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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급증한 인터넷 상의 여성 혐오 발언 규제에 한 태도에 집단적, 

개인적 수준의 차이가 있음에 주목, 이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여성 혐오 발언이 

드러내는 반여성적 시각 및 그 사회적 향력에 한 인식의 역할을 검증했다. 

구체적으로 메시지 수용자의 성별과 여성 혐오 발언 노출 빈도에 따라 여성 혐오 

발언에 한 인식이 어떻게 달라지고, 이는 해당 발언의 규제에 한 태도에 어

떤 향을 주는지를 웹기반 설문 조사를 통해 탐색했다. 응답자들은(N ＝ 323) 

4가지 유형의 여성 혐오 발언을 읽은 뒤 각 발언이 드러내는 반여성적 시각 및 그 

사회적 향력에 한 인식, 관련 규제에 한 지지정도를 묻는 문항에 답했다. 

연구 결과, 첫째, 여성이 남성에 비해 해당 발언이 더 부정적인 여성관을 드러내

는 것으로 인식했다. 둘째, 발언 종류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긴 했으나, 여성 응

답자의 경우 체로 다른 여성보다는 일반 성인, 일반 성인보다는 다른 남성들이 

여성 혐오 발언에 더 향을 많이 받을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남성 응답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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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에 따른 제3자 편향 지각의 차이를 거의 보이지 않았다. 셋째, 여성 

혐오 발언 규제에 한 지지는 해당 발언이 다른 남성들에게 부정적 향을 준다

고 생각할수록, 여성에 한 부정적 시각을 나타낸다고 인식할수록 높게 나타났

다. 마지막으로, 본인의 성별에 관계없이, 평소 여성 혐오 발언 접촉 경험이 많을

수록 여성 혐오 발언이 다른 사람들, 특히 다른 남성들에게 부정적 향력을 더 

많이 미칠 것으로 추정했고, 이는 해당발언 규제에 한 지지로 이어졌다. 반면, 

접촉 경험이 많을수록 여성 혐오 발언의 부정적 여성관에 한 인식이 둔감해질 

것이라는 가설(desensitization)은 지지되지 않았다.

K E Y W O R D S  둔감화(desensitization) 가설　•　미디어 규제　•　여성 혐오 

발언　•　제3자 효과　•　집단 정체성

1. 문제 제기

인터넷이 일상화되면서 시공간적 한계를 뛰어넘은 자유로운 의사표현

과 상호간 소통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변화가 사회적 현안에 해 누구

나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과 숙의를 통해 민주적 여론 

형성과 의사 결정 과정에 기여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라는 일각의 낙관적

인 전망과는 반 로 우리 사회에서는 갠디(Gandy, 1994)가 예견한바 

온라인상에서의 비도덕적인 행위들이 심각한 문제로 두되어 왔는데, 

특히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특정 집단에 한 혐오 및 차별적 발언 

등은 그 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혐오 발언(hate speech)이란 국적, 인종, 종교, 성별, 성 정체성, 정

치적 견해 등을 바탕으로 집단을 구분하고 특정 집단을 의도적으로 폄하

하는 표현을 통칭한다(박용숙, 2014). 혐오 발언이 온라인에 등장한 것

은 1984년에 반유 인 단체인 ‘아리안 네이션(Aryan Nation)’이 유 인 

암살자 명단을 유즈넷 게시판에 올리면서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 유엔

(UN) 사무총장은 2000년도에 인터넷에서 퍼져 나가는 혐오 표현을 현

 기술의 발전이 가져온 인권에 한 가장 중요한 위협들 중 하나로 꼽



267

은 바 있다. 온라인 혐오 표현은 최근 들어 그 규모가 점점 늘어나고 있

는데(김민정, 2014), 미국의 와이젠탈 센터(Wiesenthal Center)가 발간

한 2013년도 ‘디지털 상의 테러리즘과 혐오 보고서(Digital Terrorism 

and Hate Report)’에 따르면, 웹 및 소셜미디어 사이트들에서 발견되는 

온라인 혐오 표현이 전년도에 비해 30% 증가했다고 한다.

한국 사회의 혐오 발언은 일간베스트1를 필두로 각종 소셜미디어, 

포털 댓글을 통해 광범위하게 전파되고 있는데, 최근 들어 가장 사회적

으로 주목받고 있는 유형은 여성 혐오 표현이다. 이미 2005년의 ‘된장

녀’(허 심 때문에 자신의 소득 수준에 맞지 않는 사치를 일삼는 여성을 

비하하는 말)를 시작으로 ‘개똥녀’(공중도덕을 무시하는 여성을 비하하

는 말), ‘루저녀’(남자 외모를 따지는 여성을 비하하는 말), ‘김치녀’(한국 

여성이 서구권 여성과 비교하여 개념 없음을 통칭하는 말), ‘맘충’(일부 

몰지각한 아이 엄마를 비하하는 말) 등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여성을 

상화하고 비하하는 다양한 표현이 있었다. 하지만 초기에는 여성 비하 

발언들이 주로 온라인 게임이나 특정 남성 커뮤니티 내의 회원들 간에 

제한적으로 공유되는 수준이었던 데 반해, 이제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 포탈 뉴스 댓글 등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에서도 여

성 혐오 발언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최근의 한 조사에 따르면(조소희, 

2015), 여성 혐오 콘텐츠를 접해 본 경험이 있는지에 한 질문에 “‘김치

녀’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92.7% 고, 최근 1주

일 이내에 중매체 및 일상에서 여성 비하나 혐오를 접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51.6%에 달했다.

이처럼 여성 혐오 발언이 급증하면서 정치권에서는 해당 발언의 사

회적 해악을 우려하여 혐오 발언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에 해 논의

하고 있고, 온라인 공간에서는 여성 혐오 발언에 맞서 ‘메갈리아’라는 커

1 www.ilbe.com. 디시인사이드(www.dcinside.com)의 일간 베스트 게시물을 모아놓은 사

이트에서 출발해서 2011년에 독립적인 유머 사이트가 되었다. 특유의 마초적 성향, 정치색, 지

역 및 성별에 한 비방 등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는 표적인 커뮤니티이다.



268

뮤니티를 만들어서 남성 혐오 발언을 적극적으로 쏟아내고 있다(박혜

림, 2015). 하지만 여성 혐오 발언에 한 높은 사회적 관심에 비해, 여

성 혐오 발언에 한 학술적 연구는 아직까지 제한적이어서, 여성 혐오 

커뮤니티가 가지는 폭력성(강정석, 2013; 김민정, 2014; 윤보라, 2013)

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거나 한국 남성들이 한국 여성들에게 분노하는 이

유(한윤형, 2013)에 해 논의하는 데 집중해 왔다. 예컨  안상욱(2011)

은 남성들이 여성 혐오 발언을 하는 이유가 여성의 권리가 신장되고 경

제 불황, 취업난 등으로 인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남성들이 역차별을 

받는다고 생각, 이를 여성 혐오 발언을 통해 표출하기 때문이라고 설명

한다. 반면, 여성 혐오 발언을 접하는 사람들의 시각에서 해당 현상을 체

계적. 실증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연구는 찾기 어렵다. 

여성 혐오 발언은 의도적으로 여성에 한 혐오를 노골적으로 드러

내고 나아가 여성에 한 폭력을 공공연히 부추기고 미화하는 내용을 담

고 있는 메시지를 통칭하는 것으로, 상 집단 구성원(여성)들에게 두려

움, 분노, 슬픔 등의 부정적 정서를 일으키며, 사회적 통합을 심각하게 

해치는(Leets & Giles, 1997) 명백히 반사회적인 메시지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혐오 발언 규제에 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 표현의 자유와 같은 상충되는 가치를 얼마나 고려해

야 하는가의 판단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에 앞서 문제가 

되는 현상의 심각성에 한 진단에 있어 개인 간, 집단 간 차이가 존재하

기 때문일 수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 응답

자의 85.9%가 여성 혐오가 한국 사회에 만연한 성차별을 드러낸다고 본 

반면, 남성은 62.9%만이 이에 동의했다. 또한 82.7%의 여성이 ‘개똥녀’, 

‘패륜녀’ 등의 단어가 여성 혐오와 연관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남성은 

58.6%만이 동의해 같은 단어에 한 인식에도 적지 않은 성차가 존재함

을 알 수 있다(박아란·양정애, 2016). 다른 연구에서도 남성 응답자의 

절반 이상(54.2%)이 여성 혐오 발언에 공감한다고 답한 반면, 여성 응답

자들은 24.1%만이 공감을 표현함으로써(고은지, 2016) 남녀 간에 여성 

혐오 발언에 한 인식과 태도에 있어 뚜렷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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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성 혐오 발언에 한 인식을 크게 (a)여성 

혐오 발언의 반규범적 속성에 한 인식(“여성 혐오 발언이 얼마나 반여

성적 시각을 드러내는가?”)과 (b)여성 혐오 발언의 부정적 향력(“여성 

혐오 발언이 얼마나 반여성적 시각을 확산시키고 여성에 한 부정적 행

동을 유발하는가?”)에 한 지각, 두 가지로 나누고, 이러한 인식에 향

을 미치는 변인으로 메시지 수용자의 성별과 여성 혐오 발언에 한 접

촉 정도의 효과를 검증했다. 구체적으로 여성 혐오 발언이 성별에 근거

하여 내집단(ingroup)과 외집단(outgroup)을 규정하고 집단 간 갈등을 

조장한다는 점에서 미디어 이용자의 성별을, 그리고 여성 혐오 발언에 

한 지속적 노출에 따른 인식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기존 노출 정도

를 주요 변인으로 상정하고, 이러한 개인의 속성에 따라 여성 혐오 발언

에 한 인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나아가 이 같은 인식의 차이는 여성 

혐오 발언 규제에 한 태도에 어떤 향을 주는지 실증적으로 탐색하고

자 했다. 이 과정에서 부정적 미디어 메시지의 향력 및 규제에 한 태

도를 설명하는 주요 이론적 개념인 ‘제3자 효과(the third-person ef-

fect)’ 연구에 기반하여 남녀 간 여성 혐오 발언의 사회적 향력에 한 

인식의 차이를 설명하고, 둔감화 가설(desensitization hypothesis), 접

근성과 이용 가능성 휴리스틱 개념을 동원해 여성 혐오 발언에 한 노

출 정도에 따라 해당 메시지가 드러내는 부정적 여성관에 한 지각이나 

향력에 한 판단이 달라지는지를 검증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주

요 사회 문제로 부상한 여성 혐오 발언에 한 사람들의 인식 차이를 체

계적으로 이해하고 관련 규제에 한 태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

색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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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성 혐오 발언의 반여성적 시각과 사회적 영향력 인식: 성별에 

따른 차이 

여성 혐오란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여성을 객체

화, 타자화하고 멸시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우에노 치즈코, 2012). 

이러한 관점에서 가부장제하의 성차별과 관련된 다양한 현상들이 여성 

혐오라는 개념으로 연결될 수 있는데, 예컨  포르노그래피, 카사노바, 

창녀와 성녀의 구분 등이 모두 여성 혐오 개념과 관련된다(김수아·허

다운, 2014). 유사한 관점에서 애덤스와 풀러(Adams & Fuller, 2006) 

역시 여성 혐오란 여성에 한 증오, 멸시를 지칭하는 것으로 정의한 바 

있다. 성차별주의(sexism)와 함께 쓰이는 여성 혐오란 단어는 단지 병

리적으로 여겨지는 여성에 한 증오뿐만 아니라 “이미 몸에 깊이 밴 여성

에 한 편견”으로 의미가 확장되어 쓰이기도 한다(McLean & Maalsen, 

2013).

레브모어와 누스바움(Levmore & Nussbaum, 2012)은 온라인상

의 여성 혐오가 특히 여성의 상화와 관련되어 있다고 지적했는데, 

상화는 상 를 목적을 위한 도구로 취급하여, 상 의 감정이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누스바움이 제시한 상화는 

“도구적으로 상을 개념화하는 것, 상의 자율성을 부인하는 것, 상

의 활력을 부인하는 것, 상을 체할 수 있다고 간주하는 것, 상을 

언제든지 무너뜨리거나 침해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 상을 매

매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 상의 감정이나 주체성을 거부하는 

것 등을 포함하는 것”(121쪽)으로, 그녀는 온라인상의 여성 혐오 발언이 

주로 가십과 비방의 형태로 이뤄지고 있음을 밝혔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인터넷상의 여성 혐오 표

현은 주제에 따라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김수아·허다운, 2014). 

첫째는 외모를 소재로 한 비하 발언으로, 특히 비만이나 성형을 여성에 

연결시킨 모욕적 표현을 지칭한다. 예를 들어 ‘오크녀’(오크와 비만 여성

을 결합)나 한국 여성이 성형을 많이 한다는 것을 비꼬아서 ‘성괴’(성형



271

과 괴물을 결합)로 표현하는 것이 표적이다. 둘째로 성과 여성성을 소

재로 비하 발언이 이뤄지는데, 구체적으로 여성의 성기 및 성적 자기 결

정권과 관련된 욕설, 모욕적 표현 등을 포함한다. 표적으로 ‘걸레’, ‘김

치녀’나 ‘보슬아치’와 같은 표현이 있는데, 이는 남성들의 돈을 목적으로 

섹스나 연애를 미끼삼아 금품을 갈취하는 여성, 남성에게만 책임을 요

구하고 자신은 책임지지 않으려는 여성을 주로 일컫는 말이다. 셋째로

는 여성의 능력을 비하하는 혐오 발언이 있는데, 가령 운전 능력 부족 때

문에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경우에 운전자의 성별과 상관없이 ‘김여사’라

고 지칭한다. 마지막으로 여성에게 성적 폭력과 위협을 드러내는 혐오 

발언은 강간에 한 위협, 물리적 폭력을 언급하기도 하고, 성폭력 피해

자를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표현을 사용한다.

이처럼 여성 혐오 발언은 메시지의 내용이 반규범적일 뿐 아니라, 

특정 집단에 한 공격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메시지 수용자들을 내집

단과 외집단으로 구분한다는 점에서 여타 부정적 미디어 메시지와 구별

된다. 사회적 정체성 이론(social identity theory)에 따르면, 개인의 자

아 정체성은 개인적 정체성(personal identity)과 사회적 정체성(social 

identity)으로 구성되는데, 전자는 취향, 가치, 신념 등과 같이 다른 사람

과 구별되는 고유한(idiosyncratic) 속성에 따라 정의되는 반면, 후자는 

개인이 소속되어 있는 집단이나 사회적 범주(예, 성별, 인종, 국적)에 따

라 정의된다(Tajfel, 1978). 이 둘은 일종의 경쟁관계에 있는데,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정체성이 더 현저한가(salient)에 따라 사람들은 본인을 

특정 집단의 구성원으로 정의(self-categorization)하고 집단 정체성에 

의거하여 상황을 인식하고 행동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독특한 개인으로서 자신의 고유한 성향이나 목표 등에 따라 판단하고 행

동하게 된다. 특히 집단 간 갈등은 사회적 정체성을 두드러지게 만드는 

표적인 요인이라는 점에서 여성 혐오 메시지를 읽는 사람들은 성별에 

따라 자신을 여성 혹은 남성 집단의 일원으로 지각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일단 자신을 집단의 일원으로 분류하게 되면, 사람들은 다른 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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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in-group) 성원과의 유사성, 외집단(out-group)과의 차별성을 더 크

게 평가하고 내집단 선호(in-group favoritism)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진

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자아개념, 혹은 자존감(self-esteem)

을 형성하고 유지하려는 욕구가 있는데, 이 연장선상에서 내집단을 외집

단에 비해 상 적으로 높이 평가함으로써 집단의 구성원인 자신의 자존

감도 유지하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Tajfel & Turner, 1986). 이러

한 맥락에서 본인이 속한 집단에 해 비호의적인 미디어 메시지에 노출

되는 경우 사람들은 해당 메시지가 적 적으로 편향되었다고 인식함으

로써 상징적 위협을 줄이고 본인의 집단적 자존감을 회복하려고 시도하

는데, 이러한 경향은 긍정적 집단 정체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압력을 더 

강하게 느끼는 사회적 약자들에게서 더 쉽게 발생한다(Perloff, 2015, 

710쪽). 그렇다면 여성 혐오 발언에서 폄하 및 공격의 상이 되는 여성

들이 긍정적 집단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당 발언의 

반여성적 편향을 남성들보다 더 뚜렷하게 인식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한편 여성 혐오 발언이 드러내는 반여성적 시각에 한 지각은 자

아 관련성, 혹은 자아 관여도의 측면에서도 고려할 수 있다. 미디어를 통

해 전달되는 메시지의 논조(slant)에 한 지각적 편향의 표적인 사례

로 적 적 미디어 지각(hostile media perception, HMP)을 꼽을 수 있

는데, 이는 특정 이슈에 해 관여도가 높은 사람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중립적이라고 판단하는 미디어 메시지조차 본인들의 입장에 

적 적으로 편향되어 있다고 믿는 지각적 편향(perceptual bias)을 지

칭한다. 이러한 편향은 매스미디어의 광범한 도달 범위(broad reach) 

및 언론의 향력에 한 가정(persuasive press inference) 때문에 발

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Gunther, 1998; Gunther & Liebhart, 

2006; Perloff, 2015). 특히 해당 이슈에 관여도가 높은 사람들의 경우에

는 미디어 메시지가 다른 사람들에게 본인의 입장과는 반  방향으로 부

정적 향을 끼칠 것을 염려한 나머지 사람들이 메시지를 자기 방어적으

로 처리(defensive processing)하게 되면서 해당 메시지가 본인의 입장

에 더 적 적인 방향으로 편향되어 있다고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다



273

(Gunther et al, 2012 ; Lee, 2012). 실제로 선행 연구들에서는 관여도가 

적 적 미디어 지각이 발생하기 위한 필요조건이거나 적 적 미디어 지

각을 증폭시키는 요인임을 보인 바 있다(Choi, Yang, & Jang, 2009; 

Gunther, Christen, Liebhart, & Chia, 2001). 물론 여성 혐오 발언은 기

존의 적 적 미디어 지각 연구에서 주로 다룬 뉴스 기사와는 달리 특정

의견을 가진 개인들의 일방적 주장을 담고 있으나, 인터넷을 통해 다수

의 광범한 중에게 동시에 전달되고 이를 바탕으로 여론에 잠재적으로 

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적 적 미디어 지각에서 논의하는 

지각적 편향( 조 편향)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된

다. 그렇다면 여성 혐오 발언의 경우 역시 공격 상자인 여성이 남성에 

비해 해당 메시지에 관여도를 높게 느끼고, 여성 혐오 발언의 반여성적 

시각을 더 분명히 지각할 것으로 예측된다. 

연구가설 1: 여성 혐오 발언에 노출되는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해당 발언이 여성에 

대해 더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고 평가할 것이다.

한편 여성과 남성 간 여성 혐오 발언 인식의 차이는 혐오 발언의 내

용에 한 본인들의 판단뿐 아니라, 해당 발언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향력을 가지는가에 한 인식에서도 드러날 수 있다. 미디어의 향력

에 한 지각과 관련해 가장 많이 연구된 개념으로 제3자 효과를 들 수 

있는데, 데이비슨(Davison, 1983)에 의해 명명된 제3자 효과는 첫째, 

사람들은 미디어의 설득적 메시지가 자신보다 타인에게 더 큰 향을 미

칠 것으로 지각한다(지각적 요소). 둘째, 이러한 메시지의 향력에 

한 지각은 해당 메시지에 한 태도나 관련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행

동적 요소)의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선행 연구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매스미디어 메시지를 상으로 제3자 효과를 입증했는데, 제3자 효과는 

특히 음란물, 폭력물 등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미디어 내용을 접

했을 때 두드러지게 발생하고(Davison, 1983; Gunther & Thorson, 

1992; Hoffner et al., 1999; McLeod, Eveland, & Nathanson,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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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부정적 메시지에 한 규제를 지지하는 태도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Salwen, 1998; Wu & Koo, 2001).

우선 여성 혐오 발언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메시지라는 점

에서 이를 접하는 사람들이 본인에 비해 다른 사람들이 해당 메시지의 

향을 더 많이 받는다고 평가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전통적 제3자 

효과). 하지만 앞서 기술한 것처럼 비난과 공격의 상인 여성과 잠재적 

가해자로 취급되는 남성 간에 제3자 효과의 크기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

다. 즉, 여성의 경우 본인이 속한 내집단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메시지에 

의해 향을 받을 가능성이 낮고, 따라서 여성 혐오 발언이 본인에게 미

치는 향을 남성에 비해 낮게 평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메시지 수용자

의 기존 태도와 미디어 메시지 주장이 불일치하는 경우 일치하는 경우에 

비해 해당 메시지에 향을 받을 가능성이 낮고, 그 결과 자신에 한 미

디어의 향력 역시 낮게 판단한다는 연구 결과(정성은·이원지, 2012)는 

이러한 예상을 지지한다. 따라서 남성보다는 여성이 제3자 효과를 더 크

게 보일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메시지 수용자 성별의 주 효과).

한편 지각 상자의 성별에 따라 제3자 효과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

다. 예컨  인터넷 포르노그래피에 한 남녀의 지각적 편향을 조사한 

결과 남녀 응답자 모두 다른 남성들이 다른 여성들에 비해 포르노그래피

의 부정적인 향을 더 많이 받을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Lo & Wei, 

2002). 연구자들은 미디어 메시지가 수용자들의 인식, 태도 및 행동에 

향을 주기 위해서는 미디어에의 노출이 필수적이고, 남성들이 여성보

다 포르노그래피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는 점에서 다른 남성들이 여성들

보다 더 향을 받는다고 생각했을 것이라 해석했다. 만일 포르노그래

피의 생산자가 주로 남성이고, 여성보다 더 자주 콘텐츠를 소비하기 때

문에 포르노그래피로 인한 부정적인 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해당 콘

텐츠에 상 적으로 호의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라고 본다면(Greenberg 

et al., 1993; Malamuth, 1996), 이는 여성 혐오 발언에도 적용될 수 있

다. 즉, 여성 혐오 발언의 부분 남성에 의해 생산되는 것으로 추정되

고, 남성 중심 커뮤니티에서 적극적으로 소비된다는 점에서, 남성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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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혐오 발언의 부정적인 향에 상 적으로 취약할 것으로 추론할 수 

있고, 그렇다면 지각 상자가 남성인 경우 제3자 효과가 더 크게 나타

날 것으로 예상된다(지각 상자 성별의 주 효과).

하지만 남성이 여성보다 여성 혐오 발언에 의해 더 향을 많이 받

을 것이라는 추정은 메시지 수용자 본인의 성별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로 사람들은 내집단을 외집단보다 긍정적으로 평

가하는 이른바 내집단 선호 경향이 있다(Tajfel, 2010). 제3자 지각이 발

생하는 주요 원인이 사람들이 미디어에 의해 향받는 것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자기 고양(self-enhancement)을 위해 본인이 받은 향력을 

과소평가하기 때문임을 감안한다면(Douglas & Sutton, 2004; Perfloff, 

2002), 자신이 속한 내집단 성원들의 경우 외집단 성원들에 비해 미디어

의 향을 적게 받을 것이라고 생각함으로써 긍정적인 집단 정체성을 유

지하려는 동기가 작용할 수 있다. 내집단 선호가 메시지 수용자의 동기적

(motivational) 요인을 강조한 데 비해, 레이드와 호그(Reid & Hogg, 

2005)는 자기 범주화 이론(self-categorization theory)에 입각하여 메

시지의 향을 받는 것이 얼마나 소속 집단의 규범과 부합되는가에 따라 

제3자 지각 편향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회적 

정체성이 두드러지고, 지각 상자가 외집단이며, 미디어 메시지가 외

집단의 규범에 적합할 때(the media are normative for out-

group)”(131쪽) 제3자 지각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추론했는데, 

본 연구에서는 여성 혐오 발언을 접한 여성들이, 해당 발언이 남성들에 

미치는 향력을 평가할 때가 바로 이 경우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여성

들은 남성들을 지각 상자로 할 때 다른 여성들에 한 향력을 평가

하는 경우에 비해 제3자 지각 편향을 더 강하게 보이지만, 남성들은 내

집단인 다른 남성들이 여성들에 비해 여성 혐오 발언의 향을 덜 받는

다고까지는 생각하지는 않더라도, 두 집단 간에 큰 차이를 두지 않을 것

(“우리 남자들이 딱히 여자들보다 더 향을 많이 받지는 않아”)으로 예

상된다. 

내집단 선호가 동기적 관점에서, 자기 범주화 이론이 집단 규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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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 남성과 여성의 지각적 편향의 차이를 설명한다면, 인지적 측

면에서도 성별에 따라 미디어의 향력을 평가함에 있어 지각 상자의 

속성을 고려하는 정도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일례로 정일권(2006)의 

연구에서 관여도가 높은 사람들은 지각 상자의 속성(해당 메시지에 

한 관여도, 본인과 지각 상자 간의 사회적 거리)에 따라 제3자 효과

의 크기를 다르게 추정했지만 관여도가 낮은 사람들은 그러한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 그렇다면 여성 혐오 발언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여

성들의 경우, 지각 상자의 속성(남성 vs. 여성)을 고려하여 여성 혐오 

발언이 이들에게 미치는 향력을 다르게 평가하지만, 상 적으로 관여

도가 낮은 남성들은 이러한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이처럼 내집단 선호, 메시지 내용과 내/외집단 규범의 관계, 메시지 수

용자의 이슈 관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여성은 다른 남성에 

한 향력 판단에 있어 다른 여성을 상으로 할 때보다 제3자 효과를 크

게 보이지만 남성들의 경우 이러한 차이가 약화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

다(메시지 수용자 성별과 제삼자 성별의 상호작용).

연구가설 2: 여성들은 지각 대상자가 남성인 경우 여성인 경우에 비해 제3자 효과를 

크게 보일 것이다. 반면, 남성들은 지각 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제3자 효과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날 것이다.

3. 여성 혐오 발언에 대한 인식과 발언 규제에 대한 태도 

여성 혐오 발언의 반여성적 시각 및 사회적 향력에 한 평가는 해

당 발언의 규제에 한 지지라는 제3자 효과의 행동적 차원에도 향

을 미칠 수 있다. 미디어 검열 혹은 규제에 한 태도를 다룬 제3자 효

과 연구에서는 제3자 지각과 규제 지지 간의 관계를 온정적 간섭주의

(paternalism)로 설명하는데(McLeod, Detenber, & Eveland, 2001), 

이는 타인의 유익을 위해 그 사람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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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의미한다(오세혁, 2009). 즉, 메시지가 타인에게 부정적인 향을 

끼친다고 생각할수록 그들을 부정적 메시지로부터 보호하려는 선의에

서, 메시지 규제를 지지하게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제3자 효과 연구에

서는 메시지의 부정성(negativity) 혹은 사회적 바람직성(social desir-

ability) 지각을 미디어 메시지의 향력과 별도로 규제 지지를 예측하는 

변인으로 독립적으로 취급하기보다는 제3자 효과를 발생시키거나 증폭

시키는 요인으로 간주해 왔다. 하지만 어떤 메시지가 사회적으로 바람

직한지를 정의하는 합의된 기준이 존재하지 않을 뿐더러, 동일한 메시지

를 접하더라도 수용자의 속성에 따라 해당 메시지에 한 평가가 달라

질 수 있다는 점(정성은·이원지, 2012)에서 개인적 수준에서 특정 여

성 혐오 발언의 반여성적 시각에 한 지각을 측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상에 한 태도는 관련 행동 의도를 예측하는 주요 요인이라는 점에

서(Fishbein & Ajzen, 1975) 메시지의 부정성에 한 평가(“이 메시지

는 여성에 한 부정적 시각을 드러낸다”)는 메시지의 사회적 향력에 

한 지각(“이 메시지는 사람들한테 나쁜 향을 준다”)과는 별개로 해

당 메시지에 한 규제 지지(“이런 부정적인 메시지는 규제해야 마땅하

다”)로 이어질 수 있다.

한편 메시지의 향력에 한 평가와 규제 지지 간의 관계에 해

서는 두 가지 다른 설명이 있는데, 하나는 타인에게 미치는 향에 한 

판단이, 다른 하나는 다른 하나는 제3자 지각(다른 사람에 한 향력

과 본인에 한 향력의 차이)이 규제에 한 태도를 예측한다는 것이

다. 두 가지 설명 모두 실증적으로 입증된 바 있지만, 제3자 효과 관련 기

존 연구 13편을 재분석한 최근의 연구 결과(Chung & Moon, 2016)를 

보면 제3자 지각이 규제에 한 태도에 미치는 효과는 0에 가까웠으나 

타인에 한 향력 지각은 일관되게 규제에 한 태도를 예측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논리적으로도 타인과 본인에 모두에 해 미디어가 부정

적 향을 끼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낮은 제3자 지각), 타인과 본인 

모두에 해 미디어가 부정적 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낮은 제3자 지각) 미디어 규제에 해 유사한 태도를 보일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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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기 어렵다(Lo & Wei, 2002)는 점에서 본인과 타인의 차이에 근거한 

제3자 지각보다는 다수의 중에게 미치는 부정적 향력에 한 판단

이 규제 지지로 이어질 것이라는 가설이 더 타당하다(Chung & Moon, 

2016). 앞서 인용한 로와 웨이(Lo & Wei, 2002)의 인터넷 포르노그래

피 연구에서는, 기존의 제3자 효과 연구에서 타인(others)이라 총칭하

던 것을 다른 남성들(other males)과 다른 여성들(other females)로 나

누어 각각의 집단에 한 미디어의 향력을 추정하도록 하고 이를 규제 

지지와 연결해서 살펴보았는데, 다른 남성들에게 미치는 향에 한 인

식이 본인에게 미치는 향보다도 미디어 규제에 한 태도를 예측하는

데 더 주요한 변수로 확인되었다. 즉, 응답자들은 본인의 성별과 관계없

이 인터넷 포르노그래피가 다른 여성보다 다른 남성들에게 더 큰 부정적 

향을 미칠 것으로 인지하 고, 가장 취약하다고 생각되는 남성들이 가

지게 될 부정적 인식을 차단하기 위해 미디어 규제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여성 혐오 발언에 해서도 다른 사람들, 특히 다른 

남성들이 받을 부정적 향에 한 지각이 여성 혐오 발언에 한 규제 

지지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 유추할 수 있다.

연구가설 3a-b: 여성 혐오 발언이 (a) 부정적 여성관을 보인다고 지각할수록, (b) 타

인(특히 다른 남성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지각할수록 여성 혐오 발언

에 대한 규제를 지지할 것이다.

4. 여성 혐오 발언 노출 빈도에 따른 메시지 인식과 규제 지지

메시지 수용자의 성별에 따른 집단 정체성 외에 평소 여성 혐오 발언에 

얼마나 노출되었는가에 따라 여성 혐오 발언이 드러내는 반여성적 관점 

및 발언의 사회적 향력에 한 인식, 나아가 여성 혐오 발언 규제에 

한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 먼저 둔감화(desensitization)란 특정 미디어 

메시지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결과 초기에는 흥분(arousal)을 일으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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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극에 점차 무감각해지는 현상을 지칭하는 것으로, 폭력물(Hoffner et 

al., 1999)이나 포르노그래피(Gunther, 1995) 등 부정적 미디어 효과에 

한 연구에서 주로 활용되는 개념이다. 예컨  TV 폭력물을 많이 접한 

중시청자들은 TV 폭력물을 접했을 때 정서적 흥분(sentiment arousal)

을 적게 경험했고, 해당 메시지의 부정적 향을 낮게 평가했으며, TV 

폭력물 규제에 상 적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보 다(Hoffner et al., 

1999). 연구자들은 이러한 결과를 둔감화 가설로 해석했는데, 이미 폭력

물을 많이 시청한 사람들은 폭력적 장면에 해 둔감해져서 폭력물을 본 

후에도 해당 상황에 한 기억이 오래 남지 않는 반면, 평소에 폭력물을 

접한 경험이 적은 사람들은 TV에서 폭력물을 시청했을 때 폭력적인 장

면을 더욱 생생히 기억하고 다른 시청자들도 마찬가지로 해당 장면을 또

렷하게 기억할 것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폭력물 규제에 찬성하는 것으

로 해석했다. 둔감화 효과는 포르노그래피에 해서도 발견되었는데, 

포르노그래피에 적게 노출된 사람들이 그 향력에 해 더 많이 우려하

고(Fisher & Grenier., 1994) 해당 미디어 규제에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 다(Gunther, 1995). 자살 보도(김인숙, 2009)나 악성 댓글(유홍식, 

2010)에 한 국내 연구에서도 역시 유사 미디어 메시지에 접한 경험이 

적을수록 규제를 지지하는 경향을 보 는데, 그렇다면 평소 여성 혐오 

발언을 접한 경험이 많을수록 이에 익숙해져서(habituation) 특정 발언

을 접했을 때 그 유해성을 상 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여성 혐오 발언 규

제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반면, 여성 혐오 발

언을 접한 경험이 적은 사람들은 여성 혐오 발언이 드러내는 반여성적 

시각을 더욱 생생하게 지각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은 메시지에 한 

규제에 동의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여성 혐오 발언에 자주 노출될 경우, 해당 발언의 사회적 

향력을 과 평가할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 계발 효과 이론(cultivation 

theory)에 따르면, 텔레비전 중시청자들이 경시청자들에 비해 상 적으

로 매스미디어가 묘사하는 세계를 더욱 현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

데, 계발 효과의 휴리스틱 처리 모형(the heuristic processing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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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cultivation effects)을 주장한 슈럼(Shrum, 2004, 2009)은 이러한 결

과를 사람들이 자신들이 쉽게 떠올릴 수 있는(accessible) 현상을 더 빈

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prevalent) 추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 

모형의 핵심 주장은 첫째, TV를 시청하면 TV에서 자주 묘사하는 구체적

인 사례들이 기억에 저장되는데 TV 시청이 증가할수록 이런 사례들은 

더 떠올리기가 쉬워진다. 둘째, 특정 사건의 발생 빈도나 확률 등의 판단

을 함에 있어 사람들은 주로 관련 사례가 얼마나 있는가(availability)와 

같은 휴리스틱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억하기 쉬운 사례들일수록 

더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이다(Shrum, 2004, p. 511). 예

컨  최근에 폭력물을 시청한 경험이 있는 경우, 그리고 폭력물을 더 자

주 접할수록 폭력적인 사건을 더 쉽게 떠올릴 수 있고, 이는 현실에서의 

폭력 발생 빈도를 과  추정하게 만든다는 주장이다. 프라이스와 튝스

베리(Price & Tewksbury, 1997) 역시 미디어의 프라이밍 효과를 논의

하면서 특정 자극에 노출되었을 때 이와 연관된 개념들이 활성화되는데, 

이러한 과정이 장기적, 일상적으로 반복될 경우 관련 개념들이 단지 일

시적으로 현저하게 되는 것(temporary accessibility)이 아니라 항상적

으로 활성화될(chronic accessibility) 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다. 그렇다

면 평소 여성 혐오 발언에 많이 노출되었던 사람들은 여성 혐오 발언을 

접했을 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이전에 보았던 비슷한 발언들을 

상 적으로 더 쉽게 떠올릴 수 있고(accessible), 유사한 발언이 우리 사

회에서 더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다고(prevalent) 생각할 수 있다. 미

디어 메시지에 한 노출이 미디어 효과의 전제 조건임을 감안할 때, 많

은 사람들이 여성 혐오 발언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해당 메시지의 사회적 향력을 막기 위해 여성 혐오 발언에 한 

규제를 더 적극적으로 찬성할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종합하면 둔감화(desensitization) 가설은 반복된 노출이 특정 미

디어 메시지의 부정적 속성에 한 민감성을 저하시켜 규제에 해 미온

적인 태도를 취하게 만든다는 주장(즉, 빈번한 노출－메시지 부정성 지

각 약화－규제 반 )인 반면, 계발 효과의 휴리스틱 처리 모형과 프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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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 효과에 따르면 반복된 노출이 유사 메시지의 실제 발생 빈도 및 사회

적 향력을 과 평가하게 만들고, 따라서 규제를 찬성하게 만든다는 

예측이 가능하다(즉, 빈번한 노출－메시지 향력 과 평가－규제 지

지). 이처럼 평소 메시지 노출 빈도가 해당 메시지의 규제에 한 태도에 

미치는 향에 한 상반된 이론적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이 연구문제를 도출하 다. 다만, 그 상이 포

르노그래피이든 폭력물이든 간에, 평소 노출이 본인의 선호를 반 한 의

도적인 것이라면, 해당 메시지를 선호하는 사람이 본인이 선호하는 메시

지에 한 규제를 반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전체 노출량과는 별도로 ‘의도적 노출량’을 별도로 측정하고 이

를 통계적으로 통제함으로써, 미디어 노출과 특정 콘텐츠에 한 선호의 

개념적 혼동(confound)을 바로잡고자 하 다.

연구문제 1a-b: 여성 혐오 발언에 대한 평소 노출정도에 따라 (a) 특정 여성 혐오 발언

이 드러내는 반여성적인 시각 및 (b) 해당 발언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판단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나아가 이러한 판단은 여성 혐오 발언 규제

에 대한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5. 연구 방법

전술한 연구가설 및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전국의 20∼40  남녀 

성인을 상으로 웹기반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전국 단위 응답 패널을 

보유한 온라인 서베이 회사에 의뢰하여 이메일로 웹사이트 주소를 공지

하고, 연령, 성별 할당이 채워질 때까지 선착순으로 접속한 사람들이 연

구에 참여하 다. 최종적으로 323명(남: 161명, 여: 162명)이 참여하

는데 평균 연령은 33.4세(SD ＝ 8.63; 20 : 38%, 30 : 31%, 40 : 

31%) 고 실험 참가자들에게는 온라인에서 쓸 수 있는 적립금이 지급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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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문 구성

응답자들이 간단한 안내문을 읽고 연구 참여에 동의하면, 인구통계학적 

질문과 함께 평소 여성 혐오 발언 접촉 경험을 측정한 뒤, 총 4가지 유형

의 여성 혐오 발언을 제시했다. 이는 특정 여성 혐오 발언을 제시할 경우 

해당 발언 고유의 특수한 속성으로 인해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방지하고

(case-category confounding), 연구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이기 위

함이다. 여성 혐오 발언은 2014년 여성단체연합에서 발간한 <온라인상

의 여성 혐오 표현 모니터링 보고서>에 나온 주요 사례를 활용하여 포털

사이트 ‘네이버 뉴스’의 댓글 형태로 제작했다. 구체적으로 <발언 유형 

1>은 여성의 외모에 한 발언, <발언 유형 2>는 연애관 및 여성성에 

한 발언, <발언 유형 3>은 여성의 능력에 한 발언, <발언 유형 4>는 물

리적 폭력을 암시하는 발언으로 구성했다.2 자극물 제시 순서에 의한 효

과를 배제하기 위해 4가지 여성 혐오 발언의 순서는 무작위로 제시했다. 

응답자들은 각각의 발언에 해 해당 발언이 얼마나 부정적인 여성관을 

드러내는지, 본인과 타인에게 얼마나 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는지 등

의 질문에 답한 뒤, 인터넷 상에서의 여성 혐오 발언 규제에 한 태도에 

관한 문항에 응답했다.

2 제시한 여성 혐오 발언은 다음과 같다. <발언 유형 1> “예쁜 애가 예쁜 척하면 흐뭇하고 못생

긴 애가 예쁜 척하면 웃긴데 성괴가 예쁜 척하면 쟨 진짜 자기가 예쁜 줄 착각하는 거 같아서 

그냥 존나 빡침;; 성괴 주제에－”, <발언 유형 2> “데이트 비용 반반 안 내는 여자 김치녀 맞죠? 

여자 분들이 그러셨잔아요. 요즘은 다들 반반하고 누가 더치페이 안 하냐구요. 자기들은 반반, 

아니 남자보다 더 많이 내며 다들 자기 주변도 그렇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데이트 비용 반반 안 

내는 여자는 김치년 맞죠? 그런 여자들이 다른 여자들까지 욕 먹이는 김치년 맞죠?”, <발언 유

형 3> “한국 여성의 단점을 말해줄까? ‘자립심’이 없다는 거다. 한평생 누군가에게 의지한 채 살

면서 받기만 할 줄 알지 정작 베풀 줄 모르는 종족이 한국 여성이다. 사회생활 해 본 사람이면 

알 거다. 한국 여성들이 회사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맨날 회사에서 카톡질이나 하다가 여차

저차 힘든 일 있으면 툭하면 운다. 그게 사회인이냐? 애다 ‘애’. 또 결혼하면 내조를 잘하는 것

도 아님. 드라마와 현실도 구분 못해서 눈만 높음.”, <발언 유형 4> “성매매 금지, 음란물 금지, 

불경기로 연애, 결혼 어려움. 결국 남은 건 강간◯◯. 저런 쓰레기들은 사회에서 격리하고 삼

일에 한 번씩 패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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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변인의 측정

여성 혐오 발언 접촉 정도는 유홍식(2010)의 연구를 참고하여 전체 접촉 

경험과 의도적 접촉을 모두 측정하 다. 전체 접촉 경험은 “귀하께서는 

최근 일주일 동안 인터넷에서 얼마나 자주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을 접하

셨습니까?”라는 질문(M ＝ 4.40, SD ＝ 1.66)으로, 의도적 접촉 경험은 

“귀하께서는 최근 한 달 동안 인터넷에서 스스로 찾아서 여성비하표현

을 접한 경험이 있으십니까?”라는 질문으로(M ＝ 2.26, SD ＝ 1.40) 측

정했다(1: 전혀 접한 적이 없다, 7: 자주 접했다).

여성 혐오 발언에 드러난 부정적 여성관에 한 인식은 포르노에 

한 태도(Lo & Wei, 2002) 및 온라인 루머에 한 태도(이수민, 2013)

에 관한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각각의 발언에 해 “위의 게시물이 얼마

나 여성에 한 부정적 시각을 보여준다고 생각하십니까?”를 7점 척도

(1: 전혀 부정적이지 않다, 7: 매우 부정적이다)로 측정했다(발언 유형 1: 

M ＝ 4.92, SD ＝ 1.72; 발언 유형 2: M ＝ 5.23, SD ＝ 1.94; 발언 유

형 3: M ＝ 4.99, SD ＝ 1.85; 발언 유형 4: M＝ 5.47, SD ＝ 1.72).

여성 혐오 발언이 본인에게 미칠 부정적 향에 해서는 “이 게시

물은 나의 여성에 한 인식에 부정적인 향을 미친다,”, “이 게시물을 

보고나서 내가 여성을 하는 행동이 달라질 것 같다” 2개 문항에 해 7

점 척도에 응답하게 하고(1: 전혀 그렇지 않다, 7: 매우 그렇다), 이들 응

답의 평균값을 구해 사용했다(발언 유형 1: α＝ .69, M ＝ 3.11, SD ＝

1.52; 발언 유형 2: α＝ .77, M ＝ 3.25, SD ＝ 1.63; 발언 유형 3: α＝

.83, M ＝ 3.18, SD ＝ 1.60; 발언 유형 4: α＝ .81, M ＝ 3.35, SD ＝

1.53).

타인에게 미칠 부정적 향에 해서는 타인의 유형을 ① 다른 사

람들, ② 다른 남성들, ③ 다른 여성들의 3가지로 구분한 뒤, 이 중 한 질

문에만 답하게 했는데 이는 다른 남성, 다른 여성, 그리고 타인에게 미치

는 향을 모두 물어볼 경우 평소 생각해 보지 않았던 집단 간 비교를 유

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인에게 미치는 향을 측정할 때와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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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M (SD) 1 2 3

1. 메시지의 부정적 여성관 인식 5.17 (1.46)

2. 본인에게 미치는 영향력 지각 3.28 (1.13) －.33**

3.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력 지각 3.90 (1.25) －.06 .68**

4. 여성 혐오 발언 규제 지지 4.85 (1.76) .39** .20* .38**

표 1-1. 주요 변인들의 기술 통계 및 상관계수: ‘다른 사람’에 대해 응답한 집단(n＝108)

변인 M (SD) 1 2 3

1. 메시지의 부정적 여성관 인식 5.14 (1.55)

2. 본인에게 미치는 영향력 지각 3.36 (1.17) －.20*

3. 다른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력 지각 4.30 (1.32) .17 .58**

4. 여성 혐오 발언 규제 지지 4.84 (1.80) .37** .09 .45**

표 1-2. 주요 변인들의 기술 통계 및 상관계수: ‘다른 남성’에 대해 응답한 집단(n＝109)

변인 M (SD) 1 2 3

1. 메시지의 부정적 여성관 인식 5.15 (1.57)

2. 본인에게 미치는 영향력 지각 3.02 (1.35) －.42**

3. 다른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력 지각 3.30 (1.37) －.26** .82**

4. 여성 혐오 발언 규제 지지 4.75 (1.71) .29** .08 .09

*p ＜ .05, **p ＜ .01, ***p ＜ .001 

표 1-3. 주요 변인들의 기술 통계 및 상관계수: ‘다른 여성’에 대해 응답한 집단(n＝106)

로, 각각의 혐오 발언에 해 “이 게시물은 다른 사람/다른 남성/다른 여

성들이 여성에 해 가지는 인식에 부정적 향을 미친다”, “다른 사람/

다른 남성/다른 여성들은 이 게시물을 보고 여성을 하는 행동이 달라

질 것 같다”에 해 7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7: 매우 그렇다)에 응

답하게 한 뒤, 평균을 구해 여성 혐오 발언이 타인에게 미치는 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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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각 점수로 사용했다(발언 1: α＝ .74, M ＝ 3.83, SD ＝ 1.47; 발

언 2: α＝ .84, M ＝ 4.06, SD ＝ 1.60; 발언 3: α＝ .83, M ＝ 3.93, 

SD ＝ 1.59; 발언 4: α＝ .81, M ＝ 3.53, SD ＝ 1.70).

온라인상의 여성 혐오 발언에 한 규제 지지는 기존 악성 댓글 규

제에 관한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 항목(유홍식, 2010)을 수정하여, “여성 

혐오 발언에 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여성 혐오 발언 작성자를 

처벌해야 한다”, “여성 혐오 발언을 정부에서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한 동의 정도를 7점 척도로 측정하고(1: 적극 반 , 7: 적극 찬성), 응

답의 평균값을 구해 사용하 다(α＝ .91, M ＝ 4.82, SD ＝ 1.75).

6. 연구 결과

<연구가설 1>은 동일한 여성 혐오 발언에 해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부정적인 여성관을 드러내는 것으로 인식할 것이라 예측했다. 이를 위

해 2(성별: 남성 vs. 여성) × 4(발언 유형: 유형 1 vs. 유형 2 vs. 유형 3 

vs. 유형 4) 혼합 설계 분산 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 성별에 따라 여

성 혐오 발언이 드러내는 부정적 여성관에 한 인식이 유의하게 달라졌

는데, F(1, 321) ＝ 44.70, p ＜ .001, 부분에타제곱＝ .12, 여성이 남

성보다 해당 여성 혐오 발언이 더 여성에 한 부정적 시각을 드러내는 

것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성별과 발언 유형의 상호작용 역시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F(3, 963) ＝ 3.18, p ＝ .02, 부분에타제곱＝ .01, 4가지 

발언 유형 중에서 여성의 외모, 특히 성형수술을 한 여성을 비난하는 내

용의 <발언 유형 1>에 해 남녀 간 인식 차이가 상 적으로 작게 나타

났다(발언 유형 1: t ＝ 3.91, p ＜ .001; 발언 유형 2: t ＝ 5.70, p ＜

.001; 발언 유형 3: t ＝ 6.29, p ＜ .001; 발언 유형 4: t ＝ 6.14, p ＜

.001, <그림 2> 참조). 종합하면, 발언의 종류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다

소 있지만, 해당 발언의 여성관에 한 평가가 성별에 따라 다를 것이라

는 <연구가설 1>은 지지되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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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괄호 안은 표준 편차

그림 1. 성별과 발언 유형에 따른 여성 혐오 발언의 부정적 여성관 인식

<연구가설 2>는 여성의 경우 다른 남성들에 한 향력을 평가할 

경우 다른 여성들에 한 향력을 평가하는 경우에 비해 제3자 효과를 

크게 보이지만, 남성의 경우에는 이러한 차이가 약화될 것으로 예측했

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타인에게 미치는 향력에서 본인에게 미치는 

향력 점수를 뺀 값(제3자 지각)을 구한 뒤, 이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2(성별: 남성 vs. 여성) × 3(타인 유형: 다른 사람 vs. 다른 남성 vs. 다른 

여성) × 4(발언 유형: 유형 1 vs. 유형 2 vs. 유형 3 vs. 유형 4) 혼합 설계 

3 성별과 발언 유형간 상호작용을 성별에 따라 나누어 분석한 결과, 남성과 여성 모두 발언 유

형에 따라 메시지의 부정적 여성관에 한 지각이 달라졌다, F(3, 480) ＝5.83, p ＝ .001, 부분

에타제곱＝ .04, (남성), F(3, 483) ＝13.92, p ＜ .001, 부분에타제곱＝ .08 (여성). 남성의 경

우에는 발언 1과 4(p ＝ .008), 발언 2와 3(p ＝ .02), 발언 2와 4(p ＝ .04), 그리고 발언 3과 

4(p ＜ .001)의 차이가 유의했다. 여성은 발언 1과 2(p ＜ .001), 발언 1과 3(p ＝ .02), 발언 1과 

4(p ＜ .001), 그리고 발언 3과 4(p ＜ .001)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상식적으로 예상할 

수 있듯, 외모에 한 비하(발언 1)이나 능력에 한 비하(발언 3)은 직접적 폭력 암시(발언 4)에 

비해 상 적으로 여성에 해 덜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여성의 경우는 특

히 외모(성형), 남성의 경우는 능력에 한 폄하를 덜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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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발언 유형 1 

F ＝ 7.44, p ＝ .001, 부분에타제곱＝ .05

그림 2-2. 발언 유형 2

F ＝ 9.03, p ＜ .001, 부분에타제곱＝ .05

그림 2. 성별과 타인 유형이 제3자 지각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

분산 분석을 실시했다. 개체 내 요인인 발언 유형을 포함한 삼원 상호작

용이 유의했으므로, F(6, 951) ＝ 4.20, p ＜ .001, 부분에타제곱＝ .03, 

각 발언 유형에 해, 2 × 3(성별 × 타인 유형) 이원 분산 분석을 실시했다.

먼저 발언 유형에 관계없이 성별과 타인 유형 간에 유의한 상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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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발언 유형 3

F ＝ 9.83, p ＜ .001, 부분에타제곱＝ .06

그림 2-4. 발언 유형 4

F ＝ 3.09, p ＝ .047, 부분에타제곱＝ .02

용이 나타났는데, 발언 유형 1, 2, 3은 거의 동일한 양상을 보 다(<그림 

2-1>부터 <그림 2-3> 참조). 구체적으로, 여성은 타인의 성별에 따라 다

른 남성, 다른 사람, 다른 여성 순으로 제3자 지각을 보이는 정도가 유의

하게 달라진 반면, F ＝ 11.85, p ＜ .001, 부분에타제곱＝ .13(발언 유

형 1); F ＝ 19.77, p ＜ .001, 부분에타제곱＝ .20(발언 유형 2), F ＝

20.10, p ＜ .001, 부분에타제곱＝ .20(발언 유형 3), 남성은 지각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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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여성 혐오 발언 규제 지지 

다른 사람(n ＝108) 다른 남성(n ＝109) 다른 여성(n ＝106)

1 2 1 2 1 2

성별 －.56*** －.40*** －.60*** －.42*** －.59*** －.53***

여성 혐오 발언 

의도적 접촉
－.18* －.17* －.09 －.02 .03 .04

본인에게 

미치는 영향력 지각
.17* .16 .11 －.02 .06 .04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력 지각 
.18 .24* .10

메시지의 부정적 

여성관 인식
.29** .17* .17

R 2 .39*** .47*** .36*** .42*** .35*** .38***

R 2 변화량 .08*** .06** .03

*p ＜ .05, **p ＜ .01, ***p ＜ .001. 숫자는 표준화된 회귀계수; 성별: 여성＝ 0, 남성＝ 1

표 2. 여성 혐오 발언 규제 지지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자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거의 보이지 않았다, 모든 Fs ＜ 1.06, ps ＞

.35. 하지만 가장 극단적이고 여성에 한 폭력을 조장하는 내용을 담은 

<발언 유형 4>(“성매매 금지, 음란물 금지, 불경기로 연애, 결혼 어려움. 

결국 남은 건 강간ㅇㅇ. 저런 쓰레기들은 사회에서 격리하고 삼 일에 한 

번씩 패 줘야 한다”)는 이와 반  양상을 보 다(<그림 2-4> 참조). 남성

들은 타인 유형에 따라 제3자 지각의 크기가 달라져서(F ＝ 3.55, p ＝

.03, 부분에타제곱＝ .04), 특히 다른 여성들이 다른 사람들(p ＝ .01)

이나 다른 남자들(p ＝ .053)에 비해 더 부정적인 향을 받을 것이라고 

인식했으나, 여성 응답자들은 지각 상자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F ＝ 2.03, p ＝ .13, 부분에타제곱＝ .03). 종합하면, 지각 

상자의 성별에 따른 제3자 지각의 차이가 여성에게서 더 두드러지게 나

타날 것이라는 <연구가설 2>는 <발언 유형 4>를 제외하고 모두 지지되



290

었다.4 

<연구가설 3a-b>는 여성 혐오 발언을 더 부정적으로 지각할수록

(3a), 타인, 특히 다른 남성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향이 크다고 지각할

수록(3b) 여성 혐오 발언 규제를 지지할 것이라 예측했다. 이를 검증하

기 위해 타인 유형별로 위계적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규제에 한 

태도에 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다른 변인들(성별, 여성 혐오 발언 

의도적 접촉 경험, 본인에게 미치는 향)을 먼저 투입한 뒤, 다음 단계

에서 메시지의 부정적 여성관에 한 지각 및 타인에게 미치는 향에 

한 지각 변인을 투입했다(<표 2> 참조). 먼저, 타인 유형이 ‘다른 사람’

일 때, 1단계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여성 혐오 메시지를 의도적으로 

접촉한 경험이 적은 사람일수록, 본인에게 미치는 향력이 크다고 생각

하는 사람일수록 여성 혐오 발언 규제에 더 호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향력 변인과 메시지의 반여성적 시각

에 한 인식을 추가로 투입했을 때 본인에게 미치는 향은 더 이상 여

성 혐오 발언 규제에 한 태도를 설명하지 못했다. 가설과 관련, 메시지 

지각이 부정적일수록(<연구가설 3a>),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향력이 

크다고 생각할수록(<연구가설 3b)> 규제를 지지하는 경향을 보 으나 

후자는 유의수준에 미치지 못했다(p ＝ .09).

다음으로 타인 유형이 ‘다른 남성’일 때에는 성별과 더불어 메시지

의 부정적 여성관 인식과 타인에게 미치는 향에 한 인식이 규제 지

4 한편 메시지 수용자의 성별, 타인 유형별 각 집단에 해 발언 유형별로 단일집단 t-검증을 

실시, 여성 혐오 발언에 해 제3자 지각이 존재하는가(즉, 타인이 본인보다 향을 더 받는다

고 지각하는가)를 확인했다. 여성의 경우는 모든 발언 유형에 해 다른 남성(2.14 ＜ ts ＜

7.54, ps ＜ .04), 다른 사람(3.89 ＜ ts ＜4.82, ps ＜ .001)들이 본인보다 향을 많이 받는다

고 응답했지만, 다른 여성들과의 비교에서는 발언 유형 4(t ＝4.34, p ＜ .001)를 제외하고는 

제3자 지각을 보이지 않았다, ts ＜1.53, ps ＞ .13. 한편 남성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제3자 효과

의 크기가 여성에 비해 작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우도 발견되었지만(다른 남성, 발

언 유형 4, p ＝ .50; 다른 사람, 발언 유형 4, p ＝ .19; 다른 여성, 발언 유형 3, p ＝ .34), 체로 

본인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더 여성 혐오 발언의 부정적 향을 받을 것이라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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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예측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이 남성보다, 메시지가 부정

적 여성관을 보인다고 생각할수록, 해당 메시지가 다른 남성들에게 부정

적 향을 줄 것으로 생각할수록 여성 혐오 발언 규제에 호의적인 태도

를 보 다. 반면에 제3자가 ‘다른 여성’일 때에는 성별이 규제 지지를 예

측하는 유일한 변인이었는데, 유의수준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제시된 여

성 혐오 발언이 부정적 여성관을 보인다고 인식할수록 규제를 지지하는 

경향을 발견했다(p ＝ .08). 종합하면, 메시지를 부정적으로 평가할수

록(<연구가설 3a>), 특히 다른 남성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향이 크다

고 지각할수록 여성 혐오 발언 규제를 지지할 것이라고 예상한 <연구가

설 3b>는 지지되었다. 한편, 이와는 조적으로 본인에게 미치는 향

을 통제변인에서 제외한 뒤, 타인에 미치는 향 신 제3자 지각(타인

향력－본인 향력)을 예측변인으로 투입한 경우, 세 집단 모두에서 규제 

지지를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모든 ts ＜ 1.39, ps ＞ .17), 제3

자 지각이 미디어 규제에 한 태도를 유발하는 요인으로서 한계가 있음

을 시사했다.

마지막으로 <연구문제 1a-b>는 여성 혐오 발언에 한 노출 정도

에 따라 여성 혐오 발언에 드러난 여성관에 한 인식이나 다른 사람들

에게 미치는 향에 한 판단이 달라지는지, 나아가 이러한 판단은 여

성 혐오 발언 규제에 한 태도에 어떤 향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여성 혐오 발언 노출 정도를 독립변인, 규제에 한 지지도를 

종속변인, 메시지의 반여성적 시각 및 메시지가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향력에 한 인식을 두 개의 매개변인으로 하는 연구 모형을 프로세스 

기법(Hayes, 2013)으로 분석하 다(<그림 3> 참조). 이때 성별은 앞서 

메시지의 부정적 여성관 및 사회적 향력에 한 인식에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의도적 노출은 해당 발언에 한 선호가 개입된다는 

측면에서 규제 지지도에 향을 줄 수 있으며, 본인에게 미치는 향력

은 타인에게 미치는 향력을 주어진 추정함에 있어 사람마다 척도를 해

석, 활용하는 기준(response anchor)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개인차를 

통제하는 의미에서 통제변인으로 활용했다. 분석 결과, 둔감화 가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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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예측한 것과 달리, 노출 정도는 여성 혐오 발언의 부정적 여성관에 

한 인식에 유의한 향을 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규제에 한 태도에도 

직접 효과를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달리, 여성 혐오 발언

에 평소에 노출되었던 경험이 많을수록 해당 발언이 타인에게 미치는 

향을 높게 인식했고, 이는 여성 혐오 발언 규제에 한 지지도를 높 다

(<그림 3> 참조). 즉, 평소 여성 혐오 발언 노출 정도는 메시지의 사회적 

향력에 한 지각을 매개로 규제에 한 태도에 간접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 ＝ .02, 1000 Bootstrapping 결과, 95% 신뢰구간 

LL: .0019, UL: .0454). 한편 노출 정도의 직접 효과는 유의하지 않아(b

＝ .06, t ＝ 1.31, p ＝ .19), 여성 혐오 발언에 한 노출은 메시지의 

사회적 향력에 한 우려를 촉발하는 경우에만 규제에 한 지지로 이

어짐을 알 수 있다.

동일한 분석을 타인 유형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여 실시한 결과, 모

든 집단에서 노출 정도는 여성 혐오 발언의 부정적 여성관에 한 인식

에 향을 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ts ＜ 1.48, ps ＞ .14), 규제에 한 

태도에도 직접 효과를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ts ＜ 1.18, ps ＞

.24) 둔감화 가설은 지지되지 않았다. 반면, 타인에게 미치는 향력을 

매개로 한 접촉 빈도의 간접 효과는 ‘다른 남성’을 지각 상으로 한 경우

에만 유의하게 나타났다(b ＝ .04, 1000 Bootstrapping 결과, 95% 신

뢰구간 LL: .0016, UL: 1017). 즉, 여성 혐오 발언에 자주 노출되면 다른 

남성들에게 부정적 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하게 되고(b ＝ .12, t ＝

2.32, p ＝ .02), 이는 규제에 한 호의적 태도도 이어졌다(b ＝ .32, t

＝ 2.01, p ＝ .047). 전체 집단을 상으로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노출 

정도의 직접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b ＝ .03, t ＝ .35, p ＝ .73).

이에 비해 ‘다른 사람’에 한 향력을 추정한 경우, 평소 여성 혐

오 발언을 접한 경험이 많을수록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향

력을 높게 추정하긴 했으나(b ＝ .13, t ＝ 2.23, p ＝ .03), 다른 사람에 

한 향력을 크게 판단했다고 해서 규제를 더 지지하지는 않았다(b ＝

.24, t ＝ 1.56, p ＝ .12). 한편 ‘다른 여성’을 비교 상으로 한 집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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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여성 혐오 발언 노출정도가 규제 지지에 미치는 간접 효과(N ＝323)

경우, 여성 혐오 발언을 자주 접했다고 해서 특정 발언을 접했을 때 다른 

여성들이 향을 많이 받을 것이라 추정하지 않았고(b ＝ .05, t ＝ 1.05, 

p ＝ .29), 다른 여성에 한 향력 지각이 규제에 한 지지를 높이지

도 않았다(b ＝ .10, t ＝ .58, p ＝ .56).

7. 논의 및 결론

1) 연구 결과 요약

본 연구는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된 인터넷상의 여성 혐오 발언

과 관련, 해당 발언에 한 규제를 지지하는 정도에 개인적, 집단적 차이

가 있다고 보고, 이러한 차이를 기존의 미디어 효과 연구에서 발전시킨 

다양한 이론적 개념들을 동원하여 이해하고자 했다. 구체적으로 여성 

혐오 발언 메시지 자체의 반여성적 시각에 한 판단, 그리고 해당 메시

지의 부정적인 사회적 향력에 한 인식에 초점을 맞추어 응답자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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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에 따라 여성 혐오 발언의 논조에 한 인식이 달라지는지(<연구가설 

1>), 그리고 응답자의 성별 및 타인 유형에 따라 여성 혐오 발언의 사회

적 향력에 한 지각이 다르게 나타나는지(<연구가설 2>) 검증했다. 

나아가 메시지의 부정성에 한 판단 및 사회적 향력에 한 인식이 

행동적 측면에서 여성 혐오 발언 규제에 한 태도에 어떠한 향을 미

치는지를 검증하고(<연구가설 3a-b>), 마지막으로 평소 여성 혐오 발언 

접촉 경험이 어떤 인지적 경로를 거쳐 규제에 한 태도에 향을 주는

지를 탐색했다(<연구문제 1a-b>).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응답자의 성별에 따라 여성 혐오 발언이 드러내는 반여성적 

시각에 한 인식과 사회적 향력의 크기에 한 평가가 다르게 나타났

다. 사회적 정체성 이론과 적 적 미디어 지각에 근거하여 예측한 로, 

여성이 남성보다 여성 혐오 발언이 드러내는 반여성적 시각을 더 분명하

게 인식했고, 메시지가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향도 더 클 것

으로 평가했다. 흥미로운 것은 발언 유형에 따른 차이로, 성형수술과 관

련된 혐오 발언에서 성별에 따른 인식 차이가 상 적으로 작게 나타났는

데, 이는 성형수술을 하지 않은 여성 응답자들의 경우 본인과 무관한, 

‘일부’(성형 수술을 받은) 여성들에 한 공격이라는 점에서 해당 메시지

에 해 거부반응을 덜 보인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하지만 적 적 미디

어 지각 연구에서 주장하듯(Gunther et al., 2006; Lee, 2012) 미디어 메

시지가 다른 사람에게 미칠 부정적 향력에 한 염려 때문에 편향적

(적 적) 지각이 발생한다는 주장은 지지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타인

에게 미치는 향에 한 추정과 메시지의 반여성적 시각에 한 인식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거나(‘다른 사람’에 해 응답한 집단: r ＝

－.06, p ＝ .54) 오히려 부적 상관관계(‘다른 여성’에 해 응답한 집단: 

r ＝ －.26, p ＝ .007)가 나타났다. 해당 메시지가 반여성적이라고 생

각할수록 ‘다른 여성’들이 그다지 부정적 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인

식한다는 사실은, 여성 혐오 발언에 한 여성들의 반작용, 즉 일종의 부

메랑 효과(boomerang effect)를 반 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른 남성’

에 해 응답한 집단의 경우, 정적인 관계를 보이기는 했지만 통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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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유의한 수준에 미치지는 못했는데(r ＝ .17, p ＝ .08), 종합하면 적

적 미디어 지각 관련 논의를 집단 정체성 관점에서 심화시킬 필요성을 

시사한다.

둘째, 여성 혐오 발언의 사회적 향력 지각과 규제에 한 태도 간

의 관계를 검증하면서 본 연구에서는 제3자 효과에 주목했다. 먼저 제3

자 지각과 관련, 발언 유형에 따라 차이는 있었으나, 여성의 경우 체로 

‘다른 남성’에 해 제3자 효과를 가장 크게 보 고, 내집단이자 해당 메

시지의 공격 상인 ‘다른 여성’을 상으로는 했을 때는 제3자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여성 혐오 발언처럼 가해자와 피해자, 내집

단과 외집단을 분명하게 특징짓는 메시지의 경우, 집단 정체성이 제3자 

효과를 조절하는 주요 요인이 됨을 확인한 것으로, “사회적 정체성이 두

드러지고”(남녀 집단 간 갈등을 부추기는 여성 혐오 메시지의 본질적 속

성), “지각 상자가 외집단이며”(남성), “미디어 메시지가 외집단에 의

해 규범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질 때”(남성 중심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여성 혐오 발언을 장려함), 제3자 지각이 증폭된다고 설명하는 자기 범

주화 이론의 관점(Reid & Hogg, 2005)을 지지하는 동시에, 관여도가 

높은 사람들이 메시지의 향력을 추정함에 있어 지각 상자의 속성을 

더 적극적으로 고려한다는 선행 연구 결과와도 부합된다(정일권, 2006). 

하지만 몇몇 연구자들이 논리적, 경험적 근거를 들어 비판하 듯(Lo & 

Wei, 2002; Chung & Moon, 2016), 제3자 지각(타인과 본인에 한 

향력의 차이)은 규제에 한 태도에는 별다른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

으로 나타나 소위 제3자 효과의 행동적 차원을 재검토할 필요성을 제기

했다. 

한편 발언 유형에 따라 응답자의 성별과 타인 유형의 상호작용이 

달리 나타났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본 연구에서는 발언 유형을 정의

함에 있어 특정한 이론적 개념을 중심으로 메시지의 속성을 체계적으로 

변형시킨 것이 아니라, 흔히 인터넷에서 접하는 다양한 유형의 메시지를 

제시함으로써 연구 결과를 여성 혐오 발언 일반에 적용하고자 했기 때문

에 발언 유형에 따른 차이를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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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과 관련 독특한 결과를 보인 <발언 유형 4>의 경우, 노골적으로 성

폭력을 정당화한다는 점에서 다른 발언 유형들과 구분되지만, 메시지의 

반여성성에 한 지각을 공변인으로 투입한 경우에도 결과는 거의 달라

지지 않았다. 이는 메시지의 반여성적 성격 혹은 극단성(extremity)으

로 치환되지 않는 다른 메시지의 속성이 결과에 향을 미쳤음을 시사하

는 것으로, 다양한 여성 혐오 발언을 메시지의 형식과 내용 측면에서 다

차원적으로 분석, 유형화한 뒤 각 유형에 따른 효과의 차이를 비교해 봄 

직하다. 

여성 혐오 발언 규제에 한 태도는 메시지의 부정적 여성관에 

한 인식, 그리고 ‘다른 남성’들에게 미칠 부정적 향에 한 지각에 따라 

달라졌다. 반면, ‘다른 여성’에게 미칠 부정적 향은 규제에 한 태도

와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여성 혐오 발언이 여성들을 불쾌

하게 만들고 스스로에 한 부정적 인식을 유발하여 행동을 위축시킬 것

이라는 우려보다는 다른 남성들이 여성에 해 그릇된 인식을 형성하는 

것에 한 염려가 여성 혐오 발언 규제에 한 지지로 이어짐을 보여 준

다. 사실 지금까지 제3자 효과 연구에서는 ‘제3자’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

가의 문제에는 많은 관심을 보 으나, 미디어의 ‘ 향력’을 어떻게 정의

할 것인가의 문제에는 상 적으로 소홀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

성 혐오 메시지의 부정적 향은 메시지 수용자의 성별에 따라 자존감 

상실, 외집단(이성)에 한 적 적 행위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

기 때문에, 향력의 크기 뿐 아니라 향력의 구체적 내용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여성에 한 향력 지각은 규제 지지로 이어지지 않

는 반면, 남성에 한 향력 지각은 규제에 한 호의적 태도와 관계를 

보인 것은 어쩌면 여성에 미치는 향은 개인 내적, 심리적 수준에서 발

생하지만(자존감 상실), 남성들의 경우 여성에 한 공격적 행동을 유발할 

수 있고 따라서 사회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평소 여성 혐오 발언 접촉 경험이 많을수록 응답자들은 해당 발언

이 타인에게 더 큰 부정적 향을 미칠 것이라 추정했고, 이는 발언 규제

에 한 지지로 이어졌다. 하지만 폭력물(Hoffner et al., 1999), 포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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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피(Gunther, 1995), 자살 보도(김인숙, 2009), 악성 댓글(유홍식, 

2010) 등 부정적 메시지에 한 선행 연구에서 접촉 경험이 많을수록 해

당 자극에 둔감해져서(desensitization) 메시지의 부정성을 낮게 평가한

다(“더한 것도 많이 봤는데, 이 정도가 무슨 문제?”)고 주장한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평소 노출 경험이 여성 혐오 발언의 반여성성에 한 인

식에 별다른 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여성 혐오 발언에 자주 노출된

다고 해서 실제로 메시지 자체에 한 해석이나 판단이 달라지지는 않음

을 시사하는 것일 수 있으나, 방법론적 측면에서 본 연구는 접촉 경험을 

자기 보고식으로 측정했기 때문에 그 정확성과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실제 노출 빈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거나 실험적으로 조

작함으로써 접촉 경험의 효과를 보다 엄 한 방식으로 재검증해 봄 직하다.

2) 본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

첫째,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로만 구성된 여성 혐오 발언을 제시하고 이

에 한 반응을 측정했기 때문에 실제 인터넷상에서 유통되는 여성 혐오 

발언의 다양한 유형을 온전히 반 하지 못했다. 또한 남성 위주 커뮤니

티 및 익명 게시판에서는 훨씬 폭력적이고 욕설을 담은 발언이 많으나 연

구 윤리상 발언 수위를 실험에 알맞게 순화시켜야 했다. 특히 인터넷상에

서는 만화, 사진, 동 상 등과 결합된 형태의 여성 혐오 발언들, 유머로 포

장된 여성 혐오 발언들도 많이 있는데, 다른 감각 매체(modality) 및 감

정 요소와 결합된 여성 혐오 발언의 경우에는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후속 연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여성 혐오 발언 규제에 한 태도를 예측하는 요인

들로 성별, 메시지의 부정적 여성관 인식, 본인에게 미치는 향, 타인에

게 미치는 향 등을 고려했다. 그러나 혐오 발언에 한 규제는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와 연관된 이슈라는 점에서 관련 변인들을 좀 더 다양

하게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례로 정치적 성향이나 이슈 관여도 

등도 여성 혐오 발언 규제에 한 태도에 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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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이러한 변인들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여성은 타인의 유형에 따라 제3자 지각의 크기가 달라지지만 

남성은 그렇지 않다는 결과가 남성 수용자들의 내집단 편향의 작동 결과

인지 아니면 관여도의 차이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두 요인 모두의 효과

인지를 엄 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 “특정한 지각 상자와 메시지의 관

계가 분명할 경우 수용자의 미디어 효과 예상은 동기적 요소보다 인지적 

요소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정일권, 2006, 388쪽) 점을 감안

하면 관여도의 효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엄격한 검증을 위해서는 여성 

혐오 발언에 한 개인 수준의 관여도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 상식적으

로 여성 혐오 발언의 직접적 공격 상인 여성들이 남성보다 해당 발언

에 해 높은 관여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집단 정체성의 강도에

는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여성 혐오 발언에 한 관여도를 별도로 측정

함으로써 제3자 효과를 증폭 혹은 억제하는 수용자 요인에 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메시지가 전달되는 구체적 맥락보다는 메시지

의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사람들이 메시지 논조 및 그 사회적 향력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측정하 으나, 해당 메시지가 구체적으로 어떤 커

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서 전달되었는가에 따라 연구 결과가 달라질 가

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을 통해 메시지를 접하는 경우 사람들이 

해당 메시지를 보다 개인적인 것으로 받아들여 메시지의 중적 향력

을 상 적으로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면(Schweisberger, Billinson, 

& Chock, 2014), 해당 메시지를 뉴스 웹사이트에 달린 댓글로 제시하는 

경우와 소셜미디어 메시지로 제시하는 경우는 다른 결과를 보일 수 있

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메시지가 전달되는 채널을 조작함으로써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메시지 내용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제3자 효과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 검증해 볼 만하다.

특정 집단을 공격, 비하하고 이들에 한 차별과 혐오를 노골적으

로 부추기는 혐오 발언에 한 광범한 문제의식에도 불구하고, 규제에 

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은 쉽지 않다. 지금까지 혐오 발언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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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주로 법적인 관점에서 표현의 자유 및 명예훼손에 관한 사안으로 간

주되어 왔는데(박용숙, 2014), 구체적으로 ‘무엇을 혐오 발언으로 규정

할 것인가’를 정의함에 있어 혐오 발언의 규제 상 및 수위를 정하는 것

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본 연구는 인터넷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여러 

유형의 구체적인 여성 혐오 발언을 제시하고, 이에 한 반응을 측정함

으로써 동일한 혐오 발언을 접하더라도 본인의 집단 정체성 및 노출 경

험에 따라 해당 메시지의 논조나 본인 및 타인에게 미치는 부정적 향

에 한 인식이 달라지고, 해당 메시지의 사회적 향력에 한 주관적 

판단이 혐오 발언의 법적 규제에 한 태도에 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

인했다. 전사회적으로 유통되는 집단 차별적 표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

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논의와 함께 현상에 한 체계적 분석과 이해

가 필수적이며, 본 연구는 커뮤니케이션적 관점에서 여성 혐오 발언의 

사회적 함의를 이해하는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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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web-based survey(N ＝323) examined how individuals’ attitudes 
toward the government censorship of misogynistic user comments on the 
Internet vary as a function of their sex and previous exposure to such 
comments. In so doing, we focused on differential thresholds of 
misogyny and perceived influence on others as immediate predictors of 
censorship attitudes. Participants were exposed to four different 
misogynistic comments in random order and indicated (a) how 
misogynistic they perceived each comment to be, (b) how likely they 
believed each comment would negatively influence their own attitudes 
and behaviors toward women as well as those of others (others vs. other 
men vs. other women, depending on the condition), and (c) how strongly 
they would support the government censorship of misogynistic user 
comments. First, when exposed to identical comments, women rated 
them to be more misogynistic than men did, showing a lower threshold 
of misogyny. Second, women showed varying degrees of the 
third-person perception (i.e., the tendency to perceive greater media 
influence on others than on self), depending on the type of others (other 
men > others > other women), but men did not. Third, higher perceived 
misogyny of the given comments (i.e., lower threshold) and greater 
perceived influence on other men each predicted stronger support for the 
government censorship, after controlling for sex and perceived infl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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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self. Lastly, greater previous exposure to misogynistic comments led 
to stronger support for the censorship, but this effect was mediated by 
perceived influence of the comments on others. By contrast, exposure 
frequency had no significant effect on perceived misogyny of the given 
comments, thereby challenging the desensitization hypothesis.

K E Y W O R D S  desensitization hypothesis　•　media censorship　•　
misogyny　•　social identity　•　the third-person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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