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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논문은 최근 한국사회에 두드러진 ‘여성혐오’ 현상을 소비사회의 

맥락에서 이해하고자한다. 연구자는 최근 부상한‘여성혐오’라는 용어를 

온라인을 매개로 확산되는 통념적 이야기들 안에서 젊은 여성들에게 가해

지는 수위 높은 타자화를 뜻하는 말로 사용한다. 기존 연구들은 청년세

대, 특히 젊은 남성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여성혐오’ 정서의 만연을 신

자유주의적 사회 변화로 인한 것으로 설명한다. 이 연구는 이에 더하여, 

소비주의의 등장과 일상의 소비사회적 재구성의 젠더 관계의 변화와 맞물

려 일어나는 파열음에 주목한다. 

오늘날 청년세대는 소비사회의 깊은 영향을 받고 있다. 소비사회의 영

향이 ‘여성혐오’ 현상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온라인

상 중심의 담론을 분석하여 그 양상을 살펴보고, 실제 젊은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20~30대 남녀 다섯 명씩 총 10명과의 심층면

접을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여성혐오’현상에 나타난 

소비사회의 영향과 이에 따른 갈등은 네 가지 양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여성의 소비주의적 욕구에 대한 비난과 저항. 둘째, 연애와 결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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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비용 분담 및 가부장적 책임을 둘러싼 젠더 갈등. 셋째, 여성 섹슈

얼리티 소비 강화에 따른 여성들의 불편함. 넷째, 문화영역 등에서 새로

이 등장한 여성 소비자에 대한 무시와 남성 소비에 대한 무비판이다. 

면접을 통해서 청년세대가 남녀구분 없이 소비사회의 영향을 깊이 받고 

있고, 온라인에서의 심각한 소비 갈등 양상과는 달리 실제 현실의 관계에

서는 매우 낮은 수위로 갈등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여성혐

오’ 현상에서 여성의 소비는 비난과 제재를 받고 있으나 면접 참여자들

은 여성과 남성의 소비가 동등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답하여 여성 소비

에 대한 비난이 비합리적임을 드러냈다. 그러나 여성들은 스스로를 독립

적인 소비 주체로 상정하는데 반해 남성들은 남성에 의존적인 여성의 모

습으로 인식하고 있어 이러한 점이 갈등을 지속시킬 수 있다고 보였다. 

또한 ‘여성혐오’ 현상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현실의 관계에서

는 매우 낮은 수위로 존재하는 것은 혐오와 갈등의 내용에 대한 동의가 

감정에 기반한 놀이일 수 있다는 점을 드러내는 것이라 하겠다. 이는 실

제 현실과의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다행일 수도 있으나 오히려 그러한 동

조화된 마음을 바탕으로 현실을 좁은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울 수 있다.

키워드: 소비사회, 소비주의, 여성혐오, 지그문트 바우만

학번: 2014-2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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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작년과 재작년은 한국사회에서 ‘여성혐오’란 말이 폭발적으로 쓰이면

서 해당 용어가 사회적으로 정착된 원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젊은 여성

들은 본인들이 겪고 있는 사회를 ‘여성혐오’ 사회라고 부르는데 주저하

지 않았고 이 현상을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물들과 관련 책자들이 유례없

이 쏟아졌다. 사실 특정 대상에 대한 ‘혐오’란 개념이 우리 사회에서 

쓰이기 시작한 것은 매우 최근의 일로 그 배경에는 대형 극우 온라인 사

이트인 일간베스트저장소(이하 일베)가 있다.1) 일베는 경제성장을 도모

한 산업화를 우상시하고 민주화의 역사는 전면으로 부정하는 젊은 극우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들은 표현 방식의 일환으로 심각한 수준의 수위 높

은 조롱과 비하 표현물들을 생성하여 대상에 대한 ‘혐오’라는 해석이 

가능케 하였다. 

그런데 일베는 민주화 세력에 대한 조롱 및 폄하와 더불어 젊은 여성들

에 대한 집합적인 분노도 표출하였는데 이곳을 통해 생산된 여성에 대한 

심각한 수준의 혐오적 정서가 널리 퍼지고 사용되면서 ‘여성혐오’라는 

표현이 나타나게 되었다.2) 이후 특정 사건 때마다 ‘여성혐오’라는 표

1) 윤보라(2013: 34)는 “불과 1여 년 전만 해도 사실 일베는 이렇게 유명한 곳이 아니었다. … 
일베가 이렇게 화제가 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대선정국을 통과하면서부터일 것이다. … 일베를 
심층 취재한 기사가 쏟아지기 시작한 것도 이때쯤이다.”라고 하였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 빅
데이터 분석서비스인 Kinds(카인즈)를 이용, 199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일베’라는 검색어로 중앙지(경향, 국민, 내일, 문화, 서울, 세계, 한겨레, 한국) 기사들을 검색
한 결과 2011년까지 0건, 2012년 27건, 2013년 2,759건, 2014년 1,672건, 2015년 894건, 
2016년 538건이었다. (http://www.bigkinds.or.kr 2017.5.1 검색). 

2) 위와 같은 기간으로 ‘여성혐오’를 검색한 결과 2011년까지 해당 검색어가 언급된 기사는 모
두 10건 이하였고, 2012년 31건, 2013년 52건, 2014년 31건이었다. 이후 2015년에 급등하
여 360건을 기록하였고, 2016년도는 966건으로 나타난다. (http://www.bigkinds.or.kr 
2017.5.1 검색). 오히려 중앙지보다 대학학보에서 ‘여성혐오’에 대한 문제제기성 글들을 더 
일찍 찾아볼 수 있었는데 고려대 대학원신문 “[쟁점기획]한국사회의 여성혐오” 
(2013.10.16), 덕성여대신문 “도 넘은 여성 혐오, 인터넷 넘어 사회적 문제로 공론화시켜야” 
(2014.4.14), 숙대신보 기획기사 “한국사회의 불편한 진실, 여성 혐오” (2014.10.6)가 그것
이다. 이는 ‘여성혐오’가 젊은 층을 중심으로 더욱 가깝고 심각하게 느껴졌다는 것을 의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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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은 종종 언론을 장식하다가 일베에 대항하는 온라인 사이트 메갈리아가 

등장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면서 해당 용어의 사용을 정착시켰고 이것이 

청년세대의 젠더 갈등으로 비추어지면서 결과적으로 하나의 사회적 현상

으로 인식되었다.3) 

‘여성혐오’ 라는 개념은 누군가가 구체적인 학문적 이론을 바탕으로 

주창한 것이 아니기에 메갈리아 초기에는 해당 용어에 대한 반대의 의견

들도 있어왔다. 당시 젊은 여성들은 일베식 혐오표현 외에도 소라넷, 몰

래카메라, 잇따른 대학 내 카톡방 성희롱 사건, 성관계 영상 유포, 강간 

약물 피해, 염산 테러 등을 경험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여성에 대한 물신

다. 
3) 2014년 1월 16일 고려대에서 붙은 ‘‘김치녀’로 호명되는 당신, 정말로 안녕들 하십니까?‘ 

라는 제목의 대자보에서는 “여성혐오가 보편적인 세상”이라는 표현이 쓰였다. 그러나 ’여성
혐오‘란 용어가 미디어 등에서 적극적으로 쓰이게 된 해는 2015년이다. 2015년 1월, 트위터
에 “the current era is the era that male are being discriminated against and i hate 
feminist So I like the isis”라는 글을 남긴 한 18세 소년이 IS에 합류하였다. 이를 보도한 언
론들은 “김군은 인터넷을 통해 일부 10~20대 남성에서 나타나는 여성혐오적 성향이나 폭력적
이며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을 쌓아왔던 것으로 보인다.”고 표현하였다. (연합뉴스 2015.1.21). 
같은 해 4월 공영방송국 KBS는 일베 헤비 유저로 각종 혐오 표현을 남발한 남성을 기자로 정
식 임용하여 파문이 일었다. 해당 기자는 정식 임용 전 수습기간 동안 KBS 직원들만 쓸 수 있
는 게시판에 “여직원들이 생리휴가를 가려면 생리를 인증하라”는 글을 써서 신상이 밝혀진 후 
일베에 고정 ID로 6,000여개의 여성혐오, 민주주의 비하, 지역 차별적 글을 게시한 것으로 알려
졌다. 이와 관련해 KBS 기자협회, 아나운서협회 등 11개 직능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임용 
반대를 주장했고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방송본부도 성명서를 냈었다. 2015년에 이르면 연예인
들의 여성에 대한 성희롱적 표현들도 여성혐오적 발언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는데 4월 가수 유
희열이 콘서트에서 한 "내가 공연을 할 때 힘을 받을 수 있게 앞자리에 앉아계신 여자분들은 다
리를 벌려달라. 다른 뜻이 아니라 마음을 활짝 열고 음악을 들으란 뜻이다. 아시겠냐"는 발언, 
개그팀 옹달샘의 언어 성폭력, 7월 YG엔터테인먼트 소속 아이돌 송민호가 힙합 프로그램에 나
와 한 창작 가사 “(나를 위해 여성들이) 산부인과(에서 진료 받을 때)처럼 (다리를) 다벌려(벌
리길 바란다)” 등이 그것이다. 이들은 모두 즉각적인 사과와 하차 요구를 받았다. 2015년 5월 
말 홍콩에서 한국인 여성 둘이 당시 유행했던 질병 메르스로 인한 검사와 격리 치료를 거부하였
다는 기사가 났고 남초 커뮤니티에서 이를 두고 ‘역시 김치녀’와 같은 비난을 쏟아내었다. 그
러나 이것이 오보였다는 기사가 나면서 이에 분노한 여성들이 초대형 온라인 커뮤니티인 DC인
사이드 내 새로 생긴 메르스갤러리에서 지금까지의 여성혐오적 표현들을 패러디한 표현들(예: 
김치남)을 만들어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8월 초, 여기서 파생된 메갈리아 사이트가 등장, 적극적
으로 활동하면서 ‘여성혐오’(또는 ‘여혐’)라는 용어가 일반화되기 시작하였다. 메갈리아는 
‘여성혐오를 혐오한다’ 즉, ‘여혐혐’이라는 가치를 표방했기 때문이다. 메르스갤러리와 메갈
리아 사이트 이용자들은 본인들이 특정 소속이 없는 일상적인 ‘여성혐오’에 지친(또는 분노
한) 일반인들일 뿐임을 강조하였다. 언론 등은 이를 젊은이들이 서로의 성을 혐오한다는 양비론
적 해석을 펼쳐 한계적 시각을 드러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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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된 관심은 단순히 혐오라는 표현으로 규정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

에 여성멸시라는 용어가 보다 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일련의 온라인 

사용자들과 학자들(김수아, 2015; 엄진, 2015)은 ‘여성혐오’란 용어를 

그대로 두고 이를 여성에 대한 혐오적 표현(hate speech)만이 아닌 여성

에 대한 타자화, 즉 여성에 대한 숭배와 멸시를 모두 포함하는 대상화를 

의미하는 미소지니(misogyny)와 동일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

여 혐오란 표현을 둘러싼 논란을 종식시켰다. 이에 따라 현재 ‘여성혐

오’란 말은 여성에 대한 차별, 나아가 여성 일반을 타자화하는 태도를 

일컫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여성혐오'란 용어의 의미가 확대되면서 온라인상에서는 과거에 일어

났던 역사적 사실들도 '여성혐오'라는 관점에서 재비판하는 움직임이 나타

나고 있다.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다양한 여성에 대한 폭력(violence 

against women), 성차별 등을 모두 '여성혐오'라고 불러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여성혐오는 가부장주의가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어디서나 누

구나 가질 수 있는 태도가 된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여성혐오'라는 용

어가 부상하게 된 최근의 사회적 맥락과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폭넓게 

공유되는 폭력적 정서에 주목하며 이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오랜동안 

존재해 왔던 여성비하, 타자화, 비난 등의 정서와 달리, 최근의 온라인상

에서 부상하여 '여성혐오'라는 용어를 확산시킨 태도는 매우 수위가 높은 

폭력적 정서를 담고 있다. 이 연구는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확산된 이같은 

폭력적, 공격적 정서와 이 정서를 떠받치는 통념적 이야기에 촛점을 맞춘

다. 이 이야기에서 주된 공격 대상이 되는 것은 젊은 여성들이다. 그런의

미에서 이 연구에서 '여성혐오'는 오늘날 온라인을 매개로 확산되는 통념

적 이야기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젊은 여성들에 대한 수위 높은 타자화를 

뜻한다.     

오늘날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여성혐오’는 자신들의 사회적 관계와 

일상을 설명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16년 5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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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평소 여성들이 자신을 무시했다고 여긴 한 젊

은 남성이 여섯 명의 남성을 보낸 후 안면부지 여성을 무참히 살해한 소

위 강남역 살인사건에서 젊은 여성들은 이를‘여성혐오’ 범죄로 명명해

야한다고 주장하였다.4) 이들은 자신들 역시 언제든 피해자와 같은 처지

에 놓여있을 수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연대하였는데 피해 여성에 대한 

추모 메시지가 적힌 포스트잇을 수집해 분석한 경향신문 사회부 사건팀

(2016)에 따르면, 고인의 넋을 기리는 글 이외 가장 많이 적힌 글은 

“살아남았다”라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나는 단지 운이 좋아 살아있는 

것뿐이라는 이 말은 젊은 여성들이 집단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었음을 드러낸다. 

‘여성혐오’가 하나의 사회적 현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것이 단

순한 특정 집단의 하위문화로 그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15세 이상 35세 이하의 젊은 남성들에게 ‘김치녀’, ‘된장녀’와 같은 

여성 혐오적 표현에 대한 공감 여부 등을 물었을 때 중상 이상의 경제수

준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그 이하의 경제수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높은 응

답률을 보였으며 전체 남성 응답자(54.2%)보다 남성 청소년들(66.7%)

이 더 높은 수준으로 ‘여성혐오’ 표현에 공감한다고 응답하여, “여성

에 대한 혐오가 경제적 박탈 계층의 남성일 가능성이 높다는 그동안의 추

4) 사건이 보도된 이후 온라인을 중심으로 이 사건을 ‘여성혐오’로 인한 범죄로 공론화해야 한다
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는 대부분 젊은 여성 커뮤니티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이에 강남역 10번 
출구에 사람들이 꽃과 3만개가 넘는 포스트잇 글을 남겨 무고하게 살해당한 여성을 추모하기 시
작하였다. 해당 움직임은 그러나 이번 사건이 ‘여성혐오’가 아니라 단순한 묻지마 살인이라는 
경찰의 입장 표명으로 더욱 격한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경찰의 입장에 동의하는 일베 회원들(젊
은 남성들)이 추모 장소에 가서 이번 사건은 개인의 일탈이고 ‘여성혐오’로 인한 범죄라는 주
장은 ‘남성혐오’이니 이에 반대한다며 시위를 벌이고 추모 쪽지를 훼손해 시민들과 갈등을 빚
었다. 정치권 역시 재빠른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압박 아래 국민의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은 이번 사건을 ‘여성혐오’로, 더불어민주당은 묻지마 살인 사건으로 논평을 냈고 여당인 새
누리당은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한겨레 2016.5.19).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여성혐
오’가 아니라고 하였으나 개별 국회의원을 주축으로 시민단체와 함께 이번 사건을 토대로 여성 
안전 보장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주요 시민단체들과 정치권이 개최한 긴급 기자회견과 
토론회는 다음과 같다. 5월 25일 여성단체 기자회견, 5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및 국회
의원 당선자 주최 긴급토론회, 같은 날 한국여성단체연합 인권위원회 주최 긴급 집담회, 6월 1
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기자회견, 6월 15일 시민사회단체/정당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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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과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며 “어린 연령대에 더욱 더 큰 문제가 될 

우려를 갖게 해주고 있다”고 한다(안상수·김인순·이정현·윤보라, 

2015). 또한 온라인 여성 사용자 중심 커뮤니티 내에서는 ‘1베=2종=3

ᅥᄆ3ᅡ=알4=5유’5)로 표현되는 숫자놀이가 유행했는데 이는 ‘여성혐

오’가 소위 젊은 남성 진보 커뮤니티 안에서 일베와 다를 바 없이 벌어

지고 있다는 의미였다. 

 이처럼 젊은 남성들의 ‘여성혐오’가 계급적 위치, 정치적 이념에 따

라 나뉘지 않고 특히 나이가 어릴 경우 더더욱 ‘여성혐오’적 표현에 공

감한다는 것은 이 현상이 무엇을 의미하고 그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을 요하는 것이라 하겠다. 

2. 선행연구 검토 및 이론적 배경

(1) ‘여성혐오’ 현상에 대한 기존 논의들

학자들은 ‘여성혐오’현상이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점

에서 젊은 남성들의 분노의 원인과 배경을 찾고자 노력했다. 논의를 살펴

보면 주로 신자유주의로 인한 사회경제적 조건의 악화가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첫째, 신자유주의 시대의 위기와 불안으로 인한 전반적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가 여성에게 왜곡되어 투사된다는 것과 둘째, 남성들의 

지위 상실에 대한 분노와 불안이 여성에 대한 폭력을 불러일으키고 여성

5) 이는 남성 이용자가 많은 남초 커뮤니티인 포털 DAUM 카페 이종격투기(이종), 아이러브싸커
(알싸)와 온라인 사이트 뽐뿌, 오늘의 유머(오유)가 모두 ‘여성혐오’를 하는데서 일베와 다를 
바가 없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숫자놀이에 기타 남초 사이트인 클리앙, 소라넷, 개드립, 보배드
림, MLB파크, 나무위키가 추가되기도 한다. 남초 커뮤니티의 정치적 성향과 일베와의 대립에 
대해서는 주간경향 1010호(2013.1.22)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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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자라는 점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첫 번째 분석의 대표적인 학자로는 손희정(2015)을 들 수 있다. 한국

은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국가 경제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신자유

주의적 질서를 받아들임으로써 급격한 사회 불안정성을 경험하게 되었다. 

구조조정, 민영화, 성과급제, 노동 유연화로 인해 많은 이들이 해고되었고 

저임금의 질 낮은 일자리는 증가하였다. 사회 양극화는 급속도로 강화되

었고 만연해진 실적 위주 인사평가와 과다 경쟁은 부당한 일도 참고 넘기

는 과도한 서비스적 마인드를 강요하였으며 공동체적 책임은 개인화되었

다. 

손희정(2015: 31-32)은 오늘날의 사회에 혐오라는 정동(affect)이 지

배적임을 지적하며 그 이유에 “불안정한 정체성과 기댈 수 있는 공고한 

공동체적 감각의 상실”이 관계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사람들은 과거 아

름다웠던 시대에 대한 향수 또는 나도 사회적 약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

감으로 사회적 주류, 기득권에 적극적으로 동일화하며 “(상상적인) 기득

권 남성 주체 외부에 존재하는 이들”, 즉 “여성, 성소수자, 종북, 외국

인 노동자, 장애인, 호남 등 사회적 소수자”를 혐오의 대상으로 삼는다

는 것이다. 

시민사회단체가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정부가 마련한 여성 대상 범죄 

대책안을 강하게 비판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6)하였던 데에도 신자

유주의 질서 그리고 이를 대변하는 보수 정권의 전반적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개별 책임론이 여성 뿐 아니라 장애인, 이주민, 성소수자 등에게도 

투영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이 사회의 구조적 책임을 미루고 소수자에게 

더욱 큰 악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특히 이러한 소수자에 

대한 혐오 정서는 청년세대에서 두드러지는데 공공적인 것(사회 구조)에 

대한 감각을 상실한 채 모든 책임이 개인화된 사회에서 청년들은 소수자

6) 이정실, “여성대상범죄대책 전면 재검토,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 기자회견”, 여성신문, 
http://www.womennews.co.kr/news/94908, 2016.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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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고 찬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오찬호, 

2013). 

두 번째 주장을 하는 학자들은 ‘여성혐오’의 원인으로 청년세대의 남

성성의 위기 또는 실패를 다루고 있다. 윤보라(2013: 38)는 청년세대에 

널리 퍼진 루저 문화가 기존의 헤게모니적 남성성 및 여성성과의 불일치

를 드러내는 점에 주목하였다. 남성들은 루저 문화를 통한 새로운 남성성

의 협상에 실패하였고 과거의 규범적 남성성과의 불일치가 오래도록 해소

되지 않았는데 이러한 패배감, 불안과 공포가 한계에 다다라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극단화 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배은경(2015: 25-27) 

또한 오늘날 청년층이 경험한 사회는 이전의 고도성장기 사회과 전혀 다

른 사회로 이들은 과거와 같은 안정된 젠더 정체성을 획득하는 방식으로 

성장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는 근대적 젠더관계, 

즉 남성 1인 생계부양자 모델을 상정하고 있고 이러한 간극, 파열음이 

“청년 세대 내부의 남녀대립 구도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얘기한

다. 이는 황미요조(2015: 64-65)의 분석에서도 드러나는데, 그는 낸시 

프레이저의 ‘의존성’개념을 바탕으로 삼아 탈산업화 시대 남성들이 더 

이상 여성들의 경제적 의존성(이라는 이데올로기)을 유지시키기 어려워지

자 이것이 남성들의 상실감과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라고 얘기한다. 

여기서 남성들의 여성에 대한 분노와 상실감은 대부분 상대적으로 여성

들의 사회적 지위가 가시화 되어온 현상에 대한 역풍(backlash) 또는 젠

더 격차에 대한 몰인정 때문으로 여겨지는데, 신자유주의 시대를 도래시

킨 민주 정권에 대한 분노가 그 시기에 가시적으로 제도화되었던 여성계

에 대한 혐오로 드러나고 있다는 주장(류진희, 2015: 42)이나, 성평등 

제도화와 자기계발 논리, 교육분야의 여성의 높은 진출이 고용의 수준, 

일자리의 질, 임금 등의 거시 지표 내의 성별 격차를 드러내지 못하고 더 

이상 여성이 약자가 아니라는 인식을 강화시켰다는 분석(정인경, 2016: 

201-205)이 그러하다. 배은경(2009; 2015) 역시 신자유주의 경제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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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에서 여성의 경제적 지위는 점점 더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삶

이 사회적으로 제대로 가시화 되지 않은 “사회과학 프레임의 문화지체 

현상”으로 인해 청년세대가 젠더 격차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스스

로 인식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분석들에 더해 연구자는 ‘여성혐오’ 현상에 있어 소비사회를 

바탕을 한 해석이 추가될 필요성을 강조하고 싶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

다. 첫째, 소비사회가 청년세대의 개인화 및 타자화에 기여하고 있고 이

것이 이들의 혐오 문화 형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청년세대의 혐오 

현상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규범에 근거하기보다 감정적이고 자신의 욕

구를 중심으로 한 타인에 대한 총체적인 타자화에 근거하고 있다. 양기민

(조한혜정 외, 2016: 113-115)은 일베충, 설명충, 진지충, 급식충, 맘충 

등 타인을 쉽게 벌레(충(蟲))로 규정짓는 현상이 젊은이들 사이에 존재하

고 있다고 하며 이것을 ‘헬조선’을 살아가는 청년세대의 분노로도 해석

할 수 있지만 이들 세대의 하나의 놀이 문화로도 보아야 한다고 얘기한

다. 그는 소비사회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인간들이 타자와의 관계를 만들

어내는 것 없이 단순한 ‘동물화된’ 충족을 위해 살아가게 된다는 프랑

스의 철학자 코제브의 논의에 집중하여 일베 등 온라인에서 강화되는 갈

등과 혐오의 문화가 이처럼 변화된 인간성에 근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코제브의 논의를 분석한 아즈마 히로키(2007: 148-152)에 따르면 현대 

소비사회는 소비자의 요구가 가능한 한 타자의 개입 없이 순식간에 충족

될 수 있도록 발달하고 있다. 상품과의 만남이 더 편리한 소비사회에서 

타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노력은 매우 불편한 일이 될 수 있다. 즉

각적인 욕구 충족에 길들여진 사회에서 개인들은 감정적인 만족을 손쉽게 

달성해주는 요소를 찾는 새로운 소비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러한 점

에서 타인에 대한 수위 높은 타자화로 보이는 오늘날의 혐오 현상이 소비

사회 내에서 개인화된 청년세대의 하나의 놀이 문화일 수 있다. 

둘째, 소비사회의 도래가 남성들의 지위 변동 인식의 원인이 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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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엄기호(2011: 150-156)는 오늘날 남성들의 지위 상실이 단순히 경

제 위기로 인한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발달로 인해 더 이상 근대적 노

동자로서 존재할 수 없는 현실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하며 이와 더불어 

소비 자본주의는 더욱 여성 친화적으로 발달하고 있어 이것이 남성들의 

여성의 지위에 대한 인식을 전체적으로 변화시켰다고 한다. 이러한 해석

은 노동을 중시한 근대 사회에서 소비사회로의 변화가 남성과 여성의 지

위를 변화시키고 있고 그것이 ‘여성혐오’현상으로 드러난다는 주장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신자유주의 담론은 오늘날 젊은 남성들의 지위 하락

에 대한 인식을 설명하는데 유용하나 이들이 인식하는 젊은 여성들의 지

위를 설명하는데 있어서는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고 있다. ‘여성혐오’ 

현상에서 젊은 여성들의 지위는 오히려 자본주의적 소비욕망을 실현시키

는 모습으로 가시화된다는 차이가 존재한다(황슬하․강진숙, 2014: 

364-366). 

셋째, 이미 ‘여성혐오’ 현상에는 ‘김치녀’논란, 데이트 비용 부담, 

산후조리원 이용 갈등과 같이 소비를 둘러싼 갈등이 다수 존재하고 있고 

여성에 대한 물신화 문제가 함께 존재하고 있는데 이는 소비자본주의 문

화와 연결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여성혐오’에서 여성들은 다른 

혐오의 대상과는 달리 공동체에서의 추방과 배제만을 목표로 진행되지 않

는데 이러한 부분과 소비사회는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무엇보다 젊은이들의 신자유주의로 인한 불만 또는 소외에 대한 항의를 

소비사회적 불만으로 분석하는 것이 처음 시도되는 것은 아니다. 바우만

은 소비사회 내 청년층이 사회에 통합되기보다 주변화 된 채 존재하게 된

다고 하며 2011년 일어난 영국 런던 폭동7)을 주목한 바 있다. 이 폭동

7) 2011년 영국 폭동 또는 런던 폭동은 젊은이들이 영국 잉글랜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상점
에 불을 지르고 물건을 약탈해가는 소동을 벌인 것을 말한다. 이는 런던 북부 저소득층 지역에
서 한 흑인 청년이 경찰의 총에 맞아 사망한데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항의는 곧 사건과 상관없
는 폭동으로 번졌는데 대부분이 10대~20대 초반인 폭동 참가자들은 상점을 방화하고 물건을 
약탈해갔다. 특히 이들은 TV, 핸드폰과 같은 전자기기, 브랜드 잡화 등을 훔쳐가 쇼핑 폭동이냐
는 의문을 얻기도 하였다. 이 사태는 영국 사회에 대단한 충격을 주었다. 관련 만평이 사람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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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사실상 서로 관계없는 젊은이들이 런던 시내에서 무차별적으로 상품을 

약탈하고 방화를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바우만은 이를 소비사회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결함 있는 소비자들(flawed customers)의 반란으로 바

라보아 젊은이들이 표출하는 불만을 소비사회를 통해 바라보는 시각을 제

공하였다.8) 그는 “소비주의가 세상을 지배하는 거대한 패러다임인 까닭

에 이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면 인간으로서 자기 존립을 할 수 없는 지경

이 되며 소비주의로부터 추방당한 순간 소비자는 부랑아와 마찬가지”라

고 주장하였다.9) 또한 같은 해 일어난 미국 월가 점령 시위는 신자유주

의에 대한 젊은이들의 항의로 인식되었는데 이를 처음 제안한 곳이 자본

주의 상업광고의 폐해를 알리고자 설립된 <Adbusters>라는 진보적 미디

어잡지이자 운동단체라는 것 또한 소비사회가 자본주의(신자유주의)의 새

로운 얼굴임을 드러낸다. 상업 광고야 말로 소비 욕망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매개체이기 때문이다. 서구를 중심으로 하여 젊은이들의 사회적 

불만과 저항이 소비사회에 대한 불만과 저항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오늘날 

한국의 젊은이들의 불만 역시 소비사회적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성을 제기

한다. 

이에 널리 퍼지기도 하였는데 해당 만평은 금융위기를 초래했지만 미국 정부의 공적자금을 지원
받아 살아난 은행가들이 상점을 약탈하는 영국 젊은이들을 아마추어라고 비웃고 있는 그림이다. 

Zoe Williams, “The UK riots: the psychology of looting”, The Guardian, 
https://www.theguardian.com/commentisfree/2011/aug/09/uk-riots-psychology-of-looti
ng, 2011.8.9

Daily Mail Reporter, "They stole EVERYTHING! Shelves stripped bare and shops 
ransacked as looters pillage London high streets", Daily Mail, 
http://www.dailymail.co.uk/news/article-2024012/LONDON-RIOTS-2011-They-stole-
EVERYTHING-Enfield-Clapham-shops-stripped-bare.html, 2011.8.9

Pat Bagley, "Bagley cartoon: Hooligans at the Gate", The Salt Lake Tribune, 
http://archive.sltrib.com/story.php?ref=/sltrib/opinion/52379724-82/bagley-cartoon-fac
ebook-gate.html.csp, 2011.8.15

8) Zygmunt Bauman, "The London Riots – On Consumerism Coming Home To Roost", 
Social Europe, 
https://www.socialeurope.eu/2011/08/the-london-riots-on-consumerism-coming-home
-to-roost/, 2011.8.9

9) 이택광, “[신년 기획 - 2013년을 말한다](1) 지그문트 바우만 교수”,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2312222005, 201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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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비사회의 도래와 그 의미

‘여성혐오’현상에 소비사회적 분석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소비

사회인지, 그리고 소비사회적 불만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

의가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소비사회에 대한 바우만의 이론을 살펴보고

자 한다. 소비에 대한 개념은 고전적으로 생산에 비해 주목을 받지 못해

왔지만 산업화의 성공 이후 대량생산-대량소비 체제가 안정화되고 중산

층의 높은 소비 욕구가 지속되면서 경제학 뿐 아니라 사회학적 이론화가 

요구되어 왔다. 마일스(2003: 98-99)는 “‘소비’(consumption) 개

념과 ‘소비주의’(consumerism)라는 개념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며 “사회학적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소비가 어떻게 역사적으

로 일정 형태의 ‘주술적인’ 성격을 지니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라고 

한다. 또한 보콕(2003: 14, 88)에 따르면 “20세기 후반의 서구 자본주

의 형태에서 소비는 단순한 경제적․실용주의적 과정이 아닌 문화적 기호

와 상징이 포함된 사회적․문화적 과정”으로 “근대 소비주의에 있어 자

연적인 것은 결코 없다. 그것은 습득되고 교육되며, 사람들이 욕망하도록 

사회화되는 대상”이다. 

소비주의의 도래에 따라 소비는 단순한 상품과 기능의 구매에서 보드리

야르(Baudrillard)와 부르디외(Bourdieu)의 주장과 같이 기호에 대한 만

족 추구 그리고 사회적 가치 습득의 의미를 띄게 되었다. 그런데 소비주

의는 오늘날 계급적 지위에 따른 일정한 사회문화적 가치를 넘어 보편적

이고 적극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세계 경제의 위기로 인해 중산

층이 무너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소비주의는 여전히 맹렬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을 뿐 아니라 더욱 강화되어가고 있는데 이는 소비를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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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실질적 능력보다 소비 행위에 대한 욕구 자체가 삶의 방식으로 정착되

었음을 증명한다. 

소비주의가 전지구적으로 정착될 수 있었던 원인은 자본주의의 발달에 

따른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과거에 비해 더욱 소규모의 자본과 노동력 

투자로도 더 많은 생산이 가능해진 자본주의는 자본의 유지 및 확대를 확

보하기 위해 새로운 전략을 세울 수밖에 없게 되었다. 생산 규모에 맞는 

소비 없이는 자본의 확대가 곤란하기에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수요 창출 

전략을 택하게 되는데 이 가공의 수요를 만들어내기 위해 광고, 미디어, 

대중문화 등을 이용하여 사람들의 소비 욕망을 자극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비주의는 사람들 사이에 자연스레 강화된다(꿈지모, 2003: 184-186).  

이러한 변화를 포착한 바우만(2010: 202-203)은 현대사회의 구성원

들은 일차적으로 소비자로 기능하게 되며 생산자 역할을 하는 건 부분적

인 일이 된다고 하며 오늘날의 사회를 소비(자) 사회(the society of 

consumers 또는 consumer society)(이하 소비사회)로 규정한 바 있다. 

현대사회의 구성원들은 노동력 제공이 아닌 공급을 완전히 소화하는 수요 

창출과 소비자 주도의 경제 회복의 역할을 맡게 된다고 여겨지는데 실제

로 이는 내수 소비 장려, 소비 심리 회복을 강조하는 각종 국가 경제 정

책에서 드러나고 있다. 

바우만(2010: 58)은 서구의 역사에서 오랫동안 시민들을 노동자와 예

비 노동자로 정체화시킬 수 있었던 사회복지 시스템의 축소에 사람들이 

지지를 보내는 이유가 소비자로서 더 많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기 때문이라며 선택의 자유가 소비사회의 근간임을 주장한다. 소비의 

매력은 소비 자체가 아니라 더 많은 걸 선택할 수 있다는 기쁨에 있고 이

러한 기쁨은 쉽게 사회주의 국가 시민들의 고통이 상점에 모자라게 배치

된 상품들로 나타나는 것과 대비된다는 그의 주장은 풍부한 상품 시장을 

통해 실현될 수 있는 개개인의 욕망을 인정하고 선택을 보장하는 자유주

의적 가치가 공동체적 근면 성실을 강조한 노동윤리를 앞지르게 되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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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준다. 

그런데 소비사회의 도래는 단순히 상품경제의 무한한 확대와 선택에 국

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관계 방식의 변화를 의미한다. 바우만

(2010: 51, 59-66)에 따르면 소비사회의 정상적인 구성원(소비자)은 

꾸준히 새로운 유혹에 노출되어 늘 욕망을 상상하는 상태여야 하며 사회

적 관계 맺음에 있어서도 윤리적 가치의 지배가 아닌 미적(쾌락적) 기준

을 따르는 자다. 예를 들어 직업과 같은 노동 방식에 있어서도 따분하고 

지루한 일은 미적 가치가 없기 때문에 누구도 자의로 선택하지 않으려 할 

것이고 따라서 그러한 일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얘기한다. 

소비자 사회에서 ‘정상의 삶’이란 소비자의 삶이고, 소비자들은 공개

적으로 전시되는, 만족과 생생한 경험의 기회들 가운데에서 선택하느라 바

쁘다. ‘행복한 삶’은 많은 기회를 거의 또는 전혀 놓치지 않고 붙잡는 

것으로 정의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

이 욕망하는 기회를 잡아야 하고, 그 기회를 다른 사람들보다 늦게 잡아서

는 안 되며 되도록 먼저 잡아야 한다. … 소비자 사회에서 행복한 또는 단

순히 정상의 삶에 다가갈 수 없다는 건 부족한 소비자 또는 결함 있는 소

비자가 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소비자 사회에서 빈곤층은 무엇보다도 흠과 

결점이 있고 그릇되며 모자란-다시 말해 부적합한-소비자라고 사회적으

로 정의되고 스스로 정의된다. (바우만, 2010: 73-73)

바우만에 따르면 소비사회의 가난한 자들이란 결함 있는 소비자들

(flawed consumers)을 뜻한다. 이들은 근본적으로 미적(쾌락적) 기준에 

따른 선택의 자유를 확보하지 못한 자들이다. 이에 반해 소비사회에서 정

상의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은 제대로 된 소비자들로 이들은 언제나 기꺼이 

유혹을 당할 준비가 된 선택의 자유를 확보하고 있는 자이다. 단순히 얘

기하자면 소비사회에서 개인들은 모든 삶의 관계 방식에 있어 쾌락이라는 

미적 기준을 바탕으로 하며 그러한 기준에 따른 선택을 확보하지 못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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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소비사회의 결함 있는 소비자로서 소외되고 사회적 박탈감을 갖게 

된다. 

바우만에 따르면 이미 소비사회가 정상의 사회가 되었기에 소비사회에 

소외된 자의 불만이란 소비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저항일 수 없다. 소비사

회 연구의 계보를 이어 2011년 영국 런던 폭동을 분석한 Miles(2014: 

78, 81)는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상품소비를 통해 또래와 연결되며 브랜

드 제품을 구입하지 못했을 때 결핍된 존재로 인식하거나 사회적으로 소

외된 감정을 갖는다는 점을 밝힌다. 그는 폭동에서 드러난 젊은이들의 사

회적 저항에 숨은 의미 같은 것은 없으며 단지 소비사회의 결함 있는 소

비자들이 소비주의 상징질서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재위치 시키고자 하는 

행위였다고 해석한다. 

오늘날 한국사회의 젊은이들은 신자유주의적 무한 경쟁과 높은 실업률 

로 고통 받고 있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굉장히 속물화된, 세속적 욕망을 

가진 존재로 그려진다(모현주, 2008; 정여울, 2011; 김상민․김수환․김홍

중․백욱인․서동진․소영현․송제숙․안천․이길호․한윤형, 2013; 엄혜진, 2016). 

이들의 세속적 욕망의 근원은 푸코식 신자유주의적 통치성에 기반한 적자

생존의 자기 계발의 논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되지만 한편으로 그

러한 욕망은 미적(쾌락적) 기준에 따른 소비사회적 욕망이기도 하다. 젊

은이들은 넥슨과 같은 온라인 게임과 웹툰, SM, CJ와 같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주된 소비자들이며 싸이월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아

프리카TV,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인터넷 공유 플랫폼의 

적극적인 사용자이다. 미적 기준에 따른 소비, 이에 대한 만족과 생생한 

공유는 오늘날 젊은이들의 특성이다.

그런데 속물 담론에서 젊은 여성들은 젊은 남성들보다 더욱 두드러지게 

등장하는데(모현주, 2008; 정여울, 2011; 엄혜진, 2016) 이러한 양태가 

‘여성혐오’에서 여성에 대한 비난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 논문은 바

우만의 소비사회에 대한 이론을 바탕으로‘여성혐오’ 현상에 소비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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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력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것이 소비사회적 불만으

로 해석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소비사회로의 변화가 오늘

날의 젊은 여성들과 남성들에게 동등한 지위로 전개되고 있는지 알아보고

자 한다.  

3. 연구 방법 및 자료

 

연구를 위해 오늘날 ‘여성혐오’ 현상 내에 존재하는 소비사회적 영향

의 양상을 분석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소비사회와 소비자 정체성은 단

순히 상품에 국한된 것이 아닌 개인의 삶의 관계 방식을 설명하는 것이

다. 따라서 ‘여성혐오’ 현상 분석에 있어서도 상품 소비가 아닌 젊은이

들의 소비주의적 또는 소비문화적 양상을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한다. 

‘여성혐오’ 현상은 온라인을 통해 생성되고 강화되었던바(윤보라, 

2013) 청년세대가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사이트의 게시글을 연구 자료로 

쓴다. 또한 해당 현상이 온라인을 넘어 다양한 사회적 사건으로 나타나고 

있기에 이러한 논란을 보여줄 기사, 광고 등 다양한 매체의 자료도 활용

한다. 

‘여성혐오’ 현상을 분석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해당 현상 내에 존

재하는 주장들과 표현물들의 수위가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매우 다르

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떠한 근거로 자료를 선택하느냐가 연구의 신뢰성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논문은 ‘여성혐오’현상이 보여주

는 내용의 타당성을 따지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드러내

는 소비사회적 영향력(모습)을 살피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다양한 수

위의 자료를 활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취미 위주의 온라인 사이트 게

시글부터 일베나 메갈리아와 같은 ‘여성혐오’에 집중된 수위 높은 공간



- 16 -

의 자료까지 포함시킨다. 

오늘날 ‘여성혐오’가 단순히 온라인에 국한된 현상은 아니지만 실제 

현실의 젊은이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온

라인 연구만으로는 현실의 젊은이들이 ‘여성혐오’ 현상을 어떻게 받아

들이고 적응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없으므로 이를 위해 실제 젊은이들과

의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참여자 모집글과 동의서를 통해 심층면접의 

목적이 2~30대 평범한 젊은이들이 소비를 둘러싼 남녀 갈등 이슈를 어

떻게 경험하고 바라보고 있는지, 이러한 이슈가 ‘여성혐오’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데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렸다. 질문

은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여성혐오’ 현상에 대해 어

느 정도 배경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현실의 경험과 인식을 묻

는 심층면접을 하고자 하는 의도였기에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모집하였다. 참여자는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

판에 직접 올린 모집글과 주변인들의 소개로 모집하였다. 

참여자 선정에 있어 이것이 일반적인 젊은이의 인식을 살펴보고자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렸고 일베와 같이 가장 극단적인 수위의‘여성

혐오’표현물을 직접 생성하는 사이트 이용자는 제외하고자 하였다. 참여

자들은 모두 취미·생활 중심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하고 있었으며 실

제 현실에서 상대 성과의 갈등은 훨씬 낮은 수위로 존재하고 있음을 밝혀 

온라인과 현실의 온도차를 보여주었다. 

참여자들은 모두 서울에서 살거나 직장 또는 학교를 다니고 있는 20대

에서 30대 초반의 성인이었다. 여성 참여자들과 남성 참여자들을 각각 

다섯 명씩 모집하였는데 이는 ‘여성혐오’현상이 이미 남녀 갈등으로 비

추어지고 있기에 입장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함이었다. 이에 2016년 7월

과 8월 두 달간에 걸쳐 서울에서 참여자 총 열 명을 만나 각각 1시간 반

에서 2시간 내외로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심층면접 참여자에 대한 개략

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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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나

이
학력 직업

결

혼

유

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

년수

‘여성혐오’ 

또는 젠더 갈등을 

주로 접하는 곳

참여자 1 여 23 대재 학생 X 대학 커뮤니티 4년 해당 커뮤니티

참여자 2 여 25 대재 학생 X
대형 여초카페, 

페이스북

9개

월, 

4년

해당 커뮤니티

참여자 3 여 27
대학원  

재
학생 X

서브컬처 

커뮤니티
8년 해당 커뮤니티

참여자 4 여 27 대졸
취업준

비 중
X

기혼 여성 

중심 커뮤니티
3년 해당 커뮤니티

참여자 5 여 32 대졸 방송계
예

정

연애․결혼 

커뮤니티

2~3

년

친구들 또는 

뉴스기사(온라인)

와 댓글

참여자 6 남 24 대재 학생 X 게임 커뮤니티 3년 해당 커뮤니티

참여자 7 남 25 대재 학생 X 페이스북 6년 해당 커뮤니티

참여자 8 남 27 대재 학생 X 대학 커뮤니티 5년 해당 커뮤니티

참여자 9 남 32 대졸 사무직 X 페이스북 7년 해당 커뮤니티

참여자 

10
남 33 대졸 자영업 X 와인 커뮤니티 10년

뉴스기사(온라인)

와 댓글

<표 1> 심층면접 참여자 정보

(n=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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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비사회와 소비갈등에 대한 청년세대의 태도

와 인식

(1) 소비사회에 대한 청년세대의 태도

오늘날 N포 세대로 상징되는 젊은이들의 삶을 소비사회와 연결시키기

는 쉽지 않다. 이들은 쉽게 그러한 삶의 즐거움을 박탈당한 존재로 여겨

지기 때문이다. 『이것은 왜 청춘이 아니란 말인가』,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노오력의 배신』, 『청춘의 가격』과 같은 연구물들은 

청년세대가 높은 실업률, 감당할 수 없는 주거비, 끝없는 노력 담론, 생존 

경쟁으로 청춘이라는 반짝이는 시기를 암흑과 같이 지내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그러나 소비사회란 노동자를 기반으로 한 생산 중심 사회에서 수요 창

출을 도모하는 소비자를 중심으로 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변화이지 사회 

구성원의 소비 능력의 유무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비록 현실의 젊은이

들이 소비주의적인 삶을 충분히 실현시키지 못하고 있더라도 그것을 통해 

이들의 소비사회적 정체성이 부족하다고 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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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2010 2015

기타 상품 및 서비스 165 232 199

음식 및 숙박 242 264 318

교육 88 80 93

오락 및 문화 93 122 151

통신 241 263 313

교통 241 263 313

보건 92 122 122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63 91 84

주거 및 수도광열 191 227 280

의류 및 신발 115 147 151

주류 및 담배 27 27 30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194 211 232

60

70

80

90

2006 2010 2015

73.8 75.7 73.3

소비성향 (단위: %
)

<표 2> 청년 가구의 소비지출과 소비성향 추이10)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06~2015 원자료

평균 소비성향=(소비지출/처분가능소득)✕100(단위: 천 원)

<표 2>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서 청년 가구(20~35세)의 소비지출

과 소비성향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이를 보면 2015년 청년 가구의 소비

성향은 2006년보다 낮아진 상태이나 오락 및 문화비는 2006년에서 

2015년 63% 증가하였고, 주거 및 광열비는 46.3%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경기 침체와 높은 청년 실업률 속에서도 오락 및 문화비가 가장 많

이 증가했다는 것은 젊은이들에게 소비문화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 

면접 참여자들에게도 이들이 소비사회를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 알아

보기 위한 질문을 던졌다. 본인들의 소비에 대한 태도는 어떤지, 부모세

대와 비교하여 본인들은 소비에 있어 어떤 차이를 보이는 것 같으냐는 질

문에 참여자들은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10) 출처: 강세진․송민정․최정은, 2017: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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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6(남): 대학, 친구들 입장에서 보면 다양한 취미를 하는 사람들

이 이제 많아지더라고요. 이제 보니까. 취미를 하다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사거나 그래야 하는 게 따르잖아요. 뭐 운동을 좋아하면 운동 기구도 필요

하고 뭐 레고가 필요하면 레고를 모으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 자신의 기쁨

을 느끼다 보니까 그런 소비가 다 개인의 삶의 일부가 되지 않았나. 뭐 먹

고 사는 거 이외에. … 만족만을 위한 소비가 이제 어느 정도 대세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참여자 3(여): 정말 동의를 하는 게 (부모 세대와 달리) 사먹고 그러는 

것도 좋은걸 누리고, 문화생활을 누리는 그런 거에 가치를 더 많이 부여한

다고 할까요?

참여자 10(남): 친한 형님도 가끔 와서 하는 게, 인생 별거 없어, 있을 

때 맛있는 거 사먹고 있을 때 좋은 와인 사먹고 있을 때 여행가고 그렇게 

해야지 모아서 나중에 50, 60 되어서 가야지 하면 그 때 되면 또 이런 저

런 이유로 못가고 한다고. 

참여자들은 나 자신의 행복, 만족과 같은 언어들로 소비에 대한 인식을 

설명하고 있었으며 특히 현재를 즐길 권리는 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정체

성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소비가 미래를 위해 자제해야 할 것이 아닌 지

금 현재 획득해야할 개인적인 만족 또는 만족을 위한 수단을 의미하고 있

다는 것은 이들이 부모세대와는 다른 소비자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을 의미한다. 한국은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야 대중소비시대로 진입

하였다(백욱인, 2008). 1960년대 박정희 정권은 수출위주 경제성장정책

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사치성 소비를 억제하고 저축을 강력히 장려하

는 정책을 펼쳤고 이는 오랫동안 한국인의 삶에 영향을 미쳤다. 이상록

(2013)은 박정희 정권의 조국근대화 정책이 경제학자 로스토우

(W.W.Rostow)의 발전단계론을 이론적 모델로 삼고 있어, 그가 196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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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후반 성장을 위한 산업화에 매진한다면 1970년대 후반에는 “소비가 

미덕”이 되는 “풍요한 사회”를 이룩할 수 있다고 하며 서구와 같은 대

량소비시대를 이룩할 것임을 제시하였다고 한다. 즉 당시 소비는 낭비와 

같은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그 자체를 부정당하였다

기보다는 나중을 위해 참아야 하는 지연된 만족을 의미하였다고 할 수 있

다. 그러나 오늘날 젊은이들은 소비를 통해 만족을 추구하는 강한 현세 

중심적, 소비 지향적 삶의 특성을 보여준다. 

과거의 문화와 문화연구가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이루어졌다면 대

중문화는 젊은이들의 소비 지향적 삶을 비판하기보다 적극적 포섭 대상으

로 삼아 현대인들이 상품을 통해 자신의 욕망을 실현시키는 방식을 옹호

하고 있다(정여울, 2011: 84). 이는 젊은이들의 소비사회적 정체성을 발

달시키고 스스로 자신의 소비 행위를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공유하는 문화

를 만들었다.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자발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에 

자신들의 삶을 보이고 타인들과 소통을 한다. 이러한 매체들은 기본적으

로 개인적인 삶을 타인과 공유한다는 데에서 의미가 있지만 그러한 삶의 

의미 있는 장면들이 다양한 소비 행위를 통해 드러난다는 점에서 소비주

의적 방식의 삶을 재확인시키고 이용자들의 소비 욕구를 환기시킨다.11) 

참여자 6(남): 인스타에서 보면 여행 같은 거 많이 올리잖아요. 여행 같

은 거 올리는 거 보면, 아 나도 저기 가보고 싶다. 돈 벌면 한 번 가보고 

싶다, 그런 생각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참여자 2(여): 페이스북을 보면은 많이 드는 생각이 있는데, 뭔가 제 상

황은 그렇지 않은데 친구들은 여행을 방학마다 외국으로 가고, 아니면 친

구들이 수업을 들으러 왔는데 매일 명품백을 바꿔서 왔다 그러면 약간 놀

랍고. … 저랑 다른 소비세계에 있는 것 같아서 놀라기도 하고. 아니면 이

11) 이들의 영향력은 초국가적이기까지 하다. 중국의 파워블로거(왕홍(网红))들은 한국 정부, 지자
체, 기업의 적극적인 마케팅 대상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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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막 요즘 뷰티 유튜버들을 많이 봤는데 저는 사실 화장품이 아무리 써

도 써도 안줄길래 사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그분들은 막 뭐 협찬을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엄청 다양한 제품들을 소지하고 있잖아요. 아, 나도 저게 

있으면 나도 좀 더 화장을 잘 할 수 있을까. (웃음)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매일 새로운 맛집이 생겨나고 불황에도 해

외여행 지출은 역대 최대라는 기사12)에서도 알 수 있듯이 소비를 통해 

만족을 느끼려는 사람들은 계속 늘고 있다. 소비가 가져다주는 삶의 만족

감, 풍요로움, 즐거움, 쾌적함 등이 구체적인 장소, 제품, 경험을 통해 이

미지화 되고 해당 소비를 통해 존재에 차별적인 가치가 부여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참여자들은 대중매체와 주변인들을 통해 그러한 인식을 확인하

고 있었으며 소비가 나타내는 미적 기준에 따라 가치가 다르게 책정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 

참여자 4(여): 일단은 소비에도 경쟁이 붙어서 어떤 소비는 굉장히 멋있

고 세련되고 트렌디한 라이프스타일을 표방하는 소비이고 어떤 것은 좋지 

못한 소비이고. 이런 식으로 소비에도 등급이 매겨지고, 또 더 비싼 걸 샀

을 때 이 사람이 더 멋있어 보이고 더 비싼걸 사야지 우러러보고. 그런 분

위기가 만연한 것 같아요. 저 또한 그런 분위기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보다 더 매력적인 소비가 존재하며 그러한 소비를 하는 사람이 다른 사

람에 비해 가치 있게 보인다는 참여자의 말은 오늘날의 사회에서 소비 행

위가 단순한 개인의 만족이 아니라 다수가 찬양하는 소비를 나 역시 선택

할 수 있을 때 의미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바우만, 2010: 60). 이는 소

비가 소비 주체, 즉 소비자 자신의 상품성과도 연결 된다는 점을 보여주

는데 바우만이 말한 (소비) 주체의 상품화가 이에 해당한다(Bauman, 

12) 최민기, “해외여행 지출 역대 최대...불황에도 '펑펑'”, YTN, 
http://www.ytn.co.kr/_ln/0102_201702041510070672, 20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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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2). 현대 사회의 청년들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삶을 공개하며 타

인들이 누르는 ‘좋아요’의 숫자를 통해 만족을 느끼고 있다. 또한 외모

에 대한 사람들의 강박적인 관심과 관리에서 보이듯 그 어느 때보다 보이

는 것이 중요해졌고 시각적 욕구를 자극하는 엔터테인먼트 및 미디어 산

업은 현대 사회에 들어 가장 크게 팽창하였다. 소비사회를 살아가는 사람

들의 정체성이 상품 물신화와 개인 스스로의 상품화(Bauman, 2007: 

20)로 설명된다는 점에서 소비사회의 개인들은 스스로 자본화 되어있다

고 얘기할 수 있다. 즉 자본주의가 개인에게까지 확산되면서 개인들 스스

로가 물신화되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소비에 대한 접근은 기본적으로 자본에 달려있기에 소비사회는 

강한 계급적 불평등을 내포하게 된다. 현대인들의 생활양식과 관계 맺기 

방식이 모두 소비를 매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오늘날, 소비 능력이 부족하

다는 것은 단순히 생계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정체성의 문제, 소속감의 

문제로 불거진다. 

참여자 1(여): 저는 제가 만약 돈이 없고 부모님한테서 독립했을 때 소

비를 쉽게 줄여가거나 떨쳐버리면서 생활할 수 있을 지가 큰 고민이었고 

두려움이었어요. … 부모님들은 어떻게 보면 그 때는 힘든 게 당연한 시기

였잖아요. 그래서 소비가 익숙하지 않았고 서로 절약하는 그런 게 많았는

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나 달라져서 그 부분을 제가 전과 

같은 생활을 영위하지 못했을 때 올 자괴감이 클 것 같고, 이건 저만의 문

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모든 문제라고 생각해요. 

참여자 1이 느끼는 경제적 하락에 따른 두려움은 과거와 같이 먹고사는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또래와 함께, 주어진 소비문화를 향유할 

수 없는 수준이 되는 것이 자괴감과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것이다. 바우만

(2010: 60)은 소비라는 선택은 다수가 찬양하는 선택과 함께 할 때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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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 만족스러운 것이므로 사회 구성원 다수가 선택하는 소비를 할 수 없다

면 공동체에 더 이상 소속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얘기하였다. 특

히 소비사회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라난 청소년들에게 소비주의 질서란 

친구와의 거의 유일한 소통 통로일 가능성이 크다. 노스페이스 패딩을 입

어야 왕따가 안되었던 학생들처럼 소비에 대한 접근은 기본적으로 자본에 

달려있기에 소비사회는 계급적 불평등을 내포하고 있으나 소비자로서의 

정체성이 정상의 기준으로 받아들여질 때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것은 사

회에서 배제된 느낌을 주게 된다. 이는 청년세대에게 소비자 정체성이 이

들의 집단적 정체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김상민 

외, 2017: 218).  

(2) 남-녀 소비 갈등에 대한 인식

오늘날 ‘여성혐오’현상에 있어 소비를 둘러싼 갈등은 다수 나타나고 

있다. ‘김치녀’라는 명칭 외에도 데이트 및 결혼 비용을 둘러싼 갈등, 

더치페이 하는 여성에 대한 과도한 칭찬, 산후조리원 이용 갈등 등이 대

표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여성혐오’ 현상의 소비사회적 영향을 면밀히 

살펴보기에 앞서 면접 참여자들이 현실에서 ‘여성혐오’ 현상에서 나타

난 소비를 둘러싼 남-녀 갈등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 전반적인 인식

을 알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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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1

참여자 

2

참여자 

3

참여자 

4

참여자 

5

참여자 

6

참여자 

7

참여자 

8

참여자 

9

참여자 

10

최근 

들어  

심해짐

심각

10년  

전부터 

있었음

심각

크게  

체감 

안함

결혼  

비용 

갈등 

커보임

몇  년 

전까지

만 

해도 

심각

잘  

모르겠

음

최근 

들어  

심해짐

크게  

심하지 

않음

참여자 

1

참여자 

2

참여자 

3

참여자 

4

참여자 

5

참여자 

6

참여자 

7

참여자 

8

참여자 

9

참여자 

10

온라인. 

익명을  

매개로 

가능.

온라인. 

익명성 

매개로.

온라인.

현실적

으로는

독립적

인,비의

존적인

여성

많음.

온라인. 

거르는 

것이나 

책임  

없이 

말하기 

쉬워짐.

온라인. 

막장 

같은 

스토리 

풍부.

온라인. 

익명성

이 

있다 

보니까.

온라인.

오프라

인서는 

서로 

민감한

주제인

걸

아니까.

온라인.

오프라

인서는 

갈등을 

안 

맺으려

하기 

때문에.

온라인. 

페이스

북 

김치녀  

페이지 

존재.

온라인. 

남성 

편향적, 

여성 

편향적  

댓글을 

볼 수 

있음.

<표 3> 소비 갈등 이슈의 심각성 인식 여부

 

면접 참여자들은 모두 남-녀 소비 갈등이 존재하고는 있다고 답변하였

는데 갈등의 수위는 높다고 느끼는 사람이 더 많았다. 참여자 2는 여성의 

소비를 사치로 보는 시선이 많다는 점을 꼽았고 참여자 3은 그러한 시선

이 ‘된장녀’담론이 시작된 10년 전부터 있어온 일이라고 얘기했다. 실

제로 체감하는 소비 갈등은 크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그 이유는 온라

인에서의 갈등 현상이 현실과 차이가 있는 부분에서 생겨난 것으로 보인

다.

<표 4> 온․오프라인 중 더욱 심각하게 느껴지는 소비 갈등 또는 혐오

 

면접 참여자들은 소비 갈등이 더욱 심하게 느껴지는 곳에 모두 온라인

이라고 답변하였다. 그 이유는 온라인의 경우 극단적이거나 과장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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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1

참여자 

2

참여자 

3

참여자 

4

참여자 

5

참여자 

6

참여자 

7

참여자 

8

참여자 

9

참여자 

10

데이트 

비용 

갈등

소개팅

에서 

비용 

문제

직접 

경험한 

바 

없음

직접 

경험한 

바 

없음

데이트 

비용 

갈등

직접 

경험한 

바 

없음

직접 

경험한 

바 

없음

직접 

경험한 

바 

없음

결혼 

비용 

갈등

크게 

경험한 

바 

없음

한 쪽에 편향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오프라인

에서는 소비 갈등 이슈가 민감한 주제일 수 있으니 잘 다루지 않게 된다

고 하였다.  

<표 5> 실제로 경험한 소비 갈등 이슈

 

이들은 실제 현실의 남녀 관계에서 경험한 소비 갈등 이슈는 매우 적다

고 답하였는데 아예 직접 또는 크게 소비 갈등을 경험한 적이 없다고 답

한 사람이 6명이었다. 소비 갈등을 실제로 경험해본 적이 있다고 답한 참

여자들이 응답한 소비 갈등 이슈는 모두 비용 갈등이었는데, 소개팅, 데

이트, 결혼에서의 비용 분담이 갈등이 되었다고 하였다. 면접 참여자들이 

20대~30대 초반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데이트 비용 갈등은 사실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일이다. 이를 경험하지 않았다고 답한 이유는 데이트 관

계를 맺지 않고 있기 때문도 있었으나 대체로 남성들은 데이트 비용을  

자신들이 더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답을 한 경우가 많았다(참여자 7, 

8, 10).

면접 참여자들이 답한 기억에 남는 소비 갈등의 내용은 매우 다양하였

는데 커피, 명품백 소비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최근에 들어서 바뀌었다는 

소비주의를 긍정하는 답변부터, 소개팅, 데이트, 결혼 비용 부담에 있어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 또는 반응들이 기억에 남는다는 답변, 현실에서는 

특별히 남-녀 갈등이라고 할 정도로의 소비 갈등은 존재하지 않는데 온

라인에서 과도하게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답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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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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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6

물가 비싸다. 경제적 부담 및 

양육 부담 나누는 것 찬성. 

참여자 

2

데이트 통장 사용에 동의하지 

않음.

참여자 

7

물가가 비싸다. 솔직한 심정으

로는 데이트 및 결혼 비용 반반 

부담하고 싶음. 

참여자 

3

결혼 비용뿐만 아니라 육아 

비용 등등 모든 게 비쌈. 

참여자 

8

결혼 비용, 데이트 비용, 더치페

이, 데이트 통장 등은 비용을 

반반 분담해야 한다는 남자의 

입장에 동의. 

참여자 

4
결혼 비용 쓸데없이 비싸다. 

참여자 

9
비용 부담이 커짐.

참여자 

5

자신의 소비주의 욕구를 남성

을 통해 얻으려는 여성 있음. 

참여자 

10

결혼 비용이 우리나라는 말도 

안 되게 비쌈. 

면접 참여자들이 ‘여성혐오’현상에서의 소비 갈등에 있어 어떤 내용

을 동의하고 동의하지 않는지에 대한 질문도 던졌다. 

 

<표 6> 남-녀 소비 갈등 내용에 대한 동의 여부

 

참여자들은 결혼 비용이 너무 비싸다거나 비용 부담이 커졌다는 의견에

는 대체로 동의하였으나 그렇다고 비용을 반반 부담하는 것에 대해 모두 

쉽게 동의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전반적으로 면접 참여자들은 오늘날 

남-녀 소비 갈등에 있어 비용 분담 갈등을 제일 쉽게 떠올렸으며 남-녀 

소비 갈등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보는 경우가 아닌 경우보다 더 많았다. 

그러나 그러한 인식은 온라인상에서의 경험 때문이지 실제 현실 관계에서 

높은 소비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고 이야기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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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비사회와‘여성혐오’의 양상

(1) 여성의 소비주의 욕구에 대한 비난

오늘날‘여성혐오’현상이 주목을 받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일베가 수

위 높은 혐오 표현물들을 생성했기 때문이지만 이것이 손쉽게 퍼진 데에

는 사회 전반적으로 젊은 여성들이 문제적이라는 공감이 있었기 때문이라

고 할 수 있다. 

특히 일베가 만들어낸 혐오 표현 중 ‘김치녀’는 오늘날 ‘여성혐오’ 

현상을 말할 때  빠질 수 없는 단어로 개인주의적이고 소비주의적인 소비

사회의 욕구를 함양한 젊은 한국 여성들을 뜻한다. 다음의 <그림 1>은 

한 온라인 이용자가 네이트 판에 쓴‘김치녀’에 대한 분석글 중 표 부분

을 캡쳐한 내용으로 ‘김치녀’는 돈, 명품, 쇼핑, 외제차, 성형, 스타벅스

를 좋아하고 더치페이하는 남자와 일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김치녀’란 용어는 그 어떤 혐오 표현보다 빠르게 확산되었고 실

제로 현실에서 쉽게 사용되었는데 그 이유는 여성들이 단순히 유명 브랜

드 제품을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김치녀’로 규정될 수 있었기 때

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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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김치녀’ vs ‘스시녀’ 비교표13)

‘김치녀’명명은 사회적 비난과 낙인이었기 때문에 젊은 여성들은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러한 배경에서 2013년~2014년 겨울 

고려대에서 시작된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의 열풍에서 여성들은 

“‘김치녀’로 불리는 당신, 안녕들 하십니까?”라는 대자보를 

붙였다.14) “안녕들 하십니까”열풍은 당시 신자유주의 개인화에 함몰된 

청년 세대가 불법선거개입, 철도 민영화, 쌍용자동차 해고와 같은 사회적 

문제에 무감할 수 있는 것인지 되묻는 현상이었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젊은 여성들이 ‘김치녀’문제를 꺼낸 것은 이들에게 그만큼 이것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치녀’담론이 일베만의 문화가 아니라는 것은 페이스북 

‘김치녀’페이지를 분석한 연구에서도 드러난다. 이 페이지는 

13) 오메가스시,  “ΩΩΩ 김치녀 vs 스시녀 ΩΩΩ”, 네이트 판, 
http://pann.nate.com/talk/318074628, 2013.4.3 (검색일 2017.3.31)

‘스시녀’는 ‘김치녀’의 반대되는 용어로 이기적인 젊은 한국 여성들과 반대되는 착한 일본 
여성들을 상징한다. 원래 ‘김치녀’의 반대되는 용어로는 ‘개념녀’가 있었으나 한국 
여성들은 모두 ‘김치녀’이기에 ‘개념녀’가 존재할 수 없다는 주장 아래 아예 국적이 다른 
여성을 상징하는‘스시녀’라는 용어가 탄생하였다.  

14) 김여란, “"'김치녀'로 불리는 당신, 안녕들 하십니까?" 고려대 '김치녀' 대자보 이어져”,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1161324131&code=9401
00, 2014.1.16

뉴스1 제공, ““나는 김치녀입니다” 한 여대생의 외침“, 머니투데이, 
http://news.mt.co.kr/mtview.php?no=2015102214448288290, 201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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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녀’가 비난을 받아야하는 것은 실제로 이들이 비윤리적이기 

때문이라는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이를 위해 관리자가 적극적으로 

일베와의 거리감을 둔다고 한다(김수아․김세은, 2016: 27). 

‘김치녀’담론의 핵심은 여성들의 소비사회적 욕구가 비윤리적이라는 

인식이다. 사실 이러한 인식은 2006년 탄생한 신조어였던‘된장녀’부터 

있어왔다.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고 미국 드라마 <섹스앤더시티>를 

좋아하며 샤넬과 같은 명품백을 들고 다니는 새로운 젊은 여성들을 

지칭하는 용어인 ‘된장녀’는 오늘날 ‘김치녀’의  전신이다. 당시 한 

언론사는 이와 대응되는 남성으로 ‘된장남’이 아닌 ‘고추장남’을 

지목했는데 ‘고추장남’이 대학 구내식당 갈 돈도 아까워 편의점을 찾고 

취업압박으로 외모에 신경을 못 쓰는 젊은 남성으로 지칭15)되었다는 

점은 사회에서 여성은 새로운 소비로 상징되고 남성은 여전히 전통적인 

노동으로 상징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된장녀’가 상징하는 여성은 기본적으로 남성의 기준에서 이해하지 

못할 소비사회적 욕망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다. 밥보다 비싼 커피, 젊은 

여성의 성적 욕망을 드러내는 미국 드라마, 기능성보다 브랜드 값인 

명품백에 대한 열망은 모두 노동을 위한 정체성이 아닌 소비자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낸다. 이러한 소비자 정체성을 과거 일부의 ‘된장녀’와 

달리 모든 한국의 젊은 여성들이 함양하고 있고 이것이 문제적이라는 

것이 오늘날‘김치녀’ 담론이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김치녀’는 ‘스시녀’와 달리 가부장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돈을 밝히며 남성을 비교하는 존재로 표현된다. 

그런데 이는 여성의 소비주의적 행태를 극단으로 내세운 기표라는 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실제 여성들의 소비주의적 욕망이 과도하게 문제시 

15) 조선일보 제공, “허영부리는‘된장女’ vs 궁상떠는 ‘고추장男’”, 이데일리,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newsid=01325126579944040&SCD=DD21
&DCD=A10403, 200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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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필요는 없다. 소비를 즐기고 쇼핑이나 외모 관리를 통해 상품성을 

높이며 스스로 성적 존재임을 인정하는, 공동체의 의무보다 개인주의적 

욕망을 긍정하는 소비사회적 논리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비난받는 일이 지속되자 더 이상 탈‘김치녀’가 될 수 없음을 인지한 

여성들은 반대급부로 ‘김치녀’담론을 패러디하며 자신들의 소비주의 

욕망을 적극 인정하는 내용의 저항을 펼쳤다. 

<그림 2> ‘김치녀’ 담론의 전복16)

‘김치녀’ 담론이 여성의 소비주의 욕구에 대한 비난이라면 

‘여성혐오’현상 전반에 있어 소비사회적 요소가 들어있기도 하다. 이는 

일베에 대항하는 메갈리아의 싸움에서 드러난다. 메갈리아는 

‘미러링’이라는 표현으로 일베의 용어를 패러디하여 이를 통해 일베의 

혐오 표현물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가치를 전복하고 찬탈하는 저항 

방식을 썼다. 그런데 이러한 패러디의 내용(<그림 3>)을 살펴보면 

여성의 입장에서 남성의 성적 기능을 조롱하고, 더치페이를 강요하는 

16) 무명의더쿠, “21세기 열녀문-`개념녀`”, 더쿠,  http://theqoo.net/square/243102797, 
2016.4.13 (검색일 2017.5.1) 

ᄋᄋ, “김치녀 뜻”, 비표준국어대사전,  
https://www.koreanslang.com/search/%EA%B9%80%EC%B9%98%EB%85%80, 2017.2.28 
(검색일 20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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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을 능력이 없는 남성으로 규정하며, 조신한 남성을 찬양하는 등 

여성의 입장에서 남성을 완전히 타자화하여 상품화하고 평가하는 

내용이다. 메갈리아 운동의 방식이 패러디에 근하고 있음을 상기할 때, 

이것은 패러디의 원본인‘여성혐오’의 내용이 단순히 폭력적인 것이 

아니라 남성들의 입장에서 여성에 대한 높은 수위의 상품화된 평가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3> 메갈리아가 일베를 패러디하며 만들어낸 신조어17) 

(2) 연애․결혼을 둘러싼 소비사회적 갈등

ᄀ. 비용을 분담하지 않는 여성들에 대한 불만

온라인 상의 여성 혐오 표현을 분석한 김수아(2015: 298)에 따르면 

‘여성혐오’에서의 구체적인 분노의 대상은 ‘데이트 비용’과 ‘혼인 

비용’갈등을 일으키는 젊은 여성들이라고 한다. 젊은 남성들 사이에서는 

17) 김서영, “[커버스토리]페미니즘 전위 ‘메갈리아’ 1년…‘혐오’를 ‘혐오’로 지우려 한 
그녀들은 유죄인가”,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7082147005, 201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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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서의 비용을 남성이 더 많이 부담하는 문화가 문제시 되었는데 

이는 ‘김치녀’논란과 함께 확산되었다. 앞서 ‘김치녀’는 더치페이 

하는 남자를 싫어하고 ‘스시녀’는 더치페이를 한다는 비교에서 알 수 

있듯이 더치페이 여부는 ‘개념녀’와 ‘김치녀’를 가르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젊은이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매우 쉽게 더치페이와 

관련된 논쟁 글들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 “더치페이를 싫어하는 

김치녀”, “남녀평등을 주장하려면 더치페이부터 해라”, “한국 여성만 

빼고 다른 나라에서는 여성들도 데이트 비용을 반반 부담한다”와 같이 

더치페이하지 않으려는 여성들을 비난하는 글부터 “모텔비 더치페이 

하자는 남친”, “더치페이 안하면 김치녀인가요?”와 같은 고민글, 

“외국 데이트 더치페이 주장은 거짓”이라는 반대 글들이 존재하고 

있었다.18)

2012년 겨울, 현대카드 사장은 자신의 트위터에 카페와 같은 소위 

여성 취향의 소비 장소에서도 남성의 카드 지불액이 더 많았다는 점을 

들어 “불쌍한 남자들, 언제까지 이러고 사실건가^_^”란 글을 남겨 

논란이 됐다. 

18) 쉬아칸, “남녀평등을 주장하려면 더치페이부터 쳐해라”, 보배드림, 
http://www11.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1302973&bm=1, 2016.1.28 
(검색일 2017.4.30)

파스텔1092, “김치녀에게 더치페이란”, 보배드림,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807137, 2014.10.2 (검색일 
2017.4.30)

TAEK, “[스크랩] [기타] 서양권의 ”더치페이“란 무엇일까(부제: 정말로 한국 여자만 
더치페이를 안하는 것인가)”, DAUM 쭉빵까페, 
http://cafe.daum.net/_c21_/bbs_search_read?grpid=aVeZ&fldid=9Zdf&datanum=541493&
q=%B4%F5%C4%A1%C6%E4%C0%CC&_referer=V7kfJwkeLEGMZxGlgqZEmd.rd_9dDn9
IJHC8juCftK2YZy4VkS1sAb3HMRZELwvj, 2016.10.18 (검색일: 2017.4.30)

DrinkBeer, “언니들 모텔비 더치페이하는 남친 어떻게 생각해여.jpg", 클리앙,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6550491?, 2014.9.23 (검색일: 2017.4.30)



- 34 -

 

<그림 4> 논란이 된 현대카드 사장의 트위터 글19)

정태영 사장은 자신의 글이 여성에 대한 비난이 아닌 가벼운 

농담이었다고 변명했지만 여성과의 관계에서 비용을 부담해야하는 

남성들이 불쌍하다는 인식은 ‘여성혐오’ 현상에서 매우 핵심적으로 

작용한다. 

높은 물가로 인한 부담과 여성들 역시 동등하게 비용 부담의 능력이 

가능해진 현실에서 관계에 소요되는 비용을 남성들만 부담하는 것은 

부담스럽거나 부당하다는 인식이 늘어났다. 동시에 온라인상에서 사회 

구조를 고려하는 논리는 사라지고 사적인 주장이 더욱 인기를 얻으며 

여성들이 데이트 비용을 동등하게 부담하는 것이 평등이라는 새로운 

논리가 생겨났다. 이러한 복잡한 배경 속에서 더치페이 주장은 젊은 

남성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참여자 4는 소개팅에서 

여자가 커피조차 사지 않으면 욕을 먹는다는 얘기를 해주었으며 참여자 

1은 남자친구의 요구로 인해 현재 데이트 비용을 더치페이 하며 

분담하고 있지만 이것이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라고 얘기한다.   

19) 홍연, “현대카드 사장의 '불쌍한 남자론' 트윗글 시끌”, 머니투데이, 
http://news.mt.co.kr/mtview.php?no=2012120516535077755, 2012.12.5



- 35 -

참여자 7(남): 소개팅은 (비용 관련 갈등이) 진짜 많죠. 소개팅은 그냥 

주로 제일 욕먹는게 커피까지도 여자가 안 살려는 것 같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욕을 먹는데.

참여자 1(여):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해서 얘기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래

도 제 주위 3~4명에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한 친구는 남자친구를 이

해했어요. 왜냐면 둘 다 학부생이고 너도 친구들 만날 때 너가 다 내지 않

고 반반하지 않냐 그랬는데. 학부생이어서 돈이 없어서 그렇게 한다는건 

저도 이해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사이랑 연인사이는 다르게 느

껴져서 그 대답이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그 남자의 행동이 맘에 들지 않는다, 그런 식의 반응이 대부분이

었어요. 

오늘날에는 연애 경험의 유무가 젊은이들 사이의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 

짓는 기준이 될 정도로 이들에게 연애란 필수적인 실천이다. 소비사회에

서 연애와 로맨스는 각종 이벤트와 상품 구매를 통해 완성되는 소위 ‘낭

비적 생활양식’을 끌어내는 가장 일상적이자 이상적인 수단으로 작동하

고 있다(꿈지모, 2003). 서울 대학가 저소득층 대학생의 연애 경험을 분

석한 김효진(2012)에 따르면 젊은이들 사이의 연애는 ‘데이트’와 ‘기

념일’로 매뉴얼화 되어있으며 그러한 각본을 따라할 수 없는 경우 사랑

이 식었다고 판단하기도 한다고 한다. 연애가 이벤트화 되고 소비력을 기

반으로 관계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각본이 광고와 미디어를 통해 확산되었

지만 이와 동시에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비용은 부담스러운 현실은 데이

트와 결혼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참여자 2(여): (데이트 할 때) 영화도 많이 보는데 영화 값도 많이 올랐

잖아요. 그리고 카페도 테이크 아웃 하는 것은 싸도 안에 가서 먹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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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비싸고. … 힘이 들어서 어디라도 앉아있고 그래야 하는데. 일단 영

화 비용 너무 비싸고 음식 값도 많이 오른 것 같아서. 사실 학교 앞이나 

강남이나 신사 이런데 가니까 물가가 너무 비싸서.

참여자 10(남): 엄청 비싸죠. 말도 안되게 비싸죠. 제일 비싼게 집 값. 

그리고 여자분들 얘기하는, 흔히 얘기하는 그 스드메20)? 세 개를 묶어야

지만 된다 그러니까. 뭐 말도 안 되게 사진 몇 컷, 화장 뭐 당일 하루 하

는데 되게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뭐 일생에 하루니까. 

젊은이들은 애인을 만드는 것이 이상적이고 자연스럽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기에 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펼치고 있지만21), 물가로 인한 실질적

인 비용 부담은 관계 유지를 부담스럽게 하고 있다. 그런데 소비사회적 

시각에서 연애와 결혼에 있어 비용 갈등의 문제는 단순히 물가로 인한 비

용 부담의 어려움만이 아닌,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평가 그

리고“상대가 그만큼의 부담을 할 만 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와도 연

관되어 있다. 즉 여성들도 남성의 능력을 평가하며 관계를 설정할 수 있

다는 인식, 그리고 여성의 외모나 배경이 얼마만큼 가치 있느냐에 따라 

남성의 비용 분담 요구가 달라지기도 하는 여성들의 경험이 존재한 상태

에서 비용 분담은 당연한 요구로 받기 어려운 것이 될 수 있다. 

20) 결혼식 준비에 있어 이벤트처럼 하는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샵 예약을 말한다. 
21) 십여 년 전부터는 학생 나이에서도 이성 친구를 가지는 것이 점차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고 이

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모태솔로’라며 큰 하자를 가진 것으로 비추어지기 시작하였다. 남
성들 사이에서는 ‘픽업아티스트’라는 여성과의 관계를 맺기 위한 기술을 알려주는 남성이 인
기를 얻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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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여성의 외모와 더치페이를 비교한 설문글22)

앞서 메갈리아가 더치페이를 루저페이로 패러디하였을 때 그 의미는 더

치페이에 대한 요구가 정말로 평등의 개념과 관계있기보다 능력이 부족한 

남성들이 여성의 욕망을 억제하면서 강요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한 연애 과정에서 여성이 남성과의 만남을 위해 쏟는 치장 비용이나 임신 

위험에 대한 몰인정, 결혼을 하게 되면 가사나 양육 등은 여성이 맡게 되

는 현실은 여성들에게 비용 분담이 정말 평등과 관련 있는지에 대한 회의

감을 갖게 하였다23).  

참여자 4(여): 정말로 그렇게 반반씩 하는 측면에서 평등이 이루어진다

면 그렇다면 남녀 임금이나 고용율도 같아야 되고 뭐 육아 문제나 경력단

절 문제도 완전히 해결된 상태여야 되고 그런 문제들이 해결돼 있어야 되

는데 실제적으로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반반이라는 것은 합리적인 

평등이 아니라 절대적인 평등을 요구하는 건데 실제로는 절대적인 평등 

조차도 이루어지지 않고. 

22) 중복체크, “예쁜데더치페이no녀 vs 평범한데더치페이yes녀”, 오백IN, 
http://500in.com/question/index/view/128808/sex#, 2013.3.23 (검색일 2017.5.1)

23)ᄋᄋ, “(펌) 더치페이한 개념녀의 최후.txt”, 82cook,   
http://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1968482&page=10&searchType=&
search1=&keys=*, 2015.8.8 (검색일 20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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ᄂ. 가부장적 의무를 다하지 않는 여성들에 대한 불만

페이스북 ‘김치녀’ 페이지에 따르면 ‘김치녀’란 “책임과 의무를 

외면한 채 권리만 타령하는 여자, 지 불리할 때만 남녀평등 외치는 여자, 

남자를 돈으로 보는 여자, 여자는 되고 남자는 안 되고 이런 이중 잣대 

가지고 있는 여자”이다(김수아․김세은, 2016: 24). ‘여성혐오’가 

정당화되는 원인 중 하나로는 오늘날의 한국 여성들이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의무는 다 하지 않고 그러한 의무는 남성에게만 주어져 있다는 

인식이 남성들 사이에서 팽배하기 때문이다. 이 역시 ‘불쌍한 

남성’담론과 이어져 있는데 그러한 배경에서 여성이 받는 각종 제도적 

보완책을 남성에 대한 역차별로 규정하고 여성부 폐지를 주장한 

남성연대의 대표는 많은 인기를 얻을 수 있었다. 그는 트위터에 “나는 

진심으로 한국의 젊은 남자들이 불쌍하다. 나라도 남자가 지켜. 가족 

부양도 남자가 해. 여자도 남자가 보호해. 대체 여잔 뭐하나? 맞벌이? 

한국에서 돈 못 버는 남잔 사람취급 못 받는다. 즉 여자의 맞벌이는 

선택. 보조적이다. 출산? 세계 꼴찌다. 여잔, 무슨 생각으로 

사는가?”라는 글을 남긴 적이 있다. 그의 글은 젊은 남성들의 의무는 

여전히 많은데 비해 젊은 여성들은 가족을 유지시킬 최소한의 의무도 

다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드러낸다.24) 

이러한 주장은 특히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서 매우 강하게 나타나는데 

한국 여성의 완전 모유 수유율이 낮다는 기사에 한 온라인 사용자는 

“최악의 모성애를 가진 세대/김치년 세대/진짜 이딴년들이랑 결혼하는 

한국 남자들이 불쌍하다.”라는 감상을 남긴다.25) 젊은 한국 여성들은 더 

이상 과거 어머니 세대와 같은 공동체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편의주의적 

24) 이슈팀, "'한강 투신' 성재기 남성연대 대표는 누구", OSEN, 
http://osen.mt.co.kr/article/G1109647902, 2013.7.6 

25) 그돈이면씨발, “[김치년] 모유 수유 세계 평균의 절반. JPG”, 베스트게시판,  
http://www.begae.co.kr/273734/4, 2016.10.11 (검색일 20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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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만을 보이며 따라서 이러한 여성들과 결혼해야 하는 한국의 남성들은 

불쌍하다는 주장은 ‘김치녀’ 담론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된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이 실질적인 갈등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여성의 소비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은 매우 흥미롭다. 오늘날 젊은 여성들의 가족주의적 

책임 의식이 부족하다는 주장은 여성들의 산후조리원 이용에 대한 

논란으로 번졌다.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문화는 한국에만 

있으며 비싼 돈을 들여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것은 한국 여성들의 

과도한 편의주의적 욕망에서 비롯한다는 글들이 인터넷을 통해 퍼지기 

시작하였다26). 

참여자 8(남): 잘 몰라서 조심스럽긴 한데, … 보통 인터넷 댓글로 보거

나 아무래도 인터넷 글에서는 (산후조리원 이용 문화를) 비판하는 논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여성이라고 특별히 몸이 약할 거

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물론 구조상 서양인들이 좀 더 건강할 수는 있겠

지만 그렇다고 딱히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저는 그런 서비스도 유행, 유

행이라고 하기엔 그렇고 좀 남들이 하니까 하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 산후조리원 안가더라도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뭐 집에서 그냥 말 그대로 막살면 좀 문제가 있겠지만 집

에서 좀 요양하고 물론 남편이 좀 케어를 해주고, 아니면 장모님이나 시어

머님 와가지고 집안일 좀 도와주고.

참여자 8은 사실 면접 참여자 중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유복한 

편이었기에 위와 같은 말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아내가 산후조리원 이용을 

원한다면 굳이 그 일로 싸우고 싶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실제 

26) churrr, "전세계 유일한 한국식 산후조리 문화는 원래 악습에서 시작한겁니다.", 클리앙,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6349867?, 2014.8.8 (검색일 2017.5.1)

카페치킨, “산후조리..서양 여성과 동양 여성의 신체 구조 차이가 너무나 다르다?”, 이토방, 
http://etobang.com/bbs/board.php?bo_table=eboard&wr_id=5609103, 2016.4.15 (검색일 
20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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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비용 부담에 무리가 없고 여성이 임신․출산 이후에 어떤 경험을 

하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온라인에서 펼쳐진 글들에는 꽤 적극적인 동의를 

하고 있어 산후조리원 이용이 여성들의 과도한 소비문화일 수 있다는 

생각을 보이고 있었다. 

그런데 결혼, 임신, 출산, 모유수유 등 여성의 전통적 의무를 강조하는 

주장은 맞벌이와 같이 새로이 여성의 경제적 분담을 강조하는 주장과 

공존하기 쉽지 않다. 이를 ‘여성혐오’의 모순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다음의 알고리즘 역시 ‘여성혐오’의 주장의 모순점을 드러낸다. 

‘여성혐오’를 통해 나타난 남성들의 입장은 의존적인 여성을 원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회사생활을 열심히 하는 여성을 원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그림 6> ‘김치녀’ 알고리즘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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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2(여): 그니까 이게 이중적인 걸 요구하는 것 같아요. 너는 내 

돈에 의존하거나 나에게 의존을 하면 안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한테 기

대서, 뭐 약간 뭐라 해야되지 아무튼 남성의 힘을 어느 정도는 필요로 하

면서도 필요로 하지 않아야 하는?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 여자들에게는 

항상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이걸 하면 안되는

데 이걸 또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되게 웃긴 것 같아요.

‘여성혐오’적 주장이 모순적이라는 점은 익명성을 기반으로 무책임한 

말들을 내뱉을 수 있는 공간이라는 온라인의 특성을 생각한다면 이해하기 

어렵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여성혐오’가 진행 된지 몇 년이 

되었음에도 남성들의 주장이 정리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 중 

하나는 여성이 짊어진 사회적 복지를 포기하고 싶지 않은 남성들의 

욕망에서 비롯된다. 여성과의 관계가 비용이 된 이상 여성이 사회에 나가 

돈을 벌어 그 비용을 같이 부담하기를 원하는 동시에, 여성이 그동안 

담당해온 재생산 과정에서의 복지적 역할, 즉 가사, 양육, 교육, 부양 

등도 자신에게 이득이 되기에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이는 참여자 

2의 말처럼 여성에게 불가능한 과제와 같다. 

일반적으로 소비사회의 도래로 공동체의 의무보다 개인주의적 욕구에 

충실한 자유주의적 가치가 널리 퍼지면 젊은이들에게 결혼은 의무보다 

선택으로 존재한다. 출산과 양육 역시 과정의 즐거움, 삶의 질을 고려한 

전체적 판단에 의해 결정된다(이재경, 2006). 최근 십여 년간 

초식남(SŌSHOKU DANSHI)을 비롯하여 무거운 남성적 책임에서 

벗어나 자신의 취미와 외모 가꾸기에 몰두하고 여성과의 관계에서도 

적극적이지 않거나 집안일에 시간을 쏟는 남성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27) ᄋᄋ, “김치년 알고리즘 복습”, DC인사이드 메르스갤러리,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disease&no=244382, 2015.7.15 (검색일 
201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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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13〜24세)
결혼에 대한 견해

청소년(13〜24세)
이혼에 대한 견해

찬성

해도
좋고
하지
않아
도
좋다

반대 반대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유가

있으면

하는
것이

좋다

반드
시

해야

한다

하는

것이

좋다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하지

말아
야

한다

어떤

이유라
도

이혼

해서는

안된다

이유가
있더라
도

가급적
이혼
해서는
안된다

2008 57.0 15.1 41.9 37.0 3.1 2.6 0.4 40.1 7.9 32.2 43.6 10.9

2010 57.5 16.0 41.5 36.7 3.4 2.8 0.6 43.6 9.4 34.2 41.7 10.0

2012 54.3 13.4 40.9 40.0 1.9 1.6 0.3 39.1 8.5 30.6 42.6 12.9

2014 48.1 8.9 39.2 44.4 2.2 1.7 0.5 33.5 6.7 26.8 44.9 13.8

2016 38.8 6.2 32.5 51.4 4.5 3.5 1.0 27.0 5.1 21.9 48.0 17.0

남 자 45.5 8.4 37.1 45.3 3.1 2.1 0.9 35.7 7.2 28.6 42.2 12.3

여 자 31.8 4.0 27.8 57.6 6.0 5.0 1.0 17.9 3.0 14.9 53.9 21.9

일본의 경우를 보면(Ema S. Parker, 2013; Raluca Nicolae, 2014) 

소비사회의 도래는 여성 뿐 아니라 남성들에게도 공동체적 의무에서 

벗어난 다양한 선택지를 주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는 

이러한 초식남의 등장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진다. 

국내 통계를 보면 남성들은 여성에 비해 결혼을 필수로 해야 한다는 

인식이 항상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17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13세에서 24세 청소년중 남성의 45.5%가 결혼에 찬성하지만 여성은 

31.8%만이 찬성하고 있고,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는 남성은 

45.3%, 여성은 57.6%에 달하고 있다. 이혼에 있어서도 남성 청소년의 

12.3%가 이유가 있으면 하는 것이 좋다에 찬성하고 있으나 여성 

청소년은 21.9%라서 훨씬 높고, 이혼에 대한 반대는 남성 청소년이 여성 

청소년보다 18% 가까이 높아 인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7> 청소년의 결혼과 이혼에 대한 견해28)

단위: %

28) 출처: 통계청·여성가족부 작성『2017 청소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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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사회의 도래에도 여성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이 

보장되기보다 가족 역할에 대한 책임이 여전히 강조되는 현상은 보수 

정권의 정부 정책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한국 사회에서 보이는 

초저출산률에 대한 대책에서 정부는 결혼을 회피하는 개인들을 

인정하기보다 국가를 주체로“인구절벽”론을 앞세워 공동체적 의무를 

바탕으로 하는 접근을 보여주었다. 국가가 나서서 젊은 남녀의 미팅을 

주선하고, 고비용의 혼례문화가 청년층의 결혼 기피 현상으로 이어진다고 

판단해 '작은 결혼식'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며, 결혼을 유도하기 위해 

기혼자에 대한 세제상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정부 계획은 

결혼과 출산을 둘러싼 개인주의적 가치 변화에 대한 고려 없이 혼인율을 

높여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전통적이고 단선적인 인식을 드러낸다.29) 

작년 12월 행정자치부는 ‘지자체 저출산 극복 프로젝트’라는 이름 

아래 지역별 순위를 매긴 합계출산율, 출생아 수, 그리고 가임기 

여성인구수를 확인할 수 있는 지도를 내놓아 젊은 여성들의 분노를 

샀다.30) 저출산을 지자체간 경쟁을 통해 해결하려는 방식도 문제지만 

그런 과정에서 가임기 여성인구수를 순위를 매겨 공개하는 행위는 여성을 

임신의 객체로만 바라보는 비인권적 시각을 드러낸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강화된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 안내 문안이 “아이가 

고마워해요”, “내일의 주인공을 위한 자리입니다”라는 점 역시 여성의 

임신과 출산이 여성 개인의 선택보다 전통적 관점에서 강조되고 있음을 

드러낸다.  

29) 김병규,“<인구위기> ② 국가가 처녀총각 단체 미팅 주선한다”,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0/16/0200000000AKR20151016186900017.
HTML, 2015.10.18

30) 박상은, ““수정하지말고 없애라” 가임기 여성 지도, ‘공지문’도 논란“,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167962,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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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성 섹슈얼리티 소비를 둘러싼 갈등

여성들의 소비사회적 욕구로 인해 여성들과의 관계 형성이 복잡해졌음

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성들은 여성에 대한 끝없는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여성혐오’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여성혐오’를 가장 

극심하게 보이는 일베의 사용자들이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밖에 소환하지 

않는다는 사실31)은 젊은 남성들 사이에 여성을 소비하고픈 욕망이 강하

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소비사회에서 소비의 대상은 물건이나 상품에 한정되지 않는다. 보드리

야르(1992: 190-191)는 소비사회에서 인간의 육체는 오히려 더욱 큰 

가치를 가지게 된다고 주장하는데 그에 따르면 육체는 오히려 배척되기보

다 경제적 의미에서 투자되고, 심리적 의미에서 물신숭배된다. 보드리야

르의 말대로 육체의 재발견은 도처에서 살펴볼 수 있다. 미디어와 대중매

체를 통해 외모, 몸, 성은 끝없이 소비되고 있고 이들은 실체로서가 아닌 

파편화된 이미지와 기호가 되어 욕망을 자극한다. 

또한 하비(2007: 201-208)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논의를 통해 여성이 

가졌던 가족 내에서의 전통적 권력이 남성 지배적 상품 및 신용 시장에 

이전되면서 나타나는 지위 하락을 언급한 바 있다. 여성이 아내, 엄마로

서의 역할보다 성적 거래의 대상으로 상품화되면서 여성의 섹슈얼리티는 

쉽게 경제 자본으로 치환되었다. 

자본주의 산업의 대표주자인 미디어는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상품으로 

강조하면서 이를 응시하고 평가하는 남성들의 소비 주체성을 강화시켰다. 

그러한 이유로 남성들은 자신들의 소비를 통해 외모적 자원이 훌륭한 여

31) 성지훈, “일베 오프 모임”, 워커스 11호, http://www.newscham.net/workers/?p=23333, 
2016.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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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쉽게 돈을 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일베의 게시글을 분석한 엄진

(2015: 3)에 따르면 일베 이용자들은 “예쁜 여성이 살기 편하고, 섹스

를 통해 남성의 경제력을 갈취하는 것이 너무 쉽다는 것에 불만을 갖고 

있다”고 한다. 이는 소비사회 내 여성의 성이 남성보다 더 쉽게 상품화 

된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현실의 여성들은 그러한 방식에 두려움과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

데 이는 그것을 실제 여성들의 전반적인 지위 향상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

이었다. 오히려 여성의 몸이 전격적으로 상품으로 취급되는 현실은 여성

들에게 불편한 감정을 초래하고 있었다. 

참여자 1(여): 연예인들만 봐도 카메라에 비춰주는 여자 연예인의 모습

하고 남자 연예인의 이미지하고 확연하게 다른 게 가장 눈에 뜨이거든요? 

… <프로듀스101> 그건 마치 여자애들이 인형같이 보였어요. … 이번에 

나온 남자들을 대상으로 했던 거는(<프로듀스 101>과 비슷한 아이돌 서바

이벌 프로그램 <소년 24>를 뜻한다), 일단 이 둘의 외모차이도 솔직히 컸

고 그리고 이 남자들이 뮤즈 한 명을 두고 하는 게. 카메라에 비춰진 남성

의 모습이 대상화가 아니라 이들이 주체적으로 무언가 한다는 게 제일 인

상적이었어요. 

참여자 3(여): 여자 아이돌들 같은 경우는 진짜 심하게 노출하잖아요. 

… 제일 불편한 거는, 제 가치관으로는, 그 뭐라 그럴까요? 수동적으로? 

수동적인 여성상 이미지를 보여주는 그런 … 그니까 뭐지? 싶은 이런 느

낌? 차라리 그런 거 말고 그냥 (당당하고) 그럼 상관이 없는데 수동적인 

그런 아무것도 모르는데 옷을 벗었어요, 이런 느낌? 그럼 되게 불편해요. 

여성 아이돌의 경우 점점 더 어린 나이의 소녀들이 대중매체로 편입되

고 있으며 이들은 외모와 몸매 뿐 아니라 성격 또한 특정한 방식으로 장

려되고 소비되고 있다. 현아, 설현과 같이 아이돌들이 어린 나이에도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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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한 노출과 성적 어필을 하는 모습은 여성들에게 불편한 지점이 되었다. 

어리고 예쁘고 몸매도 좋을 뿐 아니라 성격 역시 남성들의 요구에 순종적

이며 원치 않는 지점이 있더라도 사랑스러움이나 애교를 통해 남성의 동

의를 얻어내는 여성 아이돌들의 이미지는 여성의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고 

주체적인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마저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폭력적

이기까지 하지만 이러한 파편화된 이미지들은 대중매체를 통해 적극적으

로 소비되고 있다. 그러나 겨우 최근에 들어서야 종합편성채널 JTBC의 

<잘 먹는 소녀들>이 현실적으로 예쁘고 마르기를 강요당하는 여성 아이

돌 멤버들을 데리고 누구보다 많이, 맛있게 먹어야 하는 먹방 배틀을 벌

이는 프로그램 구성으로 포르노와 다를 게 무엇이냐라는 비판을 받았고, 

넥슨의 게임 <클로저스>의 캐릭터 레비아는 13살이라는 어린 나이로 설

정되었지만 성인 여체를 가지고 성적 노예임을 암시하는 듯한 상황과 대

사를 하는 영상으로 인해 아동 성상품화 논란을 빚었다32).  

32) 이승한, “‘잘먹소’, 이게 여성 아이돌에게 방송국이 할 짓인가”, 엔터미디어,  
http://www.entermedia.co.kr/news/news_view.html?idx=5602, 2016.6.30

백승지, ““넥슨이 또”… ‘클로저스’ 미성년 캐릭터 선정성 논란“, 시사위크,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76464, 201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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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게임 <클로저스>의 캐릭터 레비아 이미지

<여성 관련 성희롱하는 남자 연예인들 말실수 모음>이란 제목의 한 연

예․오락 커뮤니티 사이트의 게시글33)은 유명 아이돌 또는 방송인들이 라

디오, TV, 인터뷰 등에서 공개적으로 언급한 여성에 대한 평가 발언들을 

모아놓고 있다. 해당 남성 유명인들에는 어린 아이돌들도 포함되는데 이

들은 여성의 나이, 몸매, 외모 등을 손쉽게 평가하고 판단하며 심지어 여

성에게 성폭력을 가한 경험까지도 아무렇지 않게 발언하는 내용이 적혀있

다. 해당 게시글의 작성자는 남자들의 발언 내용 모음글에 앞서 “여자는 

남자 키 발언 했다고 인생 망치는데34) / 방송계에서 일하는 남자들이 얼

마나 쉽게 성희롱&인격모독을 하는지 / 또 성희롱 발언을 하고도 조용히 

넘어가고 돈잘버는 세상. / 이것들은 다 퇴출되어야만 하긔.”라고 적고 

있어 여성들의 상대 성의 몸 이미지에 대한 소비 주체적 시각은 강력히 

제재 받고 남성들의 시각은 공개적으로 강화되어온 현실을 보여준다. 

여성의 섹슈얼리티가 강력한 경제 자본으로 인식되면서 여성들 스스로 

상품성 있는 이미지에 맞게 자신의 육체를 조율(이수안, 2008)하는 현실

은 남성들 사이에서 여성에 대한 일방적인 성적 평가와 가치 부여를 자연

스러운 권력으로 가지고 윤리적 책임은 여성에게 돌릴 수 있는 상황을 만

들어냈다. 해당 가치를 내면화하는 여성들 역시 이러한 평가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여성 섹슈얼리티 소비가 미디어에 노출된 여성들에서 평

범한 일반인 여성으로, 그리고 동료, 여자친구, 아내, 딸, 친척마저 대상으

로 발전하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었다. 이들에 대한 외모 평가(단체 

33) 아레이스티, “여성 관련 성희롱하는 남자 연예인들 말실수 모음”, 인스티즈, 
http://www.instiz.net/pt/1849065, 2014.2.22 (검색일 2016.10.27)

34) 이는 2009년 KBS <미녀들의 수다>라는 프로그램에서 “남성의 키는 경쟁력이다, 키 작은 남
자는 루저라고 생각한다”는 발언을 한 여성을 ‘루저녀’로 명명하고 신상을 턴 논란을 뜻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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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방 성희롱), 노출 사진 공유(몰카), 강간 약물 사용(이러한 약물로 

의식을 잃은 여성들은 소위 ‘골뱅이’라는 은어로 통용되었으며 이러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모의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여자 친구와의 

성행위 영상 촬영․유포(리벤지 포르노) 등이 일반 남성들에 의해 적극적

으로 자행되면서 여성들은 실존적인 위협을 느끼게 된 것이다. 적어도 이

전 사회에서는 남성들 사이에 자기 소유의 여성을 무분별한 성적 대상화

에서 보호해야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존재하였다면 오늘날에는 그러한 오

래된 신념이 도전받게 된 것이다. ‘여성혐오’ 대항을 기치로 한 메갈리

아가 개설 직후 가장 큰 활동을 보인 것이 몰래카메라 문제 공론화와 일

반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모의와 나체 영상, 사진이 공유되는 국

내 최대 성인 사이트인 소라넷 폐쇄 운동35)이었음을 상기해본다면 젊은 

여성들이 어디에서 가장 큰 분노와 두려움을 느꼈는지 알 수 있을 것이

다. 

<그림 8> 메갈리아의 몰카 근절 프로젝트 스티커와 광고36)

35) 박길자, “메갈리안들, 경찰청장에 ‘소라넷’ 엄격한 수사 촉구 진선미 의원에 십시일반 후원 
1000만 원”, 여성신문, http://www.womennews.co.kr/news/88799, 2015.11.26

36) ᄋᄋ, “몰카근절프로젝트 스티커 배송왔다”, 메갈리아, 
http://www.megalian.com/all/266321, 2015.11.5 (검색일 2016.10.26.)

ᄋᄋ, “강남역 12번출구 메갈 몰카 광고 인증!”, 메갈리아, http://megalian.net/free/368047, 
2016.1.2 (검색일 201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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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의 여성들을 모두 무차별적으로 성적 대상화하고 심지어 자신이 매

력을 느끼는 여성까지 다른 남성들의 성적인 평가의 대상으로 공유하는 

것은 과거의 시각에선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나 소비사회의 시각에서 보

자면 소비자의 가치란 단순히 무언가를 소유하는데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소비자는 끊임없이 새로운 상품에 유혹되는 상태로 있어야 하며 소비자 

주권은 세련된 심미안을 가지고 소비를 선택하는데서 생성된다. 어떤 소

비가 가치 있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과 인정은 다수의 숭배를 통해서만 확

인될 수 있다. 특히 남성연대가 강한 사회라면 나의 선택이 다른 남성들

의 평가를 통해 인정받는 순간 그 선택은 비로소 가장 만족스러워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남성들이 여성을 단순한 성적 소비 대상으로 바라보

고 이를 평가하며 공유하는 것은 소비사회 내 하락한 여성의 지위와 남성

들의 강화된 소비 권력이 결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물론 소비사회 내 섹슈얼리티 소비는 여성에 한정되지만은 않는다. 남

성의 섹슈얼리티 역시 소비되기 시작하면서 남성들은 자신의 몸 이미지 

역시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기 시작한다. 

참여자 7(남): 그니까 제가 바라는 모습은 그거거든요? 남자도 여자의 

외모에 대해서 그렇게 품평하지 않고 여자도 남자에게 그러지 않고 살아

가는 건데 저는 오히려 점점 사회가, 어떻게 보면 그걸 깨부수기 위한 거

긴 한데, 예전에는 남자가 일방적으로 품평하면서 살아왔잖아요. 근데 이

제 여자들도 같이 품평을 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더 극단으로 치닫는 느

낌? 서로가 끊임없이. 

과거 섹슈얼리티 소비가 음지에서 이루어지거나 또는 남성들만의 문화

로서만 존재하였다면 소비사회는 이를 대중적인 상품으로 만들어냈다. 섹

슈얼리티의 소비가 소비 주체로서의 즐거움을 가져다준다는 면에서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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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역시 남성 연예인, 아이돌, BL물 등 상대 성의 섹슈얼리티를 소비하는 

주체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여성들의 남성 섹슈얼리티 소비 욕

망은 쉽게 폄하되고 하위문화로 유지된다는 점에서 남성들의 소비 행태와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참여자 4(여): 남성 섹슈얼리티도 사실 파고들면 많이 소비되고 있어요. 

여성 사이에서. … 사실 파고들면 많이 소비되고 있는데 차이점은 그런 건 

겉으로 드러내면서 여자들이 소비하지는 못하고 있는 거고 여성을 소비하

는 경우에는 굉장히 대중적으로 드러내면서 소비되고 있고.

  (4) 여성 소비자에 대한 무시와 문제되지 않는 남성의 

소비 

젊은 여성들이 소비사회의 소비 주체로 등장하면서 특히 문화영역에서 

이들의 존재감이 강화되었다. 황미요조(2015)는 이를 “문화영역의 

여성화”라고 칭하며 2000년대 초반 예술․인디 영화의 주 관람객부터 

시작하여 뮤지컬, 인문학 강좌, 도서 시장에서도 여성 소비자가 주된 

구매력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특히 이들이 만들어 내는 팬덤 문화와 

티켓파워는 해당 분야를 좌지우지 할 정도로 상당한 수준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참여자 4(여): 제가 직접 전시를 보고 공연을 보는데 그러면 진짜 90%

는 여성이고 나머지 10%는 남성인데 그 사람들은 뭐 예술대학 학생이라

던가 정말 마니아라던가 그 관계자라던가 지인이라던가 아니면 여자 친구

랑 왔다던가 거의 이렇지 정말로 일상적으로 즐기는 경우는 드문 것 같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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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러한 공연예술가들과 관계자들이 자기 상품의 주 소비층인 

여성 관객들을 비하하는 일들이 벌어져 ‘여성혐오’ 논란의 별도의 축을 

담당하고 있다. 영화 관계자가 트위터에 “천주정 같은 좋은 영화보다 

그랜드부다페스트호텔 같은 말랑한 영화가 대접받는 건 문화에 돈 안쓰는 

남자들 문제라기보단 젊은 여성관객의 편향된 취향 탓이다. 페스티벌 

시장도 똑같다”37)라고 썼다가 논란을 빚은 <천주정> 사태, 주연 배우에 

대한 강한 여성 팬덤을 가지고 있던 뮤지컬의 연출가가 재관람 관객을 

크레이지로 표현했다가 관객 모독 논란과 대규모 환불 요구를 받은 

<쓰릴 미> 사태, 비슷하게 연출가가 열성 관객을 비하하는 발언으로 

사과와 환불 요청을 받은 <라카지> 사태가 있었다(황미요조, 2015: 57, 

62). 또한 연극 <보도지침>의 제작사 대표가 홍보 브로슈어에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나라 전체가 침체되어 있었고, 공연계에는 전반적으로 

젊은 여성들을 겨냥한 가벼운 공연들만 넘처나는걸 보고, 그 상황을 

탈피해 모든 세대와 성별을 아우를 수 있는 공연을 만들고 싶었다”라고 

적어38) 대규모 환불과 평점테러를 받은 후 직접 사과하는 일이 있었다. 

여성 관객이 대다수인 음반계에서도 ‘여성혐오’ 논란은 끊이지 

않았는데 밴드 <쏜애플> 멤버의 “음악에서 자궁냄새가 나면 듣기 

싫어진다” 는 발언과 <중식이> 밴드가 옛 애인이 리벤지 포르노에 

나오는 영상을 보고도 자기연민에 빠진 남성 화자를 등장시킨 가사로 

논란을 빚은 것이 대표적이다39). 남성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의 

팬들은  노래 가사와 멤버들의 '여성혐오‘ 발언에 대해 공식적인 해명을 

요청하는 캠페인을 벌여 소속사가 사과 입장문을 발표하는 성과를 

37) 그대로유지, “천주정 사태”, 타임트리, http://timetree.zum.com/1123/14195, 2014.4.6 
(검색일 2017.4.30)

38) 초아, “연극 [보도지침] LSM 이성모 대표 발언 논란 정리”, CHOA's Re:Feel the Vibe, 
http://epilography.blog.me/220666829068, 2016.3.7 (검색일 2017.4.30)

39) 위근우, “인디 음악계는 왜 여성을 존중하지 않나”, 아이즈, 
http://ize.co.kr/articleView.html?no=2016041011397247167, 2016.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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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두기도 하였다40).  

문화계의 사건들은 여성 소비자에 대한 무관심도 있겠지만 대부분 남성

들이 전유했던 대상인 문화를 다른 가치를 지닌 여성들이 침범하였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아이돌 그룹을 대상으로 어린 여성 

팬들이 등장하자 이들을 “빠순이”로 비하했던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그러나 놀랍게도 여성에 대한 비하는 여성을 주 소비자층으로 둔 상업광

고에서도 나타났는데 이는 소비자 정체성을 함양하고 있던 여성들에게 즉

각적인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40) 구둘래, “방탄소년단, ‘여혐' 논란에 “책임 통감””,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culture/music/751324.html, 201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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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여성혐오’ 논란을 일으킨 광고들41)

참여자 2(여): 그 때 공차(광고) 보고서 아 딴 버블티 집을 찾아야겠구

나(라고 생각했어요). 아 이정도로 낡은 시대 인식을 담은 광고를 할 정도

면. 그리고 이 광고라는 게 굉장히 파급효과가 큰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를 기업에서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참여자 3(여): 그냥 딱 봤을 때 그냥 개소리지? 이런 느낌. … 공차나 

하늘보리 같은 거는 여자가 더 많이 소비하게 되는 물품들이잖아요. 공차

도 여자들이 카페 가는걸 좋아하고 하늘보리도 탄산음료 마시기 싫어서 

칼로리 낮은거 마시려고 여자들이 찾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 남자들만 자

기들 물품을 소비해주길 원하는 건가?

41) 이세아, ““아몰랑” “자기야 백 하나만 사줘”...연이은 ‘여성혐오 마케팅’ 논란“, 여성
신문, http://www.womennews.co.kr/news/87384, 2015.10.8

이지연, “무심코 지나쳤던, 그러나 민감한…광고속 여성비하 사례들”, 서울신문,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525500232, 2016.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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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광고는 대부분 작년과 재작년 사이에 보여졌는데 이는 사회적으

로 ‘여성혐오’ 논란이 가중되던 시기와 일치한다. ‘여성혐오’ 논란이 

있던 와중에서도 그러한 광고가 내보내지고 공익광고에서마저 여성을 비

하하는 이미지나 글이 쓰였다는 것은 여성 소비자에 대한 인식이 그만큼 

낮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여자 4(여): 보건복지부 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 SNS 관리자들

도 이런 식의 글을 올린 적이 좀 있었어요. 광고 말고도. 그리고 뭐 초록

우산이나 세이브더칠드런 이런데. 그런 데들이 제일 실망스러웠던 것 같아

요. 왜냐면 사실 기부나 남을 돕는 일을 하는 성별들을 찾아보면 거의 다 

여성이거든요. 오히려 자기가 약자의 입장이 되어본 사람일수록 남을 더 

도우려고 하는 편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소위 진상 고객, 고객 갑질 논란에서 보이듯 소비사회에서 소비자의 

위치란 매우 강력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을 대상으로 상품을 

파는 개인, 기업들이 자신들의 주 고객을 비하하고 무시하는 언설과 

홍보를 하였다는 점에서 여성들의 분노를 일으켰다. 앞서 논란이 된 많은 

문화계 사건들에서 논란의 당사자들이 ‘여성혐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진지한 반성을 표현한 사례는 없다. 대부분 그런 의도가 

아니었으며 오해로 인한 것이라는 변명으로 일관하여 더 큰 논란과 

실망을 불러일으킨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나 이러한 논란에서 여성들은 자신들의 소비자 정체성을 바탕으로 

항의를 하였다. 온라인 여초 커뮤니티들에서는 ‘여성혐오’ 논란이 된 

기업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가며 불매운동을 벌였고, 팬들은 환불 

요청과 평점테러를 하며 해당 기업과 소속사 등에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였다. 이는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바탕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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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일상생활의 ‘여성혐오’ 에 있어서는 쉽게 대응하지 못하더라도 

상품과 기업에는 적극적으로 항의를 하는 모습은 젊은이들에게 

소비자로서의 정체성이 자신이 행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로 인식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성들의 소비가 쉽게 무시당하거나 비난받는 데 반해 오늘날 젊은 

남성들의 소비는 거의 문제시되지 않고 있다. 참여자들은 젊은 남성 

래퍼들이 자신의 소비를 아무런 걱정 없이 자랑하고 또 숭배 받는 것에서  

이러한 차이를 알아볼 수 있었으며 이에 대한 불만을 보이기도 하였다. 

       

참여자 2(여): 여성들이 화장품이나 의상이나 백이나 구두를 사는데 비

용을 쓰면 사치로 보는데 남자들이 멋진 차를 갖고 이런 것은 굉장히 멋

있고 이런 걸로 인식되고. 그것도 굉장히 사치잖아요. 아무리 옷을 사도 4

억 원어치 살 수는 없는데 이거는 왜 사치가 아니고 멋으로 인식되고 자

신의 돈을 굉장히 멋지게 쓰는 일로 이해가 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만

약에 여성이 4억 원어치 명품을 산 것을 자기 sns에 올리면 이거는 엄청

난 지탄의 대상이잖아요. 근데 남성이 자신이 외제차 앞에 멋있게 기댄걸 

올리면 아, 이 남자 능력이 있다, 그 돈을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로 

환원이 되는 게 웃긴 것 같아요.

참여자 5(여): 그게 진짜 웃긴 게 여성들이 그렇게 많이 소비를 하는데, 

그럼 그렇게 소비력이 있으면, 왜 여성들이 소비력이 (무시되나), 남자들

은 재규어를 사러갔어. 재규어 매장에서 당신은 퍼스트 클래스고, 이런 식

으로 할까 아니에요. 그리고 당신의 격에 맞는 물건이 저희 물건이 감히 

될 수 있을까요? 아마 이렇게 그거를 할 거 같은데, 근데 여자들이 소비

를 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이런 거죠. 

이는 오늘날 소비사회가 젊은 여성들에게 남성들과 동등하게 전개되고 

있지 않다는 의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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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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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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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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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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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9

참여자 

10

자전거, 

차, 

성매매

비싼 

술

남성의 

권위를 

높이기 

외제차 외제차
비싼 

화장품

똑같은 

것 

여러개 

네일, 

헤어 

클리닉 

-

기분전

환으로 

머리에 

6. ‘여성혐오’를 담은 통념적 이야기에 대한 

태도

(1) 성별에 따른 소비의 가치와 소비자의 이미지

참여자 3(여): 여성들이 하는 소비와 남성들이 하는 소비는 그냥 다 비

슷하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다 자기가 좋은 거 사는 거고 단지 그 좋아하

는 대상이 다른 것 뿐이니까 거기에 그렇게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참여자 9(남): 기본적인 것에서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다 자기의 

가치를 좀 더 높이려고 소비를 하는 거고. (여자는) 더 이뻐 보이고 싶고 

남자는 더 멋있어 보이고 싶고. 거기에 있어서는 동등하다고 생각해요. 

소비사회 내 ‘여성혐오’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여성의 소비가 

남성의 소비보다 무가치 하거나 윤리적이지 못해야 한다. 그런 이유로 

‘여성혐오’ 현상에 면접 참여자들이 얼마나 동의를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상대 성의 소비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소비가 있는지를 물어보았다.

 

<표 8> 이해되지 않는 상대 성의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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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소비
사는것 등

쓰는 

비용

여성들은 남성들이 차, 술에 많은 비용을 들이는 것을, 남성들은 여성들

의 기분 전환용 외모 관리 비용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이들에게 다시 여

성과 남성의 소비가 다른 가치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물어보았을 때는 차이가 없다고 답하였다.  

소비의 대상을 자신이 좋아하는 것, 또는 자신의 상품성을 높이기 위한 

소비로 생각한다는 점은 소비사회의 특성을 그대로 드러낸다. 그러한 소

비에 남녀 차이는 없다는 면접 참여자들의 의견은 소비사회에서 여성의 

소비가 특별이 문제시 될 이유를 찾기 어렵게 만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소비주의적 욕구는 이미 앞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적극적인 제재와 무시를 받고 있다. 이는 여성 소비자의 

이미지가 여전히 남성들에게 의존적인 모습으로 그려지는 데서 비롯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참여자 6(남): 이런 여성들이 있다는 거를, 저희들도 인터넷에서 보잖아

요. … 저한테 제 여자 친구가 자꾸 자기 걸어 다니기 힘드니까 차를 사라

던가, 기름도 나보고 다 넣으라든가 그러면 그런 데서는 확실히 불만이  

생기고. 불만이 아니라 화가 날 것 같은데요?

참여자 2(여): 남자가 돈을 벌어오고 여성이 집에서 그 돈을 써서 가정을 

꾸려나간다는 개념이 있으니까 여성들도 일하고 자신의 소비를 할 권리가 

있는데 (남성들은) 무조건 자신들이 벌어온 돈에서 여성들이 떼어 나가서 

자신들이 원하는 데 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성의 소비주의 욕구 충족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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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인식은 남성들에게 부담감을 주고 이것이 

역으로 남성들이 여성의 소비를 비난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다. 참여자 

9는 이러한 인식이 전통적인 남성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며 이러한 

남녀 관계에 대한 불평등한 인식이‘여성혐오’를 불러일으킨다고 한다. 

참여자 9(남): 그 ‘김치녀’라는게 사실 경제적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 남자친구한테 선물 받았든, 자기가 돈을 벌어가지고 명품을 샀든, 

자기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는 그러지 못하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부러우면서도 싫은거에요. 왜냐면 아버지 세대 때 

그렇잖아요. 야, 너 아직도 와이프 못 휘어잡았냐? 아직도 와이프한테 잡혀살어?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자를 동등한 존재로 보지 않고 휘어잡아야 되는 존재로 

생각하니까 힘든거에요, 그렇게 안됐을 때.

여성들은 자신들을 당당하고 독립적인 소비 주체로 상정하고 있지만 

남성들의 인식에서 의존적인 존재로 그려졌을 때 갈등은 지속될 수 있다. 

한편 여성들의 소비주의 정체성이 언제나 당당하게 존재하는 것만은 

아니다. 권혜경(2006: 20)은 소비문화 속에서 여성은 항상 소비의 

주체가 아닌 남성의 응시에 ‘소비되는’이미지로 규정되어와 남성과 

동일한 관계를 맺지 못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점에서 그는 소비사회를 

통해 여성의 외형적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변질된 여성적 나르시시즘이 

보다 교묘하게 남성의 시선의 대상으로서 여성 이미지를 고착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경고하며 진정한 소비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여성 

스스로의 욕망과 의지를 담아낸 시선의 주체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한다. 

참여자 1(여): 예전 친구들은 꾸미고 이러는거를 “이러면 남자들이 되게 

좋아한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만약에 거기에 저도 있었으면 그 

모습이 제 모습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남자들 눈에 저를 맞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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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1의 말은 여성 스스로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한 소비를 남성들의 

시선의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는 동성의 친구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의 

주체적이 않은 모습이 참여자에게는 불편하게 인식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2) 온라인에서 증폭되는 ‘여성혐오’ 정서 

 

 참여자 10(남): (온라인) 댓글들은 확실히 남성편향적, 여성편향적 이렇게 

달리는 것 같아요. 그 베플들. 베플들을 보면 그런 성향으로 해야 추천, 공감 

그런 게 달리니까. 그래서 베플들은 좀 그런 성향을 심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면접 참여자들은 온·오프라인 중에 혐오나 남-녀 소비 갈등이 더욱 

심하게 느껴지는 곳에 모두 온라인이라고 답변하였다(<표 4> 참조). 그

리고 이들이 실제 현실의 남녀 관계에서 경험한 소비 갈등 이슈는 매우 

적다고 답하였는데 아예 소비 갈등을 경험한 적이 없다고 답한 사람이 

10명 중 6명이었다(<표 5> 참조). 

이렇게 혐오와 갈등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현실의 관계에서는 

매우 낮은 수위로 존재하는 것은 혐오와 갈등의 내용에 대한 동의를 어떻

게 해석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가져온다. 황슬하․강진숙(2014:  

371-374)은 ‘OO녀’와 같은 여성호명 담론 형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

였거나 이를 자주 접해본 적 있는 2~30대 남녀 12명을 인터뷰하였는데 

그 결과 이러한 여성호명 담론의 중요한 형성 배경에는 온라인 공간에서

의 단순한 놀이와 유희가 작용하고 있다고 얘기한다. 

이는 온라인 남초 커뮤니티에서 형성되는 여성호명을 둘러싼 비난과 혐

오 담론이 단순히 스트레스를 풀거나 타인의 관심과 동조를 불러일으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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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발생한다는 의미로, 그러한 과정에서 남성들은 여성호명에 관한 글

들이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더라도 별로 중요한 문제

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해당 담론을 소비하는 남성들에게는 그러한 게시

글의 사실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남성 집단 또는 찌질한 남

성 집단 등 감정적 동조를 바탕으로 집단적 동일성을 확보하는데 목표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온라인상의 혐오가 개인들의 즉각적인 감정적 동조를 통해 생성되는 단

순한 놀이일 수 있다는 점은 실제 현실과의 차이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다

행일 수 있으나 오히려 그러한 동조화된 마음을 바탕으로 현실을 좁은 시

각으로 바라볼 수 있기에 우려스러울 수 있다. 또한 오늘날 혐오가 여성

에만 국한된 것만은 아닌데 소비사회 내 개인화되어 현실 세계의 관계보

다 온라인을 통한 즉각적인 욕구 충족이 더욱 익숙한 젊은 세대 전반에서 

혐오가 하나의 놀이가 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7. 결론 및 논의

최근 몇 년 간 일베를 시작으로 심각한 수위의‘여성혐오’현상이 지속

되어 젊은 여성들의 분노와 실존적 불안을 불러일으켰다. 연구자는‘여성

혐오’를 오늘날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한 젊은 여성들에 대한 수위 높은 

타자화로 규정하였는데 이는 ‘여성혐오’란 용어가 쓰인지 얼마 되지 않

았고 그것이 의미하는 수위 높은 폭력적 정서의 확산과 저항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집중되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여성혐오’현상이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신자유주의의 도래에 따른 사

회경제 위기 담론이 젊은 남성들의 불만을 설명하는데 유용하게 쓰였다. 

그러나 소비주의 역시 청년세대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소비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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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화, 타자화, 지위 변동 인식, 소외 등이 청년세대의 불만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는 점에서‘여성혐오’현상을 분석하는 데도 활

용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겼다. 그리하여 문헌연구와 심층면접을 바탕으로 

‘여성혐오’ 현상의 소비사회의 영향과 이로 인해 나타난 양상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소비사회에 대한 논의는 바우만의 이론을 참고하였다. 

‘여성혐오’현상에 나타난 소비사회적 영향력과 갈등은 크게 다음의 

네 가지 양상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첫째, 여성의 소비주의적 욕구에 대

한 비난과 저항이 있었다. 몇 년간 젊은 여성들의 소비주의적 욕구를 비

난하는 ‘김치녀’ 담론이 크게 확산되었는데 최근 들어 젊은 여성들은 

그러한 욕구를 오히려 긍정하고 이를 비난하는 남성들의 상품성을 평가하

는 태도로 대항하였다. 둘째, 연애와 결혼에 있어 비용 분담 및 가부장적 

책임을 둘러싼 젠더 갈등이 존재하였다. 연애와 결혼에 있어 여성들이 충

분히 비용을 분담하고 가부장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비난이 존재하였

는데 이것이 더치페이 논쟁이나 산후조리원 이용 갈등 등 여성들의 소비

를 규제하는 방식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존재하였다. 셋째, 여성 섹슈얼리

티 소비 강화에 따른 여성들의 불편함이 있었다. 소비사회에서 더 어린, 

젊은 여성들의 몸이 급속도로 상품화 되어가고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여성들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넷째, 문화영역에서 여성들은 새

로운 소비자로 등장하였지만 쉽게 무시당하는 경험을 하고 있었다. 이에 

반해 남성들의 소비는 문제시되지 않거나 오히려 멋있는 것으로 인정받고 

있어 여성들의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었다. 이러한 부분은 소비사회가 여

성과 남성에게 동등하게 전개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여성혐오’현상에서 여성의 소비는 비난와 제재를 받고 있다. 그러나 

면접 참여자들은 여성과 남성의 소비가 동등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답

하여 여성 소비에 대한 비난이 비합리적임을 드러냈다. 여성들은 스스로

를 독립적인 소비 주체로 상징하고 있지만 남성들은 여성들의 소비주의 

정체성을 남성에게 의존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갈등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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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었다. 또한 ‘여성혐오’현상이 현실의 관계에서는 매우 낮은 수

위로 존재하고 온라인상에서는 즉각적인 감정적 동조를 통해 생성되는 단

순한 놀이일 수 있다는 점은 실제 현실과의 차이가 드러난다는 점에서 다

행일 수도 있으나 오히려 그러한 동조화된 마음을 바탕으로 현실을 좁은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울 수 있다.

소비사회에 대한 개념은 단순히 상품소비를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

니라 사회적 정체성이 상품과의 만남처럼 변화하는 현상을 설명한다. 한

국 역시 소비사회의 도래로 점차 더 많은 젊은이들이 개인화되어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에서 어떠한 현실적 관계의 변화가 나타나는지 앞으

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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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contemporary phenomena of 

misogyny among young people from the consumer society 

perspective. Scholars point that neoliberalism is the main cause of 

the phenomena but researcher would like to point that the strong 

influence of consumerism over young generation should also be 

focused. The intense criticism of young women’s consumption 

and their consumer desire is arresting feature of the 

contemporary phenomena of misogyny among young people. This 

paper uses paper studies and in-depth interview to review the 

phenomena. 

The influence and conflict of consumer society in the 

current misogyny among young people can be divided into four 

sections. First, young women’s desire for consumerism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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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ly denounced. Second, young women's tendency towards 

individualism and consumerism face strong discontents especially 

in date and marriage. Third, consumer society strengthens 

consumption of women's sexuality and young women find it 

uncomfortable. Lastly, young women appear as new customers in 

the consumer culture but they are easily disregarded unlike men. 

This paper also reviews how much young people have 

sympathy for the current misogyny. It reveals that young people 

think there is no different value in the consumption between men 

and women but the perception of the image of young women’s 

consumer subjectivity is different between men and women. Also, 

the tendency towards misogyny was much more strong in 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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