 

a. 새누리당

b. 더불어민주당

<그림 2> 시뮬레이션을 통해 생성된 선거구와 실제 선거구에서의 각 정당 우세 지역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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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값이 시뮬레이션의 측정값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은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유리한 선거구의 비율을 지역별로 보여

준다. 표의 세 번째 열은 각 지역에서 두 정당이 얻은 득표율이고 네 번째 열은 

실제 선거구 중 각 정당이 유리한 선거구의 비율을 나타낸다. 나머지 세 열은 

1,000번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생성된 선거구에서 각 정당이 유리한 선거구 비율

의 평균, 최소값, 최 값을 각각 보여준다. 우선, 득표율과 우세 선거구 비율 간에 

불균형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새누리

당의 득표율은 42퍼센트지만, 새누리당이 우세한 선거구는 이들 지역 전체 선거구

의 71퍼센트에 달한다. 하지만, 득표율과 우세 선거구의 비율 간의 불균형이 선거

구획정이 특정 정당에 유리하도록 되었다는 충분한 근거가 될 수는 없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선거구획정을 진행해도 득표율과 우세 

선거구 비율 간에 불균형이 생기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시뮬레이션 알

고리즘은 특정 정당의 유불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선거구획정을 진행했기 때문

에 이러한 득표율과 우세 선거구 비율 간의 불균형은 당파적 게리맨더링의 결과라

기보다는 해당 지역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지리적인 분포 때문이

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그림 1>에서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각 정당이 우세인 선거

구의 비율이 부분 시뮬레이션 측정값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 시뮬레이션을 통해 생성된 선거구와 실제 선거구에서의 양대 정당 우세 지역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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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선거구획정의 공정성을 선거구의 조 도를 기준으로 평가해 보기로 

한다. 본 연구의 선거구획정 시뮬레이션은 시군구의 경계를 가급적 유지하고 지리

적으로 인접한 읍면동을 병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만일 실제 선거구

획정이 당파적인 목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들을 인위적으로 묶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면, 실제 선거구들의 평균적인 조 도가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벗어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볼록 껍질 측도(Convex Hull measure)를 사용하여 

선거구의 조 도를 측정하 다. 해당 측정법은 선거구획정의 공정성에 관한 미국

지역 정당 득표율 우세지역

　 　 실제 지역구 시뮬레이션 결과

　 　 평균 평균 최소값 최대값

강원도 새누리당 0.44 0.63 0.72 0.63 0.75 

강원도 더불어민주당 0.23 0.38 0.28 0.25 0.38 

서울특별시 새누리당 0.31 0.06 0.05 0.02 0.08 

서울특별시 더불어민주당 0.26 0.41 0.40 0.33 0.49 

경기도 새누리당 0.33 0.15 0.15 0.11 0.17 

경기도 더불어민주당 0.26 0.53 0.53 0.48 0.60 

인천광역시 새누리당 0.33 0.08 0.09 0.08 0.17 

인천광역시 더불어민주당 0.26 0.58 0.47 0.42 0.58 

충청도 새누리당 0.36 0.35 0.32 0.27 0.35 

충청도 더불어민주당 0.27 0.54 0.61 0.58 0.65 

전라도 새누리당 0.05 0.00 0.00 0.00 0.00 

전라도 더불어민주당 0.30 0.38 0.42 0.38 0.42 

대구/경북 새누리당 0.57 1.00 1.00 1.00 1.00 

대구/경북 더불어민주당 0.14 0.00 0.00 0.00 0.00 

부산/울산/경남 새누리당 0.42 0.71 0.73 0.68 0.74 

부산/울산/경남 더불어민주당 0.25 0.21 0.19 0.18 0.24 

제주특별자치도 새누리당 0.36 0.00 0.00 0.00 0.00 

제주특별자치도 더불어민주당 0.29 1.00 1.00 1.00 1.00 

전국 새누리당 0.34 0.32 0.32 0.30 0.34 

전국 더불어민주당 0.25 0.39 0.39 0.37 0.42 

<표 1> 각 정당의 우세 선거구 비율(지역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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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판례에서 자주 등장한 바 있다(Chen and Rodden 2015). 한 다면체(polygon)

의 볼록 껍질(convex hull)은 그 다면체를 포함하는 가장 작은 볼록 다면체

(convex polygon)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어느 선거구의 조 성을 볼록 껍질 

측도법을 사용하여 측정하려면 우선 지리정보시스템에서 해당 선거구를 다면체로 

표시한 뒤 그 선거구를 포함하는 가장 작은 볼록 다면체를 생성한다. 볼록 껍질 

측도는                             으로 정의된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선거구들의 조 도와 시뮬레이션을 통한 선거구들의 평균적

인 조 도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비교한다. 우선, 지리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실제로 획정된 각 선거구들의 조 도를 측정한 뒤 전체 선거구의 평균적인 조 도

를 계산한다. 선거구획정 시뮬레이션을 실시할 때마다 생성되는 각 선거구들의 

조 도를 측정하고 전체 선거구 조 도의 평균을 계산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본 

연구에서는 선거구획정 시뮬레이션을 1,000회 실시하 기 때문에 실제 선거구획

정의 결과를 1,000개의 모의 선거구획정 결과와 비교할 수 있다. 선거구 조 도의 

평균을 계산할 때는 조 도가 가장 낮은 선거구의 관측값은 제외하 다. 조 도가 

낮은 지역은 주로 섬이나 해안가가 많이 포함된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분석

주: 진하게 표시된 부분이 여수시갑 선거구를 나타낸다

<그림 4> 여수시갑 지도

선거구를 포함하는 볼록 다면체의 면적
선거구의 총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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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포함하면 평균값이 왜곡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실제 선거구 중에서 전라남도 

여수시갑 선거구의 조 도가 .057로 타 지역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그림 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해당 선거구가 주로 섬과 해안가를 포함하고 있

기 때문이다.

<그림 5>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생성된 선거구와 실제 선거구 사이의 평균 조

도를 비교하여 보여준다. 각 막 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생성된 선거구의 평균 조

도의 빈도를 나타내고 점선은 실제 선거구의 평균 조 도를 나타낸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실제 선거구의 조 도는 전체 시뮬레이션 결과와 비교해 보았을 

때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한다. 1,000번의 시뮬레이션 중에서 실제 선거구보다 선거

구의 조 도가 높은 경우는 단 7회뿐이다. 본 연구의 시뮬레이션 알고리즘은 시군

구를 병합할 때나 읍면동을 나눌 때 지리적으로 인접한 곳들을 묶어서 하나의 선

거구를 이루도록 하 다. 따라서 실제 선거구들의 조 도가 비교적 높다는 사실은 

선거구획정 과정이 당파적 이익을 위해서 지리적으로 떨어진 곳을 인위적으로 한

데 묶어서 선거구를 만드는 식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시사한다.11)

11) 시뮬레이션을 통해 생성된 선거구들의 평균적인 조 도가 실제 선거구의 조 도보다 낮은 

이유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알고리즘이 조 도를 최소화하는 목적으로 설계되지 않았기 

<그림 5> 시뮬레이션을 통해 생성된 선거구와 실제 선거구에서의 

평균 조밀도(compactness)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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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시뮬레이션 기법은 전체 선거구를 획정할 때뿐만 아니라 

특정 시군구를 두 개 이상의 선거구로 나눌 때도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총선

이 치러지기 전에 인구가 증가하여 특정 시군구에 추가적으로 선거구를 할당해야 

하는 경우 기존의 읍면동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실제로 

20  총선을 앞두고 수원시의 갑 ․ 을 ․ 병 ․ 정 선거구가 갑 ․ 을 ․ 병 ․ 정 ․ 무로 개편

되었는데 이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한겨레 16/02/28).

본 절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앞서 제시한 시뮬레이션 과정 중에서 3, 4단계를 

이용하여 2개 이상의 선거구가 할당된 시군구를 분할하는 시뮬레이션을 진행할 

것이다. 이번 20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실시한 선거구획정 과정에서 인구수 

상한선을 초과하여 분할된 시군구는 총 72개이고, 이들 시군구에 총 160석의 지역

구 의석이 할당되었다. 이 중에 일부 시군구는 다른 시군구와 병합된 뒤에 분할되

기도 하 다. 서울의 중구와 성동구, 부산의 북구와 강서구, 광주의 동구와 남구 

선거구들은 두 개의 시군구가 하나로 병합한 뒤에 갑과 을 두 개의 선거구로 나뉘

었다. 이들 선거구가 분할 이전에 병합된 것은 인구 기준에 미달하는 일부 시군구

가 그렇지 않은 시군구들 사이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을 포함하여 선거구를 분할하는 시뮬레이션을 100회 시행하 다. 

<그림 6>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생성된 선거구와 실제 선거구에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우세한 지역을 비교해서 보여준다. 점선으로 표시된 실제 선거구

획정의 결과가 시뮬레이션 결과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전 분석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그림 6>은 당파적 게리멘더링의 증거를 보여주

지 않는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때문이다.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당파적 게리맨더링의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을 조 도를 높이기 위한 단계는 따로 추가하지 않았다.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가장 가까운 읍면동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알고리즘을 수정하면 선거구들의 평균적인 조

도가 증가할 것이다. 이는 후속 연구의 과제로 남겨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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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

본 연구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기법을 사용하여 선거구획정의 공정성을 평가하

는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 다. 또한 선거구획정 시뮬레이션을 통해 지난 20  총

선을 앞두고 획정된 선거구들이 특정 정당에 유리하도록 만들어졌는지를 경험적

a. 새누리당

b. 더불어민주당

<그림 6>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할/생성된 선거구와 실제 선거구에서의 각 정당 우세 지역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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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분석하 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지난 선거구획정이 특정 정당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당파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뚜렷

하게 발견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시뮬레이션 기법은 앞으로 선거구획정의 공정성을 평가하

는 객관적인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가 최 /최소 선

거구의 인구편차를 2:1로 제한하 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역별 인구증감에 따른 

선거구 재조정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선거구획정의 공정성

에 한 구체적인 기준 없이는 선거구획정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게 될 것이

다. 본 연구의 시뮬레이션 기법을 활용한다면 선거구획정의 공정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물론 현실에서의 선거구획정은 정당 간, 지역 간의 타협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시뮬레이션 기법은 실제로 선거구를 획정할 

때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획정된 선거구의 정치적인 편향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선거구획정의 당파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려면 한국 정당정치의 특

성 및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역할 등에 한 검토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몇 가지 선거구획정 안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 제시

된 시뮬레이션 기법을 활용한다면 어떤 획정안이 최소한의 정치적인 공정성을 달

성하는지의 여부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본 연구의 기법이 선거구획정에 관한 재판에서 활용될 수 있기를 희망

한다. 법정조언자(amicus curiae) 제도가 인정되는 미국에서는 선거와 관련된 재

판에서 정치학자들을 비롯한 사회과학자들의 연구가 종종 활용된다. 예를 들면, 

선거구획정 시 당파적 게리멘더링에 관한 일군의 사회과학자들의 법정조언자 의

견서(King et al. 2006)가 미연방 법원의 다수 의견서에서 긍정적으로 인용된 바 

있다(Chen and Rodden 2015).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사회과학자들의 경험적인 

연구가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선거구획정의 공정성을 판

단하는 경험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의 부재가 선거구획정 판결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본 연구의 기법을 통한 분석 결과는 앞으로 선거구획정에 

관한 재판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될 여지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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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I empirically assess the presence of partisan gerrymandering 
in the 2016 Korean National Assembly election redistricting using computer 
simulations. I create 1,000 computer simulated districting plans and compare 
them to the actual districting plan to assess the presence and the extent of 
partisan gerrymandering. I find no evidence of partisan gerrymandering. First, 
I find that the distribution of districts favorable to the two major parties at 
the time, the Saenuri and the Democratic Party, is within the range of the 
distributions of the computer-simulated plans. Second, I show that the average 
compactness of actual districts is superior to the average compactness of most 

of the simulated districting pl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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