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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이 연구는 여성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시민교육의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

해 청소년 정치 참여를 보는 새로운 시각과 젠더화된 논의가 필요하다는 문

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청소년의 정치 참여는 시민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어

졌으나, 청소년을 예비 시민 혹은 ‘시민이 되어가는 존재’로서 인식하는 관점

은 한계적이었다. 한편 온‧오프라인의 페미니즘 대중화 흐름과 함께 여성 

청소년들에게 페미니즘이 중요한 정치적 의제로 등장하는 등 페미니즘 운동

이 여성 청소년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지만, 청소년 정치 참여에 대한 기존

의 젠더 중립적인 관점들은 여성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를 설명하지 못했다. 

  여성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는 청소년의 정치 참여만으로도, 페미니즘 정치

만으로도 설명될 수 없는 복합적인 현상이다.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동등한 

시민으로서의 참여가 아닌 “기특한 청소년”으로 표상하며 청소년을 보호나 

칭찬의 대상으로 보는 태도, 페미니즘에 대한 백래시(backlash), 여성혐오, 

성 보호주의 등의 억압은 여성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한 가지만으로 규정할 

수 없는 이유다. 또한, 학력, 나이, 말하기 방식 등 여성 청소년 내부의 차이

는 여성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가 ‘여성’ 혹은 ‘청소년’만으로 분리될 수 없

는,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며, 연구자는 2019년 8월, 스쿨미투 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를 만났다. 예비연구를 포함해 1

년 2개월간 ‘위티’에서 문화기술지적 연구를 수행하며, 연구자는 정치 참여

하는 여성 청소년을 수동적/능동적인 시민으로서의 청소년이라는 이분법 속

에서 능동적인 시민으로서만 단순화할 수 없음을 발견했다. 따라서 이 연구

는 결정론적 방식을 거부하고 ‘위티’의 여성 청소년들이 공간-시간-물질화

(Barad, 2007) 속에서 어떻게 행위하는지를 복합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여성 

청소년 정치 참여의 역동성과 청소년 페미니스트 ‘되기’의 과정에 주목하였

다. 또한, 연구자는 연구 현장에서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연구자, 연구 참여

자, 자료가 내부작용하는 실천 속에서 내부작용하는 관점(존재-인식론적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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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에서 문화기술지 연구를 수행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문제에 따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페미니스트를 둘러싼 물질, 시공간, 담론은 청소년 페미니스

트 정치 참여 경험에 있어 어떻게 내부작용(intra-act)하는가? (IV장) 청소년 

페미니스트의 정치 참여를 수동적/능동적 시민이라는 이분법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오히려 여성 청소년을 개별적이고, 자율적이며, 의지적인 주체라고만 

인식하게 한다. 이 연구에서 청소년 페미니스트들은 다양하게 정치적으로 참

여하지만, 이는 상호적으로 내부작용하는 요소들(예컨대 온라인 공론장의 형

성, 학교‧가정‧일상 등 공간에 대한 이해, 거리에의 출현, 소녀성 담론, 청

소년 미성숙 담론 등)에 대한 이해 없이는 복합적으로 인식될 수 없다. 행위

적 실재론(agential realism)을 근간으로 이 연구는 청소년 페미니스트의 정

치 참여를 고착된 역할이 아니라 내부작용을 통해 출현하는 현상으로 이해한

다. 이는 공식적인 방법이라고 여겨지는 정치 참여의 방식들이 어떻게 비청

소년 남성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지를 드러내며, 여성 청소년의 정치 참

여를 복합적인 현상으로 이해하게 한다. 공간-시간-물질화를 통한 내부작용

은 여성 청소년의 행위성이 능동적이라고만 본질화될 수 없으며, 이를 맥락

적이고 복합적인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을 시사한다. 

  둘째, 정치 참여 경험 속에서 여성 청소년은 어떻게 ‘청소년 페미니스트’

가 되는가(becoming)? (V장) ‘되기(becoming)’는 공간, 시간, 물질의 반복

적인 내부작용을 통해 계속해서 재구성되고, 재배열되는 정체화 과정으로, 

물질적인 동시에 담론적이다. ‘청소년 페미니스트 되기’라는 현상 또한 고정

된 정체성이 아니라 역동하는 시공간, 물질, 담론의 내부작용 속에서 변화한

다. 이러한 유동적인 과정은 정치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현실을 구

축해낸다. 구체적으로 연구 참여자들은 이성애규범성, 능력주의, 나이주의 등 

사회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경계를 확인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경계들이 고정

적이지 않음을 느낀다. 이에 이들은 경계 사이를 횡단하고, 기존 사회의 경

계를 허물며, ‘새로운 윤리적 현실의 지대’를 재구성하고자 한다. 

  또한, 청소년 페미니스트들은 ‘청소년 페미니스트’ 또는 여성 청소년을 동

질한 집단으로 보는 정체성 정치의 위험성을 인식함과 동시에 내부의 차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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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함으로써 청소년 페미니스트를 고정된 정체성으로 볼 것을 거부한다. 나

아가 이러한 청소년 페미니스트의 ‘되기’ 과정에 대한 이해는 ‘위티’라는 공

간을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가능성의 장소로 인식하게 한다. 즉 “현실이 변모

되는 것”을 전제로, 질문의 틀을 계속해서 깨고자 노력하는 작업은 여성 청

소년들의 새로운 정치적인 현실을 형성한다.

  셋째, 청소년 페미니스트들은 구획된 경계에 어떻게 유지 혹은 저항하며, 

정치를 어떻게 구축하는가? (VI장) 비청소년 남성 중심의 ‘정치’ 개념을 통해 

청소년 페미니스트의 정치를 해석하는 것은 제한적이다. 좁게 규정된 틀에서 

이들의 정치가 한정적으로 해석되고 성급하게 일반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자는 청소년 페미니스트들이 어떻게 ‘정치’를 재개념화하는지를 

Barad(2007)의 ‘행위성’ 개념을 중심으로 탐색하였다. ‘위티’의 청소년 페미

니스트들에게 일상과 정치는 분리되지 않으며, 정치 참여는 기존 사회가 구

획해왔던 경계를 해체하고 재구성하게 한다. 여성 청소년들은 정치적 행위를 

통해 이들이 느끼는 차별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의제임을 인식한

다. 이에 이들은 비청소년 남성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던 ‘정치’의 개념에 질

문하고, ‘청소년 페미니즘 정치’를 확장하고자 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도출한 연구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행위적 실재론의 ‘행위성’ 개념을 근간으로 여성 청소년의 정치 참

여를 복합적으로 해석하였다. 정치 행위성에 공간, 시간, 물질, 담론 등의 내

부작용을 통해 접근하는 것은 행위 실천을 복합적이고 맥락적인 ‘되기’의 과

정으로 인식하게 한다. 또한, 이는 청소년 페미니스트들의 정치 참여를 이들

을 수동적/능동적 시민으로 나누는 이분법에서 벗어나, 계속해서 재구성되고 

변화하는 과정이자 행위 그 자체로 이해하게 한다. 연구 현장에서 여성 청소

년들의 정치 참여는 비청소년과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회적 인식, 제도적‧법적 한계와 재현의 한계에 부딪혔다. 이에 ‘위티’의 

청소년 페미니스트들은 이분법적인 구분과 보편성 규범에 문제를 제기하고,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간의 경계를 허물고자 하였다. 즉 여성 청소년들은 

이미 사회의 구성원이자 “변화를 만드는 한 사람”으로서 세계와 끊임없이 내

부작용하고, 세계 속에서 지식을 구성하며 정치적으로 행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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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페미니즘 관점을 바탕으로 청소년 페미니스트들의 정치적인 삶과 이

들의 정치 참여를 인식하는 담론 간 간극을 밝혔다. 젠더 중립적인 관점은 

여성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복합적으로 해석하기 어렵게 하며, 여성 청소년

이 당면한 현실과 맥락에 관심을 두지 못하게 했다. 구체적으로 여성 청소년

이 피해자, 모범생, 당사자, 순결하면서도 섹시한 소녀로 요구받는 현실에서 

여성 청소년이 경험하는 문제는 사회적으로 ‘덜 중요하고’, ‘사소한’ 것으로 

치부되었다. 그러나 여성 청소년이 부여받는 역할과 소녀상은 개인적인 문제

를 넘어 정치적인 문제이며, 여성 청소년이 존재하고 출현하는 공간들은 사

적 영역을 넘어선 공적 영역이다. 청소년 페미니스트들의 정치 행위에 대한 

페미니즘적 인식은 비청소년 남성 중심의 공고한 정치에 관한 규범성을 해체

하고 청소년 페미니스트 ‘정치’의 의미를 재구성하게 한다.

  이를 바탕으로 이 연구는 ‘위티’라는 단체에서 청소년 페미니스트들의 다

면적이고 복합적인 정치 행위성을 구체적으로 이해한다. 이와 같은 발견이 

가능했던 것은 연구 참여자들이 ‘정치’, ‘당사자’, ‘젠더’ 등의 보편적 규범성

에 끊임없이 질문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실의 변화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실

천을 계속했기 때문이다. 요컨대, 이러한 정치 행위성은 물질, 시간, 공간, 

담론과 내부작용하며,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현실을 구축하기 위한 실천이자 

‘되기(becoming)’ 과정이었다. 이는 ‘위티’의 청소년 페미니스트들이 대안적

인 정치 참여와 정치의 공간을 상상하고, 실행했기에 확인할 수 있었다. 따

라서 이 연구가 여성 청소년들이 자신과 주변을 인식하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청소년 페미니스트들의 정치 행위성을 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주요어: 청소년 페미니스트, 여성 청소년 정치 참여, 행위성, 행위적 실재론, 

되기(becoming), 바라드(Barad), 신유물론 페미니즘

학번: 2019-2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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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사회의 바람직한 시민의 자질, 즉 시민성에 대한 탐구는 사회과학의 주요 

관심사이지만, 청소년의 정치 활동과 페미니즘은 시민성 탐구에 있어 오랫동

안 닫힌 영역(closed area)에 머물러 있었다. 이에 청소년 페미니즘을 중심

으로 한 여성 청소년의 정치 참여도 적극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시민교육은 주권자 시민의 개념을 전제하고 있기에, 직접 공적 활동에 참여

하는 여성 청소년의 시민성과 참여는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정원규‧김

형철‧박인혜‧설규주‧오재길, 2018). 

  ‘참여’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정받는 과정이지만, 청소년은 나이에 의해 

참여가 제한되는 동시에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한다(Roche, 

1999). 또한, 청소년은 보호를 이유로 통제되어야 하는, 보이지 않는 존재로 

여겨진다. 이는 나이에 따라 사회적 역할을 규정하고, 차별의 대상을 나이로 

설명하는 나이주의 혹은 연령차별주의(ageism)에 따른 것이다(남미자, 

2019). 이러한 맥락에서 청소년의 정치 참여는 주변화되며, 청소년은 시민의 

범주에서 자연스럽게 배제된다. 

  특히 여성 청소년이 경험하는 차별과 배제는 ‘여성’ 또는 ‘청소년’의 차원

과 동일하지 않으며, 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다. 청년세대 담론에서 ‘청년’이 남

성으로 상정되어 “여성들의 일상적인 경험이 청년의 경험으로 통합되지 못한 

채 비가시화”(배은경, 2015)되듯이, 여성 청소년의 경험도 남성 청소년의 경

험 중심 담론 속에서 비가시화된다. 청소년 담론에서 ‘청소년’은 남성, 페미

니즘 의제에서 ‘여성’은 비청소년으로 상정되며 여성 청소년은 ‘모범생’, ‘소

녀’, ‘수동적인 피해자’로 재현된다. 이처럼 보호주의, 나이주의, 성차별주의, 

가부장주의 등 여성 청소년을 둘러싼 담론과 구조는 젠더, 나이, 학력 등 다

양한 차이가 상호작용하고 간섭하며 구성-해체-재구성된다. 

  정치의 자격을 갖지 못한 자들이 정치의 영역에 밀고 들어갔을 때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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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시작된다(이진경, 2011). 2019년 8월, 연구자는 스쿨미투 운동에 관

한 관심으로 정치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를 만났다. ‘위티’의 여성 청소년들은 만 18세 선거권 하향을 주장하고, 청

소년의 성적 권리를 주장하며 정치적으로 참여하고 행위하고 있었다. 청소년

이 주도적으로 창립하고 구성한 ‘위티’는 ‘청소년 페미니즘 모임’에서 시작하

여 <스쿨미투, UN에 가다>, <콘돔전시회>, <안녕, 국회>, 청소년 페미니스트 

교육활동가 양성 프로젝트 <경계넘기> 등 다양한 시도를 통해 지속해서 목소

리를 냈다. 또한, 위계적이고 수직적인 학교 문화, 성차별과 성폭력, 혐오와 

차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변화를 이끌어나가고자 했다. 사회적 지위, 젠

더, 섹슈얼리티, 나이 등 다양한 차이가 맞물리고 간섭하는 맥락 속에서 중

층적인 차별을 해체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또한, 2019년 12월 27일,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이전에 

비교해 여성 청소년의 경험을 설명하고 해석할 담론과 정치화할 수 있는 공

간을 확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여성 청소년의 정치 참여에 관한 기존의 논의는 ‘위티’의 정치적 

행위를 이해하기에 제한적이다. 첫째, 여성 청소년의 정치 참여는 이전의 시

민교육이 견지했던 도구적인 관점으로는 논의될 수 없다. 왜냐하면, 도구적

인 관점은 민주적 참여와 시민 공간의 모습을 선험적으로 전제하기에 일상의 

정치적인 존재로서의 청소년과 이들이 살아가는 실제 시민 공간을 간과하기 

때문이다(Castro & Knowles, 2017). 둘째, 기존 연구는 제도권에서의 참여

를 중심으로 한다. 기존 사회과교육 내 청소년 정치 참여에 관한 연구는 대

체로 학교나 정부 기관에 속해있는 ‘어린이·청소년 의회’와 같은 제도권 내 

참여를 중심으로 수행되어왔다(예를 들면, 김명정, 2009; 김영인, 2007; 이

윤주, 2015; 이윤주‧정상우, 2018). 이들은 청소년 참여의 교육적 의의와 

한계를 밝히는 데 기여한 반면 여성 청소년과 같이 하나의 정체성만으로 포

섭되기 어려운 존재들의 경험을 다루지 못했다. 또한, 제도 바깥에서 이루어

지는 자발적인 운동으로서의 정치 참여를 간과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진단을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 페미니즘 운동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여성 청소년들의 경험을 통해 어떻게 이들의 정치 참여경험이 형성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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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의미화되는지, 정치적으로 행위하며 변화를 어떻게 

만들어가는지에 주목하고자 한다.

  다만 청소년 페미니즘 운동에서 여성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정태적이고 

고정적인 정체성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은 결정론적이고 재현론적이라는 비

판을 피할 수 없다. 왜냐하면, 행위성은 담론, 구조, 정치와의 내부작용

(intra-action)을 통해 겹치고, 대립하고, 간섭하며 차이를 실행하기 때문이

다(Barad, 2007). 신유물론 페미니스트 Barad(2003)는 행위주체보다는 행

위성(agency)에 근거해 내부작용 속에서 경계가 설정되고 배제되는 실행에 

주목한다. 이때 행위성은 고정된 주체나 대상의 속성이 아니라 실행 그 자체

로, 뒤얽힘 속에서 변화하는 것이다. 또한, 물질은 역동적인 내부작용의 반복

적 ‘되기’이자 지속적인 경계-재구축을 통해 출현한다. 

  이 연구는 바로 이 이론적 틀에 초점을 둔다. 앞선 Barad의 행위적 실재

론(agential realism)을 바탕으로 여성 청소년의 정치 참여라는 ‘행위성’, 그

리고 연구자, 참여자, 담론, 젠더, 섹슈얼리티, 나이 등이 내부작용하는 것 

자체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즉 청소년 페미니즘 운동에서의 ‘정치 참여’의 

행위성을 고정적인 것이 아닌 얽힘을 통해 구성-해체-재구성되는 유동적인 

과정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이는 청소년 페미니즘 운동에서의 ‘정치 참여’를 

단순히 여성 청소년 ‘주체’의 참여로 해석하거나 ‘청소년 페미니스트’라는 정

체성을 정태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관계적으로 얽힌 정치 참

여 행위성을 맥락적이고, 복합적으로 이해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행위적 실재론을 바탕으로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라는 청소년 페미니즘 운동 단체에서 여성 청소년의 정치 참여라는 ‘행

위성’(agency)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신유물

론 페미니즘을 기반으로 한 존재-인식론적 접근(onto-epistemology)으로 

문화 기술지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참여자의 억압이나 차별을 대상화하거나 타자화하지 않는 페미니스트 

관점을 견지한다. 이에 연구자는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질적 연구를 수행하며 

‘사회 정의’의 관점에서 참여적으로 연구를 수행한다. 둘째, 연구자, 연구 참

여자, 자료를 고정된 것으로 보는 기존 연구의 경계를 해체하는 존재-인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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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접근을 기반으로 한다. 존재-인식론적 접근은 행위성이 권력과 구조의 역

동 속에서 수행되며 물질적-담론적으로 내부작용하는 실천을 이해하게 한다. 

이때 질적 연구에서의 존재-인식론의 적용은 연구자, 연구 참여자, 연구 현

장이 물질적으로 내부작용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셋째, 문화기술

지적 연구는 문화적 삶을 해석하는 데 활용되는 연구 방법이며, 연구 참여자

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현장의 문화와 실제를 포착하는 작업이다. 이 연

구는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라는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자가 비

청소년 활동가로 내부자에 가깝게 활동하며 연구한 문화기술지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첫째, 

청소년 페미니스트들을 둘러싼 물질, 시공간, 담론이 어떻게 정치 참여 경험

에 있어 내부작용(intra-act)하는지를 이해하고자 한다. 둘째, 정치 참여 경

험 속에서 여성 청소년이 어떻게 ‘청소년 페미니스트’가 되는지(becoming)

를 살펴볼 것이다. ‘청소년 페미니스트’라는 정체성은 고정되지 않고 ‘되어가

는’ 실행 그 자체이기에 ‘되기’를 유동적이고 맥락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셋째, 청소년 페미니스트들이 구획된 경계를 유지하거나 이에 저항하며 정치

를 어떻게 새롭게 구축하는지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이 연구는 청소년 페미니즘 운동에서의 여성 청소년의 정

치 참여를 중심으로 여성 청소년의 다면적이고 복합적인 행위를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둔다. 여성 청소년들이 어떤 맥락과 공간에 위치하며 어

떻게 행위하는지에 대한 이해는 여성 청소년의 시민성을 행위성과 구체적인 

맥락을 바탕으로 파악하게 한다(Castro & Knowles, 2017). 이 연구가 여

성 청소년들이 자신과 주변을 인식하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여성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 행위를 통해 궁극적으로 시민성을 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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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문제 

  이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에서 정치 참여 경험

을 이해하고, 이들의 경험을 통해 여성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적 구조, 담론, 

행위 사이의 내부작용을 밝히고자 하는 데 있다. 또한, 청소년 페미니스트의 

정치 행위성과 이들이 재구성하는 ‘정치’에 관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시민

교육의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페미니스트를 둘러싼 물질, 시공간, 담론은 청소년 페미니스

트의 정치 참여 경험에 있어 어떻게 내부작용(intra-act)하는가? 

  둘째, 정치 참여 경험 속에서 여성 청소년은 어떻게 ‘청소년 페미니스트’

가 되는가(becoming)? 

  

  셋째, 청소년 페미니스트들은 어떻게 구획된 경계를 유지 혹은 저항하며, 

정치를 구축하는가? 

3. 연구의 의의

  이 연구는 현재를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위티’ 내 여성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를 행위적 실재론을 통해 다룸으로써 그동안 비가시화되어 있었던 여성 

청소년들의 경험을 가시화하고, 이해 가능성을 넓힌다는 의의가 있다. 구체

적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비가시화되었던 청소년 페미니스트들의 존재와 정치 참여

를 드러낸다. 착한 딸, 순결하지만 섹시한 소녀, 피해자 등의 고정된 모습으

로 재현되었던 여성 청소년이 어떻게 기존의 이미지에 균열을 내는지 가시화

한다. 또한, ‘여성’으로, ‘청소년’으로 단일하게 나뉠 수 없는 ‘여성 청소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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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의 경험을 공간-시간-물질화의 내부작용을 통해 중층적, 역동적인 과정

으로 분석한다는 점에서 여성 청소년과 청소년 정치 참여에 관한 기존 연구

들의 흐름을 전환한다. 

  둘째, 여성 청소년들을 억압하는 사회, 학교, 가정의 구조를 페미니즘 관

점에서 고찰하게 한다. 특히 법적‧제도적‧사회문화적 제약들이 청소년의 

참여 동등을 제한하는 만큼, 청소년들의 참여를 제약하는 제도와 규범에 관

심을 가지고 실천적인 변화의 방향을 모색하게 한다. 또한, 청소년 페미니스

트들이 재구성하는 ‘정치’는 공사 구분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정치적 의사결

정 구조에 도전하며 정치의 영역을 확장한다. 

  셋째, 신유물론 페미니즘 관점, 즉 행위적 실재론을 바탕으로 한 연구는 

‘능동적인 시민 주체’라는 말로는 환원되지 않는 행위성을 복합적으로 이해

하게 한다. 존재-인식론적 관점을 바탕으로 청소년 페미니스트들의 정치를 

분석하는 것은 기존 연구가 포착하지 못했던 현상과 그 이면의 작용을 발견

하게 한다는 이론적‧실천적 의미를 지닌다. 또한, 방법론적 측면에서도 연

구자, 연구 참여자, 자료의 경계에 질문함으로써, 연구 참여자, 자료, 연구자

라는 물질성의 내부작용에 주목하게 한다. 이는 연구자 또한 연구 참여자들

과 마찬가지로 공간-시간-물질이 내부작용하며 형성하는 세계의 일부에 있으

며, 연구자가 이에 윤리적인 응답 혹은 책임(response-ability)을 질 것을 

시사한다. 

  넷째, 청소년 페미니스트들의 존재와 행위를 이해하는 것은 이들이 위치한 

환경과 맥락 속에서 자신을 연결하며 배우고 참여하는 시민성을 이해하게 한

다. 청소년 페미니스트들의 정치 참여하는 실제적인 공간과 맥락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민교육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다차원적이고 맥락적인 

차원에서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인식하는 것은 청소년을 정치적인 존재로서 

이해하는 계기가 된다. 



- 7 -

II. 이론적 논의 

1. 행위적 실재론에서의 행위성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의 정치 참여 행위를 논의하는 데 있어 

이 연구는 어떻게 여성 청소년의 현실과 사회적 질서가 만들어지는지, 어떻

게 차이가 생산되고 실행되는지에 주목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운동

의 주체라고 상정되는 여성 청소년이 동일한 정체성을 바탕으로 하여야만 정

치 참여가 가능하다는 본질주의적인 관점을 거부한다. 이에 따라 연구자는 

신유물론 페미니즘을 통해 여성 청소년들의 행위의 차이를 형성하는 복잡한 

가능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그중, 이 연구는 Barad(2003; 2007; 2012)의 행위적 실재론(agential 

realism)에 기반해 여성 청소년들의 행위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행위적 실재

론이란, 선험적인 분석범주(젠더, 계급 등)를 전제한 후 이에 기초하여 인과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실천이 어떻게 언어, 담론, 사회조직 

등에 영향을 미치고, 언어, 담론, 사회 조직 등이 다시 어떻게 행위성을 제

약하고 조정하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이 절에서는 정체성과 교차성 개념의 

한계와 Butler(1990; 1993; 1995)의 수행성 개념을 발전‧확장한 Barad의 

행위적 실재론을 통해 ‘행위성’ 개념을 검토하고자 한다. 

1) 정체성과 교차성

  정체성(identity)은 Erikson(1950)이 제시한 개념으로, 자신 내부에서 일

관된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 다른 사람과 어떤 본질적인 특성을 공유하는 것

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체성은 한 개인을 타인과 구분하도록 하는 고유성, 

공시적으로 일관된 모습을 띠는 동일성, 통시적으로 일관된 모습을 띠는 지

속성을 가진다(서근원‧이미종, 2017). 이때 정체성은 집단의 구성원들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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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작용하는 가운데 형성되기에 개인적이면서 동시에 사회적이다.

  마찬가지로 정희진(2018)은 정체성을 개인이 특정 집단과 동일시함으로써 

자신을 구성하는 요소로 이해한다. 모든 인간은 한 명도 동일하지 않으므로 

동일성의 공유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인간은 자신이 누구인가

를 알기 위해서는 타인과의 관계가 필요하며, 이때 개인은 특정 집단과 ‘동

일시’하게 된다. ‘동일성’이 아닌 ‘동일시’하는 정치, 정치화된 정체성

(politicalized identity)은 민족주의나 페미니즘 등에서 활용되기도 한다. 

이때 정체성 정치는 정체성이라는 자각이 머무를 때, 현실을 고정함으로써 

정체성을 피해자로 본질화하기에 문제가 된다(Brown, 1993; Yuval-Davis, 

1997/2012).

  정체성 정치(identity politics)는 열등하다고 여겨지거나 낙인이 찍힌 집

단을 향한 주류의 관점을 새롭게 바꾸는 것으로, 정체성을 구성하는 자아와 

공동체에 대한 인식을 재평가하며 재구성하려는 시도다(정연보, 2015). 정체

성 정치는 1960~70년대 서구의 제 2물결 페미니즘이 “개인적인 것이 정치

적이다.”라는 구호를 내세우며 남성을 전제한 보편적 인간의 개념을 비판하

고 여성의 경험, 언어 등을 조명한 데에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노력은 공유

된 경험과 ‘여성’이라는 공통적인 정체성에 기반하여 여성의 억압된 정체성

을 복원하고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었다(Echols, 

1989/2017). 

  그러나 이렇게 ‘일반화된 타자’를 구축하는 방식의 정체성 정치는 ‘다른’ 

사람을 배제하고 소외하는 권력적 틀이기에 내집단의 다양성과 다름을 간과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사회 범주와 집단 규정이 동질화된 ‘여성’을 공통

적인 정체성으로 가정할 때, 가부장제 아래에서 피지배를 경험한다는 여성의 

공통성 혹은 동일성이 형성되더라도, 사실상 젠더는 다양한 정치적·문화적 

접점이 있기에 계급, 인종, 민족 등과 완전히 분리될 수 없다(Butler, 

1990/2008). 또한, 정체성 정치 모델은 개별 구성원이 주어진 집단 문화에 

순응해야 한다는 도덕적인 압력을 행사하며 극적으로 단순화된 집단 정체성

을 전제한다. 즉 인간 삶의 복합성, 정체성의 다층성, 횡단적 끌림 등을 부

정하게 된다(Fraser, 2000). 이처럼 정체성 정치는 어느 한 집단을 규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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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규범을 강화하여 집단의 경계를 강화하고, 본질주의에 빠질 위험이 있다

(Young, 1994). 즉 정체성 정치는 정체성의 내용과 이를 구성하는 사회적 

권력의 복합적인 작용을 간과해 정체성을 이미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한

계가 있다는 것이다. 

  Crenshaw(1991)는 여성 억압의 중층적인 구조이자 이에 기저한 권력 기

제의 다층성을 설명하기 위해 ‘교차성’(intersectionality) 개념을 제시하였

다. 교차성 이론은 젠더, 인종, 민족과 같이 사회적으로 구성된 범주가 다양

하게 작용하며 형성하는 억압이나 특권의 프레임에 주체가 위치함을 설명한

다. 인종차별주의와 가부장주의가 상호작용할 때 중첩되는 종속의 체계에서 

유색인종 여성의 위치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페미니스트 교차성 이론은 젠

더, 인종, 계급, 섹슈얼리티 등이 교차하면서 차별이 (재)구성되거나 새로운 

위험이 만들어지는 방식에 주목한다(이나영, 2014). 즉 교차성 이론은 사회

적 약자의 관점에서 사회, 정치적 체계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도구로 기능

한다. 

  한편 이러한 교차성 이론은 정체성 정치의 핵심인 재현(representation)

의 논리에 의지한다는 비판을 받는다(Geerts & Van der Tuin, 2013). 교

차성 이론 자체가 ‘정체성의 다양한 차원’에 대한 아이디어에서 출발하여 정

체성을 형성하는 권력의 다양한 측면이 간과되기 때문이다. 교차하는 축은 

서로 다르고, 각각의 축은 어떠한 힘의 영역에서 생산된 사회적 범주들이 얽

히고설킨 독립체다. 이에 West & Fenstermaker(1995)는 축이 교차한다는 

개념이 빼기, 곱하기, 교점 등 수학적 은유에 의존한다는 한계를 밝힌 바 있

다. 수학적인 접근이 차이를 억압의 축이 같이 작동하는 것으로 이해하기보

다는 억압의 축을 서열화하고 계산하려는 시도에 가깝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교차성 개념으로의 변화는 정체성 정치 접근을 

넘어 주체가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다양한 맥락에서 유동적이고 반복적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정연보, 2015). Butler(1990/ 

2008) 또한, 정체성 정치에서 ‘여성성’의 구성이 오히려 억압을 강화한다고 

지적하며, 반복된 수행성을 통해 주체가 구성됨을 설명한 바 있다. 따라서 

‘정체성’ 개념이 역사적으로 주변화된 집단의 인정을 요구하는 데 불가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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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활용되더라도, 발생하는 배제와 포섭의 문제를 다룰 필요성이 제시된다

(정연보, 2015).

  이처럼 젠더를 비롯한 다른 차이들이 일상생활에서 계속 변화하고 재개념

화되는 과정에서 불평등의 원리가 작동하는 원리에 관한 관심이 증가했다. 

그러나 앞서 교차성 논의는 기존의 유클리드 기하학에서의 위치성 혹은 위치

에 머물러 공간, 시간, 물질의 변화하는 역동으로서의 이해를 불가능하게 한

다.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물리학을 통해 Haraway(1997)는 파동 운동의 

특징인 ‘회절(diffraction)’ 개념을 도입한다. 회절은 물리학적으로 좁은 틈을 

통과한 빛이 분산되는 현상으로, 파동이라는 간섭무늬가 차이를 만들어가는 

방식을 통해 상호작용, 간섭, 강화와 차이의 역사를 해석하는 방법이다. 기존 

논의를 반복하고 복제하는 반영(reflection)과 달리 회절은 동일성이 아닌 차

이, 즉 “이질적 역사”를 형성한다. 이러한 Haraway의 회절 방법론은 두 개

의 상반되는 개념, 즉 이분법에서 탈피하게 하는(이지언, 2012) 동시에 인식

론 차원을 넘어 존재론, 물질적 차원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어서 Barad(2007)는 Haraway(1997)의 ‘간섭무늬’와 ‘회절’을 양자역학

적으로 증명하며, 지식을 만들어내고, 인식하는 방법으로서의 ‘회절’을 설명

한다. ‘회절’은 어떤 사건이나 의미를 단일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여러 요소가 겹치면서 다양하게 해석될 역사적 사건으로 이해하는 방식이다

(홍찬숙, 2019). 이를 바탕으로 Barad(2007)는 공간-시간-물질의 다층성 속

에서 교차-행위의 역동을 이해하는 방법으로서의 행위적 실재론을 설명한다. 

<표 II-1>은 Barad(2007)가 Haraway(1997)의 회절 개념을 존재-인식론적 

맥락의 반영 혹은 반사(reflection)와 비교대조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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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1> ‘회절’(Diffraction)과 반영 혹은 반사(Reflection) 

회절(Diffraction) 반영 혹은 반사(Reflection)

형태

회절 무늬

: 얽혀 있는 상태 내부에서 혹은 그 

일부의 차이 생성

거울 형상

: 거리를 둔 객체의 반영(반사)

객관성 차이, 관계성 동일성, 모방

방법론 회절 방법론 성찰성

주체와 

객체

수행성

: 주체와 객체는 선험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내부작용을 통해 출현함. 

재현주의(론)

: 주체와 객체의 경계가 결정되어 

있으며 선재함. 

관점 존재-인식론 존재론/인식론 이분법

작용 내부에서 혹은 그 일부로서 내부작용 각각의 독립체와 상호작용

차이
차이는 현상과 함께 출현하는 것

자연-문화 내부작용의 얽힘

사회/자연 이분법, 자연/문화 이분

법

출처: Barad(2007:89~90) 재구성

  <표 II-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회절적인 방법은 Haraway(1997)의 설명

처럼, 세계의 차이를 만드는 중요한 실천이자 수행적인 방식의 이해다. 인식

하고, 생각하고, 측정하고, 이론화하는 것은 세계의 일부이자 세계와 함께 내

부작용하는 물질적인 실천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물질적인 관점을 

바탕으로 행위적 실재론(agential realism)은 자연/문화, 인간/비인간, 물질/

담론의 이분법에 도전한다(Barad, 2003). 

  이를 위해 Barad(2007)는 Bohr의 인식론적 통찰, Butler의 ‘수행성’, 

Foucault의 권력 분석을 회절적으로 읽으며 담론적 실천과 물질적 현상의 

관계를 물질적-담론적 실천을 통해 이해하고자 한다. 즉 비인간을 포함하여 

어떻게 몸의 물질성과 다른 물질적 힘들이 물화의 과정에 작용하며, 그 내부

작용이 어떻게 객관성, 행위성, 책임에 대한 논의로 확장될 수 있는지에 주

목한다. 

  또한, 행위적 실재론에서 근원적인 분석 단위이자 존재론적 단위는 ‘독립

적 존재들(entities)’이 아니라 ‘현상’이다. 현상은 알기(knowing)와 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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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oming)가 깊이 연루된 물적 실천이다(조주현, 2017). 현존하는 것들은 

시간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실재하지 않으며, 연구자, 연구 참여자, 장비 등

의 의미는 현상 안에서 절단(cut)을 통해 그 의미와 역할이 규정된다. 즉 이

들은 세계의 일부로서 실천하는 과정에서 국지적 인과관계 속 물질적 결과일 

뿐만 아니라 물질적 참여(engagement), 다시 말해 스스로 특정한 물질적 

형태를 부여하는 세계의 일부로 관여한다.

  이처럼 전통적인 정체성 개념에서 Barad의 행위적 실재론으로의 흐름은 

정체성 범주가 고정적이지 않고 유동적임을 드러내며 다양한 요소들의 움직

임이 겹치는 과정으로서 사건이나 의미를 이해하게 한다. 존재-인식론적 관

점에서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는 끊임없이 유동하고 반복하는 불평등 구조를 

파악함으로써 결정론, 재현론적인 접근에서 벗어나게 한다. 따라서 이 연구

에서는 여성 청소년 혹은 청소년 페미니스트의 정체성을 정태적으로 파악하

는 대신 내부에서 차이가 실행되는 다양한 양상을 복합적으로 다루고자 한

다. 특히 차이들이 상호작용하고 간섭하는 형태는 복잡하므로, 차이들이 서

로를 지지, 생산, 도전하며 대립하는 양상에 주목하고자 한다(Moser, 2006). 

2) 수행성과 행위적 실재론 

  포함과 배제의 논리, 동일성을 기반으로 한 정체성에 대한 논의는 타자를 

배제함으로써 자신의 본질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이런 논의 

하에 ‘주체’의 개념은 ‘행위성’의 토대로서 자율성, 합리성과 내적 통일성을 

지닌 존재로 설정됐다(조주영, 2014). 그러나 최근에는 자율적인 주체에 대

한 강조로부터 주체 형성 과정에서의 속박 문제로 초점이 이동했다(전혜은, 

2011). 자율적이고 의지적인 주체와 단절하고, 주체를 상징질서, 권력의 효

과로 보며 주체와 구조의 관계를 역전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여전히 ‘주체’에서 ‘주체 형성 과정에서의 속박’으로의 이동은 인간

이 권력에 대해 자율적이지 않음을 전제할 때 억압적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

날 수 있을지 설명할 수 없다. 즉 자율적인 주체와 행위성의 결합은 다양한 

위치와 다양한 권력 관계 속 행위성의 복잡함을 설명하지 못한다(전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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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오히려 자율적인 주체 개념은 특정한 사람에게서 행위성을 박탈하고, 

그럼으로써 ‘주체’로서의 자격을 박탈한다. Butler(1990/2008)의 지적처럼 

“문화적 환경과는 무관하게 고유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상정되는 행위

성에서 주체는 안정된 존재로 이해된다.

  Butler의 주체와 행위성에 대한 작업은 근대적 주체 개념을 해체하고, 정

치적 행위성을 도입함으로써 이루어진다. Butler는 행위 뒤에 행위자를 가정

할 필요가 없으며, 행위자는 행위 속에서 행위를 통해 구성된다고 설명하며 

‘수행성’ 개념을 도입한다. 정체성은 수행적으로 구성되며, ‘하기’와 실행에서 

관계적이고 우연적이다(Butler, 1990/2008). 행위자는 언어적 형식에 참여

해야만 자신의 정체성을 의미화할 수 있기 때문에 행위자가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는 의미화-재의미화 과정에 반복적으로 참여해야 한다(서유경, 2011). 

이처럼 행위성의 문제는 의미화와 재의미화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의 문제로 

재공식화된다(전혜은, 2011).

  수행성(performativity) 이론에서 중요한 것은 행위가 수행되는 것보다 먼

저 행위가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것에 있다. Butler는 의지주의적인 주체에 

기반한 자율적인 행위성 개념을 지양하고 권력의 억압적 측면과 생산적 측

면, 즉 권력의 작동과 주체의 작동을 함께 설명하기 위해서 행위성을 수행성 

안에 배치한다(전혜은, 2011). 수행성 개념은 젠더, 인종, 주체, 몸 등의 토

대가 결국 행위에서 구성되는 담론적 산물이며, 구성과 구성의 은폐라는 이

중적 메커니즘을 드러낸다. 또한, 행위 이면에 수행하는 행위자는 없고 오직 

행위대리자(agent)에 의한 행위성(agency)만이 존재한다는 것으로 설명된다. 

즉 이는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주체와 단절하고 반복되는 행위성의 복잡함을 

해석하기 위한 시도다.

  이렇듯 Butler(1993)의 수행성 이론은 행위에 있어 ‘행위자’가 필요하다고 

가정해왔던 기존의 이론에 도전한다는 의의가 있다. 예컨대 Butler(1990/ 

2008)의 젠더 비판은 젠더의 실체가 일관성을 규제하는 실천 때문에 생산되

고 강제되었음에 주목하며, 젠더 그 자체를 수행문이자 행위로 인식한다. 또

한, 재현주의와 달리 차이가 물질화되는 ‘수행성’ 그 자체에 초점을 두기에 

몸을 이미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이라고 보는 관점 대신 몸이 젠더로 물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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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도록 강제하는 것이 무엇인지, 즉 몸의 물질성 생산을 질문하게 한다. 

  그런데도 물질을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거나 내재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

는 것이라고 보고 담론과 물질의 경계를 상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에 

Barad(2007)는 Butler의 이론을 회절적으로 독해하며 ‘물질’을 사물이 아

닌, 내부작용을 통해 의미를 갖게 되는 것으로 이해한다. Barad(2007)는 이

를 ‘포스트휴먼 수행성’으로 명명하며, 자율적 주체와 결합한 행위성 개념에

서 벗어난 ‘행위성(agency)’ 개념을 재해석한다. 포스트휴먼 수행적 접근은 

재현론적 질문에서 벗어나 실천과 행동, 즉 물질의 행위성에 질문을 옮긴다. 

이때 포스트휴먼 수행성, 즉 행위성은 존재론적 불가분성(ontological 

inseparability)을 바탕으로 자연과 문화의 구분을 반대하고, 인간을 만물의 

척도로 보는 것을 거부한다. 즉 포스트휴먼 수행적 접근은 자연과 문화가 어

떻게 물질적, 담론적으로 구분되는지에 집중하며 행위성 개념을 물질까지 확

대한다. 

  Barad(2007)의 논의에서 대상과 주체는 이미 존재하는 무엇인가가 아니

라 내부작용(intra-action)을 통해 나타나며, 물질-담론적 현상 속에 얽혀 

있다. 물질은 내부작용(intra-action)1)을 통해 구체적으로 되는(becoming) 

것이다(Barad, 2007). 이때 물질은 독립적이고 내재적인 속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구체화되며, 역동성 속에서 담론적 실천과 연결된다. 즉 물

질적인 것과 담론적인 것은 내부작용의 역동 안에서 관계를 맺기에 인간과 

사회적인 것의 영역을 넘어선다. 담론적인 실천과 물질적인 효과 사이 내부

작용의 인과적 연결이 있어 담론적 실천도 자연히 물질적인 효과를 갖게 되

는 것이다. 이는 행위적 실재론(agential realism)으로 정의되는데, 이에 따

르면 아는 것, 사고하는 것, 측정하는 것, 이론화하는 것, 관찰하는 것 모두

가 세계의 일부분으로 내부작용하는 물질적인 실천이다. 우리는 차이를 만드

1) 내부작용(intra-action)은 상호작용(interaction)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어떤 것의 경

계와 특성이 결정되고, 의미를 갖는 것은 행위자들의 얽힘(entanglement) 혹은 분리 

불가능성 속에서 내부작용을 의미한다. 선행하여 존재하는 독립적인 개체가 있는 것

이 아니라 내부작용을 통한 절단(cut)은 “주체”와 “객체”의 경계를 설정하며 현상 안

에서의 외부성(exteriority-within-phenomena)를 위한 조건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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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과정의 일부분이므로,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은 세계를 (재)구성하는 과정

에 참여하는 특정한 물질적 개입이다. 따라서 행위의 되기에 있어 물질적 얽

힘의 구체성에 응답하는(responsive)/책임을 지는(responsible to) 방법론이 

필요하다. 

  행위적 실재론은 주체와 객체(대상)의 경계를 당연하다고 여기는 대신, “주

체”와 “대상”, 그 밖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물질적-담론적 경계 형성 실천을 

변화하는 관계 속에서 바라본다. 여기에서 우리 또한 세계의 일부로 존재하

는 (재)구성에 대한 의무와 책임에 질문을 던지고 역동적인 관계성을 갖게 

된다. 이 과정에서 Barad는 인과성에 대한 고전적인 이상을 폐기하고, 관계

성이라는 용어를 재작업할 필요성을 설명한다. 즉 자유의지와 결정론으로 양

극을 이루는 이원론적인 인과관계에 대한 사유방식을 거부하는 대신 제3의 

대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처럼 행위적 실재론은 행위자 혹은 행위주체보다는 행위성(agency)에 

근거해 현상을 관계적 존재론으로 이해할 것을 제안한다. 행위성은 고정된 

주체나 대상의 속성이 아닌 실행(enactment)이며, 내부작용 내에서 실천이 

반복적으로 변화하고 경계 설정과 배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조주현, 

2017). 이때 행위자(agent)는 어떤 사람이나 사물의 고유성이 아니라 실행

(enactment)과 뒤얽힘(entanglement)을 형상화하기 위한 가능성이다

(Barad, 2012). 즉 행위자들(agent)의 배치가 존재하기보다는 행위자들이 

얽힌 상태가 존재한다는 의미다(Barad, 2007). 

  이러한 행위적 실재론을 바탕으로 이 연구는 정치 참여라는 ‘행위성’에 중

점을 두고자 한다. 앞선 정체성 논의에서 확인했듯이 여성 청소년, 청소년 

페미니스트라는 행위자를 고정된 주체로 볼 때 정체성이 본질주의적으로 환

원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연구자, 참여자의 언행, 담론, 젠더, 섹슈얼

리티, 이론 등을 세계를 구성하는 데 참여하는 물질적 개입으로 보고 내부작

용 그 자체에 주목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행위적 실

재론에서의 행위성과 정체성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청소년에 적용될 수 있는

지 그 가능성을 확장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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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위적 실재론의 관점에서 본 청소년의 행위성

  청소년의 행위에 대한 근대적인 가정은 청소년의 정체성 자체를 행위성의 

원인으로 인식하는 인과론적인 해석에서 비롯된다. 이는 청소년의 행위성을 

개인에게 내재하는 것 혹은 사회적 맥락에 대한 반응으로 생성된다는 것으로 

이분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Spencer & Doull, 2015). 이처럼 청소년의 행

위성을 규범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Coffey와 Farrugia(2014)는 

비판점을 두 가지로 설명한다. 첫째, 존재론적으로 무엇이 행위성인지에 대

한 문제이다. 청소년은 행위성을 소유하는 것인지, 혹은 습득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과 행위성 자체가 모두가 가지고 있는 질(quality)적인 것인지, 상

황에 따라 다른 양(quantities)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따라온

다. 둘째, 인식론적으로 행위성이 청소년 삶의 다른 측면들을 설명하는 데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한계는 ‘행위성’이라는 개

념이 많은 청소년 연구에서 쓰이지만, 그 이론적인 개념이 확실하지 않음을 

드러낸다. 이러한 관점은 정체성 자체를 자발적이고, 통일된 ‘전체’로서 행위

성과 윤리성의 명백한 근원으로 인식하게 하는 한계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Coffey와 Farrugia(2014)는 ‘행위성’과 ‘구조’의 근대

적인 구분에서 벗어날 것을 주장한다. Butler(1995)의 정의에 따라, 행위성

은 계속되는 구성과정 속 개방성과 우연성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또한, 

Barad(2007)는 Butler의 논의를 회절적으로 독해하며 체화된 주체성이 ‘내

부작용(intra-activity)’의 과정에서 물질화(materialize)된다는 것을 통해 물

질과 담론의 관계를 재개념화한다. 이는 행위성의 개념을 유동적이고 비결정

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행위성을 담론 이전에 신체에 내재해 

있는 것으로서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한다. 즉 행위성은 사전에 가정된 것이 

아니라 권력의 관계 내에서 일어나는 내부작용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행위성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것은 구조 내에서 정체성과 실천들이 과정에

서 어떻게 협상되는지 주목하게 하여 물질적 구조, 담론과 상호주관적인 환

경 사이의 내부작용 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을 확장한다. 

  청소년의 행위성은 청소년의 사회적 환경,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형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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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성, 자기표현의 형태와 결정의 방식과 함께 구조적이고 담론적인 맥락의 

(재)구성 과정에서 인식되어야 한다(Coffey & Farrugia, 2014; Woodman, 

2009). 청소년의 행위성이 ‘경계’ 지어지는 관습적인 구조에서 정체성과 실

천이 어떻게 협상되는지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청소년의 행위와 

정체성을 행위적이라고 호명하기 전에, 이전의 정치적인 담론에서 무엇이 

‘행위성’이라고 여겨지는지, 그 담론에서 어떤 주체가 소외되는지에 초점을 

둠으로써 다양한 억압과 불평등이 내부작용 속에서 분석되어야 한다. 

  이처럼 본질적인 관점에서 청소년 행위성을 보는 관점을 거부하는 것은 

청소년을 단순히 행위적이고 사회적인 참여자라는 단편적으로 해석하는 대신 

관계적이고 입체적으로 이해하게 한다. 마찬가지로 Raby, Caron, 

Théwissen-LeBlanc, Prioletta와 Mitchell(2018)도 사회적 행위자로 청소

년을 상정하는 대부분 연구가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개인을 독립적이고, 스스

로 지식을 습득하고, 이성적이며 일관적인 존재로 가정함을 비판한다. 이때 

청소년은 비청소년 등 다른 사람이 행위성을 가지고 있듯이 행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만으로 환원된다. 이에 후기구조주의와 신유물론은 인본주의에 의

존한 행위성에 대한 분석이 주체가 관계적이고, 담론으로 형성되고, 변화하

는 사회적인 맥락에 있으며, 모순에 직면하는 것을 담아내지 못함을 비판한 

바 있다(St. Pierre, 2000). 

  따라서 청소년의 행위성을 분석할 때 청소년을 일관적이고 정태적인 존재

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복잡하게 얽혀 있고, 유동하는 존재로 인식함으로

써 물질, 담론, 권력 등과의 내부작용과 상호작용에 유의해야 한다. 이러한 

행위성은 결국 유동성, 관계적 연결, 돌봄, 상호주관성과 권력 관계를 향한

다. 즉 청소년의 참여와 참여자를 인식할 때에 복잡하고, 관계적이며, 권력 

관계에 의해 구분되는 맥락을 살펴야 한다(Raby et al, 2018). 

  이 연구는 신유물론 페미니즘, 그중에서도 Barad의 행위적 실재론에 기반

해 청소년의 행위성을 인식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청소년 페미니즘 운동에

서 ‘정치 참여’ 행위성을 주변의 맥락, 권력 관계, 담론, 물질 등의 내부작용

을 통해 형성되고, 해체되고, 재구성되는 유동적인 것으로 이해한다. 이러한 

방식은 청소년 페미니스트의 행위성을 비청소년 남성의 행위성과 같은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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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섣불리 정의하지 않는 대신, 오히려 복잡하고 관계적으로 얽힌 청소년 페

미니스트의 행위성을 인식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 또한, 원인이 되는 어떤 

한 사건의 결과로서 다른 사건이 촉발되는 식의 직선적 관점의 시간에 도전

하며 행위성의 과거, 현재, 미래를 연결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청소년 페미니스트의 정치 참여가 어떤 담론 속에서 다루어지고 있는지는 다

음 절에서 다룬다. 

2. 청소년 페미니스트의 정치 참여

  페미니스트 정의론의 관점에서 사회 정의는 ‘참여 동등(participatory 

parity)’에 기반한다(Fraser, 2000). 참여 동등은 활동이나 상호작용이 일어

나는 상황에서 동료로 존재하는 조건이자, 다른 사람과 동등해지는, 평등한 

기반에 선 조건이다. 참여 동등을 가로막는 것은 두 가지 장벽인데, 첫째는 

잘못된 분배에 의한 ‘객관적 조건’의 침해이며, 둘째는 사회의 지위 구조에서 

발생하는 ‘상호주관적 조건’의 침해이다. 첫째, 객관적 조건으로서 물질적 자

원의 분배는 참여자들의 독립성과 ‘목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경제적 조건이

다. 둘째, 상호주관적 조건은 사회적 가치의 제도화된 패턴이 모든 참여자에

게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조건이다. 이처럼 참여 동등의 의미는 부정

의의 두 가지 형식에 내재한 경제적, 문화적 규범에 근거한다.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할 때, ‘참여’는 그 자체로 정치적이다.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참여 동등은 결국 의사결정, 협력, 상호작용으로 직결되기 때

문이다. Olson(2008)은 Fraser의 민주적 정의론을 검토하며, 참여 동등에 

관한 사회적 차원을 보다 상호주관적인 의미에서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참여는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일종의 협력 활동이기도 하며, 의사결정 

또는 정책 결정을 할 힘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참여는 자발적인 의

미를 넘어 타자와 상호작용하기에 정치적이다. 이를테면, 일터에서 참여 절

차상 정의 논의를 고려할 때, 발언의 기회를 누가, 어떤 규칙 속에서, 얼마

간 갖게 되는지는 자본과 노동에 따른 참여 평등이나 규범까지 연결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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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참여는 경제나 문화 중 하나의 관점으로 환원되지 않는 정치의 관점을 

반영한다. 김도현(2019)에 따르면 참여 동등의 원칙은 어떤 사회가 정의로운

지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과’와 관련되며, 한편으로 정의의 내용과 방

법을 토론하고 결정할 때 정당한 절차적 기준을 밝힌다는 점에서 ‘과정’과 

관련된 개념이기도 하다. 

  이처럼 참여 동등의 관점에서 행위자에게 주체적인 의사결정자로서 결정권

을 부여하는 것은 기본적이며 정치적인 권리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 정의로

서의 참여 동등을 이해하며, 청소년 페미니스트들이 어떻게 정치적으로 참여

하는지를 함께 보고자 한다. 정치적으로 참여하여 의사결정하고, 목소리를 

내는 과정은 견해를 표현하는 것을 넘어 변화를 도모하는 정치적인 과정이

다. 이번 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청소년의 정치 참여와 정치 참여로서의 청소

년 페미니즘 운동을 시민성 논의와 함께 검토하고자 한다. 

1) 청소년의 정치 참여와 시민성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검토하기 이전에 ‘정치 참여’ 자체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먼저 살피고자 한다. 정치 참여(political participation 또는 

engagement)는 시민이 스스로 의견을 표현하며, 권리를 행사하는 목적 중

심의 활동으로써, 투표, 집회, 시위 참여뿐만 아니라 단체에서의 활동, 토의 

및 토론, 캠페인 활동, 청원 활동 등을 포함하는 폭넓은 개념이다(Putnam, 

1995). 정치 참여는 국가의 공식기관을 통한 공식적인 정치 참여와 의회 밖 

참여로서의 비공식적인 정치 참여로 구분된다. Ekman과 Amnå(2012)는 공

식적인 ‘정치 참여(political participation)’와 덜 직접적이거나 ‘잠재적인’ 

정치 참여로서의 ‘시민 참여(civic engagement)’ 혹은 ‘사회 참여’로 구분한

다. 다음 [그림 II-1]은 시민 참여와 정치 참여를 개인적, 집단적 형태로 세

분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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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형태

- 정치와 사회 쟁점에 대한 개인적 관심 

- 정치적 의제에 관한 관심
관여 (참여)

시민 

참여

(잠재적 

정치 

참여)

집단적 

형태

- 특정한 정치적인 이념이나 의제를 가진 

집단이나 정당에 느끼는 소속감 

- 삶과 연결된 정치

  (ex. 정체성, 의류, 음악, 음식, 가치)

개인적 

형태

- 정치와 사회 쟁점에 관한 개인적 관심

을 바탕으로 한 활동시민 참여 (행동)

집단적 

형태

- 지역사회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자원 

활동

- 자선활동

- 타인(가족, 친구 범위 밖의 타인)을 돕

는 활동

개인적 

형태

- 투표 참여

- (정당이나 정치인 등과의) 접촉 활동공식적인 

정치 참여

명백한

정치 

참여

집단적 

형태

- 조직된 정치 참여

(정당, 노조, 기관에 구성원으로 참가하기)

개인적 

형태

- 의회 밖 참여

  (목소리를 들리게 하거나 청원 ·정치적 

소비 등 개인적 방법을 통한 변화)법적 

참여 집단적 

형태

- 느슨하게 형성된 형태이거나 네트워크

를 기반으로 한 정치 참여

- 새로운 사회적 움직임, 시위, 파업과 집회

액티비즘

(비공식

적인 

정치 

참여)

개인적 

형태

- 개인적 정치적인 동기를 지닌 불법적인 

행동
불법적

참여 집단적 

형태

-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행동

  (시위, 폭력적 집회, 건물 점거, 재물손

괴, 경찰이나 정치적 반대세력과의 대립)

출처: Ekman과 Amnå, 2012: 292 재구성

[그림 II-1] 시민 참여와 정치 참여의 구분



- 21 -

  그러나 아동·청소년의 정치 참여는 비청소년 중심의 ‘정치 참여’의 틀에서 

해석되기 어렵다(김효연, 2017; 민영‧노성종, 2011; Gordon & Taft, 

2011; Manning, 2013).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선거권이 보장되지 않

고, 청소년의 조직된 정치 참여(노조, 정당, 기관)가 어려운 현재 상황에서 

[그림 2-1]의 ‘공식적인 정치 참여’나 제도적 참여를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

깝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의 ‘정치 참여’의 틀을 넘어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독립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김효연(2017)은 정치 참여를 전통적, 비전통적 행위로 

구분하여 선거 활동, 투표 행위, 정당 활동을 ‘전통적 행위’, 시위, 항의나 

시민 발의 등을 ‘비전통적 행위’로 분류한다. 아동·청소년은 공식적인 정치 

참여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온·오프라인을 걸친 비전통적 행위의 양상을 

보인다. 이는 청소년들이 시위나 집회에 참여하거나 온라인에서 소셜미디어

를 통해 정치적인 의견을 표명하거나 정치적으로 항의하는 행위에서 드러난

다. 이처럼 청소년의 정치 참여는 시위, 집회 등 공식적인 형태로서의 정치 

참여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인 형태를 포함하며, 개인적 또는 집단적인 형태를 

띤다. 

  청소년의 정치 참여에 관한 정치사회화 연구들은 결손 모델(deficit 

model)에 따라 청소년을 수동적인, 보호되어야 할 존재로 가정해왔다

(Biesta, Lawy, & Kelly, 2009). 동등한 정치적 주체가 아닌 ‘시민이 되어

가는 존재(citizens-in-the-making)’로 여겨지는 상황에서 청소년은 보호받

아야 하거나 통제되어야 하는, 보이지 않는 존재로 치환된다(Roche, 1999). 

또한, 청소년은 ‘미래의 시민’ 혹은 ‘되어가는 시민(becoming citizen)’, ‘보

호받아야 할 존재’이자 ‘잠재적 시민’으로 간주된다(김효연, 2017; 남미자‧

장아름, 2020). 이러한 관점은 정치적으로 행위하는 존재로서의 청소년을 지

우고, 청소년이 정치하는, 살아가는 공간을 간과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즉 성

인과의 상하수직 관계 속에 위치시켜 청소년을 동등한 시민으로 인식하지 않

는 것이다(Biesta et al, 2009; Castro & Knowles, 2017; Gordon, 

2009; Osler & Starkey, 2003). 

  그러나 정치 참여를 성인 중심의 ‘정치’(대문자 Politics)와 청소년 중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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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식적인 ‘정치’(소문자 politics)로의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불충분

하다(Coe, Wiklund, Uttjek, & Nygren, 2016)2). 오히려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넓은 개념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가 중심의 정의에서 벗어나 어떻

게 청소년들이 정치적인 행동을 구성하는지를 반영해야 한다. 즉 권력과 정

치에 대한 국가 중심의 정의에서 벗어나 어떻게 청소년들이 권력과 정치를 

구성하는지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 Armstrong과 Bernstein(2008)은 정

치를 ‘구성된 권위에 도전하는 모든 집단적인 행위’로 접근하며, 권력 자체가 

사회의 일상적인 상호작용과 학교, 종교, 가족, 기업 등을 포함한 다양한 장

(場)에 흩어져 있다고 이해한다. 이러한 정치에 대한 관점은 정치에서의 권력

을 국가 중심으로 정의하는 대신, 다양한 기관(multi-institutional politics)

을 통해 정립하게 한다. 이때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는 하나의 국가 기관만의 

변화를 목표로 하는 대신, 다양한 기관에서 형성되고 행사되는 권력에 집단

으로 도전하는 과정이다. 

  또한, 구성주의적 관점은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의미를 구성하는 주체로서 

청소년을 인식할 기반을 마련한다(Torney-Purta, Lehmann, Oswald, & 

Shulz, 2001). 시민성이 다양한 환경에서 형성되고, 청소년은 능동적으로 발

달한다는 Wilkenfeld, Lauckhardt와 Torney-Purta(2010)의 관점은 청소

년이 다양한 시민 공간, 공공의 문제에 참여하며, 다양한 공간에서 정치적인 

존재로 존재함을 설명한다. 이 공간 안에서 청소년들은 시민성을 형성하거나 

재형성하고, 이 과정은 유동적이다. 청소년들은 환경과 맥락, 즉 실천적 공동

체(community of practice)에 자신을 연결하며 참여하는 시민으로서 배움

을 지속해 나간다(Levinson & Brantmeier, 2006). 따라서 청소년의 시민

성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청소년이 실존하는 실제적인 공간과 맥락이 고려

2) 국가 중심의 경계에서 청소년의 정치적인 행위를 공식적/비공식적, 전통적/비전통적, 

재현주의/정체성, 집합적/삶의 방식, 거시/미시, 지리적/디지털 등의 방식으로 구분하

고 범주화하는 방식은 대문자 ‘정치(Politics)’와 소문자 ‘정치(politics)’를 개념적으로 

이분화하는 것이다(Coe et al., 2016: 1322). 이때 대문자 ‘Politics’는 국가에 의해 

규정되고 특권화된 정치를 의미하며, 다중적이고 삶과 연결되어 있다고 여겨지는 소

문자 ‘politics’와 구분되는 개념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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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한다(Biesta et al, 2009). 

  이처럼 청소년을 예비적인 존재가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이

해할 때, 청소년 정치 참여의 다양한 형태와 맥락을 이해할 수 있다(김효연, 

2017; 안효익, 2010; 이윤주, 2015). 앞선 청소년의 정치 참여와 시민성에 

대한 논의는 민주사회의 일원이자 시민으로서 청소년을 인식함과 동시에 청

소년들이 다양한 기관의 권력에 어떻게 도전하고, 전략적, 문화적이고 조직

적인 자원을 어떻게 결합하는지 이해할 필요를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청소년

이 청소년의 정치 참여의 규범적인 담론을 해체하는 방향은 다음과 같다

(Taft & Gordon, 2013). 첫째, 청소년들은 스스로 목소리를 가지는 것을 

넘어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을 스스로 형성한다. 둘째, 청소년들은 엘리

트 집단이 아닌 공동의(collective) 작업을 촉진하는 조직을 만든다. 셋째, 

청소년들은 비청소년, 즉 성인이 조언하고 감독하는 형태가 아니라 청소년이 

직접 주도하는 행위를 형성한다. 이러한 방향에서 청소년 정치 참여에 대한 

이해는 수동적인 존재로서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보는 규범적인 담론에서 벗

어나게 한다.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현

재를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변화를 만들기 위해 권위와 권력을 해체하고자 하

는 집단적인 행위로 이해하고자 한다. 이는 비청소년을 중심으로 행위성을 

이해하는 것에서 벗어나 사회가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어떻게 제약하고 있으

며, 이에 따라 의사결정의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에 어떻게 한계적인지를 이

해하기 위한 작업이다.

2) 정치 참여로서 청소년 페미니즘 운동

  청소년 페미니즘 운동을 청소년 정치 참여의 관점에서 이해할 때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도 내에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한정하는 것은 비

청소년-남성 중심적인 관점을 반영하기에 제도 밖의 참여를 함께 다루어야 

한다. 둘째, 청소년 정치 참여를 젠더 중립적으로 다루는 관점은 젠더에 따

른 여성 청소년의 위치성을 간과할 위험이 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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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청소년 정치 참여를 제도 내에 한정하는 논의는 페미니즘 관점에서 

나이와 성별이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한 결과다. 정당 정치, 투표, 입법

에 대한 참여를 중심으로 한 정치와 정치 참여에 관한 이론은 남성 지배적

인 제도에 기반한 젠더적인 관점을 기초로 하기 때문이다(Bookman & 

Morgen, 1988; Gordon & Taft, 2013; Jaggar, 1983; Pateman, 

1985). 여성이나 청소년의 정치 참여는 국가 제도 범위 바깥에서 이루어질 

때가 많다(Kaplan, 2004). 따라서 정치 참여와 권력에 대한 논의는 국가 단

위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관과 현장 속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또한, 청소년의 시민성과 정치 참여에 대한 젠더 중립적인 논의는 여성 청

소년들의 다중적인 경험을 배제한다. 여성 청소년은 ‘미성숙하다’고 규제해왔

던 보호주의, 나이주의, 성차별주의 등의 사회적인 통념에 놓여 있기 때문이

다. 여성 청소년은 ‘여성’ 혹은 ‘청소년’이라는 정체성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경험을 하는 동시에, 다양한 억압적 상황에 놓이며, ‘모범생’, ‘소녀’, ‘수동적

인 피해자’로 재현된다. 예를 들어 사회에서 10대 소녀의 성은 ‘보호’ 담론

과 ‘상품화’ 담론의 양축을 오가며 ‘상징’으로 포착된다(김현미, 2002). 이렇

듯 극단에 있는 두 담론은 여성 청소년들의 성적 행위 능력을 인정하는 동

시에 억압한다. 이처럼 모순적인 상황 속에서 여성 청소년들은 수동적이고 

타자화된 존재로 재현되며, 취약한 정치적·사회적·경제적 조건에 의해 쉽게 

성적 대상화되거나 피해자화된다. 

  특히 여성 청소년의 정치 참여에 있어 여성 청소년은 모순적이게도 자발

적인 정치 참여 주체로 여겨지며, ‘촛불소녀’로 표상된다. 그러나 젠더와 나

이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때, 여성 청소년의 정치 참여가 재현되는 두 가지 

관점과 그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 청소년은 시민의식이 더 높다고 가정된다. 여성 청소년은 시민

의식 측면에서 남성 청소년보다 더 높은 점수를 보이는 등 성별에 따른 시

민성을 보이기도 한다. 미국에서 공민 시험과 시민적 기능을 측정하는 평가

들에서 여성 청소년이 남성 청소년보다 더 놓은 점수를 받은 바 있으며, 여

학생이 성평등과 여성의 권리를 지지하는 시민적 행동에 더 많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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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hn, Bernard -Powers, Crocco, & Woyshner, 2007). 한국 청소년의 

시민의식을 조사한 결과도 마찬가지다. 시민의식의 하위 요소 중 내적 정치

효능감, 외적 정치효능감, 봉사의식에서 여성 청소년이 남성 청소년의 점수

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를 드러낸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모경환‧김명정‧송

성민, 2010). 이러한 유의미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식적인 참여가 

불가능하고 나이주의와 보호주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상황 속에서 시민의

식 점수만으로는 실제의 ‘행위’를 포착하기 어렵다.

  둘째, 여성 청소년은 정치적 주체로 인식된다. 특히나 2008년 촛불집회는 

전통적 정치 참여에서 소외되거나 무관심하다고 여겨졌던 시민들이 대거 참

여했다는 점에서 항의하는 주체의 변화가 드러났다(고경민‧송효진, 2010). 

참여자의 대부분을 채웠던 10대 여중고생은 ‘촛불소녀’로 지칭되었고, 여성 

청소년은 권리의식, 교육 주체이자 청소년 정체성을 주장하는 정치적 주체로 

인식되기도 했다(이해진, 2008). 이러한 ‘촛불소녀’ 아이콘은 십대 여성 청소

년의 정치성에 주목하는 계기와 함께 신자유주의적 교육체제, 가부장적 가족

구조 속 소통적, 윤리적, 정치적 주체로서 여성 청소년의 경험을 인식하는 

계기3)가 되었다. 그러나 ‘촛불소녀’ 아이콘은 청소년을 보호나 칭찬의 대상

으로 추켜세우는 대신 이들을 동등한 정치적인 주체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점

에서 비판적으로 볼 수 있다(김예란‧김효실‧정민우, 2010). 

  이처럼 여성 청소년은 새로운 정치적 저항 형태가 나타나는 사회에서 시

민의식이 높고, 정치적, 사회적으로 참여하는 주체로서 여겨진다. 그러나 ‘촛

불소녀’ 아이콘의 한계처럼, 여전히 비청소년-남성 중심으로 전형화된 시민

운동은 청소년을 여성화(feminization), 아동화(infantilization) 한다(김예란

‧김효실‧정민우, 2010). 또한, 젠더 중립적인 논의나 여성 청소년 개인의 

행위에의 주목은 교차적이고 여성 청소년에 대한 억압과 차별, 그리고 여성 

청소년의 정치 참여 경험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페미니즘은 그동안 “공적 영역”을 남성의 것으로 여기는 것, 여성의 문제

3) ‘촛불소녀’는 ‘기특하다’라는 말로 타자화되고 주변화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촛불소

녀’로 지칭되었던 당시 10대 여성들은 이 표현을 굴욕적이고 성차별적인 표현으로 간

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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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적인 것”으로 여기는 방식에 대한 비판을 가해왔다(Ackelsberg & 

Shanley, 1996; Crocco, 2001; Stone, 1996). 동시에 페미니즘은 “성차별

주의와 그에 근거한 지배와 억압을 끝내려는 운동이며 젠더 차별을 근절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투쟁이므로 근본적으로 급진적인 운동

이다.”(hooks, 2000a/2015: 255).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여성 청소년의 정

치 참여는 ‘남성의 영역’이라 여겨졌던 광장에 집단적으로 출현하며 공적/사

적 영역의 구분을 허물고 정치의 영역을 확장하는 과정으로 여겨진다(최영

화, 2008). 

  특히 풀뿌리 조직을 통한 정치 참여는 사회운동 내부의 여성 청소년의 존

재를 가시화하는 방식이다(Maddison & Shaw, 2007). 청소년들의 정치 참

여 방식 중 하나로서 풀뿌리 조직은 청소년들의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행동을 

위한 공간이 된다(Checkoway & Aldana, 2013). 이러한 방식의 정치 참여

는 신자유주의 시대에 모든 것에 유능한 ‘만능’ 여성 청소년 상을 상정하는 

“can-do-girl”4)(Harris, 2004) 담론과 상반된다. 풀뿌리 조직을 통한 정치 

참여는 오히려 사회운동 참여를 통한 여성 청소년들의 정치적 역량을 강화한

다. “Can-do-girl” 담론이 여성 청소년을 기존의 질서에 편입시키는 반면, 

사회운동 속에서 여성 청소년은 사회의 불평등과 부정의를 지적하기 때문이

다. 동시에 여성 청소년은 정치적 담화와 집단적인 행동을 통해 배움을 지속

하고, 활동가 ‘되기(becoming)’를 실행한다(Taft, 2010). 

  따라서 이 연구는 페미니즘과 청소년 중심의 풀뿌리 조직을 중심으로 정

치 참여로서 청소년 페미니즘 운동에 주목하고자 한다. 한국에서 청소년 페

미니즘 운동은 청소년 인권 활동5)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2011년부터 

4) “Can-do-girl” 담론은 사사화(privatized)되고, 개인화된 신자유주의 시대에 여성 청

소년이 자신의 삶에 책임을 온전히 질 것을 요구받는 맥락을 바탕으로 한다(Harris, 

2004). 여성 청소년은 열정적인 소비자, 근면 성실한 노동자, 시민사회에서의 적극적

인 참여자로 인식된다. 이렇게 ‘소녀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담론은 기존의 부정

의한 시스템에 편입하는 개인적인 성취를 강화한다는 한계가 있다.

5) 한국의 청소년 운동은 1990년대 인터넷이 도입되던 시기 ‘최우주 헌법 소원 사건’을 

계기로 시작되었다(유윤종, 2019). 1995년 강원도 춘천고등학생인 최우주가 강제적인 

야간자율학습과 보충수업이 학생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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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까지의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정 과정에

서부터 ‘성을 금기시하고 청소년의 성적 욕구를 혐오하는 풍토’에 대한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남미자, 2019). 이후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사건

을 계기로 ‘청소년 페미니즘 모임’이라는 자발적인 청소년 모임이 생기며 활

동이 본격화되었고, 이 모임은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라는 단체

로 창립되었다. 

  이 연구의 현장이자 연구 참여자들이 활동하는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

크 ‘위티’는 청소년 페미니즘 모임에서 대대적으로 기획한 ‘스쿨미투 운동’ 

속에서 창립된 단체다. 스쿨미투는 성차별적인 학교 문화6)와 더불어 성별의 

권력과 위계에 따라 은폐되어온 성폭력을 드러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한 문

제의식으로 2018년 사회적으로 미투가 확산되며 청소년들 또한 겪어왔던 성

희롱 및 성추행 등을 트위터를 통해 적극적으로 고발했다. 청소년 페미니스

트들은 ‘여학생을 위한 학교는 없다’라는 슬로건을 내건 집회를 진행했으며, 

각 학교의 페미니즘 동아리가 모여 청소년을 주도로 한 대규모의 집회가 이

루어졌다. 지역별로 수많은 학생이 집회에 참여했으며, 스쿨미투 고발은 현

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남미자(2019)는 스쿨미투 집회 현황을 <표 

시글을 올린 것에서 시작되었다. 이 사건을 거쳐 ‘중고등학생복지회’라는 단체가 등장

하였고, 이 단체는 학교 체벌 금지를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2000년대 청소년 인권 운

동이 본격적으로 대두했던 것은 2000년 두발규제 반대운동, ‘노컷운동’에서였다. 이 

운동 이후 체벌 금지,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학생인권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

졌고 청소년 노동 인권, 정보 인권 등 다양한 의제로 확대해갔다. 동시에 2000년대 

초중반에는 다양한 사회정치 문제에 대한 촛불 집회가 있었고, 상당수 청소년이 집회

에 참여하고, 발언했다. 2000년대 후반에 접어들며 학생인권 입법 운동, 학생인권조

례 제정 운동, 체벌 금지, 대학입시거부운동, 일제고사 반대 운동 등 운동의 의제가 

교육으로도 확대되었다. 2016~2017년 탄핵운동에 걸쳐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의 선거권 연령 하향 운동, 스쿨미투 운동, 청소년 노동자들의 조직화 등 다양한 영

역에서 청소년 운동이 활발해지기도 했다. 이처럼 청소년은 역사에서 광우병 사태, 세

월호 참사, 최순실 게이트, 강남역 살인사건 등 사회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정치적 

목소리를 내왔다(남미자‧장아름, 2020).

6) 성차별은 학교의 맥락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기에 제도적, 관습적, 교과 내용

적 측면 모두에서 드러난다(Beal & Bolick,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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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2>와 같이 정리한다.

<표 II-2> 스쿨미투 집회 현황

날짜 지역 슬로건 참여자 수

2018.11.03. 서울 여학생을 위한 학교는 없다. 300명

2018.11.18. 대구 스쿨미투 학교를 만들자. 150명

2018.11.24. 부산 응답하라 스쿨미투. -

2018.12.22. 천안 스쿨미투는 끝나지 않았다. 50명

2018.12.27. 인천 스쿨미투가 학교를 바꾼다. 100명

2019.02.16. 서울 스쿨미투, 대한민국 정부는 응답하라. 200명

출처: 남미자, 2019: 55 재구성 

<표 II-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청소년 페미니스트들은 차별적인 문화의 학

교와 사회를 비판적으로 읽음으로써 성차별적인 학교 구조에 균열을 만들어

내고자 하였다. 여성이라는 정체성, 청소년이라는 정체성이 교차하며 받아왔

던 지배적인 담론에 의한 차별에 대항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구성하고 

써나가는 과정을 수행했다. 비청소년 남성에 의해 성적 대상화되고 억압되었

던 학교의 현실을 폭로하는 것은 기존의 학교교육에서 고정되어 있었던 여성 

청소년들의 위치에서 벗어나는 과정이다.

  앞선 논의를 바탕으로, 청소년 페미니즘 운동을 통한 여성 청소년 정치 참

여에 대한 이해는 여성 청소년을 둘러싼 구조적 불평등, 여성 청소년의 정치 

참여 담론 등의 내부작용(Barad, 2007) 속에서의 행위성에 주목하게 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청소년 페미니즘 운동을 여성 청소년이 존재하는 다양한 

공적 공간, 상황, 맥락(Castro & Knowles, 2017)과 정치 참여를 통해 입

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이러한 환경과 맥락을 다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서 이 연구는 연구 방법으로서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를 중심으

로 문화기술지를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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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연구 검토

  청소년의 정치 참여에 관한 기존 연구는 학교나 국가의 학교 밖 교육기관

의 정치 참여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예를 들면, 김명정, 2009; 김

영인, 2007; 이윤주, 2015; 이윤주‧정상우, 2018). 그러나 청소년 참여 기

구나 프로그램 중심의 청소년 정치 참여는 정치적인 목소리가 작은 청소년들

에게 실질적인 결정권과 자원을 부여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공현, 

2020). 청소년 정치 참여 프로그램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청소년을 정부 

기관이나 전문가가 심사하여 ‘선발’하는 방식이며 보호자 동의와 기관장이나 

학교장의 추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소수의 청소년만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청소년에게 부여되는 권한은 정책 제안이나 자문, 제출 정도

에 그쳐 실질적인 결정권과 자원이 되지 못한다. 

  청소년들은 사회운동(youth activism 또는 youth social movement)을 

통해 공적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며, 책임을 지고, 경험을 공유하는 모습을 

보인다(Kirshner, 2008). 그리고 공적인 정책이나 제도적인 실천을 사회정

의를 중심으로 바꾸고자 노력한다(Kahne & Westheimer, 2004). 그런데도 

선행연구에서 청소년의 정치적 행동주의(adolescent political activism)가 

다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Gordon, 2009). 첫째, 사회운동의 행

위자가 비청소년, 즉 성인으로 가정되며 둘째, 청소년의 사회운동이 학교를 

바탕으로 할 때가 많아 비청소년 사회에서 가시화되기 힘들기 때문이다. 현

실에서 청소년 활동가들은 학교와 같은 청소년의 공간에 정치적인 행동을 한

정하지 않기 위해 집단적인 정치적 행동(collective political action)을 보

인다. 청소년 활동가들은 청소년 의회나 청소년 총회와 같은 집단에서 참여

하는 것보다 사회운동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것, 즉 정부라는 형태 바깥에서

의 참여를 더 민주적으로 인식한다(Taft & Gordon, 2013). 왜냐하면, 청소

년 의회나 총회 같은 공간은 표면적으로 청소년의 목소리를 표현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를 반영할 의무가 없으며, 따라서 변화가 이루어지기 어

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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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의 정치 참여에 주목하는 소수의 연구는 사회운동(예를 들면, 구기

연, 2019; 김예란‧김효실‧정민우, 2010; 이해진, 2008 등)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처럼 사회운동을 중심으로 진행된 연구는 비공식적 영역에서의 청소

년 정치 참여를 포착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다만, 이전의 연구는 젠더 중립

적인 정치를 가정하여 젠더에 따른 청소년 활동가 내부의 차이를 흐린다. 이

에 김영옥(2009)의 연구는 여성주의 관점에서 여성 청소년의 정치적 주체성

을 논의하고 있으나 나이주의나 보호주의처럼 청소년이 겪는 억압이나 차별

보다는 ‘여성’의 하위범주에서 논의한다는 점에서 제한적이다.

  정확하게 이 연구의 주제인 청소년 페미니즘 운동을 중심으로 ‘여성 청소

년의 정치 참여’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 선행연구는 지금까지 찾을 수 

없었다. 따라서 여성 청소년의 정치 참여가 실천되는 과정을 해외 청소년 사

회운동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함으로써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먼저, Gordon(2009)은 청소년 정치 단체 두 곳에서 2년간 질적 연구를 

진행하며, 청소년 활동가들이 어떻게 학교와 사회에서 정치적으로 행위하는

지 주목한 바 있다. 저자는 청소년 운동이 학교에서 도시로 확장되며, 조직 

능력, 다양한 양식의 정치적 운동, 대안적 교육 등에 대한 접근이 어떻게 확

대되는지에 중심을 두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정치적 행위자로서 청소년을 

인식하며 인종, 사회경제적 지위, 계급이 다른 두 단체의 활동이 어떻게 정

치적으로 다르게 진행되는지를 분석하였다. 특히 연구자는 여성 청소년과 남

성 청소년이 어떻게 학교와 가족과 같은 제도에서 다르게 위치하는지 지적하

며, 청소년의 정치 참여에 대한 젠더 중립적인 전략이 성별에 따른 공간적, 

시민적 유동성, 부모와의 관계, 활동 내 남성중심주의 등을 간과하는 한계가 

있음을 파악하였다. 

  두 번째로, Taft(2010)는 남미와 북미에 걸쳐 75명의 여성 청소년 활동가

들을 인터뷰하고 참여관찰하며 여성 청소년들의 사회운동과 활동주의를 연구

하였다. 구체적으로 현대 여성 청소년의 하위문화를 중심으로 정체성, 문화

와 운동 전략 사이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들

은 자신에 대한 내러티브와 운동 전략에 대한 설명에서 여성 청소년으로서 

정체성을 설명하고, 초국가적이고 지역적인 정치적인 문화 속에서 정치적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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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성을 형성해 간다. 연구자는 여성 청소년의 정치적 정체성이 운동의 전략

적 실천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주목하며 어떻게 비청소년 단체와 다르

게 유동적인 대화를 통해 내부 공동체를 형성하는지를 살펴본다. 

  이처럼 여성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청소년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다루려는 

시도가 북미나 유럽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지만, 한국의 청소년 페미니즘 

운동을 다루는 경험적인 연구는 거의 없다. 남미자(2019)와 이혜정(2018)의 

연구가 있으나, 남미자(2019)의 연구는 청소년 페미니즘 운동의 현상을 언

제, 누구에 의해 등장했는지 면담을 중심으로 수행하여 심층적인 질적 자료 

수합에 한계적이며, 정치적 수행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또한, 이혜정

(2018)의 연구는 스쿨미투 운동을 페이스북 홈페이지와 트위터를 통해 분석

하여 정체성의 변화로서 주체적 행위성과 운동의 방식을 분석한 데 의의가 

있지만, 내부의 차이와 관계 속에서의 행위성을 포착하지 못했다. 

  최근에는 행위성과 청소년 페미니즘을 주체-구조의 이분법에서 벗어나 신

유물론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 일부 확대되고 있다. 이는 여

성 청소년의 행위성을 수동성-능동성이라는 단순화된 프레임이 아닌 복합적

이고 맥락적인 것으로 이해하기 위한 시도다. 대표적으로 행위적 실재론을 

중심으로 여성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분석하는 데 있어 이 연구와 가장 유

사한 연구는 Harris와 Dobson(2015)의 연구다. “걸 파워”, “포스트 페미니

즘”과 “글로벌화”라는 기표가 여성 청소년을 선택, 임파워먼트, 목소리에 있

어 어떻게 문제시해왔는지에 집중한다. 여성 청소년의 ‘행위성’이 ‘늘 능동적

이고 진보적’이라고 본질화되거나(Thomas, 2011), 미래의 가능성이나 잠재

력으로서 한정적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Barad(2003)의 

‘물질-담론적’ 관점을 통해서 여성 청소년을 더 다양한 언어를 통해 바라볼 

것을 시사한다. 즉 여성 청소년의 행위성을 변화하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

적, 문화적 맥락에서 ‘더 복잡하고 미묘한’ 것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다. 이를 위해 Harris와 Dobson은 신자유주의를 바탕으로 한 행위성/구

조의 이분법을 넘어 여성 청소년이 어떻게 경험하고, 느끼고, 행위하고, 의미

화하는지에 주목할 것을 주장한다. 마찬가지로 Ringrose와 Rawlings 

(2015)은 Butler의 수행성 개념과 Barad의 포스트휴먼 수행성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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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 담론적-물질적 내부작용으로서 공간 내 청소년의 행위를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연구는 앞서 검토한 청소년의 정치 참여에 관한 선행연구와 행위적 실

재론을 바탕으로 청소년의 행위를 살펴보는 연구들과 관련이 있다. 연구 흐

름 속에서 이 연구는 청소년 페미니즘 운동에서의 정치 참여 양상, 내부 문

화의 형성, 물질-담론과의 내부작용을 통해 청소년의 행위성을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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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방법

1) 연구의 관점: 페미니스트 존재-인식론(Feminist Onto-epistemology)

  이 연구는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내 여성 청소년의 정치 참

여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페미니스트 관점의 문화기술지 연구 방

법을 활용하였다(조영달, 2015; Glesne, 2016/2017). 또한, 존재-인식론적

인 관점7)에서 존재 안에서의 앎의 실천, 즉 세계의 부분으로서 얻을 수 있

는 지식에 초점을 두었다(Barad, 2007). 왜냐하면, 인식론을 기반으로 한 

페미니스트 질적 연구는 남성 중심적 지식체계에 질문하게 하지만, 존재론적

인 문제를 간과하고 인식론적인 문제를 특권화하는 한계를 지니기 때문이다. 

이 연구가 페미니스트 존재-인식론의 관점을 채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페미니스트 관점의 연구는 비판이론 연구와 연합하여 여성들이 개인

의 다양한 자아정체성 속에서 경험하는 압제와 착취를 교차적으로 이해하고 

7) Barad(2007)는 Fernandes(1997)의 문화기술지를 통해 반복되는 내부작용의 역동 속

에 현상으로서의 장치, 물질적 구성/재구성이 어떻게 작업 및 재작업되는지 살펴본다. 

Fernandes의 연구는 1980년대 인도의 방직 산업의 경제적 위기가 여성 노동자들의 

방직 노동에서부터의 차별적인 이동을 초래했는지를 다루기 위해 노동조합 정치학과 

노동자들의 삶 속 종교적 실천을 포함한 공장 바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주목

하였다. 연구 결과 물질적인 조건은 인간과 기계 사이의 내부작용 속에서 수행적으로 

계급과 다른 형태의 문화적 사이의 관계를 생산함을 발견했다. 이에 Barad(2007)는 

연구 내용을 회절적으로 독해하며 경합하고 반복적으로 재생산되는 장치의 가능성에

서, 내부작용의 역동에 초점을 둔다. 구체적으로 인과성, 행위자, 공간, 시간과 물질이 

모두 재작동하는, 시공간 관계의 변화와 재구성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처럼 

역동 그 자체가 정해져 있고, 문제가 없는 개념 그 자체로 이해한 것과 반대로, 행위

적 실재론은 힘과 역동을 재고하게 한다. 즉 물질적-담론적 장치에서의 내부작용을 통

해 물질적으로 구성되고 재구성되는 구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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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는 데 유용하다. 이때 페미니스트로 정체화한 연구자는 기존의 지식체

계에 각인된 남성중심성과 타자화 과정을 질문하고, 다층적인 권력관계를 분

석한다(이나영, 2017). 연구자는 성차별적 억압구조를 변혁하는 페미니스트 

정치학에 복무하며, 배제되고 비가시화되었던 경험에 초점을 둔다. 이처럼 

페미니스트 관점의 연구는 침묵을 강요받았던 사람들의 삶과 이야기를 청함

으로써 목소리의 다양성, 지식의 복수성에 기여한다(Glesne, 2016/2017).

  억압된 자들의 목소리는 최근 학문 영역에서 이전보다 자주 표상되는 것

처럼 보이지만, 사실 백인, 남성, 이성애자, 중간계급을 중심으로 한 적법한 

지식에 의해 프레이밍 되고, 왜곡된다(Maher & Tetreault, 2001). 억압된 

자들의 목소리는 일반화되는 것이 아니라 특수한 것으로, 학문적이기보다는 

내러티브적인 것으로, 객관적이기보다는 “참여적(engaged)”으로 접근할 때 

이해할 수 있다. 이때 질적연구는 사회정의를 이끌기 위한 기회를 만들고, 

자기 이해와 결정력을 높이는 해방적 목적(emancipatory goal)을 지닌다

(Schram, 2006). 구체적으로 페미니스트 연구에 관해 Glesne(2016/ 

2017)가 제시하는 관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페미니스트 관점의 연구는 연

구 주제에서부터 여성에게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 둘째, 페미니스트 관점에

서의 질적 연구는 연구 관계와 라포(rapport)의 정의를 확대한다. 셋째, 페

미니스트 연구자들은 연구자 자신의 역할, 연구 관계, 가치에 대한 비판적 

자기반성을 옹호한다. 이처럼 페미니스트 연구 방법은 사회정의에 대한 이해

를 바탕으로 한 ‘참여적’인 연구다. 

  둘째, 존재-인식론적 관점은 인식론에 기반한 페미니스트 관점의 한계를 

극복한다. 존재-인식론적 관점은 고정된 현상, 사실, 대상, 사회적 질서를 전

제하지 않고 어떻게 차이가 만들어지고, 안정화되고, 실행되는지에 주목함으

로써 복잡하고 유동적인 작동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행위성이 

권력의 역동 속에서 수행하며 구성하는 물질적-담론적 실천의 내부작용을 함

께 이해하게 한다. 내부작용의 변화하는 가능성들은 ‘되기’ 속 책임에 대한 

윤리적인 의무를 강조함으로써 물질화로부터 무엇이 배제되었는지,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한 경합과 재작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와 같이 인식론적인 틀에서 글쓰기의 경계를 해체하는, 회절적 장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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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물리적-담론적 실천으로서의 읽기와 쓰기는 최근 질적 연구방법론의 변

화 중 하나다. 특히 신유물론 페미니즘은 기존의 인식론적 이해에 기반한 연

구의 틀을 벗어나 존재인식론을 바탕으로 질적 연구의 과정을 새롭게 구성할 

가능성을 제시한다. 그중 Barad(2007)의 행위적 실재론은 회절적인 이해를 

통해 배제된 것에 주목하고, 내부작용을 하며 얽혀 있는 행위자의 변화와 윤

리적인 책임을 시사한다. 우리는 차이를 만드는 과정의 일부분이며, 아는 것

의 실천은 세계를 (재)구성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특정한 물질적 개입이기 때

문이다. 행위적 실재론을 바탕으로 한 페미니스트 질적 연구방법론은 기존의 

자료관, 인식론/존재론의 이분법적 사고, 연구윤리, 연구자 역할의 경계를 해

체하고, 내부작용 속에서 얽혀 있는 세계 속에서 내부자/외부자, 나/타자의 

경계를 허문다.

  특히 존재-인식론적 관점의 연구는 이론, 방법론과 행위가 세계 속에서 내

부작용하는 것으로 이해함으로써 연구 자체를 페미니스트적이고 존재론적 실

천에 위치시킨다. 구체적으로 Childers(2013)는 Barad의 신유물론 페미니즘

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현지의 물질성이 어떻게 페미니스트 연구방법론에 

영향을 미치는지 주목한 바 있다. 인간의 몸, 건물, 책상, 책, 공간, 정책, 이

론, 실천과 다른 비생물 대상들에 대한 현지의 물질성은 행위적인 자연이며, 

연구에서 거부할 수 없는 힘이자 정동이다. 물질과 담론의 행위를 구성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관점은 페미니스트 연구를 페미니스트 되기(becoming)가 

되는 것, 즉 존재론적 인식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페미니스트 연구방법론

은 규범화된 맥락 안팎의 세계에서 언제나 이동하며, 변화하고, 스며들고, 관

계를 변화시키며 경계를 바꾸고 재구성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여성 청소년의 ‘정치 참여’의 행위성을 분석하는 데 젠더, 나이, 

학력, 경력 등의 차이가 어떻게 작동하고 경합하는지에 주목함으로써 어떻게 

‘청소년 페미니스트’가 되는지를 이해하고자 한다. 따라서 여성 청소년들의 

차이가 어떤 내부작용 속에서 실행되고, 어떻게 복수적으로 ‘청소년 페미니

즘’을 수행하는지를 페미니스트 존재-인식론의 관점에서 파악하고자 한다. 

이는 약자에 대한 지배적인 관념이나 불평등을 대상화하거나 연구 참여자를 

대상화하는 재현 방식을 공모하지 않는 데 유용할 것이다(이나영,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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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기술지 

  일반적으로 문화기술적 연구는 상황 속의 삶을 묘사하는 특성이 있으며, 

문화적 만남을 통해 문화를 해석하고 번역하는 과정이다(윤택림, 2013). 따

라서 연구자는 사건의 맥락과 흐름에 대한 심층적 이해, 현상 이면의 가치체

계, 신념체계, 행위규칙, 적응전략 등을 파악해야 한다(조용환, 1999). 이러

한 문화기술지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 상세한 이해를 위해 3E 

(Experiencing, Enquiring, Examining)에 따라 참여관찰, 면담, 현지 조사

를 수행한다(Wolcott, 1992). 왜냐하면, 하나의 자료에만 의존하는 것은 철

저하고 상세한 이해를 개발하는 데 충분하지 않으며 사례의 구체적인 상황과 

주제를 드러내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비판적 문화기술지를 활용한다. 비판적 문화기술지

는 연구에 연구자의 옹호적인 관점을 포함하는 방법으로, 연구자는 대화와 

타자성, 이론과 방법의 관계 속에서 연구자의 ‘위치’를 정초하는 작업을 수행

한다(조영달, 2015; Madison, 2006). 특히 이러한 문화기술지는 페미니즘

과 결합하는 경우가 많으며, 집단이나 구성원들의 행동, 신념, 언어 등 구성

원들이 가지는 개념이나 현상에 대해 이해하는 데에도 적합하다. 

  또한, 이 연구는 연구의 특성상 사례적 관점을 취한다. 사례적 관점은 개

인, 소집단, 조직, 혹은 파트너십과 같은 구체적인 독립체의 경계와 배제가 

뚜렷하고 독특한 의미가 있을 때 수행한다(Creswell, 2007/2015).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는 청소년 페미니즘 운동을 하는 단체로서 그 사

례가 독특하기에 이 연구는 ‘위티’라는 사례에 중점을 둔다. 구체적으로 ‘위

티’라는 집단이 작동하는 방식과 신념, 행위, 저항 등 해당 집단이 직면한 

현실을 중심으로 연구문제를 탐구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연구자는 ‘전적인 관찰자’와 ‘전적인 참여자’의 스펙트럼 중 

‘전적인 참여’에 가까운 참여에 위치한다8)(박소진, 2018). 청소년 페미니스

8) Spradley(2016)의 ‘참여의 유형’에 따르면 개입의 정도가 높은 ‘완전 참여’와 행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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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네트워크 ‘위티’는 청소년 페미니즘 운동을 하는 단체로서 내부자로 참여

하지 않은 채로 외부자의 관점에서 접근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

의 경험을 드러낸다는 명목하에 이야기를 나열하는 연구는 오히려 여성 청소

년 혹은 청소년 페미니스트로 구성된 범주를 자연화하고 타자화된 위치성을 

정당화하거나 재생산할 위험이 있다(이나영, 2018). 따라서 연구자는 현지의 

문화적 상황 속에 직접 참여해 내부자의 시각을 가지고 연구 참여자들이 삶

과 행위에 부여하는 의미를 이해하는 데 집중하였다. 그럼에도 연구자는 ‘내

부자’이면서 동시에 연구하는 ‘외부자’로서의 균형을 잃지 않고, ‘낯설게 보

기’를 위해 노력하였다(이용숙‧이수정‧정진웅‧한경구‧황익주, 2012). 현

장에 대한 비판적 거리감과 성찰을 통해 당연하게 생각한 것을 낯설게 보고

자 하였다.

  특히나 이 연구가 청소년과 함께한 연구인 만큼, 존재-인식론적 관점에서 

참여자들의 ‘목소리’를 왜곡하지 않도록 유의하였다. 선험적으로 이성적이고, 

자성적이고, 독립적인 인간 행위자가 있다는 가정 자체가 목소리와 행위 자

체를 파편화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Coole & Frost, 2010; Mayes, 

2019). Spivak(2010/2013)이 주장한 서발턴(subaltern)9)의 말하기에서의 

‘목소리의 흔들림’처럼, 존재-인식론적 관점에서의 연구는 행위성을 말하는 

주체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기존의 관점을 대체하며, 행위성을 물질

적으로 배치되는(assembled), 내부작용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존재-인식론적 

관점에서 아는 것의 실천과 존재의 실천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다. 

  연구자는 2019년 하반기부터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에서의 

문화적 규칙을 충실히 배우는 ‘적극적 참여’ 사이에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9) 서발턴(subaltern)은 마르크스주의자였던 그람시(Gramsci)가 ‘지배 계급에 속해 있으

나 헤게모니 집단에서 배제되거나 소외된 하위계급’을 의미하기 위해 사용한 용어다. 

탈식민주의(post colonialism) 이론가 Spivak(2010/2013)은 지식인이 서발턴을 재

현(대표)하면서 자신들을 투명한 존재로 재현하는 것을 비판하기 위해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지식인이 스스로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억

압의 문제들을 그냥 방치하고 있음을 뜻하며, “주권을 가진 서발턴 주체”라는 관념은 

엘리트 지배 담론의 효과에 불과하다고 설명하며 서발턴의 말하기에 대한 기존의 담

론을 비판적이고 복합적으로 다룬다. 



- 38 -

활동 회원으로 시작하여, 2020년 3월부터 참여관찰, 면담, 현지조사 등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자는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의 ‘2기 집행

위원회’, ‘안녕, 국회’ 프로젝트 기획단, ‘평등문화 TF’의 기획위원 등으로 활

동하는 것과 동시에 참여관찰, 심층 면담과 현지조사를 병행하였다. 또한, 공

식적 활동 이외의 비공식적인 대화와 만남 속에서도 개별적인 맥락과 배경을 

이해할 수 있었다. 연구자는 비청소년, 연구자의 위치가 청소년 활동가들에

게 미치는 영향과 위계를 고려하여 수평적 관계 속에서 라포를 쌓고자 노력

했다. 이러한 라포에 대한 관점은 개개 연구 참여자와의 관계가 존재하며, 

이 관계를 존중하며 상호작용, 권력, 권위에 관해 묻는 페미니스트 연구의 

관점(Glesne, 2016/2017)을 바탕으로 한다. 

2. 연구 과정

1) 연구 현장

  이 연구의 연구 현장은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다. ‘위티’는 

2016년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사건 이후 만들어진 ‘청소년 페미니즘 모임’이 

스쿨미투 운동 이후 2019년 6월, 시민단체의 형태로 창립된 것이다. 연구자

는 2019년 8월, 스쿨미투 운동에 관심을 두고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를 만나게 되었다. 스쿨미투 운동에 주력하고 있는 단체로만 ‘위티’를 

인식했던 연구자는 내부에서 진행하는 많은 프로젝트와 기획하고 있는 일들

에 놀라며, 흥미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관심을 바탕으로 연구자는 2019년 

하반기 ‘따박따박’ 강연에 참여하고 ‘힐난도 자랑도 수치도 아닌 콘돔 전시

회’의 준비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회원이자 활동가로서의 활동을 천천히 시작

하게 되었다. 

  ‘위티’는 여성, 청소년, 학생, 소녀 등을 향한 다양한 억압이 작용하는 현

재 상황에 대항하여 ‘청소년 페미니즘’을 만들어 나간다. 청소년 페미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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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가들은 차별적인 문화의 학교와 사회를 비판적으로 읽음으로써 성차별적

이고 생애주기의 압박을 가하는 사회와 학교의 구조에 균열을 만들어내고자 

한다. 또한, <콘돔 전시회>, <안녕, 국회> 프로젝트, <경계넘기> 교육 활동가 

양성 프로젝트 등을 통해 청소년 페미니즘과 맞닿아 있는 젠더, 섹슈얼리티, 

정치, 교육 등을 고민하고 실천한다. 이처럼 ‘위티’는 여성 청소년들이 피해 

당사자이자 고발자로 여겨지는 것을 넘어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공간과 시

간을 형성한다.

  또한, ‘위티’는 내부의 문화를 끊임없이 성찰하고, 점검하는 공간이다. 내

부의 구성원이 동질하지 않으며, 차이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

자 또한 ‘위티’의 평등문화 TF 일원이자 비청소년 활동가로서의 위치와 권력

을 성찰하고, 단체 내 문화에 대한 고민을 지속하고 있다. 아래의 ‘위티’의 

평등문화 약속문은 2019년 6월 창립총회 때 발표한 것이며, 이는 ‘위티’에

서 활동을 시작할 때, 프로젝트 오리엔테이션을 할 때 활용된다.

        여성 청소년은 착한 아이가 될 것을 요구받고, 폭력을 사랑이라 믿으며 

자랍니다. 자기주장을 하는 여성은 기가 세다는 말을 듣고, 청소년의 자기주

장은 ‘예의 없는 행동’으로 치부됩니다. 성(性)이 곧 19금인 사회에서 여성 

청소년은 무성적일 것을 요구받는 동시에, 남성 비청소년에 의해 성적 대상

으로 소비됩니다. 욕망의 대상으로 소비되나, 스스로 욕망을 말할 수는 없는 

존재입니다. (중략)

  하나, 우리는 나이, 성별, 성적 지향, 지역, 학력, 장애, 인종, 출신, 전과 

등의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일상 속에서 소수자를 

배제하는 표현과 사고방식을 경계하겠습니다. 누구든 차별에 대해 문제를 제

기할 수 있고, 문제제기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겠습

니다. 평등한 조직문화를 만드는 책임은 소수의 집행부가 아닌 모두에게 있

음을 기억하겠습니다.

위티의 <평등문화약속문> 중 일부(2019년)

  이러한 평등문화에 대한 단체 내부에서의 고민은 비청소년 활동가이자 연

구를 진행하는 연구자 자신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제도권 내에서 살아가



- 40 -

며 나이주의, 학벌주의, 능력주의에 익숙해져 있었던 연구자는 ‘내부자’가 되

는 과정에서 “일상 속 소수자를 배제하는 사고방식”들을 스스로 끊임없이 점

검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언어에 있어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

과 상호 존대하며 단체 내에서 일할 때나 활동할 때 나이와 관계없이 서로

를 ‘님’으로 부르고 높임말을 썼다. 개인적인 만남의 자리에서는 서로 반말을 

사용하는 관계도 있었으나, ‘언니’ 같은 호칭 없이 “하영!(연구자 이름)”이라

고 부르는 것이 당연했다. 

  단체 내에서 음식이나 간식을 준비할 때에도 채식을 실천하는 비건인 참

여자들을 배제하지 않기 위해 간식은 비건 간식으로 준비했다. [그림 III-1]

은 2020년 5월 2기 집행위원회의 한 장면으로, 동그랗게 둘러앉아 비건 간

식을 먹으며 연구자 및 연구 참여자가 세미나 및 회의를 하는 모습이다. 

[그림 III-1] 2020년 5월 2일 집행위원회 세미나

  [그림 III-1]의 공간은 이 연구의 주요 현장으로서,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

트워크 ‘위티’의 회의실이다. 다른 시민운동 단체들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이 

공간은 ‘위티’의 상근 활동가가 일하는 곳이자 각종 세미나, 회의, 인터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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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진행되는 장소가 되기도 한다.

  이 외에도 ‘위티’는 다른 시민운동, 여성운동, 청소년운동 단체들과 연대하

거나 단체 내의 프로젝트로 기자회견, 포럼, 집회, 전시회, 설명회, 총회 등 

다양한 형태의 모임을 진행한다. 연구자는 ‘위티’의 활동가들이 주요하게 기

획하고 참여하는 모임이나 활동에 가능한 한 참여하고자 노력했다. 연구자는 

여성환경연대와 진행한 <청소년 집담회: 우리 그만 화장!>, 정신여자고등학교 

가해 교사 재판 연대 방청, N번방 사건에 연대하는 청소년 페미니스트 1인 

시위, <다시 쓰는 사법정의: 성착취 장려하는 사법부 규탄 집회>, <세계 월

경의 날 맞이 기자회견> 등의 행사에 참여하였다. 외부에서 ‘위티’와 함께 

하는 활동은 청소년 페미니스트 활동가들의 삶, 정치, ‘위티’의 문화, 시민운

동의 구조 등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 

2) 연구 참여자

  이 연구는 여성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에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연구자

가 참여 관찰한 활동 혹은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10)들을 연구 참

여자로 선정한다. 연구에 참여하는 여성 청소년 활동가의 연령은 만16세 이

상 만23세 미만에 해당한다. 연구참여자는 총 13명이며 연구 참여자의 특징

은 다음의 <표 III-1>과 같다. 연구가 1년간 진행됨에 따라 연구 참여자들의 

나이가 청소년에서 비청소년으로 바뀌기도 하였다. 

10) 이때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기본법상 만9세 이상 만24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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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I-1> 청소년 페미니스트 ‘위티’ 연구 참여자

이름

(가명)
만 나이

활동 

경력 

참여 활동

(‘위티’와 (구) 청소년페미니즘 모임)

나비 16 3년
청소년 페미니즘 모임, 콘돔전시회, 

따박따박, 2기 집행위원회, 경계넘기

유채 18 2년 콘돔전시회, 사무처, 2기 집행위원회

호지 18 1년
콘돔전시회, 월경용품보편지급운동본부, 경계넘기, 

2기 집행위원회, 평등문화TF, 경계넘기

루나 18 2년 청소년 페미니즘 모임, 콘돔전시회, 위티의 지부/분회

단 19 1년 스쿨미투 UN에 가다, 따박따박, 경계넘기

도올 19 3년
청소년 페미니즘 모임, 사무처, 2기 집행위원회, 

평등문화 TF,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따박따박

호두 19 1년 콘돔전시회, 위티의 지부/분회, 경계넘기 자문단

우주 20 1년 2기 집행위원회, 경계넘기

날 20 5년 청소년 페미니즘 모임, 콘돔전시회

다린 21 3년
위티의 지부/분회, 콘돔전시회, 

대안적 성교육, 경계넘기 자문단

리아 21 3년 청소년 페미니즘 모임, 평등문화 TF

여름 22 3년 청소년 페미니즘 모임, 평등문화 TF

보리 22 6년
청소년 페미니즘 모임, 사무처, 2기 집행위원회, 

월경용품보편지급운동본부, 평등문화 TF, 경계넘기

*활동 내역은 2020년 12월 기준

3) 연구자의 내부작용

  행위적 실재론의 중심에는 관계적 존재론이 있으며, 이 관계적 존재론은 

주체와 객체(대상)의 경계를 당연하다고 여기는 대신, “주체”와 “대상”, 그 

밖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물질적-담론적 경계 형성 실천을 변화하는 관계 속

에서 바라본다. 여기에서 우리 또한 세계의 일부로 존재하는 (재)구성에 대한 

의무와 책임에 질문을 던지고 역동적인 관계성을 갖게 된다. Barad(2007)는 

인과성에 대한 고전적인 이상을 폐기하고, 관계성이라는 용어를 재작업할 필

요성을 설명한다. 즉 자유의지와 결정론으로 양극을 이루는 이원론적인 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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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 대한 사유방식을 거부하는 대신 제3의 대안을 제안한다. 

  행위적 실재론은 자료, 이론,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를 자료와의 관계를 평

면화하는 과정에 접혀 들어가게 한다(Mazzei, 2013). 즉 연구 참여자의 주

관성이 그들의 세계의 물질성과 내부작용할 뿐만 아니라, 연구자 또한 연구 

참여자, 자료, 연구의 물질성의 내부작용 안에 얽히고 되기(becoming)의 과

정을 거친다는 것이다. 또한, Barad의 회절적 읽기는 인간과 비인간 사이의 

행위성을 재고하게 한다. 자료 분석의 회절적인 과정, 즉 이론적 개념들과 

함께 한(with) 자료 읽기가 자료와 이론이 서로 인식하게 하는, 새로 등장하

고 예측 불가능한 읽기를 생산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Barad의 존재-인식론

적 관점에서의 연구는 연구자 자신을 물질화하여 연구 현장에 항상 있는 존

재로서 바라본다. 

  Taguchi(2013)는 페미니스트 질적 연구에서 이미 가정된 코기토로서의 

“나(I)”를 거부하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분석과 사고에서는 이미 인간 중심적

인 의미 형성이 당연한 이미지로 인식되어왔음을 비판한다. 비인간을 포함하

여 우리는 언제나 얽혀 있는 누군가와 무엇인가에 책임을 져야 하며, 이것이 

물질성을 수반한 존재론적인 얽힘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연구자, 연

구 참여자, 자료, 시공간 사이의 얽힘의 내부작용은 세계를 특정한 방법으로 

변화시키기도 하지만 물질화의 다른 패턴의 가능성을 열어가기 때문이다. 따

라서 모든 존재와 ‘되기’에 관해 책임을 지고 반응해야 한다는 Barad의 논

의에 이어 물질화의 고리에서 페미니스트 질적 연구가 윤리적 책임에 응답

(response-ability)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존재-인식론에 기반한 내부작용을 바탕으로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 

자료, ‘위티’라는 공간, 활동하는 시간 속에서의 변화하는 내부작용을 경험했

다. 특히 연구자는 비청소년 활동가, 발령을 기다리는 예비 초등교사, 페미니

스트, 대학원에 다니며 논문을 준비하는 연구자의 역할 속에서 내부작용의 

변화와 유동을 느꼈다. 예컨대 평소에는 활동가로서, ‘내부자’에 가까운 위치

에서 활동에 참여했던 연구자가 인터뷰를 요청하고 인터뷰를 할 때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가 편안함과 동시에 어색함을 느끼는 모습을 종종 발견했다. 이

런 상황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시작하기 전에 “하영, 이거 근데 존댓말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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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하는 건가? 공식적인 말?” 혹은 “나 그냥 평소처럼 말하면 돼?” 같은 

질문을 하고는 했다. 이는 연구 참여자들이 시민단체의 활동가로서 외부로부

터의 인터뷰에 응한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라는 틀을 보수적이고 공식적인 

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연구자’이자 ‘활동가’로서 ‘나’, 연구 

참여자, 인터뷰를 위한 새로운 공간(스터디룸, 카페 등), 녹음기와 동의서의 

존재 등은 인터뷰 시작 지점에서 연구 참여자들이 어색함을 느끼고, 스스로 

태도와 언어를 점검하게 했다. 이때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가 편하게 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연구 참여자와의 친밀한 관계가 연구에 있어 

착취적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도록 유의했다. 

  또한, 연구자이자 동시에 발령 대기 중인 예비 교사라는 상황은 위티의 활

동 속에서 연구자가 스스로 자신의 위치를 ‘낯설게 보’는 계기가 되었다. 교

사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았지만, 교사 문화에 익숙해져 있었던 연구

자는 청소년이나 학생 인권 세미나를 할 때마다 어느새 내면화되어 있는 교

사로서의 태도를 종종 확인했다. 2020년 4월과 5월 중 집행위원회에서 책 

『유예된 존재들』(공현, 2020)을 읽고 진행했던 청소년 인권 세미나가 그중 

하나다. 책을 읽은 후 ‘학교 가기 싫은 이유’를 포스트잇에 적어서 붙이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에는 빼곡하게 학교 가기 싫은(혹은 싫었던) 이유가 

빼곡하게 적혀 나왔다. ([그림 III-2] 참고) “대자보를 붙이면 화를 내는 선생

님”, “남학생들이 메갈이라고 불러서”, “다양한 가족을 배제하는 가정 교과

서”, 성적에 따른 차별, 재미없는 수업, 강요된 예배, 몸에 맞지 않고 불편한 

교복, 교사-학생 관계, 학생 간 관계, 학교 문화, 수업에 관한 의견 등이 다

양하게 나왔다. 학교에서 불편했던 경험이나 힘들었던 이야기를 2시간 동안 

서로 나눈 이 시간은 연구자 자신이 ‘학교’라는 공간을 교사 중심으로 생각

해오고 있었음을 깨닫는 계기이자 동시에 ‘학생 인권’에 대한 언어가 연구자

에게 스스로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음을 느끼게 된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되

었다. 즉 연구자가 청소년 페미니즘 운동 내부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음에도 

페미니즘보다 청소년 인권에 무지함을, ‘청소년 페미니즘’을 이해하기 위해서

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함을 절감하는 계기가 되었다. 동시에 ‘교사

는 어떤 존재인가?’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게 되었다. 이 사건은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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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스스로 가진 권력, 경험과 자원을 끊임없이 점검하

고 생각해야 한다는 배움을 제공한 시간이었다. 

[그림 III-2] ‘학교 가기 싫은 이유’ 포스트잇 활동

  

  이처럼 연구자는 연구자의 과거-현재, 연구 참여자, 자료, 연구 현장의 시

공간, 물질을 Barad(2007)의 공간-시간-물질(space-time-matter)에서 계

속 내부작용하는 유동적인 존재로 보고자 노력하였다. 연구자, 연구 참여자, 

자료, 시공간 사이의 얽힘의 내부작용은 세계를 특정한 방법으로 변화시키기

도 하지만 물질화의 다른 패턴의 가능성을 열어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존재와 ‘되기’에 관해 책임을 지고 반응해야 한다는 응답(response-ability)

의 윤리에 따라 연구자는 윤리적 책임에 유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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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절차

  이 연구는 Wolcott(1992)의 3E(Experiencing, Enquiring, Examining)

를 반영해 참여관찰, 심층면담, 현지자료조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질적 연구

에서 Barad의 존재-인식론적(onto-epistemological) 자료관에 따라 자료를 

관계 내에서 얽히는(becoming) 것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Springgay & 

Truman, 2017). Barad의 존재-인식론적 자료관은 자료를 특정한 사물

(thing)만으로 간주하여 방법론이 고정 및 독립되어 있음을 가정하는 관점과 

달리 연구자, 연구자료, 연구 참여자, 환경 등이 관계 속에서 얽히는

(entangled) 것으로 이해하는 방식이다. 

  이론, 방법론, 자료가 얽히는 과정을 역동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이 연구

는 1년 2개월에 걸쳐 수행되었으며, 이 연구를 위한 연구절차는 [그림 

III-3]과 같다.

  [그림 III-3] 연구 절차

  연구자는 2020년 4월 13일,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에서 심의가 통과

된 후 본격적으로 연구 자료 수집을 시작하였다. 

19.10 19.11 19.12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예비연구

<콘돔전시회> 

참여관찰

<안녕, 국회> 

참여관찰

<2기 집행위원회> 

참여관찰

1차 본조사 및 자료 분석

<평등문화 TF> 참여관찰

심층면담

현지조사자료 수집

자료 분석 및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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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여관찰 

  연구자는 참여자-관찰자 연속체 중 ‘내부자’이자 ‘참여자’에 가까운 위치에

서 참여관찰을 수행하며(Glesne, 2016/2017) 약 1년간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의 활동가들과 광범위하게 상호작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프로

젝트 운영을 보조하고, 활동가들의 활동을 옹호하는 등 참여관찰했다. 참여

관찰한 단체의 주요 프로젝트와 그 특징은 다음의 <표 III-2>와 같다.

<표 III-2> 참여관찰한 현장의 특징 

  연구자는 ‘힐난도, 자랑도, 수치도 아닌 콘돔 전시회’ 준비위원회를 시작으

로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에서의 활동을 시작했다. 콘돔 전시회

는 포르노의 이미지 속에 갇혀 있었던 여성 청소년의 섹슈얼리티를 새롭게 

해석하는 “새로운 윤리적 현실의 지대”를 만드는 작업이었다. 전시회는 여성, 

퀴어, 청소년/비청소년 작가 11명이 준비하며, 관객 참여형으로 진행되었다. 

연구자는 프로젝트에서 <공간의 미(未)학> 작품과 <감각 여행> 지도를 작업

기간 프로젝트명 내용 및 주요 특징

2019.10 ~

2020.02
콘돔전시회

- 여성 청소년 섹슈얼리티에 관한 세미나 (주 1회)

- ‘힐난도 자랑도 수치도 아닌 콘돔 전시회’ 4일간 진행

2020.02 ~

2020.04
안녕, 국회 

- 유튜브와 기사 기고를 통한 총선 대응 프로젝트 

- 참정권, 섹슈얼리티, 미투, 자립에 관한 청소년 활동가

와 정치인의 21대 국회 과제에 관한 논의

2020.03 ~

2020.08

2기 

집행위원회

- 스쿨미투, 섹슈얼리티, 학생인권, 청소년 경제권 세미나 

(주 1회) 

- 집회(N번방, 스쿨미투 등), 시위 기획 및 참여

- 연대체(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여성환경연대 등) 활

동 참여

2020.05 ~

2020.10

평등문화 

TF

- 단체 내 평등문화 세미나 4회 

- 단체 내외 평등문화 수다회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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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전시 준비위원회로서 참여하였다. 비록 이 전시회는 연구자가 서울대학

교 생명윤리위원회(IRB)에서 연구 승인을 받기 이전의 활동이기에 연구의 직

접적인 현장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는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와 

연결되고, 연구 현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연구 현장을 만나게 

된 계기가 되었다. 다음은 콘돔 전시회의 목적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다.

     (…) 하여 우리는 콘돔 전시회라는 세계를 구축하기로 결심했다. 개인이 구

조의 문법에 의해 묵살되지 않도록, 소외되었던 개인이 자신의 자리를 구축

할 수 있도록, 감각성의 변화가 일상의 새로운 실천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

록. 그러니 이곳은 다름 아닌 새로운 윤리적 현실의 지대, 각기 다른 개별

자들의 존재가 쩌렁쩌렁 울리는 곳이다. 

‘힐난도 자랑도 수치도 아닌’ 콘돔전시회 도록(2020)

  ‘안녕, 국회’ 프로젝트는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집중적으로 진행된 유

튜브 프로젝트로, 2019년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하는 공직선거법 개

정안이 통과한 후 만 18세 청소년들과 총선의 후보가 만나 대화하는 것을 

담았다. 연구자는 이 프로젝트에서 정치인과 청소년 섭외 요청, 홍보, 대화록 

전사, 촬영 현장 보조 등 실무를 맡았다. ‘안녕, 국회’ 프로젝트는 ‘참정권’과 

청소년 페미니즘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연구자가 배울 수 있었던 현장으로, 

연구자가 ‘참가자’가 아닌 ‘기획 및 운영자’로 참여하게 된 첫 프로젝트가 되

었다. 

  ‘2기 집행위원회’는 2020년 3월부터 9월까지 총 14회 운영했던 ‘위티’ 내

부의 의사결정 단위로서 일주일에 한 번씩 내부 회의 및 세미나를 진행했다. 

집행위원회 내에서 스쿨미투, 청소년 인권, 청소년 경제권과 섹슈얼리티를 

중심으로 세미나에 참여하며 청소년 페미니즘을 둘러싼 의제를 함께 공부하

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집회, 연대체 단위 논의, 기자회견, 인터뷰 섭외, 

논평 작성 등 단체 내부에서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집행위원회에

서 연구자는 집행위원으로서 내부 회의와 세미나에 함께 참여하였다. 이전의 

단기의 프로젝트와 달리 ‘2기 집행위원회’는 연구자가 내부자와 가까운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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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위티’가 어떻게 운영되고 집행되는지를 경험할 수 있었던 공간이었으

며, 연구 참여자들과 라포를 쌓는 계기가 되었다. 

  ‘평등문화 TF’는 2020년 5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총 8회 운영된, 내부

의 문화를 점검하고 평등문화를 위한 기구를 준비하기 위한 임시 기구(TF)

다. 평등문화 TF에서는 7명의 구성원이 4회 간 당사자성, 반성폭력, 탈배제,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외부와 함께 수다회

를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평등문화 TF에서 세미나 운영을 담당하였으며, 내

부의 문화를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공론의 장에 참여할 수 있었다. 각 세미나

는 4~5시간가량 소요되었으며, 수다회는 3시간에 걸쳐 진행되었다11).

(2) 심층 면담

  심층 면담은 참여관찰 현장 파악한 맥락적 정보와 연구참여자의 특성을 

바탕으로, 참여관찰만으로 포착할 수 없는 행동이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중

요하다(이용숙 외, 2012). 따라서 심층 면담 시 참여관찰로 관찰할 수 없는 

이야기를 듣거나, 구체적인 맥락을 질문했다. 면담은 개방형 질문으로 진행

되는 것을 주로 하되, 짧은 시간 동안 진행된 만큼 반구조화된 질문을 활용

하였다. 연구자는 ‘관계로서의 면담(I-Thou)’(Seidman, 2006/2008)을 위해 

연구 참여자를 존중하고, 면담 관계를 공정하게 이끌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면담 기록이 면담 내용을 왜곡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의 검토

과정(member-checking)을 거쳤다(Seidman, 2006/2008). 표정과 행동의 

의미를 ‘두꺼운 기술(thick description)’을 통해 현장의 맥락 속에서 해석

하고자 하였다(Geertz, 1973). 특히 행위적 실재론 관점을 반영해 공간, 시

간, 물질, 담론 등이 어떻게 얽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심층 면담 진행시, 연

구자는 연구 참여자가 공간, 시간, 다른 사람과의 관계 등의 관계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였다(Schadler, 2019). 

11) 특히 2020년은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활동 중 일부는 방역 지침에 따라 온라인으

로 전환되어 진행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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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연구자는 현장 일기와 함께 면담자 의견을 남겨 연구참여자와 면담

을 진행하며 느낀 점, 의문, 발견 등을 별도로 기록하였다. 이러한 메모는 

연구 참여자의 행동, 말의 의미를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

다. 심층 면담은 1시간 30분에서 4시간가량 소요되었으며, 13명 중 5명과는 

2차례 진행했다. 2차 심층 면담의 경우에는 1차 심층 면담이 비교적 이전 

시일에 진행되었거나, 1차 심층 면담에서 시간적인 제약으로 충분한 이야기

를 나누지 못한 경우에 한해 시행되었다. 1차 심층 면담 이후의 변화와 1차 

심층 면담에서 다루지 못한 주제와 내용을 중심으로 2차 심층 면담을 진행

했다. 2차 면담을 진행한 연구 참여자는 유채, 도올, 단, 보리, 호지다. 

(3) 현지자료조사

  글, 사진, 논평, 동영상, 회의 보고서 등의 모든 문서와 자료들에는 연구 

참여자의 관점과 삶이 반영된다. 특히 활동가로서 청소년 페미니스트들이 작

성한 책, 회의록, 촬영한 동영상, 논평 등은 청소년 페미니스트들의 삶과 생

각을 구체적으로 담는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안녕, 국회> 유튜브 영상자

료, <힐난도 자랑도 수치도 아닌 콘돔전시회> 도록, 『시대』, 책 『우리의 목소

리를 공부하라』, <청소년활동기상청 소식지: 활력소> 등을 수집하였다. 

  특히 사진 자료는 참여관찰이나 면담으로는 구체적으로 살피지 못했던 부

분을 확인하고, 사진의 세부적인 요소로부터 의미를 느낄 수 있는 계기를 마

련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연구 참여자들의 삶과 문화를 새롭고 구체적으로 

바라보게 했다. 또한, 사진은 그 자체로 프레임 안에서 공간을 구성하기에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의 문화와 삶을 조금 더 가까이 느낄 수 있었다

(Collier & Collier,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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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의 분석 및 해석

  질적 연구의 과정은 그 자체로 순환적이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

로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했다. 

첫째, 연구자는 행위적 실재론에 따라 공간, 시간, 물질, 담론을 내부작용

하는 ‘공간-시간-물질화(spacetimemattering)’를 중심으로 분석 및 해석하

고자 하였다(Barad, 2007). 이때 물질화되는 것이란, 시간성과 공간성이 구

체적으로 생산되는 역동적인 과정이다. 이는 각 공간, 시간, 물질, 담론을 독

립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어떻게 겹치고, 얽히며 경계를 해체 

및 재구성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활용되었다. 이는 물질, 담론의 행위를 ‘물질

성’으로 이해하며 페미니스트 ‘되기’의 과정을 역동적으로 이해하는 기반이 

되었다(Childers, 2013). 

  둘째, 이 연구는 담화 분석(conversational analysis)을 통해 심층 면담 

자료뿐 아니라 일상생활 속 다양한 사건의 기록에서 어떻게 대화 속에서 의

미가 소통되는지에 집중하였다. 내부자에 가까운 위치에서 참여관찰을 실시

하며 심층 면담 자료만으로 담아내기 어려운 일상생활과 일상 언어에서의 비

언어적 상호작용 등에 집중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일상적 삶을 이해하며 “믿

고, 동의하고, 협상하는”(Shwandt, 2007: 98) 과정에서 내부의 문화를 이해

하고 분석하는 데 활용되었다. 

  셋째, 연구의 개념, 과정, 관계를 찾기 위해 자료의 디스플레이를 활용하

였다. 자료의 디스플레이는 연구의 뼈대를 제공한다. 전체적인 뼈대를 보게 

함과 동시에 연구 중인 사회 현상에 대해 이론화하게 한다(Glesne, 2016/ 

2017). 따라서 자료를 수집하면서 수행했던 잠정적 분석 결과, 원자료 및 코

딩 결과를 확인하며, 연구문제에 답할 수 있는 분석 도구를 제작하고자 하였

다. 이러한 분석 도구는 자료들이 어떤 구조를 이루고 있는지 파악하고 연구

의 순환적 과정에서 계획, 해석 등에 주요한 자원이 될 수 있었다. 

  넷째, 연구자가 연구자-연구참여자-자료의 관계 속에서 내부작용하는 것과 

페미니스트적인 관점을 교차함으로써 ‘내부자’이자 ‘연구자’로서 낯설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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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연구 과정에서 시도하였다. 연구자가 연구 과정에서 작성했던 메모, 연구 

일지 등을 분석 및 해석 과정에 반영함으로써 연구의 입체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는 내부작용하는 연구자가 세계를 (재)구성하는 과정에 물질적으로 

개입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연구의 윤리적 책임에 응답(response-ability)하

는 과정의 일환이었다. 

  다섯째, 분석과 해석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구성원 검토(member 

check)를 시행하였다. 물론 행위성이 발화자에게 소유되지 않고 물질적으로 

배치되며 윤리적인 책임은 계속되기에 구성원 검토는 연구의 타당성과 윤리

성을 완전하게 보장하지 않는다(Mayes, 2019). 그러나 연구자가 연구 참여

자의 목소리를 파편화하거나 앎과 행위를 분리하는 방식으로 분석하지 않기 

위하여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분석 및 해석 전반의 과정에 있어 연구자는 존재-인식론적 관점에 

따라 인식론적 자료를 정보와 동일시하여 연구자에 의해 가공되고 활용되는 

것으로 보기보다는 회절적 장치를 통한 물리적-담론적 실천으로서 읽기와 쓰

기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했다. 질적 연구의 자료는 감각적이고, 반응적이며, 

변화하는 행위성을 그 자체로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Koro-Ljungberg, 

MacLure, Ulmer, 2018). 즉 분석 과정이 인간 중심적인 의미 형성이 되지 

않도록 연구자, 연구 참여자, 자료, 물질 간의 얽힘에 주목하여 분석 과정에

서 다양한 패턴을 찾아가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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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정치 참여 경험의 공간-시간-물질화

  ‘위티’에서 현지 조사를 수행하며, 연구자에게는 청소년 페미니스트들이 

‘위티’에서 정치적으로 참여하는 데 있어 참여 전과 대비했을 때, 참여 중 

혹은 후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선험적인 가정이 존재했다. 연구자 자

신의 경험에 빗대어 생각했을 때, 문제의식을 느끼고, 정치적으로 행위하고, 

그를 바탕으로 페미니스트적인 지식이나 언어를 구성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

문이다. 실제로 이러한 가정은 어느 정도 부합하기도 했다. 참여관찰 과정과 

심층 면담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이전과 다르게 불편한 경험을 언어화하게 된 

것, 함께 일하는 방법을 배운 것, 안전한 공간의 중요성을 인식한 것 등 변

화된 자신의 모습을 묘사하기도 했다. 

  이를 바탕으로 심층 면담에서 연구자는 참여 전후의 변화된 모습이나, 관

련된 일화에 관해 연구 참여자들에게 질문하고는 했다. 이에 연구 참여자들

은 술술 이야기하기도 했지만 몇몇 연구 참여자들은 “어려운 질문”이라고 하

며 당황해하기도 했다12). 연구자는 심층면담에서 연구자의 예상에 미끄러지

는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들을 확인하며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되었다. 첫째, 

연구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동안 연구자 내부에 존재했던 편견이다. 질적 연

구를 수행하며 선험적인 판단을 유보하고자 하였음에도, 참여 전과 후가 바

뀔 것이라는 생각이 연구자에게 알게 모르게 존재했던 것이었다. 두 번째로, 

연구자는 ‘위티’와 함께하기 이전의 삶에 관한 개인적인 이야기를 단체 안팎

에서 나누며, 참여 전과 후로 나누는 이분법적이고 직선적 시간관에 기반한 

생각의 한계를 직면하게 되었다. 선험적인 구분이 오히려 참여자들의 정치 

12) 연구자는 심층 면담을 진행하며 이에 관해 다음과 같은 메모를 남기기도 했다. “(연

구 참여자가 심층 면담에서) 종종 ‘질문이 어렵다’는 피드백을 할 때 그 말이 어떤 의

미일지 생각해보게 되기도 했다. 질문을 잘한다는 건 어려운 말을 쉽게 할 수 있는 

걸 의미하는 걸까? 혹은 어려운 마음을 어렵게 풀어나가는 걸 의미하는 걸까? 질문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다시 느껴보는 시간이 되는 것 같다. 나의 질문들이 어떻게 연구 

참여자들에게 가닿을지에 대해 나에게 내가 던지는 의문이라고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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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경험을 온전히 그대로 보기 어렵게 하고, 주변의 상황, 맥락과 복잡하

게 얽혀 있는 경험을 평면화하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연구자의 선험적인 가정이 오히려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기 어렵게 하고, 

단순화한다는 깨달음은 연구 참여자들의 일상적인 삶과 ‘위티’에서의 삶을 

면밀히 살펴봐야 함과 동시에, 직선적이고 선형적인 시간관에 기반한 생각에

서 깨어 나와야 함을 느끼게 했다. 공간에 대한 가정도 마찬가지였다. 학내

에서 정치적으로 활동적이지 않았던 청소년이 갑자기 외부에서 정치적으로 

활동할 공간을 찾는 것은 아니며(Gordon, 2009: 207), 단체 안과 밖이 완

전히 이분법적으로 구획되지도 않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공간, 담론, 물질 등

이 작용하는 연구 참여자들의 삶은 전과 후의 변화만으로 평면적으로 설명될 

수 없으며, 계속해서 변화하고, 내부작용 속에 있었다. 

  ‘공간-시간-물질화(spacetimematterings)’는 특정한 현상이 물질화되게 

하는 내부작용의 반복 속에서 형성되는 시간과 공간을 의미한다(Barad, 

2007). 즉 공간-시간-물질에서 각 공간, 시간, 물질 개념은 서로 겹치고, 얽

히며, 동시에 구성된다(Ringrose & Rawlings, 2015). 이 장에서는 청소년 

페미니스트들이 단체 안팎에서 어떻게 정치적으로 참여하며, 이 경험이 어떻

게 공간-시간-물질화되는지를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여성 청소년들의 참

여 경험은 청소년이라는 시기의 시간성과 학교, 가정, 일상, ‘위티’라는 공간

성과 얽히며 이루어진다. 참여자들 간 차이 속에서 정치 참여 행위의 ‘반복’

은 정치참여의 계기와 양상을 확인하게 한다. 

1. 물질: 청소년 페미니스트 정치화의 물질적 행위성

  연구 참여자들이 청소년 페미니즘 운동을 시작하게 된 것은 연구 참여자

들의 일상적인 삶에서부터다. 연구 참여자들은 학교, 가정, 거리 등에서 ‘여

학생’, ‘소녀’, ‘청소년’, ‘십대’, ‘영영 페미니스트’ 등으로 호명되며 다양한 

경험을 한다. 일상생활 속에서 문제를 찾고, 이에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한 

이들은 물질적, 담론적, 공간적으로 이들을 둘러싼 환경과 자신 간 내부작용



- 55 -

(intra-action)을 경험한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 참여자들의 시간, 공간, 물

질 간의 내부작용 경험은 일상에서 사소하게 여겨졌던 사물, 공간, 시간을 

다르게 보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도올은 비인가 대안학교를 졸업하고 2020년, 연 나이로 20세가 되었다. 

도올에게 학교, 가정 등 일상에서의 경험은 “이상하고 싫은 것”, “짜증나고 

불편한 것”을 확인하게 한다. “학교에서 페미니즘을 너무 하고 싶은데, 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 도올은 페미니즘 관련한 이런저런 강연들을 찾게 되

었다. 그러나 2030 중심의 페미니즘 강연과 학문 중심의 논의는 도올에게 

거리감을 느끼게 했다. 청소년으로서 ‘뭔가를 해보고 싶다’고 느끼던 와중 

‘위티’의 전신이었던 ‘청소년 페미니즘 모임’에서 활동을 시작한다. 다음의 

스쿨미투 전국집회 <여학생을 위한 학교는 없다>에서 도올의 발언은 도올이 

여학생, 여성 청소년으로서 사는 것이 스스로 어떤 의미였는지를 드러낸다. 

학교에서 여학생으로 산다는 게 어떤 일인지 아시나요? 매일같이 여성, 

소수자 혐오13)를 기반으로 한 욕설을 듣는 것은 물론이고, 성소수자를 배척

하는 ‘양성평등’, ‘이성애 중심적’ 교육을 받고, 정숙하고 순수해야 하지만 동

시에 교복을 비롯한 여학생의 일상을 섹슈얼적 메타포로 사용하며 욕망의 대

상이 되기를 요구받습니다. 자칭 ‘늑대’라는 남학생들은 공공연히 교실에서 

어제 본 국산 야동에 대한 농담을 나누고, 같은 반 여학생들의 외모 순위를 

매기곤 합니다. 학교뿐만일까요? 사회에서의 여성 청소년은 더더욱 취약한 위

치에 놓여있습니다. 지하철의 취객들은 꼭 옆에 앉은 성인 남성이 아닌 내게 

시비를 걸고, 정당한 것을 요구하는 집회에 나가도 어른들은 내게 학생이 기

특하다거나, 시간이 늦었으니 빨리 들어가라며 그것이 나를 위한 일인 듯 이

야기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는 모두 이런 일들을 경험했거나, 경험하고 있

거나, 경험할 여학생들일 것입니다. 

스쿨미투 집회 <여학생을 위한 학교는 없다> 발언문 (2018년 11월)

도올이 경험했던 여성 혐오, 소수자 혐오는 욕설, 성소수자를 배제하는 ‘양

13) 발췌한 연구 참여자들의 발언, 현지 자료에서 진하게 표시한 것(볼드체)은 연구자가 

연구에서의 분석과 해석을 위해 강조하고자 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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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중심의 교육, 불법 촬영물 중심의 ‘국산 야동’, 일상적인 외모 평가 

등에서 온다. 도올에게 이러한 혐오를 마주하는 일은 일상적이며, 학교 밖에

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예컨대 쉽게 들을 수 있는 “기특하다”라는 말은 청

소년을 ‘보호’라는 이름으로 청소년을 타자화하는 기제로 작용한다. 이처럼 

도올이 여학생으로 경험하고, 느끼는 차별과 억압은 일상적이고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학교라는 공간의 특수성, 이성애 중심적인 사회, 남성 중심적 섹슈

얼리티, 청소년 보호주의가 작동하는 환경에서 도올은 다양한 측면에서 불편

함을 감각한다. 

  이 절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이 일상에서 경험했던 차별과 불편함을 물질적

이고 담론적인 다양한 행위성의 단계 속 내부작용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즉 인간 행위자의 심리적인 측면에서의 불편함으로만 보던 시선에서 벗어나 

다양한 행위자, 물질성과 시공간이 내부작용하는 맥락 속에서 어떻게 불편함

과 차별이 형성되는지에 주목하는 방식이다. 이 절에서는 ‘교복 치마’, ‘시험’

과 ‘콘돔’을 중심으로 물질이 체현된 실천으로서 담론, 시공간 속에서 어떻게 

얽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1) ‘교복 치마’: “경건한 여성”과 “성적 매력”을 갖춘 소녀 사이

  연구 참여자들은 탈학교 청소년, 대안학교 청소년, 제도권 교육을 받는 청

소년 등 서로 다른 배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중 제도권 교육을 받고 있

거나 이전에 받았던 연구 참여자들이 심층 면담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한 것

은 학교의 일상적인 몸에 대한 규제와 ‘교복’에 관한 것이다. 신체는 직접적

으로 정치의 영역에 들어가 있으며, 따라서 권력관계는 신체에 직접적인 영

향력을 가한다(Foucault, 1975/2003). 이때 권력은 소유되는 것이 아니라 

활동 중인 관계 속에서 행사되는 것이기 때문에 권력관계는 신체, 학교, 교

복, 소녀를 구성하는 이미지 등을 가로질러 행사된다. 

  2기 집행위원회 세미나에서 책 『유예된 존재들』(공현, 2020)을 읽은 후 

진행했던 ‘학교 가기 싫은 이유’ 포스트잇 활동에서 많은 부분이 ‘교복’과 관

련된 것도 마찬가지다. 포스트잇에는 “자꾸만 몸에 맞지 않던 교복. 내 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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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워하고 위축되게 했던 복장규제들”, “옷도 맘대로 못하고 머리도 맘대로 

못하고”, “교복 입기 싫어서” 등의 이야기들이 있었다. 유사하게 청소년 페미

니스트 교육 활동가 양성과정 ‘경계넘기’에서 진행했던 실루엣 토크에서 여

학생이 경험하는 억압과 여학생에게 필요한 권리를 신체 부위에 적는 활동

([그림 IV-1])에서도 어떻게 교복이 신체를 통제하는지 드러난다. 

[그림 IV-1] ‘여학생’ 실루엣 토크 (2020년 9월) 

[그림 IV-1]에서 볼 수 있듯 “체육복 입고 등교할 권리”, “교복 입지 않을 

권리”, “치마 입지 않을 권리”, “다리 벌리고 앉을 권리”, “운동화 신을 권

리” 등이 ‘교복’과 연결되어 있다. 특히나 여학생이 입어야 한다고 여겨지는 

‘교복’은 ‘치마’이기에 특수성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두발과 함께 학교라는 

공간에서 성별의 지표로 작용하는 의복은 특히 여성 청소년에게 신체에 대한 

더 많은 강제력을 요구한다(우춘아‧오경희‧김희용, 2011). 치마의 특성상 

여학생들은 다리를 벌리고 앉기 어렵고, 치마를 입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

는 학교에서 “체육복을 입고 등교”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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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청소년들이 몸을 활용하는 공간을 제약받으며 “소녀처럼” 행동할 것을 

요구받아온 “금지된 지향성(inhibited intentionality)”을 의미하기도 한다

(Young, 1990). 여성 청소년이 되는 것 자체가 여성 청소년 신체를 가지는 

것의 의미를 규율하며, 이에 따라 행동을 수정할 것을 요구받기 때문이다

(Ahmed, 2016). 이러한 ‘몸의 과잉 구속’은 젠더 고정관념에 따른 실천을 

강화하고 이데올로기화한다(우춘아‧오경희‧김희용, 2011). 이렇게 의복을 

통해 신체에 구속력을 부과하는 것은 학교의 용의 복장규제로 나타난다. 호

지는 중학교 때를 회상하며, 당시의 규제를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나는 굉장히 엄격한 사립 여자 중학교를 다녔는데, 거기에 교훈이 ‘경건

한 여성이 되자’였어. (웃음) 경건한 여성이 되기 위해 우리는. 음, 단발머리

는 귀밑 10cm로 하는데 어깨에 닿으면 안 되고, 치마가 길면 안 되고, 살이 

비치는 스타킹을 신으면 안 되고, 그런데 또 스타킹을 안 신으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는 무릎을 덮는 치마였어. 전교생이. 그리고 손톱 길이도, 손톱의 

흰색 부분이 0.5cm를 넘으면 안 돼서 매주 수요일마다 전교생이 손톱 길이

를 전부 다 쟀어. 아무튼, 그랬는데, 학교에서 바라는 여성 청소년의 이미지

대로 살았던 것 같고. 거기에서 혼전순결 교육도 받았어. 

호지 1차 심층 면담 (2020년 7월)

호지는 사립 여자 중학교 졸업 후 서울시교육청의 학력인정 각종학교 오딧세

이 학교 1년 과정을 수료하였다. 호지가 이야기한 대로 중학교에서의 일상적

인 용의 복장규제는 머리 스타일, 스타킹, 손톱, 치마 길이에서 세세하게 작

동한다. 그리고 이 규제는 곧 ‘경건한 여성상’을 위한 통제가 된다. 시간이 

지나, 호지는 중학교 때 자신의 삶이 ‘학교에서 바라는 여성 청소년의 이미

지’에 부합하는 일이었음을 회상하며 통제 아래의 생활이 폭력적이었다고 해

석한다. 즉 학교에서 강제하는 이미지에 순응하는 것은 호지가 통제와 규제

를 폭력이 아닌 일상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했다. 

  호지가 학교에서 경험했던 폭력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쌤들은 어느 정

도 폭력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 폭력성은 “욕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것”, 

“성희롱을 일삼는 것” 등으로 나타난다. 호지는 이러한 상황이 “이상하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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끔 소름끼치”다고 느끼면서도, 중학교에 다닐 때는 그것이 왜 불편한지 알지 

못했다. 호지에게 성희롱하는 선생님은 욕을 하고 소리를 질렀던 다른 선생

님과 다르게 다가오지 않았다. “(성희롱하는) 그 쌤이 우리에게 소리를 지르

거나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지는 않는데?”라고 생각하며 성희롱이 기분 나

쁘지만, 그것이 어떻게 다른지 말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처럼 호지가 중학

교에서 경험했던 교사의 폭력성은 단순히 성희롱에서 비롯되지만은 않았다. 

즉 호지는 일상적인 용의 복장규제, 교사-학생 위계에서 교사가 가진 권력 

등 학교에서 작동하는 촘촘한 미시권력들을 파악하기까지 중학교를 졸업하고

도 오랜 시간이 걸렸다. 

  호지가 용의복장 규제를 교사의 폭력성과 연결한다면, 루나는 복장 규제를 

학내 성폭력 문제와 관련짓는다. 루나 또한 속옷 색 규정이 있을 정도로 용

의 복장 규정이 엄격했던 중학교에서 일상적으로 불편함을 경험했다. 특히 

몸에 맞지 않는 교복을 입어야 했던 루나는 맞지 않은 교복을 억지로 잠가

도, 풀어도 “선정적이다”라는 말을 들었다. 그 외에 학교에서의 통제와 “너네 

장래희망이 술집 여자야?”와 같은 성차별적, 성희롱적 발언은 루나에게 일상

적이었다. 루나는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나시는 살색이어도 안 되고 무조건 흰색. 그리고 제가 와이셔츠 사이즈가 

110까지밖에 없었어요. 저는 근데 110을 입어도 여기가 안 잠기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잠그고 갔더니 또 그 자체로도 선정적이라고 뭐라고 하고 풀

었더니 풀었다고 선정적이라고 뭐라 하고. 그게 일상이니까 저 샘 또 저런다. 

그리고 저희는 밥을 못 먹게 했거든요. 급식실 앞에 샘들이 지키고 있다가 

여자애들 입술이 빨갛고 하면 지우고 들어오지 않는 이상 밥 못 먹는다, 이

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열댓 번

씩 ‘창녀’라는 말을 들었던 것 같아요. 수업시간에도 ‘너네 장래희망이 술집 

여자야?’ 이런 식으로. ‘남자애들은 너네 같은 애들 안 좋아해’. 

루나 심층면담 (2020년 8월)

이처럼 “너~무 익숙”했던 학교에서의 폭력적인 상황은 루나에게 폭력으로 인

식되기 어려웠다. 고등학교에서 불법 촬영 문제가 발생한 이후 힘들어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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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생활을 되돌아보았던 루나는 힘들었던 이유가 중학교의 폭력적인 환

경과 당시의 또래 학생에 의한 성폭력에 있음을 인식했다. 이후 루나는 중학

교를 졸업한 지 1년이 지나 스쿨미투로 자신의 경험을 고발했다. 그러나 루

나가 돌아본 일련의 사건에서 루나는 일상적인 통제, 성폭력, 인권 침해적인 

상황이 “폭력적”이었음에도 “(이를) 모르고 행복했”다고 설명한다. 이에 루나

는 행복했다고 여겼던 중학교를 폭력적이고 안전하지 않은 환경으로 인식하

는 일이 “일상생활도 불가능할 정도로 힘들었”고, “금이 나서 팡~! 하고 터

졌던 경험”이었다고 설명한다.

  호지와 루나뿐만 아니라 많은 연구 참여자들이 용의 복장을 둘러싸고 일

어났던 학교 내 폭력을 설명했다. 예컨대 단은 전학 가기 이전 일반고등학교

에서 “갑자기 수업시간에 들어와서 다 책상 위로 올라가라고 한 다음에 치마 

길이를 재. 자로 막 몇 센티가 안 넘으면 ‘늘려 와라’ 이런 식”의 상황을 일

상적으로 경험했다. 용의 복장규제를 둘러싸고 일상적으로 경험해야 했던 인

권 침해와 성폭력적인 사건들에 연구 참여자들은 학교를 그만두거나, 전학 

가거나, 개인적으로 학교에 맞서 싸우는 등 개인화14)된 방식으로 문제를 직

면해야 했다. 

근데 내가 학교에 대한 불만이 너무 많은데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사람이 

나밖에 없었어. 학교에 있는 애 중에서는. 근데 그게 너무…. 힘든거야. 나는 

우리 학교는 여학생이 바지를 못 입었어. 이거 1인 시위할래? (웃음) 이랬는

데 나는 그런. 그런. 아까 말한 것처럼 되게 빻은15) 말하는 선생님들 엄청 

많아서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았는데. 그 학교에서 아무도 내 말에 나처럼 

격하게 격분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아무도 화내지 않는 거야. 그게 힘들었

어. 학교 안에 있으면서 이런 교육에 힘들어하는 사람도 없고 나처럼 이렇게 

인권 의식이나 그런… 페미니즘적 의식이 있는 사람도 없고. 있어도 그냥 화

내지 않고. 그런데 그래서 나는 만약 학교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학교 다

14) 개인화란, 산업사회의 합리성 체계가 만드는 위험의 위협 속에서 “제도화된 삶의 형

태들이 정당성을 잃고 개인들이 ‘자기 자신의 삶’을 살도록 강제되는 현대 사회의 구

조적 특성”(홍찬숙, 2015: 269)을 의미한다. 

15) ‘빻다’는 트위터 등 SNS에서 인권감수성이 부족한 것을 표현하는 은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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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기가 더 쉬웠을 것 같은데 이게 청소년 특징인 것 같아. 학교에 다니는 청

소년이라면 어떤 인권적인 안 좋은 상황에 몰려도 고립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날 심층면담 (2020년 8월)

  

날은 중고등학교에 다니던 시기 페미니즘이 활발하게 주목받지 않아 학내에

서 백래시16)를 경험하지 않았지만, 학교에서 “고립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바지를 못 입는 상황, 학생 인권 침해, 그리고 일상적으로 교사에게

서 듣는 여성 혐오적, 퀴어 혐오적인 발언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문제를 제기

하고자 하였으나 날 곁에는 “내 말에 나처럼 격분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러

한 학교의 환경은 날만이 겪은 일은 아니다.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은 학교

에서 겪는 일상적인 차별에 주변인들이 불만을 품기도 했지만, “왜 잘못됐는

가에 대해서는”(단 1차 심층 면담)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느꼈다. 이는 

날이 “1학년 1학기부터, 1학기 끝나고 학교를 그만두고” 싶어 한 이유가 되

었으며, 고등학교 2학년 때 날이 자퇴하게 된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한편 연구 참여자 중 우주는 용의 복장규제에 반감을 보이고 교칙을 직접 

바꾸었던 경험을 이야기했다. 우주는 호지와 마찬가지로 오딧세이 학교 1년 

과정을 수료하고, 여자고등학교를 2년간 다녔다. 70년이 되었을 정도로 오래

된 사립고등학교였던 우주의 학교에는 바지 교복이 있었지만, 바지 교복을 

입으면 벌점을 부과했을 정도로 교복 치마를 입는 것이 규정되어 있었다. 벌

점을 받더라도 교복 치마를 거부하고 바지 교복을 입는 우주에게 교사들은 

‘다리에 흉터가 있다고 해라. 너만 허용한다고 하자’라고 말했지만, 우주는 

이를 거부하고 용의 복장 규정 전반에 문제를 제기했다17). 루나가 다녔던 학

교와 마찬가지로 학교에 잔존하던 속옷 색깔 규정, 민소매(나시)를 입어야 한

16) ‘백래시(backlash)’는 반격을 의미하는 단어로, Faludi(1991)가 여성의 권리 신장을 

저지하는 반동 메커니즘을 해석하고, 이에 맞서는 페미니스트에게 제공하고자 한 분

석의 도구다. 즉 백래시는 사회나 정치가 변화하며 자신의 중요도, 영향력, 권력이 줄

어든다고 느끼는 불특정 다수가 변화에 반발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17) 우주의 바지 교복 착용이 어려웠던 이유는 치마교복, 바지교복이 가능한 학교더라도 

사실상 치마교복 착용을 당연시하는 공공연한 분위기 때문이기도 하다(우춘아‧오경희

‧김희용,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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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규정, 바지 교복이 금지된 규정 등 전반에 대해 대자보를 써서 붙였던 

우주는 학교에서 따가운 시선을 받아야 했지만 결국 교칙을 바꾸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우주는 심층 면담 도중 당시를 회상하며 “그때 엄청 희열을 

느꼈어요. 아침 방송에서 교장이 나와 가지고 ‘여러분, 이제 바지 허용됐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저희 반에서 소리 지르고 그랬거든요.”라고 말하며 웃었

다. 교복 치마가 아닌 바지를 허용하도록 교칙을 바꾸는 작업이 우주에게 큰 

희열이었던 것은 학교의 일상적인 통제와 억압에 대한 거부가 “월드컵 골을 

넣은 것” 같은 큰 성공이었음을 의미한다. 즉 우주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을 언어화하고 위계가 강력하게 작동하는 학교라는 환경에서 완고해 보이는 

교칙을 바꾸는 성과를 얻었다. 

  이처럼 ‘교복 치마’를 포함한 용의 복장에 관련해 연구 참여자들이 학교 

환경에서 겪는 일들은 청소년의 고립, 학교의 인권 침해적인 상황, 탈학교, 

성희롱 등 다양한 상황과 얽혀 있다. 이때 ‘교복 치마’는 여학생이 학교에서 

입는 옷이라는 기표(signifiant)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교복 치마는 학교를 

포함하여 사회에서 청소년, 젠더와 섹슈얼리티가 물질화되는 내부작용 속에

서 의미가 형성되는 것이다. 이어서 보리의 ‘교복 치마’와 ‘소녀의 몸’에 대

한 글은 학교와 사회라는 공간에서 여성 청소년의 몸이 어떻게 규정되었는

지, 그리고 교복이 어떻게 담론적일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힘을 가지는지를 

드러낸다. 

나에게 2차 성징은 사회가 요구하는 ‘소녀의 몸’이 되는 일이었다. 또한, 

‘소녀의 몸’이 되지 못한 자신을 부정하는 일이었다. 소녀의 몸은 피부가 희

어야 했고, 털이 없어야 했고, 가슴과 엉덩이가 크면서도 허리는 잘록해야 했

고, 아동복만큼 작은 교복을 거뜬하게 소화해야 했다. 어느 순간부터 나는 나

의 몸을 외면하게 되었고, 내가 가진 삶의 진실을 감추게 되었다. 

『소녀, 소녀를 말하다』18), 보리    

18) 『소녀, 소녀를 말하다』는 2018년 ‘위티’의 전신인 ‘청소년 페미니즘 모임’에서 청소

년 페미니즘 기자단 활동 이후 출간한 책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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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에게 교복은 소녀로서의 ‘여성다움’, ‘소녀다움’의 몸에 대한 강제이자 

강요이기도 하다. 사회에서 요구하는 ‘소녀의 몸’은 하얀 피부, 말끔한 몸, 

잘록한 허리, 교복을 거뜬하게 소화하는 몸이다. 이상적인 소녀의 몸을 전제

한 작은 여학생의 교복은 보리가 “몸을 외면”하고 “소녀의 몸이 되지 못한 

자신을 부정하게” 한다. 그리고 이러한 교복에 의해 규정된 ‘소녀다운 몸’은 

학교라는 공간 밖에서도 유효하다19). 

  한편 ‘위티’의 전신이었던 청소년 페미니즘 모임과 청소년 페미니스트로 

모인 이들이 함께 쓴 책 『걸 페미니즘』에서 연구 참여자 중 리아가 ‘소녀다

움’과 ‘교복’에 관해 쓴 부분은 여학생의 교복이 어떻게 성애화되어 소비되는

지를 보여준다. 

       걸그룹의 주요 컨셉인 ‘소녀다움’은 순수하고 맑은 고전적인 소녀의 이미지

를 벗어나지 못하면서도, 이제는 자신을 충분히 치장하고 성적 매력을 갖출 

것까지 요구받는다. 대표적으로 ‘교복 컨셉’은 대중들에게 ‘잘 팔리는’ 컨셉이

다. 실제로 고등학생 멤버가 포함되어 있는 걸그룹인데 교복을 입는 게 뭐가 

문제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과연 저 교복 컨셉이 누구의 어떤 시선으로 

입혀진 것이며, 어떻게 소비되는지를 떠올리면 편히 볼 수 없다. 순수하고 청

순한 이미지를 위해 교복을 타깃으로 잡은 건가 싶다가도 온몸에 딱 달라붙

어 몸매가 훤히 드러난 옷을 입고 “난 아무것도 몰라요”하는 것 보면 저게 

뭔 괴상한 컨셉인가 싶다. 

‘소녀 착취 산업, 걸그룹’, 『걸페미니즘』 (2018), 리아 

걸그룹의 주요 컨셉으로 여겨지는 ‘소녀다움’과 이에 따라 걸그룹이 착용하

는 의상으로서의 교복은 “자신을 충분히 치장”하면서도 “성적 매력”을 갖춰

야 하는 몸을 상징한다. 이러한 관점에 기반할 때, 여학생들의 교복은 사회

적으로 성애화된 소녀의 몸과 동일시되며, 동시에 여성 청소년들의 몸을 규

19) 사회적으로 학교에 존재해야 한다고 여겨지는 탈학교 청소년이 교복을 입지 않는다

는 것은 이들이 비가시화되고 인식되지 않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또한, 호지, 도올과 

같은 대안학교 청소년들에게 명시적으로 교복이라는 물질적인 규범이 존재하지는 않

았지만, 이들 또한 여성성과 ‘학생다움’의 규범 속에서 유사한 모순을 경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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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다. 그리고 이러한 교복 착용을 강제하고, 규제하는 학교의 규정들은 권

력이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작동하는 학교라는 공간에서 순수한 동시에 성애

화되는 소녀의 몸으로 물질화된다. 학내 청소년 페미니스트들이 학교에 다니

며, 혹은 졸업한 이후에도 학교에서 일어났던 인권 침해적인 상황들이나 성

폭력적 상황들을 교복과 연결하는 말하기는 그 자체로 여학생의 교복이 학

교, 사회라는 시공간과 내부작용하며 어떻게 규범화되는지를 설명한다. 

2) ‘시험’: “획일화”와 입시에의 “몰입”

  제도권 학교 내에서 청소년들의 삶은 시험과 입시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행평가, 모의고사, 수능 등 시험이 정기적으로 시행되

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능력주의(meritocracy)와 학벌주의가 강력한 신자유

주의적 환경 때문이기도 하다. 학교 내에서 날은 “공부로 차별, 심화반 잘라

서 넣”는 관습에서 “(심화반) 애들과 일반 학생들 차이의 차별도 너무 심하

고 딱 봐도 일반 학생들에게 관심 없는 것”을 확인하는 등 입시경쟁뿐만 아

니라 학교에서의 차별적인 대우를 경험했다고 이야기한다. “학생을 한 사람

으로 존중하지 않”는 환경은 곧 학생과 교사 간 관계뿐만 아니라 또래 관계, 

학생과 친권자20)의 관계에서 나타난다. 보리는 학교에서의 서열화가 곧 “신

분”과 마찬가지로 여겨지고, 학교 내에서의 배제와 차별을 정당화하는 기제

로 작용했다고 설명한다. 

사실은 그런 방식의 배제, 차별, 획일화가 이뤄지는 공간이 학교라면 그

것이 단순히 입시경쟁에 의한 것이 아니라 또래문화에서 획일화되어서 양상

이 나뉘잖아요. 또래 문화의 어떤… 그룹이 나뉘고 그 그룹 속에서 더 별나

20) 이 연구에서 ‘부모’라는 말을 대신하여 ‘친권자’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父母)라는 단어가 혈연관계의 어머니와 아버지로 구성된 가족을 전제로 하

기에 정상가족 중심적이기 때문이다. 둘째, 아동·청소년과 부모 관계의 제도적, 권력

적 성격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친권자’가 행사하는 ‘친권’은 청소년을 양육하고 보호

하는 의무라는 제도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청소년을 통제하는 권력으로 

나타나기도 한다(공현,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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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질적인 사람들은 소외되고 사실 이런 것들이 인권이나 다양성을 배울 

수 없는 환경? 혹은 이전의 경쟁이나 차별이나 서로의 위치를 먼저 확인하고 

관계를 맺는 것과 연결되고 사실은 내가 조금 더 열악한 조건에 있는 어떤 

이와 교제를 하고 만남을 가진다는 것이 학교 내의 신분 하락을 의미하고 이

런 상황들 속에서 학업 성취가 그것의 지표 중 하나였던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래서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기도 했었어요. (웃음) 내가 이 서열 안에서 안

전하다, 이런 면에서 학교 내의 또래 문화나 질서 속에서 배제되는 것이나 

혐오나 차별이 발생하는 것이 어떤, 입시 경쟁이나 학교 자체가 만든 획일화, 

통제의 문화와 다르게 있지 않은 상황. “개별성을 존중받을 수 없는 환경 속

에서 서로에게 무례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생각했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학교의 일상적인 통제와 획일화는 입시경쟁과도 연결되는 문

화고, 이러한 문화가 학생의 또래 집단 사이에서 계층을 나누고 분류하고 차

별하는 기준들이 되고 다른 것을 숨기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되게 크다는 

생각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사실…. 폭력과 차별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또 

폭력과 차별을 재생산하는구나, 이런 느낌이에요. 

보리 1차 심층면담 (2020년 7월)  

보리에게 “입시경쟁”은 “학교의 일상적인 통제와 획일화”, “폭력과 차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입시에서 줄을 세우고 경쟁하는 수직적인 권력 관

계는 결국 또래 집단 내에서의 계층에 대한 분류와 수직적인 관계21)로 이어

진다. 또한, 이러한 학교 문화는 곧 “차이를 존중하지 못하고 일정한 기준선

에 맞추지 못하면 또래 문화에서 쉽게 차별받는” 환경을 형성한다. 개별성이 

존중받지 못하고 획일적인 문화 속에서 먼저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에서 보리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을 선택하기도 했다. “이 서

21) 연구 참여자 호지가 2019년 타 기관에서 ‘교실 내 페미니즘 혐오’를 연구하며 인상 

깊었던 것은 “안티 페미니즘적인 학교 문화가 남성에게도 폭력적으로 조성되어 있었

다는 것”이었다. “여성을 품평하거나 대상화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으면 나의 위치나 

인간관계에 대한 위협감”을 느끼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때 대상화의 대상은 “여

성만이 아니라 비남성이라고 느껴지는, 키가 작고 여리여리한 남성, 페미니즘을 지지

하는 남성, 여자애들과 노는 남자애들”이 되었다. 호지가 발견한 교실 내 서열화는 놀

이문화, 성별 고정관념, 인간관계, 성적, 화장 등과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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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안에서 안전하다”는 감각이 온 것은 결국, 공부를 잘한다는 것이 또래 문

화에서 낙인찍히지 않는 지표가 되기 때문이다. 

  유사하게 단은 “억압적인 환경이나 차별, 혐오로 가득한 공간”으로서의 학

교를 페미니즘적으로 해석하며 “나만 이런 것에 불편함을 느꼈던 게 아니”며 

“왜 잘못된 것인지 알게 되는 과정”을 경험했다고 설명한다. 단은 고등학교 

내에서 페미니즘 동아리를 만들어 활동하며 ‘위티’의 회원 지부로 연결되었

다. 2018년 ‘여성의 날’을 기점으로 페미니즘 동아리 활동을 시작하며 단은 

캠페인, 공부 및 토의, 페미니즘 영화 상영, 주간 혐오 고발22), 학술제에서 

관련 주제로의 발표를 진행했다. 단은 학교라는 공간에 페미니즘 담론을 만

든 것에 의의를 두면서도,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학교라는 공간 안에서 “내

가 나름 모범생이었고, 인정받으면서 지내서 가능했던 것 같”아서라고 추측

한다. 예컨대 “학술제 같은 것도 잘 쓰고 상을 받았으니까 인정을 받았던 

것”일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이처럼 페미니즘 동아리 활동을 학교에서 할 수 

있었던 것 또한 학교라는 공간에서 획득한 지위와 위치와 무관하지 않았다. 

이는 동시에 학내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페미니즘 활동이 쉽지 않았

음을 추측하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단은 페미니즘이라는 주

제를 학교에서 꺼내는 것이 다른 여느 주제와 달랐다고 이야기한다. 

나는 학교를 다니며 항상 했던 생각이. 그러니까 아무도 정치. ‘정치’가 

없는 공간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 (웃음) 그리고 다들 입시에 몰입해 있다 

보니까 사회에 관심을 가질 여력이 없고. 선생님들도? 그런 이야기를 꺼낼 

생각이 없고. 관심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었고. 그러

니까 뭔가. 되게 어쨌든 여러 학생이 예를 들어 동아리 활동을 하며 다양한 

사회적 의제를 이야기하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난민이나 뭐 (웃음) 경제적 

불평등에 대해 이야기하면 아무도 반발하지 않아. 그런데 성평등을 이야기하

면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는 게 있고. 뭐. 똑같이 우리가 동아리에서 여성의

날 캠페인을 했고 다른 동아리에서 난민 기금 모금 캠페인을 했는데 그 기금 

22) ‘주간 혐오 고발’이란, 단의 학교 동아리에서 주별로 학내에서 혐오를 고발하고 논의

하는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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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금 캠페인에는 아무런 그, 제동을 걸지 않았는데 그 여성의날 캠페인을 하

겠다고 교무실에 갔더니, 너희가 무슨 돈이 나서 그걸 하냐. 왜 하냐. 이런 

걸 꼬치꼬치 캐묻는 일도 있었고. (중략) (웃음) 그러니까 막, 그 어떤 이야기

도 뭔가 논쟁이 발생할 것 같은 모든 일에 대해서 기피하고. 

단 1차 심층면담 (2020년 7월)

이처럼 “입시에 몰입해 있는” 학교는 논쟁을 기피하고, “‘정치’가 없는 공간”

이 되기도 한다. 사회에 관심을 가질 생각이 없고, 논쟁이 발생할 것 같은 

일은 ‘정치’적인 것으로 인식되어 학교에서 금기시된다23). 다른 쟁점에 비해 

“성평등”이라는 쟁점을 이야기했을 때 분위기가 싸해졌던 단의 경험은 입시, 

시험 이외의 것, 특히나 성평등 의제가 받아들여질 수 없는 학교 환경을 보

여준다. 특히 단이 2019년 ‘스쿨미투, UN에 가다’ 프로젝트로 스위스 제네

바의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갔을 때 단은 “학생의 신분이 우선이라고 생각

했고, 모범생이 되고 싶지 않지만 그렇게 살아온 관성”으로 인해 불안하기도 

했다. 학교에서는 공부, 입시 이외의 것이 가치 있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입

시가 우선순위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단은 “화가 나지만 사실은 불안한 마

음”이 있었다고 솔직하게 털어놓기도 한다. 입시 중심으로 형성된 환경에서 

페미니즘을 논의할 때의 어려움은 나비의 심층 면담에서도 직접 드러난다. 

(웃음) 학교에 있을 때도 그렇고 엄마 아빠 말고 친척들 만날 때도 그렇

고 위티에 있지 않은 거의 모든 이들에게 나의 본분은 공부인 것인데 그런 

다른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의아함, 넘어서 충격? 그리고 그 충격들이 잘못

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조금. 우선순위를 제대로 정해

라.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 학교가 우선이어야 한다. 

나비 심층 면담 (2020년 7월)

23) 이는 “교육과정이 그 자체로 정치적이며, 교육현장에서 현실 정치를 다루지 않는 것

이 오히려 정치적”(홍세영‧강민진‧남미자, 2020: 166)임을 드러내기도 한다. 교육

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이유로 학생들을 정치로부터 분리하고자 해

왔기 때문이다. 오히려 학교에서 성평등 의제가 다루어지지 않은 것은 “정치적 주체

로서 각자의 의견이 공유되고 토론”되는 것을 막는 것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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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위티’ 활동을 시작했지만, 나비가 활동하는 것

은 위티 밖에 있는 모두에게 “의아함”, “충격”, 그리고 “잘못된 것”이었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학생의 “본분은 공부”이며, 따라서 우선순위도 공부가 

되어야 한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연 나비에게 위티에서의 활동이 

공부나 학습이 아니었을까? 위티에 있던 시간은 나비에게 “이렇게까지 성장

할 수 있는 게 신기한 정도”일 정도로 성장하고, 배운 시기이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나비가 학교에서 경험했던 일화는 다음과 같다. 나비는 중학교 

2학년 때 국어 교과서에서 나온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 작품을 읽으며 의

구심을 느꼈다. 주인공인 인력거꾼 김첨지가 아픈 아내에게 욕설과 폭언을 

일삼고, 결국 그 아내가 죽는 이야기는 나비에게 성차별적이고 폭력적인 서

사로 느껴졌다. 학교에서는 “설렁탕을 부인에 대한 사랑의 표시”라고 배우고, 

이는 곧 시험에서도 등장했다. 나비는 자신이 느낀 불편함을 또래 학생들과

도 공유하고 교사와도 이야기하고자 했으나, 친구들과 달리 교사는 “그 시대

의 배경”이기에 받아들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물론 시간이 지나 담당 교사가 

사과했으나, 사과의 배경에 교사가 전문가로 여겨지는 국어 교사들의 모임을 

다녀온 것이 주요인이었던 것은 학교라는 공간에서 학생의 문제제기가 수용

되지 않음을 다시금 드러낸다. 또한, 페미니즘을 기반으로 「운수 좋은 날」을 

비평했던 나비에게 역으로 페미니즘 책을 빌려주는 교사의 행동은 모순적이

기도 하다. 교사와 학생의 관계에서 학생인 나비가 결코 교사보다 페미니즘

에 관해 더 많은 지식을 가진,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없다고 여겨지는 

현실을 반영하기 때문이다24). 

     나비: 어… 이 사람(소설 「운수 좋은 날」에서 남자 주인공 김첨지)의 행동이, 

어…. 이건 절대 사랑의 표현이 아니고, 너무 명백한 폭행이 아니냐. 

사랑하는데 어떻게 이런 짓을 저지를 수 있냐. 우리가 이 사람의 이런 

24) 나비는 교사가 사과하며 페미니즘 책을 빌려주는 상황이 “웃겼다”라고 이야기하며 

면담 도중 씁쓸하게 웃었다. 이 ‘웃음’은 교사의 사과에도, 끝까지 나비의 언어가 공

식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현실, 가르치는 자-배우는 자의 이분법이 견고하게 작동

하는 현실에 대한 자조적인 웃음으로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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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에 대해서 폭행에 대해 좀 더 많이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친구들이랑도, 쌤들이랑도, 쌤이랑 몇 번을 했는지 몰라. 

     연구자: 음~ (공감하며) 

     나비: 그래서 시험 종이를 백지로 냈어. (웃음) 마지막 항의였어. 

     연구자: 그것에 대해서 친구들과 선생님은?

     나비: 친구들은 되게 공감을 해줬는데 선생님은 열심히 설명해줬어. 그 시대

의 배경이고. 그런데 나중에 방학 끝나고 나서 사과하시는 거야. 너의 

이야기를 너무 내가 안 들으려 했던 것 같다. 근데 자기 국어 교사 모

임에 갔는데 그 이야기가 나오더라. 그리고 이 소설을 교과서에서 빼달

라는 운동도 있다더라. 갑자기 나한테 페미니즘 책도 빌려주고. (웃음)

나비 심층 면담 (2020년 7월) 

친구들과 선생님에게 문제를 공유하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말할 때

마다 싸해지는 것”으로 힘들었던 나비는 결국 “마지막 항의”로 시험 종이를 

백지로 낸다. 학교라는 공간과 입시 중심의 학교와 사회가 ‘공부’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입시이자 시험이라면, 나비에게 ‘공부’는 학교와 사회가 규정하는 

틀, 즉 시험의 “정답” 속에 포함되지 않았다. 백지로 시험 종이를 냈던 나비

의 행위는 작품 속의 여성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하고 “사랑”으로 포장하는 

잘못된 사회의 통념을 고발하는 것이자 동시에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정당하

게 받아들이지 않는 학교에 대한 저항이자 정치적인 행위이기도 했다. 

  한편으로 나비가 시험을 백지로 낸 것이 모종의 강력한 저항이 되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만큼 ‘시험’과 입시가 제도권 내 학생들에게 중요한 것임을 의

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험과 입시가 오직 제도권 교육을 받은 청소년들에

게만 유효한 것은 아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대안교육을 받았던 유채는 대안

학교에 다녔음에도 ‘대학’이 여전히 ‘정상성’으로 작동하기에 “정상성에서 벗

어날 때 불안”하다고 이야기한다. 왜냐하면, 위티 바깥에 있으면 친구들도 

친척들도 유채를 “계획 없고, 아무 생각 없는 애처럼” 보기 때문이다. 그럴 

때 유채는 “숨이 막히”면서도 동시에 “나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이상한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이처럼 ‘시험’은 학교 문화 속에서 서열화를 위한 기준으로 작동하며,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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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과 획일화를 강화한다. 동시에 ‘학생의 의무’로 인식되는 공부와 시험은 제

도권 안팎의 청소년 모두에게 압박으로 기능한다. 시험이 연구 참여자들이 

위치하는 시공간과 관련 없이 정상성에 대한 압박으로 작동하는 것은 학벌주

의, 능력주의 사회에서 시험 점수, 입시가 가진 강력한 힘이다. 특히, 입시로 

대표되는 시험은 학내에서의 문제제기를 어렵게 하고, 교사와 학생 간 위계

를 강화하여 불합리한 요구를 승인하는 기제가 된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교사에 의한 성희롱에도 가만히 있었거나 참았던 이유 중 21.9%가 

‘학교 선생님이 생활기록부에 부정적인 내용을 적을까봐 걱정되어서’이며, 적

극적인 대응이 어려운 이유 중 31.2%가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을 수 있어

서’로 나타난 것은 입시가 그 자체로 학교에서의 정치적 활동을 제약함을 드

러낸다(황정임‧박선영‧윤덕경‧장명선‧동제연, 2017: 125)25). 

  그리고 나비와 단의 사례는 사회가 평가 기준으로 삼는 공부가 사실은 정

답이 정해져 있고, 논쟁과 비판을 회피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시험’은 비정

치적일 것을 추구하지만 정치적인 학교 환경을 물질화한다. 성평등을 다루고

자 하는 단, 교과서를 비판적으로 해석하려는 나비의 시도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정답이 정해져 있고, 논쟁과 토론을 용납하지 않는 학교 환경을 

반영한다. 여기에서 ‘시험’은 이러한 정치적인 행위를 드러내지 않거나 막는 

물질적인 기표가 된다.

3) ‘콘돔’: “와장창 깨져버리고 새로 변모하는 것”

  2019년 1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위티’와 ‘자색고구미26)’가 함께 주최

했던 「힐난도, 자랑도, 수치도 아닌 콘돔전시회」를 준비하는 과정은 여성 청

소년 섹슈얼리티를 중심으로 ‘콘돔’이라는 물건이 일상, 학교, 사회에서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를 고민하고, 그 의미를 직접 바꿔 간 시간이었다. 위티와 

25) 이는 스쿨미투 고발 이후, 많은 고발자가 생활기록부 기재 때문에 적극적인 문제제

기가 어려웠음을 토로했던 것과도 연결된다. 

26) ‘자색고구미’는 “10대 섹슈얼리티의 중요성을 피력하고자, 자주적 섹스와 섹슈얼리티

를 고민하고 구상하는 나(me)”라는 뜻으로, 호두와 다린이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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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최하기 이전에는 ‘자색고구미’가 다닌 대안학교 성자치기구 내에서 3

년간 시행되었던 콘돔전시회는 2019년, 외부에도 개방된 형태의 전시로서 

확장되었다. 그렇다면 연구 참여자들에게 ‘콘돔’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졌을

까? 호두는 “미끌거리고, 누렇고, 고소한 초콜릿 냄새가 났고, 얇았으며, 빛

났다”는 것이 콘돔의 감촉이었다고 기억하며, “흔한 금기를 깬다는 희열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왜냐하면, ‘콘돔’ 그 자체는 호두에게 “애초에 

의식조차 하지 않았던 사물”로, 구체적인 형상이나 존재로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콘돔이라는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음에도, 호두는 3년간 콘돔

전시회를 하며 “관객들에 의해 많은 의미가 창출된다”는 것을 느꼈다. “고무

덩이”에 불과했던 콘돔은 관객들, 콘돔전시회 준비위원이었던 많은 연구 참

여자들에게 경험을 상기하는 계기, 여성 청소년에 가해지는 억압의 상징, 낙

인 등 다양한 의미로도 해석되었다. 

     호두: 저는 불고 묶은 기억밖에 없는데 (웃음). 그래서 그게 되게 재밌었어

요. 저한테는 그냥…. 그냥 고무덩이(웃음)가 있었는데. 

     연구자: (웃음)

     호두: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억압의 상징이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장난감 수준이었던 것? 그래서 그 콘

돔… 물건 자체가 평소에…. 평소에 편의점에서 어디 있는지도 모를 

만큼 관심이 없었다가 콘돔이 왜 전시회에서 그렇게 나타날 수 있고, 

그리고 전시회에서 콘돔을 보는 게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겠구나, 추측

이 조금 조금씩 쌓여 가는 것? 그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호두 심층 면담 (2020년 11월)

호두는 콘돔이 전시회에서 나타나는 것이 사람들에게 의미로 가닿는 것을 보

며 “두려움”, “억압”, “장난감” 수준일 수 있었던 콘돔의 존재를 다양하게 해

석할 수 있었고, 이는 곧 “사고의 전환”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한다. 유채 또

한 도록에 “머리로는 다 알고 있는데 실천하는 게 어렵”고 “낡은 방식을 버

리고 새로운 것들을 일상에 가져오는 것”이 어려웠지만, 콘돔 전시회 “전과 

후의 감각이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기록했다. 이처럼 ‘콘돔’은 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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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로 고정된 물질이라기보다는 우연적이고 경합하는 지속적인 물질적 과정에

서 상호적으로 구성되고 재형성된다(Barad, 2007). 즉 공간, 시간, 물질, 담

론 등의 위상학적 역동은 내부작용을 통해 생산되고, 경계 지워진다. 여기에

서는 구체적으로 ‘콘돔’이 공간, 시간, 물질, 담론 관계들의 내부작용을 통해 

어떻게 생성되고, 존재하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그림 IV-2] 

참고). 

[그림 IV-2] 공간시간물질화 속 ‘콘돔’27)

  콘돔이라는 사물은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의료기기이지만, 청소년이 살아가

는 현실에서 콘돔은 금기와 마찬가지인 것으로 여겨진다. 현실은 [그림 

IV-3]과 다르지 않다. “인터넷 검색창에 ‘콘돔’ 하나만 타이핑하면 성인 인증 

제한”이 뜨며, “청소년은 마음 놓고 콘돔을 살 수 없다”. 이러한 배경에는 청

소년의 성관계는 용납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지며, 학교에는 연애 금지 학칙

27) 중앙의 콘돔과 반창고를 들고 있는 그림은 콘돔전시회를 진행하기 이전에 ‘위티’와 

‘자색고구미’가 함께 진행한 캠페인 「콘돔 오아 반창고」 물물교환 프로젝트의 그림이

다. 「콘돔 오아 반창고」 프로젝트는 의료기기로서 콘돔과 반창고를 등가의 것으로 인

지하고, 물물교환하는 행위를 통해 ‘콘돔’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자 한 캠페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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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잔존하는 것 등 성 보호주의가 있다. “금기”, “죄악”, “불안감”, “죄책감” 

등은 청소년의 ‘섹스’에 따라오는 꼬리표들이기도 하다. 

[그림 IV-3] 띵. 노출하기 부적합한 검색결과를 제한합니다28). 

  성 보호주의가 작동하는 상황에서 청소년들은 안전한 공간 대신 “공중화장

실, 계단, 비상구, 노래방, 룸카페” 등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공간에서의 ‘섹스’는 “아주 차가운 곳에 알몸으로 덩그러니 놓인 것”만 같은 

경험이며, 이때 “모든 비난과 책임은 청소년” 개인을 향한다. 콘돔전시회에서 

호지, 유채와 연구자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청소년 섹스 공간 아카

이브: 공간의 미(味)학」 작품([그림 IV-4])을 공동으로 제작했다29). 

28) 연구 참여자인 다린과 호두가 ‘자색고구미’라는 팀으로 독립 출판한 책 『비상구에는 

모기가 많았어요: 몸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의 몸짓 이야기』(2018)에서의 한 장면이

다. “학생답게 연애해라”라는 말에 “어떻게 하는 것”인지 찾으며 검색한 “청소년 성관

계”, “콘돔 사용법”, “저는 섹스하는 청소년입니다”라는 문장은 모두 “노출하기 부적

합한 검색결과”라고 나온다. 

29) 전시회 준비위원회에서 연구자는 해당하는 작품 제작에만 참여하였다. 연구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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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V-4] 「청소년 섹스 공간 아카이브: 공간의 미(味)학」

호지는 “왜 청소년들은 샤워할 수도, 쓰레기통에 콘돔을 버릴 수도, 섹스에 

대해 크게 이야기 나눌 수도, 당당하게 존재할 수도 없는 이 공간들로 내몰

렸을까? 그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섹스할 공간은 왜 그들을 ‘보호’하기 위

해 그들의 진입을 막았을까?”라는 질문을 던진다. 쓰레기통 대신 변기에 내

려지며 사라지는 ‘콘돔’은,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되는 장소에서 황급

히 벗어나야만 하는 청소년의 현실과 다르지 않다. ‘콘돔’이라는 오브제와 콘

돔이 사용되거나 사용되지 않는(혹은 ‘못하는’) 공간의 사진과 글은 존재가 

부정되고 금지되는 맥락을 드러낸다. 

  구체적으로 학교라는 공간에서 ‘콘돔’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여겨지며, 어떤 

의미로 구성되는지에 관한 연구 참여자들의 설명은 무정치적이라고 여겨지는 

학교라는 공간에서 ‘콘돔’의 경계가 더 견고함을 드러낸다. ‘학교’와 ‘콘돔’, 

들은 개인, 팀 단위에서 평균 2개 정도의 작품 제작에 참여하였다. 해당 작품은 호지, 

유채가 공간에 문제의식을 느낀 것을 바탕으로 사진과 청소년 개인들의 일화를 수집

하여 구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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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스’라는 단어와 ‘청소년’이라는 단어가 같이 있는 걸 견디지 못하는”(단) 

상황들은 다양한 맥락에서 등장한다. <안녕, 국회> 유튜브 프로젝트 중 ‘보호

주의에 가려진 섹슈얼리티를 거부한다’에서 도올의 학교에서의 경험은 ‘콘돔’

이라는 의미가 어떻게 청소년이라는 시기와 학교라는 공간에서 생성되었는지

를 보여준다. 

섹스 소문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디서 쓰다 만 콘돔이 발견됐고.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중략) 제가 제안을 해서. (학교 신문) 기사로 쓸 수 있는 

콘돔 비치 프로젝트를 하자고 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콘돔에 대한 이야

기를 하고, 가족 회의에서 했어요. 또 콘돔, 동물실험 안 한 콘돔을 사서 학

교에 놓았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제가 

콘돔에 대한 ppt를 틀 때 중학생 남자애들이 단체로 등 돌리고 앉아있는 그

런 리액션을 했던 것? (중략) 마지막으로 교사회에 의해 비치 자체를 제지당

했어요. 교사회가 얘기했던 것은 학부모. 저희 학교가 특성상 학부모가 자주 

드나드는데, 사전 설명 없이 그걸 두면 학부모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냐. 그리

고 이건 섹스를 장려하는 것이다, 보호하는 게 아니다. 

<안녕, 국회> ‘보호주의에 가려진 섹슈얼리티를 거부한다’- 도올

유령 소문과 같이 학교에 공공연히 존재했던 “섹스 소문”에 도올은 청소년의 

섹슈얼리티에 주목하는 기사를 학교 신문에 쓰고자 콘돔 비치 프로젝트를 진

행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는 교사, 학생을 포함한 학교 공동체에서 거부되

었다. 남학생들이 단체로 등 돌리고 앉아있었던 것, 교사회에 의해 비치를 

제지당하는 것 등의 사건은 도올이 여학생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발화가 어떻

게 금기시되는지를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 동시에 의료기기로서 ‘콘돔’은 청

소년의 “섹스를 장려하는 것”으로 읽혔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은 도올이 이 

프로젝트를 통해 학내 구성원들과 구성하고자 했던 청소년 섹슈얼리티에 관

한 공론장을 자연히 사라지게 했다. 

  한편, 이렇게 청소년 섹슈얼리티와 성적 권리를 공론화하고자 했던 위티의 

회원 조직이었던 한 학교의 성 자치기구에서는 콘돔전시회를 2017년부터 매

년 ‘성장 주간’에 진행했다. 콘돔전시회라는 공간을 처음으로 형성했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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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중 하나였던 다린은 처음 전시회는 “왜 안 돼?”라는 생각으로 즉흥적으로 

만들었으나, “즉흥적인 생각보다 너무 많은 이들의 경험이 교차되는” 것을 

발견했다. 콘돔 오브제는 학내 구성원들의 삶에서 “수치스럽”다고 느꼈던 경

험, “학생으로 남아있던 죄의식” 등의 경험을 미묘하게 가로질렀다. 동시에 

다린은 그동안 자치기구에서 페미니즘 이야기를 많이 했음에도 누구도 “타인

의 텍스트”가 아닌 “온전히 나의 이야기로” 말해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 확인

하기도 했다. 

이제 전시회를 하고 나서 그냥 너무 아무렇지 않게 콘돔을 까고 불고. 상

징 안에서만 이루어졌던 몸짓이나 사물들이 너무 일상적인 학교라는 공간에

서, 당장 매일매일 보는 친구들과 하면서 이게 막 이 상징을 생각하면서 느

끼는 비밀, 19금, 야동, 뭔가 모르게 숨겨야 하고. 뭔가 모르게 밤거리의 이

미지들이 내가 보는 학교의 풍경? 나와 함께 이야기하는 친구? 이런 이미지

로 바뀌었던 것 같아요. 어! 이러면서 내가 비밀이라고 생각했던 건 내 경험

이 아니라 그냥 ‘섹스’라는 말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지 그런 것과 나는 사

실 무관한데 무엇이 그렇게 무서웠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중략) (섹스의 이

미지가) 우리 학교의… 우리가 되게 좋아하는 풀벌레 우는 소리. 옛날 옛날 

듣는 그 공간에 자갈밭에서 환하게 웃는 그 친구의 얼굴… 그냥… 그런 게 

우리가 섹스라고 부르는 것의 새로운 이미지? 새로운 상황이 된 것 같아서 

그게 전환 같다고 느꼈어요. 이런 게 사회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00학교가 

아닌 곳에서도 이루어지면 좋겠다? 왜냐하면, 사회라고 불리는 이곳은 조금 

더 섹스라는 말이 가지는 상징, 분위기의 무게가 더~막~! 억압적이잖아요. 이

게 좀 깨질 수 없을까? 라는 바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확장해보자. 

더 많은 사람들이랑. 이 ‘섹스’라는 말이 와장창 깨져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변모되는 것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 

다린 심층 면담 (2020년 9월) 

다린의 이야기처럼 콘돔전시회는 상징 안에서만 이루어졌던 몸짓과 사물을 

“아무렇지 않게” 느끼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19금, 야동, 밤거리의 이미지”

들이 연상되었던 ‘섹스’는 “내가 보는 학교의 풍경”, “풀벌레 우는 소리”, “자



- 77 -

갈밭에서 환하게 웃는 친구의 얼굴”로 천천히 변모되었다. 

  콘돔을 불고 글리터를 넣는 작업도 마찬가지였다. 함께 만들어가는 콘돔전

시회에서 글리터를 넣고 콘돔을 불었던 연구자30) 또한, 어느새 콘돔의 미끌

미끌한 감촉이 어색하지 않음을 느꼈다([그림 IV-5]). 입에 묻는 글리터와 윤

활제와 콘돔을 불고 묶는 행위 자체는 어느새 ‘돗자리 위에서 이야기를 나누

는 것’과 연결되어 편안하고 재미있는 움직임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이

는 활동가들과 연구자 모두가 콘돔전시회 준비과정과 전시 과정에서 공유했

던 공통감각으로 남았다. 

[그림 IV-5] 콘돔전시회 준비 과정(좌)과 콘돔전시회 일부(우) (2020년 1월)

  그러나 콘돔전시회가 늘 원활하게 진행되었던 것은 아니다. 2019년 10월 

30) 당시에 연구자는 “연구자”의 위치보다는 ‘위티’에서 활동을 시작한 “신입 활동가”이

자 콘돔전시회 준비위원 11명 중 한 명에 가까웠다. 그러나 청소년을 주 참여자로 했

던 준비위원회 작업에서 대학원생, 비청소년의 위치는 연구자의 역할이 비청소년과 

청소년의 경계 사이에서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과 성찰을 다양하게 남겼다. 왜

냐하면, 신입 활동가로 시작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가진 ‘자원’과 능력주의와 

결과중심주의의 관성은 이따금 마음속에서 작용할 때가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은 당

시에 연구자가 남겼던 메모 중 일부다. “콘돔전시회를 준비하는 것은 행복했고, 한편

으로는 스스로 많이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도 했다. 성과주의에 익숙해져 있었던 나

는 알게 모르게 비청소년의 시각을 내재화하고 있었고, 상상력이 부족했으며, 종종 편

협하기도 했다. (중략) 우리에게 ‘어떤 공간이 필요할까’에 대한 고민은 오히려 내가 

갇혀 있는 틀에서 조금 더 깨어 나와야 한다는 생각으로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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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티에서 해당 학교의 성 자치기구의 졸업생과 진행했던 청소년 페미니즘 릴

레이 강연 <나는 섹스하는 청소년입니다.>는 위티의 회원조직과 단체 안팎에

서 쟁점이 되었다. 강연 제목을 둘러싸고 행사를 주최하고 후원했던 단위에

는 수많은 민원 전화와 협박 문자가 계속되었다. 악성 댓글, 허위사실을 보

도하는 언론 등은 물론이고, 회원조직인 학교의 페미니즘 동아리를 운영하던 

학내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벌점을 받거나 교사와 면담을 진행해야 하는 등 

제재를 받았다. 또한, 강연자가 해당 학교의 성 자치기구에서 활동했다는 것

을 포스터에서 지워야 했다. 이에 강연자와 위티는 강연의 제목을 <기록되지 

않은 나의 언어 찾기>로 변경하였다. [그림 IV-6]은 제목을 바꾼 것이 포르

노와 혼동되는 섹스, 청소년의 금기가 “누구의 언어”에서 비롯되는지의 질문

에 대답한 결과였음을 보여준다. 

[그림 IV-6] “이 강연의 제목은 얼마든지 변모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이 강연을 둘러싼 질타, 악성 댓글, 민원은 위티 내 다수의 

청소년 회원들이 몸 담고 있던 학교를 향하기도 했다. 앞서 콘돔전시회를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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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진행했던 한 학교의 성 자치기구 ‘ESC’의 경우, 학교로 오는 민원 전화에 

학교의 교사회는 ESC에 콘돔전시회의 일정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였다. 요구

의 이유는 “청소년 섹슈얼리티를 다루는 콘돔전시회가 외부인과 학부모에게 

전면적으로 노출되는 것이 학교 입장에서 신입학 지원자에 영향을 끼치거나 

더 큰 논란이 될 가능성”이었다. 학교에서 특히 콘돔전시회의 일정을 바꿀 

것을 요구했던 것은 성교육과 청소년 섹슈얼리티를 “사회에서 의견이 첨예하

게 갈리는(합의에 도달하지 않은)” 문제, 즉 민원이자 골칫거리로 여겼기 때

문이라고 볼 수 있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청소년의 섹슈얼리티에 관한 담

론을 형성하려고 하는 움직임에 교사회에서 콘돔전시회의 일정을 변경하게 

한 것은 교사-학생 간 위계에서 학생들이 학교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웠음

을 드러내기도 한다. 이에 해당 성 자치기구 ‘ESC’는 <2019 ESC 성장 조

치: 은닉에 관하여>라는 대자보를 작성하였다. 

ESC는 성장을 기획하는 시간 동안 막연한 고립감을 느꼈다. 학생자치활

동이 학교를 위태하게 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고 ESC가 가려지길 원한다는 

인상을 받았다. 우리 내부에서 작동하는 성적 통념에 제동을 걸기 위한 축제

가, 오히려 제약을 받았다. 사안이 특수했고 시급했던 것이 이번 사건의 본질

일까? 교사회는 논란이 되는 소재에만 집중한 채 콘돔전시회가 실제로 어떻

게 이루어지는지는 살피지 않은 것은 아닌가? 실제로 콘돔전시회를 ‘경험’한 

교사는 손에 꼽을 정도였다. 교사회는 성장(‘성장주간’) 자체에 관심을 두고 

있는가, 아니면 성장이 일으키는 논란에 관심을 두고 있는가. 결국 근원적인 

문제는 성 인식을 합의하는 과정의 부재가 아닐까? 포괄적으로 말하자면 그

동안 교내 담론 형성에서 그토록 강조되던 주체 간의 교류가 있었냐는 것이

다. 논란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도 일관적으로 프로그램들에 관심을 갖고 학

생들이 말하는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있는가를 묻고 싶다. 

성 인식의 합의라 함은 모두가 성 담론에서 똑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어

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서사를 배제하는 것이 곧 혐오임을 알고 이곳에서 

어떤 서사도 배제하지 않을 각오를 다져야 한다는 뜻이다. 당신이 개개인이 

갖는 삶의 다면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듯이 성 담론에 있어서도 그래야 한다는 

의미다. 우리는 ‘청소년 섹스’와, ‘콘돔’, ‘섹슈얼리티’라는 단어들이 쉽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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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섹스와 자위를 조장한다’라는 말도, ‘기성 세대의 

이해를 얻기 힘들 것’이라는 말도 우리에게 낯설지 않다. ESC에서도 그런 

단념과 걱정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그래서 불가침의 성역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더불어 사는 삶의 방식인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니 구태

여 드러내는 것이 유난하고 극성인 일일까? 

이해한다는 것은 당신의 맥락을 받아들인다는 다짐일 것이다. 현 상태에

서 더 이상의 변화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다. 시기를 협의해 성장이 

‘드러나지 않는 일정’을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침표가 될 순 없다. 우

리에겐 사건이 쉼표를 찍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아직, 계속 써나갈 여지가 

있다. 성장이 이해받지 못할 것이라는 단념을 거둘 때가 올 것이다. 곧 청소

년 섹슈얼리티가 더 이상 ‘논쟁적 대상’이 아니며 ‘외부에서의 논란’이 학교가 

받을 불명확한 타격에 대한 우려로 작동하지 않을 시간이 오리라고, 오게 만

들 것이라고 믿는다. 

<2019 ESC 성장 조치: 은닉에 관하여> 중 일부 (2019년 12월)

대자보의 내용을 보면 ESC는 학교의 입장을 받아들여 콘돔전시회의 일정을 

변경하긴 하였으나, “‘드러나지 않는 일정’을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침

표”가 될 수 없으며, “이해받지 못할 단념을 거둘 때”를 위한 “사건의 쉼표”

라고 정의한다. 오히려 이러한 상황적 맥락에서 성 인식을 합의하는 과정이 

없었으며, 학생 주체와 교사 주체 간의 교류가 부재했던 학교 문화를 성찰해

야 한다는 것이다. 자치기구에서 학생들의 청소년 섹슈얼리티 관련 활동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오히려 외부에서의 압력과 논란만을 인식하는 것은 결국 

“서사가 배제”되는 것과 같다. 이처럼 콘돔전시회의 활동이 학교에 의해 압

박의 대상이 된 것은 사회와 학교라는 공간에서 ‘콘돔’이 섹슈얼리티에 대한 

발화가 금지된 영역으로 견고함을 보여준다. 또한, ‘민원’에 “아무것도 못 하

는 학교와 그걸 나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사람들과 그걸 나 한 명과 교사 

세 명을 모아놓고 이야기하는 장면”(단)은 폭력적인 학교 문화를 드러낸다. 

보호주의적 담론, 학교라는 공간, 청소년이라는 시기, 콘돔전시회 등의 상황

은 내부작용하며 “고무덩이”뿐이었던 콘돔은 청소년 섹슈얼리티에 대한 금기

와 억압적인 문화를 상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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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V-7] 작품 「콘돔을 만져보세요! (1), (2)」 (2020년 1월)

  반면, 콘돔전시회 준비과정에서 편안한 대화 일부로 느껴졌던 콘돔을 불고 

만지는 작업도 다르게 해석되기도 한다. 콘돔에서 묻어나오는 윤활제와 글리

터는 누군가에게는 즐거움이기도 하지만 “짜증남”이기도 하다. 호지는 「콘돔

을 만져보세요! (1), (2)」라는 2개의 작품을 통해 여성과 청소년에게 “자국을 

남기는 섹스”에 질문하며 두 가지 감각을 비교한다. 먼저, [그림 IV-7]의 왼

쪽 그림은 「콘돔을 만져보세요! (1)」이다. “섹스를 선택한 것이 섹스 이후에 

남을 자국까지 선택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 이제라도 우리는 콘돔

을 만진 이들에게 사회가 어떤 보이지 않는 붉은 자국을 남겨왔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작품의 설명은 임신 가능성, 불법 촬영에 대한 불안, 

사회적 낙인, 폭력은 ‘빨간 자국’이 되어 남으며, 이러한 자국들은 여성 청소

년 개인이 짊어져야 하는 짐이 되는 현실을 시사한다. 두 번째로, [그림 

IV-7]의 오른쪽 그림은 「콘돔을 만져보세요! (2)」로, 호지가 “사회가 말하는 

콘돔이 아닌 편안하고 즐겁고 안전할 수 있었던 콘돔”을 느끼고, 상상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기획한 작품이다. 호지는 콘돔전시회를 진행하며 친구가 작품

을 감상한 후 남겼던 후기가 인상 깊게 남았다고 설명한다. “반짝이들”이 잘 

지워지지 않아서 짜증이 먼저 났지만, 계속해서 반짝이를 보다 보니 “자기가 

했던 경험들을 돌아본 적이 없었고” 오히려 그러한 경험을 지금까지 “의식적

으로 외면”하고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후기였다.



- 82 -

나는…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있는데 내 친구가 처음에는 이게 잘 지워지

지 않아서 짜증이 났었대. 근데 되게 집 가면서 계속 그걸 보게 됐다는 거

야. 자기 손에 묻은 반짝이들을. 그리고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가 뭔가… 지금

까지 자기가 했던 경험들을 돌아본 적이 없었고? 어떻게 보면 계속… 되게… 

의식적으로 외면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게 자기한테 오래 남아있다고 생각했

다고. 그런 말들을 했어. 

호지 2차 심층 면담 (2020년 11월)

  이처럼 콘돔전시회는 학교나 사회에서 ‘콘돔’의 의미를 구성하는 경계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드러내고, 동시에 그 경계를 해체한다. ‘콘돔’이라는 존재 

자체가 상연(enact)할 수 없었던 학교라는 공간, 보호되어야 하는 시기에서 

나와 청소년이 만든 전시회라는 공간은 이전까지 공간-시간-물질화되어 고정

되었던 ‘콘돔’의 의미를 흐리게 한다. 오히려 기존의 의미가 사회에 만연한 

“포르노적 통념”과 “성 보호주의”에서 기인했음을 드러내며, “자신의 경험”에

서 길어온 이야기를 정치화하는 과정이 되었다. 동시에 연구 참여자들은 이

렇게 경험에서 나온 내용이 타인의 텍스트가 아니라 청소년의 이야기이기에 

관람객들에게 “더 가닿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와 같은 변

화는 연구 참여자들의 전시 작업이 차이를 생성하는 과정이자, 세계를 재구

성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물질적인 개입(Barad, 2007)과 같다. 왜냐하면, ‘콘

돔’이 물질화되었던 세계의 특정한 방법과 다르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관례화된 ‘콘돔’의 의미를 전복함과 동시에 물질적

-담론적인 경계 형성 실천을 변화하는 과정에서 비롯된다. 콘돔 자체가 학교

에서 금지되고, 청소년에게 “빨간 자국”과 같은 낙인의 의미임에도 콘돔이라

는 물질 자체가 전시회, 학교라는 공간에 상연(enact)할 때, 저항과 정치의 

가능성을 만든다. 특히 이는 청소년의 섹슈얼리티를 표현하고 정치화하는 급

진적인 방식이 된다. 



- 83 -

2. 시공간: ‘청소년’ 페미니스트의 정치 참여 공간

  그렇다면 이러한 공간-시간-물질의 유동 속에서 연구 참여자들이 정치적

으로 참여하게 되는 계기는 무엇일까? 심층 면담에서 공통적으로 연구 참여

자들은 발화를 처음 시작하거나 다른 이들의 발언을 들었던 순간을 이야기한

다. 이때의 발화는 언어를 매개할 뿐만 아니라 신체를 매개로 한 행동, 몸

짓, 끈질긴 지속, 당할 수 있는 폭력에 대한 노출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

다(Butler, 2015/2020). 앞서 ‘교복’, ‘시험’, ‘콘돔’을 둘러싼 환경에서 연구 

참여자들의 정치성은 이들이 개별적으로 존재했던 학교, 가정 등의 공간에서 

거리로, ‘위티’라는 단체로 출현한다. 즉 기존에 있었던 참여 혹은 출현의 영

역들이 차별적인 형태의 권력 구조로 되어 있었던 것을 거부하며 복수적으로 

모인다(Butler, 2015/2020: 75). 

  보리는 ‘위티’라는 단체를 창립하고, ‘위티’의 전신이었던 ‘청소년 페미니즘 

모임’을 만들었다. 위티까지 오게 된 과거의 경험을 묻는 연구자의 질문에 

보리는 처음으로 밀양송전탑 투쟁,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31) 등을 통해 

사회 운동을 처음 경험하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보리는 고등학교에 다닐 때, 

공유받은 온라인 링크에서 밀양송전탑에 관해 알게 되었고, 밀양에 갈 수 없

는 상황에서 서울에서 일인시위를 하거나 뜨개질을 해서 밀양에 보내며 활동

을 시작했다. 특히 2013년 코레일 노조 파업 이후 ‘안녕들 하십니까’ 운동이 

시작되던 시기에 보리는 사회문제, 불평등, 차별을 이야기하는 대자보를 학

교에 붙였다. 그러나 보리는 이로 인해 교감실에 가서 면담하게 되었고, 교

감실에 갈 때 보리는 두려움으로 울게 되었다. 보리는 이 두려움의 실체, 

“학교 밖에서 자연스럽게 내던 목소리들이 학교 안에서는 사그라지는 상황”

을 고민했던 것이 청소년 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라고 설명한다. 청소년이 

31) 2013년 철도 민영화가 논란이 되며 대학교에서 시작되었던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

보는 초‧중‧고등학교로도 확산되었으나, 다른 차원의 관심과 문제를 불러일으켰다

(공현, 2020: 286). 청소년들의 대자보는 제거당하거나, 상당수 학교에서는 붙인 청

소년이 처벌 대상이 되었다. 보리의 경험처럼 많은 청소년들이 교무실에 불려 가서 

꾸중을 듣고, 반성문을 작성하는 등 비공식적인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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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이 금기시되는 상황에서 보리는 청소년이 거리로 

나오는 순간을 포착하고 이들을 개별적인 참여자가 아니라 정치적인 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2016년 청소년 페미니즘 모임을 만들었다. 

저는 근본적으로는 청소년, 이를테면 제가 학생 인권에 관련된 포스터를 

학교에 부착하면 그것은 하루 만에 떼이고 핀잔을 들었지만 제가 국정교과서 

포스터를, 대자보를 붙였을 때 선생님들은 손뼉 쳤거든요. 기특해했었고, 그

러니까 사실 그것의 온도 차가 되게 큰 거예요. 학생들이 자신이 처한 현실

에서 정치적인 주체로 거듭나는 과정들은 위험하고 아직은 해서는 안 될 것

으로 여겨지고, 학교에 정치 금지 학칙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어른들이 허락

하는 주제는 있었던 거죠. 결과적으로는 학교에서 세 개 정도를 붙여봤는데, 

밀양 그걸(송전탑) 붙여봤고, 학생 인권 붙여봤던 것인데 약간의 잡음은 있었

어도 국정교과서와 밀양 이런 사회 의제의 포스터는 다 붙어있던 것이거든

요. 결과적으로는 사실 어떤, 그런 기특한 청소년, 기특한 학생으로 할 수 있

는 정치적 실천과 정치적인 주체로서 변화를 요구하고 사실은 이 존재 자체

의 인간으로 존중해달라고 하는 요구는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받아들여지

는 게. 그런 느낌이긴 해요. 

보리 1차 심층 면담 (2020년 7월)

보리는 학교에서 세 번 정도의 대자보를 붙여보았지만, 내용에 따라 받아들

여지는 방식은 달랐다. 밀양송전탑이나 국정교과서 논의에 대한 대자보의 경

우 ‘기특한 학생’으로 여겨지며 박수받을 일이 되었지만, 학생 인권, 청소년 

인권에 관한 대자보의 경우 하루 만에 떼이거나 핀잔을 들을 일이 되었다. 

청소년 인권에 관한 대자보, 즉 학생들의 현실을 바꾸고 학교의 현실을 비판

하는 내용은 학교에 위협이자 수용할 수 없는 의견으로 받아들여졌다. 이처

럼 학교라는 공간 안에서 대자보는 ‘남에게 자기 의견을 강요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청소년들은 자신의 주장과 가치관을 이야기하는 것을 제재당한다. 

학생은 의미 있는 정치적인 행위를 할 수 없는 존재로 여겨지고, 이는 곧 많

은 청소년이 학교 바깥에서 정치적인 참여의 공간을 찾는 이유가 되기도 한

다(Gordon,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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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들이 살아가는 환경 안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페미니즘 운동과도 밀

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지만, 정치 참여가 청소년에게 금기시되는 상황

에서 “청소년 운동을 더 가깝게 생각”하게 되기도 한다. 이는 청소년이라는 

시간의 기표가 청소년 페미니즘에서 강하게 작동하기 때문이다. 2020년 10

월, 단체 내의 평등문화를 고민하고, 이후 평등문화 기구를 준비하는 ‘평등문

화 TF’의 4차 세미나에서는 미국의 래디컬 페미니즘 역사를 서술한 『나쁜 

여자 전성시대』를 읽고 운동의 고민, 갈등, 진전을 논의한 바 있다. 기록서의 

첫 번째 질문은 청소년 페미니즘 운동이 청소년 인권 운동, 페미니즘 운동과 

어떤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운동의 위치를 확인하는 작업이

었다. 2시간여의 시간 동안 서로의 기록서를 읽고 나눈 대화에서는 청소년 

운동 혹은 청소년 인권 운동과 위티의 운동의 연결점을 논의했다. 

     여름: 그래서 저도 청소년 운동에 더 가깝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더 억울하니까. 더 안 받아들여지니까. 

     호지: 근데 시민단체에서 활동한다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것이 있잖아요. 

     리아: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기에?

     호지: 다른 학생들을 ‘선동’하기 때문에 (웃음) 

     도올: 이건 약간 정치 참여 청소년에 대한. 

     호지: 그 시기에 접한 것은 ‘불완전한’ 청소년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청소년

을) ‘세뇌하고’. 

     리아: 대자보가 찢기고 이런 것도. 

평등문화 4차 세미나 중 일부 (2020년 10월) 

연구 참여자들이 청소년 운동과의 연결점을 강하게 느끼는 이유는 “불완전

한” 청소년이 “다른 학생들을 선동”한다는 이유로 대자보가 찢기거나, 시민

단체에서 활동하지 못하는 상황을 종종 겪기 때문이다. 이처럼 미숙하다고 

여겨지는 청소년의 정치적인 참여는 사회적으로 불가능하고,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표상된다.

  반면, 연구 참여자들은 페미니스트, ‘어린 여성’이라는 이유로도 학교, 가

정, 사회에서 백래시, 손가락질을 받거나 ‘메갈’이라는 낙인이 찍히기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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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낙인과 답답함은 연구 참여자들에게 거리로 나서고, 청소년 페미

니스트 네트워크 ‘위티’라는 단체로 모이게 하는 계기가 된다. 이번 절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이 어떻게 청소년 페미니스트로 살았으며, 어떤 계기가 이들을 

거리와 단체에 출현하게 했는지에 집중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학교, 가정, 

일상에서 청소년 페미니스트로 정치 참여한 것이 스쿨미투 운동, 1인 시위, 

‘위티’라는 단체 등 ‘거리’에서 복수적으로 행위하는 것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주목하고자 한다. ‘위티’라는 단체에서 복수적인 형태로 정치 참여하기 이전

에도 개인적인 차원의 정치 참여가 실재하며, 이 두 형태가 완전히 독립적이

지 않은, 연결된 현상이기 때문이다.

1) 개인: ‘청소년 페미니스트’로 살기

(1) 학교: “쟤네 메갈이다. 알지도 못하면서 설친다.”

  학내 청소년 중 재학할 때부터 페미니즘을 공부하고, 페미니즘 논의를 접

했던 연구 참여자들은 또래 관계에서의 갈등이나 백래시(backlash)를 경험

한다. 이러한 경향은 2015년 페미니즘 리부트(손희정, 2015) 혹은 페미니즘 

대중화(정희진, 2018) 이후 ‘메갈’이나 ‘꼴페미’와 같은 여성 혐오적인 발화

들이 온라인 공간에서 쏟아져 나오며, 학교라는 현장에도 페미니스트 낙인이 

적용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여성 혐오는 온라인 공간과 오프라인 공간을 횡

단하며 두 공간을 “매개”하기 때문이다(Mendes, Ringrose, Keller, 2019). 

이와 같은 사회적인 맥락에 따라 연구 참여자 중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인 경

우 더 많은 낙인과 백래시에 부딪쳐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학교에 다

닐 때 페미니즘에 관한 이야기를 해도 “그냥 쟤는 인권에 관심 많은 애”로 

지칭되었던 날이나 탈학교 이전 학교를 다니던 시점이 “강남역 이전이었고, 

메갈리아 이전이었다 보니까 학교 안에서 페미니스트 경험이 없어서”라고 이

야기했던 여름의 경험과는 상반된다. 구체적으로 나비는 중학교 1학년 때 사

물함에 붙여 두었던 스티커로 ‘메갈’로 낙인을 경험했던 시기를 “살기 힘들”

고 “혼자인 기분”을 견디기 힘들었던 때로 기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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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비: 내 생각에 가장 정점인 사건은 내 사물함 열면 안쪽에 스티커를 붙였

었거든. 그중 하나가 ‘Man stop killing woman’이라는 스티커였어. 

(웃음) 그런데 내 서랍장 문이 열려 있었나봐. 언제. 남자애들이 보면

서 수군거리는데 몰려오기 시작한 거야. 심지어 다른 층에서 선배들도 

몰려와서 막, 막, 이게 누구냐고 엄청 열심히 무리 지어서 막…. 헉…. 

(놀라며) 어떻게, 우리 학교에 메갈이 있어, 다 같이 몰려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나는 점심 먹고 와서 그 광경을 목격한 거지. 충격

받고 교실 바로 들어와서 애들이 달래주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었는데 

그리고 나서 (남자) 애들이 샘들과 상담하고. 그런데 혼났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남자애들한테 그런 사정이 있었구나, 쟤도 조심히 해야 할 

게 있겠구나, 이렇게 상담을 한 거야. 

     연구자: 그 ‘쟤’가 나비였던 거지?

     나비: (웃음) 어어. 그래서 선생님한테도 남자애 중에 대표랑. “쟤가 메갈이라

고 소문냈어요.”라고 하는 대표가 있었어. 자기(그 대표)가 자백했어.

걔랑 화해했어. 사과받는 게 아니라 그런 식이라서 너무…. 살기 힘들

다, 막. 혼자인 기분이 견디기 힘들었어. 

나비 심층 면담 (2020년 7월)

나비가 사물함 안에 붙여두었던 ‘Man stop killing woman’라는 스티커는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사건 이후 페미사이드(여성살해)가 활발하게 논의되었

던 2016년에서 2017년의 시기를 반영하기도 한다. 이 단순한 스티커 하나

가 학내에서 “다른 층에서 선배들”도 몰려와서 “어떻게 우리 학교에 메갈이 

있어”라고 집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메갈’이라는 낙인이 퍼지게 된 

계기가 된 것은 나비에게 충격으로 남았다. 사건 이후 교사들은 해당 남학생

들과 상담을 진행했지만, 나비는 사과를 받는 대신 “조심히 해야 할 게 있”

는 학생으로 비추어져 “화해”를 해야만 했다. 여성혐오적인 사회를 비판하는 

의미의 스티커는 되려 나비에게 여성혐오적인 학교 환경을 적나라하게 드러

내는 기표가 되었다. 리아 또한 학교에서 ‘꼴페미’, ‘메갈’로 불렸던 것이 “학

교에서 각개전투하는 느낌”이었다고 하며, 나비와 비슷한 경험을 이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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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그때 저는 학교에서 각개전투하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약간 ‘꼴

페미’, ‘메갈’이라는 말 유행하던 때라. 학교에서 페미니스트로 살아가시는 분

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학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쟤 메갈

이다”, “쟤 문제 있다”, “이상하다”는 식으로 몰아갔다고 해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게 공감이 되었던 것 같기도 하고. 저는 학교에서 페미니즘? 관

련된 주제로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다른 분들이 희화화한다

거나 공감 못 한다거나 그런 일들이 있어서 답답한? 그런 게 쌓여있었단 말

이에요. 

리아 심층 면담 (2020년 10월) 

  리아는 청소년 페미니즘 모임부터 활동을 시작했던 활동가로, 대안학교를 

다니던 시기 학교 내 성교육에 문제를 제기하며 페미니즘을 적극적으로 공부

하기 시작했다. 학교에서 받았던 성교육이 “성역할 고정관념도 있고, ‘여자는 

이렇고 남자는 이렇고, 여자는 남자를 조심해야 하고’ 이런 식인 보수적인 

성교육”이었기에 리아는 이를 페미니즘적으로 해석하고, 변화를 만들어갈 필

요를 느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에도 학교에서는 페미니즘을 공부하는 것을 

희화화하는 경우가 많았기에 리아에게는 “답답”함이 쌓여있었다. 유사하게 

기숙사 대안학교에 재학 중이었던 유채는 페미니즘을 공부한다는 이유로 “쟤

네 메갈이다, 알지도 못하면서 설친다”라는 말을 들었다. 

그 시기가 학교에서 막, 기숙사에서, 남자 기숙사에서 여자애들 얼굴 평

가했다는 얘기가 제보가, 소식이 들려오고 어떤 남자애들은 페미니즘 공부하

는 애들한테 “쟤네 메갈이다. 알지도 못하면서 설친다”라고 하면서 제 이름을 

실제로 언급했어요.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믿었던 애들이 저런 짓을, 뒤에서 

욕을 하고 있다니. 말할 곳도 없고, 약간 학교에서는 이런 일이 있어도 해결

해 주는 것도 없고. 분명히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말했었는데.

유채 1차 심층 면담 (2020년 4월)

  유채는 당시 남자 기숙사에서 또래 여성들의 외모를 평가했다는 이야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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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는 것과 동시에 안티페미니즘, 백래시에 맞서야 했다. 유채가 사건을 공론

화했음에도 학교에서는 이런 일을 해결하지 못했고, 미해결된 문제는 방학 

후 개학할 때까지 미제처럼 남았다. 한편 연구 참여자 중 단과 루나는 학교

에서 페미니즘 동아리를 만들거나 페미니즘 동아리에서 활동하며 손가락질이

나 비난을 온전히 감당해야 했다. 2018년, 단은 고등학교 2학년 때, “힘들고 

답답한” 감정과 “지금 아무것도 안 하면 나중에 뭔가 바뀌지 않은 것”이라는 

생각으로 페미니즘 동아리를 만들었다. 페미니즘 동아리를 허가받는 과정은 

쉽지는 않았지만, 단은 다양한 활동을 하며 학교 안에서 안전한 공간을 만들

고자 노력했다. 이러한 단의 활동에 또래 남학생들은 대항하는 동아리를 만

들겠다고 반응하거나 “급식실에 줄을 서 있으면 손가락질”하는 등 부정적인 

피드백을 하기도 했다. 한편 단은 백래시가 있었던 만큼, “긍정적인 반응이

든 부정적인 반응이든 얘기를 꺼냈다는 것”, 즉 “아예 없던 담론을 만든 것”

의 의의를 짚으며, 응원도 많이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나비, 리아, 단, 

유채의 경험은 공통적으로 담론적, 정동적으로 페미니즘이 ‘문제(problem)’

로 읽히고 갈등을 촉발하는 것으로 읽히는 상황을 보여준다(Ahmed, 2010). 

2018년. 재작년. 그러니까 페미니즘 동아리? (의구심 가득하게) 이런 식

으로 백래시도 엄~청 심했었던 때였으니까 심지어 저는 페미니즘이 뭔지 알

고 싶어서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페미니즘을 공부하면 내 감정을 이해할 거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성에 관련된 것이고 성범죄 관련된 것이니까 공

부하면 알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이었고. 그래서 들어갔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막 페미니스트라고 욕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도 더 겁에 질려 가지고. 그런

데 0000(페미니즘 동아리)라는 공간이 저에게 청페모32) 같은 공간이었던 거

죠. 너무 안전하게 느껴졌고. 자유로운 공간인데, 사람들이 내가 그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욕하니까 진짜. 미쳐버리겠는 상황이었고. 겹치고 겹쳐서 

막…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진짜 좀 얼룩져있는 것 같지만 그…렇게 지냈죠. 

루나 심층 면담(2020년 8월) 

32) ‘위티’의 전신인 ‘청소년 페미니즘 모임’의 줄임말로 이하 ‘청페모’로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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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나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 내 불법촬영 문제로 만들어진 불법촬영 

대응 및 페미니즘 동아리에 들어갔다. “페미니즘이 뭔지 알고 싶고”, “내 감

정을 이해”하기 위해 동아리에 들어갔지만, 오히려 사람들은 루나를 “페미니

스트라고 욕”했다. 그뿐만 아니라 공개적으로 부원의 이름이 SNS에 언급되

며 비난의 대상이 되거나 “포스터 붙였는데 욕하고 가거나 떼거나 찢”는 등 

학교라는 공간 안에서 백래시를 경험했다. 이러한 상황은 루나에게 학교와 

사회라는 견고한 장벽을 인식하게 했으며, 오히려 루나의 “친절해야 하고, 

착하게 해야” 한다는 강박33)과 자기검열을 강화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또래와의 관계에서의 낙인과 페미니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학내 페미니즘 동아리나 성 자치기구에 참여하고 있던 단, 루나, 호두, 다린 

등의 연구 참여자들은 “많은 질문과 고민을 토대로 학생들 내의 담론을 형

성”(다린)하도록 공모전, 토론, 교육 활동 등 학내에서 다양한 시도를 하였

다. 이러한 자치적인 노력에도, 연구 참여자들은 학교 자체가 페미니즘에 긍

정적이지 않음을 인식했다. 호두는 성인권 문제를 학교 내에서 이야기하며 

“(페미니즘이) 모두가 동의하는 주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고, “일상 속에

서 친구들, 학생들, 선생님들이 흔히 쓰는 말에 실망”할 때가 많았다. 유사하

게 다린은 학교에서 페미니즘 동아리가 꾸준히 승인을 받았기에 페미니즘 자

체가 “당연한 합의점”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학교는 페미니즘을 늘 “말하

기 껄끄러운 주제”로 여겼다. 다린이 졸업했던 대안학교에서 “경중의 영역? 

탈핵은 좀 더 중, 페미니즘은 좀 더 경”에 위치했던 것 같다고 심층 면담에

서 이야기하기도 했다. 

  따라서 학교에서 페미니스트로 사는 것은 첫째, 또래 관계에서의 백래시, 

33) 루나의 착해야 한다는 강박은 도올이 콤플렉스였다고 말한 “학교에서 기가 세다고 

호명되는 것”과도 연결되어 있다. 도올은 “다른 남자애들이 100번 말해도 기 세다고 

안 하면서, 내가 몇 번 말했다고 기 세다고”(1차 심층 면담, 2020년 7월)하는 이야기

를 듣는 게 싫었다. 도올은 이전의 경험을 돌이켜 보면서, 사회에서 자신의 주장을 

고집 있게 이야기하는 것은 “남성의 덕목”이었다고 설명한다. 여학생이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하는 것은 기가 세다고 호명되고, 친절하고 착한 발화만이 받아들여졌던 도올

과 루나의 학교에서의 삶은 학교 내에서 주장하는 말하기 자체가 젠더화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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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차별과 인권을 논의하지 않는 학교 문화, 셋째, 학교에서 페미니즘을 

가벼운 것으로 여기거나 논의할 수 없는 영역으로 여기는 맥락에서 혼자 고

립되는 일이기도 하다. 이는 학교라는 공간성과도 관련된다. 학교는 사회적 

불평등을 재생산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 사이에서 비참여(disengagement)와 

정치적인 무력감의 메커니즘을 생산한다(Gordon, 2015). 즉 학생들을 수동

적이고, 순종적인 사회적 행위자로 계속해서 재생산한다.

(2) 가정: “아빠는 이 관계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기 때문”

  페미니즘을 공부하는 것은 가족 관계와 친권자의 관계를 다르게 해석하는 

계기가 된다. 나비는 2017년 가정의 성차별에 관한 세미나에 참여하며 “엄

마, 아빠에 대해 생각할 때 페미니즘이 덧붙여져서 더 해석하게 될 수 있는 

느낌”을 받았다고 설명한다. 나비에게 “아빠가 엄마한테 막 대하고”, “딸바

보”라고 지칭하는 행위는 이전과 다른 폭력적인 행동으로 보이게 되었다. 단 

또한 친권자의 “폭력적일 수 있는 측면”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

꼈다. 위티의 집행위원회 책 『이상한 정상가족』(김희경, 2017)을 읽고 진행

한 세미나에서는 거침없이 가정에서 딸로 사는 것의 어려움과 화를 공유했

다. “애교 있는 딸”에 대한 기대와 같이 딸에게 부과하는 기대와 통제는 연

구 참여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경험이다. 통금, 자취, 외박 등의 신체에 대한 

통제는 물론이며, 친구 관계, 입시와도 관련되어 기대와 통제가 작동하기 때

문이다. 세미나를 진행하며 연구 참여자들이 서로의 이야기에 적극적으로 공

감하고, 함께 화내며 한숨을 쉬었던 것은 가정에서 겪었던 폭력성이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공통적으로 마주하는 장벽임을 느끼는 시간이기도 했다34). 

  구체적으로, 위티와 함께 하기 전의 일상적인 삶에 대한 연구자의 질문에 

도올은 가정에서 아빠와의 관계를 다르게 인식하게 된 것을 꼽았다. 아빠와

34) 가정에서 연구 참여자들이 느끼는 불편함이나 어려움은 세미나, 심층 면담과 같은 

공식적인 자리 외에도 개인적인 만남에서도 종종 공유되고는 했다. 예컨대 단체 내에

서 워크숍 등의 일정을 조율할 때에도 외박, 통금 등 가정에서 부과되는 규칙 등은 

내부에서 함께 이야기하게 되는 주제 중 하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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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화에서 “차분하게 얘기하는” 아빠와는 달리 늘 화를 내다가 울었던 자

신을 “이성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더는 스스로 탓하지 않게 되

었다는 것이다. 도올은 오히려 아빠와 딸 사이에서의 “권력 구조”를 이해하

고 이 관계를 “예뻐하는” 아빠의 모습으로 비추는 상황을 비판적으로 인식하

게 되었다.

그리고 가정. 가정에서는 사실. 그리고 가정과 학교는 연결되는데, (중략) 

뭔가 아빠랑 대화하면 많이 그랬거든? 아빠는 늘 차분하게 얘기하는 거야. 

화를 내지 않고. 조용히. 그런데 매일 나는, 화가 나면 눈물이 나는데 그럼 

매일 화를 내다가 울고. 그럼 화가 나는 거지. 나는 왜 이성적으로 이야기하

지 못하지? 근데 그냥 어느 시기를 거치면서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빠가 

아쉬울 게 없기 때문이다, 아빠가 잃을 게 별로 없고, 아빠는 이 관계를 완

벽하게 통제할 수 있기 때문? 이런 걸 어느 순간 깨달았던 것 같아. 그러면

서 동시에 아빠가 “나에게 화내지 말고 이야기해라. 소리 지르지 말고 이야

기해라”라는 것이 얼마나 기만적인지. 그리고 아빠 말버릇이 “알았어, 나중에 

이야기하자.” 그리고 그 ‘나중’은 오지 않는 거지. 그래서 외부에서는. 그리고 

아빠가 딸을 저렇게 예뻐하는데 딸은 매일 성질이나 내고, 매일 그렇게 얘기

하는 거야. 학교에서도, 할머니네에서도 딸이 아빠를 잡아먹는다, 이렇게 이

야기하는 거야. 그게 너무 화가 나는 거지. 이 관계의 권력 구조에 대해 하

나도 이해 못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 그리고 아빠가 불쌍한 척하는 것

도 같잖고 그런 게 있었지. 

도올 1차 심층 면담 (2020년 7월)  

  이처럼 청소년 페미니스트들이 가정에서의 삶을 다르게 인식하게 되는 것

은 성차별적이고 가부장적인 가족구조에서 기인하기도 하지만, 친권자와 청

소년인 자녀 간 관계의 권력 구조를 파악하는 데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특히 

자녀가 소유물처럼 여겨지는 한국 사회에서(김희경, 2017), 가정 내 힘과 권

력에 의한 불평등은 미세하고 복잡하게 나타난다. 도올이 “가정과 학교가 연

결된다”고 했던 것처럼, 호지 또한 세미나를 진행하며 “가정과 학교가 하나

의 세트가 되었을 때” 여성 청소년에게 부과되는 책임과 부담이 더 심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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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설명한 바 있다. 

  또한, 이러한 친권자-자녀 관계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활동을 제약받기도 

한다. 여성 청소년과 남성 청소년의 공간적 이동성에 따른 친권자의 제약은 

젠더에 따라 다르게 작동해왔다(Gordon, 2010). 특히 이는 시민으로서 여

성 청소년의 이동성을 제한하여, 공적 영역에서 여성 청소년들이 사회운동의 

참여자가 되는 것을 막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예컨대 전쟁에 반대하는 ‘고

위험의 정치’에서 학교의 지원금을 받기 위한 투쟁과 같이 ‘소프트한 쟁점’의 

정치로 전환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시다. 연구 참여자 중 단의 사례도 이를 

보여준다. 단은 청소년 페미니즘 모임에서 스쿨미투 운동에 참여하며, ‘스쿨

미투, UN에 가다’ 프로젝트로 UN 아동 권리위원회에 갈 것을 제안받았다. 

이에 단은 UN에 가고자 준비하며 언론 인터뷰에 응했으나, 단의 친권자는 

‘학교에서 보면 어떡하냐’라는 걱정과 스위스까지 먼길을 간다는 점에서 UN

에 가는 것을 “반대”하고 좋아하지 않았다.

     단: 저도 특히 그 유엔(UN) 간다고 할 때, 너무 먼 길이고, 또 간 이유도 그

렇고, 되게 걱정을 엄청 많이 하셨고, 그리고 반대도 하셨고, 그러니까 

그 설득하는 과정에서 이제 엄마 아빠도 제가 너무 이런 걸 좋아하고, 

하고 싶어 하는 걸 아는데. 어쨌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입시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제가 인터뷰를 했었는데 제가 학교에서 어떤 과목의 

어떤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하는 걸 (언론) 인터뷰에서 얘기했

었는데 엄마, 아빠가 그 기사를 보시고 너무 깜짝 놀라셔서 ‘이거 학교에

서 보면 어떡하냐’하는 걱정도 하시고 인터뷰도 별로 안 좋아하시고. 유

엔 갈 때도 제가 너무 완강하니까 손편지를 쓰셔서 학교에 있었는데 저

한테 보낸 거예요. 

     상대 면담자: 딸아, 이런 걸까요?

     단: 제가 그거 읽고 너무 속상하고 그래서 화장실에서 울었어요.

<안녕, 국회> ‘미투 이후의 국회를 상상하다’ 중 일부 (2020년 3월)

단은 “너 그렇게 집회 다니고 하다가 학교에서 찍히면 어떻게 하냐”라고 말

을 들을 때 속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친권자의 반응을 보며 “확신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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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심층 면담에서 회상한다.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었지만, 친권자의 반대는 

단이 재미있는 것을 하면서도 “항상 불안한” 마음을 느끼게 했다. 이후에 단

은 『걸 페미니즘』(양지혜 외, 2018)을 읽고 ‘나의 페미니즘 스토리’를 기록

하는 활동에서 “사랑”과 “질책”, “활동을 못 하게 하는 것”의 경계가 그동안 

얼마나 모호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었는지를 확인한다. [그림 IV-8]의 왼쪽의 

구절은 단이 책에서 인상 깊게 읽었던 부분을 적어둔 것이며, 오른쪽은 단이 

다른 프로그램 참여자들과 함께 나누고자 했던 단의 생각과 경험이다. ‘걱정’

이 “(청소년 페미니즘) 활동을 못하게 하는 이유”가 되고, ‘사랑’이 “공부하지 

않는 나를 질책”하는 이유가 되는 모순적인 상황은 단에게 화와 동시에 죄책

감35)을 느끼게 했다. 즉 통제, 압박, “함부로 대해지”는 것은 “사랑”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림 IV-8] 단의 ‘페미니즘 스토리’ (2020년 8월) 

  한편, 친권자에게 청소년의 권리가 종속된 현실은 사회에서 청소년의 권리

35) 청소년이 친권자에게 부채감과 죄책감을 느끼는 것은 빈번하다. 집행위원회의 ‘청소

년과 기본소득’을 내용으로 진행한 세미나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친권자가 나를 먹여 

살리고 있다”는 죄책감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기에 참아야 한다”는 감정을 나눈 바 

있다. 특히 나비는 이러한 죄책감이 돈과 연결될 때 더 강화된다고 이야기했다. “네가 

돈을 안 벌어봐서 돈이 귀한 줄 모른다”와 같은 친권자의 말은 청소년이 친권자와의 

관계에서 눈치를 보거나 위축되는 이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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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약하는 법과도 관련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2020년 10월 정부에서 발표

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입법예고안은 만18세 미만의 모든 청소년이 상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만16세 미만의 청소년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임신중지를 할 수 있는 안이다.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학대 상황에 

있을 때만 동의 없이 시술할 수 있는데, 이는 사실상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의무화하는 조치”다. 아동학대 신고율이 저조하고, 청소년이 일상적으로 경

험하는 폭력이 ‘학대’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위티’에서 발표한 논

평 <누구의 허락도 필요없다>는 여성 청소년이 “불법적인 존재로 임신중지를 

경험해야” 하는 상황에서 해당 입법예고안을 비판한다. 

우리는 이미 임신중지를 낙태죄로 처벌하고, 임신중지를 원하는 청소년에

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구해온 역사가 어떠한 폭력을 낳았는지 알고 있

다. 2012년, 한 여고생이 임신 23주 차에야 법정대리인에게 임신 사실을 털

어놓았고, 수술 과정에서 사망하는 일이 있었다. 만약 우리 사회에서 ‘낙태’

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면, 청소년이 임신중지를 안전하게 선택할 수 있었다

면, 상황은 달랐을 것이다. ‘낙태죄’ 개정입법예고안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법

정대리인의 허락을 받지 못할까 두려워 임신중지를 미루는 청소년의 현실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개인이 처한 상황과 건강이 고려되지 않는 임신 주수 

제한이라는 불합리한 처벌 기준은 정보를 얻기도 의료에 접근하기도 어렵고 

임신에 대해 주변의 비난을 걱정해야만 하는 여성 청소년에게는 더욱 가혹한 

악법이 될 것이다.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청소년은 임신중지를 

위해 성인이 된 지인의 이름을 빌리는 등 여전히 ‘불법인 존재’로 임신중지를 

경험해야 할 것이다.

<누구의 허락도 필요없다>

: 정부는 ‘낙태죄’ 개정입법예고안 철회하고, 

청소년의 임신중지권 보장하라 (2020년 10월)

이처럼 연구 참여자들이 가정에서 경험하는 친권자와의 관계에서의 위계 구

조, 폭력 등은 다양한 맥락에서 드러나며, 법적‧제도적 통제와도 직결된다. 

공적인 영역과 분리되어 ‘사적인 영역’이라고 간주되었던 ‘가정’이라는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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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연구 참여자들의 페미니즘적 해석은 공/사의 분리를 해체하고 ‘딸’

로서 처한 현실을 정치적인 문제로 쟁점화하는 방식이라고도 볼 수 있다. 

(3) 일상: “어린 애가 멋모르고 떠드는 소리”

  연구 참여자들은 학교, 가정 밖 공간에서 페미니즘을 공부하거나 실천하는 

등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페미니즘 독서 모임, 영화모임 등에 가고는 한다. 

그러나 청소년의 참여가 익숙하지 않은 비청소년 중심의 공간에서 청소년 페

미니스트들은 “대견하고 기특한” 청소년으로 여겨진다. 이는 페미니즘 운동

에서 청소년 페미니스트들이 “뒤에 올 여성”, “다음에 오는 여성”으로 호명

되는 것, 즉 청소년들이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존중받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한다. 

  청소년이 학교와 가정 밖에서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간이 부재한 상황

에서 학교와 가정 밖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은 더 예외적이고 비가시적인 방

식으로 드러난다. 즉 청소년이 존재해야 한다고 여겨지는 학교나 가정 밖에

서 일상을 영위할 때, 이들의 일상 자체가 기특하고 대견하게 여겨지기도 한

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유채는 1차 심층 면담에서 “페미니즘 관련된 책모

임이나 영화모임에 가면 늘. 그런 반응들, ‘어머, 어린 친구가 대단하고 기특

하고~’” 이런 반응이 늘 따라왔다고 설명한다. 구체적으로 도올은 자신의 현

재가 누군가의 ‘젊은 날의 열정’이자 ‘과거’와 동일시되는, ‘재롱’과 다름없는 

일이 된다는 것에 “기분이 무척이나 나빴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하루는 여성주의 책을 읽고 함께 감상을 나누는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저 

또한 참여자로서 읽은 책에 대한 감상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

가 끝나자 그 모임의 참여자였던 한 중년 남성은 제게 ‘솔직히 당신이 뭐라

고 이야기하는지는 듣지 않았지만, 내게도 저렇게 열심히 책을 읽던 어린 시

절이 있었다는 것을 회상할 수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

았던 다른 참여자들 역시 하하호호 웃으며 자기도 그랬다고 화답했습니다. 

그 순간, 기분이 무척이나 나빴습니다. 열심히 하려는 현재의 제 모습이 그저 



- 97 -

‘젊은 날의 열정’으로, ‘당신의 과거’로 여겨지는 듯했고, 그건 마치 제 최선

의 노력이 어른들 앞 한낱 재롱처럼 느껴지는 일이었습니다. 그 시공간 속에

서는 저는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랬던 건 

그날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제야 어딜 가든 애써 나이를 숨겨야 했던, 청

소년임을 밝히는 게 부끄러웠던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페미니즘만으로

는 대변할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1기 대표단 출마의 변 – 도올 (2019년 6월) 

책모임에서 도올의 발화는 다른 이에게 들리지 않는 것이 되었으며, 오히려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는 매개체가 되었다. 그리고 중년 남성의 발언은 도올

이 “애써 나이를 숨”기는, “청소년임을 밝히는” 것을 망설이게 하는 계기가 

된다. 출마의 변에서 나오듯, 연구 참여자들의 공통적인 경험은 “페미니즘만

으로는 대변”될 수 없었다.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는 나이 위계가 강력하게 

작동하며, 도올의 존재 자체는 ‘예비’로 취급되는 현실이 더 부각된다. 이는 

생애를 ‘성장-성취-쇠퇴’로 보는 지배 서사 속에서 나이에 따른 위계가 정해

지는 ‘직선적 시간’이라는 근대적 시간 틀(전희경, 2012)이 청소년을 타자화

하는 기제가 되기도 함을 시사한다. 

  마찬가지로 여름에게 이러한 사회의 시각은 활동가로서의 “전문성”이 인정

받지 못할까에 대한 우려로 느껴졌다. 청소년의 말하기가 비전문적인 것, 즉 

“어린 애가 멋모르고 떠드는 소리”처럼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이런 이야기(매끄럽지 않은 이야기를 덜덜 떨면서 말했던 과

거의 경험)를 청소년 활동가가 없는 공간에선 거의 말하지 않는다. 청소년 운

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특히 비청소년들)로부터 “기특하고 대견하다”는 평

가를 받았다. 이런 말은 나를 더욱 ‘어른스럽게’ 보이도록 노력하게 했다. 그

러지 않으면 활동가로서 나의 전문성(?) 같은 것이 인정받지 못할 것 같은, 

한마디로 나의 말이 “어린 애가 멋모르고 떠드는 소리”처럼 받아들여질까 걱

정했다. 여전히 나는 이런 평가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이렇게 ‘매끄럽지 않

은’ 나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일이 무섭다. 

<평등문화 TF> 1차 세미나: 당사자성 – 여름 (2020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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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서 청소년 페미니스트들의 발화, 활동 등은 ‘미성숙한 것’으로 여겨져 

평가의 대상이 된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여름 또한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만 전문가로,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

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성숙’하다고 여겨지지 않는 ‘매끄럽지 않은’ 이야

기를 하는 것이 두려워지는 상황은 연구 참여자들에게 ‘딜레마’로 남는다. 또

한, 모순적이게도 청소년이 전문적인 발화를 하더라도 전문적이지 않은 이야

기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는 빈번하다.

2) 복수의 출현: 거리의 정치

  거리, 시위, 집회에는 신체들이 한데 모인다. 거리의 시위는 글, 발화 등 

담론을 통해서만 상연(enact)되지 않고 체현된 행위성, 즉 복수 형태의 수행

성(performativity)으로 상연된다(Butler, 2015/2020). 그러나 모든 이들이 

자신의 신체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지정된 플랫폼에 출현하기 위한 권리와 접근성이 당연시되는 이들

이 상정한 제한적인 “공적 영역”을 재고해야 한다. 

  거리에 존재하는 청소년에 대한 이중적 시각은 늘 존재했다. 대표적으로 

2008년 등장했던 ‘촛불소녀’라는 마스코트는 거리에 나온 청소년들에 대한 

‘기특함과 안쓰러움’의 감정을 강화했다. ‘촛불소녀’라는 이미지는 거리에 나

온 청소년들을 어리고 약한 보호의 대상으로 치환하며, ‘지켜주고 싶’은 존재

로 바꾼다. ‘촛불소녀’는 대규모 촛불집회의 시작이 되었지만, 성인들의 집회

를 활성화하는 이미지 아이콘으로서 소비되었다(엠건, 2009; 뽕브라, 2018). 

  청소년 페미니스트들은 정치적인 의제들에 연대하는 주체로 거리와 집회에 

나서며, 관련된 의제로 직접 시위의 장을 만들어가기도 한다. 연구 참여자들

은 비청소년 중심의 ‘공적 영역’으로 여겨졌던 거리에 주도적으로 출현함으

로써 사회에서 ‘보편’으로 간주하였던 것에 질문하고, “출현의 영역에 어떤 

틈을 만들고자”(Butler, 2015/2020: 75) 한다. 구체적으로 거리, 청소년 페

미니즘 운동에서 큰 영향력을 미쳤던 스쿨미투 운동, 1인 시위라는 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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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이를 다루고자 한다. 

(1) 거리: “청소년이 사회를 바꿔나갈 힘”

  

  보리는 2013~2014년, 고등학교 때부터 거리나 집회에 나섰다. 거리에는 

늘 청소년들이 있었고, 지역에는 청소년 센터들을 중심으로 청소년이 모이는 

공간이 있었다. 그러나 “비청소년인 사람이 청소년들에게 반말을 쓰”고 청소

년에게 “무대 위에 세우는 역할”만이 부여되는 상황은 보리에게 비판적으로 

인식되었다. 거리에서는 “예쁘고 선량”한, 즉 착하고 기특한 청소년과 “정치

적인 청소년”은 구분되었고, 전자의 이미지만이 환영받았다. 이는 앞서 청소

년 인권을 이야기하면 대자보가 하루 만에 떼이지만, 밀양송전탑이나 ‘안녕

들 하십니까’와 같은 대자보는 교사들에게 박수받을 일이었던 학교에서의 일

화와 유사했다. 

  또한, 보리는 집회에 나갈 때마다 “청소년이기에 한계”를 느꼈다. 고등학

교에 다닐 때 보리가 세월호 집회에 가면 거리의 시민들은 보리의 손을 잡

고 미안하다고 말하는 등 보리를 “거리에 나와서는 안 되는? 보호받아야 할 

존재”로 여기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들게 했다. 이러한 현실은 보리가 청소년

들의 목소리를 모아내는 방식의 운동을 기획하는 계기가 되었다. 예컨대 세

월호 참사 시기에 보리는 세월호 참사가 제기했던 ‘지켜야 할 아이들’의 문

제가 아니라 입시경쟁, 교육 학교 문화에 화두를 던지는 방식으로 청소년의 

목소리를 조직했다. 또한, 국정교과서 문제가 대두될 때에는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청소년들을 모아 별도의 시위를 구성하고, 박근혜 탄핵 시기에는 

오히려 청소년의 참정권을 중심으로 한 집회를 열었다. 

집회를 나가는 순간 속에서 내가 청소년이구나, 나를 둘러싼 사회적 관계

나 제가 청소년이기에 한계가 있다고 느꼈거든요. 이를테면, 세월호 집회에 

가면, 저는 학교 끝나고 바로 가는데, 누가 갑자기 손을 잡고 “미안하다”라고 

한다거나. 아, 이렇게 약간, 청소년이 동등하게 연대하러 오는 시민이라기보

다는 거리에 나와서는 안 되는? 보호받아야 할 존재로 여겨지는 것들이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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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래서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거리에 나오는 청소년이어서 청소년 운동

이 나의 문제로 여겨졌던 것 같아요. (중략) 청소년들이 주체로서 끊임없이 

운동해 나가는 과정들을 형성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어떤, 

이 사회를 둘러싼 많은 일들이 청소년과 무관하지 않잖아요. 최근에 일어난 

많은 사건도 그렇고, 그랬을 때 청소년들도 이 사회를 바꿔나갈 힘이 생겨야 

그것이 청소년들이 해방된 세상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 

보리 1차 심층 면담 (2020년 7월)

  이처럼 보리가 거리에서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방식으로 운동을 만

들었던 것은 정치적인 목소리를 가지고 거리에 출현하지만, 청소년이 동등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리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특히나 

이러한 보리에게 2016년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사건 이후의 시위는 여성 청

소년의 목소리를 다르게 보게 되는 전환의 기점이 되었다. 보리는 청소년기

에 페미니즘을 접하고, 성폭력 문화를 설명하는 언어를 찾았다고 느꼈으나, 

페미니즘이 정치, 운동의 형태로 기획되리라는 상상은 하지 못했다. 그러나 

‘강남역’이라는 장소는 페미니즘적인 언어로 보리 스스로 해석할 기회36)가 

되었고, 연대의 장으로서 공간을 인식하는 기점이 되었다. 즉 여성 청소년들

이 거리에 나오는 것을 젠더화된 현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계기가 된 것

이다37). 

  강남역 앞 자유발언대에는 많은 사람이 나와 말하기를 시작했고, 그 말하

기가 오래 걸리더라도 끝까지 듣는 사람들이 늘 있었다. 보리는 자유발언대

를 함께 만들던 시간이 “스스로 안에서 배웠던 페미니즘이라는 것을 공적인 

36) 보리는 “나는 어떤 예쁘고자 하는 저런 여자애들과는 달라! 하고 선 긋는 방식이 학

교에서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방식”이었다고 설명하며, 강남역 여성 혐오 살인사건에 

대한 집회를 준비하는 과정이 “성녀와 창녀의 이분법에서 내가 어떠한 방식으로 여성

을 혐오하고 있는지 깨닫는 시기”였다고 이야기한다. 

37)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 사건은 보리 이외에도 호두, 여름, 날 등의 연구 참여자들이 

다양한 사회적 의제를 페미니즘과 연결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사건은 연구 참여자들

뿐 아니라 많은 여성이 현실에 존재하는 여성혐오와 ‘피해’를 확인하는 중요한 시점이

기도 하다(이효민, 2019; 추지현,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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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에서 말해”보는 과정이자 “서로의 말을 끝까지 들을 수 있다는 연대의

식”을 느낀 날들이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피해자 정체성을 중심으로 한 집회

는 보리에게 고민을 남기기도 했다. 이에 2016년 6월 보리는 청소년 페미니

즘 집담회를 조직하며 “단일한 피해자 정체성으로 묶일 수 없는” 상황에서 

“여성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레토릭이 반복”되는 페미니즘 운동에 대한 고민

을 나누었다. 정리하자면, 첫째는 모든 여성이 단일한 피해자로서 해석될 수 

없다는 것, 둘째는 여성 청소년이 여성 비청소년의 ‘과거’로 여겨지며 ‘뒤에 

올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방식으로 여겨지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었다. 

강남역 자유발언대에서의 경험은 보리가 여성 청소년의 정치를 재고하는 계

기가 되었다.

제 자신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던 한 명의 활동가였던 것 같아요. 이 순간

들과 장면들이 내 안으로 들어오면서 격동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랬을 때 내

가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삶을 이어갈 수 있을까, 했을 때 이것이 저에게 세

계의 변화처럼 다가왔던 지점이 있던 상황에서. (강남역) 자유발언대에서 청

소년 활동을 해왔던 사람으로서 마주하는 이질감? 같은 여성으로 묶일 수 없

는 순간들? 같은 여성으로 연대감을 느끼는 동시에 이런 순간이 있었고. 사

실 청소년 페미니즘을 만났던 것은 두 가지 지점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는 

이 청소년들과 페미니즘에 대한 이야기, 내가 지금 배우고 변화하는 이야기

를 같이 나눠보고 싶다. 이 생각? 그러니까 사실은, 음. 같은 여성으로 묶일 

수 없는 이 사람들과 만나야겠다는 게 하나 있었던 것 같고 둘은, 앞서 말했

던 정치세력화 운동으로써 청소년 페미니즘 운동이 가능하겠다는 전망이었던 

것 같아요. 

보리 1차 심층 면담 (2020년 7월)

이처럼 페미니즘 정치 운동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보리의 활동은 청소년 페미

니스트의 목소리는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했다. 거리는 

청소년들이 나오는 공간이기도 했지만, 비청소년을 중심으로 구성된 정치 운

동의 영역과 단일한 피해자 정체성으로 ‘여성’을 구성했던 페미니즘 운동 모

두에 여성 청소년들의 목소리는 제대로 들릴 수 없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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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리는 2016년 8월에 ‘위티’의 전신이었던 ‘청소년 페미니즘 모임’을 만

들었다. 

  보리가 공유했던 문제의식은 이후 ‘청소년 페미니즘 모임’에서 구성했던 

시위나 거리에서의 집회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예컨대 2017년 캠페인, 

문화제, 행진을 진행했던 청소년 페미니즘 모임의 ‘이제는 성평등을 배우고 

싶다’ 집회는 여성 청소년들이 “성폭력을 조장하는 성교육”과 “자기결정권을 

박탈하는 학교” 등에 대한 의견을 발화하고, 캠페인과 행진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 리아는 해당 집회가 “축제”처럼 진행되었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자신이 사회를 볼 수 있을 정

도로 “편안하게 말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한다.

     연구자: 그렇게 축제 같은 집회를 했던 거예요?

     리아: 맞아요! 그랬었고… 재밌었어요. 저는 사실 집회나 이런 곳에 가서 발

언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부끄럽기도 하고 말을 잘 못 한다고 생각을 

해서… 말을 잘 안 했는데 거기서 제가 사회를 봤잖아요. 말을 해야 

하는 거예요. 엉성하긴 하지만 계속하려고는 했거든요. 이런 경험이 어

디서나 할 수 있는 경험은 아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큰 집회였으

면 내가 사회자가 아니었겠지, 이런 생각도 하면서 (웃음). 아 그러니

까 다들 완성된 문장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편안하게 말할 수 있었던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리아 심층 면담 (2020년 10월)

해당 집회에서 청소년 페미니스트들은 부스별로 행사를 기획하고, 초청된 가

수와 노래를 부르는 등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학내 페미니스트들의 문제의식

을 가시화하고자 하였다. 이 외에도 가정에서의 폭력을 중심으로 ‘가정의 달’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여학생, 소녀, 딸 등으로 청소년 페미니스트들이 공유

하는 문제의식을 이들이 구성하는 공간에서 표현 및 정치화하였다. 이러한 

거리에서의 정치 운동은 다양한 형태로, 확대 및 재생산되어 일시적인 형태

를 벗어나 조직화되는 계기가 된다. 이어서 청소년 페미니즘 운동을 조직하

게 한 원동력 중 하나였던 스쿨미투 운동에 주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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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쿨미투 운동: “무엇이 말하게 했을까?”

  한국의 미투운동은 폐쇄적이라고 여겨지는 학교를 비껴가지 않았다. 용화

여고의 #METOO #WITHYOU 포스트잇으로 시작한 스쿨미투는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다. 청소년 페미니즘 모임은 2018년부터 2019년, 전국 단위 스

쿨미투 집회인 <여학생을 위한 학교는 없다>에서부터 지역의 청소년들과 함

께 인천, 충북, 대구, 서울에 거쳐 시위를 진행했다. 스쿨미투 운동은 그동안 

청소년 페미니즘 모임에서 논의됐던 학내 페미니즘과 학교 문화에 대한 비판

을 바탕으로 형성되었으며, 스쿨미투 집회에는 200명~300명이 되는 많은 

청소년이 모였다. 연구참여자 도올, 단, 유채, 나비는 모두 스쿨미투 운동을 

시작으로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도올은 스쿨미투 운동이 어떤 의미였는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나는 스쿨미투가 뿌리 깊은 문화와 구조의 산물이라는 사실을 그때에서야 

실감했다. 그리고 그제야 외롭지 않을 수 있었다. 학교는 너무 폐쇄적이었고, 

그런 곳에서 다들 아무렇지 않은 일로 느끼는데 혼자서 온갖 일에 불편해하

고 화를 낸다는 건 고립감을 넘어 너무나 외로운 일이었다. 어쩌면 나는 덜 

외로워하고 싶어서 학교에서의 말하기를 그만두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청소

년 페미니스트인 내가 비로소 외롭지 않았던 그 순간을, 나는 ‘연대’라고 부

르고 싶다. 

「우리의 말하기가 세상을 바꾸도록 ― 학교에 필요한 페미니즘을 말하다」38)

(청소년기후행동 외, 2020) - 도올 

스쿨미투 운동은 기존의 다른 거리의 집회들과 다르게 “청소년 페미니스트인 

내가 비로소 외롭지 않았던 그 순간”이 되었다. 앞서 개별적인 학교나 가정

에서의 저항은 “고립감을 넘어 너무나 외로운 일”이 되었지만, 스쿨미투 운

동은 청소년 페미니스트들이 경험을 공유하고, 문제의식을 정치적인 의제로 

38) 출처: 우리의 말하기가 세상을 바꾸도록 ― 학교에 필요한 페미니즘을 말하다. 청소

년기후행동 외. (2020). 우리의 목소리를 공부하라. 서울: 교육공동체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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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어오게 했다. 물론 스쿨미투 운동이 학내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진행된 점, 

특히나 제도권 내의 학교 중심의 담론이 형성되었던 점은 하나의 한계로 언

급된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청소년 페미니스트들이 주도적으로 만든 공

론의 장과 목소리는 정치적인 존재로서의 여성 청소년과 변화된 학교와 거리

라는 공간을 확인하게 했다. 

[그림 IV-9] 단의 ‘나의 페미니즘 연대기’ (2020년 8월)

  단은 스쿨미투 집회에서 스태프 역할을 하며 스쿨미투 운동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이전에도 “촛불집회 이런 곳에 갔지만 진짜 마음이 동해서 

간” 집회는 단에게 처음이었다. 왜냐하면, “학교 다니면서는 하고 싶은 말을 

많이 못 하고 살았던 것”, “화나는 게 있어도 참아야 하는 것”들을 거리에서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었고, 이들은 집회라는 시공간에서 중요한 이야기, 

정치적인 의제로 수용되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단은 스쿨미투 집회에서 퍼포먼스 팀을 맡았다. 집회 현장에서 

집회 참여자들은 학교에서 들었던 혐오 표현들을 모형 칠판에 가득 적었다. 

혐오 표현이 가득한 칠판을 무대 위에 가져간 단은 빨간 페인트로 크게 X자

를 긋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그림 IV-9] 참고). 단은 활동하며 가장 인상 

깊은 순간을 묻는 연구자의 질문에 무대 위에 올라간 그 순간이었다고 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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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X자를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환호해주는”(1차 심층 면담, 2020년 7

월) 장면은 단에게 오랫동안 남아있는 기억이다. 단에게 이 행위는 “신나고, 

그동안 답답했던 게 많이 해소되는” 계기이자, 그동안 분리된 것으로 인식했

던 학업과 “화나 하고 답답해하던 영역”을 연결하는 작업이 되기도 한다. 

당일에는 사실 그전에도 촛불집회 이런 곳에 갔지만 진짜 마음이 동해서 

간… 건 거의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가? (고민하며) 무대에 딱 올라가고 

이걸 그리고 돌아봤는데 사람들이 앉아있고 환호를 해주고 그게 엄청 그 당

시에 짜릿한 기분이었던 것 같아. 그리고 뭐… 현타를 많이 맞다가 참여하게 

된 것이었고, 좀… 막 대의적인 뜻보다는 개인적으로 그게 엄청 신나는 순간

이었고. 당일에 정신없었단 말이야. 현수막도 다 뒤에서 만들고. (웃음) 정작 

집회의 많은 모멘트들을 함께 하지는 않았는데 무대 위에 딱 올라간 그 순간

이 강한 한 방? 이었던 것 같아. 내 기억 속에? 그러니까 막… 그게… 그리

고 기사 사진도 엄청 많이 났잖아. 그 장면? 모습도? 그게 나한텐 되게 신기

했어. (웃음) 내가 이런 걸 하고 있을지 몰랐고 현수막 들고 맨 앞에 걸었는

데, 그때 00이도 있었어. (웃음) 그것도 그런 게 다 너무 새로운 경험이었고, 

나한테는? 그러니까 이걸 음… 한편으로는 어색하면서도 내가 그동안 살아왔

던 방식과 다르다고 느껴져서? 재밌었던 것 같아. 그런 집회의 의례적인 것

들을 내가 하는 모습이? 낯설면서도? 

단 2차 심층 면담 (2020년 10월)

단에게 스쿨미투 운동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기획하는 경험은 “새로운 

경험”이었고, “어색하면서도 그동안 살아왔던 방식”과 다른 것으로 여겨졌다. 

이는 단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학업과 정치적 행동 영역의 구분에 이의를 

제기하면서도 “공적 공간을 가로질러 이동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

유하게 했다. 즉 집회, 거리라는 물질적 환경을 재구성하는 과정은 공적인 

것을 발견함과 동시에 이후 단의 행동과 생각을 지지하는 기반이 되었다

(Butler, 2015/2020). 루나 또한 스쿨미투 첫 집회가 “충격적”인 기억으로 

남는다고 회상한다. 스쿨미투 고발자로서 루나가 경험한 힘듦이 혼자만의 경

험이 아니라 보편적인 경험일 수 있음을 확인한 순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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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었던 시간을 거치고 11월 3일인가? 가 첫 집회였어요. 스쿨미투 첫 

집회. 그때 스태프랑 공동주최단으로 참여를 해 가지고. 같이 청페모랑 스쿨

미투 첫 집회를 열었고. 그때… 약간 좀 많은 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저는 아무도 안 올 줄 알았는데 학생들이 한 200~300 정도 모였거든

요. 그런데 다 학생들이고, 그 자체가 너무 약간…. 저희에게 너무 충격적이

었어요. 왜냐하면, 나만의 경험이고 사실은 스쿨미투 운동 사례 조사하면서 

여전히, 나도 겪었던 일이지만 다채화하는 게 좀 힘들잖아요. 진짜로 이렇게 

많이 보편화되어 있구나, 알게 되고 심각성을 느끼고. 

루나 심층 면담 (2020년 8월) 

  루나가 언어화하게 된 경험은 스쿨미투 집회에서 다른 신체, 목소리, 모습

으로 출현했다. 스쿨미투 집회라는 출현의 공간은 청소년 페미니스트들로 하

여금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상호의존적인 관계 속에 서로가 있음을 발견

하게 했다. 보리는 스쿨미투 운동의 동력 중 하나가 이전에 “누가 일어나서 

불편하다고 말하면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일들에 다 같이 말했던 것”(2

차 심층 면담, 2020년 11월)이라고 이야기한다. 스쿨미투 운동 자체가 “집

단성과 역동성”의 핵심이었다는 것이다. 집단적인 형태로 여성 청소년으로서

의 경험을 정치화하고, 여성 청소년의 경험을 배제해왔던 학교와 거리 등의 

공간이 다른 공간으로 변모할 수 있는, 역동의 가능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단은 이러한 역동성을 청소년들이 어떤 활동을 기획하고 직접 해볼 수 있

는 것에서 찾기도 한다. 청소년 페미니스트들이 현존하고 머물렀던 공간을 

변화시키려는 시도이자 시공간적인 제약을 넘어서는 과정이 되었기 때문이

다. 위티 활동을 하면서 이후에 함께 참여했던 2020년 7월의 ‘성착취 장려

하는 사법부의 규탄집회’ 등의 집회와 스쿨미투 집회의 차이가 무엇일지에 

대한 연구자의 질문에 단은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우리가 해보고 싶은 걸 많이 할 수 있었던 집회였던 것 같고. 어쩔 땐 

아주 귀찮아지는 일일지라도? 그래서… 나는 그 스쿨미투 집회가 스쿨미투라

는 의제에 있어서도 중요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때 진짜 되게 많은 청소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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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왔고 거기서 그 사람들이 기획하고 뭔가… 어떤 활동을 해볼 수 있다는 

게 되게 의미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차이가 컸던 것 같고. 위티의 

연대체로 간 집회들은 특히나 그게 아동 청소년과 관련한 문제일 때에는… 

그냥 그… 아동·청소년들이 되게 들러리가 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고? 그

때도 누가 말하러 올라와서 “우리 아이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말한 그런 

것들? 거기에 섣불리 문제제기하지 못하고 그런 것들에서도… 차이가 느껴지

지. (웃음)  

단 2차 심층 면담 (2020년 11월)

‘촛불소녀’ 등의 기표와 같이 능동성보다 수동성이 강조되는 이미지를 탈피

해 여성 청소년들이 집회를 만들어가고 “해보고 싶은 걸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연대체로 함께 한 아동‧청소년 관련 다른 집회들이 

“우리 아이들”이라는 말처럼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 하는 대상으로만 표상

할 때와 다르게, 스쿨미투 집회는 그 자체로 “들러리”가 아닌 주체로서 청소

년의 행위를 가능하게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거리에의 출현은 명목상으로만 

아동‧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는 관점(tokenism)에서 벗어나 “아동‧청소년

의 목소리가 영향력과 비중을 차지하게” 했다(Lundy, 2007). 이러한 거리라

는 공간의 변화는 스쿨미투 집회가 여성 청소년들이 머물던 시공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기에 실현될 수 있었다.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시작하고 처음으로 마이크를 잡은 게 기억이 나고? 

그게 기억이 나는데 충북에서 스쿨미투 집회를 할 때 고발자 한 분이 교복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복을 입고 마스크를 쓰지 않고 처음으

로 스쿨미투 고발자로 이야기해본 자리가 이 자리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전까지는 드러나기가 조심스러웠던 것이고 이것을 사실은 그래서 서울 스

쿨미투 집회에도 발언문 보내주셨거든요? 그때는 발언문을 읽었는데 충청 스

쿨미투 집회를 같이 준비하면서? 그런… 감각들이 조금씩 확장되면서 내가 

불특정 다수에게 거리 앞에서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게, 저는 모르죠. 저는 

충청 집회를 그렇게 가까이서 준비한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 그게 어떤 과

정이었을까? 무엇이 말하게 했을까? 이런 것들. 혹은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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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람이 그 순간 그렇게 말해줬을 때 음… 그래서 그 시간들은 저한테는 

너무 많고 너무 빨라서 어떻게 하지 못하는 미안한 시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공간성이 역동적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하지 않아도 움직이고 있었고 사

람들이 이 공간 속에서 계속 힘을 얻고 있었고, 이런 것들이 기억에 남아요. 

보리 2차 심층 면담 (2020년 11월)

  한편, 스쿨미투 집회라는 현장은 말하기를 시작하는 장이 되기도 한다. 보

리는 스쿨미투 운동에서 기억에 남는 일화 중 하나가 충북 스쿨미투 집회를 

할 때, 고발자 중 한 분이 “교복을 입고 마스크를 쓰지 않고” 다수에게 거리

에서 말을 할 수 있었다고 말한 것을 꼽았다. 거리라는 공간은 “무엇인가를 

하지 않아도 움직이고 있었고”, 공간과 신체를 모아내며 공적인 영역으로 조

직되었다. 공적으로 발화하는 이들은 말과 언어뿐만 아니라 신분과 소속을 

드러내는 “교복을 입고”, 얼굴을 숨기는 “마스크를 쓰지 않는” 신체적인 차

원으로도 표현해내기도 했다. 이러한 행위는 공간 자체의 역동성을 더 구체

적으로 드러내고, 정치적 변화의 가능성을 확장했다. 

(3) 1인 시위: “우리가 무엇을 할지 함께 고민”

  2020년은 1월부터 코로나 19라는 감염병으로 외부에서의 활동이 어려웠

던 시기였다. 코로나 19로 인해 ‘위티’는 활동을 온라인으로 전환하거나 인

원수를 조율하는 등의 노력을 했지만, 특히나 거리에서의 집회나 시위 등의 

활동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되었다. 2019년 11월부터 2020년 초까지 텔

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39)은 공분을 사며, 270만 명이 청와대 국민청원

에 참여하는 등 사회적인 화두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도 집회가 코

로나 상황으로 줄줄이 취소되고, 소규모의 기자회견이나 논평 발표가 전부가 

된 상황에서 청소년 페미니스트들은 “무기력함”을 느끼기도 했다. “거대한 

구조에 가까운”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 앞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없

39)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은 여성과 아동·청소년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찍게 

하고 텔레그램으로 유포하고, 영상을 판매하는 사이버 성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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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느꼈던 호지는 “문밖으로 나오면” 아무렇지도 않고, 이야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무기력하게 느껴졌다. 

  이에 ‘위티’에서는 N번방 1인 시위를 하기로 하고, 홍대입구역 근처에서 

1시간 30분가량 1인 시위를 진행했다. 호지는 위티에서 활동하면서 중요한 

전환점 중 하나를 N번방 1인 시위라고 설명하며, 1인 시위를 통해 “분노가 

무기력이 되는 게 아니라 힘이 되는 것”을 느꼈다고 이야기한다. 

일단. 그때 무기력함도 있었는데 왜냐하면, 이 거대한 구조에 가까운 무

엇인가고. 그런데 그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없고. 게다가 그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집회도 못 하는 상태였거든? 집회가 밀렸잖아. 결국, 

못 했고. 그 상황에서 같이 화내는 사람이 있고. 특히 모두가 모인 공간에서 

뭔가를 한다는 것? 왜냐하면, 사실… 뉴스나 TV를 끄면, N번방이 없는 것처

럼 되게… 돌아가는 거야. 딱 문밖으로 나오면? 되게, 너무 아무렇지 않고? 

이런 일이 정말 벌어지고 있다는 게 사실 이야기되지 않고. 정말 뉴스밖에 

없는 일같이? 다들 아무렇지 않게 느껴지는데 엄청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이

런 피켓을 들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나는 거기서 좀 힘을 많이 얻

었고. 사실 혼자서는 못했을 것 같아. 근데 나는 무언가, 그 자리에 있는 것? 

사실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감사하다고 인사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간식을 챙

겨주는 사람도 있었잖아. 그것도 나는 너무, 큰 의미라고 생각해. 그분도 되

게 용기 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 아무튼. 그런 게 가지는 의미도 있었고. 우

리가 뭘 할 수 있을지를 같이 고민하는 게 주는 힘? 같은 것도 있었어. 내가 

혼자서 이것에 대해 분노하지 않고 이 분노가 무기력이 되는 게 아니라 힘이 

될 수 있는 것?

호지 2차 심층 면담 (2020년 11월)

코로나 19라는 상황으로 인해 대규모 집회는 취소되었지만, 1인 시위([그림 

IV-10] 참고)는 호지에게 “같이 화내는 사람이 있고”, “모두가 모인 공간에

서 뭔가를 한다는 것”에서 힘이 되었다. 연구자도 함께 참여했던 1인 시위에

서 연구자는 한편으로는 말없이 논평을 나누어주고, 피켓을 들고 서 있는 행

위 자체가 기존의 대규모 집회의 형식과는 다르다고 느끼기도 했다. 직접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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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를 외치거나 발화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유동인구가 많은 공간에서 ‘위티’

에서 공유했던 문제의식을 거리에 내어 보이는 것은 이전과 다른 방식의 저

항과 발화였다. 또한,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감사하다고 인사하는 사람들”과 

“간식을 챙겨주는 사람”을 만나는 일은 위티 밖의 공간과 위티를 연결하며 

“이 시기에 어떤 메시지를 줘야”하는지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약속

이나 다른 일정으로 길거리를 오가는 이들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것은 

“타인의 시선을 받아내는”(유채) 일이기도 했다. 

     

[그림 IV-10] N번방 1인 시위 피켓 (2020년 4월) 

  코로나 19로 인해 외부에서 집회할 수 없는 상황과 청원이나 해시태그 

(#n번방_사건) 등의 온라인을 중심으로 참여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1인 시

위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되었다. 호지는 “우리가 뭘 할 수 있

을지를 같이 고민하는 것” 자체가 무기력이 아닌 힘이 되었다고 이야기한다. 

호지의 설명은 행동이 “사이”에서 발생한다는 Butler(2015/2020: 112)의 

설명과도 맞닿아 있다. 신체가 출현하는 수행적 실천은 하나의 신체만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과 다른 이의 신체 사이의 틈새를 구성하는 

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장소의 점거는 청소년 페미니스트들이 

가지고 있는 자리를 확인하는 동시에, 이들의 존재를 드러내는 방식이 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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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한다(김현경, 2015a). N번방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논평을 준비하는 

과정, 1인 시위를 준비하고 거리에서 수행하는 과정, 함께 소감을 나누는 과

정이 존재 사이를 연결하고, 거리의 의미를 변화시켰다.

  이처럼 물리적, 사회적으로 ‘거리’라는 공간은 다양한 행위자, 구조, 실천

이 경합하며 다층적인 의미가 형성되게 한다(김성경, 2013). 특히 청소년 페

미니스트들에게 거리라는 공간은 정치적인 의미를 지니면서도, 서로가 연결

되는 네트워크가 되기도 한다. 전국단위로 크기를 확장하고, 다른 형태로 기

획을 변형하며, 관계성을 형성하는 것은 거리라는 공간을 청소년 페미니스트

들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러한 의미화되고 실천하

는 공간(space)은 ‘장소(place)’로서 개념화될 수 있다(Tuan, 1974). 행위자

들이 관계적이고 역사적으로 경험하는 공간으로서 ‘장소’는 사회적 관계로서 

변화 가능하며 구체적이다. 청소년 페미니스트들은 ‘위티’라는 공간을 경험함

으로써 공간에 접촉하고 친밀함을 형성하며 장소로서의 ‘위티’를 감각한다. 

다음 절에서는 장소로서의 ‘위티’가 어떻게 물질화된 의미로서 청소년 페미

니스트들에게 정치적인 의미를 형성하는지에 주목하고자 한다. 

3. 장소로서의 ‘위티’: 페미니즘적 문화의 실천

  Haraway(1988)의 ‘상황적 지식들(situated knowledges)’은 보편주의/ 

환원주의와 극단적 상대주의의 이분법을 거부하며, 부분적이고 위치에 기반

하며 신체와 분리되지 않은 지식을 의미한다. 이때 ‘상황’은 역사적, 문화적 

맥락에서 살아가는 구체적인 주체를 제안하기에(정연보, 2013), 상황적 지식

들은 복수적인 시각을 제공하며, 공유된 대화와 소통을 강조한다. 이러한 대

화를 위해 Haraway(1988)가 강조하는 것은 “열림의 정치”, “참여”, “지속적

인 비판적 해석과 번역”, “불협화음을 내는 시각들을 연결하는 연대”다. 

  가정, 학교, 거리 등의 장소에서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로 집

합하는 참여자들은 여성, 청소년들 간의 차이를 가로지르는 연대를 고민하며 

상황적 지식들을 생산해 나간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상호의존성, 변화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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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바탕으로 ‘위티’라는 장소에서 어떻게 상황적 지식들을 형성해 나가는

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문화에 대한 고민으로 연결되는지 분석한다. 

1) 장소: “좋은 답보다 좋은 질문을 만드는 과정”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으로 인정된다는 것, 사회적 성원권을 인정받는다는 

것이다. 사회는 하나의 장소이기에, 사람의 개념은 장소의존적이며, 이때 ‘장

소’는 우리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이다(김현경, 2015a). 이러한 개념을 

기반으로 했을 때, 환대란 타자에게 자리를 주거나 그 자리를 인정하는 행위

다. 이전의 학교, 가정 등에서의 행위의 가능성과 책임이 개인에게 전가되며, 

거리가 일시적인 공간이라는 특징과 다르게, 단체의 창립은 개별적인 수행을 

단체, 차원으로 모아내는 ‘장소’가 되었다. 2019년 6월 공식적으로 창립한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는 “누구든지 자신으로 있을 수 있는 안

정감”이자 역동적인 정치 공간이 되었다. 

뭔가 저는 제가, 주류랑. 주류…라고 불리는 문화에서 너무 미끄러지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위티는 그런 미끄러지는 사람들. 미끄러짐을 느끼는 

사람들이 모여서…! 어! 그 제도권의 안정감이 아니라 누구든지 자신으로 있

을 수 있는 안정감? 그것을 느끼는 게 너무 오랜만이고 그 감각들이 여기에

서 똑같이 살아있을 수 있는 것? 그곳에 맞는 행동이나 문법이나 예우를 갖

춰야지만 소통할 수 있는 곳이 있잖아요. 그런데 위티는 그렇지 않아도 괜찮

은 것 같아요. 위티에서 요구하는… (고민하며) 위티에서 요구하는 문법이 없

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하기에… 아…. 소수자의 어떤 것을 고민하

지 않는 제도권의 문법에 익숙한 사람에게는 위티의 것이 문법이겠지만 저에

게는 문법이 아니라서.

다린 심층 면담 (2020년 9월)

나이와 권력에 기반한 위계구조, 일상적인 폭력성, 서열화 등 제도권에서 

“주류”라고 불리는 문화와 다르게 위티는 “누구든지 자신으로 있을 수 있는 

안정감”이 되고, 또 그 감각이 똑같이 살아있을 수 있는 장소가 된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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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안정감, 안전함에 대한 감각은 다른 연구 참여자들도 공유하고 있는 감각

이다. “현재보다 안전한 공간이 있다는 상상을” 할 수 있다는 게 위로가 된

다는 날, “위티에서의 ‘나’가 제일 좋은” 나비, “배경이 아니라 ‘나’로 보일 

수 있는 공간”이라고 느끼는 루나 등에서 공통으로 찾을 수 있었다. 

나는 뭔가 그냥, 이 공간이 좀, 힘이 돼. 그냥, (쉼) 가장 안전하고, 내 

모든 힘든 일들?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일들? 굳이 말은 안 해도 말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걸 생각하게 돼. 세미나 같은 걸 할 때 내가 겪었던 일이나 

대안학교의 맥락들이 설명 안 될 때가 있거든? 가끔 그럴 때, 00이 했던 경

험들이 있잖아. 그 경험을 얘기하며 설명을 해주면, 그게 조금 더 내 언어가 

되는 느낌이 들고, 그럴 때 정말 좋았어. 아, 이 경험이 이런 느낌이었구나,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불편했구나, 이런 것들이 좋았고. 약간 생각해보면, 뭔

가 여기서 만나면 너무 편하고 그런데, (웃음) 그럴 때 신기한 것 같아.

유채 2차 심층 면담 (2020년 7월)

  한편, ‘위티’는 안전한 공간을 넘어 누구든지 변화와 역동에 기여할 수 있

는 정치적인 공간이 된다. 유채의 이야기에서 드러나듯이 ‘나’로 있어도 된다

는 안전함은 위티가 “말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감각으로 확장된다40). 또한, 

설명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내가 불편하다고 감각했던 것을 언어나 활동으

로 설명해주는”(리아) 일은 연구 참여자 스스로 언어를 만들고, 경험을 해석

하게 한다. 특히나 호지에게 자신의 경험을 바라보는 일은 페미니즘만을 접

할 때와는 한결 달랐다. 이전에 책, SNS, 기사, 강연 등으로 한정적으로 접

40) 여름의 심층 면담(2020년 10월)에서도 여름이 ‘위티’를 안전함과 말할 수 있는 공간

이고 여기게 된 계기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 바 있다. “그때 제가 마지막쯤에 포에트

리 슬램(자신이 쓴 자유시를 역동적으로 읽어 내려가는 낭독 퍼포먼스) 프로그램을 했

었어요. 캠프에서 느꼈던 것, 청소년 페미니즘 관련해서 시든 뭐든 써서 발표하는 게 

있었는데 제가 그때 자위 이야기를 하면서 울었거든요(웃음). 제가 자위라는 것에 대

해 죄책감을 엄청 가지고 있었는데 별것도 아닌 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목소리

가 덜덜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발표할 때 뒤돌아달라고 하고. 근데 사람

들이 아무도 거기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다 뒤돌아주고 그랬던 게? 되게 기억에 남

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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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던 페미니즘이 “보호주의적”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페미니즘의 영향 속

에서 “청소년은 성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고 청소년의 몸은 소중”하다는 말

들은 오히려 호지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지 못하게” 하고 스스로에 죄책

감을 느끼게 했다. 

의제강간연령 상향41)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 나는 (의견이 달랐던) 00의 

글을 봤던 게 컸어요. 글로 와닿았던 게 컸고. 위티에서 입장이 다를 때 나

를 설득하기보다는, 차이점을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과

정에서 맞춰졌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뭔가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지 못한

다는 느낌을 주지 않았고, 그게 신기했어요. 00의 글이 큰 마음을 주었던 것 

같아요42). 

평등문화 TF 2차 세미나: 반성폭력 – 호지 (2020년 7월)

호지는 ‘위티’ 내에서 의견이 갈리는 의제에서 “나를 설득”하거나 “차이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논의하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 중요하게 느껴졌다

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이는 위티라는 집단이 “단일하지 않다는 것은 모두가 

알”지만, “분리”되는 방식이 아니라 폭력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논의하게 하

는 가능성이 되기도 한다. 특히 다른 활동가들이 경험을 “담담하게 이야기하

41) ‘미성년자 의제강간’은 성인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을 때 동의 여부와 관련없이 

무조건 강간으로 간주하는 법이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이 적용되는 나이는 13세였으

나, 2020년 4월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 이후, 법무부가 ‘성범죄 전체에 대한 형

사사법적 정책의 대전환’을 선언하며 16세로 상향되었다. 가담자 처벌, 불법촬영물 소

지죄, 신상공개 등 처벌을 천명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미성년자의제

강간 연령 상향’ 방침을 밝히며 형법‧성폭력처벌법‧아동청소년보호법이 개정되었다. 

그러나 이에 청소년 인권 단체와 청소년 페미니스트들은 연령에 따른 규범적 섹슈얼리

티를 강화한다는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를 낸 바 있다. 

42) 연구 참여자들은 인터뷰하거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 때 반말을 쓰더라도, 세미나와 

같이 내부의 공식적인 모임이나 행사를 할 때는 존댓말을 쓰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각자가 공동체에 대한 사적 지분을 확보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공적 역할을 확장

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보리, 평등문화 TF 3차 세미나: 탈배제)되어야 한다는 단체의 

지향과 문제의식과도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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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글”(호지, 2차 심층 면담)은 호지가 스스로 경험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됨

과 동시에 ‘전환’의 기점이 되었다. 함께 나누었던 논의가 “주류의 페미니

즘”, “비청소년의 언어”를 미끄러져 나갈 때, 한정적으로 접해왔던 자신의 관

점을 돌아보고, 놓치고 있는 것들을 점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편으로 참여자들이 단체 내의 문화와 장소를 유의미하게 여기는 것은 

일상의 공간과 ‘위티’라는 공간이 대비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루나는 “평소에 

학교에서 하고 싶은 말 정말 많아도 못하”는 것이 “상대방과 평등하지 않은 

관계”를 인식하는 데에서 온다고 이야기한다. 이는 보리가 평등문화 TF 탈

배제 세미나에서 “배제로서 유지되는 공동체는 동시에 그 누구도 환대하지 

않는 공동체”라고 이야기한 것과 같다. 위티라는 장소에서 “이야기해도 괜찮

다는 믿음, 이야기할 수 있는 주체라는 인식”을 갖게 된 것과 대비되는 부분

이다. 이는 ‘위티’라는 장소가 사회적 관계 속에서 개인에게 어떤 장소감을 

형성하게 하는지 확인하게 한다. 

음… 되게 학교가 나를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공간이었구나, 문제제기를 

할 수 없는 공간이었고 내가 의문을 가질 수 없는 공간이었고, 그래서 평등

문화TF를 하면서 많이… 그 구조를 조금 보게 된 것들이 있었고? 제가 활동

하던 다른 공간에 대해서도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생각하지? 인권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이런 관계 맺음을 할 수 있지? 했던 것들을 개개인의 

문제보다 구조적인 문제로 보게 되면서 지금까지 해온 경험들이나 속했던 공

간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

호지 2차 심층 면담 (2020년 11월)

호지 또한 위티에 있는 것 자체가 이전의 공간을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설명한다. 이전의 공간들이 “문제제기를 할 수 없”었고 “내가 의문을 가질 

수 없는 공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오히려 “개개인의 (관계) 문제보다 

구조적인 문제”로 공간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에 대한 인식

은 사소하게 여기거나 간과했던 문화에 대한 성찰로 이어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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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V-11] 평등문화 TF에서의 질문지 롤링 페이퍼43) (2020년 7월)

  그러나 ‘위티’라는 장소가 고정되어 있지만은 않다. 장소는 고정불변의 물

리적 공간이 아니라 “변화 가능한 과정(process)”을 의미하기 때문이다(김성

경, 2013). 도올은 ‘위티’를 그 자체로 “좋은 질문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묘

사한다. 예컨대 평등문화 TF와 콘돔전시회에서 롤링 페이퍼 방식으로 진행

했던 세미나([그림 IV-11] 참고)는 ‘위티’라는 공간성을 되돌아보고, 유동하

는 관계 속에서 ‘더 나은 문화’를 고민하고, 변화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작업

이다. 도올은 “단체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는 과정이 “좋은 답보다 

좋은 질문을 만드는” 것이었다고 설명한다. 

     도올: 여전히 뭔가… 역시 뭔가 약간… 항상 활동을 하면서 깨닫는, 느끼는 

것들은 그러니까 좋은 답보다 좋은 질문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것인

데 그럴 때 평등문화 TF가 상당히 그런 과정이었다. 언제나 질문을 만

43) 위티 내에서 평등문화 TF, 콘돔전시회 준비위원회 등을 진행할 때 롤링 페이퍼 방

식을 활용했던 것은 시간을 내어 서로의 글을 읽고 질문이나 논의할 주제를 찾는 과

정이었다. 질문지를 돌아가며 읽고 줄을 긋고, 표시하고, 피드백을 남기는 과정은 활

동가들에게도 유의미하게 남는 “흔적 남기는 것”(여름)이 되었다. 또한, 호지는 “서로

가 서로에게 공감하고, 도닥이며 기다려주는 것이 느껴졌고, 쉽게 판단하지 않고 지지

해줄 것”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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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는 과정들? 

     연구자: 예를 들면? 

     도올: 예를 들면 우리가 만든 질문의 답이 늘 ‘모르겠다’로 끝났다거나. 뭐 

이럴 때. 음… 그리고 뭐 우리가 사실 질문지를 짰던 과정도 그런 것

이고. 이 사람들의 답을 기대하는 것도 있었지만 우리가 만드는 과정. 

사실 TF의 일환이었던 것이고 그럴 때 서로에게 궁금한 것을 기록서에 

적는 순간도 그랬던 것이고. 조금 더 좋은 질문을 고민하는 것? 그럴 

때 궁극적으로는 이 단체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단체의 문화를 어떻

게 정착시킬 것인가를 묻는 과정이 궁극적으로 평등문화 TF였을 것이

고. 그럴 때 뭔가… 항상 평등문화 TF가 마침표라기보다는 물음표로 

남았던 과정들?이었던 것 같아!

도올 2차 심층 면담 (2020년 11월) 

이처럼 위티가 개별적인 수행을 모아내며, 활동가들에게 안정감을 주기도 했

지만, 내부에서는 단체의 문화에 질문하고, “더 좋은 질문을 고민”하는 과정

을 거쳤다. 이는 이 공간을 “마침표”가 아니라 계속되는 “물음표” 속에 남겨 

두는, 즉 변화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작업이 되었다. 한편 ‘위티’라는 장소는 

물리적인 의미 외에도 상징적으로도 청소년 페미니스트들의 자리가 되기도 

한다. 위티의 구성원이 된 청소년 페미니스트들은 장소에 대한 권리를 갖고, 

공간성에 대한 논의를 심화 및 확장해 나간다. 

그리고 난 도올이 했던 말이 되게 인상 깊었는데 사실 위티가 유토피아가 

아니라는 말? 어… 그게 나는 평등문화 TF가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위티가 

유토피아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안전하다고 믿고 있는 공간. 안전

하다고 믿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그 공간을 더 안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계속해서 이 문화를 질문하는 것? 안전하다고 믿어버리면 그 문화에 

대해 질문할 필요가 없잖아… 그러고 있지 않은 많은 것들이 있고, 그래서 

그렇지. (중략) 근데 나는 위티가 안전하지 않은 공간이라고 지속적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위티에서도 위계가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게 나한테 더 안정

감을 줬어. 왜냐하면, 내가 위계를 느꼈을 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이 사

람들이 이걸 인지하고 받아들이고 있고 함께 뭔가… 내가 어떤 문제를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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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을 때 문제제기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만들어낸 문화를 고민할 의지가 있

는 사람들이라는 것? 뭔가 그런 메시지를 줬던 것 같아. 

호지 2차 심층 면담 (2020년 11월)

호지는 “안전하다”는 맹목적인 믿음이 오히려 그 공간을 더 안전하지 못하게 

함을 이야기한다. 문화를 질문하고,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과정이 오히려 

“더 안정감을 줬”다는 것이다. 이는 문화에 대한 자각을 바탕으로 대화하는 

과정이 신뢰를 형성하고, 문화 전반에 대한 공적 논의를 확장하는 기반이 되

는 것과도 연결된다. 

  정리하자면, 문화에 대한 논의는 ‘안정감’과 ‘안전함’에 대한 의미를 다변

화하고, 깊이를 확장함으로써 위티라는 장소와 그 문화에 대한 ‘상황적 지식’

으로 형성된다. ‘장소’ 그 자체는 행위자들이 지각하는 세계로서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의미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연구 참여자들이 ‘질문’과 ‘물음표’로 

남기는 대화는 복수의 관점과 상호 연관된 지식 형성을 가능하게 한다. “자

신으로 있을 수 있는 안정감”이 나만의 안정감이 아니라 상호적인 관계, 문

화 속에서의 안전함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맥락적이고 개방적인 

소통의 가능성을 확대하는 것이기도 하다. 

2) 관계: 공통감각 속 차이 확인하기

  ‘위티’의 청소년 페미니스트들은 여성 청소년이라는 위치성과 가정, 학교 

등 일상적인 공간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기에 공통성을 더 쉽게 느낀다. 예컨

대 날은 페미니즘 캠프 기획단을 준비하는 과정이 자신과 비슷한 “자퇴한 여

성 퀴어 청소년들”을 만나는 일이었고, “그런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

기할 수 있다는 게” 좋았다. “힘든 일들을 나누며 보낼 수” 있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과정이 되었기 때문이다. 

  유사하게, 도올의 설명은 청소년 활동가들이 이야기하며 서로를 “관통하는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은 곧 “경험들이 맞닿는” 일이자 “외롭지 않아지는 

순간들”임을 보여준다. “서로가 서로에게 공감하고, 도닥이며 기다려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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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가 “단단하고 따뜻한 위로”가 된다는 호지의 경험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공통성은 책을 읽는 세미나가 경험을 토로하고, 공유하는 ‘수다회’와 같은 성

격으로 바뀌거나 서로의 경험을 통해 위로받는 순간들에서 더 잘 드러난다. 

     

     도올: 여전히 우리를 관통하는 무엇인가 있다는 생각 같은 걸 했어. 이를테면 

뭐 아빠 욕을 한다거나 이런 순간들. 쉽게 세미나에서 수다회로 변질

되는 순간들? 그런 게 결국 위티에서 활동하고 싶어 하는 많은 이들이 

결국 이런 순간을 바라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경험들이 맞

닿는다는 건 내가 외롭지 않아지는 순간들? 이기도 하고 그럴 때 많

은… 여성 청소년들이 그런 걸 바란다? 이런 생각들을 해. 그리고 난 

결국에는 청소년들이 활동하고 싶어 하는 건, 활동해본 적 없는데 활

동을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잖아. 그럴 때 (활동을) 하고 싶다고 하는 

건 상당히 이 모습과 비슷할 거다? 결국에 내가 소속되어 있고 내가 

여성이자 청소년으로서 외롭거나 동떨어져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순간

들? 

     연구자: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 학교 이야기를 한다거나 아빠 이야기

를 한다거나 공감되는 포인트…

     도올: 우리가 너무 다른 나이, 가정환경, 다른 지역, 다른 학교 이런 것에서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이자 청소년으로 맞닿는 지점이 있

다는 것? 그런 걸 많이 느낄 수 있는 곳이 집행위원회이기도 했지. 

도올 2차 심층 면담 (2020년 11월) 

이렇게 참여자들이 서로 맞닿는 지점을 파악하는 것은 한편으로 감정을 저항

과 운동의 동력으로 이해하는 것이기도 하다(Taylor, 1995). 즉 페미니스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감정 문화(emotion culture)는 여성 개인들의 

경험과 소외된 여성 집단 간의 연관성을 강화한다. 보리는 이러한 공통성을 

바탕으로 한 정치적 의제 형성이 청소년의 목소리가 어디 있어야 하는지 고

민하고, 청소년 페미니즘 관점을 기존의 쟁점들에 접목하는 과정이었다고 설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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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성을 처음으로 형성하고 의제를 만들어간 시기? 학내 페미니즘에서도 

우리의 언어를 찾아보고 가정 내의, 딸들의 페미니즘 작업들도 기존의 어떤 

모성을 비판하거나 아내 폭력을 공론화해온 흐름에서 어, 그럼 청소년의 목

소리는 어디쯤 있지? 생각했던 궁금증과 고민에서 많이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기들에 대해서 생각해보자면 음… 사실은… 페미:나 같은 캠프

의 경우에도 가정이든, 섹슈얼리티든, 나이주의든 다양한 의제를 청소년 페미

니즘 관점에서 접목했던 캠프이고. 

보리 2차 심층 면담 (2020년 11월)

  이렇듯 하나의 집단으로서 여성 청소년은 분명 공통의 도전을 직면한다. 

그러나 이 도전이 여성 개인이 동일한 경험을 하거나 유사하게 경험을 해석

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Collins, 2000/2009). 사회 계급적 차

이, 나이, 국적 등 개인의 차이는 “상이한 패턴의 경험적 지식”을 산출하기 

때문이다. 흑인 여성들의 페미니즘이 시사했던 것처럼, 여성 청소년들 또한 

“정상적이고 규범적인, 그러므로 진정한 경험으로 여겨지는 본질적이거나 원

형적인”(Collins, 2000/2009: 65) 여성 청소년이란 존재하지 않음을 강조하

고자 한다. 즉 여성 청소년들의 집단 입장을 표출하더라도 이들의 입장은 복

잡하게 맞물려 작용하는 억압 경험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집단적 

입장의 이질적 구성은 간과될 수 없다. 보리 또한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

로 ‘당사자성’을 주제로 한 평등문화 TF 1차 세미나에서 “운동의 주체를 ‘동

질적인 집단’으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장벽에 마주 서 있는 이들

로 구성하자”(2020년 5월)고 제안한다. 

  ‘동질성’과 ‘동일한 장벽’은 서로 다르다. 호지는 “다들 (비슷한 것을) 감각

해 본 적”이 있지만 “우리가 굳이 같을 필요가 없고, 서로의 경험을 서로가 

존중하”는 작업이 중요하게 느껴진다고 평가한다. ‘위티’라는 공간에서 연구

자와 연구 참여자들은 종종 서로의 차이가 무엇인지, 그러한 차이를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지에 관한 고민을 나눈다44). 이러한 내부에서의 차이에 대한 

44) 연구자 또한 ‘당사자성’에 관한 평등문화 TF 세미나에서 비청소년, 대학원생, 예비 

교사인 위치성을 성찰하며 기록지에 글을 남겼다. 글 내용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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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는 엘리트주의, 계급의 차이, 능력주의, 나이에 따른 자원의 차이 등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졌다. 청소년 인권 운동이 전반적으로 공교육 중심으로 

진행될 때, “교복이나 두발규제, 시험과 입시교육”을 논의하는 데 집중할 때, 

리아는 이러한 의제에 전적으로 공감할 수 없었다. 

비인가 대안학교를 다녔던 나는 무상급식이나 교과서에 대한 사안에 대해 

잘 공감이 되지 않는다. 대안학교의 가족주의, 개인보다는 공동체가 우선시되

는 문화, 정부 차원의 논의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배제되는 것과 지원이 

부족한 것 등에 더 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청소년 운동 내에서 다루

는 청소년의 상이 따로 존재하는 것 같다. 언제나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

니지만 공교육 청소년들 위주의 논의가 그렇다. 그럼에도 청소년 운동에 마

       비청소년기에 청소년 운동에 함께하게 되면서 처음 가장 신경 쓰였던 부분은 ‘내가 

알게 모르게 청소년들의 발언권을 앗아가게 될까?’에 대한 것이었다. 청소년 당사자가 

아니고, 청소년 인권에 대해 비교적 무지한 내가 비당사자로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

을까. 운동에서 나의 위치성에 관한 생각은 멈추지 않았다. 여러 이유로 사실 나를 ‘활

동가’로 정체화하게 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 비청소년으로서 섣불리 청소년 인권을 

이야기하는 것이 경솔하게 여겨지기도 했고, 청소년 운동을 하기에는 비청소년이 된지 

시간이 오래 흘렀다는 느낌 때문이기도 했다. 무엇보다 청소년 운동의 의제들을 접하면

서는 내가 비청소년으로서 청소년을 배제하는 말하기를 하지 않았는지, 억압적인 위치에 

있지 않았는지 되돌아보게 되었다. 지금 와서 내가 청소년 운동을 하는 활동가라고 이전

보다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것은 어쩌면 개인적으로는 자기성찰에 그 이유를 두고 

있을 것 같다. 자기검열이 중요하더라도 파괴적인 방식으로 ‘비청소년은 청소년 운동을 

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는 것이 생산적일 수 없다는 생각이 하나였고, 다른 하나는 

청소년 운동 자체가 나를 긍정적으로 변화시켰기 때문이었다. 당연하다고 생각해왔던 일

들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고, 비청소년으로서 어떻게 함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실천

의 방향을 고민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 운동이 발언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도 중

요하지만, 어떤 지향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 지향에 내가 함께할 수 있을지가 더 중

요한 문제로 인식되었다. (2020년 5월) 

     연구자가 쓴 글의 부분에 연구 참여자들은 “무지가 죄가 되지 않는 대화방식을 고

민하게 되어요”, “무지가 ‘언어가 부족할’ 때가 있는 것 같다”, “당사자도, 비당사자도 

개개인이 다르기에 누구나 서로 다른 방식으로 단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와 

같은 댓글을 글 옆에 남겼다. 이러한 대화와 논의는 연구자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동

시에 어떤 역할로 단체에서 활동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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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이 동했던 것은 청소년들이 어리고 미성숙하다는 이유로 겪게 되는 무시와 

통제가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평등문화 TF 1차 세미나: 당사자성 – 리아 (2020년 5월)

비인가 대안학교를 다녔던 리아는 무상급식, 교과서 같은 사안보다는 오히려 

“대안학교의 가족주의, 개인보다 공동체가 우선시되는 문화”와 탈학교 청소

년들이 배제되는 정부의 논의에 더 많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차이에도 분명 “어리고 미숙하다는 이유”로 겪는 무시와 통제에 대한 저항과 

문제제기는 청소년 운동과 공유하고 있는 리아의 문제의식이기도 했다. 

  한편 청소년 페미니즘 운동을 시작한 시기에 따라 다른 출신, 학교, 배경

의 청소년들이 모였던 것은 내부의 차이를 더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다. 보리

는 2016년 페미니즘 대중화 흐름에서 ‘청소년과 페미니즘’처럼 “청소년 인권

과 페미니즘” 갈래에서 페미니스트인 청소년들을 만났던 것과 다르게 2018

년 하반기부터는 외고, 국제고를 다녔던 “공부 잘하는 청소년”들을 만났다고 

이야기했다. 이전의 활동가들이 “대학 거부자, 탈학교”를 시도했던 경우가 많

았던 것과 달리, 이러한 차이는 “내부의 엘리트주의를 고민했던 첫 시점”이 

되기도 했다. 마찬가지로 연구자가 대학원생, 예비교사로서 해당 공간에서 

함께하는 것은 공동체 문화를 생각하고 고민하게 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기도 

했다. 따라서 차이에 대한 논의는 공통감각을 소거하지 않으면서도 내부의 

소통 가능성과 연대의 가능성을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림 IV-12] “차이들에서 소통 가능한 교차점” (여름, 2020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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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IV-12]은 평등문화 TF 1차 세미나에서 ‘내부의 차이’에 관해 여름

이 쓴 기록서의 내용과 다른 구성원들의 피드백이다. 여름은 “집단의 동일성

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개인 간의 차이가 소거될 위험이 크고 개인 간의 차

이를 강조하다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침투한 여지조차 남기지 않는” 현실이 

여름의 “동일성과 차이에 대한 생각”을 심화했다고 이야기한다. 이처럼 동일

한 장벽을 마주하면서도 집단의 이질적인 구성에 관해 고민하는 것은 “차이

들에서 소통 가능한 교차점”을 탐구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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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청소년 페미니스트 ‘되기’

  Barad(2007)는 물질을 담론적 행위의 수동적 산물이 아니라 담론적 생산

으로 이해함으로써 물질을 역동적인 내부작용의 반복적인 ‘되기’로 이해한다. 

이때 위치의 정치학을 가능성들의 정치학으로 대체하며 행위성의 공간을 가

능성과 불가능성들의 역동적인 내부작용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특히 ‘경계의 

위반’(boundary transgressions)은 경계의 횡단(traversed boundaries)과 

동일시될 수 없으며, 경계의 계속된 재형성 과정을 의미한다(Barad, 2007: 

245). 

  행위적 실재론에 근간했을 때, 존재론적인 단위는 내재적인 경계를 지닌 

독립적인 물체가 아니라 ‘행위성’들의 내부작용이 얽힘으로써 발생하는 현

상45)이다. 즉 특정한 행위적 내부작용을 통해 현상의 경계나 속성이 결정되

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Barad는 신체들을 내재

적인 경계와 속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 물질적-담론적인 현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존재는 시공간 안에서 형성되는 존재의 다양한 중첩이 아니라 공

간-시간-물질화의 반복적인 ‘되기(becoming)’이다. 또한, 공간, 시간, 물질

은 계속된 물질화로 차이를 만드는 내부작용을 통해 생산된다. 즉 반복적인 

내부작용의 역동을 통해 시간성, 공간성이 생성되며, 반복적으로 재배열된다

는 것이다. Barad(2007: 155)는 주체와 대상의 경계가 고정되어 있지 않으

며, 특정한 실천이 상연(enact), 즉 행위적 절단(cut)이 이루어졌을 때, 물질

적으로 구체화되고 결정되는 정체화가 이루어진다고 설명한다. ‘되기’는 시간 

속에서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물질화의 접혀 들어가는 역동 속에서 이루어진

다. 여기에서 물질은 독립적으로 존재하거나 내재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

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구체화되며, 경계 짓기-재구축을 통해 출현하기 때문

에 물질적인 동시에 담론적이다.

45) 행위적 실재론에저 존재론적 단위는 ‘독립적인 존재들(entities)’이 아닌 ‘알기’와 ‘되

기’가 상호 간에 연루된 물적 실천으로서의 ‘현상(phenomena)’이다(조주현,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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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장에서는 청소년 페미니스트의 정치 참여 행위성을 ‘되기’를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결정론적인 정체성이 아니라 유동적인 ‘되기’를 통해 다루는 

것은 물질-담론적 실천의 내부작용이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연구 참

여자들이 역동하는 시공간, 물질, 담론과의 내부작용 속에서 어떻게 사회에

서 구획된 경계를 확인하고, 경계의 해체와 변화를 이루어내는지, 즉 경계의 

수행성(enactment)을 구체적으로 살피고자 한다. 이러한 내부작용 속에서 

만들어내는 변화 자체가 정치적이며 ‘되기’의 과정이 가능성의 정치학을 내

포하기 때문이다. 물질적‧담론적 현상으로서 청소년 페미니스트 ‘되기’의 분

석은 정치 참여의 과정과 맥락과의 내부작용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한다. 

  이 장에서 행위성의 얽힘으로 분석하는 ‘청소년 페미니스트 되기’라는 현

상은 고정된 것이 아니며,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이해하고자 한 역동적인 내

부작용임을 밝혀둔다. 연구자 또한, 연구 참여자, 연구와 얽히는 과정에서 

‘되기’의 변화를 생성해 나가는 존재로서 존재론적 응답의 책임(response- 

ability)에 유의하고자 했다. 

1. 경계 확인하기

  연구 참여자들이 ‘위티’에서 활동가로 참여하며 공통적으로 이야기했던 것

은 일상과 ‘위티’에서의 삶의 괴리감이었다. 여름은 “성토대회를 하듯이 이야

기하고 따뜻한 이야기를 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는 우울해졌다고 설명한

다. 왜냐하면, ‘위티’와 집이라는 공간 사이의 괴리감 때문이었다. 또한, 유채

는 “살아온 시간들이 증명이 안 되고”, 페미니스트인 자신을 보는 시선들이 

자신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 같았다고 묘사한다. 

내가 살아온 시간들이 증명이 안 되고, 어떤 것으로도 증명할 수 없고 이 

세상에서는. (강조하며) 눈. 물. 너무 약간 이렇게 빡치는데, 너무 화가 나는

데, 저 밖에서는 나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너무 숨 막혀. 너무 

남자애들과 그 문화가 죽도록 싫은데,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이 몰이해가 저

들이 나에게 느끼는. 내가 페미니스트 단체에서 일하고 페미니스트인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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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시선이 똑같을까? 이런 느낌? 내 몰이해가 저들도 나를 이해하지 못할

까, 이런 느낌? 아무리 얘기해도. 이상한 사람 되는 것 같은 느낌? 화가 나. 

유채 2차 심층 면담 (2020년 7월)

“밖에서는 나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은 유채에게 종종 숨이 막히는 

현실처럼 느껴진다. 이처럼 연구 참여자들은 일상에서 구획된 경계들을 확인

하며, 이해받지 못함을 느낀다. 이 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경계들이 참여

자들의 삶을 둘러싸고 형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런 경계에 따라 어떤 여성 

청소년으로 ‘재현’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1) 구획된 경계

  도올은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폭력을 확인하며 종종 부조리한 일에 화가 

났지만, 도올이 느끼는 문제는 도올 혼자만의 것처럼 여겨졌다. 도올은 이러

한 상황을 “당연하게 흘러가는 일상 속에 도드라지는 자신의 ‘비정상성’에 

의문을 품”는 것과 같았다고 묘사한다. “조신”하고 소녀다운 여학생이어야 

하는 사회의 통념에서 도올은 주장이 강하다는 이유로 “기가 센 여자애”로 

호명되었다. 한편 도올은 동일한 자질이 남학생들에게는 ‘학생회장감’, 즉 칭

찬의 이유가 됨을 보았다. 이는 도올이 “더 나서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겠다

는 다짐과 “혼자만의 경험이라고 삭히고 견디”게 하는 계기가 된다. 

  

그리고 나는 6년 동안 끊임없이 그런 학교를 욕했다. 친구에게, 동료에

게, 부모에게…. 하루하루 멈추지 않고 이어지는 그 부조리한 일들을 나는 그

저 말하고 화내는 수밖에 없었다. 학교의 시스템은 너무나 견고했고, 나 혼자 

나서서 바뀔 종류의 것도 아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더 나서는 사람

이 되고 싶지 않았다. 학교에서 나는 이미 ‘기가 센 여자애’였다. 자기주장이 

강하고, 승부욕이 강하고, 목소리가 크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동기 중 나

와 비슷한 남학생들은 줄곧 ‘학생회장감’이라며 주위에서 인정받고는 했다. 

내게는 부끄러움이었던 성격이 남학생들에게는 권력이 되어 돌아가는 광경을 

지켜보며, 나는 그게 차별임을 알면서도 ‘조신하지 않은’ 나에게 지칠 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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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쳤다. 여전히 아침이 되면 얼굴을 보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굳이’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었고, 나는 그렇게 나 혼자만의 경험이라고 삭

히고 견디는 방식으로 학교생활을 이어나갔다. 

「우리의 말하기가 세상을 바꾸도록 ― 학교에 필요한 페미니즘을 말하다」

(청소년기후행동 외, 2020) - 도올

도올의 경험에서도 드러나듯이 연구 참여자들이 확인하는 사회의 통념은 “혼

자 나서서 바뀔 종류의 것이 아니”라고 느낄 정도로 견고하다. 거대한 사회

의 차별 구조와 경계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종종 “나에게 지칠 대로 지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구조나 경계를 바꾸는 것의 어려움은 사회에서 요구하

는 ‘조신한 소녀’의 모습을 수행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책임이 지워지는 데에

서 온다. 이 절에서는 구체적으로 퀴어, 나이로 구분되는 청소년, 주류와 비

주류의 경계를 중심으로 사회에서 구획된 경계를 확인하고자 한다. 

(1) 퀴어 ↭ 비(非)퀴어46)

  ‘위티’와 같이 활동하는 공간 이외에 연구 참여자들은 “성소수자를 배척하

는 ‘양성평등’, ‘이성애 중심적’ 교육”(도올)을 받고, “중학생은 아직 성적 정

체성의 다양성을 받아들이기에는 미숙하다”(호두)는 말을 들으며 생활한다. 

이성애를 규범으로 보고 그 이외의 성적 지향을 모두 일탈로 규정하는 이성

애 규범성(heteronormativity)이 만연한 사회에서 청소년 페미니스트들은 

“이 세계의 담론이 나에게 맞지 않고”, “나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음을 

몸으로 느끼고 깨닫기도 한다. 이러한 환경에서 날은 청소년 페미니즘 모임

46) 퀴어와 ‘비퀴어’라고 명명한 이유는 장애인과 정상인의 구분에 대한 비판에 따라 장

애인과 ‘비장애인’이라고 명명한 것에 따른다. 그러나 이 두 범주 간의 경계를 ‘↭’와 

같은 화살표로 표시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퀴어와 비퀴어의 이분법적인 구분은 

오히려 두 개념을 대립시켜 경계의 연속성과 복잡성을 보기 어렵게 한다(Puar, 

2005). 둘째, 이분법적인 정체성에서 벗어나 이분법적인 범주화에 문제를 제기한다는 

의미에서 이와 같은 화살표를 활용하였다. 마찬가지로 (2)의 청소년과 비청소년의 개

념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명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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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부터 위티의 활동까지 위티라는 공간에서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 

“용기를 주고”, “가볍게 만들”었다고 설명한다. 

근데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성에 대한 건 재미없고 나와 너무 연관이 없

고. 그래 가지고 음…. 그냥 원래 관심 있는 분야고. 그리고 뭔가 내가 연애

를 하거나 뭔가 그런 나의 성과 관련된 것에 있어서도 이 세계의 담론은 너

무 나에게 안 맞고 나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고. 나를 무겁게 만들 수 있

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 나에게 용기를 주고 날 가볍게 만들 수 있는 거니까. 

그게 나는 그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 연애 방

식이나 내 성 생활이나 나의 어떤 젠더퀴어라든지 그런. 내가 바이섹슈얼. 팬

섹슈얼 정체성에 있어서 너무 사회랑 안 맞는 게 많고. 너무 많고. 

날 심층 면담 (2020년 8월) 

이처럼 “사회랑 안 맞는 게 많”음을 순간마다 느껴야만 했던 날은 이성애 중

심적인 사회와 ‘양성’을 중심으로 젠더를 이분화하는 사회에 문제의식을 가

지고 있었다. 특히나 학교에 다닐 때, 날은 여성 퀴어 청소년으로서 “자기 

퀴어 정체성을 못 드러내고, 여성이면 자신의 억압에 대항하기 힘들”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학교가 폐쇄적이기에 “대항하기 힘든 위치에 있”었다는 것

이다. Loutzenheiser와 MacIntosh(2004)에 의하면, 이는 퀴어한 신체를 

낙인의 대상으로 여기고 정상화하는 기제에 의한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경계들에 느끼는 답답함과 무기력감을 날은 그림이라는 형태로 형

상화했다. 날에게 그림은 곧 “짜 맞춰진 성별 이분법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몸, 감추지 않고 뿜어내는 괴로움, 괴롭더라도 삶을 갈구하는 욕망, 나를 드

러내 스스로 존재를 인정”하는 과정이 되었다. 이에 날은 고등학교를 자퇴하

는 시기에서부터 현재까지 그렸던 그림 16점을 2020년 콘돔 전시회에 전시

하기도 했다. 그중 한 점은 다음의 「그대만의 색깔을 내게 보여줘」이다([그림 

V-1]).



- 129 -

[그림 V-1] 「그대만의 색깔을 내게 보여줘」 (2020년 1월)

「그대만의 색깔을 내게 보여줘」 이건 내가 힘들 때, 내가 그냥 힘들 때

가 아니라 사건들이 있어서 힘들 때면 진짜 꿋꿋하게 살아야겠다고 생각할 

때가 있단 말이야. 친한 주변 사람이 힘들면, 나는 진짜 잘 살아 가지고…. 

정말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 다른 사람이 힘들면 

건강하게 지내야겠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 그때

는 되게 힘들 때긴 했는데 되게 머릿속에 꼿꼿하게 서있는 이미지 생각을 많

이 했어. 되게, 이런 이미지를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색감이 지금 

봐도 신기하네. (웃음) 그리고 이건 머리 짧거나 벗은 모습, 「달관한 사람」

(다른 작품)도 그렇고 내가 논바이너리인 것도… 그것과 관련해서 그리는 것 

같은데 특별한 생각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관련되어서. 어쨌든 머리가 짧은 

나의 모습을 어떤… 그것과 관련해서 그리는 것 같아. 

날 심층 면담 (2020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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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이 그린 그림에서 자신의 모습이 “머리 짧거나 벗은 모습”인 것은 스스로 

논바이너리47), 젠더퀴어인 자신을 드러낸 것이다. 날은 “지정성별여성의 몸

을 하고 머리가 짧은 나체의 사람이 등장”하는 것이 젠더퀴어로서의 정체성

이 무의식적으로 반영된 결과 같다고 도록에 작성하기도 했다. 성별이분법, 

성 소수자의 존재를 지우고 배제하는 사회, 학교 등 날을 둘러싼 환경은 날

이 종종 무기력감을 느끼는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경계들에도 날이 늘 “꼿

꼿하게 서 있는 이미지”를 그리며, 스스로 용기와 희망의 의미를 부여한 것

은 사회의 경계에 갇혀 있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처럼 날의 

경험은 이성애 규범성이 강한 사회적 경계를 드러냄과 동시에 그 경계 안에

서 구획될 수 없는 상태를 보여준다. 

(2) 청소년 ↭ 비청소년

  ‘19금’이라는 말이 함의하고 있듯이, 청소년 페미니스트들이 느끼는 ‘19

살’과 ‘20살’의 경계는 크다.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

로 규정되어 있으나, 19세와 20세가 가지는 권리와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것

의 범위는 확연하게 다르기 때문이다. 단체 내에서도 19세를 기준으로 청소

년 명부와 일반 명부를 구분하여 대표를 뽑고, 회비를 내는 기준을 정해둔 

것도 마찬가지의 이유에서다. 이러한 구분은 19살과 20살의 경계에 있는 연

구 참여자들에게 불안감의 이유가 되고는 한다. 대안학교를 수료하고, 단체 

내에서 상근하며 일하고 있는 유채는 내년에 20살이 된다는 생각이 부담감

으로 다가온다고 설명한다. 특히나 “뭘 준비해야 할 것 같은” 감정은 주변에

서 유채를 둘러싼 환경에서 미래에 대한 계획을 요구하거나 입시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유채: 맞아. 나도 확실히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게 심한데, 열아홉 살이 되니

까 내년에 스무 살이 된다는 생각에 대학에 가야 할 것 같고,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은 느낌? 열여덟과 열아홉의 느낌이 너무 다른 느낌? 

47) 논바이너리(Non-binary): 이분법적 성별 구분을 거부하는 성정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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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자: 작년에 이런 생각 안 했어?

     유채: 작년에 완전 그냥, 아.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 나이라

고 생각했거든? 근데 열아홉이 되니까 뭘 준비해야 할 것 같은 거야.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들 그래, 내 친구들도. 그래서 좀 더 심

해진 게 아닐까? 

     연구자: 다들 불안해지니까 나도 불안해지는?

     유채: 다들 입시 준비하고 내가 하는 활동을 이해 못 하니까. 나는 진짜, 내

가 뭐, 엄청난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의미가 있고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다들 뭔가 한때, 잠깐 하는 활동 정도로만 생각하

고, 이후에는 어떻게 살 건지를 자꾸 요구하고, 나한테?

유채 2차 심층 면담 (2020년 7월)

유채는 20세에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당연한 사회에서 시민단체 활동을 이

해받지 못하는 것을 답답하게 여긴다. “의미가 있고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주변에서 이후에 어떻게 살 건지를 요구하고, 존중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는 유채에게 정상성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지배 서사 속에서 정

상성에 따라가지 않는 것에 대한 불안이다. 

  그러나 동시에 19세와 20세라는 나이는 그 무엇도 크게 바꾸지 못하는 

숫자에 불과하기도 하다. 단체에서 2018년부터 활동을 시작했던 도올은, 

2020년에 20세가 되었지만, 사회에서 “성인”으로 보지 않는 것은 여전하다

고 이야기한다. 직선적 시간관 속에서 19세와 20세의 차이가 명확하고, 나

이 경계에 따른 단절이 존재하리라 생각했던 도올의 전제는 쉽게 반박되었다

(전희경, 2012).

나는 솔직히 너무 내가 너무 많은 자원을 가졌다는 생각을 하거든. 그냥 

종종. 나는 대표였고, 사실 지금 실질적인 대표고. 단체를 만들었고, 초기부

터 있었고. 비청48)이고. 상근자고. 이런 것들? 내가 너무 이런 생각을 하는

데 그럴 때 플러스(plus) 비청이 되면서, 어! 큰일났다! (당황한 표정) 고민이 

되는데 이러면서 한편으로는 그냥 억울하긴 한 거야. 누가 나를 성인으로 봐

48) 단체 내에서 비청소년을 줄여서 ‘비청’이라고 부르고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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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 않아. 나는 아직 사회에서 어린 여성인 거야. 그게 열아홉 살이든, 스무 

살이든 상관이 없어. 그럴 때 크게, 더 달라진 게 없는데, 사회에서 대우하는 

게 크게 달라진 게 없고 아직도 엄마 아빠의 돈을 받고 사는 건 크게 달라진 

게 없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은 늘어난 건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

에 안정감도 느낀다? 

도올 1차 심층 면담 (2020년 7월) 

  단체 내에서 도올이 실질적으로 대표 역할49)을 수행하고 있고, 상근했던 

상황은 위티 내에서 많은 자원을 가질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단체에서의 

실무 경험이 쌓이는 것은 도올에게 하나의 경력이자 역량이 되었기 때문이

다. 청소년 단체에서 도올이 비청소년이 된 것은 도올에게 스스로 가진 권력

을 돌아보는 변화와 성찰의 계기가 되었으나50),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

다. 도올은 “누가 나를 성인으로 봐주지 않”으며, “사회에서 어린 여성”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 상황을 토로한다. 19세와 20세 사이가 사회적으로 크게 

다르게 대우받지 않기 때문이다. 

  유채와 도올이 인식하는 19세와 20세의 경계는 한편으로 나이, 즉 연령 

기준의 모순을 드러내기도 한다. 19세라는 나이는 20대를 생각해야 하고, 

사회의 정상성에 포함되어야 할 것만 같은 압박으로 작용하지만, 한편으로 

20세라는 나이가 19세에 비해 크게 변화를 경험하게 하지는 않는다. 이에 

도올은 이러한 모순을 인지하고, 현재의 정상성을 기준으로 한 사회에 질문

을 던지는 것이 청소년 운동의 근간이라고 설명한다. 

49) 도올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위티’의 공동대표로 활동하며, 2021년 총회 이전

까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책임자 역할을 수행했다. “실질적

인 대표”는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도올이 공동대표와 유사한 역할과 책임을 가지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50) 평등문화 TF에서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도올은 여성 청소년이 ‘권력’

이나 ‘계급’을 성찰하는 것이 어렵다고 설명한 바 있다. “나 역시 단체에서 활동하지 

않았다면 여성 청소년인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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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운동이 사실 “청소년을 차별하지 말자”라기보다는 뭔가, 예를 들

어서. 결국에는 현재의 정상성을 기준으로 설계된 세계를 재설계하자는 느낌

에 가깝다고 생각하거든. 어쨌든 어리고 미숙하고 판단 능력이 없고. 불안정

하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나중이나 교정 같은 것들을 해야 할 것으로 치부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때 뭔가. 청소년 운동이 가장 밑에 있다고 느껴

져. 바탕이라고 느껴진다고 해야 하나. 

도올 1차 심층 면담 (2020년 7월)

  이러한 모순을 마주하며, 도올은 “어리고 미숙하고 판단 능력이 없”다고 

여겨지는 청소년들을 “교정”해야 하는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현재를 살아가

는 존재로 보는 것이 청소년 운동의 목표라고 정의한다. 19세의 유채가 위

티에서 활동하는 것이 “불안정”한 한때의 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

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작업이라는 것이다. 동시에 

나이라는 경계가 만드는 정상성에 대한 비판은 청소년 페미니즘의 의미와도 

연결된다. 여름은 “청소년 페미니즘이라고 했을 때 무게는 페미니즘보다는 

‘청소년’에 더 가 있기도 하”다고 설명하며, “청소년 페미니즘이라는 말이 없

는 세상을 꿈꾸지만, 근데 평생 남아있을 것 같”다고 이야기한다. 왜냐하면, 

청소년(미성년자)과 성인(성년)이라는 구분이 작동하는 한 나이, “미숙함”에 

따른 경계는 견고하게 재생산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심층 면담에서 스쿨

미투에서 강했던 ‘교복 입은 여학생’ 이미지에 관해 여름은 다음과 같이 설

명한다. 

아까 청소년 페미니즘에서 ‘청소년’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것과도 닿아 

있는 것 같은데 음… 그리고 또 스쿨미투를 바라보는 시선 대부분이 ‘어떻게 

여자아이들에게 이럴 수 있어, 교사라는 사람이?’ 이런 도덕적인 판단? 정치

적인 문제라기보다는? 흠.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또… (고민하며) 페미니즘

이 되게 부상하면서 이제 ‘여자들끼리 서로 끌어줘야 한다. 어린 여자아이들

을 끌어주고 당겨줘야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있었던 게 영향을 미

쳤던 것 같고. 페미니즘 자체가 주목을 받기 시작하니까 스쿨미투 말고도 다



- 134 -

른 미투가 주목받기도 했잖아요. 그런 것의 일면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스쿨미투라는 것은 결국 제도권 안에 있는 청소년인 것이잖아요…

(웃음) 그런 점에서도 더… 사람들한테는 더 익숙한 에피소드였을 것 같다? 

여름 심층 면담 (2020년 10월) 

  2016년, 2017년에 청소년 페미니즘 모임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현재 평

등문화 TF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름은 여전히 청소년 페미니즘에서 ‘청소년’

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설명한다. 스쿨미투가 화두가 된 방식이 학교의 문화 

성찰이 아닌 일부 교사라는 사람의 도덕성을 문제시하는 것이었던 것도 대표

적인 예시다. 또한, 소위 비청소년 여성이 청소년 여성을 “끌어주고 당겨줘

야” 한다는 이미지는 청소년을 미성숙하고, 보호해야 하는 대상에 머무르게 

한다. 한편으로, 고등학교를 자퇴했던 여름은 결국 스쿨미투 또한 “제도권 

(교육) 안에 있는 청소년”의 이야기, 즉 교복을 입은 여학생의 이야기에 치중

되어 있었기에 주목받을 수 있었음을 지적하기도 한다. 이처럼 여름의 이야

기는 청소년과 비청소년의 경계가 없기를 바라지만, 계속해서 청소년을 무기

력하고 수동적인 존재로 바라보는 사회문화적인 경계를 마주하게 한다. 

(3) 비주류 ↭ 주류

  앞서 스쿨미투 운동의 한계 중 하나가 제도권 학교 중심의 논의이기도 했

다는 여름의 이야기는 사회에서 비주류와 주류가 어떻게 나뉘는지에 대한 질

문으로 연결된다.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여겨지는 학교 내 성폭력의 문제는 

쉽게 수용되는 반면, 탈학교 청소년이나 대안학교 내의 문제는 공론화되거나 

논의되기 어렵다. 리아 또한 “공교육을 받는 청소년, 학교밖 청소년, 성소수

자 청소년, 장애인 청소년 등”, “청소년 내부에 차이가 존재”함에도 사회에서

는 “교복을 입은 사람만 청소년으로 인식되는” 한계를 느껴왔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즉 제도권 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이야기만이 사회에서 ‘주류’로 여

겨진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 다린의 이야기는 사회에서의 비주류와 주류의 경계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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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문화에도 스며들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다린이 쓴 글은 한 살 위 선배

의 글과 함께 학내에서 논의되었지만, 또래 학생들은 다린의 의견 대신 선배

의 의견에 동의하고 지지했다. 다린은 이런 경험들에서 주류가 아니라는 이

유로 다린의 의견이 쉽게 묵살되고 일축되었던 경험을 말하지 못하고 눈치 

보게 하는 분위기로 회상했다. “담론으로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래 내

에서 판단의 근거는 “학생회장”, “선배”, “나이” 등의 힘으로 결정되기 때문

이다. 이때 나이가 어리고,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는 “행간의 의미나 

경험을 볼 여지도 없이 묵살 당하는 경험”을 겪어야 했다. 

맞아요. 되게 또래 안에서의 대화가 그게 담론으로 선행된 게 아니니까

어떤… 그러니까 걔가 똑똑한 애라든가, 걔가 학생회‘장’(강조하며)이라든가. 

선배라든가 하는 상황이 그 말 행간의 의미나 경험을 볼 여지도 없이 그냥 

묵살 당하는 경험이 되게 많았거든요. 뭔가, 제가 <콘돔이 섹스의 상징인가?> 

라는 짧은 글을 썼는데 저보다 한 살 위의 선배가 약간… 어… 그걸 부정할 

수 없다는 식의 논조의 글을 썼는데 그게 어쨌든 두 개 다 생각해볼 만한 여

지가 있는 글이라고 했을 때 더 많이 동조를 받는 게. 그러니까 뭔가를 판단

해야 할 때, 판단의 근거가 ‘저 사람이 나이가 더 많아. 저 사람은 선배고 저 

사람은 뭔가 지금 학교 잡지부의 회장이고 그러니까 두 개 다 잘 모르겠는데 

내 생각을 두 개 중에 하나를 정해야 하면 저게 아닐까?’ 이런 식으로 정해

버리는 상황들이 저에게 있었어서. 그래서 또래 내의 대화가 그런 어떤… 막 

힘에 의한, 뭐가 뭔지 모르겠으니까 사람들은 댓글 보고 의견을 정하고 그럴 

때가 다분하듯이 그런 게 뭔가 … 대화 상황에서 더이상 안 일어났으면 좋겠

다? 특히, 섹스를 하는 청소년들은 다른 청소년이랑 했던 이야기인데, 학교 

내에서 ‘발랑 까진?’, 문제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런 개인이 하는 말이나 

경험의 이야기는 정말 너무 쉽게 그냥… 이게 치부되고 일축되는 거예요.

다린 심층 면담 (2020년 9월)

다린의 설명처럼 “힘”에 의해 결정되는 관계에서 주류가 아닌 “개인의 말이

나 경험의 이야기는 쉽게 치부되고 일축”되었다. 즉 누구의 이야기가 들리는

지는 곧 권력, 고착화된 이미지와 역할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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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와 비주류의 경계는 문화를 넘어 의사결정권과 내부의 권력 관계와도 밀

접하게 연결된다. 

  위에서 살펴본 퀴어, 청소년, 비주류의 경계는 연구 참여자들이 삶에서 대

표적으로 확인한 경계들이다. 이렇게 구획된 경계는 본질주의적인 의미에서

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위계화와 서열화를 강화하기도 한다. 그러나 도올

이 “우리가 하나의 모습으로 호명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소수자’일 뿐

만 아니라 ‘다수자’일 때도 있으며, 우리를 여기에 모이게 한 힘 외에 서로

에게 차이 역시 있음을 인지”해야 함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소수자’와 ‘다수

자’의 경계는 고정되지 않으며, 차이 속에서 변화한다. 

  우리를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정체성은 각각의 요소로 해체되거나 구별

될 수 없기 때문이다(Puar, 2005). hooks(2000b)는 책 서문에서 가장자리

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현실을 보는 특정한 방식을 구획했으며, 이는 가장

자리와 중심 모두를 이해하게 했다고 설명한다. 가장자리와 중심을 모두 보

는 것은 전체 세계를 이해하는 필수적이다. 이처럼 경계 안과 밖에서 어떻게 

경계가 구획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연구 참여자들은 세계의 정상성을 확인하

고, 저항할 힘을 만들어간다. 

2) 고정된 정체성에 의한 역할의 고착화

  그렇다면 이러한 경계는 누가 형성하는지, 형성된 경계에 의해 누가 배제

되고 누가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남는다. 경계가 생기고, 그 경계

가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것은 결국 경계 안의 것과 밖의 것을 나누는 과정

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식의 경계 긋기와 그에 따라 대우하는 방식은 쉽게 

차별로 이어진다. 유채는 “탈학교를 했고, 학교에 다니지 않고, 청소년이고, 

여성이고, 고졸이 아”닌 상황이 늘 유채에게 “소수자성”으로 작동했다고 설

명한다. 물론 내부에서의 차이로 인해 권력을 성찰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지

만, 이렇게 경계 바깥으로 늘 밀려 나가는 과정은 유채가 “동료 시민으로 인

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구체적으로 언제 인정받지 못했

는지 그 일화를 묻는 연구자의 질문에 유채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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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순간. (웃음) 동료 시민으로 인정받지 못할 때. (고민하며) 늘 그런데? 

약간, 너무. 물론 나의 권력을 늘 생각해야 하지만. 나의 소수자성이 너무 많

아. 탈학교를 했고, 학교에 다니지 않고, 청소년이고, 여성이고, 고졸이 아니

고, 대학이나 학교에 가지 않았고 그럴 때, 뭔가 그것들을 매일매일, 매순간 

사람들이 나에게 말해주는 것 같아. 

유채 2차 심층 면담 (2020년 7월)

  동료 시민으로 인정받지 못함을 매 순간 느낀다는 것은 청소년이 ‘현재의 

시민’보다는 ‘미래의 시민’으로 여겨지는 것과도 얽혀 있다. 예비적인 존재로

서 청소년의 위치는 소수자성을 강화한다. 이렇게 사회에서 구획한 경계에서 

많은 소수자성에 유채가 속한다는 감각은 이질감과 박탈감의 원인이 된다. 

Butler와 Athanasiou(2013/2016)는 명명이 가진 문제적 속성을 이야기하

며, 우리가 타자에 의해 명명되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어떤 박탈을 의미한다

고 설명한다. 이처럼 사회의 경계에 의해 유채의 소수자성이 명명되고, 소수

자로 분류되는 유채의 삶이 동료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될 수 없을 때, 

유채는 자신이 “이상한 사람”이 된 것만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 설명한다. 

  호두가 ‘청소년’이라고 호명될 때 “애매해지는 게 많다”고 여기는 것도 이

와 연결되어 있다. 청소년과 비청소년의 경계에서 “청소년이라는 말이 붙는 

순간”, “청소년 섹슈얼리티 의제가 되었을 때”, 말할 수 없는 것, 금기로 여

겨지는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호두는 이러한 견고한 경계 속에서 단어

에 ‘청소년’이라는 언어가 추가되는 순간 의미가 바뀌는 것을 경험해 왔음을 

이야기한다. 즉 같은 논의더라도 특정 정체성이 부각될 때, 논의의 쟁점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청소년이라는 말이 붙는 순간 애매해지는 게 많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청소년 페미니즘? 청소년 섹슈얼리티 의제가 되었을 때 되게 방어적인 태도

를 취하는 걸 자주 봤었거든요. 이번에 N번방 사건이 터지면서 의제강간연령 

상향 문제가 당연히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쏠렸는데, 위티가 그것에 대

해 우려의 말을 표하는 걸 보고 비판을 많이 받는 걸 봤거든요. 그리고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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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주변의 기본적인 시선들도 청소년이 연애를 한다? 청소년끼리는 아, 그

래 좀 떨떠름하지만 괜찮지. 하다가도 청소년이 자위를 하고 섹스를 하고, 청

소년이…. 성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를 조금… 마치 금기를 범하는 사람처럼 

보는 태도가 있었던 것 같아서 청소년 페미니즘이라고 하면 스스로 중심을 

잡기 어려운 정체성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주변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거의 없어서. 부모님의 지지를 받는다면 그게 터놓을 관계가 되

겠지만 그런 환경이 조성되지 않는 게 일반적이기도 하고 와중에 학교에서 

청소년 페미니스트라는 게 들키면 낙인찍히는 게 만연한 상황? 그러면서도 

사람이 독단적으로 굴 수는 있어도 확신을 얻기는 혼자서는 힘들잖아요. 학

교에서는 페미니즘 동아리가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힘든 경우가 있고 그래

서… 청소년 페미니스트라는 정체성이 저한테는 약간 위태로운 자리라는 생

각은 조금 있어요.

호두 심층 면담 (2020년 11월) 

호두의 이야기는 사회에서 ‘청소년’이라는 이미지가 얼마나 고정적이며, 그러

한 이미지의 영향이 얼마나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의제강간연

령 상향에 우려를 표하는 위티의 목소리가 “비판”의 대상이 된다거나, “청소

년이 자위를 하고 섹스를 하는 것”을 “금기”로 인식한다거나, “학교에서 청

소년 페미니스트라는 게 들키면 낙인찍히는 게 만연한 상황”은 ‘청소년’이라

는 단어가 호명될 때, 청소년을 향한 보호주의적, 미성숙 담론에서 쉽게 벗

어나지 못함을 확인한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호두는 “청소년 페미니스트라

는 정체성이 약간 위태로운 자리”라고 느꼈다고 설명한다. 청소년-비청소년

의 경계에서 섹슈얼리티, 페미니즘 의제가 함께 얽힐 때 청소년의 섹슈얼리

티에 대한 논의와 이들의 페미니즘 행위는 금지의 영역이 된다. 이는 앞서 

‘청소년’이라는 단어와 ‘정치’, ‘섹스’, ‘페미니즘’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 용

납되지 않는 현실을 설명한 호지와 단의 설명과도 연결된다. 

  이러한 고정된 이미지는 특히 여성 청소년을 수동적인 피해자상에 위치시

킨다. 스쿨미투 운동에 피해고발자이자 운동의 기획자로 활동했던 루나는 피

해자였기에 성적 욕망에 대한 발화가 “모순적”으로 보일 수 있을까, 고민했

다고 심층 면담에서 이야기했다. 피해자였던 자신이 성적 욕망을 가질 수 없



- 139 -

다고 여기는 사회적인 분위기는 루나 스스로도 자신이 “모순적인 사람”이라

는 생각을 하게 했다. 성폭력적 상황에서 피해자에 대한 고정적인 이미지와 

역할 부여는 오히려 루나가 스스로 더 역할을 고착화하고, 피해자라는 하나

의 정체성만을 가져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게 하기도 한다51). 

마무리했던 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제가 피해자였으니까. 성범죄 피해자

로서 다시 성적 욕망에 대한 발화…라는 게 모순적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 

그걸 모순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저

한테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왜 쟤는 미투를 해놓고, 약간 이제 

또…(섹슈얼리티를 말하냐)” 이런 느낌으로 (웃음)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저는 항상 제가 모순적인 사람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피해 사실

이 있고 난 후로부터 누군가가 저를 터치하는 걸 너무 싫어했어요. 싫어했다

기보다는 무서워했거든요? 사실 그게 당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무서

워했지만 동시에 제가 사랑을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중략) 그래서 콘

돔 전시회 하면서 그냥 그런 모든 것? 그러면서도 나는… 그… 되게 성적 

욕망이 있는 사람이고 그럼에도 나는 피해자였던 적이 있고. 모든 정체성을 

이해해 나가는 단계였던 것 같아요. 성범죄 피해자였다고 해서 성적 욕망이 

없다, 그런 건 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좀 다른 것이다? 체화하는, 배우고 

또… 어떻게 내가 날 안전하게…? 그런 것도 조금 그렇고.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 많은 것 느꼈어요. 

루나 심층 면담 (2020년 8월)

  루나는 사회의 익숙한 통념에 따라 피해와 성적 욕망이 공존할 수 없다고 

생각해 왔다. 그러나 콘돔전시회 준비위원회로 함께 참여하며 피해자였던 시

간도 있었지만 동시에 성적 욕망과 사랑도 느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콘돔전시회는 루나가 감각하고 있던 사랑과 성적 욕망을 작품으로 풀어내고 

51) 피해자화는 여성의 불가피한 생존 전략이었으나, 관념으로서 피해자 정체성의 강조

는 피해자화와 피해자 중심주의의 관계, 여성을 피해자화하는 권력을 인식하기 어렵

게 한다. 이처럼 본질적으로 여성을 남성 권력의 피해자로 보는 인식은 “피해받은 불

쌍한 여성”이라는 단일한 이미지를 강화한다(정희진, 2018: 223). 



- 140 -

표현하는 시간이 되었다. 루나는 사진 작품 <(용서할 사)赦랑해>라는 작품을 

제작하며 “문란하고 더러운”, “수치”스럽다고 여겨졌던 청소년의 사랑을 가시

화하였다. 이렇게 루나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성범죄 피해자였다고 

해서 성적 욕망이 없다”는 방식으로 정체성을 고착화하고 고정된 것으로 여

기는 것은 한계적이다. 이는 정체성이라는 경계 안에 루나의 행위를 가둠으

로써 오히려 루나의 행위 가능성에 새로운 제약을 만들어낸다. 

  한편 이러한 고착화된 정체성은 말할 수 있는 사람, 상황, 공간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획하기도 한다. 다린은 위티라는 공간을 묘사해달라는 연구자의 

질문에 위티와 대비된다고 여겨졌던 교실 공간을 설명했다. “역할이 정해져 

있어서 그 역할대로 고착화”되는 것은 실상 “그 이미지에 의한 차이가 벌어

지고 누군가가 말을 못 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당장 저를 보고 있는 하영(연구자)의 눈빛이라든가. 아무리 회의 때문에 

바빠도 이야기를 하면 계속해서 경청하려고 어떻게든 하는 몸짓이라든가. 자

연스럽게 ‘다린님, 비건이시죠~’이런 말이라든가. 되게… 흠… 사람…. (고민

하며) 역할이 정해져 있어서 그 역할대로 고착화되는 공간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교실… (웃음) 쟤는 말을 되게 잘하는 애! 그럴수록 그 애에게 말의 힘

이 실리고. 쟤는 말을 왜 저렇게 해. 해서 쟤가 입을 열기도 전에 말하려고 

하면 딴청 피운다든가. 그런 식으로 느껴지는 것들이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

는 위티에서는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역할이 생기고, 역할에 대한 이미

지가 생기고, 그런 것 때문에 정말로 그 이미지에 의한 차이가 벌어지고 누

군가가 말을 못 하게 되고. 그런 상황이 저는… 그게 진짜 공간의 분위기로 

느끼고. 눈치도 그런 느낌이잖아요. 나는 여기서 어느 정도지? 가늠하게 되

고. 저는 중학교 때 눈치 보는 게 너무 심했어 가지고… 자꾸 막 누가 나를 

뭐라고 할까 봐,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다린 심층 면담 (2020년 9월)

  이와 같은 다린의 경험은 고정된 정체성, 역할이 만드는 배제와 포섭의 문

제에 주목하게 한다. 사회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경계에 따라 구성되는 고정

된 정체성과 역할이 오히려 “눈치를 봐야” 하는 공간의 분위기와 같이 억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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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강화하는 기제가 되기 때문이다. 

3) 재현의 한계성

  미디어와 제도, 사회적 삶의 관계는 변증법적이고 복합적이며, 매개

(mediation)의 과정을 거친다(Fotopoulou, 2016). 미디어에서 문화적 재현

은 페미니즘 담론에서 활발히 논의되었으나 담론과 물질성, 이성과 행위의 

이분법 속에서의 논의는 제한적이었다. 

  재현주의(representationalism)는 재현물과 재현하려고 했던 것 사이의 

존재론적 차이를 바탕으로, 재현된 것은 재현하는 모든 실천과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재현주의는 데카르트식 서구 철학의 유산에 기

반하여, 재현하기로 예정된 것들보다 재현된 것(의미나 내용)에 더 쉽게 접근

할 수 있다는 불균형적인 신념이라는 비판을 받는다(Barad, 2007). 이때 재

현주의는 정의, 평등, 가치, 규범과 같은 절대적인 기준이자 선험적인 분석범

주를 전제한다. 따라서 ‘사회적인 것(the social)’이 실천되는 방식의 비결정

성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조주현, 2017).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에서 활동이 외부의 인터뷰, 영상, 뉴스 

등의 다양한 매체에서 보도되는 상황은 위티의 활동을 외부로 드러내고, 확

장한다는 데 의의가 있지만, 정해진 분석범주에 의해 재현되는 방식은 연구 

참여자들을 소진되게 했다. 한정된 청소년에 대한 이미지를 계속해서 재현하

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만들어내”는 

물질화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즉 연구 참여자들은 재현된 현실에 맞게 재현

될 수 있는 방식으로 행위하거나 발화하기도 한다. 여름은 그동안 “미디어 

등을 통해 ‘보여지는’ 청소년의 이미지는 한정적”이었다고 설명하며, 이는 여

름에게 “모범생적인 이미지로 보이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읽히지 않는다”는 

강박이 되었다. 

미디어 등을 통해 ‘보여지는’ 청소년의 이미지는 한정적이다. 아주 악독한 

‘비행청소년’ 이거나, 어른들 말에 순종하는 ‘모범생’이거나. 혹은 영악한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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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자’이거나, 나쁜 어른들에 의해 순진하게 피해를 입은 ‘피해자’이거나. 이 

이미지들은 다양한 현실 중 어떤 것만을 선택적으로 반영하며, 또 현실을 만

들어내기도 한다. 내가 인터뷰를 하며 느꼈던 불편함은 ‘모범생적인 이미지로 

보이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읽히지 않는다’는 강박과도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 

평등문화 TF 1차 세미나: 당사자성 – 여름

  모범생, 범죄자, 순진한 피해자 사이에서 순환되는 방식으로 여성 청소년

들이 재현되는 것은 피해자, 당사자로서의 말하기를 요구받는 결과로 이어진

다. 또한, 이야기한 것이 편집되어 기존의 담론에 따라 평가되고 해석된다. 

루나는 이러한 한계를 청소년의 활동에 대한 평가와도 연결하며 설명한다. 

“어른들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기특”하다고 여겨질 때는 칭찬을 받지만, “범

주를 넘어서고”, “예의에서 벗어났다고” 생각되는 스쿨미투 운동과 같은 사

안에서는 “대들고, 반항적인” 청소년으로서 비치기 때문이다. 

청소년이기 때문에 겪는 어쩔 수 없는 한계가 많이 느껴질 때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학생이기 때문에 겪는 것도 있고. 활동가 내부에서도 있고, 

외부에서도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항상 이야기했지만, 청소년이랑 활동을 

한다고 하면 기특하고, 어른들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기특하고 “와~~ 좋은 일 

하네”. 이러는데, 범주를 넘어서는 스쿨미투라든가. 생각에서 벗어나는, 예의

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발랑 까지고 대들고, 반항적이고… 그런 아

이로 비치게 되는 거죠. 그런 청소년으로?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도 있으면 

한편으로는 제가 학생이기 때문에 이제 약간… 활동을 한다고 하면은…. 한

편으로는 되게 공부 안 하고 딴짓하네, 혹은 약간 대학을 가려고 하니? 이런 

것도 있고? (웃음)

루나 심층 면담 (2020년 9월) 

루나와 여름이 공유한 경험은 사회에서 구성한 ‘청소년’으로 재현될 때의 한

계를 드러낸다. 특히나 “학생”이라는 루나의 정체성은 “공부 안 하는 딴짓”

이자 동시에 “대학을 가려”는 “스펙52)”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이중적인 잣대

52) 루나는 스쿨미투 운동에 참여한 게 일부 스펙으로 여겨졌던 상황이 말이 안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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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청소년 페미니스트들의 발화를 제한하고, 청소년 활동가의 고정적인 이미

지를 강화한다. 이 절에서는 피해자성, 당사자성과 기존 언어에의 포섭을 중

심으로 재현되어온 방식과 이에 대한 비판점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1) 피해자성: “내 이야기 같지 않고”

  먼저, 피해자성에 대한 강조는 연구 참여자들이 피해 사실에 대한 말하기

를 반복하게 한다. 특히나 이러한 피해자성이 부각되는 말하기는 여성 청소

년의 성(性)과 관련된 문제인 경우가 많았다. 십대 여성의 성(性)은 폭력의 

대상(‘성폭력 피해자’), 합의에 의한 관계(‘연애’), 의도적인 매매(‘원조교제’ 

혹은 ‘성매매’) 사이를 순환한다(김현경, 2015b). 성적 욕망, 쾌락, 폭력과 

피해가 복합적으로 얽힌 여성 청소년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방식에서 성폭력 

재현은 기존 남성중심적인 성 인식에 머문다. 스쿨미투 운동에서 피해고발자

로 활동했던 루나는 소진을 경험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를 “언론이 관심

을 가지는 건 피해 사실” 뿐이었던 것을 지목한다. 루나의 반복된 피해 사실

의 발화는 점점 갈수록 “책 읽듯이 줄줄줄 이야기”하는 것이 되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번아웃이 됐던 이유 중 하나도 언론이 관심을 가지는 

건 제 피해 사실 이거든요? 너는 어떤 피해 사실이 있었고, 너는 막…. 이런 

것인데 그것을 진짜 오지게, 100번 이야기를 하면 거의 내 사실이 아닌 것

처럼 돼요. 객관화되고 책 읽듯이 줄줄줄 이야기하게 되어 있거든요. 어느 순

간 깨달아요. 학습된 것처럼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걸 보고 이게 내 이야기 

생각하며 손사래를 치기도 했다. 청소년에게 활동과 정치적인 행동이 “스펙” 혹은 “쓸

모없는 짓”, 때를 모르는 일 두 가지로만 분리되었던 것은 청소년의 활동이 어떤 시

선을 감내하고 있는지를 드러내기도 한다. 

하하하하(웃음) 스펙 쌓으려면 스쿨미투 같은 것 하면 안 되죠! 대학에 가려고 미

투 운동을 한다고 하면 누가 뽑아줘요! 그런 시선이 있고 또 다른 시선은 학생-활동

가. 쓸모없는 짓 하네. 나중에 해도 되는데,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듣고요. 사실 그 말

을 비청소년들에게 하지는 않잖아요. 나중에 하지, 나중에 해도 될 텐데. 청소년은 지

금 나중에 해도 충분히 될 활동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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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지 않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었는데.

루나 심층 면담 (2020년 8월) 

  이처럼 반복된 피해 당사자성으로서의 발언은 결국은 루나의 경험이 스스

로 “내 이야기 같지 않”다고 느끼게 하는 계기가 된다. 루나의 말하기가 어

느 순간 스스로 힘이 되는 방식이 아니라 언어 자체가 루나를 침식하는 방

식이 된 것이다. 이는 개인 단위의 성폭력뿐만 아니라 스쿨미투 운동과 같은 

집단 단위에도 적용되었다. 스쿨미투 운동을 보도하는 방식은 가해교사의 

“파렴치한 발언”이나 학교의 성폭력적 문화를 내세웠다. 이는 오히려 학교 

내부, 학생들의 정치적인 요구를 충분히 다루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

기도 했다. 다음의 글은 보리가 스쿨 미투의 출발점이라고 여겨지는 용화여

고 가해교사 엄벌 촉구 기자회견에서의 발언이다. 

자극적인 피해사실을 중심으로 한 언론 보도는 스쿨미투를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아닌 ‘고발자 개인의 경험’으로 고립시켰습니다. 아무도 함께 말해

주지 않는 상황 속에서 고발자들은 거듭 자신의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입증해

야 했습니다. 학내 성폭력 문화를 함께 경험했던 공동체의 구성원 대부분은 

말하기의 책임을 나눠 지지 않았습니다. 

용화여고 가해교사 엄벌 촉구 기자회견 – 보리 (2020년 6월) 

  피해 사실을 중심으로 한 언론 보도는 스쿨미투 운동 자체를 “고발자 개인

의 경험으로 고립”시켰다. 루나가 반복적으로 같은 진술을 계속하고 입증해

야 했던 것처럼 피해자성에의 주목은 “말하기의 책임을 나눠 지”는 방식이 

아닌 개별 학교의 고발자들이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현실을 만들어냈다. 또

한, 이는 피해자 정체성을 고정하여 피해자 이상의 말하기를 어렵게 하기도 

했다. 즉 정치적인 행위성은 고정된 피해자성에 쉽게 가려졌다. 

  이에 ‘위티’에서는 피해자 이미지를 강화하는 재현이 어떻게 다시 여성 청

소년들이 말할 수 없도록, 특정한 방식으로만 발화할 수 있도록 경계를 강화

하는지에 주목한다. 예컨대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 이후 ‘N번방 방지

법’에 대해 위티가 낸 논평에서는 여성 청소년들의 성적 실천이 “일탈”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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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지는 상황에서 “국가가 원하는 청소년상에 부합해야만 성폭력의 피해자이

자 지원의 대상으로 인정받은” 현실을 비판한다. 즉 “순수하고 무력한 피해

자가 아닌 청소년”은 권리를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다. 대표적으로 십대 가출 여성들의 사례는 여성 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보호

주의적 시각이 수반하는 물질적 효과를 드러낸다. 십대 가출 여성들이 현 사

회 현실에서 자기보호를 위해 자신의 몸을 거래의 자원으로 삼는 성보호주의

를 자원화하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민가영, 2017). 다시 말해 피해자

로밖에 재현될 수 없는 현실은 여성 청소년들이 몸과 성적 존재 이상의 가

능성으로 자신을 탐색할 가능성을 제한할뿐더러 자기보호의 수단으로서 성보

호주의를 활용할 수밖에 없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일탈’이 되어버린 것들에 주목해야 한다. 왜 여성 청소년

의 성적 실천은 ‘일탈’로 전락하는가?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겠다는 국가의 대

책은 여성 청소년의 삶으로 가닿지 못하는가? 

이는 국가의 대책이 청소년을 있는 그대로의 시민으로 존중하고 보호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원하는 ‘청소년 상’을 지키는 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는 청소년을 미래의 자원으로 여기며, 현재의 권리를 유예시킨

다. 청소년은 국가가 원하는 ‘청소년 상’에 부합해야만 성폭력의 피해자이자 

지원의 대상으로 인정받는다. 이러한 사회에서 청소년의 성적 경험은 모두 

‘피해’로 치환되며, 순수하고 무력한 피해자가 아닌 청소년은 국가의 지원 밖

에서 성착취를 감내해야 한다. 

논평: ‘일탈이 아닌 일상을 살아가기 위해’ (2020년 5월) 

이처럼 피해자성만으로 여성 청소년들의 말하기와 행위를 제약하는 방식의 

경계 설정은 오히려 피해가 아닌 다른 경험을 발화하지 못하게 막는다. 그리

고 이러한 행위와 말하기에서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모두 여성 청

소년 개인이다. 루나가 피해자로서 말하기로 느낀 소진에서의 회복을 스스로 

감당해야 했던 것도 마찬가지다. 이는 당사자성을 기반으로 한 재현이 고정

된 정체성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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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사자성: “청소년 당사자에게는 경험과 감정을 묻거든요”

  당사자53)를 호명하는 방식은 피해자성과 마찬가지로 고정된 이미지를 요

구하고, 당사자와 비당사자를 임의적으로 분리하기도 한다. 물론 당사자주의

가 당사자가 발화할 수 있는 창구로 기능하기도 하지만, 비당사자와의 구분

은 오히려 당사자의 이미지를 고착화하고 내부의 다양성을 드러내지 않기도 

한다. 

  도올은 2020년 총선에 만18세로 첫 투표를 하는 당사자로 많은 언론이나 

미디어에서 인터뷰이로 호출되었다. 특히 2020년 4월 총선 이전까지 수많은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도올은 한편으로 고정된 상을 요구받는 작업이 스스로 

“정체성 빼고는 별 의미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했다고 설명한다. 

이는 도올을 소진되게 했지만, 한편 도올은 최대한 덜 소진되는 말하기 방식

을 찾고자 했다. 그 방법은 미디어에 노출될 때 스스로 더 당사자적인 위치

를 드러내도록 발화하는 것이었다. 이때 도올은 자신의 발화가 “내 말이 아

니라 만18세의 말”처럼 느꼈다. 즉 당사자적인 말하기와 내면의 말하기를 분

리하는 방식으로 발화하게 된 것이다.

이게 되게 신기한 것은 생각보다 그런 미디어에 노출될 때 고정된 상을 

요구받는다는 것은 물리적인 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 안에서 생기는 마

음들인 것 같기도 한데. 어떤 것이냐면, 뭐라고 해야 하지? 내가 단순히… 

그냥… 언론에 노출이 될 때 사실 나를 소개하는 방식들이 활동가, 운동가, 

어디의 대표 이런 것들이 아니라 ‘만18세’ 혹은 ‘이번 총선에 첫 투표하는 

사람’으로 호명될 때에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그것도 나의 하나의 모습이기도 

하지, 이랬을 때 그런 것들이… 음… 하나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런 시간들

이 이어질 때, 나한테 오는… 그럼 나는 뭔가 그러한 정체성 빼고는 별 의미

가 없는 사람인가, 하는 부채감 같은 것이 생기고. 그럴 때 이제 음… 그 사

53) 당사자주의는 소수자의 발화권이 제약된 사회에서, 소수자들이 누군가를 대리하지 

않고 직접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에서 나왔다. 그러나 동일한 정

체성을 중심으로 당사자 집단을 볼 때, 당사자 내부의 차이가 가려질 수 있다는 한계

도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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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들이 그렇다고 ‘만18세처럼 말하세요.’ 이런 건 아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

면 그런 것 있잖아. (중략) 그리고 약간 인터뷰를 계속하다 보면 습득되는 게 

있는 것 같아. ‘이건 나가겠고, 이건 안 나가겠구나?’ 가 좀 있는데… 보통 

그럴 때 사실 우리에게 쓰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짧고 효과적으로 말해

야 하는 게 있는 것이잖아(손으로 짧다는 것을 표시하며). 미디어에 노출이 

될 때. 그럴 때 가장 짧고 효과적으로 말하는 방식이 결국 당사자성을 많이 

노출하고 운동적으로 전략이 있는 말을 하고 이런 방식들일 때 내 말이 아니

라 만18세의 말처럼 느껴졌던 것 같아.

도올 2차 심층 면담 (2020년 11월) 

  도올에게 이러한 말하기 과정은 “사회가 만든 특정한 상에 맞추”는 것처럼 

느껴졌다. 구체적인 일화를 묻는 연구자의 질문에 도올은 신문 인터뷰에서 

‘만18세 당사자’로 기입한다고 했던 기자의 말에 ‘활동가’로 수정할 것을 요

청했던 이야기를 풀어놓기도 했다. 당시 도올의 요청에 기자는 왜 도올을 굳

이 활동가라고 써야 하는지 이해를 잘 못 하는 것처럼 반응했다. 이에 도올

은 “왜 당사자가 아니라 활동가로 불리고 싶은지에 대해 구구절절 설명할 필

요”를 느끼지 못해 결국 말하기를 포기했다. 그러나 이러한 말하기가 도올에

게 소모적이고, “정서적으로 어려”운 작업이라는 사실은 사라지지 않았다. 이

처럼 당사자로만 호명되는 방식은 도올이 짧고 효과적으로 당사자성을 드러

내는 말하기를 하게 함으로써 당사자 이상의 재현을 불가능하게 했다. 당사

자성에 대한 강요가 도올에게 “물리적인 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현실을 구

성하고 “내 안에서 생기는 마음”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다. 

  ‘당사자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위티 내 평등문화 TF에서는 1차 세

미나54) 및 수다회를 진행한 바 있다. 청소년이 당사자 이외의 전문가로 호명

54) 평등문화 TF 세미나에서 연구자는 다른 구성원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참여하며, 질문

지 작성, 논의, 진행 등을 함께했다. ‘당사자성’ 논의에서 연구자가 작성했던 질문지 

일부는 2020년 5월 연구자가 활동에 함께 하며 가지고 있었던 질문과 논점을 담고 

있다. 

  나는 당사자로서 청소년의 목소리를 주목하는 외부 방식에 대한 비판이 내부의 

지향을 성찰하는 데에도 유의미하다고 생각한다. 말하는 당사자가 사회가 규범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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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정치적인 존재로 여겨지지 않

는 상황을 지적하는 것에서 시작해 청소년이 다양하게 말할 수 있는 기반을 

어떻게 형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으로 확대하였다. 청소년의 말하기가 미

성숙한 것으로, 피해자의 경험으로만 비치는 상황에서 청소년의 말하기를 돌

아보고 이후의 방향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그림 V-2] 참고). [그림 

V-2]의 오른쪽 사진은 당시 수다회에서 나온 논의 중 일부다.

[그림 V-2] 청소년은 ‘말할 수 있나’요?

정해온 ‘청소년상’에 들어맞을 것, 공식적인 자리에서 똑 부러지게 말할 것을 요구하

는 것은 청소년 당사자를 규정하는 틀을 강화한다. 청소년다운 청소년을 설정하는 과

정은 청소년/비청소년의 이분법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부담으로 느껴지는 청소년, 사회의 청소년상에 맞다고 여겨지는 청소년 등 많은 주체

를 또다시 주변부로 밀려나게 한다. 개별 청소년들이 각자의 위치(성별, 계급, 학력, 

성적 지향, 출신 지역, 장애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험의 차이는 자연히 지워진

다. 그리고 청소년 운동에서의 유구한 질문, ‘비청소년도 청소년 운동에 함께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은 다시 운동의 진영에서 맴돈다.

평등문화 TF 1차 세미나: 당사자성 (2020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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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성’을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하며 연구 참여자들은 단체 안팎에서 

청소년의 말하기 경험을 공유하고, 어떻게 이러한 경험이 사회문화적으로 재

현되는지를 확인하기도 했다. 특히 연구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연구 참여자들

이 청소년 시기에 활동을 시작했거나 현재 청소년으로서 활동하고 있어 당사

자, 비당사자의 위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등에 관해서도 이야기했다. 전문

성은 비당사자에게, 억울함이나 분노를 당사자에게 묻는 방식은 당사자/비당

사자 역할 구분의 전형적인 예시다. 구체적으로 세미나를 진행하며 도올은 

청소년으로서의 말하기가 분노와 우울감을 중심으로 할 때 어떻게 재현되는

지 토로한다. “분노와 우울감”이 “운동의 동력”이 됨에도 도올은 이렇게 감

정을 말하는 것이 “서툴러 보인다는 느낌을 받았”다. 스스로 이렇게 감정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도올이 “운동의 주체”라고 느끼기 어려운 상황이 

되기도 했다. 이는 청소년이 사회와 정치에 느끼는 화와 분노가 사실은 거대

한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와 관련됨에도 청소년이기에 이 감정이 개별적이고 

개인적인 감정으로 축소되기 때문이다(Gordon, 2009: 163). 

(여름의 글을 읽고 나서) 청소년들이 그렇게 운동을 접하고 그것(우울감)

을 동력으로 운동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것을 되

게 서툴다고 여기는 문화가 있다? 저는 실질적으로 분노가 원동력에 크게 차

지한다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한계점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떠나서 이

렇게 내 분노와 우울감과 내 청소년으로서의 경험이나 감정을 말하는 것이 

서툴러 보인다는 느낌을 받았고. 나도 그렇게 인식하고. 계속해서 나의 분노

와 우울감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운동의 주체로 보기 어려워지는 상황들이 

생겼던 것 같아요. 하지만 당사자 운동에서 그게 큰 운동의 동력인데…. 왜 

그럴까? 저도 그렇게 안 하게 되고. 근데 여기서 괴리감이 느껴지는 건 대외

적으로 청소년 활동가들이 인식될 때에는 청소년 당사자에게는 경험과 감정

을 묻거든요. 비청소년에게는 정책과 해답을 묻고…. 이런 상황에 있으면서 

운동 내부에서는 경험과 감정만을 이야기하는 게 서툴러 보이고. 이런 괴리

감. 저도 어려웠던 것 같아요. 

평등문화 TF 1차 세미나: 당사자성 – 도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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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올은 이러한 괴리감의 이유가 외부에서 어떻게 청소년의 말하기를 인식

하고 있는지와도 연결된다고 설명한다. “청소년 당사자에게는 경험과 감정”

을 묻고, “비청소년에게는 정책과 해답”을 묻는 상황은 청소년 활동가가 감

정과 경험을 말하는 것이 서툴고 비전문적이라고 여기게 한다. 연구 참여자

들 모두 도올의 경험에 동의하며, 청소년들이 외부에서 재현되는 방식이 내

부에서의 말하기 방식과도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사하게 단은 <안녕, 국회> 프로젝트의 영상에서 비청소년과 청소년이 선

거에서 주목받는 방식을 대비하기도 한다. ‘청소년은 친권자나 교사의 영향

을 받을 것이다, 청소년은 미숙해서 판단력이 없을 것’이라는 청소년 선거권

에 대한 우려들을 “비청소년은 받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총선 이전의 만

18세 청소년 인터뷰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중간고사를 앞두고 투표할 것인

가?’와 같은 질문에 답해야 했다. 단은 모든 이들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고 

있으며, 완전히 독립적인 판단과 선택은 없기 마련인데 “청소년이 그 선택을 

쥐게 되었을 때는 왜! 질문을 하는가!”라는 비판점을 찾기도 한다. 

그러니까 청소년은 뭔가, 비청소년은 받지 않는 질문들을 너무 많이 받는

다는 생각을 해요. 누구한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도 사실 말씀하

신 것처럼 누구나, 우리가 살면서 하는 모든 선택이 완벽히 아무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하는 선택이 없잖아요? 근데 청소년이 뭔가 그 선택을 쥐게 되었

을 때는 왜! 질문을 하는가! (웃음) 그런 점들이 저는 너무 모순적이라고 생

각해요. 

<안녕, 국회> ‘청소년 참정권은 이제 시작이다’ - 단

  이처럼 청소년 당사자와 비청소년의 구분과 경계에 따라 질문이 다르고, 

감정과 경험에 기반한 말하기를 요구하는 것은 단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

순적”이다. 또한, 청소년에게 완전무결한 대답을 요구하는 것은 한편, 피해자

성과 같이 역할을 고정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러한 당사자성에 대해 다린

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 

‘당사자’라는 말이 또 어떤 의미도 있겠지만 좀…. 외부자의 편의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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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안되었다는 생각을 자주 할 때가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 그러니까… 쉽게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자꾸 소환되는 게 당사자성이 아닌가? 내부에서 그

게 그렇게까지 분리하고 정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 같은데.

다린 심층 면담 (2020년 9월)

  다린이 이야기한 것처럼 당사자에게 요구되는 고정된 말하기는 당사자성이 

누구에 의해 정의되는지 질문하게 한다. 다린은 ‘당사자성’의 정의는 당사자

성이 사실 내부에 있는 사람을 위한 정의라기보다는 “외부자의 편의”에 따를 

가능성을 짚는다. 비청소년의 나이가 되었지만, 청소년 시기의 자신과 현재

의 자신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다린은 당사자-비당사자의 구분 

자체가 임의적이며, 오히려 그런 구분이 “분리”를 만들어낸다고 설명한다55). 

(3) 기존 언어에 포섭: “‘이해’의 영역 자체를 문제시하는”

  ‘위티’에서 콘돔전시회를 함께 진행하며,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들에게 충격

적이었던 일화 중 하나는 콘돔전시회가 언론에 그려진 모습이었다. 청소년 

섹슈얼리티를 피해자성을 벗어나 다양하게 이야기하고, 성적 욕망, 퀴어 정

체성, 사랑, 포르노적 통념에 대한 비판 등을 담은 전시회에서의 논의는 언

론에서 ‘청소년 피임권’이라는 단어로만 재현되었다. 이에 콘돔전시회를 함께 

진행했던 참여자들은 언론에 재현될 때, 기존 언어에 논의가 포섭되고 단편

화되어버리는 데에서 오는 무력감과 허망함을 느꼈다. 다린은 이 기사에 관

해 공유되었던 감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저는 솔직히 기사가 슬펐어요. 아…. 이게 만약에 한계라고 불릴 수 있다

면 이게 한계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뭔가… (콘돔 오아 반창고 프로젝트

에서) 콘돔, 반창고 주고받는 것도 그렇고 청소년 섹슈얼리티에 대한 이야기

를 하면 어김없이 청소년 ‘피임권’이라는 이야기가 어김없이 빠지지 않는 것 

55) 연구자 또한 외부에서 왜 비청소년이고 청소년기가 지났는데 청소년 운동 단체에서 

활동하는 이유 자체를 여러 차례 질문받은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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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데 그건 이전 정치적 언어로 익숙한 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려는 

말은 그런 어떤. 저는 피임권을 주장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새

로운 언어를 뭔가. 받아들이고 그것은 이미 정치의 영역인데 끌어들일 것도 

없이. 근데 (웃음) 그걸 뭔가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이전의 방식으로만 그걸 

이해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예전에 내가 쓴 글에 선배가 글을 썼을 때… 선배

의 글에 동조했던 그 상황이 생각나기도 하고… 자꾸 아는 말로 다시 부르려

고 하는 게 되게 저는 좀…. 언짢았던 것 같아요. 이해되고 있는 ‘이해’의 영

역 자체를 문제시하고 있는 것인데 이해되는 것 안으로 이걸 자꾸 이렇게 막 

부르려고 하는 게. 그게 아닌데… 그런 느낌?

다린 심층 면담 (2020년 9월)

  다린은 <콘돔 오아 반창고> 프로젝트와 콘돔 전시회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두 경우 모두 청소년 섹슈얼리티에 대한 이야기가 “어김없이 ‘청소년 피임

권’”에 대한 논의로 재현되는 것이 “한계”적으로 느껴졌다고 설명한다. “자꾸 

아는 말로 다시 부르려고” 하는 방식은 다린에게 학교에서의 경험을 상기하

게 하기도 했다. 학생회장이고 나이가 많은 선배의 글이 자신의 글에 비해 

더 많은 동조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가 선배의 나이, 위치에 있었듯 권위가 

있다고 여겨지는 언론의 언어 사용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함께 담

론을 형성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해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것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다. 다린은 “이해되고 있는 ‘이해’의 영역 

자체를 문제시하는”, 청소년 페미니스트들이 던지는 새로운 방식의 언어를 

자꾸만 “이해되는 것 안으로” 부르려고 한 것만 같이 느껴졌다고 설명한다. 

호두는 청소년 섹슈얼리티가 ‘피임권’으로 한정되었던 것은 “청소년으로 국

한”하는 시각 때문이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예상한다. ‘기특한 청소년’으로서

만 여겨지는 상황에서 사회가 이들의 섹슈얼리티에 기대하는 방식대로 해석

한다는 것이다. 즉 “개별개별 뜯어다 보면 일축할 수 없는” 메시지는 단편화

될 수밖에 없다. 

  유사하게 여름은 언론 인터뷰에서 가정에서 딸로서 살아가는 과정을 말했

던 것이 “가정폭력”이라는 단어로 분명하게 정의되었던 상황을 복기한다. 여

름이 딸로서 살아가는 삶을 쉽게 ‘가정폭력’이라고 정의하지 않았던 것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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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적인 이유가 있었다. “가정 내 경험들을 ‘가정폭력’”이라고 정의하는 순

간, “폭력적인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고민했던 경험들이 지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하나의 단어로 명명할 수 없고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험이 타자에 의해 단순하고 명료한 말로 정의될 때, 여름은 말

하기의 의미와 맥락이 모두 사라져 버리는 것을 경험했다. 

청페모(현 위티)에서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며 어떤 언론사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다. 나는 주로 가정문제에 관심이 많았기에, 내가 가정 안에서 딸로

서 당했던 폭력적인 상황들과 그 속에서 했던 고민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나는 그 인터뷰에서 ‘가정폭력’이라는 워딩을 사용한 적이 없지만, 기사에는

내가 가정폭력을 당했다고 나와 있었다. 그 단어를 보며 알 수 없는 불편한 

감정이 들었다. 나는 나의 가정 내 경험들에 대해 ‘가정폭력’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폭력적인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고민했

던 나의 어떤 경험들은 지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면, 부모에게 받았던 언어적/물리적 폭력들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가? 그건 어쨌든 ‘폭력적인 상황’이었던 건 맞지 않나? 

평등문화 TF 1차 세미나: 당사자성 – 여름

이처럼 여름, 호두, 다린 등 많은 참여자가 경험했던 기존 담론에 포섭되는 

방식의 발화는 오히려 참여자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맥락을 단순화한다. 

복합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기존 방식에 따라 쉽게 정의하는 방식은 논의를 

일축한다. 그렇다면, 청소년들의 언어가 기존 담론에 포섭되는 방식이 아닌 

방식을 상상할 수 있을까? 어떻게 청소년들의 말하기가 이해의 영역 자체를 

문제시하되 공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이 남는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 보리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청소년이 공적체계에서 말할 수 있는 존재로 여겨지지 않으며, 청소년의 

삶이 공적체계의 담론으로 문제제기될 수 없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청소년

은 공적인 담론체계를 접할 수 있는 돈과 시간, 권한이 없다. 이에 앞선 질

문에서 나는 ‘기존의 담론체계에 포섭되려는 노력’이 아니라, ‘청소년의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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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를 새로운 담론체계로 공적체계에 편입시키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제시한 

바 있다.

또한 ‘듣지 못한 것’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테면 이

번에 의제강간연령 상향 논의를 마주하며, 내가 청소년 섹슈얼리티 관점을 

구성하며 만나온 청소년들의 언어 역시 제한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10대의 성적 실천’에 대한 언어만으로는, 자기보호를 위해 성착취에 가담해

야 했던 여성 청소년들의 삶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들리게 말하는 것’ 혹은 ‘들릴 수 있는 목소리로 공적 영

역에 개입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운동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중략) 모쪼록 

당사자의 발화가 정체성을 수호하기 위한 시도가 아니라, 지배담론에 유연하

게 개입할 수 있는 언어로 끊임없이 다각화되는 장면을 상상한다. 

평등문화 TF 1차 세미나: 당사자성 – 보리 

  보리의 설명에서 드러나듯이 ‘청소년의 언어 자체를 새로운 담론체계로 공

적체계에 편입시키는 시도’, ‘듣지 못한 것’에 대한 고민, ‘들리게 말하는 것’ 

등은 하나로 모이고 선택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청소년이 정치적인 주체로 여겨지지 않는 맥락, 재현되는 방식, 청소년 

내부 경험의 다양성, 청소년이 사용하는 언어 등 여러 가지의 고민이 분리될 

수 없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해자성, 당사자성 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재현하며, 기존 담론 

안에 언어를 포섭하는 방식은 청소년 페미니스트들을 둘러싸고 형성되어 있

는 경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한다. 이러한 경계 사이에서 균열을 내고자 

하고, 다양하게 엉켜 있는 경계들 사이에서 유동하는 담론과 논의에 관해 다

음 장에서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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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계 사이에서의 줄다리기

  앞서 경계에 따라 고정된 재현은 연구 참여자들이 사회적, 법적, 제도적, 

정치적 장벽을 마주하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계는 견고하지만은 않으며, 

참여자들 또한 경계 사이를 오간다. 2020년 5월 16일 『더 나은 논쟁을 할 

권리』(김은실 외, 2018)를 읽고 나눈 화장에 관한 논의에서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들은 청소년을 중심으로 탈코르셋 운동56) 의제를 다루었다. 신자유주

의 담론, 학교의 규제, 청소년에게 요구되는 소녀상, 또래문화 등 여성 청소

년을 둘러싼 경계와 상황은 복잡하고 다양했다. 연구자 또한 이 경계 사이에

서 탈코르셋 운동의 의의와 한계를 분명하게 규정하기 어렵다는 느낌을 받았

다. 열띤 논의 중에도 의견은 하나로 모이지 않았다. 도올은 화장이 무시당

하고 싶지 않기에 하게 되는 것이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으며, 보리는 탈코

르셋이 학교의 규범을 재생산하는 화장하지 않는 모범생으로 여겨질 때를 예

시로 들기도 했다. 

  탈코르셋 운동은 2018년부터 1020 여성을 중심으로 ‘#탈코르셋’, ‘#탈코

인증’이라는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의 해시태그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흐름 속

에서 화장은 탈코르셋 담론과 함께 십대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특히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페미니즘을 접한 청소년 페미니스트들

은 탈코르셋을 페미니스트가 되기 위한 조건 중 하나로 인식하기도 했다. 왜

냐하면, 여성 외모 압박이 강한 사회적 맥락에서 여성 청소년들에게 탈코르

셋 운동이 ‘해방’이 될 수 있음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탈코르셋은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동일하지 않게 적용된다. 예컨대 

화장 자체가 금지되는 학교 환경에서 여성 청소년이 화장하지 않는 것은, 학

교의 규정에 따르는 것에 가깝다. 또한, 청소년 시기에 어린 여성으로 보이

지 않기 위해 화장하는 경우를 ‘코르셋’만으로 정의하는 것은 여성 청소년이 

56) 탈코르셋은 ‘코르셋’을 벗는다는 의미로, ‘코르셋’이란, 중세 여성의 허리를 조이는 

용도로 사용하던 보정속옷을 의미한다. 즉, 주로 여성에게 요구되는 외모에 대한 압력

을 지칭한다. 대표적으로 코르셋은 화장이나 긴 머리카락, 다이어트, 하이힐과 섹스어

필하는 복장 등을 포함한다(김애라,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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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서 받는 대우를 고려하지 않은 결과다. 이처럼 여성 청소년의 화장에 

대한 논의는 탈코르셋과 코르셋 사이의 이분법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다. 이

처럼 화장은 여성 청소년이 경험하고 마주하고 있는 다양한 경계에서 줄다리

기하는 것처럼 복잡하게 의미를 형성한다57).

  호지는 여자 중학교 때부터 남녀공학이었던 고등학교에 다닐 때까지 화장

의 의미가 바뀌어왔음을 설명한다. 처음 페미니즘을 접했을 때, 호지는 “‘경

건한 여성상’을 강요”받았기에 오히려 화장은 “학교가 요구하는 여학생의 모

습을 벗어나는 것”이었다. 시간이 지나 호지가 공학 고등학교에 재학하며 호

지는 또래 문화에서 “화장을 안 하면 여성성이 떨어지는 것”을 경험한다. 이

는 호지가 청소년들에게 요구되는 “‘청소년다움’의 여성상”이 존재함을 인식

하는 계기가 된다. 이와 같은 호지의 경험은 호지의 화장에 관한 고민을 심

화한다. 

     호지: 나는 화장 관련된 생각을 많이 했거든. 처음에 페미니즘을 접했을 때? 

왜냐하면, 나에게 중학교 때에는 ‘경건한 여성상’을 강요받았다고 생각

하고, 그래서 화장이라는 것은 학교가 요구하는. 그 여학생의 모습을 

벗어나는 게 화장이었다고 생각해. 그럼 (화장을 하면) 너는 경건한 여

성이 아니고, 올바른 여성이 아니고, 올바른 여학생이 아니었거든? 그

런데 그 학교를 벗어나서 공학을 가자마자, 화장을 안 하면 여성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순식간에 바뀌는 경험을 했거든? 그래서 그 학교라는 

공간에서 적용되는, 청소년에게 요구되는 ‘청소년다움’의 여성상이 또 

있지 않나, 하는 생각? 사실 근데 20대부터가 되면 어느 정도 섹슈얼

할 것을 요구받기도 하잖아. 어느 정도 성에 대해 알아서 깨우쳐야 하

57) 2020년 7월에 여성환경연대와 ‘위티’는 포럼 ‘우리 그만 화장!’이라는 포럼을 진행

하며, 여성 청소년의 화장에 관해 유채가 <예뻐야 하지만 화장해서는 안 되는>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바 있다. 유채는 청소년이 화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와 맥락 없이는 여

성 청소년의 화장을 단편적으로 해석할 위험이 있으며, “화장과 관련된 담론은 너무

나 빈곤하고, 여성 청소년의 목소리는 부재”함을 지적했다. “개인의 맥락을 지워버린 

사회에서 여성 청소년의 화장은 보호와 통제해야 할 것, 혹은 주체적인 외모 꾸밈 정

도”로만 간주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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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런 게 있잖아? 그럼에도 십대까지는 아무것도 몰라야 하고, 그런 

것을 요구받기도 하고. 대상화되는 것과 별개로? 

     연구자: 그런데 왜 갑자기 여중에서 공학으로 갔을 때 화장을 하기를 요구받

은 거야?

     호지: 그런데 그건 학교로부터 의무였다기보다는 청소년 집단으로부터의 요구

받았던 것 같았고. 학교는 분명 화장하지 않은 나를 좋아했고. 하지만 

우리 학교는 학교가 아니었잖아. 사회에서는 화장한 여성상을 이상적인 

여성으로 생각한다는 것 같다? 사실 나는 근데 공학 다니면서 친구들

로부터 막, “너 오늘 어디 아프냐?” 이런 말 많이 들었거든? 머리 자

르고 나서 아깝다는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고. 남자 같다, 형. 이런 말

도 엄청 많이 들었고. 맞아, 그리고 난 정말 친구라고 생각했던 애에게

서 “나는 너 머리 길었을 때가 내 취향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한

다던가. (허탈한 웃음) 

     연구자: 여성 청소년들이 사회, 학교에서 위치가 고정되게 여겨지는 것이지?

     호지: 학생인 여성이 강요받는 건 확실히 좀 더 다른 게 있는 것 같아. 특히 

그게 중고등학생일 때. 나는 그게 막 그렇게 청소년인 여성이 강요받는 

여성상이, 여성들이 강요받는 것과 조금 다르지만 결국은 다 똑같은 것 

같아. 학생일 때에는 이렇게 무결했다가, 성인이 되면서 갑자기 화장을 

잘하고 성에 대해서도 알아서 깨우친, 어느 정도 섹슈얼한 여성을 원하

는 것이지. 뭔가 그것도 동떨어진 얘기가 아닌 것 같아.

호지 1차 심층 면담 (2020년 7월)

  호지의 경험은 여자 중학교, 남녀공학 고등학교, 또래 관계, 사회에서 화

장이 다르게 의미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학교는 “화장하지 않는 나를 좋아

한” 반면, “사회에서는 화장한 여성상을 이상적인 여성”으로 상정하기 때문

이다. 그러나 또래 관계에서는 화장이 여성성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등, 공간

과 그 특성에 따라 화장의 의미는 다르게 형성된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학생일 때에는 “무결”해야 하는 것을 요구받는 여성 청소년의 모습이 “성인

이 되면서 갑자기 화장을 잘하고 성에 대해서도 알아서 깨우친” 여성상으로 

바뀐다는 것이다. 이처럼 화장의 의미는 공간뿐만 아니라 관계와 나이 속에

서도 다르게 의미화되며, 나이에 따라 여성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



- 158 -

한 압박은 젠더-나이 체제58)(전희경, 2012)의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나이에 따라 부여받는 여성상이 달라지는 것은 화장의 의미가 하

나로만 설명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로 작용한다. 2019년 고등학교를 졸업

하고, 2020년 연 나이 20세가 된 도올에게 1년이 지나며 화장의 의미는 변

화했다. 청소년 시기에 도올이 화장했던 이유는 “나은 외모”보다는 “어른같

이 보이고 싶어서”가 더 컸다. 왜냐하면, 사회에서 “어른답지 않아 보이는 

사람을” 미성숙하게 여기고, 하대하는 문화와도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한편 

도올은 20세가 되고 나서야 조금이나마 “실제로 화장에 대한 강박이 사라졌

다”. 이렇듯 나이에 따른 변화를 경험하며, 도올은 “청소년의 탈코르셋 운동

을 단일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 

여성 청소년의 탈코르셋이 어떤 의미를 가지냐고 했을 때. 나는 내가 청

소년 시기에 화장을 했던 것은 굉장히 이것도 나는 여성 인권과 청소년 인권

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청소년 시기에 화장을 한 건 물론 

나은 외모이고 싶어서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더 어른 같이 보이고 싶어

서에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사회에서 어른답지 않아 보이는 사람을 어

떻게 대우하는지와 연결되어 있잖아. 그럴 때 청소년의 탈코르셋 운동을 단

일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거지. 그리고 학교에서는 화장하지 말라고 하고. 

되게 웃기잖아. 어떠한 잣대라는 게 끝까지 다른 정체성을 가진 사람에게 들

이밀었을 때 다른 해석과 의미를 가진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 

그럴 때 나는 지금 와서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청소년 시기에 술집에 가야 

했으면 되게 화장을 빡세게 해야 하는 거지. 그런 것도 있잖아. 편의점 알바

들끼리 ‘미자(미성년자) 구분하는 법’ 화장을 어설프게, 하얗다고 하면 판단을 

하는 거지. 문화인 것처럼? 그럴 때 뭔가. 나는 그런 것이 조금. 나는 내가 

성인이 되고 나서, 실제로 화장에 대한 강박이 사라진 것 같기도 하거든. 내

가 굳이 해야 하는 것처럼 느끼는 비율이 줄었다고 해야 하나. 그럴 때 많은 

것이 달라졌고 동시에 달라지지 않았구나, 라는 걸 느끼는 거지. 뭔가 그런. 

도올 1차 심층 면담 (2020년 7월) 

58) ‘젠더-나이 체제’란 나이를 성별-위계적으로 배열하고 나이 듦을 시간적으로 각본화

하는 사회문화적인 체제를 의미한다(전희경,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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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세에서 20세가 된 것에 불과하지만, 이 시간은 화장에 대한 도올의 인

식을 바꾸었다. 동시에 도올은 “많은 것이 달라졌고, 동시에 달라지지 않았”

음을 확인했다. 나이 하나만으로 성인(성년)과 청소년(미성년)이 구분되는 사

회에서 20세가 된다는 것은 ‘어린 사람으로 보인다’는 생각을 조금은 약화한

다. 그러나 여전히 20세가 되었음은 도올이 어린 여성으로 여겨지는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 20세 여성은 여전히 어린 여성으로 여겨지며, 20대 여성에

게 요구되는 여성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화장이 의미화되는 방식이 다양하고, 한 가지로만 정의할 수 없는 

이유를 다음의 [그림 V-3]으로 표현했다. 화장은 신자유주의 담론에서 자기

계발, 자유, 선택으로 포장되지만, 여성다움에 대한 ‘코르셋’이기도 하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분리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섹슈얼할 것을 요구하

면서도 ‘청소년다움’을 요구하는 현실은 두 가지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는 담

론이 사실은 연결되어 있음을 드러낸다. 즉 여성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코르

셋은 ‘순결하면서도 섹시한 소녀의 상’에 대한 모순적인 사회적 요구다. 

[그림 V-3] 여성 청소년의 ‘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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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으로 화장을 ‘자기만족’, ‘자아실현’의 한 형태로 포장하는 방식의 

신자유주의 담론은 여성 청소년의 화장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한 가지 

요인으로 작동하기도 한다. 화장이 여성 청소년에게 “주체적인 외모 꾸밈”이

라는 인식은 화장을 자신을 표현하고, 주체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방식으로 

포장한다. 즉 ‘상품 페미니즘’의 일환으로 신자유주의적 맥락에서 소비문화를 

통한 독립을 경쟁적으로 촉진하는 방식이다(김애라, 2019). 그러나 유채는 

이러한 방식의 담론이 화장을 개인의 선택이라고 단순화하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한다. “예쁜 외모가 곧 능력이자 권력이니,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라는 

메시지”를 내포하며, 몸이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전달한다는 것이다. 또

한, 유채는 “성형, 시술, 소비, 다이어트 등도 다 개인의 선택이며, 그에 따

른 섭식장애, 강박, 콤플렉스, 피해”도 여성 청소년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몫

이 되어왔다고 설명한다. 즉 신체가 자원이 되는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여성 

청소년들에게 신체의 자원화에 대한 압박은 그대로 적용되지만, 그에 수반하

는 부작용은 모두 개인화된 방식으로 전가된다. 

  이처럼 경건한 여성상, 학생다움이 강조되는 반면 꾸밈 문화가 자아실현의 

수단으로 여겨지는 상황에서 여성 청소년은 화장에 대한 모순적인 규범을 경

험한다. 그리고 또래 문화와 적당히 성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여성

성이 규정되어 있는 문화 속에서 다양한 경계들은 청소년 페미니스트들이 그 

사이에서 갈등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59). 한편 나비는 심층 면담에서 

처음에 화장 담론에 관해 “탈코르셋 운동이나 운동적으로 이게 맞는 걸까, 

저게 맞는 걸까. 청소년 운동으로 치면 이게 더 맞는 것 같고 여성 운동으로 

치면 이게 더 맞는 것 같고.”라는 생각에 혼란을 겪었다고 설명한다. 화장하

는 것이 사회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생각에 “운동의 의미에서 

화장을 안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졌다는 것이다. 오랜 시간 끝에 

나비는 “페미니즘은 나를 좀 더 자유롭게 해야 하고. 페미니즘 공부를 한다

59) 실제로 ‘위티’ 내에는 화장하는 연구 참여자도, 탈코르셋 운동에 임하며 적극적으로 

화장을 하지 않는 등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었다. 이러한 다양한 논의의 경합을 확인

하며 연구자는 여성 청소년의 화장과 탈코르셋 운동을 단일한 것으로 바라볼 수 없음

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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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나의 욕망에 좀 더 귀 기울이는 것이”라는 생각에 조금 더 정해져 

있는 한계에서 벗어나야겠다고 마음먹기도 한다. [그림 V-4]와 아래의 발췌

문은 2020년 7월 ‘위티’와 ‘여성환경연대’가 함께한 <우리 그만 화장!> 포럼

에서 유채의 말하기와 발표자료다. 포럼에는 연구자를 포함하여 위티 내의 

청소년 페미니스트들, 학내 청소년들, 탈학교 청소년들 등 다양한 청소년들

이 참여한 상태로 진행되었다.

[그림 V-4] “내 몸을 둘러싼 다양한 경험 다양한 목소리”

우리는 화장을 무조건 반대(찬성)한다고 말할 수 없다. 한 가지로 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기엔 개인의 상황이 다양하다. 외모 강

박을 심하게 가진다 해도 개인의 책임이 아니다. 화장을 놓지 못한다고 해서

(탈코르셋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죄책감을 가질 필요도 없다. 화장하지 말

라, 해라 등의 주어진 선택지가 아니라 화장을 둘러싼 논의에서 더 다양한 

것들이 고려되어야 하고, 개인의 목소리가 들려야 한다. (중략)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상상할 수 있는 것.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 그만 화장! <예뻐야 하지만 화장해서는 안 되는> - 유채

유채는 이러한 경계들 속에서 ‘화장해라’, ‘화장하지 말라’라는 정해져 있는 

것들이 답이 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오히려 그동안 화장을 개별

화된 방식으로, 여성 청소년 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것으로 여겨 왔던 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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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와 담론 자체를 점검하고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는 것이다. 이처럼 위티 내에서 화장의 의미를 탈코르셋 운동과 함께 복합적

으로 논의하고, 서로의 경험을 확인하는 과정은 기존의 사회에서 구획된 경

계만으로 개인의 경험이 완전하게 설명될 수 없는 것을 인식하게 한다. 하나

의 담론만으로 충분히 복합적인 맥락이 이야기될 수 없는 한계를 확인하며, 

“더 다양한 것을 고려”해야 하고 “상상”의 가능성을 확장해야 함을 시사한

다. 이는 한편으로 청소년의 화장을 구획하는 경계가 고정적이지 않고, 개별

적인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다르게 형성되고 다르게 물질화되고 있음을 드러내

기도 한다. 또한, 이는 단일한 ‘청소년 페미니스트’가 존재할 수 없는 현실을 

반영하며, 복수성을 드러낸다. 

3. 경계 허물기

  앞서 여성 청소년의 화장에 대한 논의에서 확인했듯이, 경계는 고정적이지 

않다. 오히려 내부작용 속에서 시간성과 공간성은 반복적으로 재배열되며 형

성된다. 이때 사회적으로 형성된 경계 또한 고정적이지 않다. ‘위티’ 내의 연

구 참여자들 또한, 기존의 사회가 이야기하는 ‘청소년 페미니스트’라는 정체

성이 고정되어 있을 수 없다고 여기며, 오히려 선을 구획하는 방식으로 단정

하지 않고자 한다60). 예컨대 다린은 “저는 계속해서 생성되는 저라고 느끼거

60) 이는 한편으로 연구 참여자들이 공통성, 동일성을 기반으로 한 정체성 정치의 위험

성과 극적으로 단순화한 정체성이 오히려 집단의 경계를 강화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단체 내 평등문화 TF에서는 3차 주제로 ‘탈배제’를 다루며 복

수의 가능성을 밀어내는 방식의 폐쇄적인 정치의 위험성을 논의한 바 있다. 

     또한, 호두와의 면담(2020년 11월) 이후 연구자의 면담 일지에는 ‘청소년 페미니스

트’의 의미를 고정적으로 볼 수 없다는 생각과 연구자 자신의 고민이 담겨 있다. 

  동일한 콘돔전시회더라도 각자 해석하는 방식이 다르고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르다

는 건 늘 신기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안학교를 졸업한 호두, 다린이 청소년이라는 

구획된 정체성에 대한 어느 정도의 거부감이 있다는 것도 재밌다. 이럴 때 보면 청소

년 페미니즘이라는 말을 고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의 한계가 뭘지 이렇게 저렇게 생각

해보게 된다. 페미니스트라고 정의하지만 청소년엔 방점을 두기 어려운 둘, 그리고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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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요. 그래서 저는 저를 뭐라고 막… ‘정체화했니?’라고 하면 이미 완료된 상

태를 묻는 것 같아서 내가 완료되었다고 답하기 되게 주저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것 같아요.”라고 이야기하며, 하나의 단어로 정체성을 단

정하는 방식의 한계를 지적한다. 다린은 비청소년-청소년의 구분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의문을 제기한다. 

저는 되게… 모호한 것 같긴 한데 저는 한 번도 제가 아직까지도 “비청

소년이다”라는 걸 잘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있거든요(웃음). 누가 저

한테 너는 청소년 당사자가 아니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게 좀 의아해요. 

넌 성인이잖아. 넌 어른이잖아. 말을 하면 청소년기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고

민이나 상황이 지금 극적으로 타개된 게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저는… 여전

히 청소년 당사자… 청소년… 그러니까 그…(고민하며) 그 상황에 속해있다고 

느끼거든요. 계속해서 뭔가… 억압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 저는 청소년

기에도 청소년과 비청소년기 사이의 모호한 청소년기를 보냈던 것 같은데 

(중략) 그게 막 어떤… 의미로. 어른의 의미, 그런 걸로 다가온 게 아니라

서… 테니스를 치냐, 배드민턴을 치냐의 느낌으로 다가와서. (양쪽을 번갈아 

가리키며) 사회가 벌려 놓은 비청소년의 것, 청소년의 것. 비청의 것, 청소년

의 것. 그 자체가 저는 의문스러운 상태로 청소년기를 보냈고 그것이 지금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저한테는 그렇게 막… 크게 다가오지

는 않는 것 같아요. 너는 비청이잖아! 그걸 어떻게 확신하는데? 뭔가 청소년

이라는 수식어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청소년이었고 비청이라는 수식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로 저는 비청인데. 그 ‘경계넘기’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의문스러운 경계 어딘가를 넘고 허물어지는 상황은 여전히 동일

한 것 같아서 그리고 이 상황은 아마 제가 마흔 살이 되어도 이어질 것 같다

는 생각이 들어요. 

다린 심층 면담 (2020년 9월)

  다린은 외부에서 비청소년, 성인, 어른, 청소년 당사자라고 자신을 호명하

소년에 오히려 방점을 두게 된다는 도올, 보리 등등을 보면 오히려 관점이 다양해서 

이 공간에서의 배움이 많다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되는 것 같다. (2020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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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이 의문스럽다. 오히려 청소년기에 다린이 “가지고 있었던 고민이나 상

황이 지금 극적으로 타개된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며, 의문스러운 상태로 

청소년기를 보냈던 것이 비청소년인 현재에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린

은 이러한 감각이 다린이 비교적 청소년기와 비청소년의 경계가 확연하지 않

았던 대안학교에 재학한 데에서 비롯되었을 수도 있다고 추측한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다린은 “의문스러운 경계 어딘가를 넘고 허물어지는 상황은 여

전히 동일한 것” 같다고 이야기한다.

  콘돔전시회 준비위원회를 시작하던 2019년 10월, 콘돔전시회를 기획했던 

자색고구미팀의 호두와 다린이 소개했던 텍스트는 다음과 같다. 

결국 세계를 본다는 것은 그 세계를 어떤 특정 방법으로 절단, 분절하는 

것일 뿐이다. 동물학자 윅스쿨은 ‘환경세계’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세계를 어

떻게 분절하는지에 따라 세계의 형상이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 (중략) 우리는 

나무를 나무로 보는 이외의 방법은 모른다.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 문화적인 분절을 끊임없이 의식하고자 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럼으

로써 이제와는 다른 새로운 사실에 눈을 뜰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사고의 용어사전』61) (나카야마 겐, 2009/2009)

  이 글을 통해 기획단이 제시하고 싶었던 것은 “세계를 어떻게 분절하는지

에 따라 세계의 형상이 전혀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다. 기존 사회가 분절

해오며 형성해왔던 경계를 “끊임없이 의식”하는 것은 곧 “새로운 사실에 눈

을 뜰 가능성”으로 연결된다. 비단 콘돔전시회뿐만 아니라 위티 내에서는 선

험적으로 구획된 경계에 문제를 제기하고, 바꿔가기 위한 노력을 다방면에서 

이어나가고 있기도 하다. 이번 절에서는 기존의 경계를 거부함으로써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가는 행위, 그 현실의 역동성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61) 출처: 나카야마 겐(2009). 思考の用語辭典. 筑摩書房. 박양순 역. (2009). 사고의 용

어사전. 서울: 북바이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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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로운 현실 (재)구성

  앞서 위티에서 주도했던 스쿨미투 운동, 작성했던 논평, 정책 대응 등 다

양한 운동들은 기존 사회에서 정의해온 소녀성, 여성 청소년의 ‘상’ 자체를 

거부하고, 비판해왔다. 이러한 소녀, 여성 청소년에 대한 상을 거부하는 것은 

나아가 여성 청소년에게 강요되어온 정상성에 질문을 던지는 것이기도 하다. 

  대표적으로 보리의 대학거부62)는 여성 청소년에게 요구되는 역할과 서열

화된 학교 문화에 대한 저항을 의미한다. 2015년, 대학거부 선언에 참여했

던 보리는 대학 입시를 거부한 것이 “페미니즘적 선언”이었다고 이야기한다. 

“경쟁하는 문화”, “품평하는 문화”가 주류가 되는 공간에 보리는 “그런 공간

에서 나를 상처받게 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이에 보리는 “나라는 존재를 

존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대학 입시 거부는 조금 더 저에게는, 음…. (고민하며) 오히려 지금 생각

하면 페미니즘적 선언이었던 것 같아요. 훨씬 더. 왜냐하면, 저는 학교 내부

의 조직 문화가 싫었는데, 그때는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았지만(웃음), 이를테

면 경쟁하는 문화라거나 품평하는 문화라든가, 주류가 되기 위해서 차별적인 

문화를 공유해야만 하는 것?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 싫었는데 그런 주

류 문화를 꼭 빼다 닮은 것이 대학이라는 공간일 것 같았고. 그래서 내가 또

다시 그런 공간에서 나를 상처받게 할 수 없는 것 같고. 나라는 존재를 존중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내가 파괴되지 않을 것 같았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아주 큰 대의보다는 저 공간은 내가 갈 수 없는? 내가… 나를 파괴하

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공간이라고 느껴서? 그냥 되게, 한편으로는 제 대학거

부의 키워드는 비겁함과 연약함으로 연결되거든요. 그곳에서 맞서고 싸우기보

다는 사실, 내가 나를 존중하고 나를 구성할 수 있어야만 다음 단계가 있겠

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때 소진되었나 봐요. 학교생활에 소진돼서 그

런 결정을 했었던 것 같기도 해요. 

보리 1차 심층 면담 (2020년 7월) 

62) 대학거부는 차별을 정당화하는 교육, 입시경쟁, 능력주의, 신자유주의 생존의 불안이 

수반하는 착취적인 노동에 불복하는 운동이다(투명가방끈,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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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정상성, 정해진 길을 거부하고 대학거부를 선언했던 보리는 “내가 나

를 존중하고 나를 구성할 수 있어야만 다음 단계가 있겠다”라고 느꼈다. “예

쁘고 착한 여자아이”, 즉 사회에서 규정하는 소녀로서 살아갈 수 없다고 판

단한 보리는 ‘나’로서 살아가는 방법으로 대학거부를 선언했다. 학교 문화의 

폭력성, “여성혐오와 나이주의가 만연한 사회”에 문제를 제기하고, 입시경쟁

으로 구획되는 경계를 허물고자 하는 시도로서 보리는 청소년 페미니스트이

자 대학거부자가 될 수 있었다. 이처럼 보리의 대학거부 선언은 사회에서 정

해놓은 소녀의 이미지를 수행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자, 청소년 페미니스트로

서 여성혐오, 나이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비판이기도 하다. 

  2020년 7월 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에 연구 참여자들과 

함께 참여했던 ‘대학거부와 여성 수다회’에서 참여자들은 대학을 “아직도 미

련이 남는 정상성”, “가기도 안 가기도 불편한” 공간, “굳이 가고 싶지는 않

지만, 왠지 가야 할 것 같은 곳”으로 정의하기도 했다. 보리는 수다회에서 

학교의 문화를 그대로 가져가는 대학이라는 공간이 정말로 여성의 평등한 교

육기회를 제공하는지, 계층의 사다리가 되는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보리는 

‘대학’과 ‘여성’을 둘러싸고 정상성이 촘촘하게 구획된 상황에서 공간, 미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보리의 대학거부가 페미니스트 공동체 형성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듯 경계에 대한 거부와 경계 사이에서의 내부작용은 자연히 새로운 현

실로 이어진다. 왜냐하면, 담론과 물질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청소

년 페미니스트들의 실천으로 인해 구체화되고, 경계의 형성-해체-재구성을 

통해 계속해서 수행되기 때문이다. 또한, 도올은 여성 청소년의 인권이 “청

소년의 인권으로만 설명되지도 않고 페미니즘으로만 설명되지 않는” 현실을 

짚는다. 여성 청소년이 살아가는 현실이 하나의 정체성만으로 치환될 수 없

고, 경험이 설명될 수 없을 때 “경험을 언어화할 수 있는 새로운 담론”이 출

현한다. 

예를 들어 ‘여성 청소년의 인권’이라는 것은 청소년의 인권으로만 설명되

지도 않고, 페미니즘으로만 설명되지도 않는다고 생각하거든? 그럴 때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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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쉼) 그럴 때 나는 새로운 담론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해. 어떤 집

단의 경험을 언어화할 수 있는 새로운 담론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도올 1차 심층 면담 (2020년 7월) 

그러나 담론63)과 물질은 완전히 분리될 수 없다. 의미는 구체적인 물질적인 

실천을 통해 만들어지며, 담론적 실천은 경계, 속성의 의미가 차이화되어

(differentially) 작용한다. 이때 담론적 실천은 세계를 물질적으로 (재)구성

한다(Barad, 2007: 148). 이 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전문성과 시간성의 경계

를 허물면서 어떻게 청소년 페미니스트들의 현실을 새롭게 형성하는지를 중

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1) 전문성의 경계 허물기

  2020년 8월에 진행한 ‘청소년 월경 수다회’의 발제자 호지는 청소년으로

서 발제하는 일이 참여자들에게 “페미니즘 활동을 하는 청소년”, 구체적으로 

“청소년이 진행하는 것을 보는 경험”이 되었던 게 인상 깊었다고 이야기한다

([그림 V-5] 참고). 청소년 활동이 청소년 센터의 활동에서 끝나는 상황에서 

“시민단체 이름들에 겁먹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준 것은 호지와 월경 

수다회의 참여자들에게 새로운 의미가 되었다. 여성 청소년이 비전문가, 정

치적으로 활동할 수 없는 존재로 여겨지는 상황에서 호지가 발제를 진행한 

것은 기존 학교나 제도 밖 프로그램에서 비청소년만이 전문가로 인정받고, 

발화할 수 있다는 통념을 바꾸는 일이 되었다. 호지는 이를 “청소년이 가진 

경험이나 청소년의 어떤 것들이 자원으로 인정되지 않고, 전문적인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을 넘고자 하는 시도였다고 정의한다. 

63) 행위적 실재론에서 담론은 언어와 동일하지 않다. 가능성의 영역에서 담론은 고정되

거나 단수의 것이 아니라, 역동하고 다수성(multiplicity)를 지닌 것을 의미한다. 즉 

담론은 무엇이 말해질 수 있는지를 가능하게 하거나 제한하는 실천이다(Barad, 

2007: 146-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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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V-5] ‘월경을 월경이라 말하지 못하고’ (2020년 8월)

  청소년의 경험이나 자원이 전문적인 것으로 인정되지 않고 청소년의 역할

이 늘 ‘미숙’한 ‘예비’ 역할에 그치는 것은 한계적이다. 현재를 살아가는 존

재보다는 현재를 유보한 존재로서 여겨지기 때문이다. 페미니스트 지식이론

은 ‘중립적인 객관성’의 권위에 도전하며 지식의 복수성과 연결성에 주목해

왔다. 즉 부분적이고 위치에 기반한 ‘상황적 지식들(situated knowledges)’

이 형성되며, 성찰적이고 비판적인 태도를 기반으로 지식이 변화할 수 있다

는 것이다(Haraway, 1988). 이러한 지식에 관한 관점은 추상적인 지식의 

주체가 아닌 특정한 역사적, 문화적 맥락에서 살아가는 구체적인 몸을 가진 

주체를 상정한다(정연보, 2013). 청소년 페미니스트들이 현장에서 형성하는 

상황적 지식을 ‘예비’의 것이 아닌 ‘현재’를 살아가는 이들의 지식이라고 볼 

때, 전문성의 개념은 새롭게 정의될 수 있다. 

  총선 대응 프로젝트인 <안녕, 국회>를 기획했던 도올은 위티에서 했던 작

업들이 기존의 전문성에 기반한 관념을 깨고, 지식의 생성과 변화 가능성을 

체험하는 일이었다고 설명한다. 예컨대 도올이 <안녕, 국회>를 기획한 계기

는 ‘정치’라는 것이 ‘정치하는 사람’과 ‘정치에 의해서 삶이 바뀌는 사람’이라

는 이분법적인 틀에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변화를 유동적으로 만들

어나갈 수 있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였다. 정치를 할 수 있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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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으로 여겨지는 나이, 젠더, 학력, 경력 등의 기존 사회적 통념을 깨고, 청

소년의 총선 출마 정치인과 동등한 위치에서 대담을 기획한 것이다. 도올은 

이 작업이 “법으로서, 사회적 관념으로 존재”하는 것들을 “우리 안에서 깨트

리는” 것이었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이러한 경계를 허무는 작업은 새로운 지

식의 형성을 가능하게 한다.

당시에 (<안녕, 국회>) 프로젝트를 기획했던 시작은 단순히 약간 ‘경계넘

기’ 프로젝트와도 비슷했던 것 같은데. 이게 정치를 하는 사람? 정치에 의해

서 삶이 바뀌는 사람에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변화를 유동적으로 만

들어나갈 수 있는? 그리고 정치라는 것이… 누구는 할 수 있고 누구는 할 수 

없고 이런 규율들이 뭔가 법으로서? 사회적 관념으로 존재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우리 안에서 깨트리는 게 필요하다고 해서 

도올 2차 심층 면담 (2020년 11월) 

이러한 기획에 따라 진행되었던 <안녕, 국회> 프로젝트는 청소년 유권자와 

총선 출마 정치인의 틀이 아닌 동등한 정치적인 존재로서의 대화의 구도를 

만들었다. 각자의 위치와 상황에서 미투 운동, 청소년 섹슈얼리티, 자립에 관

해 다루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받고 대담의 의미를 함께 형성할 

수 있는 장이 되었다. 이와 같은 경계를 허무는 일은 동시에 그동안 언론에

서 ‘만18세 당사자’로서 말하기만을 요구받아왔던 청소년 활동가들에게도 주

도적인 위치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는 시간이 되었다. 

  유사하게 ‘위티’에서 2020년 8월부터 진행한 청소년 페미니스트 교육활동

가 양성과정 <경계넘기>는 교육자와 교육을 받는 사람의 경계를 허무는 시간

이 되었다. ‘위티’에서 해당 프로젝트를 시작했던 문제의식은 그간 페미니즘 

교육이 필요하다는 담론과 사회적 요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페

미니즘 교육 담론이 학생을 판단력이 없고, 교정되어야 하는 대상으로 본다

는 한계에서였다. 이에 ‘위티’에서는 교육적 지도라는 이유로 묵인되었던 학

교의 위계와 폭력 자체를 돌아보고, 학생들의 목소리를 듣는 방식의 교육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기초교육과정부터 교육안 제작까지 이루어지는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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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에서 나비는 교육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일단 교육은 대단한 거-대단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라는 고정관념을 내

려놓고 있다. 그리고 오히려 내가 청소년 대상 교육을 하러 갈 때 그들과 같

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 비교적 수평적인 위치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또 ‘함께’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교육자가 된다는 것의 의미’ – 나비 (2020년 9월)

‘내가 교육자가 된다는 것의 의미’를 적은 날, 해당 프로젝트에서는 주변에 

소외되고 배제되어 있었던 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듣기의 윤리에 관해 이야

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에서 잘 듣는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교육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보며 나비는 “비교적 수평적인 위치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또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교육의 가능성을 보게 되었

다.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의 견고한 경계를 무너뜨리고, 교육의 위계 구

조에 대한 성찰에서 대안적 교육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작업이다. 

  ‘아는 것’은 직접적인 물질적 개입이며, 세상의 부분으로서 내부작용하는 

실천이자 역동적인 물질화 작업이다(Barad, 2007). 따라서 아는 것, 행위하

는 것, 존재하는 것의 얽힌 실천은 물질적 실천으로서 계속해서 역동한다. 

전문가의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전문성의 개념을 형성하는 것은 아는 것에

서 나아가 행위하는 것, 존재하는 것 그 자체와도 연결되어 있으며 분리될 

수 없다. 

   

(2) 시간의 경계 허물기

  청소년 페미니스트들이 허물고자 하는 경계에는 청소년이라는 나이 제한에 

의한 것도 있다. 나이는 신자유주의, 그리고 능력주의(meritocracy)와 결합

하며, 정상성 규범을 더 강화해왔다. 맥락과 환경보다는 지능이나 노력이 사

회적인 성공과 보상을 담보한다는 능력주의가 당위인 사회에서 나이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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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성은 더 강하게 작동한다. 즉 성공을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

고, 능력에 따라 사람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 정당한 것이라는 신념이 강화

되는 것이다(McNamee & Miller, 2009). 이렇게 나이에 따른 강한 구분은 

직선적이고 선형적인 시간관에 기반한다. 이러한 선형적인 시간관은 관계성

과 인과성을 일방향적인 것으로 상정하는 재현주의의 영향에서 비롯된다

(Coleman, 2014). Coleman(2014)은 비선형적 시간관을 통해 미래를 현재 

행위(원인)의 결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닌 바로 지금 행위하는 시간으로 이해

할 것을 제안한다. 

  ‘위티’에서도 나이에 따라 능력/무능력, 성숙/미성숙, 보호/피보호, 전문성

/비전문성이 이분화되어 나뉘는 것을 비판하고, 시간을 재정의할 것을 요구

해왔다. 예비, 미성숙, 보호의 대상인 청소년을 규정하는 방식에 대한 물음은 

근본적으로 선형적이고 단계적으로 구분되는 시간성에 기반한다. 특히 나이

라는 시간성은 나이에 따라 발달단계가 정해지고, 단계별 특징이 고정되는 

‘발달단계’ 담론과도 얽힌다. 이는 나이에 따른 구획을 강화하며, 청소년의 

삶을 미래를 위한 예비의 단계에 위치시키며, 그 이후의 시간과 분리한다. 

다음의 [그림 V-6]은 시간 개념을 평등문화 TF 1차 ‘당사자성’ 수다회에서 

정리하여 재구성한 그림이다. 

[그림 V-6] 시간에 대한 재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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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을 재정의할 때, 과거, 현재, 미래는 더이상 독립적으로 구분되고 나

뉘지 않는다. Barad(2007)는 과거가 한 번에 종료되지도 않으며, 과거와 미

래는 물질의 반복적인 ‘되기’ 속에서 접혀 들어간다고 설명한다. 즉 시간의 

개념이 직선적이지 않으며 계속되는 물질화 속에서 접혀 들어가는 역동과 같

다는 것이다. ‘19금’이라는 단어가 19세와 20세의 단절을 표현하는 것처럼, 

청소년기와 성인기는 분리된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독립적이지 않으며, 

직선적이지도 않다. 

  특히 청소년기의 억압은 비청소년기에 다른 형태의 억압으로 부가된다. 이

는 청소년 인권 담론이 단순히 ‘당사자 운동’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이에 

대한 규범성을 전복하자는 시도임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평등문화 TF 1차 

세미나에서 여름은 비청소년이 되는 것이 비당사자만으로 여겨지는 상황에 

질문했다. 여름이 “스무 살”이 된다는 것은 “내가 어린 여성”이라는 것을 사

라지게 하지도 않았으며, “청소년 운동을 경험했기 때문에 오는 감각들”은 

비청소년기에도 여름에게 그대로 지속되었다. 오히려 청소년 인권과 나이주

의에 대한 문제의식은 청소년기와 비청소년기와 관계없이 여름의 일상과 관

련되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스무 살이 되었다고 해서 내가 어린 여성이라는 게 쓱 사라지는 것이 아

니었고, 청소년이어서가 아니라 청소년 운동을 경험했기 때문에 오는 감각들

이 있는 건데. 그게 저한테 되게 많은 영향을 줬어요. 예를 들면, 다른 데에

서는 대놓고 어디라도 무시하는 건 아니더라도 이 사람은 어린 사람이고 나

보다 경험이 없을 거라고 미리 단정하고 생각하고 사람을 대할 때 태도가 달

라지니까. 이런 게 청소년 운동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몰랐을 수 있는데 경험

하고 나니까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 너무 불편하다. 이런 생각. 

평등문화 TF 1차 세미나: 당사자성 – 여름

  단도 마찬가지로 “청소년 시기에 힘들”었던 “개인적인 과거”와 “(현재의) 

내가 단절되어 있다고 느끼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고등학교를 졸업함과 동

시에 단이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공간의 영역은 바뀌었지만, 당시에 느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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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압적인 학교 환경, 차별, 혐오” 등은 현재에도 단에게 계속 영향을 미치

고 있기 때문이다. 단과 여름에게 경험은 19살을 기준으로 분절되지 않았고, 

오히려 현재의 경험과 얽히며 작동하고 있었다. 이는 현재가 과거와 다르며, 

변화가 현재에서 미래로 흐른다고 상정하는 선형적인 시간관에서 벗어난다.

일단! 제일 큰 이유는 내가 청소년 시기에 힘들었어서 그런 것 같아. 그

러니까 다른 개인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어쨌든 나는 억압적인 학교 환경이나 

차별, 혐오로 가득한 그 공간이 너무 싫었고? 그게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 그 시기와 내가 단절되어 있다고 느끼지 않는 것 같아. 그러니

까 그때의 내가 겪었던 힘듦이 결국 지금의 나를 만든 것 같고? 그래서 아직

까지 뭔가 어…. 계속 마음이 가는 주제고? 그리고 나는 막 페미니즘…에 대

해 이야기할 때 사실 막 다른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것에 이야기하고 싶

지 않은 마음도 있어. 어쨌든 지금 주류는 2030의 담론이고! 그래서 조금 

덜 이야기되는 것에 귀 기울이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것이 특히 나의 개인적 

과거와 연결이 될 때는 당연히 거기에 마음이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 

단 1차 심층 면담 (2020년 7월) 

  이처럼 시간에 대한 재정의는 복합적인 공간-시간-물질화 속에서 시간이 

어떻게 유동적으로 형성되는지를 확인하게 한다. 당사자-비당사자의 경계를 

흐리고, 오히려 연구 참여자들의 과거-현재-미래를 변화하는 관계 속에서 이

해하게 하는 것이다. 연구자 또한, ‘위티’에서 활동하며 가장 많이 돌아보았

던 것은, 그동안 연구자 스스로가 청소년기의 자신과 현재의 자신을 분리하

고자 했음을 발견한 것이기도 하다. 스무 살이 되는 동시에 힘들었던 열아홉 

살까지의 자신과 단절됨을 선언하고, 되돌아보지 않았던 것은 직선적 시간의 

개념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스무 살이 되며 잊었던 청소년기의 학

교, 가정 등에서의 경험을 상기하는 것은 연구자의 삶에서 열아홉까지의 ‘나’

와 어떻게 쉽게 단절을 선언해왔는지를 확인하는 일이었다.

  또한, “19살인 나를 소멸”해버리는 방식에 대해 호두와 다린은 독립출판한 

책 『비상구에는 모기가 많았어요』에서 청소년 섹슈얼리티를 시간성과 결부하

여 사유한다. 다린과 호두는 “우리의 살아감은 역할 이동이” 될 수 없으며, 



- 174 -

“섹슈얼리티에 대한 고민을” “하는 ‘때’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민이 

연속되고 확장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즉, 스무 살을 열아홉 

살과 다르게 섹슈얼리티에 대한 고민을 시작할 수 있는 시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연속적인 살아감” 속에서 청소년 섹슈얼리티를 논해야 한

다는 것이다. 

20살이 되는 순간, 19살인 나는 소멸해버리고 마나요? 우리의 살아감은 

역할 이동이 아닙니다. 엄마가 되는 순간, 그 이전의 나는 사라져 버리는 게 

아니듯이 말입니다. 나에서 나로, 또 나에서 나로, 우리는 끊임없이 연속적인 

살아감 속에서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나의 몸에 대한 고민을, 나의 섹슈얼리

티에 대한 고민을, 나의 살아감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는 ‘때’를 부여하는 것

이 아니라, 그 고민이 연속되고 확장되는 과정과 함께해야 할 것입니다. 복수

심이라는 감정이 위험하다고 해서, 우리가 복수심을 열아홉 살 이후에 알라

고 하지 않듯이 말입니다. 

<비상구에는 모기가 많았어요: 

몸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의 몸짓 이야기> -자색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책에서는 청소년의 섹슈얼리티가 금기, 즉 알아

서는 안 될 것으로 여겨지는 것을 다시 한번 비판하며 “연속되고 확장되는 

과정”으로서 청소년의 섹슈얼리티를 볼 것을 제안한다. 따라서 기존에 상정

해왔던 시간의 경계를 허무는 것은 ‘청소년’이라는 시간에 따른 경계 자체를 

질문하는 과정이다. 또한, 이 시간 개념은 단절되어 있었던 논의를 연결하고 

확장한다. 

2) 역동성: “우리가 전복적으로 무엇인가를 해나가는 과정”

  마지막으로, 이렇게 경계를 허물고 재구축하는 과정은 고정된 어떤 상태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역동하는 과정에서 이어지고, 확장되는 과정이기도 하

다. ‘되기’의 과정은 내부작용의 비결정적‧인과적인 실행에 의한 것이며, 반

복되는 내부작용은 시간성과 공간성이 형성되는 역동 속에서 물질적-담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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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들을 (재)형성한다(Barad, 2007). Barad(2007)에 의하면 역동은 변화와 

관련한 개념이다. 행위적 실재론은 권력과 역동 자체를 재고하도록 하며, 역

동을 고정적이며 문제가 없는 개념으로 인식하는 데에서 벗어나게 한다. 

  이와 같은 유동적인 역동성은 청소년 페미니스트들이 주체적인 독립적 존

재로서 스스로 행위함으로써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 담론, 공간 등의 

내부작용을 통해 형성된다. 보리는 그동안 위티에서 시도했던 프로젝트들이

나 일에서 “실패나 리스크(위험)를 감수”하면서 자연스럽게 “역동성”이 형성

되었다고 설명한다. 누구와 어떻게 함께할지 알 수 없고, 어떤 상황들이 발

생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실패와 위험을 감수하고 시도해보는 과정은 ‘위

티’를 자연스럽게 변화하고, 역동할 수 있는 정치적인 공간으로 만들었다. 

우리가 그동안 시도해왔던 사업들이나 그 방식들은… 음… 늘 실패나 리

스크를 감수하는 데에서 나왔던 형태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처음 온 사람에게 

구호 맡기기 이런 것? (웃음) 그런 역동성이나 이 공간, 음… 청페모를 처음 

시작한 사람들과 이야기 하다보면 이 공간은 사람으로 남아있거든요? 이 사

람들에게? 저는 그게 되게 신기하기도 한데. 그런 면에서 이 공간이 참, 사

람이 많이 좌우하고 그건 사람들이 와서 쉽게 바뀔 수 있는 형태라는 뜻이

고, 지금까지. 

보리 2차 심층 면담 (2020년 11월) 

  구체적으로 도올은 <안녕, 국회> 프로젝트를 설명하며, 역동성을 함께 형

성했던 경험을 이야기했다. “총선 시국에 만18세로 호명되던 시기”에 도올은 

변화와 역동 대신 당사자에 고정되어 있고 멈춰있는 존재로서 이야기해야 했

으며, 이는 “사람이 고정”되는 일이었다. 그러나 도올은 <안녕, 국회> 프로젝

트에서 직접 질문을 만들고, 하나의 이미지로 고정되지 않는 대화를 만들어

가며, 프로젝트 자체의 역동성을 느꼈다. “누군가에 의해 무엇으로 호명되기

보다는 우리가 전복적으로 무엇인가를 해나가는 과정”이었다는 것이다. <안

녕, 국회>가 도올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묻는 연구자의 질문에 도올은 다음

과 같이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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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올: 당시에 시작할 때 있었다기보다는 하면서? 혹은 끝나고 되돌아봤을 

때? 느껴지는 것.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 당시에 어떤… 그 총선 시국

에 만18세로 호명되던 시기들이 나에게 있었고. 그것이 당사자성을 강

조하는 방식이었고. 물론 당사자성을 강조하는 방식은 운동의 어떤… 

뭐라고 해야 하지? 

     연구자: 전략?

     도올: 전략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좀, 사람이… 되게 고정된다? 그 사람의 정

체성이나 위치가 고정된다는 의미이기도 할 때 그게 나에게 지치는 과

정이었고. 그런 의미에서 안녕, 국회는 조금 더… 내가 조금 더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뭔가 예를 들어, 우리가 참정권 질문이나 테마를 

짜면서도 약간 좀… 재미있었던 것은 음…. 우리가 더이상 누군가에 

의해 무엇으로 호명되기보다는 우리가 전복적으로 무엇인가를 해나가는 

과정이었다고 느끼고. 그것의 차이는 결국, 내가 어떤… 상? 어떤 사회

가 만든 특정한 상에 맞추기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할 수 있었

다는 게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네, 시간이 지난 후에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그런 어떤… 인터뷰들이나 언론 노출 같은 것들이 많이 되

었던 시기에 내가 고정된 상에서 벗어나서 내가 하고 싶은 안이나 일

을 해보고 그런 것들을 동료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네요.

도올 2차 심층 면담 (2020년 11월) 

  그러나 이러한 역동성이 늘 평온하게만 작동했던 것은 아니다. 누구와 무

엇을 어떻게 할지 알기 어려운 상황은 울퉁불퉁한 논의, 갈등에 놓이는 상황

을 만들기도 했다. 예컨대 2기 집행위원회를 마치며 했던 워크샵은 2차에 

걸쳐 진행될 정도로 늘어나고, 2시간을 예정한 회의는 3시간, 4시간으로 늘

어나기 일쑤였다. 2020년 10월,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한 평등문화 TF 4차 

수다회에서는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의 이분법을 넘어서: 가치 게임”을 

진행했다. 가치 게임은 10개의 단체 운영에 필요한 키워드들을 중요성에 따

라 나열하고,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순서가 바뀌는지 확인하고 공유하는 

게임이었다([그림 V-7] 참고). 게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연구자는 역동성이 

어떻게 단체 내에서 작동하고 있는지를 체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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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V-7]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의 이분법을 넘어서”

해당 게임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모든 것이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키워드들에 

순서를 매기는 것 자체에 곤란해하기도 하고, 어려워했다. 그렇다 보니 많은 

참여자가 “공동 1위, 2위 하면 안 되나요?”라는 말을 하며, 정확히 순위를 

정하는 데 어려움을 표했다. 각자 골똘히 고민하며 우선순위에 따라 카드를 

배열했지만, 배열하는 순서와 중요하게 여긴 것들은 모두가 달랐다. 서로 이

야기하는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들과 연구자는 서로가 경험하는 상황에 따라 

중요한 가치가 다름과 함께 왜 서로의 초점이 달랐는지에 경청할 수 있었다. 

이렇게 서로 다른 가치와 마음가짐은 종종 ‘위티’ 내에서 활동하며 쟁점이 

되기도 했지만, 한편 이렇게 가치에 따라 다른 의미부여는 ‘위티’라는 공간이 

왜 역동적이고 유동할 수 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듯 보였다. 다르기에 

그간 마음 쓰지 못했던 가치에 한 번 더 눈길을 주고,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

면서도 공통감각을 형성할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위티’가 역동적인 공간으로서 변화하고, 바뀔 수 있는 것은 청소년 

페미니스트들이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자랄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경계에 의해 구획된 규범이나 정상성이 청소년 페미니스트들의 삶의 규율할 

때, 단은 그 공간에서의 성장은 “폭력적인 방식”에 가까웠다고 말한다. 왜냐

하면, 단의 어떠한 행위나 삶은 “우리 학교의 입시 실적”이나 “좋은 딸”이라

는 고정된 이미지로 재현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에게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자랄 수 있는 공간”에 있는 것이 “주체가 되는 경험”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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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된 하나의 상이 아니라 역동하고, 변화할 수 있는 ‘나’로 존재할 수 있

었던 계기라는 것이다. 

그냥 내 생각에는 청소년이 한국에서 특히 뭔가 주체가 되는 경험을 하기 

어려운 것 같아. 그 자체가 너무 쉽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위티’

가 좋았던 것도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어떻게 해보고 기획해보고 실

행해보고 이런 과정들이 사실 재미도 재미지만 약간 필요하잖아. 자기의…. 

(고민하며) 음…. 그러니까 나는 가끔. 청소년으로 살다 보면 생각까지 점령

당하는 기분을 느꼈는데. 그러니까 나는 예를 들어 입시로 불안해 하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것. 그런데 뭔가 내 힘으로, 내 생각대로 

해보는 경험이 그래서 엄청 그게 되게 자유로움을 주고? 성장하는 데에도 많

은 도움이 되고? 그것이 폭력적인 방식의 성장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자랄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나에

게도 항상 뭐…. 우리 학교의 입시 실적이 될 학생이거나 좋은 딸이거나 그

런 것에서 조금 벗어나서 ‘나’로 존재할 수 있었던 계기가 나에게는 위티였

고? 뭔가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훨씬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

고? 왜냐하면, 막 모든 것이 한 번에 바뀔 수는 없지만 내가 UN 갔다오고 

이런 게 의지가 된 경험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게 될 수 있으면 좋겠다

는 생각이 들어. 

단 1차 심층 면담 (2020년 7월) 

  이처럼 역동성은 개인의 삶, 공간, 시간을 하나의 고정된 정체성으로 정의

하고, 가두기보다는 변화를 가능하게 한다. 다시 말해 경계를 확인하고, 허무

는 과정은 새롭게 경계를 형성하게 하기도 하지만, 경계의 구분을 흐리고 계

속해서 변모할 가능성을 열어두는 일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역동성은 시간

성, 공간성, 물질성, 관계성을 계속해서 변화시키며 새로운 현재를 상상하고, 

실현하게 한다. 즉, 새로운 정치적 현실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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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청소년 페미니스트 ‘정치’의 구축

  연구자는 연구를 시작하는 시점에 청소년의 ‘정치’, 청소년 페미니스트의 

‘정치’를 말하거나 정의하기 어려워했다. 제도권 중심의 정치 참여를 중심으

로 생각할 때, ‘정치’의 범위는 좁게 정의되며 청소년을 정치적인 존재로 인

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던 와중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위티’에서 진

행한 유튜브 프로젝트 <안녕, 국회>에서 연구자는 조금 더 실무자의 위치에

서 활동할 수 있었다. 프로젝트의 논의는 연구자가 정치에 가지고 있었던 기

존의 시각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기획 단계부터 정리까지 프로젝트에 

실무진으로 참여하며, 연구자는 정치를 인식하던 이전의 관점이 청소년의 정

치를 얼마나 제한적으로 바라보게 했는지를 깨달았다.

  <안녕, 국회> 프로젝트에서의 참여관찰에서 연구자는 ‘정치’의 의미를 좁게 

규정하는 것이 행위의 범위와 참여의 의미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달으며, ‘정치’ 자체의 의미를 먼저 고찰해야 함을 느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 페미니스트 ‘정치’를 재사유하고 탐색할 수 있었

다. 어떻게 기존의 ‘정치’라는 개념의 경계에 청소년 페미니스트들이 저항하

며, 참여를 통해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가는지에 주목하며, 연구자는 기존 정

치 체계에 매끄럽게 진입하는 방식이 아닌 기존의 정치의 틀을 깨는 형태로

서 청소년 페미니스트 ‘정치’를 인식할 수 있었다. 

  또한, 청소년의 정치에 대한 성급한 일반화를 피하기 위해 청소년 자신들

이 어떤 다양한 방법으로 ‘정치’를 개념화하는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Flacks(2007)의 논의는 연구자가 청소년 페미니스트 ‘정치’를 재정의하는 과

정에 영향을 미쳤다(Gordon, 2009: 203 재인용). 이 장에서는 ‘정치’를 좁

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기존의 ‘정치’를 Fraser의 참여 동등을 통해 살펴보

고, ‘정치’와 ‘정치 행위성’의 의미를 재사유함으로써 대안적 정치의 가능성

을 탐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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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여 동등에 대한 인식

  Fraser의 ‘참여 동등’은 본질적으로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적 삶에서 동료

로서 상호작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기준으로 작동한다(Fraser, 2005). 

참여 동등 원칙의 실현은 경제 차원의 분배, 문화 차원의 인정, 정치 차원의 

대표를 통합하는 삼차원적인 정의 모델을 통해 가능하다. 이중 정치적인 차

원은 누가 구성원이 되는지를 결정하는지에 대한 정의의 차원으로, 공정한 

분배와 상호적 인정을 받는 범위에 누가 포함되고 배제되는지의 문제를 규명

한다. Fraser는 정치 영역을 포함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다른 사람이 동

등하게 참여할 가능성이 부당하게 거부되는 경우 부정의가 발생한다고 제기

한다. 이러한 틀을 바탕으로 할 때, 참여 동등은 규범의 민주적 정당성, 즉 

절차적 기준을 명확히 하는 평가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 

  청소년 페미니스트들은 앞서 살펴본 대로 다양한 방식으로 정치적으로 행

위하며, 사회의 구조, 담론, 물질, 관계 속에서 복합적으로 내부작용한다. 그

러나 비청소년과 동등한 사회 구성원, 즉 동등한 의사결정권을 가진 존재로 

인정되지 않는 상황은 청소년 페미니스트들의 참여 동등을 보장하지 못하는 

원인이 된다. 나비는 의제강간연령 상향에 대한 에세이에서 “청소년을 보호

하기 위한 법이라면서도 청소년의 의견과 삶의 이야기는 하나도 반영되지 않

았다”며, “나의 존재는 끝내 법에서까지 지워졌다”고 토로한다. 청소년을 위

한 것이라고 하면서도 청소년의 목소리와 존재가 지워진 것은 사실상 청소년

을 위한 법과 제도가 청소년을 ‘위한’ 것인지 의문시하게 한다. 한편으로, 이

는 청소년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는 이유에 주목하게 한다. 

지난한 시간들을 거치고 이제는 내 경험의 맥락과 감정들을 비로소 나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나의 존재가 틀리지 않았음을 끊임없이 곁에

서 말해주었던 이들 덕분이다. 그들은 나의 복잡하고 머리 아픈 고민들 또한 

나눠주었다. 그 시간들이 무색하게도, 의제강간연령 상향 법안은 n번방 방지

법에 포함되어 아주 자연스럽고 빠르고 당연하게 통과되었다. 청소년을 보호

하기 위한 법이라면서도 청소년의 의견과 삶의 이야기는 하나도 반영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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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이제 이 사랑은 죄가 되었고, 나의 존재는 끝내 법에서까지 지워졌다. 

의제강간연령 속에 가려진 나의 이야기: 

의제강간연령에 대한 여성청소년 당사자의 경험 글쓰기64), 나비 (2020년 5월)

  나비의 이야기는 여성 청소년이 동등한 의사결정권자로 참여할 수 없는 

법적·제도적, 사회·문화적인 제약을 비판적으로 짚는다. 한편 정부의 ‘낙태죄’ 

개정입법예고안에 반대하는 연속 기고글에서 보리는 청소년의 존재가 드러날 

수 없게 하는 ‘낙태죄’를 문제 삼는다. 사실상 법정대리인의 임신중지 동의를 

의무화하는 예고안은 결국 여성 청소년이 임신중지를 위해 “비청소년 지인의 

이름을 빌려야” 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다양한 영역에서 청소년 페미니

스트들은 “자신의 존재를 숨긴 채” 살아가야 하는 현실, 낙인, “허락”을 요구

하는 상황을 비판한다. 

여전히 많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존재를 숨긴 채 살아갑니다. 성을 경험하

는 여성 청소년에 대한 낙인이 없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청소년이 자신의 이

름 그대로 살아가더라도 위기를 경험하지 않을 수 있는 세상을 희망합니다. 

정부의 ‘낙태죄’ 개정입법예고안에 반대합니다. 내게 필요한 건 허락이 아니

라, 이름을 빌리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었습니다.

#낙태죄폐지 #허락은필요없다 #청소년_임신중지권_보장하라 

– 보리 (2020년 11월)

  이처럼 청소년, 여성 청소년의 존재가 정치에서의 의사결정권을 가진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받지 않는 것, 즉 존재가 지워지는 것은 청소년이 동등한 참

여의 권한이 없음을 의미한다. 이 절에서는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법적, 제

도적으로 보는 선거연령의 문제와 사회적으로 청소년의 발언이 공식적인 정

치 영역에서 ‘들리는지’를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이는 허락된 권리가 없을 

때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기존의 권력을 부여하는 기제를 드러내고 방해하는 

64) 출처: ‘의제강간연령’에 가린 나의 이야기: 여성 청소년 당사자의 경험 글쓰기 

(2020). 오마이뉴스. Retrieved January 17, 2021, from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641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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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임을 시사한다(Butler, 2015/2020). 

1) 제도적 차원으로서 참정권

  참정권은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Marshall, 1965). 이때 참정권의 획득이란 ‘정치적인 

시민권’이 있는 것, 즉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따라서 참

정권에는 선거권뿐만 아니라 피선거권, 국민투표권, 주민발의권, 주민소환권 

등의 권리가 포함된다. 그러나 선거권 제한 연령 기준, 피선거권 제한 연령 

기준, 정당 가입 연령 기준 등은 청소년의 참정권을 제한한다. 이처럼 참정

권에 대한 요구는 사회 구성원, 시민으로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기본적인 

일이다. 

  그러나 비청소년, 재산 소유자, 남성 등 남성 부르주아의 특권으로 인식되

었던 참정권의 역사에서 여성, 흑인, 장애인, 청소년 등에게 참정권은 자연적

으로 주어지지 않았다. 예컨대 20세기 초까지 서구사회에서 여성의 참정권은 

완전히 보장되지 않았음은 이를 증명한다. 20세기 초 영국에서 참정권 운동

을 했던 서프러제트(suffragette)는 여성이 이성적이지 못하기에 투표할 권리

가 없다는 당대의 인식에 맞섰고, 이 투쟁의 결과로 참정권을 얻게 되었다. 

이처럼 선거의 권리는 계급, 성별, 인종에 따른 제한 사유의 타파를 통해 획

득되어 왔다(김효연, 2016). 

  유사하게 일정 연령에 도달한 국민만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원칙은 

연령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참정권을 제한해 왔다.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

워크 ‘위티’에서는 청소년 참정권 보장과 학생 인권법 제정을 목표로 창립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의 단위로 연대 및 참여하며 청소년 선거권 연령 

하향과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 왔다. ‘위티’에서 해당 연대체 담

당자로 활동한 도올은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는 것은 “청소년 역시 동등한 

시민임을 제도적으로 확인”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한다. 왜냐하면, 참정

권, 그중 선거권 제한은 해당 집단을 정치적으로 배제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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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참정권은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더불어 앞선 

흑인, 여성 참정권 운동들로 증명되었다시피 투표권 행사는 청소년 역시 동

등한 시민임을 제도적으로 확인한다는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청소년

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는 늘 정치에서 배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회적 약자가 겪는 폭력과 불평등을 해소할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

은 정치 참여이기도 합니다. 제가 상상하는 페미니스트 정치는 ‘더 중요하

고’, ‘덜 중요한 것’을 나누고, 청소년을 비롯한 소수자의 문제를 ‘덜 중요한 

것’으로 치환하며 외면해 왔던 기성 정치를 부수는 새로운 시각과 목소리를 

실은 정치입니다. 페미니스트 정치가 여성만을 위해, 여성이 하는 정치라고는 

생각하지 않으며, 그럴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과 청소년은 비슷한 억

압을 공유합니다. 실제로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금하는 이유의 대부분은 100

여 년 전 서프러제트들을 막았던 이유와 상당히 흡사하며, 비청소년 여성은 

투표권이 있지만, 그것이 그들이 정치에 온전히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지 않

습니다. 청소년이 동등한 동료 시민으로 대우받지 않는 사회에선, 여성 역시 

평등한 주체가 아닐 것입니다. 

발제문 ‘2020, 청소년 페미니스트 정치를 상상하며’ (2020년 4월) 

<미투운동, 2020년 정치가 되다> - 도올

2020년 4월,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과 연세대학교 젠더 연구소에서 

진행했던 포럼 <미투운동, 2020년 정치가 되다>에서 도올은 미숙하고 판단

력이 없을 것이라는 이유로 20세기 초 여성 참정권이 제약받았던 것이 청소

년 참정권을 제한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음을 주장한다.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을 나누는” 기성 정치를 비판하는 페미니스트 정치가 청소년 참정

권 논의에도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도올의 발제는 청소년 참정권 보장

이 결코 ‘덜 중요한 것’이 될 수 없음을 재차 강조한다. 

  청소년이 비청소년과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정치에 참여할 것이 보장되

어 있지 않은 부정의한 상황에서 연구 참여자들이 선거권에 관심을 가졌던 

것은 법적‧제도적인 선거권의 보장이 “청소년 참정권의 시작이고, 마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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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 때문이었다. 선거권의 보장이 정치 참여의 보장과 동일시될 수는 없지

만, 투표권이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이기도 하다. 2019년 12월 선거권 

연령이 만19세에서 만18세로 하향되며, 청소년 참정권에 대해 논의한 <안

녕, 국회>의 첫 번째 영상에서 단은 다음과 같이 선거권의 의미를 정의한다. 

투표…. 사회에서 내 의견이 공식적으로 받아들여지고 그게 되게 논의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려면 어느 정도 공식적인, 그리고 기존에 

있는 어떤 창구를 통해 말을 할 때만 그렇게 평가를 받는 것 같거든요. 그래

서 청소년이 투표를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청소년 참정권의 시작이고, 마중

물이고.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되게 저 개인에게는 

달라진 게 없지만, 기분이 엄청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안녕, 국회> ‘청소년 참정권은 이제 시작이다’ – 단

해당 영상을 함께 촬영했던 다른 청소년 페미니스트들 또한 선거권 연령 하

향에 함께 기뻐하고, 축하했다. 이들도 선거권 연령 하향을 위한 청소년 운

동의 노력을 계속해서 인지하고, 그 운동의 일원으로서 참여하고 있었기 때

문이다. 이처럼 투표는 청소년의 의견이 받아들여지고, 논의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게 하는 “어느 정도 공식적인 창구”의 구실을 한다. 실제

로 2020년 4월 15일 총선에서 중앙 정부 부처와 교육청 등에서 개발한 선

거교육 자료나 계획은 만18세 청소년을 ‘유권자’로 인식하는 등 이전과 다른 

변화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물론 선거권 연령이 만19세에서 만18세로 하향

된 것은 청소년 참정권의 큰 성과이며, 제도적이고 법적인 청소년의 선거권

을 보장할 수 있었던 ‘마중물’이었지만, 연구 참여자들은 선거권 연령 하향이 

전부가 아님을 계속해서 상기한다. 참정권은 법적, 제도적으로 정치에 참여

할 권리이기도 하지만, 사회적이고 정치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행위할 권리

이기 때문이다. 

  앞서 도올은 “비청소년 여성은 투표권이 있지만, 그것이 그들이 정치에 온

전히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설명하며, “청소년이 동등한 동료 

시민으로 대우받지 않는 사회에선, 여성 역시 평등한 주체가 아닐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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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한 바 있다. 즉 투표권의 보장이 동등한 동료 시민의 참정권과 등치될 

수 없다는 것이다. 참정권을 ‘동료 시민’이 가진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권리로 

인식하는 것은, 청소년의 참여 동등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으로서 청소년 정

치 참여를 인정, 분배와 정치 차원의 논의로 확장하는 출발점이다. 이어서 

청소년 시민이 사회적‧정치적으로 발화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목소리가 

인정되었는지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고자 한다. 

2) 사회문화적 차원: 청소년은 ‘말할’ 수 있는가?

  Spivak(2010/2013)은 자신의 목소리-의식(voice-consciousness)을 스스

로 표현할 수 없고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지식인, 서구 지배 담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서발턴(subaltern) 주체의 말하기에 주목한다. 모든 말이 공적

으로 인정될 수 있는 말이 아니고, 모든 목소리가 정치적 주체의 유의미한 

발화가 되지 않기에, 담론 권력과 공적 언어에 내포된 이데올로기를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김애령, 2012). 서발턴 여성이 대변되는 과정은 자연히 서발

턴 여성의 스스로 말할 권력을 박탈하고, 이 과정에서 허용과 배제의 담론 

권력이 작동한다. 청소년 페미니스트들은 지배적인 정치 체계 안에서 청소년 

페미니스트의 목소리가 다른 이들에게 들리지 않는 한계를 인식했다. 

  

한편으로는 이미 존재하는 정치의 틀 자체에서 청소년이나 여성 등의 목

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기 어려운 것 같다는 고민이 들어요. 미투 운동을 

통해서 사회 여러 영역의 불평등이 수면 위로 올라온 만큼, 또 지금은 선거 

연령도 낮아진 만큼, 더더욱 정치 체제 내에서도 우리가 가진 차이들에 주목

하고 다양한 소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안녕, 국회> ‘청소년 참정권은 이제 시작이다’ 답변지 – 단

단은 현재의 정치 틀이 실질적으로 청소년이나 여성 등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어렵고, “다양한 소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현실을 지적한다. 선

거연령이 만18세로 하향되었지만, 청소년이 여전히 미성숙하고, 정치적인 능



- 186 -

력이 없다고 여겨지는 현실은 여전히 공적으로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하는 한

계를 드러낸다. 보리는 평등문화 TF 1차 세미나에서 “(청소년이) 말할 수 있

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의 능력/비능력, 성숙/미성숙, 보호/피보호, 

전문성/비전문성의 이분법을 다시 질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이는 기

존 사회와 정치의 담론이 이분법을 기조로 할 때 청소년의 목소리가 들릴 

수 없을 것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능력이 있는 사람, 전문가로 여겨지는 비

청소년 남성만이 정치적인 존재로 여겨질 때, 정치는 이분법을 더 강화한다.

  낙태죄 폐지 릴레이 기고글에서 다린은 늘 “허락”되어야 하고, “음성이 언

어”가 될 수 없었던 현실을 지적하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허락이 아니라 

우리의 목소리”이며, “경청”이라고 표현한다. 허락은 대화에서 수평적인 관계

를 전제하지 않고 허락하는 자와 허락받는 자를 구분하기 때문이다. 다린은 

이미 목소리가 있었으나 그 “음성”이 “언어”로 들릴 수 없었다고 지적한다. 

다린의 표현에 따르면, 현재의 “언어”는 “존재를 은폐시키는 소음”에 가깝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허락이 아니라, 우리의 목소리다. 문장을 쓰고 나서 잠

시 숨을 천천히 내쉬었다.

      하지만, 하지만 이미 목소리는 도처에 있었는걸. 더 잘 말하기 위해서, 더 

더 잘 말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애를 썼는걸. 아무것도 없다는 듯이 지나치

던 일들은 얼마나 오래였었더라. 허락을 구할 목소리로조차 여겨지지 않는 

음성을 우리는 얼마나 오래 소리 내고 있었더라. 도처에는 소리로 자욱한데

도 불구하고, 도무지 음성이 언어로 고려될 기미가 없던 것은, 그것은 또 얼

마나 오래였더라.

       나의 존재가 은폐된다. 은폐가 유발된다. 우리는 이 유발됨을 붙들고 되묻

기로 한다.

       왜 울음과 신음을 언어로 여기지 않아? 왜 들리는 목소리를 듣지 않아?

       이제는 나의 목을 붙들고서 애를 쓰는 대신에, 듣기를 거부하는 귀를 응시

하기로 한 거야. 쓰라린 쪽이 더 이상 소리 내느라 부르튼 우리의 목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요구하기를 경청하기를. 붙들고 흔들기를 경청하기를. 은폐

를 유발시키는 그 모든 묵살 앞을 우뚝 가로막으면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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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명한 질문 속에서 우리는 다시 자욱한 소리를 듣는 것이지. 은폐되는 모

든 소리와, 그 은폐를 유발하는 모든 것들에게서 우리는 되묻는 것이지. 존재

를 은폐시키는 소음만을 언제까지 언어라고 칭할 것인지.

       그게 들리는 전부인 것인지. 우리가 허락을 왜 호출해야 하는지. 애시당초 

허락은 여기에 등장한 적이 없었어.

       이름을 모른다면 알려 주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여기에는 말이지, 

경청이 있었어. 인사가 있었어. 안부와 존재를 해치지 않는 질문이 있었어. 

그러니까, 들리지 않는다고 여겨진 믿음을 허물어트리는 경청이 있었어.

#낙태죄폐지 #허락은필요없다 #청소년_임신중지권_보장하라 

– 다린 (2020년 11월)

구체적인 허용과 배제의 담론 권력이 청소년 페미니스트들에게 어떻게 작용

하는가? 청소년이라는 나이 제약, 재생산 정의라는 주제, 페미니즘적 발화, 

여성의 몸 경험은 얽히며 “허락을 구할 목소리로조차 여겨지지 않는”다. 다

린의 글에서 드러나듯이 청소년 페미니스트들의 “목소리는 도처”에 늘 있었

고, 늘 공적 언어로서 들리게 하고자 “애를 썼”지만, 이들의 소리는 “언어로 

고려될 기미가 없”어 왔다. 이에 다린은 연속된 질문을 통해 “들리지 않는다

고 여겨진 믿음을 허물어트리는 경청”, “안부와 존재를 해치지 않는 질문”이 

필요한 것이었음을 재차 강조한다. 이처럼 청소년의 목소리가 정치적인 주체

의 유의미한 발화로서 인정되지 않는 현실은 사실상 참여 동등이 실현되지 

않고 오히려 침해되고 있음을 드러낸다. 즉 사회문화적인 장벽이 존재한다. 

  이처럼 참여 동등의 조건에 대한 점검은 평등한 조건의 참여가 가능한지, 

즉 부정의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청소년 페미니스트들의 정치 참여를 이해

하는 데 필수적임을 드러낸다. 정치 참여에서 동등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

황에서 제도권 정치를 중심으로 한 논의는 오히려 청소년 페미니스트들을 비

정치적인 존재로 비추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청소년 페미니스트들의 

정치 참여 행위 자체가 부정의한 사회적, 정치적인 현실을 내보이고, 균열을 

내며 권리를 요구하는 시도임을 확인하게 한다. 이들의 정치 참여가 현재의 

제도권 정치의 한계를 적확하게 인식하고, 이에 저항하고 대안을 찾는 작업

을 이어나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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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치’의 재구성

학생, 아니면 청소년과 ‘정치’라는 단어를 함께 놓았을 때 다들 이것이 어

울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학생이 어디서 정치질을 하냐, 이런 얘기도 많

이 듣고. 사실 우리 삶이 정치랑 떼어 놓을 수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학생

이 정치를 한다고 말할 때. 아니면 청소년이 정치를 한다고 말할 때 이게 되

게 침범해서는 안 될 영역을 침범했다는 느낌을 사람들이 받는 것 같고. 학

교 안에서도 가령 저희 학교는 대자보를 쓰면 징계를 받고, 학교장이 허락하

지 않은 단체활동할 수 없고, 당연히 집회 참석 이런 것도 벌점을 받게 되고

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청소년이 정치에 참여하고 청소년이 정치적으로 

논의하는 것을 다 막고 있는 요인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녕, 국회> 청소년 참정권은 이제 시작이다. - 단 (2020년 4월)

  2019년 12월 27일, 선거권 연령 기준을 만 18세로 하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만18세로 선거권 연령이 하향되었지만, ‘교실이 

정치화될 것이다’, ‘학생들이 선동당할 것이다’라는 우려는 학교 안팎에서 계

속되었다. 특히나 18세 선거권을 반대하는 가장 주요한 논리는 ‘교실의 정치

화’였다. 이렇게 정치 자체가 ‘19금’의 영역으로 여겨지는 상황에서, ‘위티’는 

총선 대응을 위해 유튜브 영상 프로젝트인 <안녕, 국회>를 준비했다. 첫 번

째 영상이었던 ‘청소년 참정권은 이제 시작이다’에서 단은 “학생, 아니면 청

소년”과 ‘정치’라는 단어를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정치적으로 논

의하는 것을 막는” 학교 내의 규칙을 비판한다. 그러나 청소년의 “삶은 정치

와 떼어놓을 수 없”다. 정치적이지 않은 공간으로 여겨지는 학교는 정치적인 

공간이며, 청소년들은 현재의 삶에서 정치적으로 참여하고 행위한다. 

  호지는 청소년이 이미 정치적인 존재이지만, 동시에 “페미니스트라는 이유

로 조금 더 정치적인 사람”이 되기도 한다고 설명한다. 호지는 학교에서 “어

떤 사상을 띄거나 어떤 정치색을 띠면 안 되는 학생”이 되어야 함을 암묵적

으로 강요 받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학생의) 본분에 맞지 않는 정치적인 

존재로 만드는 요소 중 하나는 페미니즘”이었다고 설명한다. 왜냐하면,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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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배우는 “남자들도 중요하고 여자들도 중요하다”라는 내용에서 벗어나 

호지가 “감히 그 이상을 말하는 것은 정치적이었던 것”이 되었기 때문이다.

당연히 청소년은 정치적인 존재지만. 페미니스트라는 이유로 조금 더 정

치적인 사람이 되어버리는 맥락들이 있었어. 사실 학생들이 정치적이라는 것

을 확인하는 일을 굉장히 무서워했다고 생각해. 학교라는 공간이. 왜냐하면, 

학교는 학생들 간의 갈등이나 토론을 최소화해야 하는 공간이었고, 학생들 

중 어느 누구도 나의 위치에 대한 위협 없이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공

간이 아니었다고 생각해. 심지어 안티페미니스트더라도. 

호지 1차 심층 면담 (2020년 7월)

호지는 이러한 맥락이 학교가 “학생들 간의 갈등이나 토론을 최소화해야 하

는 공간”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런 공간에서 호지는 “내가 페미니스

트라는 정체성을 띠는 것만으로도 정치적인 사람인 것에 대한 불편함을 느끼

고 위협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라며, 탈학교 이전의 학교에서의 삶

을 회상하기도 한다. 안전한 말하기와 논의가 불가능한 교실 안에서는 “상반

되는 의견으로 이야기하다 보면 서로 공격하고 그게 결국 단절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다수기 때문이다. 호지는 교실 내 페미니즘 혐오를 주제로 연구를 

수행하면서 학교가 “학생들 중 어느 누구도 나의 위치에 대한 위협 없이 자

신의 의견을 말할 수 없”는 장소임을 발견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청소년 페미니스트들에게 ‘정치’란 무엇이며, 어떻게 의미화되는

가? 청소년의 정치를 ‘19금’으로 여기는 사회적 현상이 어떻게 정치 참여를 

제한하는가? 일상과 정치의 구분과 정치의 확장성을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

인 것이다’라는 구호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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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상과 “거대한 정치” 

  여성 청소년의 삶에서 일상과 정치가 분리되는 것으로 인식되는 것, 그리

고 정치적인 존재로서 여성 청소년이 인정되지 않는 것의 근간에는 비청소년 

남성 중심으로 정의된 ‘정치’가 있다. 이러한 ‘정치’의 정의는 두 가지 분리

를 근간으로 한다. 첫째, 청소년과 비청소년을 구분하는 이데올로기, 둘째, 

남성과 여성의 공간을 분리하는 공(公)·사(私) 분리의 이데올로기다. 이에 ‘위

티’는 정치의 고정적인 틀을 해체하고 ‘정치’의 의미를 재구성하는 데 집중해

왔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호받아야 할 존재’나 ‘잠재적인 시민’으로 청소년을 정의하는 방

식은 청소년을 공적 영역, 정치에서 분리하는 이데올로기로 작용한다(김효연, 

2017). 이러한 이데올로기의 바탕에는 청소년이 정치적 판단을 하기에 ‘미숙

하다’는 담론이 자리하며, 이에 청소년은 공동체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

된다. 이렇게 성숙과 미성숙의 구분 기준이 ‘연령’인 것은 발달 과정의 지속

성과 개인별 차이를 무화한 것이며, 실질적인 정치 주체로서 청소년의 정치 

활동을 불가능하게 한다. 

  이처럼 청소년의 정치에서의 분리는 정치를 비청소년 남성의 영역으로 한

정하는 한계를 지닌다. 앞서 선거연령 하향 논의에서 ‘미숙한 청소년’에 대한 

우려, ‘교실의 정치화’에의 우려 등은 ‘정치’를 여성 청소년들의 삶과 무관한 

것으로 유리함으로써 정치를 “아주 크고 거대한 것”처럼 인식되게 한다. ‘위

티’에서 당시 만18세이자 단체의 대표로서 청소년 참정권 운동을 함께 했던 

도올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법안이 통과된 후에도 만 18세 당사자인 내가 이 우려(교실이 정치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해결하는 답변을 내놓을 거라고 기대하는 인터뷰는 쏟아졌

다. 나는 끊임없이 교실의 정치화에 대해, 청소년의 미숙함에 대해 이야기해

야 했다. 하지만 이 모든 질문에 앞서 우선 나는 묻고 싶다. 교실이 정치화

된다는 것은 무엇이 문제인가? 정치는 때로는 아주 크고 거대한 것처럼 느껴

지지만, 사실은 바로 내 일상과 하루를 바꾸는 일이기도 하다. 우리가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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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과 나누는 대화, 크고 작은 여러 모임들에도 정치가 작동하며, 하다못

해 청소년 구성원이 가장 많을 학교마저도 내부적인 선거를 실시한다. 

「정치하는 청소년이 온다.」65) - 도올

교실의 정치화 논의는 청소년의 미숙함과 함께 논의되는 주제지만, 교실에서 

일어나는 일들, 즉 청소년의 일상은 정치와 맞닿아 있다. “주변 사람들과 나

누는 대화, 크고 작은 여러 모임”과 “내부적인 선거”를 실시하는 학교에서도 

정치는 작동하기 때문이다. 정치가 크고 청소년의 삶과 관계없는 것으로 간

주되지만 사실 정치는 “일상과 하루를 바꾸는 일”이다. 오히려 정치를 “국회 

내에만 있는 소위 ‘아저씨 정치’”(<안녕, 국회> ‘청소년 참정권은 이제 시작

이다.’ – 도올)에 한정하는 것은 정치를 제한적으로 이해하는 방식에 불과하

다. 정치는 “일상에서 주변 사람들과 관계 맺고 소통하는 과정”, “공론장이 

만들어지는 것”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한편 정치가 일상과 분리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현재의 정치에서 “청소

년 삶에서의 변화가 기반”이 되지 않고, “정치가 나와 상관없는 얘기를 하

기” 때문이기도 하다. 사회에서 ‘정치’라고 여겨지는 것은 “내 삶을 바꿀 이

야기”가 아니며,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은 “공부나 해라”라는 말을 듣는다. 이

처럼 현재의 정치적인 관심을 미래에 유예할 것이 당연시되는 현실은 청소년

이 “나에게 정치는 어울리지 않는 뭔가”라고 생각하게 한다.

     단: 그리고 그거(정치적인 활동을) 하는 대신 ‘공부나 해라’고 말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더 ‘나한테 정치는 어울리지 않는 뭔가야’라고 생각을 하게 되

는 것 같고요. 당연히 청소년 참정권 보장은 중요하고 정치라는 키워드

와 함께 청소년의 삶을 바꿔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이나 청소년

의 삶에서의 변화가 기반이 되어야지 청소년 참정권이 비로소 완전히 완

성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도올: 사실 저는 정치가 어렵고 멀게 느껴지는 이유는 나와 상관없는 얘기를 

65) 출처: 문학웹진 <비유>, 30. 연희문학창작촌. Retrieved January 26, 2021, from 

http://view.sfac.or.kr/html/epi_view.asp?cover_type=VWCON00003&amp;cov

er_idx=41&amp;page=1&amp;epi_idx=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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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국회에서 나라를 운영하는 많은 

중요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당장 학교에 다니고 있는 청소년들 혹

은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은 사실 그게 급박하게 중요한가? 라고 한

다면 사실 저는 그렇게 중요하게 느껴지진 않거든요. 왜 그럴까? 생각

을 해보면 그 안에서 내 삶을 바꿀 이야기가 나오지 않기 때문인 것 

같아요. (중략) 청소년들이 정치를 어렵게 여기는 것은 결국 국회의 문

제가 아니었던가? 낡은 국회의 문제가 아니었던가? 그들이 투표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권리를 무시하고 필요 없다고 여기고.

<안녕, 국회> ‘청소년 참정권은 이제 시작이다.’ – 단, 도올

도올과 단은 현재의 정치 구조에 대한 성찰과 청소년의 삶에 대한 돌아봄 

없이는 정치에 관한 이미지가 어렵고 거대한 것에 머물 수밖에 없음을 지적

한다. 청소년에게 “투표권이 없다는” 것은 곧 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논의가 

상대적으로 정치적 의제로 다루어질 필요가 적은 것으로 이어져 왔다. 이러

한 문제의식은 정치를 “어른들만의 것으로” 인식하는 것과 청소년을 “정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미숙한 존재로 보는 관점이 나이주의가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님을 드러낸다. 

  또한, 이는 18세 선거권이 곧 청소년 참정권을 의미하지 않음을 확인하기

도 한다(공현, 2020). 18세 선거권 실현만으로 청소년들은 대의 민주주의 구

조에서 의미 있는 영향력을 가질 수 없다. 청소년의 정치 활동이나 선거 참

여 등을 제한하는 법과 제도, 그리고 사회·문화적 장벽이 작동하고 있기 때

문이다. 유사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도올은 ‘피선거권 연령 하향 발의 기자회

견’에서 이러한 문제의식을 “정치 내 연령 제한”, “피선거권 연령 제한”에 대

한 논의로 확장한다. 기존의 정치에서 “정치를 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능력”

이 “나이를 비롯한 ‘정상성’”으로 판가름 나는 것을 비판하는 데에서 넘어 

청소년이 직접 정치에 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를 할 수 있는 능력과 인식은 나이를 기준으로 갖춰지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성인이 되는 것이 투표를 ‘올바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담보하지 

않듯, 만 25세가 되는 것이 국민들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될 만한 식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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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할 순 없습니다. 정치 내 연령 제한이 존재하는 것은, 능력을 검증하는 

것이 아닌 정치를 ‘어른들만의 것으로’, ‘어렵고 멀리 있는 것으로’ 인지하게 

만들 뿐입니다. 정치가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의 삶을 바꾼다는 상상력이 국

민들에게 와닿으려면, 내 나이가 몇이건 내 삶에서 바꾸고 싶은 것이 있을 

때 정치를 하기 위해 당장 출마할 수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치가 더 이상 고학력자, 비장애인, 남성, 비청소년만의 전유물이 아니기

를 바랍니다. 정치를 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능력이 나이를 비롯한 ‘정상성’

을 기준으로 판가름 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정치가 더 이상 아저씨

들만의 리그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어린 여성인 저를 대변할 수 있는 정치인

이 국회에 진입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이상 누군가가 저를 대

변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닌, 만 19세의 제가 직접 출마할 수 있기를 원합

니다. 

피선거권 연령 하향 발의 기자회견 – 도올 (2020년 6월) 

이처럼 도올이 느낀 국회 정치 참여 조건에 관한 문제의식은 사회 지위 구

조(Fraser, 2000)에서 청소년의 위치를 검토하게 한다. 연령을 기반으로 설

정된 정치 참여의 제한선은 청소년을 정치적인 권리를 가진 사회 구성원에서 

배제하며, 결국 동등한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선

거권 연령 및 선거권 연령과 같은 법적, 제도적 제한과 청소년들을 미성숙하

고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존재로 보는 사회·문화적인 장벽은 사회 지위 구조

에서 발생하는 ‘상호주관적 조건’의 침해로서 작동한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

은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에 대한 요구가 공적 영역의 진입에 그치지 않는다

는 것이다. 이들은 정치가 “고학력자, 비장애인, 남성, 비청소년만의 전유물”

만인 것을 비판하고, 정치의 영역을 다르게 구성할 것을 시사한다. 이는 이

어 젠더적인 관점에서의 논의와도 연결된다. 

  둘째, 근대 자본주의 사회 이후 사적인 것(the private)과 공적인 것(the 

public)으로 인간의 활동이 구분되면서 현대 사회의 공(公)·사(私) 분리의 이

데올로기가 생기기 시작했다. 이러한 분리 제도는 공적 영역에 비청소년 남

성을 주체로 세우며 여성을 사적인 존재, 사회와 분리된 가정에 있는 존재로 

여기게 했다(정희진, 2013: 163). 특히 공·사 영역 분리 이데올로기는 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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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의 시각에서 사적인 영역을 규정하게 한다. 이러한 이데올로기에 대해 

페미니스트들은 무엇이 정치적인 문제로 여겨져 왔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져

왔다. 

  ‘위티’에서도 그동안 사적인 영역에 있는 것으로 분류되었던 여성 청소년

의 의제를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공적으로 논의하고자 다양하게 노력하였다. 

가정 내 딸로서 살아가는 삶을 페미니즘적으로 해석하기 위한 ‘딸들의 페미

니즘’ 프로젝트, 여성 청소년의 월경권 의제, 청소년의 임신중지 권리 등 다

양한 연대 활동과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개인적인 것, 사적인 영역으로 분류

되며 주목받지 않았던 의제를 정치적으로 다루고자 했다. 예컨대 2019년부

터 ‘위티’에서 연대체로 함께 참여했던 ‘서울시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 운

동본부’와의 활동은 여성 청소년의 월경권을 정치화하는 과정이었다([그림 

VI-1] 참고). 

[그림 VI-1] ‘5·28 세계 월경의 날’ 기자회견66)

  연대체 담당자로 참여했던 호지는 1차 심층 면담(2020년 7월)을 진행할 

때에는 월경용품 보편지급이라는 의제가 어렵게 느껴졌다고 설명했다. “페미

니즘에서 월경은 나에게 되게 와닿지는 않은 내가 많이 괴로워한 적 없는 

주제”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4개월이 지나, 11월에 2차 심층 면담을 진행

66) 왼쪽에서 두 번째에 있는 이가 연구자이며, 연구자 또한 기자회견에 함께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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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 호지는 처음에는 월경이 “여성 개개인의 일로 인정 받아야” 하는 일이

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월경용품이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정치에 

관한 문제”, “권리에 관한 문제”로 인식되었다고 이야기했다. 이러한 변화는 

호지가 일상의 월경을 시간이 지나며 정치적인 의제로 바라보게 되었음을 의

미한다. 이는 월경용품 문제가 정치적 쟁점이 되지 않았던 기존의 프레임에 

오히려 문제를 제기하게 한다. 

서울시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 운동본부를 하게 되면서 그렇게 된 것 

같아. 왜냐하면, 나는 살짝 월경…에 대해서 뭔가 어떤 지원이 있어야 하고 

월경이 결석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어야 하고, 이런 것도 결국 여성 개

개인의 일로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럼 월경

용품의 안전성이 기업과 여성 개개인의 문제인지? 그게 아니잖아. 나라에서

의. 정부와 연결이 되어 있는. 만약에 이게 모두가 쓰는 의료기기였다면, 이

렇게 되지 않았을? 성분이 뭔지 알 수 없는 제품을 우리가 쓰지 않아도 됐

을? 사실 그런 문제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걸 개인적인 문제를 넘

어서 정치에 관한 문제고? 권리에 관한 문제고? 사회 전반에 관한 문제고?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 같고. 

호지 2차 심층 면담 (2020년 11월)

  ‘코로나에도 월경은 계속된다’라는 제목으로 진행했던 2020년 5월 28일 

‘세계 월경의 날’ 기자회견에서 호지는 월경용품의 안전성67)을 보장하는 일

67) 2017년 ‘생리대 유해물질 파동’은 시중에서 유통되는 생리대 및 팬티 라이너 10종

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검출 시험 결과 발암물질이 검출되었음이 보도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에 2017년 식약처는 일회용 생리대가 안전함을 밝히며 검출 결과 문

제가 없음을 보였으나, 이후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수입산 유기농 생리대마저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은 사회적 공분의 이유가 되었다. 여성환경연대를 중심으로 일

회용 생리대의 공적 안전성을 한 번도 검증하지 않았던 정부와 기업에 대한 문제 제

기는 월경용품을 단순히 개인의 안전에 대한 문제로 보는 것을 넘어 월경용품을 사용

하는 이들의 권리와 월경을 바라보는 사회의 인식에 질문하는 계기가 되었다. 파동 

이후 생리컵, 면 생리대, 친환경 생리대 등의 선택권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기도 했지

만, 개인이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개인화된 해결 방식은 금전적 문제와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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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인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강조한다. 이는 월경용품을 다양

화하고 유해하지 않다고 홍보하는 제품을 구매해서 사용하는 것만으로 해결

책이 될 수 없음을 드러낸다. 의료용품처럼 많은 사람이 쓰는 제품인데도, 

증명의 책임과 위험의 부담은 오롯이 개인이 져야 한다. 이에 호지가 발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저는 월경을 시작하고, 월경 용품에 대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적이 없

었습니다. 접해본 월경 용품은 일회용 생리대뿐이었고, 자연스럽게 오랜 기간 

일회용 생리대를 사용했습니다. 일회용 생리대가 저의 몸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지금, 저는 안전하고 다양한 월경 용

품 중에 저의 몸에 맞는 것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월경 용품

이 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고, 제 몸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또한, 제가 구입한 월경 용품의 가격대를 떠나 모

든 월경 용품은 안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안전하게’ 월경하는 일

은 결코 개인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안전한 월경을 위해서는 월경 용품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월경 용품을 건

강권과 학습권 등 기본권으로서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월경 

용품은 여성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2020년 5월 28일 세계월경의 날 

“청소년에게 안전하게 월경할 권리를 보장하라” 발언문 중 일부 – 호지

  호지의 발언문은 월경을 사회경제적 지위, 연령과 관계없이 존중받아야 할 

“건강권, 학습권 등 기본권”이자 생존권의 문제로 정치화한다. 월경용품은 생

리를 하는 이들에게 피할 수 없는 조건이다. 따라서 생리대가 건강에 어떤 

위해가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여성들에게 안전할 권리, 건강할 권리, 알 권

리다. 그러나 여성이 소위 ‘현명한 소비자’로서 안전한 생리대를 구매하는 것

만이 해결방안으로 제시되는 것은 일회용 생리대의 성분의 위험을 개인이 스

스로 감당하게 하는 조치에 불과하다. 또한, 여성의 몸, 월경을 오염된 것으

의 위험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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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바라보는 인식은 월경에 대한 공적인 발화를 어렵게 한다. 이렇듯 월경용

품 보편지급 운동본부의 활동은 호지가 월경을 사적인 것이 아니라 공적인 

것으로 전환하고, 정치적인 문제로 의제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요약하자면 위티의 정치 참여 방식은 비청소년 남성을 중심으로 ‘정치’를 

정의하는 관행에 의문을 제기한다. 그러나 청소년 중심 의제, 공‧사 영역 

분리 이데올로기 해체가 분리된 독립적인 영역이라고만은 볼 수 없다. 앞서 

월경용품 관련한 의제에 연대하며 ‘위티’는 해당 논의를 청소년 중심으로 가

져오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여성 청소년에게 부과

되는 조신하고 얌전한 여학생의 상은 월경을 수치스럽거나 부끄러운, 감춰야 

할 것으로 여기는 것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월경이 개인적인 문제인 동

시에 사회적인, 정치적인 문제인 것은 동시에 월경권을 “시혜적”인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동료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로 해석하는 데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우리 사회는 청소년의 성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난한 여

성 청소년에 대한 시혜적 복지 차원에서 생리대를 지원해 왔습니다. 여성 청

소년은 수동적이고 무력한 ‘소녀’, 불쌍하고 안타까운 소녀가 아니라 당연한 

권리를 침해받아 부당함을 겪고 있는 동료 시민입니다. 서울시 학교 보건시

설 및 기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서울 관내 학교 보건실에는 무료 생리대가 

필수적으로 비치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료로 생리대를 제공하는 학

교는 10%에 불과합니다. 청소년은 학교에만 있지 않습니다. 이제 학교를 넘

어, 서울시 전체의 여성 청소년들에게 생리대를 보편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

록 관련 조례가 제정되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서울시의회 청소년 생리대 보편지급 조례 제정 촉구 기자회견 

<서울시 의회는 청소년 생리대 보편지급 조례 제정하라!> - 보리 (2019년 11월)

  월경용품 지급이 빈곤 여성 청소년에게 지급된 것은 주요하게 2016년 ‘깔

창 생리대’ 사건을 배경으로 한다. 일부 여성 청소년들이 ‘깔창 생리대’를 사

용하고 있음이 보도되면서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대가 무상 지급되

었으나, 깔창이나 휴지를 사용해야 했던 여성 청소년들의 모습은 “버텨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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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의 눈물”로서 표상되었다. 보리의 발언은 “가난한 소녀의 눈물”과 같은 

이미지가 여성 청소년을 수동적이고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 재현하는 것에 문

제를 제기한다. 또한, 이에 시혜적인 정책의 수혜가 아니라 여성 청소년으로

서 받아야 할 권리를 요구하는 주체로서 여성 청소년을 바라볼 것을 제안한

다. 보리의 발언은 사적 영역의 월경을 공적 영역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소녀

를 불쌍하고 가난한 존재로 재현하는 미디어를 비판함으로써 월경권과 청소

년의 권리를 복합적으로 해석한다. 

  이처럼 ‘위티’에서의 활동은 청소년 미성숙 담론과 공·사 분리 이데올로기

가 공적 영역을 비청소년 남성 중심으로 구성되어 온 것을 비판하고, 좁게 

정의되어왔던 ‘정치’의 영역을 확장했다. 즉 현재를 살아가는 청소년이 정치

적인 존재임을 확인하고, 여성 청소년의 일상이 정치적인 의제가 될 수 있음

을 드러냈다.

2) 정치의 확장: ‘개인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의 관계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이다(The personal is political)’는 미국의 1967

년부터 1985년 급진 페미니즘의 주요 명제 중 하나로, 개인적이고 사적으로 

치부되던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올려놓기 위한 정치적인 착안이었다. 이 

명제는 개인의 삶에 정치적인 차원이 존재한다는 민권 운동과 반전(反戰) 운

동을 중심으로 형성된 신좌파 급진 정치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Echols, 

1989/2017). 개인적인 것을 정치적인 것에 재통합하자는 논의는 얼핏 개인

적인 것으로 보이는 문제를 정치의 문제로 재개념화한다. 이는 반대로 정치

적인 것을 개인적인 것으로 보는 방식으로도 해석된다. 즉 자기 삶을 바꾸

고, 변화하는 데 집중하기도 한다. 

  단은 ‘위티’에서 활동하면서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임을 많이 느끼고 배웠

다고 이야기한다. 교사의 성희롱적 발언에 화가 나거나 인권 침해적인 학교 

환경 등에 분노와 답답함을 느꼈지만, 단은 그간 이러한 문제를 “사적인 것

이고 넘기면 그만”인 것으로 여겨왔다. 그런 단에게 ‘위티’에서의 경험 공유

와 대화는 “개인적이라고 생각했던 영역들이 개인적이지 않다는 것을 느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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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계기가 되었다. 사소한 감정이라고 여겼던 분노와 짜증은 함께 공유되고, 

단체 안팎에서 공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의제68)가 되었다. 

그냥… 우리가 개인적인 게 정치적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게 와닿지 않

았었는데 그걸 되게 많이 느끼고 배우는 것 같다? 그러니까 나의 감정과 어

떤 걸 보고 내가 화가 나거나 답답해하거나 이런 것들이… 그냥… (고민하

며) 되게 사적인 것이고 넘기면 그만인 것이라고 느끼지 않게 해주는 것 같

아. 그냥, 뭐… 예를 들면 (고민하며) 한창 고등학교 때 페미니즘 동아리 할 

때, 나를 집어서 벌점 준다고 할 때 짜증이 났어. 근데 이게 사실 내가 잘못

한 게 아닌 걸 알고 뭔가 그렇지만… 그게 어쨌든 되게 속이 상하고. 힘이 

드는 일이었는데 이야기를 꺼냈을 때 같이 화를 내주고 고민을 하는 사람들

이 있다는 걸 보면서? 개인적이라고 생각했던 영역들이 개인적이지 않다는 

걸 느꼈던 것 같아. (중략)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듣게 되는 인생

의 이야기들?이… 뭐… 어떤 방식으로 나에게 가르침을 줬다고 말하기는 어

렵지만 내 세계가 넓어진 것 같다는 느낌이긴 해. 내가 상상하는 삶의 방식

이 여러 가지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단 2차 심층 면담 (2020년 11월)

이러한 단의 이야기는 단이 스쿨미투 운동을 가장 인상 깊게 기억하고 있는 

것과도 연결된다. 스쿨미투 운동은 학교 가기 싫었던 마음, 학교 내의 폐쇄

적인 문화에 느끼는 불편함이 혼자만의 감정이 아니었다는 것, 단 개인의 문

제가 아니라 문화 전반의 문제였다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감

정이 인간을 주변 세계와 연결하는 ‘요소’의 일부인 만큼, 단이 느낀 감정은 

68) 한편 호지는 위티에서의 대화가 서로의 경험을 대상화하고 운동의 소재로 삼지 않았

던 분위기가 좋았다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서로의 이야기를 어떤 소재로 삼지 않는 

느낌이었다고 해야 하나. 예를 들어 막, 어떤 피해 경험을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대

상화하게 하는 경우가 분명 있는 것 같거든? 피해 경험을 어떤 운동이나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의 소재, 일환으로 사용하는 분위기?가 분명 있는 곳들이 있는 것 같은데. 경

험을 의제로. 내가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게 바로 여기서 새로운 토픽의, 문

제의식이 되는 경우를 경험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었고.” (호지 1차 심층 면

담, 2020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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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의 이후 정치 참여 행위와도 연결된다(Goodwin, Jasper, Polletta, 

2009/2012). 리아 또한 위티라는 공간을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공간”이라

고 설명한다. 리아는 친밀하지 않더라도 “공적인 언어로 자신의 고민을” 논

의할 수 있음을 느꼈다. 이는 리아가 고민이 “운동으로 와닿는 느낌”을 받는 

계기가 되었다. 

저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공간인 것 같아요. 여기에 오면 고민이 많

아져요. (웃음) 다들 가지고 있는 고민들이 있고……. 그러니까 여기 오면 다

들 각자의 고민을 털어내는 그런 기억들이 조금 있어서 여러 고민들을 얻고 

저도 고민들을 털어내는 공간인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살면서 고민들이 생길 

때 그것을 친한 사람들에게만 털어놓거나 그런 경우가 많았었는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공적인 언어로? 자신의 고민들을 이야기해보고 그것을 운동으로 조

금… 이렇게 와닿는 느낌들이 있었어서 그게 좀 신기했어요. 

리아 심층 면담 (2020년 10월) 

이렇게 형성된 감각을 바탕으로 리아는 2017년 ‘대안학교 페미니스트 네트

워크’를 구성하기도 한다. 이는 청소년 페미니즘 모임의 캠프 ‘페미:나’ 이후 

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학교의 성교육 관련 고민을 대안학교 학생들을 중심으

로 풀어나가고자 했던 노력이었다. 포럼, 세미나, 수다회 등 다양한 형식을 

시도하며 리아는 활동하는 대안학교라는 공간을 바탕으로 고민을 구체적으로 

풀어내고 공유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특히 “제도권에 있는 학교”와 달리 “대

안학교의 연결망이” 잘 형성되어 있지 않은 한계를 발견하며, 제도권 학교 

중심의 논의에서 배제된 대안학교 논의를 이끌어나갔다. 성교육에 대한 관심

과 대안학교에 재학 중이었던 상황은 리아가 갖고 있던 ‘대안학교의 성교육’ 

문제를 공론화할 수 있는 공간을 형성하고, 공적 논의를 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개인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은 쉽게 분리될 수 없기도 하다. 호두와 

다린은 사적인 영역으로 여겨졌던 섹슈얼리티, 그중에서도 금기처럼 여겨져 

배제되었던 여성 청소년 섹슈얼리티를 전시회, 포럼, 영화제 등의 형식으로 

정치적인 영역으로 끌어왔다. 이전까지 청소년 섹슈얼리티가 “위험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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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로 일상에서 배제됐으나, 이러한 상황이 오히려 더 여성 청소년들에게 

위험한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에 호두와 다린이 공론장을 형성한 것

은 그간 배제된 논의를 공적으로 끌어내는 작업이었다. 호두에게 여성 청소

년 섹슈얼리티는 “나의 신체를 긍정하고 내가 해왔던 행동을 긍정하는 것”, 

즉 “개인적인 것과 가장 맞닿아 있는 주제”다. 이처럼 섹슈얼리티는 사적인 

영역의 문제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일상에서의 배제가 가져오는 위험은 정

치적인 현안이다. 

사실 그 일상적인 이야기에서 (섹슈얼리티를) 배제한 이유는 그 사람은 

그게 위험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폭력적인 이야기는 위험하

다, 이런 선정적인 이야기는 위험하다. 근데 사실 그 이야기가 일상적인 이야

기가 아니게 되어서 오히려… 그 이야기가 되게 위험한 것이고 그 이야기를 

하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으니까. 섹슈얼리티를, 적극적인 섹슈얼리티

를 향유하는 사람을 문란한 사람으로 낙인찍어버리니까? 그게 오히려 그 사

람을 엄청난 위험에 노출시켜 버리게 된다…. 라는 그런 이상한 상황을 풀어

나가고 싶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어떤 것을 죄로 낙인찍는다고 했

을 때 네가 섹스를 했어? 네가? 청소년이? 이런 시선이 따라붙잖아요. 저 사

람한테 필요한 건 응급 피임약이고 저 사람은 당장 피임을 하고 싶은데 그 

사람이 섹스했다는 것만으로도 그 사실을 깡그리 무시하고 도움의 손길조차 

내밀지 않는다는 게? 그게 너무… 너무 기이하게 느껴졌던 게 컸던 것 같아

요. 그래서 섹슈얼리티만큼 나의 신체와 관련된 것? 나의 신체를 긍정하고 

내가 해왔던 행동을 긍정하는 것. 그러니까 개인적인 것과 가장 맞닿아 있는 

주제였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이 주제로 많이 오지 않았을까, 싶긴 해요. 

호두 심층 면담 (2020년 11월)  

호두는 이러한 섹슈얼리티 문제가 ‘청소년’과 결부될 때 “죄로 낙인찍는” 이

유가 된다고 설명한다. 섹슈얼리티가 개인적인 것으로만 여겨지는 상황과 청

소년이 섹슈얼리티를 발화하는 것이 금기시되는 상황은 얽히며, 더 억압의 

기제로 작동하는 것이다.

  섹슈얼리티는 인간의 내적 본성이 아니라 정치적인 것이다(Rubin,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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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섹슈얼리티는 그 자체로서 ‘정치, 불평등, 탄압의 방식’이며 관련한 

제도적 형태들은 이를 바탕으로 한 인간의 산물이다. 그러나 다양한 성 담론

을 금지하며, 이성애 규범성이 강한 문화에서 섹슈얼리티는 부끄러움, 수치, 

금기 등의 언어를 통해서만 이루어졌다. 또한, ‘탈성애화’(desexualization) 

담론은 사회적으로 무성적이라고 정의되는 집단, 즉 아동‧청소년을 비정상

적이고, 일탈적이고, 부족하다고 단정한다(Popova, 2019/2020). 이때 아동·

청소년이 무성적인(asexual) 존재라는 가정은 청소년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발화를 제한하는 기제가 되었다. 특히나 여성 청소년을 무성적 존재로 가정

하는 것은 10대의 성적 실천과 성적 피해를 이분법적으로 완전히 구분하는 

방식으로 작용하기도 했다(김주희, 2006; 민가영, 2018). 콘돔전시회를 기획

했던 다린은 청소년 섹슈얼리티를 정치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이 기존에 다린

이 생각했던 ‘청소년 정치’의 언어의 결을 여러 개로 바꾸어나가는 작업 중 

하나였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청소년 정치가 참정권에만 연결된 것이 아니라 

여성 청소년 섹슈얼리티와 같은 다양한 차원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확인하기 

때문이다. “정치의 언어” 혹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바뀌는” 것은, 정치

적으로 여겨졌던 것과 일상의 담론을 연결하고, ‘정치’의 의미를 확장하는 작

업이다. 

청소년 운동이 참정권에만 인식되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는. 

청소년 운동이라고 하면 “청소년 참정권?”이라고 했을 때가 있었는데. 지금 

저한테도 그렇고 제 주위에도 그렇고 결이 여러 개가 된 것처럼? 청소년 정

치… 이렇게 하면 ‘참정권’으로 끝나지 않는. ‘정치’의 언어가 바뀌고 있다는 

생각이 조금씩은 정치의 언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바뀌고 있다는 생각

이 드는데. 예전에는 표어처럼 ‘청소년도 시민이다’, ‘여성도 노동자도…’ 모

르겠다. 아무튼 그런 정치적으로 인식되어야 하는 그런… 약간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뭔가 일상의 담론이라든가. 저는 코로나로 요새 느끼는 것 같은데 

많은 것들이 정치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집

안에, 집으로 들어가세요”에서 집이 어려운 사람들은? ‘집 밖의 정치’라고 이

야기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청소년 운동이나 우리가 하는 ‘따박따박’ 

활동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정치적으로 읽히지 않을 수가 없는 활동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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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 같다는 걸 되게 느껴요. 코로나로 특히 더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다린 심층 면담 (2020년 9월)

특히나 다린은 집이라는 공간이 자가격리 지침과 거리두기 조치 속에서 다르

게 물질화되는 코로나 19의 현실에서 정치를 새롭게 볼 수 있었다. 이를 통

해 다린은 청소년 운동, 위티 내의 강연, 활동 등이 “정치적으로 읽히지 않

을 수가 없는” 일이 됨을 느꼈다. 이처럼 단, 호두와 다린의 이야기는 개인

적으로 여겨왔던 일들이 어떻게 정치적으로 해석되는지, 그리고 이것이 곧 

정치의 언어를 어떻게 확장하는지에 대한 논의로 이어진다.

  반대로,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라는 구호는 개인 해방과 정치 

투쟁을 혼동하게 하거나 정치적 올바름의 기준을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도 한다. 또한, 일부 사람들에게는 정치적 책임을 위해 개인적 욕구와 욕망

을 희생하는 금욕주의를 받아들이게 했다는 한계가 있다(Echols, 1989/ 

2017). 이렇게 개인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은 분리될 수 없지만, 동시에 구호 

자체에 대한 지나친 의미부여는 신자유주의적 개인화를 바탕으로, 집단적 저

항을 상품화된, 개인적이고 미시적인 저항으로 읽히게 했다(Mohanty, 

2013). 

  2020년 10월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한 ‘위티’의 평등문화 TF 세미나에서

는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이다’라는 구호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으며 개인적

인 것, 즉 삶과 정치적인 것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상정하는지에 관한 대화

를 나누었다. 어려운 질문이었다고도 이야기하면서도 연구 참여자들은 개인

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의 의미를 다양하게 해석하고, 현재의 청소년 페미니

즘 운동에 해당 구호의 의미를 적용해보기도 하며 논의를 이어갔다. 여름에

게 “페미니스트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페미니즘 이론을 접하고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 전반에서 페미니즘의 가치를 고민”하는 것이

기에 개인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한편 리아는 

“운동을 위해 개인이 희생하는 것의 위험”성을 이야기하며 “모든 일상에서 

운동적 실천을 하며 사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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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지: 이게 고민하고 있던 것이었는데 개인의 삶이랑 정치가 구분되지 않는 

건 맞는데. 먹고 마시는 게 정치라고 말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말했을 

때 말이 붕 뜨는 게 있고. 그래, 맞지. 우리가 하는 게 다 정치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이건데.

     보리: 내가 먹고 마시자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웃음) 

     호지: 땅에 발 디디지 않는 이야기가 많고. 

평등문화 TF 4차 세미나: 지속가능성 (2020년 10월)

  세미나를 진행하며 호지와 보리는 개인의 삶과 정치가 구분되지 않지만, 

한편으로 모든 개인의 일상을 정치라고 할 때 “붕 뜨는” 말, 혹은 “땅에 발 

디디지 않는 이야기”가 되기도 한다고 설명한다. 개인의 해방과 정치적 투쟁

의 경계가 모호해지기 때문이다. 또한, 개인의 일상에서의 실천을 강조할 때, 

정치적인 의미가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에 그치기도 한다. 

이는 개인적인 영역과 정치적인 영역의 상호관계는 인정될 수 있으나, 사적

인 삶과 정치적 삶의 이분법적 구조에 기초한 ‘개인적인 것’은 시민권의 허

구이자 정치적인 것의 물화와 마찬가지라고 평가한 Pateman(1989/2018)의 

설명과도 맞닿아 있다. 즉 개인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이라는 영역의 경계가 

고정된 한, 한계적이라는 것이다. 여름은 이러한 점에서 개인적인 것과 정치

적인 것은 고유한 영역이라고 지적하며 “다르기 때문에 함께 가야 하는 흐

름”으로 인식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하지만 동시에, 둘의 영역은 어떤 면에서 고유하다고도 생각한다. 정치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개인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때로 다

를 수 있기 때문이다. ‘탈코르셋 운동’을 예시로 들었을 때, 개인이 여성에게 

요구되는 ‘꾸밈노동’을 거부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낯선 감각을 주는 일은 분

명 의미 있는 일이 될 테지만, 이것이 정치적 운동이 되기 위해서는 더 세심

한 접근이 필요한 것 같다. 여성이라고 해서 모두가 같지 않듯, 꾸밈에 대한 

압박도 모두에게 다르게 여겨지기 때문에, 정치운동에서 이를 다루려면 더 

많은 분석과 고민을 필요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화장품 살 돈이 없어 꾸

밈조차 하지 ‘못’하는 여성들에게 꾸밈이란 무엇인가?”, “예뻐야 하지만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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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순수’해야 하기 때문에 화장을 단속당하는 여성청소년에게 ‘탈코르셋’은 

어떤 의미인가?”, “여성에게 가해지는 외모 압박은 단순히 화장을 하고/안하

고에 달려 있는가?” 등의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국 

개인적인 것(삶)과 정치적인 것(운동)은 같기 때문이 아니라, 어느 정도 다르

기 때문에 함께 가야 하는 흐름이라고 생각한다. 

평등문화 TF 4차 세미나: 지속가능성 – 여름

  개인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을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이야기하며 여름

은 ‘탈코르셋 운동’을 예시로 든다. ‘탈코르셋 운동’은 꾸밈노동을 거부한다

는 것 자체로 의미가 있지만, ‘여성’은 동일하지 않으며, 꾸밈에 대한 압박도 

환경과 맥락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여름은 이러한 탈코르셋 담론이 모두에

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없으며,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분석해야 한다고 설명

한다. 한편 여름은 심층 면담을 하며, 페미니즘 운동이 이런 과정을 거쳐 왔

듯이 전략적인 측면에서 “청소년 운동에도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할 것” 같

다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개인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을 연결하는 것에 허점

이 있지만, 현실에서 청소년의 일상이 정치와 분리되어 있다고 여겨지기 때

문이다. 즉 도올이 이야기한 것처럼, 청소년 운동에서도 정치와 개인의 영역

이 뚜렷하게 나뉘지는 않지만 “정치의 영역을 보다 넓게 상상할” 필요가 있

다는 것이다. 

사실 페미니즘 운동의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정치적인 것이다”라는 

구호는, 그 당시에는 여성들의 ‘개인적인 일상’을 차별의 결과임을 드러내는 

데에 큰 역할을 했겠지만, 현재에는 고민과 맥락을 요하는 말이라고 생각한

다. 자칫하다가는 여성의 ‘개인적인 영역’을 ‘여성’이라는 이유로 ‘정치’로만 

다루게 되고, 그렇게 여성에게 더욱 큰 역할이나 책임을 요구하게 되는 상황

이 만들어지기 쉽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운동 내부에 있는 여성이 페미니즘

에 별 관심이 없는 여성을 단죄하는 말로서 쓰이기 쉽다고도 여겨진다.

결국, 정치와 개인의 영역이 뚜렷이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점은 인정해야

겠지만, 동시에 이러한 구호를 21세기에 적용하려면 우리가 ‘정치’의 영역을 

보다 넓게 상상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생각 역시 하게 된다. 우리의 일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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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이라고 해서, 우리가 모두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필요는 

없는 것처럼? 여성 역시 일상이 정치적이라는 이유로, 그의 일상 자체가 시

사하는 바가 있다는 이유로 ‘큰일’을 해낼 필요는 없다. 그저 친구들과 불평

을 나누는 것도, SNS에 기사를 공유하는 것도, 혹은 그 자리에 그의 삶이 

있는 것만으로도 여전히 여성의 삶은 정치적이다.

평등문화 TF 4차 세미나: 지속가능성 – 도올  

도올의 논의는 돌아가 ‘정치적인 것’ 혹은 ‘정치’의 의미를 재구성하는 것이 

핵심적임을 시사한다. 기존에 상정된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의 이분법에

서 벗어나 정치의 의미를 다르게 확장할 필요가 있다. “운동의 실천, 가치가 

누군가의 삶의 상태로 설명될 수 없고”, “정치는 고정된 존재성”이 아니기에 

‘정치’의 의미는 재구성되어야 한다.

3. 청소년 페미니스트의 정치 행위성

  위티의 연구 참여자들은 ‘정치’의 의미를 재구성한 것을 바탕으로 정치적

으로 행위한다. 그러나 정치 행위성을 여성 청소년 정치 ‘주체’의 행위로만 

해석하는 것은 자칫 여성 청소년을 둘러싼 주변 맥락을 삭제하고, 행위성을 

단편화할 위험이 있다. Gonick, Renold, Ringrose, Weems(2009)는 여성 

청소년들의 행위성과 저항에 접근하는 데 ‘더 복잡하고 미묘한’ 접근이 필요

하다고 밝힌 바 있다. 사회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조건들이 빠른 속도로 변

화하고 있으며, 저항의 형태 전반을 불확실하게 하기 때문이다. Harris와 

Dobson(2015) 또한 신자유주의적, 포스트 페미니즘적 사회 맥락에서 행위

성을 사회 세계와 분리된, 내재된 어떤 것으로 보는 관점은 행위성을 지나치

게 단순화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여성 청소년을 ‘순수한’ 행위자 혹은 피해

자로 보는 이분법적인 분류 대신 ‘고통받는 행위자(suffering actor)’로 인식

함으로써 행위 자체를 ‘저항’만이 아닌 동질성, 사회적 수용과 생존에 투쟁하

는 것으로 볼 것을 제안한다. 

  특히 Raby 외(2018)는 청소년의 행위성에 대한 인간중심적 관점이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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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의 이성적이고 독립적인 선택을 과도하게 강조하며, 청소년을 고정된 정체

성으로 가정할 수 있음을 경계한 바 있다. 오히려 물질, 문화, 담론, 변화하

는 관계 등을 내부작용을 생산하는 요소로 바라볼 때, 청소년의 행위성을 사

회 변화를 위한 참여로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은 청소년 

페미니스트들의 정치 행위성을 단편적으로 해석하는 대신, 물질, 담론, 권력 

관계 등 내부작용과 상호작용의 맥락을 함께 살피게 한다. 이 장에서는 청소

년 페미니스트들의 정치적 행위가 언어적, 신체적, 공간적, 시간적인 조건들

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중심으로 행위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1) 청소년 페미니즘: “끊임없이 교차하고 변모하는 과정”

  Collins(2000/2009: 82)는 행동과 이론이 분리될 수 없으며, 사회적 조건

과 저항의 실천이 변화하는 기획으로서 흑인 페미니즘 사상을 설명한 바 있

다. 유사하게 청소년 페미니즘 또한 변화하는 맥락에 따라 다양화되는 역동

적인 실천이다.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로 디지털 공간에서의 페미니즘이 활발

해지며 ‘위티’ 안팎의 청소년들이 페미니즘을 접할 기회가 다양해지고 많아

지는 등 사회‧문화적 변화가 있었다. 그렇다면 이렇게 행위와 이론의 실천

이 역동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행위성은 어떻게 드러날까?

무엇보다 청소년 페미니즘은 나의 경험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언어가 되어

주었다. 보호의 범주를 벗어났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못했던 경험들도 점차 

동료들과 이야기하고 긍정할 수 있게 되었다. 여전히 나는 많은 부분들을 비

청소년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나의 경험들을 다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생각한

다. 하지만 동시에 청소년 페미니즘을 접하고 나는 나의 경험을 긍정하고 언

어를 찾는 시작을 했다고 느낀다. 페미니즘을 처음 접하고 느낀 ‘렌즈’가 생

긴 감각을 청소년 페미니즘을 접하고도 느꼈다. 

나에게 ‘청소년 페미니즘이란?’ - 호지 (2020년 8월)

  호지에게 ‘청소년 페미니즘’의 의미는 “나의 경험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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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다. 페미니즘의 담론이 청소년 중심이 아닌 비청소년 중심의 언어로 구성

된 상황에서 호지는 자신의 경험을 다 받아들이지 못했다. 호지가 느끼기에 

기존의 담론은 호지의 현재와 동떨어져 있었다. 특히나 비청소년 중심, 특히 

2030 대학가 중심의 페미니즘 논의는 호지의 경험을 설명하지 못했다. 유사

하게 호지는 심층 면담에서 콘돔 전시회 도록에 “내가 콘돔 전시회에서 얻은 

것”을 ‘나의 언어를 찾는 시작’이라고 적었던 것을 언급하며 그전까지는 “내 

경험과 페미니즘을 떨어뜨”리는, “일종의 타자화”의 방식으로 자신의 경험을 

바라보았다고 이야기했다. “N번방에 분노하지만, 나의 일상의 폭력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었던 자신을 되돌아볼 때, “일상의 폭력을 폭력이라고 정의

할 때까지 그 언어가 나에게 올 때까지 걸린 시간이 있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의제강간연령 상향을 둘러싼 페미니스트들 간 논의와 대립은 

호지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왔다. 청소년 보호주의를 둘러싼 페미니스트들 간

의 의견 대립 속에서 호지는 이에 혼란과 내적 갈등을 거듭하며 알게 모르

게 호지 자신에게도 청소년 혐오적인 시각이 존재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되었다. 호지는 청소년이었음에도 내재화하고 있던 청소년 혐오와 차별을 스

스로 발견했다. 이는 호지로 하여금 스스로 경험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것을 

넘어 다양한 여성 청소년의 경험을 거시적인 구조에서 바라보게 했다. 즉 권

력의 역동 속에서 현상이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 자체가 

호지에게 이전과는 다른 ‘청소년 페미니즘’을 구성하게 한 것이다. 

  한편 청소년 운동에서부터 청소년 페미니즘 운동을 시작했던 보리에게는 

페미니즘 언어를 접하는 과정이 페미니즘의 ‘탈배제’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새로운 세계관을 만드는 일”처럼 다가왔다. 외모로 평가를 받고, 차별이나 

따돌림을 당했던 청소년 시기의 폭력을 정의하는 “언어를 찾는 게 두려워서 

외면”했던 보리에게 페미니즘을 접하는 과정은 “나의 삶에 대해 돌이켜 보는 

지점들”이 되었다. 

(천천히 말하며) 페미니즘을 처음 접했던 시기에 읽었던 책은 정희진 샘

의 『페미니즘의 도전』이라는 책이었고, 그 책에 도입부에서는 “제주도에서 가

장 빨리 갈 수 있는 내륙이 어디냐는 질문이 나오고, 그건 서울”이라는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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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나오고, 어떤 공간이 중심성을 가지고, 주류성을 가지고 그 속에서 차별

받고 배제된 언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그것을 아는 것은 상처받는 일

이고. 그런 이야기들이 줄줄 나오는 책이었고, 그래서 사실 페미니즘 운동이

라는 게 탈배제라는 가치를 가지면서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세상’이라는 지

향 속에서 어떤 새로운 세계관을 만드는 일처럼 다가왔던 것 같아요. 이 책

을 읽었던 시기들에 제가 느꼈던 것은, 음… 근데 이게 아까 했던 이야기와 

비슷한 것 같은데 나의 몸이나 여성으로서의 삶을 부단히도 미워하고 있었구

나. 이를테면 나는 그런 여성이 아니고, 나는 여성이 아닌 다른 인격으로 존

중받고 싶어 했었고. 사실은 여성으로 멸시되는 삶이 싫어서 나는 어떤 여성

성을 수행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여성으로서 경험했던 차별

과 폭력을 바라보지 않았던 시간들이 있었고, 그런데 사실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사건과 수많은 이들의 삶의 서사를 들으면서 이것이 없는 것이 아니었

고, 내 삶에서 경험했던 폭력들을 언어를 찾는 게 두려워서 외면해 왔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를테면, 뭔가 제가 핵심적으로 저에게 갖는 

서사는 예를 들면 어렸을 때부터 가난하고 예쁘지 않았던 어린 아이가 사실

은 외모로 인한 차별이나 따돌림을 경험해 왔던 것이고 이런 과정들 속에 이

게 되게, 어떤 젠더적인 문제일 수 있다고 느꼈는데. 남자애들은 여학생들의 

외모를 희롱하거나 품평하는 데 익숙해져 있고 여학생들은 평가받는 데 익숙

해져 있고, 그 평가지 자체에서 어떤, 떠나려는 시도들이 불가능했었고. 이러

한 평가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여성 청소년으로서 나의 삶에 대해 돌이켜 

보는 지점들? 혹은 뭔가 고등학교 시기에 내가 해왔던 성적인 실천이 폭력에 

가까웠지만 말하지 못했던 경험을? 

보리 1차 심층 면담 (2020년 7월)

  이처럼 호지는 청소년 중심의 언어, 보리는 페미니즘적인 언어를 찾으며 

스스로 삶과 경험을 새롭게 해석할 담론을 만들고 삶 속에 적용할 수 있었

다. 과거와 현재의 경험을 청소년 페미니즘이라는 새로운 정치관으로 해석하

며, 활동의 연장선에 언어를 적용하는 과정이 된 것이다. 이에 보리는 이 과

정을 “이 세계와 나를 격리하는 것처럼 굴었지만, 이 세계와 끊임없이 살고 

있었던 것이고 이 세계가 존재하고 있음을 이입하게 된, 직면하게 된” 것으

로 이야기한다. 이는 “현장 속에서 한 번도 마주하지 못했던 삶의 진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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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는 동시에 “청소년 페미니즘이라는 패러다임”을 형성하는 과정이었다.

  그러나 청소년 페미니즘의 담론을 접한 것이 호지와 보리에게 시점의 종

결을 의미한 것은 아니다. 예컨대 호지에게 평등문화 TF는 경험을 되돌아보

는 시간이자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많음을 확인하는 공간이었다. 유사

하게 <안녕, 국회> 프로젝트에서 청소년 참정권 주제와 청소년 섹슈얼리티를 

주제로 두 차례의 대담을 진행했던 도올은 두 대담이 “확실히 다른 느낌”이

었다고 짚었다. 청소년 참정권은 비교적 도올이 많이 이야기해본 주제였고, 

섹슈얼리티는 단체 외부에서 “공적으로 발언해본 적 없는 주제”였기 때문이

다. 이는 아는 범위 내에서 논의를 중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의 생산을 계

속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처럼 ‘청소년 페미니즘’은 연구 참여자들에게 경험

을 해석할 언어가 되기도 했지만, 새로 구성해 나가고, 변모하는 과정 자체

가 된다. [그림 VI-2]는 2기 집행위원회를 시작하면서, 활동가들이 2기를 진

행하며 시도하고 싶은 논의를 적은 도화지다. 이는 청소년 페미니즘이 여성 

청소년의 의제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고, 확장할 가능성을 확

인하는 작업이다. 

[그림 VI-2] “위티의 운동을 더 넓게” (2020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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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올: 내가 외관적으로나 뭔가를 표현할 때 어떻게 하는지가 달라졌다기보다

는 내 안에서, 그때의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나 지금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변했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 왜냐하면, 그때는 많은 것들이 설

명되지 않았거든? 그때는 내 인생의 많은 것들이 설명되지 않는 거야. 

나만 돌연변이인 것 같은 느낌이 계속 있었지.

     연구자: 약간 불만은 있는데,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잘 모르겠고?

     도올: 이상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쉼) 그랬지. 

     연구자: 그럼 지금은? 그때와 다르게?

     도올: 아무튼, 약간 이게 끊임없이 뭔가. 뭐라고 해야 하지. 이건 약간 지금 

와서 드는 생각은 점점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약간 질문을 찾는 느

낌? 더 나은 질문? 더 좋은 질문? 더 유의미한 질문을 찾는 느낌이야. 

예전에는 조금 더 ‘이게 왜인지, 왜 이런지’. 지금 와서는 이게 답이 

없고 사실은 끊임없이 변모하고 교차하는 과정에서 사실 답이라는 것

은 명확히 그것이 그 상태로 있기 어렵고 그냥 어떻게 더 잘 물을 수 

있을지, 더 잘 질문할 수 있을지가 더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 

도올 1차 심층 면담 (2020년 7월)

도올이 설명한 “답이 없고 끊임없이 변모하고 교차하는 과정”은 청소년 페미

니즘을 고정되지 않은 유동적인 담론으로 위치시킨다. 도올의 설명처럼, 답

이라는 것은 “그 상태로 있기 어렵고” 오히려 “더 유의미한 질문을 찾는 것”

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는 곧 청소년 페미니즘이라는 담론이 담론 자체

에 머물러 있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이 답은 질문에 대한 응답일 뿐, 정답은 될 수 없다. 또한, 정치적 

담론을 둘러싼 세계와 담론을 유리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주변 맥락의 변화와 

함께 유동적으로 이해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다. 도올이 청소년 페

미니즘과 청소년 참정권 운동을 연결하고자 시도하는 것은 이의 연장선에 있

다. “여성 청소년들의 말하기가 무정치적으로 여겨”지는 상황을 고민하며 도

올은 참정권이 문제 해결의 답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을 만

들어주는 운동”이자 “힘”으로 두 운동을 잇고자 노력한다. 



- 212 -

내가 처음에 참정권 운동을 시작했을 때 나에게 어려웠던 건, 이 참정권 

운동이 ‘위티’의 운동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굳이 연결되어야 할 이유

는 없지만 그럼에도 나에게 뭔가 일관성이 있는 운동이라고 여겨지는데 이걸 

어떻게 이어야 하지? 동시에 여성 청소년들의 말하기가…. 무정치적으로 여

겨지는 지점들이 있는 것이고. 내가 청소년 페미니스트들에게 ‘참정권만 있으

면 다 해결됩니다’ 말할 수 없는 것이잖아. 실제로 그렇지 않기도 하고. 그럴 

때 이 운동의 연결점 같은 것들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참정권과 청소년 

페미니즘 운동을 이어내는 일? 이어내는 작업 같은 것들? 근데 그럴 때 (고

민하며) 참정권이 일종의, 뭔가…. 권리이기도 하지만 힘(강조하며)이라고 생

각했던 것 같아. 약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고 싶은 게 없는 것과 내가 할 수 있는데 하고 싶은 게 없

는 건 다른 이야기잖아. 하지 않는 것은 똑같지만 할 수 없는 것과 있는 건 

다르잖아. 그럴 때 나는 참정권이 청소년 페미니스트들에게, 여성 청소년들에

게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주는 운동이라고 생각하면서 했던 것 같아. 일종

의 힘을 준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사실 그런 거잖아. 할 수 없을 때는 결

국 사람에게 무력감이 남는 것이고 할 수 있을 때는 상상력이 남는 거잖아. 

갑자기 일상에서 떠오르면 해볼 수 있는 일 같은 것들이? 참정권이 이런 힘

을 모두 해결하지 않지만, 기반이 된다는 느낌이 있었지. 

도올 2차 심층 면담 (2020년 11월) 

참정권이 “무력감”이 아닌 무엇인가를 해볼 수 있는 “상상력”이 된다는 점에

서 무정치적으로 간주되는 여성 청소년의 현실은 참정권과 동떨어져 있지 않

다. 분리되어 있을 수 있는 운동의 영역에 끊임없이 질문을 제시하고, 무엇

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하며 두 운동의 연결점을 찾아가는 과정은 논의가 교

차하고, 갈등하는 과정에서 변화하고 확장될 가능성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도올 개인에게도 행위의 영역을 넓히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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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치적 행위성

  단결된 행동은 비확정적이지만, 기존의 정치에 대한 지배적 개념들에 의문

을 제기한다(Butler, 2015/2020). 특히나 페미니스트 조직들은 노래, 시, 슬

로건, 공개발언, 증언 등의 의례(ritual)라는 메커니즘을 통해 여성들의 감정

을 일깨우고 이를 조명하여 사회의 불평등과 부정의를 드러내는 데 주목한 

바 있다. 이러한 과정은 운동의 참여자들이 집단적인 힘을 인식하게 하는 효

과가 있다(Taylor, 1995). 대표적으로 스쿨미투 운동은 기존 정치가 규정한 

거리의 존재들에 대한 조건을 깨고, 당사자가 아닌 변화를 만들어가는 청소

년 페미니스트들의 행위를 가능하게 했다. 이처럼 ‘청소년 페미니즘 모임’을 

‘위티’라는 공식적인 단체로 발족하는 데 주요한 계기가 되었던 스쿨미투 운

동은 복수적 수행성과 연대성을 보여준다([그림 VI-3]).

[그림 VI-3] 스쿨미투 포스터와 보리의 노트북

  2018년 4월, 용화여고를 시작으로 교사의 위력에 의한 성폭력과 학교 자

체의 폭력적인 문화 자체를 공론화했던 스쿨미투 운동은 2018년 8~9월에 

이르러 폭발적으로 확대되었다. 100개가 넘는 학교에서 트위터나 SNS를 기

반으로 학내 성폭력을 고발하고, 사건화하려는 움직임이 동시다발적으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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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었다69). 이에 위티의 전신이었던 청소년 페미니즘 모임은 ‘소녀, 소녀를 

말하다 프로젝트’에서 스쿨미투를 주제로 기사를 준비하며 전국단위 스쿨미

투 집회를 기획했다. 보리는 당시 스쿨미투 집회를 회상하며 “집회의 스태프

를 모집했을 때 청소년들을 우선적으로 받기도 했지만, 스태프에 70명 정도 

되는 인원이 지원”했던 것을 가장 인상 깊었던 시간으로 꼽았다.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확연히 다수가 모인 것은 보리에게 충격이자 놀라움이었다. 이

렇게 스쿨미투라는 의제에 대규모의 청소년이 모인 것은 스쿨미투 운동이 많

은 청소년들에게 정치적인 장이 됨을 의미했다. 처음 만나는 이들과 정치적

인 요구를 짜보고, 협업하는 과정은 “함께 한다는 감각을 놓지 않는 운동”을 

만들었다. 청소년 페미니즘 모임에 피해자 지원 시스템이나 사법적 지원 체

계가 확연히 부족했음에도 청소년들이 모인 것은 지원도 중요하지만, 발화와 

행위의 공간이 더 절실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보리는 이렇게 스쿨미투 고

발자들을 만나고, 다수의 청소년과 연대하고 함께할 수 있었던 계기를 다음

과 같이 설명한다. 

사실은 우리가 스쿨미투 고발자들을 만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가지

고 있는 자원이 막강해서라기보다는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청하는 어떠

한… 지점들에서 그들이 반응했겠구나?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청하는 방식이 

언론 인터뷰 말고는 없었구나, 이 사람들이. 그걸 느꼈어요. (웃음) 그때 이후

로 고발자, 스태프들이 활동가가 되지는 못했고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그들에

게 그런 경험이었을 것이다? 자신이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해본 경험? 혹은 뭔

가… 내가 이 운동에 기여했다고 느끼는 경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보리 2차 심층 면담 (2020년 11월) 

고립되어 있었던 청소년 고발자들이 스쿨미투 집회에 모였던 것은 “이야기를 

청하는 방식”과 연결된다. 말하고 싶은 것을 발화하고, 함께 모이는 것은 참

여자들에게 “내가 이 운동에 기여했다고 느끼는 경험”이 되었다. 보리는 스

69) 2018년 트위터에서 국내 사회 분야에서 가장 많이 트윗 된 키워드가 ‘스쿨미투’였

을 정도로 온라인 중심으로도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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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미투 고발 집회가 “학내 성폭력이 개별 학교가 아닌 교육현장 전반의 문

제”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절망도 모이면 힘이 되었”고 “서로를 외롭지 않

게” 했다고 회상한다. 

  주목할 것은 스쿨미투가 공론화했던 내용이 교사에 의한 성폭력, 성희롱, 

성추행뿐만 아니라 학교 내 문화 자체에 대한 것이었다는 사실이다. 많은 학

교에서는 교사의 성차별적 발언, 여성이나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발언, 학생

들 간의 강간문화 등에 대한 고발 등을 사건화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보리는 

스쿨미투 운동이 이전의 다른 미투운동과 비교해 “집단적인 목소리”였고, 

“특정한 사안이 아니라 일상적인 문화에 대한 고발”이었다고 이야기한다. 따

라서 스쿨미투가 “너무도 큰 미투였는데, 동시에 아주 작은 미투”였기도 하

다는 것이다. 이전의 미투운동이 특정 가해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

음을 미루어볼 때, 다양한 학교 공간에서 문화를 지적하고 사안을 다양화하

는 것은 분산된 논의를 만들기도 했다. 이처럼 젠더 위계, 교사-학생 위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학교라는 공간에 대한 문제 제기는 한 사람, 한 

학교가 아니라 학교 전반의 문화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고민하며) 저는 스쿨미투 운동에 대해 생각을 하면 음… 이것이 근본적

으로 학내 성폭력 문화의 만연함에 대해서 인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라고 

생각하고? 뭔가… 페미니즘 대중화의 흐름, 미투 운동이 있었기에 이것이 사

회적으로 드러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동안 계속적으로 있어왔

던 것이고 이제야 들리는 이유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고. 한편으로 스쿨미투 

고발은 그동안 사안을 처리할 수 없었던 학교에서 공적체계가 부재한 현실을 

드러내는 운동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학생들이 공적체계를 통해 성폭력 문

화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SNS와 같은 공론장에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어떤 공적체계에 대해서 한 번 더 돌아보고 정비할 필요성을 시사하는 운동

이었다고도 생각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음…. (고민하며) 스쿨미투 운동에 

대해서 제가 많이 느끼는 건 이게 너무도 큰 미투였는데 동시에 아주 작은 

미투였다는 느낌이기도 해요. 매우 집단적인 목소리였고 다른 미투와는 다르

게 어… 특정한 사안이 아니라 일상적인 문화에 대한 고발을 했었고 그것은 

학생, 청소년들에게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이런 게 현행법상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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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도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동시에 청소년들이 스스로 드러낼 수 없는 위치

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집단적이고 문화를 중심에 둔 고발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러한 문화를 중심을 둔 고발을 사안으로 축소시키는 과정에서 

집단성이라는 게 상실되고, 사실 당사자가 고립되는 일들이 남게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사안 처리 절차를 정비하고 잘 처벌하는 것도 중요

하지만 스쿨미투가 이렇게 포스트잇에, SNS 공론화로 많은 이들이 집단적으

로 목소리를 내고 바꾸려고 했던 이 감각이나 역동성 자체를 학교에 되살려

야 한다. 

보리 2차 심층 면담 (2020년 11월)  

그렇다면 이렇게 스쿨미투 운동이 집단성과 연대성을 바탕으로 구성되어 사

회에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드러내게 된 데에는 어떤 것들이 복합적으로 내부

작용했을까? 보리는 스쿨미투가 일상문화를 고발할 수 있었던 데에는 “페미

니즘 대중화의 흐름, 미투 운동”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2016년 이

후 페미니즘 리부트70)와 함께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막론하고 활발해진 페미

니즘 운동은 학내외 청소년들에게도 페미니즘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창구가 

되었다. 특히나 디지털 환경, 온라인 SNS에서 시작하여 오프라인으로 확장

하는 방식의 디지털 페미니즘은 페미니즘 운동에서의 소통 방식과 조직화 방

식을 변화시켰다. ‘000학교 공론화 계정’과 같은 명칭의 계정이 대거로 온라

인 환경에서 등장했던 것은 디지털 페미니즘과 한편으로는 2017년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대중화되었던 미투운동(#MeToo)의 영향에 따른 것이었다. 

이러한 페미니즘의 대중화는 SNS를 학내 페미니스트들이 학교 내의 성폭력

70) 한편 연구 참여자들은 페미니즘 리부트와 함께 등장한 십대 여성 페미니스트들이 

‘영영페미니스트’라는 단어로 환원되는 것을 비판하기도 한다. 보리가 평등문화 TF 4

차 세미나에서 이야기한 바에 따르면 “우리는 어떤 면에서 ‘여성’으로 호명되지 않은 

‘여성’들이고, ‘단일한 여성 범주’와 ‘단일한 청소년 범주’에 모순과 갈등을 겪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보리는 이에 청소년 인권을 기반으로 페미니즘을 다시 말하는 

것은 “최근의 페미니즘의 흐름에 균열과 확장을 만드”는 일이었다고 설명한다. “이 시

대의 청소년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싸우고 있는 현안으로 ‘페미니즘’을 인식했다고 생

각한다. 청소년 페미니즘 모임의 출발은 생각해보면 거창한 담론이 아니라, 지금 이 

공간에 있는 청소년 페미니스트들의 목소리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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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폭력에 불편함을 느낀 것에 대해 발화하고 이야기하는 공간으로서 형성

하게 했다. “청소년들이 스스로를 드러낼 수 없는 위치”에서 자신의 신원을 

밝히고 고발이나 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디지털 공간은 익명의 공론화

를 가능하게 한 것이다71). 스쿨미투 운동이 ‘스쿨미투’라는 이름으로 모일 

수 있었던 이유를 단순하게 도식화하자면 [그림 VI-4]와 같다. 

  

[그림 VI-4] 스쿨미투 운동의 구조

  이러한 복합적인 작용을 바탕으로 모일 수 있었던 스쿨미투 운동은 2019

년 1월, <스쿨미투, UN에 가다> 프로젝트로 UN 아동권리위원회의 사전심의 

의제가 된다. 보리는 2차 심층 면담에서 스쿨미투 의제로 UN에 갔던 과정

이 “대한민국 정부의 대답을 듣고” “학교 내부의 수백 개의 사안으로 흩어져 

있는 스쿨미투를 모아내는” 과정이었다고 설명한다. 함께 갔던 단 또한 아쉬

움과 동시에 국제사회에 스쿨미투를 알리고, 그 이후의 변화를 상상하고 요

구할 수 있는 뿌듯함을 느꼈다. 

71) 특히 사회적 맥락과 구조 속에서 청소년들의 정치적인 목소리가 나이에 의해 거부되

는 상황에서, 트위터라는 공간은 정치적 참여의 대안적인 공간이 되기도 했다

(Mendes, Ringrose, Keller, 2018: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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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잘 돼서 사전심의 때 스쿨미투가 중요한 의제로 채택되어서 한국 정

부가 대화 나눌 때 채택이 된 거예요. 특히 어떤 운동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일이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랑 같이 가셨던 변호사님이. 그런

데 거기 해시태그로 #SchoolMeToo라고 쓰인 것을 보고 너무 뿌듯하고, 진

짜 뭔가. 하긴 했구나, 내가.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본 심의가 작년 9

월(2019년)에 있고 나서 아동권리위원회에서 한국 정부에 권고안을 보낼 때 

성폭력, 특히 교사에 의해 가해진 성폭력. 성폭력을 저지른 교사나 다른 가해

자들에 대한 처벌을 제대로 하라고 하고. 피해자가 신고할 수 있는 창구, 접

근성이 좋고, 익명성이 보장된 창구를 마련하라거나.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었고 이걸 보면서 한 번 더 뿌듯함을 느꼈어요. 그런데 사실 유엔이

라는 기구가 사실 엄청 힘이 있는 기구는 아니고, 사실 권고일 뿐이고. 듣고 

흘릴 수 있는, 그런 것이긴 한데. 그런 거라 아쉽기도 했지만 어쨌든 스쿨미

투라는 것은 국제사회에 알렸다는 의미가 있으니까. 그런 뿌듯함과 앞으로는 

국내에서도 이제, 뭔가 더 이슈화가 되고 실질적인 변화로 이루어졌으면 좋

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고민을 하는 계기

가 된 것 같아요. 

<안녕, 국회> ‘미투 이후의 국회를 상상하다’ – 단 

  이처럼 스쿨미투 운동에서 ‘스쿨미투(SchoolMeToo)’는 기표 이상의 의미

로 작동하며 온, 오프라인에 걸쳐 정치적 존재로서 청소년을 드러냈다. 또한, 

이는 청소년 페미니스트들의 네트워크 역할을 하는 ‘위티’라는 공간을 만드

는 계기가 된다. 2018년, 2019년에 걸쳐 집회, 아동권리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스쿨미투 운동을 확장했던 청소년 페미니즘 모임은 2020년 청소년 페

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라는 단체로 발족한다. 한편 스쿨미투는 가해교사 

재판을 중심으로, 개별적인 사안 처리로 계속되었다. 그러나 이는 스쿨미투 

운동이 제기한 학교 문화 전반의 변화보다는 가해교사 처벌에 초점이 맞춰지

며, “집단성이 상실”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즉 스쿨미투 운동이 공론

화했던 학교 전반의 폭력적인 문화에 관한 논의를 축소하였다는 한계가 있었

다. 재판 과정의 특성상 몇 년에 걸쳐 지속되고, 그 몇 년간 재학생들이 졸

업생이 되는 변화를 겪는 것도 현실적인 제약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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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속에서도 연대하고, 스쿨미투 운동 이후를 상상하기 위한 내부의 프로젝

트는 개별 사안처리 이상의 변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었다. 

[그림 VI-5] 스쿨미투는 끝나지 않았다. (2020년 5월) 

  연구자가 연대 활동으로 참여관찰 했던 2020년 4월 두 차례의 학교의 스

쿨미투 가해교사 재판에서는 스쿨미투 재판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으며, 연대

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VI-5] 참고). 방청석이라

는 공간에서 코로나 19로 인해 마스크를 쓰고 연대 방청하는 상황적 맥락은 

그 무엇도 직접 말하고 표현할 수 없게 했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들은 재판

을 방청하며 가해 교사(피고인)의 발언에 한숨을 쉬거나 시선을 교환하는 등 

비언어적인 방식으로 감정을 표현했다. 그 공간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연대

의 의미를 표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재판에서 연구 참여자들이 분노했던 부분은 성폭력적 상황을 

피고인이 인성교육을 위해 학생들을 통제하는 것으로 설명한 대목이었다. 피

고인은 신체 폭력과 위계 폭력을 고발하는 피해고발자의 증언을 ‘인지 부조

화’로 해석하고 있었다72). 이처럼 폭력적인 상황이 교육과 사랑이라는 번지

72) 피고인은 피해고발자가 거짓으로 증언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거짓말을 했지만 스스

로 거짓말을 한 지 모르는 ‘인지 부조화’ 상태라고 발언했다. 이는 피고인이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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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르한 핑계가 되는 현실에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 모두 분노할 수밖에 없었

다. 재판 방청에 연대하는 것은 스쿨미투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것과 폭력이 ‘교육’으로 포장되는 것을 확인하고, 그 이후를 

고민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또한, 재판 방청 종료 후 연구 참여자들과 법원 

앞에 서서 의미를 나눴던 것은 방청하며 느꼈던 분노, 감정적인 무기력함을 

넘어 새로운 운동의 가능성을 고민하게 했다.

  이러한 스쿨미투 운동에 연대하는 방식은 위티 내부에서 진행하는 프로젝

트들에 스쿨미투 운동의 문제의식을 녹여내게 했다. 예컨대 2020년 8월부터 

시작한 청소년 페미니스트 교육활동가 양성과정 <경계넘기>는 가르치는 사람

과 배우는 사람의 경계를 넘어 청소년 페미니스트의 목소리를 통해 교육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프로젝트다. 이러한 움직임은 스쿨미투 운동을 2018년, 

2019년 초반에 종료된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연속되고 확장되는 것으로 이

해하는 데에서 비롯되었다. ‘소녀, 소녀를 말하다’ 기자단에서 시작해서 스쿨

미투 운동 집회, UN 아동권리위원회 심의, 연대 활동, 프로젝트로 이어지는 

흐름은 집회의 의례적인 행위에서 그치지 않고 확장성을 지닌다. 이는 같은 

주제와 문제의식을 정치적으로 어떻게 지속하고, 어떤 변화를 형성해 가는지

를 보여준다. 

  스쿨미투 운동과 마찬가지로, 청소년 페미니스트들은 다양한 영역에서 일

상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정치적 행위의 범위와 깊이를 확장한다. 즉 이들

의 집단적이고 연대적인 정치 행위는 청소년을 비정치적으로 보는 것, 교육

을 정치와 분리된 것으로 인식하는 것,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의 경계

를 고정된 것으로 여기는 것 등 기존 질서에 문제를 제기하고, 균열을 낸다. 

잘못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고발자의 증언을 부정하고 고발자에게 문제가 있다며 책

임을 전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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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안적 정치의 가능성: ‘새로운 윤리적 현실의 지대’

2020년 총선은 대한민국 역사상 청소년이 투표하는 첫 선거였다. 하지만 

나는 4.15 총선날 ‘교복을 입고 투표장으로 걸어 들어오는 새싹 유권자들’ 

같은 제목의 기사가 썩 유쾌하지 않다. 그들이 투표를 하는 이유는 ‘학생’이

어서가 아니라 권리를 가진 동등한 동료 시민이기 때문이다. 청소년의 투표 

자체도 기특하고 대단한 일이 아닌 당연한 일이며, 우리는 ‘풋내기 유권자’가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로 이미 시민이다. 

「2020, 정치하는 청소년이 온다.」 - 도올

  청소년의 투표를 ‘풋내기 유권자’, ‘새싹 유권자’와 같은 단어로 설명하는 

것은 청소년을 “권리를 가진 동등한 동료 시민”으로 보지 않음을 의미한다. 

도올은 이러한 정치 참여가 “기특하고 대단한 일이 아니”며, 청소년 “존재 

자체로 이미 시민”이라고 이야기한다. 선거권 연령 하향은 선거가 비청소년

의 전유물이고, 청소년은 무정치적이라는 보편적인 가정을 부분적으로 허물

었다. 투표하는 것은 ‘학생’이기 때문이 아니라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동등한 

동료 시민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회에서 보편성이라고 여겨져 왔던 것을 깨고, “질문하는 작업들”

은 청소년 페미니즘 운동을 새롭게 구성한다. 도올은 청소년 페미니즘 운동

이 보편적이라고 여기는 것들이 “누구의 시선으로 왜 규정되어 있나”를 생각

하는 것이며, 결국 그것이 “보편성을 뛰어넘는 작업들”이었다고 설명한다. 

나는 결국 청소년 페미니즘 운동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보편성에 질문하는 

작업들? 나는 어떤 인권 운동이나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소년 인권 운동, 

페미니즘 운동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보편성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보편

적으로 여기는 것들이 상정되어 있다는 이야기잖아. 그럴 때… 그럼 우리는 

결국 약간 그것이 누구의 시선으로 왜 그렇게 규정되어 있나를 질문하는 운

동과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항상 보편성을 뛰어넘는 작업들? 그런 

느낌들이 있었고 그럴 때. (중략) 정치적이라는 것은 조금 더… 항상 적을 만

드는 작업 같은 느낌? 뭔가 도전하고, 반대하고, 혹은 토론하고 이런 과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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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사실 뭔가…. 음… (고민하며) 이 세상이 평화롭지만은 않다는… 말을 

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했거든? 그랬을 때 나에게 조금 더 맞는 결의 운동이었

던 것 같아. 왜냐하면,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은 뭔가 이 세상이 아름답

고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한테 항상 싫었는데, 그것은… 높은 확

률로 그와 나의 세상이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늘 싫었는데 

그랬을 때 정치라는 것은. 정치가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청소년 페미니

즘 운동, 위티의 운동이 하는 작업은 보편성에 질문하는 것 혹은 보편성을 

전복하는 것? 보편성이라는 개념 자체를 재정립하는 것에 가까웠던 것 같아. 

도올 2차 심층 면담 (2020년 11월) 

  도올은 “보편성에 질문하는 것” 혹은 “보편성을 전복하는 것”을 ‘정치’와 

연결한다. 사회에서 보편성이라고 규정된 것을 보편적이라고 인지하는 이들

에게 세상이 평화로운 것은 “높은 확률로 그와 나의 세상이 다르기” 때문이

다. 이는 사회의 보편성이 도올과 청소년 페미니스트들에게는 ‘보편’으로 작

동할 수 없으며, 청소년 페미니스트들이 재정립하는 보편성의 개념은 청소년 

페미니스트들의 세상과 일상에서 비롯된다. 즉 기존의 ‘보편성’이 배제해왔던 

여성 청소년들의 경험과 일상을 새롭게 ‘보편’으로 정치적으로 재구성하고 

드러내는 작업이라는 것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위티에서의 청소년 페미니즘 운동이 만들어가는 정치가 

“새로운 윤리적 현실의 지대”(나비), 즉 새로운 상식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

한다. 호지에게도, “새로운 윤리적 현실의 지대라고 부르는 공간이 열려 있

을 때, 새로운 사람들이 오고 같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은 놀

라운 경험이었다. 청소년 페미니즘이 새로운 윤리적 현실의 지대가 되는 것

은 한편, “정상성 허울뿐이라는 것 다 알고 있는데” 수행하고 있었던 것을 

깨닫는 것을 넘어서 “다른 것이 있구나. 실제로 가능하구나”를 확인하게 하

기도 한다. 유채는 특히 콘돔 전시회의 작업이 유채에게 머리로는 아는데 수

행하고 있는 자신을 보는 것에서 오는 “학습된 무기력감”에서 벗어나는 시간

이 되었음을 이야기한다. 



- 223 -

     연구자: 네가 “내가 뭘 어쩌겠어”라는 학습된 무기력감을 느꼈다는 걸 콘돔 

전시회 도록에서 적었더라고, 그게 어떤 거였는지 설명해줄 수 있

어? 

     유채: 그거? 그건 약간 맨날 우리가 콘돔 전시회에서 이야기한 포르노적 서

사에 관한 것인데 그것도 그렇고 마음, 머리로는 아는데. 입시, 머리로

는 알고 건강하지 못한 연애와 짜이지 못한 판 아는데, 수행하는 것들 

있잖아. (고민하며) 다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내가 해서 바뀌지도 않

고 어차피 어쩔 수 없지, 라는 느낌이 늘 있었고. 사실 지금도 약간 

존재하는 것 같아, 이건 늘. 뭔가 다 알고 있는데 그 정상성 다 허울

뿐이라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왠지 따라야 할 것 같고. 그게 진짜 심했

는데, 콘돔 전시회 전에는. 연애, 연애. 그전에는 짜인 그 연애. 다 아

는데 계속하게 되고 그 외의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확실히 콘돔

전시회 하면서 “진짜 다른 사랑의 방식이 가능한가?”를 느꼈던 것 같

아. 실제로 해보진 못했고. 

     연구자: 근데 위티에 와서는 뭔가.

     유채: 진짜. 

     연구자: 뭐라도 해볼 수 있겠다?

     유채: 맞아. 진짜. 생각도 안 났었거든? 화까지만 나. 그게 끝이었는데 다른 

것이 있구나, 실제로 가능하구나. 이런 걸 느꼈지. 실제로 그런 활동들

을 계속하고, 그랬지. 

유채 2차 심층 면담 (2020년 7월)

  연구 참여자들에게 ‘새로운 윤리적 현실의 지대’라는 문구로 통용되는 것

은 2020년 1월 위티에서 진행했던 콘돔전시회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그림 VI-6] 참고). 열려 있는 전시의 공간에 위티 이외의 다른 사람들이 오

고, 위티 내에서 만들어나간 목소리를 외부와 연결하고 확대하는 작업은 연

구 참여자들에게 인상 깊게 남아있는 순간이다. 호지는 페미니즘을 아예 모

르고 관심이 없는 남성 고등학생 친구들이 전시회장에 와서 문제의식을 공유

하고 공감할 수 있었던 것이 위티 내부에서의 논의를 내부에서만 고정하지 

않고 공간성을 확대하는 과정으로 읽혔다고 설명한다. 한편, ‘새로운 윤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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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의 지대’라는 말이 전시회 이후에 1년간 참여자들에게 인상 깊은 문구로 

남았던 것은 이 문구가 전시회장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음을 의미하기도 한

다. 정치, 교육, 사회 전반에 대한 단체 내의 프로젝트와 연대 사업을 진행

하면서 참여자들은 ‘윤리적 현실의 지대’가 계속해서 형성되고 변모함을 인

식했다.

[그림 VI-6] 이곳은 새로운 윤리적 현실의 지대-

  구체적으로 보리는 청소년 페미니스트 교육 활동가 양성과정 <경계넘기>가 

“어떤 공간이나 틀에서 정형화”되는 것이 아니라 “역동성”, “대안적인 교육”

을 만들어내는 작업이 되었다고 설명한다. 이전까지 교육에 대한 담론에 위

티에서 대응했던 방식이 “민원, 탄원서를 모으고 집회를 하는 방식”이었다면, 

“대안적으로 그려내는 것”, 즉 “안티 테제가 아니라 테제로서 만들” 가능성

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위티 내에서의 시도는 역동성을 바탕

으로 ‘정치’의 상을 다양화하고, 행위하는 작업이 되었다. 

     보리: (<경계넘기> 프로젝트가) 스쿨미투, N번방 이후 (이에 대한 단순화된 

해결책으로서) 성교육에 대한 담론이 끊임없이 나오는 상황에서 교육 

만능주의 나쁘지, 하고 퉁 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정면돌파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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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수도 있겠다, 어떻게 보면? 그 정면돌파의 방법이나 과정들에 대해

서 예전에는 민원, 탄원서를 모으고 집회를 하는 방식이 액티비즘으로 

유의미하다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어떠한 교육의 형태를 비판하지 않고 

대안적으로 그려내는 것? 그리고 그 대안이라는 것을 대안학교처럼 뭔

가… 어떤… (웃음) 이… 위계….

     연구자: 가치로서 묶이는 느낌일까요? 

     보리: 어어, 그러한 대안적인 교육의 상이라는 것이 어떠한 공간이나 틀에서 

정형화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역동성이 대안적인 형태다, 그 

자체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중략) 왜냐하면, 그 

합의를 만들었던 건 2017년에 해시태그 ‘페미니스트 교사가 필요합니

다’ 캠페인 때 교사가 아니라 동료가 필요하다는 이야기 이후에 이것

에 대해 이야기했던 적이 없거든요. 이걸 매번 이야기할 때 전형적인 

구조의 문제도 있었고, 페미니즘 교육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학생들 

(웃음). 그런 구조이기도 하고 엄두가 안 나기도 했고요. 너무 많은 담

론이 우리에게 친절하지 않은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기도 하고. 안티 

테제가 아니라 테제로서 만들 수 있었던 건 위티의 성과라고 생각해

요. 위티가 있어서 이걸 했지, 혼자서 했으면 매일 매일 비슷한 질문

의 틀을 깨지 못했을 텐데 위티가 가진 틀 안에서 시도해볼 수 있는 

것이었다는 그런 생각을 해요.

보리 2차 심층 면담 (2020년 11월) 

한편, 보리는 이러한 다양화의 작업을 “청소년 페미니즘 운동이 가진 확장적

인 프레임”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청소년 페미니즘 운동이 여성 청소년이라

는 특정한 의제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페미니즘이라는 패러다임에

서 “청소년 주체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바꾸는 작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일은 “현실을 변모되는 걸 전제로 삼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될 것인지 아닌지를 가늠하고 판단하기보다는 “이미 되

고 있는 것”을 함께 만들어가기 때문이다. 다린은 위티의 존재가 좋은 이유

는 “이게 진짜 가능하다고? 가 아니라 이미 가능해지고 있는 곳에 있어서”라

고 설명한다. 가능성이 확장되고, 청소년 페미니스트로의 ‘되기’가 유동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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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이기 때문이다. 

위티가 존재해서 너무 좋아요. 아니, 이걸 어디서 할 수 있을까! 그런 생

각도 들고 뭔가. 그러니까 너무 좋은 게 위티는 제가 무얼 이야기해도 ‘그런

데 현실적으로’라는 이야기를 안 하세요. 절~대(강조) 안 하세요. 한 번도 저

는 위티에서 한 번도 ‘현실적으로’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그

게 너무 좋아요. 현실이 변모되는 걸 전제로 삼고 있어서… 그러니까 얼마든

지 가능성의 영역이고 그리고 그게 또 엄청…. 뭐라고 해야 하지? 그게 되

게… 그러니까 그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될까, 말까도 아니고 이미 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되게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여기선 별로 없고 되

고 있는 상황에 계속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돼? 이게 진짜 가능하

다고? 가 아니라 이미 가능해지고 있는 곳에 있어서. 막 ‘실패’라든가. 그런 

이야기가…. 그런 걱정이 없는 것 같은 느낌? 실패여도 우리는 실패라고 부

르지 않을 테니까? 그런 게 저한테 너무 좋았고 되게 큰 힘 같고. 

다린 심층 면담 (2020년 9월)  

이처럼 가능성의 확장은 돌아가 대안적 정치의 공간으로서 ‘위티’의 의미를 

확인하게 한다. 다양한 내부작용을 통해 끊임없이 청소년 페미니스트가 되어

가는(becoming) 과정을 수행하고, ‘새로운 윤리적 지대’로서 정치의 기반을 

만드는 작업은 “서로의 동료가 되고, 세상을 바꾸는 기획을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일이다. 동시에 이는 청소년 페미니스트들을 “당사자”가 아닌, 

“변화를 만드는 한 사람”으로 보는 일이기도 하다. 

우리는 당사자로 머무르는 것을 넘어, 변화를 만드는 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 청소년 페미니스트들의 말하기가 이어지기 위해,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

반이 필요하다. 나이를 이유로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지 않을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 우리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확장되도록 지속 가능한 활동의 기반이 

필요하다. 고립되어 있던 청소년들이 서로의 동료가 되고, 세상을 바꾸는 기

획을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창립 선언문 (2019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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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존의 개인화, 폐쇄적인 학교 환경, 열악한 청소년의 사회경제적 위치에

서 청소년 페미니스트들의 대안적 정치 공간으로 기능하는 ‘위티’는 연대성

과 유동성을 바탕으로 변화의 가능성을 계속해서 확장한다. 고정된 경계를 

허물고, 경계 사이에서 변화를 모색하는 작업은 ‘위티’라는 장소뿐만 아니라 

청소년 페미니스트들이 존재하는 ‘현재’를 바꾼다. 즉 사회의 견고한 경계를 

허물고, 끊임없이 균열을 내는 작업은 계속해서 새로운 현실을 형성하고, 바

꿔나가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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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결론

1. 요약

  바람직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시민의 자질을 육성하는 시민교육에서 청소년

의 정치 참여는 핵심적인 영역이다. 그런데 청소년을 ‘미래의 시민’ 혹은 ‘시

민이 되어가는 존재’로서 인식하는 관점은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현재를 살

아가는 민주시민의 일원으로서 행위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게 한다. 또한, 제

도 내에 청소년의 정치 참여의 제한은 제도 밖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정치적

으로 참여하는 청소년의 존재를 드러내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이에 

Biesta 외(2009)의 설명처럼 청소년의 시민성을 논의하기 위해 우선 청소년

이 실존하고 있는 실제적인 공간과 맥락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청소년의 

정치 참여는 청소년이 살아가고 있는 공간과 정치적으로 참여하는 현장에 대

한 이해 없이는 부분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을 뿐이다. 

  2015~2016년을 기점으로 시작된 페미니즘 대중화 흐름은 온라인과 오프

라인 공간을 막론하고 페미니즘 논의가 활발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나 

다양한 독서모임, 세미나 등 오프라인 모임과 트위터 등을 중심으로 형성된 

디지털 공론장은 십대 여성 청소년들에게도 페미니즘이 일상 속으로 들어오

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많은 여성 청소년들이 페미니즘에 관심을 가지고 일

상과 삶 속에서 페미니즘을 실천하고자 하였으나, 페미니스트로 살아가는 과

정은 청소년 미성숙 담론, ‘메갈’이라는 낙인,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한

다’고 여겨지는 교실에서 여성 청소년을 소위 ‘정치적’인 존재로 여기는 등의 

상황 속에서 스스로 고립되는 과정이기도 했다. 또한, 2018년 미투운동의 

흐름 속에서 많은 청소년이 참여했던 ‘스쿨미투 운동’은 학내 성폭력적인 문

화를 비판하며 여성 청소년들을 정치적인 요구를 하는 존재로서 드러내게 되

었다. 이처럼 페미니즘 대중화와 함께 여성 청소년들에게 페미니즘이 중요한 

정치적 의제로 등장하고, 일상에서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주제가 되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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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정치 참여에 대한 기존의 젠더 중립적인 관점들은 여성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를 설명하지 못했다. 

  여성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는 청소년의 정치 참여만으로 또는 페미니즘 

정치만으로도 설명될 수 없는 복합적인 영역이다. 나이에 따른 ‘청소년’의 구

분은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동등한 시민으로서의 참여가 아닌 “기특한 청소

년”으로 표상하며 청소년을 보호나 칭찬의 대상으로 인식한다. 또한, 정치적

으로 참여하는 청소년 중에서도 청소년 페미니스트들은 페미니즘에 대한 백

래시, 여성혐오, 성 보호주의 등의 억압을 학교, 가정, 거리 등 다양한 공간

에서 경험한다. 학력, 나이, 말하기 방식 등 여성 청소년 내부의 차이는 여

성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가 ‘여성’ 혹은 ‘청소년’만으로 분리되어 설명할 수 

없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임을 시사하기도 한다. 

  여성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에 관한 기존의 이론들이 한계적임을 인식하며, 

연구자는 2019년 8월, 스쿨미투 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를 만나게 되었다. 스쿨미투 운동 이후에 공식 단체로 출범한 

‘위티’는 2016년부터 청소년 페미니즘 모임으로 형성해온 자원을 모으고, 스

쿨미투 이후를 상상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다. 여성 청소년들

이 ‘청소년 페미니즘’을 중심으로 정치적으로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행위하는 

현상은 연구자에게 새로운 관심으로 다가왔다. 이에 연구자는 여성 청소년들

이 어떤 방식과 양상으로 정치적으로 참여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위

티’에 예비 연구자이자 내부자-활동가로 현지 조사를 시작했다. 예비연구까

지의 과정을 합해 1년 2개월간의 시간을 함께하며 연구자는 참여관찰, 심층 

면담, 현지조사자료 수집 등 연구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었다. 연구자

가 활동하는 동안 청소년 선거권 연령이 만18세로 하향되고, 2020년 텔레그

램 N번방 성착취 사건이 일어나는 등 사회적인 변화들이 일어났다. 또한, 내

부에서 청소년 섹슈얼리티, 청소년 참정권, 교육, 정세 대응 등으로 진행했던 

다양한 프로젝트는 연구자가 여성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인식하는 기존의 틀

이 한계적임을 발견하게 했다. 기존 비청소년 남성 중심으로 정의되어 있었

던 ‘정치’의 프레임에서 볼 때, 청소년 페미니스트들의 정치 행위와 참여를 

분석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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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동적이고 예비적인 시민으로서의 청소년 혹은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시민

으로서의 청소년. 이 두 가지로 나뉘는 이분법적인 구조는 여성 청소년의 정

치 참여를 극단적으로 단순화하여 이해한다.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며, 연구

자는 여성 청소년의 정치를 고정적인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청소년 페미니스

트라는 정체성도 유동하고 변화하고 있음을 포착하게 되었다. 이에 연구자는 

여성 청소년의 정치 참여라는 현상을 결정론적이고 재현론적인 접근이 아니

라 물질, 시간, 공간, 담론 등이 내부작용하며 형성되는 유동적인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따라서 연구자는 ‘위티’의 여성 청소년들이 공

간-시간-물질화(Barad, 2007) 속에서 어떻게 행위하는지를 복합적이고 맥락

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여성 청소년 정치 참여의 역동성과 청소년 페미니스트 

‘되기’ 과정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 관점에 기반해 연구자는 연구자

가 연구 현장에서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연구자, 연구참여자, 자료가 내부작

용하는 실천 속에서 내부작용하는 관점(존재-인식론적 접근)에서 문화기술지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발견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페미니스트의 정치 참여를 수동적/능동적 시민이라는 이분법

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오히려 여성 청소년을 개별적이고, 자율적이며, 의지

적인 주체라고만 인식할 위험이 있음을 지적한다73). 이 연구에서 청소년 페

미니스트들은 ‘위티’라는 공간에서 다양한 의제들을 청소년 페미니즘 관점으

로 해석하고 행위하지만, 이는 내부작용하는 요소들(예컨대 온라인 공론장의 

형성, 학교와 가정 등 공간에 대한 이해, 거리에서의 출현, 소녀성 담론, 청

소년 미성숙 담론들이 유동하는 것)에 대한 이해 없이는 복합적으로 인식될 

수 없다. 이때 신유물론 페미니즘을 근간으로 이 연구는 청소년 페미니스트

의 정치 참여를 고착된 역할이 아니라 내부작용을 통해 출현하는 현상으로 

이해하게 한다. 동시에 청소년 페미니스트들이 왜 전통적인 선거 방식, 투표 

행위, 정당활동 등의 ‘전통적 행위’가 아니라 항의, 발의, 집회 등의 ‘비전통

적인 행위’, 교육활동, 전시회 등의 방식을 통해 정치적으로 참여하는지 그 

73) 이러한 행위성/구조의 이분법과 본질환원주의적인 관점은 비단 여성 청소년의 정치 

행위성뿐만 아니라 비청소년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된다. 페미니즘이 그동안 합리

성, 이성, 객관성 등으로 표상되는 공적 영역에 문제를 제기해왔던 것과도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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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를 설명하기도 한다(김효연, 2016). 다시 말해 ‘전통적 행위’라고 여겨지

는 정치 참여의 방식들이 어떻게 비청소년 남성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

며, 청소년들에게 열려 있는 학교, 거리 등의 공간이 얼마나 여성 청소년들

에게 차별적인 공간이었는지에 관한 이해 없이는 여성 청소년의 정치 참여는 

단편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공간-시간-물질화 내부

작용을 통한 분석은 여성 청소년의 행위성을 능동적이라고만 본질화할 수 없

으며, 맥락적이고 복합적인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을 시사한다. 

  둘째, ‘청소년 페미니스트’라는 것은 고정된 정체성이 아니라 역동하는 시

공간, 물질, 담론의 내부작용 속, 정치적인 ‘되기’(becoming) 과정이다. 여

성 청소년들은 이성애규범성, 능력주의, 나이주의 등 사회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경계를 확인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경계들이 고정적이지 않음을 느끼기

도 한다. 여성 청소년의 화장이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사이의 어떤 

것 하나로 설명될 수 없듯이 경계는 맥락에 따르게 다르게 형성되고 변화한

다. 또한, 여성 청소년들은 ‘청소년 페미니스트’를 동질한 집단으로 보고 정

체성을 단정하는 방식이 가져올 수 있는 정체성 정치의 위험성을 의심하며 

고정된 정체성으로 볼 것을 거부한다. 이러한 청소년 페미니스트의 ‘되기’ 과

정은 나아가 ‘위티’라는 공간 또한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가능성의 공간으로 

인식하게 한다. 이들은 “현실이 변모되는 것”을 전제로, 질문의 틀을 계속해

서 깨고자 노력하는 작업을 통해 여성 청소년들의 새로운 정치적인 현실을 

형성한다.

  셋째, ‘위티’의 청소년 페미니스트들에게 일상과 정치는 분리되지 않으며, 

정치 참여는 기존 사회가 구획해왔던 경계를 해체하고 재구성하게 한다. 갈

등이나 토론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여겨지는 학교, 착한 딸로 살아야 하는 가

정, 소녀상을 강요받는 일상 속에서 삶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언어화하고 정

치화하는 것은 여성 청소년들이 느끼는 차별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인 의제임을 인식하는 계기다. 이에 연구 참여자들은 비청소년 남성 중심으

로 구성되어 있던 ‘정치’의 개념에 질문하고, ‘청소년의 정치’를 페미니즘적

으로 확장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러한 여성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는 비청소

년과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회적 인식, 제도적·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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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와 재현의 한계에 부딪힌다. 예컨대 미숙하고 판단력이 없다고 여겨지는 

청소년들은 정치적으로 참여 동등(participatory parity)을 보장받지 못하며, 

여성 청소년들의 목소리는 모범생, 피해자, 만18세 당사자로 호명 및 재현되

며 정치적인 것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청소년 페미니스트들은 정치

적인 행위가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되었던 경계에 계속해서 질문하고,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이들이 존재하는 현실을 바꿔나간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페미니즘적인 관점 없이는 여성 청소년의 정치 참

여를 복합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성 청소년이 피해자, 모범생, 

당사자, 순결하면서도 섹시한 소녀로 요구받는 현실은 근대 자유주의 사회의 

공적/사적 이데올로기에서는 사적 영역에 위치하는, ‘덜 중요하고’, ‘사소한’ 

문제에 불과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여성 청소년이 부여받는 역할과 소

녀상은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정치적인 문제이며, 여성 청소년이 존재하고 

출현하는 공간들은 사적 영역을 넘어 공적이고 정치적인 영역이다. 이에 청

소년 페미니스트들은 이분법적인 구분에 문제를 제기하고, 공적 영역에 출현

하며,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간의 경계를 허물고자 한다. 이처럼 여성 청소

년들은 이미 사회의 구성원이자 시민으로서 세계와 끊임없이 내부작용하고, 

세계 속에서 지식을 만들며, 행위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페미니즘적 관점을 

통해 그동안 비가시화되어 있었던 여성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드러내고, 일

원화되지 않은 다양한 여성 청소년들의 목소리 내기를 가능하게 하는 장을 

형성한다. 

  이처럼 이 연구는 획일화되고 서열화된 사회에서 스스로 생존해야 하는 

위험의 개인화 속에서도 여성 청소년들의 정치 행위성을 복합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한다. 여성 청소년의 정치 참여라는 현상은 독립적으로 

정의될 수 없으며, 내부작용을 통해 형성되고, 계속해서 변화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시민성 이해를 위해서는 여성 청소년이 정치 참여하는 현상과 맥락을 

이해하는 데 여성 청소년 개인을 독립적인 행위자로 볼 것이 아니라 여성 

청소년의 정치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내부작용하는 담론, 시공간, 물질을 모

두 확인해야 함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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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론

1) 함의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에서 연구자는 참여관찰, 심층 면담, 현

지조사(3E)를 1년여의 시간 동안 수행하였다. 분석과 해석을 통해 얻은 결론

은 청소년 페미니스트들이 이미 현재를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정치적으로 참

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치 참여를 행위성/구조라는 신자유주의적 관념 아

래에서 분석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청소년 페미니스트들은 학교, 가정, 지역사회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거리, 

나아가 ‘위티’라는 집합적인 공간에 출현한다. ‘위티’에서 청소년 페미니스트

들은 선험적으로 구획되어 있었던 여성 청소년의 고정된 이미지를 탈피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정치적으로 행위한다. 그러나 동시에 청소년 페미니스트들

의 정치 참여 현상을 단순히 ‘능동성’이라고만 정의하는 것은 이들의 정치 

참여가 가로막히고, 비청소년과 동등한 정치 참여로 인정받지 않는 현실의 

상황을 은폐한다. 공간-시간-물질화를 기반으로 분석 및 해석한 결과 여성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가 제약되었던 이유 일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에 대한 미성숙 담론이 작용한다. 나이에 따라 미성년자-성년

으로 이분화하는 사회적 규범은 청소년이 ‘어리고’, ‘질풍노도의 시기’이고, 

‘미성숙’하다는 이유로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제한한다. 선거권 연령이 만 

18세로 하향되었지만, 여전히 ‘학교가 정치판’이 될 것이라는 우려나, 학교 

내에 대자보를 붙이더라도 학교나 교사에 의해 강제철거되는 것도 이의 하나

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가정은 학

교 안팎에서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를 제한하는 규범으로 작동한다. 

  둘째,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생존을 위해 현재를 미래를 위해 유보

할 것을 요구하는 교육과 학교 제도다. 현재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현재

를 유보하고 희생해야 하는 존재로서 청소년들은 획일화, 서열화, 경쟁적인 

문화를 경험한다. 입시경쟁 속에서 ‘성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눌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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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 서로를 성적순으로 평가하고 차별하는 것은 정당화된다. 특히나 정

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한다고 상정되는 학교에서 학생이 해야 한다고 여겨

지는 공부 이외에 논쟁하고, 토론하는 것은 환영받지 않는다. 이러한 문화 

속에서 청소년 페미니스트들이 낙인, 백래시(backlash)를 경험하며 고립되더

라도 그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청소년 페미니스트들이 져야 할 정도로 생존 

자체는 개인화되어 있다. 물론 위티 내에 대안학교를 다니거나 탈학교를 한 

청소년 등 학교 문화 안에 있지 않은 연구 참여자들도 존재했지만, 이들 또

한 사회에서 ‘정상성’에 대한 압박을 늘 가지고 있었다. 

  셋째, 여성 청소년의 말하기를 정치적으로 인식하지 않는 담론적인 제약이

다. 언론과 인터뷰 경험이 있는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언론에서 청소년 당사

자 혹은 피해자로서의 말하기를 요구하거나 연구 참여자들의 언어가 기존의 

언어로 포섭되어 버리는 상황을 겪었다. 이러한 방식의 재현은 청소년 페미

니스트들의 정치적인 말하기를 들리지 않게 하며, 당사자적인 발언으로 축소

하고 일축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와 같은 재현은 다양한 청소년의 경험이 

들릴 수 없게 하고, 정치적인 존재로서 말하기를 불가능하게 한다. 

  넷째, 정치에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강력한 구분이다. 근대적인 관념

으로서 ‘공적 영역’은 비청소년 남성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어 여성 청소년의 

정치적 행위를 사적 영역의 것으로 치환한다. 학교, 가정,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함과 차별적인 상황을 중요하지 않은 것, 덜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이분

법적 영역 구분은 여성 청소년의 목소리를 정치적으로 해석되지 않게 한다. 

  여성 청소년의 정치 참여가 한계적으로 논의되는 이유는 위 네 가지 이유

만으로 정리될 수 없으나, 이러한 제약들은 여성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가 페

미니즘 정치와 청소년 정치 둘 중 하나만으로 설명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기도 하다. 

  그렇다면 위티 내 청소년 페미니스트들은 ‘특별한’, ‘똑똑한’ 청소년들일

까? 이들은 여느 나이대의 청소년들과는 다르고 특수할까? 소속과 포함의 문

제는 존재 자체를 규정하는 조건은 아니기에, 이들의 존재와 행위는 소속과 

포함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다루어야 한다(이진경, 2011). 위티 내의 청소

년 페미니스트들은 동일한 하나의 정체성으로 묶이기 어려우며, 내부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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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양하게 존재한다. 또한, 청소년 페미니스트들의 삶에서 공간, 시간, 물

질의 내부작용이 드러낸 억압과 배제의 기제들은 ‘위티’의 청소년들만이 경

험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위티’ 내의 청소년 페미니스트들은 스쿨미투 운

동, 콘돔전시회와 같은 사건으로 이러한 굴레에 균열을 내고, 변화를 만드는 

방식으로 출현한다. 

  문화기술지적 관점에서 이 연구는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를 

중심으로 청소년 페미니스트들의 경험, 문화와 정체화의 특수성을 기술하였

으나, 사회에서 상정되는 ‘일반’ 청소년들과 연구 참여자인 청소년 페미니스

트들을 과도하게 구분하는 것을 경계한다. 왜냐하면, 위티 내의 청소년 페미

니스트들이 내부작용하는 공간, 시간, 물질, 담론 등은 현재를 살아가는 청소

년들에게도 공통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일반 청소년과 청소년 페미니스트의 

경계를 나누는 방식은 청소년 페미니스트들을 또다시 하나의 정체성을 가진 

동일한 집단으로 치환할 가능성이 있다. “단일하지 않은 청소년”의 목소리는 

여성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둘러싼 세계의 내부작용에 대한 이해 없이는 들

리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청소년 페미니스트의 정치 참여를 존재-인식론적인 

관점으로 이해함으로써, ‘청소년 페미니스트’와 이들의 ‘정치 참여’를 유동적

이고 끊임없이 변화할 가능성을 열게 된다. 정태적인 상태로서의 정체성이 

아니라 계속된 내부작용을 통해 역동하는 과정이라는 이해는 논문을 마무리

하는 이 시점 이후에도 청소년 페미니스트의 의미와 정치 참여의 양상이 계

속해서 변화하고, 확장될 것임을 시사한다.

2) 적용

  사회과에서 청소년의 정치 참여에 관한 기존 연구는 첫째, 시민성에 대한 

결핍 모델(deficit model)을 기반으로 하거나 둘째, 학교나 정부 기관에 속

해 있는 제도권에서의 참여를 중심으로 한다(예를 들면, 김명정, 2009; 김영

인, 2007; 이윤주, 2015; 이윤주‧정상우, 2018).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청소년을 미래를 위한 예비의 존재로 인식하고, 청소년 정치 참여의 젠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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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측면을 다루지 못하며, 제도 바깥의 자발적인 운동으로서 정치 참여를 간

과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이 연구는 현재를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위티’ 

내 여성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를 신유물론 페미니즘, 그중에서도 행위적 실

재론을 기반으로 다룸으로써 그동안 비가시화되어 있었던 여성 청소년들의 

경험을 가시화하고, 이해 가능성을 넓혔다. 

  청소년 페미니스트들의 정치 참여에 관한 연구는 다음과 같이 적용, 응용 

및 활용될 수 있다. 첫째, 이론적·학문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청소년 페미니

스트들의 존재와 정치 참여를 드러낸다. 이 연구는 무성적인 존재, 모범적인 

여학생, 혹은 피해 당사자 등의 고정된 모습으로 재현되었던 여성 청소년들

이 어떤 방식으로 기존의 이미지에 균열을 내는지 가시화하기 때문이다. 또

한, ‘여성’으로, ‘청소년’으로 단일하게 나뉠 수 없는 ‘여성 청소년’으로서의 

경험을 공간-시간-물질화의 내부작용을 통해 중층적, 역동적인 과정으로 분

석한다는 점에서 여성 청소년과 청소년 정치 참여에 관한 기존 연구들의 흐

름을 전환한다. 특히 이는 여성 청소년의 정치를 이해할 때, 페미니즘적 관

점을 바탕으로 한 이해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여성 청소년들을 억압하는 사회, 학교, 가정의 구조를 실천적으로 

고찰하게 한다. 특히 법적‧제도적‧사회문화적 제약들이 청소년의 참여 동

등을 제한하는 만큼, 청소년들의 참여를 제약하는 제도와 규범에 관심을 가

지고 실천적인 변화의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 페미니스트들

이 재구성하는 ‘정치’ 자체는 여성 청소년들을 배제하는 정치적 의사결정 구

조에 도전한다. 즉 여성 청소년의 정치적인 삶과 청소년 정치를 둘러싼 담론 

간의 간극에 주목하는 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동료 시민으로서 청소년 페미니

스트들의 목소리가 어떻게 가닿을 수 있을지에 대한 사회적‧정치적‧문화적

‧교육적 변화를 탐색하게 한다. 

  셋째, 신유물론 페미니즘 관점, 즉 행위적 실재론을 바탕으로 한 연구는 

‘능동적인 시민 주체’라는 말로는 환원되지 않는 행위성을 복합적으로 이해

하게 한다. Barad(2007)의 존재-인식론적 관점을 바탕으로 청소년 페미니스

트들의 정치를 내부작용을 통해 분석 및 해석하는 것은 청소년의 현재를 이

해하는 폭을 넓히고, 기존 연구가 포착하지 못했던 현상과 그 이면의 작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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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한다는 이론적‧실천적 의미를 지닌다. 즉 하나로 정의될 수 없는 청소

년 페미니스트의 정치 참여를 복합적으로 설명하는 데 기여한다. 

  넷째, 청소년 페미니스트들이 존재하고 행위하는 현재 삶에 대한 이해는 

환경과 맥락 속에서 자신을 연결하며 배우고 참여하는 과정으로서 시민성을 

이해하게 한다. 청소년 페미니스트들이 정치적으로 참여하는 실제적인 공간

과 맥락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민교육이 시작될 수 있다. 청소년의 정치 

참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상을 전제하는 기존 시민교육의 도

구주의적 관점은 오히려 청소년 정치 참여의 경계를 구획할 수 있다. 이러한 

도구주의적 관점을 거부하고, 다차원적이고 맥락적인 차원에서 청소년의 정

치 참여를 인식하는 것은 일상적이고 정치적인 존재로서 청소년을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Castro & Knowles, 2017). 

  이외에도 이 연구는 방법론적 차원에서 연구자, 연구 참여자, 자료의 경계

에 질문함으로써, 연구 참여자, 자료, 연구자라는 물질성의 내부작용에 주목

하였다. 이는 연구자 또한 연구 참여자들과 공간-시간-물질이 내부작용하며 

형성하는 세계의 일부에 있으며, 연구자가 이에 윤리적인 응답 혹은 책임

(response-ability)을 져야 함을 시사한다. 행위적 실재론을 바탕으로 한 존

재-인식론적 관점에서의 질적 연구는 이론, 방법론, 자료가 얽히는 과정을 

역동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자료화, 분석 및 해석의 가능성을 확장한다. 

3) 제언

  먼저 이 연구의 범위에 따른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사례적 

관점을 바탕으로 하기에 여성 청소년의 정치 참여 경험을 일반화하기에는 한

계가 있다. 이 연구가 채택한 사례적 관점은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라는 사례 내의 복잡성, 사례의 독특함에 주목하기에 ‘위티’라는 개별 

단체의 경험과 체험을 중심으로 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이는 여성 청소년 전

체의 경험을 일반화할 수 없으며, 비교되는 개인이나 집단의 부재로 사례 간 

차이와 유사성을 분석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여성 청소년의 정

치 참여에 관한 선행 연구가 부재한 상황에서 ‘위티’를 중심으로 한 사례적 



- 238 -

관점의 연구는 해당 주제 관심과 필요성을 환기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 ‘위티’의 사례를 다른 사례와 비교하거나 비청소년 여성 단체의 사

례나 남성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정치 참여와 대조하는 등 비교‧대조 사례

를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여성 청소년’이라는 정체성을 통해 청소년이라는 나이와 여성이라는 

젠더를 매개로 정치 참여 행위성을 분석하였으나, 내부의 계급, 지역, 장애, 

성정체성, 성적 지향 등 다양한 사회적 범주가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충

분히 다루지 못했다. 내부의 차이를 소거하지 않고자 하였으나, 청소년의 정

치 참여를 페미니즘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노력은 한편, ‘위티’ 내에서 활동하

고 있는 청소년 페미니스트들의 경험을 비교적 동질하게 인식하게 하기도 했

다. 예컨대 이 연구는 ‘위티’의 청소년 페미니즘 운동에 참여하는 청소년 페

미니스트들의 실천을 탐구하였지만, ‘위티’의 지향, 서울 지역이라는 환경적 

특수성이 연구결과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다양한 사회적 범주에 

따라 청소년의 정치 참여 경험을 세분화할 수 있도록 추후 연구를 제안한다. 

같은 시공간, 장소에서 활동하는 이들이라고 하더라도 집단 내부의 차이를 

섬세하게 인식함으로써 정치 참여 행위에 관한 심화된 논의를 도출할 수 있

을 것이다. 

  또한, 이 연구가 남기는 새로운 질문과 관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

과 오프라인 공간의 연결성을 바탕으로 여성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이해하는 

추후 연구를 제안한다. 최근 디지털 페미니즘(digital feminist activism)과 

같이, 여성 청소년과 청소년 정치 참여에 관한 연구에서 디지털 공간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는 청소년을 단순히 정치에 무감각한 존재가 아니라 

온라인 공간에서 상호작용하고, 불평등을 감각하며, 정치적 전략을 수행하는 

존재로 바라보고자 하는 시도다(김애라, 2019; Mendes et al, 2018; Raby 

et al, 2018 등). 연구자 또한 연구 참여자들이 학교, 가정, 일상 공간에서 

청소년 페미니즘을 접하게 된 일화들을 참여관찰과 심층 면담을 접해 거듭 

접하며, 온라인 공간이 청소년 페미니스트들에게 청소년 페미니즘을 접하고 

경험을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플랫폼이 됨을 깨달았다. 

구체적으로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의 디지털 환경이 어떤 정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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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을 가능하게 하는지 살펴볼 때 청소년 정치 참여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여성 청소년이 일상에서 내부작용하는 방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

로, 학교, 가정 등 구체적인 공간에서의 장면에 관한 연구를 할 수 있을 것

이다. 예컨대 연구 참여자들이 학교에서 대자보가 뜯기거나, 학내 페미니스

트로 백래시를 경험하는 과정은 학교라는 특정한 공간에서 어떻게 권력관계

가 형성되고, 어떻게 시간과 물질이 내부작용 속에서 변화하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시민교육의 측면에서도 학교라는 현장, 청소년 페미니즘,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주적인 교

육 환경을 상호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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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thesis explores the issues of girls’ political engagement in Teenager 

Feminist Network “WeTee” from the viewpoint of civic education. 

Although teenagers’ political engagement has been an important topic in 

the field of civic education, previous research on the issue has several 

limitations, as it depicts teenagers as “citizen-in-the-making” or “future 

citizens,” and is based on gender-neutral perspectives. However, young girls 

of South Korea have politically participated in online and offline feminism 

discourse along with the popularization of feminism since 2015. Feminism 

has emerged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political issues for girls, with 

the #SchoolMeToo movement and hashtag feminism on Twitter. However, 

previous literature based on gender-neutral perspectives could not explain 

such political engagement of gir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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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rls’ political engagement cannot be explained solely by theoretical 

understandings of teenagers’ political participation or those on feminist 

politics. It is a complex issue, which requires questioning about problems 

such as girls’ political engagement being regarded as the activism of 

“exceptional teenagers,” and girls experiencing misogyny and backlash 

against feminism in their everyday life. 

  Furthermore, factors like academic background, age, ways of speech, etc. 

that create differences between girls lead to different experiences of 

political engagement. Therefore, understanding the political engagement of 

girls cannot be done through a single lens of “women” or of “teenagers” 

but should take a more complex and entangled approach. 

  Taking these limitations into account, I met the teenager feminist 

network “WeTee,” interested in the #SchoolMeToo movement in August 

2019. For 14 months, including the preliminary research period, I have 

conducted ethnographical research with “WeTee.” The fieldwork process 

has revealed how girls’ political engagement cannot be accurately analyzed 

using the existing dichotomous framework that divides girls into passive/ 

active citizens. Therefore, this thesis rejects the deterministic approach and 

attempts to understand girls’ political engagement by applying agential 

realism, through the framework of “spacetimemattering”(Barad, 2007). This 

model allows us to understand how girls act and thus helps to focus on 

the dynamics of agency and “becoming” of teenage feminists. In order to 

stay intact with the field and intra-act in practice among research 

participants and data, this paper takes an onto-epistemological approach.

  The focus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olitical engagement of girls 

who are in the teenager feminist network “WeTee.” The questions and 

finding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how do the material, space-time, discourses intra-act in teenage 

feminists’ political engagement experiences? Dichotomous discourses a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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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enagers’ political engagement classify teenagers into passive/active citizens 

and regard girls simply as individual, autonomous, and volitional subjects. 

The examination on how teenage feminists intra-act among the online 

sphere, school, home, everyday life, and streets reveals that teenage 

feminists’ political engagement cannot be recognized as a complicated 

phenomenon without understandings of their intra-action. Based on agential 

realism, I aim to understand political engagement not as a result of a fixed 

role but as a phenomenon emerging from intra-action. Analyzing 

intra-action by “spacetimemattering,” it may be inferred that there are 

limitations to the essentialized perspective viewing teenage feminists’ 

agency as politically active citizens, and their agency should rather be 

viewed as a dynamic, intertwined, and complicated phenomenon. 

  Second, how do girls “become” teenage feminists through political 

engagement experiences? “Becoming” is a material and discursive 

identification that is reconstructed and rearranged by intra-action of 

spacetimematterings. The ways participants “become teenage feminists” are 

changed throughout dynamic intra-action, and such process creates political 

change and constructs a new reality. Addressing hetero-normativity, ableism, 

and ageism, etc. prevailing in real life, teenage feminists of “WeTee” 

identify social and political boundaries. At the same time, they find out 

these boundaries are not fixed but flexible. Therefore, teenage feminists try 

to break down and transgress these boundaries, to reconstruct “the zone of 

new ethical reality.” Furthermore, teenage feminists reject the notion that 

teenage feminists or girls are homogeneous. They recognize the risks of 

identity politics and thus focus on the differences within the group not to 

perceive teenage feminists as fixed identities. Understanding the processes 

of “becoming teenage feminists” suggests that “WeTee” is a place with 

possibilities of dynamic changes. As outlined previously, new political 

realities are constructed when teenage feminists try to break down prev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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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works, based on the premise that “reality changes.” 

  Third, how do teenage feminists maintain or resist boundaries which 

reconstruct politics? The research suggests that interpreting girls’ political 

engagement using the concept “politics,” which is mainly formed around 

non-teenager males, is highly limited and has risks of hasty generalization. 

Therefore,  I critically examine how teenage feminists reconstruct “politics” 

by using the framework of “agency”(Barad, 2007). Everyday life and 

politics are not distinctively separated and teenage feminists, through their 

political actions, recognize what they feel as discrimination is not just a 

personal issue but a political one. They are aware of the stereotypes 

surrounding the concept of politics and try to reconstruct and expand the 

“politics of teenage feminism.”

  The findings of my study reveal a troubling yet crucial array of 

discrimination and injustices intra-acting in the lives of teenage feminists, 

which allows us to understand the complex political agency of members of 

“WeTee.” What made this finding possible was their continuous 

questioning, actions, and challenges against normative concepts such as 

“politics,” “direct parties,” and “gender.” Their political agency is a 

practice to deconstruct existing boundaries and reconstruct new reality by 

continuous intra-actions. Emphasizing the approach to girls’ political agency 

through intra-actions will be one of the ways to make alternative political 

engagement opportunities and spaces for teenage feminists.

keywords : teenage feminist, political engagement, agency, agential realism, 

becoming, Bar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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