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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연구는 한국의 청년세대 내 정치적 젠더균열, 즉 투표 선택

에 젠더에 따른 격차가 있는지 살펴본다. 대다수의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여성이 상대적으로 남성에 비해 진보적 정치정향을 보

이는 ‘현대적 젠더갭’이 공고한 것에 비했을 때, 한국에서는 전

체적 수준의 정치적 성차가 명확히 발견되진 않는다. 그러나 이는 

한국에 젠더갭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세대교체의 과

정 중에 있을 가능성을 내포한다. 또한, 2010년대 이후의 실제 선

거결과들에서도 청년세대 내에 정치적 성차가 지속적으로 목격되

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이론적 검토를 바탕으로 도출한 다음의 두 가

지 질문에 답한다. 첫째, 한국 청년세대 내 정치적 젠더균열은 존

재하는가? 둘째, 청년세대 내 젠더갈등을 고려했을 때, 이들의 젠

더의식이 정치적 젠더균열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가?

   먼저, 한국 청년세대 내 정치적 젠더균열의 존재를 경험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누적자료를 위계적 연령-

기간-세대 분석 교차분류임의효과 모형(HAPC-CCREM) 분석을 진

행했다. 분석결과, 장기 자료에서 청년 남성 특히 90년대 전반생의 

남성이 같은 세대 여성에 비해 보수적 투표정향을 보이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어, 청년세대 내 젠더의식이 젠더균열과 맺는 관련성을 탐색

하기 위해 제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후 시행된 <국민가치관과 사

회인식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잠재집단분석(Latent Class Analysis)

과 이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청년세대의 젠

더의식은 성평등 및 성차별 현실에 대한 인식과 페미니즘에 대한 

태도가 교차하여 존재하고, 젠더에 따라 태도의 유형이 상이함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이러한 태도 유형이 2020년 선거의 투표선택

에서 발견된 청년세대 내 정치적 성차와 유의미한 영향을 맺는 요

인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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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결과는 현재의 청년세대 내 젠더의식을 둘러싼 갈등이  

정치적 균열로써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로써 이 연

구는 세대와 젠더의 교차점에 위치한 청년세대의 정치정향의 경향

과 젠더갈등의 지형에 대한 경험적 증거를 제시하는 함의를 가진

다.

주요어 : 청년세대, 젠더 균열, 세대, 투표, APC 분석, 잠재집단분석

학  번 : 2018-2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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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적 젠더균열은 장기

적으로 지속되는 정치적 균열의 하나로, 한국의 지역과 세대처럼 투표 

결과를 가르는 하나의 축으로 연구된 지 오래다. 21세기 이후 미주와 유

럽의 민주주의 국가들에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진보 정당을 지지하고 

그에 투표하는 현상, 즉 현대적 젠더갭(Inglehart & Norris, 2000; 2003)이 

오랜 기간 변함없이 관찰되어 왔다. 또한 이러한 여성 유권자들의 상대

적 진보화 경향은 일부 국가를 넘어 서구 후기산업사회에서는 보편적으

로 발견되어온 현상으로, 그 원인 또한 여러 경험 연구를 통해 탐구되어 

왔다.(Clark and Clark 1986; Cook and Wilcox 1988; Howell and Day 

2000; Inglehart and Norris 2000; Manza and Brooks 1998; Shorrocks, 

2018b; Gillion et al., 2020)

반면 한국에서는 젠더가 주요한 투표균열의 축으로 연구되어온 바가 

적으며, 있다 하더라도 그 원인을 정량적 분석을 통해 검증한 경우는 많

지 않다.(이소영, 2013; 박선경, 2020; 강주현, 2020) 기존의 논의에서는 

여성과 남성이 다른 정치정향을 보이지 않는다거나, 혹은 여성이 남성보

다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주로 보고되어왔다.(이

소영, 2013) 또한, 정치정향의 성차를 집합적 수준의 전체 남성, 전체 여

성 간의 차이가 아닌 세대별로 구별한 연구는 더더욱 드물다. 즉, 정치

적 젠더 균열과 관련한 한국의 연구에서는 현대적 젠더갭의 등장이 다른 

정치문화 변동과 마찬가지로 세대교체(generation replacement)(Norris, 

1999; 김욱·이이범, 2006; Shorrocks, 2018b)에 의해 일어난다는 점이 간

과되어 왔다. 다시 말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모든 여성이 모든 남성보다 

진보적 정향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 남성보다 진보적인 

젊은 세대들이 등장하고 누적되면서 전체 인구집단 수준에서 성차가 등

장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고려할 때, 한국의 젠더균열을 탐

구할 때에도 세대균열과의 관계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젠더와 세대가 야기하는 균열을 함께 고려하는 선행연구의 공백은 최

근의 언론과 정치권에서 “20대 보수화”의 원인으로 “20대 남성”의 

보수화와 반(反)페미니즘 정서를 꼽는 일련의 주장들을 검증하는 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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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움을 낳는다. 한국의 정치지형을 논할 때 청년세대에 주목하고, 이들

을 정치적 무관심 집단, 혹은 신자유주의에 의한 보수적 세대로 호명한 

것은 2010년대 초반부터이지만 ‘청년’을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어 보게 

된 것은 비교적 최근에 와서다. 2018년경부터 소위 ‘이영자’로 불리던 

20대, 영남, 자영업이 2018년 말 ~2019년 초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문재

인 정부 지지율 하락의 요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어 특히 20대 

중에서도 20대 남성 집단이 정부로부터 돌아섰다는 진단이 잇따르며 민

주당 지지율의 하락의 원인으로 특히 20대 남성의 보수화가 제시되었고, 

이후 “20대 남자”는 주목을 요하는 사회 현상으로 호명되기 시작했다.

실제로 2020년 총선 출구조사 결과(KBS, 2020.04.18)에서도, 다른 세대

와 달리 20대 여성의 더불어민주당 및 (당시) 미래통합당 지역구 후보 

투표율이 20대 남성과 큰 차이를 보였다. 20대 전체 기준으로는 더불어

민주당 후보에 투표했다는 비율이 56.4%였지만 20대 내부에서 남성은 

47.7%, 여성은 63.6%로 15.9%p의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20대와 50대의 

차이 (7.3%p)의 두 배에 달한다. 미래통합당에 투표했다는 비율에 있어서

도 20대 전체로는 32% 지만, 세대 내 성별로 구분했을 때는 20대 여성

이 25.1%, 20대 남성은 40.5%로 나타났다. 특히, 2021년 4월 치러진 재보

궐 선거 결과(MBC, 2021-04-07)에서 지난 네 번의 선거에서 승리했던 여

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패배하고, 서울시장선거의 출구조사 결과에서 서울

의 20대 남성이 더불어민주당인 박영선 후보에 비해 미래통합당(현 국민

의 힘) 오세훈 후보에 세 배 이상 투표하여, 60대 이상 남성과 거의 유

사한 보수정당 투표비율을 보이는 20대 남성들이 본격적인 이슈로 떠올

랐다. 

이러한 선거 결과들은 현재 한국 청년세대의 정치행태에 있어 젠더에 

따른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2000년대 초반부터 

‘세대’가 정치지형의 새로운 균열로 화두가 된 것에 더해 2010년대 이

후로는 ‘젠더’가 적어도 청년세대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균열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20대 여성들을 주축으로 한 페미니즘 

운동에 대한 주목은 이전부터 있었으나 젠더 범주가 선거라는 제도적 정

치참여나 정치적 행태의 차이에까지 기여하는 요인으로 주목된 것은 최

근의 일이다. 선거 경험에서 분명하게 관찰되는 이러한 젠더균열의 원인

에 있어서는 ‘청년’세대의 공통된 특성을 뭉뚱그려 설명하면서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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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이질성을 고려하지 않거나, 반대로 20대 남성 과 20대 여성을 극단적

인 대립을 이루는 완전히 상이한 집단으로 규명하거나 낙인 짓는 식의 

설명이 이어져왔다.

그러나 상술하였듯, 현재 청년세대의 여성과 남성 유권자들의 정치행

태 차이를 이해하기에는 지금까지 한국에 축적된 경험적 논의에 공백이 

크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출발하였다. 기존의 연

구들은 선거 시기에 대한 단년도 조사들을 활용하거나, 젠더 균열의 원

인에 대한 분석이 세대 구분 없이 이루어져 현재와 같이 특정 세대 내부

에서 목격되는 젠더갭을 설명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20대를 중심

으로 한 젠더 간 정치적 분화가 등장한 원인은 무엇이고, 서구의 공고한 

젠더균열 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서구 국

가들을 중심으로 관찰된 정치적 젠더갭이 한국에서는 다른 경로를 거쳐 

상이한 종착점에 다다를 수도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변화하는 사

회구조적 위기들과, 2010년대 이후 온라인을 중심으로 촉발된 여성혐오

와 “젠더갈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현재 한국의 청년

세대에서 이런 갈등이 정치화되는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 사회의 페미니즘이 급속도로 전개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

다. 서구 국가들에서는 페미니즘 운동 및 관련 의제가 정치화되었던 기

간과 그 이후의 백래시가 발생한 기간이 장기간에 걸쳐서 정치적 지형에 

영향을 미쳤다. 반면 한국에서는 청년 여성이 정치적 주체로서 유의미한 

집단으로 등장한 시기와, 이에 대한 반발로 백래시(backlash)의 성격을 

보이는 의제들의 출현이 동시적으로 매우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임

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1세기의 한국 청년세대가 처한 이 같은 사회적 

맥락에서, 서구의 ‘발전이론’적 설명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한국만의 

젠더갭 등장 경로가 있을 가능성을 확인해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총 5장으로 구성된다. 다음의 제2 장에서는 이론적 논의를 

제시한다. 정치적 균열의 하나로서 젠더갭의 역사적 추세와 그것이 세대

교체와 가지는 연관성을 살펴보고, 서구와 한국의 경험에 대한 선행연구

들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한국에서 청년세대 내 정치적 젠더균열이 존

재할 수 있음을 확인한다. 이어서, 젠더균열의 발생 원인으로 제시되어

온 요인들 중 문화적 요인의 중요성을 밝힌 후, 특히 한국의 청년세대에 

있어 젠더 의식과 정치적 젠더균열의 연관 가능성을 검토한다. 제3 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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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한국의 정치적 젠더갭을 세대와 교차하여 살펴봄으로써 특히 청년

세대 내 정치적 젠더균열의 존재를 확인한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한

국종합사회조사(KGSS) 누적 자료를 활용한 APC(연령-시기-코호트)분석을 

통해 최근 선거나 여론조사에서 관찰되는 청년세대 내 젠더갭이 일시적

인 현상인지, 혹은 한국에서도 정치적 ‘균열’의 하나로 젠더가 등장한 

것인지 살펴본다. 청년세대, 즉 80~90년대생 코호트에서 남성이 여성보

다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다. 이어 제4 장에

서는 청년세대 내 정치적 젠더균열의 요인으로서 사회구조적 변인 외에 

문화적 변인의 영향력을 검증한다. 잠재집단분석(LCA)과 이항로지스틱회

귀분석을 활용하여 2020년 선거에서 성평등 관련 이슈 및 페미니즘에 대

한 태도가 어떻게 세대 내에 이질적으로 존재하는지 포착하고, 이것이 

정치적 젠더균열의 요인이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제5 장

에서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며 본 연구의 함의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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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자원 및 선행연구

제 1 절 정치적 균열로서의 젠더

제 1 항 서구 민주주의 사회의 젠더균열 

현재 한국 청년세대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치적 성

차가 의미 있는 문제현상일 수 있는 것은 이러한 현상이 특정 정치적 사

건 등으로 촉발된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정치 정향의 지속적인 

간극을 만들어내는 균열(cleavage)로 남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 비해 민주주의와 직접선거의 역사가 오래된 서구의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젠더균열은 오래된 사회정치적 균열 중의 하나이다. 젠더갭, 

즉 성별에 따라 여성과 남성이 선거에서의 투표를 비롯한 정치정향의 차

이를 보이는 이 현상과 여성유권자가 선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사

회적 집단으로 간주되고 본격적인 학계의 연구가 축적된 것은 1980년 미

국 대선, 여성과 남성사이의 투표선택에 큰 차이가 목격된 이후다. 또한 

참정권 운동을 통해 서구 민주주의 각 국가에서 여성이 투표권을 획득한 

후,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보수적 투표행위를 하는 것으로 여겨졌으나, 

해당 선거에서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진보적인 투표행위를 보인 것에 

주목이 쏠린 것이다.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이라고 간주되어왔던 여

성이 남성에 비해 진보적인 정치적 선택을 내리는 이러한 현상은 미국만

이 아닌 유럽과 다수 후기산업사회 국가들에서 시기의 차이는 있으나 보

편적으로 발견되었고, 특정 시기의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장기간의 선거

에서 꾸준히 차이를 만들어내는 균열로 존재해왔다.(Norris, 1998, Manza 

& Brooks, 1998) 

정치적 젠더균열의 역사를 종합한 Inglehart & Norris(2000)의 분류를 

따르면, 서구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위와 같은 젠더균열의 변천 과정에 

다음의 세 종류의 젠더갭(혹은 성차)이 발견된다. (1) 여성이 남성보다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전통적 젠더갭(Traditional Gender Gap) (2)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없어지는 해체 혹은 탈정렬(Dealignment); (3) 여성이 남성

보다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현대적 젠더갭(Modern Gender Gap)이다.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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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에서는 1980년대 이후, 유럽에서는 1990년대 이후 전통적 젠더갭이 사

라지고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진보적인 현대적 젠더갭이 지속적으로 

관찰되고 있다. 

1. 전통적 젠더갭

여성에게 참정권이 부여될 때, 유권자 집단으로의 여성들이 참정권 운

동 등에 영향을 받아 전통 가부장적 사회체제에 반대하고 보다 진보적인 

집단으로 부상할 것이 기대되었었다. 그러나 학자들의 예측과 상이하게 

여성 1960-70년대의 연구자들은 여성들이 정치참여도와 정치관심도가 

낮으며, 투표나 정당지지에 있어서도 남성보다 보수정당들에 대한 지지

가 높았고, 우파 이념에 가까운 성향을 가진다는 발견이 이어졌다 

(Campbell et al. 1960; Butler & Stokes 1974; Inglehart 1977). 이러한 보

수성을 종교, 기대수명, 노동시장 참여 등의 구조적 변수에 기인하는 것

으로 보았다. 여성들을 종교에 대한 교파에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고 전

제한 상태에서, 이탈리아나 프랑스 여성들은 남성보다 교회에 다니는 비

율이 높은데, 교회는 기독민주당(Christian Democratic Party)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보수정당에 투표한다는 설명(Lipset, 1967)이 있었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정치에 무관심하고 편협한 정치적 태도를 가지는 집단

(Almond & Verba, 1963.)이라고 진단하기도 하였고, 기혼 여성들의 정치

적 선택은 남편과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경향(Campbell et al., 1960)

도 여성의 보수성을 설명하는 논리로 제시되었다.

2. 탈정렬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유럽 사회에서는 여성의 보수성이 줄어들고 남

성과 거의 비슷한 정치정향이 나타났다. 또 다국가연구에서 유럽은 일정

한 경향성을 보이기보다 각 나라마다 여성이 더 진보적이기도 하거나 남

녀간 차이가 없거나 하는 경향이 혼재되어 나타나기도 했다. (Heath et 

al. 1985; Mayer and Smith 1995; Welch and Thomas 1988) 이러한 성차

의 사라짐을 탈정렬(Dealignment)라고 하였는데, 유럽 정치지형에서는 계

급정체성과 종교기반의 정당지형이 존재해왔기 때문에, 이런 전통적인 

균열구조의 해체가 탈균열로 이름 지어져 주목되었다. 젠더갭 또한 계급

이나 종교만큼 정치정향의 간극이 크게 차이 난 것은 아니었어도 장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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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렷이 차이를 가졌던 전통적 균열 중 하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전통

균열의 해체 속에서 젠더도 더 이상 균열로써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였던 

것이다. (Brooks & Manza, 1997) 

3. 현대적 젠더갭

같은 시기인 1980년대 미국에서는 현대적 젠더갭이 가장 먼저 나타나

고 있었다. 1980년 당시 미국 공화당 후보로 레이건 대통령이 당선되었

는데, 남성들에 비해(36%) 여성들이 민주당 후보였던 카터 후보를 지지

하는 비율(45%)이 더 높았다.(Lizotte, 2017) 이에 주목하면서 젠더갭에 

대한 연구가 늘어났다. 그러나 비단 1980년 선거에서 일시적으로 젠더이

슈가 폭발하여 젠더갭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1950년대 이래 선거들에서 

지속적으로 성차가 줄어든, 즉 여성이 진보화된 과정의 결과로 1980년 

선거에서 젠더갭이 가시화 된 것이었다. (Manza & Brooks, 1998) 

1980년대 이후 젠더간 정치적 태도의 격차가 벌어져 1990년대 이래 약 

30년의 시간동안 미국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이념적으로 더 진보적이며, 

민주당 지지비율이 더 높은 경향이 공고해졌다. 대통령 선거(Manza & 

Brooks, 1998) 등 전국단위 선거뿐 아니라 주단위 선거에서도 꾸준히 발

견되었다. (Kelin, 1984; Muller, 1988; Miller & Shanks, 1996). 2000년대 

이후, 198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의 선거여론조사 누적 자료(ANES, 

Gallup Poll)를 분석한 Gillion, Ladd, Meredith(2020)의 연구에서도 이런 

경향성이 경험적으로 여전히 유효함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 가

장 최근의 선거인 2020 대선에서도 현대적 젠더갭은 지속되고 있다. 미

국 여성정치센터(CAWP) 분석에 따르면 바이든은 여성유권자의 55-57%, 

남성유권자의 45-46% 지지를 얻은 반면, 트럼프는 여성유권자의 

42-43%, 남성유권자의 51-53% 지지를 받은 것이다. 이전 대선이었던 

2016년 대선은 역대 대선 중 젠더갭이 가장 큰 차이를 보였던 선거였다

(이소영,2018) 출구조사 결과에서는 1980년 이후 2020년까지 미국의 여성

과 남성간 민주당(후보) 지지율은 약 8%p 차이를 꾸준히 유지해온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Pew Research Center, 2021) 이처럼 1980년대 이후 

미국의 젠더균열은 현대적 젠더갭의 경향을 확연히 띠게 되었다. 

유럽에서도 1990년대 이후 젠더균열의 재정렬(gender realignment)이 

일어났다. 1990년대와 2000년대를 거치며 현대적 젠더갭이 다수 유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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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에서 확인되었다(Inglehart and Norris, 2000; Box-Steffenmeier et al., 

2004). 특히 미국에서 발견된 현대적 젠더갭이 국제적으로도 보편적인 

현상인지 탐구하기 위해 36개 국가의 WVS자료를 비교한 Inglehart & 

Norris(2000)의 연구에서 1990년대 서구권 위주의 후기산업사회 국가들에

서 여성이 남성보다 진보적 투표를 하고 있으며, 절반 이상의 경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이 발견되었다. 최근 경향을 포함한 국제

비교연구들(Abendschön & Steinmetz, 2014; Shorrocks, 2018; Gomez et 

al, 2019)에서는 1990년대에는 현대적 젠더갭을 보이지 않았던 국가들도 

모두 포함하여 미국, 캐나다, 유럽 국가들에서 여성이 민주당이나 노동

당 계열의 진보정당을 더 많이 지지하고, 남성이 공화당이나 보수당 계

열의 보수정당에 더 많은 지지를 보이는 경향이 확실하게 나타난다. 이

에 탈정렬 시기의 각 유럽국가들에서는 젠더 균열이 완전히 사라졌기 보

다는 과도기에 위치했던 것이라고 해석할 여지도 있다. 

Inglehart와 Norris(2000;2003)의 발전이론과 국제비교연구들의 결론은 

이렇듯 여성의 상대적 보수성이 정설로 받아들여지던 것에서 역전되어 

현대 서구 발전국가들 대다수에서 여성이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것이 공

고하게 유지된 추세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발전이론은 이를 경제

발전에 따른 사회적, 정치적 변화의 결과로 해석한다. 경제발전에 따라 

여성의 교육수준 상승 및 구조적 변화와 탈물질주의, 여성인권 등의 근

원적인 가치관 변화가 발생하였고, 이들이 진보적 정책과 이념을 표방하

는 진보정당들에 투표하게 되었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경제발전과 사회

발전의 경로가 후기산업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각 국가들

의 일시적이고 개별적인 정세 때문이 아니라 후기 산업사회의 민주주의 

국가들을 아울러서 현대적 젠더갭이‘보편적’으로 발생하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근대화(modernization) 설명논리의 보편성을 전제한다

면, 한국도 일정한 수준의 경제발전을 이루었을 때, 현대적 젠더갭이 발

생할 개연성이 생긴다. 당시 후기산업사회로 분류한 기준인 수명 등의 

HDI, GDP 등의 경제발전 기준으로 현재 한국은 후기산업사회의 발전수

준에 도달한지 오래다. 한국에서도 현대적 젠더갭이 공고한 정치적 균열

의 한 형태로 발견되었는지 한국의 젠더균열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를 통

해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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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항 한국의 정치적 젠더 균열

서구의 정치적 젠더균열에 대한 연구들이 여성의 참정권부여 이후, 부

분적으로나마 탐구되었고(Lipset, 1967) 70년대의 2차 페미니즘 운동 이

후 본격적으로 축적되었던 것(Manza & Brooks, 1998)에 반해, 한국에서

는 여성의 투표권획득을 위한 참정권 운동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고, 

해방과 민주화의 흐름 후, 짧은 기간 동안 압축적으로 제도적 변화와 문

화 규범적변화가 함께 이루어져야했다. 서구와 비교했을 때 한국 여성 

유권자의 정치적 정향과 행태에 대한 연구는 많이 축적되지 않았다. 유

권자의 정치적 정향과 행태는 남성, 여성을 구분하지 않은 평균치의 대

푯값으로 묘사되거나 혹은 가부장적 사회질서 아래 남성 중심의 연구들

이 ‘보편’적 특성으로 연구되면서 젠더간 이질성에 대해서 다각도의 

연구가 축적되지는 않은 것이다. 

서구 중심의 기존 연구들 속에서 국가비교 연구들의 사례로 한국이 포

함된 경우가 일부 있었다. Inglehart & Norris(2000)의 국가비교 연구에서 

한국은 개발도상국, 산업사회로 분류되었고, 당시 개도국들은 근대화 과

정이 남녀의 성역할 및 가치관을 변화시키진 못해 여전히 전통적 성차의 

단계에 머물렀다고 보고되었다. 상술한 이후 서구의 국제비교연구들은 

보통 아시아권을 포함하지 않고, 미주, 유럽권을 중심으로 한 국제비교

연구들이었다. 

국내의 경험적 선거 연구들에서는 여성 유권자, 그리고 나아가 여성과 

남성의 성차에 주목한 연구가 많지 않은 편이다. 

1980년대의 연구들(배성동 외, 1975; 이남영 1985; 한배호·어수영 

1987))은 여성들이 주로 보수적인 정치성향 및 낮은 참여율을 보이는 등 

전통적 성차가 나타난다고 보았다. 1990년대, 2000년대 연구들(이남영 

1995;백영옥, 1992;이승희 1993; 조기숙 2002; 김현희, 2006, 김민정 외, 

2003; )은 투표선택 및 정당선호에 있어서는 정치적 성차가 줄어 성차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연구와 이념 및 관심, 지식 등에서는 여전히 여성

이 남성에 비해 확연히 낮은 등의 전통적 성차가 크게 나타난다는 연구

들이 공존했다. 2010년대 연구결과들도 전통적 성차에 머무르고 있거나

(이소영, 2013) 혹은 전통적 성차의 모습을 보이지는 않게 되었고, 젠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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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보고(이우진, 2014; 박선경, 

2020)가 혼재한다. 가장 최근의 2016년 대선자료를 활용한 연구에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유의미하게 진보정당(정의당) 지지가 높은 결과를 

보고하며 전통적 성차에서 현대적 성차로 변하고 있다는 연구(강주현, 

2020)외에 현대적 성차가 발견되었다는 연구결과는 잘 보고되지 않은 것

이다. 

이처럼 한국에서는 젠더균열에 대한 연구결과의 축적이 부족하고, 존

재하는 연구결과에 대한 해석 또한 일관되지 않다.(박선경, 2020; 강주현, 

2020)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정치적 관심이 낮고, 지식, 효능감 등도 낮

으며 이념적으로나 이슈에 대한 태도 등에서 남성보다 보수적인 경향을 

보여 전통적 젠더갭에 머물러 왔다는 주장들이 다수 있으나, 1990년대 

이래로 정치적 정향 및 정치적 행태, 즉 정당선호와 투표선택에 있어서

는 성차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는 해석과, 부분 영역들에서는 여성들이 

더 진보적인 영역들도 있었기에 현대적 젠더갭을 기대해볼 수 있다는 연

구결과들이 혼재한다. 또한 소수의 연구(박선경, 2020)를 제외하면 대부

분 개별 시기의 횡단면 자료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로, 비교적 최근까지

의 성차의 장기적 추세에 대한 비교가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장기간 조사된 결과로 전체수준에서의 젠더균열이 한국에서 어떻

게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세계가치관조

사(World Values Survey) (Inglehart et. al., 2020) 자료를 통해 탐색적으

로 검토해 본 결과, 다음 <그림 1>과 같이 나타났다.

정당투표(좌)와 정치적 좌우이념(우)의 남성, 여성의 평균치를 시계열적

으로 비교한 결과, 한국에서 전체 남성과 전체 여성 간의 정치적 정향의 

차이는 누적자료상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발견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통계적 유의미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 평균 비교

를 했을 때에도, 여성과 남성의 진보, 보수성은 일관적으로 여성이 더 

보수적이지도, 일관적으로 남성이 더 보수적이지도 않게 혼재되어 나타

나고 있음이 확인된다. 2000년대 이후(정치적 진보-보수의 경우 1980년

대 이후) 2010년대 말까지 한국에서는‘현대적 젠더갭’이 뚜렷하게 발

견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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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lehart & Norris(2000; 2003)의 국가비교연구와 후속연구들

(Abendschon & Steinmetz, 2014; Gillion, Ladd, Meredith, 2020; 

Shorrocks, 2018; Gomez et al, 2019)을 통해서 미국에서는 1980년대, 서

구권에서는 종합적으로 1990년대 이후에 2010년대에 이르기까지 약 

30-40여 년 동안 여성이 남성보다 진보적인 정치적 젠더균열이 공고하게 

유지되는 것과 상이한 결과다. 한국이 후기 산업사회들과 비슷한 수준의 

경제발전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차와 관련된 정치적 태도의 변화는 

이들 국가들과 다르게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요인은 무엇인가? 

제 3 항 젠더균열 동학의 배경으로서의 세대교체

이를 검토하기에 앞서, 젠더균열을 비롯하여 사회의 거시적인 정치문

화의 역사적 변화의 기저에 세대교체(generation replacement)의 논리가 

있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Inglehart(1977)의 설명에 따르면 사회의 변

화, 특히 사회의 가치관변화는 세대를 중심으로 일어난다. 각각의 연령

집단이 독특한 역사적 시기를 거치면서 경험하는 사건들에 의해 세대

(cohort)를 형성하게 되고, 세대로서의 연령집단이 인구학적으로 교체되

[그림 1] 한국의 젠더 균열 - WVS 탐색적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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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세대교체 현상을 통해 사회의 정치문화가 변화하게 된다. 다시 말해, 

현대적 성차를 형성하게 되는 구조적, 문화적 요인들은 사회구조변화와 

가치관 변화에 더 큰 영향을 받는 청년기 젊은 세대에 강하게 영향을 미

치기 때문에, 전체 사회수준에서의 현대적 성차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동시적 가치관 변화라기보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점차 새로운 가치관

을 지닌 세대가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세대교체의 현상이다.(Inglehart, 

1990; Inglehart & Norris, 2000,2003) 그리고 이러한 세대교체 가설의 중

요성이 지금까지의 정치적 성차 연구에서 간과되었음을 지적한 

Shorrocks(2018a;2018b)에 따르면 동시대의 기성세대에서는 여성이 상대

적으로 더 보수적이지만 동시대의 청년세대에서는 여성이 상대적으로 더 

진보적인 세대별 성차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일정 시기에는 해당 사회

에 젠더갭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해석될 수도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두 세대 이상이 정치적으로 동일한 경향의 젠더갭 추이를 보일 

때에도, 각 세대에서 젠더균열을 일으키는 배경동학은 상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집합수준에서의 성차가 아닌 세대별 성차를 탐색함으로써 

이런 세대교체 현상이 한국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동일 세대 내 젠더격차는 파악하기 어렵지만 같은 성별 내 세대격

차 즉 청년 여성이 장년 여성에 비해 유의미하게 진보적이라는 연구결과

(박선경, 2020)도 보고되었다. 또한 최근의 선거결과들과 일련의 여론조

사 등에서 지속적으로 청년세대 내 남성과 여성의 정치적 괴리가 관찰되

고 있다. 이를 세대교체의 부분적 현상이라고 간주하면, 한국에서도 청

년세대 여성들의 상대적 진보성, 혹은 청년세대 남성들의 상대적 보수성

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현대적 젠더갭의 등장의 시발점으로 해석될 여지

가 있는 것이다. 

위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2010년대 이후로 청년세대를 중

심으로 관찰되어온 정치적 성차를 학술적으로 검토할 현실적 필요성을 

포착하였다. 충분한 경험적 검증을 통해 청년세대 내 성차가 젠더균열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청년 여성과 남성의 정치정향이 세대적 특성으로 확

인되는지 검토되어야 한다. 동시에, 서구의 전체 수준의 젠더균열의 등

장배경에 세대교체의 기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

국의 젠더정치를 탐구할 때, 세대를 교차하여 세대별 젠더갭의 양상 및 

요인에 대한 분석이 미비한 선행연구의 공백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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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한국의 전체수준에서는 젠더갭이 뚜렷하게 발견되고 있지 않지

만, 한국의 정치적 맥락, 특히 청년세대의 정치적 맥락에 성별간 정치적 

선택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지, 젠더균열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할 필요

가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질문에 따른 가설을 제기하고 제 3

장에서 경험적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답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1 한국 청년세대에서 정치적 젠더균열이 존재하는가?

가설 1-1. 청년세대(8090년대생) 남성이 여성에 비해 보수정당에 투표할 

확률이 높을 것이다. 

가설 1-2. 교육수준, 계층 등의 구조적 원인을 통제한 후에도 청년세대

의 투표정향에는 성차가 존재할 것이다. 

한편, 전체적인 수준에서는 발견되지 않지만, 현실정치의 실제 선거 결

과에서 반복되어 관측되고, 연구질문1에 대한 연구결과로 청년세대 내의 

정치적 성차가 확인된다면, 이렇듯 부분적인 젠더균열은 무엇으로 설명

될 수 있는가? 청년세대 내의 젠더균열, 즉 청년세대 내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진보적이고, 반대로 남성이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현대적 젠더갭’현상은 청년세대의 무엇으로 설명될 수 있는

지에 대한 질문에 답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서구 사회에서는 ‘현대

적 젠더갭’으로의 전환의 원인으로 어떤 이론들이 제시되었는지 검토한

다.

제 2 절 젠더균열의 요인

제 1 항 현대적 젠더갭, 재정렬(Realignment)의 요인

서구 민주주의 사회에서 성별간 정치적 정향의 차이가 발생하고, 전통

적 젠더갭에서 현대적 젠더갭으로 변화하게 된 현상의 원인을 설명하는 

이론과 경험적 연구 또한 오래 축적되어왔다. 젠더갭의 원인은 크게 구

조적 요인과 문화적 요인의 차원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으며 원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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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적인 것으로 전제되던 상태에서의 여성이 진보적인 태도를 갖게 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구조적 요인과 문화적 요인이 구별되긴 하지만 서로 

상호배타적인 것은 아니며, 구조적 요인이 정치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문화적 요인이 매개하기도 한다(Manza & Brooks, 1998; Shorrocks, 

2018b) 

구조적 측면의 원인들은 사회구조적 변화에 따른 여성의 교육수준 상

승, 노동시장 참여확대, 이혼율 증가의 결과 여성이 경험하던 사회적 성

역할이 변화했음을 설명한다. (Inglehart & Norris, 2000) 

여성이 정치적으로 진보화된 것을 설명한 첫 번째 사회구조적 변화는 

계급과 종교 등 전통적 정치균열의 탈정렬과 관련이 있다. 계급정체성이 

약화되면서 계급정체성을 뚜렷이 대변하는 정당과의 관계가 완화되었고 

(Franklin et al., 1992) 종교의 위세가 약해지고 개인들이 세속화

(secularization) 되면서 전통적 젠더갭을 견인하던 종교성이 높은 여성들

의 보수성이 약화되었다는 설명이다. (DeVaus & McAllister 1989). 

또다른 원인으로 꼽히는 것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 증가이다. 

Caroll(1988)에 따르면 노동시장 참여를 통한 경제적 자율성이 커져 기존

의 가부장적 질서에서 남편에 종속적인 의사결정을 하던 여성들의 독립

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진보화된다. 이는 이혼율의 증가가 여성의 자율성

을 상승시키기 때문에 여성이 진보화되는 것과 같은 설명방식이다. 노동

시장에의 참여와 함께 여성의 대학진학률이 높아지는 등 교육수준이 함

께 높아지면서 전문직종에 여성진출이 증가하게 된 것 또한 여성의 진보

화와 연관이 있다고 보았다. 한편으로, 여성의 고용확대는 여성이 가정

에 머물던 과거의 전통적 성역할에서 벗어나 노동시장에 참여함에 따라, 

여성들이 사회구조에 뿌리 깊은 수직적 수평적 성차별을 노동시장에서 

경험하게 함으로써 남성들과 다른, 여성들의 이익을 보다 수호할 수 있

는 진보정당에의 투표할 동기를 갖게 한다(Manza & Brooks, 1998). 직장

에서 가정 외의 여성들과 교류가 확대되고, 준거집단이 이들 여성들로 

변화하게 되고, 개인이 아닌 집단으로 겪는 구조적 차별을 인식하게 되

면서 여성집단이 동질적인 정치적 정향을 갖게 된다. 여성들의 노조활동 

참여가 높아지면서 진보정당 지지가 상승함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위와 같은 구조적 요인에 더해 가치관 등의 문화적 요인의 중요

성 또한 제기되었는데, 이는 다수의 경험연구에서 구조적 변수를 통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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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도 젠더에 따른 정치적 투표 선택의 차이를 설명할 영역이 남아있었

기 때문이다. (Fite et al. 1990; Miller 1984; Wilcox 1990).)

이에 서구 여성들의 젠더갭을 설명하는 것으로 제시된 대표적인 문화

적 요인은 Inglehart(1977; 1997; 2003)의 탈물질주의적 가치관의 변화이

다. 탈물질주의 이론은 사회가 후기산업사회로 이행함에 따라 자유, 여

성 인권신장, 자기표현 등 성장과 안보 중심의 물질주의적 가치관을 대

체하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여성에게 기대

되는 성역할이 변화되고 여성들이 보다 자유롭게 여성권익을 주창하는 

여성운동에 참여하고 동화되게 된다. 그 결과, 현대의 여성들이 더 진보

적 정치정향을 갖게 되었음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러한 탈물질주의 이론

은 거시적인 국가 간 보편적 변화를 설명하는 데는 직관적이나, 어떻게 

경제발전이 ‘자연스럽게’ 탈물질주의 가치관으로 이어지며, 탈물질주

의 가치관을 구성하는 가치관들이 집합적으로 모두 달성되는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누락되었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이에 대한 보완적 설명이자 젠더갭의 변화에 있어 또 하나의 중요한 

문화적 변화의 축은 보다 직접적인 여성주의 및 여성운동의 영향이다. 

1980년대 미국의 현대적 젠더갭의 등장의 배경부터 1970년대 ‘두번째 

물결(2nd Wave)’의 여성운동이 큰 역할을 했다. 여성유권자들이 탈물질

주의적 가치관을 정치적 진보성으로 연결하는데 여성운동의 동원에 따른 

여성유권자들의 ‘페미니스트 정체성(feminist consciousness)’이 매개된

다는 것이다. (Conover, 1988; Manza & Brooks, 1998; Cook, 1989, 1993; 

Cook & Wilcox, 1991) 서구의 여성들은 여성운동의 부흥 하에서 성평등 

관련 인식과 여성주의에 대한 인식이 상승하면서 보다 진보적 정책에 대

한 선호와 진보정당 및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고하게 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근본적인 가치관이나 사회구조적 요인이 바로 젠더갭에 영

향을 미치기 보다는 그러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특정 영역들의 

이슈에 대한 태도가 여성 유권자들이 진보적인 투표와 정치적 태도를 가

지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의 연구들도 있다. 여성들이 남성과 비교했

을 때, 분야가 다른 이슈에 관여도가 높고, 이런 이슈들을 진보정당의 

지지 및 이념성향 등의 정치적 태도와 연결을 시킨다는 것이다. 다수의 

경험연구들은 미국 여성들은 복지정책의 확대, 환경보호, 성과 성정체성

의 평등권, 군사물리력 행사에 반대하는 평화지향적 태도들을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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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슈들에 대한 선호를 기반으로 지지정당을 결정하는 성향이 있음

을 보고해왔다.(Eric & Rein 1988; Kaufmann 2002; Shapiro & Mahajan 

1986; Seltzer et al. 1997) 이는 사회구조적 설명과도 연관되는데, 고학력, 

고소득 전문직종에 진출한 여성들이 진보적 가치에 동의하여 진보화되기

도 하지만, 싱글, 이혼 혹은 미혼에 따라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여성

들은 복지정책에 대한 필요가 높아지기 때문에 복지정책과 이슈에 찬성

할 유인이 생기면서 진보화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제 2 항 한국 청년세대의 젠더의식 

위의 젠더균열의 요인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현재 한국의 청년세대 

내 젠더균열의 요인들 중 연구에서 주목하여 검토하고자 하는 것은 문화

적 요인의 하나인 청년세대의 여성주의 및 젠더의식과 관련된 태도와 정

치적 젠더갭과의 관계이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여성운동이 급속도로 전개되고 있다. 이는 청년

세대의 젠더갈등 현상과 연관이 있다. 온라인 공간에서의 ‘여성혐오’

와 관련된 대중 페미니즘의 확산에 이어 2016년 5월 강남역 시위, 2018

년 미투 운동, 혜화역 시위 등의 사회운동은 다수의 청년세대 여성들에

게 상당히 급속도로 여성주의 시각을 확산하게 했다. 교육수준이 상승하

고, 정보화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로 성장해온 현

재의 청년세대 여성들 중 여성주의적 정체성을 높이게 되었다(배은경, 

2015; 김선기, 2019) 반면 청년 남성 일각에서 2010년대 초 이후로 지속

적으로 분출되어온 여성혐오들과 여러 차례 선거들에서 20대 남성의 보

수적 투표선택들은 20대 남성의 보수화(정성조, 2019; 천관율 정한울, 

2019)라는 논의로 이어졌다. 남성-약자 서사 혹은 남성마이너리티 자의

식이 20대 남성의 정치적 보수성의 배경이라는 시각은 여성주의의 확산

과 관련해서 보면 빠른 속도로 커진 페미니즘에 대한 백래시

(backlash)(Faludi, 2009)의 일종이기도 하다. 이는 제도정치에 대한 정치

적 주체로서의 ‘여성’혹은 ‘남성’ 유권자 집단이 청년세대를 중심으

로 호명되기 시작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동시에, 서구에서 여성들의 

현대적 젠더갭이 장기간에 걸쳐 등장하면서, 유권자들의 젠더간 차이에 

대한 주목이 정치권에서도, 학계에서도 확실히 이루어졌던 것과 구별되

는 경험이다. 한국에서는 구조적 성차별의 현실이 뚜렷함에도 이퀄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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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의 공정과 평등주의, 남성역차별을 주장하는 문화적 백래시(김선기, 

2019; Inglehart & Norris, 2019)가 겹쳐 일어나고 있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편 이러한 청년 여성과 청년 남성이 대척점에 있다는 인식들은 

온라인 공간에서의 특정한 순간이나 양상들이 확대되어 고착화되었을 가

능성도 있다. 젠더갈등이 과장되었을 수도 있는 것이다. 청년세대 내 젠

더갈등이 지속적으로 논란의 전선이 되었지만, 정말로 젠더간의 인식차

이나 젠더갈등이 존재하는 것인지에 대한 경험적 검증이 많이 없었기 때

문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 일련의 연구들(천관율, 정한울, 2019; 최종숙, 

2020; 강주현, 2020)이 젠더의식에서 청년 여성과 청년 남성을 구분할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한 검증을 위해 경험분석을 진행하였다. 결과는 매우 

상반된 결과들이 보고되었다. 한편으로는 20대 남성이 앞서 언급되었듯, 

남성-마이너리티 자의식을 가지고 여성주의에 매우 적대적인 태도를 가

진 집단이라는 낙인찍는 듯한 일반화의 진단(천관율, 정한울, 2019)이 내

려졌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20대 남성은 전통적 성역할이나 가부장적 문

화에 대해 기성세대에 비해 부정적이며 성평등의식이 기성세대에 비해 

높으며 20대 남녀간 이념의 격차나 의식의 격차가 유의미하지 않다는 결

과를 보고했다(최종숙, 2020; 강주현, 2020). 

동일한 세대에 대한 분석에서 어떻게 이렇게 상반되고 모순적인 결과

가 공존하는 것일까? 수집된 자료의 종류나 시기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정확하게는 청년세대에서 이질적으로 나타나는 젠더의식을 조작

화하면서 벌어지는 괴리가 있다고 보았다. 최종숙(2020)과 강주현(2020)

을 비롯하여 한국 청년세대의 남성, 여성간의 젠더의식의 격차가 없다고 

보고되는 연구들에서 전통적 성역할-(아내에 비해 남편의 경력을 유지하

는 것이 더 중요한지,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존중이 필수적인지 등)에 

대한 비동의 정도를 두고 현재 청년세대가 성평등주의적이라고 진단한

다. 그러나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의 규범성이나 원론적 의미에서서의 가

부장적 질서가 현재의 청년세대들이 갈등적 대립을 하고 있는 젠더의식

이 아니라는 점이 문제적이다. 급격한 사회발전이 급격한 가치관 변화를 

갖고 오는 만큼, 현재의 기성세대들에게는 여전히 당연히 전제되는 전통

적 성역할들이 여성의 교육수준 확대와 노동시장 진출의 확대 후의 성장

경험을 겪은 현재의 청년세대들이 전통적 성역할에 대해서는 앞선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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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 비해 성평등적인 당위에 대해서는 동의하게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기성세대에 비해 전통적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탈피한 면에서는 성

평등주의적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현 세대에 새로운 형태로 등장하

고 있는 혐오적 발언들과 대립, 여성주의적 상징에 대한 적대적 태도 등

이 존재하고 있다. 물론 청년세대 내 젠더의식의 이질성은 단순히 성별

에 따라 기계적으로 구분되지 않는다는 위의 연구들(김선기, 2019; 최종

숙, 2020)의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언론 및 정치지형에서 섣불리 청년 여

성과 남성 사이의 젠더갈등을 단언하고, 일부 비중의 의견을 전체의 양

극화된 의견양상인 것처럼 갈등을 증폭시키는 것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현재 한국 청년세대가 대립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 가능한 

젠더의식을 직접적으로 설문한 문항을 통해 현재 청년세대의 성평등 및 

여성주의에 관한 인식의 괴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젠더의식들이 

성별간 평균적으로 어떻게 차이 나는지 만이 아니라 각 성별 내의 이질

성은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반영하여 경험적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런 젠더의식이 어떻게 정치적 투표선택과 연관되는지에 

대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하다. 한국의 세대균열에 관한 연구들이 많이 

축적되어온 것(강원택 2017; 이내영, 정한울, 2014; 최슬기, 이윤석, 김석

호, 2019)에 비해 세대 내 젠더 이질성이 어떻게 정치정향과 연결되는지

에 대한 연구는 드물었다. 또한 앞서 검토하였듯, 한국에서 유권자가 젠

더에 따라 어떤 상이한 경험을 통해 정치적 태도를 형성하게 되는지에 

관한 연구들은 이론적으로도, 경험적으로도 아직 많이 축적되지 않았다. 

더구나 전체 세대가 아니라 특정한 청년세대 내 정치적 성차의 발생 원

인에 대해 탐색한 연구 또한 소수의 연구들(Koo, 2019, 박선경, 2020)을 

제외하면 거의 찾아보기 어렵고, 투표 선택에 대한 연구들은 더더욱 드

문 편이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의 정치적 정향 및 투표선호와 여성주의에 대한 태

도와의 관계, 특히 현재의 청년세대의 투표선호의 기제에 젠더의식이 인

과적 효과를 갖고 있는지를 기반으로 하여 본 연구에서 면밀하게 검토하

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서구의 현대적 젠더갭의 미시적 원인으

로서, 투표선호에 ‘페미니스트 정체성’ 및 여성주의와 여성운동(페미

니즘)에 대한 태도들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증한 상당수의 선행연구들

(Gurin, 1985; Conover, 1988; Cook, 1989, 1993; Cook & Wilcox,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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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lleson Rine-hart, 1992; Plutzer and Zipp, 1996)을 고려하면, 2010년대

를 관통한 젠더갈등에 대한 태도가 청년 여성과 청년 남성의 정치사회화

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있다. 따라서 현재 한국의 청년세대가 본인

의 젠더에 따라 삶을 영위하는데 깊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여겨지는 젠

더의식이 청년들의 정치적 투표선택과의 연관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것

이 청년세대 내 젠더간 정치적 격차를 설명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을지 탐

색해보고자 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이 연구는 한국 청년세대 내 젠더균열의 요

인에 대한 탐색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질문과 가설을 도출한다. 이에 

기반하여 정치적 투표선택 및 페미니즘에 대한 태도와 젠더의식에 대한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제 4장에서 제시한다.

연구문제 2 한국 청년세대의 젠더의식 관련 태도는 어떤 양상을 보이는

가?

   가설 2-1. 남성이 여성에 비해 노동시장과 일상영역에서 역차별을 받

고 있다고 인식하는 남성역차별 유형이 발견될 것이다.

   가설 2-2. 페미니즘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가지는 페미니즘거부 유형

이 발견될 것이다. 

   가설 2-3. 남성역차별 유형과 페미니즘거부 유형에 여성에 비해 남성

의 비율이 더 높을 것이다. 

연구문제 3 한국 청년세대의 정치적 젠더 균열에 젠더의식이 미치는 영

향이 있는가? 

   가설 3-1. 페미니즘 거부유형이 친페미니즘/중립 유형에 비해 보수정

당에 투표할 확률이 더 높을 것이다. 

   가설 3-2. 남성 역차별 유형은 친페미니즘/중립 유형에 비해 보수정

당에 투표할 확률이 더 높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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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한국의 세대내 정치적 젠더 균열 

제 1 절 자료와 분석방법

제 1 항 위계적 연령-기간-세대 분석 HAPC

본 논문에서는 한국의 젠더갭, 특히 세대별로 젠더갭의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연령-기간-세대(APC)분석을 활용한다. 연령

효과, 기간효과와 구분되는 세대균열과 이와 교차하고 있는 젠더균열을 

확인하기 위해 APC 분석방법론을 택했다. 한국의 세대균열을 분석한 최

슬기·이윤석·김석호(2019)의 연구와 유럽-캐나다 지역을 중심으로 세

대-젠더갭에 대해 다년도 조사자료를 분석한 Shorrocks(2018b)의 연구에

서 동일 방법론을 검증한 것을 참고하였다. 

APC 분석의 난제는 동일 시점에서는 세대효과와 연령효과를 구분할 

수 없다는 식별(identification)의 난제가 있다는 점이다.(Fosse & Winship, 

2020; 허종호 외, 2017) 같은 기간에 측정된 자료에서 연령은 곧 출생연

도와 같은 변수가 되어, 횡단면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할 시에는 연령효과

와 세대효과를 구분할 수 없게 된다. 마찬가지로 다른 시기의 횡단면자

료에서 동일 연령대를 병렬적으로 비교할 때에도 이 차이가 기간효과에 

의한 것인지, 세대효과에 의한 것인지 분리하기 어렵다. 즉, 연령, 기간, 

세대의 세 변수가 완전한 선형관계에 있어 공선성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

이다. 

예컨대, 본 연구가 탐구하고자 한 문제 중 하나인‘20대가 보수화되었

다’라는 명제는 연령집단에 대한 서술이다. 이 명제의 근거로 사용되는 

것은 2000년의 20대(현재 연령으로 40대이자 70년대생 코호트)보다 2020

년의 20대(90년대생 코호트)를 동일한 연령대인 20대로 두었을 때, 현 20

대의 보수정당의 투표비율이 상승한 결과를 보고 판단한다. 이는 젊은 

나이에는 진보적이고, 나이가 들수록 보수화된다고 알려진 각 연령집단

에 대한 보편적 통념 혹은 연령효과가 현 청년세대의 세대 고유의 특징

에 의해 상쇄되고 있다는 해석으로 주로 이어진다. 그러나 이것이 70년

대생과 90년대생이라는 코호트의 차이이자 동시에 2000년과 2020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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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인 기간효과의 결과일 수 있다. 즉 기술통계 수준의 비교만으로는 

이들 중 어떤 효과의 영향이 더 큰 것인지 구분되기 어렵다.

이러한 식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다수의 학문분야

에서 활용되고 있는 방법론이 위계적 연령-기간-세대 분석 교차분류임의

효과 모형 HAPC – CCREM  (Hierarchical Age Period Cohort analsis – 
Cross-Classified Random Effect Model) (Yang& Land, 2006, 2008, 2013)

이다. Yang & Land가 제시한 HAPC-CCREM은 반복적 횡단면 자료의 연

령-시기 자료 구성을 세대-시기 자료의 ‘교차’분류된 자료의 형태로 

파악하여 다층(Multilevel)모형인 위계선형모델의 분석틀 속에서 분석한

다. 이와 같은 개념 아래서, 개인수준-레벨1에서는 연령이, 집단수준-레

벨2에서는 기간과 세대가 해당되고, 각 개인들은 기간과 세대라는 두 종

류의 집단에 교차하여 소속된 것으로 간주한다. 자료의 위계성을 가정하

여 연령-기간-세대 (Age – Period – Cohort [APC]) 분석을 하며, 집단 

수준에서 나타나는 임의효과(random effect)에서 세대와 기간효과를 추

정한다.

Yang과 Land의 위계적 HAPC 모델로도 APC의 식별문제의 해결이 어

렵고, APC 방법론의 이 방법론이 갖고 있는 한계점에 대한 지적 또한 

있어 왔다(Fosse & Winship, 2019a; Bell & Jones, 2013, 2014; Luo, 

2013). 한편으로는 HAPC를 제외하고도 식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적 방법들 또한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기도 하다(Fosse & Winship, 

2018, 2019b). 그러나 HAPC 방법론의 무용성에 대한 반박 논쟁이 지속되

어 왔으며(Luo et al., 2016; Land et al., 2016), HAPC-CCREM 방법론을 

적용한 선행연구들이 다수 보고되고 있는 점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Yang & Land(2013)의 HAPC 분석방법론을 활용하고자 한다. APC 방법론 

간의 엄밀함을 비교한 방법론간 비교 리뷰 논문(Masters & Powers, 

2020)을 참고하여, HAPC 방법론에서의 편향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분석모델을 설계하였다. Masters & Powers(2020)의 제안 중 가장 특징적

인 점은 APC 분석시 하위 집단간 비교 분석을 시행할 때, 조절변수가 

아닌 별도의 표본, 즉 하위모집단으로 분리하여 분석하는 것이 더 안정

적인 분석결과를 도출한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따라 주 비교

대상인 성별 하위집단을 분리하여 분석한 것을 주요 분석방법으로 제시

하고, 보다 견고한 분석결과를 뒷받침하기 위해 성별을 조절변수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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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무선계수모형 분석도 함께 제시하여 분석의 강건성(robustness)을 

높이고자 한다.

주 분석모형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본 장에서는 이 분석 모형을 전체집단에, 그리고 각 하위인구집단인 

남성과 여성집단에 각각 적합시켜, 연령의 고정효과와 시기, 세대의 임

의효과를 추정하고, 세대별로 여성과 남성의 정치행태 차이가 발생하는

지를 분석한다. 세대별 무선절편(random intercepts)이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고 기간효과와 연령효과와 구분되는, 젠더에 따라 달라지는 세대

효과를 확인한다.

이를 위해 크게 네 단계의 분석 모형을 구성하여 추정한다. 기본적인 

APC 모델 추정을 세 단계로 구성하여, 세대효과를 연령, 기간과 분리한 

다. 이후 세대효과와 젠더의 교차성은 하위집단분석을 통해 확인한다. 

모델 0은 개인수준의 고정효과에 연령(Age)만을 설명변수로 포함시켜

서 가장 기본적인 APC 모델을 추정한다. 모델 1은 모델 0에 세대별 젠

더균열이 아닌 전체수준에서의 젠더균열의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

해 성별 변수를 통제한다. 마지막으로 모델2는 이론적으로 한국의 전통

적 균열을 측정하는 통제변수(X1)로 교육수준(기준=고졸), 혼인여부(기준

=미혼), 주관적 계층수준(1-10)을 포함시킨 모델로, 계층과 지역 등 한국

에서 투표선택의 정치적 정향을 주로 설명해온 변수들을 통제한다. 유의

미한 균열들의 효과와 연령, 시기의 효과를 통제한 후에도, 세대(cohort)

에 따라 독특한 투표선택의 경향성을 확인한다. 성별을 개인수준의 설명

변수로 포함시키지 않고, 하위인구집단인 남성과 여성 집단으로 표본을 

나누어 세 단계의 같은 순서로 분석한다. 이 하위집단분석 결과를 통해 

세대효과를 분리(decompose)하여 젠더균열이 한국 전체 인구집단에 일관

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세대별 특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거나 

      

  ∼ 

     

  ∼ ∼



- 23 -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한다. 전체집단 대상의 분석과 동일하게 계층과 지

역의 구조적 균열을 비롯하여 혼인, 교육수준 등 젠더균열을 설명하는 

것으로 알려진 사회구조적 원인도 통제변수로 포함한다. 젠더갭이 계층, 

지역 등의 구조적 균열의 파생효과라는 설명들과, 또 사회발전에 따라 

여성의 교육수준과 혼인률 등이 구조적으로 변화하면서 젠더갭이 발생했

다는 이론들(Caroll, 1988; Clark & Clark, 1986; Wolfinger & Rosenstone, 

1980; Manza & Brooks, 1998; Inglehart & Norris, 2000; Edlund & Pande, 

2002; 김현희, 2006)에 따라 이들 변수를 분석에 포함한다. 구조적 변인

들을 통제한 후에도 젠더가 유의미한 정치균열의 원인으로 존재하는지를 

확인한다면 구조적 원인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영역이 젠더간 차이의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통제변수를 포

함하여 성별을 조절변수로 투입하여 세대효과에 성별에 따른 조절효과를 

확인하는 모형을 추가적으로 분석하여 교차검증을 한다.

HAPC-CCREM 분석에는 다층모형 분석과 사후추정 통계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R의 lme4(Linear Mixed-Effects) 패키지 내 

glmer(generalized linear mixed-effects models) 함수를 사용하여 모델을 

추정하였다. 

제 2 항 분석자료

이 연구는 한국사회종합조사 (Korean General Social Survey, 이하 

KGSS)를 이용한다. KGSS는 미국 종합사회조사(GSS)의 모델을 따와 성균

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에서 2003년부터 주관하여 시행한 조사다. 국

제사회조사프로그램(ISSP) 모듈, 동아시아사회조사(EASS) 모듈 등을 포함

하며, 정치,사회, 문화, 경제 등 다양한 사회문제 영역에 대한 조사를 시

행하는 한국의 대표적인 반복된 횡단면조사(repeated cross-sectional 

surveys)다. KGSS 조사의 모집단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다단계지역확률표집” 방식으로 조사대상 샘플을 추출하여 전국 수준

의 대표성을 가진다. 약 1300~1600여명을 대상으로 면접원이 조사대상자

를 직접 방문하여 면대면 심층면접을 통해 질문지에 응답하는 현지조사 

방식으로 조사된다. 

KGSS는 조사자료의 대표성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인구구성을 대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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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표집틀로 추출한 표본에 대해 매년 동일한 조사방식(대면 면접

원)으로 반복측정된 자료이다. 이에 따라 APC 분석의 신뢰도 및 안정성

을 확보할 수 있는 양질의 자료라는 장점이 있어, 본 연구에서는 HAPC 

분석 자료로 KGSS 반복횡단면 누적자료를 사용한다. 주관심집단인 청년

세대, 즉 8090년대생들이 조사대상에 포함되고,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시기였던 2010년부터 2018년까지의 조사자료를 분석대상으로 삼아, 기간

으로는 9년, 조사횟수로는 총 7개년도의 조사자료1)를 사용하였다. 

제 3 항 변수

1. 종속변수 

종속변수로 KGSS 조사시기별 직전 선거에서 어느 정당(후보)에 투표하

였는지 묻는 회고투표(VOTE101-VOTE181) 변수를 사용하였다. 2011년도 

조사에서는 2010년도 선거에서의 투표선택을 설문하였기에 총 7개년도 

조사자료에서 총 6개년도의 선거2)에 대한 회고투표변수를 이용한다. 또

한 2017년 조사가 미실시됨에 따라 2017년 12월 제 19대 대통령선거 시

기에 대한 투표는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개별정당에 대한 투표는 재코딩하여 이항변수(0=보수 외 당 투표, 1=보

수당 투표)로 조작화하였다. 한나라당-새누리당-미래통합당-국민의힘으

로 이어지는 거대양당 중 보수당과 그보다 더 보수적인 군소정당을 보수

정당으로 포함했다. 이에 따라 보수당으로 코딩된 정당은 (조사 당시의 

설문 문항 선택지 기준상)“자유한국당, 새누리당, 한나라당, 바른미래당, 

자유선진당, 국민생각, 미래희망연대, 자유민주연합, 국민중심당, 친박연

대”등이다.

2. 설명변수: APC 분석변수 

APC 분석의 주요변수인 연령, 시기, 세대(코호트) 변수는 다음과 같이 

1) KGSS 조사가 2010부터 2014년까지는 매년, 그 이후로 격년단위로 조사됨에 따라, 

2010-2014, 2016, 2018 총 7개년도의 조사자료를 대상으로 한다.
2) 한국종합사회조사의 7개년 자료에서 조사대상이 된 6개년도 선거는 다음과 같다. 

2010년 6월 (제 5대 전국동시지방선거), 2012년 4월 (제 19대 국회의원 총선거), 2012년 

12월 (제 18대 대통령선거), 2014년 6월(제 6대 전국동시지방선거), 2016년 4월 (제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2018년 6월 (제 7대 전국동시지방선거)



- 25 -

코딩되었다. 

연령변수는 만 나이의 연속형 변수를 사용한다. HAPC-CCREM 모형이 

다층모형의 한 갈래이므로 연령변수는 7개년도 조사자료를 병합한 자료

(pooled data)의 전체평균을 기준으로 평균중심화(grand mean-centering)

를 해서 모델에 포함하였다. 세대변수는 각 설문별 연령변수와 조사연도

를 뺀 기준으로 출생연도를 산정하여, 5년 단위로 총 11개 세대를 구성

하여 범주형 변수로 구성하였다. 시기변수는 종속변수인 투표변수에 따

라 각 선거가 이루어진 6개 시기로 범주형 변수로 생성하였다. 

3. 설명변수 및 통제변수.

본 논문의 주된 분석범주인 젠더변수는 응답한 성별을 기준으로 여성

(1), 남성(0)의 젠더 변수를 구성하였다. 이어서 세대 내 젠더균열의 존재

를 독립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한국에서 전통적으로 보수정당에 투표하

거나 투표하지 않는 정치적 선택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변수들인 계층, 

지역을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또한, 젠더갭의 또다른 구조적 원인들인 

혼인여부, 교육수준을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지역 변수는 수도권(서울, 경기)을 기준(1)으로, 호남(2), 영남(3), 강원 

및 충청(4)으로 코딩하고, 제주의 경우 관측치가 적어 결측치로 처리하였

다. 계급, 계층에 따른 정치적 균열은 주관적 계층의식으로 포함하였다. 

주관적 계층의식문항은 무응답, 모르겠다는 응답을 결측치로 처리하고 

하층(1) -중층-(5) 중층+(6) -상층(10)으로 10점 척도의 변수를 사용하였

다. 연령 변수와 마찬가지로 연속형 변수이므로 주관적 계층 의식 변수

는 전체평균 중심화(grand mean-centering)를 하여 분석모델에 포함하였

다. 교육수준변수도 이항변수로 구성하였다. 고졸 이하의 경우(0), 전문대

를 포함한 초대졸 이상의 경우(1)로 코딩하였다. 전문대 중퇴, 전문대 재

학 중 또한 초대졸 이상(1)으로 포함하였다. 다시 말해, 대학에 재학해보

았는지 여부로 교육수준을 조작적으로 정의했다.

한편, HAPC 방법론이 기반으로 한 다층모형분석에서는 모형 간의 비

교를 통해 추정할 때, 최종모형에 포함되는 모든 변수에서 결측치가 있

지 않은 표본을 대상으로 추정과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모형에 포함

되는 변수들 모두에서 결측치를 제거한 표본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그 

결과 분석대상은 총 6개년도, 6267명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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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세대 내 젠더균열 분석결과 

제 1 항 기술통계 결과

APC 분석을 통해 세대효과의 고유한 효과를 분리해내기 전, 원자료 

수준에서 각 세대내 젠더갭의 경향성을 기술통계수준에서 탐색적으로 분

석한다. <그림 2>은 종속변수인 보수정당(후보) 투표한 여부를 각 선거마

다 5년단위 세대별·성별로 구분하여 비율을 구한 것을 나타낸 것이다. 

실선은 여성, 점선은 남성을 나타내고, x축은 좌측 (1: 40년생 이전)부

터 우측(11: 95년생 이후)으로 갈수록 나중에 태어난 세대이다. 마지막 

세대인 95년생 이후 세대의 경우, 조사에 포함된 시기는 2014년부터이

나, 2014년, 2016년 모두 해당 세대의 표본 수가 매우 적기 때문에, 수치

를 의미있게 해석하기는 어렵다. 부록 <표 1>에서 구체적인 수치를 확인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6개 시기 선거에서 모두 성별 구분과 

관계없이 평균적으로, 기성세대, 즉 출생연도가 이전일수록 보수정당에 

투표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경향성이다. 한국의 세대간 격차에 대해

서 분석한 선행연구들 및 각 선거의 출구조사 결과들에서 확인한 것과 

[그림 2] 세대별·성별 보수당 투표비율 – 선거연도별 (세대-5년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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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결과로 연령효과의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응답자의 50%이상이 

보수당을 찍는 경향은 50년대 이전생들에서 관찰되고, 60년대 전반생들

부터 낮아져, 60년대 후반생과 70년대 전반생들은 확연히 보수당 지지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그러나 80, 90년대생들의 경우 절대값의 측면에

서는 이전세대에 비해 낮지만, 직전 세대에 비해서 보수당 지지비율이 

다시 올라가는 듯한 경향이 관찰된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에서는 이를 세대 전체의 경향성으로 분석하여 

20대(주로 8090년대생들)의 보수화를 보고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

구의 분석자료 또한 평균수준에서는 이러한 기존 연구들의 결과와 일치

되는 결과를 보여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세대를 젠더로 나누

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파악한 것이다. 분석대상 자료에서 세대 성별로 

나누어 확인한 결과, 이런 청년세대의 보수성은 청년세대 전체의 보수화

라기보다는 80년대 후반생 이후 세대인 청년남성집단의 상대적으로 높은 

보수성에 견인된 결과이자, 청년세대 내의 격차를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질문을 남긴다.

이와 같은 상황이 기존의 한국의 정치적 젠더갭에 대한 연구가 여성의 

상대적 보수성과 상대적 진보성이 혼재되어 보고된 배경이라고 할 수 있

다. 다시 말해, 남성과 여성간의 투표행태의 차이는 거의 존재하지 않거

나, 특정 시기 혹은 특정 선거에 따라 남성이 여성보다 진보적이었다가, 

보수적이었다가 뒤집히거나, 통계적 유의미성이 적은 등 전통적 젠더갭

도, 현대적 젠더갭도 존재하지 않는, 즉 젠더가 정치적 균열로써 의미가 

없는 해체(Dealignment) 상태의 사회라는 진단이 존재해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주목할 만한 것은 가장 최근 세대인 80년대 후반, 90년

대생들이다. 2020년 4월 총선, 2021년 4월 재보선 지방선거 결과 등의 

현실정치에서도 주목되었지만, 최근 이전인 6개 선거 시기 전반에 걸쳐

서도 이들 청년세대 집단에서는 대체로 남성이 여성 대비 보수정당에 투

표하는 비율이 많은 경향이 관찰된다.

<표 1>은 이런 경향성을 보다 직접적으로 살펴본 것이다. 세대간 격차

의 확인에 더해서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세대내 성별간 정치적 

선택의 이질성이 존재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여성, 남성간 보수정당 투

표비율의 차이와 이에 대한 t-test 단측 검정을 실시한 결과다. 음수는 

여성의 보수당투표 비율이 남성에 비해 낮음, 남성의 보수당투표 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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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에 비해 높음을 의미한다. 상술하였듯, 90년대 이후 세대의 경우 조

사시기에 따라 표본 수가 30미만인 경우가 있다. 

2010.6 2012.4 2012.12 2014.6 2016.4 2018.6

차이 차이 차이 차이 차이 차이

49년생 이전 -9.6 * 2.4 -3.8 7.2 -6.6 -5.8

50~54년생 -0.9 21.1 * 16.7 * -6.4 13.6 19.6

55~59년생 18.8 ** 2.5 20.6 23.2 * 5.4 -4.3

60~64년생 -2.9 23.5 ** -5.8 4.9 25.9 * 14.4

65~69년생 5.9 -0.9 0.4 8.7 -1.9 16.6 *

70~74년생 -6.9 17.8 6.4 -11.1 29.5 * -9.2

75~79년생 8.9 -17.9 * 2.2 -12.8 -1.4 14

80~84년생 4.7 2.9 4.7 8.5 1.7 -5.8

85~89년생 -19.5 * -18.7 -7.9 -23.1 * 13.5 4.5

90~94년생 -0.9 † -35.5 ** -12.1 -14.5 -7.2 -19.2 *

95년생 이후 -20 † 16.7 † -17.3 *
(남성이 여
성보다 보수
적인 세대
수)

6 4 4 6 4 6

[표 1] 선거별 보수정당(후보) 투표 비율 성별간 차이

  보다 진한 음영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보수정당투표비율이 유의미하게 낮은 경우, 옅은 음영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보수정당투표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은 경우이다. 
t-test 단측검정 결과 p<0.05 : * p<0.01 : ** p<0.001 : *** 
† : 표본 수 가 30 미만 (으로 해석에 주의를 요함) 1

50년대 후반생 세대에서는 2018년 선거를 제외하고는 모두 남성에 비

해 여성이 보수정당에 투표한 비율이 높으며, 60년대 전반생의 경우, 6

개 시기 중 여성이 남성보다 보수정당에 투표한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았

던 시기가 발견된다. 80년대 전반생 세대도 2018년 선거를 제외하고, 5

개 시기에 남성에 비해 여성이 보수정당에 투표한 비율이 다소 높다.

반면, 90~94년생 세대에서는 6개 시기 선거 중 표본 수가 적은 2010년

도 5대 지방선거를 제외하면 2012년 4월 19대 총선 이후 5개 선거에서 

모두 남성이 여성보다 보수당에 투표한 비율이 높다. 특히, 통계적 유의

미성을 고려했을 때는, 2012년과 2018년 선거에서 유의미하게 여성이 남

성에 비해 보수당에 투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의 결과와 <표 1>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80년대 전반생에

서 여성이 남성에 보수적인 경향이 미세한 차이로 보인다. 반면 40년대 

이전생 세대 남성에 비해 여성이 진보적인 경향이 다소 발견되는 듯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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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40년대 이전생 세대보다 명백하게 진보적인 세대집단이다. 또한 세대

별·성별로 교차 분류했을 때, 신뢰성이 있는 대푯값이라고 하기에는 표

본의 수가 적은 세대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별개의 표본이 아닌 교차분

류된 표본으로 자료를 구성하고, 정치행태의 균열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들을 통제할 수 있는 HAPC 분석을 활용하여 세대효과를 보다 엄밀

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제 2 항 HAPC 분석결과

한국의 세대내 젠더균열의 존재를 KGSS 자료에 대한 HAPC-CCREM 

분석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표 2>는 전체 세대를 표본으로 성별을 1수

준의 독립변수로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이며, <표 3>은 전체 세대를 하위

모집단인 남성, 여성으로 분리하여 분석을 실시한 결과다. 이 결과 원자

료의 기술통계에서 발견되는 경향성을 보다 엄밀하게 기간효과, 세대효

과, 연령효과를 서로 통제하여 확인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연령효과

가 지속적으로 유의미하며, 기간효과와 세대효과로 설명되는 부분이 존

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기간효과와 세대효과를 분리하여 다른 효과를 

통제한 상황에서 각 시기별 보수당투표확률, 각 세대별 보수당투표확률

을 각 <그림 3>와 <그림 4>에서 확인할 수 있고, 세대를 성별로 분리하

여 보수당투표확률효과를 확인한 결과를 <그림 5>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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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0 
기본 APC

M1
+성별,혼인상태

M2
+사회구조적변수

Fixed Effects (Std.Error) (p-value)
b (s.e) b (s.e) b (s.e)

연령(A) 0.033 (0.004) *** 0.033 (0.004) *** 0.040 (0.005) ***
0.000 0.000 < 2e-16

성별 (여자=1) 0.026 (0.068) -0.034 (0.076)
0.389 0.658

혼인상태(기혼=1) 0.047 (0.054) 0.063 (0.059)
0.703 0.288

교육 (대졸=1) -0.188 (0.072) **
0.009

주관적 계층수준 0.104 (0.018) ***
0.000

지역(vs.수도권)
광주,전라 -2.694 (0.136) ***

< 2e-16
부산,대구,경상 0.678 (0.068) ***

0.000
대전,충청,강원 0.144 (0.084) *

0.041
상수 -0.381 (0.193) * -0.422 (0.201) * -0.784 (0.255) **
Random Effects Variance Component
선거연도(P) 0.199 0.198 0.281
세대(C) 0.034 0.036 0.047

N 6267 6267 6267
LL -3983.0 -3982.6 -3498.2
BIC 7974.1 7977.2 7018.4

[표 2] 보수정당(후보) 투표확률에 대한 HAPC-CCREM 분석 결과 (전체)

*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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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2
+사회구조적변수

M2
남성

M2
여성

Fixed Effects (Std.Error) (p-value)
b (s.e) b (s.e) b (s.e)

연령(A) 0.040 (0.005) *** 0.034 (0.007) *** 0.048 (0.004) ***
< 2e-16 0.000 < 2e-16

성별 (여자=1) -0.034 (0.076)
0.658

혼인상태(기혼=1) 0.063 (0.059) 0.655 (0.120) 0.781 (0.097)
0.288

교육 (대졸=1) -0.188 (0.072) ** -0.113 (0.101) -0.259 (0.103) *
0.009 0.264 0.012

주관적 계층수준 0.104 (0.018) *** 0.124 (0.026) *** 0.085 (0.026) **
0.000 0.000 0.001

지역(vs.수도권)
광주,전라 -2.694 (0.136) *** -2.598 (0.199) *** -2.788 (0.188) ***

< 2e-16 < 2e-16 < 2e-16
부산,대구,경상 0.678 (0.068) *** 0.632 (0.098) *** 0.739 (0.095) ***

0.000 < 2e-16 0.000
대전,충청,강원 0.144 (0.084) * 0.248 (0.121) 0.052 (0.118)

0.041 0.089 0.661
상수 -0.784 (0.255) ** -0.930 (0.282) *** -0.607 (0.272) *
Random Effects – Variance Component
선거연도(P) 0.281 0.261 0.295
세대(C) 0.047 0.106 0.021

N 6267 2951 3316
LL -3498.2 -1679.6 -1815.7
BIC 7018.4 3439.2 3712.5

[표 3] 보수정당(후보) 투표확률에 대한 HAPC-CCREM 분석 결과 (전체 · 남성 · 여성)

*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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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전체 집단을 분석한 <표 2>와 젠더로 하위집단을 분석한 <표 3>

에서 확인할 수 있듯 연령효과는 세 단계의 모델에서 모두 유의미한 효

과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3) 

 <그림 4> 와 <그림 5>는 보수정당(후보)에 투표할 확률에 대한 시기

효과와 세대효과는 선거연도와 세대별로 확률효과를 산출한 결과이다.

 

<그림 4>에 나타나듯 시기효과 분석 결과, 실제 선거 결과와 동일하게, 

2012년 12월 18대 대선의 경우 유의미하게 보수 후보(당시 박근혜 후보)

에 투표했다고 응답할 확률이 높았다. 반면 탄핵정국 이후의 2018년 6월 

7대 지방선거에서는 보수정당(당시 미래통합당)에 투표하지 않았다고 응

답할 확률이 높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분석대상을 전체집단을 대상으로 

3) 연령의 경우 선형관계로 1차항이 아닌 연령제곱항을 포함한 경우, 즉 이차항 모
델에서 설명이 유의한 경우들이 있다. 때문에 연령변수를 제곱항으로까지 포함시
킨 모델로 분석해보았으나, 연령항은 유의미하지만 연령제곱항은 유의미하지 않
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연령제곱항은 모델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림 3] 보수정당(후보) 투표확률에 대한 시기(period) 효과 (Random Effects)

점은 고정효과(연령효과 포함)와 세대효과를 통제한 후의, 각 시기의 평균 임의절편을 
의미한다. 선은 표준편차에 따른 95%수준의 신뢰구간을 표시한 것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효과가 있는 시기는 실선으로 구별하였다. 
굵은 수평선은 random intercept=0의 선, 각 시기(집단)별로 유의미하게 보수정당투표
확률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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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한 결과(M2)와, 남성(M2-남성), 여성(M2-여성) 하위집단을 분석한 결

과 모두에서 시기효과는 동일하게 나타났기에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분

석한 시기효과 결과만을 수록했다. 각 분석에서 구체적 수치에는 조금 

차이가 있으나 6개 선거 시기 확률효과의 평균값이 0보다 큰지, 작은지

의 경향성을 기준으로 해석했을 때, – 2010년 지선, 2012년 총선, 2012년 

대선, 2014년 지선 시기는 보수당에 투표했을 경향성이, 2016년, 2018년 

선거는 보수당에 투표하지 않았을 경향성이 있었다. 또한 통계적 유의미

성을 고려하면, 세 집단에 대한 분석결과에서 모두 동일하게 2012년 대

선, 2018년 총선 두 시기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분석한 세대효과를 <그림 4>에서 살펴보면, 선

행연구(최슬기·이윤석·김석호, 2019; 이내영·정한울, 2013)와 동일하게 

50년대생들 이전은 보수정당에 투표할 확률이 높은 반면, 60년대 후반, 

70년대 전반생들이 가장 보수정당에 투표할 확률이 낮고, 80년대 후반, 

[그림 4] 보수정당(후보) 투표에 대한 세대별 확률효과 (Random Intercept)

실선: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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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대 전반생에서 보수정당에 투표할 확률이 다시 높아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80년대생 내부에서 80년대 전반생과 80년대 후반생 사이의 

이질성도 있다. 80년대 후반생은 직전 세대인 70년대생들과 유사하게 보

수정당에 투표할 확률효과가 음수에 걸쳐져 있어, 보수당에 투표하지 않

을 확률이 높다. 반면 80년대 후반생은 투표할 확률효과의 평균이 양수

로, 보수적 투표행태를 보일 개연성이 80년대 전반생보다 높다. 앞서 설

명하였듯, 95~99년생 세대는 전체 표본 수가 적기 때문에, 2018년까지의 

자료로 해석하는 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평균치 수준의 경향성이 아닌 95% 수준의 신뢰구간을 추정하여 

세대집단별로 무선 절편이 차이가 날 통계적 유의미성을 고려하면 선행

연구들의 주장과 달리 유의미하게 세대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60년대 후

반생과 70년대 전반생의 비보수 경향성만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

해, 주로 386세대로 불리는 50세 전반과 70년대생, 90년대 학번의 40대

들이 보수정당에 지속적으로 투표하지 않는 경향을 뚜렷하게 갖고 있음

은 누적자료를 바탕으로 연령효과, 시기효과를 통제한 상황에서도 확실

히 확인가능하다. 반면, 현 20대인 90년대 전반생들의 보수적 투표 경향

이 보수정당에 투표할 확률이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높을 것이라고 예측 

가능하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추정되지는 않았다. 적어도 평

균치 수준에서 기존 논의에서 반복되어오던 ‘20대의 보수화’를 본 자

료의 분석을 통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90년생 세대, 특히 90년대 세

대 전체가 보수정당에 투표할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다고 말하기는 어렵

다는 것이다. 동시에, 분석대상의 자료가 2018년까지의 누적자료인 만큼, 

이후 시기의 청년세대의 이는 또한 90년생 세대 내부의 이질성이 높다는 

것을 추론해볼 수 있는 단서이기도 하다. 

한편, 전체 세대집단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통제변수 중 유의미한 

효과를 보인 것은 교육수준, 주관적 계층 수준, 지역주의였다. 구체적으

로는 대졸자일수록 보수정당에 투표할 확률이 낮았고, 주관적 계층 수준

이 높을수록 보수정당에 투표할 확률이 높다. 지역균열이 뚜렷한 효과를 

가지는 것 또한 모든 모형에서 지속해서 발견되었다. 수도권이 비해 호

남지역은 매우 유의미하게 보수정당에 투표하지 않고, 영남지역은 보수

정당에 투표하며, 강원/충청권 또한 수도권 대비 일관적으로 보수정당에 

다소 높게 투표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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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세대균열의 효과를 재검토 하였다면, 젠더균열의 분석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전체수준의 젠더균열을 확인하면, <표 2>의 모형

1, 모형2에서 볼 수 있듯, 성별 변수가 보수당 투표선택에 미치는 유의

미한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를 통해, 전체 인구집단 수준에서는 

한국에서 젠더간 정치적 균열이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확인가능하다. 다

시 말해, 여전히 한국에 현대적 젠더갭(Inglehart & Norris, 2000) 즉, 전

체 수준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진보적 투표선택을 하는 현상은 존재한다

고 결론짓기는 어렵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을 젠더라는 사회적 구성집단의 영향력이 완전히 사

라지는 해체(Dealignment)라고 해석하기엔 이르다. 앞서 이론적 논의에서 

검토하였듯 전체수준에서는 젠더갭이 뚜렷하게 일관적으로 존재하지 않

더라도 내부적인 세대교체의 과정에 있는 결과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에 따라 세대 내의 젠더균열의 양상을 분석한 결과를 <표 3>과 <그림 5>

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인 세대 내 젠더균열을 확인하기에 앞서 <표 3>에서 본 연구에

서 보고자 하는 남성집단과 여성집단의 차이를 살펴보면, 양 집단 모두, 

전체집단에서와 동일하게 연령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다. 통제변

수의 효과에서 성별간 차이를 보이는 항목은 교육수준변수로, 남성의 경

우 교육수준이 보수정당투표확률에 유의미한 효과를 갖지 않는 반면, 여

성은 교육수준이 대졸자일수록 유의미하게 보수정당에 투표하지 않는 확

률이 높다. 이는 여성의 경우, 세대에 따라 대학진학률의 차이가 남성에 

비해 크기 때문에 대학진학 여부를 비롯한 교육수준의 상승이 여성의 진

보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적 설명과 일치하는 결과다. 주관적 계층 

수준의 경우, 통계적 유의미성이 차이 나는 것은 아니나, 여성과 비교했

을 때, 남성은 주관적 계층 수준이 높을수록 보수정당에 투표했다고 응

답할 효과가 크고 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5>는 연령효과와 기간효과, 그 외 통제변수들의 효과를 고려한 

상황에서 여성과 남성의 세대효과를 보여준다. 여성은 원, 남성은 삼각

형으로 평균확률을 표시하였고, 95% 신뢰수준에서의 신뢰구간을 선으로 

표시하여, 실선은 통계적 유의미성이 있는 결과, 점선은 통계적 유의미

성은 없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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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남성의 경우 세대효과가 일종의 U자형으

로 잡히며 60년대 후반생부터 80년대 전반생까지 매우 뚜렷하게 비보수

적 투표정향을 보이고 있는 반면, 80년대 후반생, 90년대 전반생 남성들

과 50년대 전반생 이전인 노년 세대 남성들이 보수정당에 유의미하게 투

표한 특성을 보인다는 것이다. 통계적 유의미성을 고려했을 때, 40년대 

이전생과 90년대 전반생 남성이 매우 유의미하게 높은 확률로 보수정당

에 투표할 확률이 높고, 60년대 후반생 남성이 유의미하게 보수정당에 

투표하지 않을 확률이 높았다. 반면 여성의 경우 세대간 차이가 남성에 

비해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60년대 전반생 이전 여성들

은은 다소 보수적 정향을, 60년대 후반 70년대생은 비교적 크게 비보수

적 정향을 보인다. 80년대 이후 생들은 거의 효과가 0에 가까워 특별히 

[그림 5] 보수정당(후보) 투표에 대한 세대 내 성별 확률효과

실선: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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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효과로 특징지어질 보수적, 비보수적 경향을 보이고 있지 않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결과를 여성 내 세대격차가 남성에 비해 적다고 단

정짓는 것은 연령효과 및 다른 통제변수들(교육수준, 주관적 계층, 지역 

등)이 유의미한 효과를 보였음을 누락한 것이다. 자료가 시계열적으로 

아주 길게 누적된 것이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1수준에서의 연령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에 세대효과가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원자료를 

시각화한 <그림 2>에서 확인 가능했듯, 여성의 경우 기성세대가 청년세

대에 비해 보수적인 것으로 세대간 격차가 연령의 선형효과로 나타나는 

경향이, 남성들의 경우 80년대 후반생 이후의 청년세대가 보수성을 높이 

보이면서 U자형으로 꺾여 있다. 따라서 연령효과의 선형효과를 통제한 

상황에서 남성의 세대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난 것이며, 여성 내부의 세

대격차는 연령효과의 일선형적 효과에 통제된 것이라고 해석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이를 감안하고 세대 내 성별간 차이를 살펴보면, 40년대 

이전생으로 통틀어 묶인 세대를 제외하고는 90년대 전반생에서 정치적 

젠더균열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가설 1 및 

가설 1-1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90년대 전반생 남성이 유의미하게 매우 

높은 확률로 보수정당에 투표할 확률을 갖고 있는 반면 90년대 전반생 

여성은 그렇지 않다. 기존 연구들 및 언론에서 90년대생들 혹은 20대들

이 보수적 투표 경향을 가졌음을 여러 방면에서 논했는데, 이런 경향이 

청년세대 내 여성과 남성에 상이하게 존재하고 있어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자료가 기간효과를 통제했음을 고려할 때, 90년대생들의 표본수

가 어느 정도 확보된 2016년 선거, 2018년 선거의 시기에 일관적으로 이

러한 남성의 여성에 비해 보수적 정당투표경향을 보여왔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현재의 문재인 정권 이후, 또 선거별로 이슈화되거나 변화한 

사회구조의 맥락에 따른 시기효과가 존재하겠으나, 80년대 후반 90년대 

전반 남성들의 보수적 투표정향, 특히 여성들에 비교해서 매우 강한 보

수적 투표경향을 보여온 것은 그러한 시기효과로 인해 2018년 이후 새롭

게 등장한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분석의 강건성을 높이기 위해서 동일한 모형설계에 따라 젠더를 하위

집단으로 표본을 분리하지 않고, 조절변수로 포함하는 모형을 추정한다. 

이상에서 하위인구집단을 구분하여 무선절편(random intercept) 모형을 

적합시켰던 방법은, 비판적으로 해석하면 세대 내 젠더효과가 아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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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 내 세대효과를 측정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남성

집단 내의 변이를 설명하는데 연령을 통제한 상태에서 세대변수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난 것이고, 반대로 여성집단 내의 변이를 설명하

는데 2수준 집단변수인 세대변수의 효과가 남성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강하지는 않은 것이라고 해석할 여지도 있다. 따라서 추가분석으로 각 

세대에 따라 보수정당투표확률이 각 세대 내에서 성별을 가지는지에 따

라 보수정당투표확률이 달라지는지를 확인해 보았다. 성별을 조절변수로 

포함한 무선계수(random slope)모형 추정 결과 무선절편 모형의 결과와 

동일하게 80년대 후반, 90년대 전반생 청년세대 내 젠더균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6>에서 90년대 전반생의 보수적 투표정향이 유의미하게 다시금 

발견되었다. 성별의 효과를 나타낸 우측 그림에서 80년대 후반생과 90년

대 전반생의 여성일수록 유의미하게 남성에 비해 보수정당에 투표하지 

않을 확률을 높이고 있다. 이는 다시금 가설 1 및 가설 1-1을 지지하는 

결과로, 80년대 후반, 90년대 전반생들의 정치적 보수성 내에 젠더를 따

라 분화하는 이질성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386세대 및 70년대생들의 정

치적 진보성이 연령이 증가하면서도 지속되듯, 이러한 정치적 태도가 이

들 세대에 장기적으로 유지되는 특성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림 6] 보수정당(후보) 투표에 대한 세대별 성별변수의 효과 – 무선계수

(random slope) 모형

(좌) 세대효과 (Random Intercept)        (우) 세대별 성별변수의 효과 (slope)

실선: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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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그림 4>와 <그림 5>의 세대효과 결과를 한 그림으로 합

쳐 비교한 <그림 7>을 통해 분석결과를 요약할 수 있다. 90년대 전반생

들은 40년대 이전 생 세대에 필적할 정도로 (연령효과를 통제한 상황에

서) 보수적 투표정향의 경향이 있으나, 통계적 유의미성을 고려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런 효과가 보이게 한 것은 젠더 간에 매우 큰 정치적 선택

의 차이가 발생해왔기 때문이다. 90년대 전반생 남성은 연령을 고려했을 

때, 특히나 보수정당에 투표할 확률이 높지만, 90년대 전반생 여성은 남

성에 비해 보수 정당에 투표할 확률이 확연히 낮고, 이 세대의 성별간 

격차가 비교적 뚜렷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20대 남성’의 보수성

과 ‘20대 여성’의 상대적 진보성이 장기누적자료에서 포착된 것이다.

한편, 90년대 후반생의 세대가 2018년까지의 조사자료에는 포함된 비

중이 적고, 특히 선거에 참여하여 결측치 처리되지 않고 분석대상으로 

남은 비중이 적기 때문에, 90년대 후반생이 상대적 진보적이거나, 상대

적으로 적은 성차가 있다고 본 자료로 추정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그림 7] 보수정당(후보) 투표에 대한 세대별 확률효과 (Random Intercept)

실선: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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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며, 이는 이후의 조사자료 특히 청년세대의 표본 수를 확보한 조사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2020년 총선, 2021년 

재보궐 지방선거에서 도드라졌던 20대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이 90년대 

후반생인 만큼, 이들 또한 90년대 전반생과 유사하게 여성과 남성간의 

정치적 선택에 차이가 있을 것을 추측해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세대내 젠더균열은 세대 내 여성과 남성에 무차별적으로 작

동하는 공통된 세대 경험에 따른 특성과 별개로, 세대 내 젠더에 따라 

이질적으로 구성된 특성들이 존재함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세

대 내 젠더갭의 원인을 살펴보기 전, 제 3장에 수록한 위의 분석에서 계

층, 지역 등의 주요 정치적 균열을 만들어내는 사회구조적 변수와, 교육

수준, 혼인여부 등 젠더갭의 또 다른 원인으로 여겨지는 변수들을 통제

한 상황에서도 청년세대의 성차가 나타났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 

청년 세대에 위의 사회구조적 설명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젠더균열을 

만들어내는 요인을 탐색할 필요가 있고, 이들은 특히 문화규범과 가치관

의 변화와 젠더갭이 연관된다는 이론적 입장(Wilcox 1990; Inglehart & 

Norris, 2000,2003; Kaufmann, 2002)과 맥을 같이 하기 때문이다. 다만 분

석자료의 한계상 이러한 정치문화적 변인들을 KGSS를 비롯한 다년도 반

복조사자료에 대한 APC 분석으로 검증을 할 수는 없었다. 이에 더하여, 

문화적 가치관 중에서도 특히 현 청년세대의 젠더‘갈등’과 깊이 관련

된 여성주의 정체성을 비롯하여 비교적 최근에 주목된 남성-약자 담론과 

관련된 문항, 역차별 인식이나 페미니즘 자체에 대한 태도 등을 묻는 문

항과 정치적 선택에 대한 변수를 함께 포함한 자료가 구축되기 시작한 

것이 얼마 되지 않아 APC 분석방법으로 비교적 장기적으로 누적되어온 

변화를 포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제 4 장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고려하여, 현재의 청년세대에 초점을 

두고, 구조적 변인들과 문화규범적 변인들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최근 

자료를 분석대상으로 삼아 청년세대에서 발견되는 젠더균열의 요인을 탐

색해보고자 한다. 보다 최근의 젠더균열의 존재를 재확인한 후, 한국 청

년세대가 성별에 따라 다른 정당을 선택하는 경향성이 지속되고, 강하게 

분출되는 이유가 특히 최근의 젠더갈등 및 성차별에 대한 태도와 연관성

이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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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한국 청년세대의 정치적 젠더균열 

요인탐색

제 1 절 자료와 분석방법 

제 1 항 분석자료와 변수정의

1. 분석자료

한국 청년세대의 정치적 젠더균열의 요인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

구조적 변수 외에 문화적 변인으로서 페미니즘과 성평등관련 태도가 청

년세대 내에서 이질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파악하고 이런 이질성이 정

치적 투표정향과 연관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20년 5월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와 칸타퍼블릭이 시

행한 <국민가치관과 사회 인식조사> 자료를 사용한다. 이 자료는 2020년 

4월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실시되어, 선거에 투표한 정당에 대한 

문항이 포함되었으며, 젠더갈등에 관한 문항에 더해 청년세대의 정치적 

정향의 설명요인으로 제시되어 온 안보 관련 태도, 공정성 등의 질문문

항을 포함하고 있다. 본 논문의 주된 관심 대상인 80년대생과 90년대생

(연령기준 18-40세)을 분석대상으로 삼아, 최종 표본 수는 여성 399명, 

남성 459명 총 858명이다. 

2. 종속변수 

종속변수인 정치적 행태로서의 투표변수는 제 3장과 동일하게 직전 

선거에 대한 회고투표 변수를 재구성하여 보수정당에 투표한 경우 1, 그 

외에 투표한 경우를 0으로 조작하였다. “귀하께서는 올해 4월 15일(사

전투표 포함)에 있었던 제 21대 국회의원선거 때 투표하셨습니까?”에 

“투표했다”고 응답한 사람들 가운데, “(투표했다면) 어느 정당의 지역

구 후보에게 투표하셨습니까?”라는 항목에 “미래통합당”(보기: 더불

어민주당/미래통합당/민생당/정의당/기타/모르겠다 중)이라고 응답한 경우 

1로 코딩, 그 외에 투표한 경우 0으로 코딩하였다. 전체 표본수 85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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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투표했다고 응답한 경우는 781명(91%)로 실제 투표율4)에 비해 상당

히 높은 수치다. 

전체집단, 그리고 성별에 따라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에 투표했다

고 응답한 비율을 <표 4>에 정리하였다. 실제 출구조사 결과5)에 비해서

는 낮은 비율이 미래통합당에 투표하였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실제 21

대 총선 출구조사 결과 및 이전의 조사자료에서 확인한 것과 동일하게, 

본 자료에서도 투표선택에서의 젠더 차이가 두드러지게 보인다. 80년대

생의 남성과 여성의 미래통합당 투표비율 차이는 9%p내외인 반면, 90년

대생의 남성과 여성의 미래통합당 투표비율은 13%p 내외이다. 80년대생

(30대)에 비해 90년대생(20대)에서 그 간극이 다소 큼을 확인할 수 있다.

 

3. 설명변수 

본 연구에서 잠재집단분석의 대상으로 하는 변수는 <표 5>의 젠더의

식 관련 태도이다. 분석대상자료인 <국민가치관과 사회 인식조사>에는 

성차별 현실에 대한 인식, 남녀간 공정성, 페미니즘에 대한 태도, 여성정

책의 필요성 등을 다수 문항으로 설문하였다. 이들은 전반적인 성평등 

및 성차별에 대한 종합적 인식을 묻는 문항과, 남성과 여성간의 비교를 

전제로 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있다.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및 이를 해

결하기 위한 정책과, 생활세계(연애/결혼)영역에서의 성차별 및 이에 대

한 정책에 대한 태도도 포함되었다. 마지막으로 “문제적” 상징어가 된 

‘페미니즘’ 에 대한 태도와 ‘여성가족부(여가부)’에 대한 태도가 포

함되었다.

4) 선거관리위원회 “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대는 
58.7%, 30대는 57.1%의 투표율을기록했다. 총선 전체 투표율은 66.2%였다. 

5) 지상파 방송사 3사의 출구조사 결과 연령대별,성별 30대 남성은 미래통합당에 
33%, 30대 여성은 미래통합당에 26.5% 투표했다고 조사되었으며, 20대 남성은 
40.5%, 20대 여성은 25.1% 투표했다고 조사된 바 있다.

80년대생 90년대생
전체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더불어민주당 65.48% 70.00% 51.35% 61.46% 61.46%
미래통합당 20.30% 11.18% 27.48% 14.58% 18.95%

[표 4] 21대 총선에서 투표한 지역구 후보 응답 비율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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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변수 
척도 (= 1)

남녀차별

한국에서 여성차별은 심각하다. 1-5 
3:동의도 
반대도 
아님

여성차별은 
심각하지 않다

정부는 양성 평등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한다. 추진해야한다

남녀간 공정성 (남자불리/공정하다/여자불리)

남녀공정성 - 취업
1-5

3: 공정하다

남자불리

남녀공정성 - 연애와 데이트 문화 남자불리

페미니즘에 대한 진술 (동의/동의도 반대도 아님/반대)

페미니즘은 남녀 평등보다 여성우월주의를 주장한다 1-5 
3:동의도 
반대도 
아님

여성우월주의

페미니즘이나 페미니스트에 거부감이 들 때가 있다 거부감 느낌

여성정책에 대한 태도 (찬성/반대)

여성가족부는 성평등을 위해서 계속 존치되어야 한다.
1-2:찬성
3-4:반대

존치 반대 

여성 고위직 확대를 위한 정책은 필요하다 여성고위직 
확대정책 반대 

[표 5] 성차별-페미니즘 태도유형 잠재집단분석 변수

이 변수들을 잠재집단분석에 포함하기 위해 이항변수로 조작할 때, 1

을 남성(역)차별, 안티페미니즘, 여성정책반대 등에 동의하는 것을 기준

으로 설정하였다. 5점 척도인 문항의 경우 “매우 동의” “다소 동의” 

“동의도 반대도 아님” “다소 반대” “매우 반대”나 “여성에게 매

우 불리” “여성에게 대체로 불리” “공정한 편” “남성에게 대체로 

불리” “남성에게 매우 불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경우 “여성

에게 불리” “페미니즘에 대한 부정적 진술에 반대/긍정적 진술에 찬

성” 등과 함께 중립 혹은 유보적 태도의 경우를 0으로 함께 코딩했다. 

정책에 대한 의견은 4점 척도로 문항이 구성되어 “매우 동의함” “다

소 동의함” “별로 동의안함” “전혀 동의안함”으로 코딩된 경우에는 

동의/동의안함으로 구분하여 코딩하였다. 

<그림 8>에서 해당 문항에 대한 한국 8090년대생들의 평균적 태도양

상을 살펴보면 성별간의 평균적 차이가 뚜렷하게 관찰되는 문항들도 있

고, 의외로 큰 차이가 보이지 않는 문항들도 있다. 

먼저 여성차별의 현실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는 문항에 대해 남성의 

44%가 심각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이는 구조적으로 존재하는 여성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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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현실에 대한 동의가 부재한 비율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구체적인 하위 영역에서 청년세대의 젠더간 관계에 대한 문항은 연애

/데이트 문화에서 남성이 더 불리하다고 응답한 남성의 비율은 65%이상

인 반면, 여성은 21.3%였다. 이는 확연히 남성‘역’차별, 남성-약자 담

론에 대한 동의가 청년세대 남성들 중 다수에 공감되고 있으며 이는 특

히 연애/데이트 등 일상영역에 집중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취업시장에서 남성이 불리하다고 보는 정도는 남성도 30%로 비

교적 낮았다. 노동시장에서마저 ‘이미’ 남성역차별이 실현되었다고 여

기는 정도는 일상영역인 연애/데이트에서의 불리함을 인지하는 정도에 

비해 낮다고 해석할 수 있다. 

페미니즘과 여성가족부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남성의 각 76%, 80% 정

도가 보이고 있는 것에 주목할 만하다. 청년 남성의 전부가 반페미니즘

적 정서를 갖고 있다고 할 수는 없으나 2020년을 기준으로 청년 남성의 

상당수가 ‘페미니즘’ 과 ‘여가부’라는 상징적 대상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이를 표현하는 것이 비교적 주류적 정서임을 짐작가능하다. 동시

에, 페미니즘의 청년세대 여성들의 주류문화가 페미니즘이라고 여겨지거

[그림 8] 젠더의식 잠재집단분석 대상 태도 문항별 응답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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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분석된 것에 비하면 페미니즘에 거부감을 느끼는 여성들의 비율도 상

당히 높다. 페미니즘의 정의(페미니즘은 여성우월주의이다)에 대해 반페

미니즘적 정의를 내리는 것에 동의하는 정도가 낮은 것과 차이나는 결과

이다. 또한 여성가족부(여가부)’가 성평등을 위해 존치되어야 한다는 것

에 반대하는 비율 또한 여성이 40% 정도였다. 

흥미롭게도 남성과 여성 사이의 차이가 아주 크지 않은 영역들도 존

재했다. 특히 양성평등정책이 필요하다는 문항에 동의하는 비율은 여성

이 71.2%였으나 남성 또한 51.4%가 찬성하였다. 여성가족부의 존치에 대

한 반대가 매우 높은 것과 상반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첫째로 양성

평등 정책을 규범적으로 필요한 것이자, 정부의 책임을 크게 생각하는 

공통적 특성에 기인한다고 해석할 수 있고, 둘째로 양성평등 정책을‘여

성인권’증진 정책이 아닌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동의 정도라고 해석

한다면, 청년남성들 중 양성평등정책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집단이 남성 

역차별 해소를 위한 정부정책의 필요성에 동의했다고 추론할 수도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볼 때, 성차별 현실과 성평등 달성에 대한 인식이 영역

별(노동시장-일상/친밀성세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페미니즘’ ‘여가

부’ 등 상징화된 대상에 대한 태도가 구별되어 존재할 수 있다. 또한 

이런 성평등 현실에 ‘정책’적 조치의 필요를 느끼는지의 정도가 성별

에 따라 이질적인 측면과 비교적 동질적인 경향이 공존하고 있다고 해석

가능하다. 따라서 이런 상이한 태도들이 개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패턴의 (잠재적) 유형으로 어떻게 나뉘고 조합되는지 확

인하기 위해 잠재집단분석을 실시한다.

4.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 

최종적으로 젠더의식 태도유형이 정당투표선택과 가지는 관계를 분석

할 때, 위의 장과 같이 세대내 젠더균열을 확인하기 위해 5년 단위의 세

대변수와, 남성을 준거집단으로, 여성을 비교집단으로 설정한 성별 변수

를 독립변수로 포함한다. 

통제변수로는 투표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결혼상태(기

혼=1), 교육수준(대졸=1), 직업유무(직업유=1), 주관적 계층의식(1 최하층

-10 최상층), 거주지역(준거=수도권(서울,경기)) 등의 사회구조적 변수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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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청년세대의 젠더에 따른 정치적 균열을 설명하는 논리로 자주 

등장한 공정성에 대한 민감성, 군대경험의 차이로 인한 북한/안보관련 

태도의 차이 등을 태도변수로써 통제한다.

공정성의 경우 “귀하께서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공정하다고 생각하

십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공정하지 않음(0)”-“매우 공정함”(10)의 

11점 척도로 측정된 연속형 변수 문항을, 북한에 대한 태도는 “귀하께

서는 북한이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진술에 지

원대상(1)-협력대상(2)-경계대상(3)-적대대상(4)으로 4점 척도로 측정되어 

높을수록 북한에 적대적 태도를 가진 연속형 변수로 조작한다.

분석에 포함된 변수들의 기술통계치는 <부록>에 수록되었다.

제 2 항 분석방법 

1. 잠재집단분석

먼저, 페미니즘에 대한 인식 및 태도와 성평등 관련 정책들에 대한 태

도라는 주 설명변수를 도출하기 위해 잠재집단분석(Latent Class 

Analysis)을 활용한다. 관찰된 범주형 변수들의 공분산 관계를 분석함으

로써 이들을 가로지르는 응답유형을 기반으로 관찰되지 않은 집단을 도

출하는 분석방법이다. (D.K. Im, 2014; Bakk, Tekle, & Vermunt, 2013; 

Collins & Lanza, 2010) 각 설문 응답자인 개인들의 응답유형이 절대적으

로 유사한지에 따라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특정 범주에 속할 확률을 예측

하면, 각 확률에 따라 응답자에게 해당 집단에 속할 확률이 가장 높은 

집단을 코딩하여 범주형 변수로 구성한다. 각 잠재집단별로 질문문항에 

응답확률을 예측할 수 있고, 이를 참고하여 각 잠재집단이 어떻게 이질

적인 응답패턴을 가지는지 해석한다.

2. 정치적 젠더균열의 요인탐색을 위한 로지스틱회귀분석

마지막으로, 남녀차별, 성평등 및 페미니즘에 대한 태도와 청년세대 

내 정치적 젠더균열과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잠재집단분석으로 도출

한 태도 유형을 독립변수로 포함하고, 제3장과 마찬가지로 선거에서 보

수정당(당시 미래통합당)에 투표했는지 여부를 종속변수로 삼아 이항로

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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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0은 종속변수를 2020년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에 투표했는지로 두

고, 청년세대 내 젠더균열이 2020년 자료에서 존재함을 확인하기 위해, 

독립변수로 성별과 세대변수만 포함한다.

모형1는 모형0에 결혼상태, 교육수준, 직업유무, 주관적 계층의식, 거

주지역등의 사회구조적 변수를 통제변수로 포함한다. 모형2는 모형1에 

젠더의식 태도 유형을 포함하여 젠더균열을 젠더의식 태도유형이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모형3은 모형1에 공정성, 북한에 대한 태도 변수를 

통제변수로 추가하여 현재 한국 청년세대의 정치적 젠더균열에 공정성과 

북한/안보에 관한 태도가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모형4, 

모형5는 모형3에 다시 젠더의식 태도 유형을 포함하여 분석하며 공정성, 

안보에 관한 태도를 통제하고도 정치적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한

다. 

제 2 절 잠재집단분석결과 

설명변수로 남녀차별에 대한 인식, 남녀간 유불리(2개 문항), 페미니즘

에 대한 태도(2개 문항), 여성정책에 대한 태도(2개 문항), 양성평등 정책

의 필요성 등에 대한 응답을 이항변수로 재조작하고, 잠재집단분석을 실

시한 결과, 다음 <표 6>와 같은 통계값을 얻었고, 총 4개 집단으로 분류

하는 모형을 채택했다. 적합도와 간명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지수를 비교하였을 때, 지수가 낮을수록 적합한 

모형이므로, BIC가 가장 낮은 4개  태도 유형을 논한다. 

유형 수 ll BIC df

2 -3798.534 7631.068 7711.896

3 -3737.65 7527.3 7650.92

4 -3651.138 7372.276 7538.688

5 -3641.685 7369.37 7573.818

6 -3633.876 7369.753 7612.238

[표 6] 잠재집단분석 모형별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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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8090년대생의 젠더의식 태도유형 4개 집단에 따른 문항별 응

답확률을 각 유형별 막대그래프와 유형간 비교가 용이한 선형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 9>와 같다. 

[그림 9] 젠더의식 태도 유형에 따른 문항별 응답(=1) 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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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에 따라 문항별 응답확률을 <그림 9>를 바탕으로 확인했을 때, 역

차별과 안티페미니즘적 태도를 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차례로 

남성역차별인식에 반대하고 페미니즘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여성주의>

유형, 남성역차별인식은 있지만 페미니즘에 대한 거부감을 보이지는 않

는 <남성역차별>유형, 남성역차별에 크게 동의하지는 않지만 페미니즘과 

여가부에 대한 거부감을 보이는 <반페미니즘>유형, 마지막으로 역차별인

식도 매우 강하고 페미니즘에 대한 거부감도 매우 강한 <역차별-반페미

니즘>유형이 등장하였다. 이는 가설 2-1과 가설 2-2를 지지하는 결과라

고 볼 수 있다. 각 유형의 구체적 특성과 의미의 해석은 후술한다. 

각 유형에 해당하는 응답자의 비율을 확인하면, 다음 <표 7>와 같다.6) 

전체 수준에서는 <반페미니즘>유형이 약 34%의 비율로 가장 많은 비중

을 차지한다. <여성주의> 유형이 32%로 그다음이다. <역차별-반페미니

즘>유형이 약 26%라는 것에 주목할 만하다. 유형별 비중을 여성과 남성

으로 나누어 비율을 확인하면 차이가 매우 뚜렷하기 때문이다. 여성의 

경우 <여성주의>와 <반페미니즘>유형에 거의 대부분의 응답자가 분포하

고, <역차별>, <역차별-반페미니즘>유형에는 실질적으로 거의 응답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여성주의>유형에 53.13%가, <반페미니즘>유형에 

39.1%가 속해 약 92%의 여성이 이 두 유형에 속하게 되었다. 반면 남성

의 경우 <여성주의>유형은 약 13%의 응답자가 존재하고, 여성의 경우 

4% 이하만 속한 <역차별>유형에 12%, <역차별-반페미니즘유형에> 매우 

높은 비율인 45%가 속했다. 잠재집단분석의 태도유형을 남성차별(불리)-

안티페미니즘-여성정책반대를 기준으로 분류한 만큼, 여성들이 비교적 

남성역차별 관련 진술에 동의할 확률이 확연히 낮기 때문에, 큰 차이는 

아니지만 여성 내 이질성보다는 남성 내 이질성이 더 포착된 결과라고 

할 수도 있겠다.7) 

6)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응답패턴의 잠재적 유형을 분석하고 난 후, 여성과 남성 
내 비율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분석대상을 여성과 남성으로 완전히 나누어 각
각 잠재집단분석을 실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여성과 남성이 완전히 별개의 
태도와 인식을 가지는 것으로 상정하고 하위집단을 임의로 나누는 것이므로, 세
대 공통의 특성을 간과하는 분석틀이 될 수 있다. 또한 위 분석결과에서 드러나
듯 여성과 남성의 비율의 차이가 큰 유형도 있으나 상당 비율이 함께 속해있는 
유형집단(<반페미니즘유형>등)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
에서는 8090년대생을 남성, 여성 집단으로 나누어 잠재집단분석을 진행하지 않
고, 전체 집단으로 두고 분석한 결과 내에서의 여성, 남성의 비율을 고려하여 분
석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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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여성, 남성 내 각 유형의 비율을 <표 7>에서 확인했다면 <그림 1

0>은 각 유형 내 여성, 남성의 비율을 보여준다. <여성주의>유형에 여성 

비율이 매우 높고, <역차별>, <역차별-반페미> 유형은 남성이 대부분인

데, 세대까지 나누어보면, <역차별-반페미> 유형의 경우 90년대 남성이 

80년대 남성에 비해 비교적 큰 비율을 구성하고 있다. 반면, <반페미니

즘> 유형의 경우, 여성 비율이 53% 정도이다. 이는 가설 2-3에서 <역차

별>유형과 <반페미니즘> 유형 모두 남성의 비율이 더 높을 것이라고 예

측한 것을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0] 젠더의식 태도유형내 성별·세대 비율

7) 본 분석은 이항변수의 조작에서 남성의 역차별을 인식하고, 페미니즘에 부정적이
며, 여성정책을 반대하는 응답을 1로 코딩하였다. 때문에, 반대로 여성차별과 여
성의 불리함을 주장하고, 페미니즘에 긍정적인 집단과 태도가 유보적이거나 중도
적인(동의도 찬성도 아님) 집단이 분리되지 않는다. 추후 코딩을 다르게 하여 추
가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비율(단위:%) 전체 (명) 여성 (명) 남성 (명)

여성주의 31.59 271 53.13 212 12.85 59
역차별 8.51 73 4.01 16 12.42 57
반페미니즘 34.03 292 39.1 156 29.63 136
역차별-반페미니즘 25.87 222 3.76 15 45.1 207
전체 100 858 100 399 100 459

[표 7] 성평등 및 페미니즘 태도 유형별 비율



- 51 -

이렇듯 여성과 남성이 상이하게 분포한 각 유형이 각 질문에 어떤 응

답패턴을 보이는지 유형별 응답양상을 살펴본다. <그림 11>과 <그림 12>

에서 여성의 대다수가 속한 <여성주의>유형 및 <반페미니즘> 유형을 확

인가능하다. <그림 13>과 <그림 14>에서 여성은 거의 속하지 않고 남성

의 약 50%가 속한 <역차별> 및 <역차별-반페미니즘> 유형을 나누어 확

인가능하다.

[그림 11] 젠더의식 태도 유형별 응답확률 (유형1-여성주의)

▶ 유형1 여성주의

<여성주의> 유형은 전체적으로 남성차별인식에 동의하지 않고, 페미니

즘에 대한 거부감도 가장 낮은 집단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양성평등정책

의 필요성에 강하게 공감하고, 노동시장인 취업의 영역에서 남성이 전혀 

불리하지 않으며, 연애/데이트라는 일상생활세계의 영역에서도 남성이 

불리하다고 응답할 확률이 가장 낮다. 나머지 세 개 유형이 모두 민감하

게 반응한 여성가족부 존치 반대 문항에 있어서도 여가부 존치를 반대할 

확률이 20%미만으로 가장 낮았다. 전체에서는 약 32%, 여성에서는 약 

53%이고, 남성에서도 약 13%가 속한 이 집단은 여성차별과 여성이 겪는 

불공정성을 더 강하게 인식하고 친-페미니즘적 태도를 지닌 집단과 성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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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및 페미니즘 전반에 대해 유보적이거나 약한 반대를 하는 집단이 함

께 포함되어 있을 수 있음이 짐작가능하다.

[그림 12] 젠더의식 태도 유형별 응답확률 (유형3-반페미니즘)

▶ 유형3 반페미니즘

<반페미니즘> 유형의 경우, 페미니즘에 대한 거부감이 매우 높게 나타

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남성역차별을 강하게 느끼는 <역차별>유형에 

비해서도, 이 유형의 경우“나는 페미니즘에 거부감을 느낀다”라는 진

술에 동의할 확률이 매우 높다. 여성차별의 심각성에 동의하지 않는 <역

차별-안티페미니즘> 유형들과 거의 같은 정도로 “페미니즘”으로 호명

하는 사회운동에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이들 유형이“여가

부”존치에 반대할 확률이 50% 이상이라는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성차

별 인식과 정책적 당위 등에 대해서는 <여성주의>유형과 유사하게 남성-

역차별담론, 특히 노동시장에서의 남성역차별에 동의하지 않고, 양성평

등정책의 필요성에 강하게 공감한다. 이들은 따라서 젠더갈등의 국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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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어느 한쪽(여성)에 편향되어 존재하는 것으로 낙인된 집단(페미니즘) 

혹은 조직(여성가족부)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이다.

<반페미니즘> 유형은 전체의 약 34%정도로, 내부에 여성이 53%, 남성

이 47%정도이며, 여성 중에서는 약 40%, 남성 중에서는 약 30%정도이

다. ‘안티페미니즘’이라는 “페미니즘”에 낙인을 부여하는 태도, 혹

은 부여된 낙인을 꺼리는 태도가 반드시 남성에게만 있는 태도가 아니라 

여성들 중에서도 상당히 존재함을 드러낸다. 또한 <반페미니즘> 유형이 

<역차별>유형들과 별도로 구성된다는 것은 페미니즘에 대한 거부감이 노

동시장 및 생활세계의 영역에서 남성의 불리함을 주장하는 역차별 집단

과 반드시 함께 나타나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드러낸다. 

[그림 13] 젠더의식 태도 유형별 응답확률 (유형2-남성역차별)

▶ 유형2 남성역차별

<남성역차별>유형이 <역차별-반페미니즘>유형이 공통적으로 가진 특징

은 여성차별이 심각하지 않다고 인식하면서, 취업시장에서 남성이 더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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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다고 응답할 확률이 유사하다는 것과 여가부 존치, 여성고위직확대 

정책에 매우 강하게 반대하는 집단이라는 점이다. <남성역차별> 유형이 

특히 더 강력하게 반응을 보이는 것은 노동시장에서의 불리함과 지위 및 

여성우대“정책”에 대한 반감이라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정책적 개입

의 주체로 여겨지는“여성가족부”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감을 갖고 있

다. 개인의 ‘능력’이 아닌 성별에 따른 차등적 지원 혹은 혜택이 주어

져선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여성에게 고위직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

에 대해 반대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

한 양성평등정책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지도 않다. 고위직 비율이 현저

히 낮은 현실이지만 이에 대해 적극적 조치계열의 정책으로 해결해야한

다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역차별>유형이 <역차별-반페미>유형과 차이를 보이는 지점은 

페미니즘에 대한 태도이다. 반페미니즘 태도를 보인 <반페미니즘> 유형

과 <역차별-반페미니즘> 유형이 페미니즘에 대한 거부감과 여성가족부 

존치에 대한 반대를 함께 보인 것과 달리, 이들 유형은 여성가족부의 존

치에 대해서는 강한 반감을 보이지만 페미니즘에 거부감을 느끼거나 페

미니즘이 여성우월주의라고 생각하는 데에 동의할 확률은 상당히 낮다. 

또한 이들 유형은 전체 집단 중에서 양성평등정책을 정부가 추진해야한

다는데 동의할 확률이 제일 낮다. 이로 미루어 짐작해볼만한 것은 이들

은 개인이 직면한 노동시장과 일상영역에서의 불리함을 주장하지만 페미

니즘을 비롯한 사회운동 등에 대해서는 태도를 가지지 않으려 하는 무관

심집단일 수 있겠다. 다만 이 <역차별> 유형의 경우, 전체의 약 8.5% 정

도로 비교적 소수집단이기 때문에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유형4 역차별-반페미니즘

마지막으로, <역차별-반페미니즘> 유형은 여성차별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페미니즘과 여가부의 존치에 대해 거부할 확률이 매우 높다. 

위의 <역차별>유형과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페미니즘에 대해 부정적 태도

를 취할 확률이 훨씬 높다는 것 외에, 먼저, 역차별의 종류에서도 취업

보다도 특히 연애/데이트의 영역에서 남성이 불리하다는 것에 동의할 확

률이 높다는 점이다. 이 유형은 청년세대 남성 중 가장 큰 비율인 45%

가 속한 유형이다. 또한, 이들은 양성평등정책의 필요에 상당히 높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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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는 등 차별에 대한 인식 뿐 아니라 차별의 해소를 위한 정책적 요구 

또한 클 수 있기에 이들이 정치적 태도를 결정할 때에 젠더 이슈나 젠더 

에 대한 태도를 기준으로 결정할 개연성도 존재하게 된다. 이 유형이

“남성마이너리티-안티페미니즘전사”(천관율, 정한울, 2020)라고 부를만

한 집단으로 여겨지기 쉬울 것이다. 그러나 이들 집단의 응답을 타 유형

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 내에서 비교해보면 취업의 남성불리에 대

한 동의가 다른 영역 (페미니즘, 연애/데이트에서의 남성불리/ 여가부 존

치반대/ 여성차별 심각하지 않음) 에 비해 꽤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역차별-반페미니즘> 유형 중 90년대생 남성의 비율은 약 54%이다. 

위와 같이 태도유형을 분석한 결과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큰 함의는 

청년세대 내의 젠더의식이 기성세대와 다르게 구성될 수 있음을 보인 것

이다. 예컨대, 기존 연구들 및 조사에서 ‘성평등’에 찬성한다, 혹은 

‘양성평등정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다면, 이는 성평등주의에 찬성하

는 것으로, 과거의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과 성차별주의에서 벗어난 

더 개선된 인식으로 해석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태도를 잠재집단으로 유

[그림 14] 젠더의식 태도 유형별 응답확률 (유형4-역차별 –반페미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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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화했을 때, 양성평등정책에 정부가 보다 힘써야한다는 데에 동의하긴 

하지만 페미니즘에는 거부감을 느끼거나(<반페미니즘>), 거꾸로 ‘양성’

의 평등추구에는 남성역차별 해소에 대한 기대가 투영되었을 수 있는 것

이다. (<역차별-반페미니즘>) 이에 따라 전통적 성역할관념을 기준으로는 

평균적으로는 남녀간 성평등태도나 의식에 차이가 적은 것으로 보여도 

여러 차원에 걸친 응답의 유형을 구성했을 때는 ‘젠더갈등’의 청년세

대 내 남성과 여성 간에 그 내용적인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을 정량적 

분석을 통해 밝힐 수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여성과 남성 각 내부에 이질성도 존재한다는 점을 뚜렷

이 보여준다는 것이 두 번째 시사점이다. <여성주의> 유형에도 남성이 

비율은 낮으나(약 20%) 존재하며, 남성 역차별인식이 강하지 않고, 여성

차별의 구조적 현실을 부정하지 않으며, 여성정책에 적극적으로 반대하

지 않지만 페미니즘에는 거부감이 있는 여성(<반페미니즘>유형의 53% 

여성)성도 존재한다. <역차별>유형과 <반페미니즘>유형이 반드시 함께 

연동되지 않는다는 것 또한 소위 “20대 남자”현상을 뭉뚱그려 획일적

으로 진단하는 것에 주의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여성들의 약 53%가 속한 <여성주의>유형과 약 38%가 속한 

<반페미니즘>유형의 가장 큰 차이점이 ‘페미니즘에 대한 거부감’이었

다는 것은 여성들 내부에서도 페미니즘에 대한 거부감을 느낄 확률이 높

여성
주의

반페미
니즘 역차별

역차별-
반페미
니즘

여성차별 문제는 심각하지 않다 x x o o

페미니즘 - 여성우월주의 x o x o

페미니즘 - 거부감 x o x o

남성역차별 – 취업 x x o o

남성역차별 – 연애/데이트 x x o o

여성정책-여가부존치반대 x o o o

여성정책-여성고위직확대정책반대 x x o o

양성평등정책이 필요하다 o o x o

[표 8] 태도 유형별 성평등 및 젠더이슈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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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함의한다. 이들이 남성이 차별받거나 여성보다 불리하지 않다고 생

각하며, 여성고위직확대정책에 반대하는 비율 등은 낮은 것에 비추어볼 

때, 남성역차별담론에 이입하여 동의하는 비율은 여성 내에 낮다. 그러

나 <반페미니즘> 유형이 여성차별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여성이 노동

시장과 생활세계에서 불리하다고 느끼면서도 페미니즘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는 것인지, 혹은 유형4와 유형5의 차이처럼 특정영역에서의 유불리

가 다른지, 아니면 성차별 담론 자체에 무관심하거나 판단을 유보하는 

중립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추가적 분석이 필요하다. 

제 3 절 젠더의식 태도유형과 정치적 젠더균열의 관계 

젠더의식 태도유형과 정치적 선택과의 관계 확인을 위해 잠재집단분석

으로 도출한 태도유형변수를 설명변수로, 보수정당에 대한 투표여부를 

종속변수로 투입하고, 가중치를 부여하여 이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

했다. 계수는 승산비(Odds ratio)로 표기되었다. <표 9>에서 모형0부터 모

형5까지 통제변수와 독립변수를 포함한 모형들의 결과를 비교한 결과, 

본 연구의 관심사인 젠더의식 태도 유형변수가 청년세대 내 정치적 젠더 

균열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른 사회구조적 변

수들을 통제하거나(모형1) 태도변수까지 통제(모형3)한 후에서도, 성별이 

보수정당에 투표할 확률에 계속 영향을 미치는 것이 유의미하게 나타났

다. 그러나 젠더의식 태도유형 변수를 포함시켰을 때는 (모형2, 모형4, 

모형5) 성별변수의 유의미성이 사라져 태도유형변수를 매개로 정치적 젠

더균열이 설명됨을 알 수 있다. 성평등 현실에 대한 인식과 페미니즘에 

대해 한국 청년세대가 상이하게 갖고 있는 태도가 정치적 젠더균열을 적

어도 일정부분 설명하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 3장에서 구조적 

변인인 계층과 교육수준 등을 통제한 후에도 정치적 선택에서 8090년생 

세대가 다른 선택을 해왔음을 확인했던 것과 일치하게, 2020년의 선거결

과에서도 여성이 남성에 비해 보수당에 투표하지 않는 경향이 구조적 변

인을 통제한 후에도 발견되었고, 이런 경향을 청년세대의 젠더의식의 이

질성이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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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0 M1 M2 M3 M4 M5
OR p(z) OR p(z) OR p(z) OR p(z) OR p(z) OR p(z)

성별 (여성=1) 0.451 *** 0.447 *** 0.867 0.506 ** 0.814 0.818

세대 (준거:1980-84년생)
   85-89 2.214 ** 2.067 * 2.030 * 1.828 * 2.011 * 1.834

   90-94 1.810 * 1.659 1.628 1.225 1.559 1.217

   95- 2.619 *** 2.071 * 2.309 * 1.847 2.401 * 1.960

혼인상태 (기혼=1) 0.784 0.891 0.792 0.916 0.843

교육수준 (대졸=1) 0.714 0.739 0.837 0.742 0.828

직업유무 (유직=1) 1.187 1.369 1.187 1.470 1.354

주관적 계층수준 1.174 * 1.160 * 1.373 *** 1.314 *** 1.341 ***
지역 (준거:수도권)

광주,전라 0.493 0.444 0.540 0.461 0.496

부산,대구,경상 1.656 * 1.744 * 1.777 * 1.973 ** 1.820 *
대전,충청,강원 1.135 1.126 1.159 1.226 1.137

젠더의식 (준거: 여성주의)
역차별 2.817 * 2.958 ** 2.651 *
반페미니즘 1.695 1.555 1.369

역차별-반페미니즘 4.665 *** 3.929 *** 2.886 **

공정성 0.791 *** 0.760 *** 0.801 ***
북한 적대적태도 2.324 *** 2.180 ***

상수 0.179 *** 0.095 *** 0.029 *** 0.010 *** 0.049 *** 0.005 ***
N 781 774 774 774 774 774
Pseudo R2 0.0407 0.0631 0.0984 0.1642  0.1351 0.1805

[표 9] 보수 정당 투표에 대한 이항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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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구조적 변수들만 통제한 모형2, 모형2에 공정성 문항까지 포함한 

모형4에서는 <여성주의> 유형에 비해 <역차별>유형이나 <역차별-반페미

니즘> 유형에 속한 응답자가 유의미하게 미래통합당에 투표할 확률이 높

았다. 즉, 공정성에 민감한 정도에 따라 성차별에 대한 인식 및 페미니

즘에 대한 태도가 바뀌거나 이로 인해 발생하는 성별에 따른 정치적 선

택 차이가 설명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공정하다고 인식할수록 미래

통합당에 투표하지 않을 확률이 높은 것, 다시 말해 불공정하다고 인식

할수록 미래통합당에 투표했을 확률이 높은 것은 유의미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공정성이 청년세대 내에서 성별과 무관하게 정치적 보수/진보 선

택과 관련이 있음은 확인가능하다. 그러나 이것이 2018년 이후로 지속적

으로 관찰된, 20대 남성들이 20대 여성들에 비해서 더 빨리 민주당 지지

율 이탈, 혹은 보수당으로의 회귀하는 이유를 설명한다고 결론내리긴 어

렵다. 즉, 본 연구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청년세대 내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일반공정성에 대한 태도가 설명하진 않는다. 북한에 대한 태

도 변수까지 포함하여 통제한 모형5에서도 <여성주의> 유형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역차별> 유형과 <역차별-반페미니즘> 유형이었다. 

<여성주의>유형과 차별적으로 정치적 투표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역차

별> 유형과 <역차별-반페미니즘>유형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태도는 남성 

역차별 인식 및 적극적 여성정책에 대한 강한 반대이다. 표에 수록하진 

않았으나 젠더의식 태도유형의 준거집단을 각 유형별로 변경하여 유형간 

비교를 하여도, <반페미니즘> 유형에 비해 <역차별-반페미니즘> 유형이 

유의미하게 보수당 투표확률이 높았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통해 해

석할 수 있는 것은 페미니즘에 대한 거부감이 청년세대 내에 상당히 만

연하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페미니즘에 대한 거부감 자체가 청년세대

의 정치적 젠더갭을 만들어내는 요인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이다. 여성차

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남성 역차별을 강하게 인식함에 따라 성차

별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 대처를 요구하는 정도가 더 중요한 요인일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구조적으로 기회가 줄어든 – 혹은 줄어들었

다고 인식되는- 노동시장에서의 남성역차별에 대한 믿음이 보수정당을 

선택하게 하는 요인임을 뜻한다. 역차별을 받는 약자라는 인식과 그를 

정책적-정치적으로 해소해주길 바라는 요구를 이들 유형이 진보-민주 정

당이 아닌 보수정당의 몫으로 연결 짓고 있다고 간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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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젠더불평등, 그 중에서도 노동시장에서의 성평등은 경제발전

수준에 비해 여전히 낮은 여성 경제활동참여율과 성별간 임금격차, 

OECD 내 최하위인 고위직 및 관리직 내 여성 비율 등, 결혼-출산-육아

로 인한 경력단절은 물론 경력단절 이전부터도 성별에 따른 수평적 직종 

분리와 수직적 임금격차까지 매우 공고하게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현실 및 정량적 지표와는 정반대의 믿음을 매우 강력하게 보유한 집단이 

존재하며, 이들은 노동시장에서의 성별이 외의 다른 구조적 위기까지도 

성별에 따른 불리함으로 치환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을 상대성별

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보수정당에의 투표라는 행

태로 드러내고 있음을 함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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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함의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연구 결과는 크게 두 가지 주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현재 한국의 청년세대인 8090년대생들에서 성별에 따라 정

치적 선택의 차이가 나는 현상, 즉 남성이 여성에 비해 보수당에 투표할 

확률이 높은 정치적 젠더갭은 연령과 시기를 통제한 후에도 발견되는 청

년세대 고유의 특성이다. 둘째, 이러한 세대 고유의 특성으로서의 정치

적 젠더갭은 청년세대 여성, 남성 간의 구조적 위치의 차이보다는 문화

적 태도, 특히 젠더의식의 차이와 깊은 관련이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가지는 이론적, 현실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한국에서 세대별 젠더갭, 특히 청년세대 내의 젠더갭의 존재를 

다년도 경험자료를 통해 분석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기존 연

구들에서 다년도 여론조사들의 기술통계 추이를 비교함으로써 추론하던 

결과를, 연령효과와 세대별 고유 효과를 분리하여 분석한 것이다. 현재 

한국의 청년세대인 8090년대생 남성이 여성에 비해 보수정당에 투표하는 

경향이 보수당, 진보당이 번갈아 승리한 선거들의 시기효과를 통제한 후

에도 확인되었음을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세대의 평균적 보수, 진보적 

투표정향에 더해 세대 내 성차의 경향성이 존재하며, 이런 경향이 향후

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정리하자면, 젠더갭을 연구한 

한국의 선행연구들에서 전체 인구집단 수준의 성차를 위주로 살펴본 것

에 반해, 이 논문은 세대 내 성차에 주목함에 따라 젠더갭의 구체적 양

상을 보다 정확히 규명했다는 함의가 있다

두 번째로, 젠더갭의 원인이 구조적 요인보다도 문화적 요인에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보수정당에의 투표확률을 종속변수로 둔 

2018년까지의 KGSS 누적 자료를 대상으로 한 HAPC-CCREM 분석과 

2020년의 사회인식조사 자료를 대상으로 한 이항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모두 구조적 변인들을 통제한 이후에도 젠더 변수의 유의미성이 유지되

었다. 이는 구조적 변인으로 설명될 수 없는 젠더 간 정치적 정향 차이

의 원인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적어도 구조적 변인이 직접적

인 차이를 야기하기보다 구조적 차이와 상호작용하면서 형성되는 문화적 

태도의 간극이 정치적 젠더갭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특히, 군 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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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이게 되는 안보 태도, 청년세대가 중시하

는 가치로 언급되는 공정성 등의 문화적 태도 변수들을 통제한 이후에도 

젠더의식과 관련한 태도 유형이 보수정당 투표 확률에 유의미한 효과를 

미쳤다. 성평등, 페미니즘에 대한 인식이 가지는 정치적 영향력을 경험

적 자료로 분석한 것이다. 이는 한편으로는 페미니즘 이슈가 보수 정당

에 투표하는 요인 중 하나라는 것, 즉 페미니즘에 대한 백래시가 정치적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하지만 동시에 보수정당에 투

표하지 않는 요인 중의 하나 또한 성차별, 페미니즘 이슈라는 해석 역시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할 때, 현실 정당정치의 의제에서도 

성차별의 구조적 현실 자체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청년세대 내부의 상이

한 ‘인식’이 가지는 정치적 영향력을 주목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성평

등에 관한 여러 의제들에 대해 청년들이 가지는 인식은 정치적 정향을 

형성하는 청년기를 지나 이후의 삶에서 세대 고유의 정치정향을 확립할 

때, 그들의 정치행태를 결정짓는 주요한 배경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

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청년세대의 젠더의식에 대한 유형화는 기존 연구에서 보

고되지 않은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 성평등 인식을 평균 수준에서 비

교하거나, 혹은 역차별 관련 인식에 대한 문항을 포함하지 않은 채 보고

했던 기존의 결과가 가지는 공백을 메워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또 상징적 대상으로서의 페미니즘에 대한 태도의 유형화를 통해서 청년

세대 남성, 청년세대 여성을 동질적인 집단으로 구분하지 않음에 따라, 

청년세대 남성과 여성 내에서도 이질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청년 

세대에게 ‘성평등’이 기존과는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기성세대에게 성평등이란 명백히 낮았던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및 사회진출을 의미했다면, 청년세대, 특히 청년 남성 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역차별-안티페미니즘 유형의 젠더의식을 가진 집단에게 성평등

은 여성과 남성의 지위가 ‘이미’ 동일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남성들이 

받고 있는 역차별을 해소하는 것으로 재해석될 수 있다. 

끝으로 후속연구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2020년 선거 이후, 2021년 재보궐 선거를 비롯한 사례들에서 확연히 드

러난 청년세대 정치적 젠더균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시기적으

로 본 분석과 2021년 재보궐 선거 이후 현재가 가진 차이점 중 가장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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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본 연구가 분석 대상으로 삼았던 2020년 총선은 더불어민주당이 압

도적 승리를 거둔 선거라는 점이다. 이를 고려할 때, 2020년 선거에서 

패배했던 보수 정당에 대한 투표 확률에 있어 청년세대 내 젠더갭이 유

의미하게 나타나는 것은 더더욱 의미 있다. 2021년 보수정당이 승리한 

선거에 대한 회고투표에서는 보수당에 투표했음을 응답할 확률이 높을 

것을 기대할 수 있고, 이런 조사자료를 바탕으로는 청년세대 내 젠더균

열의 동학을 보다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성평

등과 페미니즘에 관한 태도변수들이 포함된 2021년 선거 후의 사회조사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한다면 2021년에 더욱 강하게 나타난 청년세대 내 

정치적 젠더균열이 본 연구에서 확인한 젠더의식과의 연관성으로 일관적

으로 설명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청년세대 내 젠더의식의 태도 유형에 관한 논의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성평등과 페미니

즘에 대한 태도등 젠더의식의 태도유형이 정치적 정향과 연관성이 있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그에 앞서 각 개인들이 왜 특정한 태도 유

형을 갖게 되는지는 아직 검토되지 않았다. 따라서 청년세대 내 이질성

을 다차원적으로 포착한 젠더의식의 유형적 분류가 정치적 투표선택만이 

아닌 다른 정치적, 사회적 태도와의 어떤 관련을 가지는지를 살펴보는 

연구도 가능할 것이다. 이를 통해, 청년세대의 “젠더갈등”과 정치적 

함의를 성별, 연령별 인구집단 간의 이분법적 대립으로 납작하게 재단하

는 것이 아니라 보다 폭넓게 이해하려는 시도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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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9년생 62.4 43.6 18.8 61.9 59.4 2.5 78.9 58.3 20.6
60~64년생 47.1 50 -2.9 66.7 43.2 23.5 60.3 66.1 -5.8
65~69년생 40.9 35 5.9 46.3 47.2 -0.9 45 44.6 0.4
70~74년생 33.3 40.2 -6.9 41.8 24 17.8 36.2 29.8 6.4
75~79년생 36 27.1 8.9 11.1 29 -17.9 52.2 50 2.2
80~84년생 31.2 26.5 4.7 37.5 34.6 2.9 38.8 34.1 4.7
85~89년생 26.3 45.8 -19.5 18.8 37.5 -18.7 29 36.9 -7.9
90~94년생 39.1 40 -0.9 20.7 56.2 -35.5 31 43.1 -12.1
95년생 이후 NA NA NA NA NA NA NA NA NA

2014.6 2016.4 2018.6
여성 남성 차이 여성 남성 차이 여성 남성 차이

49년생 이전 74.7 67.5 7.2 66 72.6 -6.6 45.7 51.5 -5.8
50~54년생 51.7 58.1 -6.4 71.9 58.3 13.6 52.9 33.3 19.6
55~59년생 70 46.8 23.2 61.5 56.1 5.4 30.3 34.6 -4.3
60~64년생 54.9 50 4.9 52.9 27 25.9 43.8 29.4 14.4
65~69년생 41.1 32.4 8.7 31.4 33.3 -1.9 29.5 12.9 16.6
70~74년생 34.7 45.8 -11.1 54.5 25 29.5 10 19.2 -9.2
75~79년생 20.5 33.3 -12.8 20 21.4 -1.4 24 10 14
80~84년생 31.1 22.6 8.5 26.7 25 1.7 3.3 9.1 -5.8
85~89년생 30 53.1 -23.1 25 11.5 13.5 13.6 9.1 4.5
90~94년생 25 39.5 -14.5 20.6 27.8 -7.2 0 19.2 -19.2
95년생 이후 0 20 -20 16.7 0 16.7 6.7 24 -17.3

[표 1] 시기별-세대별 보수정당 투표율 (자료: KGSS 2010-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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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examines whether there is a political gender gap in the 

young generation in Korea; whether voting behavior differs by gender. 

Contrast to the most Western democracies' "modern gender gap" in 

which women show relatively progressive political orientation compared 

to men, in Korea, the political gender gap at the overall level has not 

been clearly found. However, there is the possibility that the gender 

gap is not absent in Korea, but rather is in the process of generational 

replacement. In addition, recent election results since the 2010s have 

consistently witnessed gendered political differences within the young 

generation.

   Along these lines, this study answers two questions derived from 

theoretical review: First, is there a political gender gap in the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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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 generation? Second, considering the gender conflict in this young 

generation, does their gender consciousness have an effect on political 

gender gap of the generation?

   First, to empirically confirm the existence of political gender gap in 

the Korean young generation, the Korea Social Survey (KGSS) 

cumulative data were analyzed using HAPC-CCREM(Hierarchical 

Age-Period-Cohort Analysis Cross-Classified Random Effects Model). As 

a result, long-term data showed that male youth, especially those born 

in the first half of the '90s vote conservative party/candidate more 

than women do.

   Afterwards, with Latent Class Analysis and Binary Logistic 

regression, this study analyzed "National Values and Social Awareness 

Survey" data which was conducted after the 2020 21st Congressional 

Election in order to explore the relevance of gender consciousness in 

the young generatio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the perception of the reality of gender equality and gender 

discrimination, and attitudes toward feminism crosses, and the types of 

attitudes differ largely by gender. Accordingly, it was revealed that this 

attitude groups has a significant impact on the political difference in 

the young generation's voting choices in the 2020 elect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conflicts over gender issues in the 

current young generation might be led into political cleavage. Thus, this 

study contributes to present empirical evidence of the tendency of 

political orientation and the landscape of gender conflict among the 

young generation at the intersection of generations and genders.

keywords : Young Generation, Political Gender Gap, generations, voting, 

APC analysis, Latent Class Analysis

Student Number : 2018-22618


	제 1 장 서론  
	제 2 장 이론적 자원 및 선행연구 
	제 1 절 정치적 균열로서의 젠더 
	1. 서구 민주주의 사회의 젠더균열 
	2. 한국의 정치적 젠더 균열 
	3. 젠더균열 동학의 배경으로서의 세대교체 

	제 2 절 젠더균열의 요인 
	1. 현대적 젠더갭, 재정렬(Realignment)의 요인 
	2. 한국 청년세대의 젠더의식 


	제 3 장 한국의 세대 내 정치적 젠더 균열 
	제 1 절 자료와 분석방법 
	1. 위계적 연령-기간-세대 분석 HAPC 
	2. 분석자료 
	3. 변수 

	제 2 절 세대 내 젠더균열 분석결과 
	1. 기술통계 결과 
	2. HAPC 분석결과 


	제 4 장 한국 청년세대의 정치적 젠더균열 요인탐색 
	제 1 절 자료와 분석방법 
	1. 분석자료와 변수정의 
	2. 분석방법 

	제 2 절 잠재집단분석결과 
	제 3 절 젠더의식 태도유형과 정치적 젠더균열의 관계  

	제 5 장 결론 및 함의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startpage>10
제 1 장 서론   1
제 2 장 이론적 자원 및 선행연구  5
 제 1 절 정치적 균열로서의 젠더  5
    1. 서구 민주주의 사회의 젠더균열  5
    2. 한국의 정치적 젠더 균열  9
    3. 젠더균열 동학의 배경으로서의 세대교체  11
 제 2 절 젠더균열의 요인  13
    1. 현대적 젠더갭, 재정렬(Realignment)의 요인  13
    2. 한국 청년세대의 젠더의식  16
제 3 장 한국의 세대 내 정치적 젠더 균열  20
 제 1 절 자료와 분석방법  20
    1. 위계적 연령-기간-세대 분석 HAPC  20
    2. 분석자료  23
    3. 변수  24
 제 2 절 세대 내 젠더균열 분석결과  26
    1. 기술통계 결과  26
    2. HAPC 분석결과  29
제 4 장 한국 청년세대의 정치적 젠더균열 요인탐색  41
 제 1 절 자료와 분석방법  41
    1. 분석자료와 변수정의  41
    2. 분석방법  46
 제 2 절 잠재집단분석결과  47
 제 3 절 젠더의식 태도유형과 정치적 젠더균열의 관계   57
제 5 장 결론 및 함의 61
참고문헌 64
부록 77
Abstract 78
</bo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