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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제 우리나라는 이른바 선거의 계절이 연달아 돌아온다. 20대 총선과 19대 대선이 그것이다. 대선 후보 논
의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후보의 생김새나 말투, 음성, 옷차림 등에도 적잖이 좌우됨을 깨닫게 된다. 한 설문결과를 
보니 대통령을 뽑을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보느냐라는 물음에 능력과 경력, 정책 등이 높은 순위였고, 그 상식적
인 덕목을 바로 뒤따르는 게 인물과 이미지였다. 이 연구는 선거를 통한 공직후보 당선자의 얼굴을 연구하였다. 이 
연구는 아름다움(美)과 성(性)별이 선거의 승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찰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선거유인물 상
에 제시된 홍보사진을 이용한 설문조사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비록 아름다움이라는 요소가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역할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와 같은 아름다움이라는 요소 보다는 투표결정에 보다 강력한 관련을 갖는 것은 후보자에 
대한 적격성 그리고 신뢰성 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필자는 또한 아름다움과 적격성의 평가가 긍정적으로 서
로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주제어 : 아름다움(美), 성(性), 선거, 정치후보자, 아름다움프리미엄, 정치와 예술 융복합

Abstract  There will be coming soon a sequence of the so-called election season in Korea. That is the 20th 
session of general elections and the 19th presidential election which are taking place one after another. When 
we talk about presidential candidate, we may realize that the choice were relied upon candidate’s facial 
appearance and speech, voice, dress, and so on. One poll showed that capacity and policy were ranked high 
and figure and image were ranked next by asking “what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when you vote for the 
president?” This study looked into the candidate’s face of a newly elected public office through the election 
voting. I studied how the factors of sex and beauty may affect on the election results. I analyse survey of 
candidate’s photo on the election leaflets. Analyzed result said that candidate’s competency and trust have 
strong relations in the voting choice rather than beauty even if it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I also find that 
both beauty and competency are positively interrel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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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어느 사람에게 있어서나 아름다움은 사회생활에서 많

은 이 을 제공한다는 사실은 리 알려져 있다. 랑 루

아 등[1]은 102가지 선행연구 결과에 해서 메타분석

(meta-analysis)을 시도하고 “사람의 외모는 그들이 어

떻게 다른 사람을 인식하고  다른 사람에 의하여 취

을 받는지 그 향을 알려주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심

지어 그들이 구인지를 아는 것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는 사실을 보고하 다. 매력 인 사람은 그와는 반 로 

매력 이지 못한 사람보다도 정 인 행동과 특성을 보

다 더 잘 드러내 다는 사실은 흥미롭다. 매력 인 어린

이들은 친구들에게 더 인기있고 래집단에서도 잘 응

한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매력 인 성인은 직업세계에서 

더 크게 성공하며, 사람들에게 더 인기있고, 육체 으로

도 건강하고, 약간은 외향 이며, 높은 자존감을 갖고 있

고, 사회성이 좋으며, 정신력 한 강하다고 한다[2]. 경

제학 역의 최근 연구문헌들은 다른 사람들이 인식하고 

지각하는 상으로서 좋은 모습은 많은 혜택을 얻는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결과는 노동시장에서 

실질 인 혜택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한편, 아름다운 사

람들은 이른바 “아름다움 리미엄”이라고 불리는 더 높

은 임 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밝 졌다. 해머메쉬와 

비들(Hamermesh and Biddle, 1994)의 연구에 따르면 평

균 이상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들은 평균 이

하의 아름다움을 가진 근로자보다도 10% 내지 15%의 

여를 더 받는다고 한다. 다른 연구들도 이와 비슷한 실증

인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3]. 이외에도 다른 경험  연

구 한 이와 같은 내용을 확인 시켜주고 있고[4], 아름다

움의 효과에 한 보다 더 일반 인 연구가 많이 있다[5].

필자는 이 연구에서 메타분석을 통한 이러한 선행연

구 결과에 하여 한걸음 더 진 된 논의를 시도해 보고

자 한다. 다시 말해 노동시장뿐만 아니라 정치 역에 있

어서도 이러한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어떠한 혜택이 있는

지 여부에 해서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다. 정치 역에 

있어서 소  아름다움에 한 리미엄이 있는지 즉, 아

름답다거나 잘생긴 외모를 가진 정치 후보자가 공직선거

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것 인지를 알아보고자 하

는 것이다. 소셜 미디어(SNS)의 등장과 정치 실의 변

화로 인해 TV 방송에 등장하는 후보자의 용모나 복장 

등 외모에서 느껴지는 이미지가 갈수록 요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하여 깊이 있는 연구는 아니지만 

그 향성을 언 한 연구가 있다[6]. 아름다움에 한 혜

택은 투표를 하겠다고 명시 으로 표 하는 것에 한 

논리 혹은 인과과정에 따르면 실제 선거에서 사실상 보

다 더 큰 결과로 나타난다. 그 결과 이미지가 선거의 당

락에 직결된다는 사실을 각 정당이나 후보자가 의식하게 

됨에 따라 ‘이미지 선거’라 일컬어지는 선거 술이 요

하게 되고 있다는 은 본 연구를 통해서도 밝 진 정책

 함의이다. 기회비용이 존재하지 않은 역에서 사람

들은 가장 잘생긴 후보 는 가장 아름다운 후보에게 투

표를 하려고 할 것이다. 만일 그 다면 유권자들은 자신

들의 선택기 을 정치 인 랫폼보다도 후보자에게 더 

을 맞추고자 할 것이고 이것은 정치  선거에 있어

서 어떠한 경향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7].

필자의 연구가 남성 그리고 여성 정치후보자의 아름

다움이라는 인자의 평가에 한 우리나라 최 의 시도가 

아닐까 생각한다. 특히 정치 후보자들의 아름다움(美)을 

기 으로 한 남성 그리고 여성 유권자들의 반응의 서로 

상이함에 해서 시사 하는바가 크다 할 것이다. 선행연

구에서 사용되었던 실제 선거 유인물 상의 사진들은 남

성과 여성 후보자의 선거결과와 유권자들의 평가가 어떠

한 련성이 있는지 그리고 성별 차이에 한 어떠한 괴

리가 있는지를 개략 으로 제시하는데 많은 도움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 결과 선거와 련된 미용산업, 정치

컨설 업, 여론조사업, 의류산업, 기타 련 산업에서 이 

연구의 정책  함의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연구의 설계를 언

한 후, 선거에서 유권자의 후보자 인식에 한 내용을 살

펴 결론을 도출하도록 하겠다.

2. 선행연구의 검토

실제로  정치에서 이미지의 향력은 차 증

되어 이미지의 활용이 선거의 승패를 좌우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 정치 역에 있어서 아름다움의 

역할에 한 필자의 연구결과가 드러내는 주요한 학문

인 기여는 성(性) 역할의 체계 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

이다. 만일 아름다움이라는 문제가 선거에서 이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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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필요한 요소라고 한다면 이러한 질문은 여성 후보

자와 남성 후보자에 있어서 차이를 드러내는 이 이 무

엇을 의미하는지를 밝 야 한다. 한 필자는 공직선거

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아름다움과 다른 자질이나 특성의 

평가에 있어서 남성 유권자와 여성 유권자가 다르게 반

응하는 것인지를 조사하 다. 지 까지의 아름다움에 

한 국내 연구문헌들은 성(Gender) 문제에 하여  

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은 것 같다. 하지만 일반 이고 

넓은 범 에 걸친 메타분석 연구에서 랑 로아 등은 다

음과 같은 사실을 보고하고 있다[9].

메타분석은 특정문화권 내에서나 다른 문화권에 걸쳐

서도 양자 모두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매력 이고  어

떤 사람이 매력 이지 않는가에 해서 일반 으로 동의

하고 있다는 을 증명하 다. 나아가 매력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인생의 각 역에서 매우 요하고도 다양한 

이 이 있다. 필자는 단지 성 (性的)인 차별성과 약간의 

나이 차이와 같은 것은 어린 아이들과 성인 그리고 남성

과 여성에 있어서 아주 요한 문제임을 제시하고자 한

다.

해머메쉬와 비들(Hamermesh Biddle, 1994)은 노동시

장에서 아름다움은 심각할 정도의 커다란 벌칙이나 그와

는 정반 로 리미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짓고 있

다[10]. 특히 리미엄의 경우는 남자보다는 여자에게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지도 않다. 만

일 어떤 경우 이와는 반 의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면 그

것은 여성들이 얻는 수입보다도 남성들이 겉으로 드러난 

외모를 기 로 해서 얻는 수입이 약간 더 높은 향을 미

칠 뿐이라는 것이다. 동일한 양  결과를 다른 노동시장 

연구들에서 확보할 수 있다. 아름다움에 을 맞추지 

않고 노동시장에서 남성과 여성을 서로 다르게 취 을 

하는 것에 한 연구도 있다[11].

선거에 한 연구들  성별이나 아름다움에 하여 

논의한 보고가 그리 많지는 않다. 반두치(Banducci et al., 

2003) 등은 선거에서 여성 후보자들이 평균 으로 남성 

후보자들보다도 더 매력 이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

다고 보고하고 있다[12]. 하지만 이 연구는 남성과 여성 

후보자 사이에 아름다움의 차이가 어떻게 선거에 향을 

미치는지에 해서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해머메쉬(Hamermesh)는 미국경제 회(American 

Economic Association)의 고 직 선거에 해서 살펴보

았고 그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을 제시하고 있다. 

남성 후보자의 선거 승리에 그의 아름다움이 크게 향

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 하 다. 그에 의하면 거의 부분

의 경우에 통계 으로 아주 유의미한 향이 아름다움으

로부터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 후

보자들에 해서는 그와 같은 향이 실제 으로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가 연구에서 선택한 표본 

 여성유권자의 74%가 다음과 같은 사실을 결과로써 

증명하고 있는데 혹자는 여성 정치후보자의 아름다움이 

아주 작은 한계효과를 나타낼 뿐이라고 기 하고 있다.

해머메쉬와 슈미트(Hamermesh & Schmidt)는 2003

년 선거에서 성차별이 미치는 향에 해서 연구하고 

그 결과 만일 후보자들의 자격이 동일하다면 선거에서 

남성과 여성이 동일하게 취 받는다는 사실을 계량경제

학회(Econometric Society)에 발표하 다.

2006년 도날드와 해머메쉬(Hamermesh & Donald)는 

미국경제 회(American Economic Association)의 선거

를 연구하고 여성들은 선거에서 남성보다 이 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 다. 선거에서 여성 후보자의 당선은 남

성들보다도 더 쉽다는 결과 다. 다른 결정 요소들로서 

설명할 수 있는 것보다도 이러한 성별을 기 로 한 결과

는 훨씬 더 결정 인 것이다.

1994년 딜링햄(Dillingham et al.) 등은 특수직업군의 

선거에 한  다른 연구에서 여성들이 다른 여성들에

게 불비례 인 정도의 투표성향을 행사하고 있음을 발견

하 다. 반면에 남성들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성별

에 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 다. 이와 같은 3가지 연구

는 명백히 아름다움이라는 요소에 하여 살펴본 것은 

아니다.

클라인과 로사르(Klein and Rosar, 2006)는 후보자의 

득표에 남성이 보다 더 정 으로 향을 미치고 있음

을 발견 하 지만 여기서 정 인 정도는 단지 0.5%에 

불과한 것이었다[13]. 그들은 아름다움이라는 평가에 있

어서 성차별이 있는지에 해서는 조사하지 않았다.

성(性), 아름다움(美), 선거에 있어서의 승리에 한 

주된  이외에 필자는 본 연구에서  다른 학문 인 

성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생물학

인 성(sex)이 아니라 사회학 인 성(gender)를 의미한다. 

첫째, 유권자의 평가가 실제 선거에 있어서 승리와 어떤 

련성이 있는 것인가 뿐만 아니라 실제조사에 사용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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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사진을 이용하여 어떻게 후보자가 가상의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를 연구해 보았다. 둘째, 연구 상 후보

에 하여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특징이 유권

자들에게 향을 미치는지에 해서도 검토해 보았다. 

셋째, 필자의 연구는 정치인의 성공에 향을 미치는 외

모(얼굴 모습)가 어느 정도 향력이 있는지에 한 연구

이고 이러한 연구의 시도는 정당 내에서의 후보자 사이

의 경쟁뿐만이 아니라 실제 선거제도에 있어서도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와 같은 경쟁의 유형에 

을 맞추는 것에는 3가지의 혜택이 있다.

첫째, 많은 선거제도가 비례 표제를 택하고 있어서 

복수의 정치 후보자들은 여러 곳에서 같은 정당 내에 있

는 다른 후보자들과 경쟁을 하게 된다.

둘째,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상 다수투표제도

(plurality-vote systems)는 비선거 단계에서 후보자들 

사이에 당내 경쟁을 거쳐야 하고 그러한 이유 때문에 필

자의 연구는 우리나라 보다는 오히려 미국의 정치제도에 

분명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부분의 선행연구에서 그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정당간의 경쟁보다도 정당내의 경쟁을 

연구하기 한 방법론 인 이 을 갖고 있다. 그 주된 이

유는 선거제도에 있어서 아름다움(美)의 향을 격리시

키는 것이 보다 더 쉽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정당의 후

보자들 사이에 있어서 선택을 하는 것은 를 들어 보수

와 진보 같은 이데올로기 등의 요인들에 의하여 향을 

받을 것으로 기 하기 때문에 필자의 근방식은 이와 

같은 문제를 제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필자의 연구는 정치에 있어서 아름다움의 역할에 

한 최근에 등장하는 문헌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과 깊은 

련이 있다. 이 연구결과는 후보자들이 성차별에 의하

여 특징을 갖고 있는지 여부에 한 특별한 에서의 

고찰이다. 그러나 연구의 설계는 선거결과의 확인과 그 

결과의 확장이라는 필요성 때문에 선행연구 결과를 일반

으로 인용하는 간 인 방법을 택하 다.

구체 으로 보면 반두치(Banducci et al., 2003) 등은 

국의 지방의회 선거에서 매력 인 후보자들이 14% 포

인트 차이로 후보자의 득표지분이 가장 낮은 평가에서부

터 가장 높은 평가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결

과는 다름 아닌 매력(魅力)이라는 이  때문이라는 사실

을 보고하고 있다.

클라인과 로사르(Klein and Rosar, 2006)의 연구결과

는 독일의 주(州)의회 선거에 한 연구인데 의회구성의 

후보자들이 그 상이었다. 여기에서는 평균 으로 낮은 

후보자의 매력을 아름다움이 보충해 주었고 그 결과 후

보자의 매력이 미치는 변화는 2% 내지 4% 포인트의 투

표율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한편, 토도로 (Todorov et al., 2005) 등은 미국 연방

의회의 실제 선거결과를 기 로 선거에 사용된 사진을 

분석한 결과 그 측은 상원의원 선거의 71.6% 그리고 

하원의원 선거의 66.8%에 해당하는 정도로 상당히 정확

하게 그 후보자의 격성을 추론할 수 있다고 제시하

다.

토도로 (Todorov et al.) 등은 2005년 자신들의 연구

결과에서 성별 특성에 한 실질 인 어떤 것도 말하고 

있지 않다. 반면에 한 명의 남성후보자와 한 명의 여성후

보자 사이에 인종에 있어서 약간의 혜택이 있다는 것 이

외에는 보다 더 격성을 갖춘 것으로 인식한 후보들을 

찰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특징은 없다고 발표하

다. 토도로  등의 가정은 남성후보자와 여성후보자의 

련성 있는 격성을 평가하는 것을 유권자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하 다.

벤자민과 샤피로(Benjamin and Shapiro, 2006)는 미국 

주지사 선거에 있어서 실제 투표율의 변화에 한 약 

20%가 비디오 클립의 평가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정치 역에 있어서 아름다움의 역할에 한 연구를 

하기 해서 필자는 해외 정치지도자들에 한 수많은 

얼굴 사진에 하여 인터넷 검색을 실시하 고, 통계

인 유의미성을 얻기 하여 커다란 모집단의 응답자들을 

수집하여 실시한 조사를 분석하 다. 여기에는 5  척도

의 평가로써 정치인들의 몇몇 특성과 그들의 얼굴에 

한 평가를 담고 있다. 분석 상의 조사는 험성을 최소

화하기 하여 해외 정치인들을 상으로 하 고 응답자

들이 사진에 해서 인식할 수 있는 상만을 기 으로 

수행한 자료를 분석 상으로 하 다.

정치후보자들의 각각의 아름다움에 한 수는 9가

지 평가요소에 하여 평균을 기 으로 하 고 과거에 

시행된 선거에서 그들이 얻었던 득표수와 련성을 찾고

자 하 다. 질문에 하여 응답한 사람들에게 보여  선

거유인물 상의 사진은 정당들이 사용한 정치 고에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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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후보자들의 얼굴을 유권자들에게 제시한 것이다. 선

행연구에서는 이러한 조사결과를 가상의 선거를 제로 

4명의 후보자들에게 그들이 투표를 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하고 구를 선택할 것인지를 물었다.

3. 연구의 설계

3.1 연구대상

3.1.1 사실

필자가 연구에서 분석 상으로 사용한 선행연구는 그 

정치 인 배경설정이 핀란드이고 선거제도는 비례선거

이다[14]. 핀란드는 단원제 의회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14

개 선거구로 나뉘어져 있으며, 선거에 의하여 체 199명

의 의원들을 선출한다. 그리고 자치주에서 선출하는 1명

의 의원을 합하여 200명의 의원이 존재한다. 선거는 매 4

년마다 실시되고 재 8개의 정당이 의회를 구성하고 있

다.

각각의 선거구에서 정당들은 알 벳 순서에 따라 자

신들의 후보자를 투표용지에 표시한다. 한 선거연합

(electoral alliances)이나 합동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할 

수도 있다. 단순화를 해 오로지 정당의 명칭만을 언

하여야 한다. 각각의 유권자들은 선거에서 하나의 투표

용지에 1명의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고  반드시 1명에

만 투표하여야 한다.

2003년 총선에서 투표 참가자는 투표권을 가진 시민 

가운데 69.7%가 참여하 다. 여성 후보자들은 모든 투표

수의 42.6%를 획득 하 고 체 의회의원 200명  여성

의원은 75명에 달하 다.

3.1.2 표본

본 연구의 검토는 해머메쉬(Hamermesh)와 비교하여 

4배에 해당하는 수의 응답지를 사용한 조사를 분석하

다. 즉, 토도로 (Todorov et al.) 등은 34명의 응답자들

로부터 아름다움에 한 평가를 수집하 다[8]. 모비우스

와 로센블랏트(Mobius and Rosenblat)의 50 표본, 반두

치(Banducci et al.) 등의 100 표본, 벤자민과 샤피로

(Benjamin and Shapiro)의 264 표본, 그리고 토도로

(Todorov et al.) 등의 843 표본보다도 더 많은 2,800개의 

선행연구 조사결과를 분석하 다. 이런 결과는 일종의 

민감성 테스트와 같다. 따라서 후보자는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 로 보여주기 보다는 이미지 조작  변경을 통

해서라도 정 인 모습을 유권자에게 보여  필요가 있

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필자는 작은 표본의 분석에 의

하여 조종이 되는 결과의 험을 이기 하여 다른 어

떤 연구보다도 더 많은 응답결과를 확보한 조사를 상

으로 분석하 고, 선거에 활용된 많은 사진들을 사용하

여 가능한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응답을 확보하려고 시도

한 연구를 상으로 분석하 다. 필자의 이러한 분석을 

용하면 찰 가능한 유형에 한 하나의 선거구 혹은 

하나의 특정지역 내에 한 설명을 보편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3.2 조사

3.2.1 조사의 전제조건

사회과학자들에게 아름다움(美)이 의미가 있는 변수

로써 연구 상이 되기 해서는 이 개념에 한 이해가 

숫자로 밝 져야 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연구자들 

사이에 어느 정도 안정 인 동의나 그들의 합의를 반

할 수 있어야 한다. 랑 루아(Langlois et al., 2000) 등의 

연구는 선거에서 가 심을 끄는 인물이고  가 

심을 끌지 못하는 인물인지에 하여 통계 으로 요한 

동의와 고려할 만한 사항이 존재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

런데 이 게 심을 끄는 요소는 특정문화권 혹은 복수

의 문화권에 걸쳐 발생하는 요소이다.

해머메쉬와 비들은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15]. 

“특정시 에서 특정문화권 내에는 아름다움의 기 에 

한 범 한 동의가 존재하고 이러한 기 은 매우 천천

히 변화하고 있다.” 동일한 에 하여 아담스(Adams), 

페잉올드(Feingold), 존스와 힐(Jones and Hill), 페렛 등

(Perrett et al.), 커닝햄 등(Cunningham et al.), 그리고 아

론(Aharon et al.) 등이 찬성하 다[16]. 그 지만 필자는 

국가들 사이에서 하게 작은 차이 들을 발견했다. 

를 들어 아름다움에 한 5  척도의 평균평 이 스웨

덴은 2.7, 미국은 2.8, 랑스는 2.6, 독일은 2.8, 덴마크는 

2.7, 기타 국가는 역시 2.7이었다. 이것은 서로 다른 나라

들로부터의 반응이 동일한 시간 동안의 같은 사진으로부

터 평가한 것이 아니다. 그 기 때문에 의사를 표시한 모

든 국 의 반응자들 사이에 각각의 사진에 한 평가의 

간에서 국가평가의 표 편차와 비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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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선행연구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서로 다른 나라의 유권자들은 같은 사진에 해서 매

우 동일한 평가를 내렸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인다. 다만, 

유일하게 랑스만은 후보자들의 사진에 해서 다른 국

가의 유권자들보다 아름다움에 하여 약간 낮은 평가를 

하고 있다. 즉, 스웨덴은 0.0002, 미국은 0.0164, 랑스는 

0.1092, 독일은 0.0288, 덴마크는 0.0246, 그리고 다른 국

가는 0.0151이다. 이러한 기 지식에 따라 필자는 인터넷

을 기반으로 한 선행연구의 조사를 본고의 작성에 원용

하 다. 질문과 선택할 수 있는 답변에 한 간략한 내용

을 아래에 소개하 다. 의 조사에서 연구자들은 어떻

게 정치후보자(인물)의 아름다움이라는 요소가 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내는지를 해석하고 선거에서 승리를 결정하

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보다 정확하게 밝히기 해서 아

름다움에 하여 질문하 을 뿐만 아니라 가능한 련성 

있는 후보자의 다른 특질들도 질문 하 다. 연구자들은 

사진이 사람의 진정한 성격을 나타내는 것을 평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이 연구는 유권자들

의 인식과 그것들이 어떻게 서로 련되어 있는지에 

한 것이다. 숨어있는 어떤 진실한 성격들도 그 련성의 

주장에 하여 해석될 수 있는 계라고 보고된 것은 하

나도 없다. 이 선행연구의 조사는 지 부터 10년 인 

2006년 과 여름에 수행되었다.

3.2.2 조사방법

본고의 분석 상인 연구는 여러 명의 동료 연구자들

과 핀란드 밖의 다양한 학에서의 학생들의 도움으로 

수행되었고 연구방법은 강의와 이메일로 수행되었다. 연

구자들은 통 인 학생설문 응답자 모집방법을 택하

는바 많은 수의 참여자들이 기꺼이 응답하겠다고 하 고 

매번 응답실시에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응답하 으며 

스웨덴의 웁살라 학(Uppsala University)과 랑스의 

사이언스 포 학(Sciences Po)에서 실시되었다. 학생이 

아닌 신분의 조사 참여자들에게 심을 불러일으키고 이

러한 연구에 참여시키기 한 요청은  웁살라 학의 

동창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으며 두 개의 문가 집단인 

국제공공 융연구소(International Institute of Public 

Finance)와 유럽공공정책선택학회(European Public 

Choice Society) 구성원에게도 이메일을 보냈다. 연구자

들은 한 연구를 리 홍보하기 하여 여러 명의 블로

거들과도 력하 다. 여기서 블로그는 웹블로그를 의미

한다. 즉, 재의 논쟁이 일고 있는 주제나 사회문제에 

하여 개인 인 평가를 게시한 웹사이트를 말한다.

연구진들의 자료수집 방법은 통 인 학생응답자와 

다른 방법으로 모집된 응답자들을 서로 분리하여 연구결

과를 도출하 다. 응답자들에게는 참여에 한 선택으로

써 100유로에 해당하는 복권 추첨기회가 주어졌고 이 연

구결과에 한 장래의 연구결과 요약본을 받아볼 수 있

는 주문 기회가 부여되었다. 연구자들은 같은 사진을 

이용하여  다른 웹조사를 실시하 다. 3,500명의 참가

자들로부터 39,000개의 응답을 확보하 다. 사진이 정치

 선거의 후보자 모습을 묘사하는 이 의 조사에서 연

구자들이 보고한 이 없었던 것처럼 연구자들은 오로지 

재의 조사에 을 맞추었다.

연구자들은 정치 인 것을 연구하기 때문에 응답자들

이 구에게 투표할 것인가를 묻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 조사와 재조사에서 매우 높은 연 성을 

제시하고 있고 그 결과에 한 분석이 아주 민감한 것으

로 나타났다. 양자의 조사가 통합되었을 때 각각의 사진

들은 략 30개의 평균 인 평가를 받을 수 있었고 이러

한 결과는 통계 으로 매우 튼튼한 지지를 보여주고 있

다. 아주 요한 것은 연구자들이 발견한 결과가 실험에 

참가한 유권자들이 사진에 나타난 사람이 정치인인지 아

닌지를 분간할 수 있는지 여부에 해서 상 으로 동

일하다는 이다.

3.2.3 조사의 통제

연구진들은 각각의 조사 참여자들에게 한번에 4장의 

사진을 보여주었고 이  두 명은 여성이고 나머지 두 명

은 남성 사진이었으며 이 4장의 사진 에서 응답자들은 

무작 로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하 다. 조사 참여자들

이 선택한 결과와 련하여 여러 개의 질문도 동시에 주

어졌다. 물론 거기에는 선택사항이 있었는데 4장의 사진

을 평가한 후에 4장의 사진에 한 추가 인 평가를 할 

수가 있으며 이번에는 선택과 련하여 오로지 여성만을 

평가할 것인지 아니면 오로지 남성만을 선택할 것인지 

이것도 아니면 계속 혼합된 선택지를 받을 것인지에 

하여 질문할 수 있도록 하 다.

이 연구에서 응답자들에게는 주어진 사진을 살펴보는

데 한 시간제한을 두지는 않았다. 추측컨 , 실험에 참



A Gender and The Beauty Showed in Politician's Facial Appearance as an Element of Winning in the Election Proces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403

가한 가상의 유권자들은 사진을 찰한 것이 서로 다른 

시간 다고 하지만 이것이 특별히 문제되는 것은 아니

다. 비슷한 연구는 1992년 엠바디와 로젠탈(Ambady & 

Rosenthal)의 연구인데 얼굴에 하여 특정인이 가지고 

있는 측가능한 것 보다 더 큰 정확성을 포기하지 않고 

행동특성을 오랜 기간 동안 찰함으로써 연구를 수행한 

것이다[17]. 사진의 크기는 략 5 x 3.5cm(2 x 1.37인치)

이었으며 주인공들은 오로지 얼굴만 힌 사진이었다. 

어느 구에 해서도 사진 이외에는 어떠한 정보도 주

어지지 않았다.

핀란드에서 정당은 각각의 지역구에 배포한 포스터에 

각각의 선거출마 후보자들의 사진 한 장만을 게시할 수 

있다. 이러한 사진들이 조사에 참여한 정당으로부터 연

구자들에게 제공되었다. 그리하여 이 연구에 참여한 응

답자들은 실제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찰할 수 있는 동

일한 사진을 보여주었다. 연구자들이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한 사진은 유권자들에게 정확하게 제시하 고 

이것은 사진의 품질이나 후보자가 어떠한 의상을 입고 

있는지 등에 한 것은 다른 사진들에서 사용한 것과 비

교하여 특별히 요한 문제는 아니었다. 심지어 혹자는 

실제 가상의 유권자들에게 보여  사진보다도 다른 사진

을 사용하는 것이 선거에 있어서 성공에 향을 미치는 

후보자의 외모를 평가하는데 편견을 갖는 것이라고 비

할 수도 있다. 결국 모든 가상의 유권자들은 후보자를 직

 면해서 볼 수 있는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 즉, 이

들은 오로지 홍보물에 제시된 사진에만 의존하 다. 사

진에 나타나있는 후보자들은 4개의 정당에서 출마한 자

들인데 사회민주당(Social Democratic Party), 국민연합

당(National Coalition Party), 좌 동맹(Left Alliance), 

그리고 녹색연맹(Green League) 등이다. 이와 같은 정당

들은 2003년 총선에서 의회구성원으로 선출된 의석의 

63%를 하고 있다.

3.3 자료

3.3.1 사진의 수

연구에 사용된 핀란드 정치 후보자들의 사진은 1,929

개가 포함되어 있는데 구체 으로는 남성이 1,009명으로

서 52%, 여성이 920명으로서 48%이었으며, 지방선거에 

사용된 사진이 57%, 국단 의 수 에서 실시된 선거에 

사용된 사진이 43%이다. 연구자들은 어도 4장의 사진

에 한 체에 걸친 평가를 마친 응답자들에 의한 평가

만을 포함시켰다. 가상 인 선거를 연구한 경우를 제외

하고 연구자들은 어도 3가지 평가를 마친 사진들만을 

포함시켰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 것은 1,789장의 사진

이었다. 아래의 실제 선거결과에 하여 논의한 부분에

서 연구자들은 직자들이 아닌 후보자들의 1,569장의 

사진을 부분 분석하여 그 범 내로 논의를 한정시켰다.

3.3.2 응답자 수

어도 4개의 사진에 한 평가를 마친 응답자로부터 

받은 사진에 한 평가의 수는 16,432개 다. 평균 으로 

각각의 사진은 9명의 응답자들로부터 평가가 있었다.

Nations
Residential states Home

No. ratio No. ratio

USA 859 31.0 800 28.9

Sweden 850 30.7 863 31.1

France 261 9.4 230 8.3

Germany 220 7.9 219 7.9

Nenmark 156 5.6 154 5.6

others 426 15.4 506 18.2

Total 2,772 100 2,772 100

<Table 1> Number of response by nations

주의사항: 응답자들은 어도 4장의 사진에 한 평가

를 나타냈다. 66%가 남성이었고, 34%가 여성이었다. 

32%는 학생들이었으며, 이  14%가 박사과정 혹은 그 

이상의 학  소지자 학생들이었다. 응답자의 평균 연령

은 31세 다. 응답자들이 사진속의 정치인들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보증하기 하여 핀란드에 살고 있

는 응답자들에게는 스웨덴 정치인들의 사진을 보여주었

고, 그들의 평가는 이 연구결과의 부분에 포함시키지 않

았다.

4. 선거에서 유권자의 후보자 인식

4.1 후보자의 특질에 대한 인식

본 연구에서 측정항목으로는 선거유인물의 사진에 나

타난 후보자의 아름다움, 격성, 호감도, 신뢰성, 지 능

력 5가지를 선정하 다. 이러한 항목의 선정은 선거후보

자의 자질과 이미지의 상호 련성을 알아보기 한 것이

다. 측정항목의 신뢰도는 결과를 나타낸 테이블에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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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설명하 다. 이러한 측정항목은 선행연구자 마다 

항목설정이 다양하다. 를 들어, 최 재와 박동진은 “정

치인과 CEO의 이미지에 한 연구”에서 인지 , 감정  

요소의 구성과 효과를 측정항목으로 선택하 고, Rahn, 

et al., (1990)은 ‘공  이미지와 사  이미지’를 측정항목

으로 선정하 다. 메타분석의 방법을 택한 본연구는 

Berggren et al.,(2006)의 선행연구인 The Looks of a 

Winner: Beauty, Gender and Electoral Success를 기

로 설정되었다.

각각의 사진은 5개의 응답선택지를 사용하여 평가를 

하 는바 연구자들은 이것을 5  척도로 변환하 다. 가

장 낮은 아름다움에 한 평가는 1 , 가장 높은 수 에

서 아름답다고 평가한 것은 5 에 해당한다. 후보자들에 

한 특질을 평가함에 있어서 응답자들은 원하지 않는 

경우 평가를 하지 않을 선택권을 부여받았다. 이와 같은 

선택 결과 아름다움에 한 0.5% 포인트와 신뢰성에 

한 7.9% 포인트 사이에서 응답자들은 다양한 거부권을 

표시하 다. 응답자들 사이에는 실질 인 합의사항이 존

재하는데 만일 아름다움에 한 두 개의 그룹에 을 

맞추자면 그것은 평균이상(4   5 )  평균이하(1  

 2 )로 나  수 있다. 주어진 정보에 한 평가자 내부

의 동의의 일치도를 나타내는 카 계수(kappa coefficient)

는 0.48이며 이는 통계 으로 매우 높은 유의성을 가진

다. 그러나 남성과 여성의 응답자들은 항상 자신들의 평

가에 동의를 하는 것은 아니다<Table 2>.

평균 으로 남성 응답자들에게는 분명한 성향이 존재

하는데 여성 후보자의 사진을 보여주었을 때 여성 응답

자들이 했던 것보다도 낮은 정 인 평가를 보 다. 남

성 후보자들의 사진에 한 평가에는 보다 더 은 차이

를 나타내었는데 5% 수 에서 오로지 통계 으로 유의

한 차이는 여성 응답자들이 보이는 반응과 비교하여 잘

생기고 아름다운 사진에서 남성 응답자들이 남성 후보자

들을 찾는 수 이었다. 학생들과 가상의 실험에 참여한 

다른 응답자들로부터 수집한 평가는 놀랍게도 유사하며

(평균 2.69이고 학생이 아닌 자들은 2.79), 통계 으로는 

학생들이 아름다움에 하여 후보자를 평가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보다 부정 인 결과를 나타냈다는 에서 

요한 차이 이 있을 뿐이고, 신뢰성에 해서는 오히

려 더 정 으로(평균 3.23이고 학생이 아닌 자들은 

3.17) 평가하 다.

Variation

Male 

respondents

evaluating

male 

candidates

Female

respondents

evaluating

male 

candidates

Male 

respondents

evaluating

female

candidates

Female

respondents

evaluating

female

candidates

beauty 2.644 2.573 2.790 3.009

competence 3.304 3.272 3.205 3.389

likability 3.069 3.060 3.223 3.371

trust 3.043 3.015 3.292 3.418

intelligence 3.382 3.352 3.229 3.367

<Table 2> Evaluation of average

평균 으로 남성 응답자들은 여성 정치 후보자들보다

도 남성 정치 후보자들이 보다 더 지 이며 정치인으로

서의 격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여성 정

치 후보자들은 보다 더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호감이 

있고 그리고 더 신뢰할만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조사에 

참여한 여성 응답자들은 조사 상 모든 문항에서 여성 

정치 후보자들의 특징에 보다 더 정 인 평가를 내렸

으며 지성 항목의 평가에서 비록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통계 으로 유의성은 없다. 상 계수(correlation 

coefficients)에 해서는 <Table  3>에 제시하 다. 연

구자들이 사용한 질문 내용은 본고의 부록 설문항목으로 

제시하 다.

beauty
compet-

ence

lika-

bility
trust

intelli-

gence

beauty 1.0000

compe-

tence
0.3154 1.0000

likability 0.4077 0.3185 1.0000

trust 0.2169 0.3801 0.5058 1.0000

intelli-

gence
0.2778 0.6531 0.2803 0.3632 1.0000

<Table 3> Correlation matrix

주의사항: 보고된 모든 특성은 통계 으로 요하고 

서로 정 인 상 계를 나타낸다. 가장 강한 상

계는 격성과 지성사이의 계이며 가장 약한 상 계

는 아름다움과 신뢰성 사이의 계 다. 아름다움은 호

감도와 가장 강한 상 계를 갖는다. 상 계는 학생

들과 학생이 아닌 자들 사이에서도 매우 유사하 다. 다

만, 통계 으로는 요한 차이가 있는데 학생들은 신뢰



A Gender and The Beauty Showed in Politician's Facial Appearance as an Element of Winning in the Election Proces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405

성에 한 연 이 아름다움과(학생들의 상 계는 

0.199 고 학생이 아닌 자들은 0.235 다.) 격성에 한 

것보다 약하게 나타났다(학생들의 상 계는 0.360이었

고 학생이 아닌 자들은 0.396이었다).

4.2 가상의 선거

실제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태도 결정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많지만, 특히 정치커뮤니 이션에 있어 

후보자들은 유권자들에 한 노출을 자신들의 향력과 

동일시하게 된다. 따라서 후보자들은 유권자들에게 노출

되기 해 인력과 정보, 자료 등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하

게 된다.

조사 상 연구에서는 응답자들에게는 가상의 선거에

서 그들이 방  평가한 후보자들의 한명을 선택하는 선

거인데 4명의 후보자들에 해 한 표를 행사하도록 요청

을 하 고 원하지 않으면 투표에서 기권을 할 수도 있으

며 ‘응답하기 싫다’라는 항목을 선택할 수 있게 하 다. 

안내사항은 다음과 같다. “때때로 사람들은 아주 작은 정

보만을 가지고 선거에 참여하게 된다. 당신은 의회(미국 

이외 국가의 응답자) 혹은 하원(미국의 응답자)의 구성원

인 이 사람들에 하여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거나 

는 투표에 해서 기권할 수 있다고 가정해 보자. 어떤 

것이 당신의 선택인가?” 만일 어떤 사람이 선거에서 선

출된 후보자의 득표율을 보았다면 그리고 이것이 평가를 

받은 정치인의 특성에서 아주 정 인 측면에서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선택지의 하나로서 선정되었다면 유권

자는 실제로 아름다움이라는 요소에 하여 가장 낮은 

수를 부여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오로지 

45%의 응답자들이 자신들이 투표에서 표를  후보자들

은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정치인

으로서의 격성은 이러한 측면에서 가장 요한 특질인 

것으로 보인다. 60%의 응답자들이 자신들이 표를  후

보자들은 정치인으로서의 가장 격성을 갖춘 후보자라

고 생각하고 있다. 상세한 평가에 해서는 아래 <Table 

4>를 참조.

Elected candidates

Chosen as

Non-elected candidates
All 

candi-

dates,

percent

Male

candi-

dates,

percent

Female

candi-

dates,

percent

All 

candi-

dates,

percent

Male

candi-

dates,

percent

Female

candi-

dates,

percent

44.8 32.7 53.3
most 

beautiful
18.5 11.4 24.9

59.8 64.4 56.5
most 

competent
14.0 15.9 12.2

46.7 40.7 51.0
most 

likable
17.6 13.1 21.6

52.6 49.4 54.8
most trust

worthy
14.9 11.6 17.9

53.5 8.6 49.9
most 

intelligent
16.4 18.1 11.5

<Table 4> Evaluations of elected and non-elected 
candidates, hypothetical election

주의사항: 아름다움과 다른 특성들에 한 평가는 여

기서는 5  척도로 추측하지 않고 한 번에 4명의 후보자

들 사이에 선택을 기 로 하 다.

성별의 차이에 해서 살펴보면 응답자들 사이에서 

아래 <Table 5>와 같은 사실이 드러나는데 가상의 선거

에서 사진이 차지하는 몫 보다 더 자주 여성후보자들이 

선출된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구성요소는 50%이다. 왜냐

하면 여성 유권자들은 상 으로 여성 정치후보자들을 

더 잘 선택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실제로 

68.3%의 비율로 나타났다. 반면에 남성은 남성 정치후보

자에 해서 우호 인 성향이 훨씬 낮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딜링햄(Dillingham et al., 1994) 등의 연구결

과와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써 여성이 때때로 선거에서 

유리하다는 사실을 보고한 연구결과이다.

Sample
Sample Women’s share of 

“elected” candidates

total 56.2

Male respondents 48.4

Female respondents 68.3

<Table 5> Gender differences in the hypothetical 
election

주의사항:  <Table 5>은 4명의 정치후보자들 즉, 남

성 2명과 여성 2명 사이의 선택을 기 로 하고 있다. 따

라서 이 가상의 선거에서 후보자의 50%는 여성 후보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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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정치후보자에 한 여성 응답자의 선호도는 

체로 아래 <Table 6>의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이것은 

종속변수(dependent variable)에 하여 가상의 선거에서 

후보자들에 한 응답자의 선택지가 선형확률모형(linear 

probability model)으로부터 나온 결과이다. 다섯 가지의 

특성  오로지 3가지의 독립변수들인 아름다움과 후보

자 격성과 신뢰도 사이에서 나타나는 상 계가 다

공선성(multicollinearity)을 띠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 회

귀분석이 사용되었다.

classification

(1) (2)

Elected by female

respondents

Elected by male

respondents

beauty 0.161*** (0.012) 0.143*** (0.009)

competence 0.294*** (0.012) 0.295*** (0.009)

trust 0.210*** (0.012) 0.210*** (0.009)

male candidate -0.063*** (0.010) 0.024*** (0.008)

Observations 5,172 8,650

R-squared 0.27 0.24

<Table 6> Linear probability model of the
           hypothetical election

호 안은 표 오차이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회귀는 

상수항(constant term)이다. *은 유의도 10%; **는 유의

도 5%; ***는 유의도 1% 수 이다.

아래에서는 연구자들은 호감도를 배제하 는바 그 이

유는 이 특질이 아름다움이라는 요소와 아주 높은 상

계를 갖기 때문이었다. 한 지성은 격성이라는 특

질과 강한 상 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역시 회귀분

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설명변수(explanatory 

variables)는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격성을 갖춘 후보, 

가장 신뢰성 있는 후보에 한 선택을 한 외견상의 변

수인 더미변수(dummy variables)이었다. 남성 후보자는 

남성 후보자들에 한 더미(거짓후보)로 작용하 다. 

의 <Table 6>은 두 명의 남성 후보자와 두 명의 여성 후

보자 사이의 선택을 기 로 하고 있다. 남성과 여성은 그

들 자신의 성별과 일치하는 후보자들을 더 선호하고 이

러한 유형은 여성에게 특히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밝 졌다. 남성과 여성에 한 정치 후보자의 아름다움

은 격성 보다 더 요성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험

결과들은 지모형을 확인해 주고 있다.

4명의 여성 후보자들 사이의 선택에 하여 살펴보고 

필자는 약간의 동일한 결과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것은 

여성 응답자와 남성 응답자들 모두 선거에서 후보자 선

정기 에 한 아름다움이라는 문제이다. 그러나 4명의 

남성 후보자들에 한 선택에 있어서는 아름다움이라는 

요소가 오로지 통계 인 유의성만을 갖고 있고 여성 응

답자들에 한 계수의 크기(coefficient size)는 변변하지 

못하다. 한 아름다움이 실제 선거에서 선출되는 결과

와 비선형 (nonlinearly)으로 련이 있는 것이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하여 각각의 선택지에 하

여 다섯 가지 수 의 아름다움에 한 더미변수를 사용

하여 조사를 반복하 다. 결국 그 결과는 략 선형

(linear)의 결과를 나타냈다.

4.3 실제의 선거

필자는 이제 아름다움의 요성에 하여 평가를 하

고 선거에서 승리하는데 필요한 특질들에 해서 평가를 

시도해 보고자 한다. 핀란드 유권자들에 의하여 평가를 

받은 주어진 사항은 후보자들에 한 그들의 정보와 지

식에 의하여 향을 받을 것 같다. 후보자의 정치  이미

지는  매체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달되고, 유권자

들은 이것을 기 으로 자신의 정치  태도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핀란드 응답자들을 이용하는 것은 체

계 인 측정상의 오차를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

은 핀란드 이외의 다른 나라로부터 수집한 응답자에서만 

그 결과가 일어날 것 같지는 않다. 어떤 실험 참가자들도 

특정 후보자들에 하여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지 못했다. 

17가지 사례에서 응답자들은 실험을 한 후보자를 다른 

정치인으로 오인하는 응답을 제시하 다. 타르야 할로넨

(Tarja Halonen)은 유일한 핀란드 정치인이었으나 어느 

구도 이 사람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 다. 열 개의 응답

은 “내가 후보자를 알고 있지만 그 이름은 기억하지 못한

다”는 종류의 답이었다. 해머메쉬(Hamermesh)처럼 필

자는 실제 선거에서 선출된 후보자의 득표율을 살펴보았

는바 당선자의 득표수는 후보자의 특성에 한 그들의 

상 득표수보다도 평균 이상을 나타낸다. 아래 <Table 

7>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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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its
All elected

candidates

Elected male

candidates

Elected female

candidates

beauty 52.2% 40.0% 62.8%

competence 63.3% 65.6% 61.4%

likability 57.8% 40.8% 72.4%

trust 56.3% 40.0% 70.3%

intelligence 58.5% 64% 53.8%

# elected 

candidates
270 125 145

<Table 7> Share of elected candidates with scores
above average, real elections

아름다움의 경우에는 선출된 후보자들의 과반수가 평

균 이상의 평가를 받았다. 이 후보자들은 비록 아름다움

이 정치에 있어서 일종의 무형의 자산(intangible asset)

에 해당하지만 이 특질은 결코 실제 선거에서 당선되기 

한 필수 불가결한 요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

나 필자는 분명히 선거에 있어서 성별 사이의 일종의 차

이(gap)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 했다. 당선된 남성 후

보자의 단지 40%만이 아름다움에 한 평가요소에서 평

균 이상의 수를 받았고, 여성 후보자들은 응답자의 

63%에 해당하는 수치의 평가가 평균 이상을 획득하 다. 

직자가 아닌 다른 후보자들과 비교하여 보아도 그들 

자신의 성별은 남성의 경우 당선자의 57%, 여성의 경우 

당선자의 65%가 아름다움이라는 특질에 있어서 평균 이

상으로 평가를 받았다.

Men evaluating men; elected candidates

Men evaluating men; non-elected candidates

Women evaluating men; elected candidates

Women evaluating men; non-elected candidates

5

4.5

4

3.5

3

2.5

2

1.5

1

beauty competence likability trust intelligence

[Fig. 1] Evaluations of elected and non-elected
male candidates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을 그림으로 제시할 수 있다. 만일 

우리가 평균 평가를 살펴본다면 그리고 응답자의 성별을 

고려한다면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제시할 수 있다. 그림 

1은 선출된 남성 후보자와 선출되지 못한 남성 후보자가 

남성  여성 응답자 모두로부터 유사하게 평가를 받았

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 가지 에 띄는 차이 은 인식할 

수 있는 후보 격성이 선출되지 못한 남성 후보자들과 

비교하여 선출된 남성 후보자들 사이에서 약간 높게 나

타난다는 이다. 아름다움에 하여는 선출된 그리고 

선출되지 못한 남성 후보자들의 평가는 양자 모두 매우 

근 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여성 후보자들에 하여는 와 같은 사실이 매우 다

르게 나타났다. [Fig. 2]에서 보여  바와 같이 남성과 여

성 응답자는 선출되지 못한 여성 후보자보다도 선출된 

여성 후보자의 아름다움에 하여 보다 더 높은 수를 

부여 하 다.  다른 차이 들은 그 크기가 아주 작지만 

남성 후보자들 사이에 있어서만큼 그리 작지는 않았다. 

여기서 혹자는 남성 응답자들은 그들이 선택하지 않은 

여성 후보자들보다도 선택한 여성 후보자들에게 높은 후

보 격성 평가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

이다.

Men evaluating women; elected candidates

Men evaluating women; non-elected candidates

Women evaluating women; elected candidates

Women evaluating women; non-elected candidates

5

4.5

4

3.5
`

3

2.5

2

1.5

1

beauty competence likability trust intelligence

[Fig. 2] Evaluations of elected and non-elected
female candidates

다음으로 필자는 회귀분석 결과와 함께 가상의 선거

를 한 이 결과를 연결 시켜보았다. 이는 2003년  2004

년 실제 선거에서 후보자들이 얻었던 득표율과 아름다움 

 다른 특질이 어느 정도 련성을 갖고 있는지를 테스

트 해보고자 한 것이다. 여기에서 필자는 특히 성별차이

에 깊은 심을 기울 다. 필자는 직자가 아닌 후보자

들의 커다란 그룹에 해서 을 맞추었다. 모든 회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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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는 오로지 비 직자 후보들에 기 를 두고 있다. 

직에 있는 후보자는 선거에서 성공하는 것이 비 직자들 

보다도 훨씬 더 강한 상을 할 수 있는바[18], 직자와 

비 직자 사이의 차이가 선거결과를 결정하는 것으로 보

인다는 것을 증명하 다.

우리나라에서 ‘완  오  라이머리’를 반 하는 입

장의 논리도 이와 비슷하다. 이와 같은 종류의 연구에서

는 선거에 있어서 승리를 설명하기 해 직자 리미

엄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왜 직 정치인이 단번에 선거

에서 승리하는지에 한 질문을 피해갈 수 있다. 당내 경

선과 정당명부에 있어서 비례 표제도 때문에 우리는 

직자가 아닌 후보자들만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반

면에 미국의 선거제도와 같이 복수투표시스템을 채택하

고 있는 경우에는 직자와 비 직자들이 다른 정당들 

사이에 서로 마주볼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2006년 벤자민과 샤피로(Benjamin & Shapiro)는 자신

들의 연구에서 직자들을 한 가상모형을 사용하 지

만 이것이 모든 직자들을 어느 정도까지 포섭할 수 있

는지는 확실하지 않고 이 방법은 다른 변수들이 나타났

다. 그리하여 필자는 이에 하여 필자가 설정한 필자만

의 이 이라고 생각한다.

classification
Vote share Vote share

female candidates male candidates

beauty 1.663*** (0.54) 0.614 (0.63)

competence 0.187 (0.78) 1.204* (0.68)

trust 0.246 (0.79) 0.448 (0.69)

incumbent 10.27*** (0.90) 12.64*** (0.86)

young 0.0793 (0.057) 0.0568 (0.064)

old -0.0185 (0.061) -0.0452 (0.056)

observations 394 349

R-squaired 0.30 0.41

<Table 8> National election regression results
including incumbents

주의사항: 직자는 직자 후보자를 한 더미변수

이다. 표 오차(standard errors)는 호 안에 표시하

다. *** p<0.01, ** p<0.05, * p<0.1

의 <Table 8>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직자와 

비 직자 더미를 추가하는 것은 이 모형에 한 설명의 

요성을 훨씬 더 배가 시킬 수 있다. 그러나 상 인 

아름다움은 만일 직자와 비 직자 사이의 더미가 추가 

된다면 남성 후보에 있어서 통계  유의성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변수로 되는 후보자의 특질들은 두 단계로 구

성되었다. 첫째, 필자는 모든 후보자들에 하여 특정 사

진을 평가한 평균을 계산하 다. 이러한 조치를 통하여 

필자는 같은 명단 에서 비 직자 후보들에 한 평균

을 공제하 다.

종속변수(dependent variable)인 투표율은 동일 지역

구 내에서 동일 정당의 비 직자 후보들 사이에서 각각

의 비 직자 후보의 득표율의 100배를 각 의미한다. 만일 

우리가 비 직자들에서 1/n을 공제한 각각의 후보자들의 

투표율을 사용한다면 결과는 동일할 것이다. 여기서 n은 

각각의 후보자 명부에서 비 직자들의 숫자이다. 설명변

수로 필자는 세 가지 특질들을 사용하 는바 그것은 아

름다움, 격성, 그리고 신뢰성이다. 이것은 각각의 비

직자 후보자의 평균 특질의 평가에서 동일한 후보자들 

에 나타난 모든 비 직자 후보들에 한 특질의 평균 

평가를 뺀 것을 의미한다. 확장된 회귀결과 필자는 상

으로 은 후보자를 포함하 다. 이것은 후보자의 

상된 나이와 후보자들 사이의 상된 평균 사이의 차이

를 의미하는 것이다. 음이라는 평가요소로서 나이가 

40세 이하인 후보자들을 하여 더미를 곱하 다. 이것

은 후보자들의 상된 나이와 후보자들 사이의 상된 

평균 사이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으로써 39세 이상의 후

보자들을 하여 더미를 곱하 다. 작은 숫자라도 나이 

차이가 미치는 놀랄만한 향을 감소시키기 해 각각의 

후보자들의 평균 나이를 계산해서 나온 간 정도의 나

이보다는 오히려 그 신 간값을 사용하 다.

필자는 아래 <Table 9>에 나타난 바와 같이 총선에서 

남성 그리고 여성 후보자들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매우 

놀랍게도 여성 후보자와 남성 후보자 모두에게 득표율의 

설명변수에 가장 요한 요소는 상 인 아름다움이라

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여기서 유일한 설명변수는 

통계  유의성을 내포하고 있다. 하나의 단 에서 높은 

아름다움 수를 받는 것은 여성 후보자가 득표율에서 

2.5% 내지 2.8% 포인트를 획득하는 증가를 내포하고 있

고, 남성 후보자들에게서는 1.5% 내지 2.1% 포인트의 증

가를 의미한다. 은 남성 후보자들(나이 40세 이하)에 

해서는 후보자들 사이의 평균보다도 음이라는 요소

가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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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

cation

(1) (2) (3) (4)
vote rate vote rate vote rate vote rate
female 

candidate

male 

candidate

female 

candidate

male 

candidate

beauty
2.515***

(0.62)

1.531**

(0.72)

2.754***

(0.73)

2.052***

(0.77)
compe-

tence

0.344

(1.05)

1.348*

(0.79)

0.125

(1.08)

0.892

(0.82)

trust
0.790

(1.05)

0.323

(0.86)

0.862

(1.06)

0.156

(0.86)

young
0.0754

(0.081)

0.151*

(0.078)

old
 

-0.0257

(0.085)

0.0336

(0.069)
observa-

tion
348 298 348 298

R-

squared
0.06 0.04 0.06 0.05

<Table 9> Vote share explained by candidate 
traits, national election, by candidate
gender

호 안은 표 오차이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회귀는 

상수항(constant term)이다. *는 유의도 10%를, **는 유

의도 5%를, ***는 유의도 1%를 각 의미한다.

<Table 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지방선거를 살펴보

면 총선보다도 남성  여성 양자 모두에게 아름다움이 

상 으로 덜 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여 히 통

계 으로는 유의미하다. 한 가지 평가단 에서 높은 아

름다움 수를 받는 것은 여성 후보자들의 득표율이 

0.23% 내지 0.32% 포인트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남

성 후보자들에 해서는 0.18% 내지 0.23% 포인트에 그

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흥미롭게도 지방선거에서는 여성 

후보자의 아름다움보다도 더 요한 것이 후보자의 격

성이라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남

성 후보자에 해서는 상 으로 그 요성이 더 낮은 

것으로 보인다. 총선에 있어서 후보자의 격성은 남성 

후보자들에게 있어서 상 으로 더 요한 요소이었다.

연구자들은 어도 3개의 평가를 받은 사진들을 실험

에 사용하 다. 매우 민감한 분석이어서 필자는 1부터 5

사이의 아주 작은 최소의 평가에 한 수를 가지고 사진

들에 한 결과를 계산하 다. 국 인 규모의 총선에

서 아름다움은 통계 으로 각각의 기 을 통과하기 하

여 제시된 조건에서 여성 후보자의 1퍼센트 정도가 통계

으로 유의미하 다. 남성 후보자들은 아름다움에 한 

향이 항상 정 이었지만 통계 으로 항상 유의미하

지는 않았다. 이와 같은 양상이 지방선거에서도 유지되

었다. 사진의 평가를 나타내는 수치에 의한 나눔으로서 

변수의 상이 s2 만큼 역으로 비례 이었기 때문에 각

각의 찰로부터 주어지는 가 치에 따라 연구자들은 회

귀분석을 시도하 다. 이러한 평가는 <Table 9>와 

<Table 10>에 각각 나타난 바와 같이 그들의 상 방에 

해서도 매우 근 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비록 아름다

움의 향이 약간 더 작고 지방선거에 있어서 남성 후보

자들보다 그 요성이 통계 으로 더 작다 하더라도 이

러한 결과는 변함이 없다.

만일 우리가 아름다움이라는 요소를 배제시킨다면, 후

보 격성의 효과는 실질 으로 매우 요한 요소이고 

통계 으로 보다 더 요성을 갖게 된다. 이러한 결론은 

토도로 (Todorov et al., 2005) 등이 자신들의 연구에서 

아름다움이라는 평가요소를 배제한 후 발표한 결과와 필

자의 분석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 그 다면 후보 격성

이 당선에 최고 요한 역할을 하는 특질이라고 결론 내

릴 수 있다. 이때는 문자나 문장과 같은 인간 두뇌에 이

성  반사를 매개로 하는 수단이 요하다. 이들은 언제

나 다양한 사고나 비 을 자아내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필자의 연구는 유권자들의 아름다움에 한 인식과 

후보 격성이 정 으로 상 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다. 따라서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격성을 

인식하는 효과는 아름다움이라는 특질을 배제시킴으로

써 과 평가의 결과를 제어할 수 있게 된다.

classifi-

cation

(1) (2) (3) (4)
vote rate vote rate vote rate vote rate
female 

candidate

male 

candidate

female 

candidate

male 

candidate

beauty
0.231**

(0.11)

0.180*

(0.14)

0.322**

(0.10)

0.254**

(0.11)
compe-

tence

0.653***

(0.20)

0.190

(0.13)

0.564***

(0.21)

0.1000

(0.14)

trust
-0.342

(0.22)

-0.0986

(0.14)

-0.334

(0.22)

-0.124

(0.14)

young
0.0261*

(0.016)

0.0147

(0.011)

old
-0.0102

(0.014)

0.00917

(0.0094)
observa-

tion
465 458 465 458

R-

squared
0.05 0.02 0.05 0.03

<Table 10> Vote share explained by candidate 
traits, municipal elections, by 
candidate g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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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안은 표 오차이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회귀는 

상수항(constant term)이다. *는 유의도 10%를, **는 유

의도 5%를, ***는 유의도 1%를 각 의미한다.

선거에 있어서의 승리와 아름다움이라는 특질 사이의 

계에 한 추가 인 강조 은 이 양자의 계가 외부

변수에 의하여 조종이 되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한 것

으로써 헬싱키(Helsinki) 지방선거에서 449명의 비 직

자 후보들을 한 스피어만(Spearman) 등 상 계를 

계산하 다. 헬싱키 지방선거는 이 연구결과에 딱 들어

맞는다. 왜냐하면 많은 수의 후보자가 출마하 고 4개의 

정당마다 동일한 수의 비 직자들이 선거에 나섰기 때문

이다. 아름다움과 득표율 사이의 스피어만(Spearman) 등

상 계수는 특히 여성후보자들 사이에 강하게 나타났

고, 여기서 스피어만의 로우(rho)는 0.278이었다. 스피어

만의 로우(그리스 알 벳 ρ, 문 알 벳 r)는 아래 

<Table 11>을 참조.

character
All candi-

dates

male 

candi-

dates

Female 

candi-

dates

beauty

Spearman’s ρ

Test of H0: 

beauty and vote 

share are 

independent

0.247

Prob > |t| 

= 0.000

0.138

Prob > |t| 

= 0.041

0.278

Prob > |t| 

= 0.000

compe-

tence

Spearman’s ρ

Test of H0: 

competence and 

vote share are 

independent

0.134

Prob > |t| 

= 0.004

0.069

Prob > |t| 

= 0.311

0.181

Prob > |t| 

= 0.0061

likability

Spearman’s ρ

Test of H0: 

likability and 

vote

share are 

independent

0.148

Prob > |t| 

= 0.002

0.062

Prob > |t| 

= 0.357

0.132

Prob > |t| 

= 0.047

trust

Spearman’s ρ

Test of H0: trust 

and vote

share are 

independent

0.095

Prob > |t| 

= 0.044

-0.063

Prob > |t| 

= 0.353

0.006

Prob > |t| 

= 0.926

intelli-

gence

Spearman’s ρ

Test of H0: 

intelligence and 

vote

share are 

independent

0.051

Prob > |t| 

= 0.284

0.013

Prob > |t| 

= 0.843

0.167

Prob > |t| 

= 0.011

# candidates 449 220 229

<Table 11> Spearman rank correlations for Helsinki,
non-incumbent candidates only

스피어만 등 상 계수 분석을 하면 우리는 선거에 

있어서 승리와 특정시 에 있어서 다른 5가지 특질 의 

하나에 한 평가 사이의 계를 비교할 수 있다. 한 

선거에서 승리를 한 설명변수로써 경마를 이용할 수도 

있다. 남성  여성 후보자 양자를 하여 스피어만 등

상 계수는 선거승리와 아름다움이 호감도, 신뢰성, 지

성, 그리고 후보 격성의 인식과 선거승리 사이의 등

상 (rank correlation)보다도 더 높은 통계  유의성을 

가지고  더 큰 유의성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요약하자면 정치인에게 아름다움이라는 특질이 유권

자들에게 호소를 하기 한 하나의 자산에 해당하는가의 

여부이다. 본 연구에서 필자가 찾을 수 있었던 결론은 특

히 국규모의 선거에서 남성 후보자들보다도 여성 후보

자들이 훨씬 더 높은 정도의 특질이 당선에 향을 미친

다는 사실을 발견하 다. 그러나 일반 으로 사진으로부

터 추론할 수 있는 후보 격성과 같은 특질보다도 더 큰 

후보자의 자산이 당선으로 나타날 수 있고, 핀란드의 경

우 아름다움은 후보자들의 득표율을 설명하기 한 결정

인 특질이라고는 단언할 수 없다. 이것은 아마도 핀란

드의 투표제도가 비례득표 선출 시스템을 택하고 있는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결정계수(R2s)가 보

고한 바는 어느 곳에서든지 매우 낮은 것이고 이것은 경

험  모형의 합성이 모든 경우에 정확한 것은 아니라

는 것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효과의 크기는 상당히 완만

한 것이고 그 문제들이 <Table 9>에서 보여  바와 같

이 총선에 있어서 여성 후보자들의 경우가 가장 한 

가 될 것이다. 하지만 심지어 득표율에서의 조그만 차

이도 당내 경선에서는 큰 차이를 보일 수 있고, 만일 후

보자들이 자국민이라는 사실을 좋아 한다면 개인투표자

의 수에 의하여 결정된 순서로 선출될 것이다.

5. 결론

사람들의 시각  외모가 여러 상황에서 그 사람의 평

가에 어떻게 독자 인 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밝히기 

해서 다각도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를 들어 노동

시장에서 사람의 좋은 인상이 특별한 이 이 있는지를 

연구한 시도 등이 있다. 최근 등장한 연구는 아름다움이 

정치 역에도 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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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고 있다. 를 들면, 반두치(Banducci et al., 2003) 등

과 클라인  로사르(Klein and Rosar, 2006)의 연구가 

그것이다. 필자는 그들의 연구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어

떻게 남성  여성 유권자들에 의한 남성  여성 후보자

들의 투표가 서로 다른 지를 연구하 다. 필자의 연구는 

이 분야 우리나라 최 의 연구이지만 한계가 있다. 왜냐

하면 실제 선거와 가상 상황의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아름다움과 다른 특질들이 득표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선행연구를 분석한 간  응용연구이기 때문이다.

본고의 분석에 의하면 핀란드의 경우 복수 후보자들

이 입후보한 선거에서 정당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후보자

를 하여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는 경우 비례득표시스템

을 택한 선거제도이기 때문에 당선을 하여 아름다움이

라는 후보자의 특질이 빛을 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이 결과는 비선거에서 다수득표시스템을 택한 

경우에도 가치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 연구결과는 기존 연구보다 더 많은 자료를 기 로 

도출한 것이며, 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경쟁자들이 얻은 

득표율보다 아름다움이라는 특질을 가진 후보자들이 선

거에서 승리하는데 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필자는 한 아름다움과 격성의 평가가 정 으로 서

로 연 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 다. 그러므로 아름

다움이라는 특질을 선거결과를 제어하는 요소로서 배제

시키는 것은 선거에서 승리하는데 있어서 경계해야 할 

효과로 인식해야 한다.

가상의 선거에서 필자는 여성 유권자들이 남성 후보

자들을 더 선호한다는 사실을 발견하 다. 반면에 남성 

유권자들은 남성과 여성에 한 투표가 동등하다는 경향

도 알아냈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격성을 갖춘 후보자, 

가장 신뢰할 만한 후보자는 선형확률모형에서 이러한 일

반 인 상황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남성 유권자가 남성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경향보다 여성 유권자가 여성 후보

자에게 투표하는 성향이 더 확장될 수 있다는 사실도 밝

냈다. 필자는 유권자들의 후보자 평가에 있어서 유사

한 패턴이 있음을 알아냈다. 즉, 남성 유권자들이 응답한 

것보다 더 명확하게 여성 응답자들이 사진에 의한 후보

자 평가에 있어서 여성 후보자를 더 높게 평가한다는 사

실을 발견하 다. 반면에 남성 후보자의 사진에 의한 평

가에서는 성별 차이가 미미하 다. 결론을 한마디로 요

약하면 아름다움은 선거에서 당선자 결정에 일정한 향

을 미친다는 사실이다. 결국 선거에서 승리하기 해서

는 후보자의 이미지에 행을 미치는 행동들을 평상시에

도 잘 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사회화

의 과정에서 개인의 본질 인 가치는 요하게 여겨지며 

본 연구의 측정항목인 격성, 호감도, 신뢰도, 지 능력 

등이 체 인 아름다움의 평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주된 결과는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선거에 있어서 성공하기 하여 필요한 요소이기는 하지

만 선거승리의 필수 인 조건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가상 인 선거상황에서 필자는 비록 아름다움이라는 요

소가 통계 으로는 유의미한 역할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

와 같은 아름다움이라는 요소 보다는 투표결정에 보다 

강력한 련을 갖는 것은 후보자에 한 격성 그리고 

신뢰성 이라는 것을 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실제 선거

에서 후보자들이 동일한 정당 내의 후보자 명부에 등재

되어 있는 다른 경쟁자와 경쟁을 함에 있어서 유권자들

이 선택을 할 때에 아름다움이라는 요소는 다른 어떤 특

성보다도 선거승리에 있어서 보다 더 강력한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밝 졌다. 비록 투표율에 한 아름다움이

라는 요소의 향에 한 평가가 작다 할지라도 당내 경

선에서 통과를 한 득표수에 해서는 특정 후보자에게

는 작은 범 이기는 하지만 하나의 유리한 (tip)이 될 

수 있다. 한 가상의 선거에서 필자가 발견한 것은 여성 

유권자들은 여성 후보자들에 하여 보다 더 호의 인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드러났고, 반면에 남성 유권자

들은 남성 후보자나 여성 후보자 할 것 없이 동등하게 투

표 하겠다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부 록>

<질문사항>

1. 귀하가 거주하는 국가나 혹은 귀하의 고국에서 귀

하가 생각하는 평균 인 사람들과 비교하여 이 사람(사

진상의 후보자)의 매력 인 정도나 물리 인 외모에 

한 귀하의 평가는 어느 정도입니까?

a. 아주 매력 이다. b. 평균이하 c. 평균 d. 평균이상 e. 매우 잘생겼다. 

는 아주 미인이다. f. 말할 수 없다. 답변하고 싶지 않다.

2. 귀하가 거주하는 국가나 혹은 귀하의 고국에서 귀

하가 생각하는 평균 인 사람들과 비교하여 이 사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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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의 후보자)의 공직후보 격성에 한 귀하의 평가

는 어느 정도입니까?

a. 매우 부 격이다. b. 평균이하 c. 평균 d. 평균이상 e. 매우 격이다. 

f. 말할 수 없다. 답변하고 싶지 않다.

3. 귀하가 거주하는 국가나 혹은 귀하의 고국에서 귀

하가 생각하는 평균 인 사람들과 비교하여 이 사람(사

진상의 후보자)의 호감도(즉, 얼마나 훌륭한가, 기쁨을 

주는가, 귀하가 이 사람에 하여 발견한 장 에 하여 

찬성하는가)에 한 귀하의 평가는 어느 정도입니까?

a. 매우 비호감이다. b. 평균이하 c. 평균 d. 평균이상 e. 매우 호감이다. 

f. 말할 수 없다. 답변하고 싶지 않다.

4. 귀하가 거주하는 국가나 혹은 귀하의 고국에서 귀

하가 생각하는 평균 인 사람들과 비교하여 이 사람(사

진상의 후보자)의 신뢰성(즉, 얼마나 윤리 인가, 정직한

가, 귀하가 이 사람에 하여 발견한 책임감에 하여 찬

성하는가)에 한 귀하의 평가는 어느 정도입니까?

a. 매우 신뢰하지 못한다. b. 평균이하 c. 평균 d. 평균이상 e. 매우 신뢰

한다. f. 말할 수 없다. 답변하고 싶지 않다.

5. 귀하가 거주하는 국가나 혹은 귀하의 고국에서 귀

하가 생각하는 평균 인 사람들과 비교하여 이 사람(사

진상의 후보자)의 지 인 정도에 한 귀하의 평가는 어

느 정도입니까?

a. 매우 지성 이지 못하다. b. 평균이하 c. 평균 d. 평균이상 e. 매우 지

성 이다. f. 말할 수 없다. 답변하고 싶지 않다.

6. 귀하는 동일한 성별 그리고 나이에 비해 귀하가 다

른 평균 인 사람들과 비교하여 이 사람(사진상의 후보

자)의 얼굴상의 성숙미 혹은 유소년상( : 어린애 같거나 

청년같은 얼굴상)에 한 귀하의 평가는 어느 정도입니

까?

a. 매우 성숙한 얼굴상이다. b. 다소 성숙한 얼굴상이다. c.  성숙한 

얼굴상이 아니고 유소년상이다. d. 약간 유소년상이다. e. 매우 어린애 

같다. f. 말할 수 없다. 답변하고 싶지 않다.

7. 이 사진상의 후보자는 어떤 정당 소속의 후보자일 

것 같습니까? (각각의 사진상의 후보자는 아래 표에 나

타난 정당의 소속입니다.)

a. 좌 정당(사회민주당, 사회당) b. 우 정당(보수당) c. 녹색당(Greens) 

d. 말할 수 없다. 답변하고 싶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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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MBN "뉴스 장" 생방송출연 ,MBN <뉴스공감 >“ 박

근혜 통령 5 色 패션 ” 해설방송, MBN <시사 데이트 >생

방송 출연, KTV <정책방송 >생방송 출연,CHANEL A <황

호택의 을떠요 >생방송 출연, GTV ch35 뷰티워크 YTN 

뉴스, MBN<뉴스 M>생방송 등 다수의 방송에 출연

․ 심분야 : 메이크업, 이미지,  인상학, 3D메이크업, 패션 메

이크업, 3D 패션 디자인

․E-Mail : psygap@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