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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한국의 트랜스젠더 배제 페미니즘(TERF)의 입장을 지지하

는 10-20대 여성들에게 페미니스트 지식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밝혔다. 
또한 페미니즘 알기의 과정이 어떤 조건 하에서 유예되거나, 지속되어 

나가고 있는지도 살폈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트랜스젠더 배제 페미니즘을 ‘생물학적 여성’만이 여성운동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고, 그 운동의 성과를 ‘생물학적 여성’들끼리만 나누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정의할 때, 연구 참여자들이 트랜스젠더 배제 페미니

즘의 입장을 취하게 되는 구체적 맥락은 다음과 같다. 우선 디지털 공간

에서 페미니즘 활동을 하는 여성들은 페미니즘 이슈에 대한 빠른 대응과 

그것을 위한 신속한 ‘입장’취하기를 요구받고 있었다. 또한 일상적인 범

죄 공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혹은 능력주의를 지지하며 ‘생물학적’여성

들만으로 이루어진 공간을 요청하게 되고, 이로 인해 트랜스젠더 배제 

페미니즘 입장을 지지하게 된다. 그러나 생존이나 범죄에의 불안이 트랜

스젠더 여성에 대한 혐오와 연결되며 그들과의 분리를 추동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웠다. 이들에게 페미니즘은 자신의 성차별을 설명하는 유

용한 도구였고, 디지털 공간을 통해 페미니즘 정보를 접하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 트랜스젠더 여성에 관한 언설들 또한 별다른 의심 없이 수용하

며 자신의 차별적 상황을 설명하는 언어로 활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트랜스젠더 배제 페미니즘 입장을 지지하는 여성들이 자신의 입장을 벗

어나는 다른 여성의 경험들을 더 알지 않으려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았

다. 첫째로, 백래시와 디지털 페미니즘 논쟁에 효과적이고 빠르게 대응

해야 하는 상황에서, 여성들은 하나의 간명한 ‘논리’나 ‘답’을 필요로 하

게 된다. 또한 성차별에 대해 문제제기 할 수 있는 공식적 제도가 부재

한 상황은 여성들끼리 페미니즘에 대해 말하고, 여성들 간 위치의 차이

를 만드는 구조를 논의하고 사유할 기회 자체를 제약하고 있었다. 그리

하여 페미니즘 실천은 개별적 운동으로 제한되고, 페미니즘 지식은 개인

적 성차별의 경험을 설명하는 간명한 언어가 되고 있었다. 활동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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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들을 스펙으로 정리하여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페미니즘 지식은 

경험에 대한 해석과는 연동되지 않는 물화된 지식이 되기도 했다. 그리

고 또래 집단 내 관계 불안이 있는 상황에서 ‘생물학적’여성의 경험과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지식은 관계 맺기와 주목의 자원으로서 유용한 

언어로 사용되었다. 마지막으로, 신자유주의 경쟁 속에서 구조적 성차별

로 인해 청년 여성들의 삶의 불안정성이 증가하는 상황은 이러한 알기의 

과정에 수반되는 피로를 더욱 증가시키기도 한다. 이에 더해 디지털 공

간에서 제시되는 ‘완벽한 페미니스트’ 규준은 여성들에게 알기의 과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들은 단일한 입장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혼

란과 모순을 겪고 있었다. 그러한 혼란에도 불구하고 알기가 지속될 수 

있는 조건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민감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관계에 지장이 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경

우 여성들 간 입장 차를 말하고 드러내기가 가능했고, 그 과정에서 다른 

조건에 있는 여성들을 이해하게 되기도 했다. 특히 페미니즘 수업은 소

셜 미디어 외에는 페미니즘을 접하기 힘든 환경에 놓인 10대 여성들에

게 터놓고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창구가 되었다. 
 이상의 논의는 그간 디지털 공간에서만 주로 주목되어 왔던 트랜스젠더 

배제 페미니즘의 입장을 지지하는 10-20대 여성들의 경험을 탐구하고, 
그러한 경험들이 페미니즘 지식 추구와 알기에 미치는 영향을 포착하였

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이 확고한 신념을 가지

고 입장을 고수하는 이들이 아니며, 입장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도 끝없는 모순과 혼란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자 했다. 이러

한 상황에서 이들의 디지털 공간의 언설들만을 두고 평가하는 것은 그들

이 처한 알기의 조건들을 제약하는 현실을 바꿀 수 없다. 그들의 주장 

자체를 비판하기에 앞서 여성들이 처한 상황과 알기의 과정을 유예 혹은 

중단시키는 요인들을 밝히고 그것을 바꾸어 나갈 것이 요청되는 이유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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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가. 문제제기

 2020년 1월 A씨는 숙명여대 법과대학에 합격했다. A씨는 트랜스젠더 

여성1)으로, 한국에서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대 합격이 공식적으로 알려

지게 된 것은 A씨가 처음이었다. 이 사실이 알려지고 나자 A씨의 여대 

입학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숙대 재학생들을 상대로 이루어진 

한 인터뷰에 따르면2), 그들이 트랜스젠더 여성의 입학을 거부하는 이유

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물학적 남성’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트랜

스젠더 여성은 ‘사회적 여성성’을 수행하고 답습하는 바, 이를 통해 여성

에게 아름다움을 강요하는 가부장제가 공고화된다는 것, 그에 저항하려

는 ‘탈코르셋 운동3)’의 효과를 무화시킨다는 것이다. 이들은 여성과 남

성의 차이는 성염색체 등 생물학적 특징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화장을 하고, 머리를 기르는 등의 ‘여성적’ 행위의 반복적 수행이 개인

적, 사회적 층위에서 어떠한 의미를 획득하든 이들에게 트랜스젠더 여성

은 ‘생물학적 남성’일 뿐이다. 둘째, A씨의 여대 입학이 다른 여성의 입

학 기회를 빼앗는다는 것이다. 여자 대학은 그 동안 교육기회에 있어 차

별받아왔던 여성을 위해 만들어진 곳인데, 트랜스젠더 여성은 ‘생물학적 

남성’으로서 소수자가 아니므로 여자 대학의 입학 자격이 없다는 것이

1) 트랜스젠더(transgender)는 외과적 수술과 별개로, 출생 시 지정받은 젠더를 벗어나고
자 하는 사람, 혹은 이분법적 성별 체계를 떠나는 정체성 및 섹슈얼리티 지향을 포괄하
는 범주를 의미한다(스트라이커, 2016). 

2) 2020.02.15. 프레시안. “트랜스젠더의 존재에 물음표 던지는 ‘터프(TERF)’의 입장”. 
조성은 기자. https://m.pressian.com/m/pages/articles/278039#0DKW

3) 탈코르셋 운동이란 여성에게 요구되는 외모에 대한 압력을 거부하는 운동을 의미한다. 
숏컷, 화장하지 않기, 치마 입지 않기 등과 같은 실천이 이에 해당한다(김애라, 2019). 
최근에는 외모 꾸밈과 관련한 ‘코르셋’ 뿐 아니라 친절한 말투, 배려하는 태도 등을 ‘쿠
션어’라 지칭하며 이 또한 거부해야 할 대상으로 상정하기도 한다. 즉, 이들이 말하는 
‘사회적 여성성’이란 여성의 말투, 태도, 외모 꾸밈 전반과 관련한 것으로, 여성이 가부
장제 하에서 강요받고 있는 것들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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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마지막으로, 여성들만으로 이루어진 공간을 외부인의 침입으로부터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생물학적 여성’을 제외한 이들이 여성 공간에 

들어오는 것을 침입으로 규정하고, 이를 직접적인 범죄 위협으로 인식하

고 있는 것이다. 이 사건은 2010년대 중반 이후 한국 사회에서 대두된, 
이른바 “TERF(트랜스젠더 배제 페미니즘)”는 물론 페미니즘의 이름으로 

젠더를 생물학적 차이의 문제로 환원하는 움직임에 대한 관심을 다시 불

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이현재, 2018; 이효민, 2019; 김보명, 2018a; 
고병진, 2018; 손희정, 2017). 
 페미니즘은 늘 여성을 정의하는 방식에 도전해 왔으며, 여성을 만드는 

것은 여성들 간 유사한 경험을 하게 하는 남성 중심적 권력 구조라는 사

실을 폭로해 왔다. 그러한 맥락에서, 생물학적 여성의 몸을 강조하고 그

에 부착된 경험을 단일하게 상상하는 것의 문제 또한 진단된 바 있다. 
이들이 자신의 경험의 선명함을 드러내 보이는 데 집중하면서, 그것을 

벗어난 다른 여성의 입장들을 알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다(손희정, 2017; 
김현미, 2018b). 여성들의 경험을 만드는 구조는 불변의 것이 아니며, 
제도와 규범의 영향력 안에 있는 개별적 주체들의 수행에는 구조를 변화

시켜 나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버틀러, 2008[1990]) 할 때, 젠더 권

력의 작동양상을 해석하고 설명할 수 있는 지식을 알게 되는 것은 구조

를 바꾸어 나갈 수 있는 실천의 출발점이 되기에 중요하다(엄혜진, 
2019). 많은 연구들이 이들이 젠더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으며, 여성

이 구성되는 범주임을 알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이유이다(이효민, 
2019; 고병진, 2018). 
 그러나 TERF 입장에 대한 평가만으로는 그러한 입장을 지지하는 이들

에게 가닿기 힘들다. 트랜스젠더 배제 페미니즘의 입장을 취하고 유지하

게 하는 일상적인 체험과 조건에 대해 분석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상황은 

변화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그러한 문제의식의 일환으로 

10-20대 여성들이 TERF 입장을 형성하고, 유지하게 되는 이유를 이들

이 페미니즘 지식에 가지는 기대와 태도를 탐구함으로서 밝히고자 한다. 
이 여성들이 알지 않으려 하는 이들이라면, 이들에게 지식과 알기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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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왜 그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발화하게 되는

지와 관련한 조건을 여성들의 경험을 통해 봄으로서 규명할 필요성이 대

두되기 때문이다. 페미니스트 지식을 안다는 것은 무엇이 되고 있는가? 
무엇이 알기의 과정을 제약하는가? 

나. 이론적 검토

1) 선행연구

 ‘생물학적 여성’의 몸을 강조하고, 그에 따른 단일한 경험을 전제하는 

것은 자신이 처한 상황 외에 다른 것을 알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의 입장을 벗어나는 것들을 알지 않으려는 태도가 무엇으로 정의되

어 왔는지, 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중심으로 선행연구를 검토하

고자 한다.

가) 반지성주의

 반지성주의의 용어는 학자마다 의미가 다르게 사용4)되어 왔으나 확신

이나 믿음을 가지고, 진실보다는 믿음에 근거하여 자신의 입장에 부합하

지 않는 지식을 거부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우치다 다쓰루(2016[2015])
는 이러한 반지성주의의 특징을 ‘자신의 경험만 보고자하며, 나머지는 

알지 않으려 하는 것’으로, 자신의 오류와 반증가능성을 인정하지 않는 

‘무시간성’으로 정의한다. 그가 정의하는 지성이란, “앎의 자기 쇄신(우치

다 다쓰루, 2016[2015];15)”이다. 잘 아는 것은 타인의 경험을 통해 자

4) 반지성주의의 다양한 용법에는 지식인, 특권층에 대한 분노와 평등주의로 인한 지식인
에 대한 거부(호프스태터, 2017[1963])합리적인 소통과 대화를 거부하는 태도 (강준만, 
2019), 진실은 중요치 않다는 생각 하에 자신이 가진 믿음에 따라 탈맥락화하여 사실이
라고 믿는 것(손희정, 2017)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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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 알고 있었던 지식을 깨뜨리고, 수정해 나가는 것에 열려있는 상태

이고, 개개인이 놓여 있는 사회적 구조와 상황들은 혼자서 알기 어려운 

것이다. 즉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혼자서는 알 수 없는 사회의 구조를 

다른 이들과 교류하며 서서히 깨닫게 되는 것이 알기의 과정이라 할 때, 
이러한 가능성을 무시하고 ‘지금, 바로 여기’ 자신이 처한 상황에만 집중

하는 것이 반지성이라는 것이다. 
 자신의 경험만을 중심으로 페미니즘을 독해하고자 하는 현상을 지적한 

연구들 또한 있다. 김현미(2018a)는 안다는 것은 사건이나 인물을 만드

는 구조와 구체적 맥락을 이해하는 것임을 강조한다. 자신의 경험의 부

당함을 발화하고 난 이후에도, 타인의 경험과 나의 경험의 차이를 만드

는 것이 무엇인지 기꺼이 사유하려는 귀찮은 과정을 거쳐야만 성별권력

구조가 작동하는 방식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김현미, 2018b). 
김주희(2017) 또한 페미니즘 대중화 이후 새로 등장한 '페미니스트 독

학자' 들이 자신의 성차별적 체험을 먼저 표현하고 그것을 설명해주는 

지식을 찾고 있다 진단한 바 있다. 그러나 페미니즘은 단순히 생물학적 

여성의 경험을 드러내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며, 다른 여성의 경험과 나

의 경험의 유사성을 만드는 사회 구조에 대한 이해가 수반되어야 함이 

요청되어 왔다(엄혜진, 2019).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성차별적 억압구조 

변혁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다(이나영, 2017).
 기존 연구들은 자신의 입장을 벗어나는 것들을 알지 않으려는 현상을 

언어화할 자원을 제공한다. 반지성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TERF 입장을 

지지하는 여성들은 특정한 전제나 의도를 가지고, 그에 맞는 정보만을 

찾아 나서는 이들이 된다. 그러나 여성들이 ‘트랜스젠더 여성’은 ‘여성’이 

아니라는 명제에 동의하게 되는 이유를 반지성주의로 설명하는 것은 충

분하지 않다. 반지성주의자들을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강한 

의도를 지닌 이들이며, 그 의도에 따라 편향되게 정보를 수집하는 이들

로 전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이들을 자신이 

믿고 있는 정보에 확신을 가지고 그에 맞는 정보를 편식하는 이들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희박하다. 또한 관련한 연구들은 자신의 경험을 우선



- 5 -

하는 태도가 왜 타인의 삶의 경험을 알지 않으려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인 경로를 밝혀내지는 못한다. 따라서 신자유주의 페미니즘과 디지털 공

간과 사회운동에 관련한 연구들을 검토함으로서 논의를 이어가고자 한

다. 

나) 신자유주의 페미니즘

 자신이 처한 상황 외에 다른 것을 알지 않겠다는 현상에 대한 원인을 

신자유주의라는 시대적 흐름 하에서 진단해 온 연구들이 있다. 김보명 

(2018a)은 신자유주의가 초래한 생존 경쟁의 상황에서 여성의 취약성이 

증대되며, 이들이 자신의 경험에만 몰두하는 배제적 태도를 보인다고 말

한다. 가용할 자원은 줄어들고, 책임져야 하는 일들은 많아지는 상황 속

에서 개인의 생존5)이 중요해지면서 사회 구조나 거시적 차원의 고민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사치(이현재, 2019)처럼 여겨지는 것이다. 생존 

경쟁의 상황에서 신자유주의적 사회구조 개편에 따른 비용을 정책적 지

원의 공백 속에서 여성 개인들이 지불해야 함에 따라, 불안과 위태로움

을 느끼게 되고, 자신의 상황에만 몰두하게 된다는 것이다(김보명, 
2018b). 
 여성들이 구조적 차원의 고민보다 개인적 노력과 능력을 통해 성차별을 

극복하고자 하며, 페미니즘 운동이 개인적 차원의 변화로 제한되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한 연구들 또한 있다. Rottenberg(2018)는 모든 문제의 

초점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신자유주의 문화가 페미니즘을 이끄는 

여성들로 하여금 사회 변혁에 대한 상상력을 제한하게 했다고 지적한다. 
5) 생존주의란, “사회적 배제로부터 자기 자신을 구제하기 위해 경쟁상황에서 자신의 수월

성을 증명하고자 하는, 21세기 청년들의 세대심(김홍중, 2016:263)”이다. 경제위기 이후
의 높은 청년 실업률, 고용기회의 불안정 등으로 인해 청년들의 삶이 전통적 생애과정
으로부터 ‘탈표준화’되며 등장하였다. 이러한 설명에 따르면, 청년들은 지속되는 경쟁상
황에서 낙오되지 않기 위해 현재 상태에 저항하기보다는 각자도생을 위한 전략에 집중
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청년들이 목표로 하는 ‘생존’의 의미는 도태되거
나 낙오되지 않으려는 자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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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사회 안에서 실패는 개인의 실패로 상상되며, 그 해결 또한 

개인의 몫으로 남겨진다는 것이다. 이는 개인적 능력으로 성차별 극복이 

가능하다는 포스트 페미니즘의 신화와 능력주의6) 담론에 의해 강화된다

(Banet Weiser S·Gill·Rottenberg C., 2020). 손희정(2017)은 포스트 

페미니즘이 약속하는 노력과 능력 개발에 따른 평등한 보상이 실은 이루

어질 수 없는 판타지임에 불과하나, 여성들은 여전히 개별적 능력 개발

을 통한 성취라는 환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신자유주의가 초래한 경제적 양극화로 인해 모두가 잘되기 위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 기대되지 않는 상황에서, 개인들은 자신이 속한 

하나의 집단을 상정하고자 하고, 그 집단의 이익을 취해야 한다는 태도

를 보이기도 한다(우치다 다쓰루, 2016[2015]).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구조 변화가 불가능하다고 믿는 이들에게 페미니즘이란 주어진 체계 

내에서 힘의 균형을 바꾸는 것(이현재, 2019), 혹은 신자유주의가 초래

한 삶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전략이자 언어(김보명, 
2018a) 가 되기도 한다. 정리하자면, 신자유주의 페미니즘은 페미니즘의 

언어를 채택하여 여성혐오적 문화, 사회에 대항하고자 하나, 불평등한 

경험을 생산하는 근본적 구조 자체에 대해 의문시하거나 저항하지는 않

는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러한 연구들은 청년 여성들이 놓인 신자유주의 경쟁사회의 거시적 맥

락을 설명하고, 또 그러한 조건이 청년 여성들의 페미니즘 실천에 미치

는 영향을 설명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편 이는 여성들이 페미니

즘 지식을 받아들이는 다양한 경로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는다. 
신자유주의 체제가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여성들이 처해 있는 위치

6) 마이클 영(2020[1958])에 따르면 능력주의(Meritocracy)란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에 비
례해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믿음과 차등적 보상에 따른 분배격차를 수용하는 태도
를 의미한다. 아이리스 메리언 영(2017[1990])은 능력주의를 비판하며, 능력주의가 정당
화되기 위해서는 개인의 능력이 중립적인 척도들에 의하여 평가되어야 한다는 등의 특
정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그러한 조건들은 실제 사회에서 실현되
기 힘든 것이다. 개인의 성과를 측정하고 자격 적합성을 인증하는 관행들은 종종 정치
적이고, 측정 기준은 무의식적으로 백인 중산층 남성의 기준으로 만들어지므로 소수자
에 불리하게 작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영은 이러한 현실을 지적하며 모든 사람들
에게 공정한 기회와 보상을 약속하는 능력주의가 실현될 수 없는 신화임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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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각기 다르게 경험되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가 다양한 삶의 위

치에 있는 여성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에 따라서 

페미니즘 지식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

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다) 디지털 공간과 사회운동

 2019년 실시된 한 조사7)에 따르면, 20대 여성의 82% 가량이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를 통해 젠더 관련 정보를 접하고 있는 바, 이는 “트랜

스젠더 배제 페미니즘”에 대한 이해 역시 디지털 매체를 중심으로 확산

되고 있는 제한된 정보에 의존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

다. 생물학적 여성의 경험을 강조하는 이들 역시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분석(장민지, 2016)을 고려할 때, 디지털 공간의 특성이 이들의 페미니

즘 운동의 양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디지털 

공간의 어떤 특성이 사회 운동의 양상을 변화시켜 왔으며, 이는 페미니

즘 운동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
 디지털 공간의 사회운동이 보이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높은 익

명성이 보장된다는 것이다. 디지털 공간은 익명으로 말할 수 있는 공간

을 제공하며 폭력이나 낙인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페미니즘 발화를 보장

하기도 한다(김주희, 2021). 그러나 동시에 높은 익명성은 발화의 폭력

성을 증대시키기도 한다. 특히, 디지털 공간에서 페미니즘을 이야기하는 

여성들에게 이러한 괴롭힘은 실제적인 폭력 위협으로 다가온다(Emily, 
2020). 
 둘째, 소셜 미디어를 통한 즉각적 참여가 즉시성, 신속성의 감각을 주

며 사회적 실천에 참여하는 비용과 장벽을 낮춘다는 점이다. 이는 사용

7)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20), 청년관점의 ‘젠더갈등’진단과 포용국가를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 연구. 조사명은 『국민의 사회·정치 및 젠더의식조사』로, 2019년 10월 17일부터 
2019년 11월 12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졌다. 만 19세-34세 청년세대 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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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에게 참여 행위의 효과를 즉각적으로 경험하게 한다(김은주, 2019). 
이에 더해 체임벌린(2021[2017])은 소셜미디어가 콜 아웃 문화(문제적 

행동한 인물을 온라인상에서 공개적으로 망신 주는 문화)를 촉진시켰다

고 이야기하며, 디지털 공간에서의 즉각적 참여 경험은 이들에게 당장 

당면한 사회문제에 참여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한다. 소셜미디어는 성

차별적 발언을 한 이들이나 사건들과 직접 맞붙어 싸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서, 사회적 행위자들이 문제적 현상에 즉각적으로 의의를 제

기할 수 있게 하며, 빠른 행동을 요구하는 흐름으로 이어지기도 한다는 

것이다.
 또한, 동일한 경험을 묶어서 커뮤니티가 만들어지게 하는 디지털 공간

의 특성상, 집단 간 의견이 통일되어 제시되는 경우가 많다(김수아·김세

은, 2016). 김예란(2010)은 커뮤니티에서는 감성이 전이되고, 확산됨에 

따라 생각을 모방하는 과정이 이루어진다고 지적하며, 여성커뮤니티에서 

동질적 합의가 중시되며 의견이 한쪽으로 쏠리거나, 다수가 소수의 다른 

의견은 매몰시켜 버리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진단한다. 이 과정에서, 여
성들의 경험을 만드는 구조에 대해 사고하기보다는 개인화된 피해 자체

에 연대하는 것이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구조적 원인에 집

중하는 것이 아닌, 직접적이고, 특수한 개인적 경험에만 공감하는 문제

는 디지털의 특징만은 아니나(Stringer,2014), 디지털의 동시간성, 동공

간성은 이러한 현상을 더욱 증폭시킬 수 있다. 한편, 이러한 동시간성의 

감각이 다양한 경험이 디지털 공간을 통해 공유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

하지는 않는다. 정보화 시대에 소수자는 기존 사회에 고착된 권력 관계

를 반영하여 재현되기 때문이다(카스텔, 2015[2012]). 그리하여 소수자

들의 실제 모습이나 경험, 목소리는 일상 공간뿐 아니라 디지털 공간에

서도 잘 드러나지 않는다. 
 디지털 공간의 사회운동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디지털 네이티브들의 운

동 양상이 디지털 공간의 특징으로 인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한다. 그러나 개인들이 디지털 공간에서 보이는 실천들은 일상생활

의 그것과는 동일하지 않다는 점(추지현, 2019)을 고려할 때, 각 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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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는 실천 양상이나 언설들은 다른 층위에서 탐구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구체적으로 어떠한 디지털의 경험들이 알기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

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 설명이 필요하다.  

2) 이론적 배경

 통계에 따르면, 청년 여성들 중 우리 사회가 여성에게 불평등하다고 답

한 여성의 비율은 74.6%인 반면, 페미니즘 관련 과목 수강 의향 의사를 

밝힌 이들은 51.6%에 그쳤다8). 그렇다면 왜 성차별이 있다는 사실에 

공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설명할 지식은 알고자 하지 않고 

있는가? 본 논문에서는 10-20대 여성들이 TERF지지 입장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과정을 하딩의 ‘알기(knowing)’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하
딩은 페미니스트로서 알게 되는 것이란 무엇인지, 그리하여 어떻게 지식

을 형성할 수 있게 되는지에 대해 설명하기 때문이다. 페미니스트 실천

에 있어서 알기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며,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가) 페미니스트 입장론

 어떻게 알 수 있는가의 문제와 관련해, 하딩은 입장론적 관점에서 여성

주의적 알기의 과정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본다. 페미니스트 경험론자들

은 기존 지식의 형성 방식이 남성중심적이라는 비판 하에, 더 엄격하게 

실증주의적 원칙을 따르자는 주장을 펼친다. 이러한 주장에는 사회적 편

견이나 왜곡 없이 엄밀한 방법으로 연구한다면, 성차별적이지 않은 지식 

생성이 가능하다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다. 그러나 하딩은 이를 ‘보수적 

입장’이라 비판한다. 근본적인 인식론적 전환 없이, 지식의 생산 구조 자

체나 누가 지식을 만드는지는 의문시하지 않고, 연구 대상에 단순히 여

8)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20) 『청년의 생애과정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과 미래 전망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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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만을 추가하는 관점이라는 것이다. 실재나 확고한 지식이 존재한다고 

믿는 것 자체를 문제시하기도 한다(성정숙·이나영, 2010). 
 그리하여 하딩은 어떻게 알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으로 페미니스트 입

장론을 제시한다. 그러나 이 입장은 자연히 ‘생물학적’으로 얻어질 수 있

는 여성들의 입장(women’s standpoint)이 아닌 페미니스트 입장

(feminist standpoint)을 의미한다. 페미니스트 입장에 있는 이들은 주류 

사회 질서로부터 배제되었던 타인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이들이다. 이 

관점을 통해서만 사회 구조의 모순을 인지할 수 있고, 그리하여 덜 편파

적인 지식을 생산할 수 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성차별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에 대항해 보지 않은 이들이 덜 왜곡된 지식을 생산

할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이다(이나영, 2017). 정리하자면, 하딩은 여

성이라면 자연히 성차별적 사회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된다고 말하는 것을 

거부하고, 인식 주체가 누가 되었건 간에 이분화된 성별 체계를 인지하

고 그 작동 방식을 고민해 본 이들만이 세계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고 말한다.
 여성은 집단적으로 동질한 경험을 하지 않으며 여성이 처해 있는 억압

의 상황은 하나의 근본적 구조나 축으로 설명될 수 없기에(콜린스, 
2009[1990]) 바로 그 특정한 위치에서부터 관점과 입장이 형성된다. 그
리하여 어떤 관점과 입장에서 지식을 만들 것인가는 페미니스트 인식론

에서 중요한 문제가 된다. 하딩에 따르면, 사회구조에 대해 더 잘 이해

할 수 있게 하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단일한 ‘대문자 여성’이 아닌, 복
합적이고, 모순적인 여성의 관점을 취해야 한다. 여성들은 부자 또는 가

난한 자, 흑인 또는 백인, 이성애자 혹은 레즈비언 등 역사적으로 특수

한 문화적 형태로만 존재(하딩, 2009[1991])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삶

의 구체성에서부터 출발하는 지식만이 ‘강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다. 
즉, 단일 여성의 삶이 아닌 다중적이고 구체적인 여성들의 삶의 경험에

서 만들어지는 지식만이 성차별적 사회 구조를 보다 잘 ‘알게’ 할 지식

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하딩은 인식 주체의 ‘강한 성찰성’
을 요구한다. 강한 성찰성이 담보되기 위해서는 성차별적 구조를 인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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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하는 인식 주체가 자신을 진공 상태에 있거나, 혹은 단일한 억압 

구조(예를 들어, ‘젠더’단일 억압구조) 하에서만 존재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딩은  ‘여성들만을 위한’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페미니스트 인

식 주체가 특권적 위치에 있는 이들임을 지적한다. ‘젠더’단일 억압구조

만을 강조하는 페미니스트 지식을 만드는 것은 ‘사치(하딩, 
2009[1991];395)’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페미니스트 여성이더라도, 자
신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성찰하지 않는다면 편향적 지식 생산으로

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역설한다. 
 이러한 입장론의 기본적인 전제는, 지식 주체의 무맥락성("nowhere")
을 거부하는 것이다. 지식 주체는 언제나 사회구조적 맥락 안에 존재하

며(“from somebody else's life”, Harding,1991: 273) 그러한 지식 주체

의 위치를 고려할 때야 만이 보다 더 잘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기

본적으로 인간이 속한 사회세계가 두 개의 성별 체계로 이분화, 위계화

되어 있기에 그러하다. 이에 따라 성별은 각자 다른 역할을 할당받으며, 
그로 인해 다른 경험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물적 생활은 인간의 

인식을 구조화하고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즉, 사회 구조의 위계에

서 아래에 위치한 이들의 인식은 그 반대되는 위치에 있는 이들의 인식

과 다를 수밖에 없으며, 많은 경우 사회 구조 아래의 이들의 지식이 사

회를 더 잘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 
 하딩은 이러한 맥락에서 페미니스트 관점을 취하는 것이 세계를 더 잘 

설명할 지식을 생산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위계화된 젠더

질서에서 배제되어 왔던 관점에서 지식을 생산하는 것이 기존의 연구에

서 형성된 지식보다 덜 편파적이라는 것이다. 남성들은 주류 지배 체계 

안에서 활동하고 사고하나, 그 체계를 넘나들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페

미니스트 관점은  양쪽 모두의 작동 양상을 모두 파악할 수 있기에 지배

적 구조와 그 외부의 가능성을 상상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페미니스트 

관점을 가진 연구자들은 ‘내부에 있는 외부인들(outsider within)’로서, 
그들의 특유한 관점으로 사회를 설명할 지식들을 풍요롭게 할 가능성들

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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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페미니즘 알기(knowing)의 과정

 그렇다면 알기의 과정은 페미니즘 실천에 있어서 왜 중요한가? 이 지점

에서 하딩이 인식 주체의 위치를 성찰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다

른 배제된 여성들의 삶을 고려해야 한다는 규범적 주장에서 그치는 것이 

아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신의 위치를 성찰하는 것은 그것이 올바

르기에 마땅히 추구되어야 하는 당위가 아니라, 성차별적 구조를 이해하

고, 이해를 통해 구조를 바꾸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가진 페미니스트로

서, 그 성차별적 세계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요구되는 것이다. 세계를 

설명할 지식을 만드는 데 있어, 타자의 눈을 경유해야만 비로소 자신의 

경험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내 위치에서 보지 못했던 것들

을 다른 여성의 관점을 통해서는 더 잘 볼 수 있다. 즉, 페미니스트 여

성 개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 경험뿐 아니라 서로의 경험을, 그 복

잡함을 사유하는 귀찮은 과정(김현미, 2018b) 이 필요하다. 이를 두고 

하딩은 여성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페미니스트 주장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을 발견(177)”하게 된다고 설명

한다. 페미니스트 지식은 구체적인 여성의 삶을 포괄하는 것이어야 하

며, 그 다기한 삶의 경험들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러나 여성들의 다양한 경험을 인지하고 발화하는 것만으로는 페미니

스트 지식을 생산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개인의 경험을 발화하며 이 경

험에서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무엇이 억압인지를 끊임없이 정치

화하고, 해석하는 과정 또한 수반되어야 한다(엄혜진, 2019). 그리고 이

러한 정치화를 위해서는 지식이라는 도구가 필요하다. 지식은 타인의 경

험을 자신의 경험과 연결시켜 분석할 수 있게 하는, 단순히 차별의 경험

을 인식하고 말하는 것을 넘어선 구조적 분석을 가능케 하는 도구이다. 
개별적인 경험 위의 층위에서 개별 경험을 해석할 자원이 되는 것이 지

식이라는 것이다. 여성들이 결혼 중 성폭행을 당연히 겪어야 하는 성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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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의 범주가 아닌 강간으로 명명할 수 있게 된 것(하딩, 2009[1991])은 

이러한 행위가 개별 여성들만의 경험이 아니라 가부장제와 성별 억압체

계로 인한 구조적인 행위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페미니스트 지

식을 통해서 가능했다. 즉, 페미니스트 지식은 여성들 간 유사한 경험을 

하게 하는 남성 중심적 권력 구조를 인식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지식을 이야기함에 있어 객관적 지식이란 존재할 수 없다. 지식

의 출발점이 되는 경험들이 사회적으로 진공 상태에 있지 않기 때문이

며, 지식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경험들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투쟁(하딩, 
2009[1991];405)’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늘 통일성 

없고 비일관적인 경험들을 목도하며, 그것을 명료하게 표현하고자 투쟁

한다. 그러한 투쟁의 과정 속에서 지식이 생성된다. 따라서 지식은 그 

지식을 생산하는 이들이 처한 시대적 상황에 따라, 지식을 만드는 맥락

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르면 언제나 객관적 지

식이 아닌, ‘위치지어진 지식(situated knowledge)’만이 존재할 뿐이다. 
 페미니스트 지식의 목적은 여성들이 스스로 자신을 억압해 온 사회 질

서에 대해 알 수 있게 하는 것이다(엄혜진, 2019). 여성들은 그 동안 지

식의 주체가 아닌, 연구 대상으로 존재해 왔다. 그러한 타자가 자신을 

억압하던 구조를 알게 될 때, 비로소 그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즉, 페미니스트 지식 습득의 목적은 타인들이 자신이 처한 구조

와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이를 통해 성차별적 구조에 

균열을 내는 것이다. 페미니스트 실천의 목적이 성차별적 구조 균열내기

라 할 때, 지식 습득과 실천은 불가분의 관계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하딩에게 ‘알기(knowing)’란 타인을 경유해서 내 위치를 사유

하는 것이 된다. 페미니스트 여성들은 다른 위치에 있는 여성들의 경험

들로부터 만들어진 지식을 통해 자신의 경험을 해석하고, 또 그 경험을 

통해 지식을 만든다. 이 지식은 다른 여성들의 삶을 반영하는 지식으로, 
지식을 알게 되는 것은 타인을 경유하여 자신의 위치를 사고하는 것이

다. 이러한 하딩의 알기와 지식의 개념을 사용하여 연구 질문을 구체화

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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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구 질문의 구체화

첫째, TERF에 대한 여성들의 지지는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는가? [2장] 
§ 한국 사회에서 TERF 담론은 어떻게 부상했는가?
§ 여성들은 왜 ‘생물학적 여성’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말하려 하는가?
둘째, 이 과정에서 페미니즘 알기는 어떻게 유예, 중단되는가? [3장] 
§ 이들에게 페미니즘을 알고 말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 
§ 다른 여성들의 경험을 살피는 알기의 과정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은 

무엇인가?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미니즘 알기의 과정은 어떻게 지속될 수 있

는가? [4장] 
§ 단일한 입장의 고수가 가져온 효과는 무엇인가? 
§ 그것이 야기한 혼란은 어떤 조건에서 알기의 과정을 추동하는가?

다. 연구 자료 및 분석 방법

1) 심층면접

가) 연구 자료의 수집과정과 연구 참여자 선정

 본 논문의 목적은 TERF 입장을 지지하는 10-20대 여성들이 페미니즘 

지식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어떻게 타인을 경유하는 알기가 가능해

지는지를 탐구하는 것이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10-20대 여성들이 

페미니즘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우선 연구가 필요했고, 그러

한 생각을 형성하게 된 삶의 조건들을 살피는 것이 요구되었다. 그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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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연구자가 연구 보조원으로 참여한 프로젝트의 연구 자료들을 본 논문

의 연구 자료로 활용하게 되었다. 해당 연구 자료를 사용하는 이유는 연

구 프로젝트에서 수집된 연구 자료에서 생애과정의 특성에 따른 젠더 이

슈와 페미니즘에 대한 태도가 다양하게 나타났고, 그리고 그러한 경험이 

페미니즘 지식 형성의 계기를 파악하는 데 풍부한 자료를 제공해주고 있

기 때문이다. 
 연구에 사용되는 자료는 2020년 6월부터 11월에 걸쳐 수집된 자료이

다. 이 인터뷰 자료는 연구자가 연구보조원으로 참여하였던 연구 프로젝

트의 일환으로 수행된 인터뷰이다9). 연구자는 연구 프로젝트의 연구보

조원으로서 면접 질문지 구성, 연구 참여자 모집, 면접 시간 조정 및 장

소 물색, 인터뷰 진행 보조, 인터뷰 진행, 녹취록 검수 등의 역할을 담당

하였다. 또한 공동연구원들과 회의를 통해 조사 이후 참여자의 생애 이

력을 정리하고, 2차 심층 면접에서 활용될 추가 질문 내용을 구체화 하

는 과정에도 참여하였다. 연구자는 총 101 건의 인터뷰 진행 건수 중 

37 건에 참여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 중 연구자가 보조 진행한 건

수는 19건이며 메인으로 진행한 건수는 18건이다. 본 논문에 활용된 사

례들은 총 12건으로, 연구자가 인터뷰 진행에 직접 참여한 개수는 7건
이다. 나머지 5건의 경우는 연구 프로젝트의 공동연구원들이 진행한 인

터뷰들이다. 5건의 사례에 대해서는 녹취록을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에 대해 인터뷰를 직접 진행한 공동연구원들의 동의를 구했고, 공동연구

원들의 동의하에 인터뷰 자료를 본 논문에 활용할 수 있었다. 연구 프로

젝트의 목적은 젠더 이슈와 페미니즘에 대한 청년 및 청소년의 태도와 

그러한 태도의 형성 과정에 생애과정의 어떠한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는

지를 심층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 생애사 면접조사

의 방식이 활용되었다.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는 2차까지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1차 인터뷰에서

는 ‘지금까지 살아오신 인생에 대해 말해주세요’를 시작 질문으로 하여 

9) 연구명은『청년의 생애과정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과 미래 전망 연구』로, 2020년 여성가
족부 수탁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수행된 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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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질문들을 던졌고, 연구 참여자의 자율에 맡겨 인터뷰가 진행되도

록 하였다. 2차 인터뷰에서는 1차 인터뷰 내용에 기반하여 원가족, 학
교, 노동경험, 연애, 페미니스트 정체화 계기, 디지털 이력, 삶의 지향 등 

삶의 전반에 대한 경험을 파악할 수 있는 질문을 추가로 준비하였다. 인
터뷰 장소는 연구 참여자가 사는 장소 근처의 스터디카페 등을 빌려 진

행되었다. 인터뷰 소요시간의 경우 1차 인터뷰는 평균 1시간 반에서 2
시간, 2차 인터뷰는 1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로 진행되었다. 생애사 인

터뷰의 특성 상 개인적이고 내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된다는 점, 그리고 

연구 참여자들이 페미니즘이라는 주제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가급적 카페 등 개방된 공간을 피해 독립적인 공간을 확보

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인터뷰 장소는 연구 참여자가 살고 있는 지역 근

처 스터디카페의 회의실이 주로 활용되었으며, 때에 따라 연구 참여자의 

개인 공간 등에서 인터뷰가 진행되기도 했다. 인터뷰 내용은 연구 참여

자의 동의하에 녹음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녹취록이 작성되었다. 인터뷰 

진행 중 연구 참여자가 녹취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녹취를 중단하고 

인터뷰를 이어나갔으며, 녹취록 작성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의 삭제 요청

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삭제하고 녹취록을 작성하였다.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게 된 과정은 다음과 같다. 총 63명이 연구 프로

젝트에 참여하였으며, 연구 프로젝트의 인터뷰 참여자는 만 15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과 청소년, 남성과 여성 모두가 포함되었다. 참여자의 

연령, 성별, 페미니즘에 대한 태도는 각기 다양했다. 그 중 본 논문에서 

사용되는 사례는 페미니즘을 지지하는 여성, 그 중에서도 ‘생물학적’여성

만이 ‘여성’이라는 명제에 동의한 이들의 사례 10건을 사용하였다. 또한, 
이들과의 비교 분석을 위해 비교 사례 2건을 추가하였다. 
 페미니즘에 대한 태도는 사람마다 상이하며, 개인들이 떠올리는 페미니

즘에 대한 상도 각기 다르기 때문에 페미니즘을 지지한다는 것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페미니즘 지식 추구에 있어 페

미니스트 정체성은 중요한 요소이므로 연구 참여자가 페미니스트인지 아

닌지에 대해 구분을 하는 것이 필요했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젠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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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의 불평등을 인지하고 있고, 페미니즘의 가치가 사회에 확산되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는 이들을 페미니즘을 지지하는 이로 포함시켰다. 또
한, 연구 참여자들에 따라 ‘생물학적’여성만이 ‘여성’이라는 명제에 보이

는 태도 또한 다기하였다. 이에 강하게 동의하는 이가 있는가 하는 반

면, 심정적으로는 그에 지지하면서도 공개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하기는 

주저된다고 하는 이들도 있었다. 그러나 디지털 공간에서의 페미니즘 논

의 지형이 ‘생물학적’여성만이 ‘여성’ 명제에 동의하는지를 기준으로 나

누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여성들이 그러한 구분을 의식하며 페미니즘 

실천을 하고 있다는 점(강예원, 2019)에서 임의적으로라도 구분을 해놓

는 것은 중요했다. 본 논문에서는 10-20대 여성들이 페미니즘 실천을 

하며 지식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페미니스트 지식으로서 추구하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자기 경험에 대한 해석 뿐 아니라 다른 조건에 있

는 여성들의 경험을 통해 ‘알게’되는 것이 어려워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를 밝히기 위해 ‘생물학적 여성’만이 ‘여성’이라는 명제에 동의하는 이들

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또한, 비교를 위해 ‘생물학적’ 여성만이 ‘여성’이라는 명제에 반대하는 

승민의 사례와 페미니즘 자체를 지지하지 않는 순영의 사례도 포함하였

다. 승민의 경우 다른 연구 참여자들과 마찬가지의 디지털 매체(트위터)
를 이용하고 있음에도 이들과는 다른 알기의 방식을 형성해나가고 있는 

사례이기에 비교하기 적절하다 판단되어 포함하였다. 그리고 순영의 경

우는 여대에 1년간 다니고 있다가 반수를 통해 공학 대학에 입학한 사

례로, 여대에 재학 중인 다른 연구 참여자들과 알기를 구성해나가는 방

식이 상이했기에 비교에 용이하다 판단되어 비교 사례로 포함하였다. 여
대에 재학 중인 다른 연구 참여자들이 여대에서 페미니즘을 자연스럽게 

접하고 그 안에서 어떤 페미니스트가 될 것인지 고민하는 반면, 순영은 

그들과는 다른 삶의 조건들로 인해 페미니즘 자체를 떠난 경우였다. 페
미니즘에 우호적이고 그로 인해 다양한 페미니스트 실천과 알기의 방식

을 접할 수 있는 여대라는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경험하는 

순영, 형서, 현진의 사례는 모두 다른 알기의 방식들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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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참여자의 나이는 17-28세의 여성들로, 청소년과 청년이 모두 포

함되었다. 청소년의 경우 3명은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1명은 대안

교육을 받은 학생이었다. 모두 대학 입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그리고 청년의 경우 모두 대학 재학 중이거나 4년제 대학 졸업

생이었다. 학력 조건을 고려하여 모집을 하려 했으나, ‘생물학적 여성’만
이 ‘여성’이라는 명제에 동의하는 이들은 모두 4년제 대학 재학 혹은 졸

업한 이들이었다. 대부분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으나, 순영의 경

우 대학 자퇴 후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었고, 재영의 경우에는 4년제 대

학 졸업 이후 취직하여 회사원 생활을 하고 있었다. 형서 또한 대학 졸

업 이후 대학원에서 근무하며 공부를 지속하고 있다. 그리고 어떤 페미

니즘을 처음 접하는지에 따라 페미니스트 지식 추구의 양상이 달라진다

는 점과, 페미니즘을 접하는 매체에 따라 어떤 페미니즘을 접하게 되는

지가 상이하게 된다는 점에서 페미니즘을 처음 접한 경로를 파악하는 것

은 중요했다. 그리하여 연구 참여자들이 페미니즘을 처음 접한 매체와 

경로 또한 고려하여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대부분 트위터와 인스타

그램을 통해 페미니즘을 접하고 있었으나, 형서와 민현의 경우에는 인터

넷 여성 커뮤니티(‘여성시대’), 순영의 경우 대학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을 통해 페미니즘을 접하고 있었다.

나) 섭외경로

 다음은 연구 참여자들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

하고자 한다. 연구 참여자를 만나게 된 경로를 살펴보면 첫째, 연구자와 

공동연구자의 지인 소개, 둘째, SNS(대학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페이스

북)를 통한 홍보가 있었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를 소개받는 과정에서 다

소간 어려웠던 지점은, 연구 참여자가 어떤 페미니즘을 지지하는지를 묻

고, 확정하는 과정이었다. 
 연구자는 지방에 거주하는 연구 참여자를 물색하기 위해 지방 대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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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중인 지인에게 부탁하여 ‘생물학적’여성만이 ‘여성’이라는 명제에 

동의하는 페미니스트 20대 여성을 찾아줄 것을 부탁했다. 연구자의 지인

은 ‘그런 페미’는 현실에서 찾기 힘들다며 난색을 표했다. 커뮤니티에서

는 그런 주장들을 찾기 쉽지만 자신의 주변에는 그런 친구들을 보기 힘

들다는 것이다. 또한, 평소에 페미니즘 이야기를 자주 나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는 다들 입장을 드러내는 분위기가 아

니기에, 디지털 공간과는 달리 자신이 어떠한 페미니즘을 지지하고 있는

지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리고 연구자의 지인은 연구자와 메신

저를 주고받은 하루 뒤에 ‘트랜스젠더 지지X’라는 소개와 함께 연구 참

여자 주연을 소개시켜 주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소개받았음에도 자신이 지지하는 페미니즘 지식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트랜스젠더 지지X’로 소개받은 주연

의 경우만 하더라도 자신을 ‘랟펨10)’으로 정체화하고 있지는 않다. ‘랟
펨’의 주장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언설들이라 생각하고 있

기 때문이다. 주연 뿐 아니라, 트랜스젠더 여성과 관련한 자신의 의견을 

말하면서도, 자신이 지지하는 페미니즘이 ‘맞는’것인지, 내가 ‘페미니스

트’가 맞긴 한 건지 의문을 보이는 연구 참여자들도 많았다. 효진은 지

속적으로 연구자의 생각을 물으며, ‘어느 게 맞는거냐’, 혹은 책을 읽고

자 하는데 ‘어떤 라인을 타야 되는 거냐’는 질문을 하기도 했다. 
 민현의 경우는 연구 참여자 모집을 부탁하는 과정에서 인터뷰를 하겠다

고 나선 경우이다. 연구자의 지인이 연구자의 부탁으로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는 와중에 민현에게 ‘언니 주변에 트젠(트랜스젠더) 싫어하는 페

미 없어?’라고 물었고, 민현은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없다’며 혼란스러

워하던 중, 연구자의 설명을 듣고 ‘내가 맞겠다’며 인터뷰에 참여할 것을 

10) ‘래디컬 페미니스트’의 약자이다. 연구 참여자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인 ‘랟펨’
은 1960-70년대의 미국 여성해방 운동에서 시작된 ‘래디컬 페미니즘’의 의미와는 다르
다. 후자의 경우 여성 억압을 사회 억압 가운데 가장 근본적 형태로 간주하며, 독자적
인 페미니즘 사상을 탐색하려는 페미니즘(엄혜진, 2018)을 의미하나, 전자의 ‘랟펨’은 
디지털 공간에서 트랜스젠더 여성을 ‘여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들이 스스로를 ‘래디
컬 페미니스트’라 정의하는 것(강예원, 2019)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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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처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페미니스트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다고 말하

며 연구 참여를 주저한 이유를 밝혔다. 그래서 연구자가 페미니스트로서 

확신이 없어도 되고, 그러한 정체성 없이도 성차별적 현실에 동의하는 

경우, 페미니즘 가치의 확산에 동의하는 편이라면 인터뷰 진행이 가능하

다고 설명한 이후 민현이 인터뷰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다. 민현의 경우

도 인터뷰 진행 과정에서 자신의 페미니즘이 ‘맞는’것인지, 내가 ‘페미니

스트’가 맞긴 한 건지 지속적으로 의문을 보였다.
 이와 같은 섭외 과정을 통해 10-20대 여성 페미니스트들에게도 페미

니즘 지식에 대한 의견이나 생각들이 명확히 정의되고 있지는 않다는 점

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들은 디지털 공간에서 트랜스젠더 여성와 관

련한 정보들을 접하고, 이들이 자신의 삶을 언어화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일견 수용하면서도 완전히 동의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추측할 수 있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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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이름

(가명)

연령(인터
뷰 당시 
기준)

직업(인터
뷰 당시 
기준)

페미니즘을 
접한 경로

섭외 경로 면접일자

1 지원 23 대학생 인스타그램
연구자 지인 

소개 

1차: 2020.7.7
2차: 2020. 7.24

2 주연 21 대학생 친구
연구자 지인 

소개

1차: 2020.6.30
2차: 2020.10.28 

3 형서 28 대학원생
온라인 여성 

커뮤니티

공동연구자 

지인 소개
2020.7.1

4 현진 23 대학생 트위터 형서의 소개
1차: 2020.7.21
2차: 2020.8.18 

5 민현 26 대학생
온라인 여성 

커뮤니티

연구 참여자 

모집을 돕는 중 

참여 의사 밝힘

1차: 2020.7.28
2차: 2020.9.8 

6 효진 19 입시 준비 트위터
공동연구자 

지인 소개
2020.07.08

7 정인 18 고등학생 인스타그램
공동연구자 

지인 소개

1차: 2020.09.21
2차: 2020.10.26

8 재영 28 회사원 인스타그램
공동연구자 

지인 소개
2020.11.5

9 민호 17 고등학생 트위터
공동연구자 

지인 소개
2020.06.25

10 지성 17 고등학생 트위터
공동연구자 

지인 소개
2020.07.11

[표 1] 연구 참여자의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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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이름

(가명)

연령(인
터뷰 
당시 
기준)

직업(인터뷰 
당시 기준)

페미니즘을 
접한 경로

섭외 
경로

면접일자

1 순영 22 공무원 준비
여대 

에브리타임

에브리타

임 

게시판

1차: 2020.09.21
2차: 2020.10.21

2 승민 22 대학생 트위터

공동연구

자 지인 

소개

1차: 2020.10.22
2차: 2020.11.05

[표 2] 연구 참여자의 인적사항(비교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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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방법

 본 논문에서는 심층면접 내용 분석을 주된 분석 방법으로 사용한다. 또
한, 2장의 트랜스젠더 배제 페미니즘 논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문헌연

구의 방법도 이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 참여자들이 인터뷰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언급하는 디지털 경험을 심층적으로 해석하기 위해 디지털 

매체의 텍스트들을 분석하였다.

가) 심층면접 내용분석

 심층면접이 실시되었으며, 수집한 연구 자료에 대해 내용 분석을 수행

하였다. 먼저 이들에게 페미니즘을 알고 말하는 것이 가지는 의미는 무

엇인지, 그 과정에서 페미니즘 지식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중점으로 분석

하였다. 그리고 연구 참여자들이 처한 조건을 검토하며 이들이 지식을 

추구해 나가는 과정에서 알기가 중단되거나 유예되는 이유, 즉 자신의 

경험을 해석할 지식들만으로 ‘충분’하다고 느끼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파악하고자 했다. 

나) 문헌연구

 트랜스젠더 배제 페미니즘을 둘러싼 논쟁의 전개 과정을 검토하기 위해 

문헌연구가 수행되었다. 이는 현재 연구 참여자들이 접하고 있는 트랜스

젠더 배제 페미니즘 논쟁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형성된 것인지를 설명

하기 위함이다. 문헌 연구를 통해서는 어느 시기부터 트랜스젠더 배제 

페미니즘에 대한 논쟁이 있었는지, 어떤 논의들이 전개되었는지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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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했다. 이를 위해 트랜스젠더 배제 페미니즘 논쟁을 다룬 신문기사, 
국내 연구 등을 검토했다. 
 연구 참여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페미니즘의 언어들을 파악하기 위해 트

위터, 인스타그램, 에브리타임, 여성커뮤니티 등의 디지털 텍스트들 또한 

분석하였다. 인스타그램의 경우, 주로 ‘팔로워’가 많은 페미니즘 정보를 

전달하는 계정, 그리고 연구 참여자가 직접적으로 언급한 계정(‘페미툰’
등)을 위주로 참고하였다. 여성 커뮤니티 계정은 형서, 민현이 주로 이

용하고 있는 다음카페 ‘여성시대’의 텍스트들을 분석하였고, 그 중에서도 

페미니즘 이슈가 주로 올라오는, 민현이 주로 참고하고 있었다고 말하는 

게시판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트위터의 경우 2021년 3월부터 6월까

지 검색된 글들을 활용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이 트위터의 ‘랟펨(래디컬 

페미니스트)’, ‘트랜스젠더 배제 페미니즘(TERF)’ 계정들을 자주 언급한 

점을 고려하여, ‘랟펨(래디컬 페미니스트)’ 혹은 ‘트랜스젠더 배제 페미

니즘(TERF)’ 계정들을 위주로 팔로우하여 텍스트들을 수집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 참여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페미니즘 관련 이슈나 논쟁들

이 디지털 공간에서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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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ERF 담론의 등장과 여성들의 입장 형성

 2장에서는 TERF담론의 등장과 이에 대한 여성들의 입장 취하기가 이

루어지는 과정을 살핀다. 트랜스젠더 배제 페미니즘(TERF)의 담론은 한

국 사회에서 어떻게 부상하였는가? 여성들은 왜 TERF 입장을 취하고자 

하는가?

가. 트랜스젠더 배제 페미니즘(TERF)

 트랜스젠더 배제 페미니즘(TERF)이라는 용어는 2008년 미국의 페미

니스트 블로그에서 처음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Williams, 2014). 
처음 이를 사용한 블로거는 Williams(2014)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블로

그를 통해 활동하는 ‘래디컬 페미니스트’들 사이에 트랜스젠더 여성의 

수행이나 언설들에 대해 비판하는 글들이 계속해서 올라왔고, 그러한 글

들이 불편한 래디컬 페미니스트 블로거들이 생겨났다고 말한다. 그리고 

트랜스젠더 여성을 여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래디컬 페미니스트와 그렇

지 않은 래디컬 페미니스트를 구분하기 위해, 
TERF(Trans-Exclusionary Radical Feminist)라는 용어를 만들게 되었

다고 하며 용어를 사용하게 된 계기를 밝힌다. 트랜스젠더 여성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이 계속되며 디지털 공간에서 페미니즘과 관련한 토론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했기 때문에, 트랜스젠더 배제 페미니즘이라는 용

어를 사용해서 담론장 안에서의 구분을 짓고자 시도하게 된 것이다. 그
는 해당 용어가 어떤 가치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페미니스트

들끼리의 입장 차이를 밝히는 용어라고 강조하며, 그것이 여성혐오적 욕

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그러나 TERF(Trans-Exclusionary 
Radical Feminist)라고 정의된 이들은 TERF가 여성혐오적 욕설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을 TERF라 불리는 것을 거부한다. TERF라는 용어가 

‘slut’ 혹은 ‘bitch’라는 용어와 함께 사용되며 자신들을 비정상적인 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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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스트로 몰아간다는 것이다. 이들은 TERF라는 용어 대신, 스스로를 

‘래디컬 페미니스트’, 혹은 ‘Gender-critical’ 페미니스트라 지칭한다.
 트랜스젠더 배제 페미니즘(TERF)이라는 어휘는 연구자마다 다르게 정

의되거나, 각기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는 생물학적 성별에 기반

한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는 페미니즘(Ruth,2020)으로 이야기되기도 하

고, 트랜스젠더 여성이 ‘여성’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페미

니즘(Emily, 2020), ‘여성’을 시스젠더 여성으로 정의하고 트랜스젠더 

여성을 여성의 정체성, 몸, 공간 등을 침략하는 존재로 간주하는 주장

(김보명, 2020), 혹은 ‘여성 우선’페미니즘(이효민, 2019) 등으로 정의

되기도 한다.
 본 논문에서는 트랜스젠더 배제 페미니즘(TERF)을 ‘생물학적 여성’만
이 여성운동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고, 그 운동의 성과를 ‘생물학적 

여성’들끼리만 나누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여성들이 

놓여 있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나 위치가 여성들의 다른 경험을 만들고, 
그 경험에서 입장이 만들어진다(Harding,1991:123)할 때, 입장을 형성

한다는 것은 신념이나, 확신에 의해 그것을 취하지는 않음을 암시한다. 
여성들의 위치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만큼 입장 또한 가변적일 수 있

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논문에서는 10-20대 여성들이 처한 위치에 따라 

TERF에 대한 입장을 형성하고, 유지하고, 변화시켜나가는 과정을 따라

가며 이들에게 알기가 어떻게 유예 혹은 중단되거나, 지속될 수 있는지

에 대해 보고자 한다.

나. 페미니즘 대중화 이후 TERF 담론의 등장 

 한국 사회에서 페미니즘 대중화 이후 TERF 담론은 어떻게 부상하였는

가? 이 절에서는 TERF 담론의 부상과정을 한국의 페미니즘 대중화 이

후 ‘생물학적 여성’의 입장을 두고 논쟁했던 사건을 중심으로 살펴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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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한다. 

1) 메갈리아와 워마드: ‘생물학적 여성’을 둘러싼 입장의 분
화

 김리나(2017)의 연구는 디지털 공간에서 여성의제에 대한 논의를 활발

하게 진행하였던 ‘메갈리아’초기에 여성들이 ‘생물학적 여성’에 해당하지 

않는 남성, 퀴어들 또한 연대의 대상으로 상상하기도 했다는 점을 보여

준다. 당시 메갈리아에서는 ‘생물학적 여성’에 해당하지 않는 이들 또한 

그들과 마찬가지로 성차별 구조의 피해자이며, 그리하여 함께 가부장제

를 비판할 수 있는 연대의 대상으로 상상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분위기

는 오래가지 못했다. 여성운동의 주체는 누가 될 수 있는지(누가 페미니

즘에 대해 말할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누가 여성운동의 성과를 나눠 

가질 수 있는지(페미니즘 운동에서 누구를 ‘챙길’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일었기 때문이다. 해당 논쟁을 촉발한 사건은 메갈리아와 워마드의 분화 

계기가 된 ‘똥꼬충11)’단어 사용에 대한 찬반 논쟁이다. 
 메갈리아에서 ‘똥꼬충’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사용된 시점은 2015년 

메갈리아에서 ‘천하제일 개념녀 대회’가 열린 직후였다. ‘천하제일 개념

녀’대회는 페미니즘을 알기 전 여성들이 자신들이 얼마나 성차별적 사회 

현실에 무감각한 ‘개념녀12)’였는지, 즉 가부장제가 요구하는 여성이 되

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애써온 역사를 쓰고 공유해보자는, 그리하여 

가부장제의 모순과 부당함을 비웃어보자는 취지에서 열린 대회였다. 당
시 올라왔던 많은 게시글 중, 게이 남성과 결혼한 한 여성의 이야기가 

‘1등 수상작’으로 꼽히며 많은 주목을 받았다. 해당 게시글의 내용은 게

시물을 작성한 여성이 게이인 남편에게 속아서 ‘위장 결혼’을 당했고, 성
적으로 학대당했다는 내용13)이었다. 
11) 게이 남성을 지칭하는 말이다. 이들을 항문 성교를 하는 이들로 비하하는 용어로 사용

된다. 
12) 가부장적 남성사회가 요구하는 여성상을 소화하고자 노력하는 여성이라는 의미이다. 



- 28 -

 이 글을 보고 댓글을 작성한 한 메갈리안이 글쓴이에 공감하며 분노하

는 취지로 게이 남성을 ‘똥꼬충’으로 지칭한 것이 논쟁의 계기가 되었

다14). 댓글에 해당 단어가 등장한 이후, 페미니즘 커뮤니티인 메갈리아

에서 퀴어 남성을 비하하는 의미의 단어가 사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논

쟁이 일게 되었다. ‘똥꼬충’이 성소수자에 대한 비하 발언이기에 써서는 

안 된다는 입장과, 여성들이 성차별적 사회에 문제제기하기 위해 사용하

지 못할 단어는 없으며, 메갈리아 운영진이 어떤 단어든 간에 그것을 규

제할 자격은 없다는 입장이 대립한 것이다. 
 한편, 게이 남성과 결혼한 여성의 글이 관심을 끌고, 이후 게이 남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메갈리아 내에서 지속되면서 메갈리아 운영진이 단어를 

규제할 자격이 없다는 입장은 게이 남성에 대한 “연대 거부(고병진, 
2018)”의 입장으로 변모하였다. 커뮤니티 내에서 지속적으로 게이 남성 

또한 결국은 여성의 경험을 이해할 수 없는 ‘한남(한국남자)’이며, 오히

려 여성을 힘들게 하는 것이라는 여론이 퍼졌기 때문이다. 결국 그들 또

한 ‘생물학적’으로 남성이기 때문에 언제든 여성을 가해하는 위치에 설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또한 게이 커뮤니티 내에서 여성 혐오적 발언들

이 말해지고 있다는 게 이슈가 되며 게이 남성은 ‘약자’인 여성을 위협

할 수 있는 존재로 상상되기도 했다. 
 게이 남성에 대한 연대 거부의 입장이 메갈리아 내에서 대두되며, ‘똥
꼬충’단어를 규제하는 메갈리아 밖에서 여성들만을 위한 운동을 하자는 

주장이 일었고, 그에 따라 ‘지정성별(생물학적)’ 여성의 인권만을 위한 

커뮤니티를 표방하는 워마드가 등장하게 되었다. 워마드는 ‘보지만 챙긴

다’는 표어를 내걸고 있으며, 여성인권 운동을 우선에 두고 노동운동, 성
소수자 운동 등 여타 사회운동과의 연대에도 거부하는 입장을 밝힌다. 
13) 출처: 페이스북 페이지, “천하제일 개념녀”대회,  검색일 2021.07.15. 

https://www.facebook.com/1525347111111954/photos/pcb.1528927490753916/15
28927384087260/?type=3&theater

14) 2017.11.01.허핑턴포스트. 트랜스젠더퀴어 모임 발자국. 한국형 TERF인 '워마디즘' 
비평. 
https://www.huffingtonpost.kr/transgender-queer/story_b_18434416.html?utm_i
d=naver



- 29 -

한편 워마드가 분화되어 나온 직후 이들은 TERF라는 입장을 형성하고 

있지 않았고, 트랜스젠더 여성에 관한 담론들이 활발하게 유통되고 있지

도 않았다. 그렇다면 어떤 사건으로 인해 트랜스젠더 여성과의 연대를 

거부하는 TERF 입장이 구체화되었는가?

2) ‘불편한 용기’ 시위에서의 안전공간에 대한 열망과 ‘침입
자’로서의 트랜스젠더 여성

 2018년의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이하, ‘불편한 용기’시위)의 ‘생
물학적 여성’만이 시위에 참여할 수 있다는 규정은 누가 여성운동의 주

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 시

위의 공식적인 입장은 ‘오직 여성만을 위한’ 운동을 표방하며, ‘생물학적 

여성’만이 시위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15). 해당 운영위는 그러한 

조치가 불법촬영에의 예방 차원에서 고안된 정책이며, 여성들의 안전한 

시위 참여를 위한 조치임을 밝혔다. 
 실제로 한국에서 페미니즘 대중화 이후 페미니즘을 접한 이들에게 공적

공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범죄에 대한 불안과 공포는 상당하다. 이러한 

공포는 불법촬영에의 지속적 문제제기와 이슈화를 통해 누적된 측면이 

있다. 2015년 메갈리아의 ‘소라넷 불법 몰래카메라 근절 프로젝트’를 시

작으로, 여성들은 그간 여성혐오적 디지털과 일상의 공간에서 아무렇지 

않게 자행되어 왔던 이미지 기반 성폭력의 문제를 폭로하고 문제시하는 

행동을 지속해왔다. 당시 디지털 공간에서는 트위터 등을 중심으로 불법

촬영의 심각성을 알리는 위와 같은 게시글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었

15) 본 시위는 1차 때부터 생물학적 여성만 참여 가능하며 운동권 및 정치권 등 기타 단체
의 참여를 금지하였습니다. 이 점은 앞으로도 변경 계획 없습니다. ‘생물학적’ 여성이라
는 워딩은 참가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오직 여성들만의 시위라는 본질을 지키기 위해 
계속 고수해 온 스탠스입니다. 

다음카페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 <스탭 내 대외팀 해체에 관한 입장문> 중 발췌. 검
색일. 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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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들은 자신이 화장실 등의 공적 공간에서 발견한 카메라를 찍어 올

리며 일상 속에 불법촬영에의 위험이 자리하고 있음을 폭로하고자 했다. 
이러한 운동을 통해 불법촬영의 문제가 단순히 사회적 관행으로 용인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라, 구조적 차원의 문제에서 비롯된 여성혐오적 범

죄임을 밝히고자 했던 것이다(김소라, 2017). 여성들은 디지털 공간의 

운동과 일상의 성차별적 현실을 넘나들며 불법촬영의 문제에 분노하며 

결집하기 시작했고, ‘나의 일상은 너의 포르노가 아니다’는 문구 아래 혜

화역에 모이게 되었다. 이러한 노력들로 <불편한 용기>시위는 여성 단

일의제 시위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할 수 있었다. 
 한편 SNS를 중심으로 한 불법촬영 공론화 아카이브는 이 공간에서 페

미니즘 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들에게 하여금 압도적인 공포를 느끼게끔 

하기도 한다. 체임벌린(2021[2017])은 성차별 경험에 대한 진술이 디지

털 공간에 대규모로 올라오는 경우, 그것을 목도하는 이들은 성차별은 

극복할 수 없고, 모두가 그것을 피할 수 없다는 감각을 만들어내기도 한

다는 점을 밝힌다. 마찬가지로 여성들은 일상적인 불법촬영의 위협을 목

도하며, 여성이라면 누구나 이러한 범죄를 당할 수 있다는 감각을 형성

한다(박영민·이나영, 2019). 누구나 불법촬영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감각, 그리고 그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는 감각은 스스로 위협

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자구책을 찾게 하고, 그 방편으로 여성들은 

외부인을 식별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이게 된다. 안전하게 말하고 싶다는 

열망 하에 페미니즘 활동의 주체를 식별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러한 맥락에서 불편한 용기 운영진이 불법촬영에의 위협을 예

방하기 위해 시위 참여자를 생물학적 여성으로 제한한다는 입장문을 발

표하게 된 것이다. 해당 사건은 페미니즘 운동이 전개되며 디지털 공간

을 기반으로 한 성차별 관련 아카이브가 형성되고, 그것을 통해 체득한 

여성들의 공포심과 ‘누구나 당할 수 있다’는 압도적인 감각이 안전공간

에 대한 열망을 형성하며 ‘생물학적 여성’을 주장하게 되는 흐름을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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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물학적 여성’의 보편적 경험으로서 ‘코르셋’과 탈코르
셋 운동을 무화하는 트랜스젠더 여성

 온라인 공간에서 트랜스젠더 여성이 ‘생물학적’여성과 같은 ‘여성’에 포

함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이유 중 하나는, 트랜스젠더 여성이 ‘생물학적’ 
여성에게만 부과되는 ‘사회적 여성성’을 수행하여 ‘여성이라면 화장이나 

꾸밈을 해야 한다’는 사회적 통념을 강화시킨다는 것이다. 그러한 담론

에서 트랜스젠더 여성은 ‘코르셋’을 강화하는 존재로 상상된다. 이때 트

랜스젠더 여성은 과도한 화장이나 꾸밈을 재현하는 이로, ‘생물학적’여성

은 그로 인한 피해를 받는 이들로 상상된다. 트랜스젠더 여성을 여성이

라고 인정한다면, 머리를 기르고, 예쁘고 화려하지만 편하지 않은 옷을 

입는(‘사탕껍질을 입는’) 등의 ‘여성적’ 인 수행이 ‘생물학적’여성들에게

도 당연한 것이 된다. 따라서 트랜스젠더 여성은 현재 진행되는 탈코르

셋 운동을 무화시키는 존재로 여겨진다. 
 트랜스젠더 여성을 탈코르셋 운동과 배치되는 이들로 보는 언설들은 초

기 탈코르셋 운동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었다. 김리나(2018)는 워마

드와 메갈리아에서 탈코르셋 담론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이전에도 꾸밈

과 관련한 논의가 다양하게 전개되었음을 지적한다. 이들은 여성에게만 

요구되는 외모 관리에 대한 압력의 부당함을 이야기하고, 이를 바꾸기 

위한 실천으로서 다양한 화장법 시도하기, 혹은 남성에게도 화장 권유하

기 등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다양한 시도들은 여성에 대한 이

미지 기반 성폭력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며 전환점을 맞게 된다. 여
성들의 성적 대상화에 대한 공포가 커지며, 꾸밈, 화장 등(일명 ‘코르

셋’)이 위험 회피 수단으로 전환된 것이다(김지효, 2020). 그리하여 ‘탈
코르셋’은 여성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기 위한 수단이 되기도 한다. 꾸
밈을 하지 않음으로서 남성들의 ‘욕망하는 대상’에서 벗어나는 주체로 

자신들을 보호하고자 한 것이다. 탈코르셋은 위험 회피 수단뿐 아니라, 



- 32 -

‘야망보지16)’가 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민경(2019)의 

인터뷰에 의하면, 이 세대의 여성들은 공통적으로 외모 압박에 대한 스

트레스를 크게 느끼고 있었다. 어린 나이부터 또래집단 내에서 화장을 

접하고, 꾸밈이 당연시된 여성 또래집단 내에서 화장을 하지 않으면 따

돌림을 당하거나 이상한 눈길을 받는 것에 익숙해진 여성들은 ‘뭐라도 

찍어바르지 않으면’ 어디에도 나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친구와 가족들에

게 외모 평가를 받는 것이 지겨웠다는 경험을 토로한다. 이런 외모 압박

은 ‘비용’의 논리로 이야기되는데, 여기서 남성들은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쟁자로 인식된다. 경쟁자인 남성들은 꾸미지 않는데 여성들은 꾸

미는 데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부당하며, ‘화장할 시간에 한글자라도 

더 읽고 공부하겠다’고 말한다. 
 이렇게 탈코르셋이 논의되는 지형이 변화하며 트랜스젠더 여성의 수행

을 비판하는 논의도 대두되었다. 꾸밈이 여성에게만 부당하게 주어지는 

‘위험’이나 ‘비용’으로 인식되며, 그것을  수행하는 이들 전반에 대해 비

판적인 담론이 형성된 것이다. 이 지점에서 트랜스젠더의 수행을 비판하

는 논의로 이어지는데, 이들이 특히 분노하는 지점은 트랜스젠더들이 

‘치마를 입고 싶어서, 혹은 화장을 하고 싶어서 여성이 되어야겠다고 생

각했다’고 말하는 것17)이다. 디지털 공간에서 보이는 트랜스젠더 여성은 

‘여성이라면 모두 꾸밈을 행해야 한다’고 말하는 이들이며, 따라서 트랜

스젠더의 행동은 자신들이 실천하는 탈코르셋 운동과 배치되는 존재들로 

상상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TERF 담론은 ‘생물학적 여성’들만이 여성운동의 

16) ‘야망보지 프로젝트’는 여성들도 남성들처럼 ‘야망’을 추구하며 자본과 권력을 얻기 위
해 노력해야 한다는 운동이다. 트위터에서 #야망보지_힘주기_프로젝트 라는 해시태그 
운동을 통해 확산되고 있으며, 게시글의 내용은 주로 여성 건강, 경제, 주거, 학습 정보
등을 공유하는 형태이다(신다인 ·이동화,2020). 탈코르셋 담론과 연관되어 그동안 꾸밈
이나 다이어트 등에 치중해왔던 여성들의 관심사를 건강과 경제활동(저축, 주식 투자 
등)으로 돌려보자는 취지로 이야기되기도 한다. 

17) 실제로 모든 트랜스젠더 여성이 위와 같은 이유로 성전환을 결심하는 것은 아니며, 이
와 같은 주장은 트랜스젠더 여성이 처한 삶의 조건과 상황에 대해 알고 있지 못하기 때
문에 나온 발화이다. 중요한 점은 ‘트랜스젠더들은 치마를 입고 싶어서 트랜스젠더가 
되었다’는 통념이 디지털 공간에서 강화되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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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가 될 수 있으며, ‘생물학적 여성’들끼리만 여성운동의 성과를 나누

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구축된다. 그 이유는 여성들은 ‘코르셋’이라는 공

통의 억압을 경험하며, 여성대상 범죄라는 공통의 위협에 놓인 존재로 

상상되기 때문이다. 즉, ‘생물학적 여성’은 공통의 억압과 차별을 겪고 

있으므로, 그들만이 여성운동의 대상과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 TERF 담론에 대한 여성들의 입장 형성

 디지털 공간에서 TERF 담론을 접하는 여성들은 왜 그러한 담론을 통

해 자신들의 입장을 말하고자 하는가? TERF에 대한 여성들의 지지 입

장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1) 디지털 공간에서의 페미니즘 발화를 위한 ‘스탠스’ 취하
기: 트위터의 조리돌림 문화

 강예원(2019)은 디지털 공간에서 ‘리버럴’, ‘래디컬’로 페미니즘의 입장

이 양분되어 있고 10대 페미니스트들이 이 안에서 자신의 입장을 가늠

해보는 과정 중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마찬가지로 트위터를 통해 페미

니즘을 접하고 있는 현진, 효진, 지성의 경우 트위터의 페미니즘 ‘스탠

스’, ‘라인’등을 언급하고 그에 맞는 지식을 따르고자 하는 페미니즘 실

천을 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 공간에서 입장을 형성하는 것은 왜 중요

해지는가? 트위터에서 페미니즘을 말하고자 하는 이들은 뚜렷한 입장이 

없을 시 ‘중립충’, ‘비겁한’ 계정으로 취급받는 것을, 그러한 계정들은 조

리돌림의 위협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와 같은 조리돌림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 여성들에게 페미니즘 말하기 이전에 어떤 입장에서 

목소리를 낼 것인지를 정하는 것은 하나의 필수적 과정이 되어 가고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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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성은 트위터 페미니즘 판 내에서 페미니즘 ‘입장’이 갈린다고 말한다. 
입장이 갈리는 주요한 지점은 트랜스젠더이슈다. 현재 자신은 트랜스젠

더 이슈에 관해 트위터에서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이유는 그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성에게 해당 주제는 

아직 트위터에서 말해질 수 없는, 잠시 보류해둔 문제가 된다. 그녀에게 

트랜스젠더 이슈는 찬성을 해야 되거나, 반대를 해야 되는 입장의 문제

로 여겨진다. 그러나 지성은 트랜스젠더를 ‘반대’해야 할지, ‘찬성’해야 

할지의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 솔직하게 말하면, 잘 모르겠다. 트위터에

서는 ‘반대’입장이 주류인 것 같으나 트랜스젠더 여성들의 입장도 생각

해보아야 할 것 같다. 그러나 그녀가 가지고 있는 내심의 솔직한 고민은 

트위터에서 말해지지 못하고 있다. 트위터는 이미 ‘찬성’ 혹은 ‘반대’라는 

입장이 확고하게 나누어져 있고, 한 입장을 택해야지만 해당 이슈에 대

해 말을 할 발언권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트랜스가, 트랜스젠더 찬성이냐, 반대냐 그런 게 되게 많이 부딪치고, 또 아무
튼 이런 비슷한 것에 입장이 되게 갈려요. (지성, 1차:29)

 현진은 페미니즘 말하기 이전 입장(‘스탠스’)을 정해야 하는 트위터의 

문화가 상당부분 ‘조리돌림’의 위협에서 기인한다고 말한다. ‘조리돌림’은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트윗을 리트윗한 뒤에, 그것을 조롱하는 글을 

덧붙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흔히 관찰할 수 있는 트위터의 문화이다. 
트위터는 올릴 수 있는 글자 수가 140자로 제한 적인 것, 그리고 논쟁

의 속도가 빠르다는 것, 제 3자가 언제든 논쟁에 끼어들 수 있는 것, 불
특정 다수에게 말할 수 있다(허상희, 2011)는 특성을 지닌다. 이러한 특

성으로 인해 트위터에서는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가능성은 

제한되고, 다른 의견을 공격하거나, 또 이견을 표함으로서 공격당할 수 

있다는 위협은 커진다. 이러한 트위터의 특성을 두고 지원은 트위터는 

‘자기주장 센’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묘사하기도 했다. 현진에게

도 트위터는 특히 ‘스탠스(입장)’를 밝혀야만 ‘트친(트위터친구)’를 맺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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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공간이었다. 그 스탠스가 맞는 이들끼리 친구 소개를 통해 친해

지고(일명, ‘트친소18)’), 서로의 입장이 동일한 공간에서만 친해질 수 있

는 디지털 환경에서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실수로라도 ‘스탠스’에 반대되는 의견을 말했다가는 공격당할 수 있다는 

불안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평소 사회 이슈에 대해 신중하게 고민하려 애쓰고, 최대한 다양한 의견

을 접하려 노력하며 천천히 고민해보는 현진은 이러한 자신의 성격을 

‘중립적’이라 말한다. 그러나 ‘중립’이라는 평가는 트위터에서는 모욕과 

다름없는데, 의견이 없다는 것은 사태를 방관하겠다는 태도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SNS를 통한 페미니즘 활동은 빠르게 ‘화력’을 모아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빠른 네트워킹이 필요한데 중립은 그 어느 쪽에도 화력

을 주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지 못한다. 그리하여 입장을 정하지 않는 것

은 ‘화력’을 모으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페미니즘 활동에 적극적

으로 참여할 의지가 없는 이들로 여겨진다. 그러한 이들은 ‘중립충’으로 

비난받으며 조리돌림 당하기도 쉽다. 

저는 말씀하셨듯이 정말 중립적인 편이고 더 생각해보려고 하고 어떤 사안이
든 충분히 내 생각이 바뀔 수 있다, 그리고 사안이 변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
어서 안 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뭔가 화력이라든지 아니면 네트워킹의 측면, 
또 뭐랄까... 정체성을 보여주는 측면에서 스탠스를 정립하는 게 너무 당연하
게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비겁하다 이
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들리고. 중립적인 사람에 대해. (현진, 2차:66)

 효진 또한 페미니즘 ‘라인’ 에 대해 말하며, 그 라인을 따라야 ‘올바른’
페미니즘 실천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에는 효진이 트위터에서 주류 입장과는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가 조

리돌림을 당한 사건이 있었다. 그녀는 트위터에서 그림계정을 운영하며 

18) 트위터 트친소의 예시
#래디컬페미_트친소
96 랟펨 | 생물학적 여성 | 6B4T지향 | 랟계(래디컬 페미니스트 계정)만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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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즘 활동을 하고 있다. 효진의 트위터 계정은 하루에 5000번 넘게 

리트윗되는 게시물이 3개 이상이 될 정도로 꽤나 파급력이 있는 ‘래디컬 

라인’의 계정이다. 그러나 그녀는 주류 ‘래디컬’ 의 입장과는 다른 의견

을 제시했다가 조리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다. 대대적인 조리돌림을 당하

며 효진은 페미니즘을 잘 모르는 사람, 더 배울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 

취급받았고, 그녀는 그러한 반응을 의식하며 자신이 페미니즘을 공부하

고 있다는 표현을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페미니즘 책을 찾아 읽고, 특정 

구절을 인용하여 트위터에 게시하기도 했다.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는 

효진에게 돌아온 반응은 당신이 읽고 있는 책은 (‘래디컬’)라인과 맞지 

않는 책이니 ‘다 받아들이지 말라’며 혼내는 것이었다. 이러한 사건을 지

속적으로 경험하며 효진은 페미니즘에는 특정 ‘라인’이나 ‘답’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비난받지 않고 안전하게 페미니즘을 말하기 위

해서는 일관된 ‘라인’을 타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감각을 형성해나가고 

있었다. 

근데 그 중에서 록산 게이가 쓴 나쁜 페미니스트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사서 
인상 깊은 구절이 있어서 게시를 했더니 아까 말했던 (웃음) “시발 쓰지 마세
요” 무리 중에 한 명이 그건 트랜스젠더형 작가가 썼으니까 뭐였지 여성 존엄
을 100% 따지는 작가가 아니다, 그러니까 다 받아들이지 말라는 식으로 저한
테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좀 보류했고 다른 책들 읽었죠.  (효진, 1
차:50)

 소셜미디어의 기술은 기술을 사용하는 이들에게 빠른 응답, 즉시성, 신
속성의 감각을 보장한다. 소셜미디어의 즉시성은 사회운동을 하는 이들

에게 문제가 되는 이슈에 있어 바로 대응할 수 있게 보장하는 반면, 페
미니즘 활동과 신속한 대응을 연결시키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체임벌린. 
2021[2017]). 트위터에서 페미니즘 활동을 하는 여성들 또한 이러한 빠

른 대응을, 그러한 과정에서 재빠른 ‘입장’취하기를 요구받고 있었다. 디
지털 공간에서 빠르게 전개되는 페미니즘의 활동을 따라가기 위해서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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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취하기가 필수적 과정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성들은 왜 하필 TERF 입장을 취하는가? 그 입장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2) 안전 및 지위 확보에 대한 요구와 TERF 담론에의 편승

가) 안전 공간을 위한 ‘생물학적 여성’ 범주의 구성

 성범죄사건을 일상적으로 접하는 여성들은 그 범죄 사건에 대한 적절한 

대처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 또한 목도하게 된다. 이들은 체감

하는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고자 하는 시도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시도로 디지털 공간에 자신이 당한 (혹은 당할 뻔 했던) 성범죄의 

경험들을 업로드하며 ‘조심하라’고 주의를 주는 글을 올린다. 이와 함께 

이들은 여성에게 공적 공간이 아직도 안전하지 않은 공간임을, 적절한 

대처를 해줄 것을 요구하며 ‘여성’들만으로 이루어진 안전 공간 확보에 

대한 요구를 하게 된다. 즉, ‘생물학적 여성’이외의 이들에게는 출입 금

지 요청을 하며 외부인을 식별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범죄의 두려움, 그
리고 스스로 두려움에 대처하고자 하는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범죄 두려움은 성범죄 경험 공유(불법 촬영에의 경

험 등)와 일상적인 피해 사례들을 접하며 더욱 더 증폭되는 경향이 있

다. 두려움을 피하기 위한 시도가 두려움을 강화, 추동하는 역설적인 상

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추지현, 2017). 이 과정에서 범죄 공포는 

“여성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공포(박영민·이나영, 2019)”로 다가오고, ‘생
물학적 여성’이외의 외부인은 ‘잠재적 범죄자’로 전치된다. 
 재영은 여성이라면 누구나 일상의 경험들 속에서 성적으로 대상화되는 

경험을 하며, 불법촬영 등 성범죄의 공포는 여성으로서 피할 수 없는 것

이라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에는 재영이 승무원으로 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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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의 경험이 있었다. 그녀는 승무원으로 근무할 당시 제대로 일하기도 

힘들 정도로 불편하고 짧은 치마 유니폼을 입고 일해야만 했다. 그녀는 

그런 옷을 입고 일하는 내내 자신이 존중받아야 할 하나의 사람으로 보

이는 것이 아니라, ‘코르셋을 조인’ 하나의 ‘네비게이션’같았다고 말한다. 
비행기를 타는 승객들이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모습을 아래에서 몰래 

찍기도 하고, 비행장을 오가는 직원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찍기도 했기 

때문이다. 동료 직원들 또한 사정은 다르지 않았다. 이러한 경험들을 듣

고 본 것이 너무 많아 ‘1박 2일 캠핑’을 가서 계속 말할 수 있을 정도이

다. 재영은 이러한 일상적인 위협들에 노출되고, 같은 동료 여자 직원들 

또한 같은 경험을 말하는 것을 보며, 여자라면 누구나 성적 대상화의 위

험을 피할 수 없고 범죄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재영의 누적된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는 여성이라면 누구나 

가지게 되는 두려움으로 여겨지고 있었다.
 여성이라면 누구나 범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감각은 재영이 인스

타그램에서 접하고 있는 TERF 입장을 지지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재
영은 현재 ‘트랜스젠더 반대’ 입장에 있는데, 그 이유는 트랜스젠더 여성

이 (‘생물학적’) 여성이 경험하는 범죄의 두려움이나 성적 대상화의 공

포를 느껴본 적이 없을 것이라 추측되기 때문이다. 자신을 포함한 (‘생
물학적’) 여성들은 일상적으로 ‘몰카 걱정’이나 ‘남자가 무서운’경험을 하

는데, 트랜스젠더 여성들은 그러한 범죄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운 것 

같아 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생물학적 여성’들과는 같은 경험을 해 보

지 않은 그들을 같은 여자로서 인정하는 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소수자의 입장인 건 인정하는데, 저 사람들도 가면서 화장실에 앉으면서 몰카 
걱정 해봤을까, 가면서 어느, 어떤 남자가 나를, 술 취해서 가는 남자 보면서 
무섭고, 내가 가진 무슨, 뭐의 몸이 저 사람들에게 약간 성적 이슈로 와 닿진 
않을까. (재영, 1차:62)

 재영이 범죄 두려움을 ‘생물학적 여성’만이 느낀다고 가정하고, 그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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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하지 않는다고 상상되는 트랜스젠더 여성은 여성이 될 수 없다는 맥

락에서 TERF 입장을 지지한다면, 여자 대학에 재학한 경험이 있는 현진

과 순영은 트랜스젠더 여성이 ‘생물학적 여성’들만으로 이루어진 안전한 

공간으로 상상되는 여자대학의 침입자로 여겨진다고 말한다. 이러한 두

려움은 실제로 이들이 트랜스젠더 여성의 범죄 사건을 목도하거나 경험

했다기보다는, 학교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일상적으로 올라오는 정보

들을 접하며 강화되고 있었다. 이러한 정보 습득, 유통의 과정은 대학에

서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범죄 사건들에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으면서 

여성들의 공포심이 강화되고, 그리하여 개개인들이 스스로 안전하기 위

한 조치의 일환으로 에브리타임 등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는 데서 시작한 

것이다. 
 현진은 여대에서 트랜스젠더 여성의 입학을 반대했던 가장 큰 이유로 

안전에 대한 우려를 꼽는다. 여자대학 구성원들은 실제로 여대를 대상으

로 한 범죄사건19)을 일상적으로 접하고 있기에, 그로 인한 두려움이 큰 

상황이다. 그러한 두려움에서 학교 측에 외부인 출입 금지 규정 등을 요

청하기도 한다. 그러나 현진은 학교가 구성원들의 두려움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그것을  해결할 의지나 역량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다. 전에 

있었던 성범죄 사건조차 잘 해결하지 못하고 미온적으로 대처한 학교이

기에 그러한 의심은 더 크다. 결국 여성들 스스로 안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구성원들은 범죄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상상되는 

외부인을 식별하고자 하게 된다. 식별 가능한 수단이 성별밖에 없는 상

황에서 현진은 여대는 ‘생물학적’여성들만 출입 가능한 공간이어야 한다

는 요청을 한다.

반대가 가장 큰, 더 많았던 이유는 안전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거든요. 예를 들
면 A씨 하나가 문제라는 게 아니라 저희 ㅇ대 자체가 동국대 성추행 남학생

19) 동덕여대 ‘알몸남’사건, 숙명여대 ‘필로폰남’사건과 ‘여장남자 몰카 사건’등. 
2019.06.16.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바바리맨·몰카·여장남자…‘여대’가 위험하다”
https://www.asiae.co.kr/article/201906151420249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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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그렇고 그 전에 다수 남성이 ㅇ대생을 대상으로 성추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잠입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중략) 그거에 대해서 왜 
학교는 아무런 대처를 마련해주지도 않았으면서 그런 식으로 안일하게 허용을 
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 (현진, 2차:74) 
 

 순영의 여대에서의 경험은 여자대학 학생들의 안전하고자 하는 시도에

서 나온 외부인에 대한 정보가 학교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을 통해 공유

되며 구성원들의 두려움이 증폭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순영은 여대 재학 

당시 에브리타임을 이용하며 일어날 수 있는 범죄에 대한 이슈를 쉽게 

볼 수 있었다. 해당 커뮤니티에는 하루도 빠짐없이 ‘누가 어디에 몰카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는 종류의 글들이 올라왔기에, 순영은 여대에 

다니는 동안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늘 가지고 있었다고 말한다. 순영은 

이러한 두려움이 그녀 뿐 아니라 구성원들 전반에 공유되는 감정으로, 
그로 인해 이들은 ‘몰카를 설치할 수도 있는’ 남자 외부인에 대해 극도

로 경계하는 태세를 보였다고 말한다.
 순영은 공학 대학으로 입학한 이후 이전 여대에서 접한 범죄 두려움에 

대해서 재고해 볼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여대 재학 중에 외부인이 침입

하여 범죄를 일으킨 사건이나 공포에 관한 글들은 학교 커뮤니티를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었으나, 이러한 언설들은 공학 대학의 커뮤니티

에서는 접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순영은 이를 ‘자연스럽게’ 공포

심과 거리를 두게 된 경험으로 설명한다. 여대에서는 당연시 되어 온 외

부인에 의한 범죄 두려움과 공포가 공학 대학에서는 큰 이슈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관련한 주제들이 여대 커뮤니티에서는 일상적으로 화제가 되

자 신경을 쓰게 된 것인데, 공학에서는 그런 이야기 자체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아서 오히려 범죄 자체에 신경을 쓰지 않게 되었다. 

(그런데 뭐 공학에 와서는 그런 두려움이 좀 사라진 건가요?) 사라진 건 아니
고 그냥 신경을 안 쓰게 됐어요. 약간 거기서 계속 이게 이런 주제가 계속 화
제가 되고 하니까 오히려 이렇게 더 신경을, 이 쓰인 건데 여기 와서는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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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막 큰, 크게 이렇게 누가 뭐 몰카를 설치했다 이런 썰 돌지도 않았고 (웃
음) 그냥, 그냥, 그냥 없나보다 하고 (웃음) 그냥 자연스럽게 살았었죠. (순영, 
2차: 70) 

 재영, 현진, 순영은 디지털 커뮤니티나 일상생활 속에서 여성 대상 범

죄를 수시로 듣고 보기에 그로 발생한 공포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 그러

나 그 공포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대처가 구조적 차원에서 취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은 예방을 위한 정보를 공유하고 외부인을 식

별하며 ‘생물학적 여성’들만의 공간을 요구하고 TERF 입장을 지지하게 

된다. 순영의 경우처럼, 오히려 그 두려움이 증폭되는 상황을 떠나게 되

면 두려움이 해소되며 안전에 대한 욕구가 사라지기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나) 여성의 지위향상에 대한 입장과 능력주의

 성평등은 이미 달성되었으며, 개인들은 능력과 노력에 따라 보상받을 

것이라는 포스트페미니즘의 약속이 환상에 지나지 않음을 깨달은 많은 

여성들이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로 정체화하며 페미니즘 대중화를 이끌었

다고 진단된 바 있다(손희정, 2015). 한편 이들은 포스트 페미니즘이 약

속한 능력에 따른 공정한 보상이 말 그대로 신화에 지나지 않음을, 여전

히 현실에서 성차별이 온존함을 깨닫고 나서도 자신의 노력으로 구조적 

차별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으며 능력주의를 지지하기도 한다(김보명, 
2018a). 실제 여성들이 처한 부정의한 상황들은 여러 구조적 억압들이 

함께 맞물려 작동하며 구성되나(콜린스, 2009[1990]), 단일한 젠더 억

압 하나만 사라지면 능력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믿거나, 
혹은 그 단일한 억압조차 노력에 의해 극복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 실제로 부단한 노력을 통해 성차별을 극복한 (듯 해 보이는) 상황을 

경험한 것, 혹은 성차별적 조직에서 도피하여 여성들만으로 이루어진 공

간에서 자신의 능력으로 인정받았던 경험은 이들이 능력주의를 지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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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계기가 된다. 이러한 맥락 아래서 여성들은 성평등 달성을 위해 여

성이 온전히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 주는 환경을 요청하게 되고, 그 

환경은 ‘생물학적’여성들만으로 이루어진 공간으로 상상된다. 그리하여 

트랜스젠더 여성은 능력과 무관하게 ‘생물학적’ 성별만으로 인해 차별받

는 상황들을 경험해보지 못한 이들로, 그 차별을 받은 여성들이 투쟁해

서 성취한 여성운동의 성과 (‘파이20)’)를 빼앗을 수 있는 이들로 상상된

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들은 TERF 입장을 지지하게 된다.
 효진은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대 입학이 ‘특례입학’이기에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는 그녀가 노력을 통해 좋은 성과를 

내고 그에 대한 인정을 받아왔던 경험과, 대학 입학을 위해 노력하고 있

는 현재의 상황과 관련이 있다. 효진은 어렸을 때부터 똑똑했고, 성적도 

좋았기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공’하고자 하는 욕심이 늘 있었다. 자존

심도 강하고, 누가 무시하는 것을 못 견디는 성격이었기에 공부로 인정

받고자 하는 욕망은 컸다. 승부욕이 강하고, 자존심이 센 효진에게 ‘성
공’은 순수한 노력의 영역이다. 초등학교 때 공부로 인정받으며 부모님

과 친구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은 경험, 무엇이든 노력하면 ‘기대 이상’
의 결과물을 만들어왔던 것은 효진이 자신이 노력만 한다면 언제든 성공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했다. 
 그래서 효진은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대 입학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자신이 하고 있는 것처럼 죽도록 노력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 대학 입학

의 기회인데, 트랜스젠더 여성이 성별을 바꾼 지 얼마 되지도 않았으면

서 ‘굳이’여대에 가는 것이 노력도 안 해보고 부당하게 ‘여자 자리’를 탐

내는 것 같아 의심스럽기 때문이다. ‘성공’하려면 노력해야 하고, 대학 

입학 또한 그렇게 노력해야 성취할 수 있다고 믿어온 효진에게 트랜스젠

더 여성의 여대 입학은 부당한, 그 의도가 의심스러운 것이 되고 있다. 
여자 대학 입학 정원은 여성들만이 쟁취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이고, 
20) 디지털 공간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인 ‘파이’의 의미는 ‘생물학적’ 여성이 획득 가능

한 자원, 기회 등의 의미로 통용된다. 
2019.05.13. 강성만 기자. 한겨레. “여성들 ‘자기만의 방’ 가지려면 고립 피하고 ‘여성연대’

를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8937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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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인데 그 공간에 트랜스젠더 여성이 입학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

각하기 때문이다. 즉, 그녀는 순수한 노력을 통한 성공의 가능성을 믿으

며, 그러한 규칙을 위반하는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대 입학이 공정하지 

않다고 여기고 있었다. 

저는 솔직히는 저 사람 들어와 가지고 일단은 진짜 두 가지인데 1차는 특례입
학이고 저 사람이 여자로 성별을 바꾼 지도 얼마 안 됐다고 들었는데 갑자기 
여대에 입학하는 굳이 이유가 있나, 자리 하나 비켜줘라, 이런 생각이었고 (효
진, 1차:44)

 정인의 경우 성차별적 상황이 자신의 능력으로 인해 극복되(었다고 생

각되는)는 경험을 하며 여성 개개인의 노력과 능력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있었다. 정인은 외고에 재학 중인,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다. 그녀는 몇몇 

‘빻은’선생님들이 남학생들과는 다르게 여학생들에게만 과도한 복장 규

제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정인은 선생님들의 그러한 성차별적 언행으

로부터 피해 갈 수 있었는데, 이는 그녀가 전교권 등수를 가진, 학교에

서 기대 받는 학생이기 때문이었다. 정인은 이러한 성차별을 피할 수 있

었던 상황이 자신의 노력과 그에 따른 성취로 인해 만들어졌던 것이라 

생각한다. 이와 같이 다른 여학생들과 다르게 대우받았던 경험은 그녀가 

다른 여학생들로부터 자신을 구분 짓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정인은 성

적이 좋지 않은 여학생들의 성차별적인 상황을 이미 목도하여 알고 있기

에, 그러한 차별적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성공’해
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웃음) 사실 저랑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그것도 되
게 심했던 것 같아요. 똑같은 말을 똑같은 이유를 들어서 해도 공부를 조금, 
성적이 좋지 않은 친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아예 무시를 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 대면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주어지지가 않더라
구요, 그런 친구들한테는. (정인, 1차: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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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서 또한 능력에 따라 성차별적 사회 구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보는 

편이다. 이는 형서가 이전에 경험했던 남성 중심적 조직의 경험, 그리고 

그 조직에서 경험했던 성차별을 피해 여성들만으로 이루어진 동질적 공

간에 왔을 때 능력을 발휘하고 그것을 통해 인정받았던 경험과 관련이 

있다. 형서는 현재 공대에 다니고 있는 28살의 대학원생이다. 대학원에 

오기 전에는 남녀공학 공대를 졸업하고 이공계 기업의 계약직으로 일했

다. 형서가 근무했던 직장에서는 손님이 오면 남자 동기 말고 늘 자신을 

시켜 커피를 가져오게 했는데, 그러한 업무 지시가 부당하다고 느껴졌

다. 남자인 동기와 자신의 차이는 성별뿐이고, 심지어 ‘내가 더 잘났는

데’ 자신에게만 부차적인 업무를 시키는 것이 억울하다고 생각되었기 때

문이다. 출장 등에서 배제되는 것은 일상이었으며, 여성인 자신을 쳐다

보고, 평가하는 시선이 견디기 힘들기도 했다. 
 그래서 형서는 회사를 그만두고 여자 대학원으로 입학할 것을 결심했

다. 여성들만으로 이루어진 공간에 간다면 남초 조직에서 만연했던 성차

별의 경험을 하지 않을 수 있으리라 기대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대에 

다니는 현재는 그러한 기대를 일정 정도 충족시켜 나가고 있는 듯해 보

인다. 지금은 이전과 달리 ‘주도적’으로 대학원 생활을 해나가고 있다. 
여성위주로 시스템이 돌아가는 지금 상황이 만족스럽기도 하다. 이전 조

직에서는 늘 수동적인 역할에 머물러 보조 업무를 해야 했고, 일상적인 

성적 대상화를 경험했다면, 지금 있는 공간에서는 여성이 아닌 하나의 

연구원으로 인정받고 있다. 성별에 신경 쓰지 않고 스스로 성과를 내기

만 하면 되는 현재 상황이 마음에 든다. 즉, 형서에게 ‘생물학적 여성’들
만으로 이루어진 공간은 성별이 아닌 능력으로만 온전히 평가받을 수 있

는 공간이며, 이 공간에 외부인이 들어오는 것은 그러한 인정이나 성취

를 방해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삶의 경험들은 형서가 일상적으로 접하고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

의 ‘파이를 빼앗는 트랜스젠더’와 관련한 TERF 언설들에 동의할 수 있

게 하는 조건들이 되었다. 형서는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대 입학을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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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힘으로 ‘파이’를 키우는 것을 방해하는 ‘불순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미 여성들이 자신의 몫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데, 여성들의 몫을 지키

기 위해 세워진 여대에 트랜스젠더 여성이 입학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

장이다. 또한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대 입학을 찬성하는 친구들을 두고 

과거 자신처럼 자신의 몫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라 안타까워하기

도 한다.

그 사람들이 여성을 대변한다고 나서면, 결국에는 남성의 뿌리를 가진 그 사
람이 또 여자 파이를 가져가게 되는 거잖아요. 이미 있는 여자들도 파이를 못 
지키고 있는데, 여자의 힘으로 뭔가 파이를 키워 나가야 되는데 불순물이 들
어오면 또 거기서 남자로 인해서 여자끼리 싸워야 되는 일이 생기고, (형서, 1
차:13)

 형서가 성차별적 조직에서 도피하여 여성들만으로 이루어진 공간에서 

오로지 능력으로서 인정받았던 경험은 그녀가 여성들이 ‘야망(사회적으

로 높은 지위에 오르고자 하는 열망)’을 키울 수 있다고 상상되는 ‘생물

학적 여성’들만으로 이루어진 공간을 요구하며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대 

입학이 부당한 것이라는 주장에 지지하게 되는 계기로 작용했다. 이때 

트랜스젠더 여성은 ‘생물학적 여성’이 경험하는, 자신이 가진 능력과는 

무관하게 오로지 ‘생물학적’성별로만 차별받는 상황들을 경험해보지 못

한 이들로 상상되기에, 그간 차별받아온 여성들이 가져야 한다고 상상되

는 여성운동의 성과를 빼앗는 이들로 이야기된다. 
 그러나 형서가 경험하는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고자 하는 생존에의 불안

이 트랜스젠더 여성에 대한 혐오와 연결되며 그들과의 분리를 추동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웠다. 그녀는 트랜스젠더 여성을 ‘불순물’로 설명하

긴 하나, 사실 그들에 대해 별 관심은 없다. 그녀가 트랜스젠더 여성을 

본 것은 인터넷 커뮤니티, 그리고 유튜브를 통한 것이 전부이다. 그리고 

그렇게 접한 정보들에 별다른 의심을 가하지 않으며 논리를 답습하고 있

을 뿐이다. 형서에게 페미니즘은 자신의 성차별을 설명하는 유용한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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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온라인 여성 커뮤니티를 통해 그러한 정보를 접하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 트랜스젠더 여성에 관한 언설들 또한 별다른 의심 없이 수용하

며 자신의 차별적 상황을 설명하는 언어로 활용하고 있었다. 

3) 디지털 정보에 대한 신뢰와 트랜스젠더 여성에 대한 제
한된 이해

 여성들은 안전에의 요구나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 여성들만으로 이루

어진 공간을 요구하게 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TERF 입장을 지지하기

도 한다. 이는 이들이 해당 담론을 접하고 있는 디지털 매체의 신뢰도와 

관련이 있었다. 민현의 말에 의하면, 정보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고’있는 

것이다. 여성들은 각자 다른 경로를 통해 디지털 공간에 접속하고, 그 

공간에 만연한 페미니즘 정보를 자연스럽게 접하며 트랜스젠더 여성에 

대한 이미지 또한 수용하게 된다. 이 절에서는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

성들의 디지털 경험의 특징에 대해 말하고, 각 디지털 매체의 어떤 특성

이 어떻게 트랜스젠더 여성에 대한 제한된 상상을 낳게 하는지를 살핀

다. 이 절에서 살펴볼 디지털 매체는 연구 참여자들이 페미니즘 정보를 

얻는다고 주로 응답한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이다. 두 매체를 사용하는 여

성들 모두 디지털 매체를 통해 TERF 언설들을 접하고, 그것을 지지하며 

수용하고 있었으나 그에 동의하게 된 이유와 과정은 이용하고 있는 디지

털 매체의 특성에 따라 달랐다. 

가) 트위터에서 ‘그냥 뜨는’ 정보 접하기

 많은 연구 참여자들은 트위터를 통해 트랜스젠더 여성에 대한 언설들을 

접한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러나 트랜스젠더 여성과 관련한 정보를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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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의도적으로 트위터에 접속하는 연구 참여자들은 없었다.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은 덕질21)(팬 활동), 그림 등 여가 활동을 함께 할 친구

를 찾기 위해 트위터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이들은 여가활동

을 함께 할 친구들을 만나고, 그 친구들을 통해 페미니즘 정보에 자연스

럽게 노출된다. 그리고 일상적으로 트위터를 습관처럼 이용하며, 트랜스

젠더 여성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수용한다. 지성도 트위터에서 ‘그냥 뜨

는’페미니즘을 보다가 페미니스트가 된 경우이다. 트랜스젠더 여성에 관

한 정보나, ‘사회적 여성성’에 관한 언설들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었다. 

그때 되게 여성의 이미지를 화장이 만든다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여성 하면 
화장품이 떠오르고 남성 하면 아무것도 떠오르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게 뭔가 
잘못됐다는 글이었던 것 같긴 해요. (중략) (그냥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그 글
을 본 건가요, 아니면 SNS를 하다가?) 하다가 떴어요. (지성, 1차:4)

 지성은 현재 트랜스젠더가 뭘 원하는지 잘 모르겠다. 정확히 말하면, 
그들이 추구하는 ‘여성성’이란 게 뭔지 모르겠는 상태이다. 지성이 트위

터에서 본 트랜스젠더 여성들은 화장을 하고, ‘여성성’을 추구하는 이들

이다. 그래서 이들이 ‘여성’이 되겠다고 했을 때 뭘 원하는지 의문이 든

다. 자신 또한 여성이고, 꾸밈을 하지 않는 여성인데 여성이라면 무조건 

화장을 해야 하는 것인가라는 반감이 들기 때문이다. 탈코르셋을 적극적

으로 실천하고 있는 지성이기에 이러한 문제의식에 공감하는 바는 컸다. 
자신은 어렸을 때부터 꾸밈이 당연시되는 동성 또래집단 사이에서 적응

해야 했고, 페미니스트가 되기 위해 힘들게 화장을 ‘끊고’있는데 ‘여성성’
을 추구하는 트랜스젠더 여성들이 자신과는 멀게만 느껴지는 것이다. 
 지성이 하루아침에 이러한 트랜스젠더 여성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된 것

은 아니다. 처음에는 트랜스젠더 여성뿐 아니라 페미니즘 자체에 관심도 

없었다. 그저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트위터 계정을 만들었을 뿐이었다. 
21) 어떤 분야(연예인, 애니메이션 등)와 관련한 것들을 모으거나 파고드는 일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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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을 팔로우하고 싶었기에,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많은 트위터로 갔다. 그러다가 자신들이 팔로우하는 사람들이 페미니즘

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며 페미니즘에 점점 ‘스며들게’되었다. 지성

은 트위터 자체가 ‘거의 페미니즘 그거’라서 페미니즘에 대해 안 볼래야 

안볼 수 없는 환경이라 말한다. 특히 여성의제에 관해서는 ‘하루에 한 

번씩 계속 뭐가 터지는’ 상황이고, 그것을 일일이 팔로우업하는 것만으

로도 벅차다. 지성은 그렇게 일상적으로 트위터에 접속하고, 자연스럽게 

‘뜨는’페미니즘 정보를 접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트랜스젠더 여성에 

관련한 언설들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앞서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대 입학이 ‘특례입학’이라 생각한다는 효진

은 트위터를 통해 트랜스젠더 여성에 관한 정보를 접하고 있다. 효진이 

트랜스젠더 여성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은 그들이 ‘예쁜 것’을 추구하

는 이들이라는 것이다. 자신이 접한 페미니즘은 ‘성적인 것’이 없는 것을 

추구하는 건데, 트랜스젠더 여성은 예쁘고 싶은 이들이고, 그리하여 성

별을 바꾸고 싶은, 그리하여 여성과 예쁜 것을 연관 짓는 이들이라는 생

각이 든다. 그러나 그렇게 형성한 트랜스젠더 여성에 대한 정보에 대해 

의심하거나, 의문시 할 기회는 트위터에서 제공되지 않고 있었다. 자신

과 트친(트위터 친구)를 맺고 있는 이들은 모두 트랜스젠더 여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효진이 의도적으로 편향

적인 관계를 맺은 것은 아니다. 그저 그림계정에서 시작한 계정이, 페미

니즘 계정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 자신과 트위터 친구를 맺고 있는 이들

이 모두 ‘랟펨 라인’인 것을 발견했을 뿐이다. 효진은 이렇게 자신의 계

정 주변에 만연한 분위기를 감지하며 그것을 수용하고, 트랜스젠더 여성

에 관한 정보들을 수용하고 있었다. 
 정리하자면, 지성과 효진에게 트위터를 통한 페미니즘 활동을 하는 것

과 트랜스젠더 여성의 이미지를 접하고 수용하는 것은 밀접하게 연관되

어 있었다. 이들의 디지털 경험은 그러한 정보 습득이 확증편향이라기보

다는 알고리즘에 따른 무의식적 노출의 경험임을 말해주기도 한다. 지성

과 효진 모두 확신이나 의도를 가지고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해줄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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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고 있지 않았고, 그저 트위터에서 그림 계정을 운영하다가 페미니스트 

계정이 되었고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그 공간에 만연한 ‘랟펨’정보를 접

하게 된 경우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페미니즘 정보 습득의 과정

에서 트랜스젠더 여성과 관련한 왜곡된 이미지를 접하는 것은 거의 일상

적인 일이 되고 있다. 또한 그러한 트랜스젠더 여성의 이미지에 의문시

할 기회는 트위터에서 제공되지 않고 있었다. 

나) 일상의 관계망을 제공하는 인스타그램 정보의 신뢰성

 여가생활을 함께할 친구를 찾기 위해 계정을 만들고, 그것을  통해 페

미니즘 정보를 접하게 되는 트위터와는 다르게, 일상에서의 친구들과 관

계 맺기의 연장선상에서 인스타그램을 이용하고, 그들과 페미니즘 정보

를 주고받고 교류하는 과정에서 TERF 언설들을 신뢰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 인스타그램을 사용하는 재영은 자신의 친구들과 페미니즘 정보

를 스토리22), 메시지 등으로 주고받으며 페미니즘 정보를 유통, 소비하

며 TERF 입장을 접하고 지지하고 있었다.
 자신을 ‘인싸’로 소개하는 재영은 활발한 성격 덕에 교류하고 있는 친

구들도 많고 연락을 주고받는 이들도 많다. 그래서 일상에의 친구들과 

교류하기 위한 수단으로 SNS를 사용하는데, 그 중에서도 친구들과 활발

하게 교류할 수 있는 인스타그램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 재영은 이

를 사용하면서 페미니즘 정보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었다. 인스타그램

의 검색 탭에는 페미니즘 관련 게시글을 종종 접할 수 있는데, 이는 ‘한
번 보면 계속 뜨는’검색 탭의 특성상 한번 페미니즘 관련한 글을 보게 

되면 관련한 글들이 계속 뜨기 때문이다. 요즘 그녀는 인스타그램 스토

리에 자신이 접한 페미니즘 정보를 공유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통해 

22) 24시간 동안만 공유되는 게시글을 의미한다. 사용자가 보여주고 싶은 사람을 임의적으
로 선택해서 공개할 수 있으며, 스토리를 본 계정은 사용자의 기록에 남기에 사용자가 
누가 자신의 게시글을 보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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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들의 논리에 반박하며 생각을 정리해 가는 과정에 있다. 불편하다

고 느끼는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발화하는 것을 꺼리지 않기에, 친구들

과도 페미니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는 편이다. 트랜스젠더 여

성과 관련한 정보도 그러한 페미니즘 실천의 과정 중에서 얻게 되었다. 
 재영은 트랜스젠더가 ‘싫은데’, 그 이유는 트랜스젠더 여성이 ‘여성성’을 

강화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재영은 트랜스젠더가 ‘사회적 여성성’을 

강화한다고 이야기하며 지하철에서 ‘힐 신고 화장한 엄청 코르셋 조인’ 
트랜스젠더와 히잡, 부르카를 쓰고 나란히 앉아있는 사진을 예시로 든

다. 인스타그램을 통해 접한 트랜스젠더는 가슴을 넣고, 미니스커트를 

입고, 힐을 신은, 즉 여성의 특정한 ‘신체적 모습’만을 강조한 이들이다. 
 그러나 재영이 트랜스젠더와 관련한 입장을 확고히 정한 것은 아니다. 
최근 다른 입장을 가진 페미니스트 언니를 만나 자신과 다른 입장이 있

을 수 있음을 확인하고, 그간 가져왔던 생각이 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알기도 했다. 현재는 관련 이슈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고 싶은 

상태이다. 그러나 재영은 자신이 접한 인스타그램 정보에 쉬이 의심을 

가하지는 못한다. 재영이 디지털 공간의 문법보다는 일상 세계의 관계에 

더 깊게 속해있는 ‘인싸’라는 점은 이와 관련이 있다. 실제 친구들과 인

스타그램에서 교류하며 나누고 있는 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구축되고 있

는 것이다. 

인스타툰 같은 거예요 페미툰인가 뭐 그런 게 있어요. 여러 가지. 뭐 그런 거 
보면서 아 내가 불편함을 느끼는 게 이상한 게 아니고 나처럼 느끼는 사람이 
많았구나. 내가 혼자가 아니었구나 뭐 그런 거 느끼면서 뭐 그러고 저 보다 
더 약간 좀 더 오랫동안 그런 거에 관심이 있었던 친구가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뭔가 공감대도 쌓고 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걸 점점 알
게 됐죠. (재영, 1차: 46)

 인스타그램의 페미니즘 정보를 주변의 친구들이 함께 보고 공유하고 있

다는 감각, 자신의 또래들 또한 이러한 문제의식에 함께 공감하고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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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는 생각은 재영이 트랜스젠더 여성에 관한 정보 또한 별다른 의심 

없이 받아들이게 되는 계기가 된다. 익명으로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고 

입장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정보가 다른 트위터 공간과 다르게, 인스타그

램의 정보는 친구들이 공통적으로 공유하고, 동의하는 정보라는 감각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감각은 연구 참여자들이 비교적 인스타그

램을 신뢰할 수 있는 페미니즘 매체로 믿게 만들고, 트랜스젠더 여성과 

관련한 정보들을 사실로 받아들이게 한다. 

라. 소결

 2장에서는 트랜스젠더 배제 페미니즘(TERF) 담론의 등장과 이에 대한 

여성들의 입장 취하기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트랜스젠더 배

제 페미니즘(TERF)을 ‘생물학적 여성’만이 여성운동의 주체가 될 수 있

다고 보고, 그 운동의 성과를 ‘생물학적 여성’들끼리만 나누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정의할 때, 2018년의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와 탈코르

셋 논의 지형의 변화는 TERF 입장이 구체화되는 데 영향을 미쳤다. 이 

담론 하에서 여성들은 ‘코르셋’이라는 공통의 억압을 경험하며, 여성대상 

범죄라는 공통의 위협에 놓인 존재로 상상된다. ‘생물학적 여성’은 공통

의 억압과 차별을 겪고 있으므로, 그들만이 여성운동의 대상과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 참여자들이 TERF 담론을 지지하게 되는 구체적 맥락은 무엇인

가? 우선 페미니즘 발화 이전 ‘입장’취하기를 요구받는 디지털 공간에서

의 문화와 연관이 있었다. 디지털 공간에서 페미니즘 활동을 하는 여성

들은 페미니즘 이슈에 대한 빠른 대응과 그것을 위한 신속한 ‘입장’취하

기를 요구받고 있었다. 디지털 공간에서 전개되는 페미니즘의 활동을 따

라가기 위해서 입장 취하기가 필수적 과정이 되는 것이다. 
 여성들은 디지털 커뮤니티나 일상생활 속에서 여성 대상 범죄를 수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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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고 보기에 발생한 공포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공포를 해결

할 수 있는 적절한 대처가 구조적 차원에서 취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

서, 이들은 예방을 위한 정보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외부인을 식별하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 그러나 오히려 그 두려움이 증폭되는 상황을 떠나게 

되면 두려움이 해소되며 안전에 대한 욕구가 사라지기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성차별적 조직에서 도피하여 여성들만으로 이루어진 공

간에서 자신의 능력으로 인정받았던 경험은 이들이 능력주의를 지지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이러한 맥락 아래서 여성들은 여성이 온전히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 주는 환경을 요청하게 되고, 그 환경은 ‘생물학적’여
성들만으로 이루어진 공간으로 상상된다. 그러나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고

자 하는 생존에의 불안이 트랜스젠더 여성에 대한 혐오와 연결되며 그들

과의 분리를 추동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웠다. 페미니즘은 자신의 성

차별을 설명하는 유용한 도구였고, 디지털 공간을 통해 그러한 정보를 

접하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 트랜스젠더 여성에 관한 언설들 또한 별다

른 의심 없이 수용하며 자신의 차별적 상황을 설명하는 언어로 활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여성들은 안전에의 요구나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 여성들만으

로 이루어진 공간을 요구하게 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TERF 입장을 지

지하기도 한다. 이는 이들이 해당 담론을 접하고 있는 디지털 매체의 신

뢰도와 관련이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트위터를 습관

적으로 이용하며, 페미니즘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수용한다. 그러한 페

미니즘 정보 습득의 과정에서 트랜스젠더 여성과 관련한 왜곡된 이미지

를 접하는 것은 거의 일상적인 일이 되고 있다. 이들의 디지털 경험은 

트랜스젠더 여성에 관한 정보 습득이 확증편향이라기보다는 알고리즘에 

따른 무의식적 노출의 경험임을 말해주기도 한다. 한편, 여가생활을 함

께할 친구를 찾기 위해 계정을 만들고, 그것을 통해 페미니즘 정보를 접

하게 되는 트위터와는 다르게, 일상에서의 친구들과 관계 맺기의 연장선

상에서 인스타그램을 이용하고, 그들과 페미니즘 정보를 주고받고 교류

하는 과정에서 TERF 언설들을 신뢰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 인스타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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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의 페미니즘 정보를 주변의 친구들이 함께 보고 공유하고 있다는 감

각, 자신의 또래들 또한 이러한 문제의식에 함께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

는 생각은 여성들이 트랜스젠더 여성에 관한 정보 또한 별다른 의심 없

이 받아들이게 되는 계기가 된다. 
 위와 같은 경험들을 통해 여성들은 TERF 입장을 지지하게 된다. 이로 

인해 타인의 입장을 경유하는 알기의 기회는 제약되고 있었다. 그렇다면 

TERF 입장을 지지하는 이들에게 페미니즘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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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페미니즘 지식의 의미와 입장의 유지

 담론을 차용하는 이들은 때로는 그 담론이 “무엇인가를 해주기 때문에

(일루즈, 2010:133)” 사용한다. 특정 언어는 어떠한 환경에서 쓸모가 있

다. 즉, 개인들은 실용적 계기에서 그 담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사용

한다. 페미니즘을 지지하는 여성들을 연구한 Buschman& Lenart(1996; 
이다혜, 2012에서 재인용)에 따르면, 통념과는 달리 성차별 경험의 유무

와 페미니즘지지 여부는 무관하며, 모든 여성들이 같은 이유에서 페미니

즘을 지지하지는 않는다. 이 지점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은 10-20대 여

성들이 디지털 공간에서 공유하는 페미니즘의 정보가 이들에게 무엇을 

‘주는가’이다. 여성들은 페미니스트 지식을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받아들

이고 있으며, 지식으로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3장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페미니스트 지식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이들이 알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대와, 태도들을 통해 살펴본다. 무
엇을 위해, 무엇을 알고자 하는가? 어떤 지식을, 왜 필요로 하는가? 이 

과정에서 TERF 입장은 왜 유지되며, 다른 여성들의 경험을 경유하는 알

기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은 무엇인가?

가. 개인적 성차별의 경험을 설명하는 간명한 언어로서 
충분한 페미니즘 

1) 백래시와 페미니스트 낙인에 대항할 언어로서의 페미니
즘 ‘논리’

 페미니즘 대중화 이후, 청년 여성들은 일상 공간에서 페미니즘을 발화

하는 과정에서 백래시를 경험하며 자신이 목소리를 내는 데 적대적인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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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임을 인식하게 된다(오혜진, 2019). 이들은 이러한 백래시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안티페미니스트들의 성차별은 이미 달성되었으며, 페미니스트

는 ‘논리 없는 예민한 여자’로 공격당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여성들은 

그러한 담론에 대항하며 발화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경험을 보다 논리적

으로 설명하고자 하게 되며, 논리적으로 말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간명한 

페미니즘 지식이 절실해진다. 
 주연 또한 백래시로 인해 ‘논리 없는’ 페미니스트 낙인을 경험해 보았

고, 그에 맞대응하기 위해 간명한 논리를 필요로 했던 적이 있었다. 주
연은 고등학교 재학 중, 미투 운동이 한창 활발했을 시기에 또래 남자 

아이들과 페미니즘 관련 이슈로 논쟁했던 일, 그리고 자신과 친구들을 

두고 ‘페미쿵쾅’이라 험담했던 일을 이야기한다. ‘페미 쿵쾅’이라는 단어

는 인터넷 상에서 못생긴 페미니스트가 열등감으로 인해 합리적 근거, 
논리 없이 자신의 주장을 억지로 우긴다는 의미이다. 즉, 피해망상으로 

인해 ‘논리적’이지 못한 이들로 페미니스트들을 비하하는 것이다. 그러나 

주연의 친구는 그러한 남자아이들의 반응에 기죽지 않고 ‘논리’로 대응

했고, 주연은 그것을  보며 논리가 있으면 그러한 짜증나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적어도, 논리가 있으면 ‘페미 쿵쾅’이라는 

말에는 즉각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다. 그래서 멋있는 논리를 펼치는 친구

처럼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주연에게는 성차별적 상황을 간명하게 설명

할 수 있는 지식이 필요했다.

근데 걔가 원래 같이 놀았던 남자애랑 말다툼을 하는데 논리적으로 싸운 거예
요. 남자애 주장은 그거였어요. 돼지발정제 사건 그 사람이 강간한 것도 아닌
데 뭐가 문제냐 그리고 사과했지 않느냐 만약에 이게 잘못됐어도 사과했는데 
뭐가 문제냐 이랬고. 이제 제 친구 주장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이게 논리적으로 잘못 됐다. (주연, 1차:6)

 지원은 페미니즘 활동을 하기 어려운 대학에서의 백래시와 안티페미니

즘 문화에 대해 이야기한다. 지원은 23살의 남녀 공학 대학을 다니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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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다. 그녀는 페미니스트로 정체화를 하고 난 이후 개인 SNS인 인

스타그램 계정 스토리를 통해 페미니즘 관련한 게시글을 자주 올리는 편

이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싫어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메갈이네”
라며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소문을 뒤에서 듣기도 한다. 페미니스

트에 부정적인 환경, 그리고 자신의 페미니즘 활동에 부정적인 시선이 

이미 만연한 상황에서, 머뭇거리며 잘못 대응하다가는 ‘논리 없는 메갈’
낙인이 찍힐 수 있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지원에게는 빨리 이러한 혐오

적 언어들에 돌려주기 위한 페미니즘 언어가 필요하다

 그녀는 인스타그램을 이용하면서 일상적으로 같은 학과 친구들 또한 페

미니즘에 대해 글을 올리는 것을 접하고 있다. 친구들이 올리는 페미니

즘 주제는 다양하나, 많은 경우 ‘말도 안 되는 소리’ 들이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N번방 사건을 ‘젠더 갈등’으로 몰고 가지 말라는 주장이나, 
메갈리아나 일베나 모두 똑같다는 주장이었다. 지원은 이러한 친구들의 

게시물을 보고 너무 화가 난다. 이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성차별적인 

현실을 그럴듯하고 빠르게 설명할 수 있는 언어들이 간절해진다. ‘메갈’
이 뭔지도 제대로 모르는 남자아이들에게 구조적 이해에 대한 지식이 통

할리 만무하다. 그들에게 어려운 학술적 지식을 논해봤자 알 여력도, 알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없다. 지원은 페미니즘에 무지한 이들에게 자

신의 입장을 말할 언어로서, 그리고 그에 반박하고 자신의 입장을 빠르

게 재조직할 언어로서의 페미니즘 지식이 절실하게 필요했다.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애구나 싶어서 그 글이 너무 반박할 게 많은 글이었는
데. 차마 막 하지는 못하고, 그냥 저랑 두 학번이나 차이 나니까. 안 그래도 
과 내에서 제 이미지가 좀 그러니까 (웃음) 안 그래도 좀 그런데, 거기서 막 
이렇게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메갈리아가 없어진 지가 언제인데 좀 
알아보고 글을 썼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만 말을 했고, 그거 관련된 다른 글
을 그냥 태그해 줬어요. 읽어보라고. 좋은 글이니까 한번 읽어봐라. (지원, 2
차: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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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래시와 페미니스트 낙인에 효과적으로, 빠르게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서, 여성들은 하나의 간명한 ‘논리’를 필요로 하게 된다. 복잡한 사회를 

이해할 다층적 설명이 불필요한 상황에서, 개인들은 하나의 축으로 환원

될 수 없는 억압을 고민하고 애쓰려 하기 보다는 명료한 하나의 억압의 

원인을 찾아내고자 한다(우치다 다쓰루, 2016[2015]). 여성들 또한, 그
러한 논리의 필요성에서 페미니즘 언어를 찾으며 자신들의 입장을 유지

하고 있었다. 

2) 디지털 페미니즘 논쟁에의 ‘참전’을 위한 준비와 ‘답’찾
기

 앞서 트위터에서 페미니즘 활동을 하며 조리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는 

효진처럼, 승민 또한 자신의 의견이 트위터 상에서 늘 조리돌림 당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안다. 승민의 경우 조리돌림을 당하고 난 

이후 자신의 경험을 해석하기 위해, 효진의 경우 그 조리돌림에 대항해 

줄 언어로서 페미니즘 정보를 찾았다. 그러나 승민과 효진이 페미니즘을 

접하고 있는 트위터에서는 타인을 경유하여 자신의 경험을 설명하는 지

식을 추구할 알기의 기회가 제공되지 않고 있었다.
 승민은 서로 너무 공격적인 트위터 페미니즘의 문화를 이야기한다. 사
소한 정보를 물어보는 글이더라도, 주류 의견에 맞지 않는 글을 올렸다

가는 배울 의지가 없는, 공격당해 마땅한 이들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트
위터에서의 페미니즘은 ‘맞는’ 정답이 있는 것처럼 제시되고 있었다. 그
녀가 한숨을 쉬며 말할 정도로 기억에 남는 사건은 자신이 성소수자를 

잘 ‘몰랐던’시기에 트위터에 글을 썼다가 비난을 당한 사건이다. 당시 승

민은 궁금증을 표현하는 의미로, 개인 트위터 계정에 ‘레즈비언에서 부

치와 펨은 왜 굳이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거야?’ 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

다. 글을 올리자마자, ‘인용알티’23)로 엄청난 비난을 받았다. ‘책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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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지’라고 비아냥대는 글이 대부분이었다. 당시 잘 몰라서 물어보는 

의미로 이야기 한 것인데, 그런 비난을 들은 것이 억울하기도 하고, 어
이없기도 했다. 승민은 자신을 비난하는 트위터리안들이 속상해 그들을 

차단했다. 그 의문이 풀린 것은 이후에 그녀가 퀴어 동아리를 들어가고 

나서 이야기를 나누면서이다. 승민은 트위터의 문화가 소모적이고, ‘건강

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그 공간에서 생산적인 토론이 이루어질 것이라

는 기대를 하지 않고 있었다.

부치하고 팸. 아세요 혹시?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아니 왜 굳이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거야? 하면서 그냥 트위터에 혼잣말을 썼더니 그거를 인용해가서 막 
욕을 하고 다닌 거예요. 제 알림창에 울리게. 좀 당황스러웠어요. (뭐라고 하
면서 욕했어요?) 뭐 책이라도 보시지라고 하면서 욕을 하시는데. 아유. 책을, 
있는 거 알았으면 읽었겠죠? (승민, 2차: 55)

 트위터 밖에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동아리를 들어가 공부한 승민처

럼, 효진 또한 트위터 밖에서 스스로 지식을 찾아야만 했다. 승민이 조

리돌림 이후 의문을 풀기 위해 페미니즘 지식을 찾았다면, 효진이 페미

니즘 지식을 찾게 된 계기는 트위터에서 일어나는 페미니즘 논쟁에 ‘참
전’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효진에게는 다른 트위터리안이 가진 논리보

다 명료한 논리와 ‘정답’이 필요하다. 효진이 ‘정답’을 찾고 싶다는 생각

을 하게 된 것은 ‘시발’논쟁 이후부터다. 효진은 트위터를 하다가 ‘시발’
이라는 욕이 여성 성기를 비하하는 욕인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논쟁

을 접했다. 트위터리안들은 트위터에서 누가 ‘시발’이라고 하기만 해도 

답글로 ‘쓰지 마세요’라고 달았고, 효진은 그러한 강박적인 답글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 자신의 생각을 트위터에 게시했다. ‘솔직히 다 쓰는 

말’이고, 뜻을 바꾸면 되지 않느냐는 취지의 글이었다. 

23) 트위터에서 리트윗을 할 때 자기 의견을 덧붙여 리트윗하는 것을 의미한다. 트위터 문
법에서 인용 알티란, 공개적으로 이 사람의 의견이 잘못되었음을 비아냥대며 말하는 의
미로 통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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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효진이 받았던 반응은 너의 말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었다. 효
진의 트윗은 ‘여성의 노력’을 무시하는, 여성 혐오적 트윗으로, 그래서 

‘틀렸다’는 것이다. 효진은 그러한 반응을 접하고 자신이 ‘잘못된 페미니

즘’을 하나 싶어서 책도 찾고, 다른 정보도 접하기 위해 노력했다. 평소 

자존심이 센 성격이고, 누가 자신을 무시하면 그대로 돌려주는 편이라 

말하는 효진은 이러한 자신의 의견에 대한 트위터리안들의 반응이 자신

에 대한 ‘인신공격’으로 여겨졌고, 그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온갖 시도

를 해보았다. 그래서 자신이 읽고 있는 책의 문장들을 트위터에 게시하

며, 자신이 이에 대해 공부하고 있음을 드러내고자 했다. 그러나 트위터

리안들은 효진이 올린 록산 게이의 ‘나쁜 페미니스트’의 글을 두고, 그 

작가가 ‘트랜스젠더형 작가’ 이기에 페미니즘을 왜곡하는 작가라 주장했

으며, 그 문장을 게시한 효진에게 욕을 퍼부었다. 이러한 경험을 해 온 

효진에게, 페미니즘은 무엇인가 ‘정답’이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 지금은 

무엇이 믿을 수 있는 정보인지, 책인지 알아보고 싶은 상태이다. 

들어요, 그래서 책들을 찾아보고 싶은데 어느 책 라인을 타야 정답인지도 모
르겠고 너무 다양하니까 (하긴 책도 그죠?) 너무 다양하고 그 중에서도 되게 
리버럴 행세하는 못된 책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도
서가 어느 라인인지 그걸 좀 파악하고 싶어요. (효진, 1차:49)

 페미니즘이 디지털 공간의 페미니즘 전쟁에서 싸워 이길 ‘답’이 되는 

효진에게, 트랜스젠더 여성과 관련한 정보는 그다지 중요한 정보는 아니

다. 그녀가 트랜스젠더 여성에 대해 ‘어렵다’고 느끼고 있었음에도 이를 

해소할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이다. 트랜스젠더 여성은 ‘여
자보다 더 예쁘다’는 말을 하는데, 그렇다면 그때의 여성성은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 사실은 잘 모르겠다. 그러나 트위터에

서는 트랜스젠더 여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의견들이 주류이고,  
그 논리를 부정하고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니다. 효
진에게 중요한 것은 당장 트위터 공간에서 일어나는 실시간의 언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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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하는 것, 그리고 그 전쟁에서 싸워 이길 페미니즘 정보를 찾는 일

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 스스로 페미니즘을 배워

야 하며, 답을 찾아내야만 한다. 그러한 경험 속에서 효진은 외로이 하

나의 명료한 논리를 찾으며, 페미니즘은 ‘정답’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고 

있었다.

3) 개별화된 운동방식과 구조변혁에 대한 제한된 상상력

 신자유주의 생존 경쟁의 상황에서, 청년 여성들이 자기계발의 논리로 

페미니즘을 받아들이고 있으며(Rottenberg, 2018), 이들이 성불평등을 

야기하는 구조를 문제시하지 않고, 그것을  변혁할 것을 기대하지 않는

다는 진단이 이루어져 왔다. 구조적 변혁이 “사치(이현재, 2019)”가 된 

상황에서, 자기계발을 통해 성차별이 극복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여성 

개개인의 지위 상승을 위한 노력을 함으로서 생존의 전략을 도모하게 된

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인과 지원은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이 개별 남성

이나 여성의 문제가 아님을, 자기 계발을 통해서는 극복될 수 없는 구조

적 문제임을 안다. 그리고 성차별적 상황을 만드는 사회를 바꾸지 않는

다면 자기가 처한 성차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알기에 나름의 사회 

변화를 위한 시도들 또한 이루어지고 있었다. 다만 여성들이 가지게 되

는 대안적 세계에 대한 상상력이나,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운동의 방식

들은 개인적인 차원으로 제한되고 있었다. 여성들이 상상하고 있는 변화

가 무엇인지, 이들의 운동 방식은 왜 개인적인 시도들로 제한되고 있는

지 질문해보아야 하는 시점인 것이다. 이들에게 성평등은 무엇을 의미하

는가? 이 과정에서 타인을 경유하는 알기의 과정은 왜 중단되는가?
 정인은 성평등을 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불이익이 없는 것이라 생각한

다. 여성과 남성의 차이는 인정하나, 그 차이에서 비롯된 차별은 없어져

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그녀가 말하는 여성에 트랜스젠더 여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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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지 않는다. 그들은 어디까지나 생물학적 남성이기에 같은 여성이

라고 말하는 것에 거부감이 든다. 정인이 이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는 그

녀가 교육열이 강하고 경쟁이 치열한, 남성 중심적인 고등학교에서 외로

이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 
 정인은 중학교와 다르게 여자가 많은 외국어 고등학교에 오면 중학교보

다 평등하고 ‘깨어있는’아이들이 많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입

학 이후, 학교가 여전히 성차별로 만연한 공간이라고 생각하며 이전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말한다. 정인이 가장 주요하게 기억하는 학교에서의 

성차별의 경험은 회장으로 출마했을 때의 기억이다. 정인은 중학교 때 

부회장으로 출마한 경험이 있다. 원래 회장으로 나가려 했으나, 회장은 

남자, 부회장은 여자가 해야 한다는 관행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회장 자

리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도, 외고는 다를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고등학교에서는 회장 직위로 선거를 나가려 했

지만, 남자 학생들만 당선되는 것을 보고 외고에서도 ‘남자가 회장을 해

야 한다’는 생각이 여전히 통용되고 있음을 체감한다.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정인은 자신이 속해 있는 공간에 성차별이 존재함을 느끼고, 이러

한 성차별이 단순히 개인 한 명만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라는 사실

을 깨닫고 있었다. 
 그러나 자신이 느낀 부당함에 대해 문제제기 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

었다. 정인은 자신의 경험을 공론화하기 위한 시도를 해 본 적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언제나 개인들의 몫에 맡겨질 수밖에 없었다. 다
른 여성들과 함께 문제를 논하고 공론화를 할 수 있는 공식적 제도나 기

구가 교내에 없기 때문이었다. 학교폭력위원회를 통해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알고 있으나, 치열한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당한 

현실에 대해 목소리를 낼 때 불이익이 가는 것을 알고 있기에 그러한 기

구는 무용지물일 뿐이다. 대학을 잘 가기 위해서는 생활기록부를 잘 써

야 하고, 생활기록부를 잘 쓰기 위해서는 그것을 써 주는 선생님들께 잘 

보여야 하는 상황에서 ‘불편하다’고 말하는 이들이 점점 적어지고 있다

고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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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를 오고 나면 어쨌든 대학을 가고 싶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대부분 수
시를 준비하면 그 생활 기록부라는 게 너무 무서우니까 어떻게든 다들 조금이
라도 잘 보이려고 애쓰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예 그냥 그런 말을 하는 친구들
이 거의 사라지고 있죠. (중략) 뭔가 “이렇게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이야기
하는 애는 있어도 쟤는 대학 안 가려고 그러나, 하고 되게 냉소적으로 바라보
고. (정인, 1차: 14) 

 정인은 자신이 속해 있는 학교가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많기에 페미니즘

에 ‘우호적’인 환경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 ‘우호적’의 의미는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남학생들의 성희롱적인 발언, 단톡방 외모평

가와 품평을 문제시하거나 그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 관련 사회 

뉴스, N번방 등에 함께 분노하는 것, 그에 대한 의견을 인스타그램 스토

리를 통해 올리고 공감하는 것이 활발하다는 것을 의미했다. 여성 의제 

뉴스를 보고 그것을  공유할 친구들은 많으나, 정작 학교의 성차별에 대

해 문제를 제기하고 그러한 상황에 맞서 싸울 친구들은 많지 않은 상황

인 것이다. 부당한 상황을 논할 수 있는 공식적 기구도 없고, 그러한 기

구가 있다 한들 무용지물인 환경에서, 여성들이 경험하는 성차별에 대한 

대응은 개인적 차원으로 제한되고 있었다. 이들이 행하고 있는 실천은 

문제적인 발언을 한 남학생의 개인 페이스북 계정에 댓글을 달거나, 저 

남자아이가 외모 품평을 일삼고 불법 촬영물을 공유하고 다니니 ‘걸러

라’라고 서로 경고하는 식이다. 그 외에 별다른 조처가 취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없기에 이들은 각자 주의하고 조심하며 행동할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정인은 자신과 같은 고민을 하는 여성들과 집단적 대응

을 시도할 기회나,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을 어디에서도 찾지 못하고 

있었다. 다른 여성들과 함께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무엇이 문제인지 

논의할 기회가 없는 상황 속에서 정인의 성평등에 대한 상상은 제한되고 

있었다. 
 지원은 ‘(생물학적) 여성 우선’페미니즘에 확신이 있다. 지원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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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게 된 계기로는 남성중심적 대학 공간에서 혼자 외로이 싸워야만 

했던 상황과 관련이 있다. 총여학생회 등 여학생들 개인이 처해 있는 상

황을 문제시하고 토론할, 혹은 다른 페미니스트들과 대면할 기회가 제거

된 공간에서 지원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좀 더 강하게, ‘극단적’으로 

나가는 것뿐이다. 지원은 자신이 ‘메갈’로 욕을 먹더라도 극단적으로 나

가는 게 성차별적 현실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지원은 대학 입학 이후 페미니스트로 자신을 정체화했을 정도로, 대학 

공간에 만연한 여성혐오적 문화에 신물이 난다. 그녀를 포함한 여학우들

을 성적 대상으로만 보는 남성 학우들에 대한 분노는 지원을 페미니스트

로 만들었다. 한 친한 오빠는 칭찬이랍시고 ‘너한테 번호표 뽑은 애들이 

많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원에게 관심이 있는 남학생들이 많다는 뜻에

서 칭찬으로 던진 말이었겠으나, 지원은 그 말에서 여학생들에 대한 평

가와 품평이 남학생들 사이에서 이미 만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을 간파한다. 그녀는 이러한 발언이 개별 남성의 문제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과 전체의 문화임을, 그리고 그러한 문화는 사회의 불평등한 젠

더 관계에서 기인하는 것임을 알고 있다. 또한 지원의 대학에서는 외모 

평가 뿐 아니라 성희롱, 성폭력 사건도 빈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대해 학교 차원에서 공개적으로 논의할 상황은 되지 못한

다. 주변 친구들과 부당함을 토로하거나 개인 SNS 계정을 통해 문제적

인 언행을 한 남학생을 ‘저격’하는 게 다이다.
 지원의 성평등을 위한 시도가 개인적 차원의 ‘저격’, 부당함 공유에 그

치는 이유는 그녀가 있는 대학에서 함께 싸울 이들을 발견하고 있지 못

하고 있기 때문이다. 총여학생회나 단과대 차원에서 윤리 위원회 등을 

통해 성폭력을 공론화하거나 차별적 발언 등을 토론할 수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다. 그러나 이는 언제나 내규상 명시된 규칙일 뿐, 실질적으로 

기구가 작동하지는 않고 있다. 학교 자치 기능이 마비되어 기구를 통한 

공론화가 기대되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경험을 해 온 지원에게 ‘생물학

적 여성’이외의 다른 조건에 있는 여성에 대해 더 알고자 하는 것은 자

신이 당면한 성차별적 현실을 변혁시키는 것과 연동되어 상상되지 않는



- 64 -

다. 다른 페미니스트들과 연대해서 싸워 본 경험도 없고, 혼자 대응하는 

것이 너무나 익숙한 문화 속에서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넘어서는 알기의 

기회가 제공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단과대에 윤리위원회는 있어요. 반성폭력까지는 아닌데 좀 명분이기는 
한데 윤리위원회라고. 지금 다 자치가 마비돼서 활동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지원, 2차:63)

 대학 공간에서 페미니즘 대중화 이후 페미니즘 지식에 대한 수요가 폭

발하고, 학내 페미니즘 소모임과 동아리 또한 급증하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백래시 또한 강화되고 있다(김민정, 2020). 백래시와 포스트 페미

니즘의 물결이 대학가를 강타하며, 총여학생회 등과 같은 공식적 자치기

구는 매년 존폐 위기에 부딪히고, 여성주의 의제 생산 기능을 하지 못하

는 기구로 전락24)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여성들이 페미니즘

에 대해 말하고, 여성들 간 위치의 차이를 만드는 구조를 논의하고 사유

할 기회 자체를 제약하고 있었다. 

나. 스펙 쌓기와 관계 맺기의 자원으로서 페미니즘 

1) 경험에 대한 해석과 연동되지 않는 물화된 지식: 자기소
개서 관리

 민호와 정인에게 페미니즘 지식을 추구하는 일은 자기소개서 스펙25) 
만들기와 관련이 있는 일이기도 하다.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고등학생으

24) 2007.03.30. 여성신문. “‘총여학생회’흔들...섣부른 폐지 위험“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063
25) 취업 또는 학교 입학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경력, 학점, 점수 등을 합하여 이르는 말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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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학교에서 활동한 모든 일들을 스펙으로 정리하여 의미를 부여해야 

하는 환경 속에서 페미니즘 지식은 경험에 대한 해석과는 연동되지 않는 

물화된 지식이 되기도 한다. 민호와 정인 모두 페미니즘 지식 추구 활동

을 자기소개서 관리와 연결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었으나, 그 과

정에서 나타나는 알기의 태도는 각기 달랐다. 
 단순히 흥미나 궁금증에서 시작한 활동이라 하더라도, 어떻게든 자신의 

스펙 혹은 자기소개서와 연관 지어야 그 노력이 인정이 되는 상황에서 

민호에게 페미니즘 지식을 추구하는 일은 부지런히 좇아 정리해야 할 

‘스펙’으로 의미화되고 있었다. 민호가 원하는 고등학교를 준비하는 과정

에서는 민호가 이 학교에 가고 싶은 이유를 정당화 할 수 있는 스펙, 즉 

그 동안 활동해 온 이력들을 요구했다. 그 과정에서 민호는 자신이 ‘인
권활동가’가 되고 싶었던 게 아닐까 하고 생각하며, 지금까지 활동해 온 

경험들, 읽은 책과 세미나 등을 서술해서 자기소개서를 준비했다. 또, 그
러한 자기소개서를 통해 원하던 고등학교에 합격할 수 있었다.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가진 애들끼리 얘기하면 저도 성장할 수 있을 것 같고 뭔
가 그래가지고. 아, 그럼 나는 이 학교에 가야 되겠다, 라는 그걸 딱 잡았어
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인권과 관련된 자소서를 쓰게 되고. 쓰다 보니까 나는 
인권 운동가가 되고 싶은 건가? 해가지고 사회 운동가 이런 식으로 자소서를 
쭉 써가지고, 냈어요. (민호, 1차:5)

 스펙을 쌓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민호에게 페미니즘 지식은 온전히 자

신의 삶이나 다른 이들의 삶을 이해하는 준거로 작동하고 있지는 않았

다. 여전히 페미니즘은 인권의 영역이고, 당위이며, 동의해야 한다는 것

은 알고 있으나, 정작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는 사용되지 않

고 있었던 것이다. 민호는 어렸을 때 또래 집단에서 남자팀, 여자팀을 

나누는 문화를 겪었고, 남자랑 친한 여자애들만 욕을 먹거나 ‘꼬리친다’
며 따돌림 당하는 문화가 있기도 했다. 여자애들만 외모를 조롱당하는 

문화가 있기도 했다. 민호는 이를 성적 이중규범의 문제나, 성차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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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의미화하지는 않고 있다. 그런 일들은 그저 그 학교의 특수한 분위기

에서 기인한 것이거나, 혹은 그 아이들이 ‘이상한’ 아이들이라서 발생했

을 일일 뿐이다. 페미니즘 언어와 지식에 익숙하더라도, 그것을 자신의 

삶의 영역을 해석하고 재구성하는 언어로서는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민호는 자신이 지금까지 배운 지식으로는 해석이 되지 않는 트

랜스젠더 여성 문제가 ‘어렵다’. 한편으로는 트랜스젠더 여성이 ‘사회적 

여성성’을 수행하며 여성혐오를 조장하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 내심으로

는 이런 자신의 생각이 트랜스젠더 여성들에 대한 폭력이고 혐오인 것 

같다. 트위터를 통해 접하고 있는 ‘사회적 여성성’을 수행하는 트랜스젠

더 여성의 정보와, 자신이 읽은 책이나 세미나에서 습득한 트랜스젠더 

여성과 관련한 정보 간 간극이 있는 상황에서, 민호는 자신의 혼란을 어

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 
  자신의 모든 관심과 활동을 대학 입학을 위한 ‘스펙’으로 의미화해야 

하는 입시제도 하에서, 정인은 외고에 다니며 자신의 페미니즘에 대한 

관심을 ‘스펙’으로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성취에 대한 열망

이 크고, 좋은 대학에 가고 싶은 정인이기에 이러한 노력은 더욱 더 필

요한 것이 되고 있었다. 또한, 정인이 다니고 있는 외고는 학생들의 활

동을 관리하여 스펙으로 만들어주는 입시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편이다. 
취미나 흥미에서 들어간 동아리더라도, 철저하게 그것은 대학 입시를 위

한 경력으로 맞춰지고, 그러한 활동은 이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자신이 

기울인 노력으로 설명되어야 하는 활동으로 여겨진다. 단순히 개인 SNS
에서 행한 해시태그 운동이더라도, 대학 입시를 위한 스펙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정인은 대학 입시를 위한 자기소개서 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은 ‘일관성’이라 말한다. 자신이 얼마나 이 대학에 가고 싶은지를 일관된 

스펙으로 증명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그럼 이게 약간 그런 활동한 게 스펙이 되기도 하고 하겠네요?) 네. (해시태
그 운동한 게?) 그게 또 스펙이 되기도 하는 거죠. (음. 어떤 과 간 친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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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이런 걸 스펙으로 사용해요?) 근데 약간 과는 잘 모르겠고, 저도 진로는 
잘 모르겠는데 진짜 그 쪽 인권으로 나가고 싶어하더라구요, 다들 진지하게, 
정말. 뭐, 국제기구라던가 당장 우리나라에서 위원회라던가 이런 데로 가고 싶
어한다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정인, 1차:37)

 정인 또한 그러한 스펙 쌓기의 노력 하에서 페미니즘 수업을 신청하여 

수강한 적이 있다. 페미니즘이라는 자신의 관심사도 만족시키고, 자신의 

스펙에도 도움이 되는 수업이었기에 수강한 것이었다. 그러나 정인의 페

미니즘에 대한 관심은 그저 쓸모나 스펙에서 그치지는 않는다. 스펙을 

쌓아 나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대학 입학에 관심이 있는 수업을 신청해 

수강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지식을 접하고, 의견들을 만나며 자신의 페미

니즘에 대한 지식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고

민의 과정은 그녀가 수업을 통해 알기의 과정을 확장시켜 나가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정인의 알기의 과정은 4장에서 다시 살펴보도록 한다. 
 페미니즘 지식은 여성의 경험에서 출발하나, 여성의 경험을 발화하는 

것 자체가 지식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 지적되어 왔다(엄혜진, 2019). 
그러나 경험만 강조하며 지식을 배우려 하지 않는 것도 문제이나, 지식

만 강조되며 그 지식이 경험을 해석하지 못하게 되는 것 또한 알기의 과

정에 가닿지 못하는 것이다. 지식으로 자신의 경험조차 설명하지 못하는

데, 그 지식이 다른 여성의 경험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될 리 만무하

다. 지식으로 경험을 해석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경험 뿐 아니라 다른 

여성의 경험을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고민하는 과정 모두가 

페미니스트 알기의 과정이라고 할 때, 모든 지식습득의 과정을 스펙으로 

의미화해야 하는 입시 경쟁의 문화가 여성들의 알기의 과정을 가로막고 

있었다. 

2) 일관된 입장을 통한 또래 관계 형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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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래 간 무리가 나누어져 있으며, 관심사가 같아야 무리를 형성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같은 페미니스트라는 것은 여성들끼리 공감대를 형성하며 

친구 관계를 맺게 하는 자원이 되기도 한다. 주연의 경우, 친구들과 같은 

페미니스트라는 동질감을 바탕으로 페미니스트 지식을 말하고 공유하며 

또래 관계를 형성하였다. 민호는 여성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다고 

상상되는 경험을 간명한 지식을 통해 정리해서 이야기하는 활동을 통해, 
또래 내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관계나 주목 자원으로 지식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주제에 대한 명확한 언어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생물학적’여성의 경험과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지식은 유

용한 언어로 사용되고 있었다.
 주연에게 트랜스젠더 여성의 숙대 입학 사건에 대해 물었을 때, 그가 

가장 먼저 든 비유는 ‘흑인 분장한 백인’이었다. 트랜스젠더 여성이 흑인 

분장을 한 백인처럼, ‘사회적 여성성’을 수행하는 남성 같다는 것이다. 
이는 전형적인 온라인 게시글의 논리이다. 그러나 주연은 이러한 정보들

을 디지털 공간이 아닌 친구들을 통해 전해 들었다. 그녀가 트랜스젠더 

여성에 대한 정보를 접한 경로는 친구들과의 의견을 나눈 것 외에는 없

었다. 그렇다면 주연에게 TERF　입장에 동의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가? 주연에게 페미니즘을 알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 되고 있는가?
 이는 주연이 페미니즘 지식을 관계 불안 속에서 관계 맺기 자원으로 활

용하고 있는 것과 연관이 있다. 주연 주변에 모두 같은 입장의 친구들이 

있기에, 그들과 의견을 함께 하며 탈코르셋, 페미니즘 스티커 붙이기 등 

같은 실천을 하는 것을 통해 관계에서 소속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주연은 고등학교 2학년 때 페미니스트 친구를 통해 페미니즘 담론에 관

심을 가지게 되었다. 앞서 같은 반 남자 아이들과 친구들과 함께 싸웠던 

경험, 함께 ‘논리’로 대응했던 경험은 친구들과 자신이 같은 입장에 있다

는 지지감을 주기도 했다. 이렇게 싸우는 자신과 친구들에 대해 ‘쿵쾅’이
라는 뒷말이 나왔지만 개의치 않았는데, 그것은 자신과 다른 친구들이 

함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주연에게 고등학교 친구들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는 것은 중요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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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학교에서의 힘들었던 따돌림의 경험 이후 처음 친해진, 주연에게 

소속감과 지지감을 제공해준 친구들이었기에 그 관계는 더욱 소중하게 

다가왔다. 주연이 속해 있던 또래 집단에서는 같은 관심사를 공유하며 

친해지는 문화가 있었다. 보통 같이 화장을 하거나 아이돌을 같이 좋아

하며 친해지는 분위기이나, 주연은 그 어떤 것에도 큰 관심이 없었다. 
그래서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안정적으로 소속되기 위해서, 같은 입장

의 페미니즘에 동의하는 것이 중요했다. 주연은 친구들의 주류 입장에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해서 논쟁을 만들기 싫다. 주연이 트랜스젠더 여성 

이슈에 대해 별다른 관심이 없으면서도 TERF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고 

말하는 이유이다. 

(그런 거 안 하면 친구들이랑 못 어울리는 분위기까지는 아니었죠?) 그런 분
위기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약간 얘기하는 주요 관심사가 그거가 한 30%
는 차지했던 것 같아요. 약간 꾸밈 같은 게 30% 정도는 차지했던 거 같아요. 
친구랑 왜 친해졌는지를 보면 비슷한 공통 관심사가 있잖아요. 그걸로 이야기
를 하는 거죠. (중략) 그리고 그냥 주요하진 않지만 잡다한 게 50%, 맨날 바
뀌는, 저 선생님은 왜 저러냐. (웃음) (싫은 사람 같이 싫어하고?) 네. 그런 느
낌. (웃음) (주연, 1차:28)

 주연이 친구들과 같은 입장에 있다는 것에 안정감과 소속감을 느끼면서 

페미니즘을 말하고 있다면, 민호는 반에서 ‘페미니스트 선생님’으로, ‘논
리’적으로 여성 이슈에 대해 짚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페미니즘 

이야기를 하기 이전, 민호는 반에서 ‘책 읽는 조용한 아이’였다.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내성적인 성격으로 인해 또래 집단의 무리에 끼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또래 집단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이돌, 화장 

같은 취미를 공유하거나, 같은 학원에 다니거나, 혹은 같은 SNS 등을 

사용하며 공통의 관심사를 공유해야만 했는데, 민호는 그 어떤 것에도 

관심이 없고 오로지 독서에만 집중했기 때문이다. 그러한 국면이 변화한 

게 민호가 반에서 페미니즘을 말하면서부터이다. 남학생들의 ‘빻은’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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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해주고, 페미니즘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하기 시작하며 여자 친구들

이 민호를 지지해 줬고, 그렇게 되며 민호는 반에서 유명한 페미니스트

가 되었다. 실제로 친구들이 페미니즘 이슈가 있을 때마다 민호에게 의

견을 구하기도 한다. 
 민호는 친구들의 성차별을 지적하고, 잘못된 생각들을 바꾸어주는 학교

에서의 페미니즘 활동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자신의 당당한 

태도가 친구들을 변화시키기도 하는데, 자신을 통해서 페미니즘에 관심

을 가지게 되었다는 친구들도 있다. 민호는 간명하고 명확한 논리, ‘딱
딱’제시되는 답을 논리적으로 전달해주며 친구들에게 ‘선생님’처럼 페미

니즘을 가르쳐 준다. 그래서 민호에게는 ‘딱딱’ 정리할 수 있는 명료한 

논리가 유용하다. 

근데 저를 통해서 페미니즘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는 남자애도 있었어요. 제가 
얘기하다보니까 얘가 대체 뭘, 뭘 읽었길래 이러냐 하면서 제가 말하기 발표
하는 걸 들었는데 되게 자기는 생각해보지 못했던 주제라고 하면서 저한테 이
러이러한 걸, 걔는 되게 닫혀 있는, 되게 닫혀 있지만 제가 열어주려고 하고 
걔한테 얘기를 많이 하고. 페미니즘이 뭐냐면 네가 생각하는 그런, 그렇게 안 
좋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인권운동이야 하면서 딱딱딱딱 얘기해주니까 
걔가 그래? 하면서 흡수하고. 그것 때문에 되게 페미니즘에 관심이 생겼다고 
한 애도 있었어요. (민호, 1차:20)

 민호가 주로 발화하는 주제는 사회에 성차별이 존재하며, 모두가 성차

별을 인지하고 페미니스트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주된 것이다. 성폭력 

이슈와 범죄 두려움에 대한 이슈,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바로 그 논

거로 사용된다. 그러나 트랜스젠더 이슈와 같은 ‘민감한’주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갈릴 수 있는 것을 알기에 굳이 말하지 않는다. 민호가 해당 이

슈에 대해 관심이 없기에 말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앞서 트랜스젠더 여

성 문제가 가장 ‘어렵다’고 까지 말한 민호이기에, 그에 대한 관심과 혼

란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민호는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을 친구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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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눌 수 없다. 혹시라도 자신과 다른 입장에 있는 친구들에게 자신의 의

견을 제시했을 때, 그에게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민호에게 자신

과 다른 입장을 가진 이에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은 ‘상처’의 언어

로 말해지며, ‘상처’를 주는 것은 ‘폭력’으로까지 상상된다. 민호는 ‘상처’
를 줄 가능성을 감수하면서까지 트랜스젠더 이슈에 대해 알고 싶지는 않

다.
 이들의 관계 맺기를 두고 확신이나 신념에 맞는 관계만을 찾아가는 편

향적 관계 맺기라 평가하기는 어렵다. 주연과 민호의 경우 또래 관계 맺

기가 우선 중요한 목표가 되는 상황에서,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하

는 지식들과 입장에 동의하고 있는 사례에 더 가까웠기 때문이다. 2장에

서 살펴본 바와 같이, 페미니즘 내부에서도 입장이 갈리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상황에서 친구들과 같은 입장에 있다는 것은 그들과 소속감을 

강화하며 관계 자원이 되기도 하고, 일관된 입장에서 명료한 논리를 이

야기하는 것이 주목자원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그러한 관계 불안 

속에서, 입장의 차이를 드러내고 이견을 대면할 기회는 두려움으로 다가

오며 타인을 경유하는 알기의 기회가 제약되고 있었다. 

다. 페미니즘 알기의 유예와 중단

1) ‘현생’ 우선과 ‘싸움’이 초래하는 피로

 페미니즘 지식으로 자신의 경험을 해석하는 것 이후에도 여전히 알기를 

위한 많은 과정이 남아있다. 다른 여성들과 나의 차이를 만드는 구조의 

작동방식은 무엇인지, 그에 대해 어떤 해석을 할 수 있을지, 대안적 세계

에 대해 어떻게 상상해 볼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김현

미, 2018b). 이러한 고민의 과정은 부단한 노력을 필요로 한다. 이 과정

에서의 지침은 일견 당연한 것이나, 신자유주의 경쟁 하 구조적 성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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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해 청년 여성들의 삶의 불안정성이 증가하는 상황(김보명, 2018a)
은 이러한 알기의 과정에 수반되는 피로를 더욱 증가시키기도 한다.
 민현은 9개월 차 취업 준비생이다. 현재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아예 

공개채용 모집 자체가 올라오지 않고 있다. 취업난 속에서 여성은 남성

보다 더 취업에 불리하다는 사실을 체감하고 있다. 불확실한 미래를 위

해 노력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가 무기력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취
업 이후 결혼하여 아파트를 사고 ‘평범하게’ 사는 것이 꿈인 민현이기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하는 직업에 대한 열망은 크다. 민현은 학원비를 

충당하기 위한 알바뿐 아니라 토익공부, 인턴활동 등 부지런히 취업을 

위한 ‘스펙’을 쌓아 왔다. 지금은 그에 더해 자소서와 면접 또한 보러 다

니고 있다. 면접을 다니면서 느낀 것은 회사 면접관으로 여성이 없다는 

사실이었다. 그녀는 여성 면접관이 없는 대부분의 회사에는 자신 또한 

취업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현실이 부당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에 민현은 여성 커뮤니티를 통해 접하고 있는 페미니즘 이슈를 보며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때로는 너무나 빠르게 지나가는 페미니즘 이슈와 

논쟁들이 지치고, 소모적으로 느껴지기도 한다. 
 처음부터 이렇게 페미니즘에 피로를 느꼈던 것은 아니다. 하나하나 청

원 등에 참여하거나, 이슈를 좇으며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보려 시도하던 

시기가 있었다. 개인 인스타그램을 통해 그러한 활동에 참여하기도 했다. 
다만 지금은 잠시 그러한 활동 자체를 유예하고 있다. 취업 준비로 인해 

이미 충분히 바쁜 상황에서, 페미니즘을 배우거나 활동을 하는 것 자체

가 ‘현생(현실의 생활)을 버리는’ 행동으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재 민현은 페미니즘 관련 이야기를 자신과 입장을 함께하는 이들에게

만 제한적으로 하고 있다. 이전에 공개적으로 SNS를 통해 자신의 의견

을 내보였던 것과 달리, ‘알아들을 것 같지 않은’ 친구들한테는 굳이 ‘싸
움’을 걸지 않는 편이다 .
 민현은 트랜스젠더 여성에 대해 ‘지지하지는 않지만’ ‘잘 모르겠는’상태

이다. 그러나 민현은 이러한 혼란이나, 의문에 대해 적극적으로 찾아보

거나 해결하기 위한 지식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다. 트랜스젠더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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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이슈 전반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을 멈춘 상태이다. 지금은 페미

니즘을 알기에 너무 ‘지쳤다’. 현재 민현은 잠시 페미니즘을 ‘쉬고’있는 

상태이다. 활동 중인 여성 커뮤니티의 페미니즘 게시판을 일부러 들어가

지 않기도 하고, 관련한 이슈를 찾아보는 것도 중단했다. 자신과는 다른 

조건에 있는 여성들을 사유하는 일은 ‘지치고’, 민현은 잠시 이에 대해 

고민하는 것을 ‘쉬고’싶다. 

거기에 이제 막 몰두를 했다가, 너무 사람이 화가 많아지는 거예요 제가. 너무 
다 싫어지고 세상이 싫고 이래서 사실 지금 한 발짝 멀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N번방도 사실 기사를 접하고 있지는 않고 있어요. 관심이 있음에도, 
그게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아 조금씩 멀어지고 싶은... 그 최대
한 나를 무섭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민현, 2차:74)

 이전 남초 조직에서 성차별을 겪고 여대 대학원에 입학한 형서의 삶의 

목표는 개인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꿈을 가지게 된 이유는, 조
직과 달리 개인 사업의 경우 성차별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개인의 

능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상상되기 때문이다. 형서는 자신이 성과를 

낸 만큼 인정받는 삶을 꿈꾸고 있다. 그녀는 남성 이공계 사회에서 여성

개인으로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두려움이 늘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형서

에게 ‘현생’을 사는 일, 즉 커리어를 쌓고 자신의 능력을 높이는 행위를 

하는 것은 중요하다. 능력이 있어야 성차별을 극복할 수 있고, 남성 중심

적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형서는 ‘현생’에 방해가 될 만한 페미니즘 활동을 원하지 않는

다. 그녀는 커뮤니티의 페미니즘 논쟁에 참여하지 않으며, 일상생활 속에

서도 자신과 입장이 다른 이들과 굳이 ‘싸움’을 만들고 싶지 않다. 그들

과 싸우기보다는 그냥 자연히 멀어지는 방식을 택했다. 그가 페미니즘을 

이야기하는 상대는 자신의 입장을 잘 아는 남자친구와의 관계가 유일하

다. 남자친구는 형서가 불편한 주제를 꺼내더라도 안정감 있게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유일한 상대이다. 남자친구는 보통의 사람들보다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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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이 깊고, 노력을 많이 해주는 사람이다. 자신과 입장이 다르더라도 이

해해 줄 수 있고, 그 입장차가 소모적인 ‘싸움’으로 번질 여지가 없기에 

형서는 남자친구에게만 페미니즘을 말한다. 

아니오, 저희 가족들한테는 그런 걸 안 했던 것 같고, 또 딱히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친구들한테도 너 왜 이렇게 생각하냐고 뭐라고 하진 않았던 것 같
아요. 그냥 이 사람은 이 사람이고, 나는 나고. 대신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
한테서 멀어졌던 것 같아요. 딱히 뭐 노력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형서, 1
차:15)

 민현과 형서는 노동, 취업을 위한 ‘커리어’, ‘스펙’쌓기의 노력을 하고 

있는 와중 바쁘게 페미니즘 이슈를 따라가며 논쟁에 참여하는 것이 소모

적이라 느끼거나, 그러한 활동이 ‘지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한 과

정에서 페미니즘 말하기는 자신과 입장이 같거나, 혹은 다르더라도 자신

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 기대되는 이들에게로 제한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를 확신이나 신념을 가지고 한 입장만을 고수하는 반지성주의적 행태

라 평가할 수는 없다. 민현의 경우에서처럼, 자신이 취하고 있는 입장에 

대해 혼란이 있는 상태이나 그것을 해소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어 혼란의 

해결을 잠시 미루어 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유예에는 이들

이 처한 삶의 불안과 그에 적절히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놓여 있었다. 

2) 알기의 과정에 참여하기 위한 페미니스트 자격과 자기 
검열

 디지털 공간에서는 즉각적 대응과 실천을 요구하며, 지금, 이 문제에 

함께 동참할 것을 요구한다(체임벌린, 2021[2017]). 그러한 실천은 하

나의 단일한 입장에 따른 ‘답’처럼 제시되기도 한다. 특정 행위나 실천

(탈코르셋, 4B26) 등)을 해야만 ‘진짜’페미니스트가 될 수 있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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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원과 민현은 그러한 실천을 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죄

책감을 느끼기도 하고, ‘완벽한 페미니스트’가 될 수 없다 생각하며 좌절 

하고 있었다. 완벽한 페미니스트가 되지 못해 좌절하는 과정에서,  알기

의 과정에 참여하는 것 또한 제약되고 있었다. 
 지원은 자신이 ‘완벽한’ 페미니스트가 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현재 성평등을 이루는 페미니스트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탈코르

셋 실천이 필수라고 믿고 있다. 지원이 디지털 공간에서 본 ‘래디컬 페

미니스트’ (지원의 말을 빌리면, ‘여성우월주의’를 지지하는 페미니스트) 
들은 모두 탈코르셋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정작 탈코르셋을 한 페

미니스트를 단 한번도 실제로 만나본 적은 없지만, 디지털 공간에서 ‘완
벽한’페미니스트의 규준은 탈코르셋을 하고 이성애를 ‘버리는’ 그리고 비

건 실천을 하는 이들로 제시되기에 그것을  따라야할 것만 같다. 
 그러나 지원이 실제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 중에서 탈코르셋을 한 사람

은 없기에 완벽하게 꾸밈을 ‘내려놓는’것이 더 주저된다. 또, 지원이 어

렸을 때부터 외모와 꾸밈으로 또래집단 내에서 인정을 받아왔기에, 이러

한 꾸밈을 ‘놓는’일은 더욱 더 쉽지 않은 일이 된다. 그녀는 중학교 때부

터 화장을 시작했고, 또 짧은 치마나 하이힐 등과 같은 꾸밈이 당연시되

는 또래 문화에 익숙하다.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1000명이 넘을 정도로 

인스타그램에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에서 오는 즐거움 또한 크다. 지원

이 인스타그램에 주로 올리는 사진은 카페 등에서 찍은 자신의 일상적인 

모습이다. 페미니즘 관련한 의견을 ‘스토리’기능을 사용해 올리기도 한

다. 특히 페미니즘 관련한 ‘스토리’는 ‘하이라이트27)’ 로 만들어 자신의 

계정에 뜨도록 설정해 두었다. 일상적인 사진과 페미니즘 스토리를 동시

에 올려두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이유를 묻자, ‘메갈(페미니스트)는 못

생겼다’는 사람들의 의견에 반박하고 싶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한 

자신이 화장하고 카페에서 찍은 사진과 페미니즘 게시글을 동시에 올리

26) 비혼, 비출산, 비연애, 비섹스를 의미한다. ‘래디컬 페미니스트’들의 페미니즘 실천 방
식 중 하나로 제시된다. 강미선(2020)은 20대 여성들의 4B 실천이 ‘생물학적 여성’들 
간의 연대감과 자매애 강화라는 의식과 연관되어 있다고 분석한다.

27)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계정 상단에 모아놓은 것을 의미한다. 



- 76 -

며, 자신은 늘 ‘인형’처럼 성적 대상화되는 존재가 아닌, 다양한 생각을 

하는 주체임을 보여주고 싶다는 마음도 있다고 말한다. 즉, 지원에게는 

페미니스트 여성이 가지는 스테레오 타입(‘페미니스트 여성은 못생겼

다’)을 깨고 싶은 마음과, 동시에 ‘완벽한 페미니스트’의 상(‘페미니스트

라면 탈코르셋을 해야 한다’)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 꾸밈에서 

오는 즐거움 등이 공존하고 있었다. 완벽한 페미니스트가 되어야 한다는 

강박과 솔직한 욕망이 공존하며 일종의 죄책감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

이다. 
 이러한 완벽한 페미니스트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은 지원의 알기의 

과정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기도 하다. 실제로 지원은 학교의 여성

학회를 들어가고 싶어서 학회 SNS를 찾은 경험이 있다. 그러나 SNS를 

통해 본 여성학회의 회원들은 자신과 다르게, ‘완벽한’페미니스트들처럼 

보였다. 그들은 모두 탈코르셋을 한 이들이었기 때문이다. 지원은 그런 

모습을 보며, 자신이 이들과 어울리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게 된다. 자신

의 생각과 행동이 일치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페미니스트들과 자신이 

상반된다고 생각하며, 그들이 자신을 ‘우습게’생각할까봐 두렵다. 탈코르

셋도 하지 못한 사람이 여성학회에 왜 왔나 싶을 것 같고, 그 분들이 볼 

때 여성 의제에 분노는 하면서 정작 실천은 하지 못하는 자신이 ‘어이없

어’ 보일 것 같아서 무섭다. 이러한 생각은 지원의 알기의 과정을 제약

하기도 한다. 자신도 완벽하지 않은데 누구한테 여성과 관련한 이야기를 

할 것이며, 또 그런 자신이 말을 한다고 해서 설득력이 있을까 의문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고민 끝에, 결국 지원은 여성학회에 들어가기를 포기

하는 것을 선택했다. 

또 여성학회를 들어가고 싶었는데, 저의, 그냥 저의 착각일 수도 있지만 그 여
성학회분들은 되게 다 어느 정도 코르셋도 거의 반탈코를 대부분 하셨고, 되
게 엄청 그러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저를 볼 때 너무 우스꽝스러울 것 같은 거
에요. 코르셋 범벅인 애가 막 페미니즘을 말하는 게. (지원, 2차: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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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자가 민현에게 ‘본인은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고 물어봤을 때 민현의 대답은 ‘애매하다’였다. 자신은 ‘행동하는’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었다. ‘덕질’도, 연애도 꾸준히 해 온 민현은 

자신도 페미니스트가 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페미니스트라면 행동

을 해야 할 것 같고, 이러한 실천은 탈연애, 탈덕질, 탈결혼 등으로 상상

되고 있었다. 여성 커뮤니티에서 제시되는 입장과 그에 따른 실천들은 

명확한 ‘답’처럼 제시되기에, 그 규준들을 일상적으로 접하는 민현은 그 

‘답’을 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죄책감을 만들었다. 민현은 연애와 덕질에

서 기쁨을 찾는 여성으로서 그러한 커뮤니티의 규준에 자신의 경험이 온

전히 포섭될 수 없음을 느끼고, 그러한 감정은 ‘죄책감’과 ‘지침’으로 다

가오고 있었다. 민현이 페미니즘 지식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지치게’된 

이유에는 페미니스트 규준에 대한 논쟁을 디지털 공간에서 일상적으로 

접하는 것, 그리고 그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에 대한 회의감이 영

향을 미치기도 했다.

저 스스로에게 가장 큰 이슈에요. 어디까지가 페미니스트인가. 그게 한참 또 
말이 많았잖아요. 어떤 사람이 피어싱 하면 페미니스트 아니야 이런 사람도 
있었고. 뭐라 그래야 하지? (중략) 그러니까 탈코도 있지만 탈연애, 탈결혼 이
런 이야기도 기조가 되게 강한 편인데 여시에서. 그걸 보면서 자기가 그렇게 
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연애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배척, 결혼을 하는 사람
들에 대한 배척을... (민현, 2차:75)

라. 소결

 3장에서는 TERF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페미니스트 

지식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백래시와 디지털 페미니스트 논쟁에 효과적이고 빠르게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여성들은 하나의 간명한 ‘논리’나 ‘답’을 필요로 하게 된다. 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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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즘이 백래시나 디지털 공간의 페미니즘 논쟁에서 싸워 이길 ‘논리’
가 된다면 자신과는 다른 위치에 있는 여성들에 대한 지식은 그다지 중

요하게 여겨지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당장 디지털 공간에서 일어나는 

실시간의 언쟁에 ‘참전’하는 것, 그리고 그 전쟁에서 싸워 이길 페미니즘 

정보를 찾는 일이기 때문이다. 또한 여성들이 가지게 되는 대안적 세계

에 대한 상상력이나,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운동의 방식들은 개인적인 

차원으로 제한되고 있었다. 성차별에 대해 문제제기 할 수 있는 공식적 

제도가 부재한 상황은 여성들끼리 페미니즘에 대해 말하고, 여성들 간 

위치의 차이를 만드는 구조를 논의하고 사유할 기회 자체를 제약하고 있

었다. 그리하여 페미니즘 실천은 개별적 운동으로 제한되고, 페미니즘 

지식은 개인적 성차별의 경험을 설명하는 간명한 언어가 된다.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학교에서 활동한 모든 일들을 스펙으

로 정리하여 의미를 부여해야 하는 환경 속에서 페미니즘 지식은 경험에 

대한 해석과는 연동되지 않는 물화된 지식이 되기도 한다. 지식으로 경

험을 해석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경험 뿐 아니라 다른 여성의 경험을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고민하는 과정 모두가 페미니스트 알

기의 과정이라고 할 때, 모든 지식습득의 과정을 스펙으로 의미화해야 

하는 입시 경쟁의 문화가 여성들의 알기의 과정을 가로막고 있었다. 또
한 또래 간 무리가 나누어져 있으며, 관심사가 같아야 무리를 형성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같은 페미니스트라는 것은 여성들끼리 공감대를 형성하며 

친구 관계를 맺게 하는 자원이 되기도 한다. 관계나 주목 자원으로 지식

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주제에 대한 명확한 언어

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생물학적’여성의 경험과 그것을 설명할 수 있

는 지식은 유용한 언어로 사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의 관계 맺기를 

두고 확신이나 신념에 맞는 관계만을 찾아가는 편향적 관계 맺기라 평가

하기는 어려웠다. 또래 관계 맺기가 우선 중요한 목표가 되는 상황에서,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지식들과 입장에 동의하고 있는 것에 더 

가까웠기 때문이다. 관계에 대한 불안 가운데, 입장의 차이를 드러내고 

이견을 대면할 기회는 두려움으로 다가오며 타인을 경유하는 알기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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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가 제약되고 있었다. 
 신자유주의 경쟁 하 구조적 성차별로 인해 청년 여성들의 삶의 불안정

성이 증가하는 상황은 이러한 알기의 과정에 수반되는 피로를 더욱 증가

시키기도 한다. 그러한 과정에서 페미니즘 말하기는 자신과 입장이 같거

나, 혹은 다르더라도 자신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 기대되는 이들에게로 

제한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를 확신이나 신념을 가지고 한 입장만을 고

수하는 반지성주의적 행태라 평가할 수는 없다. 자신이 취하고 있는 입

장에 대해 혼란이 있는 상태이나 그것을 해소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어 

혼란의 해결을 잠시 미루어 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유예에

는 이들이 처한 삶의 불안과 그에 적절히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놓여 있

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공간에서 제시되는 ‘완벽한 페미니스트’ 실천

은 여성들로 하여금 그러한 실천을 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이들은 그러한 규준을 충족시킬 수 없다 생각하

며 좌절하고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알기의 과정에 참여하는 기회가 

제약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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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장의 절대성이 야기하는 혼란과 알기의 지속

 연구 참여자들은 종종 자신이 겪은 성차별의 경험들에 대해서는 막힘없

이 말하나,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는 주저하거나, 잘 모르

겠다거나, 혹은 ‘당사자’가 아니라 조심스럽다는 표현 등을 하곤 했다. 
페미니즘 지식으로 자신의 삶을 해석하는 데는 익숙하나 그 영역을 초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혼란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혼란에도 불

구하고, 페미니즘 알기는 어떻게 지속될 수 있는가? 단일한 입장을 유지

하는 것이 가져온 효과는 무엇이고, 그것이 야기한 혼란은 어떤 조건에

서 알기를 추동하는가? 

가. ‘생물학적 여성’을 둘러싼 언설과 입장에 대한 혼란

 10-20대 여성들은 페미니즘 말하기를 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입장’을 

선택한다. 그로 인해 입장으로 환원되지 않는 경험과 그것으로 인해 발

생하는 혼란들 또한 있었다.

1) 발화될 수 없는 자신의 욕망과 경험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페미니즘 발화를 위해서는 발화 이전에 입

장을 택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그리고 그 입장에 따른 실천 또한 명확하

고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여성들은 그 규준들을 접하며 실천을 온전히 

하고 있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죄책감’을 느낀다. ‘생물학적 여성’우선 

입장을 지지하는 페미니스트라면 탈코르셋, 4B 등을 실천해야 하는 것

처럼 여겨지지만, 그것에 부합하지 않는 내심의 솔직한 욕망과 경험들은 

어디에서도 말해질 수 없는 것이었다. 민현, 형서, 효진은 자신들이 접한 

페미니즘 정보로 자신의 성차별 경험을 막힘없이 말하는듯해 보였으나, 
어떤 국면에서는 그러한 설명이 막히는 듯해 보였다. 말하는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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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솔직히 말하자면’ 이라고 밝히며 자신의 경험과 정보 사이에 

간극이 있음을 밝히기도 했다. 왜 이 여성들은 자신의 삶을 설명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느끼는가? 이들에게 말끔히 설명할 수 없는 욕망과 경험

은 무엇인가?
 앞서 자신을 ‘페미니스트’라 칭하기 꺼려진다고 말했던 민현은 여성 커

뮤니티를 통해 페미니즘에 관한 정보를 얻고 있다. 민현은 그러한 정보

들을 통해 일견 자신의 성차별적 경험을 설명할 수 있다고 느끼기도 하

나, 온전히 자신의 욕망을 설명하는 데까지 가닿지는 못하고 있었다. 민
현이 최근 가장 모순적으로 느껴졌던 부분은 커뮤니티 내에 만연한 4B
담론이다. 최근 커뮤니티에서 가장 논쟁적인 이슈는 탈연애, 탈결혼, 탈
덕질과 관련한 이야기이다. 
 민현은 고등학교 때의 첫 연애를 시작으로, 20대 후반이 된 지금까지 

연애를 쉬지 않아 왔다. 연애 관계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안정감과 즐거

움이 좋았으며, 거기서 안정을 얻고자 하는 욕망 또한 크다. 그리고 그 

관계들에서 특별한 성차별적 경험을 한 적도 없고, 불평등하다고 느끼지

도 않았기에 ‘탈연애’와 관련한 디지털 커뮤니티의 이야기가 크게 와 닿

지는 않았다. 민현에게 연애란 즐거움이었고, 자신에게 정서적 지지를 

제공해주는 것이기도 했다. 그러나 커뮤니티에서 접하는 이성애 연애 담

론에서는 언제나 여성은 약자로 그려지고, 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존재로 여겨진다. 그리고 연애나 결혼은 여성에게 해로운 것으로 상정되

며, 그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된다. 그러나 언젠가 결혼을 해서 

안정적인 삶을 꾸리고자 하는 민현에게 그러한 비혼, 비연애의 주장들은 

크게 와 닿는 이야기는 아니다. 디지털 커뮤니티에서 제시되는 페미니스

트 규준들은 민현의 경험과 충돌하며, 그녀가 자신을 모순적이라고 느끼

는 계기가 되었다. 
 또 커뮤니티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지점은, 남자 아이돌 ‘덕질’을 하는 

여성들을 비판적으로 본다는 점이다. 민현은 초등학교 때부터 다양한 남

자 아이돌을 좋아해 왔기에, 덕질 문화에 익숙하고 또 그것에서 오는 기

쁨 또한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요즘은 이런 취미생활이 ‘죄책감’으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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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오기도 한다. 지금 좋아하고 있는 남자아이돌이 ‘여혐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기에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자신은 여전히 남자 아이돌을 좋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욕망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있었다. 커뮤니티

에서 접하는 ‘올바른 페미니즘’과 자신의 삶에 대한 간극이 끊임없이 존

재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남자를 포기해야 여성이 평등해진다’는 의

견에는 동의하는 측면이 있으나, 이성애 관계나 ‘덕질’에서 오는 행복감, 
그리고 그에 대한 욕망은 부정하고 싶지 않기에, 결국 ‘나는 나 좋을 대

로 하고 있구나’생각하고 있다. 

나는 이런 문제에 관심이 분명 많은데 이게 더 나왔으면 좋겠는데 내가 연애
를 해도 되나? 이 사람이 좋기는 한데 이게 맞는 건가? (중략) 이번에 제가 
좋아하는 남돌 중에 한 명이 그런 논란이 좀 있는 애였는데 그냥 얘가 멍청하
다고 생각하고 나니까. (근데 이제 그런 글들이 올라올 때...?) 찔리죠. (웃음) 
나 좋을 대로 하고 있구나, 나는 (웃음) (민현, 2차: 36-37)

 앞서 남자친구와만 페미니즘 이야기를 나눈다고 말한 형서는 그와의 관

계에서 안정감과 친밀감을 느끼고 있다. 형서는 디지털 페미니즘 담론에

서의 비혼, 비연애 담론에 공감하고, 그러한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

면서도 3년째 ‘한남’이라 생각하는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

다. 남자친구와의 관계에서는 가족, 학교 등에서 겪은 성차별로부터 평

등하다고 느끼고, 위안을 얻기 때문이다. 여성 커뮤니티의 기준으로 평

가했을 때, 형서의 남자친구는 여성 문제에 대해 무관심한 ‘한남’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의견 충돌이 있을 때마다 형서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그에 맞춰 변화하려는 노력을 보일 정도로 자상한 성격이다. 연애 초반

에는 페미니즘 이슈에 대한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많이 싸우기도 했으

나,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나눈 끝에 현재는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관계

를 이어나가는 중이다. 
 그러나 형서가 관계에서 느끼는 안정감이나 남자친구와 이야기를 하며 

페미니즘에 대한 의견을 조율해 나갈 수 있었던 경험 등은 페미니스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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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발화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디지털 커뮤니티에서는 비혼, 비연

애 논조가 너무 강하기도 하고, 페미니스트라면 여성 의제에 공감할 수 

없는 ‘생물학적’남성과는 애초에 관계를 맺지 말아야 할 것으로 제시되

기 때문이다. 형서 또한 ‘한남’과 연애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모순적이

라고 느끼기도 하나, 남자친구가 자신과 이야기를 하며 변화해 나가려는 

노력을 하는 것을 보며 변화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한

다. 

지금 연애 하고 있거든요. 근데, (관계가 평등한 것 같아요?) 네, 평등한 것 같
아요. (중략) 근데. 걔는 속으로 저를 메갈이라고 생각할 것 같고 저는 한남이
라고 생각하는데 만나고 있어요. (중략) (오래 만났어요?) 네, 거의 3년차 되는 
것 같아요. 그때 그래도 위안이 많이 돼서. (형서, 1차:30) 

 트랜스젠더 여성이 ‘사회적 여성성’, 즉 꾸밈이나 ‘예쁜 것’과 여성을 연

결시키기에 TERF 입장을 지지한다고 말한 효진은, 페미니즘 실천의 필

수적 요소로 탈코르셋을 꼽는다. 여성이 화장을 하지 않고 머리를 자르

고 ‘남자처럼’다닌다면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을 것이며, 성범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범죄 위험으로 움츠러들지 않고 

당당하기 위해서는 탈코르셋만이 그 답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모든 여

성이 탈코르셋 실천을 해야 꾸밈과 여성이 연결되지 않는 사회에 도달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해서 성평등이 달성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효진은 지금까지 해 온 화장과 꾸밈을 ‘포기’할 수 없다. 화장을 

하고 있으면서 그에 기쁨을 느끼는 자신의 모습에 ‘인지부조화’를 느끼

기도 한다. 효진의 학창시절, 또래 집단 내에서 화장을 잘한다는 것은 

또래 집단 내 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수단으로 기능했다. 효진은 ‘예쁜 

애’들만의 ‘리그’가 있었고, 그게 부러운 마음에 화장을 시작했다고 말한

다. 그리고 화장을 시작한 이후 친구들의 대우가 달라지는 것을 느꼈고, 
더 예뻐지고 싶은 마음에 쌍커풀 수술도 하고 화장을 더 ‘빡세게’하며 

또래 집단 내에서 인정받고자 노력했다. 효진은 ‘못생기고 더러우면’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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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림을 당하는 또래집단의 문화를 이야기하며, 화장은 친구들을 사귀기 

위한 필수 과정이라고 말한다. 그렇게 시작하게 된 화장이었으나, 지금 

그러한 또래 집단 내에 있지 않음에도 효진은 화장과 꾸밈에서 오는 즐

거움을 시인하고 있다. 그냥 ‘예쁘게’보이고 싶기도 한데, 그러한 꾸밈을 

‘놓지’못하는 자신에 ‘인지부조화’가 온다. 

솔직히 페미니즘의 어떤 최고 지향점? 거기에는 결국에는 완전한 탈코르셋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완전 화장을 하면서도 너무 좋아하는
데도 하면서도 인지부조화가 오고 그냥 그 단계인데 그렇게 하니까 나는 예쁘
게 보이고 싶은데 (중략) 솔직히 뭐가 맞는지도 헷갈려요. 꾸미는 게 너무 좋
거든요. (효진, 1차:42)

 한편 그녀가 느끼고 있는 이러한 ‘인지부조화’의 솔직한 생각들은 트위

터에서 말해질 수 없는 것이다. 트위터에서는 주류 입장에 반대되는 의

견을 말하면 조리돌림을 당한다는 것을 경험해 본 효진이기에, 절대 화

장했다는 사실을 트위터에 알리지 않는다. 페미니스트로서 비난받지 않

고 안전하게 활동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꾸민다는 사실을 숨겨야 하는 것

이다. 트위터에서는 탈코르셋을 실천하는 입장에 지지 의사를 표명하지

만, 여전히 화장이 좋고 꾸미는 것을 좋아하는 자신의 모습이 이해가 되

지 않기도 하다. 

그래서 뭔가 그때 탈코르셋이라고 흔히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할 마음가짐
도 전혀 없는데 화장했다 이런 식으로 누가 올리면 막 욕을 해요. (웃음) 화장
을 왜 하느냐 이러면서 (웃음) (그 당시에는?) 네, 그래가지고 니 빡세다 이러
면서 솔직히 화장 다 하면서 절대로 화장 했다는 얘기 안 하고 숨기고 (효진, 
1차: 32)

 지식은 자신의 위치를 벗어난 경험을 포함하는 것일 때 언제나 세계를 

더 잘 설명하는 것(Harding, 1991)이 된다. 여성 자신을 더 잘 설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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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은 언제나 다른 조건에 있는 여성들의 경험을 경유하는 지식이며, 
일부 ‘생물학적’ 여성의 입장을 통한 지식으로는 스스로조차 온전히 설

명하기 어렵게 되기도 한다. 단일한 입장을 고수할 수밖에 없거나, 입장

을 유지하고 있다는 의사를 표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여성들로 하여금  

입장과 맞지 않는 경험들을 발화할 수 없게 만들고, 그러한 경험들은 모

순과 혼란의 영역에 남아있게 된다. 

2) 단일한 입장 유지에 따른 모순 인식

 여성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이 하나의 입장을 따라 단일하게 정리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또, TERF 입장을 일견 지지하는 측면이 있

으나, 그 입장에 모두 동의하지는 않는다고 말하며 그 입장으로부터 자

신을 거리두기도 한다. 자신의 위치나 관점이 하나의 단선적인 입장으로 

환원될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트위터의 조리돌림 문화와 그로 인해 입장을 정해야 하는 문화가 

있다고 지적한 현진은, 여성들 간 생각의 차이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

음을 안다. 트위터를 통해 본 페미니즘은 단선적인 입장을 따를 것을, 
그리고 그 입장에 동의한다면 모두 같은 의견을 취할 것이 요구되었다. 
단일한 입장에의 요구는 트위터 뿐 아니라 현진이 재학 중인 여자 대학

에서도 관찰되는 것이었다. 현진이 현재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에서는 이

전에 입장 차로 인해 분열하고 와해될 위기에 놓인 적이 있었다. 비상대

책위원회까지 꾸려질 정도로, 입장 간 대립이 팽팽하여 조정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현진은 그러한 환경 속에서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으며, 갈등

을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한편 그렇게 싸우며 의견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현진은 서로 간 입장과 의견의 차이로 인해 멀어지는 것이 아

니라, 오히려 갈등을 계기로 서로 간 더 돈독해질 수 있음을 발견하기도 

한다. 계속해서 서로 간 의견을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친밀감이 형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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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러한 경험은 현진에게 여성들 간 차이가 있어도 의견을 나눌 

수 있고, 그것을 기반으로 연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현진은 ‘스탠스’를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하고, 그 ‘스탠스’차이

로 인해 여성들끼리 분열하고, 결국 지쳐서 페미니스트 활동을 포기하는 

지금의 상황이 안타깝다. 한 입장에 동의한다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각

기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또 다른 입장에 있

더라도 사안에 한해서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경우, 얼마든지 같은 문제의

식을 공유하며 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현진이 활동하는 동

아리는 분열 위기 이후 ‘스탠스’없는 동아리를 표방하며 다양한 페미니

스트들을 포괄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 하에 지

금은 100 명 가까이 되는 회원수를 유지하며 다양한 사안들에 대해 다

루고 성공적으로 동아리 활동을 이끌어나가고 있다. 현진은 단일한 입장

을 고수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의견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 입장의 고수가 페미니스트들 간 분열을 이끌어낸다고 판단하고 있었

다. 

(00씨가 속한 여성학 동아리 내에서도 의견이 다르죠? 다 차이가 있고.) 네.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 되게 차이가 있는데 대부분은 근데 비슷해요. 거의 
탈코르셋을 하고 있고. 그런 편인데, 그래도 지금은 진짜 좀 더 다양해진 것 
같아요. (중략) (좀 더 열어 두려고 하는 거죠? 스탠스에 대해서. 관계에서 좀 
더 지속 가능한 걸 좀 더 중심에 두고.) 네. 아니면 사라질지도 모르는데. (웃
음) (현진, 2차: 73) 

 승민도 현진과 마찬가지로, 트위터를 통해 페미니즘 활동을 시작한 페

미니스트이다. 그녀 또한 트위터에서 제시되는 단일한 입장과 그에 따른 

실천이 불편하다고 느낀다. 승민은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로 정체화하고 

있지만 연애도 하고 싶고, 다이어트 고민도 있는데, 이러한 경험들은 트

위터에서 제시되는 단일한 입장을 통해 말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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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근에는 성적 대상화를 지양하는 게임이 출시되어 트위터에서 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도 목격하였다. 트위터에서는 그 게임이 ‘어
쨌든 남자가 만든 것’이니 소비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 우세해보이

나, 승민은 그러한 단선적인 논의 자체가 불편하다. 어쨌건 간에 젠더 

역할을 뒤흔드는 시도 자체가 환영받아야 할 것이라 보기 때문이다. 그
녀는 굳이 입장에 따라 생각하기보다는 사안에 따라 의견을 유동적으로 

형성하는 편이다. 트위터 친구 맺기의 과정에서도, 자신과는 다른 입장

을 취한 이들이더라도 친구를 유지하고 있다. 비슷한 의견을 공유하는 

트위터 친구를 만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괜찮다. 여성들의 위치와 

생각은 다양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입장은 단일하게 형성하는 것 자체가 

모순적이라고 본다.
 승민의 친구 중에도 ‘랟펨’입장에 있는 친구가 있다. 그 친구는 입장에 

맞지 않는 자신의 생각과 경험 때문에 속앓이를 하고 있었고, 그것을 아

무에게도 말하지 못해 힘들어하고 있었다. 친구는 연애도 하고 싶고, 화
장도 하고 싶어하는데 주변에 같은 입장의 페미니스트 친구들에게는 ‘눈
치’가 보여 이러한 고민을 토로할 수 없다고 말한다. 승민은 그러한 운

동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동시에 입장이 확고히 나뉘

는 게, 그러한 환경에서 여성들이 속앓이를 하고 홀로 고립될 수밖에 없

는 것이 안타깝다. 이러한 견고한 입장들, 그리고 그에 따라 제시되는 

단선적 실천들이 페미니스트들끼리 검열하는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 같

다. 

제 지인들 중에 그런 쪽으로 방향을 틀게 되신 분이 있는데 그 분이 되게 힘
들어 하더라고요 되게. 자기 친구들도 그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니까 눈치가 
보이고 자기의 이런 속앓이는 공유할 수가 없고. (중략) 그 친구가 다시 연애
를 하고 싶거나 다시 코르셋을 잠시 착용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니까 얻게 
되는 갈등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승민, 2차: 51)

 주연은 섭외과정에서부터 자신을 ‘트랜스젠더를 지지하지 않지만’ ‘랟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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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아니’라고 소개하였다. 인터뷰 과정에서 ‘랟펨’이 아닌 이유를 밝혔는

데, ‘랟펨’이라고 자신을 정체화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의 발화가 다른 여

성들을 공격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주연은 여자, 남자 문제를 떠나

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주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 본다. 그러나 ‘랟
펨’들의 주장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지나치게 공격적이

기에 거부감이 든다. ‘랟펨’입장에 온전히 동의하지 않고 있기도 하다. 
그 입장에서는 비혼 담론이 절대적인 ‘답’으로 제시되기는 하나, 탈코르

셋 실천도 ‘쉬고’ 있고, 연애도 언젠가는 해보고 싶다. 모호한 자신의 입

장이 온전히 그러한 입장으로는 포함되지 않는 것 같고, 자신이 그러한 

‘랟펨’입장에 있다고 말하기가 꺼려진다.

(그러면 래디컬 페미니스트들의 어떤 점이 **씨 내면의 보수성을 일깨우나요? 
어떤 면이 좀...)아직까지 현실에서 빨리 이뤄지기 힘든데 너무 같은 여성들을 
공격하는. 적당히 솔직히 이런 여성들도 하면 안 되는 걸 공격하는 건 괜찮은
데 너무 하다 보니까. 사람 남자, 여자를 떠나서 사람 자체에 상처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주연, 2차: 85)

나. 혼란이 야기하는 알기의 지속과 조건

 여성들은 페미니즘 말하기를 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입장’을 선택하고, 
유지하는 과정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혼란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러

나 이들은 혼란에 그치지 않고, 그 경험을 통해 알기를 지속시켜 나가기

도 했다.  

1) 신뢰의 관계망을 통한 여성들의 이야기 듣기

 남자친구와만 페미니즘 이야기를 나누는 형서나, 같은 입장임이 확인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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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을 통해서만 발화하는 주연 등 신뢰할 수 있는 이들에게만 이야기

하는 이유는 이견을 밝힐 시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그로 인해 

관계가 끊어지거나 부정적 평판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이 자리하고 있었

기 때문이었다. ‘민감한’이야기를 하더라도 관계에 지장이 가지 않을 것

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상황, 그리고 입장이 무엇이든 간에 평가받지 않

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관계일 경우 여성들의 입장 차를 말하고 드러

내기가 가능했고, 그 과정에서 다른 조건에 있는 여성들을 이해하게 되

기도 했다.
 승민은 자신이 속한 사회학과의 사람들과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페미

니즘 알기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궁금증이나 혼란 등을 해소시켜 

나가고 있다. 앞서 트위터를 통해 조리돌림을 당했던 승민은 트위터를 

통해 페미니즘을 접하며 오는 어려움이나 혼란 또한 있었다. 조금만 물

어봐도 공격하고, 행동하지 않는 게으른 페미니스트로 ‘조리돌림’을 당하

는 상황과 명확히 입장을 구분할 수 있는 것처럼 제시되는 트위터의 페

미니즘 담론에서는 해야 할 행동들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었다. 그녀는 

그러한 단일한 논리와 입장에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답답함은 

사회학과 친구들을 만나며 다소간 해결될 수 있었다. 사회학과는 퀴어, 
페미니즘, 인권 등 많은 주제를 다양하게 다룰 수 있는 환경이고, 그러

한 주제가 일상적으로 토론 가능한 것으로 여겨지기에, 그에 대해 주류 

의견과는 다른 주장을 하더라도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었다. 승민은 자

퇴하고 센터에서 만난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마음 놓고 페미니즘 이야기

를 할 수 있었다. 그들과 함께 여성영화제, 퀴어 축제를 가고 강의를 들

으며, 다양한 페미니스트를 만나고 다른 조건에 있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 차이가 있더라도 그것을 충분히 

존중하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음을, 다양한 위치나 의견들이 트위터의 

단선적인 논리로 환원될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카톡 프사나 배경에도 뭐 N번방같은 거 프사가 돌았거든요. N번방에 
대해서 그런 반대하는. 항의하는. 그런 프사랑 배경을 한 때 좀 달기도 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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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근데 그게 좀 사회학과라서 가능했던 것도 같아요. 사회학과니까 그런 얘
기들을 하니까 눈치를 보고 할 수 있었던 그런 거죠. (승민, 1차: 27)

 앞서 트랜스젠더 여성을 ‘사회적 여성성’을 강화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

는다고 밝힌 재영은 최근 트랜스젠더 여성에 관한 생각을 페미니즘에 관

심이 있는 친한 지인과 공유하고 난 후 생각이 변화하고 있었다. 재영은 

최근에야 페미니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언니를 찾아서 관련 이슈에 

대해 활발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다. 재영은 이러한 오프라인에서의 

토론 경험을 통해 트랜스젠더 여성과 관련한 생각을 변화시키고 있었다. 
모임에서 만난 페미니스트 언니는 여성학을 공부한 경험이 있고, 재영에

게 다양한 입장을 전달하며 트랜스젠더 여성을 다른 시각에서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재영은 그것을 들으며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고, 자신과 반대되는 의견 또한 ‘받아들일 의향’이 생겼다. 지금은 

일단 트랜스젠더 여성이 ‘싫지만’, 궁금증이 생겨 관련한 것을 더 알아보

고 싶은 상태이다.  
 재영의 경우 평소 자신이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과 어떤 이야기를 하더

라도 자신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상태

이다. 이는 외향적이고 어디든 잘 어울리는 재영의 성격에서 비롯된 것

이기도 하다. 재영은 친구들과도 다양한 주제의 대화를 많이 나누며, 페
미니즘 이야기를 할 때에도 자신과 다른 입장에 있는 이들에게 말하는 

것을 꺼리지 않는 편이라 말한다. 실제로 남성인 친구들에게도 페미니즘 

이야기를 하며 ‘그건 틀린 거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 남성인 친

구들과도 이야기를 했으나, 그런 페미니즘 이야기를 한다고 관계가 틀어

지거나 별다른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경험했다. 이들이 페미

니즘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자신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

신도 있다. 내 생각과 그들 생각의 차이가 있는 건 자연스러운 것이며, 
존중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친밀감과 유대감은 페미니즘에 대한 의

견을 스스럼없이 나눌 수 있게 된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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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뭔가 친구들이 원래 제가 막 꽁해두고 이런 거 못해가지고 친구들이랑 
만나서 걔 좀 남자애가 불편한 발언을 했어.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바로
바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한테 뭐 그 뭐라더라 메갈 어쩌구저쩌구 막 이렇
게 하잖아. 그럼 나 메갈이야 씨 뭐 어쩔 건데? (웃음) (재영, 1차:38)

 현진은 현재 다소간 페미니즘에 대한 고민이나 어려움을 해소해나가며  

알기를 지속하고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현진이 여대에 진학하여 다양한 

페미니스트들의 모습을 접하고, 그들의 고민을 목도할 수 있었던 것과 

연관이 있다. 현진이 학창시절에 트위터를 통해 페미니스트 활동을 하며 

가장 많이 어려움을 느꼈던 지점은 지원과 비슷하게 완벽한 페미니스트

가 되고 있지 못하다는 자책감이었다. 트위터를 통해 본 페미니스트들은 

자신의 일상생활을 포기하며 시위나 운동에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이들이

었다. 그러한 이들만이 완벽한 페미니스트라 믿었고, 그렇게 실천하지 

못하는 자신이 부끄럽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자책감은 현진이 여대에 

진학하며 많이 사라졌다. 지금은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일을 하면서 

관심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다양한 실천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페미니스트를 일상적으로 만날 수 

있는 여대의 환경은 현진이 트위터에서 보았던 강박적인 페미니스트의 

상에서 벗어날 수 있게 했다. 현진은 대학 입학 이후, 다양한 여성들과 

만나고 이야기한 것을 ‘조율’의 경험으로 이야기한다. 여대에는 탈코르셋

을, 비연애를, 정치적 레즈비어니즘을 실천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그러한 

실천들을 하지 않고 있는 페미니스트들도 많았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여성 인권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또,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대 입학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이들도, 그의 입학을 존중해야 

한다는 페미니스트들도 공존하고 있었다. 트위터에서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옳은 것이고, 완벽한 실천을 해야만 여성 의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처럼 하는 분위기지만 여대에서는 꼭 단일한 입장을 전제하

지 않더라도 모두 다른 위치에서 여성 의제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이처럼 여대에서는 눈에 보이는 다양한 여성들을 만날 수 있었고,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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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다양한 여성들을 만난 경험은 현진이 여성으로서 이들에게 연대감을 

느끼게 했다. 이러한 연대감은 ‘민감한’논쟁들을 존중하면서 이야기한 경

험으로부터 형성된 것이었다. 여성들 간 차이가 있지만 그것을 인정하

고, 그 차이로부터 배우는 경험을 현진은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한 

경험을 통해 ‘답’이나 ‘스탠스’ 없이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알

게 되었다. 그러한 이들을 마주한 경험, 그리고 그들이 가진 고민을 목

도하고 그것을 공유하는 경험은 현진이 꼭 페미니즘에 ‘답’이 있어야 하

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했다. 

어떤 사람들인지 눈에 보이지 않고 그러기에 더 익명성 때문에 더 연대감이 
느껴진 적도 있었지만 뭔가 소속감을 느끼기에는 한참 부족했고 또 그게 가시
적인 성과로 나타나기가 좀 힘들잖아요. (중략) 그랬다면 지금은 좀 더 즉각 
즉각 반응이 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세미나에서 회원들과 얘기하는 것도 그렇
고 컨텐츠 제작해서 올리는 것도 그렇고. (현진, 2차:63)

 페미니스트가 되는 것이 당연한 분위기, 그리고 다른 입장에 있는 페미

니스트이더라도 얼마든지 이야기를 나누고 ‘조율’할 수 있다는 경험을 

한 현진은 더 이상 지식을 추구하는 데 있어 자신이 틀릴까봐 두려워하

지 않고 있다. 또, 굳이 답이 나와 있지 않아도 괜찮다고 느낀다. 그래서 

지금이 편안하고, 행복하다. 페미니즘에 ‘정답’이 없음을 깨달을 수 있었

기에 현진에게 ‘아는’것은 더 이상 두려운 일이 아니며, 지식은 얼마든지 

확장해나갈 수 있는 것이 되고 있었다. 

2) 타인의 경험 듣기가 가능한 페미니즘 수업

 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성들은 학내 백래시나 낙인의 두려움, 혹
은 조리돌림이나 개별화된 운동방식으로 인해 페미니즘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고립되기 쉬운 환경에 놓여 있다. 다른 여성들의 경험을 듣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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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고립되는 것은 자신의 입장을 벗어나 사고하는 것을 더욱 더 어렵

게 한다. 이러한 환경에서, 페미니즘 수업은 다른 여성들을 만나고 그들

의 경험과 연결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수업이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보

다는, 여성들 간 차이를 대면할 수 있는 장으로서 더 의의를 가질 수 있

는 것이다(추지현, 2019). 
 외고에 재학 중인 정인 또한 수업이나 동아리 활동을 통해 다양한 페미

니스트 친구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경험을 이야기한다. 정인이 다니고 

있는 외고에서는 자기소개서 관리를 위한 다양한 수업들이 열리는 편이

다. 최근 페미니즘에 관심을 갖는 학생들이 많아져 페미니즘 수업도 종

종 열리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다. 그녀는 수업을 통해 ‘(페미니즘)의식’
이 있는 친구들을 많이 찾을 수 있었다고 말한다. 적어도 이 수업이 열

리는 공간에서는 마음 놓고 말할 수 있는 친구를 만날 수 있겠다는 안정

감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인권 관련 수업이 있다는 것, 페미니

즘 활동을 공개적으로 하는 동아리가 있다는 것은 남자아이들이 페미니

즘에 대해 적어도 부정적인 발언은 못하게 하는 효과를 낳기도 했다. 이
러한 환경 속에서, 정인은 자신이 다니는 학교가 페미니즘에 ‘우호적’이
라 평가한다. 학교 친구들과도 페미니즘에 대한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말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입시를 준비하는 상황에 있기에 그러한 

문제의식들이 즉각적 행동으로 이어지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자신의 문

제를 토로하고 공감할 친구들이 있는 것 자체에 정인은 위안을 삼는다.
 정인의 경우처럼, 고등학교에서 개인의 전공과 희망 진로에 맞춘 수업 

개설은 애초에 스펙 관리가 목적이지만, 그러한 수업이 개설된다는 것 

자체가 학내에서 페미니즘에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자기

소개서 관리를 위한 수업이나 동아리 활동이 또래 페미니스트 여성들 간 

연결점을 만들어주며, 낙인 두려움이 낮아지기도 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에 인권 동아리도 있고 그래서 그런 이게 부당한 일이 생겼을 때는 다들 
뉴스 기사 같은 거 캡쳐해서 스토리, 인스타 스토리 올려서 이야기하기도 하
고. (중략) 선생님께서 막 페미니즘의 역사, 이런 교양 강의 같은 수업도 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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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물론 남자 친구는 한 명도 안 들었지만. (웃음)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그
래도 다들 의식은 그래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정인, 1차:30)

 대안학교를 졸업한 효진은, 학내 페미니즘 교육 이후 페미니즘에 우호

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교육 이후 적어도 학교 내부에서는 

페미니즘에 열려 있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으며, 남자아이들의 여성혐

오적 발화가 현격히 줄었다는 것이다. 이는 구성원들이 이해 가능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교육, 즉 단순히 계몽적이고 일방적인 교육이 아니라 

서로 말하고, 토론하며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수긍할 수 있게 한 수업

을 통해 가능했다. 
 효진은 페미니즘 수업을 통해 학내의 여성 혐오적 문화가 바뀌는 것을 

경험했다. 또래 남자아이들이 여자아이들의 외모를 두고 평가, 서열 매

기기 등을 하며 성희롱 발언을 하는 것을 두고 여자아이들이 선생님께 

문제제기를 한 것을 계기로 수업은 열리게 되었다. 선생님은 이를 해결

하기 위해 무엇이 불만인지, 뭐가 문제가 되는지 함께 모여 토론할 시간

을 가지게 했다. 수업은 더 나아가 성폭력과 강간의 문제가 무엇인지 직

접 생각해 보고 말해 보는 수업으로 이어졌다. 이후 효진의 학교 친구들

은 페미니즘에 대해 서로 터놓고 생각을 나누는 경험을 할 수 있었고, 
이는 대안학교 내에서 페미니즘에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남자

아이들도 이전과 다르게 페미니즘에 대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거나, 여
학생들을 성희롱하는 발언들을 하지 않게 되었다. 효진은 이러한 성교육 

이후 자신이 젠더 이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적대적인 반응에 직

면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래서 중재를 되게 잘 해 주셨는데 그 다음에도 그렇게 넘어가선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건지 좀 엽기적인 방식의 성교육을 하셨는데 여자, 남자애를 따로 
놓고 여자애들한테는 이제 뭐가 불만인지 (중략) 그리고 남자애들도 저희가 
뭔가 (웃음) 생각을 한다는 걸 인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저
희한테 대놓고 얘기하는 일은 전혀 없어졌고 (효진, 1차: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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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지방의 고등학교에 다니는 지성의 경우, 믿고 말할 수 있는 페미

니스트 친구들이나 교사가 없기에 ‘답답’하고 외로운 상태였다. 소문이나 

평판에 민감한 좁은 지역사회의 고등학교라는 특징은 지성의 페미니스트 

낙인에 대한 두려움을 높이기도 했다. 지성은 남학생들이 성차별적인 발

언을 하더라도 이에 바로바로 대응할 수 없는 환경이라고 말한다. 그러

한 문제제기를 하는 행동은 ‘나서는’ 행동으로 인식되고, 그렇게 ‘나선’다
면 ‘좋지 않은 눈초리’를 받게 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자신이 페미

니스트라고 말해오는 친구도 없기에 지성은 더더욱 외롭게 있을 수밖에 

없다. 페미니스트 친구들이 없기에 학교에서 페미니즘 활동을 하는 것은 

더더욱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현재 탈코르셋 실천을 하고 있으나 탈코

르셋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 노력 중이다. 페미니스트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뒷말이 나올 것 같고, 따돌림을 당할 것 같기 때문이다. 현재 

페미니즘 활동은 혼자 트위터에서 의견을 내고 공유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중학교 때 페미니스트 선생님을 만났던 것은 지성이 

잠시나마 이러한 답답함을 해소할 수 있던 경험으로 기억되고 있다. 당
시 사회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페미니즘 교실’이라는 책을 읽고 수행평

가를 해 오라는 과제를 내 주었는데, 그 계기로 선생님을 신뢰하게 되

며, 믿고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느끼게 되었다. 당시 선생님으

로 인해 지지감을 얻고 잠시나마 자신의 이야기를 믿고 털어놓을 수 있

게 되기도 했다. 그러나 한 선생님만으로 지성이 처한 고립된 상황이 변

화하기는 역부족이었다. 현재 고등학교에 입학한 지성은 여전히 페미니

스트 친구를 찾고 있고, 그 친구가 나타날 때까지 지성은 자신이 페미니

스트라는 사실을 감출 수밖에 없다.

제가 이걸 공유할 수 있는 샘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샘이 아까 그 페미니
즘교실이라는 책을 선생님이 한번 시간을 내서, 페미니즘 관련 책, 다른 사회 
관련 책 하나랑 페미니즘을 껴서 내게 해서, 그것에 관해서 수행을 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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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 때문에 페미니즘 책 읽고 그것에 대해서 감상문 제출해서 했는데, 그 이
후로 뭔가 선생님하고는 말이 잘 맞겠구나 싶었어요. (지성, 1차:27)

 10대 여성들이 페미니즘을 말하는 데 있어 소셜 미디어 외에는 마땅한 

공론장을 찾지 못하는, 이른바 ‘자원 없음’의 상황에 놓여있음이 진단된 

바 있다(강예원, 2019). ‘자원 없음’의 상황에서, 여성들은 더더욱 고립

되기 쉽고, 그로 인해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게 되며 알기의 기회들이 제

약되기도 한다. 페미니즘 수업은 여성들에게 터놓고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창구가 되며 안전한 발화를 보장한다. 수업을 통해 다른 여성들과 

연결되는 경험을 하는 것이 알기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다. 소결

 4장에서는 입장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들이 경험하

는 혼란과 모순에 대해 살피고, 그러한 혼란 속에서도 알기가 지속될 수 

있는 조건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여성들은 페미니즘 말하기

를 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입장’을 선택한다. 그러나 단일한 입장을 고수

하며 생겨나는 혼란이나, 그 입장으로 환원되지 않는 경험들 또한 있었

다.
 TERF 입장을 지지하는 페미니스트라면 탈코르셋, 4B 등을 실천해야 

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것에 부합하지 않는 내심의 솔직한 욕망과 

경험들은 어디에서도 말해질 수 없는 것이었다. 여성들은 그 규준들을 

접하며 실천을 온전히 하고 있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죄책감’을 느낀다. 
단일한 입장을 고수할 수밖에 없거나,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의사를 

표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여성들로 하여금 입장과 맞지 않는 경험들을 

발화할 수 없게 만들고, 그러한 경험들은 모순과 혼란의 영역에 남아있

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여성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이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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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을 따라 단일하게 정리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자신의 위치나 

관점이 하나의 단선적인 입장으로 환원될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혼란에 그치지 않고, 그 경험을 통해 알기를 지속시켜 

나가기도 했다. 같은 입장임이 확인된 친구들을 통해서만 발화하는 등 

신뢰할 수 있는 이들에게만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견을 밝힐 시 상대방에

게 ‘상처’를 줄 수 있고, 그로 인해 관계가 끊어지거나 부정적 평판을 받

을 수 있다는 불안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민감한’이야기를 하

더라도 관계에 지장이 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상황, 그리고 

입장이 무엇이든 간에 평가받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관계일 경우 

여성들의 입장 차를 말하고 드러내기가 가능했고, 그 과정에서 다른 조

건에 있는 여성들을 이해하게 되기도 했다.
 또한 여성들은 학내 백래시나 낙인의 두려움, 혹은 조리돌림이나 공식

적 기구의 부재로 인해 페미니즘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고립되기 쉬운 

환경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페미니즘 수업은 다른 여성들을 

만나고 그들의 경험과 연결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특히 10대 여성들의 

경우, 페미니즘 수업은 여성들에게 터놓고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창구

로 작용하며 알기를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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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연구는 한국의 트랜스젠더 배제 페미니즘(TERF)의 입장을 지지하

는 10-20대 여성들에게 페미니스트 지식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밝혔다. 
또한 페미니즘 알기의 과정이 어떤 조건 하에서 유예되거나, 지속되어 

나가고 있는지도 살폈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아래와 같다.
 2장에서는 트랜스젠더 배제 페미니즘 담론의 등장과 이에 대한 여성들

의 입장 취하기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트랜스젠더 배제 페미

니즘을 ‘생물학적 여성’만이 여성운동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고, 그 

운동의 성과를 ‘생물학적 여성’들끼리만 나누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정

의할 때, 2018년의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와 탈코르셋 논의 지형

의 변화는 트랜스젠더 배제 페미니즘 입장이 구체화되는 데 영향을 미쳤

다. 이 담론 하에서 여성들은 ‘코르셋’이라는 공통의 억압을 경험하며, 
여성대상 범죄라는 공통의 위협에 놓인 존재로 상상된다. ‘생물학적 여

성’은 공통의 억압과 차별을 겪고 있으므로, 그들만이 여성운동의 대상

과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 참여자들이 트랜스젠더 배제 페미

니즘 담론을 지지하게 되는 구체적 맥락은 우선 페미니즘 발화 이전 ‘입
장’취하기를 요구받는 디지털 공간에서의 문화와 연관이 있었다. 디지털 

공간에서 페미니즘 활동을 하는 여성들은 페미니즘 이슈에 대한 빠른 대

응과 그것을 위한 신속한 ‘입장’취하기를 요구받고 있었다. 또한 일상적

인 범죄 공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혹은 능력주의를 주장하며 ‘생물학

적’여성들만으로 이루어진 공간을 요청하게 되고, 이로 인해 트랜스젠더 

배제 페미니즘 입장을 지지하게 된다. 그러나 생존이나 범죄에의 불안이 

트랜스젠더 여성에 대한 혐오와 연결되며 그들과의 분리를 추동하고 있

다고 보기에는 어려웠다. 이들에게 페미니즘은 자신의 성차별을 설명하

는 유용한 도구였고, 디지털 공간을 통해 페미니즘 정보를 접하고 있으

나, 그 과정에서 트랜스젠더 여성에 관한 언설들 또한 별다른 의심 없이 

수용하며 자신의 차별적 상황을 설명하는 언어로 활용하고 있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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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페미니즘 정보 습득의 과정에서 트랜스젠더 여성과 관련한 왜곡된 

이미지를 접하는 것은 거의 일상적인 일이 되고 있다. 이들의 디지털 경

험은 트랜스젠더 여성에 관한 정보 습득이 확증편향이라기보다는 알고리

즘에 따른 무의식적 노출의 경험임을 말해주기도 한다. 
 그렇다면 트랜스젠더 배제 페미니즘 입장을 지지하는 여성들이 자신의 

입장을 벗어나는 경험들을 더 알지 않으려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3장
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페미니즘 지식이 갖는 의미와, 왜 그러한 지

식을 찾게 되는지에 대해 밝혔다. 첫째로, 백래시와 디지털 페미니스트 

논쟁에 효과적이고 빠르게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여성들은 하나의 간

명한 ‘논리’나 ‘답’을 필요로 하게 된다. 또한 성차별에 대해 문제제기 할 

수 있는 공식적 제도가 부재한 상황은 여성들끼리 페미니즘에 대해 말하

고, 여성들 간 위치의 차이를 만드는 구조를 논의하고 사유할 기회 자체

를 제약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페미니즘 실천은 개별적 운동으로 제한되

고, 페미니즘 지식은 개인적 성차별의 경험을 설명하는 간명한 언어가 

된다. 다음으로,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학교에서 활동한 모

든 일들을 스펙으로 정리하여 의미를 부여해야 하는 환경 속에서 페미니

즘 지식은 경험에 대한 해석과는 연동되지 않는 물화된 지식이 되기도 

한다. 또한 또래 간 무리가 나누어져 있으며, 관심사가 같아야 무리를 

형성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같은 페미니스트라는 것은 여성들끼리 공감대

를 형성하며 친구 관계를 맺게 하는 자원이 되기도 한다. ‘생물학적’여성

의 경험과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지식은 이러한 관계 맺기와 주목의 자

원으로서 유용한 언어로 사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의 관계 맺기를 

두고 확신이나 신념에 맞는 관계만을 찾아가는 편향적 관계 맺기라 평가

하기는 어려웠다. 또래 관계 맺기가 우선 중요한 목표가 되는 상황에서,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지식들과 입장에 동의하고 있는 것에 더 

가까웠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 경쟁 하 구조적 성차별로 인해 청년 여

성들의 삶의 불안정성이 증가하는 상황은 이러한 알기의 과정에 수반되

는 피로를 더욱 증가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이를 확신이나 신념을 가지

고 한 입장만을 고수하는 반지성주의적 행태라 평가할 수는 없다.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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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취하고 있는 입장에 대해 혼란이 있는 상태이나 삶의 불안과 그에 적

절히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혼란의 해결을 잠시 미루어 둔 것이기 때

문이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공간에서 제시되는 ‘완벽한 페미니스트’ 규
준은 여성들로 하여금 그러한 실천을 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이로 인해 알기의 과정에 참여하는 기회가 제약

되기도 했다. 
 4장에서는 입장의 유지가 가져온 효과에 대해 살폈다. 연구 참여자들은 

단일한 입장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혼란과 모순을 겪고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혼란에도 불구하고 알기가 지속될 수 있는 조건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트랜스젠더 배제 페미니즘 입장을 지지하는 페

미니스트라면 탈코르셋, 4B 등을 실천해야 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
것에 부합하지 않는 내심의 솔직한 욕망과 경험들은 어디에서도 말해질 

수 없는 것이었다. 단일한 입장을 고수할 수밖에 없거나, 입장을 유지하

고 있다는 의사를 표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여성들로 하여금 입장과 

맞지 않는 경험들을 발화할 수 없게 만들고, 그러한 경험들은 모순과 혼

란의 영역에 남아있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여성들은 자신의 생각

이나 의견이 하나의 입장을 따라 단일하게 정리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나 이들은 혼란에 그치지 않고, 그 경험을 통해 알기를 지속

시켜 나가기도 했다. ‘민감한’이야기를 하더라도 관계에 지장이 가지 않

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상황, 그리고 입장이 무엇이든 간에 평가받

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관계일 경우 여성들의 입장 차를 말하고 

드러내기가 가능했고, 그 과정에서 다른 조건에 있는 여성들을 이해하게 

되기도 했다. 또, 페미니즘 수업은 다른 여성들을 만나고 그들의 경험과 

연결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특히 10대 여성들의 경우, 페미니즘 수업

은 여성들에게 터놓고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창구로 작용하며 알기를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었다.
 이처럼, 연구 참여자들은 입장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어떤 언

어로도 말끔히 설명되지 않는 경험들을 만나며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다. 
디지털 상에서 관찰되는 것과 같이 확신을 가지고 트랜스젠더 배제 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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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즘을 지지한다고 말한 이 또한 드물었다. “일인칭으로 자신을 서술하

는 주체들은 공통의 곤경을 만나게 된다(버틀러, 2013[2005]; 120)”는 

버틀러의 말처럼, 다른 여성들의 삶의 경험을 이해하는 일은 단순히 그 

일이 옳기에 행해야 하는 당위가 아니다. 여성들이 취하는 입장이 ‘생물

학적’여성의 경험만을 여성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일 때, 이들이 만나

게 되는 곤경은 필연적일 것이다. 여성 자신을 더 잘 설명하는 지식은 

언제나 다른 조건에 있는 여성들의 경험을 경유하는 지식이기 때문이다

(하딩, 2009[1991]).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여성들의 ‘답답함’을 야기

하는, 알기를 가로막는 조건들에 대해 살피고자 했다. 
 백래시나 페미니즘 논쟁에 빠르게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모든 지식 

추구의 활동을 스펙으로 정리하여 의미를 부여해야 하는 환경 속에서, 
생존이 급박한 문제로 다가오는 상황에서, 이견 제시가 상처주기로 상상

될 정도로 관계불안이 큰 상황에서 자신과 다른 조건에 있는 여성들을 

상상하고, 그것을 알아나가는 것은 이들에게 위험일 수 있고, ‘사치’일 

수 있다. 즉, 이들이 다른 여성들의 삶을 알고자 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이들이 이기적인 이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알 겨를이 없는 상황에 놓여 

있기에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히 그들

이 보이는 디지털 공간에서의 언설들을 두고 비판하고, 평가하는 것은 

그들이 처한 알기의 조건들을 제약하는 현실을 바꿀 수 없다. 또 그러한 

비판의 말들은 이들에게 가닿지도 못할 것이다. 이들에게 말 걸기 위해

서는 그들의 주장 자체를 비판할 것이 아니라, 여성들이 처한 상황과 알

기를 차단하는 요인들을 먼저 살펴야 한다.
 이상의 논의는 그간 디지털 공간에서만 주로 주목되어 왔던 트랜스젠더 

배제 페미니즘의 입장을 지지하는 10-20대 여성들의 경험을 탐구하고, 
그러한 경험들이 페미니즘 지식 추구와 알기에 미치는 영향을 포착하였

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여성들의 알기를 제약하는 조건들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 수 있을지, 이를 위한 필요한 작업이 구체적으로 무엇일

지에 대한 고민은 후속 연구의 몫으로 남겨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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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eaning of feminism 
knowing

- Focusing on women in their teens and 20s 
supporting the standpoint of ‘TERF’-

Song, Ji Soo
Department of Sociolog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revealed the meaning of feminist knowledge for women 
in their teens and 20s who support the standpoint of 
Trans-Exclusionary Radical Feminism(TERF). In addition, this study 
also revealed under what conditions the feminism knowing is being 
deferred or sustained. The main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When defining Trans-Exclusionary Radical Feminism as a 
standpoint that only biological women can be the subject of the 
women's movement and that the achievement of the women’s 
movement should be divided among biological women, the specific 
context in which study participants support the standpoint of 
Trans-Exclusionary Radical Feminism is as follows: First of all, 
women who engage in feminism in digital space were being asked to 



- 109 -

respond quickly to feminist issues and take a quick 'standpoint' for 
them. Also, in the process of responding to everyday fear of crime, 
or supporting meritocracy, they ask for space made up of only 
"biological" women, and support the standpoint of TERF. However, it 
was hard to say that anxiety about survival or crime was linked to 
hatred of transgender women and that they were promoting 
separation. For them, feminism was useful tool to explain their own 
gender discrimination, and they were accessing that information 
through digital space. But in that process, they also accept the 
utterances about transgender women without much doubt.
 The reasons why women who support TERF standpoint would not 
be more aware of other women's experiences outside their 
standpoint were: First of all, in situations where women have to 
respond effectively and quickly to backlash and digital feminism 
debates, they need a clear 'logic' or 'answer'. Also, the absence of a 
formal system to raise the issue of gender discrimination 
constrained the opportunity for women to discuss about the 
structure that made the difference in status among women. For 
them, feminist activism was limited to individual movements, and 
feminist knowledge was becoming a concise language that explained 
the experience of personal gender discrimination. In the process of 
organizing all the activities into specification and giving meaning for 
‘spec’, feminism knowledge became materialized knowledge that was 
not linked to interpretation of experience. And the experience of a 
'biological' women and the knowledge to explain it were useful 
language as a source of relationship building and attention  in the 
peer-to-peer relationships. Finally, the increasing instability in 
young women's lives due to structural gender discrimination in 
neoliberal competition increases the fatigue that accompanies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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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of knowing. In addition, the "perfect feminist" standard 
presented in digital space has also served as a limiting factor for 
women to participate in the process of knowing.
 However, participants in the study were experiencing confusion and 
contradiction in the process of forming and maintaining a single 
standpoint. This study examined which conditions enabled knowing 
despite such confusion. It was possible to talk and reveal the 
difference for the women who were in a strong relationship. In the 
process, they came to understand women in different conditions. 
Feminism classes, in particular, have become an opportunities to 
openly share experiences with teenage women who are hard to 
encounter feminism except social media.
 The above discussion is significant in that it explores the 
experiences of women in their teens and 20s who support the 
standpoint of TERF, which has been largely noted in digital space, 
and captures the effects of such experiences on feminist knowledge 
pursuit and knowing. In this study, it was intended to reveal that 
they are not people who stick to their standpoints with firm beliefs, 
and face endless contradictions and confusion in the process of 
forming and maintaining their standpoints. Therefore, evaluating only 
their digital space rhetoric cannot change the reality that constrains 
the process of knowing. This is why it is asked to reveal the 
factors that deferred or suspend the process of knowing that women 
face before criticizing their claims themselves.

Keywords : Feminism, Knowledge, Knowing, Standpoint, Women in 
their teens and 20’s, Trans-Exclusionary Radical  Feminism(TERF)
Student Number : 2019-2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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