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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이론들에 관한 비판적 고찰:

종족성 및 성 인지적 시각의 모색을 위하여

이종인

1)

1. 서론

성폭력은 1970년  이래 미국을 중심으로 서구사회에서 굉장한 관

심 속에서 논의되어 왔던 사회문제 중의 하나이며, 이런 과정에서 성폭

력을 설명하는 수많은 이론들이 제시되어 왔다. 본고에서 사용하고 있는 

성폭력(sexual violence)이라는 용어는 여성이 경험하는 ‘원하지 않는 

또는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섹스(unwanted or forced sex)’를 지칭한

다. 성폭력을 설명하는 사회과학 - 특히 문화인류학- 이론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어떤 이론들이 설명적 힘이 있을 까? 이론적 작업이란 

복잡한 현상 속에서 규칙적이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특성들을 개념화

하고 그 개념들 간의 관계를 진술하는 활동들을 의미한다. 어떤 이론이 

* 본 논문을 읽고 도움말을 주신 세분의 심사위원들게 감사드린다.

** 충북 학교 아동복지학과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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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적 힘이 있는지 없는지는, 사용하고 있는 개념과 진술의 체계가 이

를 이용해 설명하려는 특성들에 과연 적합한가라는 측면에서 판단될 수 

있겠다. 

본 논문은 미국 내 소수민족 여성들(ethnic minority women)의 성폭

력(sexual violence)에 한 사유(reasoning), 경험(experiences), 또는 

응(responses)들을 적절히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구축하려는 

시도 하에서 쓰여 졌다.  이런 목적 하에 본 논문은 성폭력에 관한 기존 

이론들을 검토하고 소수민족 여성들이 경험하는 성폭력(sexual violence 

against ethnic minority women)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한 

개념적시각과 그 설명적 전제들을 제시하려고 한다. 이러한 시도는 필자

가 미국 내 소수민족 여성 집단 중의 하나인 한인여성들의 성폭력 폭로

에 관한 생각을 문화인류학적으로 연구하는 과정에서 이 연구 수행에 

적합한 이론적 틀을 모색하면서 이루어졌다.1)  그러므로 여기서 잠깐 

그 연구수행의 배경이 되고 있는 미국사회의 성폭력 실태를 살펴보기로 

한다. 왜냐면 본 논문에서 궁극적으로 목적하고 있는 소수민족 여성의 

성폭력 경험, 결과 또는 응을 설명하는 이론적 시각의 구축과 이를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시도되는 성폭력에 관한 기존 이론들의 고찰이 

미국 성폭력 실태에서 나타나는 특성과 이슈들에 주목하고 이에 한 

연구 상의 문제제기로부터 출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성폭력 발생 양상을 보면 성폭력 사건들의 부분은 남성가

해자가 여성 또는 여자 어린이를 상으로 자행하는 형태로 일어나며 

따라서 성폭력의 피해자는 남성보다 여성이 절 적으로 더 많다. 예컨

, 1995년과 1996년 사이에 미국의 두 연방기관인 법무연구소(National 

1) 그 문화인류학적 연구는 필자의 박사학위 논문을 위한 연구로서 1994년 - 2000년 사

이에 행해졌으며 연구 결과로서 집필된 학위논문 제목은 ‘Korean American Wome

n’s Reasoning about Rape, Sexuality and Marriage: In Search of Ethnic and 

Gendered Impediments to Rape Disclosure.’ 2003, Dept. of Anthropology. 

University of Connecticut 임. 본 논문은 이 학위 논문 중 일부인 이론적 논의 부분

(2장)을 보완, 수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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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itute of Justice, 이하 NIJ로 칭함)와 질병관리국(Centers for Diseases 

Control, 이하 CDC로 칭함)이 합동으로 실시한 미국 내 폭력실태에 관한 

전국조사에 따르면, 응답 여성 중의 17.6%와 응답 남성의 3%가 그들의 

생애에서 한 번 또는 그 이상 완전 강간이나 강간시도의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었다고 보고하 다. 이는 미국 여성 6명중 한명이, 그리고 미국 

남성 33명중 한 명이 강간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음을 의미하며, 피해경

험이 여성에서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제시 한다(NIJ/CDC 2000:13). 

같은 연구에 따르면, 강간을 경험했다고 스스로 보고한 여성들의 비

율은 종족 집단 (ethnic group)마다 다양한 데, 인디언 및 알래스카 원주

민 여성의 경우에 제일 높았고 아시아 및 태평양 군도 계 여성들의 경우 

가장 낮았다. 종족집단별 강간 피해경험 보고비율을 보면, 아메리카 인

디언 및 알래스카 원주민 34.1%, 혼합 종족(mixed race) 24.4%, 아프리

칸 아메리칸 18.8%, 백인 17.7%, 그리고 아시아 및 태평양 군도 계 여성

들 6.8% 순 이었다(NIJ/CDC 2000:22). 이와 같이 본인 진술에 의거한 

피해사실 보고 비율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 첫 째는 피해사실 

보고비율을 성폭력 발생비율의 지표로 간주하고 이를 종족집단별 성폭

력의 발생비율(prevalence)을 비교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겠고, 둘째

는 이 보고 비율을 타인 (여기서는 조사자)에게 강간사건을 폭로하는 

행동 (disclosing behavior)의 비율로 간주할 수 있다. 실제로 강간의 경

험이 있는 피해자일지라도 설문조사에 응답할 때는 경험사실을 보고하

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진술에 의거한 강간 발생 비율은 강간의 

폭로 비율이라고 보아도 무리가 없겠다. 어느 쪽이 되었든, 이 조사 결과

는 성폭력 사건 보고에 있어서 종족집단간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며 

아시안 계 여성에 의한 성폭력 사건 보고가 가장 저조함을 제시하고 있

다.

한편, 미국 전체 여성의 강간피해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1992년의 

전국 조사에 따르면 미국 여성을 상으로 자행된 강간사건들의 16%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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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찰에 보고되었다고 한다 (The National Victim Center and the 

Crime Victims Research & Treatment Centers, 이하 NVC/CVRTC 로 

칭함, 1992).  미국 정부와 민간단체들의 꾸준한 홍보에 힘입어, 피해자

들의 사건보고율은 꾸준히 증가하 으나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

다. 예컨 , 미국 연방 법무부 산하 법무 통계국(US Justice Department, 

Bureau of Justice Statistics)의 주관 하에 매년 실행되고 있는 전국 범죄

피해실태조사(National Crime Victimization Surveys) 결과가 제시하는 

1993년 - 1999년 사이의 강간 및 성폭행 사건들(rape & sexual assaults)

의 경찰 신고비율을 살펴보면, 피해사건 신고가 가장 저조했던 1999년에

는 피해사건들의 28.3%가 경찰에 보고되었고 신고 율이 가장 높았던 

1995년에는 사건들의 32%가 경찰에 신고 되었다(RAINN 2002:1). 즉, 

93년으로부터 97년에 이르는 7년 동안 강간 및 성폭행사건의 경찰 신고

가 가장 높았던 때에도 그 보고는 32%를 넘지 않고 있었다.  

피해사건을 보고하기는커녕 피해자들은 오히려 피해사실이 남들에

게 알려질 것을 걱정한다고 한다. 강간을 당한 여성피해자가 가장 먼저 

갖게 되는 염려가 무엇인가를 조사한 ‘국립 피해자센터 및 범죄피해 연

구 및 치료센터’의 전국 설문조사결과(NVC/CVRTC 1992)에 따르면 응

답자의 71%와 68%가 각각 ‘가족들이 피해사실을 알까봐,’ 그리고 ‘남

들이 피해사실을 알까봐’ 걱정하고 있었다.  또 응답자의 50%는 그들의 

이름이 세상에 공표될 까봐 두렵다고 하 다. 다른 폭력범죄 피해자와는 

달리, 성폭력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수치감, 죄

의식, 타인으로부터의 낙인과 비난을 의식하면서 피해사실 폭로를 꺼려

한다고 많은 연구들이 언급하고 있다(Lizotte 1885; Williams 1984; Katz 

and Mazur 1979; McDermott 1979; Macdonald 1975). 또, 성폭력 피해

자들은 피해사실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거나 사건을 개인적인 일로 간주

하기 때문에 피해사실을 폭로하지 하지 않는 경향도 있다. 예컨 , ‘국립 

피해자센터 및 범죄피해 연구 및 치료센터’가 실시한 전국 설문조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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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응답한 강간피해 여성들의 43%가 ‘경찰에 보

고해봤자 할 수 있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27%가 ‘개

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다고 답하

다(NVC/CVRTC 1992). 

이상에서 살펴 본 미국에서의 성폭력 발생양상에서 보이는 특성과 

이슈를 요약하면 성폭력의 부분은 남성=가해자, 여성=피해자라는 형

태로 나타난다는 것이며, 다른 폭력범죄의 피해자들과는 달리 성폭력 

피해 여성들은 피해사실에 해 수치감 또는 무력감을 느끼거나 이를 

개인적인 일들로 간주하면서 이를 감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 그

리고 성폭력의 사건 발생이나 보고 비율은 종족집단간에 차이가 나며 

특히 아시안 계 여성들에게서 보고 율이 가장 낮다는 것이다.2) 이러한 

사실은 소수민족 여성의 성폭력 경험 및 사유를 이론적으로 개념화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에 천착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  

첫째, 왜 부분의 성폭력은 남성=가해자, 여성=피해자라는 형태로 

발생되는지, 그리고 왜 여성피해자가 피해사실에 해 수치감을 느끼며 

타인의 반응을 의식하는 가이다. 이는 성폭력 발생, 결과 및 이에 한 

응에 있어서 성 간의 구분 또는 차이 (gender) 요인이 작동하고 있음

을 제시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작동방식에 연구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 무엇보다 그러한 성 간의 구분/차이에서 보이는 힘의 

관계라는 측면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  

둘째, 다른 폭력범죄의 피해자들과는 달리 성폭력 피해여성들은 피

해사실에 해 수치감 또는 무력감을 느끼거나 이를 개인적인 일로 간주

하는 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말하자면 그와 같은 반응들의 근원은 무엇

인가라는 점이다. 이는 성폭력이 ‘섹스’와 같은 성 적 접촉을 포함한다

2) 이와 같은 특성과 이슈에 주목하면서 앞의 각 주 1)에서 언급한 필자의 학위논문 연

구는 성폭력사건의 보고 경향이 가장 낮게 나타나는 아시안 계 여성 중의 한 집단인 

한인여성들이 성폭력, 특히 강간사건의 폭로에 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러한 사

유 속에서 나타나는 사건폭로의 저해요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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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실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즉 성폭력 여성 피해자의 독특한 반응의 

근원은 여성의 섹슈알리티(sexuality)가 문화적으로 규정되는 방식과 관

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성폭력 피해에 한 반응이나 결

과는 섹슈알리티의 문화적 규정 방식과의 관련 속에서 연구될 필요가 

있다. 또 섹슈알리티가 문화적으로 규정되는 방식에 있어서의 성 간의 

구분/차이 특히 불평등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종족집단별로 성폭력의 사건 발생이나 보고 비율에 있어 차이

가 있다는 것은 소수민족 집단이 처한 문화적 특수성이나 사회적 지위의 

특성, 즉 종족성(ethnicity)이 성폭력의 보고행위나 이에 관한 사유에 

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종족성이 어떤 측면에서 어떤 

방식으로 성폭력 폭로 행위나 사유와 관련되어 있는 지를 파악할 필요성

이 있다. 요약컨 , 한인여성 등 소수민족 여성의 성폭력 폭로행위나 이

에 한 사유는 성 간의 구분/차이, 섹슈알리티 그리고 종족성과 관련하

여 설명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성 간의 힘의 관계가 작동하는 방식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추론에 기초하여 성폭력에 관한 기존 이론

들을 고찰할 것이다. 즉, 성폭력과 관련하여 성 간의 구분/차이, 섹슈알

리티, 그리고 종족성과 같은 개념들이 어떻게 접근되고 있는 가 내지는 

이에 해 어떤 함의를 갖고 있는 가라는 측면에서 성폭력 이론들을 고

찰할 것이다. 특히 성폭력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성 간의 구분/차이, 구

체적으로는 성 간의 권력관계가 수행하는 역할의 중요성을 어떻게 인지, 

설명하고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이들 이론들이 비판적으로 고찰될 것이

다. 이러한 고찰을 바탕으로 소수 민족 여성에게서 관찰되는 성폭력의 

경험, 결과 또는 응을 설명하는 하나의 안적 시각으로서 ‘종족성 

및 성 인지적 시각’(ethnic gender perspective)을 소개, 설명하려고 한

다. 이는 성폭력을 설명함에 있어서 종족성 그리고 성 간의 권력관계를 

중요한 요인으로 인지하고 설명하는 시각을 말한다. 본 논문에서 고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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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성폭력 이론들은 주로 2000년 이전에 발간된 연구 문헌들에서 

발견되는 이론들이며3) 그 연구문헌들은 주로 여성학, 사회학, 인류학, 

심리학, 그리고 건강과학 (예컨 , 의학과 보건학) 분야에서 온 것들이

다. 특히 문헌 탐색은 문화인류학내에서 실시된 성폭력 관련 연구들에 

집중되었다. 

본 논문의 첫 번째 부문에서는 성폭력의 발생, 표현양식, 또는 통제

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성 간의 구분/차이, 특히 성 간의 힘의 관계가 

간과되거나 비중 있게 다루어지지 않은 성폭력 이론 들을 분야별로 살펴

볼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편의상 이런 이론들을 ‘전통주의적 접근’

(conventional approach)으로 칭한다. 그 다음에는 전통주의적 접근과

는 조적으로 성폭력 설명에 있어서 성 간의 구분/차이, 특히 성 간의 

불평등성을 강조하는 여성주의 시각을 소개한다. 여성을 상 로 자행되

는 남성들에 의한 성폭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여성주의자들이 남성과 

여성간의 성 적 불평등이라는 측면에서 성폭력의 발생, 표현양식, 통제

를 설명하는 방식을 소개한다. 논문의 세 번째 부문에서는 이와 같은 

성폭력에 관한 여성주의 시각을 기본적으로 계승하면서 성폭력을 성 간

의 차이/구별, 특히 남 녀 간의 권력관계위에서 벌어지는 성별화된 폭력

(gendered violence)으로 설명하는 문화인류학적 연구 사례들을 예로 

들어 이런 연구들이 성폭력 설명에 있어서 성 간의 구분/차이와 종족성

의 요인을 분석하는 방식을 소개한다. 논문의 마지막에서는, 성 간의 권

력관계라는 측면에서 성폭력을 설명하는 여성주의 시각과 문화인류학적 

연구들의 연구 전제 및 결과들을 통합하면서, 미국 내 소수민족 여성들

의 성폭력 경험과 사유를 설명하는 하나의 안적 시각으로서 '종족성 

및 성 인지 시각'을 제시하고 그 이론적 전제들을 설명한다.    

3) 고찰된 연구문헌들이 2000년 이전 것으로 한정된 것은 본 논문의 모체가 되는 연구과

제 (앞의 각 주1 참조)의 수행이 2000년에 종료되었기 때문이다.  또 연구 상이 미

국사회이므로 고찰된 연구문헌들은 미권에서 발간된 문헌들로 한정되었다.  따라서 

의도된 것은 아니지만 한국에서 발간된 성폭력 관련 문헌들이 고찰에서 배제된 아쉬

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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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통주의적인 접근들

본 논문에서 성폭력에 관한 전통주의적 접근들(conventional approaches) 

이란, 성폭력의 발생, 표현 및 통제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성 간의 권력관

계라는 요인을 근본적인 또는 비중 있는 요인으로 다루고 있지 않는 시

각이나 이론적 접근들을 포괄하는 용어로 사용한다. 전통적인 접근방법

들은 성폭력의 발생, 표현 또는 결과와 관계있는 요인들이나 맥락을 무

엇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내부에서 또 다양한 이론들이 발견된다. 그

리고 그러한 이론들은 추구하는 분석단위가 사회-개인이라는 스펙트럼

선 상에서 어떤 차원에 놓여있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분류될 수도 있

다. 

1) 개인의 정신적/육체적 질환 또는 이상성(abnormality)으로서 성폭력 

어떤 이론적 접근에서는 성폭력이 개인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질환 

상태 또는 이상성으로 정의된다. 성폭력에 관한 ‘정신병리학적 모델’

(psychopathology model)이나 ‘생의학적 모델’(biomedical model)이 

그 예이다.

‘정신병리학적 모델’은 수십 년 전 심리학이나 정신의학분야에서 

강간연구들의 지배적인 패러다임으로 존재했었는데 이 접근모델 안에서 

성폭력은 폭력적인 행위라기보다는 일종의 성 행위, 특히 일탈적 성행위

로 간주된다. 이 모델에 따르면, 성폭력이란 통제되지 않는 병리적 성 

적 충동에 의해 끌려 일탈적인 성행위를 추구하는 특정 남성 집단들에 

의해 자행되는 것이다(Donat and D' Emilio 1992 참조; Sorenson and 

White 1992 참조; White and Farmer 1992 참조; White and Sorrenson 

1992 참조). 이와 같이 성폭력의 발생을 일부 특정한 부류의 남성들의 

개인적 문제로 접근하게 되면 여성에 한 성폭력의 발생 율이 전반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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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왜 그렇게 높게 나타나는지를 설명할 수가 없다. 또 이러한 접근은 

지극히 남성가해자 관점의 성폭력 설명모델이 되어, 피해자인 여성의 

성폭력 경험에 한 반응이나 그들에게 일어난 결과에 해서는 이를 

단지 가해자인 남성의 병리적 행위의 부산물로서만 보게 되어 상 적으

로 관심이 소홀해 질 수 가 있다. 무엇보다 성폭력의 원인을 남성의 “통

제될 수 없는” 정신적 병리적 충동에서 찾게 됨으로서 결과적으로는 가

해자가 자신의 행위에 해 져야 하는 책임을 감소 시켜주는 불공정한 

측면이 있다(Donat and D' Emilio 1992).  

성폭력에 관한 의학적 연구들은 주로 질병에 한 생의학적 모델에 

입각하여 성폭력의 정신 병리적 원인, 생리학적인 표현양식 또는 결과를 

규명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생의학적 모델에서 인간의 질병은 인간

이라는 유기체에서 진행되는 생물학적, 유전적 현상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생의학적 모델 내에서는 여성의 성폭력 경험은 개인 유기체에

게서 일어난 생물학적 이상성의 상태를 의미하며 이에 한 응은 그 

변화로 인해 유기체에 야기된 병리적 상태를 교정하는 것, 곧 치료를 

의미한다. 워쇼(Warshaw 1989)는 이와 같은 의학적인 접근이 성폭력을 

탈 맥락화(decontextualization) 또는 의료화 (medicalization)한다고 비

판한다. 그에 따르면 성폭력의 탈 맥락화와 의료화는 임상현장을 통해 

주로 이루어지는데, 의료인들은 환자로서 찾아온 성폭력 피해자를 할 

때 성폭력 발생이나 노출의 원인이 되고 있는 환자의 구체적인 삶의 상

황을 진단과 치료에서 배제시키거나 축소시킴으로서 성폭력을 탈 맥락

화 한다. 또, 성폭력환자가 갖는 문제점을 의학적 모델 안에서 처리가능

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범주들로만 축소함으로서 성폭력을 의료화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성폭력을 특정한 정신상태에 있는 일부 남성 개인들에게서 일어나는 

문제로 협소화시킨다든지 성폭력의 문제를 탈 맥락화, 의료화시키는 접

근들은 성폭력을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로 축소시킴으로서, 그리고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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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정신 병리적 또는 생리학적 측면에만 관심을 국한시킴으로서 성폭

력 발생과 의미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도외시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

라서 이런 모델 안에서는 성폭력을 사회문화적으로 규정되는 성 간의 

권력관계나 섹슈알리티, 종족성의 개념과 연관시켜 설명할 수 있는 근거

가 빈약하다.

2) 피해 유발 상황과 행위의 산물로서 성폭력 

성폭력에 관한 일부 이론은 성폭력의 발생을 특정한 상황 또는 개인

적 특성이나 행위의 결과로 설명하고 있다. ‘상황비난 모델’(situational 

blame model)이나 ‘피해자에 의한 성폭력 유발 모델’ (the victim 

precipitation model)이 그 예이다. ‘상황 비난 모델’은 성폭력이 일어나

는데 선행조건이 되는 특정 상황들을 주목하고, 그런 상황에서 성폭력이 

보다 더 발생되는 경향이 있음을 주장한다. 예컨 , 폐된 공간에 남 

녀 둘이만 같이 있게 되는 경우, 지나친 음주, 여성의 과 한 노출 등이 

그러한 특정 상황들에 속한다. ‘피해자에 의한 성폭력 유발 모델’은 여

성들의 외모나 나쁜 명성 등과 같은 개인의 특성이나 행위가 피해자로 

하여금 성폭력에 한 노출을 증 시키는 것으로 주장 한다(Von 등 

1991:108-109 참조). 그러므로 이러한 이론적 모델들 안에서는 피해자들

의 폭력 유발 적이거나 또는 폭력에 노출적인 심리적, 행위적 특성의 

통제와 조절이나 폭력 유발적인 상황의 ‘회피’를 통해서 성폭력의 예방

과 통제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본다. 이와 같은 접근법 역시 성폭력 

사건을 관련 당사자의 개인적인 일이나 상황의 탓으로 돌림으로서 사건 

발생과 관련한 사회문화적 맥락에 한 분석을 간과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접근 모델 안에서는 사회문화적으로 형성, 규정 되는 성 간의 

역학적 관계 또는 섹슈알리티와 관련하여 성폭력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

가 빈약하다. 무엇보다 가치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와 같은 설명모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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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사건의 책임을 피해자 자신에게 묻는 ‘피해자 비난’(blaming 

victim)을 암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상이 될 수 있다.       

 

3) 사회문화적 접근 (sociocultural approaches)

여기서는 성폭력을 개인적인 문제로 간주하는 앞의 접근 방법들과는 

달리 성폭력의 원인이나 발생 양식을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규명하는 연

구들을 살펴보기로 한다.4)  이를 위해 사회학자 배런과 스트러스(Baron 

and Straus 1989)가 그들의 책 ‘미국사회에 존재하는 강간에 한 4가지 

이론’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론들과 성폭력에 관한 ‘문화 생태학’적 설

명들을 고찰해 본다. 배런과 스트러스는 거시사회적 수준에서 성폭력을 

설명하는 이론들로서 ‘여성주의자들의 이론’(feminist theory), '폭력의 

문화적 지지 이론들’(theories of cultural support for violence), ‘사회

적 해체이론’(social disorganization theory), 그리고 기타 설명들로서 

여러 가지 사회적 요인들 (예컨 , 경제적 불평등성, 사회내의 종족집단

분포, 도시화의 정도, 인구의 성 별 비 등)과 성폭력간의 관계를 설명

하는 접근들이 있음을 제시하 다. 여기서는 그들이 소개하는 '폭력의 

문화적 지지 이론들’과 ‘사회적 해체이론,’ 그리고 성폭력에 관한 문화

생태학적 접근법을 차례로 살펴볼 것이다.5) 

4) 심리학 내부에서 성폭력 연구는 개인-심리차원에서의 연구 (예, 정신병리적 모델, 발달

이론 등) 와 문화-심리차원에서의 연구로 나누어 질 수 있는데 후자의 연구들, 즉 성

폭력 발생의 사회문화적 향력을 강조하는 연구들이 점차 증가하는 현상이다

(Burkhart and Fromuth 1991 참조). 이들은 성폭력을 특정한 사회문화적 향력이 

개인들의 심리와의 상호작용과정을 통해서 작동한 결과로 본다. 예컨  ‘사회적 학습

이론’ (social learning theory)은 성폭력의 심리-문화적 기제로서 학습, 사회화를 강조

하면서 성 적 공격성 (aggression)을 학습된 것으로 본다. 일정한 사회문화적 맥락에

서 일어나는 성 역할의 사회화, 이를 매개로 한 폭력의 세 간 전수, 사회화과정을 통

해 학습되는 폭력관련 정보, 태도 및 행위 규명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편으

로 성폭력 연구에서 ‘다요인 분석’(multifactor accounts)을 강조 하는 문화-심리적 접

근 법도 발견된다. 이런 연구들은 예컨 , 종족성, 도시/농촌의 지역간 특성, 성폭력관

련 사회적 규범 등 매우 다양한 사회문화적 요인들과 성폭력에 관한 태도 및 행위간

의 상관관계를 규명할 필요성을 강조한다(Sorenson and White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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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째, 배런과 스트러스(Baron and Straus 1989)에 따르면 ‘폭력의 

문화적 지지이론’의 표적인 예로는 인류학자인 레빈(Levine 1959)과 

사회학자인 아미르(Amir 1971)등에 의해 제시되는 ‘문화적 전파효과’

(cultural spillover) 이론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이론들에 따르면 문화전

반에 걸쳐 폭력의 사용이 합법적인 것으로 간주될 때 이의 전파효과 

(spillover)에 의해 성폭력이 발생한다. 즉, 한 사회가 사회적으로 용납되

어지는 어떤 목적들의 달성을 위해 물리적 폭력을 사용하는 것을 용인하

면 할수록, 그 사회 안에서 성폭력이 일어날 확률은 더욱 높아진다. 폭력

의 전파 효과는 성폭력뿐만이 아니라 아내에 한 구타와 같은 배우자에 

한 물리적 폭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폭력적인 사회, 폭

력이 용인되는 사회들 안에서는 성폭력은 ‘합법적’인 폭력, 즉 목적달성

을 위한 한 타당한 수단으로서 간주되며, 이러한 폭력의 행사는 이를 

암묵적, 명시적으로 용인하는 사회적 규범에 의해 지지 된다. 사실상 이

런 사회문화적 맥락 안에서는 성폭력이나 배우자 폭력이 ‘폭력’ 자체로 

간주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성폭력에 관한 문화적 지지이론의 

틀 안에서 성폭력 예방과 통제를 위한 개입은 사회전반에 퍼져있는 폭력

사용에 한 의존적인 분위기를 변화시키는 것에 그 초점을 맞추게 된

다.

폭력의 문화적지지 이론 틀 내에서 성폭력이나 배우자 폭력은 단지 

사회 전반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폭력사건 들 중의 하나로 간주되어 

이들 폭력 현상에 특유한 기전으로서 성 간의 구분/차이, 관계가 성폭력 

발생이나 결과와 연관되는 방식에 해 주의를 기울이지 않게 된다. 무

엇보다 사회규범상 폭력에 해 허용 적이지 않은 사회에서 조차 성폭력

5) 가족 폭력, 특히 배우자에 의한 물리적 폭력 (예컨 , ‘매 맞는 아내’)을 설명하는 이

론들은 배우자에 의한 성폭력을 설명하는 틀로서 근접한데 인류학자 데이빗 르빈슨

(David Levinson)은 아내에 한 구타 및 어린 자녀 처벌과 같은 가족폭력을 연구하

는데 이용되는 현행 이론들로서 다음과 같은 9가지 이론이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자

원이론, 교환이론, 폭력의 문화 이론, 가부장제 이론, 사회학습이론, 생태학적 이론, 진

화주의 이론, 사회생물학적 이론, 일반체계 이론. 자세한 것은 그의 책 ‘Family 

Violence in Cross-Cultural Perspective' (Levinson 198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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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실에 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약하다. 배런과 스트러스는 사회에 의해 암묵적, 명시

적으로 용인되는 폭력이라는 측면에서 ‘합법적 폭력’(legitimate 

violence)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폭력의 사회문화적 지지를 나타내

는 세 종류의 지표들 - 중매체의 선호, 정부에 의한 폭력의 사용, 법적 

사회적으로 용인된 폭력적 활동에의 참여-와 미국 내 성폭력 발생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그 들 간의 상관관계가 낮고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음을 규명한 바 있다(Baron and Straus 1989). 

둘째, ‘사회해체이론’은 종종 ‘거시적-사회학적 통제이론’(macro- 

sociological control theory)이라고도 불리 우는데, 범죄나 기타 사회적 

문제와 함께 성폭력이 사회적 해체상태를 반 한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토마스와 즈네니키에 따르면 사회적 해체상태란 한 지역사회의 통합성

이 와해되고 개인을 향한 사회적 규범의 통제력이 약화된 상태를 의미하

며 이주, 도시화, 또는 산업화 현상에서 주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상태

를 의미한다(Baron and  Straus 1989: 126-127). 이와 같은 틀 안에서는 

성폭력의 방지가 개인에 한 사회적 규범의 강화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성폭력의 예방과 통제에 있어서 개인의 사회에 

한 규범적 순응을 교육하는 장치로서 가족과 같은 일차적 집단이나 종교 

등의 역할이 강조된다.

폭력에 관한 문화적지지 이론이 성폭력을 사회 전반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폭력사건 들 중의 하나로 접근하는 것과 비슷하게 사회적 해

체 이론은 성폭력의 문제를 사회질서의 붕괴 내지는 해체에 따른 부수적

인 사회현상으로 접근한다. 따라서 사회적 해체이론도 성폭력 현상에 

특유한 기전으로서 성 간의 구분/차이, 관계가 성폭력 발생이나 결과와 

연관되는 방식에 해 주의를 기울이지 않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해체이론의 성폭력에 관한 설명력을 검증한 배런과 스트러스의 연

구(Baron and Straus 1989)는 이들이 사회해체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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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한 몇 몇 지표가 성 간의 구분/차이와 관련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배런과 스트러스는 사회 해체적 상태를 지시하는 지표들

로서 이혼, 여성가장 가구 비율, 여성동반자나 가구원이 없는 독신남성 

가구 비율, 종교적 소속의 결여, 지역적 이동정도, 각 주별 항시 거주자 

(residents)및 관광객의 비율을 선택하고 이러한 변수들과 성폭력발생간

의 상관관계를 측정한 결과 이 지표들과 성폭력 발생 율 간에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발견하 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화의 진전 맥락에서 

이주, 이동, 이혼, 독신, 여성가장의 증가를 사회적 통합성의 해체 상태로 

보는 것은 일종의 오류이다. 사실상 오늘날 이와 같은 현상들은 성 간의 

구분/차이와 관련하여 진행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셋째, ‘문화생태학적 접근’들에 따르면 성폭력이란 특정한 환경에 

한 인간의 적응형태와 관련 있는 문화적 현상인데 여기서 환경이란 

개인들이나 집단들을 둘러싸고 존재하는 어떤 주어진 상태들을 의미한

다. 문화생태학자들(cultural ecologists) 에 따르면, 단백질의 공급원과 

인구 도간의 불균형으로부터 초래되는 생식상의 그리고 환경상의 스트

레스는 아살해, 성적 공격(sexual aggression), 그리고 전쟁을 통한 여

성 약탈과 같은 일련의 폭력적 주기를 형성한다(Sanday 1981 참조). 이

때 성폭력은 아살해로 인해 부족해진 인간자원으로서의 여성 납치수

단으로서 행사된다. 이와 같은 성폭력은 종종 전쟁과 함께 일어나며, 또 

성행위라는 것 자체가 남성들의 공격적 인성의 양성을 위해 장려되는 

측면이 있다(Chagnon 1997: 91-97; Sanday 1981 참조: 172-175).  결국 

문화생태학적 접근법에서 성폭력이란 물질적 그리고 생식상의 압박의 

결과로서 설명되어지는데 왜 그런 압박의 해결이 반드시 성폭력을 매개

로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한 의문을 남긴다. 그리고 남성의 성 적 공격

성 측면에 분석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성폭력 발생과 응에 있어 여

성의 섹슈알리티 그리고 종족성이 수행하는 역할을 규명할 개념적, 분석

적 근거가 빈약해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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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생물학과 진화주의적 접근

생태학적 관점과 유사하게 진화주의적 관점 또한 성폭력을 환경으로

부터 오는 선택적 압력에 한 적응의 과정이라고 본다. 진화주의적 관

점에서 본 성폭력은 생식의 성공을 최 화 하려는 인간들의 목표 하에 

진행되는 것으로, 생물학적, 심리학적, 진화주의적 차원의 성 적 경쟁

(sexual competition)의 결과이다. 남성의 성폭력은 일차적으로 뇌의 기

능과 호르몬 분비와 같은 생물학적, 유전적 기초를 갖고 있다. 남성의 

강압적 성은, 시간이 흐르면서 진행되어 온, 성을 둘러싼 생물학적인 경

쟁과 그와 관련된 심리학적 적응의 산물에 다름 아닌데, 이러한 생물학

적, 심리학적 적응 과정은 생식적 성공을 최 화하려는 방향을 지향하며 

진행되는 것이다(Thornhill and Palmer 2000; Sorenson and White 

1992 참조; Thornhill and Thornhill 1991; Riches 1986 참조). 예컨 , 

전쟁의 진화는 바로 그런 생식적 성공을 지향하며 진행 된 성 적 경쟁의 

향 하에 진행되어 왔으며, 전쟁이란 인간자원으로서의 여성을 포획하

기위한 남성들의 공격적 행동을 중심으로 조직되어온 측면이 있다 

(Gibbons 1993). 남성의 강압적 성 적 경향 그리고 이의 유전적 생물학

적 결정성 등을 강조하는 진화주의 적 틀 내에서 남성의 성 적 공격성, 

성폭력은 ‘자연스러운 것’ ‘본질적’ 이라는 암시가 강하다. 이와 같은 

본질적 접근, 성 간의 자연적 차이에 의거한 성폭력 설명은 문화적으로 

규정되는 성 간의 구분/차이 특히 권력관계에 의한 성폭력의 발생과 의

미에 한 설명과는 반 되는 접근법이 된다. 본질적 접근, 성 간의 자연

적 차이에 의거한 진화주의적 설명은 성폭력에 한 정의, 의미, 발생이 

왜 사회마다 그리고 같은 사회 내에서도 시간과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하는 측면이 있다는 사실을 잘 설명해 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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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성주의적 접근

위에서 살펴 본 전통주의적 접근들과는 다르게 여성주의(Feminism) 

입장에서는 성폭력을 성 간의 구별, 특히 남성과 비교하여 여성이 겪는 

상 적인 불평등한 위치와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다. 하나의 이론 체계로

서 여성주의는 여성들의 상황 및 경험을 기술하고 설명하는 개념, 명제, 

분석들의 체계이며 여성들의 삶의 향상을 위한 제언 및 실천을 목적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여성주의적 시각들은 여성 자신들의 시각 및 권위를 

존중하며, 여성을 희생으로 남성에게 특권을 부여하는 권력구조들의 작

동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 (Frye 2000a:195-97).  

1) 성폭력에 관한 여성주의 입장의 발달과 변화

여성주의 내에서 성폭력 연구들은 1970년  초 미국의 여성주의자

들 특히 급진주의 여성주의자(radical feminists)에 의해 시작되었다.6)  

이러한 연구의 시작은 캠퍼스내의 반 성폭력(강간)운동과 성폭력관련 

법의 개혁을 시도하던 1960년 의 여성주의 실천운동의 향에 기인한

다. 1920년 에 시작하여 1960년 에 정점에 달한 여성의 성해방(sexual 

liberation)운동과 함께 여성들의 성관계에의 참여가 점차 높아지는 경향

이 있게 되었고 이와 연관되어 여성에 한 강간사건들도 증가하는 측면

이 있었다(Sanday 1996b). 1960년 의 반 성폭력 여성주의 운동은 이와 

같이 증가하는 강간사건에 한 일반인들의 정치적 각성을 창출하는 역

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급진주의 여성주의자들은 두 가지 개념, 즉 가부장제(patriarchy) 그

리고  sex/gender를 구분하는 성의 이분법적 체계 안에서 여성의 지위와 

6) 본 논문에서 살펴보고 있는 성폭력에 관한 여성주의적 접근은 급진주의 여성주의적 

접근에 한정되고 있다.  따라서 자유주의 여성주의자나 사회주의 여성주의자의 성폭력

에 관한 접근에 한 소개는 누락된 아쉬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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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을 설명하고 있다.  성의 이분법적 체계 안에서 전자의 성(sex)은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인 측면, 즉 형질학적이고 해부학적인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가리킨다. 그 반면, 후자의 성(gender)은 문화적으로 규

정, 해석 또는 표현되는 남성과 여성의 차이들을 지칭 한다(Code 2000). 

급진주의 여성주의자들은 이와 같이, 남성성과 여성성이 생물학적으로 

형성되는 측면과 문화적으로 구성되는 측면을 구분 지워 볼 것을 제언한

다. 여기서 가부장제는 문화적으로 규정, 해석, 표현된 성(gender)의 형

태에 해당하며, 남성과 여성간의 위계적 관계를 지시한다. 구체적으로 

이는 공적/사적 역 속에서 펼쳐지는 남성의 지배, 그리고 남성-여성이

라는 쌍이 존재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그러나 필연적으로 종속적인 여

성의 위치를 지시한다. 이와 같은 남성의 지배-여성의 종속은 억압적인 

것으로 이해된다. 억압(oppression)이란 사람들을 특권적인 집단과 착

취 받는 집단으로 분류시키는데 이용되고 있는 상호 연결된 힘들의 체계

를 의미한다. 이러한 체계는 억압받는 집단이 취할 수 있는 선택 및 행동

들을 체계적으로 봉쇄하고 마비시킴으로서 이들을 주변화 시키고 제약

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이와 같은 제약들의 근원은 법, 이데올로기, 가치, 

규율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 한다(Frye 2000b:370; Fox 1988; Mirkin 

1984). 급진주의 여성주의자들에 따르면, 문화적 구성물인 가부장제 개

념 안에서 남성의 지배-여성의 종속은 본질적(essential)이고 보편적

(universal)인 것으로 여겨진다. 즉, 남성의 지배 - 여성의 종속은 여성과 

남성의 보편적인 생물학적 차이, 그 자연적 차이에 한 필연적 반응의 

결과로 보아진다 (Code 2000).

1970년  당시 급진주의 여성주의자들은 여성억압의 근본을 형성하

는 것으로 여겨지는 이와 같은 가부장제의 다양하고 복잡한 국면들을 

설명, 이해하는 것에 지 한 관심이 있었다. 남성에 의한 물리적, 성 적 

폭력에 한 문제제기 또한 그러한 가부장제의 국면들을 이해하려는 노

력의 일환으로서 제기되고 있었다. 도미니코(di Domenico 1995)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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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면, 급진주의 여성주의자들의 성폭력에 관한 이해는 여성주의학자인 

파이어스톤 (Firestone)과 레(Millet)의 연구와 함께 시작된다. 이들은 

처음으로 가부장제의 심리적, 물리적 차원이 갖는 중요성을 제기하 다. 

예컨 , 레는 물리적 힘의 행사가 가부장제 유지에 있어서 중요한 역

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최초의 급진주의 여성주의

자들 중의 하나 다. 그녀는 가부장제 내에서의 섹슈알리티를 둘러싼 

불평등의 정치학이 여러 제도들을 통해 행사되며, 여성들이 남성의 지배

에 순응하지 않을 때 강요 또는 위협을 당한다고 주장한다(Tong 1989). 

가부장제 사회유지에 있어서 폭력이 행사하는 역할의 중요성에 한 

이와 같은 인식들은 반 성폭력 여성운동과 함께 당시의 여성주의자들로 하

여금 성폭력에 관한 연구를 하도록 고무시키는 역할을 담당하 다. 수잔 

그리핀(Susan Griffin 1971)과 수잔 부라운 러 (Susan Brownmiller 1975)

는 그 당시 강간 연구에서 선두적인 역할을 수행하던 여성주의학자들이

다. 이들은 강간(rape)이 남성의 권력 및  여성 지배를 유지시키는데 기

여하고 있다고 제시하 다. 이들에 따르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강간은 

물론이고 일반적으로 남성들에 의해 여성들에게 주입되고 있는 강간에 

한 두려움 (fear of rape)도 여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물리적, 심리적 

취약함에 한 느낌을 증폭시키게 만듦으로서 여성의 자아확인과 사회

참여에 한 역량을 상 적으로 감소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강간은 여성들의 삶을 주조하며 남성의 여성 억압에 기여하

는 기능을 하게 된다.   

1980년  들어 남성 폭력에 항하는 여성주의자들의 실천운동은 

강간 반 운동 (anti-rape movements)과 매 맞는 여성을 위한 쉼터 확립

을 추진하는 가운데 더욱 가속화되었고 국가의 경계를 넘어 확장되어갔

다. 이와 같은 실천운동들이 가속화 되면서 성폭력에 한 급진주의 여

성주의자들의 이해 또한 바뀌어 가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 에드워즈 

(Edwards 1987)의 소개에 따르면 주로 성폭력과 남성 지배간의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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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그리고 성폭력에 있어서 섹슈알리티 부문이 수행

하는 역할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여성주의자들의 시각

이 80년  들어 변화하기 시작하 다고 한다. 여기서 잠깐 그 변화의 

동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첫째, 1970년 에 진행되었던 여성주의자들의 성폭력 연구에서는 

성폭력을 포함한 남성폭력이 남성지배에 필수적이고 기초적인 과정으로 

인식되고 있지 않는 반면, 1980년 의 여성주의 연구들에서는 성폭력을 

포함한 남성폭력 그 자체가 남성 지배의 한 일반적 유형이나 과정으로서 

설명된다. 다시 말하면 초기 여성주의자들의 논의에서는 성폭력을 포함

한 남성폭력이 가부장제 유지를 위해 이용되는 기능적 측면만이 강조되

고 있었다. 이러한 주장에서는 남성폭력이 남성지배와 연관은 되어있지

만 서도 그와는 별개로 외연에 존재하는 현상으로 파악되며 남성폭력이 

남성지배와 동일시되는 것은 아니었다. 또, 초기 여성주의자들은 남성폭

력에 관해 논의할 때 성폭력을 포함한 다양한 남성폭력의 현상들을 각 

각 서로 다른 개별적인 현상들로 접근하고 있었다. 이와 달리 후기 여성

주의자들은 그와 같은 다양한 남성폭력의 현상들이 곧 남성지배의 한 

일반적 유형이자 과정에 다름 아니라는 주장을 개진한다. 또 모든 유형

의 남성폭력들을 포괄하는 근본적이고 공통적인 유형과 과정이 있음을 

강조한다(di Domenico 1995;Solomon 1992; Grauerholz and Koralewi 

1991; Edwards 1987). 이는 1980년 에 들어 남성지배에 있어서 성폭력

을 포함한 남성폭력이 수행하는 역할의 중요성에 한 인식이 증가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둘째, 1980년 에 들어 여성주의자들은 성폭력을 성애(sexuality)적 

문제로 접근하게 된다. 이들은 섹슈알리티 특히 이성애(heterosexuality)

가 가부장제 사회내에서 남성권력의 근본적인 기초를 형성하고 있으며 

따라서 성폭력을 조사 연구하는데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White and Farmer 1992:46; Vance 1991 참조; Edwards 1987: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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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Kinnon 1987,1986). 이러한 접근 틀 내에서, 베리(Barry 1979), 드워

킨(Dworkin 1981), 그리고 멕키넌(MacKinnon 1987, 1986)과 같은 여성

주의자들은 성폭력이란 남녀 차별적 사회 안에서 발견되는 남성의 성

(male sexuality)에 한 문화적 이미지들이 확장된 것에 다름 아니다 

라는 주장을 개진한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남성으로 하여금 성 적 

행위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남성성을 증명할 것을 장려하는 문화 내에서 

남성의 성 적 폭력성 또한 장려되고 합법화된다. 이런 식의 과정을 거쳐 

남성지배적인 사회에서 성행위는 여성에 한 폭력을 지속화하는 역할

을 담당한다. 간단히 말해, 남성 지배적인 사회들에서 이성애적 관계는 

성폭력의 궁극적 원인이 되고 있으며 따라서 ‘위험한’ 것으로 인지된다. 

이성애의 위험성은 특히 앤드리어 드워킨(Andrea Dworkin)과 캐써린 

맥키넌(Catharine MacKinnon)과 같은 ‘반 포르노그래피’ 운동을 주도

한 여성주의자들에 의해 강조되었다. 이들은 포르노그래피에서 나타나

는 여성의 성 (female sexuality)에 한 성차별적 묘사들에 주목하며, 

이러한 성의 묘사가 남성으로 하여금 지배적이고 성 적으로 폭력적인 

성향을 갖게끔 만들어가는 역할을 한다고 본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성애의 ‘위험성’에 한 이와 같은 여성주의자

들의 강조는 다른 부류의 여성학자들의 비판을 초래하기도 하 다. 이들

은 이성애의 위험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여성학자들이 자유주의 여성

학자들이 추구해온 여성의 성해방을 상 적으로 간과하는 측면이 있고 

따라서 여성의 성적 수동성을 강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한

다. 이들은 이성애가 갖는 위험한 측면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동

의적인 성 관계를 갖는 파트너들 간에 교환되는 ‘쾌락’(pleasure)의 형

태로서 존재하는 여성의 성 적 해방적 측면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라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논쟁들은, 이성애의 ‘위험’을 강조하는 ‘반 

포르노그래프’ 여성주의자들과 이성애의 ‘쾌락’을 강조하는 ‘여성주의 

성 급진자들’ (feminist sex radicals)간에 성을 둘러싼 소위 ‘성의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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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x wars)을 미국여성주의 진  안에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위험’과 ‘쾌락’이라는 두 개념은 여성주의자들의 성

(sexuality)에 한 개념화에 향을 주는 두 가지 비되는 틀로 자리 

잡게 되었다 (Vance 1997, 1984; Heise 1997; Kelly 1987; Ferguson 등 

1984). 

2) 성폭력에 관한 여성주의적 접근의 기본 전제들

성폭력에 관한 여성주의적 접근의 내부적 변화와 다양성에도 불구하

고 여성주의자들은 여성에 한 남성의 성폭력이, 남성-여성간의 불균형

한 힘의 관계, 즉 여성에 한 남성지배의 측면에서 가장 잘 이해될 수 

있다는 공통적인 견해를 갖는다. 성폭력에 관한 여성주의적 접근들은 

성폭력의 원인, 표현, 기능이나 조정에 관한 한 다음과 같은 전제들을 

공유하고 있다. 

첫째, 남성의 권력이 성폭력의 근원을 이루고 있으며 성폭력이 일어

나는 맥락을 제공한다. 여기서 권력이란 남성과 여성간의 비 양립적인 

힘의 관계, 그 구조를 포괄 한다(Bell 1991; Stock 1991; Humm 1990; 

Baron and Straus 1989참조; Russell 1982). 남성에 의한 폭력은 그러한 

권력 구조 안에서 여성들을 무력화(disempowering) 하게 만드는 행위

의 일종이다(Bell 1991:97; 무력화로서의 폭력 개념은 Litke 1992 참조). 

둘 째, 남성에 의한 성폭력의 일차적 기능이자 결과는 여성에 한 사회

적 통제이다. 이런 의미에서, 일부 여성주의자들은 성폭력을 ‘성적 테러

리즘’으로 즉, 여성을 놀래게 만들고 그를 통해 여성을 조정, 지배하는 

체계라고 정의한다(Pain 1991; Stock 1991:72; Humm 1990:185-186; 

Sheffield 1987; Riger 1981). 셋 째, 이러한 남성 권력과 여성에 한 

사회적 통제는 사회적으로 형성되며 종종 사회적으로 묵인된다

(Edwards 1987:26).  그러므로 남성지배와 여성종속이라는 개념적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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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서 남성 성폭력을 유지, 합리화 시키는데 기여하는 문화적 규범과 

전통들을 찾아내고 이에 한 재해석과 도전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성폭력의 원인 및 표현양식이 남성의 권력, 남성과 여성간의 비 

양립적인 힘의 관계에서 비롯되므로 성폭력의 예방과 통제는 그러한 비 

양립적인 남성-여성간의 힘의 관계의 변화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 예컨 , 그러한 변화를 위한 개입이 필요한 부분은 개인적, 사회적 

심리체계 (예컨 ,  남성 지배를 부추기는 성 역할 습득이나 사회화 과

정), 문화적 이데올로기나 관념체계 (예컨 , 강간관련 신화나 강간지지 

관념), 그리고 사회적 조직 및 제도 (예컨 , 성폭력을 부추기고 유지하

는데 기여하는 정책, 법, 성폭력 방지에 있어서 정부의 미온적인 역할 

등) 등에 걸쳐 다양하게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성폭력을 설명하는 모든 

여성주의적 접근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궁극적 목적은 성폭력이 일

어나는 현실의 변화에 있다. 이들 모두 현실의 변화를 위한 실천을 그 

궁극적 목표로 한다. 성폭력에 한 응을 통해 남성 지배적으로 나타

나는 성 간의 관계들을 사회적으로 변화시키고 종속적, 피지배적 위치에 

있는 여성들에게 권한을 부여(empowerment of women)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모색하려는 실천적, 정치적 목표를 갖는다. 특히, 여성주의자들

은 이와 같은 목표달성에서 여성들의 참여, 조직화된 운동 및 단결, 의식

화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 여성주의적 접근은 ‘여성의 보편적 종속성을 전제

로 하는 가부장제’라는 젠더 개념이 되었든 또는 ‘위험한 이성애’라는 

섹슈알리티의 개념에 근거하든 간에, 남성과 여성간의 구분/차이, 특히 

불균형한 힘의 관계에 근거하여 성폭력을 설명함으로서  여성피해자-남

성가해자로 특징 지워지는 성폭력의 성 관련 특성을 담아낼 수 있는 개

념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성폭력에 관한 문화인류학적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여성주의적 접근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 성폭력에 관한 

문화인류학적 연구들에서 성 간의 구분/차이, 힘의 관계라는 요인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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떻게 분석되어지고 있는가?  

4. 성 인지 시각 (gender perspective)과 문화인류학적 성폭력 연구 

그리고 종족성     

1) 여성주의 인류학과 성폭력 연구

1970년 와 80년 를 지나며 미국 여성주의자들에 의한 성폭력 연

구가 활성화되었던 것과는 조적으로 당시 여성주의 인류학내에서 성

폭력 연구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여기서 여성주의 인류학이란 연구의 

방법론이자 결과물로서 여성주의 민족지(feminist ethnography)를 말하

며, 남성에게 특권을 부여하는 권력구조와 과정의 작동과 관련하여 여성

의 상황, 경험, 믿음, 느낌, 행위들을 기술하거나 설명하는 연구들을 지칭

한다.  

1970-80년  당시 성폭력에 관한 여성주의 인류학적 연구가 거의 

없었던 것은 그 당시 여성주의 인류학적 연구를 지배하고 있던 이론적, 

연구적 관심의 특징에 일차적으로 기인하는 것 같다. 첫 째, 자신들의 

사회 문화보다는 타자, 다른 사회와 문화의 연구에 상 적으로 더 흥미

를 갖고 있었던 인류학의 일반적 전통 내에서, 미국사회의 성폭력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되던 여성주의자들의 성폭력 논의는 여성주의 인류학자들

에게는 커다란 자극이나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닐 수도 있었을 

것이다. 사실상, 미국 여성주의 인류학자들은 최근에 들어 비로소 미국

사회내의 다양한 소수민족 집단을 상으로 연구를 시작하면서 자신들

의 사회에 해 연구의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 다고 할 수 있다. (필자의 

이런 의견 제시는 페기 샌디(Peggy Sanday) 교수와의 개인적인 화에 

기초하고 있다.)

둘째, 성폭력이라는 주제는 당시 여성주의 인류학자들의 연구 틀에 



164   비교문화연구 제12집 1호(2006)

잘 들어맞지 않는 측면이 있었다. 당시 여성주의 인류학을 지배하던 연

구들은 성을 둘러싼 이분법적 범주들의 유형(configurations of binary 

categories)을 연구하는 것을 그 특징으로 한다. 우선, 이들은 남성과 여

성간의 생물학적 차이(sex)와 문화적으로 규정되는 성 간의 차이 

(gender)라는 범주를 구분, 비하고, 모든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

고 있다고 가정되는 여성의 종속적 위치를 이러한 이분법적 범주 체계 

내에서 밝혀내는 것을 연구의 큰 틀로 하고 있었다(Moore 1999; 

Viswesvaran 1997). 이들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범주가 문화적으로 형성

되는 방식, 즉 성의 문화적 구성(gender)을 규명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

고 있었으며, 특히 남성성/여성성이 ‘사회적’으로 또는 ‘상징적’으로 

이분법적 체계를 이루며 존재하고 있는 방식을 주로 설명하고 있었다.  

예컨 , 사회적으로 남성은 공적인 역과 여성은 사적인 역과 결부되

는 가운데, 그러한 공과 사의 사회적 이분법적 체계 안에서 여성과 남성

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 업무들이 어떻게 배치되고 있는지를 소개하고 

있었다. 또는 남성=문화와 여성=자연이라는 상징적인 이분법적 체계 안

에서, 세계관, 상징적 원리 또는 가치들이 여성성과 남성성에 결부되어

지고 있는 방식들을 설명하고 있었다. 나아가 이와 같이 사회적으로 또

는 상징적으로 이분법적인 범주를 형성하는 남성성과 여성성의 상호 

비 속에서 여성의 지위가 어떻게 비하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었다

(Moore 1999; Sanday 1988; Reiter 1975; Rosaldo and Lamphere 1974). 

이러한 남성성과 여성성이라는 범주의 사회적, 상징적 유형들 

(configuration)을 그려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연구 틀로서는 성

폭력의 원인이나 발생과정, 표현양식을 적절히 설명해내지 못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당시 성폭력에 관한 여성주의 인류학적 연구가 전무한 가운데 페기 

샌디 교수는 성폭력 발생에 있어서 성 간의 차이 요인 (gender factor)이 

수행하는 역할의 중요성을 제시한 거의 선구자적인 그리고 유일한 인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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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 다. 샌디교수는 95개의 무리사회 및 부족사회를 상으로 하는 

강간에 한 비교문화 연구결과를 1981년 논문으로 발표한 바 있다 

(Sanday 1981). 그 논문에서 샌디교수는 사회마다 강간의 발생 분포

(prevalence)가 다양하게 나타남을 제시하고 이와 같은 다양성이 인간

의 폭력, 여성에 한 남성의 지배, 그리고 성적 분리들이 사회마다 다양

한 방식으로 조합된 결과라고 제시하 다(Sanday 1981, 1996c). 이어서 

살펴보겠거니와, 남자 학생 써클의 학내 집단 강간 (fraternity gang 

rape)사건에 관한 후속 연구(1990)에서 샌디 교수는 남성과 여성간의 

권력관계라는 요인이 어떻게 성폭력의 원인 및 표현양식과 연관되는 지

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다.       

2) 성 인지 시각에서 수행된 성폭력 연구 사례와 성(gender)의 분석 

 문화인류학내에서 성폭력이 성 간의 구분/차이, 관계등과 관련하여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  들어서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문화인류학내의 성폭력 연구들을 성 인지적 시각(gender 

perspective)에서 수행된 연구들이라고 명칭하고, 표적인 연구의 예들

을 살펴보려고 한다. 왜냐면 그러한 연구들의 기본적 전제들이 성폭력에 

관한 여성주의적 접근에 많이 근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여

성주의’를 연구의 이론적 틀로서 거론하거나 명시하고 진행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사실상 이와 같은 성 인지적 시각에서 성폭력을 연

구한 문화인류학적 연구들은 다양하게 전개되는 성폭력의 양상을 민족

지적 연구를 통해 실증적으로 연구함으로서 자신들이 의도하든 의도하

지 않았던, 1970-80년 의 성폭력연구를 주도하던 여성주의 연구들이 

제시하는 추상적 개념으로서의 가부장제, 여성종속, 또는 섹슈알리티라

는 개념들을 다양하고 구체적인 분석적 개념들로 체시키고 있다는 점

에서 1970-80년 의 성폭력에 관한 여성주의적 접근과는 다르며 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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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점에 연구의 공헌이 있다고 하겠다.  

성 인지적 시각 안에서 수행된 이와 같은 문화인류학적 연구들에서 

성폭력과 관련한 성의 구분/차이는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된다. 즉 성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경제적, 재정적, 또는 담론적 측면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형태의 성 차별 또는 불평등이 분석되고 있다.  여기서는 표적

인 연구사례들을 통해 성 인지적 시각에서 수행된 문화인류학적 연구들

이 성폭력과 관련하여 성 간의 구분/차이, 힘의 관계라는 개념을 어떻게 

접근, 분석하고 있는 지를 설명하려고 한다.   

첫째, 성 인지 시각 내에서 행해진 인류학적 성폭력 연구 중 한 부류

는 태도 또는 이데올로기적 차원에서 나타나는 불균형한 성 간의 관계가 

성폭력과 어떻게 연관되는 지에 주목하고 있다(Sanday 1990, 1996a, 

1996b, 1996c, 2003; Abraham 1999). 예컨 , 샌디 교수는 미국의 한 

학 내에 있는 남자 학생 써클 성원들에 의해 자행된 한 집단 강간 

사례 (fraternity gang rape)와 몇 유사사례에 관한 사례연구(1990)를 통

해, 이와 같은 강간이 일어나는 배경에 자리 잡고 있는 남성의 성행동 

및 여성의 성(sexuality)에 한 남학생들의 태도와 이러한 태도형성에 

향을 주는 남자 학생 써클 성원들의 생활과 환경들을 분석한 바 있

다.  써클 활동을 통해 이들 남학생들은 포르노 돌려보기, 남성간의 단결

을 도모하는 의례들, 춤 파티, 여성 비하 적이고 성적인 농담 등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이런 경험들을 통해 이들 남학생들은 “남자들은 어디

까지나 남자”라는 식의 약탈적인 성행동관련 태도들을 습득하고, 성 적 

유희를 위해 이용 가능한 “파티 걸” 들을 찾아내도록 장려된다.  더욱이 

학교기관들이 갖고 있는 남성특권 조장적인 태도 때문에 이런 종류의 

학내 강간 사건들이 기소되는 일이 거의 없고, 강간사건으로 분류조차 

되지 않는 다고 보고하 다. 샌디 교수의 후속연구들 역시 성 관련 이데

올로기 및 태도가 성폭력의 발생이나 의미해석, 이의 통제를 위한 개입

에서 행사하는 역할의 중요성에 해 규명하고 있다. 예컨 , 지인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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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강간사건(acquaintance rape)으로 기소된 미국 내 강간사건들의 재

판 결과에 한 역사적 변천과정을 문헌적으로 고찰한 연구를 통해, 미

국 내에서의 성 담론(sexual discourses)들이 그려내고 있는 미국 여성에 

한 전형적 이미지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천해 왔으며 그에 

따라 지인에 의한 강간사건 들의 재판 결과들이 또 어떻게 변화해 왔는

지를 제시하고 있다(Sanday 1996b). 이 연구에 따르면, 남성지배와 여성

종속을 부추기는 성 담론과 이데올로기기가 지배적인 시기에는 기소된 

가해자들이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가 많지 않았고 이를 기소한 여성 강간 

피해자들은 재판과정을 통해 가혹한 접을 받고 있었다(Sanday 1996b, 

1996c). 샌디 교수의 또 다른 연구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서부지역에 

위치한 미난카부(Minangkabau) 라는 사회집단을 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사회의 경우 여성의 지위와 역할이 남성과 동등하게 인식되고 있으므

로 남성적 성 이데올로기와 담론이 지배적인 미국과 달리, 강간이 거의 

일어나고 있지 않다고 보고하 다 (Sanday 1996c, 2003참조). 이 두 연

구를 통해 샌디 교수는 남성 지배적인 성 이데올로기(sexual ideology)

가 지배적이지 않은 사회에서는 강간이 거의 발생하지 않으며 성폭력 

가해자들은 혹독한 제제를 받고 있는 반면, 남성 지배적인 성 이데올로

기가 공공의 담론을 형성하고 있는 사회에서는 그 반 적 현상이 일어나

고 있음을 제시하 다. 

둘째, 성인지 시각에서 행해진 성폭력에 관한 또 다른 민족지적 연구

들은 성 간에 존재하는 물질적 (자원적, 재정적 또는 경제적) 불평등의 

차원 그리고 이와 연관된 정치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컨 , 

인류학자 핸드워커(Handwerker)는 자원에 한 접근 이론(resource 

access theory)에 입각하여 자원접근을 둘러싸고 보이는 남 녀 간의 권

력적 차별(gender power differentials)이 성폭력 발생과 관련이 있음을 

설명하면서, 서인도제도에 있는 앙티구안 (Antiguan) 집단을 상으로 

한 현지조사 연구를 통해 이를 규명한 바 있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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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포함한 모든 인간행동 및 선택은 자원 접근의 비용구조에 근거한 

권력관계의 결과물이다. 여기서 자원의 비용구조란 자원 접근을 가능케 

하는 모든 채널들(예컨 , 사람, 조직, 행위 등)의 숫자와 이 채널들에 

한 접근을 시도하는 사람들의 숫자간의 비율을 의미한다. 이런 구조 

안에서 개인의 권력(power)은 그러한 자원 접근을 가능케 해줄 수 있는 

채널들에 한 접근을 통제할 수 있는 위치로부터 얻어진다. 따라서 상

호작용과정에 있는 개인들 간의 권력관계가 불균형한 경우란 채널에 

한 접근 통제력이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개인적으

로는 기존의 권력적 불평등을 회피, 좌절, 또는 상쇄 시킬 수 있는 힘이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핸드워커 교수에 따르면 불균등한 권력관계는 

인간의 폭력적인 관계를 유도하는 반면, 권력관계가 등할수록 애정

적(affectionate) 관계가 유지된다(Handwerker 1989, 1993a, 1993b, 

1996, 1997, 1998참조). 앙티구안집단의 경우, 남성 파트너와 비교해 여

성이 지니는 권력이 상 적으로 증가할 때, 파트너 간에 애정적 관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와 반 로 여성의 권력이 감소하면 남성 파

트너의 여성에 한 폭력행사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 다. 

이 연구에서 앙티구안 여성들의 권력은 주택보유, 사회적지지 집단의 

획득과 같은 지표에 의해 측정되었다(Handwerker 1996). 이와 유사하

게 하이스(Heise 1997)는 다양한 사회로부터 보고된 성폭력을 포함한 

남성폭력의 분포와 관련요인들을 비교 문화적으로 분석한 후, 남성폭력

에 향을 주는 성 관련 요인으로서 남성 및 여성간의 사회경제적 불평

등 그리고 성역할의 사회화과정을 통해 지속되는 남녀간의 위계적인 관

계를 들 수 있다고 보고하 다.  그녀는 폭력적인 갈등해결 방식, 남녀간

의 경제적 불평등, 당연시되는 남성 지배, 남성의 경제적 그리고 의사결

정상의 권위 등은 남성폭력의 높은 발생분포와 관련이 있으며, 반 로, 

여성이 공적 역에서 힘을 갖는 경우, 지역사회가 가족 폭력에 적극적

으로 개입하는 경우, 여성들의 단결이나 일을 위한 조직체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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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폭력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피난처나 지지집단 (예컨 , 친구, 

쉼터, 가족 등)이 있을 경우, 폭력의 발생 분포는 낮을 수 있다고 보고하

다.  

셋째, 성 인지 시각 내에서 행해진 인류학적 성폭력 연구의 또 다른 

부류는, 담론의 형태로 존재하는 성 간의 구별, 힘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

고 있다. 이 연구들은 성폭력이 문화적 구성(cultural construction)이나 

또는 다양하게 전개되는 문화적 실행들 (discursive cultural practices)속

에서 성 간의 권력 또는 성 이데올로기등과 관련하여 재현(representation) 

되는 것들이라고 본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인류학자 무어(Moore)를 중

심으로 국지역에서 활동하는 인류학자들의 성폭력 연구에서 그 예를 

찾아 볼 수 있다.  무어 교수 (Moore 1994)는 개인  개인 간에 일어나

는 폭력을 이론화하는 작업에서, 성폭력을 포함한 모든 폭력을 하나의 

담론이자 실행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녀에 따르면, 폭력이란 이의 재현 

(representation) 과정 속에서 형성, 야기되는 것이며 그러한 재현에서 

하나의 사회적 사실로 설정, 구성된다. 폭력은 개인적 수준에서이건 사

회적 수준에서이건 간에 재현에 위기가 올 때 발생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일어난다: 사람들은 한 특정한 주체적인 위치 (예컨 , 

남자 또는 여자 등)에 일정한 정도의 투자를 한다. 이러한 투자란, 권력

과 결부되어 생기는 그리고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감정상의 헌신들 

또는 이해관계와 같은 것들로서, 만족, 보상 또는 보수라는 측면에서 이

해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이런 투자란 합리적인 선택이라기보다는 

일종의 환상이다. 말하자면 이러한 환상이란 자기가 되고 싶은 사람 또

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그와 같이 여겨짐을 받고 싶은 종류의 사람에 

해 갖는 환상들이다.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주체적 위치에 해 투자

를 했을 경우, 여러 가지 경쟁적이고 모순적인 담론들이 존재하는 상황

에 처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과는 반 되는 위치를 떠안게 된다. 이 때, 

문화적으로 설정된 성별화된 지위(gendered positions)를 적절히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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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못하게 되면 상상에 의한 것이든 실제적인 것이든 간에 자기재현이

나 평가에서 위기감을 느끼게 된다. 이런 상태를 소위 “좌절”(thwarting)

이라고 하는데, 말하자면 기 되는 만족이나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태

를 가리킨다. 이는 권력에 한 환상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며, 

이로부터 정체성의 환상에 한 위기감이 생겨날 수 있다.  남성 폭력은 

이와 같은 위기감의 해소수단으로 이용되는데, 왜냐면 폭력이 부정당할 

위기에 놓여 있는 남성성(masculinity)의 본질을 재확인 시켜주는 역할

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폭력을 담론으로 규정하는 무어의 이러

한 이론 틀에 입각하여, 카메론과 프레이저(Cameron and Frazer 1994)

는 살인을 동반하는 성폭력 (sexual murder)의 의미가 미디어에 의한 

이 사건들의 재현 속에서 어떻게 만들어지고 논쟁거리가 되는지를 분석

하 다. 이들은 일본과 국에서 일어난 살인동반 성폭력에 관한 미디어들

의 보도가 ‘성폭력 가해자들의 성폭력을 통한 남자다움(masculinity) 과시’

라는 성별화된 개념(gendered notion)을 은폐하는 식으로 성폭력을 재

현하고 있다고 보고하 다. 그러나 그런 미디어에 의한 폭력의 재현 방

식은 일본과 국 양 국가에서 다른 방식으로 나타난다고 보고하 다. 

데이(Day 1994)는 런던 시에서 일하는 성매매 여성들에 한 면접조사

를 통하여 이들이 강간을 어떻게 정의하는 지를 연구한 바 있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성 매매여성들은 강간을 일터에서 일어나는 강간, 그리고 

일 밖의 사 적 관계에서 일어나는 강간으로 구분하면서 강간에 한 정

의를 내리고 있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강간에 한 정의, 의미들은 맥락

에 따라 다양하게 재현될 수 있는 것이라고 데이는 주장한다. 또, 성 매

매 여성들이 강간을 그와 같이 구분하는 것 자체가 강간에 한 그들의 

응 방식이며 따라서 그들의 강간에 한 의미 구성과 정의는 재현인 

동시에 실행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 다. 

종합하면, 성 인지적 시각에서 성폭력을 연구하고 있는 문화인류학

적 연구들은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성폭력의 발생을 성 간의 권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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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함으로서 여성피해자-남성가해자로 특징 지워

지는 성폭력의 성 관련 특성을 담아낼 수 있는 개념을 제시하고 있는 

한 편 그 와 같은 성 간의 관계를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고 있음으로 

해서 성폭력 발생의 구체적이고 역동적인 맥락들을 제시하고 있다. 

3) 문화인류학적 성폭력연구에서 종족성의 분석 

본 논문에서 종족성을 말할 때는, 한 국가에 의해 통치되는 동일 

토 내에 존재하면서 그 국가 사회의 일부를 형성하는 가운데 전체사회에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종족집단들이 공존하고 있는 미국과 같은 사회적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다. 성폭력에 관한 문화인류학적 연구에서 종족성

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사용되어 지고 있는 가를 판단하는 일은 쉬운 일

이 아니다. 그 이유는 종족성에 한 어떤 식의 접근을 하고 있든 간에 

종족성이 다루어지고 있는 문화인류학적인 성폭력 연구사례들을 많이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며, 또 특정한 소수 민족 집단을 상으로 하는 

성폭력 연구들에서 조차 종족성의 개념이 명시적으로 정의되지 않는 경

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특정 소수민족 집단을 

상으로 한 문화인류학적 성폭력 연구사례들과 함께 미국사회를 상으

로 종족성과 건강문화간의 관계에 해 연구하고 있는 의료인류학적 연

구들을 참고로 삼아 이들 연구들에서 보이는 종족성 개념들을 나름 로 

분류, 제시해 보기로 한다. 이를 토 로 성폭력 연구에 종족성의 개념을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을지를 모색해 보려고 한다.7)  

첫째, 종족성을 사회문화적 향으로 접근하는 경우이다. 이때 종족

성이란 각 종족 집단(내지는 소수 민족 집단)이 갖는 관념과 행위의 총체 

7) 종족성에 한 문화인류학적 분석 경향을 파악하기위해 의료인류학적 연구들을 참조

하는 이유는 성폭력의 향이나 결과가 성폭력피해자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한 

위협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성폭력은 법적 정치적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건강관련 문제이기 때문이다.           



172   비교문화연구 제12집 1호(2006)

(a constellation of ideas and behaviors)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정의되

며, 건강행위에 향을 주는 여러 가지 변수 중의 하나로 취급된다.  예

컨 , 거나치아 및 그의 동료 학자들(Guarnaccia 등 1985)은 가족원 중 

천식환자가 있는 94개의 가구들을 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함으로서 

그 가족들이 가족원이 앓고 있는 천식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전략들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 전략들의 선택에 향을 주는 변수들은 무엇인지를 

연구한 바 있다. 응전략의 선택에 향을 주는 변수로서 이들은 연구 

상이 되는 가구들의 종족성, 사회경제적 지위, 사회적 접촉, 천식에 

관한 믿음과 의료이용에 한 지식, 그리고 이용 가능한 의료서비스 등

을 측정하 다.  여기서 종족성이란 연구표본이 되는 가구들의 종족적 

출신 배경을 지칭하는데, 연구 상자가 스스로 판단한 가족의 종족 정체

성(ethnic identity)에 의거해서 배정되었다. 면접을 실시한 94가구들의 

종족배경을 분류해본 결과 프에르토리코인(61가구), 흑인(25가구), 그리

고 백인(8가구)등 3가지 종족집단이 포함되고 있었다. 그 표본 숫자가 

적은 백인가구를 제외한 다음, 종족성이 천식 응전략의 선택에 주는 

향을 파악하기 위해, 프에르토리코인 가구와 흑인가구에서 나타나는 

천식의 응전략 선택을 비교 분석하 다. 이와 같은 비교결과를 통하여 

종족성에 따른 천식의 응전략선택간의 차이가 어떻게 나는 지를 측정

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사회문화적 향 변수로서 정의되는 종족성의 

개념을 성폭력 연구에 적용할 경우, 성폭력 발생이나 결과에 있어서 종

족 집단간의 차이를 보여 주는 것으로는 유용하지만 그러한 차이가 발생

하는 방식에 관한 설명을 제공하는 개념으로서는 적합지가 않다. 

둘째는 종족성이라는 개념을 문화적 합의(cultural consensus)로 사

용하는 경우이다. 문화적 합의란 성원들 간의 내부적인 개인간의 차이에

도 불구하고 한 주어진 특정한 문화적 역에 해 성원들이 갖고 있는 

합의를 가리킨다(Borgatti 1996:41 참조). 이는 어떤 특정한 문화 역 

(예컨 , 콘돔 사용)에 하여 한 집단의 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사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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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의 유형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연구를 통해 분석적으로 관찰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종족성의 개념 등장은, 한 복합 사회 내에 

공존하는 종족집단들이 사실상 자기 충족적(self-contained)인 사회를 

형성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주지하는데서 비롯된다. 즉, 한 특정 종족

집단의 전체성(wholeness)과 이를 다른 집단과 구분 짓는 뚜렷한 경계

를 주장하는 일이 사실상 비현실적인 일이라고 보는 견해에 기초하여 

문화적 합의로서의 종족성 개념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문화적 합의라는 

개념으로서 종족성을 논의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뜻을 갖고 있다: 어

떤 특정한 종족집단의 문화적 특수성(distinctiveness)이란, 오직 분석적

인 수준에서만 (이때 합의분석 consensus analysis 이라는 분석방법이 

이용된다), 그리고 경험적으로 그 경계가 증명될 수 있는 특정한 사회문

화적 역상의 특징들에 의거함으로서만 인지될 수 있다(Handwerker 

1997, 2002). 이와 같은 문화적 합의의 개념도 위에서 설명한 사회문화

적 향 변수로서의 종족성 개념처럼 성폭력 발생과 결과에 있어서 집단

간의 차이/근접성을 설명하는 데는 유용하지만 차이가 일어나는 방식에 

한 심층적인 설명을 제공할 수 는 없다.   

셋째, 위의 접근방법과는 달리, 종족 집단간의 문화적 경계는 그어질 

수 있음을 전제로 하면서 종족성을 분석하는 접근방법이 있다. 이러한 

접근방법들은 한 종족집단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특성의 구별적 특성

(distinctiveness)을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있다. 이런 접근방법의 근저에

는 개개 종족 문화집단의 독특한 문화적 개성을 인정하는 다문화주의적

인 시각(multiculturalism)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Bromley 

1987:33 참조). 이 접근방법에 의거한 연구들은 특정한 한 종족집단을 

상으로 이들 집단에서 보이는 문화적 특성들에 초점을 맞추며 특히 

이를 해당 종족 집단의 사회문화적 맥락과의 연결 속에서 심층적으로 

기술하는 작업을 주로 수행한다. 예컨 , 아브라함(Abraham 1999)은 배

우자에 의해 성 적으로 학 받는 동남아시아 출신 이민자 여성들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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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연구를 통해서, 그 문화권에 특징적인 성 이데올로기/사회화 과정, 

예컨 , 여성의 성 적 수동성에 한 강조, 여성을 성 적 상으로  바라

보는 고정관념, 혼전 성관계의 금기 등이 어떻게 성 적 학 과정을 낳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8)  이와 같이 종족성의 개념을 한 특정한 종족

집단, 소수 민족 집단의 문화적 특수성으로서 정의하고 그러한 집단에서 

관찰되는 성폭력을 그 집단의 문화적인 맥락 안에서 심층적으로 기술하

는 접근법은 성폭력 발생, 경험, 또는 결과에 있어서  종족집단간에 차이

가 나타나는 방식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유용하다.  

마지막으로 종족성은 다양한 종족집단간의 관계성이라는 측면에서 

이해되기도 한다. 종족집단간의 관계의 성격을 규명하는 방식은 연구자

의 입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지만, 성폭력연구와 관련하여서는 

종족집단간의 관계를 갈등적인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이 부분이다. 우

선 종족집단간의 전쟁이라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전쟁 강간에 한 연구

가 표적인 경우이다. 예컨  올루직(1996)은 전 유고슬라비아에서 일

어났던 전쟁강간에 한 민족지적 연구를 통해서 전쟁강간 (주로 보스니

아-세르비아 병사의 회교도 여성에 한 강간)이 인종말살 수단으로서 

전략적이고 의도적으로 자행되었으며 따라서 이를 “인종청소”의 한 형

태로 정의될 수 있다고 지적하 다. 무엇보다도 이와 같은 전쟁시의 강

간은 평화시에 그 지역 여성들의 몸에 부착된 명예, 수치심, 섹슈알리티

의 개념이 없었더라면 여성에게 고통을 부여하기 위한 그리고 그 여성들

이 속한 집단의 남성들에 한 테러로서의 효과적인 무기가 될 수 없었

을 것이라고 지적함으로서 이와 같은 전쟁 강간이 사실상  남성 규정적

인 여성의 섹슈알리티를 매개로 이루어진 성별화된 폭력(gendered 

violence)임을 지적하고 있다. 종족집단간의 관계에 한 갈등적 시각에

8) 아팔라치 인디안 집단을 상으로 아내에 한 물리적 폭력이 어떻게 남편의 아내에 

한 통제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지를 그 집단의 문화적 맥락과 관련하여 기술하고 있

는 거네(Gagne)의 민족지적 연구(1992) 또한 종족성을 특정한 종족 집단, 소수민족 

집단의 문화적 특수성으로서 접근하는 한 사례연구로서 참고 할 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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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종족성을 성폭력과 연계시키는 또 다른 접근방법은 위계적인 종족집

단간의 관계, 즉 위계적 질서 내에서 소수 민족 집단이 차지하는 상 적

으로 열악한 사회적 위치 등에 주목하는 것이다.  예컨 , 소수민족 여성

들이 갖는 상 적으로 낮은 경제적 지위, 사회서비스에 한 낮은 접근

성, 특정 소수 민족 집단 여성의 섹슈알리티에 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

이 이들 여성의 성폭력에 한 응에 미치는 향을 연구하는 것은 그

와 같은 접근 방법의 한 예가 될 수 있겠다. 특정 종족집단의 문화적 

특수성에 주목하는 접근과 비슷하게 이러한 접근 방법 또한 다양한 여성 

종족집단간별로 성폭력에 관한 응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방식을 설명

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종합하면, 성폭력에 관한 문화인류학내에서 종족성은 하나의 사회문

화적 변수, 문화적 합의, 특정 종족 집단에 특유한 문화적 양식, 또는 

종족집단간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다양하게 분석될 수 있다. 특히 종족성

의 개념을 특정 종족 집단에 특유한 문화적 양식으로 접근하거나 종족 

집단간의 위계적 관계 내에서 차지하는 특정 집단의 지위, 위치와 연결

시킬 경우 성폭력 응/폭로에 있어서 종족집단간에 차이가 나타나는 

방식을 설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5. 소수민족여성의 성폭력 경험/대응에 관한 한 시각으로서 종족성 

및 성 인지적 시각  

이상에서 살펴 본 성폭력에 관한 여성주의적 접근의 전제들, 성 인지

적 문화인류학적 연구들의 성 간의 구별과 섹슈얼리티에 관한 분석들, 

그리고 종족성에 한 문화인류학적 접근들을 통합하면서 필자는 여기

서 소수민족 여성들을 상 로 발생되는 성폭력의 원인, 결과, 또는 그에 

한 응을 설명하는 하나의 안적 시각으로서 종족성 및 성 인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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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ethnic gender perspective)을 제시하려고 한다. 간단히 말해 성폭력

에 관한 종족성 및 성 인지 시각은 소수민족 여성들이 경험하는 성폭력

의 의미, 결과나 이에 한 사유 (reasoning) 및 응들을 그들의 시각에

서, 그들이 경험하는 차별적 성 관계와 관련하여, 그리고 그러한 차별적 

성 관계의 형성, 유지에 향을 주는 종족적 문화양식의 특수성이나 그

여성들의 종족적 지위와 관련하여 설명하는 일반적인 태도를 지칭한다. 

이하에서는 성폭력에 관한 종족성 및 성 인지 시각을 구성하는 일반적 

전제들에 관해 설명한다.

첫째, 소수 민족 여성이 경험하는 성폭력의 원인이나 표현양식, 결

과, 응들은 문화적으로 형성되는 성 간의 구분/차이, 특히 차별과 접

히 연결되어 있다. 즉, 종족성 및 성 인지적 시각 안에서 성폭력은 성 

간의 구별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성별화된 폭력 (gendered violence)으

로 정의된다. 그러므로 성폭력 발생 및 의미와 관련 있는 성 간의 차이, 

차별, 위계들의 구체적인 존재형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정치, 

경제, 또는 이데올로기 등 다양한 차원에서 그리고 그들 간의 상호 작용

관계 속에서 파악될 필요가 있다. 

둘째, 성폭력은 성애화된 폭력(sexualized violence)이다. 성폭력의 

원인이나 표현양식 그리고 결과들은 문화적으로 구성되어 여성에게 부

과되는 섹슈알리티 (즉, 성 적 욕구, 행위, 태도 그리고 취향)와 연결되어 

있다. 다른 종류의 폭력 피해자들과 달리 성폭력 피해자들은 “창피함”, 

“낙인”, “무력함”과 같은 독특한 느낌을 갖는다는 사실이 많은 학자들에 

의해 제시되어왔는데 이는 성폭력이라는 폭력형태가 갖는 특수성, 즉 

성 적 접촉(sexual encounter)을 수반한다는 사실과 관련 있다. 그러므

로 소수민족 여성이 경험하는 성폭력연구에서는 성 적 욕구, 행위, 태도

나 취향의 구체적인 형태를 사회문화적인 맥락 안에서 파악하는 일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타인의 희생을 전제로 자신의 성적 쾌감, 권리, 주체

성들을 최 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성행동이나 태도들을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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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화하는 문화적 규범과 실행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셋째, 문화적 구성물로서의 성 간의 차이, 차별, 위계들이 성폭력 현

상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중심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성폭력이라는 현상

을 오직 이와 관련해서만 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성폭력 현상에 있어서 성 관련 요인들이 미치는 향이 ‘결정적’이

라는 개념을 배제한다. 그 신, 성별화된 폭력은 종족성이나 계급과 같

은 다른 사회적 현상들과 연계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다. 이런 전제는 

문화의 부분들이 상호 연계되어 있다는 문화적 총체성의 개념에 기초한

다.

네째, 소수민족 여성이 경험하는 성폭력을 종족성과 관련하여 설명

할 때 종족성의 개념은 하나의 사회문화적 변수, 문화적 합의, 독특한 

개별적 문화적 양식, 그리고 종족간의 관계라는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성폭력을 둘러싸고 나타나는 다양한 여성 종족 집

단들 간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각 집단의 특수한 종족 문화적 양

식 (특히 불균등한 성 간의 관계 형성, 유지와 관련 있는 종족 문화적 

양식) 그리고 종족집단간의 위계적 관계 안에서 소수민족 여성이 차지하

는 위치와 지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성폭력의 개념, 즉 폭력적 성이 무엇인가는 맥락에 따라 다

르게 규정될 수 있다(Martin 2003; Sanday 1996a, 1996b). 이러한 시각

은 성폭력을 관찰, 기술되거나 측정해 내 놓을 수 있는 어떤 물리적 형태

를 가진 실체로서 성폭력을 바라보는 데카르트적 개념에 반 되는 것이

다(Martin 2003). 이는 성폭력이라는 것이 이에 한 사람들의 사유 속에

서, 이에 한 담론 속에서 재현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의 개념이 

맥락에 따라 다르게 형성될 수 있으므로 사람들의 사유나 담론에 나타난 

성폭력의 형태들은 다중적일 수 있고, 개념적 정의 과정 자체가 상당히 

논란적일 수가 있다. 또 다양한 소수민족 여성 집단 간에 그리고 그 내부

에서도 성폭력에 관한 다양한 정의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전제는 어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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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성 적 접촉을 성폭력이라고  규정하는 가가 개인들 간에, 집단간에, 

그리고 지역간에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사실 그리고 같은 집단 내에서도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변화한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심지어는 성폭

력을 실증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 간에도, 성폭력에 관한 정의들이 서로 

달라지고 있음이 발견된다. 그러므로 누가, 어디서, 어떤 맥락에서, 어떤 

목적을 갖고 정의하느냐에 따라 성폭력의 개념, 의미가 어떻게 달라지는

지,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성폭력의 개념이나 의미는 피해자의 다수를 이루는 여성의 시각에서 파

악될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이들의 성폭력에 한 사유, 즉 이들이 성폭

력에 해 무엇을 어떻게 말하고 있으며 생각하는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여섯째, 성폭력의 통제적 의도, 그리고 성폭력이 피해자에게 끼치는 

부정적 향들은 성폭력의 경험이 성폭력 피해자들을 무력화시키고 있

다는 것을 명백히 드러내고 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피해자들은 그러한 

부정적인 결과나 향으로부터 회복되거나 치유될 수 있고, 성폭력의 

경험과정을 통해 상실한 상황에 한 통제력과 잃어버린 힘들을 되찾을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 생존자 (survivor) 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

로 잠재적 또는 실제적 성폭력 피해자로서 여성들이 성폭력에 해 갖고 

있는 시각과 응 속에서 보이는 주체적인 힘들, 그리고 성폭력의 부정

적 향에 한 다양한 저항 형태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모순

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 주체적인 힘과 저항적 형태에 한 파악

은 그러한 저항을 억제하고 저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생존자들의 실행들에 한 파악과 병행될 필요가 있겠다. 

결론적으로, ‘종족성 및 성 인지 시각’안에서 소수민족 여성들이 경

험하는 성폭력의 발생원인, 표현양식, 의미, 결과들은 그 여성들의 시각

으로부터 그리고 성 간의 권력관계, 특히 이들 여성의 섹슈알리티에 

한 문화적 규정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성 간의 권력관계와 관련하여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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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소수민족 여성이 경험하는 계급적, 종족적 지위

는 이들의 성폭력 경험, 응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경험하는 성 간의 권력관계를 형성, 유지하는 사상적 그리고 제도적 종

족 문화적 양식은 무엇인지를 살펴봄으로써 소수 민족 여성 집단 간에 

보이는 성폭력 경험과 응에서의 차이가 나타나는 방식을 설명할 필요

가 있다. 이와 같은 종족성 및 성 인지적 시각 안에서 왜 성폭력은 일반

적으로 남성=가해자, 여성=피해자라는 형태로 나타나는지, 왜 피해자의 

성폭력에 관한 반응은 ‘수치심,’ ‘죄의식,’ ‘낙인’과 같은 성폭력에 

한 독특한 형태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소수 민족 여성 집단별로 성폭력 

보고에 있어서의 차이는 왜 나타나는지에 한 답변을 찾아 나갈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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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ritical Review of Theoretical Approaches to Sexual Violence:
Toward an Ethnic Gender Perspective

Lee, Jong-In
9)

The   self‐report  drawn   prevalence   of   sexual  v iolence   against  women  

vary   by   ethn ic   groups,  w ith   the   general  tendency   that  sexual  violence   is  

much   higher   am ong   American   wom en   than   American   men.    Sexual  

v iolence   constitu tes   the   most  under‐reported   crim e   in   the   United   States.    

Victim ized  women   are   reluctant  to   report  incidents  as  they   feel  shame   and  

helpless   or   consider   the   incidents   a   personal matter.  Concerned  w ith   such  

phenom ena   occurring   in   the   United   States,  I  exp lore   an   anthropolog ical  

theoretical  perspective   w ith in   which   sources   and   meanings   of  sexual  

v iolence   against  ethn ic   m inority   women   can   be   well  exp lained .    To   do  

th is,  I  critically   rev iew   a   considerable   num ber   of  theoretical  approaches  

to   sexual  v iolence   that  are   found   in   the   literatu re   of  anthropology ,  

socio logy ,  psychology ,  and   health   science.    

My   rev iew   of  the   theories   focuses   on   the  ways   in  which   the   theories  

exp lore   concep ts   gender   and   ethn icity .    Gender   refers   to   cu ltu r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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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ed   and   em bedded   differences   betw een   men   and   wom en.    

Ethn icity   ind icates   phenom ena   occurring   in   the   situation   where   diverse  

racial  or   ethnic   groups   constitu te   participatory   and   in terrelated   parts   of  

a   society   w ith   a   bounded   territory .    Sexual  v iolence   refers   to   unw anted  

or   forced   sex   that  wom en   experience   w ith   male   perpetrators.  

I  beg in  w ith   a   rev iew   of  ʹconventional  approaches ʹ  to   sexual  v iolence  

in   which   an   analysis   of  gender   and   ethnicity   is   not  a   focus   in   their  

exp lorations   of  sexual  v io lence.    The   theories   in   my   rev iew   include:  1)  

theoretical  approaches   in   which   sexual  violence   is   defined   as   an   mental  

or   bod ily   disease   or   abnorm ality ,  such   as   ʹpsychopathology   modelʹ  and  

ʹbiom ed ical model;    2)   theoretical  approaches   in  which   sexual  violence   is  

defined   as   the   result  of  certain   situational  conditions  or  a   victim ʹs  personal  

behavioral  characteristics,  such   as  ʹsituational  blam e  modelʹ  and   ʹthe   victim  

precip itation   model ʹ;  3)  sociocu ltu ral  approaches   including   ʹtheories   of  

cu ltural  support  for   violence,ʹ  ʹsocial  disorganization   theory ,ʹ  and   ʹcu ltu ral  

ecological  approaches ʹ  in  which   social  cu ltu ral  contexts   at macro   level  are  

exp lored   as   sources   of  sexual  v io lence   ;  and   4)   evolu tionary   approach   as  

an   exp lanation   of  the   orig in   of  sexual  v io lence.    

Next  I  exp lore   fem inists ʹ  perspectives   on   sexual  v iolence   (particu larly  

rad ical  fem inists ʹ)  in   which   sexual  v io lence   is   exp lained   in   relation   to  

presum ably   universal  unequal  gender   relations.    Desp ite   changes   in  

fem in ists ʹ  exp lanations   about  sexual  v io lence   during   1970s   and   1980s,  

fem in ists   share   common   basic   assumptions   as   fo llow :  sexual  v iolence  

against women   is   the   resu lt  of  contradictory   power   relations   betw een  men  

and   women .    A   prim ary   function   and   consequence   of   sexual  v iolence   is  

social  control  over   women ,  which   is   often   condoned   w ithin   society .    

Therefore,  all  efforts   for   control  of  sexual  violence   shou ld   be   made   to  

change  male   dom inant  gender  relationships  operating   at  diverse   social  and  

cu ltu ral  dim ensions.    The   empowerm ent  of  wom en   is   essen tia l  to   contro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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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sexual  v io lence   and   their   consciousness   and   movem ents   shou ld   be  

encouraged   for   it.  

In   the   fourth   section ,  I  discuss   how   the   ethnograph ic   approaches   to  

sexual  v io lence   conducted   w ith in   gender   perspective   exp lore   concep ts  

gender   and   ethn icity .      Little   fem in ist  ethnographic   researches   on   sexual  

v iolence   existed   during   1970s   and   1980s.    However,  concept  gender   has  

become   the   focus  of  ethnographic  research   on   the   subject  since   1990.   Only  

since   then ,  sources,  meanings   or   outcom es   of  sexual  v iolence   have   been  

exp lained   in   relation   to   gender   pow er   differentials.    The   dim ensions   of  

gender   power   differen tia ls   in   analysis   vary   includ ing   sexual  ideo logy ,  

material  opportunities,  and   cu ltural  practices.    The   concept  of   ethn icity   is  

hard ly   exp lored   w ith in   the   ethnographic   research   on   sexual  v io lence.    

Nonetheless,  my   rev iew   of  research   on   health   and   ethnicity   as   well  as  

sexual  v io lence   suggests   that  concept  ethnicity   is   used   in   four   differen t  

ways:    It  is   defined   as   social  cu ltu ral  in fluences,  a   cu ltu ral  consensus,  

bounded   and   distinctive   social  and   cu ltu ral  characteristics   of  a   certain  

ethnic   group ,  or   in   term s   of  conflicting   ethn ic   relations.    The   concepts   of  

ethnicity   as   bounded   and   distinctive   social  cu ltu ral  characteristics   as  well  

as   differen t  ethn ic   status   or   position   w ithin   conflicting   ethn ic   relations  

seem   usefu l  for   exp lanation   of  differences   am ong   ethnic  m inority  women  

group   in   occurrence   of   and   responses   to   sexual  v io lence.      

Incorporating   the   fem inist  perspective   on   sexual  violence,  the   research  

prem ises   and   resu lts   of   the   gender‐focused   ethnographic   research   on  

sexual  vio lence   and   the   concepts   ethnicity  mentioned   above,  I  suggest  an  

ethnic   gender   perspective   as   an   in tegrated   anthropological  theoretical  

approach   to   sexual  violence   against  ethnic  minority  women.    Ethnic   gender  

perspective   refers   to   general  attitudes   in   which   sources   and  meanings   of  

sexual  v io lence   against  ethn ic   m inority   women   are   exp lored   in   relation  

to   unequal  gender   relations   surrounding   the   women .    Ethnic   g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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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pective   defines   sexual  v io lence   as   gendered   and   sexualized   v iolence.    

W ith in   the   theoretical  perspective,  the   cu ltu rally   constructed   unequal  

gender   relations   operating   at  diverse   dim ension   are   recogn ized   and  

documented.    The   perspective   pays  attentions  to   effects  of  the   links  among  

the   gender,  ethnic,  and   class   statues   of  the   m inority   women .    It  focuses  

on   the   role   of  ethnicity   in   sources   and  meanings  of  sexual  violence   against  

ethnic   m inority   wom en.    The   concep t  ethnicity   as   a   specificity   of   ethnic  

cu ltu ral  characteristics   is   usefu l  to   exp lore   how   unequal  gender   relations  

are   shaped   and  maintained   in   a   certain   ethn ic   cu ltu ral  context.    In   doing  

so ,  the   concep t  can   exp lain   why   and   how   differences   in   sources   and  

meanings  of  sexual  violence   against  ethnic  m inority  women   occur.    Ethnic  

gender   perspective   suggests   that  the   notions   of   sexual  violence   are  

context‐dependent,  thus,  multip lex   in   form ,  contested   and   chang ing .    

Accordingly,  it  suggests  the   importance   of  ethnic women ʹs  reasoning   about  

sexual  violence,  w ith   the   recogn ition   of  the   need   of  empowerm ent  of  

surv ivo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