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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성이 인간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임에도 교육 철학적 논의에 

있어서 주목되지 않아왔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2015년 본격화된 

‘페미니즘 리부트(feminism reboot)’ 이후, 미투운동, 불법촬영 반대 

운동 등 반(反)성차별, 반성폭력 운동이 이어지며 한국 사회에서는 성을 

둘러싼 담론이 뜨겁다. 교육현장에서 역시 스쿨미투 운동,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청원, 학교 성교육 표준안 등의 쟁점을 둘러싸고 여러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교육과 관련하여 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사유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연구자는 교육에서 성을 둘러싸고 대립하는 

담론이 모두 성을 차이를 지닌 것으로 전제한다는 점에서 성차 개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간 주체 형성과 관련한 성차 개념에 

초점을 맞춰 이를 학교 성교육에 적용해보고자 하였다. 

먼저 2장에서는 성을 이해하는 대표적인 개념인 섹스와 젠더를 

비판적으로 고찰하며 성차에 접근한다. 섹스와 젠더 개념은 페미니즘의 

등장과 함께 ‘여성’을 정의 내리려는 시도를 통해 분화되었다. 성차는 

남성과의 차이를 사유하는 속에서 여성의 주체성을 세우기 위해 필요한 

개념이었다. 그러나 생물학적 성을 나타내는 섹스 개념은 성차를 신체성의 

차원에서 사고함으로써 정신-신체 이분법을 낳은 전통적 주체 이해와 

결합한다. 이는 성차를 자연적이고 우연적인 조건으로 한정시키고 

주체성과 관련하여 사고하지 못하게 하는 한계를 지닌다. 나아가 생리적인 

것 외에도 신체를 통해 나타나는 다양한 성차의 양태를 포착하지 못하게 

한다. 사회문화적 성을 나타내는 젠더 개념은 성차를 변화 가능한 대상으로 

바라보지만, 이를 극복하거나 전도시켜야 할 것으로 접근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정신 우위의 사유 주체를 가정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젠더 개념이 

변화 발전하면서 성과 교차하는 여러 축을 따라 젠더 차이를 증식시키거나 

아예 젠더 자체를 해체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이는 인간 주체를 

무성적으로 그리게 되면서 성차 사유를 배제할 위험을 지닌다. 이처럼 

섹스와 젠더 개념은 성과 성차에 대해 분석하고 이해할 틀을 제공하지만, 

주체 형성의 측면에서는 실질적 성과 성차를 누락하거나 왜곡시킨다. 

이에 3장에서는 섹스와 젠더 개념이 갖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뤼스 

이리가레의 존재론적 성차 개념에 주목한다. 존재론적 성차는 이리가레가 

근대적 이성중심주의를 벗어나는 대안적 주체를 상상한 차이 철학을 

비판적으로 전유하며 고안해낸 개념이다. 따라서 헤겔과 구조주의의 

부정적 차이를 지나 니체, 하이데거, 들뢰즈 등 긍정적 차이를 사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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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자들의 관점을 대략적으로 살피고, 이에 대한 이리가레의 문제의식이 

무엇이었는지를 짚으며 이리가레가 차이가 아닌 성차에 주목한 까닭을 

파악한다. 이어 이리가레가 하이데거의 존재론적 차이 개념을 전유하여 

제시한 존재론적 성차 개념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성적 주체를 형성하는 

힘으로서의 존재론적 성차의 특성과 역할을 알아본다. 

4장에서는 존재론적 성차가 형성하는 새로운 주체성과 그로부터 

재구성되는 주체들 사이의 관계를 윤리학의 차원에서 탐색하는 이리가레의 

사유가 학교 성교육에 어떤 함의를 갖는지 검토한다. 이리가레는 가부장적 

사회 구조와 담론을 모방하는 것을 통해 남성 동일자에 환원되지 않는, 

그러나 아직 존재하지 않는 여성 주체성의 모습을 상상한다. 성차의 

비대칭성에 의해 주체성과 타자성을 모두 획득한 각 주체들에게는 가까이 

있으면서도 서로를 완전히 흡수하지는 않을 적절한 거리를 사유해야 하는 

과제가 부여된다. 

이리가레의 존재론적 성차와 주체에 대한 새로운 사유는 인간 주체를 

둘러싼 자연과 물질, 문화적 측면을 포괄적으로 접근하게 한다는 점에서 

교육에서의 주체 개념을 재구성하고 ‘주체성 교육’이라는 교육 전체의 

목적 아래에서 학교 성교육을 접근하게 한다. 이는 성을 섹스와 젠더 

이분법으로 사고하기보다 포괄적으로 접근하게 한다. 또한 특정 지식과 

규범을 전달하는 목적론적인 성교육이 아니라 성의 불확실성과 모호성을 

함께 질문하고 고민하는 성교육을 권장한다. 그 과정에서 타자의 말할 수 

있음과 함께 듣기의 윤리에 주목하는 성교육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교육학 분야에서 잘 다뤄지지 않았던 성과 성차에 주목하고 

그에 대한 여러 개념 이해 방식을 고찰했으며, 그 중 존재론적 성차의 

방식으로 성을 이해할 때 성교육이 어떤 모습이 될 수 있을지를 

그려봄으로써 교육에서 성이 사유되는 한 가지 모습을 예시해 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다룬 성과 성차 개념은 서양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존재론적 성차에 대하여 시론적으로 접근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추후 문화권별, 학제별 성 이해 방식과 교육을 연결하는 후속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 교육에서의 성과 성차에 

대한 사유를 확장시키길 기대한다. 

 

 

주요어 : 性, 뤼스 이리가레, 존재론적 성차, 여성 주체성, 성차의 윤리학, 

학교 성교육 

학   번 : 2020-29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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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한국의 교육 현장은 최근 ‘성(sexuality)’을 둘러싸고 여러 담론과 

갈등이 계속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성은 일반적으로 생물학적 성을 

의미하였으나, 점차 그 개념이 분화되면서 다양한 의미를 지닌다. 

WHO(WorldHealthOrganization, 2006)에 따르면 성은 성별, 성 정체성 

및 성 역할, 성적 지향, 에로티시즘, 즐거움, 친밀감 및 생식을 포함한다. 

성은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윤리적, 법적, 

역사적, 종교적, 영적 요인의 상호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정의되며(WorldHealthOrganization, 2006, p. 10), 따라서 인간 삶의 

총체와 연관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성은 인간의 존재적 조건들 중 하나로, 

우리 삶에서 배재할 수 없는 요소다. 교육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이기에, 인간을 구성하는 요소로서의 성이 무엇인지, 교육 현실에서 

나타나는 성은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성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를 

개념화하는 것은 분명히 교육학 연구 과제 중 하나다. 성 개념에 대한 

탐구는 교육에서 성을 둘러싼 문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을 

돕고, 그 해결 방법에 대해 시사점을 줄 수 있다. 

그러나 교육 철학적 논의에 있어서 ‘성’에 대한 고려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유현옥, 1992; 이은선, 2005). 성이 교육적 논의로 

끌어들여지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이 전통적으로 사적 영역에 속하는, 

개인의 선택과 취향의 문제로 여겨진 탓이다. 더불어 우리 교육이 성 

중립적인 것으로 표명되는 것 역시 성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막고 있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 한국 사회가 보여준 모습은 성이 더 이상 사적 

영역에만 속하는 것이 아니며, 교육 영역에서도 중립적이기보다 차별적 

형태로 드러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오늘날 한국의 교육 분야는 성평등1을 달성한 것으로 여겨지는 대표적인 

분야다. 교육의 양적인 확대에 따라 남녀 모두에게 동등한 교육기회가 

 

1 본 글에서 ‘성평등’은 gender equality의 번역어로, 이는 gender egalitarianism, 

sex equality 또는 sexual equality과 함께 쓰이는 것(Browne, 2018.03.27.)을 고

려하여 섹스와 젠더 개념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한다. 또한 ‘성평등’과 ‘양성평등’을 

혼용하는데, 맥락에 따라 ‘성평등’과 ‘양성평등’이 구분되어야 할 논쟁적 개념임을 

드러낼 때는 차이를 두어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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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되고 있으며, 2005년 여학생의 대학진학률이 73.6%로 73.2%의 

남학생 대학진학률을 처음 넘어선 이래로 한국 학생들의 대학진학률은 

13년째 여학생이 앞서고 있다(이에스더, 2019.07.01.). 또한 

2011~2018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표준 점수에서 여학생이 국어, 영어 

영역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고, 영역별 1·2등급 비율은 해마다 조금씩 

변화가 있었으나 8·9등급비율은 2011~2020년 20년에 걸쳐 모든 

영역에서 여학생이 낮은 등 다양한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여학생들은 

남학생보다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1~2020). 과거에 비해 여학생들에게 학교 교육의 기회가 더 많아졌고, 

여학생들의 높은 학업성취가 계속해서 나타나면서 교육 영역에서는 이미 

여성의 권익이 신장되고 ‘양성평등’이 이루어진, 성 중립 상태처럼 

보인다. 심지어 ‘양성평등’을 넘어 이제는 ‘여풍(女風)’, ‘여학생 

상위 시대’, ‘남학생 역차별’ 등의 담론이 형성되고도 있다. 

그러나 학생들이 느끼는 교육현장은 그다지 성평등 하지 않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2019 초중등 성평등 교육의 요구 현실과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서 전국 초·중·고생 42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14.1%가 지난 1년간 학교에서 본인이 성차별적 발언이나 

행동을 당하거나 다른 사람이 성차별적 발언 및 행동한 것을 목격했다고 

응답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학생이 9.0%인 반면, 여학생은 19.3%로 

여학생이 학교 생활 중 성차별적 상황에 더 많이 노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중·고교생의 78.7％가 '학교 생활지도가 성차별적이다'라고 

답했으며, 남학생 중 생활지도에서 성차별을 느낀다고 답한 비율은 

83.3％로 73.8％인 여학생보다 높았다(최윤정, 박성정, 장희영, & 김효경, 

2019). 이에 더해 청소년들의 주도로 이루어진 스쿨미투 운동은 교육 

분야에 만연한 성폭력과 성차별을 드러냈다. 2016년 10월 트위터에서 

‘#오타쿠_내_성폭력’ 해시태그가 처음 제안된 이래 

‘#문단_내_성폭력’, ‘#대학_내_성폭력’ 등 ‘OO계 내 성폭력’ 

해시태그를 통해 SNS를 통한 성폭력 피해 공론화가 활성화되었고(강푸름, 

2017.02.13.; 페미위키기여자, 2021.09.02.), 이는 2018년 상반기 한국 

사회를 뒤흔든 미투 운동(#MeToo)으로 이어졌다. 스쿨미투 운동은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 상에서 교사-학생 간 권력관계가 성폭력의 구조적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이혜정, 2018). 또한 다크웹 사건(이경국, 

2020.06.16.), N번방 사건(오연서외, 2019.11.25.)등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 및 이를 유통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소식도 

끊임없이 전해지고 있다. 특히 N번방 사건의 경우 10대 청소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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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로 대거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며 충격을 안겨주었다. 법무부의 2020 

성범죄백서(법무부, 2020)에 따르면 18세 이하 성범죄자 중 14~18세 

청소년들의 수는 2008년 1,477명에서 2017년 3,078 명으로 두 배 가량 

증가했다. 

이에 성과 관련하여 교육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늘고 있다. 

교육이 보다 성평등해야 하며, 제대로 된 학교 성교육이 필요하는 것이다. 

SNS를 통해 ‘#우리에겐_페미니스트_선생님이_필요합니다’ 해시태그 

운동이 펼쳐지는가 하면, ‘초중고등학교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청와대 

국민청원에 21만 3천여명이 참여하기도 했다(박다해, 2018.02.06.).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로 정체화한 교사들은 온·오프라인 상으로 조직체를 

구성하며 학교의 남성중심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보다 성평등한 학교 

교육활동을 위해 힘쓰고 있다(이예슬, 2020; 최유리, 2018). 스쿨미투 

운동은 성폭력 사례 고발에서 나아가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로 이어지면서 

여성 청소년들이 지배적 규범을 벗어나 스스로의 정체성을 새롭게 

형성해가는 장이 되었다(이혜정, 2018, pp. 60-62).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중고등학교 교사와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한 요구 조사를 살펴보면, 학생들은 

우리나라 국가 지속가능발전 목표 및 지속가능발전교육 주제, 학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배우고 싶은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주제로 ‘양성평등’을 

꼽고 있다. 이는 교사나 학부모 응답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항목으로 

학생들이 성과 관련한 교육을 강하게 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권영락, 

이미숙, 김혜숙, 유은정, & 김찬국, 2021, pp. 6-7). 

한편 성교육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주장이 편향되었다는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반대’ 청원이 제기되고, 페미니즘 교육 청원이 ‘조작’됐다는 주장이 

이어지거나(구정은, 2018.02.06.), 정책 토론회를 통해 ‘현재 진행되는 

학교 성평등 교육은 모든 현상을 남성이 여성을 억압하는 구도로 바라보고 

젠더 관점에서만 여성 편향적으로 해석된 교육’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2021년 4월 발의된 ‘성인지교육 지원법안’과 관련하여 

국회입법예고 사이트를 통해 ‘미성숙한 학생을 상대로 성인지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성에 대한 왜곡되고 편향된 지식, 태도, 의식을 주입할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이 표명되기도 했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아이들은 

성인지 외에도 배울 것이 많다’며 교육에서 성을 제외할 것을 요구하거나, 

페미니즘 교육에 대해 ‘역사를 가르칠 때 이념적으로 중립을 지키며 

가르치는 게 중요하듯, 성평등 교육도 한 쪽으로 편향돼선 안 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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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중립적으로 다룰 것을 주장한다(김수진, 2021.04.19.; 정민지, 

2019.08.27.; 황윤서, 2021.04.13.). 

이처럼 교육에서 성과 관련된 담론은 크게 둘로 나뉘어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하나는 교육에서 성을 고려해서는 안된다거나 성 중립적이어야 

한다고 보는 쪽이며, 다른 하나는 페미니즘 관점에서 성과 관련한 위계 

구조를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성평등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 쪽이다. 

전자는 여성과 남성의 양성 구분을 자연적이고 섭리에 따른 것, 이미 

주어진 것으로 여긴다. 또한 성을 아동·청소년이 인식하기에는 위험한 

것으로 여기기도 한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 외의 

성’을 교육하는 것은 아동·청소년들에게 특정 이데올로기를 주입하는 

것이며 자연적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여기에 전제된 성적 주체는 

개인이 자신의 사회적·역사적 역할 및 지위를 선택하기보다 기존 질서를 

지키고 주어진 역할을 다하는 주체로, 따라서 성 중립은 양성 간의 균형, 

기계적 평등을 의미하게 된다. 

그러나 후자의 담론은 교육현장이 성 중립적으로 보이지만 특정 

성역할과 성별 특성에 관한 규범을 만들어내고 기울어진 성별 위계구조를 

공고히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교육 현장에는 물론 이미 양성평등교육, 

성교육, 성평등교육, 성희롱·성폭력예방교육, 성인지교육, 성인권교육 

등이 존재하지만 성차별과 성별 고정관념을 형성하는 불평등한 권력 

관계에 대한 관점이 부족하고, 그나마 이루어지고 있는 성교육도 

형식적으로 수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입장의 담론에서 전제되는 것은 

여성과 남성의 구분은 권력구조의 위치에 따라 그 성격이나 역할이 

변화하는 것이며, 성은 사회 변화 및 개인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서 양성이 아니라 더 다양한 것이다. 따라서 이 입장에서는 성별 

이원성을 넘어 다양하고 형성적인 주체를 목표로 한다. 또한 특정 성 

중심의 규범과 그 원인을 파악하고, 사회 변화 과정으로서 교육에 주목하며 

페미니즘 관점의 성평등 교육 의무화를 요청한다. 

이러한 전제들에 기초할 때 두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당연해 보인다. 그 핵심 원인에 ‘주체의 성’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입장은 ‘성’이라는 개념에 대한 

이해가 다르고 그에 기반하여 서로 다른 주체를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쪽은 성이라는 범주를 여성과 남성이라는 두 개의 하위 범주를 

포괄하는 것으로 보고, 이것들이 서로를 배제하면서 동시에 성이라는 

하나의 범주를 꽉 채우고 있는 것으로 본다. 이에 비해 다른 한쪽은 여성과 

남성이 그보다 큰 성이라는 제 3의 범주에 포함된 것으로 보면서도,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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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라는 범주 전부를 채우지는 않는 것으로 이해한다. 즉, 성이라는 범주 

안에 여성과 남성 외의 다른 하위 범주들을 인정한다. 

그러나 소통의 여지가 없어 보이는 두 입장에도 공통점이 있다. 두 입장 

모두 성을 그 안에 서로 다른 복수의 하위 범주들을 포괄하고 있는 

개념으로서 차이들을 지닌 것으로 본다. 즉, 성차를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공간적 도형을 통해 직관적으로 설명하자면, 두 입장 모두 성이라는 개념을 

‘하나’의 원에 의해 표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내부를 쪼개어 

표상하고 있다. 이 공통의 지점, 즉 성이 지닌 차이, 성차를 고찰하는 것은 

교육 내에서 대립하는 성과 관련한 담론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소통의 실마리를 찾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는 성과 성차를 늘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교육 안에서 하나의 주제로 제대로 논의하거나 

묻고 있지 않아 왔다. 그러나 이제는 이것을 사적이고 중립적인 것으로 

다루기 보다는, 표면화하여 좀 더 진지하게 논의할 때이다. 즉 교육에서 

성을 둘러싼 담론들이 전제하고 있는 ‘성차’는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한 것이다. 성차는 무엇인가? 성차는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은 교육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교육에서 성과 성차에 대한 사유가 특히 중요한 것은 그것이 주체성 

형성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인간의 변화와 성장을 추구하고 고찰하는 

교육에서, 인간을 형성한다는 것은 주체성을 형성한다는 것과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교육에서 주체 형성은 늘 중요한 주제였으나, 이 

‘주체’는 보통 데카르트가 말하는 코기토(cogito),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의 사유 주체로 이해되어왔다. 사유하는 주체는 신을 

벗어나 세계를 능동적으로 구성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고, 이로부터 

자유롭고 자주적인 개인을 탄생시켰다는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이러한 

사유 주체의 자기중심성은 사유 대상의 타자화를 피할 수 없다. 교육은 

주체 형성을 목표로 하지만, ‘교육행위자라는 주체’의 의도와 지향이 가 

닿는 ‘교육대상자라는 타자’를 상정할 수밖에 없고, 교육대상자는 

교육행위자라는 주체에 의해 해석되어 그에 환원되게 된다. 교육 의도가 

전제되는 한 교육행위는 주체-객체 관계가 되어 버리며, 이러한 대상화를 

과연 교육적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러한 환원 속에서 주체가 정말로 

형성될 수 있는가 하는 딜레마에 빠지는 것이다(우정길, 2007). 

이에 더해 데카르트적 사유 주체는 정신과 신체를 비롯하여 이성/감정, 

빛/어둠, 문명/자연 등 다양한 이항대립을 상정하고, 그 중 우월한 항을 

차지한다. 유현옥(유현옥, 1992)은 교육 철학적 논의에 있어서 ‘교육받은 

인간’의 특성이 중립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특정 성-남성-중심적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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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한다. 교육에서 전제하고 있는 주체는 차이, 다름, 다양성, 타자에 대한 

가치를 절하하고 있고, 성을 고려하지 않는 맥락 속에서 여성이 특히 그런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남성 외의 성을 지닌 이들은 타자로 

환원되고 열등한 항에 배치되어 자신의 주체성을 제대로 형성할 수 없게 

된다. 

이 문제는 경쟁력과 효율성을 중시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신자유주의적 교육 체제 속에서 극대화된다. 신자유주의적 교육은 

성별분업의 해체와 재구성이 요청되는 국면에서 성차를 자세히 

들여다보기보다 그와 관련한 긴장을 시장 질서와 규범으로 단일 

수렴시켰다. 그럼으로써 시장 질서와 규범으로 수용되지 않는 차이의 

가시화나 인정은 불공정한 것으로 인식되었고, 자기주도성과 선택의 

다양성 강조는 억압과 통제에서 해방된 주체보다 주어진 규칙에 맞춰 

경쟁력을 갖추고자 하는 파편화되고 개인화된 주체상을 형성했다(엄혜진, 

2018). 이때 몸과 외모는 성차와 관련하여 논의되지 못한 채 자기를 

관리하고 계발하고 통제하는 장소이자 수단이 되면서 ‘전쟁터’2가 된다. 

‘전쟁터’는 여러 몸에서 볼 수 있지만, 특히 여성 아동·청소년의 

몸에서 두드러진다. 2005년 6월 두발 규제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두발 상태는 자기결정권의 영역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고, 2010년 경기 지역을 시작으로 서울, 광주, 전북, 충남, 제주 등 

전국 6개 시도 교육청에서는 학생인권조례를 세웠다. 그러나 학교현장의 

두발, 복장규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경우가 많고, 여학생에 대한 규제는 더 

촘촘하면서도 특히 성과 관련되어 있다. ‘목선이 드러나면 야하다’는 

이유로 묶음머리가 금지되는가 하면, 긴 머리보다 짧은 머리를 권하면서도 

‘숏컷은 동성애를 조장할 수 있어서’ 금지된다. 속옷은 살구색이나 

흰색으로 정해지고, 색 있는 속옷을 착용했을 때 ‘보여주려고 입고 

왔냐’는 지적을 받는다. 연애와 같은 사생활이 규제되고, 스킨십과 

입맞춤에 벌점이 부과되거나 나아가 퇴학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자퇴 권고, 전학, 퇴학 등 학습권 침해를 유발하는 규정도 

여전히 남아있다(김효정, 2021.08.24.; 박지윤, 이누리, 서동주, & 한진탁, 

2021.04.15.; 이정아, 2021.12.08.). 이러한 학교생활 규정에 저항하고 

 

2 붉은 테두리 안에 흑백 사진, 그 위에 붉은 박스 속 하얀 글씨로 사회 비판적인 

텍스트를 넣는 스타일로 유명한 바바라 크루거(Barbara Kruger)의 1989년 작품 

<무제(당신의 몸은 전쟁터다) Untitled(Your body is a battleground)>를 참고한 

비유다. 그는 이 작품을 1989년 4월 9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낙태법 철폐 시위

를 위한 포스터로 제작해 현장 배포했다(Caldwell, 201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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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과 외모에 대한 개인의 자율성이 요청되는 가운데, ‘화장’은 여성 

아동·청소년의 미묘한 위치를 드러낸다. 

 

올해 열세 살인 우리 반 여자아이들도 화장을 한다. 물론(?) 남자아

이들은 하지 않는다. 화장은 비단 우리 반만의 유행이 아니다. 초등학

교 3학년부터 거의 화장을 시작한다. ... 초등학생 때가 화장 입문기라

면 중·고등학생 때는 화장 안정기다. 이때부터 화장은 예의의 문제가 

된다. 남녀공학의 경우 늦잠을 자는 바람에 화장을 못 한 여자아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등교한다. 친구들은 “너 누구야?”라고 웃으며 농

담을 던진다. 

… 교실에서 화장하는 아이들은 여자아이들이었다. 화장을 하면 혼

난다는 사실을 익히 알기 때문에 아이들은 화장을 하면서도 항상 어른

들의 눈치를 봤다. 남자아이들은 그 틈을 노려 누가 화장했는지 나에

게 은근히 일러바쳤다. 나아가 화장한 여자아이에게 입술 색이 이상하

다, 안 어울린다, 화장을 안 해서 어색하다 따위의 평가를 한두 마디씩 

덧붙여오던 터였다. 

…아이일 때는 화장하는 게 죄고, 스무살이 넘으면 화장을 안 하는 

게 죄다. 왜냐하면 ‘여자’란 성인 남자의 연애 대상일 뿐이니까. 여

자가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다. 아름답게 얼굴을 가꿀 것, 통통하지도 

마르지도 않은 예쁜 몸매를 유지할 것, 항상 웃을 것, 말투는 상냥할 

것,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할 것. 자연스레 화장은 여자의 의무로 등

극한다. 하지만 초등학생 여자아이는 ‘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자’가 아닌 단계에서 화장은 할 일이 아니거니와 남성의 연애 상

대로 보일 ‘위험’까지 있으니 이 얼마나 단속해야 할 일인가. 그러

니 사회는 화장하는 아이들을 비난하고 처벌한다. 나 또한 여기서 자

유롭지 않았다(초등성평등연구회, 2018, pp. 56-59, 강조는 연구자

에 의함). 

 

여성 아동·청소년들의 화장에 대한 우리 사회나 교육현장의 반응은 

크게 둘로 나뉜다. 인정과 부정이다. 여성 아동·청소년의 화장이 인정될 

때, 그것은 각종 규제에 묶여 있는 여성 아동·청소년들이 과도한 통제를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을 드러내고 자신의 몸에 대한 통제력과 

자기결정권을 표현하는 수단이다. 그러면서도 화장은 또래 사이에서 

‘루저’가 되지 않기 위한, 걸그룹과 유튜버처럼 성공을 쟁취하기 위한 

경쟁력 있는 기술이며, 사회의 인정을 받아 ‘자신감’과 

‘당당함’이라는 자기만족을 얻는 자율적 선택이다. 

반면 여성 아동·청소년의 화장이 부정될 경우는 다시 두 가지 경우로 

나뉜다. 하나는 화장을 소위 ‘학생답지 않은’ 행동으로 보는 입장이다. 

화장은 ‘여자’, 즉 성인 여성의 일이지 아동·청소년의 일이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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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다. 이 입장에서 아동·청소년의 성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 

다른 하나는 화장이 자유로운 선택처럼 보이지만 실은 자유롭지 않다는 

이유에서 부정하는 입장이다. 화장에 대한 선택의 자유가 주어진 것 같지만, 

화장이 하나의 과업이 되면서 외모를 꾸밀 선택권이 사실은 ‘여성적인’ 

틀 안에서만 주어진다는 것이다. 이 입장은 화장한 얼굴은 

‘경쟁력’이라는 이름으로 여성이 갖춰야 할 ‘예의’이자 여성 얼굴의 

‘기본값’이 되었고, 이는 진정한 자기결정권이나 자기통제력을 

발휘한다기 보다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또 다른 억압으로 작용한다고 

본다. 

여성 아동·청소년들의 화장을 둘러싼 세 입장은 모두 성에 대한 

생물학적 구분과 사회문화적 구분에 기대고 있으며, 성 및 성차, 주체성과 

관련하여 한계를 지니고 있다. 먼저 여성 아동·청소년을 ‘여자’에 넣지 

않는 입장은 여성의 범주를 생식과 관련한 생물학적 성차로만 제한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을 무성無性적 존재로 그리면서 화장의 문제가 유독 

‘여성’ 아동·청소년에게 나타나는 점을 지워버린다. 또한 보호주의를 

핑계로 여성 아동·청소년들이 화장에 대해 논의하거나 탐색하는 것을 

금기시하며 그들의 주체성을 무시한다. 

이에 비하면 나머지 두 입장은 자기결정권과 주체성을 존중하고 있다. 

화장을 자기 표현의 수단이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주체성 발휘의 

맥락으로 보는 입장은,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무엇이든 될 수 있다는 

‘Can-do-girl’ 담론과 만나 자기 삶에 대한 책임을 적극적으로 지게 

한다. 그러나 이는 구조적 문제를 개인화하고 기존의 부정의한 구조에 

편입하는 개인적 성취를 강화한다는 한계를 지닌다(Harris & Dobson, 

2015). 남성 주체의 시각에서 형성된 여성성을 내면화하고 남성 주체의 

타자의 지위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화장을 통해 인정받고 경쟁력을 

얻고자 하는 욕구를 느껴본 적 없는 남성 아동·청소년들은 당연하게 

평가자의 위치에 올라 여성을 대상화한다. 

이러한 한계를 지적하고 화장이라는 가장된 여성성을 벗을 것을 

요구하는 입장은 여성다움이나 남성다움을 벗어나 진정한 ‘나다움’을 

찾을 것을 요청하며 주체성에 대한 다양한 상상력을 구현하고자 한다. 이 

입장은 여성에게만 모종의 의무로 요구되는 화장과 같이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된 성별고정관념을 탈피하고 이를 변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실천들에 

정치적 동력을 부여한다. 그러나 성차와 관련된 모든 것을 극복해야할 

고정관념으로 여기거나 성차를 무한대로 다양하게 분화하는 것은 여전히 

사유하는 주체가 신체를 해석하는, 정신 우위의 실천이 된다. 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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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성차는 오히려 무화되어 그에 대해 성찰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다. 주체에게서 성과 관련한 것을 적극적으로 떼어냄으로써 중성화 

또는 탈성화 시키는 것은, 구체적이기보다 보편적인 주체를 상정하게 된다. 

그 결과 오랫동안 중립적이고 보편적인 주체로 가정되어온 남성 동일자로 

환원될 위험을 지닌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된 여성성, 가장된 

남성성이라는 사회문화적 성차를 벗었을 때, 거기에 있는 것은 무엇인지, 

무엇이 있기는 한 것이지, 그 ‘무엇’이 새로운 실천을 걸친다면 그것은 

가장된 것이 아니라 ‘진정한 것’이 되는지 등의 질문에 적절히 답하기 

어렵다.  

이러한 차원에서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이 뤼스 이리가레(Luce 

Irigaray)의 ‘존재론적 성차’다. 이리가레는 타자, 특히 성차로 인한 

타자를 드러내고, 그로부터 생겨나는 만남과 지식에 대해 부단히 사유해 온 

대표적인 철학자이기 때문이다. 이리가레가 고안한 독특한 개념인 

존재론적 성차는 타자의 대상화와 남성 동일자3로의 환원이라는 근대적 

주체의 두 한계에 모두 도전하면서 생겨났다. 이리가레는 후기구조주의, 

해체주의, 포스트모더니즘의 여러 학자들과 마찬가지로 데카르트적 사유 

주체를 비판하고 ‘차이’ 개념을 전면에 내세운다. 특히 그는 자신의 

철학박사 학위 논문인 『반사경: 타자인 여성에 대하여』(Speculum. De 

l’autre femme)에서 데카르트적 주체 개념이 남성적이며, 다른 모든 

타자들을 자신과의 관계로 환원시키는 자기 동일적 주체라고 

비판한다(Irigaray, 1974/2021). 자기 동일적 남성 주체가 말하는 차이는 

동일성을 전제로 한 차이이고, 이항대립을 전제한다. 따라서 여성은 

이항대립의 후항에 위치해 중심 주체로 규정되지 못한 채 ‘타자의 

타자’가 아니라 ‘남성 동일자의 타자’로, ‘남성 동일자를 위한’ 

타자가 된다. 이리가레는 이처럼 성차가 동일성의 논리 속에 환원되어 

왜곡되어 왔음을 비판하고, 남성적 주체와 다른 여성적 주체를 세울 것을 

주장한다. 여성적 주체는 환원할 수 없는 차이를 지님으로써 주체의 자기 

동일성을 흔들고, 주체가 변함없이 동일한 자기자신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주체로 되기를 계속해 나갈 수 있게 한다(Irigaray, 

2002/2009, pp. 109-110). 따라서 차이는 극복되어야 하는 것이나 

 

3 동일자 개념은 동일성(identity) 개념을 통하여 이해될 수 있는데, 철학에서 동일

성은 다의적이다. 동일성은 1) 개인의 의식 또는 인격의 동일성, 2) 논리적 사유의 

보편성, 3) 사물의 자체 동일성, 4) 주체와 객체의 매개에 의한 동일성 등을 뜻한다. 

각각의 의미는 엄격히 구분되기 보다 본질적, 영속적, 보편적인 어떤 것을 가리킨

다는 점에서 공통된 특징을 지닌다(윤선구, 2006, pp. 111-113). 이러한 동일성의 

특징에서 비롯되는 동일자 개념은 이리가레의 주요 비판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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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성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변증법적 되기를 보증하는 것으로서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성차를 존재론적 차원에서 고려하는 이리가레의 철학은 

교육에서 성과 성차를 사유하는 방식의 새로운 단초를 제공한다. 이는 성별 

대결 구도를 비롯하여 현재 한국에서 성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사회적 

갈등을 분석하고 그 해결을 위한 학교 성교육의 실천 방향에 시사점을 

던져줄 수 있다. 또한 교육 행위에 수반되는 교육되는 이의 대상화를 

벗어나 타자의 타자성을 조명하면서도, 단순히 타자를 강조하며 교육적 

주객관계를 뒤집는 것이 아니라 타자와 주체의 주체성을 함께 고려하는 

교육적 관계를 상상할 여지를 제공해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성과 관련한 

타자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주체를 고려하는 것은 교육적 주체의 개념을 

재구성하며, 이것은 학교교육을 통한 성교육의 정책이나 방향에 대해 

새로운 통찰을 줄 것이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교육의 주요한 주제이자 핵심 과제 중 하나인 주체 

형성에 연루되는 성차의 성격과 개념을 검토하여 성교육의 의미에 대한 

우리의 사유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우선 우리가 흔히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말할 때 사용하는 성차로서 생물학적 성차와 

사회문화적 성차를 살펴보고, 이러한 성차 관점이 교육에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지와 그 한계를 분석하고자 한다(2장). 그 분석을 토대로, 성차를 

바라보는 대안적 관점인 존재론적 성차가 이러한 한계를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지를 살펴본다. 특히 주체 개념을 해체하는 철학적 맥락 속에서 뤼스 

이리가레가 단순히 차이가 아니라 성차(sexual differences)와 여성 

주체성(female subjectivity)에 주목한 까닭을 탐색한다(3장). 나아가 

주체 형성과 관련하여 성차를 존재론적으로 사유하는 것이 학교 성교육에 

어떠한 함의를 갖는지 논의해보고자 한다(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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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문제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교육연구에서 성차는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가? 

 

2. 뤼스 이리가레의 ‘존재론적 성차’는 대안적 주체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가. 뤼스 이리가레의 ‘성차’ 개념은 ‘차이’와 어떻게 다른가? 

나. 뤼스 이리가레의 ‘여성 주체성’ 개념은 무엇인가? 

 

3. 뤼스 이리가레의 ‘존재론적 성차’ 개념이 학교 성교육 실천에 

시사하고 있는 바는 무엇인가? 

가. 존재론적 성차가 교육을 통해 지향해야 할 주체상의 재구성에 

함의하는 바는 무엇인가? 

나. 존재론적 성차는 학교 성교육에 어떤 시사점을 주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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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교육연구에서 나타나는 성차의 개념 
 

 

교육연구에서 나타나는 성차(sexual difference)에 대한 개념은 

‘성(sexuality)’ 개념과 ‘성 인식’이 변천해온 과정과 맥을 같이 한다. 

교육을 비롯한 학문 전반에서 성은 오랫동안 탐구대상이 되지 못했다. 

“몹시 저급하고 쓸데없는 주제”(Foucault, 1976/2020, p. 16)인 성은 

자연적이면서도 신비로운 어떤 것, 본능적이고 은밀한 것으로 여겨져 

사변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고 공적 논의에서 지워졌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서면서 ‘성 혁명’, ‘성 해방’ 등 이른바 ‘성 문제’에 대한 

관심이 부상했고, 성에 대한 인식 역시 과거에 비해 현격하게 

달라졌다(Giddens, 1996/2003, pp. 37-47). 다양한 문화와 시대 속에서 

변화되어온 성은 자식을 얻기 위한 재생산(reproduction)의 기능으로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배경과 정서 및 감정적 체험을 포괄하여 

인식되기 시작했다. 성을 둘러싸고 대중적 관심과 각종 학계의 담론 형성이 

이어지고 있는 한편, 이러한 관심 자체를 일탈이나 부도덕한 것으로 

치부하며 성을 은폐하려는 시도 역시 남아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우리 삶의 곳곳에 ‘성이 존재함’을 느낀다. 경험적으로 우리는 성을 

확인하고, 식별하고, 그것을 들춰내거나 가리려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감각하고 인식하는 성은 무엇인가? 우리는 성을 어떻게 사유하고 있는가? 

서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은 일반적으로 차이를 지닌 것으로 

인식되는데, 이는 섹스(sex)의 어원에서도 드러난다. 섹스는 라틴어 

섹수스(sexus), 세쿠스(sĕcus)에서 유래한 것으로, 이 단어는 세코(sĕco), 

즉 ‘나누다, 자르다, 구분하다, 가르다’라는 의미의 어원에서 

파생되었다(Hoad, 2003). 어원적으로도 분할과 경계 구분을 함축하고 

있는 성은 그러한 구분이 어디에서의 구분인지, 무엇들 사이의 구분인지에 

대해 질문하게 한다. 성에 대한 인식과 개념은 이러한 구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변화해왔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성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성 담론이 분화 및 발전해온 과정을 살펴본다. 나아가 각각의 

관점이 성차를 어떻게 규정짓는지를 조명한다. 또한 성차를 규정짓는 

방식에 따라 교육연구에 성차를 반영하는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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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생물학적 성차 
 

1) 자연적 차이로 간주되어온 성차 

 

서양 4에서 성(sexuality)은 오랜 기간 생식적 측면에서 파악되었다. 

그러나 성 개념 자체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성은 식물학자 카를 폰 

린네(Carl von Linné)가 식물을 분류하기 위한 표현에서 시작하여 

생물학과 동물학에서 사용되다가 이후 사람에게도 적용된다(Giddens, 

1996/2003, p. 57; 제여매, 2014 재인용). 이는 이후 인간의 성을 

생물학과 진화론의 영향 아래에서 바라보는 관점을 형성했다. 이와 같이 

생물학적인 성을 섹스(sex)로 지칭하는데, 이는 1960년대 심리학자들의 

저서에서 사회적인 성을 지칭하는 젠더(gender)와 구분 짓기 위해 

사용되었다. 

섹스 개념 아래에서 인간의 성은 성적 재생산과 관련한 기관 및 특성에 

따라 분류된다(John & Barbara, 2002, pp. 39-43, 71-73). 인간은 

대부분의 포유류와 같이 수정 시 XX 또는 XY 염색체를 소유함에 따라 서로 

다른 생식 기관을 형성한다. XX 염색체는 생식선을 난소로, XY 염색체는 

생식선을 정소로 발달시키고, 정소와 난소는 호르몬 분비를 통해 생식기의 

형태와 신체적 특성을 결정짓는다. 난소와 정소는 안드로겐,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등 주로 세 가지 형태의 호르몬을 모두 분비하는데, 난소는 

안드로겐보다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을 더 많이 생산하고 정소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보다 안드로겐을 더 많이 생산한다. 안드로겐이 

더 많이 분비된 태아는 전립선, 요도, 음경, 음낭, 정소 등 ‘남성’ 

생식기를 갖게 되며, 여성 생식기 발달이 억제된다. 반면 안드로겐 분비가 

적은 태아에게는 자궁, 질, 음순, 음핵 등 ‘여성’ 생식기가 발달한다. 

호르몬 비율의 차이는 사춘기 이후 체모, 목소리의 높낮이, 유방의 발달 

유무, 월경 등의 특성에서도 차이를 만들어낸다. 

섹스 개념은 보건, 체육, 생물 등 과학, 기술과정 등의 교과를 통해 

구체적인 생식기 명칭과 기능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으로 이어졌다. 

이는 임신, 출산, 양육 등에 대한 지식 전달을 가정 영역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제도 교육 안에서 담당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자신의 신체와 그 

변화를 관찰하게 하는 것을 통해 성에 대한 신비화를 줄이고, 건강과 위생 

 

4 본 논문에서 다루는 성 개념 및 성 담론은 서양의 것으로 제한한다. 이는 연구자

의 한계 때문이기도 하지만 본 논문에서 다룰 뤼스 이리가레의 사유가 서구 사상을 

주된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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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를 위한 이해 및 개개의 신체별로 갖는 소질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한편 진화심리학과 사회생물학 등에서는 성별 차이(sex difference)를 

보편적인 것으로 설명하고자 했다. 이 입장에 따르면 인간은 유전자의 생존 

가능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생물학적 본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에 따라 

진화해왔다. 따라서 유전자 전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인간의 성은 

생물학적 설명을 통해 이해될 수 있다. 인간의 성적 욕구 및 성향과 본성, 

성역할 등은 진화론적 입장에 기대어 생리적으로 설명되며, 인간 종의 

보편적 성향이나 행동 특성을 구성한다. 즉, 인간의 행동과 심리적 특성의 

성차는 생물학적 영향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생물학적인 성은 

‘과학적’ 설명으로 주장되면서 성차를 ‘자연적인 것’으로 고정시켰다. 

이는 인간의 사회적 지위와 가치 등의 관습, 제도는 인간이 가진 염색체와 

성 호르몬 수치의 비율, 관련 생식기 목록 및 특성의 차이에 따라 

정해진다는 생물학적 결정론(biological determinism)으로 이어진다.  

 

2) 생물학적 성차의 한계 

 

위와 같이 섹스 개념은 여성과 남성의 생물학적 특성 차이가 인간 행동 

및 사회적 역할 차이의 원인이라는 설명에 쉽게 동원된다. 이러한 설명에는 

바뀌기 어려운 생물학적 특성 상 성별 차이에 따른 사회적 위치의 차이도 

변화하기 힘든 것이며, 그러한 위치 차이가 ‘자연적’이고 피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견해가 깔려있다. 그러나 생물학적 성별 차이(sex difference)가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성차(gender difference)에 무조건적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다. 생물학적이고 해부학적인 차이가 ‘있음’과 이러한 차이를 

‘재현’하는 것은 구분되어야 한다. 

샹탈 자케(Chantal Jaquet)는 루소가 불평등의 기원을 찾고자 하며 

현재 인간이 지닌 성질 중 타고난 것과 인위적인 것을 분리하려 했을 때 

마주친 어려움을 예로 들며 섹스를 구별해 내는 일이 까다로움을 

보여준다(Jaquet, 2001/2021, pp. 469-470). “인간의 영혼은 사회 

속에서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수많은 원인에 의해, 숱한 지식과 오류의 

획득에 의해, 그리고 신체의 조직에 생긴 여러 가지 변화와 정념에 가해진 

계속적인 충격으로 인해 애초의 모습이 변질되어 알아볼 수 없게 

되었”(Rousseau, 2003, p. 33)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몇몇 사회에서 

여성의 낮은 사회적 지위는 여성이 남성보다 적은 음식과 부실한 식단을 

받게 했고, 여성의 몸은 부족한 영양분 탓에 점점 더 작아졌다. 또 많은 

사회에서 여성에게 운동이 권장되지 않고 여성이 운동 기회를 거의 갖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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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는 상황은 시간이 지날수록 남성보다 여성을 더 약하게 만드는 등 성에 

따른 신체적 이형성을 강화한다(Jaggar, 1983). 한편 생물학적 특징에 

따라 인간 행동이 특정한 형태를 띤다면 각기 다른 문화적 맥락에서도 같은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러나 생물학적 성별 차이는 문화적 맥락에 따라 

다른 형태를 띠거나 다르게 나타난다. 여성과 남성의 성기 모양의 차이가 

소변 누는 자세를 웅크리고 앉는 모습과 서 있는 모습으로 차이를 만든다고 

흔히 생각하지만, 옷을 위로 말아 올리지 않고 길 위에 서서 다리를 벌린 채 

소변을 보는 사부아 지방 여자들이나 젤라바(djellaba)를 입은 남자들이 

몸을 수그려 소변을 보는 예가 그것이다(Jaquet, 2001/2021, pp. 468-

469). 이처럼 인간의 성은 어디까지를 자연적인 것이라고 하고 어디까지를 

인위적이며 역사적인 것이라고 해야 할지가 불분명하다. 

물론 우리의 행동과 사회적 배치는 생물학적 특징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생물학적, 유전적 특징은 그 변화 속도가 문화적 변화에 비해 느릴 

뿐 불변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적 배치는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의 생물학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을 변화시킨다. 생물학적 성별 차이의 비교는 

발견적 가치를 갖는 것일 뿐, 위계적 가치로 곧바로 이어질 수 없다. 

생물학적 성을 불변하고 불가피한 진화 현상으로 보는 입장은 성별 차이를 

근거로 차별과 불평등이라는 사회적 행동을 정당화하는 오류에 빠지기도 

한다. 남성 지배의 역사를 불가피한 진화 현상으로 이해하며 가부장제를 

정당화하는 것이다. 이는 사실의 문제를 당위로 전도시키며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을 불가능한 일로 보게 한다. 

사실 생물학적 섹스를 무엇으로 간주하느냐 하는 과학적 견해도 사회적 

영향력에 따라 변화해왔다. 고대 그리스 이래로 18세기 후반까지 성별 

차이(sex difference)에 대한 과학적 관점은 ‘단성(one-sex) 

모델’이었다. 이 관점에서는 여성과 남성은 같은 생식기를 가지나 다만 몸 

속에 있는지 몸 외부에 있는지가 다를 뿐이다. 따라서 여성과 남성은 같은 

섹스 범주에 속한다. 난소와 고환을 지시하는 단어가 같았으며, 이 둘은 

맥락에 따라 구분되었다(Laqueur, 1990, p. 4). 18세기 후반에 

이르러서야 ‘이성(two-sex) 모델’이 ‘단성 모델’을 대체하며, 

과학자들은 여성과 남성의 신체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여성의 해부학적 구조에 각각의 명칭이 생기고, 여성 골격에 대한 최초의 

해부학적 도면이 만들어진 것도 이때다. 이 시기의 과학자들은 여성과 

남성의 생물학적 특징이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해부학적이고 생리적인 차이를 근거로 그러한 가정을 지지하며 강화하고자 

했다. 이는 과학적 견해 역시 개념적 모델에 의해 형성되는 것을 나타내는 



 

 16 

예로, 섹스에 대한 과학적 견해가 객관적으로 정확하다고 판단하는 것에 

신중해야 함을 보여준다. 

게다가 기관의 본성에 의해 성이 결정된다고 볼 때, 타인과의 관계의 

양태 중 하나인 성적 욕망은 우연적인 생리학적 규정이 된다(Sartre, 

1956/2016, p. 625). 인간이 성과 관련하여 욕망하고 관계 맺는 것들이 

그저 생물학적 성에 대한 반사적 결과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우연성과 사실성을 명목으로 성적 삶을 은폐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특정 

성으로 성별화되는 것은 그것이 여성이든 남성이든 혹은 또 다른 성이든 

그저 다 같이 ‘실존하는(exister)’ 것이며, 따라서 성차의 문제는 인간 

‘실존(Existence, Existenz)’의 문제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지기 

때문이다(Sartre, 1956/2016, p. 626). 사르트르는 인간이 섹스, 즉 

생식기관 및 특성을 지녔기 때문에 성적 존재인 것인지, 반대로 인간이 

근본적으로 성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의 섹스를 갖는 것인지를 묻는다. 

그리고 그는 생식기관의 성숙이나 사용과는 무관한 성적 생활의 모습을 

예로 들며, 후자의 가정에 기대고 있다(Sartre, 1956/2016, p. 627). 

어린아이의 생식기관은 성숙되지 않아 재생산기능을 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아이에게 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어린아이는 만족의 가능성을 

지닌 여러 충동, 욕망들을 지닌다. 이는 생식기능이 저하된 노인들이나 

생식기관을 사용할 수 없는 거세된 사람들의 예에서도 마찬가지다. 

더불어 인터섹스(intersex)와 트랜스섹스(transsexual) 및 

트랜스젠더(transgender)의 존재는 성적 재생산과 관련한 기관 및 특성을 

기준으로하는 섹스 범주의 혼란스러움과 모호함을 드러낸다. 생물학적으로 

여성됨과 남성됨은 XX 염색체, 난소, 상대적으로 높은 에스트로겐 분비량, 

여성 생식기, 유방 발달이나 월경 등의 여성적 이차성징이 모두 있어야 

여성이고, XY 염색체, 정소, 상대적으로 높은 안드로겐 분비량, 남성 

생식기, 더 많은 체모와 낮은 목소리 등의 남성적 이차성징을 모두 가질 때 

남성이라고 정의된다. 그러나 서로 다른 성적 특질이 다양하게 섞여 

일반적인 성 분류에 맞지 않는 애매한 신체를 지닌 사람들이 있다. 이러한 

이들을 인터섹스라고 하는데, 파우스토-스털링은 인구의 대략 

1.7%정도를 인터섹스로 추정한다(Fausto‐Sterling, 2000, p. 20). 

인터섹스는 XX 염색체를 가지고 있지만 자궁 내 안드로겐 과다 노출로 

난소와 함께 모호한 외부 성기 또는 남성의 외부성기를 가지고 있거나, 

XXY 염색체를 가지고 있어서 남성 성기를 가지고 태어나지만 사춘기 때 

유방이 발달한다던지, XY 염색체와 정소를 가지고 있지만 안드로겐에 

반응하지 않는 신체때문에 여성적인 외부 성기와 신체 외형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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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섹스인 사람들은 수술과 인공 호르몬을 통해 여성과 남성 두 가지 성별 

중 하나로 분명하게 보이게 만드는 의료적 조치를 받았다. 이는 인터섹스 

당사자 개인의 의지에 반하여 이루어 지거나, 태어나자마자 수술을 받아 그 

사실을 모른 채로 남기도 했다. 

폴란드 육상선수 에바 크워부코스카(Ewa Klobukowska)는 염색체 

섞임증(mosaicism)을 가져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성염색체 검사를 

처음으로 통과하지 못한 선수가 되었다. 그러나 그는 은퇴 이듬해 아들을 

출산했다(Schultz, 2014). 안드로겐 불감성 증후군(AIS)으로 평생 

여성으로 살아왔으나 염색체 검사상 XY인 남성임을 알게 된 스페인 

육상선수 마리아 호세 마르티네즈 파티뇨(Maria José Martínez 

Patiño)는 여성 스포츠 참여에 금지되고 선수 자격을 박탈당했다. 그러나 

그는 염색체 검사에 저항하고 해부학과 신체 외형을 근거로 여성 선수로 

복권되었다(Martínez-Patiño, 2005). 트랜스섹스 및 트랜스젠더인 

사람들 역시 섹스 범주의 단순한 분류에 속하지 않는다. 이들은 외과 

수술이나 합성 호르몬을 통해 자신의 해부학적 신체를 바꾸거나, 바꾸기를 

추구함으로써 그들의 자기(self)에 대한 감각과 일치시키고자 한다. 이들은 

성전환을 완료하기도 하지만, 부분적으로 수술을 하거나 호르몬을 

복용하고 혹은 의도적으로 애매한 몸을 만든다. 또한 이러한 트랜지션 

후에도 이들은 자신이 원래 갖고 있던 염색체를 유지한다. 염색체와 생식기, 

그 밖의 신체적 성적 특질이 뒤섞인 이러한 예들은 섹스라는 관념이 

자의적임을, 섹스가 무엇인지 명백하게 설명할 생물학적, 과학적 방법이 

없음을 보여준다. 

섹스 구분은 보편적이지 않다. 섹스가 포함하지 못하는 성의 차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생물학적 특징의 영향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것이 반드시 생물학적 특징은 불변하며 생물학적 성이 인간의 성을 모두 

설명함을 함축하지는 않는다. 문제는 성이 생물학적 토대를 가졌다는 

사실과 성 그 자체가 생물학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혼동하는 데에서 

온다. 성기에 의한 성구분은 성을 바라보는 한 방식일 뿐, 성적인 것과 

생식기는 같은 차원의 것이 아니다. 이는 섹스에 의한 성별 차이가 

실재적이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러한 구분이 보편적 규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편성을 확증하려는 설명은 자연적 차이를 

은폐하고, 다만 일반적일 뿐인 범주들로 특수성을 환원시키게 된다. 따라서 

성차는 생식기 상의 차이나, 몸의 기관을 기준으로 한 생리학적 틀을 

넘어서는 차이로서 사유될 필요가 있다(Jaquet, 2001/2021, p. 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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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사회문화적 구조와 규범으로서의 성차 
 

1) 사회적이고 문화적으로 이해되는 성차 

 

성과 성차의 여러 측면에 대한 개념적 분석은 주로 페미니스트들을 통해 

이루어져 왔다. 페미니즘은 ‘여성의 억압을 종식시키려는 

운동’이다(hooks, 2000/2010, p. 59). 페미니즘 운동의 발전 과정에서 

‘여성’범주를 이해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면서 페미니즘은 자연스럽게 

성과 성차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페미니스트들은 성을 생물학적 

특징으로 보는 데에서 나아가 그것을 성별 간 행동의 차이 및 사회적 

정치적 배치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삼고자 했던 생물학적 결정론에 

대항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성의 생물학적 차이와 사회적/심리적 차이를 

구분하고, 전자를 섹스(sex)로 후자를 젠더(gender)로 지칭한다. 

섹스와 젠더를 구분하며 성의 사회적 차이를 젠더라는 용어로 처음 

활용한 것은 트랜스섹스를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이었다. 기존의 ‘젠더’는 

프랑스어 ‘le’와 ‘la’, 스페인어 ‘el’과 ‘la’처럼 남성형과 

여성형의 단어를 나누는 문법적 구분일 뿐이었다(Nicholson, 1994). 

1960년대에 들어서 심리학자 로버트 스톨러(Robert Stoller)는 

트랜스섹스인 사람들이 ‘잘못된 몸에 갇혀 있는 것’처럼 느끼는 이유를 

설명하고자 ‘섹스’를 생물학적 특성을 드러내는 데에, ‘젠더’를 한 

사람이 보이는 남성성과 여성성의 정도를 표현하는 데에 사용하기 

시작했다(Stoller, 1968).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내내 

페미니스트들은 이를 전유하여 여성과 남성의 자연적 차이와 사회적으로 

구성된 차이를 구분하는 데에 주요하게 활용하면서 젠더 용어를 

정착시킨다(Millett, 1971/2020; Oakley, 1972). 이로써 젠더는 

‘누군가 여성적 또는 남성적으로 여겨지기 위해 드러내거나, 드러내야만 

하는 사회적 관념과 기대’를 의미하게 된다. 이는 ‘자연적인 것’은 

보편적이고 당연하며 바꿀 수 없는 것으로 여기지만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된 것’은 인간들의 의식적 노력이나 실천을 통해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 통념을 염두에 둔 구분이다(배은경, 2004). 젠더는 사회적, 문화적 

생산물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개혁으로 변화될 수 있으며, 페미니스트들은 이러한 변화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여성의 종속을 종식시키리라 생각했다. 

시몬 드 보부아르(Simone de Beauvoir)는 『제2의 성』에서 “우리는 

여자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되는 것”이라고 선언한다(Beauvo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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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2021, p. 389). 그는 어떤 성적 특질의 신체를 지녔는지 자체는 한 

사람이 어떤 사회적 위치에 놓일 수 있고 혹은 놓여야 하는지를 함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사회적 위계를 형성하는 차이가 자연적이라는 것은 

‘신화’에 불과하다는 논제를 제시한 것이다. 이와 같이 생물학적이고 

자연적이라 여겨져 온 성별 차이(sex difference)와 사회적이고 

문화적으로 구성되어온 성적 차이(gender difference) 5를 분리하려는 

시도는 섹스와 젠더라는 개념 구분을 만나면서 다양한 연구를 

촉발시켰으며, 각 개념을 이해하는 방식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Haslanger, 2018). 아래에서는 젠더에 대한 이해가 어떤 방식으로 

분화 및 발전되었는지 약술한다. 

먼저 ‘만들어지는 여성’과 관련하여 젠더는 사회적으로 학습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입장이 있다(Millett, 1971/2020; Renzetti & Curran, 

1992). 여성 혹은 남성은 날 때부터 계속해서 특정한 성으로 분류되면서 

각 성의 자격에 부합하는 일련의 특징을 갖게된다는 것이다. 여자아이는 

분홍색 옷, 남자아이는 파란색 옷과 같이 젠더 정형적인 옷을 입히고, 

여자아이에게는 주방용품이나 인형 등의 장난감, 남자아이에게는 로봇이나 

장난감 자동차, 총 등이 주어지는 것이 그 예다. 아이들에게 권해지는 

놀이도 여자아이는 실내에서 하는 놀이를, 남자아이는 운동 경기나 몸을 

쓰는 놀이를 권장받으며, 동화책 등 미디어에서도 여자는 조력자나 구원의 

대상으로, 남자는 지도자나 모험가로 등장하며 젠더를 정형화시킨다. 

각각의 젠더가 행동해야 하는 규범이나 암묵적인 기대는 개개인을 특정 

젠더화된 방식으로 형성하고 이를 성차로 드러낸다. 이 입장은 성 역할의 

내용을 바꾸거나, 성 역할 자체를 없애 사회를 비非젠더화(degender)하여 

학습된 역할을 잊음으로써 기회와 결과 및 조건의 평등에 도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대로 각 성이 가진 특정한 가치 또는 관점에서 젠더를 해석하는 

입장이 있다(Chodorow, 1978/2008; Gilligan, 1982/2020; Ruddick, 

1989/2002). 낸시 초도로우(Nancy Chodorow)는 젠더가 성 역할 습득의 

산물이 아니라 주로 여성이 맡는 육아 및 가정생활에서 획득되고 

재생산되는 인격(personality)으로 보았다(Chodorow, 1978/2008). 

 

5 본 논문에서는 존재론적 성차(sexual difference)와 구분하여 섹스에 의한 차이

는 되도록 ‘성별 차이(sex difference)’로, 젠더에 의한 차이는 ‘성적 차이(gender 

difference)’로 표현한다. 다만 젠더를 통해 들여다본 성과 성차를 설명하는 이 절

에서는 ‘성적 차이(gender difference)’도 ‘성차’로 쓰며, 영어 표현은 필요에 따라 

병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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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도로우에 따르면 어머니들은 아들을 남성으로서 대립적인 것으로 

경험하지만, 딸들은 좀 더 자신과 닮은 존재로 경험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동일시로 말미암아 남자 신생아는 명확한 자아 경계를 계발하게 

되지만 여자 신생아는 유연하고 모호한 자아 경계를 계발하게 된다. 

초도로우의 주장은 여성적 차이를 모성(motherhood)에서 찾고자 하는 

입장으로 발전한다(Gilligan, 1982/2020; Ruddick, 1989/2002). 

전통적인 젠더 기대가 여성에게 어머니가 되거나 돌봄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해왔으며, 여성들은 이를 받아들이며 비폭력, 관계성, 돌봄 윤리 

등의 독특한 가치를 키워왔다고 본다. 그러나 군사주의나 정의와 같은 

남성적 가치에 기반하고 있는 현재의 사회 및 공적 영역은 여성이 지닌 

‘다른 목소리’를 폄하해왔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남성적 가치 중심의 

영역에 여성이 평등하게 접근할 권리가 아니라, 여성적 가치와 목소리의 

기반이 되었던 주변적 역할들을 강화하고 여성의 가치 또는 관점이 사회 

전반에 더 널리 퍼지는 것이다. 남성 중심적 역할과 제도로의 평등한 

접근을 추구하는 것은 오히려 여성을 계속해서 2등 시민으로 종속시키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성 역할은 남성 우월적 사회제도에 여성의 독특한 

가치와 관점을 반영할 때에만 제대로 재구조화 될 수 있다. 

하지만 성 역할 개념은 어째서 젠더 규범이 여성을 남성에게 종속시키는 

경향이 있는지를 제대로 설명해내지 못했다. 그에 따라 성 역할이 왜 

가부장적인 성격을 갖는지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생겨났다. 이 

입장에서는 젠더 개념을 권력관계이론과 결합시킨다. 대표적으로 캐서린 

맥키넌(Catharine A. Mackinnon)은 여성과 남성의 특성, 행동, 역할에서 

보이는 학습된 사회화의 차이로 인해 권력 불평등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Mackinnon, 1989). 사회화는 이미 기저에 깔린 권력이 표출된 

모습이다. 권력관계는 차이에 선행하며, 지배와 종속이라는 권력 위계 상의 

위치에 따라 여성과 남성은 구분되어 성차를 형성한다. 성애화된 지배가 

남성성으로 성애화된 종속이 여성성으로 규정된다는 것이다. 

마리 미콜라(Mari Mikkola)는 위에서 약술된 입장을 모두 젠더 

실재론(gender realism)으로 정리한다(Mikkola, 2022). 위 입장들은 

모두 여성을 여성이게 하는 특징이나 경험, 공통 조건 및 기준이 

실재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여성 집단 내부의 균질성과 

보편성을 우선시하면서 다양한 여성의 삶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비판받는다. 또한 여성을 단순히 남성 권력의 피해자로만 그리면서, 남성 

권력으로부터 혜택을 받거나 반대로 그에 영향을 미치고 변화시키는 

모습을 포착해내지 못하기도 한다. 더불어 젠더 실재론은 특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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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다움(womanhood)을 상정하면서 ‘진짜’ 여성을 범주화하고, 그에 

따라 해당 범주에 속하지 못하는 이들을 배제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러한 

비판은 젠더에 대한 새로운 이해로 이어졌다. 

여성 집단 내부의 차이에 초점을 두고 젠더 실재론을 비판하는 입장은 

실제 여성의 삶을 그려내려면 성 외에도 인종, 문화, 계급 차이 등 다른 

종류의 권력관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각각의 여성이 서 있는 

여성으로서의 위치는 서로 다른 억압의 형식들과 결합되거나 교차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변형된다(Collins, 1990/2009; Crenshaw, 

1989, 1995). 예를 들어 흑인 여성은 백인 여성처럼 성적으로 종속되지만 

흑인 여성의 성적 종속은 인종차별적 억압과 교차하여 백인 여성의 성적 

종속과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마찬가지로 서구 백인 중산층 여성 

중심의 젠더 해석은 가사일을 젠더 억압의 주요 수단으로 보고 가정 밖에서 

직업을 찾을 것을 촉구하지만, 이는 주로 유색인종이며 가난한 여성들이 

이미 가정 밖에서 노동하고 있음을 포착하지 못한 해석이다. 흑인 여성성, 

백인 여성성, 중산계급 여성성 등 “여성은 단순히 여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종류의 여성이 된다”(Spelman, 1988, p. 113). 즉 서로 

다른 집단의 여성들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여성적이게 되기에, 여성의 

젠더는 단일한 형태를 띠지 않는다. 그렇다면 여성을 여성이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서로 다른 성차를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젠더 실재론을 비판하는 또 다른 입장은 여성을 정의하려는 시도 자체가 

잘못이라고 본다. 따라서 이 입장은 해체주의적 전략에 기대어, 고정된 

정체성이나 주체는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억압적이라는 근거로 여성 

정체성을 거부한다. 특정한 경험이나 조건 등을 일정한 젠더 범주로 

고정시키는 것은 사회적 규범(norm)으로 작동하며 기준 밖의 활동들을 

규제(regulative)한다(Butler, 1990). 즉 범주화의 과정에는 필연적으로 

가치 평가적이고 규범적인 활동이 포함되어 각 개인을 관습적 관행에 

참여하도록 통제한다. 

주디스 버틀러(Judith Butler)는 젠더가 그 자체로 개인의 본질적 

속성이며 그것을 먼저 정체화 한 후 그에 맞는 특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오히려 버틀러는 젠더를 이루는 본질적 속성은 없으며, 

젠더는 우리가 ‘수행하는 어떤 것’이라고 주장한다. 젠더는 존재가 

아니라, 특정한 종류의 옷, 머리 모양, 걸음걸이 등 행위의 연속이자 

반복이라는 것이다. 이는 권력의 작동을 포함할 수밖에 없으며 시대와 

장소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그에 따라 성차는 이러한 

행위들의 차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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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버틀러가 볼 때 다양한 젠더 규범들은 이성애적 

매트릭스(heterosexual matrix) 속에서 제한된다. 이성애적 매트릭스는 

젠더는 섹스를 표현해야 하고, 여성성과 남성성은 완전히 대립되며, 한 

성이 다른 성을 보완하며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가정으로 이루어져 

있다(Stone, 2007/2022, p. 122). 이성애적 매트릭스 때문에 

성차(gender difference)는 본질적이며 자연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여성적/남성적이라는 틀을 넘어서는 다양성이 나타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성애적 매트리스 속 젠더 규범은 그에 따라 행동하는 우리의 

신체를 젠더화 한다. 버틀러는 섹스와 젠더는 서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것이며, 섹스 역시 젠더 규범, 즉 언어와 정치에 의해 

담론적으로 구성된 결과물이라고 설명한다. 여기서 성차는 담론의 경계와 

분리될 수 없는 문제가 된다. 따라서 버틀러는 섹스에 상관없이 다양한 

젠더를 수행함으로써 새로운 담론과 주체를 만들고, 이성애적 매트릭스를 

전복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결과 여성과 남성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생각—젠더—을 폐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나아가 

젠더 구분뿐만 아니라 섹스의 구분, 몸의 경계 구분까지도 해체시키고자 

하며, 모방과 반복을 통해 수행되는 주체를 상정한다. 이때 성차는 

섹스/젠더 구별을 넘어서, 개인의 신체적 행위 스타일의 차이가 

된다(Stone, 2007/2022, p. 122). 

젠더를 분석 도구로 하여 시작된 여성 개념에 대한 일련의 탐색은 

근대의 인식론이 자명한 것으로 전제하고 있는 주체에 여성은 배제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남성중심적 주체성은 복수의 주체를 하나의 

주체성으로 모으면서, 구체적인 신체를 배제하고 추상적인 이상(ideal)을 

보편화 했다. 그 과정에서 특수한 차이, 구체적인 맥락이나 정념 등은 사상 

되었다(Young, 1990, p. 100). 이러한 남성중심적 주체는 교육의 목표가 

되어 자연, 신체, 감정, 관계적 속성 등 인간 존재의 필수적 부분들을 

배제한 교육을 야기했다. 이에 대한 비판적 인식은 기존의 교육체제와 

교육과정 및 학교 수업에서 나타나는 여성차별적 편견과 남성우월주의, 

가부장적 가치지향성을 분석하고 지적한다(Arnot, 1982; Brookes, 

1990; Wolpe, 1988; 김정자, 임선희, 이영세, & 강선혜, 1986; 양애경, 

김재인, & 정해숙, 1993; 유현옥, 1992, 1999; 조경원, 1997, 2006; 

주경란, 1985). 

젠더 개념은 자연적 성차에 대한 관습적 사유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게 

함으로써 전통적으로 여성다움이나 남성다움으로 여겨지던 특징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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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고난 특징이 아니라는 연구들의 바탕이 되었으며, 이 연구들은 교육내용, 

방법 및 학습 환경에 나타난 불평등을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길잡이가 되었다. 젠더 관점에서 교육내용을 들여다보면서 

교과서와 같은 명시적 교육과정과 교육실천에서 나타나는 잠재적 

교육과정의 성불평등 역시 검토된다. 또한 성차와 성불평등을 단순히 

확인하는 것에서 나아가 그와 관련된 다양한 변인이 탐색되었다. 잠재적 

교육과정과 관련한 연구들은 교사들이 성차에 따라 바람직한 학생상을 

다르게 묘사하며, 기대하는 성취수준이 달라지는 것을 지적한다. 그에 따라 

교사들이 갖춰야할 성의식과 태도 등을 제안하고 기존 교사 교육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있다(Clarricoates, 1981; Evans, 1982; Frazier & 

Sadker, 1973; 김은주, 1995; 이진분, 심영희, 심치선, & 김동구, 1987).  

명시적 교육과정과 관련하여서는 교과 내용에 나타난 성차별과 성별 

고정관념을 드러낸 연구나, 교과서 삽화 및 지문을 분석하여 성역할이나 

성별 고정관념이 어떤 식으로 사회화·재생산되는지를 밝히는 데 초점을 

둔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Clarricoates, 1980; Horner, 

1972; Middleton, 1983; 김경석, 1998; 박유진, 2016; 박종모, 2010; 

유영미, 2004; 정세화, 1977). 한국에서 이와 관련한 연구는 1970년대 

후반 정세화(1977)의 연구에서 시작하여 1983년 설립된 

한국여성개발원을 중심으로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교과과정 개편과 함께 교과서 내용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오재림, 

2006). 특히 젠더 관점의 성차는 인권 및 사회 정의 문제 등과 결합되어 

도덕, 사회 교과를 중심으로 교육되고 있으며, 성인지교육, 성평등교육 

등에 반영되어 있다(정해숙, 마경희, & 최윤정, 2013; 최윤정, 박성정, 

장희영, & 김효경, 2019)  

교육에서 나타나는 성불평등에 초점을 맞추고 평등을 추구하는 연구 

외에도, 여성의 역할을 모호하게 하거나 그 중요성을 경시했던 점을 

비판하며 여성의 특성 및 여성의 역할에 대해 교육적 관심을 기울이고자 

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연구에서는 여학생들의 경험을 

드러낼 수 있는 여성문화를 창출하고 부각할 것을 주장하거나(Wolpe, 

1988), 남녀분리교육을 통해 여성의 실제적 경험과 삶에 근거한 

교육과정을 적용할 것이 제안되었다(Shaw, 1980). 이러한 교육은 관계적 

자아와 돌봄의 윤리를 주요 가치로 내세우거나, 여성의 침묵이나 사적 

담론을 주류 남성의 지배 담론에 저항하는 요소로 강조하고, 가족과 

내러티브에 초점을 맞출 것을 촉구한다(Belenky, Clinchy, Goldberger, 

& Tarule, 1986; 곽삼근, 2008; 이은선,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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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내부의 차이를 강조하는 젠더 해석은 성 외에 인종, 계급 등 다양한 

억압의 형식이 교육을 통해 재생산되면서도, 이러한 다중다층적 

권력관계가 교육 현장 안에서 경합하는 점에 주목하게 했다. 이는 성차 

외에도 인종, 계급, 문화 등 여러 차이들이 교차하는 교실의 역동을 

나타내거나 교수학습과정에서 교사-학생 관계 및 권력과 안전의 문제, 

대안적 교육 패러다임을 연구하는 것으로 이어졌다(Maher, 2001; 

Manicom, 1992; Shrewsbury, 1987; Weiler, 1991; 나윤경, 1999; 

배유경, 2018; 송현주, 2002; 엄혜진, 2019; 최성희, 2008).  

 

2) 사회문화적 성차의 한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젠더를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느냐에 따라 

교육연구 및 실천을 조명하는 방식이 달라진다. 이 젠더 개념은 페미니즘의 

등장과 함께 ‘여성’을 정의 내리려는 다양한 시도들이 서로 논박하며 

발전해왔으며, 여전히 역동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그에 따라 각각의 젠더 

이해방식이 가지는 한계 역시 여러 가지로 제기되어 왔다. 

먼저 젠더로 성차를 해석하는 입장은 기회 및 결과(조건)의 평등에 

초점을 맞추면서 ‘차이=불평등, 동일성=평등’이라는 구도를 형성한다. 

차이를 최소화하는 것은 평등이고, 차이를 확대하는 것은 불평등이라 

연결지어 사고하게 된 것이다. 이는 차이라는 사실의 문제와 성들의 

평등이라는 권리의 문제를 혼동하고 있으며, 성차를 성역할의 차이로 

단순화시킬 위험을 지닌다. 성차가 성역할로 단순화되면서, 성역할에 대한 

교육 또는 재교육으로도 사회가 효과적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순진한 

낙관”을 하게 된다(Gatens, 1996/2021, p. 36). 이는 자극과 반응에 

수동적인 주체를 가정하는 행동주의적 전략과 유사한 관점을 갖는다. 

의식형성에 있어서 신체를 수동적이고 중립적으로 보는 것이다. 

행동주의의 한계에서도 드러났듯 이러한 접근은 인간을 지나치게 

단순화하며, 차별의 원인을 분석하지 못하고 증상만을 다루게 된다. 그에 

따라 성차를 중성화시키고 차이에 대해 ‘균형’의 감각으로 접근하게 

된다(엄혜진, 2018, p. 18). 

차이가 권력의 위계관계에 따라 차별로 작용해오면서, 우리는 차이를 

많고 적음이나 높고 낮음의 양적 용어로 치환해 비교 관계로 환원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비교는 타자성을 동일성으로 환원하게 된다. 젠더 

개념은 성차가 해부학에서 비롯되는 태도나 적성의 차이가 아니라 몸을 

사용해온 습관과 관련한 차이임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성들 각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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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하는 특수성을 대칭성이나 유비 관계 속에서 설명하면서 여전히 

남성을 기준으로 삼게 되고, 인간 행동에 대해 생물학적 성에 기반한 

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 성별 이원성을 넘어서 중성화된 존재는 

남성으로 동일시되기 쉽다. 이는 권리로의 접근이라는 점에서 

젠더불평등을 제도와 구조의 문제로 사고하면서도, 동시에 개인적 차원의 

인식과 실천으로 강조점을 옮기는 문제를 야기한다. 여성에게만 

여성이면서도 혹은 여성임을 포기하면서 남성다워지기를 강요하는 현실을 

은폐하는 것이다. 

젠더를 구별하여 몸에 대한 해석을 전도하려는 시도는 평등한 권리 

주장을 넘어 남성과는 다른 여성의 특수한 차이를 주장했지만 이 차이에 

대한 인식은 전통적인 성차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모성주의자 또는 차이 페미니스트라고 불리는 이 입장은 여성이 

전통적으로 수행해온 활동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그로부터 파생되는 

도덕성을 강조한다. 하지만 이는 적성들과 적성들에 부여된 가치 사이를 

혼동한 것이다. 숫자 2가 3보다 적은 수를 나타낸다는 것, 검은색이 

하얀색보다 어둡다는 것은 그 어떤 결핍도 나타내지 않는다. 3이라는 수, 

하얀색이라는 색의 본질이 2라는 수, 검은색이라는 색의 본질보다 완벽한 

것도 아니다. 그러나 여기에 어떤 질적인 가치평가를 적용하는 것은 

자의적이다(Jaquet, 2001/2021, p. 474). 부성과 마찬가지로 모성은 

단순한 생물학적 현상이 아니다. 물론 여성의 몸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남성의 몸에는 대응되는 것이 없는 적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것을 

이유로 모성을 여성의 본질이라고 해야 할까? 이러한 적성이 더 가치로운 

것일까? 같은 여성에게도 임신과 출산은 필수적이고 보편적인 현상이 

아니다. 모든 여성들에게 고유한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이는 성차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 남성이 남성이기 위해 아버지가 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여성이 여성이기 위해 반드시 어머니가 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모성과 돌봄이라는 여성의 특수성은 차이의 본질이기보다는 단지 자유롭게 

표명될 잠재성을 지닌 것일 뿐이다. 

실제로 어머니가 되는 것과는 별개로 모성이나 돌봄의 가치를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재평가하고 인정하는 것은 여전히 필요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차이의 문제에서 가치판단의 문제로 이행하는 순간 그것은 

해석에 속하게 되는데, 젠더 개념의 발전에서 살펴보았듯 이는 여성을 

보편적 실체로 만드는 효과를 낳는다. 여성이 가졌거나 더 뛰어난 것으로 

여겨졌던 소질과 특징은, 여성이 사회문화에서 배제 또는 편입되게 하는 

이유였다. 성차를 대칭적 전도를 통해 타당화시키는 과정에서 차이는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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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성으로 환원되고 만다. 여성의 전통적 젠더 역할 및 그와 결부된 

남성에 대한 여성 종속을 강화하거나 혹은 강화하는 데에 이용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모성과 돌봄을 비롯한 여성성을 강조하는 전략은 젠더 

이분법을 해체하지 못하고, 여성 내부의 또 다른 차이들을 반영하지 못하며, 

가치 절하 되어있던 여성의 타자성이 어떻게 주체로 설 수 있는지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여성 내부의 차이에 주목할 것을 주장하며 등장한 입장은 개별 주체가 

가지는 다중적이고 교차하는 억압의 경험을 사고하면서 계급, 인종 등 여러 

차이를 포괄하고자 한다. 이는 해방적이며 본질주의에 대항하는 무기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여성의 범주를 그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게리맨더링된 개인들의 집합으로 감소시킨다(Young, 1994). 이 

입장은 보편성을 배제함으로써 타자(들)의 특수성을 남겨놓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보편성의 거부는 무엇이 보편성을 획득하거나 

획득하지 못하게 하는지를 사고하지 않음으로써, 성차를 비롯한 차이들을 

계속해서 특수하고 특이한 것에 남겨둔다. 이 특이성은 무엇에 의해 규정된 

특이성인가? 특이성이 수용되는 것은 무엇을 척도로 측정할 수 있는가? 

무엇보다 모든 차이를 고려하는 속에서 우리는 성과 관련한 차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사유해야 하는가?  

마찬가지로 고정된 주체를 거부하고 성차가 담론에 의해 구성된다고 

보는 입장은 자연-물질과 문화-담론이라는 이분법을 상정하고, 자연에 

대한 문화의 우위라는 가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버틀러의 

수행성(performativity) 개념은 자연적인 것으로 언급된 것 역시 담론에 

의해 형성되었다는 설명으로 자연을 문화에 흡수하며, 자연/문화 두개의 

항을 하나의 항으로 합친다. 이러한 설명은 물질적 차이보다 언어, 담론에 

더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여전히 정신 우월적 접근으로 보인다. 

버틀러의 설명을 받아들인다 해도 문제는 남아있다. 버틀러는 자신이 

성차가 담론의 경계와 분리될 수 없다고 주장할 때 그것이 성차를 야기하는 

것은 곧 담론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Butler, 1993). 

그렇다면 성차를 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의 설명은 성차가 담론에 의해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그렇다면 성과 성차가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사유해야 하는지는 말해주지 않는다. 

또한 젠더는 수행의 스타일일 뿐 본질적 속성이 없다는 관점은 행위하는 

‘여성’ 주체를 해체하고 젠더 관점을 무화하는 것으로 나아가면서 여성 

자신이 스스로를 여성으로 규정할 수 없게 한다. 이는 주체에서 성을 

지워버리게 되고, 성과 성차가 관여하는 문제에 대해 말하는 것을 허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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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산하는 것으로 만들게 된다. 더불어 이러한 주장이 지닌 집단적 차이를 

지양하는 태도는 개별화로 이해되는 약점을 지니며(Lloyd, 1999), 

행위성에 따라 생겨난 수많은 정체성들 사이의 공동의 윤리를 어떻게 

구성할 수 있을지 역시 답해주지 않는다. 

 

제 3 절 존재론적으로 이해된 성차 
 

성과 성차를 어떻게 인식하느냐는 문제는 ‘여성’을 주체로 정립하려 

했던 페미니즘의 중심 문제였다. 이는 노동 시장에 참여하거나 공적 

영역에서의 인정을 받는 등 남성적으로 특징지어졌던 근대적 주체성을 

획득하고자 하는 문제임과 동시에, 남성적 근대 주체성으로는 포착되지 

않는 차이를 지닌 주체로서 스스로를 세워야 하는 문제였다. 이처럼 성과 

성차를 어떻게 사유하고 그것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지에 대한 페미니즘의 

탐구는 자아(self)와 주체(subject)를 새롭게 해석하고 구성하는 일과 

맞닿아 있다. 

근대 이후 교육의 주된 목적 중 하나는 주체 형성이다. 문제는 

‘주체’라는 개념이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되고 사용되어왔다는 데 있다. 

주체 개념을 바라보는 방식에 따라 교육의 방향과 방식, 교사-학생의 관계 

등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데카르트로부터 비롯된 주체에 대한 철학적 

성찰은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 발전해왔으며, 포스트모더니즘 시기에 

들어서면서는 ‘주체의 위기’ 혹은 ‘주체의 죽음’에 이르고 

있다(김혜련, 2008; 문장수, 2002; 정낙림, 2006). 

흔히 서양 철학에서 주체에 대한 사유는 데카르트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본다. 모든 것을 의심하는 회의적 입장 속에서 지식의 가능성을 입증할 

토대를 찾던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제1명제에 이른다. 온 힘을 다해 나를 속이려 드는 악마도 ‘나는 

존재한다’는 점을 거짓으로 만들 수는 없다. 나의 존재를 의심하는 생각을 

하려면 내가 실제로 존재해야 하기 때문이다.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앎은 

의심할 수 없다. 의심 역시 일종의 생각이기 때문이다. 이로써 

데카르트에게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내가 생각한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하게 아는 것이 된다. 이 제1명제에 의해 주체는 곧 의식이자 사유로 

받아들여졌으며, 각 용어는 서로 교환적으로 사용되어왔다. 

칸트에서 시작하여 후설의 현상학, 사르트르의 실존주의에 

이르기까지의 시기에서 자기 의식과 자기 인식은 서로 다르다는 점이 

비판되었다. ‘내가 의식하는 나’는 내 의식을 가능하게 하는 ‘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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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 그 자체’가 아니라 ‘의식 활동의 결과로 구조화된 나’라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주체는 객체(object), 즉 의식적 대상에 대한 인식론적 

귀결이었다. 주체는 의식의 집이었고, 의식이 자기 자신과 다른 어떤 것에 

대하여 의미를 정립하는 과정에서 주체는 동일자로 나타난다. 의미의 

담지자이자 세상의 중심으로 통일된 상태를 유지하는 주체는 이성과 

합리성을 통해 세계를 파악하고 지배하는 능력을 지닌 존재다.  교육은 

아직 주체가 되지 못한 아동에게 가치 중립적이고 보편적이며, 세상에 대한 

‘사실’로 여겨지는, 미리 구성된 지식을 전달함으로써 독립적이고 

자율적이며 합리적인 개인을 형성하는 활동으로 규정된다(김영천 & 

주재홍, 2011, p. 164). 

20세기에 접어들며 이러한 주체 개념은 다양한 방식으로 부정되고 해체 

대상이 된다. 고정된 불변성, 보편적이고 동일한 것으로의 주체성을 벗어나 

차이와 생성, 변화의 관점에서 주체를 바라보게 된 것이다. 니체, 프로이트, 

라캉, 푸코, 데리다 등은 전통 철학이 이해해온 주체의 허구성을 폭로하고 

한 개인 안에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는 다양한 주체의 입장이 공존한다고 

주장한다. 주체가 다층적이고 역동적으로 변화 가능한 것으로 그려지면서, 

주체는 고정불변의 본질이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역사적 상황의 

테두리 안에서 구성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우리의 행위가 의식적으로 

알아차릴 수 없는 요인들에 강하게 영향을 받으며 변화한다는 관점은 자기 

주도적 행위자로서 자기 결정의 자율성을 약화시키거나 없애면서 전통적인 

교육에서 미리 규정하던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인간상을 수정하거나 폐기할 

것을 요청한다. 특정한 인간상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고정된 주체 외의 

다른 모든 것을 대상화하고, 배제하게 되기 때문이다. 교육 내용 또한 

하나의 완결된 지식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과 실천들을 반성, 

비판하는 것으로 초점이 옮겨가게 되고, 교육 활동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형성하는 긴장을 해석하고 관계를 재구성하는 것이 중요해진다(김영천 & 

주재홍, 2011, pp. 165-168). 

성과 성차를 인식하는 과정에서 탄생한 섹스 및 젠더 개념은 이러한 

주체 철학의 역사-발생적 변형과 흐름을 함께한다. 따라서 섹스와 젠더를 

도구로 주체성을 이해하는 것이 갖는 한계는 주체 철학의 변화에서 

드러나는 주체 이해 방식들이 갖는 한계와 유사하다. 성과 성차를 몸, 

신체성의 차원에서 사고하는 섹스 개념은 정신-신체 이분법을 낳은 전통적 

주체 이해와 결합하며 성을 자연적인 것에 한정함으로써 주체성의 

차원에서 성을 사고하지 못하게 했다. 또한 신체적 차이를 본질화 시키면서 

몸이 갖는 차이의 실존을 포착하지 못하게 하고 다양한 몸에 대한 이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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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았다. 이는 자아와 주체성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신체와 

신체를 통해 나타나는 성차의 양태를 생물학이나 보건 등 특정 교과에 

한정하여 고정된 지식으로 가르치게 했고, 성과 성차를 총체적으로 

들여다보지 못하는 교육으로 이어졌다. 

젠더 개념은 섹스를 본질적인 것으로 보는 데에서 벗어나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맥락과 담론이 한 개인의 성을 어떻게 구성해가는지를 들여다보게 

함으로써 교육에서 여성성, 남성성 등이 어떻게 재현되고 재생산되는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게 한다. 그러나 성적 차이를 극복의 대상으로 보거나 

위계를 전도시켜야할 것으로 접근하면서 근대적 사유 주체의 틀을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다. 또한 의지적 실천을 통해서 신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관점은 여전히 신체보다 정신을 우위에 두고, 성과 성차 개념에 

대해 사회문화적 구성을 절대화하는 결과에 이르기도 한다. 이는 

신자유주의와 능력주의 담론 속에서 젖가슴, 화장한 얼굴, 수염, 근육질 

몸매 등 특정한 신체적 속성이 여성다움, 남성다움의 특질로 귀속되는 

방식을 문제삼기보다 그것을 경쟁력을 위한 개인의 자율적인 선택으로 

단순화시키면서, 성과 성차에 대한 사유를 회피하고 기존의 성적 규범을 

강화한다. 

주체의 실체성 자체를 부정하려는 시각에서 젠더 차이를 증식시키거나 

젠더 자체를 해체하려는 시도가 있지만, 이는 성차를 다시 은폐하는 것으로 

돌아갈 위험을 갖는다. 다양하게 분화된 젠더는 성적 차이가 있음을 

인식하게는 할 수 있으나, 무엇이 그러한 젠더들을 분화시키는 지를 

알려주지는 않는다. 나아가 젠더 자체를 해체하려는 시도는 교육이 목표로 

하는 인간상이나 주체를 무성적으로 그리게 되면서 은연중에 중립적으로 

가정되어온 기존의 남성적 주체로 되돌아가거나, 주체 형성에 있어서 성차 

사유를 배제하게 한다. 이처럼 섹스와 젠더 개념은 성과 성차에 대한 

이해를 일정 부분 다각화하였으나, 동일성의 원리를 벗어나지 못하거나 

그것을 무시하면서 주체 형성을 둘러싼 실질적 성차를 다루는 데 한계를 

지닌다. 

  김혜련(김혜련, 2008, p. 188)은 주체를 해체한 이후에도 신체기반 

수행적 주체, 유목적 주체, 준(準)주체로서의 아바타 등 주체 개념은 

여전히 남아있으며, 오히려 이전보다 더 주체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는 사유하는 주체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여전히 느끼고 

행동하는 감성적 주체, 고립된 자아를 대신하는 모종의 역동적 자아를 

필요로 하거나, 욕망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리가레 역시 대안적 주체로서 

‘여성 주체’를 기획한다. ‘여성’, 나아가 고정된 주체 개념 자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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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에게 이리가레의 여성 주체성 개념은 

부적절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리가레는 여성성 또는 자아 및 주체 개념의 

해체 기획에는 동의하지만, 그것을 해체된 상태 그대로 둔 채 재현 자체를 

포기하거나 억압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한다. 이리가레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자신을 재현하고 그렇게 규정된 자신을 인식하는 행위가 아니라, 

재현된 주체를 특정한 방식으로 재생산하는 틀이다. 따라서 그는 이 틀이 

어떤 속성을 가졌는지, 어떤 방식으로 생성되는 것인지를 탐색하며 그 틀 

자체의 변화를 도모한다.  

이리가레의 독자적 개념인 존재론적 성차(sexual difference; 

différence sexuelle)는 이러한 난제 속에서 성차와 주체성의 관계를 

재정립하며 주체성 이해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 그는 성과 성차를 자연, 

즉 대상의 어떤 본질로 바라보거나 반대로 문화, 즉 대상의 인식과 

구성으로 보는 것은 모두 기존의 인식론적 틀 안에서 ‘성차화(sexual 

differentiation)’를 반복하게 된다고 주장한다(Grosz, 1989, p. 101). 

근대적 주체-고정된 실체로서의 주체, 남성적 주체-와 평등한 지위를 

가질 것인가, 남성과 다른 주체화 양식을 추구함으로써 여성 지위를 확립할 

것인가 하는 딜레마 역시 이러한 인식론적 틀로 성차를 잘못 사유해 온 

데에서 파생된 문제다. 성차를 단일한 주체 유형을 기준으로 한 대칭적 

차이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규범적 성역할 및 성 정체성 주위를 

맴도는 성차화에 머무는 것이다. 대칭성에 기반한 성차는 타자로 하여금 

기준이 되는 주체와 동일하거나, 대립적이거나, 상보적인 위치 말고는 다른 

지위를 가질 수 없게 한다. 이를 벗어나기 위해 이리가레는 성차를 

근본적인 것으로 사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그는 성차를 존재론의 

차원에서 사고하며, ‘비대칭적’으로 설명하려 한다. 그리고 이러한 성차 

이해를 기반으로 근대적 사유 주체와도 다르며 해체주의적 주체와도 다른 

‘여성 주체성’을 생성하고자 한다. 

다음 장에서는 차이(difference)를 강조한 철학자들과 이리가레의 

성차를 비교하면서 성차 개념을 보다 구체화하여 살펴본다. 또한 그것을 

바탕으로 주체성이 성차와 어떻게 관계되고, 재구성되는지를 고찰한다. 

이를 통해 기존의 성과 성차 이해가 지닌 한계를 보완하는 존재론적 성차 

이해의 가능성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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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주체성의 (재)구성: 성차와 여성 주체성 
 

성차는 우리 시대의 주요한 철학적 문제 중 하나다. 하이데거에 따르

면, 각 시대에는 심사숙고해야 할 유일한 문제가 있다. 성차는 —아마

도 우리가 그것을 사유해내기만 한다면—우리의 "구원”이 될 수 있는, 

우리 시대의 화두일 것이다(Irigaray, 1984/1993, p. 5). 

 

제 1 절 차이를 통한 새로운 주체 형성 시도 
 

1) 차이(difference)로의 주목 

 

이리가레에게 성차는 가장 근본적으로 사유되어야 할 차이다. 

성차야말로 그로부터 새로운 주체와 새로운 문화가 생성될 수 있는 힘을 

지닌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성차를 존재론적으로 사유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성차가 존재론적이라는 것에 대해 개념적으로 정의 내리지 

않는다. 동일성 논리에 따르는 팔루스-로고스 

중심주의(phallogocentrisme)6를 비판하면서, 비교, 대조, 대립 등을 통해 

파악하는 개념적 차이를 설정하지 않고자 하기 때문이다(황주영, 2016, pp. 

69-77). 따라서 그의 성차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근대적 

이성중심주의를 비판하며 차이에 주목한 다른 철학자들의 사유로 우회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전통적 서구철학의 동일성을 중심으로 한 표상(또는 재현, 

representation) 체계 안에서 차이는 부차적인 것이었다(Colebrook, 

2002/2007, p. 76). 사유 주체의 본질적 활동인 표상은 다시(re) 

나타남(presentation)으로 풀어 쓸 수 있다. 이는 사유 주체의 의식이 서로 

차이를 지니며 나타난 잡다한 것들을 자신 앞에 다시 나타나게 한다는 

의미다. 여기에는 어떤 객관적이고 실재적인 외부 세계가 가정되고, 이 

세계는 주체를 통하여 복제된 그림으로 존재하게 된다. 이때 서로 차이를 

지니는 것들은 하나의 표상으로 나타나기 위해 ‘동일한 하나’의 지평에 

귀속된다. 사물들은 자기 동일성을 지니며, 이 각각의 동일자들이 존재하는 

 

6 ‘남근이성중심주의’로 번역되기도 하는 이 개념은, 라깡 정신분석학의 주요 개념

인 팔루스(Phallus)와 이성을 뜻하는 로고스(logos)의 합성어이다. 남근과 언어 및 

상징성을 특권화하는 서구 전통 철학에 대한 비판을 하기 위해 이리가레, 데리다 

등의 철학자들이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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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에 차이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재현 체계 속에서 언어는 다양하고 

상이한 존재들의 세계를 범주화하고 조직화하는 방식으로 기능했으며, 

여러 차이들은 상위의 동일성에 종속된 것으로만 사유될 수 있었다. 차이는 

이미 동일성을 정립하고 있는 사물들 사이의 관계로, 그 동일성으로부터 

떨어진 정도를 통해서만 사유된 것이다. 동일성에 종속된 차이는 참된 

차이이기보다는 개념적 차이이고, 우리는 차이를 온전히 사유하지 못하게 

된다. 

 18세기 말에 이르러 헤겔은 재현 체계 속에서 이해된 차이를 

‘무차별적[무관심적] 차이’라고 비판한다(Colebrook, 2002/2007, pp. 

76-80). 무차별적 차이는 동일성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의자와 

책상의 차이는 동물과 식물의 차이와 마찬가지이며, 의자, 책상, 동물, 식물 

등은 그저 현재의 존재일 뿐, 그것들이 맺고 있는 관계와 그들 사이의 차이 

자체는 무차별적으로 취급된다. 그러나 헤겔이 볼 때 차이 없이는 어떤 

존재나 동일성도 있을 수 없다. 차이는 필연적이고 절대적이며 부정적인 

것이었다. 우리는 ‘어떤 있는is 것’을 그것의 타자, 그것의 부정, 

‘그것이 아닌is not 것’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먼저 존재들이 있고 그 

다음에 관계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관계나 부정의 대립이 있어서 그로부터 

존재들이 개념화한다는 것이다. 개념은 존재에 대한 사유 자체를 허용하고, 

변별화를 통해 작동한다. 즉 차이는 존재에게서 부차적이거나 무차별적인 

것, 존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절대화된다. 

20세기에 이르러 생겨난 구조주의는 헤겔이 주장하는 차이의 우선성을 

받아들이지만, 사유하는 것을 통해 차이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차이가 

사유를 생산한다고 주장한다(Colebrook, 2002/2007, p. 82). 세계를 

구획하고 변별하는 것은 자율적 주체가 지닌 사유의 역할이 아니라, 언어 

체계가 하는 일이었다. 사유 이전에 이미 차이가 조직화되도록 하는 

변별화된 표시들의 체계가 우선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구조주의의 차이는 

헤겔에서의 차이와 마찬가지로 부정적 차이(negative difference)다. 

부정적 차이란 우리가 그 차이를 존재한다고 말할 수 없는 차이를 

의미한다(Colebrook, 2002/2007, p. 90). 하나의 기호는 의미를 통하게 

하는 다른 기호에 반하는, 부정하는 관계를 통해 규정된다. 의자, 책상, 파랑, 

초록 등이 서로 다른 의미로 이해되는 것은 각 단어들이 서로를 구분하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조, 다른 용어들과의 체계를 

벗어난다면 그 용어들 자체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 따라서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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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의 차이는 독립적(positive) 7 으로 실존하지도, 경험 가능하지도 

않는다. ‘의자’와 ‘책상’은 차이에 의해 변별되고 재현되어 그 존재를 

경험하지만, 그들의 존재와 그에 대한 경험을 가능케 한 ‘의자와 책상 

사이의 차이’는 나에게 현전되지 않는다. 눈 앞에 존재하지 않는 차이는 

사유 주체의 의식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결국 없는 것, 무(無)로 치환된다. 

그러나 동일자, 의식으로서의 주체를 거부하는 현대 철학의 움직임은 

재현 과정에서 부정적이게 되는 차이를 긍정적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차이는 단순히 언어, 상징적 표상에 의해 세계에 부과된 것이 아니며, 

존재하고 존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종속되어야 할 단일한 

구조가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니체는 차이를 긍정하고 강조한 

대표적인 철학자다. 그는 데카르트가 말하는 ‘생각하는 자아’, 

실체로서의 주체가 문법적 허구이며, 몸이야 말로 진정한 자아, ‘자기(das 

Selbst)’라고 주장한다. 데카르트의 코기토 명제 ‘나는 생각한다.’에서 

‘생각한다’라는 동사는 문법상 그것의 주어를 필요로 한다. 데카르트의 

잘못은 그러한 문법에 따라 ‘나’를 설정하고, 이를 행위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실체로 삼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니체가 볼 때 

행위로부터 독립적인 실체는 없다. 

 

나의 형제여, 그대가 ‘정신’이라고 부르는 그대의 하찮은 이성도 

그대 몸의 도구고, 그대의 커다란 이성의 작은 도구이자 장난감이다. 

그대는 ‘자아’라고 말하며, 이 말에 자부심을 느낀다. 하지만 보다 

위대한 것은—그대가 믿지 않을지도 모르지만—그대의 몸이고 그 몸

이라는 커다란 이성이다. 이 커다란 이성은 자아를 말하지 않고 자아

를 행한다. … 감각과 정신은 도구이자 장난감이다. 그것들 뒤에는 아

직 자기가 있다. 자기는 감각의 눈으로 찾고, 정신의 귀로 듣는다. … 

나의 형제여, 그대의 사상과 감정의 배후에는 강력한 지배자, 알려지

지 않은 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자기다. 그것은 그대의 몸 안에 살

고 있고, 그대의 몸이 바로 그것이다(Nietzche, 1885/2009, pp. 

86-87, 강조는 연구자에 의함). 

 

몸에 있는 여러 힘들은 끊임없이 변화, 생성한다. 이 변화하는 힘들에 

 

7 ‘positive’는 ‘적극적인’, ‘긍정적인’, ‘실증적인’ 등의 의미로 쓰이나 차이의 철학

의 맥락에서는 부적합하다. 차이의 철학에서 positive는 “그 자체로 긍정적이고 능

동적이며 적극적인 발현/현시”, “힘의 과잉상태에서 즉자적으로 차이가 나타나 움

직이는 사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동적(現動的)’으로 번역되기도 한다

(Colebrook, 2002/2007, p. 19 역자 주 참고). 본 논문에서는 부정성, 부정적 차이 

등의 용어와 관련하여 ‘positive’를 ‘긍정적’으로 쓰며, 다른 번역어를 사용하는 경

우 영어를 병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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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몸은 행위한다. 니체에게 의식, 영혼, 주체성은 그러한 힘들의 

산물이자 효과다. 각각의 몸이 지닌 힘(forces)과 정동(affects)은 그의 

특정한 흥미와 욕구를 나타낸다. 힘과 정동은 다양한 양상을 띠는 만큼, 

실재에 대한 우리의 경험을 풍부하게 한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정동을 

의식하며 살지 않는다. 니체에 의하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삶의 형태에 

따라 그리고 사회적 협력 및 의사소통을 통해 그 삶의 형태를 실현하려는 

욕구에 따라 정동에 대한 의식이 생겨나고, 이것이 언어화 되며 개인의 

관점이 형성된다(Yacek, 2014). 각 몸이 처한 맥락과 그로부터 형성된 

관점은 같은 대상에 대해서도 다양한 지식을 만들어내며 더 나은 객관성을 

확보할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이러한 설명에서 주체는 세계를 자신 앞에 세우고 차이의 구조를 

파악하는 동일자가 아니라 “다양성을 띤 차이 자체를 나타내는 개념일 

뿐”(심의식, 1999, p. 305)이게 된다. 몸이 지닌 힘들, 즉 ‘힘에의 

의지’는 주체를 형성하는 원리이며, 동시에 주체가 지닌 차이 그 자체다. 

서로 다른 몸들은 서로 다른 욕망과 의지를 지니고 서로 다르게 그것을 

발휘한다. 이렇게 생성적 욕망과 의지로 읽힌 차이는 고정불변하는 

동일자의 표상형식으로 환원되지 않으며, 하나의 구조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되어가며(becoming) 끊임없이 생성된다. 그러므로 

“[자신과]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을 [자신과]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보다 

더 많이 존경하라고 청년을 지도하는 것”과 같이 차이를 거부하고 

배척하는 것은 그 청년을 “가장 확실하게 망치는 길”(Nietzche, 

1881/2004)이다. 

하이데거는 특히 헤겔의 부정성 개념을 비판하며 ‘존재론적 차이’의 

근본성을 내세운다. “왜 모든 변증법은 부정을 자신의 도피처로 삼으면서 

부정 자체는 변증법적으로 근거제시하지 않으며, 아니 문제로서마저도 

확정하지 못하는가? 사람들은 도대체 아님의 존재론적 근원을 문제로 삼은 

적이 있는가?”(Heidegger, 1927/1998, pp. 381-382)라는 물음을 

통해 하이데거는 부정성의 존재론적 근원을 문제 삼는다. 그는 ‘나는 

생각한다’와 ‘나는 존재한다’가 모두 근대 철학적 물음의 토대임에도 

불구하고, 데카르트가 ‘나는 존재한다’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Heidegger, 1927/1998, pp. 71-72). 데카르트에 

따르자면 ‘나는 존재한다’는 ‘나는 생각한다’는 사실에 의존한다. 

그러나 ‘나’의 ‘존재’는 ‘생각’에 의한 확실성이 없이도 확보된다. 

우리는 늘 생각하며 지내는 것도 아니고, 생각 속에서 내가 있다는 사실을 

잊기도 한다. 이 모든 경우에 ‘나’라는 것은 ‘존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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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생각하는 나’라는 ‘사물’은 의식이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운동인 부정성을 통해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존재함’에 의해 먼저 달성”(서동욱, 2007, p. 150)되는 

것이다. 따라서 존재는 이 대상의 근본에 속하는 것이며, 그렇다면 

‘존재한다’의 의미도 마땅히 논의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 

형이상학은 눈 앞에 드러나 있는 것에 몰두함으로써, 눈 앞에 보이는 것, 즉 

현전하는 것 외에는 ‘부정성’, ‘무’, ‘아님’으로 치부하고 그에 대해 

사유하지 않는다. 그에 따라 하이데거가 ‘현전의 형이상학’이라고 이름 

붙인 전통 형이상학은 ‘생각하는 나’, 즉 주체라는 존재자(Seiendes, a 

being, beings)를 그것으로 규정하는 ‘존재(Sein, being) 자체’를 

은폐한다. 

하이데거는 주체라는 ‘존재자’와 ‘그 존재자를 존재자이게끔 하는 

것’인 ‘존재’ 사이에는 차이—존재론적 차이, 차이로서의 차이—가 

있다고 보고 이 둘을 분명히 구분한다. 그리고 이러한 구분을 통해야만 

존재자의 존재함을 사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이데거에 따르면 

주체라는 존재자가 수립되는 것은 부정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 ‘차이 

개념을 통해서만 접근 가능한 존재 자체’에 있으므로, 차이는 부차적인 

것이 아니라 근본으로 자리잡게 된다. 존재에 관한 질문으로 되돌아 가면서, 

부정으로 취급되며 망각되어온 존재는 이제 긍정적으로 사유되기 시작한다. 

이로써 인간의 본질은 ‘이성적 실체’, 세계 속의 다른 것들과는 연관이 

없고 독립적인 ‘주체’로 파악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것의 존재와 

관련되는 속에서 규정된다. 또한 주체가 지닌 사유 능력은 이러한 관련성에 

바탕해서만 가능하게 된다. 

들뢰즈에게서도 차이 개념은 부정성보다 근본적인 것이다. 동일성보다 

차이가 우선한다는 점은 헤겔, 구조주의의 입장과 같으나, 들뢰즈에게 

차이는 강제된 체계도, 단 하나의 체계도 아니다. 또한 동일성을 지닌 

사물들 사이의 관계도 아니고, 대상들의 세계를 창조하는 체계도 아니다. 

들뢰즈가 볼 때, 신체들 간의 성차는 경우마다 다르지만 우리가 일반화 해 

여성과 남성이라고 부르고, 발생적 차이는 각각 돌연변이로 다르게 

나타나지만 이를 일반화해 종(種)들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차이는 각각의 

긍정에 따라 스스로 상이해진다(Colebrook, 2002/2007, pp. 107-108). 

이처럼 스스로를 상이하게 차이생성하는 것을 들뢰즈는 되기(생성, 

becoming)라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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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합은 모비딕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며, 펜테질리아는 한 마리 암

캐 시늉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모방도, 체험에서 우러나오는 동

정도, 상상 속의 동일화도 아니다. 유사함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유

사함은 아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것은 생산된 유사함이다. 아니 

그것은 차라리 유사함이라곤 없는 두 감각들의 어우러짐 속에서, 혹은 

반대로 단 한번의 반사로 그 둘 모두를 포착해내는 빛의 원격조정 내

에서의 양극의 인접함이다(Deleuze & Guattari, 1991/1995, p. 

249). 

 

들뢰즈의 되기(devenir)는 동물-되기, 여성-되기, 분자-되기 등 항상 

누군가의 무엇-되기로 나타난다. 그러나 되기는 누군가를 흉내 내거나 

시늉하는 것, 동일시나 모방을 통해 형태를 획득하는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양극의 인접함’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되기는 관계 맺기 

자체, 즉 ‘누군가’라는 시작점과 ‘무엇임’이라는 목적지 ‘사이’에서 

일어나는 운동 자체이다. 또한 이는 ‘무엇임’에 도달하는 것으로 

완결되는 것이 아니다. 되기는 고정된 정체성, 주어진 보편성, 특정한 

개념과 범주 등 일원화된 중심성을 거부한다. 

되기 개념을 바탕으로 들뢰즈는 비유기적 주체를 제안한다. 비유기적 

주체는 하나의 중심에 기능이 결부되는 것이 아니라, ‘~이다’를 

이탈하여 ‘그리고’의 연속으로 무엇과 관계 맺고 연결되는지에 따라 

본질이 달라진다. 자신을 둘러싼 외부 환경의 변수, 즉 타자와 어떻게 관계 

맺느냐에 따라 감성, 감응, 욕망, 에너지 등 몸 안을 흘러 다니는 

불연속적이고 비총체적인 일련의 과정들이 달라지고, 그를 통해 몸 전반의 

속성이 달라지는 것이다(송혜린 & 노상우, 2016). 예를 들어 지금 나의 

손은 ‘컴퓨터의 자판을 치는 손’이지만,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요리를 

하는 손’이 되기도 하고, ‘고양이나 강아지를 쓰다듬는 손’이 되기도 

한다. 내 손과 만난 자판은 빈 화면에 글씨를 띄우게 되고, 내 손과 만난 

칼은 채소를 써는 속성을 갖게 되며, 고양이나 강아지는 기분이 고양되고 

긴장이 풀리는 등 새로운 질성을 지니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이 

새로운 질성이 영원히 유지되는 것이 아님을 안다. 이처럼 들뢰즈는 

주체라는 유기체를 해체하고, 이를 ‘기관 없는 신체(corps sans 

organs)’라고 표현한다. 기관 없는 신체는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기관들이 없다기보다, 이 기관들이 특정한 기능을 위해 ‘미리’ 

유기적으로 질서잡혀 있지 않다는 뜻이다(서동욱, 2000, p. 232). 우연히 

마주친 타자를 해석하는 주체, ‘미리 준비된’ 유기체적 조화는 없다. 

있는 것은 타자를 해석하기 위해 기관으로 발생한 특정한 능력, 그리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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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의 활동뿐이다. 따라서 들뢰즈에게서 주체는 사라지고, 기관 없는 

신체들과 그것이 갖는 잠재성과 능력을 어떻게 배치하느냐 하는 과제만이 

남는다. 

니체, 하이데거, 들뢰즈 외에도 차연(差延, différance)에 의한 경계의 

모호성과 그로부터 경계를 만드는 지점들의 해체를 주장한 데리다, 

분리(séparation) 개념을 통해 주체가 타자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가 주체를 형성한다고 본 레비나스 등 현대의 여러 철학자들은 긍정적 

차이와 그로부터 변화되는 주체 개념을 사유한다. 

 

2) 이리가레의 문제의식 

 

이리가레는 이들 철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차이에 관심을 가진 이론가들 

중 한 명이다. 근대적 주체개념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현대 철학의 여러 

시도는 주체 개념을 아예 없애 버리고 어떤 동일성도 전제하지 않는 

비인격적 익명성으로 살아가거나, 타자를 자신에게 종속시키는 주체가 

아니라 오히려 타자의 도래를 통해 비로소 탄생하는 주체를 제시하는 두 

극단 사이에 있다. 양극단 사이의 스펙트럼 중 어디에 속하든, 탈구조주의, 

해체주의, 포스트모더니즘 등의 현대 철학은 전통 철학의 동일성 논리를 

비판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해 차이 자체를 강조하며, 주체로 환원되지 

않는 타자의 현존을 밝히고자 한다(서동욱, 2000, p. 25). 

이리가레 역시 이러한 지평 위에서 사유하고 있으나, 그가 가진 

독자성은 그가 성들 간의 차이, 여성들 사이의 차이, 한 개인 여성 내부의 

차이에 주목한다는 점이다. 이리가레는 앞서 살펴본 차이의 철학자들과 

긍정적이며 생성적인 차이, 결정불가능성과 환원불가능성, 몸에 대한 강조, 

되기(becoming), 자기 긍정과 타자 및 세계 사이 관계의 긍정 등 많은 

부분을 공유한다. 그러나 그가 볼 때 남성 철학자들에 의한 차이 사유는 

성차를 차용하며 이루어지고 있었다. 

 

[고대 그리스와 구약성서로의] 이 복귀는 남성 정체성이 가부장적이

고 남근중심적인 것으로 스스로를 구성하던 순간을 되돌아본다. 남성

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을 의심하도록 강요하기 위해 여성들이 가정의 

사생활로부터, 침묵으로부터 모습을 드러낸 것일까? 하이데거를 제외

한, 내가 언급한 모든 철학자들[니체, 하이데거, 헤겔, 레비나스, 데리

다]은 여성 정체성 및 여성, 여자로서의 그들 자신의 정체성에 관심이 

있다. 이것이 범주의 혼동을 초래하는가? 어떤 범주를? 무엇의 혹은 

누구의 이름으로? 왜? … 남성들이 사회-문화적 권력을 움켜쥐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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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순간을 돌아본다면, 그들은 이러한 권력을 버릴 방법을 찾는 것일

까? 그렇기를 바란다. 그러한 욕망은 그들이 진리의 정의 및 실천을 함

께 나누기 위해 여성들을 초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하지

만] 지금까지, 다르게 쓰기는 정치 지도자들의 성별이나 그들의 세속

적, 종교적 담론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Jardine & Menke, 

1991, p. 101). 

 

먼저 합리적 의식이라는 환상을 깨기 위해 차이의 철학자들이 강조하고 

제시한 몸은 남성의 몸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들 철학자들에게서 몸은 

힘에의 의지가 증식하는 공간, 순치와 저항의 공간, 생성과 변형의 공간 

등으로 탐색되지만, ‘성차를 담지한 몸’의 특수성은 제대로 조명되지 

않고 있다(Grosz, 1994/2019, pp. 19-20, 429-482). 동일한 남성적 

사유 주체가 형성하는 담론 속에서 그 담론에 맞지 않는 개개의 특수한 

몸은 낯선 것으로 나타난다. 남성 철학자들은 정신-신체의 이항대립적 

구도에서 몸을 새롭게 의미화하고, 육체성에 부착되어 있던 여성성을 

전유하고자 하면서도 정작 몸의 물질성과 감각에 대한 설명에서 성차를 

누락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완전한 여성은 완전한 남성보다 더 높은 인간유형이다. 또한 훨씬 더 

드문 그 무엇이다.”(Nietzche, 2001, p. 323)라며 진리를 여성에 비교한 

니체를 비롯하여, 데리다의 ‘여성처럼 글쓰기’, 들뢰즈의 ‘여성-

되기(becoming-woman)’, 프로이트-마르크스주의의 ‘가치의 

여성화(feminization)’ 등 차이를 말하는 일부 남성 철학자들은 차이의 

문제를 ‘여성적’으로 성차화하고(sexualized), 이를 일반화된 철학적 

항목으로 바꾸었다. ‘여성’과 ‘여성적인 것’이 주체의 위기, 주체의 

죽음을 돌파하기 위한 은유가 되면서 역설적으로 사고를 새롭게 획일화 

시키게 된 것이다(Braidotti, 1989, p. 89). 또한 이러한 성차의 차용은 

여성들의 실존과 직접적 관련이 적었으며,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데에 

여성이 여성으로 참여하도록 하지 못했다. 차용된 성차의 틀은 ‘남성적 

말하기와 글쓰기’를 의미에 대한 지배력을 갖는 것,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확신에 찬 주장을 하는 것으로 묘사한다. 반면 ‘여성적 말하기와 

글쓰기’는 그러한 지배력과 통제력을 거부하고 진실이나 지식을 소유하지 

않는 것으로 묘사된다. 이러한 틀 속에서 특정한 논지를 가지고 정치적 

위치를 점하는 것은, 그가 어떤 성별이든 간에 남성적 입장을 취하는 것이 

된다. 여기서 페미니스트들은 남성처럼 말하고 있으며, 남성—여성처럼 

글쓰기를 원하는 철학자들—이 여성보다 더 잘 여성이 된다는 역설적 

결론이 내려지게 된다(Whitford, 1991, p.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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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가레는 ‘여성으로서(as) 말하기’와 ‘여성처럼(like) 말하기’를 

엄격히 구분한다. ‘여성처럼 말하기’가 남성도 가능한 언어적 모방인데 

반해, ‘여성으로서 말하기’는 단순히 심리적, 성적 위치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위치’도 의미하기 때문이다(Whitford, 1991, p. 49). 이러한 

구분은 여성성에 합류하고 싶어하는 남성 철학자들의 욕망이 확고한 

주체적 위치를 지키면서 타자성까지 향유하려는 욕망이라는 비판적 시각에 

의거한다. 남성 철학자들은 자신의 억압된 여성성에 관심을 둘 뿐 그 

스스로 타자가 되는 위험을 감수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8 이리가레가 

볼 때 이런 식으로 차용된 성차는 규범적으로 작동한 기존의 성적 역할이나 

정체성을 재-현(re-presentation)할 뿐이다. 다시 말해 남성의 이면, 

남성의 반대로서만 규정되어온 여성이 재생산될 뿐이다. 이리가레는 

성차가 재현 체계에 묶이면서 재현 체계를 벗어나고자 강조된 차이 역시 

차이로 기능하지 못하고 왜곡되고 있다고 보았다. 

그렇다고 이리가레가 여성으로부터 ‘성차의 기준’을 만들어 기존의 

규범을 전복시키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결국 여성을 남성이라는 

동일자로 환원시켜 그 동일자의 타자로 규정하는 동일성의 경제 9 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성차’를 실행하려고 

노력하는 것(Irigaray, 1977/2000, p. 208)이며, 여성이 주체로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Irigaray, 1977/2000, p. 108). 이리가레는 동일자로 

환원되지 않는 타자, 그러면서도 동일자 해체에 이용되지도 위계적이지도 

않은 타자를 상상함으로써 주체성을 달리 이해하고자 한다. 그에게서 이와 

같은 ‘타자의 주체성’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실재적’ 차이인 

존재론적 성차다. 이리가레는 철학 및 정신분석학 담론에서 이러한 성차가 

어떻게 억압되고 지워져 왔는지를 폭로하고, 그것을 길어내 근본적으로 

사유할 것을 주장한다. 

 

 

8 이리가레를 포함하여 페미니스트 철학자들이 남성 철학자들의 여성성 차용에 대

해 비판하는 더 자세한 내용은 신경원. (2004). 니체, 데리다, 이리가레의 여성. 서

울: 소나무. pp. 245-301; Grosz, E. (1994/2019). 몸 페미니즘을 향해: 무한히 변
화하는 몸 (임옥희 & 채세진, Trans.). 서울: 꿈꾼문고. pp. 275-426을 보라. 

9 이리가레에게서 ‘경제(economy)’는 정신분석학적 배경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동일성의 경제, 남근 경제, 반사 경제, 태반 경제 등으로 나타난다. 이는 에너지, 상

징, 언어, 기표, 대상, 욕망 느낌 등의 교환, 분배, 순환의 회로들을 나타내며, ‘구조’

와 유사한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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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실존하는 참된 차이인 성차 
 

1) 성차를 부정해온 서구 문화 

 

언어학과 철학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으며, 라캉의 정신분석 수련의 

과정을 밟고 정신분석학자로도 활동한 이리가레의 사유는 언어학, 문학, 

철학, 심리학, 정신분석학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펼쳐진다. 그의 

프로젝트는 동일한 하나의 주체가 아니라 성차를 지닌 두 주체의 철학 및 

문화를 만드는 방법을 모색한다는 큰 흐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가 말하는 

성차에 바탕한 주체 및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그의 작업은 보통 세 단계로 

구분된다(Chanter, 1998, 1999; Hirsh, Olson, & Brulotte, 1995; 

Irigaray, 2004; 정을미, 2002; 태혜숙, 2000). 첫 번째 단계는 서구 

철학의 전통에서 지배적 남성 주체가 세계를 구성하고 단일한 관점에 따라 

그것을 해석해온 방법을 비판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정신분석을 통해 

신화와 종교의 관점에서 여성의 성애를 연구하고, 니체와 고대 및 동시대의 

철학자들의 작업과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쓴 글을 통해 ‘여성 주체성’을 

정의하고자 한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성차를 진정으로 존중하는 윤리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며, ‘성차의 상호주체성’이라는 관계적인 주체성을 

구성하려 시도한다.10 

서구 사상의 역사에서 성차가 지워져 온 데에 대한 분석은 첫 번째 

단계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반사경: 타자인 여성에 대하여(Speculum. 

De l’autre femme)』(이하 『반사경』), 『하나이지 않은 성(Ce sexe 

qui n’em est pas un)』을 비롯한 이리가레의 초기 저작은 “주체에 

관한 모든 이론이 항상 ‘남성적인 것’에 의해 전유”(Irigaray, 

1974/2021, p. 237)되어 옴을 보인다. 이리가레는 영원 불변하며 

성중립적인 것으로 기술되어온 진리가 사실 남성 중심적 지배 담론, 즉 

팔루스-로고스 중심주의에 의해 성차가 간과되며 구성된 것임을 주장하며, 

이를 밝히기 위해 철학과 언어구조, 정신분석학 담론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다. 이리가레에게 특히 철학 담론은 타자에 대한 법을 만들고, 

 

10 이리가레는 다양한 사상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만큼 그의 철학적 위치와 독자성

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둘러싼 여러 맥락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

서 다루지 못한, 이리가레의 생애와 저작에 대한 더 자세한 개요는 Chanter, T. 

(1999). 54. Irigaray. In S. Critchley & W. R. Schroeder (Eds.), A Companion 

to Continental Philosophy. Oxford, UK: John Wiley and Sons, Inc. 및 이서경. 

(2008). 뤼스 이리가레 (Luce Irigaray)의 성적 차이 개념을 통한 시민권 재구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사회학과 석사학위 논문. 2장 1절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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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론들의 담론을 구성하기에 의심을 품어야 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리가레는 『반사경』에서 프로이트로부터 데카르트, 헤겔, 칸트 등을 

거쳐 플라톤에 이르기까지 철학사의 주요 저작들의 “무의식적 작용에 

주의”를 기울이며 철학 텍스트를 ‘정신분석’한다(Irigaray, 

1977/2000, pp. 95-97).11 

 

… 그렇다고 다음과 같은 사실을 피할 수는 없다. 주체 자체(동일자

로서의 주체)가 와해될 위험이 있는 곳에서, 즉 그의 자만 속에서 점점 

더 집요해진다는 점이 문제라는 사실 말이다. 따라서 “대상” 역시 문제

이며, 양자 사이에서 경제가 나뉘는 방식들 역시 문제다. 특히 담론의 

경제가 나뉘는 방식들이. 한쪽이 다른 쪽의 자족(auto-suffisance), 

자율(auto-nomie)을 보증하며 충성스럽게 침묵하는데, 증상—역사

적인 억압의—으로서의 이 무언증에 대한 질문이 요구되지 않는 한 그

렇다. 그런데 만약 “대상”이 말하기 시작한다면? 이는 또한 “보는 것

(voir)” 등등을 시작한다는 뜻이다. 그로부터 “주체”의 어떤 분열

(désagrégation)이 나타날 것인가? 분열은 그[“주체”]와 그의 타자, 

즉 다양하게 명시된 그의 타아(alter ego) 사이뿐만 아니라, 대타자 

사이의 차원에까지 이를 것이다(Irigaray, 1974/2021, p. 241). 

 

이리가레는 특히 팔루스-로고스 중심주의가 만들어낸 자기 동일적 남성 

주체를 검토한다. ‘침묵하고 있는 대상’, 즉 동일자의 타자로서의 여성을 

들여다보지 않는다면 주체가 ‘와해되어가는 위험’은 점점 더 깊어질 

뿐이다. 이렇게 분석해 들어간 주체와 타자는, 사실 주체 그 자신 

하나였음이 드러난다. 주체의 재현 활동, 즉 잡다한 것들을 동일성과 

통일성 아래 환원하는 과정 속에서 동일성, 통일성, 하나임, 고체, 현전 등의 

개념에 특권이 주어지게 된다. 주체는 이 특권을 무비판적으로 휘두르며, 

자기 의식이 재현한 대상과 실제 대상 사이의 차이를 메운다. 실제 대상, 즉 

타자가 지닌 차이는 주체를 기준으로 한 대칭적 차이로 수축되며, “주체 

자체를 위해서만 자기에 대한 무지 속에서 자신의 천진한 표면들을 

제시”하는 ‘환상’이 된다(Irigaray, 1974/2021, p. 243). 

“자기감응적(auto-affectif), 자기변용적(s’auto-affectant)인 표상” 

활동을 통해 유아론적 주체는 “자기 자신을 세상에 다시 태어나게 한 후에 

세계 전체를 다시 낳는다.” 그렇게 주체는 스스로 태어나며, “자신을 

 

11 『하나이지 않은 성』의 인용은 한역본(Irigaray, 1977/2000)을 기본으로 하고, 

영역본(Irigaray, 1977/1985)에 기반하여 약간의 수정을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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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안에) 사유되는 모든 것의 모태(matrice, matrix)로서 지각”하게 

된다(Irigaray, 1974/2021, pp. 327-329). 

그러나 스스로 모태가 되는 주체는 사유를 하는 동안에만 존재의 

확실성을 보장받는다. 따라서 사유하지 않는 순간에도 자신의 존재를 

보증하기 위해서 주체는 신이라는 타자에 의존한다. 신은 “전능한 오성의 

마르지 않는 젖가슴-남근(breast-phallus)으로 반복해서 나의 주체성에 

젖을 먹인다.”(Irigaray, 1974/2021, p. 338) 이리가레가 볼 때 이는 

주체가 어머니-여성과 묶여 있던 최초의 순간과 그에 대한 의존을 

부정하고, 출산-탄생 및 수유-양육이라는, 생명을 낳고 길러내는 어머니-

여성의 능력을 도용하여 신의 속성으로 부여한 것이었다. 사유에 의해 

신에게 그러한 본질과 현존을 주는 것은 바로 남성 주체 자신인 것이다. 

신은 주체가 혼란을 벗어나기 위해 자신에게 부여한 고정점이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육체적인 것, 물질적이고 감각적인 것 등은 주체와 단절된다. 

 

…모든 부분들이 혼란스럽다—내 의지의 지배를 완전히 벗어났다는 

사실 때문에 아마도 의심할 것이지만—, 심지어 나의 두뇌에서도, 모

든 방향으로 분산되는 내 시각에서조차도. 또한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 고정점을 나 자신에게 부여해야 했다. 눈을 감고, 

귀를 막고, 내 모든 감각들에서 벗어나고, 내 사유로부터 물질적인 사

물들의 모든 이미지를 지움으로써, … 이렇게 나는 아이들의 오성을 

흐리게 하는 이 우화들과 물질적 인상들을 제거하고 다시 태어났다

(Luce Irigaray, 1974/2021, p. 342). 

 

주체는 자신의 존재 기반을 뒤흔드는 물질적인 것, 육체, 감각, 정념과 

같은 것을 ‘어머니-여성-자연’에 투사하며 타자(other)화 한다. 

타자는 “대상[맞은편에-던져져 있는 것](ob-jet)”(Irigaray, 

1974/2021, p. 237)이 되고, ““주체”가 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자연”이 되고, “기술의 실용적 실천에 사용될 수 있는 

연장(étendue)”이 된다(Irigaray, 1974/2021, pp. 336-337). 그렇게 

여성은 남성이 자신의 이미지를 비춰볼 수 있는, 그럼으로써 완전한 

주체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거울’이 된다. 

자크 라캉(Jacques Lacan)의 정신분석이론에서 거울은 핵심적인 

의미를 갖는다. 주체 발달과 관련한 라캉의 설명에서 ‘거울 단계’는 

아이가 자기 신체의 통일성을 이해하고 자기 동일성에 기반한 주체가 되는 

단계이기 때문이다. 막 태어난 아이는 자신의 몸을 하나의 전체로서 

인식하지 못하고 ‘조각난 몸의 환상’을 가지고 있다. 이 아이는 거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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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친 이미지를 통해 전체적인 형태로서 닮은 자의 이미지와의 동일시로 

자기 신체의 통일적 형태를 파악하며, 완전한 합일 상태로 믿었던 어머니와 

자신을 구별한다. 그리고 거울 단계의 막바지에 이르러 찾아오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극복하고 나면, 아이는 법과 질서와 언어의 세계인 

상징계로 들어가 말하는 주체, 욕망의 주체가 된다(황주영, 2008, pp. 19-

22). 

그러나 라캉의 거울은 여성을 온전히 비춰주지 못한다. “이 평평한 

거울은 그들 성기의 대부분에서 하나의 “구멍”만을 비출 뿐”이기 

때문이다(Irigaray, 1974/2021, p. 159, 각주143). 평평한 거울을 

바라보는 눈은 “내부로 뚫고 들어가지 못하고”, 몸 바깥쪽과 안쪽 모두에 

있는 여성 성기의 전부를 파악할 수 없다. 평평한, 그래서 여성 신체의 성적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거울이 반영하는 이미지는 남성 신체 

이미지이며, 자신을 재현을 도구를 갖지 못한 여성은 자신의 주체성을 그 

이미지를 기반으로 형성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여성들에게 초자아처럼 

행사되는 것은 여성들을,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성들의 성을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Irigaray, 1974/2021, p. 159) 

남근의 거울반사 과정에 포함된 여성은 남성 동일자 주체의 타자가 되어 

주체성을 부정당하고 그의 욕망을 지지하도록 요구받는다. 따라서 여성은 

자신의 형상을 스스로 만들지 못하고, 남성 주체에게 형상을 부여받는 

질료가 된다. 이 과정에서 여성의 성은 남성 주체의 성 실천과 표현 

속에서만 존재하게 된다. “성차가 동일자의 문제에 종속”되어 끊임없이 

남성 동일자의 기획, 투사, 표상 영역 내부에서 결정되는 것이다(Irigaray, 

1974/2021, p. 38). 이때 여성은 성차와 직접 관계 맺지 못하고 

대상화된다. 

 

여성의 위상을 가능케 하는 것, 그 기반을 보장하는 것, 그것은 여자

들의 교환(the exchange of women)이다. 적어도 가부장제의 사회 

기능이 정돈되는 것은 남자들 사이에서 여자들이 유통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것을 가정한다. 남성이 자연을 개조한다는 것, 오

로지 남성들에 의해서 규정된 ‘인간적’ 기준에 따라 자연이 변화한다는 

것, 자연은 노동에, 기술에 굴복한다는 것, 물질적·구체적·감각적 

자질을 교환이라는 추상적 가치로 환원시키다는 것, 게다가 모든 감각

의 세계를 남성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활동으로 환원시키다는 것, 여

자들 사이에서는 여자들이 동등하지만 그것은 그들 외부에 있는 등가

의 법칙에 따른다는 것, 여자들을 남자들 사이의 관계를 구체화하는 

‘대상’으로 만든다는 것 등이다(Irigaray, 1974/2021, pp. 239-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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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가능한 대상이 된 여성들은 각 개인으로부터 추상화되어 측정 

가능한 가치로 환원된다. 이때 여성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은 남성의 

필요와 욕구다. 여성이 지닌 육체적 자질은 남성을 위해 사용되었을 때에만 

가치 있는 것이다. 그 첫 번째 가치는 남성의 재생산 도구로 활용되는 

어머니다. 어머니는 “교환될 수 없는 사유 재산”으로서 사적 영역에 

갇히고, 그 결과 남성적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이용되는 사용가치다. 

여성을 어머니로 사유화 함으로써 남성은 사회 속에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생산하는 초자연적인 존재가 된다. 여성에게 부여되는 두 번째 가치는 

처녀다. 처녀인 여성은 “순수한 교환가치”로 존재하며, 어머니라는 

사용가치로 전환될 때 교환에서 벗어난다. 그가 지닌 자연적 육체는 교환 

체계 속에 지워진다. 마지막으로 여성에게 부여되는 가치는 창녀다. 그의 

육체적 자질은 남성에 의해 사용되었을 때에만 가치를 지니며, 그가 지닌 

사용가치와 교환가치 사이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점 때문에 사회질서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된다. 남성적 가치로 환원된 여성은 상품이기 때문에 자신의 

욕망이나 특수한 자질들은 표명할 수 없고, 따라서 여성의 자기 쾌락은 

지워진다(Irigaray, 1974/2021, pp. 240-243). 이렇게 여성은 남성 

동일자가 만든 사회문화 속에서 ‘동일자의 타자’가 되어 배제됨으로써 

동일자의 사회문화 체계를 유지시킨다. 

정신분석학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서구의 이런 전통과, 이 전통이 

나타나는 장면을 반복”한다(Irigaray, 1977/2000, pp. 31-44, 113-

137). 프로이트로 대표되는 이 이론에서 클리토리스는 ‘남성적(viril)’ 

능동성을 지니며, 질은 ‘여성적(feminine)’ 수동성을 지닌다. 그리고 이 

능동성과 수동성의 대립은 ‘정상 여성이 되기 위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단계다. 이러한 설명을 따르면 클리토리스는 그저 ‘작은 페니스’로 

남근에 비해서는 중요도가 떨어지는 것, 성기가 아닌 것이 되며, 질은 남성 

성기를 감싸기 위한 구멍-봉투(a hole-envelope), 칼집(a 

sheath)일뿐이게 된다. 남근 중심의 서구적 성(Occidental sexuality)의 

관심은 발기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강한’ 남성이 ‘가장 쉽게 

발기하는’ 자이고, 가장 길고 크며 단단한 페니스를 가진 자이며, ‘가장 

멀리까지 오줌을 쏘는’ 자로 묘사되는 데에서 쉽게 알 수 있다. “이 

남근적인(phallic) 모델은 가부장적 사회와 문화에 의해 발전된 가치들, 

철학서들 속에 새겨진 가치들, 즉 소유권, 생산, 질서, 형태, 통일성, 가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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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곧추섬12  등의 가치를 공유한다.”(Irigaray, 1977/2000, p. 

113) 여성의 성기는 눈에 보이는 유일한 성기, 그리고 형태적으로 지칭할 

수 있는 유일한 성기인 페니스의 부정(the negative)으로, 이면(the 

opposite)과 반대면(the reverse)으로 여겨진다. 페니스가 없는 여성은 

‘결핍’되고 ‘위축’된 존재가 된다. 남근 중심적 체계 속에서 욕망, 

쾌락은 모두 ‘페니스’와 관련된다. 페니스가 없는 여성은 그와 동등한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열망으로만 자신의 욕망을 경험하게 된다. 아버지와 

남편에 대한 다소 비굴한 사랑과 남아선호는 남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가치에 접근하고자 나타난 방법이다. 

이와 같은 남성적 형태학13에 기반한 문화는 시각을 특권화 한다. 겉으로 

드러난 성기를 우월하게 여기면서 시선의 우월성, 형태 구별과 형태 

개별화의 우월성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여성은 바라보기에 좋은 대상(the 

beautiful object)으로서 ‘수동성’에 위치하게 된다. 여성의 육체는 

(남성)‘주체’의 충동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노출과 정숙한 위축이라는 

이중의 움직임으로 성적으로 자극적이고 유혹적인 대상이 된다. 그러나 

겉으로 보이지 않는 여성의 성기는 아무것도 볼 것이 없다는 두려움, 

절시(竊視)적 목적(objectif scoptophitique; scoptophilic objective)의 

‘구멍’이다. 단일한 형태와 개인, 성기, 고유 명사, 적절한 의미만을 

주장하는 문화는 ‘아무것도 볼 만한 것이 없는’ 여성의 성기를 그것이 

 

12 ‘곧추섬’은 ‘erection(프랑스어 érection)’의 번역어로, 이리가레는 이 단어를 

서구 형이상학 전통과 남성적 상징계의 수직적 초월을 추구하는 성격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한다. 더불어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남성 신체의 형태학과 관련하여 발

기된 남근과의 연관 속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반사경』

(Irigaray, 1974/2021)의 역자는 단어가 가진 사전적 의미들과 이리가레의 의도를 

담기 위해 이를 ‘곧추섬’ 또는 ‘곧추세움’으로 번역하였으며, 연구자는 이 번역어를 

따른다. 『반사경』 p.238 역주2 참고. 

13 “형태학(morphology)이란 이리가레가 각 성의 신체와 해부학적 구조가 주체에 

의해 경험되고 문화 속에서 재현되는 방식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하는 용어이다. 이

것은 정신분석학에 널리 퍼진 '해부학적 운명' 개념의 생물학주의적이고 본질주의

적인 것을 대체한다. 이리가레에게 '거세된 것'은 여성의 해부학이 아니라 가부장제 

내에서 거세된 것으로 간주되는 여성의 신체에 대한 심리적, 사회적 의미들이다. 

형태학은 핵가족의 위계적 구조를 통해 전달되는, 발달 중인 아동의 성적 영역과 

쾌락에 대한 심리적 의미들의 효과다. 또한 형태학은 신체를 담론적 효과로 생산하

는, 신체의 사회-상징적 기입의 효과다. 이러한 의미에서 가부장적 담론과 팔루스

적/거세된 신체는 동일한 형태를 공유하는 이질동형이다. 만약 담론과 재현이 신체

에 그것의 형태와 의미를 부여한다면, 페미니스트 투쟁은 남성의 (신체) 이미지에

서만 여성의 몸을 형성하는 재현적이거나 상징적인 질서로 향해야 한다. 여성의 억

압은 해부학이나 생리학에 의해 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여성 혐오적 문화에 의해 여

성의 신체에 부여된 사회적 의미와 가치의 전달 및 내재화를 통해 야기된

다.”(Grosz, 1989, p. x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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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그리스 조각품처럼 재현 장면에서 배제하고, 

거부한다. 

 이러한 체계 속에서 진정한 여성의 쾌락과 욕망은 지워진다. 여성 역시 

간접적인 쾌락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이리가레는 이를 ‘자기 것이 아닌 

욕망에 자기 몸을 피학적(masochistic)으로 팔아넘기는 것’이라 

단언한다. 남성은 여성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그녀를 착취할 

뿐이며, 여성 역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그녀 스스로도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남성의 욕망과는 다른 언어로 말하는 

여성의 욕망은, 그리스 시대 이후 서구를 지배해 온 논리에 의해 감춰지고 

지워졌다. 정신분석학은 성을 둘러싼 주체성, 욕망, 언어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탐구해 왔지만, 결국 남성이라는 성과의 관계 속에서만 성을 

규정함으로써 “성적 무관심/무차이(the sexual indiffirence)”를 

드러낸다(Irigaray, 1977/2000, p. 90). 이러한 분석 끝에 이리가레는 

묻는다. “여성은 무엇이, 또는 누가 될 수 있는가?” 

 

2) 뤼스 이리가레의 존재론적 성차 

 

문제는 여성에게서 시작된다. 그는 무엇이 또는 누가 될 수 있는가? 

이 질문은 '여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혹은 '여성은 단지 문화적 산물일 

뿐이다'와 같은 담론—서구 문화의 소위 중립적이고 보편적인 주체와

는 다른 주체의 실존에 직면하는 것을 거부하는 두 가지 방법—만 주

어진 우리 전통의 지평에서는 너무 어려운 문제이다. 평등주의적 관점

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 역시 관련된 진실과 달성해야 할 과제를 놓

치는 것이다. 여성은 남성과 같아질 필요가 없으며, 여성과 남성은 모

두 그들이 해당될 수 있는, 그들이 되어야 하는 무언가 또는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할 필요가 없다. 그러한 시도는 이미 단일 주체에 의해 수

립된, 그것의 외부 현실에 주체성을 복종하게 만든다. … 중요한 것은 

가부장적 또는 남근중심적 전통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닿는 것이 아니

라, 인간 세계에 그의 고유한 가치(her own values)를 가져오는 것이

다. … 이제 차이는 육체적일 뿐만 아니라 문화적이고 정신적인 풍부함

(fecundity)의 원천이다(Irigaray, 2004, pp. viii-ix, 강조는 연구자

에 의함). 

 

위 글이 향하고 있는‘존재론적 성차’ 개념은 이리가레의 사상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그러나 이리가레는 이를 명시적으로 개념화하지 

않는다. 성차가 개념의 차원에 들어가는 순간 그가 비판하는 팔루스-

로고스 중심주의의 ‘일의성’으로 축소되기 때문이다. 개념 상의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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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성을 척도로 비교와 대조를 통해 나타나는 차이다. 앞서 살펴본 근대적 

사유 주체의 주요 활동인 표상, 재현의 결과물로 나타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계속해서 변화하고 흘러가는 세계를 붙잡는 의식 활동인 개념화는 

대상에 대한 왜곡을 피할 수 없다. 이리가레는 이 왜곡을 피하고자 

존재론적 성차를 말하는 것이다. 

이처럼 이리가레가 ‘존재론적’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차이, 기존의 재현체계를 벗어난 외부의 것을 말한다.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유로 환원되는 것, 문화와 권력에 의해 구성되고 범주화되는 

것이 아니다. 때문에 그는 성차를 정의 내리기보다 성차에 대해 끊임없이, 

존재론의 차원에서 사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리가레에 의하면 우리는 

이미 팔루스-로고스 중심주의의 보편적 주체로 포섭되지 않는, ‘다른 

주체의 실존’을 느끼고 있다. 다만 그것을 직면하려 하지 않을 뿐이다. 

성차를 ‘다른 존재’가 아니라 ‘부정’, ‘없음’, ‘무’의 자리에 두고 

그에 대해 문제 삼지 않은 것이다. 결국 이리가레의 주장은 이 ‘부정’을 

들여다보고, 그것의 가치를 길어내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분명히 이 둘[여성과 남성]은 항상 잠재적으로 성적 차이가 있는 둘

이다. 이는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흥미롭다. 왜냐하면 여성과 남성 사

이에는, 여성과 여성 사이에는 존재하지 않는 부정(a negative), 일종

의 환원불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 여성과 한 남성 사이의 부정성

은, 감히 말하자면, 존재론적이고 환원 불가능한 것이다. 한편 여성과 

다른 여성 사이에서 부정성은 훨씬 더 경험적인 유형의 것이다. 나아

가 부정성은 여성과 남성 사이의 존재론적 차이 속에서만 이해할 수 

있고 살 수 있는 것이다. 복잡하다(Hirsh et al., 1995, pp. 109-

110). 

 

위 인터뷰에서 이리가레가 말하는 존재론적 성차는 ‘부정성’으로서 

여성과 남성 ‘사이’에 존재한다. 이리가레가 주목하는 지점은 바로 이 

‘사이’다. 즉 차이로 구분되는 여성과 남성이라는 ‘대상들’이 아니라, 

그 ‘대상들을 발생시키고 그렇게 규정하는 것’을 탐색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존재론적 성차에 대한 사유는 ‘부정성’ 자체를 들여다본다는 

점에서, 또 그 ‘부정성’이 여성과 남성이라는 주체 발생에 근본적이라고 

보는 점에서 하이데거의 형이상학 비판과 관련된다(Chanter, 1999; 

Colebrook, 2005; Stone, 2006; 황주영, 2017). 하이데거는 형이상학 

비판을 위해 ‘존재에 관한 물음’을 제기하고, 그 결과로서 ‘존재론적 

차이’를 주장한다. 하이데거의 존재에 대한 물음과 이리가레의 성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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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물음은 내용에는 차이가 있지만, 구조에서 유사함을 보인다(Chanter, 

1999, p. 593). 따라서 존재론적 성차를 이해해보기 위해 먼저 하이데거의 

전통 형이상학 비판을 경유할 필요가 있다. 

하이데거는 기존의 형이상학이 존재자들(beings) 사이의 관계만을 

물음에 따라 존재(being)를 망각해왔다고 보았다. 하이데거에 의하면 

존재자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며, 존재는 “존재자를 존재자로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Heidegger, 1927/1998, p. 20). 존재자는 하늘, 

바다, 땅, 나무, 책, 행위 등 일정한 속성과 성질을 지니고 구체적인 

개별자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대상들이다. 여기에는 “우리가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우리가 의미하고 있는 것, 그것과 우리가 이렇게 또는 

저렇게 관계맺고 있는 것 등”이 포함되며, “우리 자신이 무엇이며 어떻게 

존재하는 것” 역시 해당된다(Heidegger, 1927/1998, p. 21). 존재는 

이러한 각각의 존재자들이 다른 존재자들과는 구분되는 ‘어떠한 

존재자’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하이데거에 따르면 우리는 존재가 

무엇을 말하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존재’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다(있다)’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Heidegger, 1927/1998, p. 

20). 예를 들어 ‘A는 B이다(A is B)’라는 문장에서 A라는 존재자는 

B라는 상태로 ‘존재한다’. 주어(주사, 主辭)에 들어가는 명사 또는 

개념인 A나, 무엇이며 어떻게 존재함을 나타내는 술어(빈사, 賓辭)인 B가 

존재자에 해당한다면, 이 둘을 이어주는 ‘~이다(있다)’인 is(계사, 

繫辭)는 존재를 나타낸다. ‘~이다(있다)’가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면서도, 우리는 이처럼 “평균적이고 모호하게” 존재를 이해하고 

있다. ‘A 또는 B’와 ‘~이다(있다)’를 분명히 구분할 수 있는 것처럼, 

존재자와 존재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바로 이 차이가 ‘존재론적 

차이’이다. 

하이데거는 전통철학이 존재자 또는 존재자성에만 집중하며 존재를 

망각하고 그에 대해 근원적으로 사유하지 못함을 비판하며 존재론적 

차이를 강조한다. 하이데거가 볼 때 전통철학은 개별 존재자들이 

공통적으로 지닌 추상적 속성들이나 특질들인 존재자성을 존재로 

표상해왔다. 존재를 존재자로 환원시킨 것이다. 존재는 존재자를 

존재자이게 하는 것이다. 존재는 구체적인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없다. 다만 존재는 존재자의 구체적인 존재방식으로 있다. 즉 존재는 

존재자를 우리에게 드러내 놓고 자신은 숨어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존재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전통철학에서 존재자로 눈 앞에 드러나지 

못한 존재는 ‘부정성’, ‘무’, ‘아님’으로 치부되고, 존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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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자성이 존재로 착각되면서 정작 존재는 망각되어 버렸다. 이러한 

‘표상적 사유’ 속에서 존재가 망각됨에 따라 존재자들은 애초에 지니던 

고유하고 풍부한 의미를 상실하고, 하나하나 따로 떼어져 나와 대상화된다. 

이 과정에서 각각의 존재자들은 서로와의 관계 맺음을 잊고, 객관적 

실체들로 대상이 된 서로를 통제하고 소유하고 조작하려 할 뿐이다. 

하이데거는 ‘없는 것’이 되어버린 존재를 제대로 사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통 형이상학의 표상체계 속에서 ‘부정성’으로 간주되던 ‘존재’는 

하이데거의 사유를 거쳐 ‘존재자를 존재자이게끔 하는 근원적인 것’으로 

긍정된다. 이리가레의 존재론적 성차는 이러한 하이데거의 사유를 

전유한다. ‘존재론적 성차’는 ‘성차를 지닌 존재자들—

이리가레에게서는 여성과 남성—이 그러한 존재자이게끔 하는 근원적인 

것’으로 긍정된다. 이는 여성 존재자, 남성 존재자 사이의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적 차이, 개념적 차이가 아니라, 그러한 여성 존재자, 남성 

존재자로 ‘되기’를 가능하게 하는 힘이다. 즉 성차와 성적 정체성/주체성 

사이의 관계는 존재와 존재자의 관계 구조와 유사하다 할 수 있다. 성차는 

“성적 정체성과 성적 정체성의 대외관계가 가능하도록 해주는 바로 그 

토대 자체”(Grosz, 1994/2019, p. 478)다. 그러나 성차는 차이 이전의 

어떤 구분되지 않은 기원(origin)을 상정하는 것이 아니다(Colebrook, 

2005, pp. 136-137). 그것은 이미 “적어도 둘 이상의 성들로 

나누어져” (Irigaray, 1994/2000, p. 6) 있는, “가장 기초적인 인간 

현실을 구성”(Irigaray, 1989/1994, p. ix)하는 것이다. 

여성성은 팔루스-로고스 중심주의적으로 추상화된 존재자성이 존재로 

잘못 여겨지면서 재현에서 배제되어 ‘아무것도 볼 것이 없다’고 

부정되어왔다. 그러나 여성성은 개별 존재자로 환원되지 않는 존재론적 

성차를 만나 새로운 존재자로 탄생할 여지를 갖게 된다. 하이데거에게 

있어서 존재의 관계는 존재자들과 뗄 수 없지만 존재자들과 구별할 수 없는 

것은 아니듯이, 성차는 성별 사이의 유사성이나 차이로 환원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여성이 된다는 것의 의미는 남성이 된다는 것의 의미로부터 

추상화되어 생각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또한 존재가 존재자를 드러내고 그 

자신은 숨듯, 성차는 성별 사이의 관계와 성적 정체성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모습을 감추는 틀 혹은 지평으로, 그러나 사라지지는 않은 채 “실체, 

정체성, 주체, 타자, 그리고 그들의 관계의 가능성 바로 그 속에 

암시된다”(Grosz, 1994/2019, p. 479). 

성차는 비교와 대조라는 관점에서 이해될 수 없다. 또 성 속에 무수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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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복수성을 형성하여 이해할 수 있는 차이도 아니다. 이리가레가 볼 때 

“가부장제의 마지막 세기는 다양성으로 일컬어지지만, 이 다양성은 

여전히 가부장적 세계의 문 안에 남아있다”(Irigaray, 1999/2000, p. 

23). 우리는 가부장적 세계의 문 안에 남아있는 다양성, 복수성에서 

나타나는 차이들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게 된다. 다양성은 동일자의 

기준에 대한 대칭적 차이를 거부하지만, 자신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될 

토대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특정한 차이가 

드러나도록 허용되지만 판단은 금지됨으로써, 그러한 차이를 무시하거나 

부인하여 의미 없는 상태로 만든다. “여성들 간의 차이는 역설적이게도 

진정 중요한 차이를 감추는 공허한 구호”가 되고, 차이들이 문화적 다양성 

모델과 동화되며 성과 관련한 차이 역시 잊혀지는 것이다(Zerilli, 2004, 

pp. 67-68). 이리가레가 말하는 존재론적 성차는 이런 역설을 벗어나 

차이가 사유될 수 있는 보편적 지평의 역할을 담당한다. 

 

성차는 전세계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 공동체의 한 모델을 규정

하게 된다. … 게다가 이 차이는 우리에게 문명의 구축이 아닌 새로움

을 강요하면서 가장 자연적인 것을 가장 문화적인 것과 결합시킬 수 

있다. … 사회·문화를 성차 위에서 재구축하는 것은 우리의 정신적·

사회적 관습을 지배하는 소유화라는 개념에 철저하게 의문을 제기하

는 것이다. 이것은 결코 한 주체를 다른 주체에게 귀속시키지 않은 채 

관계 속에서 두 주체를 존중하기 위해, 타자와의 관계에서 가장 은밀

한 지점에서, 가장 열정적이고 가장 육체적인 지점에서 일체의 소유물

과 소유화를 포기할 줄 아는 것이다(Irigaray, 1999/2000, pp. 134-

135, 강조는 연구자에 의함). 

 

이리가레에게 성차는 가장 근본적인 존재론적 차이이며, 이는 

우연적이거나 일시적, 잠정적인 차이가 아니다. 성차는 규정될 수 없는 

실존적 조건으로 이미 존재하는 ‘보편적’인 것이다. “자연스런 

현실이고 피할 수 없는 문화적 현실”인 것이다(Irigaray, 1999/2000, p. 

22). 따라서 성차는 단순히 생물학적이거나 육체적인 것만도 아니고, 각 

성이 욕망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데 무엇이 적절한지에 대한 사회적, 

문화적 규정인 것만도 아니다. 오히려 이 두 영역은 모두 성차를 토대로 

하여 ‘드러난’ 차원에 해당한다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신체의 차이와 그 

신체를 통한 경험의 차이는 환원불가능한 성차가 드러나는 모습이다. 

이리가레가 분석한 서구 문화는 이러한 신체에 드러나는 성차의 의미를 

부정해온 것이다. 성차는 자연적인 것과 문화적인 것의 경계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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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한다. 그러므로 이 둘 중 어느 한쪽으로 환원해 사고할 수 없다. 양쪽 

모두에 있는 성차는 어떻게 배치되며 ‘차이화’ 되는지에 따라 서로 다른 

존재자, 서로 다른 성적 주체를 발생시킨다(Stone, 2006, p. 94). 즉 

성차는 성적 존재가 되는 관계적, 심리적, 문화적, 신체적 측면을 모두 

포괄하는 되기의 과정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그에 따라 성차는 주체의 구성 

요소로서, 이를 전제한다면 단일한 주체성 모델은 재고할 수밖에 없는 

모델이 된다. 

이처럼 이리가레에게 성차는 분명히 실재하는 것이며, 우리가 반드시 

의식하고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의 초점은 성차가 무엇인지 

밝히는 데 있지 않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성차라는 실존적 조건 속에서 

각자의 차이를 보존한 주체는 어떻게 발생하며, 그 주체들은 어떻게 관계 

맺는지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이리가레가 강조하는 남성 

동일자 주체에 환원되지 않은, 성차를 담지한 타자인 여성 주체성을 

살펴보고, 이 주체가 야기한 새로운 관계에 대해 사유하며 재설정된 

윤리학을 살펴본다. 또한 이 대안적 주체와 윤리가 학교 성교육에 어떤 

함의를 주는지를 탐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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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존재론적 성차가 학교 성교육에 주는 함의 
 

 

제 1 절 주체 구성 요소로서의 존재론적 성차와 성차의 윤

리학 
 

소위 포스트모더니즘이 출현하면서 근대적 사유 주체의 개념은 도전 

받기 시작했다. 인간을 인식의 주체이자 판단과 행동의 주체로 보고 

확실성과 진리의 원천으로 삼던 가정이 깨졌으며, 정신 외에도 몸, 지각, 

감수성, 영적 부분 등 인간을 구성하는 여러 영역을 고려한 개별 주체의 

복잡성이 제기되었다. 더불어 여러 사회적 변화는 각 개인에게 새로운 자아 

및 주체성 형성을 요구하고 있다. 냉전시대로 대표되는 이데올로기 대립 

구조가 몰락하고 지배적인 표상 형식에 얽매여 있던 욕망들이 집단적 

주체성을 형성하면서, 보편성과 총체성의 강조 속에 제대로 조명받지 

못했던 ‘타자’의 가치가 부상했다. 1929년 세계 대공황은 생산중심 

경제에서 소비중심 경제로의 인위적 변화를 야기했다. 공황 극복을 위한 

소비 촉진을 위해 기업과 정치권력은 소비를 미덕으로 부각시키기 시작한 

것이다. 여기에 다국적 자본주의가 더해지면서 인간의 자아의식 확립에 

중요한 근거 중 하나인 개별 국가나 민족 단위가 상실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사람, 사물, 사건 등이 기호 형식으로 

환원되고, 신자유주의가 확산되면서 삶의 모든 영역이 자산가치로 상품화 

되고 있다(김영천 & 주재홍, 2011, pp. 4-17).  

자신의 행위에 대한 판단의 성질을 갖는 주체성은 다른 존재와는 

구분되는 스스로에 대한 자각인 정체성(identity)과 상보적인 관계에 있다. 

타고난 사회적 지위나 일의 수행에 따라 정체성이 ‘결정’되던 전통적인 

사회와는 달리, 포스트모더니즘 사회에 접어든 오늘날 한 개인의 정체성은 

다원적이며 유동적으로 ‘변화’하고 ‘형성’되는 불안정한 대상이 

되었다(고미숙, 2003). 더불어 전지구적 생활권과 가상세계 등으로 확장된 

공간에서 살아가는 오늘날의 개인은 불안정한 정체성으로 위기감을 

느끼거나, 다양한 갈래로 나뉜 선택의 기로 앞에서 갈등과 혼란을 느끼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고정되지 않은 정체성은 주체성 발휘에 대한 쉼 

없는 판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식으로 발휘되는 주체성은 다시 

개인의 정체성에 영향을 끼치고 이를 변형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자아의 

갈등과 혼란에 대응하기 위한 정체성 및 주체성 교육이 점점 더 강력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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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되고 있다. 

앞서 살펴봤던 바와 같이 ‘여성이란 무엇인가?’라는 페미니즘의 

질문도 이 지형 속에 있다. 여성 개념에 대한 일련의 탐색은 근대 인식론이 

자명한 것으로 전제하고 있는 사유 주체는 물론, 시대정신과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해체되고 새로이 제시되고 있는 주체상 역시 ‘성’에 

대해서는 제대로 주목하지 않아왔음을 지적한다. 포스트모던적 사회변화와 

신자유주의적 능력주의가 팽배해지는 동안 근대적 공사영역 구분 및 

성별분업 경제 구조 기저에 깔린 여성 배제가 성찰없이 지속되었으며, 

변화된 사회에 적합한 주체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성차는 개인적 기질 및 

속성으로 축소되었다. 성차가 은폐되고 비가시화되면서 성과 관련한 

구조적 불평등은 자연적 질서가 되었고, 사회적으로 형성된 성 역할은 

구조와 분리될 수 없음에도 개인이 자신의 경쟁력을 위해 주체적으로 

선택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엄혜진, 2016, 2021). 이리가레가 

그의 초기 작업에서 분석한 것처럼, 성차가 가려진 사회는 중립적이고 

보편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남성 중심적 사회다. 이 질서가 그대로 유지되는 

한 여성 주체는 거기에 편입되기 위해 스스로를 소멸시켜야만 하고, 

‘자기’의 의미를 계속 되묻고 비판해야 한다. 리베카 솔닛은 에세이 

『세상에 없는 나의 기억들』에서 이를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젊은 여성으로 산다는 것은 자신의 소멸을 수많은 방식으로 맞닥뜨

리는 것, 혹은 소멸로부터 달아나는 것, 혹은 소멸을 깨닫기조차 회피

하는 것이다. 혹은 이 모두를 동시에 겪는 것이다(Solnit, 2020/2022, 

pp. 15, 강조는 연구자에 의함). 

 

남성이 지배하는 질서 안에서는 여성은 항상 열외되고, 단편적으로만 

자신을 느끼게 된다. 여성의 욕망은 남성의 추측으로 규정되며, 숨겨지고 

지워진다. 때문에 여성들에게 ‘자기’, ‘나’, ‘주체’는 ‘계발’해야 

할 것이 아니라 “창안하고 고안해내야 하는 개념”에 가까운 

것이다(엄혜진, 2016, p. 257). 이리가레가 잊힌 성차를 소환하고 이를 

존재론적 차원으로 끌어올려 인간의 존재조건으로 못박은 이유도 아직 

‘존재하지 않는’ 여성 주체성을 형성하기 위해서다. 

 

1) 존재론적 성차에 기반한 ‘여성 주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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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주체성은 어떤 모습일까? 여성의 욕망, 쾌락, 성이 회복된다면 

어떤 모습일까? 이를 상상하기 위해 이리가레는 여성의 가치가 남성에 의해 

‘상품으로서의 교환가치’, ‘현금’으로 정해지는 경향을 비판하며, 

여성의 쾌락에 영향을 끼치는 사회적 관습 및 억압구조를 성찰할 것을 

강조한다. 그러면서도 그는 여성성의 회복이 단일한, 하나의 우주 형태가 

아님을 분명히 한다(Irigaray, 1977/2000, pp. 40-44). 이리가레가 볼 

때 여성들이 남성과 거리를 두고, 다른 여성과의 사랑과 연대를 키우고, 

경제적 자립과 스스로 사회적 지위를 형성하는 것은 종속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단계이기는 하지만, 성 체계에서의 단순한 

관계 반전이나 다른 성에 대한 배척은 바람직한 목표가 아니다. 남성에 

대한 여성의 우월성으로 여성의 성을 회복하는 것은 결국 남근 중심적 

체계를 전제로 남성과 경쟁하는 권력다툼에 지나지 않게 된다. 그 과정에서 

여성은 다시금 자기 쾌락의 개별성을 상실한다. 즉, 단순히 기존의 질서를 

뒤집는 것은 결국 남근 우월주의로 되돌아가는 꼴이다. 

이리가레는 여성이 자신을 (되)찾을 때, “자기 쾌락의 어떤 것도 다른 

것을 위해 희생하지 않고, 특히 자신을 다른 어떤 것과도 동일시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Irigaray, 1977/2000, p. 41). 따라서 여성 

주체성을 형성하는 것은 동일성(identity)에 기반한 범주적 정체성을 

구성하는 것일 수 없다. 이리가레에게 주체성 형성은 계속해서 변화를 

추구하고 정교화해 가는 것이다. 이에 이리가레는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통해) 여성이 되는 것”이라는 보부아르의 명제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나는 여성으로 태어난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내가 

타고난 바로 이 여성이 되어야 한다”(Irigaray, 1996, pp. 107, 강조는 

연구자에 의함). 

이와 같은 여성 주체성의 형성은 “어떠한 한계도 고정될 수 없는,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비일관적이지는 않을, 일종의 팽창 중인 

우주”(Irigaray, 1977/2000, p. 41)인 성차에 기반한다. 성차는 남성 

동일성으로 환원되거나 차용되지 않는 여성 주체성을 사고하는 출발점이다. 

주체는 기존의 성적 범주를 해체하고 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차이를 지닌 

다른 주체와의 새로운 관계 속에서 자기 주체성을 새롭게 구성하는 것이 

된다. 문제는 이러한 성차를 담지한 여성 주체 되기에 이르는 길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데 있다. 여성 주체라는 “망각된 존재”와 남성 동일자의 

타자인 여성으로서 “이미 언어 속에 고정된 존재” 사이를 가로지르는 

다리가 끊어져 있기 때문이다(Irigaray, 2002/2009, p. 109). 이리가레는 

끊어진 다리를 대신하기 위해 모방(mimesis)을 이용한다(Iriga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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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2000, pp. 98-101). 남성중심적 문화의 상징 지평을 모방하는 

것을 통해 여성의 잠재성이 가려져 있음을 드러내는 동시에 여성이 남성 

문화를 모방하는 속에서도 그에 쉽게 동화되지 않음을 폭로하는 것이다.  

첫 번째 모방은 아버지의 계보에서 배제된 어머니와 딸의 관계를 

상징화하는 모성적 계보(maternal genealogy)를 재구성하는 것이다. 

이리가레가 볼 때 부성적 계보, 즉 가부장제 사회질서는 남성들의 필요-

욕망과 그들 사이의 거래만을 가치 있는 것으로 특권화한다. 이는 어머니를 

대상화하고 그와 분리되면서 달성된다. 남성들은 태아 상태, 즉 어머니와의 

최초의 관계, 여성에 대한 의존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리가레는 

정신분석가들이 “이 최초의 육체, 최초의 집, 최초의 사랑”을 배제하고 

희생시켜, 남성을 인류로 특권화하는 재료로 사용한다고 

비판한다(Irigaray, 1991, p. 39). 이 과정에서 여성이 갖는 물질적, 

자연적, 구체적 (재)생산 가치는 남성들의 상징적, 상상적 생산의 가치로 

교체되고, 여성들이 남성들 사이의 관계 유지를 위해서만 기능하면서 

여성들 사이의 관계는 지워진다. 

보다 풍부한 의미를 갖던 여성성은 가부장적 질서 속에서 모성성으로 

축소된다. 이 모성성은 남성주체에 의해 대상화된 것이기에 주체성을 띠지 

못한다. 딸이 주체가 되기 위해 동일시할 수 있는 여성이 부재하게 되는 

것이다. 여성은 ‘주체’가 되어 교환 시장에 참여하기 위해, ‘상품’을 

벗어나기 위해서 음경 선망이라는 욕망만을 갖게 되고(Irigaray, 

1974/2021, pp. 94-95), 남성과 마찬가지로 어머니를 대상화하면서 

주체화 한다. 이때 여성이 어머니를 대상화하는 과정은 남성과 다르게 

경험된다. 어머니와 같은 육체성을 지닌 여성은 어머니를 대상화하면서 

스스로를 대상화하게 되기 때문이다. 여성은 자신의 성적 능력에 대한 

욕구를 억압하는 대가를 치러야만 ‘주체’가 된다. 그러나 음경 선망으로 

특징지어지는 여성성은 결국 성적 이질성(hétérogénéité)을 구성하지 

못하고, 남성적 욕망의 동질성을 지지하는 부정적 차이가 될 

뿐이다(Irigaray, 1974/2021, p. 108). 

이런 자기파괴적 주체화는 여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우선 여성이 

될 수 있는 것이 어머니로 제한된다. 이는 여성을 여성 주체 자체로 보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여성들을 어머니라는 남성적 가치를 기준으로 

경쟁시킨다. 여성들 사이의 수평적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다. 또한 딸을 

딸이라는 주체로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모-녀 간의 수직적 관계를 지운다. 

이는 남성, 아들들의 주체화에도 문제를 일으킨다. 남성은 여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를 모성으로만 인식하게 되기 때문이다. 남-녀 관계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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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 관계 뿐인 질서 속에서 여성이든 남성이든 아이는 성차에 대한 

이미지를 갖지 못한 채 자랄 수밖에 없다(Grosz, 1989, p. 120). 각 

주체는 자신이 생성할 수 있는 차이의 잠재성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리가레는 주체가 되기 위해 여성이나 어머니, 혹은 다른 무언가이기를 

포기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사회가 아버지들에게 남성이 되거나 

시민이 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요구한 적이 있던가? 우리는 

어머니가 되기 위해 여성이 되는 것을 포기할 필요가 없다.”(Irigaray, 

1987/1993, p. 18) 여성이 남성을 매개하지 않고 주체가 되기 위해 

이리가레는 모녀간의 주체적 관계를 개선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위한 실천 

방향으로 그는 1) 생명과 음식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을 다시 배울 것, 2) 

모든 가정과 공공장소에서 모녀가 쌍을 이루는 매력적인 이미지를 널리 

퍼트릴 것, 3) 여성 복수형을 사용하거나 여성들 자신이 느끼는 현실을 

나타낼 새로운 단어나 구절을 창조해볼 것, 4) 모녀 사이의 일체감을 

형성하기 위한, 공유하고 함께 소모할 수 있는 대상을 발견하고 만들어 낼 

것, 5) 아이들에게 아주 일찍부터 성에 따른 계급에서 벗어나 차이를 

존중하도록 가르칠 것, 6) 여성이 자신의 내부에서 외부로 나아갈 수 있는 

적절한 외부공간을 가질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Irigaray, 1990/1998, pp. 

47-52). 이와 같은 가부장적 상질질서 재조직을 통해 여성은 자신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여성과의 관계 역시 긍정하게 된다. 이로써 여성은 

자신의 주체성을 형성하고 ‘나’로 존재할 수 있게 된다. 

두 번째 모방은 남성적 형태학과는 다른 여성적 형태학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리가레는 남성적 형태학이 지니는 맹점을 드러내고, 

여성 육체에 대한 긍정적 상상의 가능성을 탐색한다. 여기서 등장한 것이 

바로 ‘두 입술’ 비유다.14 

 

 

14 이리가레의 ‘두 입술’ 비유는 생물학적 본질주의라는 의혹을 받으며 여러 논쟁

을 야기했다(Fuss, 1989). 그러나 이리가레 스스로가 밝히듯 ‘두 입술’ 비유와 여

성 신체에 대한 강조는 남성적 형태학을 변형하고 여성이 스스로의 성에 대해 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어떤 고정된 본질에 상응하지 않는다(Irigaray, 1991, p. 

97). 이와 관련한 논쟁들에 대해서는 Fuss, D. (1989). Luce Irigaray's Language 
of Essence. In Essentially Speaking: Feminism, nature & difference (pp. 69-

86). NY: Routledge.; 이서경. (2008). 뤼스 이리가레 (Luce Irigaray)의 성적 차
이 개념을 통한 시민권 재구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사회학과 석사학위 

논문. pp. 52-64; 황주영. (2017). 뤼스 이리가레.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주). pp. 

21-29를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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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여성의 자기 색정(autoeroticism)은 남성의 자위와는 사

뭇 다르다. 남성의 경우, 손이나 여성의 성기·혀와 같은, 자기 몸에 

접촉할 도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자위는 최소한의 움직임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여성 자신의 접촉은 스스로, 자기 안에서 중재자 없이, 

그리고 능동성과 수동성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분리가 일어나기 전에 

이루어진다. 여성은 늘 ‘자기 몸을 만진다.’ 게다가 사람들은 여성

의 이 행위를 막을 수도 없다. 여성의 성기는 지속적으로 서로를 포개

는 두 입술(음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그녀 안에서, 여

성은 이미 서로를 애무하는 둘, 그러나 하나씩 나눌 수는 없는 둘이다

(Irigaray, 1977/2000, p. 32). 

 

이리가레가 볼 때 충족을 위해 자신이 아닌 다른 대상을 필요로 하는 

남성의 성과는 달리 여성의 성은 스스로와 타자성의 관계를 가지며 

자족한다. 또한 단일한 하나가 아니라 둘이라는 점, 능동성과 수동성의 

분리가 모호함 등의 특징을 갖는다. 더불어 이리가레는 여성의 쾌락을 

클리토리스의 능동성과 질의 수동성으로 구분하는 것을 거부한다. 이 둘 

각각은 서로가 대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여성 쾌락에 기여하며, 또 여성 

쾌락에 기여하는 많은 애무들 중 단지 두 가지일 뿐이다. 이리가레가 볼 때 

여성은 거의 모든 곳에 성기(성감대)를 가지고 있고 여성은 거의 모든 

곳에서 쾌락을 누린다. 여성 쾌락의 지형은 매우 다양하고, 저마다의 차이 

속에서 그 수도 많으며, 복잡하고 미묘하다(Irigaray, 1977/2000, pp. 

37-39). 이처럼 여성의 성은 남성에 비해 시각적인 것 보다 촉각적인 것을 

즐기고, 자족적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또한 여성의 성은 꼭 들어맞는 

정의를 거부하며 복수적(plural)이다. 이는 항상 다중성을 유지하면서도 

완전히 분산되지는 않으며, 서로를 동일시하지 않은 채 가까움을 유지하는 

속에서 끊임없이 타자와 자기 자신을 교환한다. 이러한 여성의 성이 가진 

특성은, 상호교환이 일어나는 복수성을 그 자체로 이해하려고 하기보다 

모든 것을 열거하고, 단위로 수량화하고, 개체별로 목록화하는 남성중심적 

체계와 부딪친다. 남성중심적 체계 속에서 여성의 다양한 쾌감과 욕망은 

제대로 이해되지 못한 채 낯선 것으로 남아 있거나, 무시되고 있는 것이다. 

이리가레는 이러한 ‘두 입술’ 비유를 통해 여성의 특수성과 육체를 

강조하고, 남성적 질서에서 재현되지 않는 여성의 욕망을 긍정하고자 했다. 

이 비유는 “여성이 주체 혹은 객체가 되는 새로운 이론을 고안하는 것이 

아니라 이론적 기제 자체에 제동을 걸고, 매우 획일적으로 하나의 진실과 

하나의 의미를 생산해야 한다는 주장을 멈추기” 위함이다(Irigaray, 

1977/2000, p. 100). 따라서 이리가레가 제시한 여성적 형태학은 ‘두 

입술’ 비유에만 국한되지 않고 여러 가지 예로 확장될 수 있다. 각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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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몸, 자신의 성에 대해 스스로 말하게 하고 그에 따라 다양한 

주체성이 생성될 여지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모방의 방식으로 이리가레가 세우려 시도하는 여성 주체는 

‘동일자의 타자’가 아니라 ‘타자의 타자’다. 동일자의 타자는 

동일자를 기준으로 할 때에만 이해되고 설명된다. 동일자는 타자를 

흡수하여 스스로 하나이자 전체가 되고, ‘이미’ 존재하는 차이를 

배제한다. 이러한 차이, 즉 존재론적 성차가 배제될 때 성은 본능적인 

것으로 취급되어, 여자이고 남자인 것은 생물학적 문제로 여겨지고 

문화적으로 극복해야 할 자연 상태의 정체성에 그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정체성의 이러한 영역은 인간적인 것으로 계발되지 않는다. 재생산의 

특성상, 그 정체성이 주체적 되기를 성취하는 일을 가로막는 동물성에 

여전히 매여 있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성차를 고려하지 않을 때, 

동일자—전통적인 남성 주체—외의 주체는 자신의 존재에 이를 수 없게 

되고, 자신의 ‘되기’를 비롯하여 “자신이 속해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인간들로 이루어진 세계”를 책임질 수 없게 된다. 남성 주체 또한 타자를 

망각하고 자기 동일적 관계 속에만 존재하게 되면서 자기복제만 할 

뿐이다(Irigaray, 2002/2009, pp. 115-122). 따라서 인간은 자신을 

초월하여 되기를 해 나갈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처럼 성차의 망각은 

‘동일자의 타자’뿐만 아니라 동일자 주체의 잠재성도 닫아버리게 된다. 

모방을 통해 이리가레는 ‘우리’ 사이에서 어느 한쪽이 ‘진짜’인 

것이 아님을 보인다. 진짜인 것이 사라지면서 나머지 쪽도 ‘복제품’이나 

‘원본의 그림자’라는 역할을 벗어나 진정한 상호적 관계를 시작하게 

된다(Irigaray, 1977/2000, p. 288). 즉 이리가레가 숨을 불어넣는 여성 

주체는 모방이라는 과정을 통해 “진리와 유희할 정도의 힘”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신경원, 2004, pp. 221-222). 이로써 여성은 동일자의 

타자라는 장소에서 벗어나 주체로 서게 되며, 여성과 남성은 각자가 

주체이면서 서로에게 타자가 된다. 차이나는 각 성은 절대 서로의 역이나 

대립물일 수 없고 그저 서로 다를 뿐이다. 비대칭성을 갖는 타자의 타자가 

되는 것이다. 

 

2) 성차의 윤리학 

 

‘나로 존재한다’는 것과 ‘우리로 존재한다’는 것은 유한적 자아에 대

한 깨달음, 각자의 개별성을 소멸시키지 않는 개인적, 집단적 책임성



 

 59 

에 입각하여 구축된다. 차이점은 수직적인 초월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나로 만들 수 없는 다른 성, 나와는 다른 성이라는 초월성에 힘입어 보

존된다(Irigaray, 1999/2000, pp. 108, 강조는 연구자에 의함).  

 

이리가레는 여성주체성을 창안해가는 과정에서 주체의 육체성, 

물질성을 재고하게 할 뿐만 아니라 주체들 사이의 ‘좋은 거리의 문제’를 

사유하게 한다. 우리가 성차를 지닌 존재라는 것은 우리 각자가 “주체의 

총체(the whole) 또는 공동체나 정신의 총체가 이미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며, “전적으로(entirely) 자기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Irigaray, 1996, p. 106). 내가 단순히 주체인 것만이 아니라 

어떠한 성별에 속해 있다는 제한은 타자와의 관계성이 나의 주체성에 바탕 

하는 것은 물론, 나의 주체성이 타자와의 관계성을 통해 형성되어감을 

말해준다. 우리는 “‘나로 존재한다’와 ‘우리로 존재한다’라는 

극명하게 다른 두 사실 앞에”(Irigaray, 1999/2000, p. 107)있는 것이다. 

이 두 사건은 시간적 선후관계를 맺지 않는, 동시적인 사건이다. 따라서 

이리가레의 성차에 대한 존재론적 사유는 자기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주체성을 세우는 문제와 함께 타자와의 관계를 사유하는 윤리학을 

필수적으로 포함한다. 

‘타자의 타자’로서 각 주체는 두 주체 가운데 한 주체가 다른 한 

쪽으로 흡수되지 않는다. 따라서 각자가 고유한 경계를 지니며 자기와의 

관계를 지키고 있다. 또한 각각의 주체는 그를 존재하게 하는, ‘적어도 

둘’인 성차를 사이에 두고 항상 다른 주체와 같이 있으며, ‘우리’라는 

관계를 이루고 있다. 이리가레는 이 관계를 “친근하게 만들면서 가꾸어야 

한다”(Irigaray, 1999/2000, p. 23)고 주장하는데, 이때의 친근함은 

타자를 자신과 동일시하거나 자신을 타자에 동일시 하지 않는 거리,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서로 관계를 주고받을 수 있을 정도의 가까운 거리를 

필요로 한다. 이리가레가 볼 때 이 거리를 메우려는 시도는 차이를 

없애려는 것이기에 문제적이다. 

 

가까움은 차이를 요구한다. 타인이나 내가 고유한 경계선을 지니지 

않는다면 우리는 서로에게 다가갈 수 없다. 우리는 가까운 남성 혹은 

여성을 망각할 정도로 모든 타인을 자기 것으로 만든다(Irigaray, 

1999/2000, p. 24). 

 

거리를 통해 만들어지는 타자와 나 사이의 간격은 차이를 지닌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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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가 함께 만날 때에야 생겨나는 공간이다. 따라서 이 간격에는 두 

주체가 만나기 전의 어떤 선험적인 것이나 이미 규정된 확실성이 있을 수 

없다. 또한 이 간격은 오롯이 각 주체에게 속한 유아(唯我)적인 공간일 

수도 없다. 때문에 이 간격은 나에게도 타자에게도 적합한 곳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리가레는 그것을 유지할 것을 주장한다. 아니 오히려 이 간격은 

결코 극복될 수 없는 것이라고, 따라서 우리가 항상 통과해야 하거나 

심지어 새로이 만들어 내기도 하는 공간이라고 말한다. 그것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의 것은 아니면서 아직 함께 나누는 것도 없는 이 상태”, 

선험적으로 선행하는 것이 없는 세계인 덕분에 “한 세계를 다른 세계와 

나란히 발언”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고 창조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Irigaray, 2002/2009, p. 170). 존재론적 성차에 대한 

사유는 망각되어 온 이 공간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주체들의 공존과 그 사이의 관계맺기를 위해 중요해지는 것은 나와 

마찬가지로 주체인 상대방을 자발적으로 인식하는 일이다. “‘나로 

존재한다’는 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리고 ‘나로 존재하는 것’과 

‘우리로 존재하는 것’ 사이의 관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자신과 공동체를 상대로 ‘나로 존재하기’와 ‘우리로 존재하기’ 

사이에서 변화하는 기본세포”가 되어야 한다(Irigaray, 1999/2000, pp. 

108-109). 물론 이 공존은 “평화로운 공존”이 아니다. 이리가레는 

평화로운 공존이 없다고 생각한다(Irigaray, 1977/2000, p. 171). 때문에 

우리에게는 성차에 의해 주체성과 타자성을 모두 획득하게 된 각 주체들 

사이의 적절한 거리와 그 책임에 대해 사유하는 윤리적 과제가 부여된다. 

이리가레는 이 윤리학이 성차에 기초한다는 점에서 ‘성차의 윤리학’이라 

부르며, 동일자와 타자 사이의 대칭적이고 위계적인 관계에서 형성되는 

‘수직적 초월’에 대비해 ‘수평적 초월’이라고 표현한다. 

공동체를 위한 근대적 법과 제도는 그것에 속한 개인들의 평등을 

지향한다. 문제는 이 법과 제도가 언제 어디서나 적용될 수 있는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원칙이 되면서, 앞서 젠더의 한계에서 살펴보았듯이 

‘차이=불평등, 동일성=평등’이라는 구도 속에서 평등이 사유된다는 

점이다. 그 과정에서 ‘나로 존재한다’는 특수한 개별 정체성은 ‘우리로 

존재한다’는 공동체로의 정체화를 위해 해체되거나 퇴출되곤 한다. 

자유와 보편성을 획득하기 위해 사적이고 물질적인 것, 개별 신체들을 

초월해야 한다고 여겨지는 것이다. “천상의 전적인-타자(Wholly-

Other)와의 관계에 대한 선호”(Irigaray, 2002/2009, p. 150). 

이리가레가 볼 때 이것이 철학사에서 강조되어온 주체의 초월, 수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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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월이다. 

그러나 이리가레에게 중요한 것은 “나의 옆이나 앞에 지금 이 순간 

존재하는 타자와의 관계” (Irigaray, 2002/2009, p. 150)를 위한 수평적 

초월이다. 이를 위해 그의 저서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되는 것이 ‘서로 

환원될 수 없는 성차’다. 성차의 윤리학은 ‘무’로 여겨졌던 성차를 

강조함으로써 개별 정체성들을 추상화하지 않는 방식으로 윤리를 사유한다. 

성차로 인해 드러나는 간격은 “선험적인 공통의 영역” (Irigaray, 

2002/2009, p. 40)이 아니며 따라서 확립된 어떤 척도가 없다. 

 

이쪽에도 저쪽에도 속하지 않는, 더구나 어떤 낱말에도 속하지 않는 

무언가가 그 둘 사이에는 존재한다. 그리고 그 무언가는 얼마간 불확

정의 상태에 있어야 한다. 

타자에게 말을 하려는 소통하기는 이 말할 수 없음에서부터 펼쳐진

다. … 말은 소통하기 위해서는 항상 타자에게로 향해야 하며 말해야 

했던 것을 말할 수 없었던 상태로 스스로에게 돌아와야 한다. … 말한 

당사자에게로 돌아옴으로써 말은 타자로부터 배웠던 것만이 아니라 

전달하지 못했던 것에도 주의를 기울인다. 만약 귀담아 듣는다면 말이

다. 따라서 말은 다른 방식으로 둘이 될 테지만, 이는 애매모호하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다. 전달불가능한 것이 항상 남아 있는 이러한 소통을 

통해 그것이 전달하는 의미는 더 깊고 풍부해진다(Irigaray, 

2002/2009, pp. 42-43, 강조는 연구자에 의함). 

 

확립된 척도가 없다는 점은 개별적 특수성이 환원될 수 없음을 의미하며, 

나와 관계 맺는 타자가 비슷한 다른 타자로 대체될 수 없는, 지금 여기의 

구체적 타자임을 드러낸다. 또한 나와 다른 욕망, 나와 다른 언어를 지니고 

다른 세계 속에 사는 타자는 내게 영원히 타자일 것임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것이 각 주체가 각자의 세계 속에 단절된 채 살아갈 것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 “전유될 수 없는 차이의 자리”, 이제까지 무이자 부정성으로 

간주되었던 상태는 “주체의 가치 체계를 의문시”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유한성을 깨닫고 상대에게 귀 기울이며 다가감으로써 새로운 의미가 

생성되고 자기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평적 초월, ‘되기’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는 또한 어떤 단일한 것을 추상한 윤리가 아니라 구체적인 

윤리를 추구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이리가레는 무이며 부정성이던 이 

상태를 “절대적 주체성이나 절대적 객관성을 통해 극복”하고, “나 

자신만의 세계를 구현”하고자 힘쓰는 대신, “두 주체 간의 장소를 

유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고 되살려 낼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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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한다(Irigaray, 2002/2009, p. 170). 이를 위해 “차이 그 자체, 즉 

인간 정체성을 가로지르는 차이, 이 사유의 사유될 수 없음, 사유되지 

않음으로서의 차이” 인 성차를 계속해서 상기시키고, 아무것도 

아니(nothing)던 “차이로 인해 각각이 물러남으로써 펼쳐지는 영역” 

(Irigaray, 2002/2009, pp. 28-29)에서 살아가는 법을 탐색하는 것을 

철학자의 임무로 삼는다. 

 

제 2 절 존재론적 성차가 학교 성교육에 주는 함의 
 

서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성은 인간 삶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요소다. 

존재론적 성차는 성을 새로운 방식으로 사유하게 하며, 인간 주체 구성에 

대해 독특한 이해를 제공한다. 이 절에서는 우리가 존재론적 성차를 

경유하여 인간 주체를 바라보는 것이 현 학교 성교육에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을지 살펴본다. 

 

1) 교육을 통해 지향해야 할 주체상의 재구성 

 

포스트모더니즘 사회에 접어들면서, 한 개인의 주체성은 그 자체 본질로 

정의되기보다 다른 주체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어가는 것이라는 인식이 

강해졌다. 교육학 안에서도 포스트모더니즘 담론이 상당히 논의되면서, 

동일자로 나타나는 데카르트식의 근대적 사유 주체는 교육에서 지향해야 

할 주체상으로 한계가 있으며 수정 또는 폐기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리가레의 존재론적 성차에 대한 사유 역시 동일자 주체에 대한 

비판의 흐름과 맥을 같이 한다. 그러나 다른 여러 사유들이 제시하는 

생성적이고 관계적인 주체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존재론적 성차 속에서 

탄생하는 주체는 자기 동일성을 놓지 않는다는 점에서 두드러진다. 

 

주체의 가장 고귀한 일은 자신을 인간으로 구성하고 인간으로서의 

자신의 주관성의 객관성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 주관성은 본질적으로 

관계적이다. 타자를 위한 자리만이 아니라 타자와의 관계를 위한 자리

를 자신 안에 마련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간적이다. … 이제 동일

성은 유사성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배려, 특히 타자를 배려한다면 가

지지 않을 수 없는 자신에 대한 성실함으로 평가된다(Irigaray, 

2002/2009, pp. 94-95). 

 

다만 위 인용에서 드러나듯, 존재론적 성차 속에서 사유된 자기 



 

 63 

동일성은 근대적 주체의 동일성과는 달리 유아적 자기애일 수 없다. 

환원불가능한 성차는 내가 전체일 수 없음을 내포하며, 타자와의 관계에 

기반한 자기 동일성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성차를 담지한 주체는 자신의 

유한성, 즉 타자를 침범할 수 없다는 한계를 인식하는 ‘타자의 타자’로서 

존재한다. 

근대적 주체 개념 아래에서 ‘타자’는 주체인 남성 동일자의 타자, 

대표적으로 여성 타자였다. 이리가레는 존재론적 성차를 통해 ‘동일자의 

타자’인 여성을 ‘타자의 타자’인 여성으로 주체화 함과 동시에 

동일자를, 즉 남성 주체를 타자의 자리로 이동시킨다. 이는 ‘여성 

혐오’에 대해 분노하고, 그에 맞서기 위해 혐오를 모방하여 ‘여성 

혐오’를 혐오하는 온라인 상의 담론 운동인 ‘미러링(mirroring)’15을 

떠올리게 한다. 미러링은 혐오를 수행하는 주체를 혐오를 당하는 타자의 

자리에 둠으로써 역설과 모순을 느끼게 하고 혐오 현상 너머의 문제적 

가부장제 구조를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 커뮤니티 <메갈리아>를 통해 확산된 미러링은 ‘김치녀, 

된장녀’를 ‘김치남, 된장남’으로 바꾸거나 ‘자지랖(자지+오지랖)’, 

‘맨스플레인(man+explain)’ 등의 신조어 만들기와 같은 언어유희를 

주로 사용했다. 이는 일상화된 각종 여성 비하 발언을 드러내고 발언이 

지칭하는 성별을 반전시키거나, 가부장제 구조의 모순성을 밝히는 데 

활용된 극단적이고 과감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또 온라인 담론장에서 

소외되어 침묵하던 여성들을 발화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남성으로부터의 거리 확보를 통해 여성들이 새로운 주체성을 학습하고 

변화하게 하는 동력으로 간주되었다. 나아가 여성 혐오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발함으로써 불법 촬영 및 성 착취에 대응하는 정책적 성과와 

‘검은 시위’, ‘미투 운동’ 등으로 이어진 여성운동의 새 판 짜기에 

기여했다는 평을 받는다(김보명, 2018; 김은주, 2016; 윤지영, 2015; 

조주현, 2019). 그러면서도 미러링은 혐오에 대한 대응이라고는 하지만 그 

역시 남성 집단을 향한 혐오 발화이기 때문에 ‘혐오’라고 비판된다. 이에 

대해 혐오 발화를 이루는 것은 남성의 언어이며 그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반사하고 전시하여 여성 혐오에 대한 비판적 문제제기를 하는 것일 

 

15 ‘거울에 비추다’, ‘반영하다’는 뜻의 미러링은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되고 있다.

온라인 담론 운동과 관련하여 안재경은 미러링에 대한 규정을 내용요소와 표현 

형식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미러링을 “타인이 ‘나’의 시선에서 특정 주제를 바라

보도록 ‘나’와 ‘남’의 역할을 바꾸어 말하되, 타인을 비난하는 어휘를 덧붙이는 말

하기 방식”으로 정의한다(안재경 & 민영,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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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이므로, ‘남성 혐오’는 남성과 동등한 주체로 여성을 인정하지 않는, 

여성의 객체화 및 타자화를 이르는 ‘여성 혐오’(上野千鶴子, 2010/2012, 

pp. 12-13)에 대응되는 쌍일 수 없다는 반박이 제기된다. 

문제는 여성의 권리를 요구하며 ‘놀이’처럼 혹은 ‘분노’에서 

시작된 미러링이라는 모방이 담론 경쟁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여성 

혐오’ 대 ‘남성 혐오’ 갈등으로 변질되어갔다는 점이다(김감미, 이지은, 

김연수, 김희선, & 김성진, 2019; 김수아, 2017; 김수아 & 이예슬, 2017). 

여성 혐오를 당하는 당사자 여성의 범위에 대한 논쟁과 ‘자극적인’ 

미러링 표현에 대한 비판과 갈등이 지속되는 한편, 온라인 남초 

커뮤니티에서는 ‘남혐’ 공세에 무력한 ‘약한 남성’의 이미지가 

강화되어갔다. 기존의 구조가 젠더 관점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는 배제된 채, 성별로 인해 마찬가지로 차별받는 부분이 있는 

‘선량한 남성-약자’에 대하여 ‘특권’을 요청하고 ‘역차별’하는 

‘여성-범죄자’를 대비시키는 담론이 구축된 것이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전개되던 담론 경쟁은 점차 생활 세계 곳곳에서 ‘젠더 

갈등’이라는 적대적 사회 현상으로 부상하고 있다. 

미러링이라는 모방의 언어는 분명 남성 동일자 질서를 비판하고 

교란하는 저항적 기능을 수행했다. 그러나 그 언어에 담긴 내용은 전근대적 

남성 인식과 근대적 주체 인식 중 ‘나의 생존’에 유리한 지점만을 선택한 

남성들의 ‘선택적 혼종성’을 반복한다(백소영, 2019). 미러링이 

모방이라는 점에서 애당초 ‘여성 혐오’에 대한 완전한 동일시, 즉 ‘남성 

혐오’에 도달할 수 없기는 하지만, 자기계발 및 자본주의적 소비와 성공의 

욕망이 뒤섞인 언어를 일상 속에서 반복하는 것을 통해 특정 성별의 경험을 

절대화하고 각자의 경험을 인정하지 않는 경직된 동일성의 태도를 

재생산하는 것이다. 그 결과 미러링 언어를 통해 주체성을 탐색, 

발휘하고자 했던 시도는 동일자의 타자를 벗어나 스스로를 주체화 하고자 

했음에도 이분법적 대결 구도의 위계적 틀로 규정된 성 정체성에 고착되어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찾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새로운 여성 주체는 

기존 의미의 터들을 부수고 해체하는 저항의 단계 이후 어떤 주체화를 통해 

새로움을 창조했는가, 지금의 언어와 전략은 창조성을 발휘하게 하는 데 

적절한가 하는 질문 앞에 서 있는 것이다. 

‘여성 혐오’에 대응하는 남성 주체들의 반응 역시 새로운 주체성을 

형성하기 보다 동일자 질서를 벗어나지 못하고 유아적 세계에 갇혀 있다. 

자신의 해석 대상으로 세워졌던 타자가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동일자 

주체’, ‘남성성’의 위치가 혼란해진 것이다. ‘여성 혐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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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의 저항 및 의미화에 대해 남성들은 반작용이나 침묵 또는 개입, 

수용의 태도를 보였다(천정환, 2016). 그러나 계층적, 세대적 불평등의 

중층적 구조와 신자유주의의 개인화 과정이 맞물리면서, 수용의 태도는 

소수에 불과하고 침묵은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지 못했으며 반작용의 

목소리가 가장 크게 대표되었다. “여성의 경험은커녕 자기가 누구인지도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에서 살아가는” 남성은 말하는 타자와의 차이를 

통해 자신의 주체성에 대하여 성찰하지 못한 채 “사회성이 부재하고 지적, 

문화적으로 지체하게 되었으며 성별 문제에 대한 대화가 불가능”한 자가 

되어버렸다(정희진, 2016, p. 186). 

대화의 단절 속에서 여성들은 “타자에게 가르칠 내용이 부재한 남성, 

백인, 이성애자에게 배울 것이 없다”(정희진, 2016, p. 186)며 남성과 

분리되고자 하거나, 가부장제를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하는 이성애 각본을 

거부하는 탈코르셋 및 4B(비연애, 비결혼, 비출산, 비섹스)운동과 

비혼여성공동체, 레즈비언공동체 등을 통해 여성들끼리의 친밀성과 확장적 

관계를 탐색하고 있다(김지아 & 최연수, 2020.01.03.; 이민경, 2021). 

이리가레의 관점에서 이는 남성의 교환 체계를 벗어나 여성들끼리의 

새로운 관계 맺기를 통한 계보 형성과 여성 주체성 형성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성차를 지닌 주체들 사이의 관계는 단절됨으로써 남성들은 다른 

성과 관계를 맺을 줄 모르는 상태로 남고, 여성들은 다른 성과의 관계를 

포기하며 수평적 초월의 가능성이 닫히게 된다. 

교육이 목표로 하는 주체성 형성이 어느 특정한 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할 때, 여성 주체화에는 새 전략이, 남성 주체화에는 

성찰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다시 말해 여성은 유아론에 빠지지 않는 자기 

동일성의 구성이, 남성은 스스로의 차이를 상상하고 남성 주체성을 

재편하는 것이 요청된다. 서로를 타자로 만드는 ‘타자의 타자’로서 여성 

주체성을 상상한 이리가레는 동일자가 대상화하고 부정했던 차이로 타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에 근본이 되는 차이로 타자를 긍정하며 

주체성의 고착화를 피한다. 또한 그는 타자를 특정한 소수자 정체성을 

갖거나, 주체보다 윤리적 우위를 차지하는 존재자로 보지 않는다. 

 

만약 우리가 성인 남성과 성인 여성 사이의 수평적 관계를 수평적 초

월—즉, "나-여성"과 "너-남성" 사이의 환원 불가능성—과 함께 가질 

수 있게 된다면, 그리고 그때, 여성이 자신의 여성적 정체성을 구성한

다면, 그녀는 남성과 여성 사이의 수평적 관계를 통해 남성이 어머니

와 맺던 단순하거나 어려운 관계에서 벗어나도록 도울 수 있다. 우리

의 전통을 지배해온 계보적 관계를 떠나 새로운 성숙의 관계를 정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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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고 노력하면서, 두 성별 사이의 수평적 관계는 부정적인 것(the 

negative)과 환원 불가능성(irreducibility)과 차이(difference)를 포

함한다(Hirsh et al., 1995, p. 108). 

 

앞서 언급했듯이 존재론적 성차는 현실에 나타나는 여성과 남성 등의 성 

정체성을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성별을 그 성별이게 하는 힘이다.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성 정체성, 성적 주체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으로 

존재론적 성차를 사유하는 것은 기존의 성적 주체들이 변화 가능성에 열려 

있음을 의미한다. ‘여성의 대상화를 기반으로 하는 이분법적 구도의 

유아적’ 남성 주체성과 ‘남성 동일자의 대상화된 타자로서만 존재하는’ 

여성 주체성에 반대하면서도, 여전히 존재론적 성차에 바탕 하여 여성과 

남성 혹은 그 이상의 성으로 현실화될 잠재성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이는 

중성적이고 보편적인, 전체로 추상화된 주체가 아니라 그 자신의 물질적 

형식과 자연적인 배경을 고려하는 주체,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하며 다른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변화 생성되어가는 주체, ‘아직’ 되지 

않은, 미래의 타자의 ‘되기’를 존중하는 주체, 타자와의 관계 맺기를 

포기하지 않으며 자신의 내외부로 초월하는 주체를 지향하게 한다. 

성차가 이 역할을 맡을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자연과 문화에 모두 걸쳐져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 보편적인 차이이기 때문이다. 젠더, 인종, 국적, 계급, 

종교 등에 의한 차이는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며 갖게 되는 여러 형태의 

정체성들을 형성하며, 이들 간의 갈등과 폭력을 극복하는 것이 현대 사회의 

주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리가레가 볼 때 이 차이들은 남성 

동일자 질서가 독점하고 성차를 왜곡하며 형성한 사회, 문화 속에서 구성된 

차이다. 남성 동일자 질서의 사회, 문화는 성차를 부정하고 자신의 물질성 

및 자연과의 연결을 망각하는 것을 통해 다양한 정체성들의 차이를 

동일성을 기준으로 배치하고 재단한다. 현 사회, 문화의 토대인 남성 

동일자 질서는 그대로 둔 채 젠더, 인종, 국적, 계급, 종교 등의 차이들을 

강조하는 것은 여전히 구체적이고 물질적인 차이를 배제한 채 지배적 

담론에 의해 추상화된 차이를 다룰 수밖에 없게 된다. 이 추상성은 각 

차이들이 갖는 고유성과 특수성을 파괴하는 폭력을 반복하게 한다. 따라서 

이리가레는 이런 차이들과 배제의 문제를 다루기에 앞서, 성차를 존재론적 

차이로 설정하며 근본적인 사고방식의 변화를 꾀하는 것이다. 

 

서로 차이 나는 관계가 순종이나 단 하나의 주체에 대한 복종, 단일

한 것으로 확립된 가치로 떨어지지 않으려면 각자가 각자의 의미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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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속에 끌어들여야 한다. 그를 위해서는 주관적인 것을 객관화하는 

능력—앎의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정서의 차원에서도—, 타자에게 자

신의 얘기를 하면서도 그에게 자신의 진리를 강요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또한 타자의 말을 듣고 그 속에서 자신의 세계가 움

직여 온 것과는 다른 의미를 알아낼 수 있는 능력도(Irigaray, 

2002/2009, p. 28). 

고요하면서 동시에 변화해 나가는 것이 조화롭게 함께 작용하여 거

주함으로써, 타성이 아닌 자신과 타자에의 충실함이 나타날 것이다. 

각자는 상대편에게 한계를 정해 주되 어떤 형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 형식은 주체성에 고유한 세계로 다시 돌아감으로써 생겨날 

것이다. 

자신을 부어넣거나 자신을 맞출 틀을 바깥에서 부여하면 자신만의 

형식이 피어나는 사태에 값하지 못한다. 그러한 형식의 피어남을 존중

하거나 그에 도움이 되는 객관적인 지원이 분명 존재한다. 예를 들어 

언어적이거나 법적인 뼈대도 그렇고 또한 건축처럼 생활의 환경을 이

루는 것도 그렇다. 그러나 그것들은 도움을 주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

는 것이지 자라남에 어떤 확정적인 날인을 찍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지평의 조력자이므로, 주체의 심장 한가운데에 자리 잡아 심

장이 삶의 리듬에 맞추어 고동치는 것을 가로막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것들이 모범으로 삼는 객관성은 어떤 다른 것으로 환원될 수 없는 

주체성의 객관성을 대체하지 않는다. 그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이

다(Irigaray, 2002/2009, p. 173). 

 

성차에 기반한 문화를 형성하기 위하여 이리가레가 주목하는 것은 

세계를 감각하고 표현하는 방식의 변화다. 모든 것이 무규정적이고 늘 

과정에 놓여있는 나와 타자의 사이-공간에서는 확립된 자아나 주체가 

선행하고 그것이 의식적으로 타자와 세계를 감각하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무규정성에 자신을 개방하고 주의를 기울여 감각하고 

표현하는 속에서 주체가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다. 주체인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타자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의 삶과 생성에 대한 

감수성을 열고 적극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러한 접근에는 새로운 감각과 

표현 형식이 필요하다. 이리가레가 거부하는 것은 형식의 강요이지 형식 

자체가 아니다. 그가 볼 때 많은 담론들이 형식을 고통으로 여기며 이를 

해체하려고만 하는 이유는 타자와 함께가 아니라 혼자서 세계를 세우려 한 

탓이다. 우리는 타자로부터, 타자와 함께 생겨나는 형식을 피워내야 

한다(Irigaray, 2002/2009, p. 174). 

여기에 기존 남성 동일자 문화의 체계화되고 이성적인 언어 형식은 

적절하지 않다. 이리가레는 신체와 성이 무의식 및 언어에 큰 영향을 

끼치며, 인간의 정체성을 구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정신분석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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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전제를 수용하면서도, 형태학을 활용한 두 입술 비유를 통해 

정신분석이론 역시 남성의 필요에 따라 여성의 성을 간과하고 무시했다는 

점을 폭로하고 비판한다. 따라서 아이가 사회,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 

언어습득은 반드시 필요한 단계로 보면서도, 아이가 배워야할 언어를 

합리적, 이성적, 객관적 언어에 한정하는 것을 거부하며 소통을 위한 

언어적 자원을 확장할 것을 주장한다. 

이에 이리가레가 대안으로 주목하는 감각과 표현 형식은 촉각과 시적 

언어다.16 주체가 그 자신의 경계를 사수하고 타자를 자기에게로 환원하는 

시각과 달리, 촉각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두 주체가 서로를 개방하여 경계를 

흩뜨려야 한다. 또한 닿을 수 있는 범위의 한계 속에서 두 주체는 서로를 

완전히 파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유할 수 없음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게 된다. 주체의 한계를 인식하고 인정하게 하는 감각인 것이다. 

나아가 촉각은 순간순간의 움직임 속에서 관계를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달라지게 한다. 이 한계에 대한 감각 속에서 “말은 그렇게 우리 

시대를 지배하는 계산으로부터 벗어난다.” 나아가 우리는 “어떤 

존재자의 정확하고 확정적인 의미를 발견하는 일보다는 타자와, 그리고 

자신과 소통하는 일에 더 관심”을 두고 더 “다중감각적(poly-

sensorial)”이 될 수 있다(Irigaray, 2002/2009, p. 43). 

여기서 소통은 의미가 확정된 “닫힌 낱말” (Irigaray, 2002/2009, p. 

44)로 이루어질 수 없다. “공통의 것이라고 가정된 이 의미 덕분에 

서로에게 다가설 수 있었다고 우리는 믿는다. 그러나 그 의미가 우리의 

의미를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서로에게서 계속 멀어져 왔다.” 

(Irigaray, 2002/2009, p. 80) 이리가레는 진정으로 소통하기 위해서는 

각자가 감각한 주관성을 주고받을 수 있는 새로운 말과 말하기 방식을 

발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에게 타자와의 말하기는 사물에 이름을 짓는 

일, 같은 대상에 대해 이야기하는 일이 아니라, 서로에게 다가가고 서로를 

변형하는 일, 그로써 새로움을 창조하는 일이다. 때문에 단순히 타자에게 

무엇인가를 ‘전달’하는 언어가 아니라 타자와 ‘함께 소통’하는 언어, 

각자가 감각한 것을 나누자고 ‘초대’하는 언어가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 이리가레는 합리성의 언어보다 시적 언어 사용을 강조하며, 특히 

 

16 이리가레의 촉각과 시적 언어에 대한 내용은 존재론적 성차의 개념과 그것의 학

교 성교육적 함의에 초점을 맞춘 본 논문의 범위를 넘어서기에 약술한다. 해당 내

용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을 참조하라. (Irigaray, 1984/1993, pp. 151-217; 

Irigaray, 1987/1993, pp. 57-72; Irigaray, 2002/2009, pp. 35-80; Vasseleu, 

2002; 황주영,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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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의 창조를 중요시한다(Irigaray, 2002/2009, pp. 73-80). 이름 

짓기의 결과물인 명사는 변화하는 시간을 붙들어 고정시키는 반면, 동사는 

시제와 능동이나 수동, 의문, 명령 등 다양한 형식과 양태로 대화의 맥락과 

상황, 차이와 변화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존재론적 성차에 대한 사유는 남성 동일자 질서 속에서 

무시되어 온 타자들, 특히 여성을 주체로 불러일으켜 새로운 주체성을 

탐색한다. 이리가레는 성차를 존재의 지평으로 삼으면서 개별 인간의 

특수한 물질적, 자연적 근원과 인간 사이의 사회, 문화 형성을 연결 짓는 

윤리학을 상상하게 한다. 그리고 여성 주체성뿐만 아니라 해체되고 

사라져가는 남성 주체가 달라진 관계 맺기 방식을 통해 대안적인 주체성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다. 

재개념화된 주체성은 ‘무엇을, 왜 가르치는가’라는 교육의 질문이 

가리키는 미래를 재의미화한다. 되기의 잠재성은 정해진 미래가 아니라 

현재를 통해서만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미래 속에 있다. 과거에 ‘이미’ 

정해진 가치와 특성과 역할보다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가치와 

특성과 역할을 형성할 지금 여기의 경험이 중요해지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현재의 경험을 형성하는 각자의 신체, 교실 환경 등 물리적 맥락을 

인식하고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또한 대상자를 향한 특정 의도를 

전제할 수밖에 없는 교육 행위는 대상을 완전히 파악할 수 없으며, 교육 

행위의 의도가 완전히 전달될 수 없다는 한계 안에서 실행된다. 교사와 

학생은 서로를 발견하기 위해 다가가고, 상대가 나를 발견할 수 있게 

자신을 드러내는 관계로, 주체-객체 관계이기보다 주체—주체 관계이자, 

객채-객체 관계로 만나게 된다. 교육은 단순한 관용이나 공감,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심층 이해와 초월을 위해 구체적 타자인 

서로에게로 나아가고 말을 걸고 귀 기울이며 발견의 경이와 즐거움을 

느끼는 활동이 된다. 이와 같이 존재론적 성차를 기반으로 교육에서 

지향해야 할 주체상을 바라보는 것은 학교 성교육에도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2) 학교 성교육의 의미 재고찰 

 

학교 성교육은 교육현장에서 개별 교육으로 진행되어오다 2007년 

보건교과에 정식 편입되었으며, 보건교육에 종속되면서부터 교육부 내 

담당부서 또한 보건교육 주무부서인 학생건강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현재 

학교 성교육은 학교보건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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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지침에 따라 관련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학년별로 연간 총 15시간(성폭력 예방교육 3시간 포함)을 의무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최윤정, 박성정, 장희영, 김효경, & 최윤정, 2019). 

이처럼 성교육이 의무화되고 확대되어왔지만, 학교 성교육은 내실이 

없고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한 원인은 

다양하게 분석될 수 있겠으나, 연구자는 그 기저에는 성과 성차에 대한 

단편적 이해가 자리하고 있다고 본다. 이는 분절적으로 설계되어 있는 국가 

성교육 체계에서도 드러난다. 성교육 근거법으로 명시되는 학교보건법 

제9조와 제9조의 2는 학교에서 성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말하고 있으나, 

성교육이 무엇인지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 또한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예방교육과 성인지교육, 양성평등교육 등 

성교육과 관련한 각 교육들은 그 근거법 및 추진내용이 모두 

상이하다(최윤정, 박성정, 장희영, 김효경, et al., 2019). 

이러한 체계 속에서 성교육은 주로 보건과 체육, 생물 교과에 배치되며 

생물학적 성인 섹스와 관련해서만 다뤄지게 된다. 성교육이 여성과 남성의 

신체적 차이, 생식기 위생 등 건강한 몸 관리와 관련한 지식을 이해하는 

것에 그치게 된 것이다. 성차를 섹스의 차원에서만 이해하면서 몸은 그것이 

갖는 감각적, 정서적 경험의 차이가 지워진 채 임신과 출산 등 생식의 

관점으로만 해석되고 관리된다. 또한 이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주의 

프레임과 만나면서 성에 대한 일정한 지식을 주입하여 성적 일탈을 

억제하는 방식의 교육내용 구성으로 이어진다(김현미, 1997). 생식적 

본능에 따라 구분되는 성적인 몸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객관적 지식으로 

간주되고, 위험의 원인을 지녔기에 개인이 관리해야 하는 대상이 된다. 

그에 따라 남학생에게는 성적 충동을 관리하는 내용이 중심인 반면 

여학생에게는 성적 존재가 되는 것이 위험하며 스스로 이를 예방할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 교육된다(엄혜진 & 신그리나, 2019). 

젠더적 접근의 성교육은 차별적 구조와 권력 및 위계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강조하고, 과학적이며 객관적인 지식으로 여겨지는 생물학적 

성차가 실제로 다뤄져 온 사회적, 역사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성을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회적 구성물로 다룸으로써, 교육을 

통해 변화 가능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성별관계가 생물학적 성의 

관점에 얽혀 파악되면서, ‘권력관계로서의 성’이 ‘폭력으로서의 

성’으로 귀결되고 성교육은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었다(김현경, 2015). 

성교육이 폭력예방에 초점을 맞추며 여성 아동청소년은 피해의 가능성을 

지닌 ‘위험한 성적 존재’로, 남성 아동청소년은 성폭력의 피해자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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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존재로 표상되고 있다. 새로운 담론 구성 및 교육을 통해 성과 관련한 

규범적 통제를 벗어나고자 했던 시도가 오히려 교육을 통해 규범을 

강화하고 성적 차이를 생물학적 차이로 환원하는 위험을 지니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학교 성교육에 대한 문제제기는 다방면으로 이루어져왔다. 

성교육 내용과 관련해서는 순결, 금욕주의에 치우쳐 있고 생물학적 지식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 주로 지적되었으며, 현실로 존재하는 

아동·청소년의 성적 실천과 욕망에 대한 논의를 회피하면서 실제적인 

내용을 다루지 못하고 있음이 비판되고 있다. 더불어 입시와 교과 중심의 

학교 교육과정 운영 속에서 성교육이 분절되거나 주변화 되고 있으며, 

교사의 태도나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 등에서 성 고정관념이 재생산되는 

잠재적 교육과정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교육 방법 또한 

학생의 참여보다는 지식 중심의 시청각 자료 제공 등 주입식으로 이루어져 

실제적인 접근을 하기에 부족하다고 평가된다. 

이에 더해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소위‘젠더 갈등’이 법과 제도의 

영역을 넘어 일상적이고 개인적인 영역으로 확산되면서 분석 및 연구 

대상이 됨과 동시에, 그 갈등해소를 위한 교육적 접근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김보명, 2019; 김세희 & 신창호, 2020; 백소영, 2019; 신경아, 

2017). 그러나 이 갈등해소가 단순히 성별 간에 ‘사이 좋게 지내기’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이다. 젠더 갈등을 노동시장과 가족구조의 변동 속에서 

“페미니즘과 그것이 만들어내는 젠더 평등을 위한 실천들, 그리고 

페미니즘이 만들어내는 젠더 질서에서의 변화들에 대한 반발과 공격으로 

나타나는 반페미니즘의 정서가 부딪치고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만들어지는 

긴장과 갈등의 과정”(김보명, 2019, p. 6)으로 읽어낼 때, 이는 단순히 

문제적이거나 병리적인 현상이기보다 새로운 형태의 성별 관계와 사회 

문화적 관행 및 구조의 변화가능성을 담지한다고 볼 수 있다. 갈등은 

오히려 사회 변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필연적 현상이며, 이를 회피하고자 

변화의 시도를 억압하거나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이처럼 학교 성교육에 대한 일련의 제언들과 여러 사회적 상황은 

교육에서 성을 배제하거나 중립적으로 가르치는 것, 혹은 비판적 관점 및 

권력의 관점이나 평등권의 관점에서 가르치는 것을 넘어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성교육을 실제화 하기 위한 여러 주장은 대개 성교육 

시간을 확대하거나, 학생들이 정말로 궁금해하고 필요로 하는 구체적 

지식을 전달하고, 반차별적 자세와 열린 소통의 태도를 강조하는 수준으로, 

성교육을 시민성의 전체 맥락에 위치시키는 논의는 부족한 상태다(남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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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희진, 2022). 또한 성적 자기 결정권 교육, 성인지 감수성 교육, 

다양한 성적 정체성 인정 등 젠더 개념을 중심으로 성 담론의 정치경제적 

맥락을 추적하고, 가부장적 이성애주의에 의한 여성 억압을 비판하는 

성교육이 점차 중요시되고 있지만, 성을 공동체와 연결하거나 몸이라는 

구체적 차원에서 사고하는 교육은 아직 빈약하다(이주아, 2021). 이른바 

‘주체의 죽음’으로 비유되는 사회 변화 속 주체성 해체의 위기는, 죽음을 

맞이할 주체성조차 갖지 못했던 여성들의 주체성 구성을 위한 분투에 

주목하고 그 현실을 반영해야 함과 동시에 근대적 남성성의 각본 대신 

자신의 성과 시민권을 인식하는 다양한 남성성 모델 개발을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배은경, 2015; 천정환, 2016). 

성차별 및 여성 종속이 자연적 조건에 의한 것이라는 결정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성에 있어서 생물학적으로 주어진 것과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된 것을 구별할 필요가 있었다. 그에 따라 섹스와 젠더 구분이 

생겨났으며, 특히 젠더 개념은 성에 따라 적절한 것이라 부과되던 것들을 

사회적 구성물로 인식하게 하면서 정치적, 사회적 개혁을 통한 변화 

가능성을 열어 놓는 의의를 가진다. 섹스/젠더 구분이 도입됨으로써 우리는 

성과 관련한 사회현상을 정교하게 분석할 수 있었으며, 이는 분명 교육 

영역에서 나타나는 성에 대한 이해를 풍부하게 했다. 

 그러나 섹스는 성의 생물학적 특성을, 젠더는 성과 관련한 사고와 

행동의 규범을 뜻한다는 점에서 이 둘은 모두 성이 포괄하는 것의 

일부분만을 가리키고 있다.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은 섹스나 젠더 

어느 한 측면으로만 해석할 수 없는 존재이며, 몸의 물질적 차이와 

분리되지 않는다. 이것이 성을 ‘분석’이 필요한 대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구성하는 요소로 ‘교육’하려 할 때, 젠더와 섹스 개념을 

혼용하게 되는 이유일 것이다. 존재론적 성차는 몸의 형태학적 차이와 그 

몸을 통해 지각하는 세계에 대한 경험의 차이를 포괄하면서, 서로 구분된 

섹스와 젠더를 연결시켜 사유할 가능성을 열어준다. 이는 섹스나 젠더 

개념이 빠뜨리는 성과 성차의 부분들을 포착하며, 섹스나 젠더 틀을 통해 

분절적으로 이루어진 기존의 성교육을 보완할 수 있다. 

먼저 존재론적 성차 개념은 아동·청소년의 주체성과 성을 분리하지 

않고 함께 다루는 학교 성교육을 요구하는 근거가 된다. 존재론적 성차의 

관점에서 성과 성차는 인간이 처한 조건이기 때문이다. 즉, 성은 인간 

발달의 정상적인 일부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역시 성차라는 조건 속에 

숨쉬고 있으며, 자연과 문화를 아우르는 각자의 맥락에 따라 그것을 

드러내고 있다. 아동·청소년을 성적 주체로 보지 않으며 주체성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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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성을 누락시키거나, 성적 주체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성에 대한 

내용을 개인의 선택과 관련한 영역으로 분류하며 성으로 매개되는 사회, 

문화적 구조를 고려하지 않는 것, 반대로 구조와 권력의 작동에 집중하며 

성을 전적으로 조작가능한 중립적 구성물로 보는 것은 모두 그들로 하여금 

균형 잡힌 주체화 과정을 경험할 수 없게 한다. 이는 아동·청소년이 

누려야 할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임은 물론 교육의 주된 목적인 주체성 

형성에도 반한다. 이와 같은 분절적 접근을 벗어나 ‘주체성 교육’이라는 

교육 전체의 목적 아래서 성교육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생물, 보건, 

도덕이나 사회 등 특정 교과 속에서의 성교육을 넘어 여러 층위의 

교육과정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성교육이 요구된다. 

이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국제적 대응으로 유네스코가 제시한 

‘포괄적 성교육(Comprehensive Sexuality Education, CSE)’ 개념이 

있다. 유네스코는 2009년 처음으로 『국제 성교육 가이드』(International 

Technical Guidance on Sexuality Education)를 펴내며 포괄적 성교육 

내용을 담았으며, 10년만인 2018년에 개정판을 발간하면서 이를 

핵심내용으로서 더욱 강조하고 있다(UNESCO, 2018). 한국에서는 

2020년 7월 아하!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한글 번역본을 출간하여 

배포했으며, 17  이와 관련하여 시민사회단체 연대인 포괄적 성교육 

권리보장을 위한 네트워크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2021년 

학생건강증진 정책 방향」과 같은 성교육 관련 정부 정책에 대해 성명 발표 

및 공개 질의를 하거나 포괄적 성교육 입법을 촉구하는 시위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김태규, 2021.07.22.). 공교육 차원에서는 2020년 8월 

울산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포괄적 성교육’ 학교 도입 의지를 밝혔으며, 

2021년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제시되었다(김봉출, 

2021.07.05.). 

포괄적 성교육에서는 성을 인간의 핵심적 차원으로 이해하며, 

복합적이고 일생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설명한다(UNESCO, 2018, pp. 16-20). 여기에는 생물학적 측면뿐만 

아니라 관계에 대한 개인적 사회적 의미 및 사회구조, 관행과 규범, 긍정과 

부정 등의 가치 차원이 포함된다. 성은 개인의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변화와 상호작용하며, 포괄적 성교육은 성과 관련한 이러한 측면들을 

다룸으로써 아동·청소년의 건강과 복지, 권리에 대한 인식 능력, 사회적, 

 

17  아하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Website]. (2021. 07. 14.). URL: 

https://ahacenter.kr/dat/유네스코-국제-성교육-가이드-라인/  

https://ahacenter.kr/dat/유네스코-국제-성교육-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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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관계 형성 등의 능력을 높이고자 한다. ‘포괄적’이라는 표현은 

재생산 및 생식, 생리에 대한 주제는 물론, 의사소통 및 생활 기술 능력과 

사회 문화적 규범 및 가치, 권리 등 여러 주제를 포함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일회적인 수업이나 개입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일관적으로 

진행되는 것임을 나타낸다. 

존재론적 성차 개념은 이러한 포괄적 성교육의 관점과 공명하며, 포괄적 

성교육에 입각한 학교 성교육 도입을 위한 철학적 토대가 된다. 자연과 

사회문화를 넘나들며 여러 방식으로 탈-은폐 18 되는 것으로 성차를 

이해하는 방식은 말 그대로 성에 대해 ‘포괄적’으로 접근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성차가 존재론적으로 사유되면서 아동·청소년들은 자연스럽게 

성과 성차를 담지하고 드러내는 주체로 가정되며, 그와 관련한 정확하고 

폭넓은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갖는다. 성적 영역을 인권 및 교육받을 

권리의 측면에서 접근하고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인권 보장을 위해 

수많은 법과 국제 협약이 있는 것처럼 학교 성교육은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사회적, 국가적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 된다. 

또한 존재론적 성차는 성교육이 쉽게 빠질 수 있는 대립적 이분법을 

경계하게 한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성차가 망각되어온 문화 속에서 

우리는 성차를 그 자체의 차이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에 대한 

차이’로 인식하기 쉬워진다. 성교육이 지배적인 가부장제의 폭력성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여성은 잠재적 피해자로, 남성은 잠재적 가해자로 

여기며 각 주체가 자신의 몸과 삶에 대해 갖는 통제력을 단순화시키거나, 

성을 위험하고 금지해야 할 것으로 여기는 담론에 대항하기 위한 방법으로 

성교육에 욕망과 쾌락의 담론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욕망, 쾌락, 향유를 특정한 목적에 활용하며 그것들의 주체변형적 힘과 

창조성을 약화시키는 것이다(Talburt, 2009). 이분법에 기반한 대립적 

사고는, 남성-여성, 교사-학생, 쾌락-위험, 성적 능동성-수동성, 성의 

좋고 나쁨이 성-긍정성(sex-positivity)과 성-부정성(sex-

negativity)에 각각 등치되는 데에 성교육이 동조하게 한다(Cameron-

Lewis, 2016). 

그러나 성의 좋고 나쁨이 분기되는 지점, 안전과 위험, 즐거움과 

괴로움이 구분되는 지점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특정하는 것은 현실에서 

 

18 하이데거의 ‘탈은폐(Entbergung)’ 개념은 ‘감추어져 있던 것을 드러냄’, ‘밖으

로 끌어내어 앞에 놓음’을 의미한다. ‘드러냄’ 또는 ‘드러나 있음’을 의미한다는 점

에서 이는 ‘존재’를 표현하는 또 다른 용어라 할 수 있으나, 드러남의 ‘과정’에 보다 

초점을 맞춘 의미다(이승종,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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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모순된 상황을 맞닥뜨리게 한다. 특정 성행위를 해롭고 위험한 

것으로 낙인 찍는 것은 특정한 사람들, 주로 ‘정상성’의 타자, ‘이롭고 

권장되는 기준’을 이탈한 소수자들이 그들에게 차별적일 수 있는 

규범적인 성행위를 위반하고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낼 가능성을 무시한다. 

나아가 이러한 낙인이 정치화, 법제화되었을 때 규범 위반은 범죄가 된다. 

예를 들어 아동·청소년이 자신을 성적 존재로 드러내는 것을 위험으로 

인식하고 금지하는 문화는 ‘N번방’ 등의 디지털성범죄 문제가 드러나고 

‘일탈계’ 19  아동·청소년과 같은 피해자가 알려졌을 때 그를 

보호하기보다 비난하는 문제적 상황을 만들었다. 

이는 대립적 이분법이 남성 동일자 질서, 즉 자신을 총체이자 전체로 

여기며 자신 외의 것은 ‘~이 아닌 것’이라는 ‘부정성’으로 보는 

질서에 터 하기 때문이다. 존재론적 성차를 의식할 때 성차는 현상적 

차이를 만들어내는 조건으로 이해되며, 이것을 어떤 질서 속에서 

파악하거나 여기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존재론적 

성차 관점에서 성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긍정적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가치판단의 뒤집기이기보다, 대립적 이분법이 터 한 남성 동일자 질서가 

‘무’, ‘없는 것’으로 치부해 온 성차를 ‘인식’하고 ‘사유’하자는 

것이다.20 

존재론적 성차가 제안하는 성-긍정성은 성과 관련한 정신-신체 이분법 

역시 가로지른다. 단순히 몸에 대한 담론 분석을 넘어 ‘신체와 신체의 

감각 및 경험’에 함께 초점을 맞추면서 성과 관련하여 상징적이고 담론적 

차원과 신체 및 자연의 물질성을 포괄한 사유를 요청하는 것이다. 존재론적 

성차는 우리의 몸이 보편적이거나 중립적인 ‘원자재’가 아님을 

상기시키고, 몸이 우리를 제약하는 조건임과 동시에 그 제약 조건이 

고정불변한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님을 알려준다. 단적인 예로 각자의 몸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행동 변화에 영향을 주고, 반대로 성적인 생각(sexy 

 

19 N번방 사건은 2019년경 텔레그램 메신저에 개설된 단체 채팅방을 통해 불법 

음란물을 생성하고, 거래 및 유포한 일련의 디지털 성범죄 사건들을 가리킨다. ‘추

적단 불꽃’은 잠입 취재를 통해 N번방을 찾아내고, 경찰 신고 및 언론사 제보를 통

해 이들 범죄를 세상에 알렸다. 가장 유명한 것은 영상을 1번방부터 8번방까지 8개

의 채팅방에서 판매한 닉네임 ‘갓갓’ 문형욱의 ‘N번방’ 사건(대구지법 안동지원판 

2021. 4. 8. 2020고합31)과, 입장 금액에따라 채팅방의 등급을 나눈 닉네임 ‘박사’ 

조주빈의 ‘박사방’ 사건(서울중앙지법판 2020. 11. 26. 2020고합486)이다. 이 중 

문형욱의 범죄수법은 트위터에서 자신의 신체 일부나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을 사

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올리는 계정인 ‘일탈계’를 운영하는 사용자들을 속여 협박

하는 것에서 시작했다(추적단불꽃, 2020; 함현지, 2021, p. 242 각주 243).  

20 각주 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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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ughts)이나 자위와 같은 특정한 행동 역시 호르몬을 변화시키는 것을 

들 수 있다(van Anders, 2012). 몸은 문화적, 심리적 의미의 매개를 거쳐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변화 속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가능성을 확장할 수 

있는 존재자다. 

이와 같이 존재론적 성차를 바탕으로 대립적 이분법을 넘어설 때 

성교육은 더 이상 성의 육체적, 정신적, 정서적 측면을 별개로 생각할 수 

없다. 성교육은 성에 대해 생물학적으로만 이해하거나 그것의 본질화 

강화를 예방함과 동시에 몸의 감각적, 정서적 경험을 존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는 각각의 측면을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구분을 미리 결정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존재론적 성차의 관점에서 주체를 

둘러싼 환경 혹은 주체를 통해 성이 드러나는 것은 항상 되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미리 어떤 상태를 전제하거나 결정할 수 없다. 따라서 

성교육은 지식 중심이거나 성의 특정 측면 혹은 규범을 강조하며 균질화 

되어 다뤄지기보다, 성에 대해 지속적인 질문을 던지고 토론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목적론적인 성교육은 지양되고, 학생들로 하여금 

성이 가진 불확실성, 딜레마, 모호성을 탐구하도록 장려하는 것이 

중요해지는 것이다. 

성에 대한 생각과 감각, 행동 등 성적 주체성은 단순히 개별 행위자에만 

국한되거나 오롯이 사회문화적 구성물일 수 없다. 그것들은 개별 행위자 그 

자신을 포함한 물질적이며 담론적인 현상과 얽혀 생성된다. 즉 

타고난다고도, 만들어진다고도 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초점은 성 혹은 

존재론적 성차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묻거나 정의 내리는 것이 아니라, 

주체, 타자, 관계, 신체와 규범 등의 속에서 암시되는 그것이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추적하는 것에 맞춰져야 한다. 이는 성에 대한 지식은 

성적 행동에 바탕이 되는, 성적 행동과 구분되는 별개의 개념이며, 

성교육은 주체의 정신에 신체에 대한 지식을 교육하는 것이라는 논리를 

벗어난다. 존재론적 성차는 신체나 담론으로 환원되지 않는, 생성적이고 

반응적인 힘이다. 주체는 이 힘을 각자 다른 기울기와 방향과 강도로 

드러내는 과정에서 일종의 효과(effect)로서 나타난다. 성교육은 왜 특정한 

성적 행위를 좋은 것 혹은 나쁜 것으로 정의하고 분류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는지, 각자의 몸은 어떤 제약 

속에 있는지, 그럼에도 그 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욕망과 쾌락은 

성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등을 물으며 주체성을 형성해가는 개별 

아동·청소년 자체가 특정 생각, 감각, 행위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자기자신이 누구인지 탐색해가는 과정의 일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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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한다. 

이처럼 존제론적 성차 속에서 각 주체의 ‘되기’에 연루된 구체적 

시공간, 자연-물질, 문화-담론을 고려하는 일은 주체가 자신이 전체일 수 

없음, 주체성의 표현이 일의적일 수 없음을 계속해서 상기하게 한다. 

따라서 성교육은 자연스럽게 다른 주체와의 관계성과 변화하는 맥락에 

따라 계속해서 대안을 찾는 생성적 윤리에 주목하게 된다. 이러한 

성교육에서 남성 동일자 주체의 ‘타자’로 부정되던 여성성, 장애성, 

퀴어성 등은 성차가 현시된 다른 양태로서 망라될 수 있다. 

또한 성교육은 타자가 말할 수 있는 위치와 권력을 갖게 되는 것에 

주목하는 것을 넘어 듣기의 윤리를 학습하고 실천하는 과정이 된다.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저 보편적인 의미를 

전달하는 단어만 듣는 것을 넘어서는 듣기가 필요하다. 이는 우리가 

다른 의미로, 그것의 의미를 감각할 수는 없지만 환영하기로 하고 우

리가 그것을 들을 때 질문을 받고 만져지는 것에 동의한 세계로부터 

질문을 받는 것에 동의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듣기는 우리 자신의 세

계에 통합시키고 정리하기 위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자

신의 세계를 외부적이고 낯선 무엇인가 또는 누군가에게 개방하는 것

과 같다. 듣기는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개방하고, 이 다른 사람, 

우리 것과는 다른 그의 진리, 그의 세계를 환영하는 방법이다

(Irigaray, 2008, p. 232). 

 

이리가레가 여성적 형태학을 제안하고 여성의 몸과 성에 대해 스스로 

‘말하게’하는 것을 통해 여성 주체성을 상상한 것처럼, 말하기는 주체로 

나타나기 위해 중요한 기능이다. 그러나 말, 표현된 언어가 지시하는 것은 

단일한 ‘단어’와 승인된 형식만이 아니다. 언어는 확정적 의미를 가진 

명석판명한 것이기 보다 의식적이면서도 무의식적 언어, 증상적 언어일 수 

있으며, 한 가지 이상의 방향에서 해석될 가능성에 열려 있다. 따라서 

타자의 말이 의미하는 바에 닿기 위해서는 그들이 말하게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와 더불어 그들의 말을 ‘충실히 듣는 것’이 필요하다. 

당신의 말을 내가 이러이러하게 이해했는데, 이런 말을 하려던 것이 맞는지 

되묻고, 확인하고, 상호 간의 의미를 조정해 나가는 듣기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성교육은 ‘알아들을 수 있게’, ‘제대로’ 말하라는 것이 무엇에 

기준을 둔 것인지 검토하고, 창조적인 말과 말하기 방식을 상상하며 

소통하는 능력을 함양하게 하며, 말하기나 목소리 키우기만이 자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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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로 세울 수 있는 방식인 것이 아니라 타자에 대한 듣기 역시 자신에게 

중요함을 알려 줄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이처럼 성교육이 

성차로부터의‘되기’가 불러오는 윤리적 결과가 있음을 인식하고 그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관계적 역량을 길러가는 데 주목한다면 성과 

공동체성을 함께 사유하고, 여성 주체성 및 대안적인 남성 주체성을 

탐색하는 길라잡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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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요약 및 결론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성과 성차를 교육과 관련 지어 

적극적으로 사유해야 함을 주장했다. 특히 이리가레의 존재론적 성차에 

주목하여 이를 통해 성과 교육을 바라볼 때 학교 성교육에 어떤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지 탐색했다.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주체 형성을 유형화할 때 주로 연령과 더불어 

성별에 따르는 것이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방식으로 여겨진다든지(곽삼근, 

2008), 어떤 사람을 마주쳤을 때 반사적으로 그 사람의 성을 인식하게 

되는 상황 등은 우리가 성과 성차를 늘 경험하고 있으며 인간 삶과 관련한 

주요한 양식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가리킨다. 그러나 성과 성차가 무엇인지 

혹은 그에 대해 어떻게 사유할 수 있을지는 교육학적 주제로 제대로 

논의되지 않아 왔다. 그러나 2015년 본격화된 ‘페미니즘 

리부트(feminism reboot)’(손희정, 2017)이후 미투운동, 불법촬영 반대 

운동 등 반(反)성차별, 성폭력 운동이 이어지며 한국 사회에서는 성을 

둘러싼 담론이 뜨겁다. 교육현장에서 역시 스쿨미투 운동,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청원, 학교 성교육 표준안 등의 쟁점을 둘러싸고 여러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교육과 관련하여 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사유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성별’이라는 단어에서도 드러나듯 성은 차이를 지닌 것으로 

전제된다. 연구자는 교육에서 성을 둘러싸고 대립하는 양대 담론이 모두 

성을 차이를 지닌 것으로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차 개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간 주체 형성과 관련한 성차 개념에 초점을 맞춰 이를 

교육적 차원에 적용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살펴본 것은 우리가 

흔히 여성과 남성으로 구별하는 차이인 생물학적 성차와 사회문화적 

성차다. 성차는 성 개념을 어디에서, 무엇들을 사이에 두고 구분하는지에 

따라 다르게 인식된다. 우리 사회에서는 보통 인간의 성적 재생산과 관련한 

기관 및 특성을 기준으로 성을 바라보거나 사회적 관념과 기대를 기준으로 

성을 바라본다. 전자를 이르는 개념이 섹스, 후자를 이르는 개념이 젠더다. 

연구자는 성을 이해하는 대표적인 개념인 섹스와 젠더를 비판적으로 

고찰하며 성차에 접근하였다. 

섹스와 젠더 개념은 페미니즘의 등장과 함께 ‘여성’을 정의 내리려는 

시도가 시작되면서 구체적으로 분화되었다. 성차는 남성과의 차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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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하는 속에서 여성의 주체성을 세우기 위해 필요한 개념이었다. 그러나 

섹스 개념은 성차를 신체성의 차원에서 사고함으로써 정신-신체 이분법을 

낳은 전통적 주체 이해와 결합한다. 이는 성차를 자연적이고 우연적인 

조건으로 한정시키고 주체성과 관련하여 사고하지 못하게 하는 한계를 

지닌다. 나아가 신체를 통해 나타나는 다양한 성차의 양태를 포착하지 

못하게 했다. 젠더 개념은 성차를 변화 가능한 대상으로 바라보지만, 이를 

극복하거나 전도시켜야 할 것으로 접근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정신 우위의 

사유 주체를 가정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젠더 개념이 변화, 발전하면서 

성과 교차하는 여러 축을 따라 젠더 차이를 증식시키거나 아예 젠더 자체를 

해체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이는 인간 주체를 무성적으로 그리게 되면서 

성차 사유를 배제할 위험을 지닌다. 이처럼 섹스와 젠더 개념은 성과 

성차에 대해 분석하고 이해할 틀을 제공하지만, 주체 형성 교육의 

측면에서는 실질적 성과 성차를 누락하거나 왜곡한다. 

이에 연구자는 섹스와 젠더 개념이 갖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뤼스 

이리가레의 존재론적 성차 개념에 주목했다. 존재론적 성차는 이리가레가 

차이 철학을 비판적으로 전유하며 고안해낸 개념이다. 근대는 이성중심적 

사유주체의 시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성중심주의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여러 현대 철학자들은 이를 벗어나는 대안적 주체를 상상하기 위해 차이에 

주목한다. 동일성으로부터 떨어진 정도를 통해서만 사유되던 차이는 

헤겔과 구조주의를 거치며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우선성을 

획득한다. 그러나 이때까지의 차이가 아직 독립적으로 실존하지 않고, 경험 

가능하지 않다는 점에서 부정적 차이라 한다면, 현대 철학자들은 차이를 

긍정적으로 전환하여 사고하고자 했다. 니체, 하이데거, 들뢰즈 등은 

차이를 존재를 형성하는 생성적 힘이자 주체라는 존재자를 수립하는 

근본적인 것으로 사유한다. 그러나 이리가레는 이 남성 철학자들의 차이 

사유가 여성성을 차용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성차를 기존의 

규범적 정체성을 재현하는 것으로 환원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 과정에서 

기존의 규범과 재현 체계를 벗어나고자 강조된 차이 역시 차이로 기능하지 

못하고 왜곡된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이리가레는 실존하는 참된 차이로 성차를 사유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그는 전통 서구 문화에서 성차가 어떻게 지워져왔는지를 탐사하고 

하이데거의 존재론적 차이 개념을 전유하여 존재론적 성차 개념을 

창안한다. 이리가레는 존재론적 성차에 대해 개념적으로 정의 내리지 

않으나, 여러 비유와 기존 철학 담론에 대한 모방을 통해 ‘적어도 둘 

이상의 성들로 나누어져’ 있으며, ‘가장 기초적인 인간 현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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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는, ‘비대칭적’이고 ‘환원불가능한’ 성차의 특성을 드러낸다. 

이리가레가 존재론적 성차를 강조한 이유는 이것이 여성 주체성이라는 

대안적 주체를 형성할 힘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존재론적 성차는 

토대이자 힘일 뿐 새로운 주체의 구체적인 모습을 제안해주지 않는다. 

따라서 이리가레는 가부장적 사회 구조와 담론을 모방하는 것을 통해 남성 

동일자에 환원되지 않는, 그러나 아직 존재하지 않은 여성 주체성의 모습을 

상상하는 법을 예시한다. 그의 시도는 남성 철학자들이 동일자 질서에서 

벗어나 주체성의 해체와 생성적 삶으로의 주목을 강조하기 이전에 

‘이미’ 자신의 부재한 주체성을 찾아 삶을 재해석하고 생성해 온 타자의 

모습을 비춘다. 그리고 그 타자들과의 만남 속에서 상호주체성을 형성할 

것을, 아니 그 만남 속에서만 제대로 된 주체성이 형성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여기서 성차의 비대칭성에 의해 주체성과 타자성을 모두 획득한 각 

주체들에게는 가까이 있으면서도 서로를 완전히 흡수하지는 않을 적절한 

거리를 사유해야 하는 과제가 부여된다. 이는 자연스럽게 관계에 대한 

윤리학으로 나아간다. 성차의 윤리학은 촉각과 시적 언어라는 대안적 감각 

및 표현 형식을 제시하며, 주체와 주체로 존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 

소통하고 관계 맺는 것을 강조한다. 상호 주체적인 소통은 주체의 유한성을 

인식하게 하며, 전체를 장악하고자 하는 동일자 질서를 탈피하게 한다. 

이를 통해 주체는 자기 안을 맴도는 유아적 상태에서 벗어나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초월하여 생성적 되기를 계속해 나갈 수 있게 된다. 

이리가레의 존재론적 성차와 주체에 대한 새로운 사유는 인간 주체를 

둘러싼 자연과 물질, 문화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접근하게 한다는 점에서 

섹스/젠더 이분법을 넘어서 성을 사유하게 한다. 또한 서로 다른 주체들 

사이의 ‘간격’을 통해 가능한 주체와 타자의 동시적 발생과 그 사이에서 

계속해서 유동하는 모호한 경계를 강조하면서, 교육에서의 주체 개념을 

재구성하고 상호주체성에 기반한 교육적 관계의 지평을 열어준다.  

존재론적 성차는 여성 주체성과 남성 주체성 등 성성(性性)을 반영한 

주체성 구성에 새로운 교육적 접근을 위한 개념적 원천이 되어 우리 모두가 

환원불가능한 고유한 세계로 자라나게 하며,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나아가 타자와 세계를 긍정하고 그와 관계 맺으며 자신을 끊임없이 

초월해가는 윤리적 차원으로 나아가게 한다.  

우리는 성차를 인식론 차원과 동시에 존재론 차원에서 사유하면서 

아동·청소년을 성적 주체로 인식하고 주체 형성에 작용하는 성에 대해 

보다 포괄적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다. 또한 성교육이 쉽게 빠질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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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립적 이분법을 주의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신체의 생물학적이고 생리적인 

성차는 물론 사회 문화적으로 구성되는 성차를 함께 고려할 수 있게 하며, 

이 둘이 단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복잡하게 얽혀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임을 보여준다. 그리함으로써 성차에 대한 존재론적 접근은 

규범적이고 목적론적인 성교육이 아니라 성의 불확실성과 모호성을 함께 

질문하고 고민하는 성교육을 요청한다. 자연스럽게 성교육은 지식 중심의 

주입식 교육보다 학생과 교사가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토론 중심의 

교육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이 토론은 말하기뿐만 아니라 듣기의 윤리를 

강조하며, 성교육은 서로가 주체이자 타자로 상호작용하는 속에서 수평적 

초월을 해 나가게 하는 시민성 교육의 일환이 된다. 

이는 서론에서 예를 든 여성 아동·청소년들의 화장을 새롭게 해석하고 

접근하게 한다. 우선 그들의 화장을 단순히 허용하거나 금지하는 식의 

위계적 접근은 지양된다. 그보다는 화장이라는 행위가 그들 각각에게 

드러나게 된 과정을 들여다보는 작업이 중요해진다. 여기서 우리는 여성 

아동·청소년들의 화장에 대한 반응들이 모두 대립적 이분법 구도에서 

자유롭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인정과 부정으로 나뉘는 것 외에도, 성인과 

아동·청소년, 개인과 구조, 정신과 신체 등으로 나뉘어 좋고 나쁨의 

가치가 고정적으로 부여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대립하는 두 항을 상호 

보완적인 것으로 단순 결합하는 것으로는 각각의 여성 아동·청소년들이 

화장이라는 특정 행위와 맺는 구체적이고 실존적인 관계가 어떠한지 

제대로 살펴볼 수 없으며, 이는 특정한 결과를 미리 상정하는 목적론적 

방식이 되어버린다. 우리는 화장하는 아동·청소년들이 이러저러하다는 

분석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을 벗어나서, 그들 스스로가 화장과 관련하여 

‘전쟁터’가 되어버린 자신의 몸을 통해 작용하는 힘을 들여다보고 그 

복잡성과 씨름할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화장을 대하는 태도에 단일성과 

통일성을 가져야 한다는 강박을 버리고 어떤 결과를 미리 결정하고자 하는 

것 대신에, 그것을 둘러싼 다양한 맥락을 상상하게 하고 같은 맥락 

속에서도 각자가 어떤 같고 다른 양상을 보이는지를 서로 묻고 답하게 해야 

한다. 이는 잠재적 ‘되기’가 그저 막연하게 열려 있는 과정이 아니라 

그것이 불러오는 윤리적 결과를 생각해보게 하고, 그에 대해 서로 책임지고 

존중하는 자세와 새로운 되기의 모습을 창조하는 과정임을 배워가게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교육학 분야에서 잘 다뤄지지 않았던 성과 성차에 주목하고 

이리가레의 존재론적 성차 개념을 탐색하는 것을 통해 교육에서 성이 

사유되는 한 가지 모습을 예시해 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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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성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성교육의 교육적 가치를 재고해보았으며 

성교육을 학교 교육 전반과의 관련 속에 접근시켜 논의했다. 한편 본 

연구에서 다룬 성과 성차 개념은 서구 문화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존재론적 성차에 대하여 시론적으로 접근하였다는 한계를 지녔다. 이에 

각각의 성 이해 방식에 따른 구체적인 성교육 수업 사례를 제시 및 

비교하지 못하고, 이리가레의 성차 사유가 갖는 한계를 다루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추후 문화권별, 학제별 성 이해 방식과 교육을 

연결하는 후속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 

교육에서의 성과 성차에 대한 사유가 확장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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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began with a sense of problem that although sexuality 

is a major factor that makes up humans, it has not been noted in 

educational philosophy discussions in Korea. I paid attention to the 

concept of sexual difference in that both of opposing discourses 

over sexuality in education presuppose that there are differences in 

sexuality. Therefore, this study focuses on the concept of sexual 

difference related to forming human subjects and attempts to apply 

it to the educational dimension. 

Sex and gender concepts provide a framework to analyze and 

understand sexuality, but in terms of developing the subjectivity, 

they could omit or distort actual sexuality. So in order to 

compensate for the limitations of the concept of sex and gender, 

this paper pays attention to the sexual difference as ontological 

difference. 

Appropriating the philosophy of difference imagining alternative 

subjects beyond modern rational subjects, Irigaray viewed sexual 

difference as ontological difference. Irigaray thinks dif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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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itively, like many philosophers such as Nietzsche, Heidegger, 

and Deleuze. However, in the eyes of Irigaray, the thoughts about 

differences by male philosophers were made by appropriating 

sexual differences. Accordingly, Irigaray pays attention to 'sexual 

difference', not 'difference'. And she develops ethical thinking that 

explores the relationship between subjects that are reconstructed 

from the new subjectivity formed by ontological sexual difference.  

Irigaray's new idea of ontological sexual difference and subject 

reorganizes the concept of subject in education in that it gives a 

comprehensive approach to the natural, material, and cultural 

aspects surrounding human subjects. And it makes us approach to 

school sexuality education under the purpose of 'subjectivity 

education'. Sexual difference itself support the continuous 

interaction of nature and culture, which makes us think about 

subject outside of the mind-body dichotomy and deal with sexual 

educ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becoming a person' such as 

rights, welfare, and dignity beyond health and biology. Above all, 

the view that sexual difference is a kind of energy that generates 

sexual subjects makes subjects of all ages perceived as sexual 

beings, and that sexuality can be considered at both the personal 

and social structural levels. 

 

 

Keywords : sexuality, Luce Irigaray, sexual difference as 

ontological difference, female subjectivity, an ethics of sexual 

difference, sexuality education in schools 

Student Number : 2020-29019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 2 절 연구 문제

	제 2 장  교육 연구에서 나타나는 성차의 개념
	제 1 절 생물학적 성차
	제 2 절 사회문화적 구조와 규범으로서의 성차
	제 3 절 존재론적으로 이해된 성차

	제 3 장  주체성의 (재)구성과 존재론적 성차의 관계
	제 1 절 차이를 통한 새로운 주체 형성 시도
	제 2 절 실존하는 참된 차이인 성차

	제 4 장  존재론적 성차가 학교 성교육에 주는 함의
	제 1 절 주체 구성요소로서의 존재론적 성차와 성차의 윤리학
	제 2 절 존재론적 성차가 학교 성교육에 주는 함의

	제 5 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startpage>7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 2 절 연구 문제 11
제 2 장  교육 연구에서 나타나는 성차의 개념 12
 제 1 절 생물학적 성차 13
 제 2 절 사회문화적 구조와 규범으로서의 성차 18
 제 3 절 존재론적으로 이해된 성차 27
제 3 장  주체성의 (재)구성과 존재론적 성차의 관계 31
 제 1 절 차이를 통한 새로운 주체 형성 시도 31
 제 2 절 실존하는 참된 차이인 성차 40
제 4 장  존재론적 성차가 학교 성교육에 주는 함의 52
 제 1 절 주체 구성요소로서의 존재론적 성차와 성차의 윤리학 52
 제 2 절 존재론적 성차가 학교 성교육에 주는 함의 62
제 5 장  요약 및 결론 79
참고문헌 84
Abstract 93
</bo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