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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사회운동(social movement)은 기존 사회 질서에 대한 집단

적인 저항으로, 운동이 발생한 사회적, 정치적 맥락에 의해 서로

다른 결과를 야기한다. 기존 체제에 대한 문제제기를 목표로 하는

사회운동의 주체들은 공유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담론 집단을 형성한다. 그래서 사회운동은 주

어진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조건에 따라 국가별 서로 다른 형태

로 전개될 것임을 예상해 볼 수 있으며, 환경적 요인으로서 정치

기회구조(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

다.

본 연구는 2018년 한국의 미투운동(#Metoo movement)을

사회운동으로 간주하고, 운동 내 주요 행위자들의 상호작용과정을

통해 현상에 대한 맥락적인 분석이 가능한 아이디어 중심의 담론

분석방법을 이론적 틀로 채택하였다. 또한, 사회운동 외부에서 영

향을 줄 수 있는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기 위해 정치기회구조 분석

을 보완적으로 실시했다. 구체적으로, 미투운동의 진행에 따라 나

타나는 담론 과정을 대안 담론의 등장, 대안담론도전, 담론의 구조

화, 지배담론의 붕괴 및 교체의 네 가지 단계로 분류하고 각 단계

별로 미투운동의 전개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치기회구조

를 구조적 기회와 인식적 기회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2018년 1월 29일 최초의 미투 발화부터 2019년 1월 31일까

지 담론 분석을 실시한 결과, 미투운동을 기존의 남성중심의 가부

장제적 가치관으로 해석하려는 아이디어와, 성범죄의 원인을 피해

자-가해자 간의 권력관계로 규정하는 저항적 아이디어 간의 충돌

을 확인하였다. 담론분석의 네 가지 단계별로 첫 번째, 대안담론

등장 단계에서는 여성의제에 친화적인 진보정당의 집권과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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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검찰개혁 국정과제가 구조적 기회로 작용하여 미투운동에 대한

정치 엘리트의 관심(attention)이 높아졌다. 그 결과, 대안담론연합

이 제시하는 저항적 아이디어가 정치 의제로 논의되어, 미투운동

에서 나타난 성범죄가 권력관계에 기반한 폭력임을 주장해 기존

남성중심의 사회질서에 저항하기 시작하였다. 두 번째, 담론 도전

단계에서는 미투운동의 대안담론 연합이 갖는 저항적 아이디어가

다수의 공감을 얻고 정당성을 확보하였다. 정치영역에서 일어난

미투운동은 정치 엘리트의 담론공간 내 입장변화를 가져왔으며,

유력 정치인과 수행비서 간의 관계에서 볼 수 있는 상하관계가 성

범죄의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또한, 검찰개혁 국정과제 수행이라는

구조적 기회에 의한 대통령의 담론과정 개입은 미투운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환기로 이어져 의도와 다르게 미투운동의 동원을 촉

진하는 인식적 기회로 작용했다. 세 번째, 담론 구조화 단계에서는

'권력형 성범죄 처벌 강화'를 목적으로 한 법률의 공포, '성인지

감수성'에 기반한 사법부의 판결 변화로 이어지는 제도적 변화를

초래했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에 힘입어 스쿨 미투, 대학가 미투,

스포츠 미투 등 일상차원의 미투운동이 일어났다. 일상적 영역에

서 권위적 대상에게 저항하는 행위는 탄핵정국 이후 권력의 부정

의한 사용을 경계하는 의식과 함께 미투운동의 참여를 동원하는

인식적 기회로 작용했다. 즉, 제도적 변화와 대통령의 담론과정 개

입은 '감히 도전할 수 없었던 대상이 권력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에 도전할 용기로 작용하여 성별 권력관계에 대한 사회적 인

식의 질적 전환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마지막 단계인 기존 지배담

론의 붕괴는 미투운동을 통해 온전히 달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여전히 기존담론의 내러티브는 남성중심의 사회구조를

공고히 하는 가치관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투운동을

통한 기존담론의 붕괴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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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남성중심의 사회구조

에 의문을 제기하고, 스쿨 미투에서 그 가능성을 보았던 것처럼

일상적인 삶에서의 권력불평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성차별, 불평등

관계를 수정하려는 방식으로 포스트 미투운동을 준비해야 할 것이

다. 앞으로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담론 경쟁 상황에서 적

절한 내러티브의 생산과 변화를 촉구하는 노력이 요구되며, 권력

관계에 대한 스토리라인의 이해를 위해 포스트 미투운동 기간을

포함해 담론 영역 내 경쟁 상황에 대해 담론분석적으로 해석하는

후속연구를 제언한다.

결론적으로, 미투운동의 발생과 전개는 한국사회 내 권력형

성범죄를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사회 내 성불평등관계에 대한 인

식을 보편화했으며, 나아가 일상차원의 권력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폭력, 차별, 성 착취에 반대하는 보편적 인권의식을 제

고했다. 이는 미투운동이 궁극적으로 성별권력관계의 타파를 목적

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회운동과 담론경쟁의 완성이라고 볼 수 없

지만, 기존의 사회질서에 충격과 변화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유의

미한 성과로 볼 수 있다. 미투운동은 위계에 의한 성범죄에 대한

한국사회 내 인식의 변화와 확산을 초래했으나, 성불평등관계에

대한 인식의 완전한 변화는 가져오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담론제도주의와 정치기회구조이론을 상

호보완적으로 활용하여 미투운동이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력을 처

음으로 조명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여성운동적 측면에서

주로 다뤄졌던 미투운동을 정치적 측면에서 분석함으로써 정치영

역 내 여성의제의 지속에 대한 배경적 설명을 제공하였다. 미투운

동이 확산되어 사회 내 인식의 변화를 가져온 것은 정치구조적,

인식적 기회의 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확인했다. 즉, 기존 사

회질서에 대항하는 사회적 욕구가 정치적, 환경적 요인이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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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면 정치영역에서 성공적으로 수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마

지막으로 미투운동의 담론 과정에서 나타나는 대통령의 의도치 않

은 영향력 발휘가 가져온 결과는 기존의 의도 중심적 연구결과와

상반된다. 이에 따라 한국정치영역에서 대통령의 영향력 행사에

관한 새로운 연구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주요어 : 미투운동, 담론제도주의, 사회운동, 정치적기회구조이론,

대통령의 영향력 발휘, 페미니즘 정치

학 번 : 2020-25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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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문제제기와 목적

본 연구는 2018년 한국의 미투운동(#Metoo movement)1)의 전개와

확산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담론의 변화를 분석해 미투운동의 지속과

확산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 요인을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미투운동 담론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이 미투운동의 확산에 미친

영향을 정리하고, 미투운동이 초래한 사회 구조적 변화와 한국 사회 내

성불평등, 젠더권력관계 인식의 변화를 탐구한다.

2018년 한국의 미투운동은 한국의 반(反) 성폭력 운동 역사에서 전

례 없이 큰 사회적 반향을 가져왔다. 그 시작은 1월 29일, 현직 검사가 8

년 전 검찰 간부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JTBC 뉴스룸에서 고발한

일이다. 이렇게 개인의 발화(speak out)에서 시작한 미투운동은 문화예

술계로 확산되어 이윤택 연출가의 상습 성추행 사건2)과 고은 시인의 지

속적인 성추행, 성희롱 고발3)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이어서 정치권에서

는 안희정 충청남도 도지사, 정봉주 전 국회의원 등 정치인 보좌진의 미

투운동 참여4)가 이어졌다. 그 뒤로도 수많은 성범죄 생존자들이 ‘더 이

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가해자를 멈추고, 다른 이에게 용기를 주기 위

해’ 스스로 자신의 피해 경험을 사회에 공개했다. 방송인, 정치인, 유명인

1) 미투 운동(#Metoo movement)을 다루는 많은 연구에서 #미투, #미투운동, 미투, #Me
too 등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일관된 서술을 위해 해시태그를 제
외한 ‘미투운동’으로 서술한다.

2) 김정효. (2018, 2월 21). 연희단거리패 단원 폭로 “이윤택 성폭행 사실이었다”.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32976.html

3) 박창욱. (2018, 2월 7). 최영미 폭로 성추행 의혹 “En선생” ‘고은 시인 추정’.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3230150

4) 황금비. (2018, 7월 28). 갈 길 먼 현실 드러낸 ‘안희정 사건’…미투에서 재판까지.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5525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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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인물을 지목했던 미투운동은 교육계, 체육계의

사제관계 등 사회 내 일상적인 영역에서 발생하는 성적 억압, 차별에 저

항하고 변화를 촉구하는 사회운동으로 발전했다.

미투운동 이전에도 성폭력 생존자가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고발하고

사회변화를 촉구하는 일은 1980년대 이후로 지속적으로 있었다(권김현영

2018; 김애령 2019; 백미연 2019). 그러나 한국 언론에서 성폭력 사건은

관행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 개인 간의 문제로 치부되었고, 한국사회에

서 피해자가 성범죄 피해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고통을 주고, 상황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여겨졌다(김정희 2018). 그럼

에도 불구하고 2018년 미투운동은 성폭력 생존자가 언론이나 소셜네트워

크서비스(SNS)를 통해 자신의 신원을 드러낸 채로 피해사실을 알렸고,

대중들이 적극적으로 지지를 표명하며 문제해결과 사회적 변화를 촉구했

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즉, 기존의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념에 정면

으로 도전하고 사회적 연대와 지지를 얻은 것이다. 그렇다면 남성중심의

기존 사회질서에 문제를 제기하는 미투운동이 확산 될 수 있었던 결정적

인 원인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본 연구는 미투운동의 전개 과정에서 나

타나는 갈등 상황에 주목한다. 연속적인 미투발화에서 나타나는 사회 내

문제의식과 변화 요구가 기존 사회 질서에 문제를 제기하는 데 성공하

고, 사회적으로 수용됐기 때문에 미투운동은 지지받고 사회 내 여러 분

야로 확산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투운동의 전개과

정에서 나타나는 주요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인 담론과정을 살펴본다. 보

다 구체적으로, 미투운동의 주요 행위자가 기존 질서를 유지하려는 세력

을 설득하고,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쳐 제도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과

정을 살펴본다. 이때, 미투운동은 개별 국가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조

건에 따라 서로 다른 전개 양상과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미투운동이

일어난 시기의 사회적, 정치적 맥락을 고려해 미투운동 외부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탐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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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8년 한국의 미투운동에서 나타나는 주요 행위자들의

상호작용 과정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한다. 사회운동으로써 미투운동이 기

존의 사회질서에 저항하는 과정을 단계별로 살펴보고, 담론과정에서 나

타나는 미투운동의 확산과 수용의 핵심 요인을 탐구한다. 구체적으로, 아

이디어중심의 담론제도주의를 이론적 틀로 채택하여 주요 행위자들이 채

택한 아이디어의 상호작용 과정을 살펴본다. 그리고 정치기회구조 분석

을 통해 미투운동 외부에 존재하는 사회적, 정치적 맥락이 사회운동으로

서 미투운동의 전개과정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분석해 미투운동의 확

산과 지속의 핵심 요인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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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필요성과 의의

미투운동을 다루는 기존의 문헌은 미투운동이 초래한 사회적, 문화

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지만, 사회운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적 맥락

과 전개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과정을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먼저,

여성주의 학계에서는 미투운동을 여성운동의 한 종류로 해석하고, 페미

니즘의 새로운 지향점을 제시하는 계기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여성주의

학계는 미투운동의 발생과 확산을 사회 구성원 간의 임파워먼트

(empowerment)로써 설명하지만, 이러한 연대와 지지가 발생할 수 있었

던 정치적, 사회적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다음으

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연구는 미투운동에 소셜미디어가 미친 영향 또

는 성범죄 사건에 대한 언론의 보도 행태나 윤리적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그러나 미투운동이 가져온 사회적 파장은 미디어의 특성이나 보

도자의 도덕적 해이만으로 전부 설명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처럼

미투운동을 다루는 기존의 문헌에서는 미투운동의 행위자간 상호작용이

나 사회적 욕구가 투입되는 사회구조적 요인을 고려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2018년 한국의 미투운동의 폭발적인 확산과 미투운동이 한

국 사회에 가져온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면 미투운동의 담론적 맥락 그리

고 사회, 정치적 배경을 복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한국의 미투운동이

발생한 2018년에는 미국의 미투운동이 실질적인 보호 방안인 타임즈업

(#timesup) 운동으로 발전하는 성과를 거두고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퍼져 나가고 있었다. 국내에서는 2017년 제 19대 대통령 선거

에서 문재인 후보가 주요 공약 중 ‘실질적 성평등’을 10대 공약 중 여섯

번째로 제시하면서(강원택, 성예진 2018) 여성, 인권, 공정 등 사회정의

문제를 정치영역으로 가져왔다. 이후 박근혜 정권을 '적폐' 혹은 '구시대

적 세력' 등이라 규정하고 이를 청산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정의, 공정 등

변화와 개혁에 대한 시민사회의 기대감을 고양시켰다. 실제로, 최초의 발

화자인 서지현 검사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계정에 게시한 글에서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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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화가 해외의 미투운동과 동일하며 사회가 변화할 수 있다고 믿는 모습

이 나타난다. 즉, 새로운 사회와 개혁에 대한 기대감의 표출로써 나타난

것이 2018년 미투운동이다.

본 연구는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과정을 통해 제도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담론분석을 통해 2018년 미투운동을 살펴본다. 미투운동에서 나

타나는 성불평등관계에서 비롯된 성범죄에 대한 문제제기가 담론을 형성

해 사회적으로 수용, 확산되고 제도적 변화를 가져오는 과정을 살펴봄으

로써 미투운동 담론의 정치를 탐구한다. 그리고 정치기회구조 분석을 통

해 미투운동의 문제제기가 사회적으로 수용되어 성불평등 상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는 사회문화적, 정치적 맥락을 고려한다. 이와 같이

미투운동의 담론과정과 환경적 요인을 복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미투운

동의 지속과 확산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 요인을 탐구한다. 나아가, 본 연

구에서 살펴본 미투운동이 가져온 사회적, 제도적 변화가 포스트 미투운

동 시기 한국정치에서 미치는 영향과 페미니즘 의제의 지속가능성을 제

시하는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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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선행연구와 이론적 검토

제 1 절 기존문헌 검토

1. 미투운동 기존연구 경향5)

최초의 미투운동(#Metoo movement)은 2006년 미국의 사회운동가

타라나 버크(Tarana Burke)가 여성의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고발

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그 후 미국의 미투운동이 젠더 권력관계를 지적

하고 직장 내 부정의를 고발하는 사회운동으로 거듭난 계기는 2017년 알

리사 밀라노(Alyssa Milano)가 할리우드 제작자 하비 와인스틴(Harvey

Weinstein)의 성폭력 사건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폭로한

일이다(Garcia 2017; Kantor & Twohey 2019). 그 후 미국의 미투운동은

지속적인 사회적 관심 속에서 2018년 1월,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타임즈업(#timesup)운동으로 발전했다. 할리우드 여배우들이 성폭력 재

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응단체를 설립해 직장에서의 공정함, 안정성, 형평

성에 초점을 맞추어 성범죄의 근본적인 원인인 권력불균형(power

imbalance)를 해결하고자 한 것이다(Langone 2018). 이처럼 미국의 미투

운동은 개인의 용기 있는 발화에서 시작하여 사회 여러 분야로 확산되었

을 뿐만 아니라 문제 예방과 사후 해결을 위한 조직화에 성공하면서 세

계적인 관심을 받았다.

또한, 미투운동의 성공적인 확산 사례로 스웨덴의 사례를 들 수 있

다. 스웨덴의 미투운동은 방송인 마틴 티멜(Martin Timell)과 유명 칼럼

니스트 프레드릭 비르타넨(Fredrik Virtanen)이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되

면서 시작했다. 이후 미투 참여자들은 소셜네트워크 상에서 자신이 종사

하는 산업에서 사용하는 표현 또는 특수한 용어를 해시태그(hashtag)를

5) 미투운동에 관한 연구는 매우 광범위하나 이 글에서는 미투운동의 역사적 흐름과 대
중의 반응, 그리고 미투운동을 사회운동으로 다루는 문헌을 중심으로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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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공유하며 사회 여러 분야로 확산되었다. 그 결과 약 60여 개 산업

분야의 참여가 이어졌고, 대중의 관심과 함께 동종업계 피해자들을 결집

하는 효과를 거두었다(Bloomberg 2017). 송지원(2018)은 스웨덴의 미투

운동이 사회 구조 내 성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성공적인 국가 페미니즘

의 효과 아래 장기적으로 미투 담론을 발전시켰다고 평가한다. 또한 스

웨덴의 정치적 배경을 평가한 문헌을 보면, 지난 15년 동안 스웨덴 정계

에서 양성평등 이슈가 지속적으로 다루어진 점, 페미니스트 정당이 양성

평등 및 여성인권 문제를 두고 다른 정당에 정치적 압력을 가했던 점이

기반 마련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했다(Swedish Secretariat for

Gender Research 2018; 송지원 2018 재인용).

이러한 미투운동의 성공적 확산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

징은 주로 사회적 영향력이 큰 유력자를 대상으로 발생한 첫 번째 발화

를 기점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상에서 사회 여러 분야의 참여자들을

동원하고, 궁극적으로 사회구조적 문제를 지적한다는 점이다. 특히 개별

국가의 미투운동이 사회적, 정치적 배경이 상이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전개 양상을 띠지만, 미투운동의 참여자들은 사회구조 내 성불평등 상황

에 대한 문제의식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투운동을 연

구한 기존의 문헌을 살펴보면, 여성학계와 미디어 학계에서 연구가 주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었다.

먼저, 미투운동의 내러티브, 사회적 욕구 측면을 중심으로 다룬 문

헌으로 여성주의 문헌을 볼 수 있다. 여성학계는 미투운동을 성범죄 고

발 운동이 아니라 여성 혐오와 차별에 대항하는 저항운동으로 정의한다.

이미숙(2019)은 미투운동이 한국의 거대한 사회적 변화를 의미하며 반

성범죄 운동으로서 타임즈업(#timesup)운동과 같은 여성의 저항운동으로

구체화되는 현상을 통해 변화를 견인하는 여성집단이 새로운 페미니즘의

물결에서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한편, 미투 발화자의 이

례적인 특성과 사회적 연대의 의미를 강조하는 문헌도 있다. 백미연

(2019)은 미투운동이 성범죄 생존자의 공개적인 피해사실 발화에 익명의

연대와 지지가 가능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며, 나아가 포스트 미투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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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포용’과 ‘참여의 평등’ 가치를 중심으로 더욱 포괄적인 페미니즘 정

치, ‘연대의 정치’로 나아갈 것을 제안한다. 한편, 김보명(2018), 이나영

(2018b)은 미투 참여자들이 사법적인 절차가 아니라 언론과 소셜네트워

크서비스(SNS)를 선택했다는 점에서 한국사회의 성범죄 관련 사법절차,

피해자를 보호하고 성범죄의 재발을 방지하는 법과 제도가 미비함을 지

적했다. 나아가, 이러한 현상을 기존의 제도를 구성하던 국가 페미니즘

전략의 실패로 규정하고, 남성중심의 사회구조를 타파하기 위한 새로운

페미니즘 이론과 가치가 필요함을 주장한다. 이처럼 여성학계는 미투운

동이 전개되고 그 후 이루어지는 사회적 논의와 수용 과정에 집중한다.

즉, 미투가 단순한 성범죄 폭로 운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사회구조 내

성차별, 성불평등의 고발로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이고, 여성 저항운동으

로 확대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김애령(2019)은 미투운동을 아이리스 마리온 영(Iris Marion

Young)의 ‘구조적 부정의’ 개념을 차용하여 시민운동으로서 미투 운동을

정의론의 관점에서 성찰한다. 그는 미투운동이 새로운 페미니즘의 물결

로 공동체적으로 폭력의 문제를 성찰하는 계기이자 ‘사회 내 부정의’를

고발한다고 주장한다. 이진옥(2018)은 미투운동이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변화를 추구하는 측면에서 촛불혁명의 연장선 상에 있다고 주장한다. 나

아가 광장 정치에서 이어지는 여성 정치를 조명하며 한국 최초의 여성대

통령을 탄핵하는데 성공한 여성주의 집단이 앞으로 페미니즘 정치로 나

아가기 위한 성평등 추구 행위로서 미투운동을 채택한 것으로 평가한다.

스튜어트(Stewart 2019)는 일반적으로 성범죄 피해고발을 결심한 여성들

에게 필연적으로 돌아오는 질문인 “왜 더 일찍 말하지 않았느냐”에 대한

해답이자 원인으로써 인식론적 부정의(epistemic injustice)을 제시한다.

젠더 권력관계에 기반한 폭력을 당한 여성에게 고질적으로 ‘불순한 의도

가 있음’을 의심하고 ‘완전한 피해자성’을 요구하는 것, 피해자에게도 ‘혐

의가 있음’을 강요하는 ‘가스라이팅(gaslighting)’, 등과 같은 미투운동에

서 일어난 2차 가해의 심각성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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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내 여성주의 학계에서 이루어진 미투운동에 대한 연구는 여

성운동의 맥락에서 기존의 국가 페미니즘을 구성하던 신자유주의 페미니

즘을 거부하고 새로운 페미니즘의 시작점으로 평가한다. 즉, 개별 사건을

구체적으로 다루기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어떤 가치논쟁이 있었으며,

페미니즘 정치의 실현을 위한 새로운 가치 창출과 비전 제시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는 미투운동의 전개과정에서 일어난 갈

등상황이나 정치적 배경, 그리고 행위자 간 충돌을 구체적으로 다루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다음으로, 미디어 학계에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미

투운동 참여의 확산, 익명의 사회적 지지 현상을 다룬다. 도슨(Dawson

2020)은 호주의 미투운동에서 해시태그를 통해 빠른 공유가 가능한 온라

인 환경이 해시태그를 형성할 때 만들어지는 내재적인 내러티브를 작동

시킬 수 있음을 제시한다. 그는 트위터(Twitter)의 알고리즘 구조를 통해

서 공유되는 해시태그 내러티브는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을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 사회문화적 담론이 정치적, 사회적 의의를 형성한다고 주장한

다. 국내에서 트위터 메시지 분석 결과를 통해 미투운동이 그 동안 사법

적 절차나 제도를 통해 보호받지 못한 개인이 온라인 가상의 공간을 활

용하여 사회변화를 촉구하는 고백이며, 연대를 전제로 하고 있음을 확인

했다. 또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여성들이 연대할 수 있는 공간

이자, 온라인상에서 젠더갈등을 부추겼다고 주장한다(이종임, 홍주현, 설

진아 2019). 이와 비슷하게, 미투운동을 다루는 언론의 보도윤리와 관련

된 연구도 존재했다. 다수의 문헌에서 언론이 미투운동과 관련한 성폭력

사건을 자극적이고 단순한 성별갈등 의미 틀에 입각해 보도한다고 지적

한다(이미나 2018; 최이숙 2018;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2018). 동일

한 맥락에서 이나영(2018a)은 언론이 성폭력 피해를 고발하는 피해자에

게 ‘완전한 피해자성’을 요구하지 말아야 함을 지적한다. 이처럼, 미디어

중심의 연구는 미디어를 미투운동의 확산에 영향을 미친 주요한 요인이

자 행위자로 간주한다. 하지만 미디어 중심의 연구는 언론 보도의 의미

와 미디어 노출이 미치는 단기적인 영향력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 미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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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이 가져온 사회적 변화를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미투운동을 사회운동으로 간주하고, 미투운동이 정책결정과정과 매

체와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탐구하는 문헌도 있었다. 주은혜와 백영민

(2019)은 미투운동을 사회운동의 한 종류로 개념화하고, 갬슨과 울프스

펠드(Gamson & Wolfsfeld 1993)의 문헌에서 사회운동이 매스미디어의

보도를 통해 지지와 연대를 얻을 수 있다는 주장에 근거하여 미투운동을

지지하게 되는 결정요인으로 미디어의 동원효과를 경험적으로 확인한 바

있다. 한편 마이어스(Janel Myers 2020)는 사회운동으로써 미투운동이

미국의 성범죄 관련 공공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을 때, 미투운동과

성범죄 공공정책 입법은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으나 미투운동과 언론의

관심 사이의 중요한 연관성을 확인한 바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연관성이

사회운동 전개 환경에 영향을 미치며, 정책결과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

었음을 확인했다.

신문과 언론보도에서 나타나는 미디어 담론 텍스트 분석을 시도한

문헌도 찾아볼 수 있었다. 타일스테드(Tylstedt 2021)는 스웨덴의 미투운

동 기간 동안 4개 주요 일간지의 신문기사 데이터 샘플을 활용해 스웨덴

뉴스 미디어 내에 존재하는 가부장제적 담론 텍스트의 존재를 확인하고,

이들이 어떻게 기존의 남성중심의 사회를 지지하는지 확인했다. 크나블

(Knabl 2019)은 기사 작성자가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고려해 미국과 영

국의 인터넷 기사를 분석했을 때, 담론 텍스트의 차이, 내러티브의 생성

과 담론 경쟁의 양상이 다른 것을 확인하고, 미투운동의 확대에 있어서

언론이 주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국내의 경우, 김정희

(2018)의 연구에서 미투 사건을 보도하는 네이버 뉴스 자료를 바탕으로

비판적 담론분석을 볼 수 있다. 그는 미디어 담론 분석결과에 따라 나타

나는 ‘폐쇄적 집단’, ‘위계 구조’ 등과 같은 표어들로 미투운동을 정리하

고 인터넷 기사 보도자료에서 나타난 한국사회의 사회적 불 건강함을 지

적했다. 김수아(2019)는 미투운동 이후 한국 신문에서 나타난 성별 갈등

에 대한 보도를 분석하고 미디어 보도 텍스트의 특성을 확인했다. 그는

보수 언론사의 신문 보도 경향이 선과 악의 구도를 유지하며 갈등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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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으로 페미니즘이나 여성을 제시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러한 측면

에서 보수 언론사가 한국사회에서 성평등 가치를 사회적 담론화 책무성

에 대한 시각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김기운, 최윤소, 서희진(2021)은 스

포츠 미투의 전개과정에서 생산된 사회적 담론의 의미와 특징을 분석하

고 체육계 내의 성불평등과 낮은 성인지 감수성을 지적했다. 궁극적으로

미투담론이 그간 드러나지 않았던 체육계 비리와 인권침해의 실태를 공

론화하고 정책 및 학술적 변화를 이끌었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담론

분석은 미투운동이 한국사회 내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성불평등을 조명했

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분야의 폐쇄적인 구조와 위계관계를 폭력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하는 한계가 있다.

이처럼 미투운동의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았을 때, 미투운동의 확산

을 거시적으로 조명하고, 매체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미투운동의

담론을 분석한 문헌도 있었으나 대부분 미디어 보도에 국한되어 미투운

동이 제도권 내의 행위자들의 정책결정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쳤는지 확

인하기 어렵다. 또한, 담론 텍스트 분석에서도 미투운동 기간 동안 드러

난 대립적 담론 텍스트의 원인인 가치의 충돌 현상을 단편적으로 서술하

거나 미투운동 당시의 정치적, 사회적 배경을 고려한 논의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드러난다.

2. 사회운동으로서 미투운동

이 연구는 미투운동을 단순한 ‘성범죄 고발’이 아니라 기존 체제의

모순을 지적하고 변화를 촉구하는 사회운동으로 간주한다. 2018년 한국

의 미투운동은 참여자들이 ‘피해자 정체성’을 바탕으로 ‘성범죄를 문제

삼지 않았던’ 기존 질서에 저항하며 사회변화를 촉구했고, 조직화에 성공

했기 때문이다. 기존 체제에 대한 문제제기를 목표로 하는 사회운동은

근본적으로 그 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조건에 따라 국가별로 서로

다른 형태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이성철, 백원순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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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운동은 주어진 사회적, 정치적 조건 속에서 기존의 사회 질서를

채택하는 집단과 대립하며 사회운동의 가치 또는 사회적 요구가 수용될

수 있도록 대중을 설득한다. 이러한 담론과정의 결과로 사회적으로 그들

을 지지하는 세력이 많아지고 다른 사회 분야의 참여가 성공적으로 발생

하며 궁극적으로 제도적 변화를 가져왔을 때 사회운동이 제시하는 사회

적 욕구가 수용, 확산된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한편, 사회운동에 참

여하는 행위자들은 사회운동에 참여함으로써 기존 사회규범이 바뀔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참여한다. 이때 행위자들은 공통의 사회적 불만,

문제의식을 공유하게 되는데 미투운동에서는 ‘피해자 정체성’으로 구체화

된다. 이나영(2018a)은 미투운동의 참여자들이 일상적인 성차별과 성폭

력에 노출되어 있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음을 확인했고, 김보명

(2018)은 미투운동 참여자의 문제의식이 우리 사회의 남성중심의 성불평

등 관계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으로 확장되는 현상을 확인했다.

사회운동으로써 미투운동의 주체들은 공유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담론 집단을 형성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주요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미

투운동 담론 행위자 중 하나는 정치 엘리트이다. 일반적으로 대의민주주

의 국가에서 정치 엘리트는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표자로서 시민들

이 주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를 정치 의제로 반영할 것으로 기대한다

(Miller and Stokes 1963; Pitkin, 1967; Dahl & Tufte, 1973).

하지만 실제 정치영역에서 특정 사안이 정치 의제로 반영되는 것은

정치 엘리트의 관심이나 우선순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Edwards &

Wood, 1999). 예를 들어, 대통령의 담론 영역 내 개입 또는 관심

(attention)은 희박한 자원으로써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나 주로 주

요 국정과제나 공약 등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윤종성, 김영오 2012).

2018년 한국의 미투운동의 경우,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 엘리트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정권 교체에 성공한 대통령이 임기 초 선거공약 및 국

정과제를 수행하려는 시기였고, 미투운동의 첫 번째 발화는 대통령의 국

정과제인 ‘검찰개혁’에 부합하는 부장 검사가 가해자로 지목되었다. 그리

고 2018년 제 6대 지방선거를 앞둔 시기에 여당의 차기 대선주자이자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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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남도의 도지사가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되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정치 엘리트 행위자는 미투운동의 담론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치 엘리트의 담론 행위 또는 개입은 당

시의 정치적 역관계, 정당 구조 등 정치적 조건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환경적 요인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다.

다음으로, 언론과 미디어도 미투운동 담론영역의 주요한 행위자로

볼 수 있다. 베어와 아엔거(Behr and Iyengar 1985)에 따르면 뉴스매체

가 특정 쟁점에 대해 더 많은 기사를 보도할수록 대중은 더 많이 기사화

된 쟁점이 사회적으로 더 긴급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

다. 이처럼 대중은 대중매체를 통해 대부분의 정치, 정책과 사건에 대한

정보를 얻고, 정치 엘리트가 현상을 해석하여 생산하는 메시지나 정보는

언론의 보도 방식, 빈도 등에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중의 반

응과 사회적 관심의 수준 언론과 미디어를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정치 엘리트의 메시지는 전달 과정에서 재해석되거나

수정되어 의도 그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이한수 2012). 이 과정에

서 각 언론사 또는 생산 주체가 미투운동의 사회적 담론에 공감 또는 지

지를 표하는지에 따라서 정보 전달 방식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

이다.

한편, 담론분석의 측면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그 자체는 미

투운동의 행위자로 보기 어렵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미투운동의 빠

른 확산을 돕고, 대중들의 지지와 연대로 이어진 것은 다수의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으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미투

운동의 전개에 따른 대중의 반응이다. 즉, 개별 행위자로서 담론 영역 내

위치를 갖지 못한다. 또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는 개인의 생각과 비슷한

사람들이 주로 모여서 의견을 교환하는 공론장으로써 서로 의견이 비슷

한 사용자끼리 상호작용하며 의견을 공유하기 때문에 선택적 편향이 일

어나기 쉽다. 따라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반응을

여론으로 치환했을 때 미투운동에 대한 반응이 과대평가 될 수 있고, 이

용자 분포가 사회 전체를 대변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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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이론적 틀과 연구모형

1. 아이디어 중심적 접근

본 연구는 미투운동의 전개과정에서 나타난 행위자 간의 담론적 맥

락을 분석해 미투운동의 확산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탐구한다. 미투운동

이 사회 운동으로 거듭나는 과정에서 피해자 정체성에 기반한 저항적 아

이디어를 형성할 것이라 보고, 기존의 사회질서와 대립하는 과정을 아이

디어 중심적 접근(ideational approach)을 통해 이해한다. 구체적으로, 행

위자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담론적 맥락을 형성하고 상호작용하

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담론 상호작용 과정의 결과로서 정책결정과정에

도달하는 과정을 탐구한다. 이러한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아이디어중심

적 접근의 분석방법으로 슈미트(Schmidt 2002; 2008; 2010)의 담론제도

주의를 연구의 이론적 틀로 채택한다. 또한, 분석과정에서 나타나는 담론

공간 내 경쟁과정을 구체화 하기 위해 하야(Hajer 1995)의 논증적 담론

분석을 살펴보고, 이를 경험적 연구에서 복합적으로 사용한 하네스 모슬

러(2011)의 경험적 논의를 고찰한다.

◯1 담론제도주의(Discursive institutionalism)

담론제도주의는 담론을 사회와 조직의 ‘제도(institution)’의 본질로

서 인간의 상호작용과정의 결과물로 가정한다. 즉, 사회구조나 조직규범

등과 같은 거시적 현상과 개인의 신념과 가치관 등의 미시적 현상 사이

의 역동성을 설명하기 위해 말하기 듣기와 쓰고 읽기와 같은 주요 행위

자 간의 상호작용에 주목한다(백영민, 강현희 2021). 또한, 슈미트는 아이

디어를 정책 결정 기저에 존재하는 본질로서 간주한다(Schmidt 2002; 하

네스 모슬러 2011). 이러한 아이디어는 ‘홀로 떠다니지 않고’ 담론적 맥

락 안에서 존재하며 변화에 대한 ‘설명서(introduction sheet)’라고 할 수

있는 텍스트를 내포한다(Schmidt 2002; Blyth 2003). 따라서 아이디어는

담론의 핵심 요소이자 아이디어는 그 자체가 변화할 수 있는 동적인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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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이기 때문에 행위자가 정해진 상황에서 다른 행위자가 상반된 선호를

갖고 개인적인 수준의 유인체계에 의해 정책결정을 내리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결정으로 인한 제도 변화는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 과

정에서 아이디어의 변화로 설명될 수 있다. 슈미트에 따르면 변화 ‘담론’

의 변화는 기존의 지배적인 담론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에 도전하는 대

안 담론의 등장은 기존 담론의 위기를 전제로 하며, 위기는 외생적으로

발생한 충격이나 내생적으로 발생한 아이디어의 전환이라는 ‘결정적 사

건’(key events)으로 인해 발생한다(Schmidt 2008). 즉, 결정적인 사건이

기존의 아이디어로는 설명되지 않고, 불확실성이 심화되어 정당성을 상

실해가는 순간을 기존 담론의 위기로 볼 수 있다. 이때 대안 담론이 새

로운 아이디어를 통해 현상을 설명하는 데 성공했을 때 대안담론은 지배

담론으로 부상한다(Schmidt 2002; 2008). 이러한 담론 경쟁과정의 위기

는 사회운동의 맥락에서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 있다. 기존 체제에서 발

생한 모순점에 대한 문제제기가 집단적 행위로 발전하는 것이 사회운동

이며, 이들이 갖는 저항적 아이디어가 대안적 아이디어 또는 대안 담론

으로 구체화 될 수 있다. 나아가 사회운동이 적절히 기존사회 맥락에 수

용되거나 반영되어 제도적 변화를 이끌어 냈을 때, 이를 담론제도주의

맥락에서 담론 도전의 성공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미투운동에서도

이러한 관점을 적용하여 미투운동의 수용과 확산을 설명해 볼 수 있다.

또한, 담론의 경쟁이 일어나는 영역을 행위자의 영향력 수준, 제도

적 권력 수준에 따라 나누어 볼 수 있다. 슈미트(Schmidt 2008)는 정책

결정과정에서 일어나는 제도 변화가 정책 행위자 간의 ‘정책아이디어 소

통과 경쟁’이 일어나는 조정적 담론과 정책 행위자와 일반 시민간의 사

회적 수용 문제를 다루는 소통 담론을 통해 일어난다고 제시한다. 그러

나 하네스 모슬러(2011)는 지구당제도의 변화를 설명하며 이러한 슈미트

의 담론 영역의 구분이 분석을 위한 이상화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담

론 과정에서 소통적 영역과 조정적 영역을 완전히 구분할 수 없다고 설

명한다. 그는 대안적 방법으로 하야(Hajer 1995)의 논증적 담론 분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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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제시하는 ‘스토리라인(story line)’ 개념을 사용해 담론영역을 구조화

할 것을 제안한다.

◯2 논증적 담론분석(Argumentative discourse analysis)

논증적 담론분석은 담론생성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논증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 이들은 정치적 문제가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으로 개념화

하고, 정책의 형성과정에서 나타난 행위자들의 담론 과정 속 논거에 집

중한다. 따라서 담론 상호작용 과정을 보다 구체화하여 규명할 수 있게

되었다.

하야(Hajer 1995)에 따르면 스토리라인(story line)이란 행위자들이

특정한 현상에 대해 의견을 교류하면서 활용하기 위해 생성된 내러티브

이다. 이러한 스토리라인의 집합으로써 담론연합(discourse coalition)은

행위자들이 지니는 이해관계와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일정한 사

회적 구성물을 둘러싸는 대형을 형성한다. 즉, 담론 경쟁에서 행위자들은

핵심이 되는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현상을 설명하는 스토리라인을 통해

담론연합에 참여하여 상호작용한다(Hajer 1995; 하네스 모슬러 2013). 스

토리라인의 논리적 구조와 내용은 담론연합의 압축적 내러티브

(narrative)로, 담론 공간의 행위자들에게 현상을 일관되게 정리해주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각 담론연합의 스토리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

러티브를 분석함으로써 행위자들의 아이디어와 합리화 전략을 파악할 수

있다(하네스 모슬러 2011). 내러티브가 담지하고 있는 행위자의 주요 논

리적 구조와 합리화 전략, 아이디어가 일관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때,

의미 틀(frame)로 공고화된다. 이러한 틀 짓기는 현상에 대한 공유된 이

해를 도모하기 위한 의식적이고 전략적인 노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McAdam, McCarthy & Zald 1996). 즉,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개인의 미

투 고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사회적 욕구는 사회 여러 분야의 행위

자와 함께 저항적 아이디어를 채택하고, 담론 상호작용을 통해 담론연합

이 공유하는 의미 틀(frame)로 구체화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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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담론연합의 상호과정이자 대안적 아이디어를 채택하는

담론연합이 기존의 지배적 담론에 도전하는 행위가 담론 경쟁(discourse

competition)이다. 이러한 담론 경쟁은 제도적 틀(institutional Setting)안

에서 이루어지고, 각 행위자들이 제도적 위치에서 어떤 담론의 아이디어

를 채택하여 통제하였는지에 따라 소속 담론연합이 결정된다. 담론연합

별 아이디어를 설명하는 논리적 구조인 스토리 라인은 담론 영역 내 행

위자가 담론 재생산과 상호작용 과정에 얼마나 설득력 있게 기여하는지

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즉, 상호작용 과정에서 사회 현상에 대한 내러

티브(narrative)가 형성되고 이러한 내러티브가 축적됨에 따라 스토리라

인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나아가, 담론 경쟁이 진행됨에 따라 내러티브와

스토리 라인이 현상을 일관성 있게 설명할 수 있게 되면서 의미 틀

(frame)로 공고화 된다(Hajer 1995). 따라서 각 담론연합이 제시하는 서

로 다른 아이디어에 기반한 해석이 현상을 적절히 설명했을 때, 담론 영

역에서 위치를 공고히 할 수 있고, 해당 아이디어와 그 아이디어를 채택

하는 연합이 정당성을 획득하여 담론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

이러한 담론 영역 내 상호작용 현상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담론공간 내 담론연합 간 상호작용 모형 (하네스 모슬러 2011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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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치적 기회구조와 구성주의적 접근

앞서 확인한 것처럼 사회운동은 발생 당시의 사회적, 정치적 조건에

따라 확산되기도 하고, 상이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이에 따라 미투

운동도 마찬가지로 주요 담론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사회운

동 외부의 요인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사회

운동의 주요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에 주목하는 담론제도주의는 담론 영

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재적 요인을 담론도전과 주류 담론 변화의 계

기로만 간주하기 때문에, 담론 영역 외부의 요인을 지속적으로 고려하지

못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운동과 구조 간의 상호관계를 다루는

정치기회구조 개념을 활용해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정치적 기회구조(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는 ‘사회운동 외부

에서 사회운동의 전개와 목표의 달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적 요인’

으로 정의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정치적 기회구조는 사회운동 외

부의 제도, 갈등 등 사회운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계기(signal)

들의 조합이다(Rucht 1990; Tarrow 1996). 이러한 정치기회구조가 영향

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정치체제의 개방성(openness)을 전제로 하는데 이

조건은 사회운동이 발생하기 위한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정치체제의 개

방성이 높은 사회는 집단적 저항 또는 문제제기를 용인할 수 있는 정치

체제를 갖춘 사회로, 사회운동 집단이 적극적으로 기존 사회 질서 내 모

순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체제의 개방성은 반드시 사회운동의

발생과 수용에 비례하지 않는데, 정치체제의 개방성이 극도로 높은 경우

사회 내 모순점이 제도적으로 원만히 해결될 수 있어 사회운동이 발생하

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치기회구조는 정치체제의 개방성 정도를 포함한

엘리트 지형의 안정성, 엘리트 집단 내부의 균열과 동맹세력 등의 변수

로 구체화 된다(Gamson and Meyer 1996; Tarrow 1996). 하지만 개별

국가의 다양한 사회적 맥락과 정치체제에서 일어나는 사회운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정치기회구조를 위의 변수로 특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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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Koopmans 2004). 이에 따라 정치기회구조 분석을 채택하는 연구는

연구자의 재량에 따라 사회운동의 발생을 설명하기 위해 개별 변수를 정

치기회구조 변수로 채택한다. 예를 들어, 키트쉘트(Kitschelt 1986)는 국

민소득, 안전보장 지출, 좌파 정당의 집권 여부 등을 구조적 변수로 설정

하고, 국가별 핵 논쟁의 강도를 통해 18개 국가의 사회운동이 정당으로

거듭나는 현상을 설명했다. 이처럼, 정치기회구조의 개념은 연구자의 재

량에 따라 사회운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요인 등 수

많은 외재적 변수를 포함하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운동 분석의 구성주의적(constructionism) 접

근은 사회운동을 설명할 때 ‘의미’와 ‘담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사회구

조와 연결시켜 설명한다. 스노우와 벤포드 등(Snow & Benfford et al,

1986)은 사회운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유형을 설명하기 위해 의

미 틀(frame) 개념을 도입했다. 사회운동 분석에서 의미 틀이란 주어진

사회질서 또는 구조에 대해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관점(scope)이다.

사회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운동의 행위자는 공유할 수 있는 의미 틀

을 형성함으로써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구조 변화의 조건을 형성한

다. 따라서 의미 틀의 형성과정, 틀 짜기(framing) 행위는 행위자들의 경

험이나 특정한 상징 등의 구체적인 의미를 상호과정을 거쳐 공통의 해석

과 실질적인 행동인 사회운동까지 이어지는 사회운동의 핵심 행위이다

(이성철, 백운순 2002). 이처럼 의미 틀은 정치적 기회구조와 사회운동조

직을 잇는 개념으로, 운동의 가치나 상징, 저항적 아이디어 등에 개인들

이 동원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정치기회구조 개념이 너무 많은 사회적 요인

을 포함한 나머지 오히려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는 ‘스펀지’ 같은 개념이

될 수 있음을 비판했다(Gamson and Meyer, 1996; Koopmans 2004). 이

러한 측면에서 의미 틀 이론과 구성주의적 접근이 정치기회구조 이론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채택됐다. 구성주의적 접근이 사회운동 분석의 개

별적인 분야를 설명하면서 세분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맥아담

(McAdam 1994)은 사회운동을 분석할 때 정치적 조건의 ‘의미가 평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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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과정’을 강조하면서 정치기회구조 개념의 세분화를 시도했다. 맥아담

은 의미 틀 개념을 바탕으로 ‘문화적 기회’를 제시했다. 문화적 기회는

사회운동의 의미 틀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나 과정이고,

사회운동은 잠재적인 지지자 또는 대중이 쉽게 수용할 수 있도록 기존문

화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쿠프만즈와 스타탐(Koopmans and Statham 1999)는 이탈

리아와 독일의 극우파의 상이한 성공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맥아담의 문

화적 기회개념을 담론적 기회구조(discursive opportunity structure) 개

념으로 구체화했다. 이들은 ‘어떤 의미 틀이 다른 의미 틀에 비해 더 큰

반응을 야기하는가’라는 연구질문의 답으로 의미 틀이 작용하는 사회의

정치문화를 고려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연구에서 담론적 기회구

조 개념을 개별 국가의 정치 문화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는 담론의 ‘내

용적 차이’를 강조하는데 사용했다. 이처럼 문화적 기회나 담론적 기회구

조의 개념은 기존의 정치기회구조 개념 안에 ‘비 정치적’인 구조적 요인

으로써 존재하고, 개별적으로 사회운동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맥락에서, 굿윈과 재스퍼(Goodwin and Jasper 2004)는 그간

의 정치적 기회구조 이론이 구조만을 강조했기 때문에 사회운동의 주체

또는 행위자의 역할이 간과되기 쉽다고 지적하며 행위자의 사고방식, 문

화에 초점을 맞출 것을 주장했다. 이에 따라 마이어와 민코프(Meyer

and Minkoff 2004)는 행위자 중심의 관점에서 정치적 기회구조를 구조

적 모델(structural model)과 인식 모델(signal model)로 세분화 했다. 그

의 연구에서 구조적 모델이 의미하는 것은 정치체제에서 비롯된 인식

(signal)들과 별개의 구조적 변화이고, 인식모델은 특정 사회현상에 대한

정치체제 전반의 개방성 정도를 의미한다. 구조적 모델은 기존의 정치기

회구조로 간주되는 다수의 요인들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인식 모델의 경

우, 연설이나 판결문 등 사회운동의 활동가와 유력한 행위자의 인지적

실천을 통해 개인을 동원하는 현상을 통해 정치체제의 개방성을 각각 측

정했다. 그는 사회운동이 초래한 정책적 결과는 구조적 모델, 구조적 기

회와 관련성이 높았으나 인식 모델의 경우 사회운동의 형성과 동원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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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더욱 큰 영향을 미쳤음을 경험적으로 확인했다. 마이어와 민코프의

연구결과는 행위자의 인지적 실천이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정치적인지 비 정치적인지 판단하지 않고 행위자 중심의 분류를 통해 직

관적인 이해가 가능하게 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담론적 기회구조가 포괄

하고 있는 ‘비정치적 요소’의 세분화로 볼 수 있으며, 행위자와 구조적

요인을 분리함으로써 사회운동이 초래하는 제도적 변화의 핵심 요인과

인지적 변화의 핵심요인의 차이를 확인하고, 개별 핵심 요인을 추려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었다.

이상의 논의를 살펴보았을 때, 정치적기회구조 이론과 구성주의적

접근을 통해 개별 사회운동의 외부에서 사회운동의 전개와 결과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포괄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사회 주류 질서에 저항하는 집단의 사회적 요구가 수용되는 과정에

서 나타나는 주요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을 포함하여 사회운동을 심층적

으로 이해하기 위해 담론 분석과 함께 정치적 기회구조의 분석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적절함을 제시한다. 그러나 기존의 이론을 종합해 보았을

때 사회운동의 담론 분석과 정치적 기회구조 분석의 담론중심의 분석틀

을 모두 사용하는 것은 분석의 대상이 중복되거나 어느 한쪽을 고르기

어려운 변수가 존재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마이어와 민코프(Meyer and Minkoff 2004)의 행

위자 중심의 정치기회구조 분류방식을 정치기회구조를 분석하는 이론적

틀로 채택한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운동 외부의 정치적 기회를 구조적

기회와 인식적 기회6)로 세분화하고, 담론 분석이 조명할 수 없는 사회운

동 외부의 영향 요인을 함께 살펴본다. 이러한 분류는 어떤 행위자가 외

부에 있는지, 또는 내부에 있는 지를 구분하는데 문제가 제기될 수 있지

만, 사회운동 내부의 활동가 또는 담론 행위자와 담론 외부의 인지적 영

향력이 강한 행위자를 구별해 내고, 담론 분석과 변수가 중복되는 것을

6) 마이어와 민코프(Meyer and Minkoff 2004)는 각각의 기회를 모델(structural model,
Signal model)로 제시했다. 그러나 해당 연구가 정치적기회구조 개념을 구체화했다는
측면에서 이 연구는 각각의 모델을 정치기회구조의 세부 개념으로써 ‘기회’라는 용어
로 분석에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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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이슈에 우호적인 정치 엘

리트와 특정 이슈에 기반한 제도적 변화를 시도하는 정치엘리트는 담론

분석을 통해 보았을 때 모두 핵심행위자이다. 그러나 실제로 대안적 담

론 영역의 내러티브를 극대화 하고, 설득력을 높이는 것은 후자이다. 또

한, 담론 중심의 정치기회구조 분석에서 ‘우호적인’ 입장의 정치 엘리트

는 정치기회구조의 한 변수로써 제시될 수 있으나 담론 분석에 우호적인

입장의 정치엘리트는 사회운동 외부의 요인이 될 수 없다. 그러나 마이

어와 민코프의 연구와 같이 행위자 중심의 분석은 전자와 후자를 구분할

수 있으며 사회운동을 계기로 사회 변화를 견인한 핵심 요인을 구조적

기회, 인식적 기회 그리고 담론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가능하

다.

3. 분석 방법

① 분석의 대상

사회운동과 담론 분석의 이론적 틀을 한국의 미투운동에 사례에 적

용한다. 일반적으로, 담론제도주의를 채택하는 연구는 대부분 주요 정책

결정에 대해 10여년 이상의 긴 연구 기간을 필요로 한다(Sabatier 1988;

백영민, 강현희 2021).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분석의 시기를 2018년 1월

29일부터 2019년 1월 31일로 한정한다. 이러한 연구기간 설정은 미투운

동의 특수성에서 기인한다. 첫째로, 담론 경쟁 상황을 만드는 ‘결정적인

사건’(key events)의 존재이다. 1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미투운동은 담

론 경쟁이 이루어질 만큼 결정적인 사건이 연속적으로 일어났다. 또한,

미투운동이 제시하는 대안적 아이디어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며, 도덕

적 당위성을 지닌 아이디어인 점 또한 빠르게 주요 행위자들이 담론연합

의 논리구조를 형성하고 대립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둘째로, 사회운동의

관점에서 미투운동은 남성중심의 기존 사회 질서와 성범죄를 터부시 하

는 사회적 인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참여자를 동원해 제도적인 변화를 이

끄는데 성공했다. 즉, 사회운동으로서 미투운동은 2018년의 시점에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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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전개, 결과의 단계를 모두 수행했기 때문에 사회운동에 영향을 준 정

치기회구조를 파악하는 데 적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미투

운동이 제기하는 대안적 담론의 규모 문제이다. 미투운동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성평등, 사회정의 실현이다. 그들이 모순점을 제기한 사회

적 질서는 가치관 또는 세계관과 같은 거대한 사회질서였다. 따라서, 미

투운동 담론과정이 궁극적으로 제시하는 아이디어의 맥락에서 성평등을

추구하고 사회 정의의 실현을 추구하는 담론경쟁과정을 모두 정리하고,

당시의 정치적 기회구조를 모두 분석하는 것은 여성운동의 긴 역사를 모

두 다루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분석을 위해 사용할 자료는 한국언론연구원이 제공하는 인터넷 기

사 데이터베이스 빅카인즈(BIG KINDS)를 이용하여 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매일 경제 등 일간지의 기사들과 KBS, MBC, OBS,

SBS, YTN의 TV 보도물을 사용한다. 이러한 언론 자료는 담론분석의

차원에서 소통적 담론영역을 잘 보여준다. 또한, 정치기회구조의 측면에

서 인지적 실천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어 미투운동 시기의

외부적 요인을 탐구하는데에도 적합하다. 다음으로, 제도적 변화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정적 담론 영역에서의 흐름과 변화를 확인하기 위

해 정당에서 발표한 성명서, 논평, 학술대회 보도자료, 국회 각 상임위원

회, 본회의 기록, 미투운동 소송의 판결문 등을 살펴본다. 이러한 자료들

은 소통적 담론 영역과 마찬가지로, 미투운동의 담론 과정에 미친 영향

뿐만 아니라 미투운동의 다양한 구조적 기회 또는 행위자의 인지적 실천

이 동원과정에 영향을 주는 것과 같은 인식적 기회를 살펴볼 수 있다.

◯2 분석의 수행과 연구모형

다음으로, 담론 분석을 진행하기 위해 하네스 모슬러(2011)가 한국

의 지구당 폐지 담론분석에서 제시한 담론 경쟁 단계 분석을 참고하여

미투운동의 담론경쟁 과정을 대안 담론의 등장, 대안담론도전, 담론의 구

조화, 지배담론의 붕괴 및 교체의 네 가지 단계로 분류한다. 각각의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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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림 2에서 볼 수 있다. 대안담론의 등장은 강력한 기존담론의 존재

에도 불구하고, 현상을 설명하는 새로운 시각이 제시되는 시기이다. 이

시기는 담론 도전의 전 단계로, 대안적 아이디어가 공식적으로 논의되기

는 하나 기존담론의 설명력을 뛰어넘지 못하고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치

지 못하는 수준이다. 담론 도전 단계에서는 이전단계에서 논의의 장에

무사히 들어온 대안적 아이디어가 기존의 지배적 아이디어와 적극적으로

대립하며 정당성의 위기를 만들어 낸다. 이 시기에는 외생적으로 발생하

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면서 대안담론 연합의 도전에 기존 담론연합

이 적극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한다. 다음으로 담론의 구조화 단계에서는

대안적 아이디어가 정치적, 사회적 의제로 채택되어 정책결정에 부분적

으로 반영되기 시작한다. 이 시기에서 대안적 담론연합은 의미 틀 형성

에 성공해 더욱 적극적인 제도화를 요구하게 된다. 마지막 단계는 지배

담론의 붕괴 및 교체이다. 대안적 아이디어의 적극적인 제도화와 함께

핵심 내러티브를 지속적으로 재생산하여 지배담론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공고화 단계로 볼 수 있다.

[그림 2] 담론연합 간 경쟁 단계

담론 경쟁 단계 구분에 따라 분석의 시기를 분류하면 그림 3과 같

다. 서지현 검사의 미투 고발과 뒤이어 나타나는 문화예술계 미투를 첫

번째 대안담론 등장 단계로써 규정한다. 이 시기에는 미투운동의 충격으

로 인해 사회적 관심이 쏠리고, 정치 엘리트의 관심을 빠르게 획득하면

서, 미투운동은 논의의 장에 진입했다. 그리고 사회운동의 발생 단계로,

개인의 용기 있는 발화에서 시작해 기존의 사회구조에 대한 모순점에 공

감하는 참여자들의 참여가 늘어나기 시작한다. 이 시기의 사회운동의 주

체는 발생 이전의 사회 구조적 요인에 의해 영향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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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2018년 미투운동의 담론 경쟁단계 연구모형

다음으로, 미투운동의 두 번째 단계는 문재인 대통령의 미투운동 지

지 담화 발표부터 정치권 미투를 포함한다. 유력 정치인의 성비위 사건

의 공개적인 논의는 담론경쟁의 결정적인 사건으로써 기존 주류담론연합

의 정당성을 위협하는 위기로 작용했다. 이 시기 각 담론연합은 동일한

미투운동에 대한 서로 다른 의견으로 강력하게 대립했다. 이 과정에서

각 담론연합의 내러티브가 강화되고 다양한 의견으로 나뉘던 담론 행위

자들은 각 담론연합별로 공통된 인식인 의미 틀이 형성되어 담론 도전이

이루어졌다. 정치적 기회구조의 측면에서 이 시기는 기존의 구조적 기회

와 함께 의미 틀의 형성을 돕는 인식적 기회가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미투운동의 세 번째 단계는 담론 구조화 단계로, 스쿨 미투, 대학가

미투, 스포츠 미투가 일어난 시기를 포함한다. 이 시기는 대안적 아이디

어에 기반한 제도적 변화가 일어나며 대안담론연합의 의미 틀이 확장되

고 더욱 공고해진다. 이 시기는 미투운동은 유력한 권력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고발이 아닌 일상생활 내에서 발생하는 권위와 위계에 기반한

성적 착취와 폭력을 고발하는 것으로 질적인 전환이 일어났다. 나아가

대안적 아이디어는 새로운 규범성으로 작용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새로운 분야의 참여자를 동원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기회구조의 측면에

서 이 단계에서 상대적으로 사회적 관심이 줄어들었음에도 미투운동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환기시키고 미투 발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식

적 기회가 주요하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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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단계인 지배담론 붕괴 및 교체 단계는 미투 이후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대안적 담론아이디어의 유지와 관련이 있는데, 이를 ‘포스트

미투’로 규정하고 분석을 진행한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미투운동의

핵심 아이디어는 성별권력격차의 해소를 통한 성평등, 사회정의의 실현

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미투운동은 사회 내 가치관을 형성하는 주요 아

이디어인 남성중심의 사회구조에 저항했다. 담론경쟁 과정을 거쳐 미투

운동은 사회 내 새로운 의미 틀을 형성하여 기존의 남성중심의 주류 담

론에 손상을 입혔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만으로 사회 내 주류담론의 붕

괴가 일어날 것으로 보기 어렵다. 주류 담론은 설명력을 다소 상실했으

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시 주류 담론으로 거듭나기 위해 반격이 이루

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주류 담론의 완전한 교체를 위해 미투운

동이 더 많은 사회분야로 확산되어 대안담론연합의 아이디어가 공고화되

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미투운동의 담론 경쟁에서 나타나는 담론연합의 아이디어에

따라 담론 경쟁모형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표 1에서 볼 수 있는 것처

럼, 미투운동을 해석하는 아이디어의 차이는 성범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정의하는 방식에서 비롯된다. 기존 주류 담론연합은 기존의 한국

사회 내 성범죄 인식을 핵심 아이디어로 채택한다. 이들은 사회 구조 속

에서 존재할 수 있는 권력 관계를 부정하며 성폭력 경험의 발화 자체를

문제시하고, 성범죄를 ‘가해자 남성’의 잘못으로 축소한다. 따라서 기존담

론의 내러티브를 형성하는 주요 키워드는 개인의 ‘비정상적 행위’들, ‘의

도’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표 1] 미투운동 담론경쟁의 아이디어와 내러티브 형성의 주요 키워드

기존 주류담론연합 대안담론연합

미투운동을
해석하는 아이디어

가해자-피해자의 관계는
‘남녀 간의 사적인 갈등’

강자와 약자가 나뉜
‘권력 차이를 악용한 폭력’

내러티브
주요 키워드

개인의 ‘비정상적 행위’,
(부정한)의도, 펜스룰

잘못된 조직문화, 관행,
남성중심의 사회구조,

권력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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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미투운동의 대안담론 연합은 사회운동으로서 미투운동을 주도

하며 기존의 사회질서에 저항한다. 이들은 성범죄 가해자가 위계 관계의

강자로서 쉽게 폭력을 휘두를 수 있었던 점을 핵심 아이디어로 채택한

다. 조직 내 성범죄의 피해자 정체성을 바탕으로 동원된 참여자들은 기

존의 성범죄 가해자-피해자 의미 틀에 저항하고, 성별 권력격차를 지적

한다. 이러한 대안담론 연합의 내러티브를 형성하는 키워드는 ‘조직문화’,

‘관행’, ‘남성중심의 사회구조’, ‘권력관계’ 등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이

러한 담론연합 별 핵심 아이디어와 키워드를 담론 경쟁 연구모형에 적용

하면 그림 4 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의 미투운동 현상을 서로 다른

아이디어와 의미 틀을 바탕으로 해석하고 대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4] 담론공간 내 담론연합 간 상호작용 모형의 미투운동 적용

마지막으로, 미투운동 전개과정외부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적 기회구조를 정리한다. 본 연구에서는 마이어와 민코프(Meyer

and Minkoff, 2004)가 제시한 정치기회구조의 분류에 따라 정치적 기회

구조를 행위자 중심으로 구조적(structural) 기회와 인식적(signal) 기회

로 나누어 담론 경쟁과정과 미투운동의 확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

을 살펴본다. 이처럼 미투운동 시기의 인식적 기회와 구조적 기회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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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하여 분석함으로써, 기회구조가 행위자를 어떻게 제한하고 영향을 미

치거나 변화를 야기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운동으로

서 미투운동의 참여, 확산 또는 동원 과정이 주류 담론 변화를 어떻게

가져왔는지 구체적으로 서술한다.

2018년 한국의 미투운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적 기회를 다음

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탄핵이후 정권 교체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

과 문재인 정부의 출범 초기였으며, 2018년 6월 제 6 대 지방선거가 임

박했고, 평창동계올림픽이 개최된 것이다. 또한 인식적(signal) 기회는 미

국의 미투운동 성공사례와 발전,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결집하기 시작한

여성운동, 여성의제에 우호적인 진보정당의 집권과 문재인 대통령 개인

의 인권의제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정치 제도 및 정책의 변화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감으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정권교체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검찰개혁을 구조적 기회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검찰 개혁의 경우

국정농단 사태에서 시작되어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부터 주요 화두로 제

시되었으며,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수사처 설치, 법무부의 탈검

찰화 등의 3대 세부 과제로 구성된다(유승익 2021; 문재인, 김인회

2011). 이처럼 대통령의 국정과제 또는 선거 공약은 지지율이 높고 정책

의 필요성을 여론에 호소하기 적절한 임기 초에 시행되는 것이 일반적이

다. 이러한 특징은 미투운동의 발생 이전부터 구조적으로 영향을 줄 것

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 또한 임기 1년이 채 되지 않았던 시기인

2018년에 국정과제인 검찰개혁을 수행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가 존재했

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통령의 의지는 구조적

기회임과 동시에 인식적 기회로도 작용할 수 있다. 국정과제와 같은 정

책은 대통령의 의지만으로 시행되기 어렵고 여론의 지지나 의회 내 다수

당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때 시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투운동은 검찰개혁 국정과제 수행을 목적으로 검찰의 부도덕함을 지적

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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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2017년 제 19대 대통령선거 이후 치러지는 첫 번째 선거

인 2018년 제 6대 지방선거가 있다. 지방선거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

을 선출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각 지방의 현안에 기반하여 선거가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이지만, 그 결과는 중앙정치에 크게 의존한다.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선거로 인해 전국 수준의 정당 간 정치적 경쟁의 승패를 확

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강원택 2015). 이 시기 지방선거는 더욱 정당 간

정치적 경쟁결과의 의미를 띠는데, 국정농단 사태와 탄핵 이후 치러진

대통령선거 이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선거였기 때문이다. 대통령선거에서

패배한 자유한국당은 여론의 지지를 완전히 잃은 상태였고, 정당의 정치

적 생존을 위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만 했다. 한편, 유승민 대표의 바

른 정당과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합당을 결정하

면서 새로운 보수 정당으로 등장했다. 이처럼 2018년 제 6대 지방선거는

정치적 유동성이 큰 상황에서 치러져 정치 엘리트의 높은 관심을 끌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치엘리트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사회 이슈

에 대한 반응성을 높이는 구조적 기회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마지막으로, 2018년 2월에는 평창동계올림픽이 개최되었다. 올림

픽이라는 국제적인 행사가 진행되면서 전 세계의 관심이 쏠렸고, 비슷한

시기 미투운동이 발생한 것이다(NBC 2018). 올림픽의 경우 미투운동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사회운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치적 기회로

작용하기도 한다. 실제로, 최현과 김지영(2007)은 전두환 정부의 1983년

유화조치를 1988년 올림픽 대회 개최라는 피할 수 없는 국가 행사를 성

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취해진 고육책으로 해석했다. 이와 비슷하게, 평

창동계올림픽은 미투운동의 구조적 기회로 작용할 수 있는데, 전 세계적

인 행사로 이목이 쏠린 상태에서 미투운동이 발생했고 정부와 의회는 이

에 대한 빠른 대응과 해결방안을 제시해야만 했다.

미투운동의 발생에 영향을 준 인식적 기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7년에 시작한 미국의 미투운동이 타임즈업(#timesup)

운동으로 실질적인 조직화에 성공했으며,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더욱 결

집하기 시작한 여성운동, 여성의제에 우호적인 진보정당의 집권,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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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이 변화와 개혁을 주도할 것이라는 시민들의 기대감 그리고 촛불시

위와 탄핵정국 이후 높아진 권력의 부정의한 사용에 대한 경계심이다.

인식적 기회의 경우, 구조적 기회와 같이 미투운동 이전부터 존재했을

수 있겠으나 미투운동 전개에 따라 인식적 기회가 확대되어 행위자에게

영향을 준 사례가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2018년 한국의 미투운동의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식적 요인

으로 먼저 미국의 미투운동 성공을 들 수 있다. 앞서 문헌 고찰에서 확

인했듯이, 미국의 미투운동은 2017년 헐리우드의 제작자 하비외인스틴의

지속적인 성추행, 성범죄를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에 고발한 사건으로 시

작한 사회운동이다. 그 후 2018년 미국의 미투운동은 타임즈업 운동으로

거듭나며 ‘실질적인 폭력의 반대와 해결 방안’을 제시하면서 세계 여러

나라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미국 미투운동의 성공 사례는 한국으로

전달되어, 한국의 미투운동에서 비슷한 저항적 아이디어를 제시했을 것

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미투운동을 통한 사회변화의 사례가 전달되면서,

미투운동의 잠재적인 참여자에게 긍정적인 인식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

인다. 실제로 최초의 발화자인 서지현 검사의 경우, 자신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게시글에 미투운동에 참여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미투운동 해시태

그(hashtag)를 포함하면서 미국의 미투운동과 유사한 사례임을 보여주었

다.

다음으로, 성범죄 생존자들이 ‘말하지 않으려 하는’ 소극적인 태도가

적극적인 참여로 변화하는 주요한 사건으로 강남역 살인사건(이나영

2018b)을 인식적 기회로 들 수 있다. 미투운동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 이

사건은 2016년 5월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에 위치한 상가 건물 남녀공용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이 한 번 본적도 없는 30대 남성에게 살해당한 사

건이다. 가해자 남성은 평소 여성에게 적대감이 있었으며, 피해자보다 화

장실에 먼저 들어왔던 여러 남성들을 보내고 여성만을 살해했다고 진술

했다. 가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이 오로지 여성에 대한 경멸, 혐오의 정서

에서 일어난 살인임을 의미했고 여성들에게 공포와 분노를 심어주기에

충분했다(백미연 2019). 그 후 이 사건을 추모하는 수 천개의 포스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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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붙이며 강남역 살인사건에 대해 분노하고 사회변화를 촉구하던 시위

가 이어졌다. 익명의 피해자가 느꼈던 공포에 공감하고, 여성혐오 정서에

저항하는 추모시위는 과거와는 다른 연대의 가능성과 여성운동의 변화를

예고했다(이나영 2018b). 즉, 여성 혐오 정서에 대한 불안과 분노가 고스

란히 드러난 추모시위는 이 시기 여성들이 성범죄를 다루는 기존 사회

질서의 모순점을 인식하고 빠르게 결집, 동원될 것임을 의미한다.

한편, 정치영역에서 성불평등과 인권 의제가 정치영역에서 지속적으

로 언급되기 시작했다. 2017년 제 19대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 후보는

스스로를 ‘페미니즘 대통령’이라고 부르거나, 여성의제에 대한 관심을 지

속적으로 피력했다. 또한, 문재인 후보 측은 ‘실질적 성평등’ 공약을 주요

10대 공약 중 여섯 번째로 제시했다(강원택, 성예진 2018). 이처럼, 당시

문재인 후보는 사회 내 여성문제, 인권, 공정 등 사회정의 문제를 적극적

으로 다룰 것으로 보였다. 또한,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이후 부도덕한 박

근혜 정권을 '적폐' 혹은 '구시대적 세력' 등이라 규정하고 이를 청산하

겠다고 선언한 것을 고려했을 때, 시민사회의 정의, 공정, 성평등, 인권

등에 대한 기대감은 미투 발화자들과 시민사회에 수용과 연대가 가능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국정농단 사태와 촛불시위, 박근혜 탄핵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에서 높아진 ‘권력의 부정의한 사용에 대한 경계심’이 인식적

기회로 제시될 수 있다. 국정농단 사태와 촛불시위, 그리고 탄핵으로 이

어지는 일련의 사건은 그동안 묵인되었던 한국 사회 내 부정의, 적폐를

공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촛불 시위에서 나타난 시민들의 분노는 근본

적으로 ‘권력의 부정의한 사용’에서 기인했다. 시민들은 권력의 부정의한

사용에 대한 처벌로써 박근혜 정권을 끌어내렸고, 이후에도 권력의 부당

한 사용에 크게 경계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경계심은 권력격차를 성범죄

의 원인으로 지적하는 내러티브에 반응하는 환경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미투운동의 담론 경쟁과정을 분석함과 동시에 외부에

존재하는 구조적 기회와 인식적 기회의 영향력을 복합적으로 살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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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운동으로서 미투운동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다양한 요인들

을 바탕으로 정치적 기회구조 분석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미투운동의

확산과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어떠한 요인이나 행위자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었는지 단계별로 정리하고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사회운동 내∙외

부의 영향력을 동시에 확인함으로써 사회운동으로서 미투운동의 발생과

수용 과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설명하고 앞으로의 여성 사회운동 분석에

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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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미투운동의 시작: 동시다발적 발화와

대안담론의 등장

제 1 절 미투운동의 전개

이 절에서는 2018년 미투운동의 전개과정을 간략하게 정리한다. 한

국의 미투운동은 서지현 검사가 1월 29일 JTBC 뉴스룸에서 안태근 전

검사에게 성추행당한 사실을 밝히며 시작했다. 그 후 이윤택 감독의 성

폭행, 성추행 사건과 고은 시인이 문학계 후배들을 지속적으로 성추행한

사건 고발, 그리고 안희정 충청남도 도지사를 비롯한 정봉주 전 국회의

원 등 정치권 내 인사 보좌진의 미투 발화가 연이어 발생했다. 그 후에

는 사회 유명인사가 아닌 교육계, 대학가 그리고 스포츠계까지 확산되어

미투운동에 대한 지지와 참여가 꾸준히 증가했다. BBC 코리아에서 2018

년 주요 키워드 중 하나로 ‘미투’를 선정할 정도로7) 매일 이어지는 미투

발화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누리꾼들의 지지와 연대가 이어

졌고, 신문과 방송에서는 미투운동과 관련한 보도가 끊임없이 쏟아졌다.

그림 5는 ‘미투운동’ 키워드가 포함된 기사의 주간 보도량 추이 그

래프이다.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월 31일까지 미투운동 키워드가

포함된 기사는 총 23,300건이며 주간 보도량 분포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

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에서 1월 29일 최초의 발화에서 ‘미투’ 키워드

가 포함된 언론보도가 증가하기 시작하고, 2월 14일 이후 급등한다. 그리

고 2월 19일, 이윤택 감독이 기자회견에서 본인의 범죄 사실을 모두 인

정하면서 미투 운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더욱 치솟았다.

7) BBC News 코리아. (2018, 12월 31). 2018년 ’미투 운동’이 가져온 3가지 변화.
https://www.bbc.com/korean/news-46719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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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미투운동’ 키워드 포함 기사 주간 보도량

자료 출처: BIG KINDS

이어서 3월 6일 안희정 충남지사의 수행비서의 성폭행 피해사실 폭

로 이후 ‘미투’ 키워드가 포함된 언론보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나,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되던 안희정 충남지사와 그의

수행비서 김지은씨 간의 법적공방에서 해당 사건이 ‘위계에 의한 간음’이

라는 주장과 ‘합의한 관계’라는 주장이 격렬하게 충돌하며 재판 결과가

나오는 시기인 8월에도 다시 한번 보도량의 그래프가 반등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정치권 미투운동에서 안희정 충남지사의 사건은 담론과

정의 결정적인 사건으로 작용하였다.

다음으로 4월 경, 학내 사제 관계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을 고발하

는 스쿨 미투와 대학가 미투가 발생했다. 이 시기 미투 운동은 사회 유

력자, 유명인사가 아닌 일반인들도 일상차원에서 경험한 성폭력, 성희롱

피해사실을 적극적으로 고발하고 해결을 촉구하는 형태로 확산됐다. 일

상차원의 미투운동은 보도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아 보도량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으나 지속적으로 200건에서 300건 사이의 보도량을 유지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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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볼 수 있다. 그 후 2019년 1월, 쇼트트랙 선수인 심석희가 코치 조

재범에게 지속적으로 성추행당했다는 사실을 고발하면서 다시 한번 미투

운동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게 되었고, 도제식, 엘리트 중심의 체육계에

서도 미투발화가 일어났다는 점은 사회 내 주요 담론, 아이디어 또는 가

치의 변화가 있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또한, 보도량의 변화 추이에서 최초의 미투발화 이후로 보도량이

발화 이전보다 감소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미투운동은 발생 초

기 큰 사회적 관심을 끌고 이후에도 꾸준히 사회적 관심을 얻었다. 이러

한 측면에서 미투운동의 사회운동으로써 역량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외

부의 환경적 요인에 의해 확산 및 지속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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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담론대상의 등장과 정치기회구조

이 절에서는 2018년 미투운동 담론 경쟁의 첫 번째 단계를 살펴본

다. 첫 번째 단계는 2018년 1월 서지현 검사의 발화부터 문화예술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유사한 성범죄 피해 사실 폭로가 나타난 2018년 2월을

포함한다. 이 시기 미투 발화는 주로 피해자의 직장 내 인사고과나 업무

상의 불이익 등 피해자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는 위치의 ‘유력자’가 오랜

시간 저지른 성범죄를 내부에서 고발하는 형태를 띤다.8) 또한, 이 시기

는 사회운동의 발생이라는 측면에서 기존의 구조적, 인식적 기회가 강력

한 영향력을 발휘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서지현 검사의 미투 발화는 미투운동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끌었을

뿐만 아니라, 정치영역에서도 크게 주목받았다. 제일 먼저, 30일 법무부

와 대검찰청은 진상규명을 위한 사건 조사에 착수했다. 법무부 검찰개혁

위원회에서는 검찰 내부의 성범죄 조사를 하는 데 있어 ‘검찰이 아닌 외

부인사’를 포함할 것을 요청하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

월 31일 청와대 워크샵의 마무리 발언에서 서 검사의 미투 발화를 언급

하며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지시했고, 그 전날 더불어민주당의 여성의원

들은 미투운동 지지 성명서를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또한, 정의당과 국민

의당 등 원내 정당들도 논평과 지지 성명문을 발표했다. 자유한국당은

원내 정당 중 유일하게 당시 논평을 내지 않았는데, 서지현 검사의 발언

중 당시 검찰국장이었던 자유한국당의 최교일 의원이 성추행 사실을 알

고도 은폐할 것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이다. 최교일 의원은

30일 서지현 검사의 내부 고발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부인하는 보도

자료를 발표하고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한편, 자유한국당의 장

제원 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의 적극적인 미투 지지 의사 표명을 ‘쇼’

라 칭하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9)

8)남지원. (2018, 2월 1). “당했다” 말하는 순간, 그들은 조직에 대한 가해자로 몰렸다. 경
향신문.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18020117040011

9) 배영경. (2018, 1월 31). 한국당 “우원식 연설은 백장미쇼…자화자찬·책임 떠넘기기”.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801311193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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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미투운동은 다른 성범죄 고발 현상과 다르게 상대적으로 정

치엘리트의 관심을 빠르게 획득했다. 최초의 발화가 TV 뉴스를 통해 이

루어진 점과 검찰조직 내 성범죄 피해 사실 발화라는 점을 제외하고서

도, 발화가 있었던 1월 29일 하루 뒤인 1월 30일에 정치엘리트의 반응을

얻은 것은 매우 인상적이다. 이와 같은 정치 엘리트의 반응은 미투운동

그 자체의 충격뿐만 아니라 당시의 정치적 기회구조가 작용한 것으로 설

명할 수 있다.

정치 엘리트의 미투운동에 대한 관심에 영향을 미친 정치기회구조

는 상대적으로 여성의제에 우선순위가 높은 진보정당의 집권과 문재인

정부가 임기 초반이었다는 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2018년 신년사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민주주의의 회복과 사회정의의 실현을 강조할 정도로

국정농단 사태 이후로 등장한 문재인 정부는 사회정의와 관련한 주제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했다. 따라서 조직 내 성범죄가 오랜 시간 은폐되었

음을 보여주는 미투운동은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게 높은 우선순위를 갖

는 이슈로 작용했다.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야당도 빠르게 미투운동에

대한 입장을 제시했고, 그 결과 미투운동은 빠르게 정치권의 반응을 획

득할 수 있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집권 이전부터 ‘검찰개혁’을 주요 국정과제로

강조했으며, 검찰개혁 의제는 문재인 정부의 ‘공정’과 ‘개혁’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 내 위계적 조직문화에서 비롯된 성범죄

를 고발하는 서지현 검사의 미투 발화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

통령은 미투운동이 갖는 도덕적 당위성을 바탕으로 검찰조직의 부도덕함

과 변화, 개혁의 필요성을 대중에게 호소하며 미투운동에 빠르게 개입하

기 시작했다.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 또한 이러한 검찰개혁의 국정과

제 수행을 지원하고자 미투운동에 대한 지지발언이 두드러졌다. 이처럼

미투운동은 대통령과 집권당의 정치적 우선순위에 기반을 둔 개입으로

인해 사회적 관심을 크게 끌었고, 빠르게 정치의제로 거듭났다.

그 후, 미투운동은 사회적, 정치적 지지와 관심 속에서 문화예술계

로 확산됐다. 미국 헐리우드의 하비와인스틴(Harvey Weinstein)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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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소수의 고위 책임자가 업계 내 영향력이 매우 강력하고 안정적

인 노동환경이 보장되지 않는 문화예술계가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이다.

이윤택 감독 이외에도 연예인, 배우, 유명인들이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되

면서 미투운동은 단일 사건이 아닌 사회이슈로 거듭나기 시작했다. 즉,

문화예술계 미투운동은 다수의 행위자가 미투운동의 저항적 아이디어와

가치에 공감하고 피해자 정체성을 바탕으로 동원된 사례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미투운동의 참여자 동원의 측면에서 인지적 실천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한 것은 앞서 확인한 구조적 기회와 해외의 미투 운동 사

례 이외에도 몇 가지 인식적 기회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볼 수 있다.

먼저, 행위자가 사회운동 참여를 결정하는 데 가장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사회적 변화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 있다. 최초의 미투발화가 주는 용기

의 메시지와 이후의 대응은 긍정적인 사례로써 사회변화 가능성을 암시

하고, 인식적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미투운동의 초기에는 탄핵

이후 정권교체에 성공한 진보정당이자 여성 관련 공약을 내건 문재인 정

부가 사회적 변화를 이끌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만 존재했기 때문에 잠

재적인 참여자들의 실천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추가적으로

미투운동에 빠르게 반응하는 정치 엘리트의 행보가 미투운동의 잠재적

참여자 동원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다수의 정치 엘리

트가 검찰 내 성범죄 문제를 주요한 안건으로 다루자, 미투운동의 잠재

적 참여자를 독려하는 인식적 기회로 작용한 것이다.

또한,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로 운동 참여에 나서고 분노하는 여성주

의 운동 집단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규정할 수 없지만, 미투운동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약자인 여성에 대한

혐오의 표출, 성별 권력격차를 악용한 사례에 대한 저항이기 때문이다.

과거의 성범죄 문제이나 근본적으로 비슷한 목적을 갖는 사회운동의 존

재는 미투 발화자와 잠재적인 미투운동 참여자에게 ‘더이상 참지 않아도

된다’ 또는 ‘또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라는 공통된 의식으로 거듭나 사

회운동의 참여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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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시기 미투운동을 다루는 언론 기사는 주로 피해자가 고백

한 고발 내용에 따라서 가해자가 얼마나 ‘부도덕했는지’ 또는 ‘어떤 식으

로 추행했는지’에 초점을 맞춘다.10) 기존의 성범죄 담론과 마찬가지로 성

범죄를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사적인 두 사람의 관계’로 표현한 것이다

(김정희 2018). 그리고 미투 참여자의 미투 발화는 성범죄 고발이면서

동시에 자신이 속한 조직이나 단체의 문제점을 고발하는 형태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성범죄의 도덕적 문제를 지적하기보다 특정 분야 또는 조

직의 쇄신과 자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타났다.11) 한편 진보 언론사에

서는 미투 발화를 지지하는 ‘#위드유(#withyou)’운동을 조명하고, 피해자

들이 그간 성범죄 문제를 이야기하지 못했던 원인으로 조직 내 위계관계

를 지적12)하기도 했다.

또한, 미투운동이 문화예술계로 확산됨에 따라, 정치 영역의 행위자

들은 구체적인 내러티브를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더불어민

주당 소속의원들은 성범죄의 원인이 남성중심의 사회구조에 있음을 지적

하고, 적극적인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한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그

리고 정의당은 미투운동을 지지했으나, 서로 다른 해석과 정치적 이해관

계가 포함되어 있었다. 마지막으로 자유한국당의 경우, 초기에는 미투운

동을 지지하는 정치엘리트를 비난했으나, 상대 진영의 도덕적 결함을 강

조하는 도구로 미투운동을 다뤘다.

정리하자면 미투운동의 첫 번째 단계는 대안적 담론의 등장 단계이

자 사회운동의 발생 단계이다. 이 시기에는 미투운동을 지지하는 대안적

담론연합이 주류담론에 문제를 제기하며 각 담론 구도의 주요 행위자가

등장했지만 정책결정의 영역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

황이다. 담론영역에서는 기존의 주류 담론과 대립이 시작되었다. 언론 분

10) 조광형. (2018, 2월 19). “집단최면 걸린 듯 XX마사지” 이윤택 무너뜨린 김보리
‘미투 고백’, 어떤 내용 담겼나? 뉴데일리.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8/02/19/2018021900105.html

11) 부산일보. (2018, 2월 20).’이윤택 성추문 “구조적 은폐” 탓’… 연극인들 “진상조사”
한목소리.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80220000209

12) 김정효. (2018, 2월 26). 이윤택은 어떻게 ‘왕’이 되었나.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337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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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에서는 미투운동의 보도 방식에서 대립이 있었고, 정치영역의 행위자

들도 미투운동에 대한 상반된 해석을 제시했다. 하지만 실질적인 정책

논의는 여성가족상임위원회의에 한정되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미투운

동의 대안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정책적 논의가 이루어질 만큼 담론공

간이 활성화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미투운동은 다양한 정치적기회구조의 영향력을 받으며 사회운

동으로 거듭났다. 탄핵정국 이후 정권교체에 성공한 문재인 정부는 ‘적

폐’를 해소하고 사회정의의 실현을 추구했기 때문에 미투운동에 빠르게

반응해야만 했다. 그러나 정치기회구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대

통령의 경우, 검찰개혁 국정과제 수행의 목적을 가지고 대중의 지지와

반응이 필요했기 때문에 미투운동에 개입했다. 그리고 여당인 더불어민

주당은 대통령의 국정과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미투운동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임박한 지방 선거는 야당이 정치의제에 빠르

게 반응하는 원인으로 작용해 미투운동은 상대적으로 빠른 정치권의 반

응을 획득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의 반응은 인식적 기회로써 정치적 이

해관계와 상관없이 ‘사회가 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작용해

문화예술계의 동원으로 이어졌다. 이처럼 정치기회구조의 측면에서 미투

운동의 첫 번째 단계는 기존의 구조적 기회의 영향력이 다소 크게 나타

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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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담론연합의 특징과 내러티브 분석

이 절에서는 미투운동 담론경쟁의 첫 번째 단계에서 나타난 주요

행위자들의 대립 양상을 분석한다. 이 시기는 미투 발화가 기존의 성범

죄 고발 양상과 같다고 보는 시각과 그렇지 않다고 보는 상반된 내러티

브가 처음으로 대립하는 담론 경쟁 구도가 나타난다.

1. 기존 주류담론연합의 대응: 피해자-가해자 의미 틀

과 ‘의도’의 내러티브

미투운동의 기존 주류담론연합은 한국 사회에서 성범죄를 바라보는

의미 틀을 채택한다. 가부장제적 가치관에서 비롯된 기존 주류 담론의

아이디어는 선량한 피해자- 악의적인 가해자 구도에 기반해 성범죄 피

해 사실을 드러내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도록 강요하고, 터부시 한다.

즉,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요구하고, 성범죄를 가해자의 ‘비도덕적인

행위’로 묘사하며, 은밀하고 사적인 영역에서 다뤄져야 할 것으로 간주한

다. 이에 따라 미투운동을 해석하는 기존 주류담론연합은 기존의 선량한

피해자-악의적인 가해자의 구도가 적용되지 않을 때 미투 발화자가 ‘특

별한 의도’가 있음을 의심하기도 한다.

주류 담론의 아이디어는 이미 오랜 시간 사회 내 의미 틀로 작용해

온 가치관이다. 따라서, 담론 영역 내 다수의 행위자가 기존 주류담론연

합에 속하고 있으며, 보수 언론에서 이러한 양상이 두드러진다. 대부분의

보수 언론사들은 피해자의 미투 고발에서 나온 성범죄 행위를 구체적으

로 묘사하고, 고통받는 피해자를 중점적으로 보도했다. 그리고 미투 발화

의 시기적 부적절함, 오랜 시간이 지나서 피해 사실을 밝히는 이유와 의

도에 초점을 맞췄다.13) 또한, 미투 운동을 ‘정치공작’이나 ‘음해’로 간주하

여 논점을 흐리거나 문제의 원인, 해결, 개선을 피해자와 여성단체에게

13)전효진. (2020, 7월 20). 서지현 검사가 8년만에 ’미투(MeToo)’를 외친 까닭은? 조선일
보.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30/2018013001857.html



- 42 -

요구하는 것 또한 볼 수 있었다. 신문 보도자료를 보면, 미투운동과 관련

한 성폭력 기사 보도는 기존 선량한 피해자-악의적인 가해자 구도를 사

용한다. 이는 미투운동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성범죄 보도에도 적용되는

보도 방식으로, 성범죄 생존자가 증언 과정에서 괴로워하고 눈물을 흘리

는 모습 등 고통받는 피해자의 모습을 부각하고, 가해자의 변태적인 행

위 또는 발언을 통해 성범죄를 비정상적인 가해자 때문에 일어난 일로

서술한다(최이숙 2018).

….. 최 시인은 선후배 문인과 술자리에 참석했다. 그때 ‘원로시인 En(고은)’

이 들어왔다. 그가 의자 위에 등을 대고 누웠다. 그리고 갑자기 바지 지퍼를

내리고…… -동아일보 2월 28일

….. 연희단거리패의 수장, 연출가 이윤택(67)이 처참하게 무너졌다. …. 그동

안 숱한 여자 단원들에게 '성기 안마'를 강요해온 사실이 드러나…. 김보리는

"이윤택은 안마를 받고 몸을 수건으로 닦으며 열을 식혔고 ….”라는 믿기 힘

든 얘기까지 털어놨다... - 뉴데일리 2월 19일

… 성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 엄지영 씨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 인터

뷰에서 엄지영 씨는 오달수가 "얼굴이 팔려 있으니까 부끄럽다. 여기서 이야

기하는 것 자체가 부끄럽다"며 서울의 한 모텔로 데려가 성추행했다고 밝혔

다. - 한국경제 2월 28일

또한, 문화예술계 미투운동을 다루는 언론보도는 피해자의 성범죄

피해사실 발화보다 범죄행위를 자세히 묘사한다. 즉, 미투운동이 제기하

는 권력관계 기반의 성착취 구조보다 가해자가 강요한 수많은 변태적인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다. 이윤택 연출가14) 이외에도 고은 시인15), 배우

오달수16)의 성추행 사건 등 다른 범죄 상황을 그대로 묘사하여 가해자

14) 조광형. (2018, 2월 19). “집단최면 걸린 듯 XX마사지” 이윤택 무너뜨린 김보리
‘미투 고백’, 어떤 내용 담겼나? 뉴데일리.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8/02/19/2018021900105.html

15) 이지훈. (2018, 2월 28). 최영미 “고은 시인, 술집서 바지 지퍼 내리고 만져달라고…”.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180228/88894444/1

16) 한국경제TV. (2018, 2월 28). 엄지영 칼 뽑았다.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1802280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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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정상적인 모습’을 강조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서술은 미

투운동에서 제기되는 조직 내 성범죄를 ‘비정상적인 권력자 남성’ 개인의

문제로 국한 시키고, 전통적으로 성범죄 담론에서 제기되던 피해자-가해

자 구도를 재생산한다.

다음으로 의도의 내러티브이다. 의도의 내러티브는 피해자가 성범

죄 피해 사실을 고발함으로써 가져온 파장이 피해자의 미투 발화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묘사하여 대중들이 미투 발화자에게 ‘특별한 의도’가 있음

을 의심하도록 만든다(최이숙 2018). 이러한 의도의 내러티브는 기존의

성범죄 담론에서 적용되던 피해자-가해자 의미 틀에서 벗어난 현상을

해석하려는 시도로써, “왜 지금에서야 이 사실을 밝혔는지”에 대한 물음

으로 나타난다. 그 결과 미투운동의 참여자들은 자신이 ‘불순한 의도’가

없음을 지속적으로 밝혀야 했고, ‘원치 않는 질문’을 받아야만 했다.17)

“우리당 국회의원을 음해하기 위해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소위 ‘미투’(metoo.

나도 당했다) 운동이 좌파 문화권력의 추악함만 폭로되는 부메랑으로 갈 줄

알았겠느냐” - 서울경제 2월 24일

의도의 내러티브는 정치영역에서 적용될 수도 있는데, 기존 주류 아

이디어를 지지하는 행위자들은 미투운동이 ‘의도적’ 공작임에 의문을 제

기하는 모습을 보였다.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는 미투운동에 대한 지

지를 밝히지 않고, 자신과 자신의 당에 소속된 의원에 대한 의도적인 공

작으로써 미투운동을 의심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당 국회의원을 음해하기 위해 시작된 것으로 보

이는’이라는 용어를 통해 미투운동에 정치적 의도가 있음을 의심했다.18)

이처럼, ‘매도’, ‘음해’, ‘좌파 문화권력’ 등의 용어에서 ‘의도’의 내러티브

를 통해 사회 구조 내 성불평등과 조직 내 성범죄를 알리는 미투운동의

17) 이현정. (2018, 2월 23). 2차피해 두려워…‘익명성’ 뒤에 숨을 수 밖에 없는 피해자들.
헤럴드경제.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80223000370

18) 서울경제. (2018, 2월 24). 홍준표 '김영철, 히틀러 같은 전범자…방한 절대 안돼',
https://www.sedaily.com/NewsView/1RVTUBXY39



- 44 -

가치를 무시하고 미투운동이 정치인에게 가져올 수 있는 불이익에 더 집

중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비슷하게, 2월 24일 방송인 김어준의 ‘다스뵈이

다’ 라디오 프로그램의 발언19)에서도 ‘정치적 의도’에 의문을 제기하는

발언이 있었다. 이 발언은 정확히 ‘의도’의 내러티브로써 미투운동의 논

점을 흐리는데 적절했다. 이러한 ‘정치적 의도’의 내러티브는 미투운동

담론경쟁의 초기에 나타났지만 후술할 정치권 미투와 함께 더욱 강력해

진다.

한편, 미투운동의 가치를 의심하는 것 이외에도 미투운동의 대안적

아이디어를 거부하는 현상을 정치영역에서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자유한

국당은 미투운동은 정부 여당을 비판하는 도구로 사용했다. 즉, 미투운동

이 공론화한 권력형 성범죄 문제의 해결보다 가해자의 도덕적 결함을 비

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공정’과 ‘정의’를 핵심 가치로 제시하는 문

재인 정부와 관련이 있거나 진보적 성향을 띠는 인물이 가해자로 지목된

미투 운동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정’ 가치의 훼손으로 간주했다. 한편, 미

투운동의 의미를 성범죄 피해 사실 발화와 다르게 이해하고 ‘나도 그렇

다’ 라는 뜻을 임의로 사용하는 사례도 볼 수 있었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창당준비위원장은2월 2일 민주평화당 창당준비위원회 중앙운영위원회 정

례회의에서 미투운동의 확산을 두고 ‘우리도 안(철수)대표에게 속았다,’며

미투운동의 원래 의도와 다른 방식으로 해석했다.20)

"최근 사회적으로 미투(me too)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데, 여의도도 그렇다.

안 대표에게 속은 사람들이 너도나도 미투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 아시아경제 2018년 2월 2일

이처럼 기존 지배담론연합은 남성중심의 가부장제적 가치관을 바탕

으로 성범죄를 선량한 피해자-악의적인 가해자 관계로만 해석하려고 했

19) 김도연. (2018, 2월 25). 논란이 된 김어준의 ‘미투 공작 예언’ 왜? 미디어오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1458

20) 유제훈. (2018, 2월 2). “바람 잘 날 없던” 국민의당의 2년…이제는 결별의 시간. 아
시아경제. https://www.asiae.co.kr/article/2018020209502198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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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 틀로 미투운동이 설명되지 않자, 피해자가 성범

죄 피해 사실을 고발한 ‘의도’를 의심하는 내러티브로 나타났다. 미투 발

화자들에게 ‘불순한 의도’가 있을지 모른다는 의혹은 성폭력 피해사실 폭

로가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과거의 통념을 강화했다. 결과적

으로, 기존담론연합은 대안적 아이디어의 등장에 선량한 피해자-악의적

인 가해자 의미 틀을 강요하면서 담론공간을 주도하려고 했다. 특히나

성범죄 자체의 부도덕성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강력한 스토리 라인은

소통적 담론 영역과 조정적 담론 영역 모두에서 기존 주류담론연합의 아

이디어가 공고함을 보여준다.

2. 대안적 아이디어의 등장과 담론연합구축

미투운동의 대안담론 연합은 사회운동으로서 기존 사회질서에 저항

하는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결집하고, 참여자들을 동원한다. 미투운동의

참여자들은 피해자 정체성을 바탕으로, 자신이 속한 사회영역의 모순점

을 지적했다. 또한, 기존담론연합과 다르게 미투운동의 대안담론 연합은

발생 이전부터 전개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치적 기회구조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사회운동으로서 기존의 사회질서에 저항하는 주체가 미투운동의

대안담론 연합이기 때문이다.

일부 산업 분야에 제한적으로 미투발화가 집중되면서 성범죄를 각

발화자가 속한 조직 문화의 문제로 해석하려는 시도와 함께 조직내 위계

관계의 개념이 논의의 장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 대안적 아이디

어는 ‘조직문화’, ‘관행’ 그리고 ‘남성중심 사회구조’의 내러티브로 나타났

다. 이 절에서는 대안담론 연합의 내러티브를 살펴봄과 함께 앞서 논의

한 정치적 기회와 인식적 기회를 확인하고, 미투운동의 담론 과정에 미

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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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직문화’, ‘관행’의 내러티브

대안담론 연합은 남성중심의 가부장제적 가치관에 정면으로 도전한

다. 기존 주류담론연합은 전형적인 피해자-가해자의 의미 틀을 바탕으로

미투운동의 논점을 흐리고 피해자의 발화 의도를 의심했다. 그러나 미투

운동의 참여자들은 공개적으로 성범죄 피해사실을 밝히고, 오랜 기간 위

계관계에 기반한 성범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음을 강조한다. 이 시기

미투운동은 강력하고 위계적인 조직문화를 가진 검찰에서 시작되었고,

소수의 인물에게 영향력이 집중되는 문화예술계로 확산되었다. 그로 인

해 이 시기 미투운동을 해석하는 대안담론의 내러티브는 특정한 산업분

야 또는 조직이 구조적으로 성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논리구조 속에서 미투 발화에 대한 해석은 구조적, 조직적 문제

또는 관습적으로 유지되던 관행으로 나타났다.

최초의 발화인 서지현 검사의 미투발화는 검찰조직의 성범죄 피해

사실을 공론화하는 일회성 성범죄 고발이었다. 따라서 미투운동이 문화

예술계로 확산되기 전까지 검찰 내 조직문화를 지적하는 내러티브가 주

를 이루었다. 이러한 조직문화와 관행의 내러티브는 미투운동 초기 정치

영역에서 시작했다. 1월 30일 더불어민주당의 여성의원들의 미투운동 지

지 성명문은 미투운동을 지지한다는 내용과 검찰의 부도덕한 행위를 비

판하고, 이를 해결할 것을 적극적으로 촉구한다. 이와 비슷하게, 문재인

대통령은 1월 31일 장∙차관 워크숍에서 검찰 내 성희롱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 내 조직문화 개선을 지시했다. 정치기회구조의 측

면에서 이러한 대통령의 개입과 여당의 적극적인 지지는 국정농단 사태

이후로 등장한 진보 정권이 여성의제를 비롯한 사회정의와 관련한 주제

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했을 뿐만 아니라, 검찰개혁 국정과제 수행을 위

한 구조적 기회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1월 30일 미

투운동에 대한 지지 논평을 게재했던 바른정당은 2월 7일 문화예술계 미

투 발화를 두고 관행에서 비롯된 ‘괴물’이라 지적했다. 관행, 문화, 악습

등의 용어 사용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미투운동으로 불거진 성범죄 현상

을 특정 사회분야, 산업분야에 국한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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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검찰 조직이, 성범죄 의혹을 덮고 피해자에게

인사 불이익을 남용했다는 ….. 이번 법조계 내 미투 운동을 지지하며 검찰

조직의 각성을 강력히 요구한다.”

“사건에 연루되었던 고위 관계자는 물론 현역 정치인 모두 성역 없이 수사

해야 한다. 또한, 공직자비리수사처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월 30일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 미투운동 지지 성명문

"관행으로 문화로 악습되어온 괴물 제거에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청한다.… 성평등을 수없이 외쳤던 문재인 대통령은 비서실의 폭탄을 제거

하고 떳떳하게 성폭력과의 전면전에 나서주길 바란다“

-2월 7일 바른정당 황유정 대변인 발언

미투운동의 대안적 아이디어를 채택하는 언론사 또한 검찰 내 부도

덕한 조직문화를 지적했다.21) 정치 영역에서 나타나는 내러티브에 영향

을 받은 것도 있겠으나, 당시 미투운동은 서지현 검사의 검찰 내 성범죄

에 대한 단일한 발화였기 때문에 검찰 내 조직문화로 해석될 여지가 있

었기 때문이다. 문화예술계 미투운동과 함께 관행의 내러티브가 더욱 잘

드러난다. 언론 보도가 가해자 개인의 ‘부도덕함’을 지적하는 것은 기존

담론의 양상과 비슷하지만, 대안적 담론연합의 아이디어를 채택하는 진

보 언론사의 경우 범죄행위의 원인은 문화예술계의 관행 때문임을 강

조22)23)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묘사하더라도 조직문

화를 지적하기 위해서 제한적으로 다루고 있어 범죄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기존담론연합과 대비된다.

21) 조민영, & 이가현. (2018, 1월 29). 현직 여검사 “미투”… 법조계도 성추문.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892900

22) 김정효. (2018, 2월 26). 이윤택은 어떻게 ‘왕’이 되었나.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33719.html

23) 송은아. (2018, 2월 14). 연출가 이윤택 성추행 파문…문화계 전반에 퍼지는 ‘미투’.
세계일보. https://segye.com/view/20180214002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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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여성 검사가 법무부 간부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뒤 인사 불이익을 받았

다고 폭로했다……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검찰 조직 문화에 억눌려 왔던 문

제가 터져 나오는 것…” -국민일보 1월 29일

…연극계에도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문화예술계는 도제식 문화가 강

하고 규모가 작은 데다 소수에게 권력이 집중되다보니 그간 성추문이 일어

도 공론화되기 힘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 대표적 연출가인 이윤택이 과

거 배우를 성추행한 사실이 폭로돼 활동을 중단했다. -세계일보 2월 14일

연극계 성범죄는 오랜 시간, 여러 상대에 대해, 반복적으로 이뤄져왔다. 고발

자들은 하나같이 가해자가 그 세계의 ‘왕’이었으며 그를 고발했을 때 연극 무

대에서 완전히 배제될 거라는 두려움을 느꼈다. – 한겨레 2월 26일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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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담론경쟁 첫 번째 단계 ‘조직문화’, ‘관행’ 키워드 포함

기사 주간 보도량 추이

그림 6에서 조직문화와 관행의 내러티브를 담은 언론 보도의 추이

에서 앞서 설명한 보도 경향이 나타난다. 이 시기 ‘조직문화’ 키워드는

총 263건으로 관행 키워드보다 많은 모습을 보였다. 특히, 최초 발화가

이루어진 주간에 가장 많이 언급되었는데, 이는 검찰조직의 문제를 지적

하는 보도가 많았기 때문이다. 한편 ‘관행’ 키워드가 포함된 보도량은 담

론경쟁의 첫 번째 기간 동안 총 173건으로 2월 세 번째 주에서 86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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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즉, 검찰의 사례와 다르게 산업 내 강

력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 성범죄를 쉽게 저지르는 문화예술계의 ‘관행’

을 지적하면서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두 내러티브의 사용빈도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속한 집단의 강력한 위계

질서를 성범죄의 원인으로 지목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언론 영역에서도

대안적 아이디어를 채택하는 내러티브가 미투운동의 전개에 따라 증가했

음을 알 수 있다.

◯2 ‘남성중심 사회구조’의 내러티브

미투 발화를 통해 드러난 성범죄의 원인을 ‘조직문화’의 불합리함,

조직 내 강력한 위계관계로 설명하는 내러티브는 성범죄의 원인으로 ‘남

성중심 사회구조’를 지목하는 내러티브로 확장된다. 즉, 미투운동에서 제

시되는 성범죄는 직장 내 위계적 관계에 의한 피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

라, 남성중심의 사회구조로 인해 형성된 권력불균형(power imbalance)으

로 인해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남성중심의 사회구조 내러티브는 미

투운동의 참여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피해자 정체성으로, 대안담론 연합

의 핵심 아이디어로 볼 수 있다. 김애령(2019)의 연구에서 미투 운동에

참여한 피해자들은 구조적 성차별 현상을 인지하고 직장 내, 소속 집단

내, 사회 구조상 권력 관계가 존재한다면 누구나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아이디어에 공감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서 검사가 겪은 일은 그 개인과 검찰 조직에 국한되지 않는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심지어 가정에서도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말과 행동이 차

고 넘친다.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한 남성 중심 문화가 그 원인이다…”

- 헤럴드경제 2월 1일

이처럼, 성범죄 자체의 부도덕함을 지적할 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는 내러티브는 앞서 논의된 조직문화, 관행의 내러티브를

사용한 행위자에게서 다시 나타난다. 진보적인 언론사와 여성 인권에 관

심이 높거나, 적극적인 해결 의지가 있는 행위자들은 남성중심의 사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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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를 성범죄의 원인으로 지목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남

성중심의 사회구조 내러티브는 구체적으로 ‘위계’, 또는 ‘가부장제적인’,

‘남성중심’ 등24)의 용어 사용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

연극계 대가로 꼽혔던 연출가 이윤택 씨의 성폭력·성추행 파문은… 문화권력

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 결국 특정인이 군주처럼 존재하는 연극

계의 폭력적 위계 구조와 이에 동조한 구성원들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

다…. - 문화일보 2월 19일

정치영역에서도 조직문화와 관행의 내러티브에서 남성중심의 사회

구조로 이동하는 모습이 늘어났다. 각 정당과 정치영역의 행위자들의 적

극적인 반응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남성중심의 사회구조’의 내러

티브25)를 활용하는 사례가 등장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1월 30

일 인터뷰는 26)검찰 조직 내 남성중심의 문화를 지적하면서 직장 내 ‘깍

듯한 위계관계’를 지적하기도 하며 ‘가부장제적 문화’를 지적하기도 한다.

노회찬 원내대표의 발언은 미투운동이 보여주는 기존사회질서에 대한 저

항을 가장 잘 나타내면서, 조직문화의 내러티브가 남성중심의 사회구조

내러티브로 확장될 가능성을 제시한다.

“ …우리나라 직장이 가부장적인 위계문화, 권위주의적인 질서가 상당히 선

배들에게 깍듯이 대하는 미덕으로 치부되어서…. 남성 중심의 접대 문화나

조직 생활, 군대 특유의 상명하복 이런 것들이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면서

퍼지는 폐단들… 문제가 있어도 계속해서 덮이는, 조직을 위해서. 덮어내는

관행까지 있기에 이중, 삼중의 억눌린 상태가 되어 왔다고 봅니다.”

- 1월 30일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YTN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인터뷰

24) 인지현. (2018, 2월 19). 폭력적 위계구조 드러낸 ‘문화권력 민낯’… 이게 끝이 아니
다. 문화일보.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21901070609043001

25) 헤럴드경제. (2018, 2월 1). [사설]서 검사 사태 본질은 만연한 남성중심 문화 깨뜨리
는 것. http://mbiz.heraldcorp.com/view.php?ud=20180201000467

26) 노회찬 "검찰 내부 제 살 깎는 조치 없다면 국회 가만있지 않겠다", YTN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2018, 1월 30), https://www.ytn.co.kr/_ln/0101_20180130193618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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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미투운동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반응이 늘

어남에 따라 2월 6일 젠더폭력 태스크포스(task force)를 조직했다. 조직

문화의 내러티브에서 나타난 검찰개혁의 구조적 기회의 영향력에서 다소

벗어난 모습을 보여주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들은 미투운동의 주요

행위자로서 미투운동을 단순한 조직 내 성범죄 고발이 아닌 ‘젠더폭력’으

로 일컫고, 미투운동의 대안적 아이디어를 채택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우

원식 원내대표의 발언에서도 조직문화의 내러티브가 아닌 사회구조의 내

러티브로 확장됨과 동시에 제도적 변화를 약속한다. 또한, ‘개인적 차원

으로 치부’했다는 발언에서 성범죄 사건을 보는 기존의 주류 아이디어가

‘남녀간의 사적인 관계’ 아이디어임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러

한 측면에서 우원식 원내대표는 미투운동이 남성중심의 사회구조에서 비

롯되는 ‘피해자-가해자’ 관계의 축소 등 기존 주류아이디어에 저항하는

사회운동임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미투운동이 제

시하는 대안적 아이디어에 기반해 정책결정과정을 이끌어 나갈 주요 행

위자로 볼 수 있다.

"개인적 차원으로 치부했던 현실을 반성해야 한다. 명명백백한 진상규명과

관계자 처벌은 물론 성추행, 성폭력 문제가 완전히 근절되는 계기로 만들어

야 한다“

"미투 운동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제도적, 입법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

다" -2월 6일 더불어민주당 젠더폭력 태스크포스 현장 간담회 우원식 원내

대표 발언

우원식 원내대표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의 여성의원들은 따라 대안

담론의 내러티브 재생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핵심 행위자로 볼 수 있

다. 더불어민주당의 미투지지 성명서를 제출한 여성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남성중심의 사회구조’에 공감하고 변화를 촉구하는 모습을 보였다. 예를

들어, 2월 12일 356회 국회의 여성가족상임위원회의 논의에서 이양수 의

원의 발언은 남성중심의 사회구조 내러티브가 정확히 나타난다. 이와 비

슷하게 정현백 전 여성부 장관 또한 남성중심의 사회구조가 미투운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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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인 원인임을 지적했다. 한편, 유승희 의원은 356회 국회 제 6차 본

회의에 참석하여 미투운동을 응원하는 팻말을 들고 대정부질문을 진행하

는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여성가족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소속의원들은

미투운동의 궁극적인 원인으로 여성혐오와 성차별적인 사회구조가 있으

며, 근본적인 해결은 ‘남성중심문화’를 타파하는데 있음에 공감했다. 나아

가, 미투운동이 요구하는 사회 내 성범죄 대응방안 또는 재발 방지를 위

한 적극적인 해결책을 촉구했다.

“…미투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고 이제 우리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억

압적 구조, 사회인식을 확실히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적기다… 성추행

이나 성폭력이나 권력을 이용해서, 지위를 이용해서 그렇게 하는 일이 없도

록 ….” – 더불어민주당 이양수 의원

“…피해를 당한 서지현 검사의 피해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하게 공감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의 성차별적인 문화가 바뀌는 게 굉장히 중요하

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2018년 2월 12일 356대 여성가족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록

한편, 이 과정에서 미투운동의 전개과정에서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측의 과거 성희롱 사건 은폐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2월 22일 바른

미래당은 미투운동 지지 성명에서 청와대 소속공무원, 부산시당의 성추

행, 소속의원 비서관의 성추행 등의 성범죄 의혹에는 ‘피해자 개인이 원

치 않는다’라는 이유로 공개적인 사과나 대응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27)

즉, 미투운동으로 인해 미투운동 이전의 성범죄 사건에 대한 문제제기가

등장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집권 정당의 ‘권력의 부정의한 사용’에 대

한 문제제기로써, 남성중심의 사회구조 내러티브가 권력관계의 내러티브

로 발전할 가능성을 암시하고 사회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경계가 늘어났

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27) 황정민. (2018, 2월 21). 野, 여권 잇단 성추문에 “더듬어 민주당” 맹공. 데일리안.
https://www.dailian.co.kr/news/view/69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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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발 성폭력 문제 퍼레이드가 끝이 없다.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의

그릇된 성 가치관 논란으로 시작해 문재인 대통령 방미 시 파견 공무원의

성추행과 은폐 … 적폐청산을 내걸었던 정부·여당이 성폭력 문제에 있어서

는 이상하리만큼 더듬거린다.…성폭력 문제에 있어 최악의 적폐는 은폐.”

- 2월 21일 바른미래당 권성주 대변인 발언 데일리안 2월 21일 재인용

이처럼 미투운동의 첫번째 단계에서 미투운동의 대안담론 연합은

담론공간 내 위치를 형성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내러티브를 확장 시

키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대안 담론연합을 구성하는 행위

자는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 미투운동에 지지를 표명하는 집단

과 변화를 적극적으로 촉구하는 집단이다. 전자의 경우, 피해자의 용기에

지지를 표하고 미투운동의 지속을 바라며 대안담론 연합의 내러티브에

공감한다. 후자의 경우 핵심 행위자로서 정책결정과정에서 영향력을 행

사하며 내러티브의 재생산 또한 담당한다. 전자에 속하는 행위자들로 진

보계열의 신문사를 들 수 있다. 이들은 검찰내, 문화예술계 내부의 강력

한 위계관계를 지적하고 ‘피해자가 미투 발화 이후 받은 ‘부당한 대우’에

집중했다.28) 한편, 내러티브를 생산하는 주요 행위자로서 정책결정자들

은 제356회 국회 여성가족상임위원회에서 확인해 볼 수 있었다. 김승희,

이양수, 김삼화, 이재정 의원 등 다수의 상임위 소속의원들과 정현백 여

성가족부장관은 미투 운동이 위계적 권력관계에 기반한 폭력행위임에 공

감하고 기존의 성범죄 피해자 구제 방법에 의문을 표하며 2차 가해를 우

려했다. 또한 학계와 여성단체에서는 구조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미투

운동 긴급토론회’를 열어 학계 내 전문가, 여성단체 대표자 등 대안적 담

론연합의 주요 행위자들과 함께 논의하는 모습을 보였다.29) 이 시기 대

안담론 연합은 기존 성범죄 담론과 남성중심의 사회구조에 문제를 제기

에는 성공했으나 주요 정책결정자들 사이에서 미투운동이 지적하는 문제

점이나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논의하지 못했다.

28) 박다해. (2018, 1월 30). 임은정 검사 “안태근 성추행 당시 ‘왜 들쑤시냐’ 검사장이 호
통”.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29976.html

29) 이지영. (2018, 2월 27). 여성단체 “미투, 개인 연쇄 폭로전 넘어서려면 구조적 접근
필요하다”.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2399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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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절 구조적 기회: 국정과제로써 검찰개혁과 진보

정당의 집권

앞선 논의를 통해 미투운동 담론 경쟁의 첫 번째 단계는 사회운동

으로서 미투운동이 발생하는 단계도 포함되어 있다. 주류 담론아이디어

에 반론을 제기한 대안담론 연합은 다양한 방식을 통해 미투운동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 내고 사회 내 잠재적 참여자들을 동원하고자 노력했다.

또한, 담론공간 내에서 대안담론 연합은 짧은 기간의 미투운동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 문제의 원인으로 조직문화와 관행, 그리고 그 이면의 남

성중심의 사회구조까지 내러티브의 범위를 확장시켰다. 담론분석의 관점

에서 미투운동은 최초의 발화 이후 연쇄적인 발화로 이어져 피해자 정체

성에 기반한 핵심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대안담론 연합으로 거듭났으며,

정치영역에서 논의되면서 담론공간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

이 절에서는 미투운동의 첫 번째 시기에서 살펴본 담론 과정과 정

치적 기회구조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정치적기회구조

변수를 정리한다. 사회운동으로서 미투운동이 발생하고, 사회적으로 수용

되어 이후의 논의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영향을 준 정치기회구조

중 구조적 기회는 탄핵 이후 정권교체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출범 초기 검찰개혁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들 수

있다. 그리고 인식적 기회로는 미국의 미투운동이 실질적인 조직화에 성

공한 것과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더욱 결집하기 시작한 여성운동, 여성

의제에 우호적인 진보정당의 집권과 문재인 대통령 개인의 인권의제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정치 제도 및 정책의 변화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

감 등을 들 수 있다.

각각의 기회는 모두 강력한 영향을 주었으나, 그 중에서 미투운동의

정치적 관심 측면에서 가장 강한 영향을 미친 요인은 문재인 정부의 국

정과제인 검찰개혁이다. 제 19대 대통령으로 정권교체에 성공한 문재인

정부는 집권 이전부터 ‘검찰개혁’을 강조해왔으며, 다양한 세부과제로 구

성된 검찰개혁은 사회적 합의와 대중의 지지가 필수적이다(유승익

2021).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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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핵심 국정과제인 검찰개혁을 지속하고 유지하기 위한 핵심적 임무를

수행하고 ‘공정’과 ‘개혁’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 내

위계적 조직문화에서 비롯된 성범죄를 고발하는 서지현 검사의 미투 발

화가 발생해 문재인 대통령은 미투운동이 갖는 도덕적 당위성을 바탕으

로 검찰조직의 부도덕함과 변화, 개혁의 필요성을 대중에게 호소하기 시

작했다. 즉, 문재인 대통령의 최초 발화 목적은 서지현 검사의 미투 발화

를 통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미투운동의 주요 행

위자가 되기 위함이 아닌 단순한 개입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기반한 목적은 서지현 검사의 발화에

대한 31일 대통령의 워크숍 마무리 발언을 통해 추측해 볼 수 있다. 동

일한 맥락에서 30일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들의 미투운동에 대한 지지

성명문이 ‘검찰개혁’과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에 초점이 있었던 점을 이

해할 수 있다.

“검찰 내 성희롱, 성추행 사건이 드러났다 … 이런 성희롱,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문화를 만들어 달라.”

-1월 31일 문재인 대통령 장∙차관 워크숍 마무리 발언

대통령의 1월 31일 장∙차관 워크샵 발언은 첫 번째 미투발화에 대

한 사회적 관심을 끌고, 대안담론 연합의 내러티브 형성에 영향을 미쳤

다. 즉, 담론 영향력이 강한 행위자로서 대통령의 발언은 ‘검찰 조직문화’

에 대한 문제제기로 이어졌고, 대통령의 발화는 담론 영역 내 행위자에

게 대안적 내러티브로 조직문화, 관행의 내러티브를 강화시켰다. 이후 다

양한 미투운동의 참여가 발생하면서 미투운동의 내러티브는 남성중심의

사회구조 내러티브로 발전했다. 이러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검찰 내

성범죄를 조명하는 것이 목표였으며, 미투 참여자의 내러티브에 공감하

거나 미투현상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다. 즉, 문재인 대통령은 미

투운동의 담론 영역 내에 위치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미투운동의 외

부에서 검찰개혁 국정과제 수행을 목표로 하고 있었으나 미투운동의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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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 발화 이후 의도와 상관없이 미투운동의 대안담론 연합의 내러티브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이처럼, 국정과제로써 검찰개혁은 이 시기 대통령과 여당 소속의원

의 미투운동 지지 발언에 영향을 주는 구조적 기회이자 유인으로 작용했

다.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여론의 지지를 얻기 위해 대통령은 검찰 내 성

범죄 고발에 빠르게 반응했고, 여당 소속 의원들의 지지 성명이 이어진

것이다. 그로 인해 미투운동은 빠르게 정치영역에서 논의 의제로 등장했

고 다른 정치엘리트도 미투운동에 관심을 갖도록 만들었다. 즉, 행정부의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의지는 정치 엘리트의 즉각적인 반응과 미투운동

의 대안적 아이디어가 공적인 영역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구조적 기회가 핵심적으로 논의되는 이유는 미투운동의 인

식적 기회에도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사회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그

운동이 제시하는 아이디어에 공감하고, 동일한 사회적 인식을 공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근본적으로 사회운동에 참여하는 것을 결정하는 과정

에서 참여자들이 갖는 ‘사회가 변화할 것’이라는 인식이다. 미투운동의

초기에 이러한 인식적 기회는 해외의 미투운동 사례와 국내 여성주의 운

동의 빠른 집결과 연대로 확인할 수 있었으나 다소 미약한 편이었다. 그

러나 검찰개혁 국정과제를 목적으로 한 대통령의 개입 이후 미투운동에

대한 정치엘리트의 빠른 반응과 적극적인 지지가 이어졌다. 또한, 상대적

으로 여성의제에 우위가 있는 진보정당의 집권은 미투운동을 수용하는

대중과 잠재적인 참여자들에게 ‘변화의 가능성’을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

었다. 이러한 주변 환경의 변화는 사회운동에 참여하는 행위자에게 ‘미투

운동에 참여함으로써 사회가 바뀔 것이라 믿는’ 문화예술계의 동원으로

이어졌다.

결과적으로, 미투운동의 첫 번째 단계에서 대안담론 연합은 조직 내

성범죄가 쉽게 일어날 수 있으며, 직장 내 성희롱 문제의 원인으로 조직

문화와 그 이면의 남성중심의 사회구조까지 내러티브의 범위를 확장시키

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때, 미투운동의 외부에서 주요하게 영향을 준

정치적 기회를 분석했을 때, 검찰개혁 국정과제 수행이 핵심적인 구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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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로써 미투운동 내∙외부의 행위자의 활동을 제약했다. 문재인 정부

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검찰개혁은 구조적 기회로써 검찰의 부도덕함과

조직적 문제를 지적해 대중의 지지를 높이려는 목적으로 대통령을 비롯

한 여당 소속의원들의 빠른 반응을 이끌어냈다. 그 결과 미투운동의 대

안적 아이디어는 정치 엘리트의 관심을 빠르게 획득하여 공적인 논의 공

간에 빠르게 편입될 수 있었다. 정치 엘리트의 빠른 반응은 미투운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진보정당의 집권과 더불어 잠재적 미투 참

여자들에게 ‘변화의 가능성’을 알려주는 인지적 기회로 작용해 사회 내

다른 분야의 성범죄 생존자의 참여를 독려했다.

이러한 기회구조 속에서 미투운동은 일회성 성범죄 고발에 그치지

않고 문화예술계로 확산되어 참여자들은 ‘피해자 정체성’을 바탕으로 기

존 질서에 저항했다. 그러나 담론차원에서 이는 미투운동과 미투운동의

대안적 아이디어가 기존의 사회질서에 저항한다는 점에서 담론의 등장으

로 볼 수 있지만, 실제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강력한 영향

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특히 미투운동 관련 정책논의가 이루어졌던 356

회 국회 여성가족상임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상임위원회, 국회 본회의에

서 미투운동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 따라서 미투운동의 첫 번째 단계인

이 시기는 정치적 기회구조의 조합으로 미투운동이 발생하고, 큰 사회적

관심을 얻었지만, 정치영역에서 대안적 아이디어가 주요 정책결정에 아

직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단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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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미투운동의 전개: 정치권 미투와

권력관계의 재조명

제 1 절 담론대상의 변화와 정치기회구조

이 장에서는 미투운동의 두 번째 단계인 담론도전 단계를 살펴본

다. 담론도전 단계는 2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의 미투 지지 담화를 시작

으로 3월 충청남도 도지사 안희정과 그의 수행비서인 김지은씨의 미투

발화와 그 후 나타나는 정치권 미투운동이 일어난 시기를 포함한다. 이

시기 미투 발화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직장 내 상사이자 사회적으로 강력

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력 정치인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즉, 미투

운동 참여가 자신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범

죄 생존자가 직장 내, 사회 내 영향력이 큰 ‘유력자’에 대항하여 자신의

피해사실을 밝히고 사회적, 법적 처벌을 요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

한 측면에서 두 번째 단계는 이전단계의 미투 발화가 인식적 기회로 작

용해 참여자들의 동원에 성공했고, 지속적으로 다른 사회 분야의 잠재적

참여자에게 영향을 미칠 것을 보여준다.

2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미투운동 지지 담화를 발표

했다. ‘젠더폭력’, ‘강자와 약자’ 등 1월 31일 장∙차관 워크샵에서 있었던

발언에 비해 미투운동에서 지적된 성별권력격차와 성차별적 사회구조 등

구체화 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미투운동의 첫 번째 시기에 가

장 먼저 지지 성명서를 발표한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들은 2월 26일 미

투운동 대응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젠더폭력대책위원회로 구성하고 담론

회와 세미나를 여는 등 구체적인 문제 해결방안과 재발방지를 위해 활동

을 지속해 나갔다.30) 이후 3월 4일 여성의 날 행사에서도 문재인 대통령

30) 김수형, & 박선영. (2018, 3월 15). 정치권 강타한 `미투`…지방선거 앞둔 정당들 부
산.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18/03/168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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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여당 소속의원들의 미투운동의 저항적 아이디어에 공감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3월 6일 안희정 충청남도 도지사의 수행비서 김지은씨가 JTBC 뉴

스룸에 나와 성폭행 피해사실을 고발했다.31) 여당의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되던 안희정 충남지사의 성범죄 사실 폭로 이후 미투운동에 대한 사

회적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언론 보도량은 전체 분석 기간 중 가

장 높게 나타났다. 신문기사에서는 연일 안희정 충남지사와 김지은 수행

비서의 발언과 행동 하나하나를 파파라치처럼 자세하게 보도하고, 심지

어 두 사람 사이의 개인 메신저 내용까지 언론에 공개되기도 했다. 안희

정 충남지사는 스스로 성범죄 가해 사실을 시인하고 충청남도 도지사직

을 사퇴하는 것으로 보였으나, 며칠 뒤 법적공방에 나섰다. 안희정 충남

지사와 김지은씨의 법적공방이 진행되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합의에 의

한 교제 관계’였는지, ‘위계에 의해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관계’였는지 주

장과 진술이 엇갈렸다. 이와 관련해 언론에서는 지속적으로 양측의 주장

을 보도했고, 양측의 증거 또는 발언을 자세히 보도하면서 대중의 이목

을 끌었다.

두 번째 단계에서 미투운동은 담론경쟁의 주요 행위자들과 직접적

인 연관성을 띄는 쟁점으로 변화했다. 이에 따라 미투운동의 담론 행위

자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전과 다른 아이디어를 지지하거나 태도

가 변화할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의 경

우, 여성의제에 대한 상대적으로 높은 관심과 여성의제의 우선순위가 높

았던 정당으로서 미투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주요 행위자로 활동했

으나 여당 소속의 정치인이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되어 그간의 행보와 상

반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미투운동의 지지 기

조를 유지하면서, 상대적으로 미투운동에 대한 언급을 줄이는 전략을 취

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대국민 사과와 함

께 안희정 충남지사의 제명, 3대 불관용 원칙을 포함한 강력한 대응을

제시했다.32) 우원식 원내대표 또한 최고위원 회의에서 대통령의 담화문

31) JTBC. (2018, 3월 5). “안희정 성폭력” 폭로…김지은 “다른 피해자 있는 것 알아”.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598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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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유사하게 미투운동이 사회 내 위계와 성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하고 있음에 공감했다. 그러나 탁현민 행정관의 여성혐오적 표현 또

는 대통령 해외순방 당시 제기된 성희롱 문제 등 미투운동 이전의 성범

죄 문제는 논의를 피하는 등 이전단계에서 기존 담론연합이 보였던 미투

운동의 ‘정쟁화’를 꺼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반면, 이전단계에서 여당의 도덕적 결함을 강조하는 네거티브 선거

전략으로써 미투운동을 언급하던 자유한국당은 정치권 미투를 기점으로

미투운동을 지지하는 태도로 변화했다. 3월 6일 자유한국당 전국여성대

회를 열어 ‘#위드유(#withyou)’ 피켓과 함께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자유

한국당은 운동의 저항적 아이디어 그 자체에 공감하지 않는 기존 주류담

론연합의 행위자이나, 제 6대 지방선거의 후보자 공천 규정에 ‘성비위’가

없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미투운동이 제시하는 새로운 도덕적

규범성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치권 미투로 인해 사회운동으로서 미투운동의 내∙외부 경계가

모호해졌으나, 정치적기회구조의 관점에서 6월 제 6대 지방선거는 주요

한 구조적 기회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정치에서 지방선거는 중앙

정치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지방선거 결과를 통해 전국적인 정당 경

쟁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강원택 2015). 즉, 정치권 미투운

동이 일어난 시점은 제 6대 지방선거를 약 3개월가량 앞둔 상황이었으

며, 당내 후보자 공천과 함께 정당 간 선거 경쟁이 본격적으로 강화되는

시기였다. 이러한 구조적 기회는 정치엘리트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엘리트의 미투운동에 대한 반응성을 높였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전단계에서 핵심 구조적 기회로 제시되었던 국정과제로써

검찰개혁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다소 약해졌

다. 사회운동으로서 미투운동이 다른 분야의 참여자들을 동원하는데 성

공하면서, 더 이상 미투운동은 검찰 조직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고, 미투

운동의 초점이 ‘위계에 의한 폭력’으로 변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통

령의 담화문에는 검찰개혁 국정과제 수행의지라는 구조적 기회가 여전히

32) 강유화. (2018, 3월 5). “안희정 성폭행” 폭로에 민주당 ‘출당 명령’. 뉴데일리.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8/03/05/201803050014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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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2월 26일 담화문에서 젠더폭력, 약자와 강

자 등 대안담론 연합의 내러티브가 포함되어 있지만 동시에 성범죄 문제

에 대한 강력한 수사권고나 수사권 분배와 관련 있는 발언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대통령의 담화문은 인식적 기회로써 담론 행위자에게 영향

을 주었다. 담화문 발표 이후 ‘젠더 권력관계’ 또는 ‘권력’ 등의 용어가

언론보도에서 더욱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다. 미투운동의 첫 번째 단계에

서도 이러한 사회구조적 원인을 지적하는 보도가 있었으나, 상대적으로

‘조직문화’ 또는 업계 내 ‘관행’에 한정 지어 논의하던 것의 비중이 높았

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또한, 미투운동의 참여자와 지지자들의

동원에도 영향을 미쳤다. 앞서 확인한 것처럼, 정치 엘리트의 지지 행보

는 인식적 기회로써 미투운동 참여를 독려했다. 미투운동의 두 번째 단

계에서 나타난 대통령의 미투운동 지지 담화문에서 볼 수 있는 ‘젠더폭

력’또는 성별권력관계에 기반한 폭력을 지적하는 용어는 행위자의 담론

영향력과 함께 강력한 인식적 기회로 작용했다. 비록 이러한 대통령의

담화는 검찰개혁이라는 구조적 기회에 영향받은 것이지만 미투운동의 잠

재적 참여자들은 이를 ‘사회변화 가능성’으로 평가했을 수 있다. 즉, 대통

령의 의도와 다르게 대통령의 발화가 미투운동의 참여자들을 동원하는

계기(signal)가 된 것이다.

미투운동의 두 번째 단계는 미투운동의 대안담론 연합이 갖는 저항

적 아이디어가 다수의 공감을 얻고 정당성을 확보해 나가는 담론도전으

로 볼 수 있다. 정치영역에서 일어난 미투운동은 정치 엘리트의 담론공

간 내 태도 변화를 가져왔으며, 유력 정치인과 그의 측근인 수행비서 간

의 관계에서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상하관계는 대안담론 연합의 아이디

어 정당성을 더욱 높여주었다. 한편, 기존 주류담론연합은 대안담론 연합

의 도전에 강력히 반발했다. 가해자에게 이입하여 온정주의적 시각에 호

소하거나, 발화자의 의도를 지속적으로 의심하는 등 성범죄 피해자-가해

자 구도를 전환시켜 미투운동의 발화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기존의

성범죄 고발 현상에 대한 입장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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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담론연합의 특징과 내러티브 분석

이 절에서는 2018년 2월 마지막 주부터 3월 31일 사이를 미투운동

의 두번째 단계이자 담론 경쟁의 담론도전 단계로 분류하고, 각 담론연

합의 특징과 내러티브를 확인한다. 이 시기는 대안담론연합이 결정적인

사건(key event)으로 기존 주류담론에 도전해 정당성을 위협하는 시기이

다. 이에 따라 기존 주류담론연합의 강력히 저항하면서 담론경쟁이 심화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시기 미투운동의 담론 경쟁의 특징은 ‘권력관계’의 개념이 확산

된 점이다. 그동안 성범죄의 원인으로 피해자-가해자 간의 권력관계를

지적하는 것은 대안담론의 ‘남성중심의 사회구조’ 내러티브에 국한되었

다. 그러나 미투운동의 두 번째 시기에는 경쟁하는 두 담론연합 모두 이

러한 권력관계에 대한 공감을 보여주었다. 기존 담론연합도 마찬가지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동등한 관계임을 가정하지 않고, 권력격차를 부당하

게 활용하지 않았음에 주목한다. 또한, 정치권 미투가 ‘결정적인 사건’으

로 작용해 사회적으로 권력을 갖는 정치인과 보좌관의 관계에서 나타나

는 피해자-가해자 간의 권력격차 내러티브의 설득력을 높이고, 공고화되

어 의미 틀로 거듭났다.

1. 대안담론 연합의 ‘권력관계’ 의미 틀과 담론도전

이에 따라 대안담론 연합은 첫 번째 단계에서 피해자-가해자 간의

관계를 사적인 관계 또는 전형적인 피해자-가해자 관계로 한정 짓는 것

에 적극적으로 저항했다. 나아가 두 번째 단계에서 나타나는 권력관계의

내러티브는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관계를 ‘권력차이가 존재하는 관계’로

정의하고, 이러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권력 차이를 부당하게 이

용하여 성적 억압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이 시기 정치

권 미투에서 높은 인지도와 강력한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가해자가 등장

해 권력관계에 대한 직관적인 이해가 가능해지고, 대안담론 연합의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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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내러티브는 의미 틀로 거듭나면서 정당성을 획득하려 하는 담론도

전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권력관계 내러티브는 2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의 미투운동

지지 담화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담화문 내용은 이전 단계에서 제시되

던 미투운동의 남성중심의 사회구조 내러티브와 동일한 맥락이었다. 하

지만 대통령의 담화는 여러 매체를 통해 빠르게 전달되었고, 소통적 담

론 영역뿐만 아니라 조정적 담론의 행위자에게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

문재인 대통령의 미투 지지 담화33)를 보면 ‘강자인 남성이 약자인 여성

을 힘이나 지위로’, ‘젠더폭력’, ‘사회구조적 문제’ 등의 단어를 사용하면

서 대안담론 연합의 사회구조적 내러티브를 포함시켰다. 이처럼 제도권

내 중요한 정책결정자가 대안적 담론연합의 아이디어를 채택하는 것은

미투운동의 대안적 담론연합의 정당성 확보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담화문에는 미투운동에서 나타나는 사회구

조적 문제에 대한 지적은 대안담론 연합과 동일한 맥락이나, 미투운동을

계기로 위계에 의한 성범죄의 해결 또는 사회적 변화의 방향성 제시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즉, 담론영역 내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주체임에도 정책결정과정과 관련한 논의가 부재한 것이다. 이러한 측면

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담화문은 내러티브의 재생산이 아닌 담론 경쟁 과

정 외부에 존재하는 대안담론 내러티브 확산의 계기로 보는 것이 적절하

다.

“강자인 남성이 약자인 여성을 힘이나 지위로 짓밟는 행위는 …폭력이든,

어떤 관계이든, 가해자의 신분과 지위가 어떠하든 엄벌에 처해야 할 것 …

젠더폭력은 강자가 약자를 성적으로 억압하거나 약자를 상대로 쉽게 폭력을

휘두르는 사회구조적인 문제” -2월 26일 문재인 대통령 미투 지지 담화

33) 김승욱. (2018, 2월 26). 文대통령 “미투 운동 적극 지지…피해사실 폭로한 용기에 경
의”.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802261089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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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미투운동 대안담론의 주요 행위자들은 권력관계를 통해 미투

운동을 해석하기 시작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더

불어민주당 젠더폭력 태스크 포스-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유사하게, 성폭력을 ‘공통적으

로 가해자가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한 폭력, 억압’으로 규정했다.34)

그리고 간담회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부처와 소통, 법적∙제도적 지원대

책 마련을 다짐했다. 담론 경쟁의 첫 번째 단계에서 제시했던 ‘여성이 피

해 보지 않는, 여성과 남성이 평등한 나라’ 발언보다 구체화된 내러티브

를 구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미투운동이 제시하는 성별권력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폭력과 억압으로 구체화 된 것이다.

“…공통적으로 가해자가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서 성적 폭력을 가

하고 억압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정부차원의 포괄적이고 종합·체계적

문제해결방안에서 피해자 지원까지 이어지는 후속대책 마련 … 오늘 간담회

에서 나온 고견을 바탕으로 관련 부처와 긴밀히 소통하고 국회차원에서 법

적·제도적 지원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2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젠더폭력 TF-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 및 2차 피

해 방지를 위한 간담회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발언

미투운동을 지지하지 않았던 민주평화당 측도 권력관계의 내러티브

에 영향을 받은 모습이 나타났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는 2월 26일

민주평화당 지도부와 여성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젠더 폭력이나 남녀권력

관계에 대한 용어는 포함하지 않았으나, 미투운동에서 제시되는 성범죄

사건을 ‘권력형’ 성범죄로 규정하고 여성가족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강조

했다.35) 또한, 이용주 민주평화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미투운동과 관련된

8개 법률 개정에 나설 계획임을 밝히면서 미투운동 대안담론 연합의 행

34) 조재형. (2018, 2월 26). 민주 “성폭력 문제는 사회문제…재발방지 대책·피해자 중심
회복방안 필요”. 아시아투데이.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180226010014778

35) 부산일보. (2018, 2월 26). 민평당, 김어준 “공작” 발언 비판…’미투 운동의 본질 호도
하고 왜곡’.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802260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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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로서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미투운

동 대안담론의 아이디어에 공감하는 정치 엘리트는 담론 경쟁의 두번째

단계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미투운동 지지 담화문 영향을 받아 이전의 남

성중심의 사회구조 내러티브보다 구체적이고 일관된 내용으로 변화했다.

"갑질 성폭력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고, 적극적 조력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 … 미투운동 확산과 관련해 여성인권을 책임져야 할 여성가족부의

소극적인 대응에 깊은 유감… 권력형 성폭력에 대해서는 여성부가 콘트롤타

워를 맡아 종합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2월 26일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 민주평화당 지도부, 여성위원회 기자회견

발언

다음으로, 미투운동의 대안적 아이디어와 내러티브가 설득력을 획득

하면서 미투운동을 지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안이 연이어 발의됐

다. 바른미래당은 2월 26일 권력형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와 소멸시효

를 연장하고,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추행의 형량을 증가하고, 2차 피

해 방지를 위한 방안 등의 내용의 패키지 법안인 '이윤택 처벌법'을 발

의하기로 했다. 3월 5일 국회 임시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진선미의원의

발의안을 시작으로 다수의 의원들이 미투운동과 관련한 법안을 발의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대안담론연합이 제시하는 성범죄 근절과 성불평등 해

소 아이디어와 관련이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시기 발의안들은 미투

운동 전개과정에서 확인된 ‘미투 발화’의 문제점, 또는 사법적 절차와 관

련된 내용이 주를 이뤘다. 이처럼, 대안담론 연합의 권력관계 내러티브가

정치 엘리트의 공감을 얻고, 정책결정과정에서 주된 의제로 다뤄지면서

담론 경쟁과정은 대안담론의 도전단계로 진입하고 있었다.

그 후 3월 6일 안희정 충남지사가 성범죄 가해자로 고발되면서, 권

력관계의 내러티브는 더욱 공감을 얻고 공고한 의미 틀(frame)로 거듭나

게 되었다. 안희정 충남지사의 미투 고발과 당내 성범죄 은폐의혹에 추

미애 민주당 대표는 7일 전국윤리심판원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연석

회의에서 권력형 성폭력 범죄와 관련해 피해자 보호 원칙, 불관용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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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 해결 원칙 등 3대 원칙36)을 결정하고 당내 성폭력 신고상담센터

와 공천과정을 연계하는 등 성범죄 검증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권력

의 부정의한 사용을 경계하고, 정치 엘리트에 대한 새로운 도덕적 규범

으로 구체화 되었던 대안담론 연합의 권력관계 내러티브는 담론 행위자

에게 일관성을 유지할 것을 강조하면서, 의미 틀로 거듭났다.

이와 관련한 발의안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3월 19일 제 358회

국회 여성가족상임위원회에서는 미투운동과 관련한 논의가 더욱 적극적

으로 이루어졌으며 ‘위계적 성범죄’의 형량 증가 논의를 비롯해 미투 고

발 이후 일어나는 2차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날 정춘숙, 김삼화 의원의 대표발의로 이루어지는 성폭력방

지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또한, 업무상 위계에

의한 간음, 추행 법안과 비동의 간음죄가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미투운

동의 3월 6일 안희정 충남지사의 미투 고발 이후 미투운동 담론 경쟁의

두번째 단계 동안 제안된 해당 법안의 개정 발의안은 10건에 달했다.

“성폭력 강제성의 기준하고 관련해서…. 현재는 피해자가 ‘노’라고 분명히 의

사표현을 해야만 강제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미투는 기본적으로 권력에 의한

위계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피해자가 말하는 ‘노’가 치명적인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

“ … 피해자들이 어떤 권력자들을 성범죄로 고발하는 이런 상황에서 얘기를

못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이 굉장히 없

다.…” –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발언

-2018년 3월 19일 358회 여성가족위원회 회의록

36) 뉴스1. (2018, 3월 7). 민주당, “권력형 성폭력” 3대원칙 마련…후보 검증 강화.
https://www.fnnews.com/news/201803071647398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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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에서는 안희정 충남지사 사건 이후 권력관계 내러티브를

더욱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37) 최이숙(2018)은 미투운동과 관련한 언론

의 ‘형식적인 객관주의 보도관행’으로 사건 기사 다음에 가해자의 입장을

보도하거나 가해자의 근황에 대한 파파라치적 접근이 이루어지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이 시기 미투운동에 대한 언론보도에서 독자들이 두

사람 사이에 오고 간 텔레그램 메시지, 연락처 저장 방법까지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자세한 보도가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대중들과 독자들은

두 사람 사이의 ‘권력관계’가 존재했으며, 성범죄 피해자는 이 관계의 약

자로서 폭력에 저항하거나 거부할 수 없었음을 예상해 볼 수 있다.

…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피해를 호소한 여성에게 보낸 모바일 메신저 내용

에서 ‘괘념치 말거라’라는 문장을 보는 순간 …. 단순한 분노나 배신감을 넘어

의식의 흐름이 헝클어지기 시작했다. … ‘괘념치 말거라’ 라니. 위계의 무게감

이 잔뜩 실린 ‘사극체’로 말이다. – 서울경제, 3월 6일

“안 지사의 성폭행 사건은 ‘권력형 성폭행’의 전형을 보여준다…. 안 지사가

…‘괘념치 말거라’ 라고 밝힌 점은 ‘범죄자의 중화심리’로 설명된다. 둘의 관

계는 성폭행, 즉 사회적 범죄가 아닌 개인 간 성관계라는 점을 이 말 속에

담아 스스로는 자책감을 낮추는 한편 김 씨에게는 수치심을 줄이려는 심리

적 ‘희석’ 과정을 거쳤다는 의미다…. ” - 동아일보 3월 6일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공개한 만큼,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전문

적으로 분석, 해석하는 기사도 볼 수 있었다. 동아일보에서는 권력관계에

기반해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대안 담론연합의 내러티브를 정확하게 보여

주었다.38)동아일보에서 나타난 안희정 충남지사와 김지은씨의 대화 분석

결과는 안희정 지사의 성범죄를 ‘권력형 성폭행’으로 규정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권력형 성폭행’이라는 키워드에서 이미 ‘권력관계’의 내러티브

가 잘 드러나지만, 동아일보는 안희정 성범죄가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37) 서울경제 (2018, 3월 6). “괘념치 말거라?”.
https://www.sedaily.com/NewsVIew/1RWVK0Q3D3

38) 김윤종 & 김동혁. (2018, 3월 6). 도대체 왜? 안희정의 행동-대화로 심리분석 해보
니….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180306/88981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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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관계를 전제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전달하면서 대안담

론의 내러티브를 더욱 강화했다.

03.19

[그림 7] 담론경쟁 두 번째 단계 ‘권력관계’ 키워드 포함 기사 주간 보도량 추이

그림 7에서 미투운동의 첫 번째 단계부터 두 번째 단계까지 ‘권력관

계’ 키워드가 포함된 언론 보도량 추이를 볼 수 있다. 이 시기 높았던 사

회적 관심만큼 ‘권력관계’에 대한 키워드의 보도량도 폭발적으로 늘어나

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조직문화’, ‘관행’의 키워드는 미투운동의 첫 번째

단계에서 ‘권력관계’ 키워드 보다 더 많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미투운동

담론 경쟁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담화문을 기점

으로 ‘권력관계’의 키워드가 약 두 배가량 급증했다. 그 후 안희정 충남

지사의 성범죄 고발 이후 권력관계 키워드는 가장 많은 보도량을 기록했

다. 권력관계의 키워드를 조직문화와 관행 키워드의 보도량과 비교했을

때, 최초의 발화시기를 제외한 모든 시기에서 권력관계의 키워드가 더

높게 나타난다. 즉, 권력관계의 내러티브가 조직문화나 관행 내러티브보

다 소통적 담론 영역에서 미투운동에 대한 적절한 해석을 담고 있기 때

문에 더 많이 채택되었으며, 미투운동을 이해하는 공통적인 인식으로 거

듭났다. 2월 27일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가 실시한 미투 관련



- 69 -

설문조사에서 성폭력 문제 본질이 성차별이나 남녀관계보다 ‘권력관계’에

있다는 답변이 71.6%를 기록했다.39) 실제로, ‘권력관계’ 내러티브가 사회

다수의 공통적인 인식이 된 것이다. 이처럼 2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나타난 ‘권력관계’와 성범죄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대안담론 연합의 권력

관계 내러티브가 효과적으로 미투운동을 설명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측면에서 안희정 충남지사가 가해자로 고발된 정치권 미투

운동은 담론도전이 일어나는 계기인 ‘결정적인 사건(key event)’이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미투운동은 사회적 관심을 폭발적으로 얻어 단순한 성

범죄 피해사실 폭로가 아닌 한국 사회 내 성별 권력격차를 지적하는 목

소리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성범죄의 권력관계 내러티브가 보편화 되

었고, 이에 따라 정책결정자들은 미투운동의 권력관계 내러티브를 적극

적으로 활용하고 제도적 변화를 시도했으며, 언론은 사건의 흐름에서 볼

수 있는 권력관계에 대해 자세히 보도했다. 이처럼 대안담론 연합은 미

투운동 담론 경쟁의 두번째 단계에서 구체화된 내러티브를 통해 가부장

제 기반의 사회질서의 모순점을 강력히 지적하고 기존 주류 담론의 정당

성을 본격적으로 위협하기 시작했다.

2. 기존 주류담론연합의 위기와 반격

기존 주류담론연합에서는 유력 정치인의 지지자 집단 또는 가해자

와 정치적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집단이 미투운동을 재해석하려는 시도가

두드러졌다. 첫 번째 단계의 기존 주류담론연합은 미투운동의 정치적 의

도만을 의심하는 내러티브로 나타났다. 그러나 두번째 단계에서는 안희

정을 비롯한 가해자들이 스스로 위계에 의한 성폭력이 있었음을 시인하

고, 각자 의원직 또는 공직을 사퇴하는 등의 결과로 인해 기존 담론의

정당성이 위협받는 상황이 반복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 주류담론연합은

가해자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서 도덕적 가치 판단은 피할 수 없으나,

39) 이후남. (2018, 2월 27). “미투” 지지한다 88.6%, 성폭력은 권력관계의 문제 71.6%.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240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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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운동을 통해 강조된 가해자의 도덕적 결함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즉,

기존담론연합은 ‘권력관계’의 내러티브를 일부 수용하고, 미투운동에서

제기되는 성범죄가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는 점에 공감한다. 그러나 기존

담론연합은 미투운동이 가해자가 그에 대한 대가를 크게 치르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성범죄 생존자가 피해사실을 밝히는 것이 ‘의도’가 있는 것으

로 해석하거나 피해자-가해자 구도의 역전을 시도한다.

◯1 ‘의도’의 내러티브와 가해자에 대한 온정주의적 시각

미투운동의 첫 번째 단계에서 제시되었던 기존 주류담론연합의 피

해자-가해자 의미 틀과 ‘의도’의 내러티브는 두번째 단계에서 다양한 형

태로 나타났다. 대안담론 연합의 아이디어가 더욱 강화되고 설득력을 얻

으면서, 반대로 기존담론연합의 정당성에 위기가 찾아왔기 때문이다. 기

존담론연합은 지속적으로 발화자의 ‘의도’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미투운동

참여자의 사회변화 욕구를 제한적으로 해석해 기존의 틀에 맞추고자 했

다. 그러나 기존의 피해자-가해자 의미 틀로 정치권 미투를 설명할 수

없게 되자 기존담론연합은 대안담론 연합이 제시하는 권력관계 내러티브

를 채택하되, 우회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안 전 지사가) 미투를 이야기하면서 또다시 성폭행을 일삼았다는 것은 용

서받지 못할 범죄…지금까지의 일상과 모든 생각을 바꾸는 수준의 사회 대

변혁을 요구하는 목소리… 사회 대변혁을 위해 진정한 자성과 성찰의 시간

을 가져야 한다.”

- 자유한국당 의원총회 김성태 원내대표 발언 서울경제 3월 6일 재인용

이와 비슷하게 기존 주류담론의 아이디어에 공감하던 자유한국당의

입장 변화가 두드러졌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3월 6일 제1차 전국

여성대회를 개최하고 흰 장미와 함께 위드유(#withyou) 피켓을 드는 등

미투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자유한국당 의원 총회에서 미투운동이 담지하고 있는

사회변화의 요구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40)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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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운동의 대안적 아이디어에 공감하기보다 여당의 도덕적 결함을 강조하

려는 의도였다는 점에서 민주평화당의 변화 사례와 구별된다. 이러한 자

유한국당의 미투운동 지지는 도덕적으로 옳은 행위로써 지지하면서 미투

운동이 제시하는 대안적 아이디어를 교묘하게 벗어나는 방식을 채택했

다. 이러한 변화는 이전 단계에서 미투운동을 정치 엘리트에 대한 도덕

적 규범으로 규정해 오던 자유한국당의 내러티브가 미투운동의 전개 상

황에 맞게 확장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3월 7일 여아 5당 대표의 청와

대 오찬 자리에서 홍준표 당 대표의 미투운동과 관련한 ‘기획’ 발언에 자

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이 ‘남녀 간의 권력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 문제’라

고 반발한41) 것도 동일한 맥락이다.

“‘미투운동(#me too·나도 고발한다)’이라고 시작할 때는 저거는 홍준표, 우리

당 모 의원을 덮어씌우기 위한 출발로 봤다. … 좌파 진영에서만 지금 벌어

지고 있다. …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내 차에는 내 각시 이외에는 태워본 일

이 없다. 그런데 걸핏하면 그런 문제로 나를 덮어씌우려고 들 때 참 기가 막

히다”

-자유한국당 전국여성대회 홍준표 대표 발언, 경향신문 3월 6일자 재인용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는 내러티브도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자유한국당 전국여성대회에서 미투운동의 초기에 자

신을 덮어씌우기 위한 출발로 보았다고 밝혔다.42)이와 같은 발언읕 통해

미투운동의 첫 번째 단계에서 홍준표 의원은 자신과 자유한국당에 대한

‘정치적 공작’ 내러티브에 공감한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즉, 홍준표

의원은 미투운동에 대한 지지를 보냈지만, 그와 상관없이 기존주류담론

의 ‘의도’의 내러티브를 재생산했다.

40) 서울경제. (2018, 3월 6). 한국당 "안희정 성폭행, '내로남불 좌파'의 극치" 맹공,
https://www.sedaily.com/NewsView/1RWVJ0QWUT

41) 홍수민. (2018, 3월 8). 나경원 “‘미투 운동’ 농담 따먹기식 발언, 여야 5당 대표 사과
하라”.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2425528

42) 강병한. (2018, 3월 6). 홍준표 ’안희정 성폭력 “좌파들이 더 걸렸으면 좋겠다”. 경향
신문. https://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180306153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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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의도의 내러티브는 정치적 의도 그 자체를 의심하는 것 이

외에도 미투운동을 ‘정쟁’으로 제한하거나 ‘진영논리’로 해석하는 것 또한

포함된다. 미투운동이 정치권에서 일어나고 당시의 사회적, 정치적 조건

에 의해 영향 받고 있는 것은 맞지만, ‘진영논리’로 이를 해석하려는 것

은 미투운동의 대안적 아이디어의 표출과 사회적 변화의 요구를 정치적

의도로 축소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언론보도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가해자에 대한 온정주의적 시

각이다. 성범죄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사실을 이야기함으로써 가해자를

안타깝게 보는 주변인의 반응이나 발언을 보도하거나 괴로운 날을 보내

고 있는 가해자의 모습을 보도한다.43)44) 그래서 사람들은 가해자가 성범

죄를 저질렀지만 충분히 그 대가를 치르고 있거나 피해자가 가해자를 괴

롭히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게 된다. 이러한 시도는 전형적인 ‘부도덕한

가해자’와 ‘순수한 피해자’의 구도에서만 성범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기존

의 구도를 따르지 않는 미투운동을 특수한 사례로 구분하는 의도의 내러

티브에서 확장되어 나타난다. 이러한 온정주의적 시각은 주로 가해자로

고발된 정치인이나 정치인의 소속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효과적으

로 작용한다. 실제로, 미국의 미투운동사례에서 조직내 성범죄의 가해자

로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 소속의 정치인이 지목되자, 미투운동을 지지하

는 강도를 낮추고, 반대의 경우에 높아지는 것이 경험적으로 확인된 바

있다(Kalr, McCoy 2021). 이러한 맥락에서 안희정 충남지사를 비롯한 정

치권 미투에서 가해자에 대한 온정주의적 시각을 호소하는 내러티브는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자층 또는 정치인 개인의 지지자 층을 대상으로 호

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3) 이지운, 사공성근, & 정현우. (2018, 3월 20). 안희정 “내가 이렇게까지… ” 친구에
토로, 부인-아들과 열흘 칩거.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180320/89179004/1

44) 이재원. (2018, 3월 6). 깨진 유리창으로 스산한 바람만…안희정 집무실엔 “페미니즘”
추천도서.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803061059769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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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산에 있는 컨테이너 숙소의 문을 열고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53)가 나

왔다.… 회색빛 컨테이너의 크기는 20m² 남짓. 방 한 칸과 화장실로 이뤄졌

다.…안 전 지사는 밤에 술을 마셔야 잠을 청할 수 있을 만큼 괴로워한다고

한다. 그나마도 새벽에 혼자 깨는 경우가 많았다.…– 동아일보 3월 20일

…안 지사가 기거하는 본채 유리창에는 큰 구멍이 뚫려 있었다. 이 구멍은

이날 오전 한 민주당원이 무단침입,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유리창을 파손하는

과정에서 났다… 텃밭에는 관리되지 않은 배추가 모두 얼어 죽어 있었다.…

- 머니투데이 3월 6일

이처럼, 가해자에 대한 온정주의는 미투운동을 통해 나타난 모든 부

정적인 변화의 책임을 발화자에게 묻고 가해자에 대한 동정심을 유발하

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안희정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기존 주류담론연

합의 언론사들은 김지은씨가 성범죄 사실을 폭로함으로써 가해자의 가정

을 파괴하고, 유력 정치인의 정치 인생을 포기하게 했다는 기조로 보도

한다. 결국, 가해자에 대한 온정주의적 시각은 독자들에게 미투운동의 참

여자가 ‘불순한 의도’로 미투운동에 참여했는지 의심하고 비난하도록 만

들어 실제 성범죄 생존자-가해자 관계를 역전시킨다.

◯2 ‘펜스룰’의 내러티브: ‘과도한 경계’의 내러티브

다음으로, ‘의도’의 내러티브에서 파생된 기존 담론연합의 ‘펜스룰’

내러티브가 잠시 등장했다. 펜스룰의 개념은 미국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인터뷰에서 "아내가 아닌 다른 여성과는 절대 단둘이 저녁 식사를 하지

않으며, 아내의 동행 없이 술자리에 가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에서 유래

했다. 펜스룰의 내러티브는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 여성을 배제하고 접

촉 자체를 삼가야 한다.’는 남성 중심의 아이디어가 반영되어 있다. 또한,

펜스룰 내러티브는 앞서 등장한 의도의 내러티브에서 나온 역전된 피해

자-가해자 관계의 확장으로도 볼 수 있다. 즉,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성범

죄 상황에서 자신이 성범죄 가해자가 되었을 때, ‘불순한 의도’를 가진

생존자에게 위해를 입을 수 있다는 공포가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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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스룰을 제기하는 많은 남성들은…합리적인 자기 보호 수단으로 펜스룰을

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한다.…

직장인 권모(34·남)씨 “모든 남성이 잠재적 성범죄자 취급을 받는 것에 대한

반발일 수 있다… 직장 내 성폭력 문제는 당연히 사라져야 하지만, 남성 입

장에서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펜스룰을 주장하는 것”

누리꾼 A(26·남)씨 “‘여성 전용’이라는 수식어로 남성을 먼저 배제하고 차별

해온 것은 여성… 펜스룰은 그동안 억울하게 잠재적 성범죄자 취급을 받던

평범한 남성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자기방어 수단”

회사원 박모(45)씨 “펜스룰을 하면 이런저런 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 성범죄

와 관련해선 구설만 타도 매장되는 상황에서 펜스룰이야말로 더 합리적”

-세계일보 3월 28일

펜스룰의 내러티브는 정치영역보다 일반 대중들의 반응을 전달하는

언론보도에서 확인해 볼 수 있었다.45) 펜스룰의 내러티브를 채택하는 사

람은 성범죄 상황에 놓였을 때 성범죄 생존자가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믿

기 때문 ‘자신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펜스룰을 선택한다고 주장한다. 성

범죄 가해자가 된 상황에서 자신을 방어한다고 말하는 것은 성범죄 생존

자가 자신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또한, 공통적으로 자

신이 ‘무고하게’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될 수 있음을 경계한다. 이러한 현

상은 미투운동을 통해 고발된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온정주의적 시각의

연장이자, 성범죄 생존자에게 ‘불순한 의도’가 있을 것이라 가정하는 것

에서 비롯된다. 즉, 펜스룰의 내러티브는 기존 주류담론연합의 모든 내러

티브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며, 이에 대한 공감을 보이는 일부 대중들을

통해 기존 주류담론연합의 정당성이 약화되었으나 그들의 내러티브에 공

감하고 동원되는 현상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45) 김지연. (2018, 3월 28). [펜스룰 심리학] “미투 반대 아닙니다” 펜스룰 꺼내든 남자
들의 항변. 세계일보. https://segye.com/view/20180327008865



- 75 -

[그림 8] 담론경쟁 두 번째 단계 '펜스룰' 키워드 포함 기사 주간 보도량 추이

그림 8의 펜스룰 내러티브 보도량 추이를 보았을 때, 펜스룰 키워드

는 미투운동의 두 번째 단계에서 제한적으로 나타난다. 3월 6일 안희정

미투 고발이 있고 나서 매주 20회 미만으로 보도되다 4월부터 다시 펜스

룰 표어가 등장하지 않는다. 이러한 펜스룰 내러티브의 짧은 등장은 정

치권 미투운동 이후 공고화된 대안담론 연합의 ‘권력관계’ 내러티브가 기

존 주류담론연합에게 큰 위기로 작용했으며, 급격한 변화로 인식되었음

을 보여준다. 즉, 정치권 미투운동 이후 공고화된 대안담론 연합의 ‘권력

관계’ 내러티브가 기존 주류담론연합에게 큰 위기로 작용했으며, 급격한

변화로 인식된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펜스룰의 내러티브는 의도의 내

러티브의 연장이자, 미투운동의 전개에 따라 나타나는 사회적 인식의 변

화에 대한 반발(backlash)로 볼 수 있다. 이후 다시 보도량이 줄어드는

것은 기존주류담론이 정당성을 상실하고, 대안 담론으로 인식 변화가 이

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기존 주류 담론연합은 강력하게 도전해오는 대안담론연합에

대항하는 내러티브를 형성했다. 기존 주류담론연합은 유력 정치인의 지

지자 집단 또는 가해자와 정치적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집단을 통해 미투

운동을 재해석하려는 시도가 두드러졌다. 기존 주류 담론연합은 가해자

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서 도덕적 가치 판단은 피할 수 없으나, 가해자

에게 이입하여 온정주의적 판단에 호소하고, 가해자의 도덕적 결함을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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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하고자 했다. 또한, 미투 발화자가 성폭행 피해사실을 고발하는 것이

가해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 서술하거나 일어나지 않은 성범죄에 ‘무

고하게’ 가해자로 의심받을 것을 걱정했다. 이러한 시도는 기존의 피해자

-가해자 구도를 역전시키고, 미투 발화자에게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는

효과가 있었다(최이숙 2018). 하지만 개별 내러티브는 상대적으로 미투

운동 그 자체를 설명하지 못했고, 제 6대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둔 상황이

라는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기존 주류담론연합의 내러티브는 이전의 선

량한 피해자- 악의적인 가해자 구도를 강조하지 못했다. 또한, ‘권력관계’

의 의미 틀을 수용하면서 미투운동과 관련한 기존담론연합의 입장이 약

화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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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구조적 기회와 인식적 기회의 조화

앞선 논의를 통해 미투운동 담론경쟁의 두 번째 단계는 권력관계

내러티브가 의미 틀로 거듭나고, 결정적인 사건으로 인해 대안담론 연합

의 담론 도전이 일어난 시기임을 확인했다. 이러한 담론 도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대안담론 연합과 기존 주류담론연합의 충돌에서 피해자와 가해

자의 관계에서 직관적으로 드러나는 권력관계, 위계관계로 인해 대안담

론 연합의 정당성이 다소 우세해짐에 따라 미투운동이 제시하는 아이디

어가 정책결정과정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한편,

담론 도전과정에서 기존 주류담론연합의 반격은 기존의 성범죄 담론과

유사한 해석을 시도하는 형태로 나타났는데, 가해자에 대한 온정주의와

의도의 내러티브, 그리고 펜스룰의 내러티브로 정리해 볼 수 있었다.

이때, 대안담론 연합의 권력관계의 내러티브가 의미 틀로 받아들여

질 수 있었던 것은 정치권 미투에서 나타나는 유력 정치인과 보좌관 사

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전의 조직 내 성범죄 미투 발화에서 나타나는

위계관계를 적절히 설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를 바라보는

하나의 기준인 의미틀은 단순히 내러티브의 설득력이 높은 점으로 설명

될 수 없다. 따라서, 대안담론 연합의 저항적 아이디어가 수용될 수 있었

던 사회적, 정치적 배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절에서는 미투운동의

두 번째 시기 담론 과정 외부에서 존재하는 정치적 기회구조가 담론 경

쟁에 미친 영향을 검토한다.

이 시기 정치기회구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조적 기회의

경우, 앞서 제시 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국정과제와 진보정당으로써

여성의제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구조적 기회로 존재하고 영향을 미

쳤으며, 6월 제 6대 지방선거가 두 번째 단계에서 또 다른 영향력을 행

사했다. 미투운동 담론 경쟁의 이전 단계에서 확인한 것처럼, 검찰개혁과

진보 정당의 구조적 기회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정치 엘리트에게 지속

적으로 미투운동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미투운동

의 전개에 따라 내러티브가 확장되면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사건이 아닌 사회정의, 성평등을 추구하는 사회운동으로 발전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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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대안담론의 주요 행위자로 활동하는 여당 소속 의원은 검찰개혁의

구조적 기회에 영향을 덜 받게 되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 개인의 관심(attention)과 함께 검찰

개혁 국정과제의 구조적 기회에 영향을 받았다. 2월 26일 문재인 대통령

의 미투 지지 담화46)를 보면 1월 31일 ‘검찰 내 조직문화의 개선’을 요구

했던 것과 달리 미투운동의 ‘젠더 권력관계’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으로

변화한 것을 볼 수 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강자인 남성이 약자인

여성을 힘이나 지위로’, ‘젠더폭력’, ‘사회구조적 문제’ 등의 단어 사용에

서 대안적 담론연합의 아이디어가 포함되어 있다. 한편으로, 수사기관에

대한 언급이 동시에 나타난다. 예를 들어, 친고죄 조항 삭제를 언급하면

서 사법당국의 적극적인 수사를 요청하는 데서 여전히 사법부의 문제점

을 염두에 둔 발언이 드러난다. 즉, 미투운동을 지지하는 것과 동시에 형

사사건절차 진행을 예외로 두고, 수사의 적극성을 강조하는 발언을 통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이면의 목적이 존재했다.

“강자인 남성이 약자인 여성을 힘이나 지위로 짓밟는 행위는 어떤 형태의 폭

력이든, 어떤 관계이든, 가해자의 신분과 지위가 어떠하든 엄벌에 처해야 할

것.…사법당국은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행동에 호응해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야 할 것.… 친고죄 조항이 삭제된 이후 사건은 피해자 고소가 없더라도

적극 수사해달라,” -2월 26일 문재인 대통령 미투 지지 담화

이러한 측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검찰개혁 국정과제는 구조적 기

회로써 미투운동에 복합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 먼저, 담론분석 측면에

서 대통령의 지지 담화는 대안담론 연합의 권력관계 의미 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담론 영향력이 강한 행위자의 발화를 통해 기존의 ‘남성

중심의 사회구조’ 내러티브에서 조금씩 제시되던 ‘강자와 약자가 나뉜’

성별권력관계의 아이디어가 빠르게 제시될 수 있었다. 그러나 미투운동

의 첫 번째 단계와 두 번째 단계에서 확인한 것처럼, 두 번의 발언 이후

46) 김승욱. (2018, 2월 26). 文대통령 “미투 운동 적극 지지…피해사실 폭로한 용기에 경
의”.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802261089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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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으로 미투운동의 대안담론 연합의 아이디어에 따라 성범죄 분야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등 미투운동의 정책결정과정을 주도하는 모습은

볼 수 없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을 미투운동 담론경쟁의 핵심적인

행위자로서 활동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러나 담론과정 외부에서 검

찰개혁의 수행이라는 구조적 기회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미투운동 초기 발화에서 검찰조직의 부도덕함과 개혁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여론의 지지를 얻으려는 의도가 나타났다. 그러나 정

치엘리트의 개입으로 의도와 다르게 미투운동이 검찰조직에서 그치지 않

고 문화예술계, 그리고 정치권까지 확장되어 성범죄의 원인으로 성 불평

등 관계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여성의제에 상대적으로 높

은 관심을 보이는 행위자 개인의 특성과 정당 차원의 또 다른 구조적 제

약이 두 번째 시기 미투 지지 담화문 발표를 강제했다. 두 번째 단계에

서도 이러한 행위자의 의도는 미투운동 참여자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오

히려 미투운동 참여를 독려하는 인식적 기회로써 작용했다. 즉, 복합적인

구조적 기회에 제약을 받은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행위자의 개입은 그 의

도와 상관없이 미투운동이 확산, 지속되는 환경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편, 제 6대 지방선거라는 구조적 기회의 영향력을 고려해볼 수 있

다. 제 6대 지방선거는 중앙정치의 영향을 받아 정당경쟁의 결과를 확인

할 수 있다는 점(강원택 2015), 그리고 2017년 19대 대통령선거 이후 처

음으로 치러지는 투표라는 점에서 주요한 정치기회구조로 작용했다. 이

전단계부터 이미 선거가 임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구조적 기회가 두 번

째 단계에 국한되어 영향을 끼친 것은 아니지만, 두 번째 단계는 정치권

미투운동을 포함하기 때문에 더욱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즉, 지방선

거가 정당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미투운동 이슈를 선점

하는 것이 정당의 선거전략으로써 적절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

거는 미투운동에 대한 정치엘리트의 반응을 강제했고, 정치권 미투 이후

모든 정당이 미투운동을 지지하는 태도로 변화했으며, 권력관계의 의미

틀을 수용하도록 행위자를 제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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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미투운동의 담론 경쟁 두 번째 단계인 대안담론 연합의

담론도전 단계에서는 권력관계의 내러티브가 의미 틀로 확장됐다. 이 시

기 구조적 기회로써 검찰개혁 국정과제 실천 의지가 대통령의 미투 운동

지지 담화에서도 영향을 준 것을 확인했다. 최초의 미투 발화에 대한 문

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검찰의 부도덕함을 지적하고 검찰개혁의 대중적

지지를 얻기 위한 목적에서 시작했다. 그러나 미투운동이 전개되면서 성

불평등 관계를 지적하는 사회운동으로 발전하자, 미투운동의 두 번째 단

계에서 검찰의 수사권 분배 문제를 지적하는 발언과 함께 대안담론 연합

의 내러티브를 구체화하는 담화문을 발표해 다시 한번 검찰개혁에 관한

관심을 환기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 담화문은 대통령의 의도와 상관없이

대안담론연합의 내러티브를 ‘권력관계’의 내러티브로 확장시켰고, 미투운

동의 두 번째 단계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제 6대 지방선거는 구조적 기회로써 운동 두 번째 단계의 정

치권 미투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지방선거는 중앙정치의 반영으로써 정

당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고 있어 미투운동에 대한 정치엘리트의 반응을

강제했다. 특히 소속 정당 정치인이 ‘권력의 부정의한 사용’으로 고발되

는 것은 정치적으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강경한 대응과 함

께 정치권 미투운동 이후 모든 정당이 미투운동을 지지하는 태도로 변화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 결과 미투운동의 담론 도전 단계에서 정치

엘리트의 적극적인 활동과 함께 대안적 담론연합의 아이디어는 핵심적

논의의 장으로 진입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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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미투운동의 확산: 일상차원의

미투운동과 포스트 미투

제 1 절 담론대상의 확장과 정치적 기회구조

이 장에서는 미투운동의 세 번째 단계인 담론 구조화 단계를 살펴

본다. 미투운동의 세 번째 단계는 2018년 4월 스쿨 미투와 대학가 미투

그리고 2019년 1월 스포츠 미투가 발생한 기간을 포함한다. 또한, 이 장

에서는 담론 구조화 단계로 접어드는 과정을 확인하고 포스트 미투 시기

의 미투운동의 지속가능성을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기존주류담론의 정당

성 훼손이 일어난 이후 어떤 변화가 일어났으며 미투운동이 확산될 수

있었던 원인과 미투운동이 제시하는 저항적 아이디어의 지속가능성을 살

펴본다. 이 시기 미투 발화는 성범죄 생존자와 가해자가 대부분 일반인

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그동안 유명인, 정치인, 연예인 등 사회적 영향력

이 크거나 ‘대중에게 알려진 사람’이 가해자로 지목되었으나 미투운동이

진행됨에 따라 유명인이 아닌 가해자들을 대상으로도 일상생활 차원의

권력관계에서 발생한 성범죄 고발이 이어졌다. 이렇게 미투운동의 대안

적 아이디어가 제도권 내에 반영되고, 일상차원으로 미투운동의 참여가

확대되는 동원과정을 거쳐 담론의 구조화 과정으로 이어졌다. 그렇다면

이 시기 미투운동 담론 경쟁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미투운동의 이전단

계와 다르게 다양한 사회 분야에서 미투발화가 발생하면서, 각 담론연합

은 모든 미투발화를 두고 적극적으로 대립하지 않았다. 본 연구도 사회

모든 분야의 미투운동을 다루는 것이 아닌, 집단적으로 다뤄진 미투운동

의 담론 경쟁양상을 통해 미투운동의 세 번째 단계를 분석한다.

대안담론 연합의 내러티브가 기존 주류담론연합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위를 갖는 담론 구조화 단계에서는 정치적 기회구조의 인식적 기회가

주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왜냐하면, 담론 구조화 단계는 담론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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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대안담론연합의 아이디어가 다수의 공감을 얻고, 권력관계의 의미

틀이 확장되는 인식적 변화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중의 인식을

변화 시키는 요인으로써 사회운동 자체의 역량 이외에도 인식적 기회를

통해 ‘확산이 가능한’ 상황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3월 15일 용화여고의 학생들의 문제제기에서 시작된 스쿨미투는 4

월 5일 42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성폭력을 경험했고 57명의 학생들이 이

를 목격했다고 폭로하는 것으로 시작했다.47) 또한 성신여대와 덕성여대

의 포스트잇 대자보 시위인 ‘펭귄프로젝트’ 집회는 3월 30일부터 본격적

으로 시작되었다. 이처럼, 두 번째 단계의 정치권 미투 이후 미투운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감소할 때, 세 번째 단계인 일상차원의 미투가 시작

되었다. 두 가지 스쿨 미투 운동은 서로 다른 양상으로 진행되었지만, 근

본적으로 사제관계의 권력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고발한다는 점에

서 유사하다. 사제관계에서 나타나는 피해자-가해자간의 권력격차는 이

전의 미투운동보다 크지 않지만, 미투 발화자에게 가해자는 ‘감히 대들

수 없는 상대’로 여겨졌다.

그러나 미투운동의 전개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분야의 참여자들이

자신이 속한 사회의 ‘유력자’에게 당한 폭력에 저항하고, 사회 변화를 촉

구하는 모습은 잠재적 참여자들로 하여금 문제제기를 결심할 수 있도록

했다. 미투운동의 참여자가 전달하는 임파워링(empowering)의 메시지가

참여자를 동원하는 것은 이전 단계부터 있었다. 실제로, 한국여성의전화

는 미투운동이 시작된 1월 30일부터 3월 6일까지 접수된 성폭력 피해 상

담이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23.5% 증가했다고 보고했다.48) 하지만 이전

단계의 미투운동은 사회적 영향력이 큰 사람이 저지른 폭력에 저항하는

것이 주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들을 고발하는 미투 발화는 피해자와 가해

자 사이의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권력 차이는 일상적인 것으로 여겨질 수

47) 이주연, 이정환. (2021, 3월 8). 나는 고발자다,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24082

48) 김희선. (2018, 3월 8). “'미투’에 용기 얻어”…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 상담 23% 증
가.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8030804160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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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다. 그러나 세 번째 단계에서는 대안적 아이디어가 공고화됨에 따라

일반인들도 ‘감히 대들 수 없는’ 유력자에게 저항했다. 즉, 저항적 아이디

어가 보편적인 영역에서도 적용될 수 있었고, 권력불평등관계에 대한 인

식의 질적 전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미투운동은 사회 여러 분야에서 지속, 확산되어 2019년까지

이어졌다.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의 조재범 전 대표팀 코치 성

범죄 고발, 유도 유망주 신유용의 코치 성범죄 고발 등 폐쇄적이고 위계

관계가 엄격한 스포츠계에서 미투운동이 일어났다. 그러나 대중들은 이

전만큼 놀라지 않았으며, 기존의 남성중심의 가부장제적 가치관에서 비

롯된 전형적인 가해자-피해자의 관계를 강요하지 않고 오히려 강력한

위계관계에서 비롯된 성 착취문제를 지적했다. 이러한 모습에서 1년이라

는 짧은 시간 동안 위계에 의한 성범죄를 받아들이는 시각이 크게 변화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미투운동이 활발하게 보도되지 않던 때에도

폐쇄적인 조직문화를 가진 스포츠계에서 미투운동 참여가 일어난 것은

미투운동이 ‘피해자 정체성’을 바탕으로 잠재적인 참여자의 동원이 가능

하며, 보편화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투운동의 세 번째 단계에서 대안담론 연합의 권력관계 의미 틀은

일상차원의 미투운동을 거쳐 그 범위가 확장되었다. 그간의 미투운동이

직장 내 성범죄를 중심으로 다뤘다면, 남성중심의 사회구조에 공통적으

로 존재하는 성별권력격차가 초래하는 성착취, 폭력, 차별까지 범위를 넓

혔다. 이러한 현상은 스쿨미투에서 잘 드러나는데, 미투 참여학생이 올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게시글에는 가해 교사의 성희롱, 성차별적 발언을

지적하며 시정을 촉구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미투운동의 저항적 아이디

어는 세 번째 단계에 들어서 성별권력격차에서 비롯된 권력형 성범죄에

반대하는 것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력의 부정한 사용’

그 자체에 반대하는 사회운동이 된 것으로 볼 있다. 즉, 미투운동의 저항

적 아이디어가 성별권력격차에서 비롯된 폭력에 대한 문제제기에서 끝나

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인권의식까지 확장된 것이다.



- 84 -

정치기회구조의 측면에서 사회운동의 지속과 결과로써 인식의 확장

이 일어날 수 있는 요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전 단계부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국정과제로써 검찰개혁과 여성의제 우선순위가 상대

적으로 높은 진보정당의 집권, 그리고 제 6대 지방선거가 있다. 이와 같

은 구조적 기회는 미투운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지속시켰다. 특히 검

찰개혁 국정과제의 경우, 여론 조성을 위해 미투운동 이외의 성범죄 사

건을 언급함으로써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인

식적 기회의 경우 앞서 제시한 미투운동 참여자의 메시지를 통한 동원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미투운동의 저항적 아이디어의 확장 이후 영향을 미

친 인식적 기회로 박근혜 탄핵 이후 권력의 부정의한 사용에 대한 경계

가 있을 수 있다. 국정농단 사태부터 촛불시위, 그리고 박근혜 탄핵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 속에서 한국사회는 유력한 권력자가 자신의 권력

을 이용하여 약자를 착취하거나 위협하고, 부정하게 이득을 취하는 등의

행동에 크게 거부감을 느꼈다. 이러한 인식이 확장된 상태에서 대중들은

미투운동이 제기하는 권력관계에 의한 성적 착취, 폭력 또한 동일한 맥

락에서 이해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인식적 기회는 미투운동에 대한 사회

적 관심을 지속적으로 환기시키는 구조적 기회와 함께 대중들이 확장된

권력관계의 내러티브와 의미 틀을 수용할 수 있도록 했고, 제도권 정치

에도 영향을 미쳐 제도적 변화를 이끌었다.

한편, 이 시기 기존 주류담론연합은 담론 도전의 결과로 정당성을

손실했다. 그러나 여전히 기존 주류담론연합의 아이디어는 한국사회구조

를 구성하는 남성중심의 가부장제적 가치관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완전

한 주류아이디어의 변경이나 붕괴는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에 따라 담론 구조화 단계에서 기존주류담론연합의 행위자들은 미투운동

이 가져온 변화를 축소시키거나 부정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즉, 미투운동

이 가져온 사회적, 제도적 변화를 왜곡함으로써 대안담론 연합의 내러티

브 공고화와 미투운동의 지속을 막는 것이다. 이외에도 이전 단계의 내

러티브를 모두 활용한 ‘미투운동에 맞는’ 내러티브를 생산하기 시작했다.

그간의 ‘의도’의 내러티브와 ‘과도한 경계’의 내러티브를 종합하여 미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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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을 ‘부정’하는 내러티브를 지속적으로 생산했다.

이처럼 미투운동의 세 번째 단계인 담론의 구조화는 미투운동의 보

편화, 일상화로 나타난다. 일상생활수준에서 이루어지는 미투발화는 이전

단계처럼 모든 매체에 구체적으로 보도되진 않지만, 성범죄 고발 건수의

증가 및 사회적 반응의 변화 등으로 그 확산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그

중 집단적으로 이루어진 스쿨미투와 스포츠 미투를 통해 미투운동에 대

한 사회적인 관심이 줄어든 후에도 미투운동의 저항적 아이디어가 지속

적으로 유지되고, 참여자를 동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권력

관계의 의미 틀은 일상차원의 미투운동으로 거쳐 탄핵 이후의 ‘권력의

부정의한 사용’을 경계하는 인식적 기회와 함께 일상적인 영역에서도 성

별권력격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차별, 폭력, 성 착취를 포괄하는 의미

틀로 확장되고, 제도적 변화와 함께 담론 구조화가 이루어졌다. 한편, 상

대적으로 정당성 상실한 기존주류담론연합은 미투운동이 가져온 변화를

축소시키거나 부정하는 형태로 대안담론 연합의 내러티브가 공고화되고,

미투운동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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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이전단계의 미투운동이 가져온 제도권 내의 변

화

미투운동의 세 번째 단계에서는 짧은 담론기간에도 불구하고 대안

담론연합이 담론도전에 성공하여 기존주류담론연합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시했던 이전단계의 미투운동이 가져온 제도권 정치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제도적인 변화는 대안담론연합의 아이디어가 성공적

으로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친 것을 보여준다. 미투운동의 각 단계를

대표하는 사건의 판례는 인지적 기회로써 미투운동의 잠재적 참여자를

동원할 것이며, 구조적 기회로써 이후의 성범죄 사건에도 긍정적으로 작

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계에 의한 성범죄’를 처벌하는 법정형이 상

향 조정되고, 미성년자와 문화예술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와 관련하여

법안이 지속해서 발의 및 통과되었다.

“….. 전 감독은 피해자를 보호감독 할 지휘에 있었으므로 업무상 위력을 이

용해 추행한 것은 유죄로 인정된다…. 이 전 감독과 단원들은 도제식 교육을

받는 고용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피해자가 항의하지 않았다고 해서 신체 접촉을

승낙했다고 볼 수 없다” -한겨레 4월 9일

법원은 “B씨는 10여년 만에 안무가로 다시 일할 기회를 얻었는데 이씨의 눈

밖에 나면 안무가로 활동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결했다.

-중앙일보 2019년 7월 28일

첫 번째는 이윤택 감독의 성범죄 판결이다. 문화예술계 미투운동의

한 축이었던 이윤택 감독은 2018년 9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해자들과 신체접촉 필요성에 대해 충분한 공감대와 동의 없이,

또는 동의를 훨씬 넘는 정도의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즉, 1심

부터 이윤택 감독에 대한 미투고발은 위계에 의한 강제성이 인정되고 있

었다. 비록 미투운동에서 제기된 사건의 첫 번째 판결은 아니지만,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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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안희정 충남지사의 1심 판결이 무죄로 끝난 이후 발표되어 사회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인식적 기회로써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한, 안희정 충남지사의 1심 판결 이후 미투운동에 대한 관심이 감소한

시기에 1심 결과가 발표되어 미투운동에 대한 사회적 이목이 다시 집중

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그 후 이윤택 감독은 항소심을 진행했다. 2019년 4월에 진행한 2심

에서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한규현)는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및 상습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감독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

다. 2심에서도 마찬가지로,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추행’한 것이 인정되었

다. 마지막으로 2019년 7월 대법원에서는 그가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추행했다는 점, ‘피해자가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일을 할 기회가 주어졌

을 때 이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 징역 7년을 최

종 선고받았다.49)50) 즉, ‘위력에 의한 성추행’이 사법부 판결로서 온전히

인정받은 것이다.

두 번째는 안희정 충남지사의 성범죄 법정 판결이다. 안희정 충남

지사는 2018년 8월 1심에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추행 및 강제추

행’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선고를 받았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시인하고 충남도지사직을 사퇴했음에도 혐의가 인정되지 않

아 미투운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낮아진 시기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 후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4차례의 간음을 비롯한 10건의 공소사실 중

9건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특히, 재

판부는 대법원의 ‘성인지 감수성’ 판례를 통해 혐의별로 선고하는 가해자

중심의 판결이 아닌, 피해자가 경험한 사건의 시간 흐름에 따라 판단했

다. 즉, 사법부에서도 미투운동의 대안담론 연합의 아이디어를 채택해 판

결을 진행한 것이다.

49)이수정. (2019, 7월 28). ’추가 증인’과 ’업무상 위력 인정’이 늘린 1년 …이윤택 징역 7
년 확정.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537652

50) 장예지. (2019, 4월 9). “‘오랜 관행’ 아닌 성폭력이다” 이윤택 2심 징역 7년 선고. 한
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8933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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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

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

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

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

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

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대법원 2019도2562 강제추행 등 사건 보도자료

이러한 ‘성인지 감수성’ 개념은 미투운동 기간 동안 등장했다. 2018

년 4월 대법원 판결로, 학생을 성희롱한 대학교수에게 내려진 해임 징계

가 부당하다는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한 사례였다. 대법원에서는 ‘성희롱

발생 사실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2심 판결을 두고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한 것’으로 해석했다. 그리고 ‘피해자들과 같은 처

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였는지를 기준으로 심리하고 판단해야 한다며 ‘성인지 감수성’

의 개념을 최초로 도입했다. 이러한 판결은 재판부가 기존의 주류담론의

아이디어에서 비롯되는 가해자 중심적인 문화와 인식, 구조 등을 지적한

다는 점에서 사법부가 미투운동의 저항적 아이디어에 공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미투운동 시기 사법부 내에서도 이를 해석하는 방식

에서 차이가 있었고, 재판부의 성향에 따라 판결이 복합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결국 미투운동의 판결문에서 안희정 사건의 1심을 제외하고, 다

수의 미투운동 사법 판결이 대안담론 연합의 아이디어를 채택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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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적인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

희롱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부정적 반응이나 여론, 불

이익한 처우 또는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에 노출되는 이른바 ‘2차 피해’

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피해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못하다가 다른 피해자 등 제3자가 문제를 제기하

거나 신고를 권유한 것을 계기로 비로소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와

같은 성희롱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

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마지막은 법정형의 상향이다. 미투운동의 두 번째 단계에서 지속적

으로 논의되어, 다양한 발의안으로 나타난 정치 엘리트 간의 담론 과정

결과는 법률안 공포를 통해 실현되었다. 2018년 10월 8일 국무회의에서

권력형 성폭력 범죄처벌강화를 목적으로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예술인복지

법」 일부개정법률공포안이 통과되었다.51)

[표 2] 2018년 10월 8일 일부개정법률공포안 주요 내용

51)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8. “형법 등 미투 개정 법률 5건 국무회의 의결”.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297672.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업무상 위계, 위력에 
의한 간음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 위계, 위력에 
의한 추행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공무원 임용의 결격, 
당연퇴직 사유

성폭력 범죄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

을 받은 경우

모든 유형의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경우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공직에서 영구 배제

공무원 임용 
결격 기간 2년간 임용 불가 3년간 임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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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를 통해 볼 수 있는 내용은 공통적으로 업무상 위계, 위계에

의한 간음, 추행죄의 법정형이 상향 조정되었다. 이러한 법정형 상향 및

기준 강화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미투 관련 법안 개정안으로 10

월 16일 공포되어 바로 시행되었다. 법정형 증가 발의안의 목적은 ‘솜방

망이’ 처벌을 막는 것으로, 발의자의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

려는 의지가 드러났다. 또한, 공무원의 임용 결격 사유를 추가하고 무관

용 원칙을 적용해 공직 내 성범죄에 더욱 엄격하게 대처하고자 하였다.

이외에도 2018년 8월 31일을 기준으로 1월부터 국회에 발의된 미투

운동과 관련된 법안은 총 41건이며, 젠더폭력과 관련된 법안을 포함하면

130여 건이 넘는다. 이러한 발의안에는 비동의 강간, 간음죄의 법정형 상

향,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폐지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었으나 4월 이후

국회가 개헌안을 둘러싼 파행이 지속되면서 대부분 계류되고, 국회 상임

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52)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결정자의 지속적인

노력과 반응 끝에 제도적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법정형 상향은 2월

27일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가 실시한 미투 관련 설문조사53)

에서 ‘권력관계에 의한 성폭력 문제의 해결방안으로는 가해자에 대한 징

계와 처벌 강화를 선택한 응답자가 36.5%로 가장 많았던 것을 고려했을

때 사회적 요구가 적극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법정형 상향

조정이 미투운동 기간동안 제시된 여러 방안에 비해 보수적인 변화일지

라도, 공적인 성범죄 피해 사실을 토로하는 행위가 짧은 시간 동안 사회

내 가장 강력한 규범인 법을 바꾸었다는 점에서 미투운동의 대안적 아이

디어와 내러티브가 제도권 내의 행위자들을 설득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

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이전 단계의 미투운동이 가져온 제도적 변화를 통해 미투운

동의 저항적 아이디어가 제도권 정치에도 영향을 미쳤음을 살펴볼 수 있

었다. 특히 미투운동의 단계별 핵심 사건의 가해자를 처벌하는 과정에서

52) BBC News 코리아. (2018, 8월 31). “성범죄자 공무원 임용 제한”...첫 미투 법안 국
회 통과할까. https://www.bbc.com/korean/news-45364516

53) 이후남. (2018, 2월 27). “미투” 지지한다 88.6%, 성폭력은 권력관계의 문제 71.6%.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240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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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미투운동에 대한 해석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변화 양상은 사법부 내에서도 미투운동에 대한 해석

의 차이가 존재했으며 결국 대안담론연합의 아이디어를 채택했다. 성범

죄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기준과 함께 성인지 감수성의 개념을 통해 피

해자가 처한 상황을 고려하고자 하는 시도로도 나타났다. 또한, 미투운동

시기에 제시된 다수의 발의안이 4월과 국회 파행을 거쳐 ‘위계에 의한

간음죄 또는 추행죄’의 법정형 상향과 함께 공직자의 성윤리 의식 제고,

문화예술계 종사자 보호 등의 제도적 변화로 이어졌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는 미투운동의 대안적 담론연합의 소속 행위자가 4월 국회 파행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제도적 변화를 추구했기에 가능했다. 이처럼 미투

운동의 세 번째 단계에서 이전단계의 미투운동이 가져온 제도권 정치의

변화는 대안담론연합의 담론 구조화 과정을 강력히 지지했으며, 실제로

미투운동이 사회를 바꾸고 있다는 인식은 새로운 미투운동의 참여자 동

원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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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담론연합의 특징과 내러티브 분석

미투운동의 담론 경쟁 세 번째 시기인 2018년 4월부터 2019년 1월

사이에는 대안 담론연합의 아이디어가 기존 주류담론연합보다 우세해지

고, 정책결정과정에 반영되어 제도권 내의 변화를 가져오는 담론 구조화

시기이다. 세 번째 단계의 미투운동은 일상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성추

행, 성희롱 또는 성차별에 대항하여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이

시기는 담론연합의 행위자 간 대립이 감소한다. 이전 미투운동의 단계에

서는 개별 미투 발화마다 각 담론연합이 적극적으로 대립했다면, 미투운

동이 일상적 차원으로 확산되면서 다양한 분야 및 조직에서 발생해 모든

분야의 대립이 어려워진 것이다. 따라서 각 담론연합은 집단적으로 발생

한 미투운동을 중심으로 의미 틀의 공고화와 재생산에 초점을 맞추게 되

었다. 대안담론연합이 담론도전 이후 제도적 변화를 가져온 상황에서 미

투운동은 단순한 사회적 이슈가 아니라 사회적 규범으로 질적 전환을 이

루었기 때문이다.

1. 기존담론연합의 약화: ‘부정’의 내러티브

이전단계에서 등장한 권력관계의 의미 틀은 정치엘리트와 대중들에

게 많은 공감을 얻었다. 남성중심의 주류 담론은 다양한 방식으로 대항

했으나 결국, 대안담론 연합의 권력관계 내러티브가 현상을 더욱 구체적

으로 설명하는 데 성공했고, 담론의 정당성이 훼손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담론연합은 사회 구조적으로 성별권력격차는 인정하

나 우회적으로 미투운동의 대안적 아이디어를 무시하는 방법을 사용해

왔다. 즉, 미투운동이 제시하는 성범죄의 도덕적 부당함, 그리고 처벌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것처럼 보이나 미투운동이 ‘변질’되어 부정적인 영

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며, 미투운동이 가져온 변화를 평가절하한다.

주로 미투운동이 가져온 다양한 제도적 변화를 부정하거나 새로운 변화

가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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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부정의 내러티브는 미투운동의 지속을 방해하고, 사회적 관심을 감

소시켜 사회적 인식이 미투운동 이전단계로 회귀하도록 만든다. 특히, 담

론 구조화 단계의 경우 아직 대안담론 연합의 아이디어가 공고화 되거나

주류 담론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의 담론연합은 대안담론 연

합이 가져온 변화에 대한 반발(backlash)로서 미투운동을 부정하고자 했

다.

부정의 내러티브의 예시로, ‘무고하게 미투고발을 당했다.’가 있

다. 의도의 내러티브에서 확장되어 나타나는 ‘무고’ 내러티브는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자신 또는 누군가에게 미투 고발을 할 것이라는 예상이

다. 이러한 내러티브는 오랜 고민 끝에 용기를 낸 미투 발화자의 의도를

의심하고 왜곡함으로써 미투 발화자를 가해자로 치환시킨다. 주로 미투

발화 이후 성범죄가 증명되지 않는 등 사법적 처벌이 불가능한 특수한

경우를 강조하여 미투운동으로 인해 가해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유튜버(Youtuber) 양예원씨의 성추행 고발에서 가

해자와 합의가 있었고54) 자발성이 있었다는 진술에 분노한 시민이 5월

25일 게시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에서 부정의 내러티브가 나타난다.

그는 ‘무고하게’, 또는 ‘매장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등의 단어를 통해 미

투운동이 억울할 사람을 가해자로 만들어 피해를 입힐 것이라 설명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일어나지 않은

성범죄’를 저지를 것이라 가정하고, 이전의 ‘가해자에 대한 온정주의’ 내

러티브와 비슷하게 가해자에게 이입하여 미투 발화가 자신을 괴롭히고

피해를 주는 것으로 해석한다.

54) 무고죄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합니다.(2018, 5월.25).청와대 국민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4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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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합니다. 참여 인원 : [ 240,618명 ]

미투를 그저 돈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 미투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힘을 입어

무죄한 사람을 매장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여 무죄한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와 인격, 가족들까지 처참하게 파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처

벌하기 위한 무고죄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합니다.

-2018년 5월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또 다른 예시로는 ‘미투운동에 대한 조롱과 비난’이 있다. 전자와

마찬가지로 기존 담론연합 또는 기존담론연합을 구성하던 남성중심의 사

회구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조롱과 비난의 내러티브는 미투

운동이 가져온 사회적 변화에 대한 평가절하와 함께 미투운동의 참여자

와 지지자들을 희화화 한다.55) 이러한 조롱과 비난은 앞서 나타난 ‘펜스

룰’의 내러티브와 유사한 논리구조를 가지고 있다. ‘내가 아직 저지르지

않은 성범죄’로 인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 미투 한다?” … 남자 선배가 후배 김모 씨(26·여)에게 말했다. …. 얼마

전부터 사내에는 신체접촉만 일어나도 ‘미투(#MeToo·나도 당했다)’ 농담이

나오는 분위기가 됐다. … ‘여직원들에게 발언 조심해라’는 지시가 돌지만 실

상은 미투 조롱이 많다.” … 박모 씨(30·여)는 “‘미투 천장’은 엄연한 현실이

다. 온라인에서 아무리 미투 운동이 활발해도 기존 남성 중심적인 회사 문화

는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3월 29일

이러한 미투운동에 대한 조롱 속에는 그동안 왜곡된 ‘미투’ ‘미투 피

해자’ ‘미투 가해자’등 용어들의 혼란과 남용, 그리고 사회 기저에 관습적

으로 존재하는 약자혐오, 여성혐오의 정서가 포함된다. 이러한 미투 희화

화와 조롱은 미투운동이 가져온 변화를 ‘예민한 여성들의 반응’으로 축소

시키고, 기존의 남성중심의 문화를 고수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기존 담론연합의 부정의 내러티브는 담론경쟁의 결과로써 대안

55) 신규진, 조유라. (2018, 3월 29). ‘미투’ 폭로 2개월…“이것도 미투냐?” 여전히 조롱하
는 상사들.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80329/89366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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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론의 아이디어가 제도화 되었다고 하더라도 사회 내 주요 아이디어로

써 작용하는 것을 막고 미투운동의 확산과 지속을 억제하고자 했다.

2. 대안 담론연합의 담론 구조화: 확장된 ‘권력관계’의 의

미 틀 

담론 구조화 단계에서 대안담론연합은 이전단계의 미투운동에서 비

롯된 제도적 변화와 함께 권력관계의 의미 틀을 공고히 하기 시작했다.

대안담론연합이 제시하는 성범죄의 원인으로써 성별권력격차를 설명하는

권력관계 의미 틀은 일상차원의 미투운동이 진행되면서 성별권력관계에

서 비롯되는 모든 폭력, 차별, 성 착취를 포함하는 확장된 권력관계의 내

러티브로 확장됐다. 이로 인해 성범죄 피해사실 고발에 한정되던 미투

참여가 성차별, 혐오발언, 폭력 등을 포함하게 되었다. 확장된 권력관계

의 의미 틀의 관점에서 발화를 결심한 일상차원의 참여자들은 그동안의

미투운동을 거치며 여러 분야의 참여자들이 자신이 속한 사회의 ‘유력자’

에게 당한 폭력에 저항하는 현상이나 정치엘리트가 미투운동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는 것을 통해 용기를 얻었다. 즉, 이전의 미투운동을 통해 사

회적 변화의 가능성이 보이자 이전에는 ‘감히 대들 수 없는 권위적인 가

해자에게 ‘감히 대들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미투운동의 세 번째 단계에서 확장된 권력관계의 의미 틀은

사회 구조적으로 존재하는 성별권력격차가 초래하는 권력의 부정의한 사

용 그 자체에 주목한다.56) 즉, 대안담론연합의 아이디어는 미투운동을

통해 드러난 성범죄의 적극적인 해결뿐만 아니라, 성별권력격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성불평등 상황에 대한 문제제기, 평등과 보편적인 인권

의식까지 확장되었다. 즉, 미투운동의 세 번째 단계에서는 대안담론의 권

력관계의 의미 틀이 확장되어 일상차원의 미투운동에 적용되면서 질적인

전환을 이룬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전단계에서 사회적 영향력이 큰 유명

56) 이재정. (2018, 10월 29). 충분히 성평등하다는 불평등한 말. 프레시안.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1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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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나 정치인에게 한정적으로 적용될 것 같았던 권력관계의 내러티브,

또는 성평등한 사회를 추구하기 위한 용기는 일상 생활에서도 적용되었

고, ‘내가 속한 사회도 변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미투연대는 폭로의 미투를 넘어서 피해자들 스스로 ‘생존의 내일’을 열기위

해 모인 권력형 성폭력 피해자들 단체.…사회 시스템에 맞서 싸우고,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과 존엄성이 존중되는 일상적 민주주의를 만들어 나갈 것”

- 남정숙 전국미투생존자연대 대표 발족 선언문, 여성신문 3월 27일 재인용

한편, 대안담론 연합은 사회 여러 분야의 잠재적 참여자들을 동원하

기 위해서 조직화를 시도했다.57)3월 27일, 학계 최초의 미투운동의 생존

자인 남정숙 전 성균관대 교수는 권력형 성폭력 피해자들의 단체 ‘전국

미투생존자 연대’의 대표를 맡았다. 이에 따라 미투운동의 생존자와 지지

자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상에서 서로 익명의 연대와 지지를 반복하다

실체가 있는 조직으로 거듭났다. ‘권력형 성폭력 생존자들이 일상을 회복

하고,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과 존엄성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발

언에서 대안담론 연합의 확장된 권력관계의 아이디어를 찾아볼 수 있다.

확장된 권력관계의 내러티브는 스쿨 미투운동과 대학가 미투운동에

서 잘 드러났다. 학생들은 교사 또는 교수와 학생 사이의 위계관계로 인

해 자신이 경험한 성희롱,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한 고등

학교에서 시작한 스쿨 미투는 다양한 고등교육 기관으로 확산되어 각 학

교의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학교의 변화를 촉구했다. 스쿨 미투

에서 나타나는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객관적인 권력격차는 작지만, 그러

나 판단력이 완전하지 않은 미성년 또는 대학생에게 남교사/교수가 갖는

영향력은 매우 크고 ‘감히 대들 수 없는 존재’로 여겨질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약자인 학생들이 교사나 보호자의 도움 없이 주체적인 실천과

연대를 통해 개별 학교의 성추행 사례와 성차별에 대한 고발과 연대를

결정한 것이다(이혜정 2018).

57) 진주원. (2018, 3월 27). 피해자 중심 ‘전국미투생존자연대’ 발족...남정숙 전 교수가
대표. 여성신문.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0789



- 97 -

마찬가지로, 도제식, 엘리트 중심의 체육계의 성범죄를 고발한 스포

츠 미투가 발생했다. 이들은 코치와 선수간 상명하복의 수직적 구조, ‘갑

과 을’의 관계에서 발생했다(김기운, 최윤소, 서희진 2021). 2019년에 발

생한 스포츠 미투운동은 미투운동이 활발하게 보도되고 사회적 관심을

받던 시기 이후에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스포츠 관계자들

이 체육계 미투의 가장 큰 원인으로 남성중심의 권력구조라는58) 지적이

나올 정도로 미투운동의 아이디어가 다양한 사회 분야로 확산 된 것을

볼 수 있다.

“체육계 성폭력 문제의 본질은 …‘섹스’ ‘젠더’ ‘섹슈얼리티’ 때문이다. 즉 ‘남

성과 여성 간 힘의 불균형’이 문제인 것이다. …헤게모니적 남성성과 성별

간 권력 구조는 공고히 자리 잡았다.” - 한겨레 2019년 2월 11일

한편, 앞서 논의했던 것처럼 이 시기에는 이전단계의 미투 발화의

사법적 결과, 그리고 제도적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중 안희정 충

남지사의 무죄 선고는 개별 미투운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낮아지고,

미투 발화가 꾸준히 이어지던 시기에 대안담론 연합의 행위자들을 결집

시킨 계기가 되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정춘석 의원과 녹색당 신지예

의원은 안희정 충남지사의 무죄 판결을 규탄하는 시위에 참석해 미투운

동을 지지하고 확장된 권력관계의 내러티브를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

다.59) 이 시기에는 홍대 누드크로키 사건을 비롯한 성범죄 사건이 두 건

이나 있었기 때문에 미투운동에 대한 발언과 함께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미투운동을 통한 사회정의 실현이 목적이었기 때문

에 검찰개혁 국정과제의 구조적 기회에 제약을 받는 외부의 행위자 문재

인 대통령과는 상반된 모습을 띤다. 이처럼 대안담론연합의 주요 행위자

들은 일상적 차원의 미투운동을 지지하면서, 동시에 성평등한 사회실현

58) 정은. (2019, 2월 11). 체육계 미투를 다시 생각하며.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881691.html

59) 곽재훈. (2018, 8월 26). “미투 위축 안 돼”…금태섭·정춘숙 등 전현직 與 의원, ‘연대’
메시지. 프레시안.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8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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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로 인식한다.

이에 따라 미투운동과 대안담론의 아이디어가 더욱 다양한 사회분

야로 확산될 수 있고, 위계에 의한 성폭력이나 성차별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미국의 ‘타임즈업’ 운동과 같은 ‘실질적인 대안과 지원’으로써 ‘포

스트 미투’ 운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담론경쟁 상황에서 우위

를 점차 차지하게 된 대안담론 연합의 아이디어가 확장된 ‘권력관계’에

대한 의미 틀로 거듭난 만큼, 이제 사회구조 내 권력관계에서 기인하는

성불평등 상황과 인권문제에 대한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 스쿨 미투에

서 그 가능성을 보았던 것처럼, 궁극적으로 미투운동이 보편적으로 일어

나고, 폐쇄적인 사회집단의 동원까지 성공하여 일상적인 삶에서의 불평

등을 수정해 나가고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미투운동의 가치를

보존해야 할 것이다. 한다. 담론 경쟁 상황에서 적절한 내러티브의 생산

과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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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절 변화의 순간과 포스트 미투

미투운동의 세 번째 시기의 특징은 미투 발화는 성범죄 생존자와

가해자가 대부분 일반인이며, 사회구조 내 성불평등 관계 전반에 대한

해결을 요구한다는 점이다. 그동안 유명인, 정치인, 연예인 등 사회적 영

향력이 크거나 ‘대중에게 알려진 사람’이 가해자로 지목되었으나 미투운

동이 진행됨에 따라 유명인이 아닌 가해자들을 대상으로도 일상생활 수

준의 권력관계에서 발생한 성범죄 고발이 이어졌다. 이러한 일상차원의

미투운동은 성별권력격차에서 발생하는 모든 억압, 폭력, 차별 등을 포괄

하는 형태로 확장되었다. 또한, 이전단계의 미투운동이 가져온 제도적 변

화가 일어나며 담론의 구조화 과정으로 이어졌다.

담론 경쟁의 차원에서 이전단계와 달리 미투운동이 다양한 사회분

야와 일상적인 차원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각 담론연합은 몇 가지 미투발

화의 해석을 두고 직접적으로 대립하지 않게 되었다. 각 담론연합이 담

지하고 있는 핵심 아이디어의 해석을 공고히 해가면서 서로 대립하고,

주요한 상황에서 담론 내러티브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

다. 담론 구조화 단계에서 담론경쟁 양상이 변화했고, 미투운동의 저항적

아이디어는 단순한 사회적 이슈가 아니라 사회적 규범으로 질적 전환을

이루었다. 담론 경쟁의 측면에서 경쟁의 핵심적인 순간이 이전 단계였다

면, 사회운동으로서 구조적, 인지적 변화를 가져온 시기는 이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담론도전의 결과로써, 사회운동의 측면에서 미투운동은 저항과 대립

의 결과로 제도권 내의 변화와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다. 미투운

동이 궁극적으로 젠더불평등관계의 타파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는

사회운동의 완성이자 담론경쟁의 완성이라고 볼 수 없지만, 규범성을 띤

질적 전환이라는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세 번째 단계의 스쿨 미

투운동, 대학가 미투운동, 그리고 스포츠 미투운동에서 나타난 미투운동

의 보편화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 더 이상 미투운동은

최초의 발화만큼 충격적으로 여겨지지 않았고 일반인들은 자신이 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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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성불평등에 대항하여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다.

미투운동의 세 번째 단계에서 다소 긴 시간 동안 미투운동이 지속

될 수 있었던 정치적 기회구조를 살펴보면 제 6대 지방선거, 국정과제로

써 검찰 개혁 등 구조적 기회는 미투운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지속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중단기적 구조적 기회로써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와 뒤이어 나타난 제 20대 국회 파행도 영향을 미쳤다. 4월 남북정상회

담 이후 대통령은 개헌을 시도했고, 대통령의 개헌안에 야당은 국회 보

이콧을 통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런데 이 시기는 미투운동과 연관성

이 있는 많은 정책 발의안이 제시된 시기였다. 따라서 국회 정상화가 미

뤄지며 많은 발의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계류된 채로 본회의에 상정

되지 못한 채 폐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발의안이 정책결정과정을 통과해 법률안으로 공포되었던 것은 구

조적 기회의 제약을 이겨냈다는 점에서 매우 인상적이다.

미투운동의 세 단계에서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요인은 검찰개혁 국

정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였다. 미투운동이 일어난 1년

간은 대통령의 임기 초였고, 수사권의 조정과 공권력 수행의 문제점 지

적을 목적으로 한 대통령의 개입은 검찰개혁의 화두로서 종종 등장하곤

했다. 미투운동과 관련 있는 발언은 3월 13일 경찰대학 축사에서 볼 수

있다. 안희정 충남지사가 성범죄 가해자였던 것이 밝혀지며 지방자치단

체장에서 사퇴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여당의원들은 미투운동에 대한 발언

을 아꼈으나, 문재인 대통령은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방

지’를 당부했다.

비슷한 맥락에서 미투운동이 제시한 사회 구조내 성별 권력격차를

지적하는 발언은 다른 성범죄 사건과 함께 등장했다. 5월 14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수사기관들이 (몰카범죄, 데이트 폭력 등

여성대상 범죄를) 조금 더 중대한 위법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고 지적

했다. 이 시기 발생한 홍대 누드 크로키 사건과 편파 수사 논란을 두고

발언한 것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으나 ‘수사기관’ 그 자체를 언급한 데

서 검찰개혁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대통령의 의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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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없이 이러한 발언들은 미투운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 또한 환기 시키

는 계기가 되었다.

이처럼 국정과제로써 검찰개혁은 구조적 기회가 되어 문재인 대통

령이라는 행위자에게 제약으로 작용했다. 그로 인해 수사기관의 부정의

를 강조하고, 검찰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 그리고 대중의 지지를 확대

하기 위해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연관성 있는 사건에 개입할 수밖에 없었

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미투운동이었고, 미투운동의 경우 대통령 개인

의 인권에 대한 관심과 합쳐져 더 큰 영향을 준 것이다. 결론적으로, 담

론 영향력이 강한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미투운동의

내러티브 확산의 계기이자 미투운동의 지속의 계기가 되었다. 결국 미투

운동의 참여자 세력이 이러한 대통령의 발언을 임의로 인지적 기회로 삼

고 참여자들을 동원한 것이다. 이에 따라 미투운동은 대통령의 의도와

상관없이 스스로 확산되어 나갔고, 조직화에 성공했다. 그리고 미투운동

은 검찰개혁이라는 구조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 외부의 행위자로 인해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담론 경쟁과정에서 대안적 담

론연합의 정당성을 높여주었다. 그리고 담론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한 대

안담론 연합은 권력관계 의미 틀을 바탕으로 대중과 제도권 내의 행위자

에게 ‘이제는 옛날처럼 성범죄를 가볍게 여기거나 권력격차를 이용해 억

압할 수 없는’ 구조적 제약을 만들고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대통령의 강력한 담론 영향력에서 기인한다.

오늘날 대통령의 영향력 행사와 관련한 논의가 행위자의 의도에 기반한

행위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었던 것과 달리 이 연구에서는 행위자의 의

도와 상관없이 발화를 통해 담론 과정에 개입한다면 사회적으로 영향력

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

한편, 인식적 기회의 차원에서 권력관계의 의미 틀이 빠르게 수용될

수 있었던 원인으로 촛불시위와 탄핵이 있다. 국정농단 사태와 촛불 시

위, 그리고 탄핵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은 그동안 묵인되었던 한국

사회내 부정의, 적폐를 공개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후 제 19대 대통령선

거에서 정권이 교체된 상황은 그간의 부정의를 해소하고 사회 정의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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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고양시켰다. 이러한 기대감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기대감으로도 볼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 ‘권력의 부정의한

사용’을 경계하는 사회적 인식의 확산으로도 볼 수 있다. 즉, 한국 정치

에서 시민들이 국정농단 사태에 분노하고, ‘적폐청산’의 키워드에 열광한

것은 그동안 묵인되던 사회 내 권력의 불합리한 사용, 갑질에 분노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투운동이 제시하는 권력관계, 확장된 권력관계의

의미 틀은 미투운동 지지여부와 상관없이 권력의 부정한 사용을 경계하

는 인식적 기회로 인해 쉽게 수용될 수 있었다.

이처럼, 정치기회구조를 고려하여 미투운동의 세 번째 단계를 살펴

보았을 때, 성범죄 현상을 설명하는 전형적인 피해자-가해자 간의 관계

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사회적으로 성별권력격차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미친 정치기회구조는 다양했으나 구

조적 기회로는 20대 국회 파행과 국정과제로써 검찰개혁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국정과제로써 검찰개혁은 미투운동의 모든 단계에서 영향을 미

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기관의 부정의를 강조하고, 검찰개혁에 대한 사

회적 합의, 그리고 대중의 지지를 확대하기 위해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연관성 있는 사건에 개입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발화자의 의도와 상관

없이 담론 영역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러한 현상은 대통령

의 강력한 담론 영향력에서 기인한다. 인식적 기회의 차원에서 촛불시위

와 탄핵정국에서 비롯된 ‘권력의 부정한 사용’을 경계하는 사회적 의식이

구조적 기회와 복합적으로 나타난 것이 미투운동의 세 번째 단계이다.

그 결과 미투운동의 저항적 아이디어는 규범성을 띤 사회적 개념으로서

질적 전환을 이루었다.

하지만 남성중심의 가부장제적 가치관을 핵심 아이디어로 하는 기

존 주류담론은 정당성의 훼손이 있었으나 지속적으로 미투운동이 가져온

변화를 축소시키고, 부정하는 등 기존 주류담론의 위치를 회복하기 위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미투운동의 저항적 아이디어와

대안담론 연합의 권력관계 의미 틀을 보호하고, 확산시키는 등 미투운동

이후의 사회 담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포스트 미투 시대를 준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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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한다. 미투운동의 대안담론 연합에게 이상적인 사회는 궁극적으로 미

투운동이 보편적인 행위가 되었으나, 일어나지 않고, 단순한 성범죄의 폭

로가 아닌 일상적인 삶에서의 권력불평등에서 비롯되는 성차별, 폭력 등

을 수정해 나가는 사회이다. 이러한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담론

경쟁 상황에서 적절한 내러티브의 생산과 변화를 촉구하는 노력이 요구

되며, 결정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정치기회구조 또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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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 론

본 연구는 ‘미투운동은 왜 지금 발생하여 과거와 달리 사회적인 공

감과 연대를 발생시키고, 사회의 여러 분야로 확산되었는가?’라는 질문에

서 시작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사회 내 주요 행위자들의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 현상에 대한 맥락적인 분석이 가능한 아이디어 중심의 담론

분석방법을 이론적 틀로 채택하여 연구를 진행했다. 구체적으로, 미투운

동의 전개에서 나타나는 담론 경쟁 양상을 시기별로 대안 담론의 등장,

대안담론도전, 담론의 구조화, 지배담론의 붕괴 및 교체의 네 가지 단계

로 나누어 분석했다.

본 연구는 미투운동을 기존 주류사회질서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회

운동으로 간주했다. 미투운동의 참여자들은 ‘위계에 의한 성범죄를 문제

삼지 않았던’ 기존 사회질서에 저항하며 사회변화를 촉구했고, 사회운동

외부의 환경적 요인에 영향을 받았다. 이에 따라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

기 위해 운동 외부의 정치적, 사회적 맥락을 고려할 수 있는 정치기회구

조적 분석을 보완적으로 실시했다. 정치기회구조를 구조적 기회와 인식

적 기회로 나누어 정리하고, 앞서 제시한 미투운동의 네 가지 단계에 따

라 분석했다. 2018년 미투운동에 영향을 줄 수 있었던 구조적 기회는 국

정과제로써 검찰개혁, 여성의제에 친화적인 진보정당의 집권, 2018년 제

6대 지방선거가 있었다. 인식적 기회는 미투운동의 참여자의 용기, 사회

변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 촛불시위와 탄핵정국 이후 권력의 부정한

사용을 경계하는 의식으로 정리하고, 각각의 담론 경쟁단계에 따라 영향

력의 강도가 다른 것을 확인했다.

미투운동의 발생이자 대안담론의 등장 단계에서는 서지현 검사의

최초 발화부터 문화예술계 미투가 진행된 시기에는 남성중심의 가부장제

적 질서에 반발하는 대안적 아이디어가 담론 영역에 제시되었다. 미투운

동을 통해 밝힌 성범죄를 ‘피해자-가해자 간의 권력불평등 관계에 의한

폭력’으로 규정했다. 이러한 대안적 아이디어는 미투운동의 전개에 따라

‘조직문화’, ‘관행’, ‘남성중심의 사회구조’의 내러티브로 전달되었다.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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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류담론연합은 기존의 성범죄 담론의 전형적인 순수한 피해자-부

도덕한 가해자 관계를 통해 현상을 해석했다. 이러한 남성중심의 가치관

에서 비롯된 기존 주류담론의 아이디어는 가해자 개인의 비정상성을 부

각하고, 피해 사실을 고발한 ‘의도’를 의심하는 내러티브로 나타났다. 성

범죄 자체의 부도덕성에도 불구하고, 기존 주류담론연합의 강력한 스토

리라인은 담론영역 내에서 기존 주류담론연합의 아이디어가 공고함을 보

여주었다. 이에 따라 대중의 지지, 연대와 함께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얻는 대안담론연합은 미투운동을 제도적 논의의 장으로 이끌었지만, 주

요 정책결정과정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다.

미투운동의 발생 측면에서 당시의 정치적 기회구조를 고려했을 때,

대통령의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가 구조적 기회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임기 초 높은 지지율과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대중들이 공감은 검찰

개혁을 진행하고자 하는 의지로 나타났고, 구조적 기회로써 문재인 대통

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제약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조직 내 성

범죄 고발을 통해 검찰조직의 부도덕함과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했다. 이러한 정치엘리트의 빠른 반응은 미투운동이 과거의 성범죄 고발

과 차별성을 갖도록 했다. 이처럼 검찰개혁의 논의를 활성화할 목적으로

미투운동에 개입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미투운동의 발생과 담론 영

역에 영향을 미쳤다.

다음으로 대안담론의 담론도전 단계에서 정치권 미투운동이 발생했

다. 문재인 대통령의 미투운동 지지담화로 시작하는 담론 도전단계는 안

희정 충남지사를 비롯한 정치 엘리트가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되어 정치

엘리트의 담론 공간 내 태도를 변화시켰다. 대중들의 사회적 이목이 집

중되었으며, 유력 정치인과 수행비서 사이의 ‘권력관계’의 존재를 직관적

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권력관계 내러티브는 문재인 대통령의 미투운

동 지지 담화에서 등장해 두 번째 단계의 주요 내러티브로 거듭났다. 이

에 따라 권력관계의 내러티브는 안희정 충남지사와 김지은씨의 대화를

분석한 언론보도를 비롯해 다수의 정책결정자의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

었다. 대안담론연합의 권력관계의 내러티브는 공고한 의미 틀로 거듭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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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기존주류담론연합의 아이디어에 정면으로 도전했다. 즉, 안희정 충

남지사의 성범죄 사건은 2018년 미투운동에서 나타나는 ‘결정적인 사건’

으로써 대안담론 연합의 담론 도전의 계기가 된 것이다. 그 결과 기존

주류담론연합의 정당성 훼손이 일어났으며, 기존 주류담론연합도 권력관

계의 의미 틀을 일부 수용하고, 미투운동을 표면적으로 지지했다. 기존

주류담론연합의 내러티브는 가해자에 대한 온정주의적 접근, 강화된 ‘의

도’의 내러티브와 ‘펜스룰’ 내러티브 등으로 확인해 볼 수 있었다.

미투운동 담론경쟁의 두 번째 단계에서 영향력을 미친 정치적 기회

구조 중 가장 영향력이 큰 요인으로 임박한 제 6대 지방선거를 들 수 있

다. 한국정치에서 중앙정치 현안에 지방정치가 크게 영향을 받는 특성으

로 인해 지방선거는 정당 간 경쟁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각 정당은

선거 승리를 위해 미투운동을 규범적으로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야만 했

다. 특히 미투운동의 규범성은 기존 주류담론연합의 행위자였던 자유한

국당의 입장을 변화시킬 정도로 강력하게 작용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후보자 공천과정에서 성비위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등 즉각적인 변화를

요구했다. 그리고 이전단계와 마찬가지로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개혁 국

정과제 수행이라는 구조적 기회에 제약을 받는 미투운동 외부의 행위자

로 존재했다. 2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의 미투운동 지지 담화문에는 구체

화된 권력관계 내러티브와 함께 친고죄 조항 삭제 건 등 수사 과정에 영

향을 미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담화문

발표는 대통령의 의도와 상관없이 대안담론 연합의 내러티브 확산의 주

요한 인식적 기회로 작용했다. 이전단계부터 나타난 정치엘리트의 적극

적인 반응은 미투운동의 잠재적 참여자에게 ‘사회변화에 대한 기대감’으

로써 작용하여 인지적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세 번째 담론 구조화단계는 2018년 4월 스쿨미투운동과 대학가 미

투운동 그리고 2019년 1월 스포츠 미투운동이 발생한 기간이다. 이 단계

에서는 이전단계의 미투운동의 결과로써 사법부의 판결 및 법정형 상승

을 비롯한 제도적 변화를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이러한 변화가 미투운동

기간 동안 발의된 많은 발의안에 비해서 다소 보수적인 변화일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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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적 담론연합의 내러티브가 주요 정책행위자들에게 작용하여 사회 내

가장 강력한 규범인 법을 바꾼 것이다. 대안담론 연합은 이러한 제도적

변화와 함께 기존 주류담론연합에 대해 상대적인 우위를 갖고 권력관계

의미 틀의 확장을 시도했다. 확장된 권력관계의 의미 틀은 권력관계에서

비롯된 성범죄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폭력, 차별, 성 착취를 포함하는 보

편적인 인권 개념을 포함했다. 그리고, 담론 구조화 단계에서는 일상차원

의 미투운동이 주를 이루었다. 따라서 각 담론연합은 한 두 가지의 미투

발화의 해석을 두고 직접적으로 대립하지 않게 되었다. 담론공간의 변화

와 함께 미투운동이 일상차원에서 발생하는 현상은 미투운동에 대한 대

안적 아이디어가 사회적 규범으로써 질적 전환을 이루었음을 보여준다.

이 시기 미투운동에 영향을 미친 정치기회구조는 검찰개혁 국정과

제 수행과 미투운동 이외의 성범죄 사건이었다. 이전단계와 마찬가지로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제 설정을 위해 여러 성범죄 사건에 개입했

다. 미투운동 이후 발생한 버닝썬, n번방 사건 등은 사회이슈로써 대통

령의 개입을 촉구했다. 이러한 대통령의 개입은 미투운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미투운동 참여자들에게 사회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고

양시키는 인식적 기회로 작용했다. 또한, 국정농단 사태 이후 ‘권력의 부

정의한 사용’을 경계하는 사회적 인식은 인식적 기회로써 대중들이 확장

된 권력관계 의미 틀을 채택하고, 대안담론연합의 아이디어에 공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대통령의 검찰개혁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의도치

않은 개입이 촛불시위 이후 존재하던 ‘권력의 부정의한 사용을 경계’하는

인식적 기회와 조화를 이뤄 미투운동의 확산과 지속으로 이끌었다.

정리하자면, 미투운동 시기동안 발생한 담론 경쟁은 미투운동에서

나온 수많은 피해자의 발화와 연대로 이루어진 대안적 담론연합에서 미

투운동의 발화자들이 특별히 더 ‘예민한’ 사람이 아니며, 사회 내, 조직

내 권력 관계에서 비롯된 폭력의 피해자임을 보여주었다. 대안담론 연합

은 성범죄를 성별권력격차에서 비롯되는 폭력으로 정의하고, 미투운동

전개에 따라 조직 내 위계질서에 기반한 권력, 문화예술계의 조직문화에

서 비롯된 불평등, 유력 정치인과 보좌진 사이의 권력 격차, 그리고 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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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권력관계에서 발생하는 일상적 위계관계 순서로 문제제기의 범위를

확장했다. 나아가, 세 번째 단계에서는 권력관계에 대한 내러티브가 보편

적인 사회구조 내 존재하는 권력의 부정의한 사용에 대한 인식으로 확장

되었다. 이 과정에서 대안담론연합은 사법부의 권력인정 및 법정형 상승

을 비롯한 제도적 변화와 함께 담론 구조화의 단계에 이르렀다. 담론 구

조화를 통해 대안담론연합의 아이디어는 ‘감히 도전할 수 없었던 대상’에

게 ‘도전할 용기’로써 질적 전환을 이루었다. 미투운동이 궁극적으로 성

별권력관계의 타파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결과를 사회운동과

담론경쟁의 완성으로 볼 수 없지만, 기존의 사회질서에 유의미한 충격과

변화라는 성과를 거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정치적 기회의 관점에서 각 담론경쟁 단계에 따라서 미투운동

에 영향을 미친 정치적 기회로는 여성의제에 상대적으로 친화적인 진보

정당의 집권, 제 6대 지방선거 등 다양한 정치적 기회가 있었으나, 앞서

살펴본 세 가지의 단계에서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요인은 검찰개혁 국정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였다. 검찰개혁 국정과제는 구조

적 기회로서 담론 영향력이 강한 행위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조직

또는 수사기관 전반의 문제점과 부도덕함을 강조할 목적으로 미투운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도록 만들었다. 그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을

염두에 둔 개입은 미투운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환기로 이어져 미투운동

의 동원을 촉진하는 인식적 기회로 작용했다. 즉, 대통령의 의도치 않은

개입이 궁극적으로 미투운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미투운동이 확산, 지

속 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과 같이 강력한 담

론 영향력을 가진 행위자의 담론영역 개입은 사회운동의 전개 상황에 따

라 새로운 인식적 기회의 활성화로 이어져 강력한 정치기회구조로 작용

하기도 했다. 이러한 현상은 대통령의 강력한 담론 영향력에서 기인한다.

즉, 그동안 대통령의 영향력 행사와 관련한 논의가 행위자의 의도를 중

심으로 이루어졌던 것과 달리 이 연구에서는 행위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담론 과정에 개입하는 것만으로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음을 확인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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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연구에서 확인된 미투운동의 담론 경쟁결과는 담론 경쟁

의 마지막 단계인 ‘지배담론의 붕괴’를 온전히 달성했다고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여전히 기존담론의 내러티브는 남성중심의 사회구조를 공고히

하는 핵심적인 사회 내 주류 담론으로 존재하고, 이것이 대안담론과의

경쟁을 거쳐 완전히 붕괴하거나 대체되는 것은 오랜 시간이 필요한 일이

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쿨미투운동에서 그 가능성을 보았던 것처럼, 궁극적으로

미투운동의 대안담론연합이 추구하는 사회는 단순한 성범죄의 폭로가 연

쇄적으로 이어지는 사회가 아닌 일상적인 차원의 권력불평등에서 비롯되

는 차별, 폭력, 억압 등의 부정의를 수정하는 사회이다. 미투운동의 저항

적 아이디어가 궁극적으로 기존주류담론의 가치관을 대체하기 위해 지속

적인 담론 경쟁을 통해 적절한 내러티브의 생산과 변화를 촉구하는 노력

이 요구되며, 결정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정치기회구조 또한 마련되

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미투운동의 지속과 확산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써 적절한 정치적 기회구조의 형성을 제시하고, 미투운동의 지

속적인 참여자 동원을 위해 남성중심의 가부장제적 가치에 지속적으로

도전하고 내러티브를 재생산하는 담론의 정치를 제안한다. 또한, 미투운

동이 가져온 변화가 미투운동 이후 한국사회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포스트 미투운동 기간을 포함해 담론 영역 내 경쟁 상황을 해석하는 작

업이 후속연구로써 이루어져야 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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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ocial movement is a collective resistance to the existing

social order, engendering different results depending on the social and

political context in which it occurs. The main contributors of the

social movement who aim at presenting problems about existing

social order, organize a discourse group to influence political decision

making based on shared critical minds. Therefore, a social movement

can be expected to unfold in different forms in each country

depending on the given social, political, and economic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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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ly,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 should be fully considered

as an environmental factor of a social movement.

This study viewed the #MeToo movement in South Korea in

2018 as a social movement and adopted discursive institutionalism

theory which is an ideational approach that allows contextual analysis

of the phenomenon through the interaction process of major

contributors in the movement as a theoretical framework. In addition,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 analysis was conducted complementary

to consider environmental factors that may influence social

movements externally. Specifically, the discursive competition that

emerges in line with the progress of the #MeToo movement was

classified into four stages: the emergence of alternative discourse, the

challenges of alternative discourse, structuralization of discourse, and

collapse and replacement of dominant discourse. Accordingly, this

study analyzed the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 that may affect the

arises and results of the #MeToo movement in each stage by

dividing the elements into structural opportunity and signal

opportunity.

As a result of the discourse analysis from the first #MeToo

speaking out on January 29, 2018, up to January 31, 2019, it was

confirmed that there was a new resistive idea over the #MeToo

movement that based on the patriarchal social structure and gender

power imbalance as the cause of sexual crimes. Among the four

stages of discursive interaction, at the first stage, i.e. 'the emergence

of alternative discourse', the liberal party which has relative

predominance over the other with gender policy seizes power, and

reform of the prosecution as a presidential initiative agenda acted as

structural opportunity to raise political elites' interest in the #MeToo

movement. As a result, the resistive idea presented by the altern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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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ourse group was successfully discussed as a political agenda

claiming that power-based sexual assault were forms of violence

based on gender power imbalance and began to confront the

patriarchal social structure. In the second stage 'the challenge of

alternative discourse', discursive competition between the dominant

discourse group and alternative discourse group was intensified. As a

result of discursive competition, the resistive ideas of the #MeToo

movement gained sympathy from the majority and secured legitimacy.

The politician #MeToo movement brought about a change in the

position of political elites in the #MeToo movement discourse.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subordinates and superiors that can be seen

between leading politicians and the attending secretaries has pointed

out power imbalance as the cause of sexual crimes. In addition, the

President's intervention in the discursive interaction by structural

strategies to reform the prosecution as presidential agenda led to a

heightened social interest in the #MeToo movement that served as a

signal opportunity to promote the mobilization of the #MeToo

movement. The third stage 'structurization of discourse' resulted in

institutional changes that led to the promulgation of the law aimed at

'intensifying punishment for power-based sexual assault' and changes

in the judiciary judgment based on 'gender sensitivity'. #MeToo

movements such as School #MeToo, College #MeToo, and Sports

#MeToo which occur on a daily-life basis, were raised with these

institutional changes. The act of resisting authorities in the daily

realm served as a signal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the #MeToo

movement along with a guarded consciousness towards 'unjust use of

power' after the regime impeachment in South Korea. In other words,

institutional changes and the President's intervention acted as an

encouragement for society to challenge against 'the unjust us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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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 and led to a quality change in social perception towards

gender inequality. However,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he final stage

of discursive competition, 'collapse of dominant idea' was fully

achieved through the #MeToo movement. This is because the

narrative of the existing discourse remains a value that solidifies the

patriarchal system. Therefore, the collapse of dominant discourse

through the #MeToo movement is unprecedented and demands more

time.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post-#MeToo

movement era to spread and settle resistive ideas of #MeToo

movements throughout society as possibilities were seen in School

#MeToo. Convincingly, efforts to urge appropriate narrative production

in the #MeToo discourse are required for gender equality, and

follow-up studies are suggested to interpret the competition in the

discourse area for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storyline about the

gender power imbalance.

In conclusion, the emergence and development of the #MeToo

movement led to the public in discussion of power-based sexual

assaults in Korean society, recognition of gender inequality in society,

and further raised perspective of universal human rights which

against all possible violence, discrimination, and sexual exploitation in

an everyday life. Although this cannot be seen as a completion of

discourse and social movement as the #MeToo movement ultimately

aims to break down gender power relations, it can certainly be

acknowledged as a significant achievement in that it has brought

shock and achievement.

This study is significant as it is the first to illuminate the

#MeToo movement's influence on Korean society by using discursive

institutionalism and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 theory. This

provided historical background about the gender policy in the S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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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political system by analyzing the discursive politics of the

#MeToo movement, which is regarded as a social movement. It was

confirmed that changes in social perception brought about by the

spread of the #MeToo movement have been made through political

structural and signal opportunities. In other words, it suggests that

the social desire against the existing social order can be successfully

accepted when political and environmental factors are supported.

Finally, the President's intervention in discursive interaction as a

groundwork of the presidential agenda can cause an unintended

consequence such as the spread of the #MeToo movement. This

result is contrary to the existing intention-based research.

Accordingly, this study presented a new perception about the

President's influence within the discursive area in the Korean political

system and about the possibility of the relevant studies.

keywords : #MeToo movement, discursive institutionalism, social

movement,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 theory, presidential

influence, gender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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