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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의 정의 :

재미한인여성들의 사유(思惟)

이종인
*

30)

1. 강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강간이 주요한 사회적, 법적 사안이라는 점에는 많은 사람들이 쉽게 

동의하지만 어떤 행위범주를 강간으로 규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

이 분분하다. 예컨대, 미국사회의 경우, 강간에 대한 사회적 정의와 법적 

정의가 불일치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연방정부나 각 주에서 채택하고 있

는 강간에 대한 법적 정의가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사회적으로도 강간

이라는 용어가 갖는 의미는 남성과 여성, 경찰관, 상담원 등 사회 구성원

들에게 다양하게 비춰지고 있으며, 강간의 분포나 발생률을 조사하는 

연구들도 서로 다른 조작적 정의들을 채택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White and Post 2003). 강간이나 성폭력에 대한 규정을 놓고 논란이 분분

한 것은 한국사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예컨대, 전통적인 사회적 통

념이나 1995년 이전의 법적 조항들은 강간을 ‘여성의 정조를 파괴하는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연수연구원



174  비교문화연구 제13집 1호(2007)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방식의 강간규정이 내포하고 있

는 성적 불평등성과 그에 따른 여성들의 피해를 지적하는 여성주의자들

은 강간 및 성폭력을 ‘몸에 대한 여성 시민권의 침해’ 또는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자율성의 침해’로 규정해 왔다(배은경 1997; 신상숙 

2001 참조)1). 

이와 같이 강간에 대한 일치하는 정의가 없다는 것은 강간이라는 

사건이 일정하게 고정적이고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실재가 아니라 개인 

또는 집단에 따라서 그 실체가 다르게 구성(construction)되는 것임을 암

시한다. 에 리 마틴(Martin 2003)은 강간이란 일정한 사회문화적 맥락 

안에서 사람들에 의해 그 존재와 의미가 구성될 때 비로소 실재하게 되

는 행동범주라고 주장한다. 강간을 포함하여 행위자의 의지를 포함하는 

모든 인간행동들은 그와 같은 행동이 일어나는 문화적 환경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뜻이 통하는 범주를 통해 구성될 때 비로소 이해 가능한 것

이 되고 따라서 그것이 일어나는 맥락과 분리되면 그 본래의 존재 의미

가 상실된다고 그녀는 주장한다. 강간 범주가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된다

는 관점은 성폭력이나 강간이 그것을 말하는 주체들에 따라서 그들의 

담론이나 구술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되고 있음을 제시하는 여러 인

류학적 연구들(Moore 1994; Cameron and Frazer 1994; Day 1994)에서 확

인된다. 예컨대, 블래저와 코스(Bletzer and Koss 2004)는 미국남서부에 

있는 세 종족집단―샤이언 인디언, 멕시칸, 앵글로―출신의 강간피해 

여성들의 구술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각 집단 여성들이 서로 다른 방식

으로 강간경험에서의 동의와 강제의 측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을 규

명하 다. 그들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샤이언 인디언 여성들은 성관계에 

대해 자신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

들이 이를 무시하며 강간을 시도했다고 말하면서, 자신들이 경험한 강간

1) 한국사회에서 성폭력에 대한 담론은 주로 여성단체, 여성주의자들에 의해 1990년 초에 

들어 활성화되기 시작하 다. 그와 같은 담론의 변화를 살펴보려면 배은경(1997), 신상

숙(2001), 변혜정(2005)의 논문들이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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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건의 시작, 전개, 종료의 순서에 따라서 구술하 다. 그 상황에서 

일어났던 신체적 접촉들에 관해서는 대부분 은유적으로 또는 감정적 표

현을 사용하여 구술하고 있었다. 멕시칸 여성들의 구술은 사건의 전개과

정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생략하거나 특히 신체적 접촉에 관해서는 

거의 침묵을 하거나 완곡어법만을 사용하여 지시하는 일종의 성적 침묵

(sexual silence)상태를 특징으로 하는 가운데, 그 사건이 이후 자신들에게 

미친 향(impacts)이 무엇인가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 사건을 구술하고 

있었다. 또한 사건발생과 관련하여 남성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관해

서만 그리고 그나마도 모호한 표현으로 기술할 뿐, 그 상황에서 여성자

신이 주체적으로 한 행동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었다. 이 두 집단과

는 대조적으로 앵글로 여성들은 사건 전개 마디마디에 대해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신체적 접촉에 대해서 자세하고 생생한 기술을 

하고 있었으며, 그 상황에서 자신들이 느꼈던 불편함과 고통이 무엇이었

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 하고 있었다. 위 연구자들은 이와 같은 

강간구성 방식에서의 차이를 낳는 배경으로서 이 여성들이 속한 집단의 

문화적 차이를 거론하는데, 앵글로 여성들은 표현의 자유가 강조되는 

문화에 비교적 많이 노출이 된 반면, 샤이언 인디언과 멕시칸 여성들은 

역사적으로 억압의 경험이 많은 집단출신이라는 점을 제시하 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사회구성주의(social constructivism)적 연구입장 

안에서 강간이라는 것을 특정한 사회문화적 맥락 안에서 그 실재가 구성

되는 행동범주로 정의하고, 미국 내 아시안 계 소수민족 집단중의 하나

인 한인여성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강간을 정의하는 방식과 그 맥락에 

대해 살펴본다. 특히 이들 여성의 강간 정의가 이루어지는 방식과 맥락

을 종족성 및 성 인지적 관점(ethnic gender perspective)에서 분석한다. 여

기서 종족성 및 성인지적 관점이란 소수민족 여성들의 성폭력 경험 또는 

이에 대한 태도들을 그들의 시각에서, 그들이 경험하는 차별적 성관계와 

관련하여, 특히 그러한 차별적 성관계의 형성, 유지에 향을 주는 종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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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문화양식의 특수성이나 그 여성들의 종족적 지위와 관련하여 설명하

는 일반적인 접근방법을 지칭한다(이종인 2006). 이러한 접근방법을 취

하는 것은 여성주체, 특히 소수민족여성 주체의 관점에서 강간을 파악한

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연구 대상 여성들의 강간의 정의 방식은 그들이 강간 

성립을 놓고 보이는 윤리적 또는 도덕적 사유(moral reasoning)를 분석함

으로서 규명한다. 즉 여성들이 어떤 것을 강간이라고 판단하며 또 그 

판단의 근거로 제시하는 이유나 정당화가 무엇인가라는 측면에서 분석

한다. 강간에 대한 정의가 이루어지는 사회문화적 맥락은 여성들의 강간

의 정의를 둘러싼 성 관념(sexual beliefs)과 그러한 성 관념이 형성, 유지되

는 사회문화적 기제라는 측면에서 살펴본다. 여기서 성 관념이란 성에 

대해 생각하고 말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인류학자 페기 샌디(Peggy 

Sanday 1990, 1996a, 1996b, 1996c, 2003참조)는 성 관련 태도가 강간 및 

성폭력의 발생, 규정, 이의 통제를 위한 개입에서 행사하는 역할의 중요

성에 주목하면서, 남성 지배와 여성종속을 부추기는 성 이데올로기가 

지배적인 공간과 시간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강간의 발생이 

더욱 높거나 여성피해자에 대한 대우가 가혹한 것임을 여러 연구들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강간의 실재가 구성되듯이 그러한 성 관념 또한 

인간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므로, 성 관념은 이해관계, 지배, 종속을 특징

으로 하는 정치적 관계를 내포하는 한편, 성별, 계급, 세대, 종족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존재 할 수 있다(변혜정 2005; 장필화․조형 1992). 

이런 점에서 재미한인여성들의 강간에 대한 정의에 향을 주는 성 관념

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성 관념이 형성, 유지되는 기제가 무엇인

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그러한 성 관념을 둘러싸고 발견되는 정치

적 관계로서 성차별적 관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가 재미한인여성들에 초점을 맞추고 이들의 강간 정의 방식

을 살펴보려는 이유는 미국 내 아시안 계 여성들의 강간 사건피해경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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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율이 다른 종족집단의 여성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조함에도 불

구하고 아시안 계 여성들의 강간사건이나 강간사건 폭로에 대한 관점이

나 생각들에 관한 연구들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Lee 2003). 또한 같은 

아시안 계 여성이라고 할지라도 그 출신 문화배경이 다름으로 해서 강간

이나 강간사건 폭로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각각의 아시안 

계 여성 집단에 초점을 맞추는 개별 연구를 통한 경험적 자료의 축적이 

다양한 종족집단 여성들의 강간의 개념을 비교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필자는 재미 한인여성들의 강간의 개념과 의미

에 대한 정의, 그리고 강간사건폭로에 관한 사유를 분석함으로서 강간사

건에 대한 폭로 의지를 저해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고자 

1994~2000년 사이에 미국 동부지역에 살고 있는 18세 이상 한인 여성

들 255명과의 심층면접 및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 고 본 연구

논문은 이를 근간으로 작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한인여성이란 본인을 

한국인 또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간주하는 자, 한국인 부모나 친척에 의

해 양육된 자, 그리고 연구 조사시점 당시 체류상의 법적지위나 목표에 

상관없이 미국 내에 거주하는 자라는 세 가지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여성

들을 말한다. 조사에 참여한 제보자 여성들은 강간경험(또는 경험이 있

다고 주장하는 것)의 여부와 상관없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하

고, 특히 면대면 심층면접조사과정의 경우, 연구 윤리적 차원에서 제

보자 본인의 강간경험 여부에 대해 연구자가 질문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 기 때문에2), 강간에 대한 개념 정의가 사례중심이기보다는 가상적

2) 본 연구의 궁극적 목적이 강간사건폭로를 저해하는 요인들을 규명하는 것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 병원, 경찰서, 상담소, 미디어, 연구소 등의 기관에 사건을 보고한 피해

자들은 사건폭로를 이미 행동화한 경우로 간주하여 이런 기관으로부터 연구대상자들

을 표집하지 않았다. 그리고 본 연구의 초기 예비조사 단계를 제외하면 연구자는 면

대면 면접에 참여한 제보자 여성들에게 성폭력이나 강간 경험사실이 있는 지에 대해 

묻지 않았다. 이는 본 연구자가 소속된 대학의 연구윤리심의위원회가 본 연구계획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를 지시하 기 때문이다. 제보자 개인들의 강간 경험에 대한 질

문을 함으로서 이들에게 고통스러운 과거를 회상하게 하는 실마리를 제공하고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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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othetical) 상황을 전제로 하는 추론의 성격들이 많을 수밖에 없었음

을 미리 밝혀 둔다.

이하에서는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과정과 제보자들의 인구 사회 경제

적 특성을 개관한 다음, 제보자들이 강간을 정의하는 방식과 그 맥락을 

차례로 살펴본다. 제보자들의 강간 정의 방식은 이들이 강간의 사례로 

제시하는 사건들에서 강간이 성립되는 방식, 제시된 강간의 사례와 개념

적 정의에서 사용하고 있는 강간성립의 기준들, 그리고 각 기준들의 상

대적 중요성에 대한 이들의 인식이라는 측면에서 차례로 살펴본다. 특

히, 강간을 정의하는 방식을 둘러싸고 제보자 여성들 내부에서 어떤 유

의미한 차이들을 보이고 있는지에 유의하며 강간의 구성방식을 살펴본

다. 그 다음 강간의 구성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그리고 내부적인 차이를 

보이면서 이루어지는 맥락으로서 한국적 성 관념과 미국사회에서 관찰

되는 성과 강간에 대한 주류적 담론의 특성에 대해 살펴본다. 끝으로 

재미한인여성들의 성적 주체성(sexual subjectivity)을 이해하고 함양하는 

측면에서, 그리고 다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미국사회에서 문화적 역량이 

제고된 강간예방과 피해자 치유를 위한 사회적 개입을 계획, 실천하는 

측면에서 본 연구의 분석결과가 갖는 함의가 무엇인지에 관해 논의한다.

2. 연구방법

1) 자료수집과정 
본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은 2단계를 거쳐 진행되었는데 조사의 1단

과정이 이들에게 정신적인 위해를 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그 이유 다. 본 연구는 

전 연구과정을 통해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연구윤리 준수에 충실하 고 연

구대상자 보호계획서가(A Plan for Human Subject Protection)가 소속 대학의 연구윤리 

심의위원회에 의해 승인된 상태에서 진행되었음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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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1994~1999년 사이에 진행)에서는 기술적 자료(descriptive data)의 수

집과 분석을 위주로 하는 질적 연구를 수행하 으며, 2단계에서는 설문

조사를 이용한 양적 연구(2000년 1개월간 실시)가 수행되었다. 질적 연

구 조사과정에서는 총 36명의 제보자와 면대면 면접조사(개별 심층면접 

25회 및 초점집단면접 2회)를 실시하 다. 질적 연구의 초기 단계에서는 

제보자들이 무엇을 강간이라고 규정하는 지를 파악하는 데 주로 초점을 

맞추었고 후기단계에서는 제보자들이 강간의 의미를 어떤 식으로 구성

하는 지를 파악하는 것에 주로 초점을 맞추었다. 따라서 초기단계의 면

접과정에서 연구자는 연구대상자들이 강간이라는 용어를 어떻게 사용하

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의도적으로 “강간”이라는 용어 대신 “성폭력”이

라는 보다 광범위한 용어를 사용하 고, 한편으론 성폭력뿐만 아니라 

성적 접촉(sexual encounters)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 관해서

도 물어보았다. 어로 면접을 진행할 때는 “sexual assaults” 또는 “sexual 

violenc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 다. 예컨대, 연구자는 면접에 참여한 제

보자들에게 ‘성적 행위 또는 접촉이란 무엇인지,’ ‘성폭력이란 무엇인

지,’ ‘무엇을 성폭력이라고 부를 수 있는 지,’ ‘제보자가 알고 있는 성폭

력의 사건에 대해 말해 줄 수 있는 지’를 물음으로서 관련 자료를 수집하

다. 그런 반면 후기단계의 면접과정에서 연구자는 바로 ‘강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조사를 진행하 다.

다음 단계에서 수행된 설문조사는 성, 강간, 결혼과 관련한 연구 참

여자들의 인식을 측정하도록 고안되었는데, 주로 질적 연구 분석결과 

의미 있는 주제로 도출된 사항들을 중심으로 문항들을 만들었다. 본 연

구논문과 관련해서는 첫째, 강간정의에 사용되는 각 기준들의 상대적 

중요성을 설문 응답자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둘째, 다양한 유형

의 남성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가상의 강제적/비동의적 성관계를 강간

으로 간주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셋째, 일탈적인 성에 대한 제재가 

한인남성과 한인여성에게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지를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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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문항들이 포함되었다. 아울러 설문 응답자의 인구 사회 경제적 특

성(예, 연령, 교육 정도 등), 그리고 이들이 ‘원하지 않는 성’을 경험한 

사실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묻는 문항도 포함되었다. 설문조사는 지역에

서 한인여성들의 생활의 중심이 되는 기관 또는 장소를 조사자가 직접 

방문하여 설문조사에 참여를 희망하는 대상자들을 표집하고 대상자들이 

그 자리에서 직접 설문지를 기입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총 219명의 

여성이 설문조사에 응하 으며 이들은 지역 내 한인교회들(64%), 미장

원과 식품가게 등의 업장소(21%), 대학 캠퍼스(11%), 우체국 같은 일

터(4%)에서 충원 되었다. 

2) 제보자들의 인구, 사회 및 경제적 특성
질적 연구 조사에서 면접조사에 참여한 36명 제보자의 절대 다수

(80%)는 주로 20대(42%)와 30대(38%) 으나 40대(3%), 50대(10%) 그리

고 60세 이상(7%)도 포함되었다. 이들은 크게 기혼자(46%)이거나 미혼

자(42.9%)로 양분되었으며 소수의 이혼녀(7.1%)와 미망인(4%)이 포함되

었다. 미국에서의 거주 연한은 5년 이하(16.7%), 6-10년(29.2%), 11-15년

(20.8%), 16-20년(8.3%), 20년 이상(12.5%), 미국에서 출생한 후 성장한 

자(12.5%)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언어구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 제보자의 거의 대다수는 한국문화권 출신이거나 그에 익숙한 자들

이었다. 즉 제보자의 절반 이상인 58.6%가 한국어가 모국어 고, 이중 

언어 (한국어 및 어) 구사자도 27.6%이었다. 반면 어가 모국어인 응

답자는 13.8%에 불과하 다. 제보자 대부분의 교육수준은 높은 편으로 

이 중 절반(50%)은 대학졸업이상 학력자 으며 그 다음 약 절반(42.9%)

은 고등학교 졸업자 다. 고등학교미만의 학력자는 극히 소수(7.1%)에 

불과했다. 그러나 높은 교육수준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지위는 대체로 

높은 편이 아니었다. 예컨대, 이들의 직업이나 고용상황을 보면 이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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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절반가량(51.7%)은 시간제 또는 전임 임금노동자(41.4%)이거나 자

업 종사자(10.3%)로서 수입이 있는 노동에 종사하는 반면, 나머지 절반

은 학생(24.1%)이거나 실업자(24.1%) 다. 

질적 연구 때와는 달리 설문조사에 응답한 제보자들의 연령은 20대

(22.4%), 30대(30.8%), 40대(26.2%), 50대(14%), 60세 이상(6.5%)으로 매

우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질적 연구에 참여했던 제보자들

과 비슷하게3) 설문조사 응답자들의 대부분도 한국문화권에 깊이 편입되

어 있었다. 응답자들의 미국 내 체류기간은 5년 미만(27.4%), 5-9년

(10.2%), 10-14년(16.7%), 15-19년(16.3%), 20-24년(17.2%), 25-29년

(10.2%), 30년 이상(1.9%)으로 체류기간 5년 미만부터 30년 이상까지 상

당히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응답자의 절반(52.1%)은 어 말하기

를 아주 잘하거나(14.4%) 또는 잘 한다(37.7%)고 대답한 반면, 나머지 

절반(47.9%)은 못하거나(43.7%) 전혀 못한다(4.2%)라고 대답하 다. 그

러나 미국 내 거주기간 및 어 구사력의 고른 분포에도 불구하고 응답

자의 절대 다수(81.1%)가 청소년기 시절을 한국에서 보냈다고 대답하여 

응답자의 대부분이 한국문화 향권에 편입되어있음을 알 수 있었다. 

청소년기를 미국과 양국에서 동시에 보냈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0.5% 으며, 응답자의 16.6%만이 청소년기 시절을 미국에서 보냈다고 

대답하 다. 또 극히 적은 숫자(1.8%)가 한국과 미국이 아닌 제 3의 국가

에서 청소년기를 지냈다고 대답하 다. 응답자의 이와 같은 한국문화 

편중현상은 설문지의 언어선택에서도 나타났다. 응답자는 설문조사지 

기입을 시작하기 전에, 자신들이 중학교를 어느 언어권( 어 또는 한국

어)에서 다녔느냐를 기준으로 한국어 판 또는 어 판 설문지를 선택하

도록 권유되었는데, 응답자의 85%가 한국어판을 선택한 반면 15%만이 

어 판 설문지를 선택, 기입하 다. 

질적 연구과정에서의 제보자들과 달리 설문조사 응답자 대부분은 기

3) 질적 연구 조사단계에서 면접에 참여한 제보자 중 약 10명은 설문조사에도 참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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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으며 거의 대부분이 한국인 남편을 갖고 있었다. 응답자의 절대 

다수인 69.2%는 조사당시 기혼자(68.3%)이거나 약혼한 상태(0.9%) 다. 

그다음으로 많은 응답자들의 혼인상태는 한 번도 결혼한 적이 없는 미혼

(20.2%)에 해당하며, 별거 및 이혼녀(5.5%)와 미망인(5%)의 숫자는 상대

적으로 미미하 다. 조사당시 기혼자 이거나 결혼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대부분(89%)은 남편이 한국인이었으며, 남편이 한국인이 아닌 경우는 

10%에 해당했다. 한국인 남편과 비 한국인 남편 모두와 결혼했던 경험

(재혼의 경우에 해당함)이 있는 응답자는 1%에 불과했다. 그리고 응답자

의 18%가 ‘원하지 않는 성경험’(unwanted sex)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

다. 

또 질적 연구과정에서의 제보자들과 비슷하게 설문조사 응답자들의 

교육 수준은 상당히 높았으나 경제적 지위는 상대적으로 낮은 특징을 

보이고 있었다. 응답자의 교육수준은 상당히 높아서 응답자의 69.2%가 

준 학위(associate degree)이상을, 그리고 24.2%가 고등학교 학위를 취득하

고, 응답자의 단지 6.6%만이 고등학교 미만의 학력 소지자 다. 그러

나 높은 학력에도 불구하고 조사당시 1년 전 기준으로 응답자의 63%만

이 임금이나 보수를 받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37%는 실업상태에 

있었다. 또한 전반적으로 높은 학력에도 불구하고 취업상태에 있는 응답

자들이 종사하는 직업은 학력에 상응하지 못 한 직종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었다. 예컨대, 취업자의 절반이 넘는 숫자(56.7%)가 일정한 교육

을 필요로 하지 않는 직업(11.8%)에 종사하거나, 직업수행을 통한 훈련

(on-the job training) 정도를 필요로 하는 직업(예컨대, 식당여급, 우체국 

직원, 계산대 점원 또는 세탁소 직원)(44.9%)에 종사하고 있었다. 취업자

의 43.3%는 정규훈련(institutional training)을 요하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

었는데 이 중 24.4%는 미국사회 내에서의 고등교육을, 13.4%는 미국과 

한국 양 국가에서의 고등교육을 그리고 5.5%는 한국사회에서 받은 고등

교육에 적합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응답자의 소득정도 분포는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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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편이나 절반이 넘는 숫자(57.3%)가 년 소득 25,000불이하여서 대체로 

소득수준이 낮은 편이었다. 년 소득이 25,000-50,000불인 경우는 응답자

의 26.8%, 그리고 5만 불 이상의 소득자는 15.9%에 불과하 다. 응답자

의 절대 다수는 기독교(개신교 79.3%; 카톨릭 11.1%) 신자 다. 불교

(2.8%) 및 기타 종교(0.5%)는 아주 소수에 불과했고 응답자의 6.5%는 

종교가 없다고 대답하 다. 

3. 강간으로 제시된 사례들

1) 누구의 이야기인가?
면대면 면접조사 중 제보자들이 강간으로 제시한 사례는 모두 11사

례 다. 이들은 ‘강간,’ ‘(강간) 당한 경우,’ ‘겁탈,’ 어로는 ‘rape’ 이라

는 용어(label)와 함께 제시된 것들이었다. 강간에 대한 개념적인 정의 

수준에서의 제보자들의 이야기들이 다소 추상적인 반면, 사례에 관한 

이야기들은 제보자들이 어떤 사건들을 강간으로 간주하는 지에 대한 구

체적인 그림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자료 다. 제보자들이 

제시한 11건의 강간사례 중 그러나 제보자 본인이 관련된 경우는 두 사

례에 불과했다. 20대 후반기의 미혼인 한 제보자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경험한 적은 있지만 이를 강간으로 규정하지는 않는다는 말과 

함께 자세한 기술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 다른 두 사례는 제보자 한 명이 

친구관계에 있던 피해자들 두 명에게 각각 전해들은 사례들이며, 나머지 

일곱 사례는 미디어나 소문 등 그 출처가 사실상 불분명한 것들이었다. 

따라서 본인들이 연루된 사건을 제외하고는 사건의 전개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별로 없는 편이었지만, 어떤 맥락에서 발생한 사건을 강간의 범

주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지를 보여주는 자료로서는 충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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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강간사례들의 사건 발생지는 주로 한국(n=5)이거나 미국

(n=6)이었고, 사례 속에의 여성 피해자들은 주로 한국인(n=8)이었으나 

한국인이 아닌 경우도 일부(n=3) 있었다. 피해자가 한국인 여성으로 제

시된 여덟 사례 중에서 가해자가 한국인이 아닌 경우는 한 사례에 불과

하 다. 그러므로 제보자가 강간의 사례로서 제시한 사건들은, 한국에서 

일어났건 미국에서 일어났건, 주로 한국인들에 관한 것들이었다.

2) 그것이 강간인 까닭은……
언급한 11건의 강간사례들은 발생맥락이라는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일곱 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었다: ➀ 데이트관계에서 발생한 강간(1

사례), ➁ 집단 소개 미팅에서 발생한 강간(1사례), ➂ 가출과 집단혼숙시 

발생한 강간(2사례), ➃ 지인에 의한 강간(이웃집 남자, 아는 남자, 또는 

목사에 의한 강간, 총 3사례), ➄ 강도를 동반한 강간(한국에서 가택침입 

강도에 의한 강간 1사례, 비 한국인계 조직폭력배에 의한 한국인 계모임 

습격 시에 발생한 집단강간 1사례), ➅ 한국 6,25 전쟁 시 군인들에 의한 

집단 강간(1사례), 그리고 ➆ 한국에서의 부녀자 인신매매(1사례).

발생맥락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위의 강간사례들은 그 성격이 서로 

다른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으나 제보자들이 사건을 기술하는 방식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유형 ➀의 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한 강간사례를 제외한 

모든 사례들은 가해자들에 의한 ‘갑작스런’ 성적 공격이나 주도에 의해 

일어났다고 이야기된다는 점에서 비슷한 공통점을 지니고 있었다. 강도, 

집단폭력배, 군인, 인신매매 자와 같은 낯선 가해자들의 예기치 못한 습

격에 의해 사건이 진행된 유형 ➄➅➆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가해자가 

지인이거나 친구들인 경우도 사건진행이 ‘갑작스럽다’는 점에서는 마찬

가지 다. 지인에 의한 강간사례(유형➃)를 기술할 때도 제보자들은 피

해자가 잠을 자고 있었는데 이웃집 남자가 “몰래 방에 들어와서” 했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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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아는 남자하고 단 둘이 남겨졌는데 그 남자가 “돌변하여” 덤볐거나, 

또는 목사가 심방을 와서 “느닷없이” 일을 치르는 것으로 묘사했다. 미

국에서 중. 고등학교 시절을 보낸 20대의 제보자가 자신과 친구관계 던 

피해자들(한국계 친구 1명과 중국계 친구 1명)한테 직접 전해 들었다는 

두 사례들(유형➂)의 경우도, 가출한 남 녀 청소년들이 아파트에서 집단 

혼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밤에 잠을 자고 있었는데 가해자

가 ‘몰래 방으로 들어와서 했기 때문에’ 가해자의 얼굴을 잘 알아 볼 

수도 없는 상태에서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이었다. 30대의 제보자가 말해

준, 본인자신이 집단소개미팅에서 경험했다는 강간미수 사건(유형➁)의 

경우도 사건 묘사방식이 비슷했다. 이 사건은 제보자가 한국에서 고등학

교를 다니던 시절 어느 날 여고친구들과 함께 비슷한 또래의 남자고등학

생들과 집단 미팅을 갖게 되었을 때 일어났는데, 남학생들의 유인 하에 

건물에 감금된 상태가 되면서 강간의 위협에 처했었으나 이때 본인은 

완강히 이들에게 저항하여 강간을 모면하 고 다른 친구는 그 자리에서 

‘당한 경우’ 다. 이와 같이 남성 가해자의 ‘돌발적’이고 ‘공격적’인 성적 

강제에 의해 진행된 사건들은 당연히 여성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강제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제보자들의 이야기 안에서 강간의 사례로 성립되

고 있었다.

그러나 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한 강간(유형 ➀)의 경우, 사건 당사자

인 제보자의 사건묘사는 위의 사례들과는 여러 가지 점에서 사뭇 달랐

다. 면접당시 20대 후반이었던 제보자는 미국에 이민을 와서 적어도 고

등학교시절부터 미국에서 학교를 다녔던 소위 ‘1.5세’이다. 이 사건은 

제보자가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던 시절 어느 날 기숙사 자신의 방에서 

경험하 던, 지금은 헤어진 한국인 남자친구와의 사이에 있었던 첫 성관

계가 강간으로 구성된 경우이다.

우선 이 사건은 결코 ‘갑작스럽게’ 또는 ‘느닷없이’ 일어난 것으로 

묘사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위의 사례들에 대한 제보자들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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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과는 달랐다. 제보자에 의하면 둘이는 당시 서로 교제하는 사이

다. 그날 둘이 침대위에서 서로 껴안고 만지고 키스하는 등 “가벼운 성적 

접촉”을 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 남성이 마침내 “보다 높은 

단계의 성적 접촉”을 시도하 다. 그러나 제보자에 따르면 본인은 당시 

성 경험이 없는 처녀(virgin)이었고 결혼할 때 까지는 처녀성을 지켜야한

다고 믿고 있었다. 그래서 상대 남성에게 자신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에 상관없이 “그것만은 안 된다” “그건 선을 넘는 것이므로 안 

된다”고 하면서 사정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 으나 그러는 가운데 힘

이 빠져 지쳤고 “결국 남자가 힘이 있으니까” 성관계를 갖게 되었다. 

즉 이 사건은 그 안에서 당사자들 간의 ‘실랑이’로 표시되는 성적 협상

(sexual negotiation)의 과정을 적어도 포함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다른 사

건들과는 달랐다.

이 사례와 관련하여 또 한 가지 특기할 만한 것은, 제보자는 사건 

당시는 그것을 성폭력이나 강간이라고 결코 생각하지 않았었지만 이후

에 이를 강간으로 규정하는 태도의 변화를 보이고 있었고 나아가 이 사

건을 강간의 사례로 공공연히 공표까지 했다는 점이다. 제보자에 따르

면, 본인은 당시 이를 강간이라고 생각하기는커녕 성폭력이라고도 생각 

안했으며 오히려 그 사건이후 그 남성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매달렸고” 

때로는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원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그 남자와 결혼해

야 된다고까지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결국은 그 남자로부터 이별통보

를 받으면서 헤어지게 되었으며 그것은 “죽을 맛”이었다고 했다. 그와 

있었던 성관계에 대해서는 아무한테도 이야기 하지 않았었는데, 그로부

터 몇 년이 지난 후, 여성문제를 공부하는 한국인 동아리 모임에서 성폭

력에 관해 공부를 할 기회가 갖게 되면서 강간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따라서 이 모임에서 자신의 그 당시 경험을 강간으로 규정하면서 공개적

으로 공표하 다고 한다. 제보자는 당시 다른 한국인 남성과 교제 중이

었다. 그녀에 따르면 그 사건을 동아리 모임에서 공표할 수 있었던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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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과거를 알아도 문제 삼지 않을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이 힘이 되

었다고 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그것이 강간이었던 까닭은 제보자 본인이 “분명히 

그것을 원하지 않았었기 때문이며” 또 본인의 ‘안 된다는 의사표명에도 

불구하고’ 상대남성이 막판에 “힘으로 했기 때문”이다. 이 제보자의 구

술 속에서 강간은 여성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는 성관계, 성적 

협상에서의 실패를 의미하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제보자는 이 구술을 

통해 자신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과거의 어떤 성관계 경험을 이제는 ‘강

간’이라고 과감히 정의할 수 있는 서사적인 젠더주체가 되어 있었다(김

성례 2002 참조). 이 제보자의 이야기는 여성 피해자들의 강간에 대한 

규정이 이들의 의식적 변화(예컨대, 동아리 모임 공부로부터 강간에 대

한 인식변화)와 사회적 지지에 대한 인식(예컨대, 과거를 문제 삼지 않을 

남자친구가 있음)에 따라서 시간적으로 변화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

다. 요약하면, 이 제보자의 이야기는 강간이라는 사건을 구성해 내는 행

위 자체가 주체적인 실천이며, 강간이라는 범주는 주체가 처한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다르게 구성될 수 있는 행위범주임을 보여주는 한 보기가 

되고 있었다.

4. 강간성립의 기준 : 성행위, 동의, 감정, 그리고 관계 

제보자들이 제시하는 성폭력 및 강간에 대한 사례 및 개념적 정의에 

관한 구술 자료들을 주제 분석한 결과, 제보자들이 어떤 사건을 강간으

로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➀ 관련 성행위, ➁ 여성의 의지 및 동의여부, 

➂ 여성피해자 또는 남성가해자의 감정 상태, 그리고 ➃ 남성 가해자와 

여성 피해자간의 관계 등 네 가지 차원에서의 기준이 주로 이용되고 있

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하에서는 그러한 기준들이 제보자들의 강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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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구술에서 각각 어떤 방식으로 고려되어지거나 말해지고 있었는지 

차례로 살펴본다. 

1) 말하기 어려운 성행위: ‘인터코스?’

‘성폭력이라는 말을 듣거나 말할 때 마음에 떠오르는 것은 무엇인

가?’ 또는 ‘성폭력을 어떻게 정의하겠는가?’라고 묻는 연구자의 질문에 

대한 제보자들의 반응을 분석해 보면 두 가지 특징이 발견되고 있었다. 

하나는 제보자들이 성폭력에 연루될 수 있는 행위들을 열거하는 방식으

로―주로 그런 행위들이 가벼운 것부터 심각한 것까지 어떤 연속선상

에 놓여 있는 것으로 상정하면서―성폭력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육체적인 접촉이나 움직임(예컨대, ‘만지기,’ ‘키

스,’ ‘껴안기,’ ‘인터코스,’ ‘쫓아오기,’ ‘납치,’ ‘ 역 침범’ 등), 언어적 

행위(예컨대, ‘나쁜 말 하는 것,’ ‘성적인 컴멘트 하는 것’) 등과 같은 어떤 

행위(action)들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성폭력이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있었

다. 다른 한 특징은, 제보자들의 성폭력 정의에서 강간이라는 범주가 가

장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강간은 열거된 성폭력의 예들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제시되고 있었다. 예컨대, 성폭력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제보자들은 “강간” 또는 어단어인 “rape”이라는 용어를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었다. 또 대화 중에 연구자가 “성폭력”이

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도 제보자들은 이를 “강간”이라는 말로 바꿔서 

받는 경우가 많았으며, ‘강간 그리고 나머지 또는 다른 성폭력’으로 대비

하는 경향이 있었다.

성폭력에 대한 정의가 성폭력에 포함되는 ‘행위’ 중심으로 이루어지

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제보자들은 정작 성폭력의 가장 핵심적

인 범주로서 이야기되고 있는 ‘강간’이 어떤 행위를 포함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자세한 기술을 하지 않았다. 제보자들의 대다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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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을 “원하지 않는 성관계”라고 말하거나 또는 “직접적”, “구체적”, 

“진짜” 성폭력이라고 말할 뿐, 이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행위 또는 성행

위에 대한 묘사를 하지 않으려고 했다. 예컨대, 제보자들은 “강간이란 

성관계를 갖는 것이다. 그건 보다 적나라한 경우이다.” “강간이란 갈 때 

까지 간 것을 말한다. 그러나 다른 것들(성폭력)은 다르다...내말은..(낮은 

목소리로) 인터코스말이다.” “강간은 (강조하는 억양으로) ‘진짜’ 일이 

난 것을 말한다.” “성폭력이란 강간을 말한다. 강간이란 다른 것 보다 

더 나간 것을 말한다. 내말은 썸싱(something)이 일어났다는 말이다. 썸

싱, 무슨 말인지 알죠?” 라고 말하고 있었다. 강간이 다른 범주의 성폭력

과 구분되고 강조되는 것은 그것이 성교(‘인터코스’)를 포함하는 성폭력

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았다. 그러나 ‘인터코스’라는 용어는 아주 

몇몇 젊은 제보자들에 의해 한정적으로 언급될 뿐이었고 그나마도 그들

이 말하는 ‘인터코스’가 어떤 상태를 지시하는지에 대한 기술은 전혀 

없었다. 따라서 강간과 관련 있을 수 있는 성기에 대한 직접적, 간접적인 

묘사 또한 없었다. 이런 점에서 제보자 한인여성들은 블레저와 코스

(Bletzer and Koss 2003)가 말하는 멕시칸 강간 피해여성들의 성적 침묵

(sexual silence)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인터코스’ 및 성기에 대한 언어적 금기는 일반적인 성적인 행위 또

는 접촉에 관한 묘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었다. 성적인 행위 

또는 접촉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 지 아는 대로 말해달라는 연구자의 부

탁에 제보자들의 대부분은 이를 “사랑을 동반한” “이성간의 신체적인 

접촉”으로 정의하면서 그 예로 “껴안기” “키스하기” “만지기” “손잡기” 

등의 동작을 거론하 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성적인 접촉들을 가벼운 것

부터 심각한 것에 이르기까지 어떤 연속선상에 놓인 것처럼 상정하고 

있었다. 그 선상에서 절정에 해당하는 부분을 ‘인터코스’라고 상정하고 

있는 듯 했으나 막상 ‘인터코스’라는 말은 몇몇 젊은 층 제보자들만이 

사용하는 용어 고 대부분은 ‘인터코스’를 “성관계”라고 말하거나4)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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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까지 간 것”, 또는 “어떤 “선”, “지점”, “한계”, 또는 “수준”을 넘어 

가는 것’으로, 은유적인 표현방법을 이용하여 지시하고 있었다. 제보자

의 그런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느냐는 

연구자의 질문에 제보자들은 당혹감을 표시하거나 의아한 눈길로 연구

자를 쳐다보거나 혹은 연구자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아서 모르는 가보다

라고만 말할 뿐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으려고 했다. 

말하자면 제보자들 사이에서 성행위, 특히 성교(‘인터코스’)에 대한 

묘사는, 그것이 일반적인 성적 만남에서 이루어졌던 아니면 강간처럼 

폭력적으로 이루어졌던 간에, 문화적으로 민감하거나 적절하지 않는 행

위 다. 성폭력에 대한 제보자들의 이야기에서 강간이 강조되는 것은 

강간을 성립시키는 성행위― ‘인터코스’ ―의 성질이 키스나 껴안기와 

같은 다른 성적 접촉 행위들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가정을 제보자들이 

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제보자들이 강간성

립에 있어서 결정적인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인터코스’라는 성행위에 대

해서는 드러나게 말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어, 만일 여성들이 자신이 경

험한 것을 강간이라는 상황으로 주장하거나 입증해야 할 경우, 여성들은 

스스로를 불리한 위치에 놓을 수도 있음을 암시하고 있었다. 이는 성에 

관련된 언어행위가 재미한인 여성들의 전략적인 자원이 되지 못하고 있

음을 의미한다. 

2) 강간성립에서 여성의 동의-비동의: ‘거부’와 ‘저항(강제)’ 사이
제보자들이 강간을 정의하는 데 있어 가장 많이 거론하고 있는 것이 

해당 여성의 동의여부 다. 예컨대, 성폭력이나 강간을 이야기 할 때 제

보자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표현들, 즉 “억지로 한 것” “강제로 한 

4) 제보자들은 다른 성행위와는 달리 인터코스만을 ‘성관계’라고 표현함으로서 성행위 중 

오직 인터코스만이 관련 남녀들 간에 어떤 ‘관계’를 성립시키는 성행위라는 가정을 깔

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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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싫다는 데 한 것” “원하지 않는 데 한 것” 은 성행위에 대한 여성들

의 동의나 허락이 없는 상태를 지시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제보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여성들의 성관계에 대한 동의나 허락이 있는 또는 없는 

상태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들인가? 

동의와 의지의 기준에 대한 제보자들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여성이 

‘말로 거부의사를 표시한 경우,’ ‘행동으로 저항한 경우,’ ‘남성이 강제로 

한 경우,’ 그리고 ‘여성이 심리적으로 동의하지 않은 경우’가 여성의 비

동의(non-consent 또는 dissent)를 나타내는 기준들이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보자들 내부에서 상정하고 있는 이러한 기준들은 여성의 

성적 주체성의 작동이라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맨 앞의 ‘거부’ 기준과 나머지 세 개의 기준들, 즉 ‘저항’, ‘강제’, 그리고 

‘심리적 비동의’ 는 서로 성격이 다른 담론을 통해 제시되고 있었다.

‘거부’의 담론은 미국에서 사춘기시절을 보낸 제보자들, 즉 사회화의 

문화적 맥락이라는 측면에서 미국문화권에 깊이 편입되어있는 20-30대

의 젊은 제보자들의 이야기에서 주로 나타났다. 그러나 면접조사에 참여

한 전체 제보자 중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많지 않았으므로 소수적인 

담론이 되고 있었다. 이들은 ‘성폭력’ 또는 ‘강간’ 에 관하여 이야기를 

해달라고 연구자가 부탁하면 미국사회에서의 강간방지 캠페인의 대표적 

표어인 “NO means NO”(상대방이 “아니라고 했으면 정말 아닌 것이다”)

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이야기를 가장 먼저, 그리고 많이 했다. 즉 여성들

이 성관계 갖는 것에 대해 ‘안돼요’ 라고 말했다면 상대 남성들은 이를 

여성의 거절로 받아들여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진행했다

면 이는 여성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된 것이므로 강간으로 성립된

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 제보자들은 어떤 상황과 맥락에서도 이러한 원

칙은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했다. 그런데 사실상 이와 같은 “NO 

means NO”라는 표어는 데이트 관계와 같이 해당 남성과 여성 간에 성관

계에 대한 협상의 여지가 있는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그러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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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여성의 성관계에 대한 동의여부가 상당히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표현되는 언어행동을 지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미국에서 성장한 젊은 제보자들이 이와 같이 여성의 동의라는 것을 

성관계의 협상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의사표현

의 측면에서 구성하고 있는 반면, 한국에서 성장한 후 이민 온 대부분의 

제보자들에게 있어 여성들의 동의란 ‘여성들의 저항,’ ‘남성들의 강제’ 

여부로 판단되는 것이었다. 여성이 저항하면 강간은 일어날 수 없는 것

이라고 주장하는 30대 중반의 한 제보자는 “남자가 힘을 사용하면 여자

는 저항하기 어렵다. 그러니 그런 상황에 들어가도록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만일 설사 호텔방으로 납치가 되어갔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

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소리를 지를 수도 있다. 어떤 여자들은 소리도 

안 지르고 나중에 그것이 강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말이 

안 된다. 그건 성폭력이 아니다.”라고 하 다. 여성의 저항으로 표현되는 

비동의 상태의 다른 한 면을 구성하는 것이 남성에 의한 강제 다. 여성

의 저항과 남성의 강제가 동전의 앞뒷면과도 같은 관계에 있는 것은 이 

둘 모두가 여성의 의지에 반하여(against her will) 남성이 무엇인가를 시

도하려는 상황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아무튼 많은 제보자들의 이야기 

속에서 남성의 ‘힘의 사용’이나 ‘힘을 사용하겠다는 위협’(예컨대, “말 

안 들면 때리겠다”라고 남성이 말하는 것)은 강간을 성립시키는 한 전형

적인 기준이 되고 있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와 같은 강간성립에서의 ‘저항’이라는 기준은 맥

락에 따라 선별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었다. 왜냐면 비록 여성이 중요한 

순간에 ‘저항’했다고 해서 이를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사유(思惟)가 ‘저항’ 논리를 말하는 제보자들 일부에 의해 한 자락 펼쳐

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소위 말해서, 여성이 강간이나 성폭력을 당할 수 

있는 위험노출적인 행동 을 취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들은 여성이 

“술을 먹고 몸을 못 가눌 정도로 취한 상태에서”, 또는 ‘상대남자의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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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안전하지 못한 장소(예, “호젓한 곳” 또는 “호텔방”)에 따라 들어

가서,’ 또는 ‘이전에 만날 때 남자가 성관계를 갖으려고 몇 번이나 시도

했던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그와 만나서 어느 날 갖게 된’ 성관계는 비록 

그것이 강제로 일어난 경우라도 여성들이 어느 정도 동의한 성관계라고 

말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주장은 ‘성인 여성이라면 으레 남성들이 기본

적으로 성적으로 충동적인 존재이며, 어떤 상황이나 기회가 되면 그런 

성적 본능이 표출되거나 표출하려고 시도하기 마련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그러한 상황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러한 상황에서 남성이 시도할 수 있는 성관계에 대해 이미 어느 

정도 동의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며, 특히 상대편 남성이 아는 사람이거

나 장차 결혼할 상대라면 더욱 그렇다’라는 논지와 함께 제기되었다. 이

러한 논지는 마치 성폭력이나 강간 발생이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주로 

일어나며, 그 책임이 여성 피해자에게 있는 것처럼 간주하는 피해유발상

황의 산물로서 성폭력을 설명하는 이론적 담론(이종인 2006 참조)과도 

흡사하 다. ‘저항’의 기준이 강간성립에서 무효화 되는 또 하나의 맥락

은 해당 남성과 여성간의 지속적인 성적 접촉이나 관계가 있는 경우

다. 30대 중반의 한 제보자에 따르면, 만일 어떤 여성이 어떤 남성에 의

해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갖게 된 후, 그 남자와 지속적인 성관계를 갖게 

되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자신이 그 남자에게 강간을 당했었다고 

주장을 한다면 그건 강간으로 성립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하 다. 설사 

처음 한 번은 강제로 이루어 질 수 있어도 여성의 동의 없이는 지속적인 

성관계가 이루어 질 수 없기 때문이라는 주장이었다. 이 제보자의 논지

에 따르게 되면, 앞서 설명된 데이트관계에서 일어난 강간(피해) 경험자

(유형 ➀)의 강간성립에 대한 주장은, 그 사건 이후 피해자가 가해자(당

시 남자 친구)와 지속적인 성관계를 가졌으므로, 설득력이 없거나 기각

될 수밖에 없다.

한편 심리적인 수준에서의 여성들의 비동의, 즉 “마음적으로 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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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성관계는 그 안에 배태되어 있는 비동의성으

로 인해 개념적 수준에서는 강간 성립의 기준이 될 수 있기는 하지만, 

심리적 상태의 관찰 불가능함과 주관적 성격으로 인해 그 비동의성의 

진위여부가 더욱 더 맥락적 해석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이 

제보자들의 이야기 가운데서 암시되고 있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가, 

심적으로는 싫지만 어쩔 수 없이 동의할 수밖에 없는 상태(involuntary 

consent-giving situations)에서 이루어진 성관계 다. 예컨대, 한 제보자는 

자신이 알고 있는 어떤 한인 여성이 사업상의 이익문제 때문에 어떤 남

성으로부터 만나줄 것을 요구받을 때마다 싫어도 계속 만난다고 말하면

서 그 여성이 그 남성과의 성관계에 대해 심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하더라도 그런 경우는 성폭력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

런 반면, 예컨대, 한국 미디어에 자주 묘사되는 경우처럼 유부녀가 모르

는 남자하고 단 한 번 성관계를 가졌고 그걸로 끝내려고 했으나 상대편이 

남편에게 알린다고 협박을 하면서 계속 성관계를 요구했을 때 갖는 성관

계들은 성폭력이라고 말하 다.

3) 감정:남성의 동기와 여성의 느낌
제보자들의 강간에 대한 정의에서 여성의 ‘동의’를 둘러싼 담론이 

지배적인 가운데 소수의 제보자들은 강간을 규정하는 데 ‘감정’이라는 

차원도 고려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이야기들을 하 다. 이들은 모두 

20-30대의 연령층에 해당하 다. 예컨대, 한 제보자는 “강간이란 남자가 

상대여성에 대한 사랑이나 애정 없이 강제로 성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한

다. 만일 한 남자가 상대여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다면 설사 그것이 

강제로 이루어진 경우라도 그것은 강간이 아니다. 남자는 사랑하는 여자

가 있으면 그 여자랑 자고 싶은 것이다. 여자가 그게 강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그 남성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 것인가를 이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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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한다.”라고 말하 다. 몇몇 제보자들은 어떤 식으로 성관계가 이루어

졌든지 여성이 그 성관계에 대해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꼈다면 강

간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 다. 비록 제보자들의 이야기 가운데 ‘감정’의 

담론이 극히 미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자아와 타자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가운데서 성적 욕망을 실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제했을 

때, 그리고 피해자들의 목소리와 필요에 부응하는 측면에서 성관계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전제했을 때 이와 같은 ‘감정’ 기준들은 피해

자가 될 수 있는 여성의 감성에 맞는 기준으로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었다. 

4) 상대 남성과의 관계:혼인여부가 중요한 기준
강간의 규정에 대한 담론에서 ‘동의여부’라는 기준은 겉으로 드러나

게 그리고 많이 이야기되는 부분인 반면에, 관련 여성과 남성간의 관계

라는 기준은 제보자들의 이야기 속에서 명시적인 기준을 이루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말하자면 어떤 사건이 강간인지 아닌지를 판단함에 있어

서 해당 남성과 여성이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식의 

드러난 주장을 제보자들의 이야기 안에서는 볼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관계성’이라는 기준, 특히 ‘혼인관계를 축으로 하는 상대남성과

의 관계’라는 기준은 무의식적인 차원에서 제보자들의 강간규정에서 중

요한 잣대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 두 가지 사례에 의해 제시되고 있었다. 

첫 번째 사례는, 데이트 관계에서 강간을 경험했다고 주장하는 위 

제보자의 경우이다. 이 제보자는 사건 당시에는 그 경험을 강간이라고 

규정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그 남성은 제보자에게 전혀 가해자가 아니었

다. 가해자가 되기는커녕, 그 남성과의 성관계가 첫 성경험이었고, 그래

서 “이제는 이 남자와 결혼해야 하는 구나”하는 생각과 함께 그 남성과

의 관계를 더욱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려고 했다. 이는 데이트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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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상대남성과의 결혼가능성이 그 남성과 갖는 성관계의 성격을 규정

하는 데 주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었다. 두 번째 사례는 

60대 초반의 한 제보자가 본인의 친구에게 일어났었던 일을 말하는 방식

과 관련해서이다. 이는 제보자가 한국에 살 때 일어났던 일인데, 제보자

에 따르면 그들이 여고를 막 졸업했던 시절, 친구가 어느 날 혼자 집에서 

낮잠을 자던 중 집에 놀러온 이웃 남자에게 “당했다.” 그 남자는 피해자 

오빠의 친구인데 조그만 시골동네에서 같이 살고 있었으므로 서로들 식

구처럼 지내고 드나드는 처지 다. “그 일”로 친구는 임신이 되었고 “새

파랗게 질려있는” 이 친구를 위해 제보자는 몰래 돈을 마련하여 임신중

절수술을 하는 것을 돕기까지 하 다. 그러나 나중에는 “어찌 된 일인

지” 둘의 관계가 연애하는 관계로 발전하 다. “그러다가 또 당하면 어

쩌려고 그러느냐”는 제보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는, 직장을 잡

아 서울로 가 있는 그 남자를 보러 부모 몰래 “뻔질나게” 다니더니 결국

에는 집안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게 되어 자식을 둘이나 

낳고 잘 살고 있다는 이야기 다. 그런데 제보자는 “이 경우는 강간은 

아니고 잘 못해서 먹힌 경우인데……”라고 언급하면서 이 이야기를 시

작하고 있었다. 결국 제보자의 관점에서는, 상대 남성과의 관계가 결혼

으로 끝난 이 경우, 친구가 그 옛날 “당했던” “그 일”은 지금 현재시점에

서 돌아볼 때 강간이 아닌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에 주목하면서, 연구자는 여성들의 의식 안에서 강제

적 또는 비동의적 성관계가 강간으로 성립될 수 있는 정도가 상대남성들

과의 관계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 지를 알아보기 위한 설문조사

를 실시하 다. 설문지를 통하여 연구자는 응답자들에게 혼인관계의 근

접성 정도측면에서 그 지위가 서로 다른 상태에 있는 9가지 유형의 남성

들을 제시하고, 응답자들이 그 유형의 남성들과 강제적 또는 비동의적 

성관계를 갖게 되었을 경우를 가정하게 한 다음, 그 성관계를 어느 정도

로 강간으로 간주하겠는지를 3점 척도(1=“강간이 아님”, 2=“범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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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하지 않은 강간임”, 3=“범법행위에 해당하는 강간임”)에 의거하

여 평가하도록 요청하 다. 설문지에서 9가지 유형의 남성은 ➀ 남편, 

➁ 동거중인 남자, ➂ 별거중인 남편, ➃ 전 남편, ➄ 약혼자 또는 결혼상

대가 될 수 있는 애인이나 남자친구, ➅ 결혼상대가 될 수 없는 애인이나 

남자친구, ➆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으로서, 연인 또는 결혼상대가 될 

수 있는 남자, ➇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으로서, 연인 또는 결혼상대가 

될 수 없는 남자, 그리고 ➈ 전혀 알지 못하는 낯선 남자 순으로 제시되

었다. 다음의 <표 1>은 각 유형별 남성과 갖게 된 강제적 또는 비동의

적 성관계의 강간성립 정도에 대해 응답자들이 매긴 점수의 평균값을 

보여주고 있다. 

<표 1> 상대방 남성과의 관계유형별로 본 강제적 또는 비동의적

성관계의 강간성립 정도 

상대방 남성
응답

자수

평균

값

표준

편차

남편 214 1.81 .74

동거중인 남자 214 2.12 .75

약혼자, 또는 결혼상대가 될 수 있는 애인이나 남자친구 218 2.29 .77

별거중인 남편 214 2.30 .69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으로서 연인 또는 결혼상대가 될 수 있는 남자 216 2.49 .73

전 남편 214 2.63 .63

결혼상대가 될 수 없는 애인이나 남자친구 216 2.70 .64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으로서 연인 또는 결혼상대가 될 수 없는 남자 216 2.79 .53

전혀 알지 못하는 낯선 남자 216 2.86 .48

<표 1>에서 보듯이 상대방 남성이 남편일 경우 그와 맺은 강제적 

또는 비동의적 성관계가 강간으로 성립할 정도의 평균값은 다른 경우의 

평균값 보다 가장 낮아서(1.81), 이 경우의 강제적 또는 비동의적 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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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강간으로 성립될 가능성이 다른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그런 반면 전혀 알지 못하는 낯선 남자와 갖은 강제적 

비동의적 성관계가 강간으로 성립될 정도의 평균값은 다른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서(2.86), 이 경우의 성관계가 강간으로 성립될 가능성은 

다른 경우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다음 장의 <표 2>에

서 보듯이, 본페로니 검증을 통한 평균값들 비교(Bonferroni, multivariate 

comparison)에서도 확인되고 있었다.

<표 2>에서 보듯이 강제적으로 맺은 성관계의 대상이 남편일 경우 

이것이 강간으로 성립할 정도의 평균값은 설문지에서 제시된 나머지 8

가지 유형의 남성과 맺은 강제적 성관계에 대한 강간성립정도 평가의 

평균값보다 모두 적어서, 남편에 의한 강제적/비동의적 성관계는 여타 

관계에 있는 남성들과 갖게 된 강제적/비동의적 성관계보다 강간으로 

성립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하

게, 동거중인 남성, 즉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성과 갖게 된 강제적/비동의

적 성관계가 강간으로 성립할 수 있는 정도의 평균값도 연인 또는 결혼 

상대가 될 수 있는 관계의 남성(-.36), 전 남편과 같이 결혼이 종료된 관계

의 남성(-.51), 또는 결혼할 가능성이 없는 관계에 있는 남성들(-.58, -.67)

과 갖은 강제적/비동의적 성관계의 강간성립정도의 평균값보다 낮은 것

으로 나타나서, 전자의 경우가 후자들의 경우보다 강간으로 성립될 가능

성이 낮은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별거중인 남편과 갖게 된 강제적/비동의

적 성관계가 강간으로 간주될 수 있는 평균값도 전남편(-.33)이나, 또는 

결혼할 가능성이 없는 관계에 있는 남성들(-.40, -.49)과 갖게 된 강제적/

비동의적 성관계의 평균값 보다 적게 나타났다. 그러한 반면 결혼관계에 

있었으나 그 관계가 종료된 전 남편의 경우, 그와 갖은 강제적/비동의적 

성관계가 강간으로 간주될 가능성은 전혀 모르는 낯선 남자(-.23)와 갖은 

강제적/비동의적 성관계와의 비교에서만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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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남성
평균값

차이
Sig.

남편

동거중인 남자 -.31 .000

약혼자, 또는 결혼상대가 될 수 있는 애인이나 남자친구 -.48 .000

별거중인 남편 -.49 .000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으로서 연인 또는 결혼상대가 될 수 있는 남자 -.68 .000

전 남편 -.82 .000

결혼상대가 될 수 없는 애인이나 남자친구 -.89 .000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으로서 연인 또는 결혼상대가 될 수 없는 남자 -.98 .000

전혀 알지 못하는 낯선 남자 -1.05 .000

동거중인 남자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으로서 연인 또는 결혼상대가 될 수 있는 남자 -.36 .000

전 남편 -.51 .000

결혼 상대가 될 수 없는 애인이나 남자친구 -.58 .000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으로서 연인 또는 결혼상대가 될 수 없는 남자 -.67 .000

전혀 알지 못하는 낯선 남자 -.74 .000

별거중인 남편

전 남편 -.33 .000

결혼 상대가 될 수 없는 애인이나 남자친구 -.40 .000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으로서 연인 또는 결혼상대가 될 수 없는 남자 -.49 .000

전혀 알지 못하는 낯선 남자 -.56 .000

약혼자, 또는 결혼상대가 될 수 있는 애인이나 남자친구

전 남편 -.34 .000

결혼 상대가 될 수 없는 애인이나 남자친구 -.41 .000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으로서 연인 또는 결혼상대가 될 수 없는 남자 -.50 .000

전혀 알지 못하는 낯선 남자 -.57 .000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으로서 연인 또는 결혼상대가 될 수 있는 남자

결혼 상대가 될 수 없는 애인이나 남자친구 -.21 .035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으로서 연인 또는 결혼상대가 될 수 없는 남자 -.30 .000

전혀 알지 못하는 낯선 남자 -.38 .000

전 남편 

전혀 알지 못하는 낯선 남자 -.23 .013

<표 2> 상대방 남성과의 관계유형별로 본 강제적 또는 비 동의적 

성관계의 강간성립 정도

평균값에 대한 비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만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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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자나 결혼상대가 될 수 있는 남자와 갖게 된 강제적/비동의적 

성관계도 결혼할 상대가 될 수 없는 경우의 남자와 갖게 된 강제적/비동

의적 성관계에 비해 강간으로 성립될 가능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표 2>에서 보듯이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으로서 

연인 또는 결혼 상대가 될 수 있는 남성과 맺은 강제적/비동의적 성관계

가 강간으로 간주될 수 있는 정도의 평균값은 결혼 상대가 될 수 없는 

애인이나 남자친구의 경우에 있어서 평균값보다도 적다(-.21). 그러므로 

전자의 경우가 후자의 경우보다 강간으로 성립될 가능성이 낮은 것이다. 

요약하면 혼인관계나 혼인할 가능성이 있는 관계에 있는 남성과 갖게 

된 강제적/비동의적 성관계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강간으로 성립할 

가능성이 대체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5) 강간 성립 기준들의 상대적 중요도:말과 행동으로 판단되는 동의기
준의 우세함

강간규정과 관련하여 제시된 위의 기준들이 과연 강간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은 과연 어느 정도인가? 이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에서는 그러한 기준들을 반 하는 여섯 가지 문항을 응답자들

에게 제시하고, 어떤 남녀 간에 이루어진 성관계가 강간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각각의 문항이 얼마나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지를 4점 척도

(1=“매우 중요함”, 2=“중요함”, 3=“중요하지 않음”, 4=“전혀 중요하지 

않음”)에 의거하여 평가하도록 요청하 다. 설문지에서 제시된 여섯 문

항은 ➀ ‘여성이 말이나 행동으로 성관계 갖는 것에 동의하 는지 여부’ 

➁ ‘여성의 마음 상태가 성관계 갖는 것을 진정으로 원하고 있었는지 

여부’ ➂ ‘사회적 기준상, 남성과 여성이 성 관계를 가질 만한 관계에 

있었는지 여부’ ➃ ‘남성의 성관계 갖게 된 동기가 여성에 대한 애정에서 

비롯되었는지 여부’ ➄ ‘성관계 후 여성이 갖은 느낌이 어떠하 는가,’ 

그리고 ➅ ‘성관계가 그 후 여성의 일생에서 미친 향’이었다. 문항 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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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➁는 여성의 성관계에 대한 ‘동의’ 기준을 표시하며, 문항 ➂은 관계

성의 기준을, 문항 ➃와 ➄는 ‘감정’ 기준을 제시하고 있었다. 이들은 

모두 심층면접과정에서 제보자들에 의해 제시되거나 논의된 기준들이었

다. 여기에 문항 ➅이 추가되었는데 이는 심층면접에 참여한 제보자들이 

강간이 사후 피해 여성에게 미친 향(impacts)에 주로 초점을 맞추면서 

강간의 의미를 구성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설문조사결과에 의하면 응답자들은 이와 같은 기준들 중 ‘여성의 성

관계에 대한 동의’를 강간을 정의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인식하

고 있었다. 다음의 <표 3>에서 보이듯이 여성의 동의범주에 속하는 문

항 ➀과 ➁의 평균값이 1.56과 1.57로 각각 1, 2순위로 작게 나타나고 

있어서 ‘동의’ 기준이 강간정의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표 3> 강간의 정의에서 사용되는 기준들의 중요성 정도(평균값)

기준 평균값
표준

편차

동의(consent) 기준

여성의 말 또는 행동상의 동의여부 1.56 .62

여성의 마음상태: 성관계 갖기 원했는지 여부 1.57 .64

사후 영향(impact) 기준 

성관계가 그 후 여성의 일생에서 미친 향 1.76 .81

감정(emotion) 기준

남성의 성관계 갖게 된 동기: 여성에 대한 애정여부 1.95 .89

성관계 후 여성이 갖은 느낌이 무엇인가 2.03 .87

관계성(relationship) 기준

사회적 기준 상 남성과 여성이 성관계 가질만한 관계에 있었는지 여부 2.19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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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동의’ 기준이 갖는 상대적 중요성은, 아

래의 <표 4>에서 나타나듯이 본페로니 검증을 통한 각 기준들 평균값

간의 비교에서도 나타났다. 

<표 4> 강간의 정의에서 사용되는 기준들의 중요성 정도 평균값 비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만 제시)

기준
평균값 

차이
Sig.

여성의 말 또는 행동상의 동의여부

남성의 성관계 갖게 된 동기: 여성에 대한 애정여부 -.40 .000

성관계후 여성이 갖은 느낌이 무엇인가 -.47 .000

사회적 기준상 남성과 여성이 성관계를 가질 만한 관계에 있었는지 여부 -.63 .000

여성의 마음상태: 성관계 갖기 원했는지 여부

남성의 성관계 갖게 된 동기: 여성에 대한 애정여부 -.38 .000

성관계후 여성이 갖은 느낌이 무엇인가 -.45 .000

사회적 기준상 남성과 여성이 성관계를 가질 만한 관계에 있었는지 여부 -.61 .000

성관계가 그 후 여성의 일생에서 미친 영향

성관계후 여성이 갖은 느낌 -.27 .006

사회적 기준상 남성과 여성이 성관계를 가질 만한 관계에 있었는지 여부 -.43 .000

남성의 성관계 갖게 된 동기: 여성에 대한 애정여부

사회적 기준상 남성과 여성이 성관계를 가질 만한 관계에 있었는지 여부 -.23 .036

위의 <표 4>에서 제시되고 있듯이 ‘말 또는 행동상의 동의’를 나타

내는 문항 ➀의 평균값이 ‘감정’기준을 나타내는 문항 ➃와 ➄의 평균값

들 보다 작고 (각각 -.40, -.47) 또한 ‘관계성’의 기준인 문항 ➂의 평균값

보다 작아서(-.63), 강간 정의에 있어서 말 또는 행동상의 동의라는 기준

이 ‘감정’이나 ‘관계성’ 기준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응답자들이 간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동의’의 또 다른 기준인 여성의 심리적 동의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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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문항 ➁의 평균값도 ‘감정’ 기준을 나타내는 문항 ➃와 ➄, 그리

고 ‘관계성’의 기준인 문항 ➂보다 작아서(각각 -.38, -.45, -.61) 심적 상

태의 ‘동의’ 기준 또한 강간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감정 및 관계성의 

기준들보다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강간에 대한 

제보자들의 이야기에서 초점주제인 강간사건의 사후 향을 지시하는 문

항 ➅은 ’감정‘ 기준을 나타내는 문항 ➄나 또는 ‘관계성’의 기준을 표시

하는 문항 ➂의 평균값보다 작아서(각각 -.27, -.43) 강간정의에 있어서 

이 두 요소보다 더 중요한 기준으로 평가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5. 강간 구성의 사회문화적 맥락 : 성 관념의 이중문화와 집단 내

부적 차이

제보자들의 강간에 대한 이야기가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은 방식으

로 구성, 전개되는 배경의 한 편에는 한국 문화적인 성 관념이, 다른 한편

에는 성 및 강간에 관한 미국의 주류적, 공식적 담론이 자리 잡고 있었다. 

우선 제보자들이 강간에 대해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성폭력을 성행위중

심으로 구성하면서도 막상 강간에 포함된 성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

나 성기에 대한 언급을 회피하는 것, 여성의 성관계에 대한 비동의

(dissent)를 여성의 ‘저항’과 남성의 ‘강제’측면에서 주로 구성하는 것, 강

간사건이 유발될 수 있는 상황에 여성이 들어간 것을 어느 정도 여성이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점, 강제적 성관계가 정당화되는 기제

로서 결혼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남성중심의 성규범을 특징으로 하는, 

한국사회에서 성이 말해지는 방식과 연관이 있는 듯하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사회에서는 공식적 차원에서의 성에 대한 논의가 제한적

인 가운데 비공식적 차원에서도 성에 대한 이야기는 종종 금기시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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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연유에서 성에 관련된 주제는 주로 농담을 통해 우회적으로 이야

기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성에 대해 말하는 것에 대한 타부는 남성보

다는 여성에게 특히 차별적으로 적용된다. 한국사회 신 중간계급의 

20-40대 남성 14명에 대한 심층면접 및 352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한국남성의 성문화를 밝히고 있는 한 연구(장필화․조형 1992)에 의하

면 많은 기혼 남성들이 소위 일탈적 행위로 구성되는 혼전 성경험

(86.5%) 및 혼외 성경험(63.6%)을 한 바 있고 이러한 비공식적 성경험은 

금기시되기보다는 공공연히 드러내놓고 이야기 된다. 그러나 여성의 경

우는 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여자답지 못한 태도로 간주되면서 성적 

침묵상태에 놓이게 된다. 

둘째, 같은 연구(장필화․조형 1992)에 의하면 성행동에서 남성들은 

스스로를 여성을 주도해야 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미혼 남성의 

경우 여성의 적극적인 성행동에 거부감을 표현하거나 부부간의 성이 대

부분 남성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한

다. 이는 여성의 성적 욕망의 표현은 자제되거나 소극적이어야만 하는 

남성 중심적인 사회적 기대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여성의 성에 

대한 문화적 모델 안에서 여성의 성관계에 대한 비동의는 ‘여성의 저항,’ 

그리고 ‘남성의 강제’라는 측면에서 구성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남성의 성적 특성은 자연적으로 본래적으로 공격적인 것으로 

구성되고, 따라서 남성의 ‘참을 수 없는 성충동’이라는 신화로 남성 성폭

력을 합리화하는 강간통념이 보편적인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이다

(이숙경 1991). 그러한 가운데 여성이 강간사건 유발적인 상황에 들어간 

것이 그 상황에서 있을 남성의 성적 주도(sexual advance)에 암묵적으로 

동의를 한 것이거나 아니면 피해를 자초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면

서 강간의 성립을 약화 또는 무효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셋째, 결혼이 강제적 성관계가 정당화되는 기제로서 인식되는 맥락

에는 여성의 성적 표현이 오직 결혼 안에서만 이루어져야한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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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되어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규범은 한국인 남성과 여성에게 차별

적으로 적용된다. 이는 한국인의 혼전 및 혼외성행위에 대한 사회적 처

벌이 남성과 여성에게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한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에서 뒷받침되고 있다. 아래의 <표 5>는 한국인 

남녀가 결혼할 상대가 아닌 사람과 갖게 된 혼전 성관계나 또는 혼인기

간 중에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관계를 갖은 사실이 주위 한국 사람에

게 알려졌을 경우 누가 더 곤란함에 처하게 될 것인가라는 설문에 대한 

응답자들의 평가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표 5> 한국인 남녀의 혼전 또는 혼외 성관계가 응답자의 주변에 있는 

한국인에게 알려졌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응답자의 견해

빈도(%) 

             성관계의 유형

발생할 수 있는 상황

미혼상태에서 

결혼할 상대가 

아닌 사람과 갖은 

성관계

사별이나 이혼한 

상태에서 결혼할 

상대가 아닌 

사람과 갖은 

성관계

결혼한 상태에서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갖은 

성관계

여성보다는 남성이 더 곤란

함에 처할 것임
 3.2  1.4  3.7

여성과 남성 누구도 곤란함

에 처해지지 않을 것임 
 9.7 22.9  2.8

여성과 남성 모두 똑 같이 

곤란함에 처해질 것임
27.8 41.7 71.2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곤란

함에 처해질 것임
59.3 33.9 22.3

위의 <표 5>에서 보듯이, 미혼남녀가 혼전 성관계를 갖게 될 경우, 

남성보다는 여성이 곤란함에 처할 것이라고 대답한 자는 전체의 59.3%

인 반면, 여성보다는 남성이 곤란함에 처할 것이라고 대답한 사람은 

3.2%에 불과하 다. 사별이나 이혼한 남녀의 혼전성관계인 경우에도, 남

성보다는 여성이 더 곤란함에 처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33.9%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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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보다는 남성이 곤란함에 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 수 1.4%보

다 훨씬 많았다. 기혼남녀가 갖는 혼외 성관계에서는 남녀 둘 다 모두 

곤란함에 처할 것이라고 보는 응답자 수가 71.2%로 압도적으로 많기는 

했지만, 여전히 남성보다는 여성이 곤란함에 처할 것이라고 보는 응답자 

수(22.3%)가 그 반대의 경우(3.7%)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와 같은 남성중심의 한국적 성규범을 유지, 지속시키는 데 기여하

는 사회적 기제로는 재미한인들의 사회적 관계망이 한인에 집중되어 있

다는 점, 한인간의 결혼 선호 및 남성 중심적인 결혼과정, 한국 미디어의 

광범위한 이용(예, 한국비디오의 대중화), 여성의 성적 순결을 장려하는 

한인 기독교 사상, 한인남성에 비해 전반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한인여

성의 계층적 지위 등을 들 수 있다(Lee 2003).

한편 연구자의 미국생활을 통한 관찰결과에 따르면 한국사회에 비해 

미국사회는 전반적으로 공식적 수준과 비공식적 수준에서 모두 성에 대

한 담론이 개방적이다. 예컨대, 한국 문화적 모델에서 일탈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혼전 성관계가 미국사회에서는 허용적이며 따라서 혼전 성관

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자유롭다. 또한 사회전반에서 반 성폭력 

운동이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그 운동의 역사도 길다. 예컨대, 학

교 및 일터와 같은 기관에서 성폭력의 예방을 위한 교육과 개입프로그램

들이 제도화되어있고, 성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위기개입 센터(sexual 

assault crisis service center)가 거의 모든 타운(town)에서 경찰 및 지역의료

기관의 부문간협조하에 운용되고 있으며, 강간과 성폭력의 범주를 확대

해나가는 법제정 등 사회적 개입이 활성화되어 있다. 이는 1960년대 말 

이래 여성주의자들의 주도하에 시작된 강간 반대운동(anti-rape 

movement)으로부터 시작되어 오늘날까지 꾸준히 진행되어 온 운동의 결

과들이다. 미국사회에서 급진주의 페미니스트들에 의해 시작된 이와 같

은 반성폭력 운동은 성을 둘러싼 차별적인 권력관계를 인식하고 그 안에

서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강조하는 커다란 담론위에서 전개되어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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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신상숙 2001; 이종인 2006참조). 이와 같은 광범위한 반성폭력운동의 

전개 속에서 미국사회 일반인들의 성폭력에 대한 시각도 이에 근접해가

며 따라서 성적 자율성과 자기 결정권의 집약적인 은유(metaphor)로서 “NO 

means NO”라는 표어가 일상생활 안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재미한인여성에게 향을 주는 성 관념은 한국사회 문화로부터 오는 

것도 있고 미국사회 문화로부터 오는 것일 수도 있다. 말하자면 여성 

개인들은 한국문화에서 성이 말해지는 방식과 미국사회에서 성이 말해

지는 방식 모두에 노출되어 있는 가운데, 문화화, 문화접변, 의식화의 

과정, 개인이 처한 지위 및 삶의 경험 등의 차이를 매개로 자신에게 익숙

한 방식의 성 관념을 갖게 되는 것이다. 제보자들 내부에서 강간을 이야

기하고 정의하는 방식의 차이를 낳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

해서이다.

6. 맺는 말 : 요약 및 논의

강간이란 특정한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사람들의 명명 및 정의과정을 

통해 구성되는 사회적 실재라는 관점에서, 본 연구는 재미한인여성들과

의 심층면접 및 설문조사를 통하여 이들이 강간을 정의하는 방식, 정의 

방식에서 보이는 여성들의 내부적 차이, 그리고 강간정의가 이루어지는 

사회문화적 맥락을 살펴보았다. 

심층면접에서 제보자들은 본인들이 경험했을 수도 있는 강간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법이 거의 없었고, 주로 출처가 불분명한 강간의 

사례를 제시하거나 개념적인 진술을 하는 방식으로 강간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에서 청소년기를 보낸 한 젊은 제보자는 

자신이 과거 데이트 관계에서 경험했던 원하지 않은 성관계를 강간으로 

구성해내고 있는 젠더주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 제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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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은, 강간에 대한 정의가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변화될 수 있으며, 

강간문제에 관한 의식화의 과정과 사회적 지지에 대한 인식이 그러한 

변화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 제보자

의 구술 속에서 강간은 여성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는 성관계, 

성적 협상의 실패라는 측면에서 구성되고 있었으나, 나머지 제보자들이 

제시하는 강간사례들은 남성의 돌발적이고 공격적인 성적 강제라는 측면

에서 주로 구술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강간 구성 방식에서의 차이는 제보

자들의 강간에 대한 개념적, 추론적 정의 가운데서도 발견되고 있었다.

제보자들이 강간 정의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기준들은 ‘성행위’, 

‘동의’, ‘감정’, 그리고 ‘관계’의 차원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제보자들은 

신체적인 접촉상의 행위를 열거하는 방식으로 성적 접촉이나 성폭력을 

정의, 분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성폭력에 대한 이야기에

서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강간과 관련해서는 이에 연루되는 성행위나 

신체적인 부위가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를 생략하는 성적 침묵

상태를 보이고 있었다. 몇몇 젊은 연령의 제보자들이 강간을 설명하는 

데 ‘인터코스’ 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 지만 이에 대한 자세한 묘사

는 없었다. 

여성이 성관계에 대해 동의 하 는지의 여부는 제보자들의 강간 정

의에서 가장 핵심을 이루고 있었는데, 무엇을 동의상태로 보는지에 대해

서는 내부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미국문화권에 보다 편입이 되어 

있는 젊은 제보자들은 성적 협상과정에서 언어적으로 표현되는 ‘거부’의 

측면에서, 한국문화권에 보다 편입되어 있는 제보자들은 여성의 ‘저항’

과 남성의 ‘강제’의 측면에서 ‘동의’를 구성하고 있었다. 후자의 경우, 

일부 제보자들은 여성이 피해가 유발될 수 있는 상황에 들어감으로서 

일어난 사건에서의 저항이나 강제는, 피해사실이 벌어질 수도 있음을 

미리 알고 있는 것이 전제된 상태에서 표현된 비 동의라는 점에서 강간

성립의 기준으로서의 효과가 감소되거나 무효화될 수 있음을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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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피해에 대한 피해자의 책임이라는 기준이 강간 성립에서 작용하

고 있었다. 또 심리적인 거부상태는 그 주관적 상태로 인해 여성의 동의

여부가 맥락 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간 규정에서 동의의 담론이 우세한 가운데, 20-30대의 소수의 제보

자들은 남성의 성관계 주도의 동기가 상대 여성에 대한 애정에서 비롯되

었는지 여부, 그리고 문제가 되고 있는 성관계에서 여성이 느낀 수치심

이나 모욕감등과 같은 감정의 차원도 강간성립에서 고려될 수 있는 기준

으로 제시하고 있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결혼을 축으로 하는 남성과

의 관계가 강간 정의에서 향력 있는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었는데, 혼

인관계에 있지 않거나 혼인관계로 맺어질 가능성이 희박한 남성들과의 

사이에서 이루어진 강제적/비동의적 성관계일수록 강간으로 규정되는 

경향이 있었다. 

설문조사결과에 의하면, 응답자들은 강간을 규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제시된 기준들 가운데 동의 기준, 특히 말과 행동으로 표현되는 동의여

부를 강간성립에서 가장 중심적인 기준으로 간주하고 있었으며, 심층면

접에서 제보자들은 강간의 의미를 강간이 피해여성에게 줄 수 있는 사후

향(impact)이라는 측면에서 주로 구성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후 향요인은 강간성립을 따지는 데 있어서는 ‘감정’이나 ‘관계’

의 기준보다는 중요하게 간주되지만, ‘동의’보다 중요한 기준은 되고 있

지 못하 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제보자 여성 내부에서 차이를 보이며 강간이 

구성되는 배경에는 한국문화적인 성 관념과 미국사회에서의 성과 강간

에 대한 주류적 담론 방식이 나란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제보

자들의 성적 침묵, 여성의 저항이나 남성의 강제라는 측면에서 강간을 

구성하는 것, 강간경험에 대해 피해여성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결혼을 축으로 하는 상대남성과의 관계가 강간 구성에서 고려되는 점은, 

성에 대한 표현과 주도 및 혼인과 성을 연계하는 방식에서 남성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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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규범을 특성으로 하는 한국적 성 관념 안에서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성 관념은 한국인 중심의 사회적 연결망 발달, 한인 동족간의 

결혼 선호 및 남성 중심적인 결혼과정, 한국미디어의 광범위한 이용, 여

성의 순결을 강조하는 한인 기독교 사상, 재미 한인여성의 상대적으로 

낮은 계층적 지위라는 사회적 배경과 함께 미국의 한인사회에서 아직까

지 향력 있는 관념으로 남아있는 듯하다. 한편으로, 전체 제보자들의 

구술 안에서 강간의 성립기준으로서 동의의 기준이 강조되는 점, 특히 

미국문화권에 보다 깊이 편입된 여성들이 동의의 기준을 언어적으로 명

시되는 여성의 거부라는 측면에서 구성하는 점은, 미국사회에서 오랫동

안 공식적 담론으로 자리잡아온 반 성폭력 담론 안에서 끊임없이 강조되

어 온 성차별의 해체와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추구하는 성 관념 문

화의 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이와 같은 이중의 성 관념의 문화 

안에서 한인 여성들은 개인의 연령, 문화화, 문화접변, 문제 의식화 과정 

등과 같은 인생 경험 및 지위의 차이를 매개로 나름대로 자신들에게 익

숙한 성 관념과 강간정의 방식을 갖게 됨으로서 제보자들 내부에서 강간

을 구성하는 방식에서 차이를 낳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 비추어 재미한인여성의 성적 주체성의 제고와 

문화적 역량이 강화된 사회서비스의 모색이라는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항을 제언하면서 본 논문을 마무리 하려고 한다. 첫째, 재미한

인 여성의 성적 주체성이 제고되는 방향으로의 강간에 대한 담론이 발전

되기 위해서는, 우선 강간의 정의에서 ‘동의’기준이 중심이 됨으로서 생

길 수 있는 딜레마를 직시하고 이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강간개념이 구성

될 필요가 있겠다.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강간구성에서 ‘동의’기준은 

가장 명백한 기준이 되고 있으며, 여성의 성적 자율성보장이라는 측면에

서 정치적으로 올바른 접근이고, 무엇보다 연구결과가 보여주는 것처럼 

여성들 안에서 주도적인 담론이다. 그렇지만 ‘동의기준’ 안에서는 지인

관계 또는 데이트관계에 있는 남녀 간에 발생한 강간이나 성적 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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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되는 결혼 안에서의 강간에 대한 파악이 복잡해지는 문제가 있다

(Martin 2003). 특히 강간이 지인이나 데이트 관계에서 주로 일어난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는 중요한 사안이다. 더욱이 성적인 의미를 갖는 

행동들은 무 자르듯이 명확히 파악되는 것이 아니라 ‘혼돈’의 상태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이런 상태에서는 여성들의 동의여부를 

언어적 거부, 신체적 저항, 남성의 강제가 없는 상태로만 단순화 시켜서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언어적으로 표현되는 성적 거부가 비동의의 표

현이라면, 여성의 침묵은 무언의 동의가 되는 문제를 낳게 됨으로서 자

가당착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기 때문이다(신상숙 2001). 그러므로 강

간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동의의 기준은 에  마틴(Martin 2003)이 지적

하는 바와 같이 본인들의 의지가 위치 지워지는 보다 복잡한 사회문화적 

맥락을 파악하는 가운데서 이해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동

의의 기준은 여성들 내부에서 일부 제기되었던 ‘감정’의 차원, 그리고 

강간의 의미구성에서 절대적 기준이 되고 있는 강간사건의 ‘사후 향’

에 대한 여성의 염려와 같은 차원들에 대한 고려 속에서 재정의 될 필요

가 있는 것이다. 즉 여성들의 필요와 감성에 적합한 개념으로 강간의 

개념이 재구성될 필요가 있겠다. 이와 같은 ‘감정,’ ‘사후 향’의 기준들

은 성적 협상과정에서 과연 남녀가 서로에 대한 진정하고 충분한 배려 

속에서 성에 관한 동의과정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파악할 단서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와 같은 고려가 없는 가운데 강간에 

대한 담론에서 동의의 기준이 중심이 될 경우, 성적 주체성은 단순히 

의사결정의 주체성으로만 그 의미가 국한될 수 있고 따라서 이는 오히려 

남성의 섹슈얼리티와 욕망의 자유만을 고려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성적 

자유주의적인 접근으로 퇴색할 수 있다. 

둘째, 소수민족 여성들을 위한 강간사건의 예방이나 피해경험의 치

유와 같은 개입을 계획하고 실천할 때 한 종족 문화집단을 동질적인 집

단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같은 종족집단이라도 그 내부에서 여성들 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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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경험의 차이로 인해 성 관념이나 강간에 대한 사유에서 내부적 차

이를 보일 수 있음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그러한 내부적 차이가 

한 가족 안에서는 강간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부모와 자녀간의 세대 간의 

차이로 나타날 수 있고, 이는 경우에 따라서는 상이한 관점들로 서로 

충돌하면서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것이

다. 그러므로 개별 소수민족 집단의 문화적 특수성뿐만 아니라 그러한 

집단 내부의 차이까지 고려되는 개입이야말로 진정 문화역량이 강화된 

개입이라고 할 수 있겠다.

셋째, 강간에 대한 개념이 여성의 성적 주체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재구성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강간개념이 생성되고 있는 맥락으로서

의 성 관념 문화가 변화될 필요가 있다. 성 관념에서 작동되고 있는 성간

의 차별적인 관계가 해체되고 남녀 모두의 성적 욕망과 주체가 인지되는 

관점으로 성 관념이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성 관념이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그러한 관념이 변화 가능하다는 것 또한 

전제할 수 있다. 그와 같은 재구성이 정책, 법, 미디어, 사회서비스 등 

제도적인 역에서의 담론으로 확산되고 자리 잡을 때 개인들의 일상생

활에서도 익숙한 관념으로 차츰 자리 잡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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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ning Rape :

Korean American Women's Moral Reasoning

Lee Jong-In*

5)

D efin ing  rap e as a  social con stru ct, th is stu d y  exp lores th e w ay  in  

w hich  K orean  A m erican  w om en d efin e the con cep t o f rap e, an d  th e  

socio-cu ltu ral contexts w ith in  w hich  th eir d efin itions of rap e are situ ated . 

F irst, th e stu d y  exam in es th e w ay  in  w h ich  w om en n arrate  abou t th e  

con cep t an d  th e cases o f rap e, focu sin g  on  the criteria  u sed  in  their  

d efin itions of rap e. Secon d , it d iscu sses the characteristics and  p rod u ction  

m ech an ism s of th e sexu al beliefs am on g K orean  A m erican  w om en. T he  

research  for th is stu d y  w as con d u cted  from  an  eth nic gen d er p ersp ectiv e.  

Its p ersp ectiv e em p h asizes th e im p ortant ro les o f th e sexu al p ow er  

d ifferentials betw een  a  m an  an d  a  w om an as w ell as eth n ic w om en 's  

p ersp ectives in  the constru ct of rap e. D ata for the research  w ere collected  

from  face to  face in terv iew s w ith  36 K orean  A m erican  w om en  as w ell as  

from  surveys w ith  219 K orean  A m erican  w om en . The d ata collection  w as  

con d u cted  betw een  1994 an d  2000 in  th e N ew  E ng land  area. 

T he in -d ep th  in terv iew  d ata  rev eal th at th e fou r criteria th e w om 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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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se in  d eterm in in g  w h ether a certain  sexu al en cou nter constitu tes a  rap e  

are: a) sexu al behav ior in volv ed  b ) a  w om an's con sent (or d issen t) to  sex  

c) an  em otion al d im en sion , inclu d in g  a  m an 's m otivation  for sex  an d  a  

w om an's feeling about sex (e. g . 'sham e' or 'insult'), and d) the relationship  

betw een  p artn ers. 

A lthough in tercourse seem s requisite  to  classify ing  a sexual encounter  

as a rap e in cid ent, m ost w om en  are silen t abou t th e sexu al beh avior an d  

th e bod y p art that cou ld  h ave p ossib ly  been  in v olv ed  in  th e incid en t o f  

rape. A bsence of consent to sex, and especially verbal or behavioral d issent  

to  sex , is th e m ost salien t criterion  in  d eterm in in g  rap e, w h ile  the u se o f  

th e criteria  o f th e em otional d im en sion  an d  the relation sh ip  betw een  

p artn ers is lim ited . T h is fin d in g  is also  su ggested  by  th e su rvey  d ata on  

th e relativ e im p ortan ce of each  criterion  in  d efin ing  rap e. 

The w om en, on the other hand, vary in the w ay in  w hich they narrate  

abou t th eir d issen t to  sex . W h ereas im m igran t K orean  w om en tend  to  

d efin e a  w om an 's d issent to  sex  in  term s of h er behav ioral resistance to  

a m an's sexual advance and a m an's use of force, young K orean A m erican  

w om en  tend  to  d efin e a  w om an's d issen t in  term s o f her v erbal d issen t  

to  sex . Th e w om en 's n arrations abou t rap e cases su ggest that im m igrant  

K orean w om en define rape as sex involving a m ale partner's attack  or use  

of force. B y  contrast, young K orean A m erican w om en tend  to  d efine rape  

in term s of a failure in  sexual negotiation betw een partners and a violation  

of a  w om an 's sexu al self-d eterm in ation . 

M oreover, m arriage constitu tes a stand ard  for d eterm ining  w hether or  

n ot sexu al relation sh ip s betw een  p artners are socially  accep tab le. Forced  

or n on -con sensu al sex  occu rring  w ith in  m arriag e or m arriage-lik e  

relationsh ip s w ere less likely  to  be con sid ered  as rap e th an  forced  or  

n on -con sensu al in tercou rse occu rrin g  ou tsid e of m arriag e or in  

relationsh ip s th at w ou ld  n ot d ev elop  in to  m arri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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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oth  th e K orean  sexu al beliefs and  th e A m erican  m ainstream  

d iscou rses on  sex and  rap e in flu ence th e w ays in  w h ich  w om en  d efine  

rap e. The K orean  sexual beliefs ind icate that m en are in  a m ore favorable  

p osition  to  exp ress th eir sexu al d esires than  w om en . In  K orean  cu ltu re, 

it is generally m ore allow able for a m an than a w om an to engage in sexual  

ad v ances, sexu al talk  or sex  ou tsid e m arriage. T h is im balan ce in  sexu al  

p ow er betw een  a  m an  and  a  w om an  seem s to  contribu te to  K orean  

w om en 's sexu al silence. T he u n balan ced  sexu al p ow er also  seem s to  

con tribu te to  K orean  w om en 's em p hases on  a  w om an 's beh av ioral  

resistan ce, a  m an 's u se of force an d  m arriage in  their d efin ition s of rap e. 

O n  th e o ther han d , th e A m erican  m ain stream  d iscou rses on  rap e, h aving  

existed  u n d er the in flu ence o f a  lon ger fem in ist trad ition , em p h asize a  

w om an's self-determ ination and its verbal expression in  defining rape. The  

d u al sexu al beliefs su rrou nd in g  K orean  A m erican  w om en  con stitu te  th e  

broad er contexts w ith in  w hich  th e d ifferen ces in  su ch  w om en 's life  

exp eriences as age and  en cu ltu ration  contribute to  y ield ing  the v ariations  

in  th e w om en 's d efin ition s of rap e. 

T he research  fin d ing s su g gest th at w e n eed  to  in tegrate  the criterion  

of a w om an's feeling about sex in  d efin ing  rap e. It m eans that a w om an's  

sexu al su b jectiv ity  sh ou ld  not be d efin ed  sim p ly  in  term s of her  

self-d eterm in ation , but rather in  consid eration  of her em otional need . T he  

research  find ings also  suggest that the legal and  social serv ices for fem ale  

rap e v ictim s n eed  to  focu s on  th e v ariation s in  a  sp ecific  grou p  of ethn ic  

w om en  as w ell as am on g eth nic w om en g rou p s in  g eneral. U ltim ately , 

th e w h ole society  n eed s to  recogn ize th at th e efforts to  d econ stru ct th e  

gen d er sexu al p ow er d ifferentials are requ isite  to  en h an cin g  w om en's  

sexu al su b jectiv ity  an d  creating  p o litically  an d  m orally  correct d efin ition s  

of rap 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