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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의당 대표 이정미입니다. <20대 여성을 통해 정의당을 보다> 토론회를 열게
되어 기쁩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번 토론회에 관심을 갖고 귀한 발걸음 해주신 참석자 여러분
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20대 여성유권자는 누구인가’라는 궁금증과 물음에서 출발했습니다. 지난
19대 대선을 거치면서 정의당은 심상정 후보를 지지한 20대 여성유권자에 주목했고, 이들을
향후 정치 지형을 변화시킬 주체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보팅 파워 집단으로 떠오른 20
대 여성이 보고 경험하는 정치는 무엇이며, 이들의 정치참여의 과정은 어떠한지를 명확하게 규
정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은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실증조사를 진행했고 이를 토대로 당의 향후 전략을
모색했습니다. 그 결과, 20대 여성은 19대 대선에서 20대 전체의 투표율 상승을 주도하면서,
특정 이슈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반적으로 ‘진보적 성향’을 띤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
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투표하면 정치가 달라질 것이냐”라는 질문에 20대 여성은 58%, 20
대 남성은 51%가 동의했다고 합니다. 또래 남성에 비해 20대 여성이 정치 효능감을 체감하고,
정치 참여에 강한 자신감을 보이는 집단이 된 것은 대단히 흥미로운 일입니다.
정의당은 20대 여성을 우리당 핵심 지지층으로 타깃팅한 정책을 펴고, 더 나아가 이들을 정
치인으로 성장시켜낼 전략까지 모색하고자 합니다. 정당 내부의 20대 여성 활동가의 참여를 지
원하고 여성의제를 적극 수용, 개발할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이번 연구에 대한 논의를 토대
로 각계에서 모인 토론 패널의 고견이 더해지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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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토론회를 함께 열어주신 심상정 의원님과 정의당 중앙여성위원회에 감사드립니다. 짧은
기간 동안 연구수행에 매진해주신 조혜민 대의원님과 오김현주 서울시당 부위원장님에게도 감
사 인사를 전합니다. 토론 패널로 참여하신 이진옥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님과 최태섭
작가님, 전홍기혜 프레시안 기자님과 박예휘 정의당 여성정책연구모임 ‘노란페미’ 당원에게도
감사드립니다. 20대 여성유권자가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진정한 ‘이슈 메이커’로 자리매김
할 그 날을 기다리며, 이 자리를 통해 정의당의 발전적 과제를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
사합니다.

2019. 05. 29
정의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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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의당 국회의원 심상정입니다.
정의당은 창당 이래 40-50대 중장년층의 지지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정당 중에서는 젊은 이
미지인데도 실제로는 20-30대 청년층으로부터 많이 지지를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 차원에서도 청년층이 정의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들이 정의당을 지지하게 하려면 무엇
이 필요한지를 언제나 궁금해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제대로 연구하고 알아보려는 시도는 부족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청년층, 그 중에서도 20대 여성 유권자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 연구자분들이 지난 대선에서 심상정 대통령 후보에게 17.6%의 지지를 보내준 파주시
월롱면 5투표소의 실제 유권자들을 인터뷰했다고 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도 구로공단에서 일하며
노동운동을 조직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공단 노동자들이 고된 일과 속에서 정치에 관
심을 갖기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도 이분들이 굳이 정의당을, 심상정을 지지하고 사표심리
를 거스르며 한 표를 행사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었을지 무척 궁금했습니다.
이들은 본인의 삶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이슈와 정책을 정확히 알고 반응하는 새로운 유권자
집단입니다. 지지율이 얼마나 나오는지가 실제 정치권의 정책변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고 사표가 되더라도 표를 던지는 전략적인 유권자 집단이기도 합니다. 기존 정치권의 구태의연
한 유권자 분석에 머물러서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 같은 연구를 더 일찍 했어야 합니다. 유권자들이 심상정과 정의당의 무엇을
보고 그토록 뜨거운 지지를 보내주셨는지 마땅히 살피고 헤아렸어야 했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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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라도 20대 여성 유권자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 다행입니다. 그래서 정의당이 이 연구를
기획하고 토론회를 주최한 것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나온 소중한
논의를 정의당이 잘 받아 안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대 여성 유권자에 대해 전례 없는 연구를 수행한 조혜민·오김현주 연구자님께 감사드립니
다. 또한 토론자로 와주신 이진옥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님, 최태섭 작가님, 전홍기혜 프
레시안 기자님, 박예휘 정의당 노란페미 당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정의당에 입당
해 당에 힘을 보태주시며 지금 이 순간도 더 나은 정의당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여성 당원들께도 존경과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 05. 29
정의당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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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그룹의 20대 여성들을 만나다.

‘20대 남성은 누구인가, 그들은 왜, 어떻게, 현 정부를, 정당을, 페미니즘을…’ 이라고 시작되는
글들과 행사를 마주한다. 여성단체에 일하면서 이러한 현상이 어쩌면 특별해보이진 않았다. 대개
누군가에 대한 연구 또는 행사로 일컬어지는 것은 디폴트, 남성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렇기에 더 인상적인, 굳이 ‘남성’을 언급해 이들을 궁금해하고 조명받는 것을 보며 내심 부럽기까
지 하였다. 수많은 여성들이 길거리에 나와 모여서 무언가를 외치고 어떤 이들은 단체를 만들어
활동을 이어가는 와중에도 ‘20대 여성’에 관해서는 대체 어떤 조명이 비춰졌을까? 오히려 특정한
방식으로, 하나의 ‘그림자’ 마냥 지금 이 사회의 어두운 면 마냥 그려진 것은 아닐까?
2019년, 서른이 된 나는 ‘20대 여성’을 만나며 우리는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임을 느껴왔다. 물
론 특정한 시기를 함께 겪으며 정치적 순간을 맞이하고 이 순간을 전환기로 하여 정치에 대한 관
심, 여성으로서의 삶을 그려보았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많은 정당과 정치인들, 나아가 정부까
지 ‘20대 남성은 누구인가’를 외치고 있을 때, 고개를 돌려 ‘20대 여성’을 찾아나선, 그리고 이들
을 통해 정의당의 현 주소와 향후 전략을 고민하고자 한 본 연구의 목적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고 생각한다.
이 연구는 정의당의 향후 전략을 찾아가기 위해 마련되었다. 정의당은 누구에 주목해야 하는가.
고민해야 하는가. 한국 사회에서 진보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이들은 누구이며 누구로부터 확인되
는가. 수많은 거리의 현장에서 여성들은 등장하였고 마이크를 잡았다. 하지만 이러한 등장과는 달
리 정치적 대표성의 수준은 여전히 낮기만 한 지금에 서서 정의당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누구
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한 발 앞서 걸어야 할지- 그리고 그간 이른바 ‘트러블 메이커’로 여겨졌던
이들을 ‘이슈 메이커’로 일컬어야 할 정치적 힘은 누구에게 있는지-를 말하고 싶었다. 이 연구가
그러한 과정에 정의당이 함께 하겠다는, 선언의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기대감을 가져보며-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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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난 다양한 여성들의 이야기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우리는 질적 분석방법으로 20대 여성유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표적 집단 면접법(FGI: Focus
Group Interview)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표적 집단 면접법은 양적연구방법으로는 파악하기 어
려운 여성 유권자들의 경험과 생각을 면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방법으로 채택
하였다. 심층면접의 목적은 주어진 사회적 상황에서 개인적인 “의미화” 또는 “의미화 과정”을 보
는 것(Hesse-Biber, 2014)이기에 여성 유권자에게 정치라는 영역이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 어
떤 방식으로 의미화되는지를 보기에 적합하다. 그런 점에서 표적 집단 면접법은 양적 분석방법을
통해 살펴본 여성 유권자의 동향을 넘어 그 이상의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키는데 효과적이다. 특히
특정 집단이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대화를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하지 못한 결과를 발견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실제로 표적 집단 면접법은 선거나 특정 사회문제에 대한 의식을 탐색
또는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며 정책에 대한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를 수집하고 사회적·정
치적 이슈에 대한 태도 경향을 파악하며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는데 유효한 방식이라고 여
겨진다. 정의당 역시 당원 인식조사에 있어 FGI 연구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점 역시 참고하였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이 연구는 ‘정의당이 2020년 총선을 비롯해 향후 방향에 있어 무엇을, 어떻
게 설정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답하고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정의당은 2018
년 7월 21일, 제8차 전국위원회를 통해 정의당의 여성정책이 차별화, 의제화에 있어 부족했으며
특히 20-30대 최대 관심 의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시하지 못했으며, 페미니즘의 시대적 요구를
좀 더 적극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평가하였다. 따라서 여성참여의 변화를 만들
어낼 수 있는 20-30대 여성의제를 적극 수용하고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는 나아가 지
방선거에서의 여성청년 후보가 단 4명(지역 2명, 비례 2명)에 불과했다는 점을 들어 단순히 의제
선점만의 문제가 아님을 강조했고 정당 내에서의 여성 참여를 확대하고 여성 활동가를 확대하기
위한 적극적 대책 역시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해 표적 집단은 20대 여성유권자가 생각하는 정치의 의미가 무엇이며, 무엇이
20대 여성의 정치참여를 가로막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당의 역할은 무엇인지 등을 분
석해보고자 하는 연구 목적과 선거 참여 경험이 있고 진보정당을 지지하거나 우호적으로 바라보
고 있는지를 참고해 설정하였다. 여기서 30대를 제외한 것은 20대, 30대를 동일하게 묶기에는 정
치적인 순간 등 영향을 줄 만한 지점들, 생애사적인 접근에서 고민이 보다 필요하다고 보았기에
20대로 한정하였다. 이에 따라 표적 집단은 1)여성/젠더 의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20대 여성, 2)심상정 득표율이 높았던 공단/지역에서의 20대 여성, 3)정의당 20대 여성 당원으로
나눠 살펴보며 각 집단 내에서의 특징을 구체화해 집단 면접을 실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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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 경우, 여성/젠더 의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본인을 페미니스트로 정체화한, 특정
정당의 당원이 아닌 이들을 선정하였다. 지난 8월 18일, 미투공동행동은 ‘여성에게 국가는 없다’
라는 제목의 집회를 개최하였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혐의 사건 무죄 선고를 규탄하며
횃불을 들었던 자리였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미투 운동에 대한 여성들의 문제제기,
대응 방식이 단순히 문제를 일으킨 개인, 성별 권력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를 가능케 한 국가
권력에 대해 문제를 강하게 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최근 10월 7일, 혜화역 시위에서는 국회의
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에 대한 ‘문자 총공(문자 총공격)’ 퍼포먼스를 통해 사회가 젠더이
슈에 대해 반응하지 않는 현실에서 무엇을 타켓화할 것인가에 대해 ‘국회’를 선택한 점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피켓 문구로 계속해 등장하는 ‘경찰대 여성 비율 90%’, ‘여성 장관 100% 임명’
등은 여성 대표성이 함의하는 바가 결국 무엇인지에 대해 되묻게 하는, 공공 정책 및 영역에서의
젠더화에 대한 메시지를 찾아 볼 수 있다. 이는 광장에 나온 이들의 메시지와 현상을 단순히 ‘분노
가 지나치다’, ‘혐오 표현이 극심하다’는 정도로만 분석해내는 관점을 넘어 이미 정치화된 목소리
를 내고 있는 이들에 주목해야 함을 보여준다.
2)의 경우, 제8차 전국위원회 자료(p.24)를 참고해보았다. 정의당은 19대 대선 당시, 20대 젊은
여성을 중심으로 심상정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으나 당시의 성과가 지선으
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평가하였다. 객관적인 지표로 확인되는 곳은 많지 않으나 대표적으로 대기
업 공장 기숙사를 중심으로 예전과 달리 심상정 후보의 득표율이 높게 나타났지만 지선에서 정의
당 득표율은 지난번에 비해 낮게 나타났는데 정의당이 파악한 4개 투표소 중 1개 투표소를 제외
하고는 절반가까이 특표율이 낮아졌다. 따라서 해당 지역의 공장 기숙사 내 20대 여성들에 대한
면접을 실시해보았다.
3)의 경우, 20대 여성유권자이자 정의당에 가장 강력한 지지를 보내는 이들이기에 표적 집단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정당의 당원인 여성들의 경우, 대개 남성화된 공간이자 영역으로
인식되는 정치 영역에 대해 ‘그럼에도’ 개입해야 할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는 정치적인 분
리주의를 택하는 일부 여성/여성주의자들과는 다른 경험적 맥락을 가지고 있다고 추측해볼 수 있
다. 특히 당내 여성주의자들의 경우, 당 안팎의 전략을 고민한다는 점에 있어 현장에서의 당사자
들의 요구와 의회정치에서의 정의당이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 등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간극을 보다
이해하며 향후 정의당의 방향에 대한 현실적 제언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구체적으로 표적 집단 규모는 5~6명, 시간은 토론의 집중도를 유지하기 위해 2시간 이내로 설
정하였다. 모든 인터뷰는 2018년 12월~2019년 3월 초까지 진행되었으며 표적 면접 과정에서 면
접 참여자에 대한 기본 인적사항과 함께 연구 문제의식, 질문, 표적 집단 면접 내용의 활용에 대해
정리된 동의서를 받아 진행하였다. 모집 방식은 페이스북 페이지를 개설해 웹자보를 만들어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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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구글링크를 통해 사전 신청을 받은 후, 선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의 지인일 경우,
배제하였다. 한편 그룹 2의 경우, 여타 그룹의 모집 방식만으로는 참여자들을 모집하는 게 어려울
것이라 판단해 해당 기업체의 출퇴근시간에 맞춰 전단지를 제작해 배포하였고 원활한 인터뷰를
위해 FGI가 아닌 1:1 인터뷰 혹은 2:1 인터뷰로 진행하였다. 덧붙여 참고 차 20대 남성 그룹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발히 이용하는 20대 여성을 추가적으로 인터뷰하였다.
표적 집단 면접과정에서의 주요 질문은 아래와 같다. 집단에 따라 아래 질문의 단어 선택 등은
달리 했으며 질문 개수 역시 줄여서 진행하였다.
|표 1| 표적 집단 면접에서의 주요한 질문들
(1) 강남역 시위, 미투운동 등에서의 경험 및 젠더 의제에 대한 이해
- 2015년부터 시작된 ‘페미니즘 리부트’ 현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본인의 경험 포함)
- 특히 이 현상에서 20대 여성들은 어떻게 등장/반응하고 있다고 보는가?
- 여성들의 움직임, 목소리가 정치권에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2)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에 대한 이해
- 2017년 대선에서의 심상정 후보의 선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본 현상이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젠더 의제에 대한 이해에 달리 영향을 주는 계기가 되었는가?
- ‘여성이 정치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보는가?
(3) 정의당의 역할과 전략
- 정당, 정치가 어떤 공간이라고 여겨지는가?
- 진보정당을 표방하는 정의당의 그간 활동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 2020년 총선에서 정의당은 무엇을 준비하며, 어떤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2

여성/젠더 의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20대 여성

첫 번째 그룹의 경우, 페미니즘에 관심있다고 한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앞서 언급
했듯이 프로젝트 취지를 알리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인터뷰 참여자를 모집하였으며 크게 2개
(수도권, 지역)로 나눠 진행하였다. 또한 정치적 성향 역시 인터뷰 신청과정에서 확인하였을 때,
민주당과 정의당을 지지한다고 밝힌 비당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질적 연구의 성격상 인터뷰 과
정에서 이끌어지는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다음 질문을 이어나가는 방식을 택했으나 첫 번째 그룹
의 인터뷰를 위해 준비했던 질문들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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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여성/젠더 의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20대 여성’질문
- 페미니즘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 어떤 계기를 통해

페미니즘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지?

- 평소에 본인이 주변 사람들한테 자연스럽게 페미니스트라고 하는지? 관련한 어떤 활동 하는지? 하지 않는다면?
- 가장 시급하게 한국 사회에서 (나 스스로도 그렇고 주변에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 이건 꼭 빨리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그런 문제들이 정치적으로 잘 해결되는 것 같은지? 어느정도

해결되고 있는 것 같은지? 안된다면 왜 안

되고 있는 것 같은지? (문재인 정부 지지자에게, 그럼에도 현 정부를 여전히 지지하고 있는지?)
- 대개 한국 사회가 20대 여자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하는데 주변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바뀐 것

같은지? 많아진 것 같은지? 20대 여성들의 의사가 잘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
어떻게 내 목소리를 반영할 것인가?
- 어떤 정책이나 공약이 있다면 무조건 이 사람 뽑겠다 싶은 건?
- 당원으로 가입하거나 주변에 그런 사람 있는지? 본인은? 없다면 그런 것들을 실행하는데 어떤 주저함이 있는지?
- 정치적인 참여 등에 관심 있는지? 없는지?
- 직업 정치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는지?
- 정의당의 이미지는? 정의당에 갖고 있는 평소 생각, 주변에 들은 게 있다면 (여타 정당과 비교할 때)
- 정당이 어떠하면 활동할 것 같은지

1) “분리주의를 취하는데 안전해지고 싶어서 그렇죠.”
동일한 20대라 하더라도 페미니즘을 만난 순간에서의 차이는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터
뷰 참여자 중 20대 후반의 경우, 대학교 내 여성주의 강좌, 관련 동아리들을 통해 페미니즘을 접
하는 경험을 한 적이 있다고 말한 한편 20대 초중반의 경우, 학내에서의 경험이 굳이 아니더라도
강남역 살인사건, 커뮤니티 등 ‘특별한 계기’ 없이 평소와 같이 일상을 보내던 때에 나를 둘러싼
것들을 확인하며 페미니즘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특히 거주 공간, 학교 등 일상
을 보내는 공간에서의 ‘불안함’,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는 경험(스토킹, “문을 두드리고 아무 반응
없으면 욕하고 비상구로 도망가는 거에요.”)이 언급되었고 그 밖에는 가족 내에서의 차별, 학교 내
에서의 규율 등을 통해 실제로 발생하는 사건과 함께 스스로가 여성임을 자각하게 하며 페미니즘
을 이해하고 접하는 시기로 이어졌다고 답했다. 또한 SNS 등 웹을 통해 페미니즘 이슈가 본격적
으로 회자되었던 시기적 상황 역시 영향을 주었다고 한다.
또한 이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페미니스트임을 밝히고 드러내는 방식에서 전략적이어야 하는 현
실을 맞닥뜨리게 된다고 고백한다. 참여자가 속한 공간의 특성에 따라 영향을 받곤 하였는데 가령
여대에 다니는 참여자의 경우, “생애 가장 잘한 일이 여대를 간 일 인 것 같아요.”라고 답하곤 했
다. 즉 여대라는 커뮤니티는 페미니스트로 살아갈 수 있는, 성장해나 갈 수 있음을 확인하는 과정
에 놓인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반면 남녀공학에 다니는 참여자의 경우, “제 사회생활의 일부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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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신경 안 쓸 수가 없더라구요.”라며 공학이기에 여성의 목소리가 커지기 어렵고 그렇기에
낙인 찍는 남성 문화 속에서 페미니스트임을 드러내어 생활하기 어려운, 조심할 수밖에 없는 일상
을 확인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조심스러움은 ‘친구들이랑 싸우거나 한 번 대응하면 계속 답해줘야
하는 소모적인’ 측면에 비롯된 결론이기도 하였고 일상적으로 남학생들이 뒷담화로 ‘이대 안 된다’,
‘여대 학생들 만나면 안 된다’ 며 페미니스트를 몰아가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라고 토로하였다.
이는 사회적으로 페미니즘 이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짐에 따라 대학 사회도 영향을 받았지만
개개인이 페미니즘을 체감하는, 혹은 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 경우
페미니스트 정체화 과정에서의 ‘위축됨’을 경험하게끔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다. 누군가가 “너
페미니스트야?”라고 했을 때, 그 질문의 부정적 함의가 있기 때문에 바로 말하기가 어렵고 비난하
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으니(“‘페미는 믿고 거른다. 믿거’라는 말을 대학 친구들이 SNS에 게시하는
걸 보는 거죠.”) 무서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나를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내
가 페미니스트임을 말할 것인가라는 과제의 수행은 ‘돌려말하기’를 통해 이어지고 가령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다.” 라는 말에 “요즘 땅값이 엄청 비싸지.”라고 말하며 ‘지금까지 우리한테
하는 말을 너네가 당해봐라’ 라는 식으로 돌려말하기를 선택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이 가능할 만한 ‘안전한 공간’은 쉽게 확인되지 않고 그렇기에 ‘분리’되는 것
들을 선택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는 상대들이 싫어서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나로서 존재하며 어떻
게 생존하고 일상을 영위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일 뿐이었다. 인터뷰에 참여한 이들 중 직장을 다
니는 이들은 취업을 준비하고 신입사원으로 회사에 진입할 때, 자연스럽게 직장 내 질서라는 것이
여성들에게 유리하지 않은 방식임을 접했다고 말한다. 가령 동기 회장을 뽑는다고 할 때, ‘남자
분들 나오세요.’라는 말들이 그 사례였다. 회사라는 성별화 된 공간과 문화 속에서 이들은 ‘그러던
찰나에’ 여성들만의 카톡 공간이 만들어졌고 여성들끼리 고민을 나눠야 할 자리로서 활용되었다
고 한다. 여성들만의 카톡방이 만들어졌을 당시, “이 모임이 더 공고화될 수 있도록 남성 분들한테
는 아직까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끼리 이야기를 더 했으면 한다.”는 한 여성 동료의
말이 마음 아팠음을 언급하며 이는 분리주의가 아닌 안전해지고 싶은 마음에 기인한 것뿐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20대 여성들은 가정, 학교, 직장 등 다양한 공간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며 형
성해가는 관계에서 ‘나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라는 과제에 전략적인 행동을 취하며 자신의 ‘안
전함’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었고 이를 위해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을 선택하고 활용하게 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는 최근의 페미니즘 운동에서도 드러나는 현상이다. 낙태죄 ‘검은 시위’가 진
행되고 광장의 민주주의 당시 페미존을 만들자고 했던 것들 모두 온라인에서 모아져서 오프라인
의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손희정, 2017:86)을 확인한 바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주
도했던 건 2-30대 여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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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치인들이 바꾼 건 없죠. ‘우린 법안을 냈어’ 정도이거나 괜히 부담스러워서 건드리
지 않거나 하잖아요.”
2-1) 반응하지 않는 정치: 각자도생 해야만 하는 일상
20대 여성들에게 있어 페미니즘에 대한 인식이 일상에서의 안전이라는 키워드와 접속하고 있다
는 것은 ‘나의 삶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슈’로도 이어졌다. 인터뷰 참여자들은 “술 먹으면 감
형된다고 하는 거”, “수사기관의 태도”, “성희롱 인지 여성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끔 하는 교육”,
“취업현장 및 승진 등에서의 성별이 구분되는 질문(‘여자애들은 체력 힘들다고 빨리 그만두려고
해서 회사에서 안 뽑는다고 했다고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에요. 불평등이 있다는 생각이 들
어서 그런 인식에 대해서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등을 답했다. 그렇다면 이를 해결
하는 주체로 20대 여성들은 정치를 떠올리고 있을까, 기대하고 있을까?
20대 여성들에게 이른바 정치적 효능감을 느꼈던 순간은 ‘박근혜 탄핵을 외쳤던 촛불집회’였다.
문제가 있다고 외치면 바꿀 수 있구나를 느꼈던 순간이었던 것이다. 인터뷰 과정에서 수차례 등장
했던 이 촛불집회는 20대 여성들에게는 정치 참여와 변화에 있어 의미있는 순간이었다. 한 인터
뷰 참여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2016년 촛불혁명을 기점으로 확실히 달라졌다고 느꼈어요. 그
전에는 정치적 효능감이 굉장히 낮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촛불혁명 때, 20대가 굉장히 활발하게
참여하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 참여를 통해 결과를 만들어 낸 것 자체가 20대들한테 어떤 정치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아, 이거 내가 뭔가를 하면 바꿀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한
요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대화의 주제도 더 자주 올라온다고 생각하고. 정치적인
대화의 물꼬를 터줬다고 생각해요.” 그간 사회 의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등장한 세력을 떠올려볼
때, 2000년대 초반 이후에는 ‘여성’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거나 가시화되고 있음이 확인되었
다. 2008년 광우병 집회에서의 ‘촛불 소녀’, ‘유모차 부대’의 등장이 그러하다고 볼 수 있다. 이
과정은 생활정치에 대한 인식이 여성에게 있었고 이것이 정치화되는 과정으로서 평가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여성이 등장하고 가시화되는 것과 별개로 이들이 하나의 정치화된 세력으로 인정되어
가령 정치적 대표성을 획득하고 있는가, 그들의 문제제기가 하나의 전문성으로 인정받고 있는가,
나아가 그들만의 ‘운동’이 어떠한 방식으로 여겨지고 있는가는 다시 평가해봐야 할 지점이다. 이
러한 문제의식은 인터뷰 과정에서 박근혜 탄핵을 통해 정치적 효능감을 느꼈던 것과 달리 지금의
여성 문제에 대해, 거리에 나온 여성들의 외침에 대해 정치권이 반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묻
는 질문에는 참여자들 모두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그저 보여주기 식에 불과하다
고 덧붙였다. 인터뷰에 참여한 이들은 현 정치권이 여성들의 외침에 반응하고 있지 않는데 국회,
정치인에 대한 정치적 효능감에 관해 회의적인 답변을 내놓았고 이는 이슈화되었던 의제들이 정
책적으로 이뤄졌는가에 대해 직감적으로 ‘우리에게 무관심한, 우리를 외면한 정치권’이라는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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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 설명되었다. 이들은 거리에 나선 여성들을 보았고, 혹은 직접 나가 외치기도 하며 일상을 조
금씩 바꾸어 나갔다. 그러나 이들의 현장에 존재하는 정치권의 목소리는 없었고 그 과정에서의 무
력감, 해결되지 않음을 반복적으로 느꼈다.
“지금 제 스스로는 뭔가 벽에 대고 소리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 많은 여성분들이 활동
을 하면서 이게 수면 위로 떠오른 건 맞는데 정부가 해결을 했다 아니면 이거는 그냥 정치권이
해결을 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해결은커녕 뭔가 지금 이거를 어떻게 다룰지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정책을 내고 ‘우린 냈어’하고 통과되는 것까진 신경 안 쓰는 것 같고
‘돈을 주면 장땡’인 정책만 내는 느낌”을 받았다고 답변했다. 즉 페미니즘에 대한 관심, 미투 운동
을 만난 지금의 한국 사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움직임은 더디기만 하고 결국 우리의
삶에까지 와 닿게 바꾸는 것은 없어 근본적인 문제를 보지 못한다고 평가하는 것이다. 특히 이미
많은 시간을 거쳐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여성 의제에 대해서만 정치권이 반응할 뿐, 지금의
20대 여성들이 언급하는 의제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고 덧붙였다.
인터뷰 참여자들이 언급한 의제들은 난민, 낙태죄였는데 난민의 경우, ‘한국 사회에서 여성인
나는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물음을 시작으로 난민정책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한국 남자
들한테도 나는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고 그게 지켜지지 않는데 난민 수용을 보면서 또 밑으로 내
려간 느낌”이라고 답하며 “내가 외국인한테까지 범죄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건가?”라는 방식으로
난민 의제를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 일부 확인되었다. 또한 낙태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았는데
인터뷰 참여자들에게 이는 국가가 여성을 어떤 대상으로 국가가 인식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척
도였기 때문이었다. 인터뷰 참여자들은 “제 안에 있는 생명체는 제가 지울 수 있는 권한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낳아서 길러야 되는 거잖아요. 어느 누구도 책임져줄 수 없는 거니깐.”,
“낙태에 대한 국가의 태도가 가임기 여성지도라든지 출산정책이랑 전부 다 연관된 태도라고 보여
져요. 국가가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국민들을 이용한다
는 느낌?”, “진짜 여성들을 출산의 도구로 갈아넣는 거로 생각하는 거죠.”, “여성을 모성애를 주는
대상인 것으로만 여기는 태도에요. 한 개인의 사람이 아니라.” 등과 같이 답변하였다. 어느 의제보
다 뚜렷하게 정치의 책임을 묻는, 여성으로서 나의 삶이 어떤 방식으로 다뤄지는지를 인식하며 이
와 함께 정치, 국가의 과제와 책임이 무엇인지 20대 여성들은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인터뷰 참여자들의 관심과는 달리 ‘박근혜 탄핵 촛불 집회’와는 달리 반응하지 않은 정
치권을 지켜보며 정치적 무력감을 느끼기도 하였는데 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 살펴볼 수 있었
다. 하나는 기존의 정치를 구성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본질적인 물음이었다. 인터뷰 참여자들은
“실질적으로 다들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나 참여하는 그런 공약 같은 게 우리 세대가 아니라, 2-30
대가 아니라 4,5,60대에 맞춰지다 보니깐 내가 아무리 목소리 높이고 투표를 열심히 해도 나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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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없는 거에요. 투표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나한테 뭔가 없고 나는 여전히 불안함 속에 살아가
고. 그러다 보니깐 친구들도 막상 투표할 때가 되면 ‘어차피 나를 위한 공약도 없고 20대를 위한
공약도 없는데 굳이 내가 투표해야 돼? 어차피 나는 상관없는 거잖아.’ 약간 이렇게 되는 것 같아
요.”, “정책을 집행하는 국회의원이나 입법하는 사람들이 성인지적인 감수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
는데 여성정치인들이 사실 많지도 않고 여성정치인도 젠더적인 이슈라기보단 생물학적인 여성 분
들이 여성 정치를 하는 경우도 꽤 있다고 생각하구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대표성이나 가시성이 더
있어야 되니 할당제 부분들이 공공부문에서 더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해요.”라고 답했다.
이러한 경향은 2018년 거리에 나온 여성들이 사용했던 피켓의 문구 중 경찰/공권력에서의 여성
할당 등을 요구했던 움직임, 즉 지금의 문제가 바뀌기 위해선 현재의 권력체제를 바꿔야한다는 목
소리와도 이어 볼 수 있었다. 정치영역 등에서의 할당제 도입 등 여성이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기회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메시지가 강하게 전달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시켜주었다. 실제로 지난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아재지도’는 정당이라는 성별화된 공간에서 여성들이 입후보자로
나서기 어려운 현실을 보여주며 많은 여성들로 하여금 지탄을 받은 바 있다. 여기서 주목해볼 현
상은 이러한 ‘아재지도’는 수없이 만들어져왔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많은 여성들에게 SNS를
통해 비판을 받고 이를 넘어서 여러 언론들 역시 이 장면에 대해 주목하며 비판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여성운동의 운동적 성과이기도 하나 앞서 20대 여성이 답변한 것처럼 하나의 성차별적인
사안을 볼 때, 그렇다면 무엇을 변화시킬 것인가에 있어 정치 권력을 직시하고 이를 재구성하거나
바꿀 수 있는 상상을 시도했다는 점에 있어 긍정적이라 평가할 수 있다. 즉 나의 일상을 바꿔주는,
정치로서의 효능감은 특정 정책에 대한 법제화 뿐 만 아니라 이러한 정치를 누구의 얼굴로 대변하
는가 역시 포착해내는 흐름이라는 것이다.
한편 정치적 무력감, 나의 삶을 변화시켜주지 않는 현실을 직면할 때, “야망보지”(“해시태그를
달고 ‘야망보지’를 검색하면 나오는데 우리가 뭐부터 해야 하나면 외국으로 이민 떠나기 위해 영
어공부, 외국어공부를 어떻게 하고 재정을 어떻게 관리하고. 요즘 기사가 어떤 게 있고 이런 걸
다 해야 된다 라는 트위터 타래가 나오는 거죠.”), “탈코해서 돈 모으기”라는 각자도생의 서사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직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인터뷰 참여자는SNS 등을 통해 접한 이
러한 움직임이 이해가 되면서도 한편 퀴어, 가난한 사람, 저학력자에게 ‘또 다른 후려치기’가 될
수 있어 비판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도 언급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이 문제적일 수 있는 것
과 별개로 다시 나의 일상을 돌아볼 때, 특히 특정 업계(ex.방송, 영화계)에서는 권한을 가진 직책
을 남성이 가지고 있어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는 현실’임을 볼 때, 딱히 할 말이 없는 상
황임을 마주한다고 인터뷰 참여자들을 언급하였다. “유리천장이고 뭐고 다 깨부시고 구조 탓하지
말고 진짜 더럽게 올라가서라도 여자들이 위에서 끌어줘야 된다는 글을 보고 많은 생각이 들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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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최근에 제가 아는 선배가 유일한 여성임원 분이었고 여성단체 같은 걸 만들었는데 인권을 위
한 단체가 아니라 각 기업의 여성임원들이 강연을 하고 조직적으로 만나서 지식을 공유하고 인맥
을 쌓고. 회원비를 한 달에 15만원 내면 거기를 이용할 수 있고 하는 등의 방식인 거에요.”
이러한 참여자들의 답변들은 한국 사회에서 문제해결의 방식에서 보다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함
과 동시에 여성들이 살아남기 위해선 성별을 뛰어넘어 생존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식으로서의 권
력, 자본을 획득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시급함을 보여주었다. 남성들은 굳이 특정한 연대를 꾸
리지 않아도 남성연대라는 공고한 틀에서 많은 자원과 정보를 교환하며 성장해나가고 향후 내가
걸어 나갈 길에 대해서 ‘안내’받는다. 그러나 여성들은 그렇지 않기에 학연, 지연, 혈연과 같은 것
들의 남성의 전유물로 여겨질 때, 이러한 방식을 채택해서 활용해야만 하는 상황에 20대 여성들
역시 직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지금의 경쟁체제에서 결국 정치권이 응답하지 않기에 내가
날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선택할 ‘보기들’을 직접 만들어내야만 한다는 역
할을 받게 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또 다른 경쟁을 선택하는데 강요받는 상황을 마주한다. 세력
화되는 방식이 아닌 각자도생의 방식으로서 말이다.
2-2) 반응하게 만드는 정치: 정치 참여, 정당 가입, 출마 사이
인터뷰 참여자들은 지금의 정치권에 대한 신뢰, 효능감이 낮고 각자도생의 방식을 고민해야 함
을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세력화에 대한 필요성, 정치 권력을 획득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보여주고 있었다. 정치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두고 많은 인터뷰 참여자들은 인터뷰 과정 중에
수없이 정치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지만”, “과정에 대해 확실히
모르지만”이라는 표현을 덧붙이며 자신의 생각을 털어놓았다. 정당 참여와 관련해서는 당원가입
만으로 충분한지 확인하는 말들과 함께 ‘책임감’이 묻어났다. 보다 조심스러운 언어를 선택하고자
하는 인터뷰 참여자들의 답변 내용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뚜렷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내
가 정치를 참여한다는 것에 있어 “깊이 생각해본 적은 없지만”이라는 말과는 다른 강한 어조의 말
들이 이어졌다. “여성이 세력화가 되려면 정치를 해야 되는데 정치를 배척하고서는 세력화가 될
수가 없는 거에요. 그냥 반정부단체가 될 뿐이지.”, “앞으로는 정당 가입하고 싶어요. 그리고 뭘
할 수 있는지는 지금 잘 모르겠고 막연하지만 해야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만 실질적으로 삶이
변화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주 대단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생각을 표출하는데 있어서 그냥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면 저도 정당가입을 한 번 고려해볼 것
같아요.”, “저는 당원가입을 할 당이 있으면 그 당은 결점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건 모든
스탠스와 맞아 떨어진다는 건데 이건 불가능하잖아요. 이런 관점이 정치에 대해 강했는데 조금 변
화하면서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해서 (변화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인터뷰 참여자들은 한편 ‘정치인이 된다’는 가정과는 거리를 두기도 했는데 이는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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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그리고 20대 여성이 정치인으로서 출마를 결심할 수 있다거나 하는 상상을 해보지 못했
거나 ‘알려준 이가 없었던 덕분’이었다. 인터뷰 참여자들은 정치해볼 것을 고민해본 적이 없었는
지를 묻는 질문에 한 번도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거나 그런 상상을 해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그리고 주변에 정치활동을 하는, 나와 비슷한 ‘여성’을 찾아볼 수 없었으며 그렇기에 ‘나도 할 수
있구나’를 확인받는 과정이 부재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상적인 것은 여성청년정치인/페미니
스트 정치인의 등장으로 주목받았던 녹색당 신지예가 크게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인데 이는 그렇
기에 또 다른 이름으로서의 신지예들이 보다 많이 출연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동시에 지금
의 여성정치인이 20대 여성들과 연결될 필요가 있음을 나타냈다. 특히 정의당이라는 원내 정당이
라는 공간에서 이를 실현하는 것은 지금의 신지예라는 녹색당의 정치인이 가져온 이상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기대해볼 수 있었다. 한편 정당 가입, 활동에 대한 정보가 적기 때문에 이에 대
한 전략과 함께 나아가 온라인 공간을 오프라인 공간에 비해 ‘안전한 공간’이라고 인식하는 20대
여성들의 특징을 참고해 정당 전략 역시 고민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취업하면 당
가입하고 싶다.”는 인터뷰 참여자들의 말은, 취업을 통한 경제활동의 시작 기점을 정당 참여와 같
은 정치 활동에 내가 참여할 수 있는 시기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 역시 참고할 지점이었다.

3) “정의당은 소수자를 위한 정당인데 힘이 약하죠.”
인터뷰 참여자들은 민주당/정의당을 지지한다고 밝힌 비당원이었다. 그렇다면 이들이 인식하는
정의당은 무엇이며 어떠한 이유들로 정당들을 지지하고 있는 걸까? 인터뷰 참여자들은 모두 정의
당에 대해 “노동, 소수자를 위한 정당”이라고 말했다. 이는 정의당이 내세우는 정책을 바탕으로
한 평가이기도 했지만 대개 거리에서 만난 순간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다. “정의당에서 구로디지
털단지 쪽에서 한동안 상설로 해가지고 노동 상담소? 이런 게 있던 기억이 나요.…저 정당은 되게
액티비티하게 우리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움직여주려고 하는구나, 생각했어요.”, “양평에서 누가
선거운동을 하고 있어서 봤는데 점자가 있는 거에요. 그래서 감격스러워서 봤는데 그게 정의당이
었어요.”, “한 유세현장에서 심상정 의원을 봤는데 아이와 사진을 찍더라구요. 유권자가 아닌, 표
가 없는 아이들과 함께 하는 모습이 좋았어요.” 이처럼 거리에서 만난 정의당의 모습은 긍정적이
었고 ‘모든 사람들을 시민으로 대우하는 정당의 이미지’라고도 설명되었다. 하지만 지난 대선 당
시 누구를 투표했는지를 확인할 때, 심상정 보다 문재인에게 표를 던졌다고 설명했다. 이는 정의
당의 이미지가 소수자를 위한 정당이고 인간적인 건 알겠으나 힘이 없고 약하기에, 그리고 홍준표
의 당선을 막기 위해선 어쩔 수 없다는 이유들 때문이었다. 또한 인상적인 것은 사표를 설명할 때,
내가 심상정을 지지하더라도 ‘어른들’이 심상정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기에-라고 표현하는 이들도
더러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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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토론회 당시, 최후의 1분 발언으로 동성애에 대해 발언한 심상정에 대한 이미지, 그로 인
한 지지와 투표 역시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만난 이들은 ‘그럼에도 문재인’이었던 이유들을 설명
하였다. 또한 나아가 정의당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와 함께 힘이 없는 이미지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과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퀴어축제에 이정미 대표가 참여하는 등 소수자들을 위한
행보를 이어나가는 모습은 정의당으로 하여금 호감을 갖게 하나 한편 무엇을 실행하고 있는가에
있어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 없고 또한 기존의 운동권 정당으로서의 이미지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이 비판의 경우, 힘이 약한 정당이라는 평가와는 다른 측면이었는데 정의당의 경우, ‘아재들이 있
는 정당’이어서 만약 당내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결되기 어려웠던 그간의 결정과 전망, 그렇
기에 지지하기 어려우며 이는 지난 지선 당시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지지율에 대한 언급으로 이어
졌다. “(녹색당의 신지예 후보, 정의당의 김종민 후보의 득표율을 언급하며) 그 차이가 저는 여성
들이 전략적 투표를 해주셨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 심상정이 대선 때, 여성들이 사표인지도 알면
서 심상정 찍은 거 처럼요. 신지예를 찍고 이런 걸 볼 때, 그 표를 정의당이 지키지 못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러한 평가들은 정의당이 20대 여성들에게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보여주는 한편
이를 위한 전략으로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고민을 이어가게 하였다.

3

대선 당시 심상정을 지지한 20대 여성 노동자

대선 당시 심상정을 지지한20대 여성노동자의 경우, 인터뷰 참여자를 구하는 방식에서 어려움
이 있었다. 기존 인터뷰 참여자를 구하는 방식으로 사용했던 SNS 방식만으로는 구하기 어려움이
있을 거라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해당 지역위원회, 노조를 통해 알아보려고 했지만 이 역시 쉽지
않았다. 따라서 기숙사 앞에서 이 연구의 취지를 담은 전단지를 만들어 가기로 결정하였고 정의당
당원을 통해 파악한 출퇴근 시간대에 여성들에게 배포하였다. 또한 이 그룹의 특성상 FGI를 실시
하는 것은 직장 동료들과 함께 하는 것이기에 진솔한 발언을 듣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개별 면담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인터뷰에 참여한 이들은 총 4명이었고, 고등학교 또는 전문대학
을 졸업하고 바로 일을 시작했다. 이들 중에는 구미에서 일하다가 파주로 온 경우도 있었다. 인터
뷰는 2명(동료, 함께 인터뷰하길 원함), 1명, 1명씩 총 3회 진행하였고 장소는 인터뷰 참여자의
근무일정 등을 고려해 카페, 기숙사 등에서 실시하였다. 인터뷰의 주요한 질문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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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대선 당시 심상정을 지지한 20대 여성 노동자’ 질문
- LG디스플레이에서 어떤 일 하는지 (성비, 출퇴근시간 등 근무일, 노조 가입 여부)
- 회사 내 (20대/여성) 모임이 있는지? 20대 여성들끼리 자주 얘기나눌 기회들이 있는지?
- 대선 당시를 떠올려본다면?(심상정에게 투표했던 이유는?) 정당가입에 대해 고민한 적 있는지?
- 일상에서 꼭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문제/사안이 있다면?
- 거리에 나온 여성들, 여성운동, 페미니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인터뷰 참여자를 통해 대선 당시에 설치된 투표소를 확인하였는데 기숙사 안 매점에 설치되어
있었다. 직원들의 경우, 전입신고를 해야 기숙사 입주가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해볼 사항이었다.
해당 기숙사를 이용하는 이들로는 더러 구미에서 일하다가 급히 파주에 올라온 기혼 여성들도 일
부 있으나 대개 결혼을 하지 않은 젊은 여성들이며 저렴한 기숙사 비용 등 때문에 일을 막 시작한
20대가 많을 것이라고 인터뷰 참여자들은 말했다. 실제로 전단지를 배포하기 위해 기숙사 앞에
있는 동안 만난 이들 역시 20대가 굉장히 많아 보였다.
인터뷰 참여자들은 모두 지난 대선 당시, 기숙사에 설치된 투표소가 심상정에 대한 가장 높은
지지율이 나왔다는 사실을 몰랐고 굉장히 놀라워했다. “너무 신기해요.”, “잘 모르겠어요.” “제 주
변에는 없었어요.”라고 말했는데 심상정을 지지한다는 이야기를 온라인 커뮤니티와 같이 회사 밖
에서는 들어봤지만 회사 내에서 그런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회사 내의 경우, 한 인터뷰 참여
자는 ‘블라인드’라는 앱을 통해 직원들이 정치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눈 경험을 언급하며 지난 대
선 당시에도 후보자들에 대한 평가가 있었다고 했다. “블라인드라고 회사별로 다 가입할 수 있는
거에요. 저희 노조게시판은 명목상 있는 거고 전혀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왜냐면 다 추적을 한다
고 하더라구요. 아무리 익명이라도. … 그래서 저희는 그냥 블라인드가 잘 활성화 되어있어요. 저
희 사내게시판이 블라인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시 인터뷰 과정에서 블라인드라는 앱을 통해
한 게시물의 조회수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3640회 일 정도로 블라인드 내 게시판은 굉장히 활성화
되어있었다. 대선 당시 게시판의 소위 ‘대세’는 문재인이었고 심상정이 많이 화두가 되지 않았기
에 심상정에 대한 지지율이 높았던 투표소로 기숙사 투표소라는 점은 의외라고 인터뷰 참여자는
설명하였다. 또한 직장 내에서 ‘굳이’ 정치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친한 사이여도 하지 않는 게
당연한 문화이기에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다고도 답했다. 인터뷰를 함께 2명의 참여자는 룸메이
트로 지냈고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사이임에도 정치 얘기는 일절 하지 않았기에 각자가 심상정에
게 투표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했다. 그러다가 인터뷰 전단지를 받고 혼자 하기에는 두려운 마음
이 들어 주위에 적임자를 찾던 중 혹시나 하고 물어봤더니 심상정을 지지했음을 확인했다고 했
다. “굳이 얘기하지 않았죠. 사실 비밀투표잖아요. 물어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한테도.”
“근데 보통 친구들이랑 그런 얘기를 안 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기숙사에 설치된 투표소를 찾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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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왜 심상정을 지지했을까. 주변의 여론이 아닌 나의 선택으로, 심상정에게 표를 던진 이유
는 무엇일까?

1) 심상정을 지지할 수 있었던 이유: 성소수자, 노동 + ‘더민주와 자한당 말고’
인터뷰 참여자들은 ‘구체적으로 설명하긴 어렵지만’이라는 말을 붙이면서도 본인이 심상정을 왜
지지했는지를 풀어내면서 “심상정의 말이 나에게 와 닿았다.”라는 말을 사용하며 성소수자, 노동
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한 인터뷰 참여자는 인터뷰 과정 중 본인이 성소수자임을 말하며 지난 대선 당시 심상정 후보가
몇 천 명이 뛰어넘는 규모의, 여성 성소수자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엄청난 지지를 받
았다고 말했다. 대개 그 글들은 ‘정의당의 후보’라기 보단 ‘심상정’이라는 개인에 대한 지지였다고
평가한다. 특히 이 인터뷰 참여자는 약자를 위한 후보로서의 심상정과 동반자법에 대한 기대를 적
극적으로 드러냈다. “저는 지금 만나는 사람이 있고 하니 아무래도 법적으로 그게 되는 게 되게
절실해요.” 그러나 인터뷰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의제를 제외한 다른 의제들에 대해
서는 진보적인 성향을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있었다는 점이다. 다만 동반자법을 위해서라면 무엇
이든 할 수 있다는, 그게 제일 절실하기 때문이라고 강하게 설명하였다. “최고 좋은 건 동성결혼인
데 지금 분위기로는 거기까진 아닌 것 같아서. 일단 지금 계속 말이 나오는 게 생활동반자법이잖
아요. 그거라도 그래도 있으면, 그냥 같이 살면서 뭔가 그런 보호를 좀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법적으로. 그거라도 빨리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뭘 하면 될까요?” 라는 인터뷰 참여자의 말
은 무엇보다 본인의 삶에 영향을 주는 법안에 대해 뚜렷하게 알고 있고 그에 대한 절실함, 그리고
그걸 정의당이 해줄 거란 기대를 확인할 수 있게끔 하였다.
또한 인터뷰 참여자들은 심상정 후보가 나의 열악한, 비가시화된 노동 환경에 대해 관심을 가지
고 소신껏 밀고 나갈 사람이라고 평가하였다. “비정규직이 없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다고. 그런
면에서 제일 좀 마음이 갔던 것 같고 하대 받는 직업? 노동자들? 이런 분들을 먼저 생각해주시는 게
되게 좋더라구요.”, “저희가 월급은 이정돈데 대기업이라는 틀에 있어서 복지 같은 걸 전혀 받지
못해요. 그게 아마 중소기업에 다니는 층에 주는 복지라든가, 들어보면 저보다 월급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한 거에요. … 수당 빼면 이렇게 맞을 수 있지만 (비정규직인) 저
희 같은 경우엔 일단 대기업이라는 틀이 너무 세서 나라에서 주는 복지를 전혀 누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 인상적인 것은 대선 후보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비정규직, 최저임금 인상과 같이
노동의제에 대한 후보자의 공약을 중요하게 살펴보는 과정에서 정당들에 대한 평가가 함께 이뤄
졌고 이는 기존에 진보-보수를 중심으로 논의되는 정치 스펙트럼과는 다르게 정의당을 이해하고
심상정을 선택했다는 점이었다. “자한당이랑 민주당은 아니고 그래서 바른미래당이랑 정의당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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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하다가 비정규직 여성인 내 복지를 챙겨주지 않을까.”, “민주당이나 자한당 같은 경우에는 일단
생각이 없었어요. 애초에.”, “서로 헐뜯는 모습이 너무 많이 보여서, 너무 색이 센 그런 느낌은 제
가 추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딱 두 당(유승민, 심상정)을 가지고 (고민했어요.)”, “저는 비
정규직이고 그런 거에 대해 불합리를 항상 가지고 있다 보니깐 이런 걸 해소해줄 수 있는 분이
그래도 바른미래당보다는 정의당이지 않을까.” 이러한 인터뷰 참여자들의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
는 것은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양당이 경쟁하는 구조에서 정의당은 섬처럼 분리되어
있으며 정의당 뿐만 아니라 그 밖의 정당들도 그러한 섬들 중의 하나로, 정의당과 크게 다르지 않
은 정당색으로 이해되고 있다는 점이었다. 양당구조에서 경쟁하지도 못하는 ‘신선함’, ‘대안’의 이
름으로 말이다. 그 과정에서 정의당이 차별화되는 것은 ‘소수자들을 위한 정당’이라고 인식되고
있다는 점인데 이는 한편 이에 대한 내용을 풍성하게 하지 않을 경우, 별다른 차별성 없이 지지를
받기 어려울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또한 앞선 인터뷰 참여자들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본인이 지지하는, 일상을 대변해주는 의제 하나를 중심으로 정당/후보자를 지지하는 방
식이 두드러졌다는 점에서 정의당의 대표 의제들이 일상의 변화를 이끌어낸다고 20대 여성들이
느끼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이들은 정치에 대한 관심, 투표를 하게 된 이유
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아무래도 국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복지다른가 혜택이라든가 이런 거
에 좀 더 관심이 많아지면서요.”, “저희가 어리다보니깐 선거할 수 있는 나이가 된지 얼마 안 됐어
요. 내가 투표를 할 수도 없고 기득권도 안 가지고 있으니깐 굳이 뭔가를 찾아서 한다고 한들 내가
뭘 할 수 있나 하는 생각 때문에 정치는 아예 관심이 없다가 회사에 들어오면서 (관심을 갖게 되었
어요.)”, “국민들이 원하는 게 있으면 그래도 한 번 이렇게 돌아보고 이게 무슨 일이냐 관심을 가
져주고. 작은 관심에서 이렇게 변화가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아예 뒷전으로 하는 거랑 조금의 관
심을 주는 거랑 정말 천차만별이죠. 20대들은 사실 그래요. 큰 문제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지금,
조금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고.”
이는 그간 진보정당의 핵심 의제라고 일컬어졌던 통일, 평화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의제들
을 어떻게 설명해낼 것인가라는 과제와 함께 그것만으로는 이들의 표를 가져오기에는 충분치 않
은, 그렇기에 주력해야 할 의제의 재선별의 시기가 왔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대선 때, 심상정을
지지한 이들이 지방선거에서는 어떤 선택을 했는가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인
터뷰 참여자들 중 심상정 지역구인 고양에 거주하는 1명을 제외하고는 지방선거 당시 투표를 했
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대선 당시의 상황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
하고 심상정의 장면을 묘사했던 것과는 달리 지방선거에 대해서는 덧붙여 설명할 말들을 인터뷰
참여자들은 찾지 못했다. 이러한 현상에 관련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우선 정의당에
표를 던졌던 이들에게 지방선거에서 적어도 정당투표로 정의당에 표를 던져야 한다는, 견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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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당이 전혀 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인터뷰 참여자들은 심상정에 표를 던지는 행위가 소위 사표가 될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실천했고 그에 대한 의미를 재해석하는 과정을 모두 겪었다. “당선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표를 버
리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뽑고 싶은 후보가 안 되니깐 다른 사람 밀어줘야지, 이런 사람을 가진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거에요. 촛불집회 당시에 자한당이 정말 엄청나게 사람들한테 핍박받고 이랬
잖아요. 그래서 자한당을 막기 위해서 민주당으로 표를 몬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
요. 근데 사실 안 된다고 생각해서 다른 (후보에) 표를 주는 것 자체가 안 주는 것만 못한다는 생
각이 들어요.”, “두 당(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이 너무 심하잖아요, 표 받는 수치가. 두 당에 이
렇게 줄 바에는 내가 진짜 원하고 이 사람들에게 표 하나를 주는 것 자체가 그 사람들한테는 희망
이잖아요. 그 후보한테는 그래도 이렇게 지지해주는 층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끔. 그래서 포
기하지 않게끔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대통령선거가 처음이었어요. 근데 제가 뽑기
싫은 사람을 왜, 그 당 하나를 막겠다고 그 사람한테 줘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저한테는 너무 의미
있는 선거였어요. 우리나라에서 국민들이 이뤄낸 거잖아요. 그렇게 좋은 기회가 돼서 새로 시작하
겠다는 마음으로 투표를 하는 건데 왜 제가 원하지도 않는 사람한테 투표를 해야되는 건지 그렇게
생각했구요.” 이러한 의미에서 대선 이후의 지방선거에서 정의당에 대해 가졌던 의미들, 투표를
하게끔 유인했던 것들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볼 수 있을까?

2) 여성이니깐, 여성에 거는 기대: “박근혜와 심상정은 다르니깐요.”
인터뷰 참여자들에게 기숙사 내 투표소가 심상정에 대한 가장 높은 지지를 보낸 이유가 무엇일
것 같냐고 묻자 모두 “20대 여성들이니깐요.”라고 답했다. 여기서 ‘20대 여성’이라는 것은 이 연
구에서 반복적으로 말해왔던 20대 여성과는 다른 의미가 있었다. 한 인터뷰 참여자는 여기서의
‘20대 여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랑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데 업무강도가 힘들고 아무래도 어린 여자애들이 있다보니깐. 기숙사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 여기
입사한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대부분 많을 거 아니에요. 나갈 돈이 없으니깐. 그러니깐 그런 것들
이 와 닿아서 많이 뽑지 않았을까.” 이러한 답변은 투표소가 설치된 기숙사에 실제로 20대 여성들
이 많이 거주하는 것 뿐 만 아니라 그들이 가진 특성으로서 그렇기에 심상정을 지지했을 것임을
확인할 수 있게끔 하였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남성직원들은 심상정을 지지했을 것 같은지”를 묻는 답변에 모두 “아니오.”
라고 말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긴 어렵지만’이란 단서를 붙이며 심상정이 대선 당시
내세웠던 의제들이 노동이라 하더라도 여성이 말하는 노동으로서, 비정규직으로서, 육아정책으로
서의 것들이 의미가 있었고 다가오는 느낌이 여성인 본인에게 달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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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남성 직원들에게는 전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았고 특히 이 결과는 심상정의 문제가 아닌
당시의 대선이 어떤 배경을 통해 가능했는가, 라는 점과 함께 ‘박근혜’라는 여성정치인, 그리고 이
에 대한 비판 때문이라고 인터뷰 참여자들은 답변했다. “(남성 직원들은 심상정을 뽑았을 것 같아
요?) 전혀. 왜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느낌이 딱 그래요. 왜냐면 안 뽑힐 걸 걔네들도 직감적으로
알 거에요. 남자분들 대부분 남자 분들이랑 어울리니깐 얘기를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남자들만
의 여론이 있을 거구요. 뭐 박근혜 때문에 지금 시끄러운데 역시 여자들은 정치하면 안돼, 이렇게
바깥일 하면 안돼, 나랏일 하면 안돼. 약간 그런 것도 있겠죠. 여기 사람들 되게 옛날 사람들 많아
요.”, “(박근혜 당시 나왔던 얘기들) 여자니깐 미용실 가고. 계집이니깐 저런데 돈 쓰고 남자였으면
저런거 뭐 신경도 안 썼을텐데 여자니깐 그 와중에 저런데 가고 여자니깐 역시. 그러니깐 여자들
만의 특징을 잡아서 거기에 짜집기 하고. 자세한 건 기억이 안 나는데 약간 여자들의 단점들만 모
아가지고 딱 끼워맞추더라구요.”
기존 여성정치인에 대한 평가는 심상정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는 것에 있어 하나의 방해물이 되
었다고 인터뷰 참여자들은 인식했는데 이는 남성들에게 그렇게 비춰질 수 있음을 인지하는 한편
그러한 남성들의 평가에 조금은 동의하면서도 “그러나 심상정은 그들과 다르다.”라고 선을 그어
설명하였다. 박근혜의 삶과 심상정의 삶은 달랐기에 그들에 대한 평가 역시도 달라야 한다는 입장
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가정을 일구시지 않으셨고 근데 심상정 후보님은 가정을 이루셨고. 이
게 가장 큰. 두 후보의 여성이지만 굉장히 가치관이 다를 거란 생각이 들더라구요.” “여자들이 얼
마나 경력단절에 힘들어하는지. 저는 일을 굉장히 끝까지 하고 싶어하는 주의거든요. 저는 일을…
웬만하면 정년까지는 하고 싶어요.”, “(심상정이 후보로 나섰을 때) 솔직히 ‘아우, 어떻게 해.’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그 때 한창 박근혜 그 얘기가 하도 도니깐, 박근혜 때문에 여성 정치인 이
미지가 안 좋아져서 더 안 뽑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도 (심상정 보면서) 소신이
있다, 왠지 거짓말은 아닌 것 같다, 그 권한만 생기면 그러니깐 어려운 공약들이 아니니깐 그래도
지켜줄 것 같긴 한데 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안 뽑힐 줄 알았어요.
주변에서 다 다른 얘기하니깐. 그래도 뭐 표라도 몰아주자, 표라도 얼마 나오면 선거 비용을 지원
해준다고 들어서. 안 되더라도 조금이라도 돈이라도 되자, 하고서 ‘아, 몰라, 주자!’ 하고서 줬어요.”,
“같은 여자고 뭔가 대통령이 그 전에도 여자 분이셨지만 또 뭔가 이렇게… 성향이 너무 다르잖아
요.” “같은 성별로서 고충을 몸소 체험하셨으니까 오히려 그걸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 이미 삶을 설명하고 있는 언어로서의 페미니즘, 미투운동
인터뷰 참여자들에게 페미니즘, 미투운동은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직장 내에서 여성이기 때문
에 어려운 점은 있는지 등을 물었을 때, 반복적으로 나왔던 표현은 “저는 운이 좋게도” 라는 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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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겨도 문제제기를 못할 것 같다는 말 역시도 함께 나왔다. “저희는 운이 좋
게도 그런 성적인 문제로는 전혀.”, “저는 운이 좋게도 불가피하게 참아야되는 이런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주위에는 없진 않죠.”, “사람들이 다 이렇게 공론화시키진 않아요. 이게 정확하게
당한 사람들이 다 회사에 찌르고 징계를 받고 이런 건 아직까지 그런 문화가 저희한테는 덜 익숙
해요. 아무리 미투 한다고 하지만 어차피 회사는 이렇게 묻고 싶어할 거고 여자분들이 아무리 그
걸 얘기해도 그게 해소되지 않으면 굳이 얘기를 해야되나, 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 같아
요.” 이 같은 인터뷰 참여자의 말은 한국 사회가 변화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크게 실감한다기
보단 ‘저렇게 문제제기하기까지의 어려움’에 대한 공감을 우선적으로 하며, 내가 일하는 공간에서
는 할 수 없음을 느끼게끔 하는 순간으로 인식되었다. “불편해질 뿐이고 저희가 아무리 당해서 얘
기를 꺼낸다고 해도 (불편하게 한) 그 분들은 직급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일을 키우고 싶지가 않잖아
요. 아무래도 이름이 좀 있는 회사기도 하고 요즘에 그런 사회적으로 그런 문제가 너무 예민하기
도 하니깐 저희 생각으론 ‘분명히 얘기해봤자 묻힐 게 뻔하다, 근데 굳이 우리가 이 얘기를 꺼내서
서로 얼굴 붉히면서 회사 생활을 해야될까, 싶은 생각이 크죠.”, “(피해사실 고발은) 정말 나를 버
리고 나의 모든 걸 포기하고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작은 변화들은 회사 내에서 이뤄지고 있었다. 한 인터뷰 참여자는 사내게시판에 미투
운동과 관련해 신고방법을 알리는 게시물이 있었고 이걸 프린트해서 코팅한 자료를 여자 동료가
나눠준 일화를 말했다. 그 동료는 인터뷰 참여자에게 “책상에 붙여”라고 말했고 이걸 붙이며 주변
직원들에게 농담식으로 진짜 신고할거라고 말하니 아무 말 못하고 가만히, 심각해진 남성 직원들
의 분위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인터뷰 과정에서 모든 참여자들은 페미니즘이라는 단어를 정확하
게 사용하지 않을 뿐 직장 내에서의 차별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여성으로서 겪는 어려움
들, 그렇기에 오래 일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불안감에 대해 정확히 표현하고 인
식하고 있었다. 그런 점에서 미투운동에 대한 변화를 실감하지 못하거나 그것이 직장에 있는 나의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과 별개로 여성/젠더이슈에 대해 반응할 수 있는 유권자임
을 보여주었고 그런 점에서 미투운동에 대한 여파를 직간접적으로 받으며 조직문화, 본인이 하는
일에 대해 고민을 하는 이 여성노동자들에게 정의당은 무엇을 말할 수 있을 것인가가 과제로 남았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거리에 나온 여성들의 외침, 이를 통한 운동 이후의 과제는 정치,
정당의 몫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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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의당 20대 여성당원

당의 전략 수립을 위한 20대 여성에 관한 연구에서 정의당 20대 여성당원을 제일 만나보고 싶
었다. 앞선 그룹들이 정의당의 당 밖에서의 정의당을 이야기해줄 수 있다면 이들은 정의당의 당원
으로서 어떻게 보였는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들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기 때문이다. 같은 20
대 당원이라 하더라도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따라 차이들이 존재할 수 있다고 보았고 이에 거주지
를 확인해 다양하게 인터뷰 참여자들을 선정하였다. 선정 방식은 정의당 중앙당의 협조를 구해 전
체 20대 여성당원들에게 문자 발송하였다. 연구자들이 개인적으로 아는 이들은 제외하였으며 당
직 경험 등을 물어 당 활동에 참여해본 경험의 차이도 드러낼 수 있도록 인터뷰 참여자들을 선정
하였다. 주요한 질문은 아래와 같다.
|표 4| ‘정의당 20대 여성 당원’ 질문
- 간단한 자기소개 및 인터뷰에 참여하며 어떤 얘기들을 나눌 거라 기대했는지?
- 당원으로 가입한 시기와 이유
- 주변 사람들과

정치 관련한 얘기 나누는지? (당원인지 말하는지?)

- 거리에 나선 여성들, 페미니즘 운동 흐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치판의 반응은 어떻다고 보는지?
- 정의당이 20대에게 어떤 이미지인 것 같은지? (지지를 얻기 위해선 어떤 활동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 20대 남성과 여성 간 정치적 견해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하는지? 이유는?
- 지난 대선 때,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문재인-심상정)
- 당 활동을 해본 적 있는지? (당 가입 잘했다고 느끼는지)
- 여성이 정치한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1) “조금만 더 힘을 보태면 커질 것 같아서 당원으로 가입했어요.”
인터뷰 참여자들이 많은 정당들 중 정의당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진보정의당 시기, 지난
대선 당시에 가입한 이들부터 당 가입한 지 3개월 밖에 안 된 이들까지 다양한 인터뷰 참여자들은
그만큼 다양한 이유들을 쏟아냈다. “취업도 했고 어떻게 하면 자동이체 할 수 있을까 해서요.”,
“퀴어퍼레이드 때, 정의당 깃발 보구요.”, “대선 때, 심상정 후보 보면서”, “노동을 강하게 말하는
정당이어서요.” 이러한 다양한 이유들 중에도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면 “정의당에 조금만 힘을 보
태면 커질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작용하였다는 점이다. 여타 정당들 중 이미 ‘큰 정당’은 제외하
고 나머지 정당들 중 내가 조금의 관심을 보내고 당비를 낸다면 성장할 수 있는 정당으로 정의당
이 보였기에 선택했고 한편 이 선택은 그렇기에 전략적인 선택이기도 하였다. 즉 소수자를 위한
정당이라 하더라도 정의당은 원내정당이기에 그 힘을 발휘할 수 있으며 그만큼 성장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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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 보았다는 점이다. 특히 이는 정의당이 첫 정당인 이들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정의당 이
전 정당 경험이 있었던 이들은 이유와는 다른 지점으로 나타났다.
인터뷰 참여자들은 당원이 된다는 것에 대해 ‘정당의 소속감을 가지고 하나의 정의당으로 활동
한다는 것’으로 느끼기보다 정당, 정치인에 대한 후원으로 인식하는 측면이 컸고 이는 한편 대학,
직장 생활만으로도 바쁜 일상의 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참여를 하고 싶고 정의당에
지지를 보내주고 싶은 마음에 기인한 것이었다. 그랬을 때, 정당 정치에서 이른바 ‘페이퍼 당원’이
라고 일컬어지는 이들에 대한 이해가 보다 확장되어야 할 필요성과 함께 이들이 적극적으로 당
활동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지지’가 ‘최대한의 지지’로 이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한 방안을
당이 모색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시도당, 지역위원회에서 당원들을 맞이할 때, 당 활동
에 대한 ‘인식 차이’를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 역시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는 후원
이상의 활동에 대해서는 당장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부담스러움’을 갖는 인터뷰 참여자들의 발언
(“그냥 후원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자. 뭔가 하게 되면 ‘내 인생에 뭔가 짐이 더 생기면서 피곤
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고 따라서 이에 대해 무감각하게 정
당이 반응한다면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2) “심상정, 이정미가 있으니깐 정의당에 여성들이 많을 줄 알았어요.”
인터뷰 참여자들에게 ‘왜 인터뷰를 참여했는지, 무엇을 기대하는지’를 물었을 때, “여성들을 만
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성들만 있으면 안전하니깐”이라고 답변했다.( “지역위원회에 또래 여
성 당원들이 없어요. 20대 분들을 한 번도 못 봤고 심지어 30대 초반, 중반 분들도 한 번도 못
만나고 거의 40대 이상 분들만 만나서. 제 또래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들으러 왔습
니다.”) 이는 언론에 비춰지는 정의당의 모습이 주요한 정치인으로 나타날 때, 심상정, 이정미와
같은 여성이다보니 당원들 역시 여성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기대했으나 당 가입 이후 처음으로
‘소환’되는 정당의 공간인 지역위원회 카톡방에서 재미없는, 정확히 말하면 불쾌한 유머들(“40대,
50대 남성 위주로 흘러가는 분위기.”, “당 가입을 하고 카톡방에 초대받고 그랬는데 거기 있는 아
저씨들이 글을 공유하면서 ‘아휴 페미나치들의 횡포가 대단하군요’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제
가 ‘듣는 페미나치가 기분 나쁘네요’ 이렇게 대답했고…”)이 오가는 것들을 마주했다고 한다. 결국
“정의당 이미지랑 활동하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다 남자들만 있구나”를 확인하며 정의당 활동에
거리를 두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다. 또한 온라인에서 뿐 만 아니라 오프라인 모임, 강의 자리에
서도 불쾌한 말들이 오갈 때, 웃으며 넘어가는 여성 중년 당원들을 보며 ‘나보다 나이 많은 여성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절망감, 아쉬움’을 느끼고 개입하기에 어려움을 확인 한다고 한 인터뷰
참여자는 토로했다. 이러한 과정은 20대 여성당원들로 하여금 정의당이 ‘안전한 공간’이 아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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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게끔 하는 과정이기도 했는데 지역위 카톡방에서 프로필 사진과 이름을 드러내어 활동한다
는 것이 또 다른 불안감과 함께 불쾌한 일로도 이어졌으나 어떠한 안전장치도 없음을 확인한, 인
터뷰 참여자의 경험으로도 나타났다(“지역위 카톡방에 초대된 이후 개인카톡을 보내더라구요. 계
속. ‘준스토커같은 느낌’이었는데 카톡 프사를 내 사진으로 올렸으니 불안하고 두려웠어요. 우리
동네에 사는 사람이니깐. 근데 이게 저만의 느낌이 아니었고 알고보니 이전에도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이더라구요.”).
그러나 한 인터뷰 참여자의 경우, 다른 참여자들의 이러한 말들을 듣고 굉장히 놀라며 “제가 겪
은 정의당은 그렇지 않았어요.”라고 말했는데 지역에서의 청년위, 성소위를 통해 활동을 시작하였
고 이들의 모습은 페미니스트로서 인터뷰 참여자로 하여금 많은 것들을 배우게끔 하는, 언론에서
보여진 정의당의 모습과 다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20대 여성당원
들이 활동을 시작할 때, 안전한 공간을 지역 등에서 찾지 못할 경우, 이후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갖기가 어렵고 나아가서는 당 활동을 하지 못하게끔 하는 장치로서 작용함에 따라 결국 당에 ‘남
는’ 사람들에 나이 어린, 여성들은 포함되기 어려운, 안전하지 못한 공간으로만 유지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당비 정도만 내려고’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정당이라는 공
간이 내게 안식처, 안전한 공간이라는 느낌, 나와 많은 것들을 나눌 사람이 있는 공간이라는 인식
이 든다면 활동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기회를 지역위원회 카톡방, 첫 모임
등에서 아예 차단함으로서 말 그대로 당비만 내는 당원으로 남는 것이다. 인터뷰 참여자들은 인터
뷰가 끝난 이후, 자발적으로 같이 식사를 하러 가기도 하고 “나도 이제 혼자가 아니구나”, “여성당
원들 희귀한 거 알게 됐는데 한번에 이렇게 만나게 되어 좋았다”고 하였는데 이는 한편 20대 여성
당원들에게 이러한 ‘순간’이 그간 부재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였다.

3) 정의당과 페미니즘, 답답함과 아쉬움 사이
인터뷰 참여자들은 낙태죄 폐지, 미투운동 등 거리에 나온 여성들의 외침에 대해 강하게 기억하
고 있었다. 그렇기에 이 과정에서 정의당에 대한 기대가 있었으나 한편으론 충족되지 못하는 현실
들이 더러 아쉬웠다고 평가했다. “젠더이슈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들에 대해서는 바본가… 하는 생
각을 좀 많이 했죠. 왜냐면 두 지지층을 모두 잡으려다가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슬프네요.”, “녹색당은 신지예 보유정당이라고 하던데… SHE
SHOULD RUN 이라는 프로젝트도 한다고 하더라구요. 젊은 여성들 모아서 세미나하고 정치인으
로서 커리어 쌓고 싶은 사람한테 정치자금 모금, 홍보 이런 거 까지 다 가르쳐주는 프로그램도 진
행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구요. 나도 그런 거 있으면 하고 싶다는 생각들었는데.. 정의당에서도 그
런 걸 할 역량이 충분히 될 텐데 왜 안하고 있을까.” 그런 점에서 인터뷰 참여자들은 20대 여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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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연구를 정의당이 하고 있다는 소식이 너무나도 반가웠다고 했다. “여성단체들에서 설명하
는 게 지금까지 되게 시끄럽고 많이 나아진 것 같은데 결국 된 건 가시화밖에 없다, 라고 평가하시
더라구요. 가시화에 대해서 정당이나 기타 의원들이 응답을 해야 되는데 그 응답이 거의 무응답에
가까웠고 저도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그나마 정의당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응답하려고
하는 게 보였어요.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 (볼 때) ‘아 그래도 신경을 쓰고 있구나’ 기대치는 낮았는
데 왜냐면 당원모임 나가지고 목소리 내는게 그렇게 조심스러운데 당에서 당원들의 눈치 안 보고
그렇게 여성의제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 때문에 별로 기대는 없었어요. 근데 그럼에
도 계속 정의당에서 논평 내려고 했고 이런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되게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터뷰 과정에서 인상적인 것은 인터뷰 참여자들에게 ‘정의당이 만약 기대한 만큼 젠더 의제에
대해 잘 하지 않을 경우, 탈당이라는 선택을 할 것이냐’고 묻자 모두들 ‘아니오’라고 답한 점이었
다. 당이 젠더의제를 잘 하지 못한다고 해도 이것 때문에 탈당하진 않을 거라고 답변했다. 이는
한편 여성당원들에게 젠더의제가 불필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젠더의제에 있어 당의 입장에 대한
낮은 기대치를 보여주는 동시에 한편 당 가입 역시 젠더의제에 대한 입장만으로 선택하지 않았고
또한 전략적인 선택이었기 때문에 쉽게 탈당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또한 인터뷰 참여자들은 “그러
한 상황 속에서 나의 상황을 찾아보고 싶다.”고도 말했다. 주변에 많은 페미니스트들을 둔 인터뷰
참여자의 경우, 본인이 정의당 당원인 것만으로도 ‘놀림거리’가 되기에 씁쓸하지만 그러나 탈당이
라는 소위 ‘끊어내기’의 방식을 쉽게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모습은 굉장히 의외였다. 이는 한편
당내에서 발생하는 ‘젠더논쟁’에서 탈당하겠다고 말한 이들은 누구였으며 실제 탈당으로 이어진
이들이 누구였는지를 되묻게 하며 따라서 정의당에 남아 당 활동을 이어 갈 이들은 누구인지를
명확히 인식해야 함을 보여주는 답변들이었다.
그런 점에서 인터뷰 참여자들은 앞서 언급했듯이 당내에서의 불쾌한 경험으로 인해 진입하기
어려움을 토로함과 동시에 본인의 역할을 찾으려고 한다는 점에서 이질적이면서도 그 갭을 어떻
게 당에서 이해하고 채워나갈 것인가, 라는 과제를 고민하게 하였는데 가령 ‘정치할 생각이 있는
지’를 묻는 질문에서 인터뷰 참여자들은 크게 고민한 적은 없고, 정치인이 되고 싶지 않지만 출마
이외에 정치참여로서의 활동 자체에는 긍정적이었고 “후원금을 많이 보내고 싶다.”, “여성들을 타
겟으로 한 문자 전략이 있었으면 좋겠다.”, “보좌진 등 정책 인력이 되고 싶다.” 등 당, 정치활동에
대한 애정이 강하게 있다는 점은 한편 정의당이 이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있어 보다 구체
적인 전략을 내놓아야 함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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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커스!: 20대 여성을 통해 정의당을 보자, 그리고 준비하자!

“여성들은 성장했으나 함께 성장하지 못한 사회” 최근에 본 기사에서의 한 문구다. 지금 20대
여성을 마주한 한국 사회를 설명하는데 적합한 말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만난 다양한 20대 여성
들은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지금의 한국 사회를, 본인의 일상을 고민하고 있었다. 그
러나 그럼에도 그들은 정치, 정당을 이야기하는 것에 앞서 자신 없음을 드러냈다. 이미 충분히 날
카롭게, 섬세한 표현들로 말을 이어가고 있음에도 말이다. 나는 이들과의 대화를 통해 미투운동이
라는 시기가 이들의 일상에 작고 큰 변화들을 안겨주었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20대 여성들은
직장은 응답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정치는 응답하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그렇기에
차디찬 거리에서의 외침들이 가져온 변화들이 보다 이들의 일상에 침투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또
다시 거리를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라는 공간에서 제 역할을 해야만 하며 이는 2020년
총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총선에 나서는 후보자, 정책을 통해 나타나야 한다. 이들의 일
상과 감정을 정치적인 언어로 생존시켜야만 하는 의무가 정당에 있기 때문이다. 정의당은 20대
여성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잊제는 제대로 응시해야 한다. 그리고 응시하는 것을 넘어 이
들이 정의당이라는 공간에서 정치활동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이들이 매개체로서의 역할 뿐 만
아니라 대표됨을 상상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메이커스로서의 호명을 통해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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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유권자 지형의 변화와 정의당 전략
오현주  전 19대 대선 정의당 심상정 후보 성평등 선대본부장
현 정의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전국위원

1

왜 20대 여성에 주목하는가?

오랫동안 한국정치에서 지역과 이념이 주요한 변수로 작용했다면 10년 전부터 세대별 분리현상
이 전면적으로 등장했다. 이와 더불어 최근에는 성차가 한국유권자 지형의 변화와 더불어 정치적
선택에 있어 적극적인 변수로 고려되고 있다.
한국 선거에서 여성이 유권자로서 유의미하게 부각된 것은 2012년 12월에 치러진 18대 대선이
다. 이때 여성유권자(55.5%)는 남성유권자(51.2%)보다 박근혜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40~50대 여성이 같은 연령의 남성보다 박근혜 후보를 더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저소득층일수록 그리고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여성이 남성보다 박근혜 후보를 더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
[성별･연령별 심상정 후보 지지율]
구분

남성

여성

전체

2016년 세대별 지지율

20대

8.0%

16.3%

12.7%

5.6%

30대

6.1%

8.6%

7.4%

8.7%

40대

6.0%

8.0%

7.0%

9.6%

50대

4.3%

4.6%

4.5%

4.2%

60대 이상

1.1%

1.7%

1.2%

2.0%

전체

4.4%

6.5%

5.9%

6.0%

※ 출처 : 방송3사 심층 출구조사. 2016년 세대별 지지율은 리얼미터 연간조사 종합

이러한 흐름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 이후 대선을 거치면서 심상정 후보에 보낸 20대

1) 본 연구용역제안서 (백시내 2014)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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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유권자들의 선택과 관심으로 이어졌다. 19대 대선 방송3사의 심층 출구조사에서 심상정 후보
는 20대에서 12.7%지지를, 20대 여성에서는 16.3%의 지지를 얻었다. 20여성의 경우 남성유권자
의 두 배 가량 높게 심상정 후보를 지지했던 현상은 선거 시기 여러 복합적인 변수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주목할 만한 결과였다. 또한, 파주시의 LG디스플레이 공장 등 상대적으로 젊은 노동자
들이 많은 노동자 밀집지역에서도 높은 득표를 얻은 것으로 분석된다. 그 중에서도 전국 최고의
득표율을 기록한 투표소가 칠곡, 구미, 파주 세 군데 있었고 이는 LG디스플레이 여자기숙사 투표
소로 추정되었다. 20대 여성의 잠재력과 노동이라는 의제가 만났을 때 더욱 증폭되는 결과를 낳
았다는 점에서 이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심상정 후보와 정의당을 선택하였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더해지는 결과였다.
20대 지지율 상승은 후보의 TV토론 선전과 적극적인 SNS 활용 등에 더해 지역 대결에서 세대
대결로 바뀐 투표 경향과 청년층의 기성정치에 대한 비판적 의식, 선거구도에 따른 진영논리로부
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젊은 층의 소신투표 경향이 일정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된다.2) 하지
만 이러한 평가는 평균적으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여준 20대 유권자에 관한 일반적 분석일 수
있어도 왜 20대 여성은 두 배나 높은 지지를 기록했는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는다.
사실 선거에 돌입하기 전부터 심상정 후보에 대한 20대 여성유권자의 관심과 지지는 낮은 인지
도와 지지도에도 불구하고 다른 연령과 달리 주목할 만한 수치를 보여주었다. 선대위는 이러한 여
론조사 결과에 기반하여 선거과정에서 20~30대 여성을 주요 타켓층으로 설정하고 1호 공약을 슈
퍼우먼방지법으로 내세웠으며 3.8 여성의 날에 발표한 여성안전정책 등 여성정책을 주도하고 기
획사업을 통해 다양한 여성조직들과 관계를 형성하는 등의 성과를 만들 수 있었다.3) 한편 전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모의투표 결과에서 심상정 후보는 문재인 현 대통령과 근접한 차이로 2
위를 기록함에 따라 향후 투표층으로 성장하는 세대의 지지까지 더해짐으로써 선거 이후 정의당
은 이러한 성과를 유실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들이 전국 각지의 지역위원회 평가와 전국위원회
에서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동일한 현상을 두고 선거 평가는 일치하되 향후 전략은 다소 엇갈리는 방향으로 논의가
촉발되었다. 주되게는 20대 여성의 지지층이 두 배 가까이 출구조사를 통해 발표되자 20대 여성
주체에 주목하고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논리와 20대 남성이 오히려 너무 낮기 때문에 오히려 적
극적인 유입전략을 구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그것이다. 20대를 둘러싼 청년정치와 방향성에 대한
논의는 2017년 당시 전국위원회에서 불거졌지만 사실 이러한 갑론을박은 2019년 현재에도 이어
지고 있다. 작년 말부터 시작된 문재인 정부에 대한 20대 남성지지율 하락과 이에 대한 정치권의
다양한 반응과 대응은 정의당이 조금 앞서 겪은 것에 다름 아니었다.
2) 정의당 4기 제1차 전국위원회 자료집 29p ( 2017년 9월 2일 개최)
3) 같은 자료 2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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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이러한 대선이후 분석결과와 정의당 내 평가를 바탕으로 청년지지층을 형성해나가는
데 있어 성차에 따른 분석이 유효하다는 전제하에서 진행되었다. 지난 대선 이후 개최된 전국위원
회에서 정의당은 ‘당의 핵심지지층 형성을 위해서는 조직노동 등 전통적 지지층을 복원하는 노력
과 함께, 연내에서 새로 유입된 20대와 여성 등을 확실한 지지층으로 만들고 더 확장시키는데 조
직과제에 주력해야 한다.4)’와 ‘2017년 하반기 주요사업계획으로 4대 조직강화 전략 중 하나인
20-30대 여성 등 조직전략 마련’이라는 결과를 도출한 바 있다. 그 중에서도 20대 여성에 왜 주
목하는가에 대한 단초는 정의당에서 실시한 주요 정치 과제에 대한 20대 남녀의 인식 차이 비교
(2017.06. 미래정치센터 조사) 조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평균

더불어
민주당

자유 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지지하는
정당 없음

A.남 B.여 A.남 B.여 A.남 B.여 A.남 B.여 A.남 B.여 A.남 B.여 A.남 B.여
정치 관심도
(1: 낮음 ~ 5: 높음)

3.47 3.21 3.83 3.32 3.58 3.00 3.43 3.24 3.63 3.55 3.68 3.65 2.70 2.58

주관적 정치 성향
(0: 진보 ~ 10: 보수)

5.23 4.25 4.17 3.79 6.32 4.71 5.10 4.29 6.69 6.45 4.26 3.25 5.30 4.46

안보
안보 (대북)
안보 (일반)

정책
선호도

경제
조세
노동
성평등
복지

3.93 4.95 4.70 5.25 2.79 4.50 3.90 4.64 2.89 4.45 4.60 5.62 4.38 4.65
A

A

A

A

3.60 4.68 4.49 4.90 2.14 3.90 3.29 4.14 2.83 4.33 4.42 5.45 4.10 4.64
A

A

4.14 5.11 4.82 5.46 3.18 4.86 4.27 4.94 2.93 4.53 4.71 5.73 4.55 4.65
A

A

A

A

4.53 4.95 5.09 4.89 3.62 4.89 4.69 4.73 4.03 4.98 4.91 5.18 4.60 5.03
A
5.73 6.44 6.62 6.65 4.25 5.38 5.57 6.14 5.42 6.09 6.46 7.15 5.83 6.35
5.75 6.43 6.17 6.40 4.43 6.00 5.83 6.42 5.75 6.39 6.14 6.99 6.04 6.15
A
5.42 6.50 5.65 6.71 4.35 5.33 5.46 5.75 5.40 6.33 6.09 7.93 5.50 6.14
A

A

5.52 5.96 6.00 5.77 4.79 5.24 5.84 5.90 4.75 5.45 6.05 6.77 5.42 6.01

※ 출처 : 주요 정치 과제에 대한 20대 남녀의 인식 차이 비교 (2017.06. 미래정치센터 조사)

본 조사에 따르면 20대에서는 정책적으로 남녀차이가 매우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20대의
경우 모든 정당 지지자들에게서 정치에 대한 관심은 남성이 더 많고 자신의 정치 성향을 진보라고
4) 같은 자료 2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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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경향은 여성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정책적 이슈에서 20대 여성은 동일
정당을 지지하는 20대 남성보다 눈에 띄게 더 진보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20대
여성 지지자들은 보편복지를 제외한 모든 정책 영역에서 정의당 20대 남성 지지자들보다 근소하
게나마 더 진보적이었고, 바른정당 20대 여성 지지자들도 경제, 노동, 성평등 영역에서 정의당 20
대 남성 지지자들보다 근소하게 더 진보적인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여성 청년들 사이에서 페미니
즘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이 일어나는 현상이 주목받고 있는데, 위의 조사에서는 20대 여성의 진
보적 성향은 단지 특정 정치 성향이나 특정 이슈 영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반적 추세임을 확
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20대의 정치성향에 대한 분석과 설명만으로는 청년 지지층 확보
에 있어 제대로 된 전략을 구사하기 어렵다. 또한 현재 민주당과 정의당, 국민의당과 바른정당(현
재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사이에서 스윙보트를 형성하고 있는 4~50대 지지층 이외의 청년 지지
층, 특히 여성의 경우 향후 정의당의 핵심 지지층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별도의 심층연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사실 정치영역에 있어서 성차의 등장은 비단 한국사회의 현상만은 아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미
국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을 둘러싼 정치적 지형에 있어 성차에 대한 고려가 20세기 중반부터 있
어왔으며 오바마 행정부를 거치면서는 심화되었다. 미국의 2016년 대선에서 유권자의 투표행태
를 분석한 연구를 살펴보면(이소영 2018), 후보자 선택에서 남녀 간 차이는 사실상 남녀 유권자들
의 사회경제적 배경, 정치적 성향, 정치적 입장 차이에서 오는 결과였으며, 여성과 남성이 동일한
조건에 있을 때 성차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과 남성의 투표선
택 요인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여성들은 정당과 이념, 이민문제, 트럼프의 여성관에 의
존해 투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요한 것은 여성과 남성 간 투표행태의 성차가 기본적으로 사회경
제적 요인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는 사회경제적 요인이 성별화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
다.5) 이는 2017년 이후 나타난 20대 유권자 지형을 분석하는데 있어 중요한 참고사항이며 어떠
한 요인들이 투표선택에 작용하는가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라 할 수 있다.
현재 20~30대 여성유권자가 보여주는 다름은 이후 선거에 있어서도 이들이 다른 유권자 집단
과는 다른 행태를 할 가능성을 암시한다. 그리고 그러한 가능성은 심상정･신지예･고은영 후보에
대한 지지 속에서 이미 그 싹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여러 후보가 경쟁할 경우, 거대정당들은
자당 후보의 당선을 위해 당선이 가능한 자당 후보에게 전략적 투표(strategic voting)를 할 것을
종용해왔는데 이러한 요구에 여성들은 반기를 들기 시작했고, 자신이 원하는 후보에 투표하는 것
이 사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기존의 시민사회운동과 정치문법과 다른 행태를 보이고 있
는 이들 여성은 아직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거나 세력화되지 않았다. 그러나 여성들이 선거에 관심
5) 권수현, 본 연구용역제안서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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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질 경우, 그리고 여성/젠더이슈가 중요한 선거의제로 부각할 경우 투표참여가 높아진다는 기
존 연구들을 고려할 때 이들은 충분히 캐스팅보터(casting voters)가 될 수 있으며, 선거의 결과
를 바꿔놓을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학문적으로도 선거전략 차원에서
도 여성유권자에 대한 관심은 미미하며, 특히 20~30대 여성유권자에 대한 독자적인 분석은 전무
한 상황이다. 이에 이 연구는 20-30대 여성유권자가 생각하는 정치의 의미가 무엇이며, 무엇이
20~30대 여성의 정치참여를 가로 막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의당의 역할은 무엇인지
등을 분석해보고자 한다.6)
더군다나 전통적인 지지층인 4,50대 진보적 유권자층을 제외하고 핵심코어지지층 형성에 실패
하고 있는 정의당의 경우 ‘20대 여성은 향후 정의당의 핵심지지층으로 성장 가능한가’에 대한 질
문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2

젠더갈등은 결과일 뿐, 근본 원인은 일자리를 둘러싼 배틀로얄

본 연구는 2018년 9월에 시작되어 2019년 3월까지 진행된 20대 여성들의 FGI와 심층면접 조사에 기반하여
작성되었다. FGI 참여자 모집 중 비당원의 경우 페이스북 광고를 통해 모집했으며, 당원의 경우 지역을 고려하
여 20대 여성당원 두 그룹을 인터뷰하였다. 한편 비당원의 경우 20대 남성 1그룹을 비교대상으로 FGI를 실시
하였다. 당시 20대 남성 지지율 급락이나 20대 남성 담론이 활발하지 않았던 상황이었기에 그들이 들려준 ‘차
별’에 대한 인식과 이야기는 무척이나 흥미로운 상황이었다. 그런데 본 연구를 진행했던 시기는 공교롭게도 문
재인 정부의 20대 남성지지율이 급락하면서 제기된 20대 남성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적 논의가 폭발된 시기와
일치한다. 문재인 정부가 소위 ‘페미’만 챙겨서 20대 남성의 지지율이 급락했다는 일부 남성 네티즌들의 항변
에서부터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최의 ‘포용국가와 청년정책’이라는 행사7)를 통해 젠더갈등을 넘어 공존을
모색해야 한다는 논의까지 다양한 목소리들이 터져 나왔다. 따라서 현재 20대 남성을 둘러싼 다양한 조사와
연구결과가 발표되었기에 그 연장선상에서 정의당에 시사하는 바를 중심으로 논의를 좁히고자 한다.

20대 남성을 둘러싼 담론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민주당이 본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이
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20대 여성이 페미니즘 등 집단이기주의 감성으로 무장하고,
남성혐오 문화가 확산해 20대 남성 지지율이 하락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논란이
일었다. 이러한 논의는 내부적으로 토론 과정에서 불거진 헤프닝이라고 하였으나 청와대 보고서

6) 권수현, 본 연구용역제안서에서 발췌
7) 문재인 정부에 대한 20대 남성지지율이 2018년 하반기부터 꾸준히 하락하고 20대 남성지지율 하락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지속되던 가운데 2019년 2월 22일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포용국가와 청년정책 : 젠더갈등을 넘어 공존의 모색> 토론회
를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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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담긴 내용이었기에 여러 가지 논란을 낳았다. 그러던 중 ‘포용국가와 청년 정책’의 축사를 맡았
던 김병관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축사를 통해 가부장제가 해체되고 성차별이 개선되는 상황에서
성장한 세대의 세대갈등이 젠더갈등으로 비화되는 양상이라고 본 상황을 명명하였다. 청와대 보
고서에 관한 논란을 의식한 발언이었고 본 상황에 대한 민주당의 인식을 어느 정도 제대로 보여준
표현이었다. 하지만 누구의 입장에서 ‘세대갈등’인가를 곱씹어 본다면 사실상 세대갈등이란 표현
도 민주당 내 윗세대 권력에 기반한 상황인식이라는 점에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본 연구에
서는 20대를 둘러싼 논의가 20대 남성담론으로 치우쳐져 있다는 비판적 인식 아래 젠더갈등, 세
대갈등을 조망하기보다 20대 내 성차가 사회경제적인 요인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수용하
여 그에 기반한 20대 여성 유권자 전략을 고민해 볼 예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비교 연구를 위해 대선 때 심상정과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고, 현재는 바른미래당
과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는 20대 남성의 한 그룹을 인터뷰하였다. 이들의 논의에서 20대
남성지지율 하락의 다양한 맥락을 읽을 수 있으며 그 핵심에는 불안한 삶과 일자리 문제가 놓여져
있다.
남성 A

남성 B

남성 C

남성 D

개인정보

20대 중반/군필

24살/대학생/군필/정치 24살/대학생/사회복무
26살/군필/법학전공
전공
요원/신방과전공

현재 지지정당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바른미래당

19대 대선 투표

심상정

문재인

심상정

문재인

지지정당 선택이유

비상식, 비도덕적이라
자유한국당을 싫어해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 자유한국당을 싫어해서,
나 현재는 회의감이 드 비례는 정의당에 투표/
정치의 다양화 필요
는 상황
/소득주도성장과 친북정
책 문제로 생각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
는 스펙트럼 넓은 정당
민주적
정당시스템과
상생하려는 태도

딱히 지지할 정당이 없
으나 군인휴대폰 사용에
대한 하태경의 비판수용
을 높게 평가함

대선시기 투표이유(공통
점 : 각 후보별로 뽑아
서 안되는 이유를 제외
하다 보니 나머지 후보
를 선택하게 됨)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는 딸을 통해 외모로
이득을 보려고 한다. / 대북정책 찬성
심상정 후보 노동관련
해서 지지

페미니즘은 가시화되지
않음
노동관련 공약에 호감,
최저임금에 찬성

페미니즘에 대한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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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추정주의 원칙 등
안티페미니스트/하태경, 법이 바뀌어야 하는데
패널티를 안고 가는 느낌.
이준석 지지
“20대 남성들이 대한민
국에 태어나서 무슨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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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을 받았는지 잘 모르
겠거든요. 오히려 피해
를 입었으면 입었지.”

정치참여

어릴적부터 지역정치인
정치는 보수를 받고 직
들을 보며 혐오가 생김,
지방선거 준비할 예정
업적으로 하고 싶다
참여의사 없음

“어...저도 근데 마찬가
지로 최저임금인데, 저
희 어머니가 편의점을
하시거든요”
현재 가장 중요한 정치
“이 말은 뭐다? 사람을
의제
줄일 수 밖에 없다는거
죠. 그런거 보면서 최저
임금 문제가...되게 이
게 대책이 없는...”

보수 높은 직업을 가지
고 싶음. 정치참여는 흥
미 없으나 내가 더 잘
하겠다는 생각을 함

“임대료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나서 최저시급
“최저임금의 문제도 있 을 올려야 됐다고 생각
기는 하지만 임대료 문 을 해요”
제가 제일 크다고 보거 “대통령이 뭐라도 중국
에 좀 항의를 하거나
든요”
뭔가 입장표명을 해야
하는데”

공통적으로 정당에 대한 후원, 당원가입에 대한 고민이 없음.
삶이 여유롭지 않다고 생각함.

“정치적 견해가 근데 어떤 경제 관련, 안보 관련해서는 큰 차이가 드러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젠더 문제에서는 확실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있기도 하고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문제가
약간 일자리 문제로 좀 넘어가...이어져 있는 느낌이 들어요......제가 일한 만큼 제가 투입한 만큼
최소한 그 만큼의 보상은 이루어져야 된다......” -남성 D
“일단 남자들은 마이너스 2년이라는 손해가 굉장히 크고 그래서 일단 여자들이 나 어? 어 뭐
기업에 대한 장벽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는 유리창이 있는 것 같아 그 말을 굉장히 싫어해
요......82년생 김지영이라는 책이 뜨잖아요. 니가 82년생이냐고, 니는 이미 그런 차별에 대해 어
느 정도 사회가 바뀐 세상에서 태어났는데......제가 봤을 때 확실히 취업시장에 들어가면 좀 어느
정도 그런 남녀차별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여자들이 생각했을...봤을 때는...제 입장에서는 뭔 차
별이 있겠냐라고 생각을 하지만......확실히 취업시장에 나가면 성차별이 있기는 하죠. 근데 대학교
자체에서는 없는 것 같거든요...사실 우리가 대학교에서 차별 받는게 사실 근데 여학생들은 차별
보다는 이득을 더 많이 보니까요.” -남성 B
20대 남성들의 지지율 하락의 핵심은 높은 기대를 통해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서 전혀 나아지지
않는 현실의 ‘삶’과 맞닿아 있다. 이들은 최근의 젠더갈등이 정확히 한정된 ‘일자리’를 둘러싼 갈
등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며 성차별이라는 것은 취업 전에는 없는 것, 취업 이후에 어느 정도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취업 전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여성들이 ‘유리
천장’을 언급하는 것에 분노를 느끼며 ‘할당제’를 비롯한 다양한 정책제도들은 그야말로 ‘역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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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된다는 논리이다. 따라서 최근 불거진 여경대응 논란은 그야말로 역차별을 통해 부정의한 취업
을 한 대표적인 사례가 되는 것이다. 이들은 그야말로 남성들의 ‘역차별’을 입증하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입증은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과 개별사례의 맥락이 더해져 굉장히 강력한 이
슈와 논거로 등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개별적 사례의 입증은 피눈물 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과
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 개별적 사례는 진위논란을 제쳐두고서라도 반대의 개별적 사례가 등
장하는 순간 서로간의 지난한 논쟁과 다툼으로 밖에 귀결되지 않는다. 이러한 노력은 마치 시지프
스의 노동처럼 고되고 기약 없는 반복일 뿐이다. 그런 점에서 한정된 일자리를 둘러싼 갈등은 배
틀로얄과 같다. 사실상 젠더갈등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일 뿐이다.
한편 이러한 20대 남성피해자담론은 지난 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등장한 ‘고개숙인 아버지’
담론과 어떻게 같고 다른가도 생각해 봐야 한다. IMF 외환위기가 가져왔던 경기침체는 정리해고
를 둘러싸고 자본주의가 가부장의 얼굴을 하고 등장한다는 페미니즘의 교훈을 다시금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었다. IMF 당시 국가와 경제가 어렵다는 명목하에 ‘가정’으로 돌려보내졌던 여성들,
그리고 일자리를 둘러싼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던 군가산점 폐지논란은 지금도 다시 반복되고 있
는 것이 아닌가? 다만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가 청년이 되었다는 점, 당시 강력했던 가족임금논리
가 가족구성의 변화에 따라 서서히 무너져 온 점, 그리고 대중적 여성주체의 성장 등은 변화된 지
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노동’을 더 이상 진보와 보수의 프레임에 가두지 않고
개개인의 ‘권리’ 문제로 인식하는 세대의 등장은 20대 남성의 보수화로만 설명할 수 없는 지점이
존재한다.
위의 20대 남성들은 정의당 외부에서 가장 가까운 스펙트럼 내에 존재한다는 점에서, 노동은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며 ‘개인의 권리’의 문제이자 내 삶을 향상시키는 키워드라고 생각한다
는 점에서 어떤 정치적 언어와 실천이 이들에게 가 닿을 수 있을지 정의당은 충분히 고민해야 한
다. 이와 관련해서는 정의당 전략과 관련한 내용에서 실천적 측면에서의 변화와 전략을 다시 서술
할 예정이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20대 여성의 지지는 ‘유지’되는가?

경제적 격변기에는 언제나 ‘젠더’가 통치기제로 작동해왔다. 자본주의가 가부장의 얼굴을 하고
등장한다는 것은 페미니즘의 오래된 통찰이다. 2차 세계대전을 통해 남성이 전쟁터로 나가자 여
성의 노동력이 필요했던 자본은 기존에 남성의 영역이던 방위산업체에 여성들의 참여를 적극적으
로 호명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난 후 남성들이 가정으로 돌아오자 ‘여성이 있을 곳은 가정이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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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말로 여성은 집으로 돌려보내졌다. 한국사회도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지속되는 경제성장
과 정치적 안정기에 접어든 90년대는 그야말로 ‘풍요’와 ‘다양성’의 시대였다. 그러나 97년 IMF
가 터지자 여성들은 ‘해고’되기 시작했고 ‘고개 숙인 아버지’ 담론이 사회 전반에 울려 퍼졌다. 현
재의 20대 남성 담론은 어쩌면 새롭기 보다는 변주하여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질문을
한 번 바꾸어 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20대 여성의 지지는 ‘유지’되는가?
세상을 바꾸는 시대의 자화상이 변화하고 있다. 70년대 전태일은 어린 여공들의 처참한 노동현
실을 고발하며 어둠의 시기를 밝혔다. 그리고 80년대 민주화 운동과 이어진 7,8,9 노동자대투쟁
을 경과하며 민주노총이 설립되기까지 한국사회의 주요한 정치세력화는 ‘남성’으로 상징되었다.
하지만 2008년 광우병 시위에서의 상징은 ‘촛불소녀’가 등장한다. 당시 촛불소녀(10대), 삼국카페
(2,30대), 유모차부대(3,40대)라 불리는 여성들의 등장은 ‘광장’에 나온 새로운 주체로 호명되기
시작했고 수많은 언론들이 주목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기존과 다른 새로운 시위문화를 만들기 시
작했으며 나꼼수의 비키니 논란 등 젠더를 둘러싼 다양한 논란과 해석을 낳는 계기가 되었다. 이
렇게 여성들의 정치주체화는 온라인 상에서는 ‘여성 커뮤니티’를 통해, 오프라인에서는 정치적 이
슈를 주도하며 ‘광장’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2016년 탄핵정국이 도래하자 여성들은 모순
에 빠지게 된다. 하필이면 대통령이 ‘여자’ 대통령이었고 온오프라인 상에서 ‘여자 둘이 나라를 말
아먹었다’라는 논리가 빠르게 번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대 여성들은 이전의 세대와는 다른 반응을 보이기 시작한다. ‘여자 둘이 나라
를 말아먹었다’라는 말에 같은 여자로써 부끄러움과 혼란을 느끼는 것, 촛불광장에서 부끄러움과
모순에 처한 것이 이전세대의 대응이었다면 20대 여성들은 ‘여자 둘이 나라를 말아먹었다’라는 말
은 틀렸다, 그것은 여성혐오다 , 나라를 망친 것은 박근혜와 최순실, 개인일 뿐이다‘라고 생각의 방
향성을 전환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여성대통령 박근혜-여성대통령 심상정’으로 투표하는 것이 전
혀 문제가 되지 않는 16%의 유권자가 등장하였으며 문재인 정권에 대한 강력한 지지기반이 탄생하
였으며, 20대 남성의 지지율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견고한 지지를 형성하는 기반이 된 것
이다. 이는 기존 30대 이상의 여성들이 남성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투표형태를 보인 것과 대조적이
며 이러한 변화에는 2008년 이후 여성주체화 과정과 여성운동의 대중화에 기반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공통된 점은 20대 여성들에게 정치나 페미니즘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를 물었을
때 ‘강남역살인사건’이나 ‘미투’가 아니라 2016년 촛불시위에 참여하면서라는 대답이 주를 이룬다
는 점이다. 강남역 살인사건에 대한 추모의 열기나 2018년을 뒤흔든 미투(#Metoo)의 흐름은 오히
려 정치주체화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2016년과 2017년 탄핵정국과 촛불집회는 전세
대와 전계층을 가리지 않는 전국민들의 참여로 이뤄낸 결과이다. 그 속에서 20대 여성들은 참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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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은 동시에 ‘여자들이 나라를 망쳤다’라는 비난을 들으며 ‘모순’된 상
황을 타개할 언어를 찾아야만 했다. 그것을 온전히 페미니즘에만 가둘 수도 없지만 ‘여성’을 빼고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페미니즘의 동의 여부를 떠나 ‘여성’에게 유독 가혹
하게 작동하는 차별과 혐오에 대해서 더 이상은 묵과할 수 없음을 선언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러한 대선 지형은 유례없이 젠더를 둘러싼 각축전을 벌이는 기폭제가 되었고 2017년 2월 16
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대한민국바로세우기 제7차 포럼에서의 문재인 후보의 선언은 기대 이상이
었다. 당시 문재인 후보는 ‘새로운 대한민국, 성평등으로 열겠습니다’라는 주제로 한 연설에서 “저
는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습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과연 제가 이런 말 할 자격이 있나 생
각해 보았습니다.”로 시작한 첫 문장은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한 명의 남성으로서 겸손함을 보여주
었고 이어진 “저는 엄격하고 권위적인 가장이나 아버지보다 민주적이고 온화한 아버지와 남편이
되려고 노력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로 이어진 내용에 여성들은 환호했다. 이러한 선언
의 배경 이면에는 이전 대선에서의 패배,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이 여성유권자들의 지지
와 선택에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는 사실에 기반해 있었다. 사실상 최초의 여성대통령 박근혜의 탄
생부터 ‘젠더’는 밑바닥 표심을 움직이는 중요한 장치였던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여성’이
라는 생물학적 성별에 기반한 일부 여성유권자들의 선택으로 국한된다면 이후의 변화는 생물학적
성별을 넘어서 ‘성차별’을 적극 발언하는 후보에 대한 배제, 여성정책을 비롯한 다양한 후보의 젠
더전략에 대한 평가, 다른 투표요인들과의 고려 속에서 종합적인 선택으로서의 투표 행위로 나아
가게 된다.
어쨌든 문재인 후보의 페미니스트 대통령 선언은 돼지발정제로 성폭력을 모의한 소위 ‘홍발정
제’라 불리웠던 홍준표 후보와 가장 큰 대립점을 긋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렇게 문재인 후보는 환
호하는 여성유권자들의 표심을 얻으며 대통령이 되었다.8) 물론 문재인 후보에 대한 20대 여성유
권자들의 지지를 단순히 ‘페미니스트 선언’의 효과로 읽을 수 없다. 다만 변화에 대한 기대, 다양
한 진보적 정책들에 대한 선호와 더불어 페미니스트 선언은 여성유권자들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밴드효과를 가져왔다. 또한 문재인 후보의 민주적이고 온화한 아버지상과 더불어 심상
정 후보의 살림하는 남편과 정치하는 부인이라는 역전된 관계, 유승민 후보의 세련된 부녀관계 등
가족을 둘러싼 성역할과 젠더의 전복과 미묘한 변화 등은 구시대적인 홍준표 후보와 대립적인 구
도를 보여주면서 후보의 호감도를 높이는데 상당히 기여했다고 본다. 후보를 선택하는 다양한 기
준에 있어 19대 대선만큼 젠더의 역동이 잘 드러난 선거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이제
‘젠더’는 공공연히 여성차별과 혐오를 선전하는 정치세력이 존재하는 한, 그리고 여성혐오에 기반
한 범죄와 사회적 분위기가 기승을 부리는 한에서 강력한 선택의 지표로 기능할 수 밖에 없다는

8) 정의정책연구소 송년토론회 “문재인 정부 중간평가와 대안모색, 2012년 12월 20일, 오현주 토론문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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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 19대 대선 이후 명확해 진 것이다.
이러한 효과는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변화된 삶에 대한 기대는 20대 남성과 다르지 않았던
20대 여성들은 20대 남성과 같은 불안한 삶을 경험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대한민국 안녕지수 프
로젝트의 결과를 놓고 봤을 때 20대 여성은 가장 불안하고 불행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오히려 최소한의 변화라도 추구할 수밖에 없고 성평등 정책에 있어서는 높은 기대
감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
문재인공약집 4대 비전 12대 약속 중 11번째 약속인 지속가능하고 성평등한 대한민국 분야 공약이행도
성평등개헌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정치참여 내용 불포함
그러나 강경화 장관으로 상징되는 여성내각 30% 달성을 위한
노력을 보임

여성가족부 기능 강화와 함께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로 병합형 성평등정책 추진

사실상 ‘추진’을 노력한다는 태도로 한 발 후퇴

OECD 수준의 성별임금격차 줄이기

경제정책은 표류중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

유치원3법등을 통한 지지율 상승
최근 출산정책의 기본방향을 ‘삶의 질’로 설정하여 패러다임
전환 중

젠더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여성폭력방지법 입법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여성의 특수한 건강 문제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일본군 ‘위안부’문제, 정의롭게 해결

화해치유재단 해산 등

위의 표는 현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왔던 성평등 공약의 진척사항을 보여주고 있다. 이 중 주
목할 점은 성별임금격차나 성평등 기구 설치 등의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변화를 위한 선택은 지지
부진하다. 그러나 초기에 내각 여성 30%임명과 화해치유재단 해산 등을 통해 적극적인 ‘보여주기
(show)’의 전략을 구사하고 여성폭력방지법 입법과 출산정책 방향성 전환을 통해 20대 여성들에
게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기(expect)’를 하도록 이끌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은 지지를
철회할 때가 아니다라는 것이 20대 여성들의 판단일 수 있다. 다만 올해 버닝썬, 김학의, 장자연
사건 등을 통해 굵직한 사건들이 불거져 나왔고 이에 대한 수사, 판결이 흐지부지 될 경우 쌓인
불만들이 어떻게 지지율로 이어질지 좀 더 두고 봐야 할 시점에 놓여 있다. 결론적으로 20대 여성
들의 지지율이 여전히 ‘유지’되는 이유는 젠더폭력을 해결하는 것이 다른 문제들을 압도할 만큼
절실하다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이후 젠더폭력을 둘러싼 사법정의가 바로 세워지지 않는
다면 여성들의 분노와 좌절의 크기만큼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은 추락할 것이라 예측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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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의당 전략

그동안 한국사회 진보정당은 여성할당제 도입 등 전통적인 여성정치세력화 의제를 선도적으로
제기해 왔다. 하지만 정의당의 경우 최근 두 번의 선거에 있어 할당제 미달의 사태를 겪었으며 당
내 젠더정치는 ‘메갈리아 논쟁’ 이후 방향성을 명확하게 잡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에서 유권자 지형에서 성차가 뚜렷한 영향을 미치면서 정의당의 정치전략은 어느 때보다 더욱 중
요해지고 있다.
더구나 최근 난민, 동성애, 디지털성폭력 등 주요한 의제들은 의제들은 20대 여성들의 정치적
판단과 밀접한 고려가 있을 뿐 아니라 점차 전 세대, 전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정치적 선택
의 지표가 되고 있다. 또한 성차가 단순히 20대에 국한된 문제인지 미투(#Metoo)운동 이후 전세
대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판단은 향후 정의당의 전략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가질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정치의 영역에서 성차의 등장이 정치지형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
으며 이러한 정치적 선택에 있어서 성차 등장에 따른 진보정당의 유효한 전략이 무엇인지 정치주
체의 형성과 정책적 대응을 중심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20대 여성을 통해 정의당을 본다는 것’의 의미는 단순히 당사자 정치의 활성화를 의미하는 것
이 아니다. 20대 여성의 목소리를 통해 청년 전략, 여성전략이 정체성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정의
당의 전략을 새롭게 재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 사실 20대 청년들의 목소리는 일관되어
왔다. 이것을 어떤 잣대로 분석하고 대응하는가가 훨씬 중요한 문제이다. 이미 바른미래당의 하태
경, 이준석 의원은 바른미래당의 청년 지지율 재고를 위해 성대결을 공공연하게 조장하고 있는 상
황이다. 20대 남성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전략의 일환이라고 정당 차원에서 이해한다
고 하더라도 이렇게 조장된 성대결 프레임은 궁극적으로 정치 혐오와 갈등의 극대화만 남는다. 본
연구는 20대 남성의 목소리는 그 자체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다만 이제까지 삭제된 목소
리가 무엇이고 이제까지의 접근방식이 어떤 한계와 문제가 있는지를 고려하여 20대 여성의 목소
리에 기반하여 정의당의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① 호기심과 지지를 정당가입으로 연결-내가 키우는 정당, 서사가 있는 정당
20대 남성들에 비해 호기심-지지-후원-정당가입-교육과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프로세스에 열려
있는 상황이다. “돈 주면서 찍을 걸”이라는 후회로 가입하거나 취직을 하고 나서 가입했다는 사례
에서 보여지 듯 지지와 후원은 자연스레 정당가입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터뷰이들이 밝혔듯이 구체적 정보로서 정의당이 어떻게 유권자들의 삶에 기여해왔는지, 정의당
과 타 정당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공약실행도가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인 정보가 없다는 것에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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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함을 느낀다. 한편 정의당에 표를 던지거나 후원한 경험이 있는 아직까지 당원이 아닌 인터뷰이
들의 경우에는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로나 ‘정당’에 가입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 공
백 상태에 놓여 있다. 이러한 정보부재의 상태에서 주변에 정당 가입한 사람이 있어서 재밌게 활
동하는 것을 보고 정당가입을 했다는 사례에서 주목할 점은 정당에 가입하는 것이 정치적 얘기를
나눌 수 없는 답답함을 벗어나 동료또래시민을 만나는 기쁨, 그리고 활동하는 재미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또한 당원이 된다는 것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선거 시기 후원금을 내는 것과 당원이 된다는 것의 차이(일회성 후원이 아니라 정의당을 내
가 ‘키워간다’는 의미를 적극 부여할 필요가 있음)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한편 직장가입
은 정당가입의 가장 큰 계기가 될 수 있으므로“내 생애 첫 직장, 내 생애 첫 정당”을 의식적으로
연결해 다양한 홍보 전략을 적극 수립해야 한다.

② 섬과 섬을 연결하는 20대 여성당원 네트워크
누군가와 함께 정치 얘기를 제대로 나눌 수 없는 20대 당원들은 함께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동료
를 찾기 위해 정당에 가입한다. 심상정, 이정미 등으로 대표되는 여성정치인들의 활동은 자연스레
정의당에 나와 같은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라는 기대로 이어진다. 하지만 이러한 ‘동료를 만나고
싶다’는 욕구는 첫 관문에서 좌절된다. 처음 당원을 가입하고 문자를 받고 카톡방에 초대되었을
때 4,50대 남성중심의 모임이라는 것을 알고 실망을 한다. 카톡방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내가 갈
수 없거나 가고 싶지 않은 모임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카톡방이나 첫 모임에서 겪은
다양한 에피소드들은 그냥 ‘후원’만 해야할 곳으로 기대감을 낮추게 되고 활동이나 교육의 의지를
감소시킨다. 하지만 모든 20대 여성당원들이 같은 경험을 한 것은 아니다. 광역시도당 위원회에
성소수자위원회와 여성위원회가 지역차원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곳은 ‘안전’하다고 느끼거나
‘참여’하고 싶은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었다.(예 : 광주시당과 대구시당) 광주시당과 대구시당의 경
우에는 일상적이고 주기적인 활동으로 참여의 문이 열려 있거나 특정한 시기 정치학교나 세미나
모임을 통해 심도 깊은 교육을 제공받았던 곳이다. 한편 20대 여성당원 인터뷰에서 거의 등장하
지 않은 조직이 ‘청년학생위원회’였다. 청년학생위원회 조직이 왜 20대 여성당원들에게 적극적인
활동공간으로 인식되지 않는지, 이와 관련해 20대 남성들과 성차를 보이고 있는지 별도의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문위원회 활동만으로 20대 여성들의 참여 욕구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이 공간에서조차 20대 여성은 ‘혼자’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별도의 전략으로
신입당원 교육이나 당원교육을 20대 여성만 별도로 분리해서 시행하고 참여한 이들을 향후 그룹
화하여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게 하는 등의 전략도 필요하다. 또한 물리적이고 지리적인 한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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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을 수 있도록 별도의 교류가 가능한 온라인 전략도 고민할 필요가 있으나 이와 관련해서는 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③ 온라인 홍보전략 새롭게 수립해야
20대 당원들에게 입당할 때 꾸러미 사업(강령집, 정의당 소개, 굿즈, 해설집 등)를 주는 것은 반
드시 시행되어야 한다. 기존에 정당경험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첫 입당은 당에 관심가질 수 있는
유일한 시기이다. 특히 여성당원들의 경우 교육과 정보에 대한 욕구가 높은 상황에서 이러한 꾸러
미가 전달 될 경우 정보습득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또한 온라인을 통한 홍보효과 또한 높을
수 있다. 한편 홍보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20대 여성에게 흥미로운 당원 가입 경로나 축적된 내용
을 전달할 수 있을까? 예시를 한 가지 들자면 활동당원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 오히려 신
선한 정보로 기능하기도 한다. 대선 때 심상정 후보 홍보물 중에 가장 인기 좋았던 것 중 하나가
성인지예산을 심상정 의원이 만들었다는 카드뉴스였다. 이제까지 진보정당이 무엇을 해왔는지 시
리즈물로 축적하고 국민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여해왔는지 보여줄 필요가 있다. 또한
당원가입 경로도, 첫 직장/모녀가입 등 다양한 키워드를 담아 당원 가입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홍보가 효율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아래에서도 밝히듯 청년들의 삶의 언어로 재구성되
어야 한다. 따라서 홍보분야의 경우 가장 소비량이 많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제작되기 위해서는 인
적 구성 또한 청년들을 중심으로 재편할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성별화된 커뮤니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온라인 환경은 무엇보다 성별화되어 구
획되어 있다. 특히 여성들의 온라인 커뮤니티는 안전 등의 문제로 접근성이 높지 않으며 폐쇄적으
로 운영되기 때문에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정의당에서 이러한 온라인 환경에 대해 거의 무지했던
것이 사실이다. 사실상 남성유저 중심의 커뮤니티로만 여론을 판단하면서 한 성만 과도하게 치우
친 온라인 전략을 구사해왔다. 이제 성별화된 온라인 환경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하고 이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이 운영해야 한다. 또한 전반적인 당무의 영역에서 성인지가 적극적으로 요구되
는 분야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교육과 점검을 통해 성별영향평가를 당내에서도 적극적으
로 시행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④ 삶의 언어로 재구성하는 정치
법안발의나 의제 관련해 변화해야할 지점은, 20대 남성이 쓰는 관심 있는 정책/법안이 대북관
계, 중소상공인 문제, 최저임금, 미세먼지. 정책적 언어를 주로 쓰고 있는 데 비하여 여성들은 다
른 방식의 언어와 정책적 관심을 표현한다는 점이다. 여성의 경우 실제로 경험했던 일을 중심으로
정책에 대한 관심을 설명하면서 제도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다. 남성들은 자기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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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한 것보다 주변인들이나 언론의 이야기를 주로 언급한다. 따라서 법안 이름을 짓는 것부터 달라
야 한다. 당신의 삶의 문제로부터 출발하는 법안발의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같은 법안이라 하더라도 남성에게는 ‘남성육아휴직법’이 아니라 수퍼우먼 방지법이라고 이름 붙이
는 것이다.

⑤ 20대를 둘러싼 의제전략
의제를 밀어 올리는데 있어 고려할 점은 20대의 경우, 당 내부 조사에 따르면, 4~50대와 명확하
게 진보적 계층과 차이가 나는 것은, 4~50대는 일관된 진보스펙트럼이 있는데 반해 20대는 없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대북관계, 노동, 동성애, 난민 이슈가 있을 때 어떤 이슈는 지지하는데 어떤 것
은 지지하지 않는 차이가 크게 드러난다. 보통 4~50대의 경우 각각의 이슈가 더해지면 지지자가
줄어드는 ‘뺄셈정치’로 생각한다. 하나를 적극적으로 밀면 다른 지지층이 떨어져나간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난민의 문제를 쎄게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들이 떨어져나갈거야, 동성애를 이야기하면 떨어
져나갈거야 등의 고려가 대표적인 예이다. 하지만 20대의 경우 하나의 이슈에 대한 강한 지지가
형성된다면 다른 의제들은 감수할 만한 것으로 여기기도 한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 이슈나 ‘성소
수자’ 이슈 등이 그러하다. 특히 20대 남성의 인터뷰와 비교할 때 20대 여성층에서 두드러지는 경
향은 정치적 선택의 국면에서 어떤 것은 동의하지 않으나 어떤 입장 때문에 적극적 지지를 보내거
나 지지후보를 선택하는데 있어서도 후보군에서 어떤 후보를 특정한 이유로 탈락시키고 남는 후보
를 결정하기 보다는 강한 지지의 원인으로 후보자 선택을 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학생운동의 수혜를 받은 진보적 계층들은, 당원 인식 조사나 한국사회 주요의제에 대해 질문하
면, 거의 동일한 선상에 서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노동이나 대북관계 등 주요 이슈에 이견이
있지 않은 상태이다. 그 중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젠더문제밖에 없는 상황이다. 안희정 전지사의
사건이나 디지털 성폭력문제에서는 정의당원들과 일반국민들 사이의 인식 차가 별로 없는 상황이
며 당내 성별차이만 두드러지는 상황이다. 어쨌든 이 정도 수준으로 합의하면 한국사회에서 진보
라고 생각해왔다. 따라서 어떤 정책을 펼치더라도 일정 수준 아래로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경계를
잘 다루는 것, 즉 리스크를 막고 중도층을 잘 설득하는 언어를 구사하여 지지층을 확대하는 것이
기존의 당의 전략이었다. 하지만 20대에서는 하나의 합의된 진보라는 것이 없는 상황이다. 20대
가 관심 있는 문제 중에 주거와 같은 것이 합의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지만 이는 서울이나 대도
시 중심의 특정 상황에 있는 청년층의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적극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는
이슈는 난민, 동성애, 젠더와 관련한 의제이다. 이 중 난민이슈의 경우 여성들과 남성들의 지지는
성차를 지니고 있는데 예를 들어 20대 여성들이 난민 문제에 대해 ‘난민유입=성폭력 증가’로 이해
하고 있다. 사실상 성별화된 이슈이며, 동성애, 젠더문제와 같은 젠더와 섹슈얼리티를 둘러싼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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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차별에 기반해 있다. 결과적으로 난민을 찬성하냐 반대하냐를 묻기 전에 그 이면에 놓여 있
는 원인에 대한 언급과 해결책을 반드시 선행해서 언급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하다면 적극적인 당
내 20대 공론장을 형성하여 합의지점을 만들고 이를 통해 발언하고 소통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SNI 정책의 경우에도 야동볼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냐라는 여성들의 반발부터 국가에
의한 개인의 권리 침해 등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를 젠더갈등으로 수렴되
는 것을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 개입을 해야 한다. 사실 정당은 정치적 입장과 견해, 그리고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평가받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에 관해서 사전에 충분히 고민하는 것이 중요
하고 복잡한 실타래를 풀며 입장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한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문제를 회피해
온 결과 의제 대응력이 지속적으로 낮아진다는 점이다. 따라서 2030 유권자 지지층 내에서 성차
가 확연한 문제, 2030세대와 기존 정당 지지층 간의 차이에 관한 의제들을 잘 선별하고 이에 대
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과제별 위원회를 수립할 것을 적극 고민해야 한다. 더불어 이에 관해
당내 정책과 교육 분야에 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청년이 들어가는 것과 더불
어 전반적인 당 시스템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봐야 할 것이다.

⑥ 총선 W-ing(여성정치인이여 날자!) 프로젝트
20대 여성들의 경우 정치에 대한 관심은 높되 본인을 정치의 주체로 생각하거나 정치세력화 하
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주저하고 있거나 문턱이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20대
여성의 정치세력화와 관련한 다양한 논의들이 촉발되고 있으며 20대 유권자들의 정치적 효능감이
전혀 충족되지 않는 정치 현실을 고려할 때 기대와 요구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따라서 정의당은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다가올 총선에서 20대 여성출마를 적극 독려하되, 보좌
관 스쿨을 함께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정치적으로 자신을 대변할 사람을 거의 찾지 못하는 현실
에서 내년 총선에서는 자신을 대변할 있고 사법정의를 세울 수 있는 다양한 세대의 여성들이 집단
적으로 국회에 등장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만약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제도를
가장 적극적으로 실현하고 받아 안을 곳이 바로 정의당임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
또한 지금 당장 정치에 나서기 힘들지라도 디딤돌을 놓을 수 있는 보좌관 스쿨, 총선 이후에는 청
년정치학교나 진보정치 4.0을 더 심화하여 여성청년들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여성청년이 당내에서 정치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⑦ 성별화된 20대 사회, 포괄과 선별 양날개 전략이 필요
- 선별전략
핵심지지층 형성을 위해 성평등한 조직문화와 20대 여성을 타켓팅으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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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페미니즘은 특화 된다기 보다 전 프로그램, 조직문화에 녹아 있는 것이 중요하다. 20대 여성의
관심사와 언어로 홍보, 조직, 교육이 필요하다.
20대 여성에게 절실한 #디지털성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관련해 지속적인 연구와 정책, 현
안에 대한 개입, 입법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
비상구와 같이 정당 내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구제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성도 있다.
- 포괄전략
페미니즘, 성평등이 실현되는 사회를 위해 남성도 피해자로 함께 연대하고 지지, 지원해야 할
주체로서 호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형식적 성평등이 달성된 시기로 현재를 규정할 때 실재로 남성피해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
지하고 정치적 언어를 구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여성과 남성 모두’라고 하여 여성집단과
남성 집단을 호명할 것이 아니라 피해를 입은 사람은 한 명의 존엄한 개인이라는 정체성을 부여해
야 함. ‘단 한 명의 피해자도 방관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논의로 나아가야 한다.
‘여성휴게실은 있는데 왜 남성휴게실은 없는가?’ 에 대해 이전에는 ‘모든 곳이 남자가 쉴 수 있
는 곳이니 남성휴게실은 필요하지 않다. 남자는 어느 곳이나 쉴 수 있지 않은가?’라고 접근하였다
면 ‘학생도, 회사원도 편안하고 안전하게 쉴 곳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거나 다양한 젠더정체
성을 고려하여 공간, 행사를 기획하는 것을 통하여 젠더의 경계는 허물고 피해자와 시민 개개인의
권리를 가장 최전선에서 지켜내는 것이 정의당이 지향하는 바임을 드러내야 한다. 더불어 이러한
사회가 젠더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정의당이 지향하는 국가와 공동체임을 지속적으로 얘
기해야 하며 사실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포용국가를 제대로 실현하는 것이 아닌가.
다만 이러한 정치적 언어가 어떤 철학과 내용에 기반해 있는가는 굉장히 중요하다. 성차에 대한
논의가 기존의 페미니즘에 대한 확고한 지지와 연대에 기반하지 않는다면 이는 젠더갈등이라는
이름 아래 중립을 가장하여 성차를 마치 없는 것처럼 치부하고 오히려 성평등한 세상을 지연시키
는 눈가림이 될 뿐이다 성차를 없는 것으로 여기는 정치와 성차를 인정하고 차이는 인정하고 차별
은 없애나가는 정치에서 정의당의 선택은 후자가 되어야 한다. 그럴 때 비로소 20대 여성의 목소
리를 듣는 정치가 시작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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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기혜  프레시안 기자

토론문 1

토론문 1

언론은 ‘20대 정치의식’에 대한
여론을 어떻게 왜곡시켰나?
전홍기혜  프레시안 기자

1

‘20대 여성’과 ‘20대 남성’ 보도 빈도와 주요 키워드

1) ‘20대 남성’을 주요 검색어로 단순 검색한 정치 기사(최근 6개월)는 270여건(https://www.
kinds.or.k)이 넘을 정도로 집중적으로 쏟아졌다.(카인즈는 방송, 언론 등 51개 매체의 기사
만 수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음, 네이버 등 포털을 통해 검색할 수 있는 기사의 숫자는 훨씬
많다. 다음의 경우 1300여 건의 기사가 검색됐다. 하지만 검색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점에서
카인즈를 통한 검색을 예로 들었다).
주로 ‘20대 남성’의 ‘문재인 정부 지지율 하락’ 현상에 대한 기사였다.(‘20대 남성의 문재인 정
부에 대한 지지율이 전체 남녀별 연령집단 중 가장 낮다’는 여론조사 결과, 이에 대한 유시민, 설
훈, 홍익표 등 범여권내 주요 정치인들의 발언, 청와대 정책기획위원회의 보고서 등 관련 논란 보
도, <시사인>의 ‘20대 남성’에 대한 심층 기획 등 분석 기사 등 다양한 보도가 쏟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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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 검색 결과 빅데이터 분석>

2) ‘20대 여성’을 주요 검색어로 단순 검색한 정치 기사(최근 6개월) 역시 220여 건이 넘었으
나, 20대 남성 관련 기사와 상당 부분 겹친다. 20대 여성의 정치.사회 인식과 관련된 심층적
인 분석 기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20대 여성 & 00’ 검색 시 다수의 기사가 찾아지는 검색어는 성폭력(453건), 페미니즘(221건),
불법촬영(161건), 낙태죄(56건), 여성혐오(41건) 등)

<‘20대 여성’ 검색 결과 빅데이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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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대 남성의 ‘발견’과 20대 여성의 ‘배제’

1) ‘반문재인’ 세력으로 20대 남성의 발견과 ‘답정너’ 페미니즘
조중동의 문재인 지지율 하락에 대한 의미 부여 속에서 ‘20대 남성’의 지지율 하락이 주요한 원
인으로 지적됐다.
(집권 2년차 2분기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율 60% 초반 vs. 같은 시기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도
60% 초반. 당시 조중동은 박근혜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중 지지율이 최고 높았다고 보도. 역대
대통령의 2년차 2분기 지지율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55%, 김대중 전 대통령이 52%, 노무현 전
대통령이 34%, 이명박 전 대통령이 27%으로 조사됐음.)
‘촛불집회’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집권 초기 80%대의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던 것에 비하면,
60%로 떨어진 지지율은 정치적 의미를 분명히 갖지만, 보수언론이 “최대 폭 하락”, “불안”, “민심
잃은 청와대” 등 다소 과장된 보도를 하면서 하나의 정치적 ‘프레임’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 과정에서 이영자(20대 남자, 영남, 자영업자)가 문재인 지지에서 지지 철회로 돌아선 주요
세력으로 찾아졌다.
‘반문재인’ 세력으로 찾아진 ‘20대 남성’들의 지지 철회 원인으로 이들의 페미니즘에 대한 반감
이 지적됐다. 하지만 ‘20대 남성’들 사이에서 페미니즘에 대한 반감이 크다는 것은 이들 세대의
대표적인 성향으로 정치.사회 인식과 관련된 다른 질문을 던진다 하더라도 동일한 답이 도출될 수
있다. 현재 한국 20대 남성들의 생활 세계에서 성별 이외에 정치적 갈등을 경험할 두드러진 다른
변수를 찾기 힘들다. 군사독재정권, 지역 차별, 계급 등의 정치적 갈등이 사라지거나(독재),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지역), 대척점에 있는 세력(자본)이 압도하면서 문제가 고착화되는 과정(계급)을
통해 정치적 전선의 의미가 희석된 상황에서 성별의 문제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 가장 첨예한 정치
적 갈등을 불러오는 전선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20대 남성’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를 철
회한 이유가 ‘문재인 정부의 페미니즘 정책’ 때문이라는 도식은 ‘20대 남성’들 스스로가 이같은
답을 말하고 있다 하더라도 절반만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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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대선공약 등으로 약속했던 여성정책의 상당 부분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런 도식은 더 문제가 있다. 마치 문재인 정부가 20대 남성들의 지지를 되찾
아 오기 위해 가뜩이나 지지부진한 여성정책을 포기하거나 추진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결론을 도
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의식은 대통령 정책기획위원회 보고서, 민주당 내에서 최재성 의
원, 표창원 의원 등이 ‘젠더 갈등’ 토론회를 주최하는 과정에서도 드러났다. 또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이준석 최고위원 등이 ‘반페미니즘’의 정치적 대변자로 나서는 등 ‘백래시’도 정치적으로 가
시화 시켰다.

2) 언론의 ‘20대 여성’의 정치적 비가시화
최근 ‘20대 남자 현상’에 대한 대대적인 여론조사 기사로 화제를 모은 <시사인>에 해당 여론조
사를 공동으로 기획하고 진행한 정한울 한국리서치 전문위원이 의미 있는 글을 썼다. 정 위원은
<시사인>에 “보팅 파워 집단으로 떠오른 20대 여성”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20대 남자 현상’ 분석
과정에서 20대 여성에 대한 중요한 발견과 질문을 마주하게 되었다. 그들은 정치와 투표 참여로
권력이동을 이끌고 있다”고 지적했다.
‘20대 남성’에 대한 주목이 역으로 ‘20대 여성’이라는 정치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집단을 찾아내
게 한 것이다. 이는 한국 사회와 언론이 ‘여성=반정치적’이라는 편견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015년 강남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20-30대의 젊은 여성들은 자신들의 기본권과
연관된 문제를 끊임없이 사회적, 정치적 의제로 제시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목소리는 ‘정치
적 분석’의 대상으로 여겨지지 않았다. ‘20대 남성’들은 수도 없이 많은 기사에서 정치적 주체로
호명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앞서 ‘20대 여성’을 검색어로 한 보도들 중 20대 여성들을 분석 대상
으로한 정치 기사를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던 것처럼 언론은 ‘20대 여성’의 정치적 요구를 의식
적, 무의식적으로 비가시화시켰다. 언론은 이들의 목소리를 ‘메갈’ 논쟁으로 다루는 과정에서 20
대 여성들의 주장을 ‘과격‘, ’극단‘, ’패륜‘, ’일베‘류의 혐오발언을 하는 집단과 동일한 범주의 집
단으로 인식시키려는 정치적 기획에 앞장섰다.
언론을 통한 ‘20대 여성’들의 정치적 비가시화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 ‘반페미니즘’에 대한 정치
적 요구는 넘쳐나는 반면, 페미니즘에 대한 정치적 요구는 없거나 세력이 미미한 것처럼 여겨지도
록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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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20대가 직면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정치 세력의 부재

이와 같은 20대의 정치.사회 인식에 대한 협소한 이해는 언론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들이 직면
한 문제를 대변하거나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정치 세력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들의 정치적 요구
는 파편화되거나 왜곡되어 전달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0대 남성’들의 ‘반페미니즘적 성향’이
우리 사회에 중요한 함의를 가진 것으로 언론과 현실 정치권에서 다뤄지는 이유는 우리 사회의
고정 관념(남성=정치적 주체)과 이들이 기존 보수정당에 편입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이다. ‘20대
여성’들의 정치적 요구는 현 정당들 중 어느 정당도 대변하거나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고, 20대 여성들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여당(더불어민주당)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현실 정치 구도 속에서 이들의 선택지가 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20대 여성’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끊임없이 자신들의 문제를 공론화하고 발언하고 정치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해결의 속도는 상대적으로 매우 느리다. 버닝썬 사건, 장자연 사건, 김학의 사건 등을 통해
사법제도는 현실 정치보다도 여성들의 요구를 전혀 담아낼 수 없다는 사실도 거듭 확인되고 있다.
지난 5월 24일 서울 광화문에서 ‘기후변화에 대해 교육받을 권리’ 등을 요구하는 청소년들이
집회를 열었다. 스웨덴의 그레타 툰베리의 1인 시위를 시작으로 전 세계 10대들이 ‘기후를 위한
학교 파업’이라는 국제적 동맹을 통해 공동 행동에 나서고 있다. 이들이 정확히 지적하고 있는 것
처럼 ‘기후변화’의 문제는 이들에게 장기적으로 ‘생존권’의 문제지만, 이미 살 만큼 산 기성세대들
은 그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의 문제가 직접적, 또는 잠재적
피해자들에게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권리’를 빼앗는 문제임을 아날로그 세대이자 성구매자
(내지는 이들의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는) 주류 정치인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물론 전 세계적인 현상이
지만), 당사자들의 목소리는 정치, 언론 등 기존의 민주주의적 작동 기제 안으로 아직 편입되지
못하고 있다.
원내 진보정당인 정의당이 ‘20대 여성’ 문제에 집중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
다. 민주주의가 작동을 멈춘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새로운 민주적인 정치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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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최태섭1)  작가

- 기존의 세대담론이 남성-청년을 기준으로서 암암리에 전제하고 있었음은 이미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음.2) 가령 범죄공포에 떠는 20대 여성과 취직문제로 고민하는 20대 남성 같은
식의 대비. 그러나 여성은 취업문제 + 성차별을 겪는 것, N포 세대 같은 담론 역시 청년 남성
에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연애, 결혼, 출산 등이 어렵다는 것을 부각시키는 것인데, 여성들
이 연애와 결혼을 포기하거나 거부하게 되는 맥락은 생략되어 있음.
- 20대 여성들이 정당을 안전하고 효능감있는 공간으로 여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중요한 문
제. 이는 정당 자체의 관문을 낮추고 더 열려있는 정당을 만드는데 중요한 기준들이 될 것.
당 내에서 표현의 자유 등을 근거로 특정 성별, 정체성을 위협하거나 혐오발언을 일삼는 것에
대하여 현행법보다 더 강력한 기준을 갖고 제제해야할 필요. 정당은 정치적 결사체이고, 이런
것은 결사를 해치는 행위이기 때문.
- 안전을 어떻게 정책적/정치적 의제로 끌어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가령 인터뷰이
들은 안전의 조건으로 분리를 꼽았는데, 이는 정당이 적극적으로 내세울 수는 없는 것. 소모
임이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는 가능하다고해도, 궁극적으로는 더 많은 지지자/대중과의 소
통이 정당의 존재목적이기 때문.
- 더불어 최근 20대 여성들을 중심으로 안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것이 엄벌주의,
분리주의라는 양상으로 집중적으로 분출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고민할 필요가 있음. 이것의
중심에는 기존 한국사회가 성폭력을 처리하는 방식에 대한 누적된 불신과 분노가 있음. 그러
나 분노와 불신을 모두 입법으로 해결할 수는 없음. 현행 법체계의 잘못된 점과 빈틈을 매꾸
1) 문화평론가/사회학연구자, 저서 《한국, 남자》, 《잉여사회》 외 다수.
2) 대표적으로 배은경 (2015). ‘청년 세대’ 담론의 젠더화를 위한 시론. 젠더와 문화, 8(1), 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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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만큼이나 이 불신과 분노 자체에 대한 정치적 관점의 접근과 고민이 필수적임. 가령 권
인숙과 이건정(2013)에 따르면 성폭력에 대한 공포가 직접적인 경험보다도 언론 등의 재현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음. 특히 최근 성폭력 범죄율의 증가는 실질적인 증
가보다는 페미니즘 리부트와 미투 이후 기존에 묵인이나 압력 때문에 신고하지 못했던 성폭력
들이 드러나는 것으로 볼 여지가 더 많음.
“첫째, 여성들은 일상에서 성폭력 두려움을 다양하게 느끼면서 살고 있다. 성폭력 두려움은 본
인의 피해경험 보다는 주로 언론의 자극적 사건보도에 지배받으면서 형성되고, 이는 성폭력에 대
한 현실적 인식능력과 대응능력을 형성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고 있다. 면식이 없는 특정한 유형
의 가해자에 대한 집중적 보도는 기존의 성폭력 통념만을 강화시키면서 회피행동 이외에 현실적
대응능력이나 다양한 판단을 할 가능성을 줄이고 있다. 특히 비면식 가해자에 대한 과도한 불안과
주변의 아는 이들의 성폭력 가능성에 대한 낮은 문제의식은 대응능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둘째, 성폭력 두려움은 성폭력 피해에 대한 의식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성폭력 피해에 대
한 두려움은 주로 강간피해에 집중되어 있다. 강간피해는 실제적인 피해도 있지만 순결 파괴, 여
성성 훼손, 정상적 연애, 결혼 포기 등 사회문화적 요소도 크게 반영한다. 이는 성폭력 두려움 극
복이 성폭력 피해에 대한 사회의식의 변화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한다. 기존에 성폭
력에 대한 관심을 모으기 위해 강조되었던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강조는 성폭력은 절대 씻을 수
없는 경험, 혹은 겪어선 안 되는 가장 잔혹한 경험이라는 극단적인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지 못
하고 있다. 따라서 성폭력 피해에 대한 변화된 인식과 함께 피해 극복에 대한 다양한 사례와 담론
형성이 성폭력 두려움 극복에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성폭력 두려움은 언론의 보도가 늘고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욱 강화되어질
수 있다. 성폭력 두려움은 성폭력 그 자체와는 또 다른 형태로 피해에 대한 과도한 인식과 언론보
도, 성폭력 통념에 지배받으면서 만들어진다. 무엇보다도 언론의 성폭력 보도 방식에서 지나치게
두려움을 강조하고 성폭력 피해의식을 조장하는 태도에 대한 비판과 견제가 필요하다.”3)
- 지금의 젠더문제가 단지 취업문제의 결과로서만 존재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 물론 지난
10여 년간의 청년정책의 총체적 실패와 경제문제가 주요한 배경인 것에는 동의하지만, 더 복
잡한 결들이 얽혀있음. 가령 90년대 이후 출생자들의 생애경험에서 학령기의 젠더역학에 큰
변화가 발생한 것, 20대의 사회적 경험이 과거의 동 연령대에 비해서 더 위축되고 지연되고
있는 것, 현재의 젠더이슈의 배경이 성차별이 개선되지 않는 답답한 현실뿐만이 아니라 성차
별의 개선의 결과이기도 하다는 이중적인 성격이 있다는 것.
3) 권인숙, 이건정 (2013). 여성의 성폭력 두려움에 대한 연구. 한국여성학, 29(3), 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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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위 “남성연대”에 대한 피상적인 접근에 주의를 기울여야함. 남성연대의 강력함을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자기실현적인 주장(이 경우에는 결집효과)이 될 수 있음. 만약 그것이 존재한다
고 하더라도 연대에 약한 고리를 찾고 균열을 내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함에도, 페미니즘 혹
은 그것과 연관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은 여성들의 행동에 정당성을 주기 위해 남성연대의 강
고함을 반복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엄밀하지도 정치적으로 적합하지도 않은 인식이라고 생각
함. 개별 사안에 대한 댓글등을 뭉뚱그려 남성연대로 지칭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이 남
성간의 권력을 어떻게 분배/공유하고 있는지 혹은 어떻게 균열되어 있는지를 살펴야함.
- 정치가 수행해야하는 역할이 막중함에도 오늘날의 정치는 분열과 혐오의 반사이득을 먹고사는
존재로 전락하는 상황. 젠더문제 관련해서도 중요한 것은 담론의 바닥을 끌어 올리는 것. 이에
대한 정치와 정당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더 많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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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트러블? 메이커스!’
이진옥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

이 연구는 19대 대선 당시 정의당 심상정 후보에 대해 유독 높은 지지율을 나타낸 “20대 여성”
의 정치적 목소리를 다양하게 청취함으로써, 20대 여성의 정치적 등장에 대한 사회정치적 의미를
분석한다. 이는 현 페미니스트 운동의 성장이 구체적인 정책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탐
색하는 과정이자, 지난 대선에서 보여준 20대 여성 유권자의 정의당 지지에 대한 정당의 반응성
(responsiveness)와 책무성(accountability)을 보여주는 시도라고 읽힐 수 있다. “20대 여성”은
최근 정치 지형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핵심적 집단이나, 그들에 대한 정치사회적 의미 분석은 정치
의 언어로 충분히 번역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연구 작업은 정의당의 전략적 이해에 부합하는
것뿐만 아니라 페미니스트 운동과 한국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이 분석을 보다 정교하
게 하기 위해서 이 토론문은 최근 선거에서 보이는 20대 유권자의 투표율의 추이 및 최근 등장하
고 있는 20대 남성의 정치적 현상의 젠더 정치를 분석하고, 정의당이 젠더 갈등의 현상에서 택할
전략적 선택에 대해 과거 영국 노동당의 선례의 시사점을 검토하며, 마지막으로 이 연구 결과에
대한 첨언으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1

투표율의 증가와 성별 역전 현상

20대 여성의 투표율은 급격하게 상승 중이다. 물론 전반적으로 투표율은 상승세에 있으나 20대
여성 투표율은 다른 어떤 집단보다도 상승폭이 높다. 아래 <그림 7>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2008
년 18대 총선에서 46.1%에서 2012년 19대 총선 54.2%, 2016년 20대 총선 58%로 증가했는데,
이 상승세의 가장 큰 견인차는 20대 유권자, 특히 여성 유권자의 투표 참여의 결과라고 볼 수 있
다. <표 5>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가장 낮은 투표율을 나타냈던 20대 전반대의 여성 유권자를
중심으로 비교하면, 이 비율은 24.1%, 40.4%, 54.2%로 나타나 그 급격한 상승폭을 확인할 수 있
다. 그에 비해 남성 집단 중 가장 투표율이 나타났던 20대 후반대의 남성 투표율을 비교해보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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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비율은 23.4%, 36.3%, 47.3%로 다소 완곡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 패스트
트랙 선거제도 개혁안에 포함되어 있는 투표 연령 18세 하향 조정을 통해 18세도 투표하게 되면,
새로운 약 60만 명이 참정권을 획득하게 되고, 이는 전체 유권자의 1.5%를 차지한다. 생애 첫 투
표는 대체로 높은 참여도를 보인다는 점을 고려하면, 21대 총선에서 젊은 층의 유권자를 겨냥한
선거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19세 연령대에서도 2012년 대선 이후 여성 유권자는
남성보다 지속적으로 높은 투표율을 보였고, 이 경향성은 지속되리라 전망된다.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18)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율 분석』, 18쪽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18)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율 분석』, 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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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에 간략하게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2012년 18대 대선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박근혜
후보를 더 많이 지지했다.1) 물론 정치 정향과 투표 행태에서 이야기되는 “성차”는 시기와 맥락에
따라서 그 내용을 달리했다. 여성이 남성보다 보수적이라는 정치 정향에 대한 전통적 성차가 최근
서구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진보적인 정당에 투표한다라는 현대적 성차로 재편성되고 있다(이소
영 2013).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이러한 성차가 발견된다는 명확한 데이터는 부족하지만, 2008년
촛불집회 이후 여성의 정치적 주체성 발현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징후
들은 뚜렷하다. 이러한 정치의 성별 역전 현상(gender-reversed)2)은 투표 연령 20대에서는 지난
10여 년간 꾸준히 관찰되어 왔다. 2014년 6.4 지방선거 선거 직후 방송3사 출구조사에 따르면
서울시장 선거에서 20대 남성은 63.5%, 여성은 74.6%가 박원순 민주당 후보를 지지한 반면, 경
기지역에서 20대 남성은 57.4%, 여성은 71.3%가 김진표 민주당 후보를 지지했다. 또한 19대 대
선에서 방송3사가 공동 심층 설문조사로 진행된 출구조사에 따르면, 20대에서는 문재인 당선인이
과반 지지를 얻지 못했고, 심상정 후보에 대한 20대 여성과 남성의 편차는 16.3% 대 8.0%로 나
타났다는 사실은 현재의 “젠더 정치”의 지형을 보여준다.
특히 20대 총선에서 20대 여성 유권자는 수도권에서 더불어민주당 여성 의원들을 대거 당선시
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여진다. 더불어민주당에서 테러방지법 도입에 반대하는 전략으
로 차용한 필리버스터의 흥행은 여성 의원들의 위상을 격상시키는데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최다수 의석을 점하는 선거 결과를 이끌었다. 필리버스터에 참여한 전체 발언자
의 44.7%인 17명이 여성의원이었고, 이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22명의 여성의원 중 과반이 넘는
59%가 참여하였다(여성소비자신문 16/03/02). 이는 “여성의원의 재발견”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이를 증명하듯 더불어민주당 여성 후보자들이 대거 당선되었다(오마이뉴스 16/02/29).3)4) 일례
로 천 매가 넘는 분량의 필리버스터 구매자 중 구매자의 78.8%가 여성이며, 그 중 전체 구매자의
37.5%가 20대 여성으로 가장 높고 그다음이 30대 여성(30.9%)이다. 20대 남성은 5.9%, 30대
남성은 10.7%, 40대 남성은 3.1%다(조선일보 16/04/16). 이는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를 낳은 20
대 총선 결과가 젊은 여성 유권자가 견인한 것으로 미루어 짐작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권수현･황아란(2017)의 연구는 이 가정을 뒷받침한다. 수도권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인 아
래 <표 1>의 모델4는 여성후보의 당선경쟁력이 남성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다는 것을 증
1) 이진옥(2017) “박근혜, 최초의 그리고 최후의 여성 대통령?”, 『말과활』 13호: 49~69.
2) 이는 기존에는 여성이 보수적인 정당에 투표하던 경향이 우세하고 남성은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정당에 투표하는 성별화된
투표 행태가 이제는 반대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일컫는다.
3) “[게릴라칼럼] 필리버스터의 수확, 여성의원의 재발견 - 필리버스터의 절반, 여성 의원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2016년 2월
29일 게재된 오마이뉴스 기사는 11,000건이 넘는 페이스북의 “좋아요”가 클릭되었고 483건 페이스북에 공유되었다. (2016년
6월 27일 검색)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85734
4) 더불어민주당은 19대 총선 때보다 4명 늘어난 25명의 여성을 후보로 공천했으며, 그 중에서 17명(당선율: 68%)이 당선되었다.
그 결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뿐 아니라 국회 전체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이 차지하는 비율(전자: 19.5%, 후자: 47.1%)이
상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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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한다(p<.05).5) 전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모델1의 결과는 남녀 후보의 성차가 경험적으로 검증되
지 않았던 데 비해 수도권에서는 여성후보의 당선경쟁력이 오히려 남성보다 앞선다. 수도권에서
여성후보의 당선확률이 남성보다 2.4배 높다는 경험적 검증은 지금까지 당선경쟁력의 성차 연구
에서 주목할 만한 발견이자, 정당의 선거승리를 위해 여성 후보 공천 및 여성 유권자에 대한 정당
메시지 전달이 주요 전략으로 채택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표 1| 제20대 총선 지역구 선거의 당락에 대한 로짓회귀분석 결과
모델1 (전체후보)

모델2 (여성후보)

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확률비

확률비

여성

0.36
(0.32)

1.43

0.87**
(0.44)

2.39

새누리당

1.49***
(0.25)

4.45

2.50**
(1.26)

12.21

1.46***
(0.26)

4.32

2.96***
(0.61)

19.23

더불어
민주당

1.94***
(0.24)

6.94

3.38***
(1.20)

29.29

1.81***
(0.25)

6.08

4.60***
(0.60)

99.22

현직

2.31***
(0.23)

10.08

3.90***
(1.40)

49.27

2.35***
(0.24)

10.47

2.51***
(0.39)

12.32

수도권

-0.21
(0.19)

0.81

1.50
(0.93)

4.47

-0.32
(0.20)

0.72

도시유형

0.04
(0.14)

1.04

0.13
(0.70)

1.14

0.02
(0.14)

1.02

0.10
(0.28)

1.11

후보수

-0.12
(0.08)

0.88

0.77*
(0.46)

2.15

-0.17**
(0.08)

0.84

-0.03
(0.15)

0.98

학력

0.34**
(0.15)

1.40

1.68**
(0.86)

5.38

0.23
(0.16)

1.26

0.15
(0.27)

1.16

연령

0.01
(0.01)

1.01

-0.01
(0.06)

0.99

0.004
(0.01)

1.00

-0.03
(0.02)

0.97

재산

0.0004**
(0.0002)

1.00

0.001
(0.002)

1.00

0.0004**
(0.0002)

1.00

0.001**
(0.0002)

1.00

상수

-4.61
(1.09)

확률비

-16.90***
(5.57)

회귀계수
(표준오차)

모델4 (수도권)
회귀계수
(표준오차)

N

회귀계수
(표준오차)

모델3(남성후보)
확률비

-3.39***
(1.14)

-3.86
(1.95)

934

98

836

456

1091.2

113.4

977.7

529.7

우도비X

334.3***

60.3***

290.2***

253.6***

적중률

85.2

93.6

84.5

91.7

-2Log L
2

19대 대선 결과 아래 방송3사가 공동 심층 설문조사로 진행된 출구조사6)를 바탕으로 연령별(표
5) 권수현･황아란(2017) “여성의 당선경쟁력과 정당공천: 제20대 총선 지역구 선거결과 분석”, 『한국정치학회보』,51/2: 69-92.
6) http://media.daum.net/election/2017/0509/vote/exp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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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 성별(표 3)로 각 후보자 지지율을 살펴보면, 30-40대의 문재인 지지가 과반을 넘었던 반면에
20대에서는 문재인 당선인이 과반 지지를 얻지 못했다는 것에서 여러 해석이 도출될 수 있다. 20
대는 문재인 47.6%, 홍준표 8.2%, 안철수 17.9%, 유승민 13.2%, 심상정 12.7%로 유승민 후보와
심상정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다른 연령대와 비교에 높게 나온 반면, 다른 모든 연령대와 비교해
보았을 때 안철수 후보에 대한 지지율도 가장 적게 나왔다는 것은 주목할 수 있다. 또한 성별로
보았을 때 여성 42.0%이 남성 39.1%보다 2.9%p 높게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 반면, 홍준표 후보
의 경우 남성 26.6%, 여성 23.2%로 남성이 여성보다 3.4%p 많이 지지해 모든 후보들 중 가장
큰 성차를 나타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남성 22.3%, 여성 21.6%)와 유승민 후보(남성 7.5%, 여
성 6.7%)의 경우 각각 0.7%p, 0.8%p 남성의 지지를 약간 더 많이 받았던 반면, 심상정 후보는
여성 6.5%, 남성 4.4%로 2.1%p 차로 적지 않은 성차를 나타내며 여성의 지지를 더 많이 이끌어
냈다. 특히 심상정 후보에 대한 20대 여성과 남성의 편차는 16.3% 대 8.0%로 나타나 거의 두 배
에 달했다.7) 이런 투표 결과는 선거 전후로 나타난 젠더 정치의 동학을 일부 반영하고 있으며,
젠더가 세대와 더불어 19대 대선의 선거 정치의 요소로 작동했음을 증명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
서 19대 대선의 젠더 정치의 동학은 보다 명징하고 통합된 페미니스트 정치의 목표를 제시하고
반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20-30대 여성 유권자의 집합적인 정치세력화 및 페미니스트 정
치 권력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20대 남성” 현상의 젠더 정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20대 남성 지지율이 대폭 하락하기 전까지는 절대 다수의 정
치학자들에게 페미니스트 운동은 분석의 대상이 되지 않았고, 젠더 변수는 여론조사의 항목에서
조차 포함되는 일이 드물었다. 그러나 20대 남성과 여성의 격차가 극대화되었다는 여론조사의 결
과가 2018년 12월 17일 발표될 즈음부터 언론과 정치권은 부화뇌동하기 시작했다.8) 20대 남성
의 문 대통령 지지율이 29.4%로, 60대 남성(34.9%)을 포함한 모든 연령대별 남녀 계층 중에서
가장 낮았고, 이들의 부정평가(64.1%)는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20대 여성에서의 문 대통
“이번 조사의 오차한계가 95% 신뢰수준에 ±0.8%포인트였다. 실제 개표 결과 이 범주를 벗어나지 않아 결과를 거의 정확히
맞힌 것”이라고 평가되고, 방송3사의 5･9 대선 출구조사는 역대 출구조사들 가운데 가장 높은 적중률을 보였다는 점에서 출구조
사의 연령별, 성별 통계도 유의미하게 해석될 수 있는 타당성을 갖는다(황준범, 2017).
7) 정의당 3기 제17차 전국위원회 자료집, 2017년 6월 3일 토요일, 국회의원 회관 제3세미나실
8) [리얼미터 12월 2주차 주간동향] ‘주 후반 회복세’ 文 대통령 지지율 48.5%..20대 男 29.4% 최저, 2018년 12월 17일
http://www.realmeter.net/%EB%A6%AC%EC%96%BC%EB%AF%B8%ED%84%B0-12%EC%9B%94-2%EC%
A3%BC%EC%B0%A8-%EC%A3%BC%EA%B0%84%EB%8F%99%ED%96%A5-%EC%A3%BC-%ED%9B%84
%EB%B0%98-%ED%9A%8C%EB%B3%B5%EC%84%B8-%E6%9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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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지지율은 63.5%로, 40대 여성(61.2%)이나 40대 남성(60.4%)을 포함한 모든 연령대별 남녀
계층 중에서 가장 높았고, 부정평가(29.1%)는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어, 20대 남성과 여성은
가장 큰 격차를 보이게 되었다. 이에 대한 해석으로 리얼미터는 페미니즘의지지 여부에 대한 추가
문항으로 페미니스트 운동의 부상을 그 원인으로 진단하였다.
|그림 2| 리얼미터 여론조사

출처: 리얼미터, 2018.12.17.

이는 그동안 20대 전체를 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으로 간주해왔으나, 20대 중에서 남성은 더
이상 핵심 지지층이 아니며 현재는 오히려 핵심 반대층으로 돌아섰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 논란과 청년세대의 남성과 여성 간 혐오, 즉
성(性, 젠더)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최근 공공조사 네트워크
인‘공공의창’이 의뢰하고 리얼미터가 실시한 공동체 갈등 관련 조사(전국 1,018명)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갈등으로 응답자 전체에서는 빈부갈등(35%)이 1위로 나타났으나, 20대는 10
명 중 6명에 이르는 57%가 성 갈등을 꼽았다. 이 조사의 페미니즘 운동 지지 여부 질문에서 2030
세대 남성과 여성의 태도는 서로 극명하게 엇갈렸는데, 20대 여성(지지 64% vs 반대 25%)과 30대
여성(44% vs 30%)은 폐미니즘 운동을 대다수 또는 다수가 지지한 반면, 20대 남성(14% vs 76%)
과 30대 남성(23% vs 66%)은 대다수가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페미니즘을
비롯한 젠더 문제에 대하여 2030세대 남성과 여성이 서로 극명하게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고,
이러한 입장 차이로 인한 성 갈등이 20대를 중심으로 한 청년층에서 이미 심각한 수준까지 진행되
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성 갈등의 한 축인 20대 남성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이탈하여 핵심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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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으로 돌아선 데에는,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도 논란, 그리고 여성폭력과 여성차
별 문제에 대한 정부･사회적 해결 과정과 일자리 등 경제사회적 상황악화 과정에서 이들이 느끼는
박탈감과 피해의식, 소외감 확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리얼미터 2018.12.17 해설).

이러한 여론 조사가 공표된 후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는 20대 남성의 지지 이탈 현상에
대한 원인으로 “페미니즘으로 무장한 집단이기주의의 20대 여성”이라는 진단을 내리고 이후 정정
하기도 했다. 이를 반박하며 최근 이원재 교수는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이 진단한다. “사회는 변했지
만 청년들의 삶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서 괴리가 생겼다. 진보 정부가 집권한 후에도 내 삶이 진보
하고, 미래에도 진보할 것이라는 전망을 보여주지 못한 것이 20대가 지지를 철회한 근본 원인”이
라고 했다. 같은 20대 내에서도 남성 집단이 정부에 대한 반감이 큰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인구
감소로 과거에 비해 결혼 시장에서 남성이 누렸던 이익이 반감됐고,여성의 사회 진출이 꾸준히 증
가하면서 직업 시장에서의 남성의 우위가 줄어 오히려 삶이 후퇴했다고 느낀다는 것이다. 이 교수
는 “원인을 찾자면 청년세대가 처한 이익 구조의 변화를 살피지 못하고 그에 적합한 기회와 비전
을 제시하지 못한 기득권 진보의 무능력이 패착이었다”고 비판했다(한국일보, 2019.04.09.). 이철
승(2019)의 논문은 20대 남성 청년의 문제는 386 세대의 기득권과의 세대 갈등이라는 점을 논증
함으로써 이 논지를 뒷받침한다. “386 세대는 기업조직의 최상층 리더쉽과 상층 노동시장의 자리
들 또한 불균등하게 점유함으로써 시장에서도 ‘세대 권력’을 구축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국가,
시장, 시민사회를 가로지르는 386 세대 네트워크의 권력자원화는, 결국, 386 세대의 더 긴 근속
년수, 더 높은 소득 상승률과 더 오랜 최고소득 점유를 통해 청년 및 노인 세대와의 세대 간 불평
등을 심화시켰다”는 것이다(이철승, 2019).9)
그러나 이 또한 문제적이다. 최근 여경에 대한 논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사회에 팽배한 여성
혐오로 비롯한 젠더 갈등을 회피하고, 20대 여성과 남성 사이에 존재하는 첨예한 성적 이해관계
의 대결, 즉 여성의 안전 욕구와 남성의 여성에 대한 통제 욕구의 대립항은 삭제한 채 단순하게
계급과 권력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부분적인 설명에 불과하고 더 나아가 무책임한 것이다. 남성성
의 변화를 위해서는 권력과 노동시장의 구조가 변화해야 하는 것은 분명한 진단이나, 그러한 구조
를 배태해왔던 젠더 질서에 대한 통합적인 분석이 없이는 현재의 성 전쟁(sex war)은 일상 세계
에서 그리고 정치 영역에서 상주하는 갈등이 될 것이며, 이는 이후 한국 사회의 혐오 정치를 지속
하는 토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촛불혁명으로 진보해야 할 민주주의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우려
스러운 징후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젠더 정의가 민주주의의 규범이자 목표가 되어야 하지만, 현재
의 정치 영역의 남성독점 구조와 성별화된 위계질서를 뒷받침 하는 문화와 경쟁식 교육체제는 변
화의 전망을 어둡게 한다.
9) 이철승(2019) “세대, 계급, 위계” 『한국사회학』, 53(1):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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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합리적 전략을 택할 것인가?

손호철(2017)은 “짧은 시간에 (단순히 정권교체를 넘어서)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대한 근본적
인 변화를 가져다주는 행위” 라는 스코치폴(Skocpol 1979)의 혁명 개념에 빗대어 2016년 11월
에 시작된 일련의 촛불 집회와 그를 통한 정권 교체를 촛불혁명으로 명명하고, 근본적인 사회 변
화의 대한 요구는 정권 교체로서 완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여전히 그 혁명은 현재진
행형이라고 설명한다(손호철 2017, 92). 그의 개념화에 따르면 페미니스트 운동을 이끌고 있는
여성 집단이 일상 및 정치적 규범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동하며 사회변혁을 이끌고 있으며, 촛불혁
명의 여진은 페미니스트 운동에 의해 지속된다고 볼 수 있다(이진옥, 2018). 2015년 초 #나는페
미니스트입니다 해쉬태그 운동으로부터 점차 가시화된 페미니즘 담론은 2016년 5월 17일 강남역
여성 살인 사건 이후 페미니스트의 집단적 등장(이나영 2016)으로 이어졌고, 이는 촛불 광장의 여
성혐오에 맞선 페미니스트의 독자적인 세력화(이지원 2017)로 이어졌다. 그리고 2018년 1월 29
일 서지현 검사의 JTBC 인터뷰로 시작된 미투운동과 6회에 걸쳐 수십 만 명이 결집한 불법촬영
및 편파수사 규탄시위10)는 현재 부패한 남성 권력의 총화판인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들을 법
의 영역으로 끌어들인 원동력이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페미니스트 운동이 낳은 성과들은 역설적
으로 지금까지 여성 없는 민주주의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붕괴시켰는지 반증하고 있다.
더 나아가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1953년 제정된 임신중지(낙태)를 하는 여성과 의료
진을 처벌하도록 한 형법 낙태죄 조항을 헌법불일치로 판결한 것은 페미니스트 운동의 성과임은
자명하다. 낙태죄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양심적 병역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과 마찬가지로 한 사회 구성원과 국가와의 맺는 방식의 변화를 시사한다. 동의 또는
동의의 부재를 진정한 도덕적･정치적 문제로 간주한 왈저(Michael Walzer)의 논지는 성적인 삶
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여성과 동의의 문제를 민주주의의 문제로 사고할 때, “우리는 자유주의 국
가의 민주적 재구성만이 아니라 우리의 성적인 삶의 동시적 재구성을 위해 전적으로 충분한 논변
을 갖게 된다”(페이트만, 2018: 144). 페이트만은 페미니즘 없이 “민주적 형태의 사회적 삶이 어
떨 것인가 상상하기는 어려”우며, “과거로부터 배운 교훈은 페미니즘이 아닌 ‘민주주의’ 이론과 실
천은 단지 지배의 근본적인 형태를 유지하는데 복무하고, 따라서 민주주의가 구현할 것이라고 여
겨지는 이상과 가치를 조롱할 뿐”이라고 역설한 바 있다(같은 책, 346). 즉, 페미니스트 운동이
기여하고 있는 성과는 여성 인권의 향상뿐 아니라 한 사회 구성원, 개인과 국가와의 관계 맺는 방
식의 개선과 정치체의 민주주의 수준의 향상을 도모한다는 데 있다.
10) 주최 측에 따르면 1차(5월 19일) 1만2000명, 2차(6월 9일) 4만5000명, 3차(7월 7일) 6만 명, 4차(8월 4일) 7만 명, 5차(10월
6일) 6만 명, 6차(12월 22일) 11만명 등 총 누적된 시위 참여 인원이 36만 명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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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의 물리적 저항과 훼방 이후 지난 4월 29일 간신히 통과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안이 패스트트랙 안건이 상정된 것 또한 권력형 성착취에 맞선
페미니스트 운동의 자장에서 비롯되었다. 선거제도 개혁 과정은 매우 복합적인 지형과 다양한 핵
심 행위자의 역할에 의해 전개되었으나, 미투운동과 불법촬영 근절 및 낙태죄 폐지를 위해 2018
년 광장의 정치를 이어간 페미니스트 운동이 개혁 동력의 심층적인 구조를 마련했다. 2018년 12
월 6일 더불어민주당이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정의당을 제외한 채 자유한국당과 예산안 합의에
대해 반발하며,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가 단식 농성을 들어간 지 십여
일만에 모든 5개 정당은 1.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적극 검토, 2.비
례대표 확대 및 비례 지역구 의석비율(10% 이내 확대여부 등 포함해 검토), 지역구 의원선출 방식
등에 대한 정개특위 합의 준수, 3.석폐율제 등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제도도입 적극 검토, 4.선거
제도 개혁 관련법안의 1월 임시국회 합의처리, 5.정개특위 활동시한 연장, 6.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 개정과 동시에 곧바로 권력구조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논의 시작 등의 내용에 대한 합의
서에 서명하였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합의안 내용을 즉각 부정하고 정개특위에 참여하지 않았
고,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총선에서 의석수의 손해를 본다며 선거제도 개혁안 처리에 미온적으로
대응했다. 막힌 정국을 타개하기 위해 공수처 신설 및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개혁입법안과 선거
제도 개혁안을 묶는 전략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시점은 버닝썬-장자연-김학의 사건의 실
체가 드러나고 있던 시기였다. 다시 말해, 더불어민주당이 개혁입법안과 선거제도 개혁안을 묶는
전략에 대한 명분과 국민적 공감대는 여성에 대한 성적 착취와 폭력을 저지른 남성 권력자를 국가
권력을 이용하여 비호한 남성 카르텔이 수면 위에 등장한 이후 확산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러
한 남성 부패 권력을 드러나게 한 것은 피해 여성과 연대한 페미니스트 운동의 힘이었다.
상황이 이러할 진대, 앞서 본 2018년 12월 17일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발표 이후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이준석 최고위원은 워마드 척결을 앞세워 청년 정당이 되겠다고 20대 남성 유권자의 환
심을 사기 위해 노력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여성의 설 자리는 계속 좁아지고 있다. 일례로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확인한 것처럼 단 한 명의 여성도 광역단체장 후보로 공천하지 않은 더불어민
주당, 홍미영 인천시장 후보에 대한 민주당 평당원들의 ‘메갈’ 공격에 대한 무대응, 문희상 국회의
장의 3.8 여성의 날 행사 발언(여성신문, 2019.03.08)11), 탁현민 행정관의 민주당행 등 더불어민
주당은 여성 배제적인 노선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여성의 내각 임명 30% 달성하였으나,
이는 이들은 젠더 미끼(gender decoy)가 되어 착시 효과를 낳는다. 홍미영, 남인순 등 여성운동
가 출신에 대한 메갈 공격과 미투법안의 계류, 여성폭력방지법의 왜곡 등 민주당 내 여성의원들은
‘젠더 갈등’의 정치적 국면에서 상당히 위축되고 있다. 일례로 최근 전혜숙 국회여성가족위원장이
11) “[단독] 문희상 ‘여성의날’ 성차별 축사 “서러운 건 남자...마누라 필요해”“,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
ew.html?idxno=186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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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한 청년 관련 입법 의제를 위한 공청회에서 여성이 배제된 것에서 그 현상을 읽을 수 있다(여
성신문, 2019.04.04.)12)
정당은 항상 선거의 승리, 지지율이 가장 중요한 전략적 행위의 판단 준거가 되지만, 내재한 젠
더규범과 이해관계에 따라 비합리적인 판단과 결정을 반복하기도 한다(Childs, 2013). 그런 의미
에서 영국 노동당의 사례는 각 정당에 흐르고 있는 현재의 반(反)페미니즘의 기류에 정의당의 전
략적 선택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아래 그림과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최근 영국 하원
내 여성의원은 획기적으로 증가하였다. 비례대표제가 없고 법적 할당제가 구비되지 않은 영국에
서 이러한 결과는 노동당 내부의 여성 조직의 당 개입 전략과 당내 지도부의 변화에서 비롯된 것
이다. 그리고 이러한 노동당의 결과는 다른 정당에 ‘전염’시키고, 전반적으로 여성의원 비율 상승
을 추인했다. 여기에서는 어떻게 정당 내부의 여성 조직들이 당을 변화시켰는지 그 과정을 중심으
로 대처 집권 이후부터 1992년까지의 노동당 내 역학 관계를 살펴보겠다.

13)

|그림 3| 영국 전체 하원의원 중 여성의원 비율 추이(1979-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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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7796
13) 이 부분은 이진옥(2015) “‘정치의 여성화’와 젠더 정치의 동학: 영국 노동당과 보수당을 중심으로” 『여성학연구』 제25권,
3호: 7~43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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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영국 하원 선출직 성별･정당별 비율 (1979-2015)
정당

1979

노동당
여성

11

4

전체 비율(%)

1983

1987

1992

1997

2001

2005

2010

2015

209

229

271

418

412

354

256

232

10

21

37

101

95

98

81

99

4.8

9.2

13.7

24.2

23

27.7

31.6

42.6

397

376

336

165

166

198

305

331

여성

8

13

17

20

13

14

17

48

68

전체 비율(%)

2

3.3

4.5

6

7.9

8

8.6

15.7

20.5

보수당

23

22

20

46

53

62

57

8

여성

0

0

1

2

3

6

10

7

0

전체 비율(%)

0

0

4.5

10

6.5

11

16

12.3

0

자유민주당

21

23

24

30

25

31

32

79

여성

0

0

2

3

3

4

3

7

24

전체 비율(%)

0

0

8.7

12.5

10

12.5

9.7

21.8

30.314)

전체 의원

635

650

650

651

659

659

645

650

650*

여성

19

23

41

60

120

118

128

143

191

전체 비율(%)

3.0

3.5

6.3

9.2

18.2

17.9

19.8

22.0

29.3

기타

* 이는 지역별로 잉글랜드(533석), 스코틀랜드(59석), 웨일즈 (40석), 북아일랜드 (18석)으로 분포되어있다.
자료: 1979년 출처는 McGuinness (2010: 2), 1983년-2010년 출처는 Childs and Webb (2012: 64), 2015년 출처는
www.bbc.com/news/uk-politics-32601280 (2015년 5월 9일 검색)

1) 마가렛 대처의 집권기(1979-1990 초반)
노동당의 여성화는 1979년, 1983년, 1987년, 1992년 노동당이 네 차례 연속적으로 집권에 실
패하면서 정당의 골격이 변화하는 과정에 여성 대표성의 의제가 깊숙이 배태되면서 진행되었다.
노동당 안에 페미니스트는 항상 존재했으나, 노동당 내 여성의 역할 및 평등한 정치 대표성에 대
한 논의는 크게 1979년 대처 당선 이후와 1997년 노동당 집권 이후로 나뉘어 볼 수 있다. 1960
년대 2세대 페미니즘이 출현하면서, 전통적인 노조의 가부장적 문화에 기초하고 있던 노동당은
페미니즘에 적대적인 공간으로 여겨졌으나, 1979년 보수당의 마가렛 대처(Margaret Thatcher)
가 최초의 여성 수상으로 당선된 후 상당수의 페미니스트들이 노동당에 가입하고, 이와 더불어 기
존 당원들의 여성주의적 목소리가 커지면서 노동당 내부의 페미니스트 영향력이 확대되기 시작하
였다(Lovenduski 2005). 특히 1981년 사회민주당(SDP)이 노동당에서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창
당할 때, 기회평등 정책과 후보자 공천에서 여성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을 도입하면서 사회주의
페미니스트들의 입당을 고무시키고 여성 유권자에게 직접적인 호소를 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여
성의 표를 얻기 위한 정당 간의 레이스의 시작을 알리고 노동당이 이 경쟁에 참여할 것을 요구받는
14) 이번 선거 결과 스코틀랜드 지역에서 59석 중 56석, 즉 2010년 6명에 불과하였던 스코틀랜드 민족당(Scottish National
Party: SNP)은 여성 당수, 니콜라 스터전(Nicola Sturgeon)의 리더십 하에 20세의 최연소 여성 국회의원, 마리 블랙(Mhairi
Black)을 포함한 여성의원 20명(35.7%)을 당선시키며 자유민주당을 제치고 제3당의 입지를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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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었다는 점을 시사한다(Lovenduski and Randall 1995: 135). 그 결과 노동당 내 여성 조
직이 활성화되고 노동당 내 여성정책네트워크에 상당한 변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며 1982년 노
동당 프로그램에서 ‘여성의 문제’가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그 가운데 탄생한 주요한 그룹은 노동
당 여성실천위원회(Labour Women's Action Committee: LWAC)였으며 이는 당론보다는 여
성 당원에 책무를 다하는 조직으로서 노동당 전국집행위원회(National Executive Committee:
NEC)에 대의원직에 여성 할당을 주장했다. 다른 주요한 요소는 노동당이 집권한 런던 시(Great
London Authorities: GLA)를 비롯한 다양한 지방정부는 여성 정책(initiatives)을 개발하기 시
작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여성 의원과 각 지역의 페미니스트들은 각 지방정부에서 여성위원회를
결성하며 해당 정부에 정책생산 과정에 여성을 포함하고 여성을 위한 서비스의 확대를 요구하는
등 여성 의제를 구체화한 결과였다 (Perrigo 1996: 121). 노동당이 집권한 지방의회들이 미디어
에 의해 ‘괴짜 사회주의(loony left)’라고 공격받고, 새로운 노동당 내 페미니스트 그룹과 노동자
계급 출신의 나이든 기존의 여성 당원들과의 갈등을 겪으며, 이러한 노력들은 즉각적인 결실을 맺
지는 못한다(Perrigo 1996: 121-123). 특히 이 시기의 변화들에 대해 로벤듀스키(Lovenduski
2005)는 노동당은 여성 이해를 대변하는 정책은 수용하였으나 여성 대표의 문제는 간과하였다고
평가한다(Lovenduski 2005: 108-110).
1983년 총선에서 노동당이 참담하게 패배하고 제2 다수당의 지위를 상실한 이후, 노동당은
개혁의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당시 노동당 당수였던 네일 키녹(Neil Kinnock)은 강경 좌파
(hard left)와의 싸움을 목표로 큰 성공을 거둠으로써 당내 노조 세력 및 좌파 세력이 전반적으로
약화되었으며, 동시에 여성의 주요 고용형태인 파트타임이 증가하면서 1980년대 새로운 노조 가
입자들의 대부분은 여성으로 구성되어 노동당 페미니스트들이 정당에 개입할 수 있는 기회 조건
이 다시금 마련되었다. 이와 더불어 사민당이 여성 할당제를 도입하면서, 노동당 페미니스트들에
게 여성 대표성의 시스템을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는 자극이 되었다. 1984년 조 리카드슨(Jo
Richardson)15)이 그림자 내각(shadow cabinet) 대변인을 맡으면서 전형적인 평등의 수사학을
활용하여 노동당의 ‘여성의 평등을 위한 헌장’이 채택되었고, 여성부의 설립이 제안되었다. 여성
노조원들의 비율이 높아지면서16), 1980년대 초 전국노동조합회의(Trade Union Congress:
15) 조 리카드슨(1923-1994)은 노동당의 이안 미카르도(Ian Mikardo)의 보좌관으로 정치 경력을 시작하여 1951년, 1955년,
1959년, 1964년 의원직을 수행하였고, 평화운동가로서 좌파 페미니스트의 핵심적 인물로서 평가된다. 그녀를 기리기 위해
런던 시에 그녀의 이름을 딴 학교(Jo Richardson Community School)가 세워졌다.
16) 영국에서 여성 노동의 증가는 파트타임 유연제 고용의 증가와 더불어 공공 부문 여성 종사자 증가의 비율도 높아지며, 그
결과 여성의 노조 가입율은 최근까지 꾸준히 지속되어 2013년 노조에서 여성의 비율이 54.6%, 즉 과반수 이상으로 나타난다.
1995년 전체 노조가입율 32.4%에서 남성 35.0%, 여성 29.7%, 2005년 전체 노조가입율 28.6% 중, 남성 27.6%, 여성
29.6%으로 남성의 노조가입율은 빠르게 줄어드는 반면에 여성의 노조가입율은 꾸준히 상승세를 기록했다. 허나 2013년
현재 전체 25.6%, 남성 22.9%, 여성 28.3%을 기록하며 여성 노조가입율 또한 소폭으로 낮아지고 있다.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313768/bis-14-p77-tradeunion-membership-statistical-bulletin-2013.pdf 2015년 4월 15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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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C) 안에 평등권리국이 창설되었고, 1986년 조 리차드슨의 ‘노동당 여성권리부’의 제안이
1987년 전국집행위원회(National Executive Committee: NEC)에서 통과되면서 여성부 설립의
가능성은 점차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노동당이 1987년 총선에서 세 번째 연속적으로 패배한 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할 때,여
성 유권자의 득표가 그 실패 요인이라고 주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검토 회의에서 여성은 또
다시 배제되었다. 이에 맞서, 조 리차드슨은 여성심의위원회를 꾸려 ‘미래를 내다보기’라는 노동
당 간행물에서 여성부 설립 제안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그와 동시에 노동당 여성당원들은
더욱 조직되어 노동당 여성네트워크(Labor Women's Network)를 결성해 좀 더 많은 여성이 선
출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팜플렛 제작･담론 생산･여성후보자 지망생 훈련 등의 사업을 진
행하였다. 1990년 클레어 숏(Clare Short)을 위시한 사회주의 단체인 파비안회(Fabian Society)
에서 정당 내 할당제의 의무 시행을 논하는 팜플렛을 제작하고 그 해 전당대회에서 여성이 정당
의사결정기구의 40%를 구성해야 하며, 전국집행위원회(NEC)는 이에 대한 추진계획서를 내놓아
야 한다는 취지의 정당 내 할당제(quota)가 도입되게 되었다. 여기서 가장 급진적으로 제시된 안
은 할당제의 자리를 채울 여성을 발굴하지 못하더라고, 그 자리는 비워두어야 한다는 것이었으며,
이 제안은 다음 세 번의 총선 시행 안에 실행되어야 된다고 명시되었다. 1991년 정당 내 할당제
를 단계적으로 실시한다는 내용으로 당의 내규가 바뀌었으며, 1995년까지 전국집행위원회(NEC)
내부에는 여성이 40%를 구성해야 하고 지구당은 동수의 여성과 남성이 전당대회 대의원 자격을
얻는다는 것으로 할당제의 원칙이 제시되었다. 이는 여성 당원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남성 명망가
들이 협력함으로써 당의 전반적인 지지를 받으며 통과되었다(Lovenduski, 2005: 108-110).
또한 이 시기부터 노동운동이나 노동당에서 여성의 참여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
를 여성의 참여 부족이나 여성의 태생적 정치에 대한 혐오감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정치학자들의
일반적인 분석을 대신하여, 그것은 여성이 배제된 조직의 남성편향적 작동 방식의 결과라고 설명
하는 분석이 페미니스트들에 의해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했다. 이를테면, 신시아 콕번
(Cynthia Cockburn 1987)은 노동운동이 여성의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방식으로 남녀 차이를 접
근하고, 바로 이 때문에 노동자 계급의 다수 여성 유권자가 노동당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
다. 또한 다양한 지표들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사회적 이슈에 더 많이 관심을 보인다고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의 정책결정자들은 여성들이 선호하는 합의적 정치 방식과 정책 및 활동
다수를 무시한다고 주장한다. 비록 이에 대해 당시 엘리자베스 윌슨(Elizabeth Wilson)이나 쉘리
아 로우보탐(Shelia Rowbotham)과 같은 사회주의 페미니스트는 사회주의 논의에서 젠더의 중
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노동운동이 페미니즘에게 자원이 되어왔다고 판단에서 이러한 페미니스트
관점에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하며 노조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을 거부하였다(Lovendus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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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Randall 1995: 157-8). 그럼에도 콕번과 유사한 시각의 노동당 비판은 노동당 자체 보고서
에서도 페미니스트들에 의해 제기되었다. 그 보고서는 여론 조사에 따르면 여성이 노동당의 정책
과 입장을 더 선호한다고 밝힘에도 불구하고, 노동당이 여성을 특이한 소수(odd ‘minority’)로 취
급함으로써 남성적인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갖게 되어 여성 유권자의 외면을 받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비록 1987년 총선 결과 보수당의 전체 의원 중 여성의원은 17명,
4.5%에 그친 것에 비해, 노동당은 229명 중 21명, 9.2%의 여성의원을 배출하여 절대적으로 노동
당 출신의 여성의원이 보수당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마가렛 대처 수상을 비롯한 소수의 두각을
보이는 보수당 여성 의원들의 존재로 일반 대중은 보수당의 여성의원이 더 많다고 잘못 인식하게
된다는 점도 그 보고서에 의해 제기되었다(위 표 2 참조). 이러한 평가는 노동당이 여성 대표성에
대한 접근을 급진적으로 재고해야 한다는 강력한 요구로 이어졌다(Hewitt and Mattinson 1989,
Lovenduski and Randall 1995: 155-156에서 재인용).

2) 여성선거인명부의 도입 이후(1993-)
이런 노동당 내부의 페미니스트들의 노력 및 논의를 바탕으로 당시 노동당 당수, 네일 키녹 또
한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정당의 여성화의 필요성을 인정하게 되었고, 그 결과 아래 표 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그 이전 선거에는 92명에 그쳤던 여성후보를 1992년 총선에서는 138명의 여
성 후보를 공천하였다. 그러나 대체로 여성은 당선 가능성이 낮은 지역구에 공천됨으로써 1992년
138명의 여성 후보자를 내세웠음에도 의회에 진출한 노동당 여성 의원은 14%에 그쳤다. 더 나아
가 1992년 총선에서 노동당의 네 번째 패배에서 투표행태의 성차(性差)를 또다시 확인하게 되었
다. 특히 여성이 남성과 같은 비율로 노동당에 투표했다면 승리했을 것이라는 평가를 기반으로,
1992년 총선 이후 여성 대표성 논의가 노동당 안에서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수용하는 토대가 더
욱 강화되었다. 당시 당수였던 존 스미스(John Smith)는 여성 대표성 문제에 동감을 표시하였고,
클레어 숏을 그림자 내각의 여성부장으로 임명하였다. 그녀가 전국집행위(NEC)의 여성위원회 회
장을 역임하며 임기 동안 여성 관련 정책에서 상당한 진보를 이루었다. 1992년 도입된 정책 개발
포럼은 비록 여성에 관한 것은 아니었지만, 여성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고려하였으며, 더불어 이
포럼에서 할당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 이는 당내 페미니스트 역량 및 여성조직의 활동이 증
진되었다는 증표로서 노동당 여성실천위원회(LWAC)에서는 더 많은 여성 의원을 요구하였고, 노
동당 여성네트워크(LWN)의 영향력이 더욱 더 커지면서 여성 후보자 지원을 위한 에밀리(Early
Money is Like Yeast: EMLIY)가 창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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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노동당 여성 후보자 및 당선자(1979-1992)
공천 후보자

당선자

당선률(%)

1979

52

11

21.2

1983

78

10

12.8

1987

92

21

22.8

1992

138

37

26.8

출처: (Lovenduski 2005: 116)

이에 더해 여성선거인명부(All Women Shortlists: AWS) 캠페인을 통해 일부 선거구에서 여성
명부에서 후보자를 공천할 것과 여성이 선택된 해당 선거구에서는 남성에게 출마 자격을 주지 않는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당선 가능한 선거구에서 여성선거인명부를 도입하는 내용이 1993년 전당
대회에서 동의되어 채택되었다. 이는 후보자 공천제도가 재편되는 맥락에서 발생하였고, 여성선거
인명부의 도입을 결정했던 노동당 전당대회는 이에 대한 반박이나 비판보다는 1당원 1표제(One
Member One Vote: OMOV)가 논쟁의 핵심이 되었다. 즉, 노조와 정당의 관계에서 기존 노조의
영향력을 고수하려는 당 세력과 노조의 세력을 약화시키고자 하는 새로운 세력의 경쟁에서, 운수
일반노조나 일반지역보일러공노조 등과 같은 노조 전통주의자들은 기존의 선거인단 투표제를 유
지하고 싶어 했던 반면, 정당 현대화를 주장하는 세력은 1당원 1표제(OMOV)의 도입을 제기하며
전폭적으로 여성 대표성 증진에 동의하며 여성선거인명부를 지지하였다(Childs 2008: 50-51).
이런 맥락에서 여성선거인명부의 도입에 대한 평가는 상이하다. 페리고는 여성선거인명부가
“당의 모든 부분에서 조직화된 여성들의 엄청난 효과적인 결과”이라고 평가하는 반면(Perrigo
1996: 127), 로벤듀스키는 이것이 당내 여성 조직들의 집합적 노력의 결과였다기보다 정당 내 소
수 핵심 인사들의 적극적인 추진에 의해 도입될 수 있었다고 진단한다(Lovenduski 2005: 116
).17) 여성선거인명부가 도입되게 된 주요 요소들을 종합해보면, 제조과학금융 노조의 전폭적인
지지, 클레어 숏과 데보라 링컨 등의 주요 행위자(critical actors), 당수직을 걸로 여성선거인명
부의 도입을 압박하였던 당 지도자의 판단, 그리고 비록 이견을 지니고 있었음에도 1980년대 꾸
준히 축적되어온 노동당 내 조직화된 여성들의 노력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Lovenduski, 2005;
Childs 2008). 즉, 노동당 내 다양한 여성 조직들의 노력이 당의 개혁이라는 정치적 기회구조에
서 그 조직적 성과를 가져올 수 있었으며, 이는 세 번의 패배 이후에 드디어 여성 대표성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한 노동당 지도부의 도구적 합리성에 의해 뒷받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17) 로벤튜스키에 따르면, 당내 여성 조직들은 이런 여성의 개별적 대표성이 여성의 집단적인 대표성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며 다수의 핵심적인 여성 의제 관련 기구, 여성정책기구(Women's Policy Agencies), 기회평등위원회(Equal
Opportunities Commission), 여성국가위원회(Women's National Commission) 등은 소극적이었던 반면, 여성 그림자
장관인 클레어 숏, 노동당 여성국장 데보라 링컨(Deborah Lincoln), 전국집행위의 여성위원회가 가장 적극적이었으며, 이와
더불어 당시 타협을 이끌었던 노동당 사무총장 래리 위티(Larry Whitty)와 언론에 의한 반대 여론에도 무릅쓰고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 당시 노동당 당수 존 스미스가 여성선거인명부의 도입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Lovenduski 2005: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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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총선에서 전체 여성 후보자 158명 중 101명, 64%가 당선이 되어 전체 여성 의원 비율이
24.6%로 상승하고, 전체 여성 의원 중 노동당 의원이 84.1%에 달하는 획기적인 결과를 이끌었다.
이는 그 이전 1992년 총선과 비교해서는 두 배 이상이 증가한 것이었고, 1987년 총선과 비교해
서는 5배나 증가한 것으로서 ‘정치의 여성화’의 결정적 계기를 마련하며 영국 젠더 정치의 토양을
바꾸어냈다(위 표 2 참조).18)

4

20대 여성 유권자의 특징들

이 연구는 19대 대선에서 심상정 후보를 20대 여성 유권자들의 요구와 특징들을 FGI를 통해 밝
히고자 했다. 이들을 “확실한 지지층으로 만들고 더 확장시키는데 조직과제에 주력해야 한다”는 정
당의 전략에서 20대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밝혀냈다. 20대 여성은 20대 남성보다 모든 정책에서
정치적인 성향을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젠더 갈등은 결과일 뿐 근본 원인은 일자리를 둘러싼 배틀
로얄”이라고 진단한다. 그런 의미에서 20대 남성과 여성 유권자들의 차이와 더불어 20대 청년 세
대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정책적 의제를 찾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관건일 수 있다고 본다. 교
통, 주거, 교육, 환경, 체육 등 보수와 진보를 가르는 정치적 스펙트럼 외곽의 “사회적”인 의제 등에
대한 정책적 고찰이 필요하다. 오현주의 글에서 보면 심상정 후보에 대한 지지가 18대 대선의 박근
혜 후보 지지와 연결되어 논의되는데 이에 대한 섬세한 설명이 추가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이 연구의 목적은 청년 대표성 확대를 위한 의제 설정 또한 제기되었다. 아래 그림
4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2-30대 국회의원은 20대 국회에는 3명에 불과하다. 정의당이 선도적으
로 청년을 공천한다면 다른 정당의 견인차가 될 것이다. 인상적인 것은 FGI 여성 당원 참여자들은
젠더 논쟁에서 드러난 정의당에 대한 불만과 아쉬움에도 탈당을 선택지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답
변이었다. 정의당을 지지하는 여성 유권자들은 매우 전략적으로 정당을 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성 청년 대표성에 대한 정당 차원의 전략이 마련될 때, 여성 유권자들의 정치적 요구의 통로로
서 여성 청년 대표자들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선거에서 중층적인 대표성을 담지하는 역할을
해낼 수 있으리라고 본다.
18) 블레어 당수가 이끄는 노동당 내 하원으로 진출한 101명의 여성정치인들을 영국의 국가 재건을 이끌 ‘변화의 기수’로 보는
입장과 다른 한편 블레어 자식들(Blair Babes)라고 칭하며 당수와의 후견주의적(paternalism) 관계로 폄하하는 여론이 강세를
보이며, 여성의 의회 진출에 대한 여성혐오 반응도 나타났다. 그러나 블레어 정부가 기치를 세운 ‘국가의 재건’ 과정에서
만들어진 영국 사회가 경험한 제도적 변화들에서 여성 의원들의 활동은 대체로 여성의 이해를 대변하며 여성 대표의 실재적
대표성을 진작했다고 평가받는다(Cantala 2008). 특히 영국 노동당 집권 시기 업적들 중 2006년, 2010년에 도입된 평등법은
평등국장을 역임한 해리어 하먼(Harriet Harman)의 이름을 따서 소위 하먼 법이라고 일컬어지는데, 이는 지난 40년 동안
개별적으로 시행되어오던 차별 금지법령들을 포괄하여 단일법으로 제정함으로써, 개별 법령들을 단순화하고 효력을 강화하여
노동당의 최고 업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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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2-30대 국회의원 수의 변화 추이

출처: “청년 투표율은 올랐는데 ‘청년 정치인’은 실종됐다” <한국일보> 2016.04.15

그러나 청년과 여성의 교차적 대표성에 대한 논의의 결을 유념해야 한다. 심의 민주주의의 관점
에서 대표성은 과정과 성과, 그리고 맥락의 세 가지 단계를 갖게 되는데(Elster 1991), 정치적 교
차성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인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호선(co-optation)될 가능성이 크다. 특
히 여성 청년의 대표성은 20대 총선의 국민의당 김수민(29)과 18대 총선의 친박연대 양정례(30)
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정당의 필요에 의해 수혈되기 쉽다. 더 나아가 새누리당의 19대
청년 대표 이준석과 손수조, 그리고 20대 신보라의 사례에서 볼 때 수권 정당내 정치적으로 활발
한 상대적 소수 집단인 청년은 그 세대를 표방하기보다 정치적으로 보수적일 수 있다(Young
2011). 그리고 그들의 존재, 다시 말해 포함이 정치적 소수자 집단 내부의 차이를 무화시키는, 즉
또 다른 배제를 낳는 방식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교차성 이론의 한 가지 주요 쟁점
은 무엇을 교차적 범주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의 문제가 등장한다. 범주적 교차성은 주체의 복수
적 정체성에서 특정의 정체성을 선별하고 나머지는 삭제하기 마련이다(Hancock 2014). 현 청년
세대 담론(헬조선)은 한국 사회에서 부재했던 계급 담론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유효
하지만, 청년의 정치와 여성의 정치는 결은 다르다. 여성이라는 성적 타자로서의 삶은 죽을 때까
지 변치 않는 것이라면, “청년”은 한시적인 범주이다. 또한 코넬(Connell 2005)의 논의에서 지배
적 남성성의 개념을 차용한다면 여성과 남성의 이원화된 젠더 규범의 경계를 넘는 다양한 성적
존재들은 여성화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여성으로 범주화될 수 있으며 이는 “여성”의 존재의 정
치에 대한 요구가 n개의 성을 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여성에게
는 존재의 정치, 즉 수적 대표성의 의제가 우위를 점한다면, 청년의 정치는 미래 세대, 즉 이 사회
의 평등, 정의, 분배, 지속가능성 등의 포괄적인 의제들은 공동체적인 가치에 대한 관념의 정치가
우위를 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이유에서 현 영국의 노동당 당수 제레미 코빈이나 미국의
민주당 대선 후보 버니 샌더스는 노년임에도 청년의 대표로 인지된다. 그런 의미에서, 청년 담론
을 정의당이 어떻게 주도할 것인가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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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당연하지만, 여성 청년도 ‘정치’를 원한다.
박예휘  정의당 여성정책연구모임 ‘노란페미’ 운영위원

지난 당 생활을 돌이켜본다. 지역위원회 모임에 나가면 나는 언제나 ‘우리 당에서 보기 힘든 젊
은 여성 당원’이었다. 그것은 정말이었다.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 있는 여성 청년 당원은 드물게
존재한다는 것이 시간이 흐를수록 확인되었다. 여/남을 가르는 이분법적 당원명부가 문제적이기
에 오롯이 통계로 표현할 순 없지만, 일단 명부상의 성별통계만을 놓고 봤을 때도 조금은 있어야
할 여성 당원조차 만나기 힘들었다. 물론 모든 당원이 오프라인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당원이
되는 것은 환상이다. 개인이 참여하고자 하는 정치활동의 종류는 다양할뿐더러, 활동을 위해 지불
해야하는 기회비용이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점을 감안하더라도 특별히 여
성 청년당원을 만나기 힘든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해봐야만 한다.

1

정말 없는 걸까?

지역에서 만나지 못했던 여성청년들을 중앙 차원의 행사나 페미니즘 독서 모임, 성소수자위원
회, 정치학교 등 다른 단위의 자리에서 만나게 된다. 이들은 정의당의 정책에 관심이 높았다. 또한
당의 의사결정 구조에서 흥미와 가능성을 발견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선출직 당직이나 공직
출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을 때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로 느끼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드물게 대의기구나 공직 출마의향이 있는 당원을 만났지만 ‘그것을 현실화할 수 있느냐’는 물음
을 스스로 끊임없이 던지고 있었다. 호감-지지-입당의 과정을 거쳐 당원이 되었지만 그 이후 이
당의 선출직 당직자나 공직 후보자가 되기까지의 사다리가 텅 비어있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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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지역, 지역. 그러나 안전한 지역은 없었다.

당에서 활동을 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지만 가장 ‘후한 점수’를 쳐주는 것은 지역에서의 활동이
다. 지역에서부터 소위 ‘산전수전을 다 겪으며’ 당원을 모아내고 지역 네트워크를 ‘뚫고’ 기반을
닦기 위한 노력은, 괜찮은 활동가로 인정받는 데에 일종의 증표나 가산점으로 작용한다. 지역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일련의 과정에서 빠질 수 없는 지역에서의 ‘일상’
에, 당은 놀라울 만치 관심이 적은 듯하다.
위의 1)에서 만났던 당원들은 대부분 일상적인 지역 당원모임에 나가기 어렵다고 하거나 친목이
주목적인-데다가 술자리 위주의-모임에 굳이 나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이들이 호소
하는 어려움엔 늘 긴장과 불안이 담겨있었다. ‘늘 직장이나 학교에서 전투태세를 하고 있어야 하
는데 진보정당 안에서 까지 긴장하고 있어야 해서 힘들다.’, ‘누군가 차별적인 발언을 해도 그 자
리에 있는 모두가 당연하다는 듯 농담으로 인식하는 상황을 보며 내가 당을 잘못 찾아온 건 아닌
가했다.’
지역 활동을 통해 정치인이 되는 코스가 강조되는 분위기 속에서, 여성 당원들은 끊임없이 안전
하지 않는 지역으로 초대된다. 그리곤 실망한다.
그러다 지역위원회에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한 여성 청년을 만났다. 운이 좋았다. 이야기를
더 들어보고 싶었다. 자신이 지역활동에 마음을 열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그래도 여기는 조금 희망이 있어요. 역시 운영위원들이 거의 다 4, 50대 남성분들이라 처음엔
좀 걱정했어요. 그런데 지역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시는 운영위원분께서 늘 자기가 페미니스트
임을 강조하시거든요. 그게 다른 당원들한테도 대수롭지 않은 분위기예요. 지역위원장님도 여성
당원이 차별 받는 상황에 놓이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시고요. 그것이 완전한 안전을 보장하진 않지
만, 최소한 어떤 문제가 생기고 지역위 집행부에 대응과 개선책을 요구했을 때 내가 부정 혹은 거
부당하지 않으리라는 기대가 있는 거죠. 최소한의 기대.”
여성 청년은 우리가 모른다고 하여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여성당원들에게 지역위 모임이
나 동네모임 등 당의 일상적 자리가 안전하지 않는 곳일 뿐이다.

3

너무 당연하지만, 여성도 ‘정치’를 원한다.

지금까지는 여성 청년을 지역에서 잘 만날 수 없었던 이유를 얇게나마 짚어보았다. 그러나 고민
이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여성 당원은 ‘정치’를 나의 일로 여기고 도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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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까? 여기서 말하는 정치는 직업 정치인으로서의 정치로 한정하여 풀어보고자 한다.
앞서 호감-지지-입당까지의 과정 이후 사다리가 없다고 했다. 후보를 외부에서 영입하는 경우
에도 그를 ‘우리 당’의 ‘정치인’이 되게 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영입
이 답이 아니듯, 당은 입당에서 당의 후보가 되기까지의 사다리를 고민하고 마련해야 한다. 여성
할당이라는 기본적인 필요를 넘어, 모든 당원에게 ‘자연스러움’으로 여겨지는 지역 활동이 여성
당원에게도 진정 자연스러울 수 있어야 한다. 이를테면 당원모임에 나와 어떤 철학과 성향을 지닌
사람인지 알리고 관계 맺을 기회, 지역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며 역량을 확인 받을 기회, 일상적으
로 당원과 접촉하며 동료 정당인, 정치인으로서의 지지와 신뢰를 얻어나갈 기회, 이를 바탕으로
지지 세력을 구축해나갈 기회. 여기서 과연 여성 당원이, 여성 청년 당원이 동일한 선상에 서있다
고 말할 수 있는가?
왜 여성 당원은 지역활동에서 더 많은 요인을 고민해야 하는가? 왜 이미 발생해버린 차별적 언
행(을 비롯한 폭력사건)에서 걱정하고 버텨야 하는가? 지역위원회 집행기구 차원에 호소하거나 당
기위원회를 통한 제소는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가?
사회에서도 그렇듯, 사법 절차를 통한 구제방법은 언제나 최후의 수단이다. 법적인 절차를 통해
손해 또는 가해를 공식화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말처럼 편하지 않다. 상대뿐만 아
니라 피해를 호소하는 쪽에도 상당한 부담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적 구제는 인적 관계로
는 더 이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여겨질 때 선택하는 방법이다.
그렇다면 정치를 하기 위해 모인 이 공간은 얼마나 그 선택을 위해 감수해야 하는 것들이 많은
가. 피해를 입은 당원 중에 당원들의 동의와 지지 속에서 우리 당의 후보가 되고자 하는 여성 당원
이 있다는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다면, 이럴 수는 없다. 너무도 당연하지만, 여성도 ‘정치’를 원한
다. 최후의 수단을 유일한 수단으로 남겨두는 것이 얼마나 여성 당원의 정치참여의 거대한 장벽으
로 작용하고 있을지 돌이켜 볼 때다.
납득되지 않는 문화 속에서 계속 저항하며 트러블메이커가 되는가, 아니면 늘어가는 흉터를 감
내하며 살아남는가. 우리는 다른 선택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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