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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투표는 일반인들이 정치과정에 참여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출할 수 있는 

합법적이며, 제도적인 참여방식이다. 민주과정에서 투표참여는 국민의 권리

이자 의무이다. 국민의 의사에 따라 정치지도자가 선출되고, 특성 정당이 권

력을 잡게 된다. 그리고 선거에 반영된 국민의사를 존중하여 정치가 진행된

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민주주의제도 하에서의 국민은 사실상 권력자가 되

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참여에 있어서 유권자의 투표참여는 매우 중요하다.  

<표1>에 볼 수 있듯이 2030의 투표율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지만 2002년 대선의 투표율이 2007년 대선의 투표율보다 높게 나

타냈다. 이는 2030의 투표율이 다른 연령층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2030 투

표참여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젊은 층의 적극적인 투

표참여는 선거 결과가 진보적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1 

<표1>2002년과 2007년 대선의 연령대별 투표율  

 20대전

반 

20대후

반 

30대전

반 

30대후

반 

40대 50대 60대 

2007년 대선 51.1 42.9 51.3 58.5 66.3 76.6 76.3 

2002년 대선 57.9 55.2 64.3 70.8 76.3 83.7 78.7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03, 2008), 16대-17대 대통령선거 투표율 분석 

2002년 제16대 대선에는 노무현 후보가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를 받으며 

                                           
1
 정해구는 젊은 층의 투표 불참은 선거 결과에 있어 노.장년층의 과다 대표를 야기했다고 

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진보적 성향을 지닌 젊은 층은 그들의 선거 불참으로 인해 선거 

결과에 과소 대표되었다고 했다. 이로써 노.장년층의 과다 대표와 젊은 층의 과소 대표는 

자주 보수적인 선거 결과로 이어졌다. 젊은 층의 투표 불참으로 보수적인 선거 결과가 

야기되었다면, 역으로 젊은 층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통해 선거 결과가 진보적으로 바뀔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정해구(2010:6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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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되었다. 이에 대해서 노 후보가 급진좌파적인 2030의 지지를 받고 있다

는 식으로 이념과 세대를 접합시키는 공량방식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는 

말이다(박정배.최세경, 2003, 박재흥, 2010:82 재인용). 그러나 2002년에 이

은 2007년 대선에서는 진보적이고 젊은 유권자들의 참여 동기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즉, 2007년 대선에 정도영 후보가 젊은 유권자들의 투표를 많이 받

지 못했다. 또한 보수적 유권자의 보수적 후보에 대한 투표성향은 강하게 나

타난 반면, 진보적 유권자들이 진보적 후보에 대한 투표는 약하게 나타났다 

(안보아, 2009:40). 2002년 대선에 노무현 후보는 2030에서 거의 이회창 후

보의 두 배에 가까운 득표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2007년 대선에는 이

명박 후보의 득표율이 오히려 정동영 후보의 득표율을 앞서고 있었다. 젊은 

유권자들인데 왜 2002년 대선에는 진보적인 후보를 지지했으나 2007년 대선

에 이어서 진보적인 후보를 많이 지지하지 않았으며, 보수적인 후보를 많이 

투표했는가? 그들의 정치적인 성향이 변했거나 아니면, 정치적인 주변의 사

회.정치.경제의 사건들에 그들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영향을 받아 그리 되

었던 것일까?  

<표2> 2002년 대선의 연령 집단별 후보에 대한 지지율 

  20대 30대 40대 50대이상   

문화 (3.1) 
창 42.2 29.1 45.4 46.6   

노 41.7 57.3 37.5 29.9   

조선(4.26) 
창 29.9 31.7 36 45.9   

노 55.6 56.9 50 37   

한겨레(5.12) 
창 30.4 32.7 48.2 50.7 40.4* 

노 61.3 57 37.1 22.4 33.2* 

중앙(5.26) 
창 27.4 35.3 46.8 60.2   

노 63.1 57.3 41.2 28.7   

중앙(6.16) 
창 35.2 44.7 54.5 61.1   

노 50.5 42.8 30.9 21.1   

중앙(8.10) 
창 33 37.5 58 60.7   

노 53.2 46.9 26.9 23.8   

*창-이회창; 노-노무현. 

*출처: 강원택(2003: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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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은 3월부터 8월까지 각 언론기관에서 조사한 노무현 후보의 지지도의 

변화에 대한 것이다. <표2>에서 보듯이 노무현 후보에 대한 지지도는 젊은 

층에서 가장 높은 반면 나이가 들수록 노무현에 대한 지지도는 낮아진다. 

‘노풍’이 불기 시작한 시점인 3월1일 조사결과를 보면 30대에서 노무현의 

지지도가 세대별로 볼 때 가장 높았다. 당시 노무현에 대한 지지도는 30대어

서 57.3%를 기록했으나 20대는 41.7%에 머물렀다. 4월 조사결과를 보면 20대

와 30대간의 지지율이 꽤 비슷하게 바뀌어가고 5월 조사에서는 20대에서는 

63.1%, 30대에서는 57.3%로 20대에서 노무현에 대한 보다 높은 지지가 나타

났으며, 6월 더욱 두드러진다. 이를 해석한 강원택(2003)에 따르면, 소위 

386세대의 진보성과 ‘노풍’에 대한 높은 지지가 80년대를 거치면서 생성된 

세대효과의 결과라면, 20대의 경우에는 선거과정을 통해 이들의 정치적 성향

의 변화가 생겨난다고 하였다. 즉, 20대는 국민참여경선을 거치면서 20대 유

권자들에게 노무현이라는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후보가 어필하기 시작했고, 

이후 여중생 사건 미군들의 무죄 평결이나 북핵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인 토

론 과정을 경험하면서 전반적으로 진보적인 성향으로 변화는 일종의 의식화 

효과를 가져다준 것으로 볼 수 있다(강원택, 2003:300). 

2002년 대선에는 이미 정치적인 이념성향이 갖고 있는 30대가 진보적인 노

무현 후보를 지지했고 투표를 앞두고 여러 사간으로 인해 정치적인 이념성향

이 변화하게 된 20대가 점차 30대를 앞지르게 되었다. 

그렇다면 2007년 대선에서 20대와 30대의 지지성향은 어떠하였는지 다시 

말해 진보적인 젊은 유권자들이 진보적인 후보를 지지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표3> 2007년 대선의 연령 집단별 후보에 대한 지지율 

 후보등록

(11.25) 

BBK수사결과

(12.6) 

BBK동영상공개

(12.16) 

투표전일

(12.18) 

 이 정 이 정 이 정 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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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34.6 19.5 43.6 16.3 34.8 20.5 39.8 24.9 

30대 36.5 18.5 36.3 22.9 42.2 19.9 38.6 27.7 

40대 42.5 23.3 45.9 23.2 50.4 22.7 46.9 22.9 

50대이상 55.0 14.1 61.7 16.4 58.4 20.5 60.0 23.4 

*출처: 한국갤럽(2008); *이-이명박, 정-정동영. 

<표3>은 이명박 후보와 정동영 후보의 지지도의 변화를 연령별로 나누어 

정리한 것이다. <표3>에 볼 수 있는 듯이 이명박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세대

별로 차이가 별로 없음을 나타낸다. 후보등록 일부터 투표 전일까지 20대와 

30대의 이명박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정동영 후보에 대한 지지도보다 여전히 

높다. 그럼 2002년 대선과 달리 2007년 대선에는 왜 이명박 후보가 20대와 

30대 유권자들의 지지를 많이 받았는가? 이를 답하기 위해 노무현 정부에 대

한 평가를 다시 보고자 한다. 평균 4.2%의 낮은 경제성장률과 투자부진에 따

른 저성장구조의 정착과 성장잠재력 훼손, 그리고 이로 인해 노무현 정부 5

년을 힘들고 지겨웠던 시절이라고 되돌아본 부정적인 평가가 눈에 띈다 (박

석흥, 2010:273). 이미 2002년 대선 무렵부터 한국의 내수경제는 마이너스로 

가는 극심한 경기침체를 겪었으며 이는 곧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해질2것임을 

예고했다. 2002년 대선에 노무현 후보를 많이 지지한 20대와 30대는, 당연히 

노무현 정권에 실망하게 되었으며 2007년 대선에 이르러 그들은 경제를 살릴 

이미지의 후보를 찾게 되었다. 이명박 후보는 현대건설 사장과 서울시장을 

역임하며 경제 CEO의 이미지로 등장하였기에 20대와 30대의 선택까지 받게 

되었다.  

위에서 2002년과 2007년 대선에의 20대와 30대 유권자들의 지지도 변화 추

이를 살펴보았다. 2002년 대선에서는 진보적인 노무현 후보를 지지했으나 

                                           
2
 조성주는 2002년 6월 월드컵과 12월 대선이 끝나고 2003년이 되었을 때 한국의 내수경제는 

마이너스로 가는 극심한 경기침체를 겪는다고 했다. 이 시점부터 그러니까 2003 년부터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언론에 오르내리기 시작했고, 결국 내수경제 붕괴와 

노무현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의 추진은 2007 년에 이르러 청년실업 100 만 시대를 

만들어버렸다 (조성주, 2009:150) 



- 5 - 

 

2007년 대선에는 노무현 정권을 실망하며, 압도적 우위국면 3을 가지고 있는 

이명박 후보에게 표를 더했다. 

2030의 투표참여가 양대 대통령 선거에는 왜 그렇게 달랐는지, 왜 2002년 

대선에서는 진보적인 노무현 후보를 지지하였으나 2007년 대선에서는 보수적

인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였는지, 왜 양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변동이 심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했다. 기성시대와 다른 젊은 유권

자들의 투표 경향은 굳어있지 않고 쉽게 변한다. 그렇게 바뀌는 그들의 투표 

경향은 한국 사회의 변동으로 이어지기에 젊은 유권자들의 투표행위를 살피

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30은 2002년 대통령선거와 2007년 대통령선거에서 어

떻게 투표했는지, 그들의 투표의 의사 결정과정에서 어떠한 요소에 의해 투

표를 하였으며 그 요소가 어느 정도 투표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양대 

대선에서는 지지정당은 달랐는지에 대한 분석이다.  

2. 선행 연구 검토와 선행 연구의 문제 고찰 

2.1. 선행 연구 검토 

젊은 유권자들의 투표율 저조는 한국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다. 최근 

들어 대부분 선진국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면서 세대와 투표참여에 관

한 연구가 어느 정도 진행되어 왔다. 서현진(2008)은 젊은 유권자들의 저조

한 투표율에 관한 국외연구를 검토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투표율 하락은 

1960년대 이래 대부분 민주주의 국가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 

주요 원인은 정당일체감의 약화로 인한 무당파의 증대, 네거티브 선거운동의 

                                           
3
 박찬욱은, 정도영, 문국현, 그리고 이인제 후보가 단일화를 하더라도 이명박 후보의 압도적 

우위국면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할 만큼 회고투표의 영향력이 매우 켰다고 했다(박찬욱, 2008: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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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연, 정치 불신의 증대, 젊은 층의 정치적 무관심과 기권 등으로 규명되었

다. 또한 밀러(Miller, 1992)는 젊은 세대에서 정당일체감을 가진 유권자 층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프랭클린(Franklin, 2004)은 많은 선진국들에

서 젊은 층의 투표참여를 조장하기 위해 선거권을 갖는 나이를 18세로 줄었

지만 성과가 없었던 이유는 투표참여가 나이의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적 기술

의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요즘 젊은 세대는 기존 세대보다 정치적 기술

이 부족해서 기권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젊은 층의 투표율이 낮음에 대한 국내연구로는 정해구(2010)의 연

구와 김형주(2008)의 연구가 있다. 정해구에 따르면 민주화 이후 역대 선거

의 투표율은 전반적으로 하락했는데, 20-30대는 그보다 낮은 투표율을, 40-

50대는 그보다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 민주화 이후에 젊은 유권자들로 하여

금 투표에 불참하게 만든 원인은 지역주의 정치, 사적 개인주의화, 생존 경

쟁의 격화, 정치에 대한 비판의 증가 등이라고 정해구가 주장하였다. 김형준

은 젊은 유권자의 투표 참여율이 낮은 이유는 그들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적 

특성으로써 사회생활의 경험이 없거나 적어서 정부 정책이 자신의 삶에 어떻

게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지 못하고 정치체제에 대한 충성심에서도 부족하기 

때문이며, 또 하나는 탈물질주의적 가치관을 가져서 투표참여와 같은 단순한 

형태의 참여보다 거리 시위, 서명 등 적극적 형태의 참여를 선호하기 때문이

라고 주장하였다.  

강원택(2003)은 2002년 대선에서 세대 간 이념 차이와 정치적.사회적 이

슈들이 그들의 사고방식 뿐더러 투표참여에 영향을 끼쳤다고 이야기한다. 강

원택은 투표참여의 차이를 세대 간 이념 차이, 여중생 사망사건, 대북정책과 

국보 법 폐지 등 이슈에 대한 태도 차이로 설명하면서 보수/진보 균열이 계

급이 아닌 세대균열로 표출되었다고 분석했다. 그는 2002년 대선을 민주화 

이후 한국 정치를 이끌어온 지역주의와 정당의 사당화로 특징지을 수 있는 3

김 정치로부터의 변화가 나타난 선거로 보았는데 이런 새로운 변화를 이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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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 세력은 20대와 30대 젊은 유권자라고 평가했다.  

강원택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김욱(2006)의 연구는 2002년 대선에서 젊은 

세대와 기성 세대 간의 투표 행태의 차이를 세대균열과 이념균열로 설명해주

었다. 단순회귀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김욱은 2002년 대선에서 세대와 

이념은 투표참여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서, 각기 별도의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동시에 양자는 서로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는 결론을 지었다.  

2007년 대선에서 이런 결과에 대한 이남영(2008)의 연구는 김욱의 연구와 

비슷하다. 즉, 2007년 대선에서 지역주의, 이념, 세대의 영향력이 각기 별도

로 행사하면서, 동시에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연구해왔다. 이남

영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역주의의 영향력은 아직 상당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그런데 이념과 세대의 영향력을 통제한 후에 지역주의의 영향력이 발

견되었다. 또한 지역주의의 영향력을 통제한 후에도 이념과 세대의 영향력은 

유지된다. 그리고 지역주의와 이념의 영향력을 통제한 뒤에도 세대의 영향력

은 유지된다.  

이남영의 주장과 같은 박희봉(2010)의 연구는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젊

은 유권자를 대표하는 대학생의 지역주의와 정치참여에 관한 연구이다. 대학

생이라는 젊은 세대에 있어서도 한국의 지역주의는 아직도 유효함을 주장했

다. 또한 투표율과 지지정당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정치 이념, 정치활동, 정

부신뢰도에 있어서까지 대학생들은 지역별로 뚜렷한 가치 및 행태의 차이를 

나타냈다. 박희봉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7년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대구

지역 대학생은 타 지역 대학생보다 확연하게 투표율이 높았고, 광주지역 대

학생들의 투표율은 확연하게 낮았다는 것으로 보인다. 2007년 대선에서 지역

주의의 영향력이 아직 유연히 있다는 연구가 많다. 2002년 대선에서는 어떠

한가? 강원택의 주장에 따르면, 2002년 대선에서 지역주의의 약화와 변화로 

말미암아 지역주의의 영향력이 1987년 선거에서 나타난 결과와 같은 행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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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만흠(2002)이 2002년 대선에서의 지역주의 연구에 의하면 2002년 대선

에서 주역주의가 지속되면서 동시에 변화되어왔다. 과거에 비해 2002년 대선

에서 지역적 집중도가 약화되었지만 지역주의는 정치구조의 중요한 변수이며 

국가통합의 과제로 남아있다고 했다. 김만흠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이내영.신

재혁(2003)의 연구는 세대균열과 이념균열이 지역균열과 뚜렷한 교차관계에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 왜냐하면 영남출신 유권자에게 세대-이념균열이 등장

하였으나 호남출신 유권자들이 지역주의적 지지 패턴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

이다. 다시 말해 2002년 대선에서 진보적인 젊은 세대는 진보 성향의 노무현 

후보를, 보수적인 나이 든 세대는 보수 성향의 이회창 후보를 지지함에 따라 

세대.이념균열이 등장하면서 중첩되었지만 이로 인하여 지역균열이 급속하게 

약화되지 않다고 했다.  

김민정(2003)은 2002년 대선에는 세대효과, 지역주의, 그리고 이념차이를 

중심으로 연구하지 않고 사회적.경제적 지위와 2030의 투표행태에 관해서 연

구했다. 그 연구 결과에 의하면 2030의 투표참여는 다른 세대에 비하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20대보다는 30대의 투표율이 더 높았고 30대 가운데

서는 30대 초반의 투표율이 더 높았음을 결론했다. 또한 젊은 여성들이 젊은 

남성보다 더 많이 투표에 참석했음을 보여주었다.  

김솔(2004)은 2002년 대선에의 2030의 사회적.경제적 지위와 정치참여 뿐

만 아니라 그들의 정치태도와 정치참석도 분석했다. 그 연구 결과에 의하면 

30대보다 20대의 투표참여율이 저조했으며, 30대초반이 투표참여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30대후반, 20대 후반, 20대 초반의 순서였음을 결론했다. 

또한 남녀간 투표참여율이 차이가 없지만 젊은 여성들의 투표율은 이전에 비

해 많이 증가했고, 남성과 차이도 거의 없어졌다는 것으로 나타냈다. 지역의 

경우에는 제주지역이 가장 많은 투표율을 보였고, 대구/경북지역이 가장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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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투표율을 보여주었다. 아울러 보수적인 성향의 젊은 유권자들이 진보적인 

성향의 젊은 유권자들보다 투표율이 높았음이 보인다.  

지지정당에 관한 국내 연구는 김진하, 이갑윤(2011), 이내영.정한울(2008)

의 연구가 있다. 김진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07년 대선에서는 가장 약

한 지역투표 성향을 보였으며 동시에 정당의 지역성을 보여주는 지역의존도

는 충청권 정당이 가장 높았고, 영남권 정당이 가장 낮았다고 했다. 김진하

는, 충청권 정당은 영호남에 비해서 지역투표의 수혜를 상대적으로 적게 받

고 있음에도 지역정당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로써 지지

정당에 있어서 지역요인이 아직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갑윤은 2002년과 2007년 정당지지에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변수의 영향

력을 로지스틱 모형으로 분석했다. 그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당 지지에 가

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변수는 연령과 출신 지역으로, 연령이 낮

고 호남 지역 출신일수록 진보 성향 민주당 지지 성향이 높은 반면, 연령이 

높고 영남 지역 출신일수록 보수 성향 한나라당 지지 성향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이념성향이나 성별, 소득, 직업 등은 정당 지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

지 못한다는 것으로 보였다. 반면 2002년과 2007년에 정당지지에 미친 요인

이 주로 세대와 지역의 요인이다.  

이갑윤의 연구와 함께 이내영.정한울(2008)의 연구는 한국 유권자들 사이

에서 증가하는 이념성향-정당지지의 불일치 현성을 설명하는 변수에 대한 연

구이다. 그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한국 유권자들 내에서는 진보적 한나라

당 지지층이 최근 증가하고 있다. 그들은 지역정체성이 정당 선택에 있어 이

념성향의 영향력을 교란시킴으로써 진보적 한나라당 지지자의 증가에 기여하

고 있다고 확인하였다. 이로써 이념 요인이 등장했음에도 지지정당에 있어서 

지역 요인의 영향력이 이념 요인의 영향력보다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2.2. 선행 연구의 문제 고찰과 연구의 문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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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2002 년 대선과 2007 년 대선에서의 선행 연구들을 주로 검토해왔다.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문제들을 제기하고자 한다. 2002 년 대선은 민주화 이후 

소위 ‘3 김 시대’가 막을 내림으로써 세대효과와 이념성향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 선거였다. 왜냐하면 그 동안의 한국선거에서 지역주의가 차지해 온 

독점적인 위치를 감안할 때, 지역주의와 경쟁할 수 있는 새로운 균열구조가 

탄생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커다란 

의의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김욱, 2006:103). 세대균열과 이념균열에 

대한 연구들의 결과에 따르면 젊은 세대들이 진보적인 이념성향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나이 든 세대들이 보수적인 이념성향을 가지고 있다. 한편, 

자신의 이념과 거리가 가까운 후보나 정당을 투표함으로써 4  세대 간의 

투표참여는 다르다는 것이 분석되었다. 즉, 젊은 세대들은 진보적 

이념성향을 가진 후보나 정당을 투표한 반면에 기성세대들은 보수적인 

이념성향을 가진 후보나 정당을 지지했다.  

지역주의와 경쟁할 수 있는 새로운 균열구조가 탄생했지만 2002년과 2007

년 대선에서의 투표 결과는 여전히 아주 뚜렷한 지역균열 양상을 나타냈다. 

2007년 대선에서 정권 교체가 다시 이루어지며 역대 대선에서 강하게 표출되

었던 지역주의 투표 행태가 약화될 것인가도 관심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2002

년 대선과 2007년 대선에서는 지역주의의 변화에 대한 연구가 있기 시작한다. 

2002년 대선 이후에는 지역주의는 약화되고 변화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세대와 이념 요인이 등장하더라도 지역 요인을 교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로써 한국 선거에서 세대-이념균열의 등장과 함께 지역균열이 유연히 남아있

다.  

                                           
4
 16 대 대선에서는 과거의 선거보다 유권자들이 자신의 이념과 거리가 가까운 후보를 더욱 

크게 지지했기 때문에 세대에 따른 이념성향의 차이가 지지 후보의 차이로 나타났다는 

것이다(강원택, 2002: 8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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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연구들이 사회경제학적 요인은 투표참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

여주지는 않지만 2002년 대선에서는 사회경제학적 요인에 따른 투표율이 다

르게 나타냈다. 한국 내의학자들뿐만 아니라 외국학자도 사회경제학적 요인

에 따른 투표에 대해서 연구해 왔다. Lipset은 그의 저서 Political Man에서 

이러한 투표 행위의 성향이 독일, 스웨덴, 핀랜드 등과 그 외의 여러 나라에

서 일치한다고 주장한다(Seymour M.Lipset, Political Man: the social 

bases of politics, Garden City, N.Y 1963, 이규익, 1976: 52-53 재인용). 

그의 분석에 따르면, 여자보다 남자, 저 수준의 교육보다 고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 농촌보다 도시 거주자들, 비교적 높은 위신(prestige)을 갖는 

직업의 종사자들 등 높은 투표율을 나타냈다는 것이다. 국내 학자의 연구 결

과가 국외 학자의 연구 결과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분석해봐야 하겠다. 

왜냐하면 각 국가의 공간, 시간이 달라서 사회경제적 투표행위에 대한 같은 

결론을 얻지는 못하기 때문이다5. 

투표참여의 결정 요인들과 마찬가지로 지지정당의 결정요인들은 민주화 

이후 지역정당과 함께 세대, 이념의 요인이 등장하였다. 이로써 2000년대 들

어 세대와 이념투표 성향이 등장한 이후 지역적 정당투표의 강도는 어떻게 

변화했으며, 또 이들과 지역적 정당투표가 어떤 관계를 갖는가 하는 주제들

이 연구되고 있다(김진하, 2010:144). 선행 연구들을 보면 2002년 대선 이후

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역주의의 효력은 여전히 남아있다. 또한 지지정당의 

결정에 있어서  세대요인의 효력이 뚜렷하게 존재하며 이념요인의 경우 지역

이 이념요인의 영향력을 교란시켰기 때문에 이념성향에 따른 정당투표의 영

향이 크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이규익(1976)은 물론 Lipset 의 경우와 같이 수 개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얻은 일반적 

성향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우리의 경우를 대입해서 반드시 같은 결론을 얻으리라고는 

예상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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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2002년 대통령선거와 2007년 대통령선거

에서 세대.이념.지역투표, 그리고 세대.이념.지역정당의 양상과 변화를 실증

적으로 검증하고 나서 이를 통하여 2030의 투표참여와 지지정당을 살펴보도

록 하겠다.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이 2002 년 대통령 선거와 2007 년 대통령 선거에서의 

2030 의 투표참여, 그리고 그들의 지지정당을 다시 검토하고 살펴보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한정하였다. 첫째,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되는 국내 논문과 연구의 결과를 검토하여 2002 년과 2007 년 

대통령선거에서 투표참여와 지지정당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파악하고자 

한다. 둘째, 2002 년 대선과 2007 년 대선에의 2030 의 투표참여와 지지정당에 

관한 실증적 분석을 위하여 한국종합사회조사(Korean General Social 

Survey-KGSS)의 2003 년과 2008 년 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통계분석과 

비교분석을 하고자 한다. KGSS 의 조사된 내용은 한국의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와 세계 40 개국이 참가하고 있는 국제사회조사연합(ISSP)의 

2002 년 대선의 연구주제인 국가정체성 문제에 대한 국민의 의견이다.  

본 연구의 첫째 방법으로 접근방법을 사용한다. 엄기홍(2013:12)은 과학적 

접근방법은 정치학 연구의 목표를 달성하는 하나의 접근방법으로서 제시될 

수 있다고 한다. 즉, 연구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연구의 목적에 부합되는 

여러 선행 연구들의 결과를 검토하여 주어진 자료에 대한 서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자료를 기반으로 주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유추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접근방법으로써 여러 선행 

연구문헌을 검토하여 선행연구 결과의 문제점들을 유추함에 목표를 두고 

연구하고자 한다. 둘째는 통계분석방법으로서 본 연구에서 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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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분석방법을 활용한다. 자료 분석은 SAS 통계처리 프로그램을 이용했다. 

우선 2030 의 정치이념성향을 찾아내기 위해 평균 분석을 이용했고, 다른 

연령층에 비해 2030 의 투표율과 지지정당의 비율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적 

분석을 활용했다. 또한 그들의 투표참여와 지지정당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검증해보기 위해 로짓 분석을 실시했다. 셋째로 본 연구에서 

2002 년 대통령 선거와 2007 년 대통령선거 즉, 양대 대선에서의 2030 의 

투표참여와 지지정당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알아보기 위해 양적 비교방법을 

이용했다.  

본 연구의 구성은 전체 4 장으로 되어있다. 제 1 장에서는 선행 연구를 

참조하며 본 연구의 문제를 제시한다. 제 2 장에서는 유권자들의 투표행위를 

알아보기 위해 실증적 자료를 활용하여 기술적 분석을 실시한다. 

제 3 장에서는 2030 세대와 40 대이상세대의 투표행위를 살펴보기 위해서 

실증적 자료를 활용하여 기술적 분석과 로짓 분석을 실시한다. 제 4 장에서는 

결론부분으로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본 연구가 갖고 있는 

한계점과 향후 논문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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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투표참여와 지지정당 분석 

1. 세대, 이념, 지역에 따른 투표행위 분석: 기술적 분석 

1.1. 세대에 따른 투표행위 분석 

일반적으로 세대는 공동의 경험을 통해 의식이나 전통을 공유하는 일정 

범위의 연령층을 의미한다. 세대가 투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두 

가지로 나타났다. 강원택(2003:161-162)에 의하면 바로 연령효과(ageing 

effect)와 세대효과(cohort effect)이다. 연령효과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보수적인 성향으로 변화하고 연령에 따라 각기 상이한 정치적 성향을 보이는 

것이다. 반면 세대효과는 각 세대가 겪은 독특한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경험으로 인해 생성된 그 세대만이 갖는 특유한 정치적 성향을 일컫는다. 

연령효과에 따르면, 한국에 저 연령대가 진보성향을 갖고 고 연령대가 

보수성향을 갖는다는 것이다. 세대효과에 따르면, 한국에 한국전쟁 

세대(~1939 년생-69 세 이상), 전후 산업화 세대(1940~1949 연생-59~68 세), 

유신체제 세대(1950~1959 년생-49~58 세), 386 세대(1960~1969 년생-39~48 세), 

탈냉전 민주 노동운동 세대(1970~1979 년생-29~38 세), 월드컵 

세대(1980~1989년생-19~28 세)로 구분되었다.  

선거에서 세대요인이 갖는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1990년대부터 이루어졌으

나 그 요인이 투표행태를 설명하는 매우 중요한 변수로 부각된 계기는 2002

년 대통령선거였다 (박재흥, 2010: 81). 2002년 대선 이전에 지역균열은 여

전히 한국사회에서 지배적 균열구조이고 그 영향력으로 인해 다른 사회균열

의 표출의 장애가 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정당체계의 대표성에 

위기를 가져와 민주주의의 걸림돌이 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최영진, 

2002:12-13, 류현영, 2001:60 재인용). 2002년 대선에서 한국 선거를 지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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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역균열과 경쟁할 수 있는 세대균열이 등장되었다. 2002년 대선 이후에 

한국의 주요 선거에서 세대별 투표균열이 심화되면서 세대요인은 한국 유권

자들의 투표행태를 분석하는 핵심변수로 떠올랐다 (이내영.정한울, :39). 이

로써 본 논문에서는 한국 선거에 있어서 세대요인의 중요성을 인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연령별에 따른 투표율을 알아보고자 하는데, 세대별 투표율 분석은 

선거전략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이다. <표 4>를 보면 역대 

대선에서 투표율은 시간이 흐를수록 모든 연령대에서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다. 전반적인 투표율의 하락과 함께 20 대의 투표율은 한눈에 봐도 

다른 연령대에 비해 수치가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즉, 연령층이 높을수록 

투표참여도가 현저히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세한 분석을 위해 14 대 

대선부터 17 대 대선까지를 구분하여 관찰하고자 했다.  

<표4>연령대별에 따른 투표율 (%) 

 
20대전

반 

20대후

반 

30대전

반 

30대후

반 
40대 50대 

60세이

상 

14대 69.8 73.3 82.1 85.9 88.8 89.8 83.2 

15대 66.4 69.9 80.4 84.9 87.5 89.9 81.9 

16대 57.9 55.2 64.3 70.8 76.3 83.7 78.7 

17대 51.1 42.9 51.3 58.5 66.3 76.6 76.3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1993,1998,2003,2008).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 대 전.후반의 투표율 차이인데, 14 대 

대선에서는 20 대전반이 69.8%로 가장 낮고 50 대가 89.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 투표율을 2030 세대와 40 대이상세대로 구분하면 

2030 세대가 77.78%, 40 대이상세대가 87.27%로 나이가 들음에 따라서 

투표참여도가 높게 나타난 것이 사실이다. 15 대 대선에서는 50 대의 

투표율이 89.9%로 가장 높으며, 20 대전반이 66.4%로 가장 낮게 기록하고 

있다. 연령층별 투표율을 2 단계로 비교하면 2030 세대가 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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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대이상세대가 86.43%를 기록하고 있어 15 대 대선에서도 나이가 

많아질수록 투표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16 대 대선에서는 연령별 

투표율을 분석해보면, 20 대 후반이 55.2%로 가장 낮고, 50 대가 83.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20 대가 56.55%, 30 대가 67.55%, 40 대 

이상이 79.56%로 연령층이 높을수록 투표 참여도가 높았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7 대 대선에서는 연령대별 투표율은 50 대가 76.6%로 가장 높고, 

20 대 후반이 42.9%로 가장 낮았으며 20 대 후반부터 50 대 연령층까지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투표율이 높은 특징을 보였다. 한편, 20 대의 경우 20 대 

후반이 20 대 전반보다 낮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20 대 전반의 

군복무자들의 부재자투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였다(정화영, 2013:38).  

이상의 결과를 다시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기술적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표 5>는 2002 년 대선과 2007 년 대선에서 연령별에 따른 투표참여도에 

대한 분석을 정리한 것이다. <표 5>에서 보듯이 2002 년 대선에서는 20 대가 

69.23%로 가장 낮고, 40 대 이상이 90.6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02 년 

대선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2007 년 대선의 결과를 보면 20 대가 66.93%로 

가장 낮았으며, 40 대 이상이 86.03%로 가장 높았음을 볼 수 있다. <표 5>의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 대와 30 대의 투표율은 다른 연령층의 투표율과 

비해 낮게 나타나 20대와 30대의 투표참여도가 낮다는 특징을 알 수 있다.  

<표5>연령별에 따른 투표율 (%) 

 
20대 30대 40대이상 

2002년 대선 69.23 83.29 90.62 

2007년 대선 66.93 74.79 86.03 

 

<표6>연령대별에 따른 투표율 (%) 

 
2002년 대선 2007년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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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전반 59.05 63.78 

20대후반 76.76 70.00 

30대전반 81.46 67.11 

30대후반 85.21 80.19 

40대이상 90.62 86.03 

 

한편, <표 6>에 의하면 연령이 많아질수록 투표참여도가 높아진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02 년 대선과 2007 년 대선에서는 40 대 이상이 

90.62%로 가장 높고, 20 대 전반이 59.0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6>의 

결과를 보는 것처럼, 2002 년 대선과 2007 년 대선에 20 대 전반이 20 대 

후반보다, 30 대 전반이 30 대 후반보다 투표참여도가 낮게 나타나 본 논문의 

분석은 중앙선거위원회의 투표율 분석의 결과와 일치하지는 않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14 대 대선에서 17 대 대선까지 투표율 분석 결과와 

본 논문의 2002 년 대선에서 2007 년 대선까지의 투표율 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모든 유권자들의 투표참여도가 하락하고 있는 추세가 

밝혀졌으며, 그 중에 20 대 유권자의 투표참여도는 가장 저조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젊은 세대 유권자는 기성세대 유권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표참여율이 낮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해구가 젊은 세대의 

투표율 하락 원인을 언급하였다. 정해구가 민주화 이후의 변화된 환경 

속에서 그들이 정치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거나 정치에 무관심하게 

만듦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투표에 대거 불참하게 만든 원인을 지역주의 정치, 

사적 개인주의화, 생존 경쟁의 격화, 정치에 대한 비판의 증가와 이에 따른 

정치 불신 등에서 찾았다 (정해구, 2010: 75). 또한 ‘인생주기 효과’(life 

cycle effect)로 인해 젊은 세대의 투표율이 저조하다. 즉, 젊은 유권자의 

투표 참여율이 낮은 이유는 인생 주기에서 그들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적 

특성 때문이다. 젊은 유권자는 일단 상대적으로 정치에 관심이 적은데, 아직 

사회생활의 경험이 없거나 적기 때문에 각종 정부 정책이 자신의 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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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지 못한다. 게다가, 같은 이유로 인해 

투표참여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정치체제에 대한 충성심(loyalty) 측면에서도 

중장년층에 비해 부족하다 (한국선서학회, 2006:11). 

앞에서 세대별에 따른 투표율을 고찰해봤는데, 이제 지지정당이 세대별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파악해보고자 한다. 먼저 2002 년 대선 지지정당에 

자민련(자유민주연합당), 한나라당, 국민통합 21 를 보수당으로, 

민주당(새천년민주당), 개혁국민정당,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을 

진보당으로 코딩했다. 2007 년 대선 지지정당에 있어서도 자유선진당, 

한나라당과 친박연대를 보수당으로, 통합민주당, 창조노동당,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연대회의를 진보당으로 코딩했다.  

<표7>연령별에 따른 지지정당 기술적 분석 (%) 

 

2002년 대선 2007년 대선 

보수당 진보당 보수당 진보당 

20대 32.65 67.35 65.29 34.71 

30대 38.94 61.06 62.91 37.09 

40대이상 56.82 43.18 72.16 27.84 

 

<표 7>는 연령별에 따른 지지정당에 대한 분석을 요약한 것이다. <표 7>의 

결과를 놓고 보면, 2002 년 대선에 20 대나 30 대의 유권자들이 각각 67.35%, 

61.06%로 진보당을 지지했지만 40 대이상 세대의 유권자들이 보수당을 

56.82%로 지지했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07 년 대선에 20 대나 30 대의 

유권자들의 정당투표행위가 역전되었음을 볼 수 있다. 2002 년 대선과 달리 

2007 년 대선에 40 대이상세대 유권자들과 같이 20 대나 30 대 유권자들이 

각각 65.29%, 62.91%로 보수당을 지지했음을 알 수 있다. 40 대이상세대의 

유권자들이 자신의 이념성향과 거리가 가까운 정당을 투표한다는 특징을 

보이지만 2030 세대 유권자들의 정당투표는 40 대이상세대처럼 그러한 특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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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는 않는다. 2030 세대 유권자들의 정당투표가 변화하게 된 이유는 

이들을 정치적으로 동원할 수 있을 만한 속성을 지니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다6.  

1.2. 이념에 따른 투표성향 분석 

한국 사회에서는 오랫동안 정치적 이념이 다른 사람을 정치로부터 

배제하고 구분 짓는 잣대로서 사용되어왔다 (김민정, 2003:7-8). 1990 년대 

들어오면서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상당한 변화를 보였고, 노무현 정권의 

등장을 전후하여 대미관계라는 또 하나의 이념갈등의 소재와 더불어 한국 

사회의 이념논쟁은 더욱 그 색채를 분명히 해가고 있다 (김솔, 2005: 42). 

이로써 유권자의 이념성향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강원택이 젊은이들은 

정치적으로 볼 때 대체로 진보적이고 반면 나이 든 세대는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다는 주장을 했다 (강원택, 2003: 298). 사회적으로 아직 이룬 것이 

없고 대신 미래의 무궁한 가능성을 갖는 젊은 세대가 기존 질서, 기존 

체제의 무조건적인 수용을 거부하고 변화를 선호함에 따라서 젊은 

유권자들은 대체로 보다 진보적인 정치 성향을 가진다고 결론지었다. 

강원택의 주장과 같이 <표 8>에서 알 수 있듯이, 나이가 많을수록 정치적 

                                           
6
 박경숙.서이종.김수종.류연미.이상직.이주영(2013:167)이‚다양하게 분화된 정치적 행위가 

이루어지는 인터넷 공간에 활발히 참여하는 20 대는 기존 정치 체계하에서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적절히 대변하는 정당을 찾기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의 개인적 취향과 정치적 

성향이 밀접히 연관되어 있을 경우 관심사의 문제가 고려되지 않으면 타인에 의해서는 마치 

정치에 ‘무관심’한 것으로 인식되기도 한다’라고 평가했다. 한편, 강원택(2010:218)이 

2007 년과 2008 년 선거에서 386 세대의 진보성이 부각되지 않았던 것은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쟁점이 이들을 정치적으로 동원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정치적 이슈보다 부동산, 교육, 도용 등 실생활과 관련된 경제적 이슈가 선거운동을 지배하는 

상황에서 386세대가 중시하는 진보적 가치는 커다란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고 살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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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성향이 보수적이라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20 대와 30 대는 

기성세대보다 더 진보적인 정치 이념성향을 갖는다는 것으로 보인다.  

<표8>연령별에 따른 정치적 이념성향 

연령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정치적 이념성향 1.54 1.53 1.45 1.37 1.32 

*1-보수; 2-진보 

<표9>이념에 따른 투표참여 (%) 

 
보수 진보 중도 

2002 년 대선 87.71 83.93 83.07 

2007 년 대선 80.91 81.73 78.67 

 

<표 9>는 2002 년 대선과 2007 년 대선에서 연령별에 따른 투표참여를 

기술적 분석하는 결과이다. <표 9>에 의하면 2002 년 대선에서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유권자가 87.71 로 가장 높았고, 중도적이라고 생각하는 유권자가 

83.07%로 가장 낮았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07 년 대선에서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 유권자가 81.73%로 가장 높고, 중도적이라고 생각하는 유권자가 

78.6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서 2002 년 대선과 2007 년 

대선에서는 중도성향의 유권자들의 투표참여도가 낮았음을 알 수 있다. 

2002 년 대선에서는 보수성향의 유권자들이 진보성향의 유권자들보다 

투표율이 높았지만 2007 년 대선에서는 역전되었다. 즉, 2007 년 대선에서 

진보성향의 유권자들이 보수성향의 유권자들보다 투표참여도가 높았음을 볼 

수 있다.  

<표10>의 결과를 두고 볼 때, 이념성향과 지지정당에 대한 투표율 사이의 

상관관계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2002년 대선에 보수성향의 유권자가 보수당, 

진보성향이나 중도성향의 유권자가 진보당을 지지했다. 2007년 대선에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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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향이나 중도성향이 보수당, 진보성향이 진보당을 지지했다. 2006년 지방선

거, 2007년 대선, 2008년 총선과 2010년 지방선거에서 이념이 투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이원석은 진보성향의 유권자가 진보적 정당들에 투표한 반면

에 보수성향의 유권자가 보수적 정당들에 투표했다고 평가했다. <표10>에서 

알 수 있듯이 자신을 보수적이라고 생각한 유권자가 보수적 정당, 자신을 진

보적이라고 생각한 유권자가 진보적 정당을 투표했다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하지만 <표 10>는 중도성향의 유권자가 2002 년 대선에서 진보당에 

투표했다가 2007 년 대선에서 보수당에 투표했음을 보여줬다. 강원택(2010)이 

이르길, 중도성향의 유권자들은 보수나 진보와 같은 이념집단에 비해 

정치체계 전반에 대한 만족감이 낮거나 국정운영에 대한 불만이 높은 이들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들은 정치적 효용감이 낮고 정당정치에 대한 귀속감도 

매우 낮은 집단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보수성향이나 진보성향의 유권자가 

자신의 성향과 거리가 가까운 정당에 투표함과 반대로 중도이념집단을 

보수나 진보와 전혀 다른 별개의 속성을 가진 단일한 이념적 집단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강원택, 2010: 238-239).  

<표10>이념에 따른 지지정당(%) 

 

2002 년 대선 2007 년 대선 

보수당 진보당 보수당 진보당 

보수 55.83 44.17 73.88 26.12 

진보 28.49 71.51 46.69 53.31 

중도 42.36 57.64 61.14 38.86 

 

1.3. 지역에 따른 정당투표행위 분석 

1987년 실시된 13대 대통령 선거 이후 지역주의는 한국의 선거결과를 좌우

하는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간주되어 왔다(김민욱, 2008:16). 2002년 대

선에서 노무현 후보는 지역주의의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노 후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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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부산시장 선거나 2000년 총선에서 모두 호남당인 민주당(당시 국민회

의) 후보로 출마하여 지역주의에 도전했던 자신의 경력이나, 영남 출신인 자

신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된 사실 자체가 지역주의 극복이고 정치개혁이라

고 주장했다(안철현, 2003: 189). 그러나 투표결과를 보니까 3김이 일선정치

에서 물러남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 균열현상은 이전 선거와 다르지 않았다. 

흥미로운 점은 선거과정에서 과거와는 달리 세대와 이념 같은 요인이 사회적

으로 커다란 주목을 받았고, 대신 지역주의는 별로 부각되지 않았지만, 실제 

선거 결과를 놓고 보면 지역별 표의 집중 현상은 과거와 매우 유사한 형태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로써 2002년 대선과 2007년 대선에서 호남과 비 호남

을 정치적으로 가르는 지역균열의 존재가 나타났다(남국찬, 2010: 41-45).  

<표11>2002년, 2007년 대선에서 지역별에 따른 투표평균 

 
호남 영남 충청 서울,경기,강원 

2002 년 대선 1.115 1.142 1.201 1.162 

2007 년 대선 1.212 1.178 1.158 1.218 

*1-투표했다;2-투표안했다. 

<표 11>는 2002 년과 2007 년 대선에서 지역별에 따른 투표평균에 대한 

결과이다. ‘1’에 가까우면 ‘투표했다’, ‘2’에 가까우면, ‘투표 

안했다’라는 것으로 코딩 되었다. <표 11>에서 보듯이, 2002 년 대선에서 

충청의 평균 지수가 1.201 로 가장 높았고, 호남의 평균 지수가 1.115 로 

가장 낮았으며, 2007 년 대선에서는 충청의 평균 지수가 1.158 로 가장 

낮았고, 서울.경기.강원의 평균 지수가 1.218 로 가장 높았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보니까 2002 년 대선에서 호남지역의 유권자가 

다른 지역의 유권자보다 투표를 할 확률이 더 높았고, 충청지역의 유권자가 

다른 지역의 유권자보다 투표를 할 확률이 더 낮았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7 년 대선에서 충청지역의 유권자가 다른 지역의 유권자보다 투표할 

가능성이 더 높았고 서울.경기.강원 지역의 유권자가 다른 지역의 



- 23 - 

 

유권자보다 투표할 가능성이 더 낮았다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02 년 

대선의 투표 평균과 비해 2007 년 대선의 투표 평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로써 2002 년 대선과 비교해 2007 년 대선에서 각각 지역의 

유권자는 투표할 확률이 낮아졌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논문의 결과가 

김진하(2010)의 연구 결과와 비슷하다. 지역 분산지수(Regional SD Index)를 

사용하여 지역투표의 변화에 대해서 분석한 김진하가 13, 14, 15 대 대선에서 

비해서 2002 년 대선의 지역투표 지수가 상승했고 2007 년 대선의 지역 투표 

지수가 하락했는데, 영남, 호남의 지역주의 투표경향이 동반 하락하였기 

때문이다(김진하, 2010: 99-101).  

<표12>2002년 대선과 2007년 대선에 지역별에 따른 지지정당 (%) 

 

2002년 대선 2007년 대선 

보수당 진보당 보수당 진보당 

호남 4.48 95.52 13.86 86.14 

영남 76.09 23.91 85.65 14.35 

충청 38.00 62.00 68.00 32.00 

서울.경기.강원 45.00 55.00 74.46 25.54 

 

<표 12>는 지역별에 따른 지지정당을 분석한 것이다. <표 12>에서 의하면, 

충청과 서울.경기.강원의 지역을 제외하고 2002 년 대선과 2007 년 대선에 

호남지역의 유권자가 진보당, 영남지역의 유권자가 보수당을 더 많이 

지지했으며, 호남지역 유권자의 지지비율이 영남지역 유권자의 지지비율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 선거에서 지역주의 문제는 특정 

지역에서 특정 후보나 세력에게 몰표가 나온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세력이 특정 지역에서는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다른 상대 지역에서는 

절대적인 반대와 비판을 받고 있는 데 있었던 것이다 (김만흠, 2002:95). 

때문에 2002 년 대선과 2007 년 대선에 영남지역에서 진보당은 낮은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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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을 받은 반면에 호남지역에서 보수당은 낮은 지지 비율을 받는다는 

특징을 볼 수 있다. 또한 호남지역의 지지비율이 영남지역의 지지비율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이유는 호남과 영남의 

지역균열지수 차이의 가장 큰 원인은 진보적 민주당의 연고지역인 

호남지역에서의 민주당 지지율이 영남지역에서의 보수적 한나라당 

지지율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박정선, 2001: 17). 

하지만 지역투표에 있어서 이념적인 것만도 또는 지역적인 것만도 아니고 

서로 중첩되어 있다는 주장이 있다(백준기, 조정관, 조성대, 2003, 문우진, 

2009). <표13>와<표14>에서 그러한 주장을 검증할 수 있다.   

<표13>지역에 따른 이념 (%) 

 
보수 진보 중도 

호남 30.57 34.9 34.53 

영남 39.33 26.17 34.49 

충청 36.99 29.35 33.66 

서울.경기.강원 35.37 33.24 31.39 

 

<표13>에서 보듯이 호남지역에서는 진보성향이 34.9%, 보수성향이 30.57%, 

중도성향이 34.53%임으로서 호남지역은 진보성향이 다른 이념성향보다 강함

을 알 수 있다. 영남지역에서는 보수성향이 39.33%, 진보성향이 26.17%, 중

도성향이 34.49%임으로서 보수성향이 다른 이념성향보다 강함을 볼 수 있다. 

충청지역과 서울.경기.강원지역에서는 보수성향이 다른 이념성향보다 강한 

것으로 보였다.  

지역과 이념에 따른 지지정당을 어떻게 달랐는지를 다음<표14>에서 볼 수 

있다. <표14>이념과 지역에 따른 지지정당에 대한 분석결과이다. <표14>에서 

부듯이 2002년 대선에서 호남지역의 유권자들은 보수성향이나 진보성향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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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성향이 가각 96.15%, 88.24%, 100%로 진보당에 지지를 던졌다. 반면에 

영남지역의 유권자들이 보수성향이나 진보성향이나 중도성향이 각각 84.06%, 

58.33%, 75.61%로 보수당에 지지했다. 충청지역의 유권자들과 서울.경기.강

원지역의 유권자들은 보수성향이 보수당, 진보성향이나 중도성향이 진보당을 

지지한 경향이 보였다. 2007년 대선에서 호남지역의 유권자들은 보수성향이 

79.49%로, 진보성향이 91.43%로, 중도성향이 86.96%로 진보당을 지지했다. 

영남지역, 충청지역, 서울,경기.강원지역의 유권자들은 보수성향, 진보성향, 

그리고 중도성향이 보수당을 지지했다.  

<표13>와 <표14>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지역주의 투표 행위에 지역과 이념

이 중첩된다고 하는 것이 어렵다. 왜냐하면 지역내부적으로 다양한 이념적 

입장이 공존할 수 있는 만큼 지역을 이념적 구분의 단위로 설정하기는 어렵

기 때문이다(강원택, 2003: 62-82, 강원택, 2008:86 재인용).  

<표14>이념과 지역에 따른 지지정당(%) 

 

2002년 대선 2007년 대선 

보수 진보 중도 보수 진보 중도 

호남 
보수당 3.85 11.76 0.00 20.51 8.57 13.04 

진보당 96.15 88.24 100 79.49 91.43 86.96 

영남 
보수당 84.06 58.33 75.61 96.39 72.55 83.15 

진보당 15.94 41.67 24.39 3.61 27.45 16.85 

충청 
보수당 66.67 8.33 31.58 83.33 66.67 56.25 

진보당 33.33 91.67 68.42 16.67 33.33 43.75 

서울.경기.강원 
보수당 56.57 26.47 44.68 83.06 61.29 71.63 

진보당 43.43 73.53 55.32 16.94 38.71 28.37 

 

2. 투표참여와 지지정당에 영향을 미친 요인 분석 

2.1. 투표참여에 영향을 미친 요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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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부터 모든 주요 변수를 하나의 로짓 모형에 넣고 투표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선별하고자 한다. 

선행 연구의 문제를 고찰함에 따르면 2002 년 대선과 2007 년 대선 

대선에서 세대, 이념, 지역주의가 투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여기서는 이 세 변수와 함께 다른 관련 요인들을 로짓 분석을 통해 동시에 

고찰해 보고자 한다. 모델에는 주요 사회경제학적 변수인 성별, 교육수준, 

소득 수준 등이 추가되었다. 추가된 변수들이 특별한 이론적 근거 없이 주로 

통제의 목적으로 추가되었다.  

2002 년과 2007 년 대선에서 종속변수는 투표여부(투표했다 0, 안했다 

1)이며 기권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독립변수는 세대, 이념, 그리고 지역이 

있다. 연령은 40 대 이상 유권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 다른 연령층의 투표의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이념은 중도적 성향의 유권자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다른 성향을 가진 유권자의 투표의 정도를 나타냈다. 또한 지역은 

서울, 경기, 강원의 유권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다른 지역의 유권자의 

투표의 정도를 나타냈다. 이러한 3 개 독립변수를 투표에 대한 선택이라는 

로짓스틱으로 분석한 결과는 <표 15>와 같다. 

<표15>에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먼저 세대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2002년 

대선에서 20대와 30대 유권자가 40대 이상보다 투표할 확률이 낮았으며, 이 

변수의 영향력은 각기 .0001와 .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그 

중에서 20대가 -1.560, 30대가 -0.665이어서 역시 20대보다 30대가 더 많이 

투표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념의 영향력을 고찰해보면, 보수 성향이나 

진보 성향의 유권자가 중도 성향의 유권자보다 투표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통계적인 유의미성이 있다는 것으로 보였다. 보수 성향의 유권자가 진보 성

향의 유권자보다 더 투표하였음을 볼 수 있다. 결국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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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2002년 대선에서 연령과 이념 두 변수는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

서도 투표선택에 상당한(그리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이다 (김욱, 2006:96). 

호남, 영남, 충청, 수도권(서울, 경기, 강원)의 지역주의 관련 변수는 투

표 선택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김욱의 연구에 의하면, 지난 

2002년 대선에서도 지역주의의 영향력은 무척 강했다고 연구해왔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지역주의의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무의미하게 나타났으므로 2002

년 대선에서 지역주의의 영향력이 밝혀지지는 않았다고 알 수 있다.  

<표15>에서 보듯이 2007년 대선에서 이념과 지역이 통계적으로 무의미하게 

나타나서 두 변수의 영향력이 밝히지는 않았다. 그러나 세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서 그 변수의 영향력이 드러났다. 세대 요인의 베타 값이 

음의 값을 띄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나이가 어릴수록 투표할 확률이 낮아진

다. 2002년 대선과 마찬가지로 2007년 대선에서 20대가 -1.220, 30대가 -

0.933이어서 20대나 30대 유권자가 40대 이상보다 덜 투표했으며, 20대보다 

30대 유권자가 더 투표한 것으로 보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 2002 년 대선에서 세대와 이념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었지만 지역주의의 영향력이 보이지는 않았으며, 2007 년 대선에서는 

이념과 지역 요인이 무의미하게 나타난 것이다. 박희봉, 김만흠, 이내영, 

신재혁의 주장과 달리 본 논문에서 2002 년 대선과 2007 년 대선에서는 

지역주의가 투표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15>투표참여에 대한 로짓 분석 

변수 범주 

2002년 대선 

계수 B 

(표준오차) 

2007 년 대선 

계수 B 

(표준오차) 

상수 2.085
1 

1.30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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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40대이상 기준) 

20대 

30대 

 

-1.560
1
(0.263) 

-0.665
2
(0.230) 

 

-1.220
1
(0.201) 

-0.933
1
(0.181) 

이념(중도 기준) 

보수 

진보 

 

0.519
2
(0.196) 

0.411
3
(0.207) 

 

0.156(0.157) 

0.319(0.172) 

지역(서울.경기.강원 기준) 

호남 

영남 

충청 

 

0.346(0.291) 

0.169(0.203) 

-0.257(0.249) 

 

-0.033(0.217) 

0.237(0.166) 

0.425(0.239) 

성(여자 기준) 

남자 

 

0.409
3
(0.182) 

 

0.152(0.147) 

직업(전업주부 및 기타 직업 기준) 

공무원, 사무직원, 군인, 전문가 

근로자, 농업 및 어업 종사자 

학생 

 

0.087(0.275) 

-0.324(0.270) 

-0.137(0.389) 

 

-0.127(0.187) 

-0.005(0.180) 

-0.163(0.377) 

교육수준(고등학교 졸업 기준) 

중학교졸업 

전문대학교졸업 

대학교 졸업 

대학교 이상졸업 

 

-0.242(0.272) 

-0.011(0.371) 

0.027(0.352) 

0.179(0.471) 

 

0.177(0.210) 

0.868(0.318) 

0.868
2
(0.318) 

0.552
3
(0.263) 

소득수준(5천만원 이하 기준) 

3백만원 이하 

7백만원 이하 

 

-0.082(0.205) 

-0.536(0.367) 

 

0.073(0.149) 

-0.069(0.247) 

-2Log L 1087.515 1473.951 

Chi-square 84.949 74.4323 

p <.0001 <.0001 

예측적중률 69.1% 64.8% 

*1:p<.0001, 2:p<.001, 3:p<.05 

서울대 송호근 교수는 지역으로부터 세대로 선거의 중심축이 이동했으며, 

기존의 가치와 전통적 요소에 대한 반발과 도전이 20, 30 대의 감성과 

결합하여 새로운 유권자의 경향을 대변했다고 분석했다 (조선일보 2002 년 

12 월 21 일자). 또한 투표 결정에 미치는 효과는 일관되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뿐 아니라 그 영향력도 다른 변수들에 비해 결코 작지 않다 

(정진민, 1992: 90). 이로써 세대 요인이 2002 년 대선과 2007 년 대선에서 

새롭게 중요 변수로 부상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념 투표는 한국인의 투표 결정 요인으로는 비교적 새로운 현상이라 

간주되고 있다 (이갑윤, 2011:129). 이갑윤이 이념 투표가 등장한 배경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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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로 설명해왔다. 하나는 정당 경쟁에서의 이념적 분화이다. 다른 하나는 

유권자의 이념적 분화이다. 유권자의 이념적 분포의 확대가 정당 간의 이념 

경쟁과 상호작용해 선거에서의 이념 투표를 가져왔다. 본 논문에서, 2002 년 

대선에서는 이념 요인이 세대 변수와 함께 투표 선택에 영향을 미쳐 새롭게 

중요 변수로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2007 년 대선에서 이념 요인이 

무의미하게 나타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6 년 선거 이후로 이념은 

유권자들의 투표행태를 이해하는 데 더 중요한 변수가 되었으며, 특히 

이념적 차이는 주요 정책 차원의 각각에 있어 명백한 차이를 설명하고 

있었다(이원석, 2011: 29). 

강원택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본 논문에서 2002년 대선과 2007년 대선에서 

지역주의의 영향력이 밝히지는 않았다. ‘강력한’ 지역주의가 2002년 대통

령 선거를 통해 약화되고 그만큼 다른 요인의 영향이 강화되는 등 변화하는 

조짐이 나타났다(강원택, 2003:253). 강원택이 2007년 대선에서 지역주의의 

영향력을 실감하지 못하게 한 중요한 원인은 전국적 수준에서의 동원력이 크

게 약화되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강원택, 2010:73). 

이상의 결과를 요약해보면 2002년 대선에서는 다른 변수들이 통제할 때 세

대요인과 이념요인은 유권자들의 투표참여에 영향을 미쳤으나 지역변수는 그

들의 투표참여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다. 2007년 대선에서는 다른 변수들이 

통제할 때 세대요인만이 투표참여에 영향을 미친 반면에 이념변수와 지역변

수는 투표참여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2.2. 지지정당에 영향을 미친 요인 분석 

지지정당이 투표행위와 마찬가지로 지지정당에 있어서 종속변수는 어느 정

당에 대한 지지여부(진보당 지지했다 0, 보수당 지지했다 1)이며, ‘지지를 

안 했다’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독립변수는 세대, 이념, 지역 요인이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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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모델에는 주요 사회경제학적 변수인 성별, 교육수준, 소득 수준 등이 추

가되었다.  

<표16>은 2002년 대선과 2007년 대선에 진보당의 지지에 대한 영향을 미친 

요인을 살펴본 것이다. <표16>에서 볼 수 있듯이 2002년 대선과 2007년 대선

에 세대, 이념, 지역 요인은 유의미하게 나타나 진보당 지지에 영향을 미쳤

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령별로 보면, 2002년 대선과 2007년 대선에 20대

나 30대가 40대이상세대보다 진보당을 지지할 확률이 더 높게 나타냈다. 특

히, 나이가 적을수록 진보당을 더 지지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지지정당에 미

친 이념의 영향력은 세대 요인과 마찬가지로 뚜렷하게 나타냈다. <표16>에 

의하면, 2002년 대선과 2007년 대선에 보수성향의 유권자가 보수당을, 진보

성향의 유권자가 진보당을 지지할 확률이 더 높았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로써 진보성향일수록 진보당을 더 많이 지지했음을 알 수 있다. 지역의 경

우에 영남지역이 보수당, 호남지역이 진보당을 지지할 가능성이 더 높았음을 

볼 수 있다. 

김진하의 연구와 달리 충청지역에서 지역주의의 영향이 밝혀지지는 못한 

반면에 호남과 영남지역에 지역주의의 영향은 뚜렷하게 나타났다. 한편, 한

국의 유권자들 내에서는 진보적 한나라당 지지층이 최근 증가하고 있으므로 

최근 한국 유권자들 사이에서 이념성향과 정당지지의 불일치가 증가한다고 

분석하던 이내영.정한울(2008)의 연구와 달리 <표14>의 결과에서 본 바와 같

이 보수성향이 보수당, 진보성향이 진보당을 지지함으로써 본 논문에서 이념

과 지지정당의 일치의 특징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의 분석 결과와 비슷한 바로서 이갑윤은, 연령이 낮고 호남 지역 

출신일수록 진보 성향 민주당 지지 성향이 높은 반면, 연령이 높고 영남 지

역일수록 보수 성향 한나라당 지지 성향이 높았음을 분석했다. 본 논문의 결

과에서 보면 연령이 낮고 호남지역일수록 진보당의 지지 성향이 높은 반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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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이 높고 영남지역일수록 보수당 지지 성향이 높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16> 진보당 지지에 대한 로짓 분석 

변수 범주 
2002년 대선 

계수 B (표준오차) 

2007 년 대선 

계수 B (표준오차) 

상수 0.448 -1.381
1 

연령(40대이상세대 기준) 

20대 

30대 

 

1.396
1
(0.332) 

0.859
2
(0.266) 

 

0.958
1
(0.204) 

0.501
2
(0.185) 

이념(중도 기준) 

보수 

진보 

 

-0.631
2
(0.238) 

0.534
3
(0.265) 

 

-0.829
1
(0.169) 

0.418
3
(0.168) 

지역(서울.경기.강원 기준) 

호남 

영남 

충청 

 

2.533
1
(0.494) 

-1.329
1
(0.236) 

-0.343(0.289) 

 

2.513
1
(0.271) 

-0.449
2
(0.168) 

0.140(0.223) 

성(여자 기준) 

남자 

 

-0.206(0.217) 

 

-0.082(0.151) 

직업(전업주부 및 기타 직업 기준) 

공무원, 사무직원, 군인, 전문가 

근로자, 농업 및 어업 종사자 

학생 

 

-0.651
3
(0.329) 

-0.229(0.306) 

-0.022(0.509) 

 

0.337(0.195) 

0.269(0.189) 

0.220(0.387) 

교육수준(고등학교 졸업 기준) 

중학교졸업 

전문대학교졸업 

대학교 졸업 

대학교 이상졸업 

 

-0.412(0.276) 

-0.495(0.434) 

-0.411(0.389) 

0.852(0.471) 

 

0.325(0.209) 

0.254(0.298) 

0.189(0.262) 

-0.059(0.375) 

소득수준(5천만원 이하 기준) 

3백만원 이하 

7백만원 이하 

 

0.347(0.244) 

0.424(0.427) 

 

0.314
3
(0.156) 

0.545
3
(0.242) 

-2Log L 817.659 1517.710 

Chi-square 177.446 252.333 

p <.0001 <.0001 

예측적중률 80.0% 76.3% 

*1:p<.0001, 2:p<.001, 3:p<.05 

이상의 결과를 총괄해보면 유권자의 지지정당에 있어서 다른 변수들을 

통제해도 세대요인, 이념요인, 그리고 지역요인의 영향력은 밝혀졌다. 또한 

지역주의의 영향력이 약화해지고 있다는 연구와 달리 본 논문에서 

지역주의의 영향력은 아직 남아 있으며, 특히 호남지역과 영남지역의 

지지정당 경향이 대립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세대와 이념변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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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력이 강하게 나타나 젊은 유권자들과 나이 든 세대의 지지정당의 차이가 

있으며, 이념에 따른 지지정당 또한 차이가 있음을 보이고 있다. 2002 년 

대선과 2007 년 대선에서 호남에서 거주하고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 젊은 

세대 유권자들일수록 진보당, 반면에 영남에서 거주하고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 나이 든 세대의 유권자들일수록 보수당을 지지할 확률이 높다는 

특징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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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2030세대와 40대이상 세대의 투표행위 분석 

제 2 장-2 절-2.1 항의 <표 15>에 따르면 이념 요인과 지역요인이 

투표참여에 아무 영향도 미치지는 않았는데 세대요인과 투표참여와는 관계가 

있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서 3 장부터 이념과 지역요인에 따른 

2030 세대와 40 대이상세대의 투표참여의 분석이 필요하지는 않았지만 대신에 

이념과 지역에 따른 그들의 지지정당을 분석하고자 한다.  

1. 2030세대와 40대이상 세대의 투표행위 분석 

1.1. 이념에 따른 투표행위 분석 

앞에서 분석한 데로 중도성향을 제외하고 보수성향이나 진보성향의 

유권자들이 자신의 이념과 거리가 가까운 정당들에 투표한다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나이가 낮을수록 진보성향을 가진 반면에 나이가 

많을수록 보수성향을 가짐을 알 수 있다. 2 장 1.2 절에서 세대별에 따른 

유권자의 이념을 살펴본 대로 2030 세대가 진보성향이 있으며, 

40 대이상세대가 보수성향이 있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30 세대와 

40 대이상세대 가운데 어느 세대가 자신의 이념성향에 충실하게 투표하는지 

그리고 이념요인이 그들의 투표성향에 상관관계가 존재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기술분석과 로짓분석을 실행하고자 한다.  

<표 17>는 이념에 따른 정당투표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정리한 것이다. 

<표 17>에서 볼 수 있는 바처럼 2030 세대와 40 대이상세대가 자신의 

이념성향에 충실하게 투표하지는 않는다는 특징을 볼 수 있다. 2002 년 

대선에서는 보수성향의 경우에 20 대가 진보당을 60.47%로, 20 대와 달리 

30 대가 보수당을 53.49%로, 40 대 이상이 보수당을 69.11%로 투표했다. 

진보성향의 경우에 20 대가 78.13%로, 30 대가 80.49%, 40 대 이상이 58.33%로 



- 34 - 

 

진보당에 투표했다. 중도성향의 경우에 진보당 지지 비율은 20 대가 65.22%, 

30 대가 51.85%, 40 대 이상이 50.67%로 지지했다. 2002 년 대선과 2007 년 

대선에서는 모든 유권자들의 투표성향이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성향의 경우에는 20 대가 75.00%, 30 대가 77.05%, 40 대 이상이 80.26%로 

보수당을 지지했다. 진보성향의 경우에는 20 대가 57.14%, 40 대 이상이 

60.48%로 보수당을 지지한 반면에 30 대가 63.16%로 진보당을 투표했다. 

보수성향과 같이 중도성향의 경우에는 20 대가 63.04%, 30 대가 66.67%, 40 대 

이상이 70.74%로 보수당을 투표했다. <표 17>의 결과를 보면 20 대 유권자는 

자신의 이념성향에 가장 충실하지 않게 투표한 세대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의 

이념에 가장 충실하게 투표하는 세대는 30 대이다. 본 논문의 분석결과는 

이원석의 분석결과와 다르다. 이념에 충실하게 투표한 유권자의 비율을 

연령대별로 조사한 이원석(2011)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이념에 충실하게 

투표한 유권자가 60 대 이상의 고령층인 반면에 20 대가 이념에 충실하게 

투표하지 않았다.  

<표17>이념성향에 따른 정당투표 분석 (%) 

  보수 진보 중도 

2002년 대선 보수당 진보당 보수당 진보당 보수당 진보당 

20대 39.53 60.47 21.88 78.13 34.78 65.22 

30대 53.49 46.51 19.51 80.49 48.15 51.85 

40대이상 69.11 30.89 41.67 58.33 49.33 50.67 

2007년 대선 보수당 진보당 보수당 진보당 보수당 진보당 

20대 75.00 25.00 57.14 42.86 63.04 36.96 

30대 77.05 22.95 36.84 63.16 66.67 33.33 

40대이상 80.26 19.74 60.48 39.52 70.74 29.26 

 

보수성향 유권자들의 한나라당과 그 후보에 대한 지지는 매우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반면, 진보성향 유권자 가운데에서는 열린우리당(이후 통합민주당)

을 지지하는 비율이 뚜렷하게 감소하였다. 특히 2006년 지방선거와 2007년 

대선에서 자신의 이념성향은 진보라고 응답하면서도, 보수적이라고 인식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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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과 이명박 후보에 대한 지지가 늘어나면서 이념성향과 투표성향의 

인과관계가 모호해졌다(이내영.정한울, 2008, 정화영, 2013: 63 재인용). 이

원식은, 연령이 이념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이면 보수적 유권자일수록 

자신의 이념에 더 충실하게 투표한다고 분석했다. 그 이유는 보수적 유권자

들이 진보적 유권자들보다 자신과 정당들의 이념위치에 대해 더 정확히 파악

하고 있고 이념에 더 충실한 사람들이며(이원석, 2011:25) 정당 지지 성향의 

형성은 개인에 의해 합리적으로 결정될 뿐만 아니라, 과거의 경험에 의한 관

성적 자기 강화에 의해 형성되고 고착화되기 때문이다(박경수.서이종.김수종.

류연미.이상직.이주영(2013:164). 이로써 <표17>에 의하면 2002년 대선에는 

20대를 제외하고 30대나 40대 이상 보수성향이 보수당에 투표했다. 2007년 

대선에는 20대, 30대, 40대 이상 보수성향이 보수당에 투표했다. 이로써 보

수성향이며 나이가 많을수록 이념에 충실하게 투표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이념성향에 따른 투표성향 비중을 살펴봤다. 2030세대와 40대이상

세대의 이념성향이 정당지지에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기 위해 로짓 분석을 

실시해보았다. 먼저 2030세대의 분석 모델에서 종속변수는 진보당 지지여부

(진보당 0, 보수당 0, 기타 제외)를 사용했다. 그리고 40대이상세대의 분석 

모델에서 종속변수는 정당지지여부(보수당 0, 진보당 1, 기타 제외)이다.  

<표18>이념과 지지정당의 단순상관관계 로짓 분석 

변수 범주 
2002년 대선 

계수 B (표준오차) 

2007년 대선 

계수 B (표준오차) 

 2030 405060 2030 405060 

상수 1.468
3 

-0.390
 

-1.450
3 

1.078
1 

이념(중도 기준) 

보수 

진보 

 

-

0.402(0.347) 

0.809
3
(0.366) 

 

0.673
3
(0.274) 

-

0.405(0.347) 

 

-

0.532
3
(0.238) 

0.875
2
(0.242) 

 

0.730
2
(0.206) 

-

0.245(0.212) 

성(여자 기준) 

남자 

 

-0.016(0.298 

 

0.522(0.281) 

 

-

0.207(0.211) 

 

-

0.109(0.188) 

직업(전업주부 및 기타 

직업 기준) 

 

-

 

0.755(0.429) 

 

0.294(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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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사무직원, 군인, 

전문가 

근로자, 농업 및 어업 

종사자 

학생 

0.769(0.476) 

-

0.158(0.538) 

-

0.158(0.538) 

0.177(0.338) 

해당없음 

1) 

0.318(0.28

7) 

0.320(0.42

5) 

0.386(0.266) 

-

0.226(0.227) 

해당없음 

교육수준(중학교 졸업 

기준) 

고등학교졸업 

전문대학교졸업 

대학교 졸업 

대학교 이상졸업 

 

-

0.466(0.622) 

-

0.836(0.722) 

-

0.697(0.706) 

1.374(1.257) 

 

0.591
3
(0.293) 

-

0.681(0.620) 

-

0.012(0.518) 

-

0.280(0.495) 

 

1.131(0.659) 

0.891(0.717) 

0.812(0.701) 

0.175(0.790) 

 

-

0.197(0.217) 

-

0.228(0.375) 

-

0.147(0.294) 

0.105(0.448) 

소득수준(5천만원 이하 

기준) 

3백만원 이하 

7백만원 이하 

 

0.384(0.369) 

-

0.463(0.614) 

 

-

0.369(0.292) 

-

1.566
3
(0.500) 

 

0.378(0.216) 

0.448(0.369) 

 

-

0.159(0.202) 

-

0.400(0.280) 

-2Log L 359.289 429.126 644.367 837.815 

Chi-square 27.680 31.699 41.578 35.241 

p 0.006 0.0009 <.0001 0.0002 

예측적중률 67.8% 66.4% 66.5% 63.4% 

*1:p<.0001, 2:p<.001, 3:p<.05 

<표18>는 이념과 지지정당의 단순상관관계에 대한 로짓 분석의 결과이다. 

분석에 사용된 독립변수들은 모두 범주형 변수들이다. 각 변수들의 기준 변

수는 다음과 같다. 성의 경우는 여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남자들의 정당지지 

비율을 나타낸다. 직업의 경우는 전업주부 및 기타 직업이 기준변수이다. 교

육수준의 경우는 중학교 졸업, 그리고 소득은 5천만원 이하가 기준변수이다.  

2002년 대선에서 2030세대의 경우는 진보성향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으

로써 진보성향과 정당지지의 단순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0대 이상의 경우는 보수성향과 정당지지의 단순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2002년 대선에서 2030세대가 진보성향일수록 

진보정당, 40대이상세대가 보수성향일수록 보수당을 투표한다는 사실이다. 

2007년 대선에서 2030세대의 경우는 보수성향이나 진보성향과 정당지지의 단

순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남으로써 보수적이라고 응답한 

2030세대가 진보당을 덜 지지한 대신에 진보적이라고 응답한 2030세대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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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당을 더 지지했다. 40대이상세대의 경우는 보수성향만이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게 나타나 보수성향과 지지정당의 상관관계가 존재했다. 보수적이라고 

응답한 40대이상세대가 보수당을 투표할 확률이 높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 2030세대는 진보당을 지

지하는 경향이 있고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 40대이상세대는 보수당을 지지하

는 경향성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이념성향 진보-보수 차이가 지지정당과 

상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1.2. 지역에 따른 투표행위 분석 

지금 살펴보고자 하는 지역변수는 논리적으로 볼 때, 지역주의가 

정당투표와 관련이 깊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의가 정당투표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예측되어 왔다. 최근의 많은 연구들에서 정당지지에 미친 

지역주의의 영향력이 약해지면서 변화했음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택(2010:73-74)은 지역주의가 변화하게 된 이유는 지역주의 

이외의 상이한 요인이 등장하면서 그 지역 유권자의 정치적 선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각 지역에서 어느 세대가 어느 

정당을 지지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기술적 분석을 실시했다.  

<표 19>는 2002 년 대선과 2007 년 대선에서는 지역별에 따른 지지정당 

비율을 분석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표 19>에서 볼 수 있는 대로 2002 년 

대선에서 호남지역의 경우에는 20 대가 100%, 30 대가 92.86%, 40 대 이상이 

95.35%로 진보당을 지지했다. 영남지역의 경우는 20 대가 58.62%, 30 대가 

80.95%, 40 대 이상이 80.68%로 보수당에 투표했다. 충청의 경우는 20 대가 

77.78%, 30 대가 71.43%, 40 대 이상이 51.85%로 진보당을 선택했다. 

서울.경기.강원의 경우는 20 대가 74%, 30 대가 65.63%로 진보당을 지지한 

반면에 40 대 이상이 60.38%로 보수당을 지지했다. 2007 년 대선에서 호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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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는 20 대가 100%, 30 대가 78.95%, 40 대 이상이 85.92%로 진보당에 

투표했다. 영남의 경우는 20 대가 84.38%, 30 대가 89.29%, 40 대 이상이 

85.28%로 보수당을 지지했다. 충청지역의 경우는 20 대가 60%, 40 대 이상이 

74%로 보수당에 투표했으며 30 대는 보수당과 진보당을 50%로 지지했다. 

서울.경기.강원의 경우는 20 대가 68.25%, 30 대가 64.89%, 40 대 이상이 

79.39%로 보수당을 지지했다. <표 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호남지역에는 

2002 년 대선과 2007 년 대선에서 20 대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진보당에 

절대적으로 투표했고, 30 대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진보당 지지 비중이 가장 

낮았음을 알 수 있다. 영남지역에 2002 년 대선과 2007 년 대선에서 20 대가 

보수당을 지지한 비율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낮게 나타났고 30 대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보수당을 투표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호남지역의 

모든 연령층 유권자는 진보당에 투표한 반면에 영남지역의 모든 연령층 

유권자는 보수당에 지지를 투척했다. 이로써 호남지역과 영남지역이 

지지정당에 있어서 안정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충청지역과 

서울.경기.강원지역에서는 그러한 안정성을 보이지는 않았다.  

<표19>2002년 대선과 2007년 대선에 지역에 따른 정당지지 비율 (%) 

 

호남 영남 충청 
서울,경기,강

원 

보수

당 

진보

당 

보수

당 

진보

당 

보수

당 

진보

당 

보수

당 

진보

당 

2002

년 

대선 

20대 0.00 100 58.62 41.38 22.22 77.78 26.00 74.00 

30대 7.14 92.86 80.95 19.05 28.57 71.43 34.38 65.63 

40대이

상 
4.65 95.35 80.68 19.32 48.15 51.85 60.38 39.62 

2007

년 

대선 

20대 0.00 100 84.38 15.63 60.00 40.00 68.25 31.75 

30대 21.05 78.95 89.29 10.71 50.00 50.00 64.89 35.11 

40대이

상 
14.08 85.92 85.28 14.72 74.00 26.00 79.39 20.61 

 

<표 20>지역에 따른 2030세대와 40대이상세대의 이념성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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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세대 40대이상세대 

보수 진보 중도 보수 진보 중도 

호남 27.17 37.42 35.41 32.97 33.12 33.91 

영남 33.3 31.25 35.45 43.92 22.32 33.77 

충청 34.25 32.65 33.11 39.04 26.88 34.08 

서울.경기.강원 29.75 38.09 32.16 40.88 28.5 30.63 

 

젊은 세대가 진보성향을 갖고 있는 반면에 기성세대가 보수성향을 

갖는다는 주장이 있지만 <표 20>에 의하면 지역에 따른 2030 세대나 

40 대이상세대의 이념성향이 다르게 나타냈음을 알 수 있다. 호남지역에서는 

2030 의 진보성향이 37.43%로 더 강했고 40 대이상세대의 중도성향이 

33.915 로 더 강하다. 영남지역에서는 2030 의 중도성향이 35.45%로 더 

강했고, 40 대이상세대의 보수성향이 43.92%로 강했음을 볼 수 있다. 

충청지역에서는 2030 세대와 40 대이상세대가 보수성향이 더 강했으며, 

서울.경기.강원지역에서는 2030 세대가 진보성향이 더 강했고, 

40대이상세대의 보수성향이 더 강하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 2030 세대와 40 대이상세대의 지역과 이념에 따른 지지정당이 어떻게 

달랐는지를 다음과 같이 알아보고자 한다. <표 21>는 2002 년 

대선에서는 2030 세대와 40 대이상세대의 이념과 지역에 따른 지지정당에 대한 

분석결과이다. <표 22>는 2007 년 대선에서는 2030 세대와 40 대이상세대의 

이념과 지역에 따른 지지정당에 대한 분석결과이다.  

<표 21>2002년 대선에서 2030세대와 40대이상세대의 이념과 지역에 따른 지지정당 

2002년 대선 
2030세대 40대이상세대 

보수당 진보당 보수당 진보당 

호남 
보수 0.00 100 5.26 94.74 

진보 15.38 84.62 12.5 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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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0.00 100 0.00 100 

영남 

보수 76.92 23.08 84.78 15.22 

진보 38.89 61.11 60.00 40 

중도 58.82 41.18 81.48 18.52 

충청 

보수 66.67 33.33 71.43 28.57 

진보 14.29 85.71 60.00 40.00 

중도 27.27 72.73 33.33 66.67 

서울.경기.강원 

보수 36.36 63.64 65.57 34.43 

진보 18.18 81.82 38.71 61.29 

중도 37.5 62.5 39.39 60.61 

 

<표 21>와 <표 22>에서 보는 데로 2002 년 대선과 2007 년 대선에서 

호남지역에서는 보수적이나 진보적이나 중도적인 2030 유권자들과 

40 대이상세대 유권자들이 진보당을 지지했다. 영남지역의 경우는 

40 대이상세대는 보수성향이나 진보성향이나 중도성향이 보수당에 지지를 

던졌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영남지역의 2030 세대는 그렇지 않았다. 

보수적이나 중도적인 2030 세대가 보수당을 지지한 반면에 진보적인 

2030 세대가 진보당을 지지했음을 볼 수 있다.  

2002 년 대선에서의 충청지역의 경우는 보수적인 2030 세대가 보수당, 

진보적이나 중도적인 2030 세대가 진보당을 지지했으며, 보수적이나 진보적인 

40 대이상세대가 보수당, 중도적인 40 대이상세대가 진보당을 지지했다. 

2007 년 대선에 이르러 충청지역에서는 보수적이나 진보적인 2030 세대가 

보수당, 중도적인 2030 세대가 진보당에 지지를 던졌음을 알 수 있으며 

보수적, 진보적, 그리고 중도적인 40 대이상세대가 보수당을 지지했음을 볼 

수 있다.  

2002 년 대선에서의 서울.경기.강원지역의 경우는 보수성향, 진보성향, 

중도성향의 2030 은 진보당을 지지했으며, 보수성향의 40 대이상이 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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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성향이나 중도성향의 40 대이상이 진보당을 지지했다. 2007 년 

대선에서는 보수적, 진보적, 중도적인 40 대이상이 보수당을 지지한 반면에 

보수적이나 중도적인 2030 이 보수당, 진보적인 2030 이 진보당을 지지했다.  

<표 22>2007년 대선에서 2030세대와 40대이상세대의 이념과 지역에 따른 지지정당 

2007년 대선 
2030세대 40대이상세대 

보수당 진보당 보수당 진보당 

호남 

보수 33.33 66.67 23.68 76.32 

진보 7.69 92.31 14.29 85.71 

중도 14.29 85.71 16.67 83.33 

영남 

보수 69.05 30.95 96.92 3.08 

진보 37.04 62.96 71.43 28.57 

중도 71.43 28.57 76.25 23.75 

충청 

보수 58.82 41.18 84.00 16.00 

진보 55.56 44.44 66.67 33.33 

중도 23.08 76.92 65.52 34.48 

서울.경기.강원 

보수 68.24 31.76 84.03 15.97 

진보 38.27 61.73 57.14 42.86 

중도 56.18 43.82 67.33 32.67 

 

이상의 결과에 의하면 2002 년 대선과 2007 년 대선에서의 호남지역에서는 

2030 와 40 대이상의 지지정당에 있어서 이념요인의 영향력이 지역변수보다 

크지 않았음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영남지역에서는 2030 의 지지정당에 

있어서 이념요인이 비중이 많이 차지한 반면에 40 대이상의 지지정당에 

있어서 지역요인의 비중이 이념요인보다 더 컸다.  

<표 23>에서 볼 수 있듯이 지역정당 필요성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정리하는 

것이다. <표 23>에서 보는 것처럼, 지역정당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서울.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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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과 충청지역보다 호남지역과 영남지역이 훨씬 더 강한 필요성에 

공감함을 볼 수 있다. 때문에 지지정당에 있어서 호남지역의 유권자들과 

영남지역의 유권자들은 충청과 서울.경기.강원 지역의 유권자들보다 

안정하게 투표하는 경향을 알 수 있다.  

<표23>지역정당 필요성 

 
매우 공

감한다 

공감하

는 편이

다 

공감하

지 않는 

편이다 

전혀 공

감하지 

않는다 

전체 N X
2 

서울.

경기 
3.49% 44.09% 36.94% 15.47% 100% 601 

P<0.000 

충청 7.56% 45.38% 28.57% 18.49% 100% 119 

호남 22.76% 43.09% 26.02% 8.13% 100% 123 

영남 10.80% 62.35% 21.30% 5.56% 100% 324 

기타 20.00% 50.00% 22.00% 8.00% 100% 50 

전체 8.46% 49.22% 30.24% 12.08% 100% 1217 

출처:이갑윤.박경미(2011:154) 

위에서 지역에 따른 정당투표 비중을 알아보았다. 호남지역의 2030세대나 

40대이상세대가 진보정당에 투표했으며, 영남지역의 2030세대나 40대이상세

대가 보수정당에 투표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충청과 서울.경기.강원지

역의 2030세대나 40대이상세대는 정당투표에 있어서 유동성을 보이고 있다. 

2002년 대선부터 세대요인과 이념요인 등의 상이한 다른 변수들이 등장했으

므로 지역요인의 영향력 강도가 약해지는 것을 인식해 온 연구가 많다. 그럼

에도 정당지지의 결정에 있어서 지역요인과 정당투표가 상관관계가 존재했는

지를 살피기 위해 다음과 같이 로짓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표24>지역과 지지정당의 단순상관관계 

변수 범주 
2002년 대선 

계수 B (표준오차) 

2007년 대선 

계수 B (표준오차) 

 2030 405060 2030 405060 

상수 1.342
 

-0.109
 

-0.933
 

1.679
1 

지역(서울.경기.강원 

기준) 

 

1.850
3
(0.760)  

 

-

 

1.981
1
(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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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영남 

충청 

-

1.490
1
(0.334) 

-

0.249(0.443) 

2.789
1
(0.634) 

1.107
1
(0.319) 

0.135(0.376) 

-

0.259(0.237) 

0.221(0.319) 

2.591
1
(0.322) 

0.501
3
(0.229) 

-

0.083(0.300) 

성(여자 기준) 

남자 

 

0.257(0.308) 

 

0.403(0.300) 

 

-

0.198(0.212) 

 

-

0.123(0.203) 

직업(전업주부 및 기타 

직업 기준) 

공무원, 사무직원, 군인, 

전문가 

근로자, 농업 및 어업 

종사자 

학생 

 

-

0.635(0.490) 

-

0.541(0.514) 

-

0.026(0.570) 

 

0.593(0.452) 

0.099(0.366) 

 

 

0.196(0.24

9) 

0.101(0.28

8) 

0.276(0.42

0) 

 

-

0.618
3
(0.287) 

-

0.442(0.250) 

 

교육수준(중학교 졸업 

기준) 

고등학교졸업 

전문대학교졸업 

대학교 졸업 

대학교 이상졸업 

 

0.002(0.671) 

-

0.530(0.771) 

-

0.353(0.749) 

2.092(1.288) 

 

0.602(0.320) 

-

0.461(0.654) 

0.015(0.529) 

-

0.495(0.519) 

 

0.689(0.667) 

0.472(0.724) 

0.487(0.709) 

0.148(0.798) 

 

-

0.114(0.237) 

-

0.067(0.410) 

0.069(0.321) 

0.009(0.480) 

소득수준(5천만원 이하 

기준) 

3백만원 이하 

7백만원 이하 

 

0.221(0.385) 

-

0.460(0.656) 

 

-

0.439(0.317) 

-

0.929(0.542) 

 

0.276(0.215) 

0.247(0.370) 

 

-

0.307(0.221) 

-

0.542(0.301) 

-2Log L 359.289 429.126 644.367 837.815 

Chi-square 49.951 83.806 42.057 122.974 

p <.0001 <.0001 <.0001 <.0001 

예측적중률 73.2% 76.2% 63.3% 72.2% 

*1:p<.0001, 2:p<.001, 3:p<.05 

여기서 2030 세대의 분석 모델에서 종속변수로 진보당 지지여부(진보당 0, 

보수당 0, 기타 제외)를 코딩했다. 그리고 40 대이상세대의 분석 모델에서 

종속변수는 정당지지여부(보수당 0, 진보당 1, 기타 제외)를 사용했다.  

<표 24>는 지역과 지지정당의 단순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표 24>에서 보듯이 호남지역과 영남지역의 2030 세대와 40 대이상세대 

유권자들이 정당투표에 안정적으로 지지했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02 년 

대선에서 2030 세대의 경우는 호남과 영남지역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호남과 영남의 진보당 지지의 상관관계를 밝혔다. 그리고 호남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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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세대가 진보당을 지지할 확률이 높은 반면에, 영남지역의 2030 세대가 

진보당을 지지할 가능성이 낮은 것을 보였다. 40 대이상세대의 경우는 호남과 

영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호남과 영남의 보수당 지지의 

상관관계를 밝히게 되었으며 40 대이상세대가 호남지역이 보수당을 지지할 

가능성이 낮았고 영남지역이 보수당을 지지할 확률이 높았음을 볼 수 있다.  

2002 년 대선에서 2030 세대는 호남과 영남지역의 지지정당의 상관관계를 

밝혔지만 2007 년 대선에서 2030 세대는 호남지역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호남지역과 지지정당의 상관관계만 분석하였다. 이로써 2007 년 

대선에서 호남지역의 2030 세대는 진보당에 투표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무의미하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2030 세대의 영남이 진보당을 

지지할 가능성이 낮은 것이 사실이다. 40 대이상세대의 경우는 2002 년 

대선과 같이 호남과 영남이 지지정당과 상관관계가 있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냈기 때문이다. 2002 년 대선에서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40 대이상세대의 호남이 보수당에 투표할 비중이 낮은 반면에, 

40 대이상세대의 영남이 보수당에 투표할 가능성이 높았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논문에서 분석한 것처럼, 호남과 영남의 지지정당의 

상관관계를 밝히고 있으며, 호남지역의 2030 세대뿐 아니라 40 대이상세대도 

진보당에 지지를 던진 반면에 영남지역의 2030 세대와 40 대이상세대는 

보수당에 투표했다.  

2. 2030 세대와 40 대이상 세대의 투표행위에 영향을 미친 

요인 분석 

위에서 이념요인과 지역요인이 2030 세대 혹은 40 대이상세대의 지지정당의 

단순상관관계를 알아봤는데 다른 변수들을 통제할 때 이념요인과 지역요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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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지지투표에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지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자 한다. 

이제는 모든 주요 변수를 하나의 로짓 모형에 넣고 정당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선별하기로 한다. 2030 세대의 모델에서 종속변수는 어느 

정당에 대한 지지여부(진보당 지지했다 0, 보수당 지지했다 1, 기타 

제외)이며 40 대이상세대의 모델에서 종속변수는 지지여부(보수당 지지했다 0, 

진보당 지지했다 1, 기타 제외)이다. 독립변수는 정치적 이념성향과 지역이 

있다. 이념성향은 보통 성향의 유권자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다른 성향을 

가진 유권자의 투표 정도를 나타내며 지역은 서울, 경기, 강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다른 지역의 투표율을 보여주고 있다. 성은 여자를 기준으로 남자의 

투표에 대한 상대적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직업은 기타 직업을 기준으로 

했을 때 다른 직업의 투표 비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다른 졸업 층위의 유권자의 투표에 대한 상대적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소득수준은 5 천만원 이하를 기준으로 한 

경우의 상대적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표 25>는 2030 세대와 40 대이상세대의 정당지지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는 것이다. <표 25>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2002 년 

대선에서의 2030 세대의 경우는 이념성향이 정당지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지만 지역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2030 세대의 정당지지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호남지역의 2030 의 유권자들이 

진보당을 지지할 확률이 높았으나 영남지역의 2030 의 유권자들이 진보당에 

투표할 가능성이 낮았다. 2002 년 대선에서의 40 대이상세대에서 

보수성향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보였으므로 보수성향이 40 대이상세대의 

정당지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 있어서 호남과 영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호남지역과 영남지역이 40 대이상세대의 

정당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보수성향의 

40 대이상세대가 보수당을 높게 지지했다. 호남지역의 40 대이상세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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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당을 낮게 지지한 반면에 영남지역의 40 대이상세대는 보수당을 높게 

지지했음을 볼 수 있다.  

<표25>에 의하면 2007년 대선에 들어와 2002년 대선의 2030세대와 40대이

상세대의 지지정당의 경향이 변하지는 않았지만 이념요인과 지역요인의 영향

력이 변했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07년 대선에서 2030세대의 경우는 이념

요인이 지지정당에 영향을 미쳤는데 보수성향과 진보성향이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게 보였기 때문이다. 2002년 대선과 비슷하게 2030세대는 보수성향이 진

보당을 낮게 지지한 반면에, 2030세대의 진보성향이 진보당을 높게 지지한 

것을 알 수 있다. 40대이상세대의 경우는 보수성향만이 지지정당에 영향을 

미쳤으며, 지역은 호남과 영남이 지지정당에 영향을 끼쳤음을 볼 수 있다. 

보수성향일수록 영남지역일수록 보수당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았으나 진보일

수록 호남지역일수록 보수당에 투표할 확률이 낮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우선 이념요인의 경우에는 3장 2절 1항에서 분

석한 2002년 대선에서 이념요인과 2030세대의 지지정당의 상관관계를 밝히지

만 지역요인의 영향력을 통제할 때 2030세대의 지지정당에 영향을 미치지 못

한 것이 사실이다. 반면에 2002년 대선에서 40대이상세대는 보수성향이 그들

의 지지정당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대선에서 지역요인

이 이념요인의 영향력을 통제해도 이념요인이 2030세대나 40대이상세대의 지

지정당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 분석한 것처럼 2002년 

대선과 2007년 대선에서 젊은 세대가 진보성향일수록 진보당, 나이 든 세대

가 보수성향일수록 보수당에 투표할 확률이 높다는 특징을 볼 수 있다. 지역

요인의 경우에는 이념요인을 통제할 때 2002년 대선과 2007년 대선에서 2030

세대나 40대이상세대의 지지정당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젊

은 세대가 호남지역일수록 진보당, 나이가 든 세대가 영남지역일수록 보수당

을 투표할 확률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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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5> 2030세대 vs 40대이상세대의 정당지지에 대한 로짓 분석 

변수 범주 
2002년 대선 

계수 B (표준오차) 

2007년 대선 

계수 B (표준오차) 

 2030 405060 2030 405060 

상수 1.753
3 

-0.391 -1.386
 

1.327
1 

이념(중도 기준) 

보수 

진보 

 

-

0.622(0.384) 

0.609(0.390) 

 

0.753
3
(0.313) 

-

0.443(0.377) 

 

-

0.493
3
(0.244) 

0.768
3
(0.250) 

 

1.157
1
(0.241) 

-

0.203(0.233) 

지역(서울.경기.강원 

기준) 

호남 

영남 

충청 

 

1.989
3
(0.776)  

-

1.429
1
(0.346) 

-

0.380(0.463) 

 

-

2.905
1
(0.646) 

1.074
2
(0.327) 

-

0.215(0.383) 

 

1.813
1
(0.435) 

-

0.188(0.243) 

0.175(0.330) 

 

-

2.867
1
(0.346) 

0.655
3
(0.236) 

-

0.017(0.310) 

성(여자 기준) 

남자 

 

0.114(0.321) 

 

0.495(0.309) 

 

-

0.243(0.218) 

 

-

0.111(0.209) 

직업(전업주부 및 

기타 직업 기준) 

공무원, 사무직원, 

군인, 전문가 

근로자, 농업 및 

어업 종사자 

학생 

 

-

0.895(0.509)  

-

0.708(0.530) 

-

0.240(0.585) 

 

0.639(0.469) 

0.114(0.377) 

해당없음 

 

0.228(0.25

8) 

0.235(0.296) 

0.347(0.43

6) 

 

-

0.562(0.295) 

-

0.357(0.256) 

해당없음 

교육수준(고등학교 

졸업 기준) 

중학교졸업 

전문대학교졸업 

대학교 졸업 

대학교 이상졸업 

 

-

0.209(0.704)  

-

0.843(0.810) 

-

0.603(0.786) 

1.920(1.352) 

 

0.619(0.332) 

-

0.634(0.683) 

0.024(0.554) 

-

0.612(0.524) 

 

1.034(0.689) 

0.845(0.747) 

0.756(0.731) 

0.186(0.820) 

 

-

0.230(0.247) 

-

0.165(0.419) 

-

0.043(0.329) 

-

0.029(0.501) 

소득수준(5천만원 

이하 기준) 

3백만원 이하 

7백만원 이하 

 

0.351(0.396)  

-

0.544(0.672) 

 

-

0.401(0.322) 

-

1.111(0.568) 

 

0.319(0.222) 

0.369(0.383) 

 

-

0.347(0.227) 

-

0.564(0.310) 

-2Log L 359.289 429.126 644.367 837.815 

Chi-square 63.487 96.678 67.499 160.406 

p <.0001 <.0001 <.0001 <.0001 

예측적중률 77.1% 78.9% 69.9% 78.0% 

*1:p<.0001, 2:p<.001, 3: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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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 

2002 년 대통령선거는 민주화 이후 지역주의의 한국정치 지배의 막을 

내림으로써 세대균열과 이념균열의 등장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 선거였다. 

그러나 2007 년 대통령선거에서는 세대균열과 이념균열이 일부 줄어들었던 

대신에 지역균열이 다시 등장했으며, 그 자체가 적지 않게 변화했다(김민전, 

2008). 이런 점을 인식함으로써 2002 년과 2007 년 대선에서 2030 세대는 

어떻게 투표에 참여했는지 정당을 어떻게 지지했는지, 그리고 세대변수, 

이념변수와 지역변수가 그들의 투표참여와 지지정당의 결정에 영향을 어떻게 

미쳤는지를 파악하고 분석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서 본 논문은 2002 년 

대통령선거와 2007 년 대통령선거에서 2030 세대의 투표참여와 지지정당을 

살펴보는 목적에 있어서 한국종합사회조사(Korean General Social Survey-

KGSS)의 2003 년과 2008 년도의 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통계분석을 실시했다. 

분석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모든 유권자들의 투표참여도는 하락하는 추세이며, 2030 세대의 

투표참여도는 40 대이상세대에 비해 뚜렷하게 저조한 경향이 있고 20 대 

전반이나 30 대 전반이 20 대 후반이나 30 대 후반보다 더 투표참여도가 낮다. 

그리고는 40 대이상세대에 비해 2030 세대는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았다. 이념에 따른 투표참여의 경우는 각각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2002 년 대선에서는 보수성향의 유권자들이 진보성향의 유권자들보다 

투표참여도가 높은 반면에 2007 년 대선에서는 보수성향의 유권자들이 

진보성향의 유권자들보다 투표율이 낮았다. 그리고 2002 년과 2007 년 

대선에서는 중도성향의 유권자가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았다. 

지역별에 따른 투표참여도는 차이가 있는데 2002 년 대선에서는 호남지역이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충청지역이 투표에 열심히 참여하지는 않았다. 

2007 년 대선에서는 충청지역이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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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강원지역이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았다. 2007 년 대선에 

비해 2002 년 대선에서 호남, 영남, 서울.경기.강원지역은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한편, 투표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2002 년 대선에서는 세대변수와 

이념변수로 밝혔지만 2007 년 대선에서는 세대균열만은 파악된 반면 

이념균열은 영향력을 드러내지 못했다. 또한 2002 년 대선과 2007 년 

대선에서 투표참여에 있어서 지역주의의 영향력은 나타나지는 않았다. 양대 

대선에서 세대균열의 영향력이 드러난다면 나이가 들수록 투표참여도가 

높아진 반면에 나이가 적을수록 투표참여도가 낮아지는 추세가 보인다.  

둘째, 정당지지 비중을 종합해보면 연령별로 보는 경우에 2002 년 

대선에서 20 대 유권자나 30 대 유권자는 진보당을, 40 대이상세대 유권자는 

보수당에 투표했으나 2007 년 대선에서 20 대, 30 대, 그리고 40 대이상세대는 

보수당을 선택했다. 이념에 따른 지지비중의 경우는 2002 년 대선과 2007 년 

대선에서 보수성향의 유권자는 보수당, 진보성향의 유권자는 진보당에 

지지를 던졌다. 중도성향의 유권자는 다른 이념성향의 유권자들과 달리 

지지정당에 있어서 안정성이 밝혀지지는 않았다. 지역별로 보면 2002 년 

대선과 2007 년 대선에서 호남지역의 유권자는 진보당, 영남지역의 유권자는 

보수당에 지지했다. 즉, 호남지역일수록 진보성향일수록 진보당을 지지하며, 

영남지역일수록 보수성향일수록 보수당을 지지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지역투표에 있어서 지역과 이념이 중첩된다고 결론짓지 않았다.  

2002 년 대선과 2007 년 대선에서는 지지정당의 결정에 있어서 세대요인, 

이념요인, 그리고 지역요인을 밝혔다. 2002 년 대선에서 세대균열과 

이념균열이 등장한 후 지역주의의 영향력이 약해진다는 연구와 달리 본 

논문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2002 년 대선에서 지역주의의 영향력은 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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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난 것이 사실이다. 반면에 2007 년 대선에서 이념균열과 세대균열은 

영향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로써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의 영향력을 

통제해도 2002 년 대선과 2007 년 대선에서 유권자들이 투표참여와 

지지정당을 결정하는 데에 세대, 이념 그리고 지역 변수는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2030 세대의 지지정당에 있어서 2002 년 대선에서 그들의 

지지정당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지역변수다. 그 중에서 호남과 영남이 

그들의 지지정당에 영향을 미친 반면에 충청지역에서 지역주의의 영향력이 

드러나지 못했다. 2007 년 대선에서 그들의 지지정당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이념성향과 지역변수이다. 지역요인에 있어서 호남은 2030 세대의 지지정당 

결정에 영향을 끼쳤다. 이에 따라서 2002 년 대선과 2007 년 대선에서 

2030 세대의 지지정당에 호남지역이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  

2002 년 대선과 2007 년 대선에서 2030 세대뿐만 아니라 40 대 이상의 

투표참여와 지지정당을 결정함에 있어서 세대요인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로써 투표참여도가 낮아지는 2030 세대의 투표참여를 

유도해야 하겠다고 생각한다면 우선 그들의 투표참여도가 낮게 된 원인을 

알아봐야 할 것이다. 2002 년 대선에서 2030 세대에 영향을 미친 것은 정치적, 

이념적 요인이었다. 하지만 2007 년 대선에서는 2002 년 대선에서 있었던 

남북관계, 대미관계 등의 이슈가 별다른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즉, 

2030 세대는 이념, 정치와 같은 가치보다는 경제적 문제, 보다 실생활과 

관련된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2007 년을 크게 지배했던 사안들은 

부동산, 교육, 지역개발, 고용 등 실질적인 경제관련 

생활이슈들이었다(강원택, 2010:216). 이에 따라서 경제적 문제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치적 무관심을 가져오면서 그들의 투표참여도가 

하락하게 되며, 경제적 문제들을 해결해 줄만한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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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에 정치에 대한 불신이 켜져 더욱 그들의 투표율이 하락하고 있다. 

또 하나의 원인은 한국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는 것이다. 

2002 년부터 10 년이 지난 지금 20 대는 18.2%, 30 대는 20.4%로 두 세대를 

합해 38.6%로 10 년 전에 비해 10%p 가까이 줄었고, 반면 50 대는 18.8%로 

5.9%p 증가했고, 60 대는 4.4%p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2030 세대의 비중이 

줄어든 만큼 5060 세대의 비중이 늘었다(정한울, 2012:9). 이를 고려할 때 

2030 세대의 투표참여도를 높이도록 정치에 그들의 관심을 끌어올리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먼저 한국의 고령화 사회 진입속도를 늦추고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들을 세움이 시급할 것이다.  

2008 년도 이후의 정책에 대한 평가는 그 데이터가 모자라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연구자의 능력 또한 부족하여 정책입장에 따른 2030 세대와 

40 대이상세대의 투표행위를 파악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과제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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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the 2002 Presidential Election, there has been a general view among Korean 

politics that the regional cleavage is collapsing due to the rise of the ideological and 

generational cleavages. Some found evidences that the ideological and generational 

cleavage have become strong enough to threaten the very existence of the regional 

cleavage. On the other hand, others reached a conclusion that although the impact of 

regional cleavage is changing; its influence is still remaining. We argue whether 

ideological and generational cleavages affected on election participation and supporting 

party of 2030s; whether regional cleavages changing affected on that.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election participation and supporting party of 2030 

generation in the 16
th
 and 17

th
 presidential elections by using the logistic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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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and technical analysis of the 2003 and 2008 Korean General Social Survey 

(KGSS). By doing so, this study surveys their vote participation and supporting party and 

analyze the factors what affected on their vote participation and supporting party too.  

 In this study, we found that generational confrontation affected on 2030s’ election 

participation in the 16
th
 and 17

th
 presidential elections. Hereby, their voting rate was 

lower than over age 40’s voting rate in both of presidential elections. Besides, in both of 

presidential elections the early 20s, 30s voting rate was lower than the late 20s, 30s. This 

shows that the more voters were younger, the more their voting rate were lower and the 

more voters were older, the more their voting rate were higher. However, we didn’t find 

that regionalism and ideological cleavage affected on the result of their election 

participation.  

In case of supporting participation, we found that in the 17
th
 presidential election 

ideological cleavage affected on 2030s’ supporting party but not in the 16
th
 presidential 

election. While progressive 2030s supported Progressive Party, conservative 2030s 

voters supported Conservative Party. Moreover, in the 16
th
 and the 17

th
 presidential 

election, we calculate the probabilities of 2030s’ casting their vote to Progressive Party in 

accordance with their region. While 2030s locating in Honam area had the tendency to 

support Progressive party, 2030s voters locating in Yeongnam area supported 

Conservative Party. Especially, in both of Presidential Election, there was the correlation 

between 2030s voters’ supporting party and regional cleavage in Honam area. The 

correlation between their supporting party and regional cleavage, however, was not found 

in Yeongnam area.  

Based on the results of the logistic analysis, we are able to determine whether the 

generational factor played on a significant role in election participation of 2030s, whether 

generational, ideological, and regional cleavage affected on their supporting party.  

Key words: 2030 generation, election participation, supporting party, ideological 

cleavage, generation cleavage, regional cleav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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