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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장적 성윤리의 재생산
추병식( 천안대)†1)

< 요약 >
양성평등이 진행되고 성문화가 개방되어 가지만, 청소년의 성행태에 가부장적 이중성이 스며드
는 만큼 남녀 청소년의 정체성은 서로 다르게 왜곡되고 따라서 사회의 전반적 가부장적 이중성은
재생산된다. 이 연구는 경인 지역의 중류계층이 주로 재학하는 고등학교의 평범한 학생들의 성에
관한 에세이를 질적 분석하여 그들이 성에 부여하는 의미를 추적함으로써, 가부장적 이중성이라
는 성윤리가 어떻게 재생산되고 또는 저항되는지 밝히고자 했다. 연구 결과의 주요 주제는 ‘친밀
한 존재’, ‘슬픔을 주는 존재’, ‘육체적 대상’, ‘업적의 대상’, ‘경쟁자’, ‘지원자’였다. 즉 여학생들
은 이성친구와의 친밀한 관계를 중시하지만 남학생들은 이성친구를 육체적 대상과 업적의 대상으
로 주로 인식하므로, 이 괴리에서 오는 여학생들의 슬픔과 정체성 훼손이 관찰되었다. 또한 이성
관계에 있어서의 동성친구를 여학생들은 경쟁자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남학생들은 여자친
구라는 업적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기능적 도구 역할을 하는 지원자로 규정하는 경향이 강했다.
이 연구는 이성문제에 있어 심각한 고민을 토로하는 집단이나 비행 청소년 집단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연구와 달리 보다 평균적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가부장적 이중적 성윤리가 재생산되
는 양태를 확인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으며, 이러한 이중성을 허물기 위한 보다 전향적인 성담
론의 확산과 구체적 성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제안하면서 전향적 성담론의 중요한 계기가 될 이
중적 성윤리에 대한 저항을 포착해낼 후속 연구를 촉구하고 있다.
주제어: 남녀차이, 성, 가부장적 이중성, 재생산

Ⅰ. 서론
최근 한국의 성문화는 개방되어 가고 있다. 20 세기 중엽부터 시작된 성 혁명의 물결이 매우 독특
한 가부장제의 역사를 갖고 있는 한국에도 예외없이 밀려왔다. 유교적 도덕 질서라는 이데올로기 안
에서 어느 사회보다도 효율적인 가부장적 독점의 구조를 실현했던 조선의 영향은 21 세기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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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맹위를 떨치며 여성능력개발지수와 여성권한척도 사이의 괴리에 있어 세계에서 가장 낙후된
불균형을 보여주고 있지만, 호주제 폐지나 급격한 이혼의 증가 등으로 나타나는 양성 평등을 향한
변화의 파열은 그만큼 깊고 아프다.
이 연구는 그런 변화의 과정에서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있어 전통적 가부장제의 이중적 성윤리가
어떻게 재생산되는지를 밝히고자하는 시도이다. 청소년의 성은 여전히 편치 않은 주제라서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지만, 몇몇의 중요한 연구들은(조한혜정, 1998; 김경호, 2005; Roosmalen, 2000)
지난 수 십 년의 여성해방 담론과 운동에도 불구하고 남녀 성행태 차이의 주요 측면들이 가부장제의
흔들림없는 보루임을 입증하고 있다. 다시 말하여 성역할 기대에 있어 양성적 기준이 확산되고 학업
성취에 있어서도 남녀의 격차가 사라져가고 있지만( 이미경, 2004; 방은령, 2005) 성행태에 적용되는
은밀하고 이중적인 압력이 남녀 청소년의 정체성을 각각의 예정된 다른 길로 인도하는 중요한 매개
가 되는 것이다.
한국의 평범한 남녀 청소년들 역시 그러한 이중적 성윤리의 재생산에 전적으로 동참하는가? 아니
면 한국 사회 특유의 예측을 불허하는 역동성이 남녀 청소년의 일상 속에서 가부장적 성윤리가 흔들
리는 단초를 드러낼 것인가? 보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남녀 청소년에게 이성친구의 의미는 무엇인
가, 그리고 이성 관계에 있어 동성친구의 의미는 무엇인가에 관한 진술들을 질적 분석함으로써, 가부
장적 성윤리의 재생산 혹은 저항의 맥락을 천착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가부장적 이중성
양성 평등 지향은 필연적으로 전통적인 남성 중심의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성행태에 의문을 제기
하여, 성에 있어 남녀 모두의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한편 보수적 성윤리에 담긴 가부장적 편견을
거부하면서 개방적 성문화를 모색한다. 다시 말하여 가부장제에 의해 견지되어온 보수적 성윤리는
남성에게 허용적이고 여성에게 억압적이라는 의미에서 이중적인데, 그러한 이중성에 대한 저항은 남
녀 모두에 대한 허용을 전제하므로 새로운 성문화는 개방을 표방할 수밖에 없다. 구체적으로 성에
있어 개방이란 생식을 넘어서는 사랑이나 쾌락으로서의 성에 대한 인정을 의미하며 따라서 다양한
스킨십 방식들, 순결, 혼전 성관계, 동성애 등이 의제에 포함될 수 있다(Giddens, 1992). 선행 연구에
대한 아래의 논의에서 성태도나 성행동의 개방성이란 이러한 의제들에 대한 의견이나 가치판단, 그
리고 실천의 정도를 뜻한다.
조사에 의하면 이성 교제를 하고 있는 대학생의 60% 가 성관계를 경험하였으며(이태연․두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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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고등학생의 성관계 경험 역시 전국 조사를 기준으로 80 년대의 3.8% 보고( 이재창 외, 1986) 에
서 점증하여 최근에는 10.7%(김혜원․이해경, 2002) 에서 최고 17.9%(강영삼 외, 1997)의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서구에서 혼전 성행동에서 남녀의 차이가 거의 사라져 가고 있는 것과 달리

(Small and Luster, 1994), 한국의 경우 여전히 남자 청소년의 성태도가 더 개방적이며 성관계 경험
비율도 여자에 비해 의미있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장휘숙, 1995; 이태연․안권순, 2004). 특히
여자 고등학생의 보수적 순결관은 지난 20 여년간의 연구들(김명희, 1983; 김영화, 1991; 조아미,

2001; 이창식․김윤정, 2003)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으면서 일관되게 남자의 성태도와 극명한 차
이를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성행동에서는 개방화의 경향을 뚜렷이 보이면서도 특정 성태도에서 보
수성을 유지하는 지체 현상은 사실 급격한 사회변동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특성이며, 이는
남자 청소년에 비해 여자 청소년이 겪게 되는 태도와 행동의 불일치를 초래하는 심리적 갈등을 상징
적으로 표현한다고 하겠다.
보다 보편적이고 여러 사회의 연구들에서 되풀이 확인되는 남녀 성행태의 가장 일반적인 차이는
일찍이 초도로(1978) 가 발견한 남성의 업적 지향성과 여성의 관계 지향성이 성문화에 적용되는 맥락
이다. 이들에 의하면 연인이나 배우자의 사랑의 행동에서 여성은 감정적 몰입이나 애정의 표현 등
정서적 측면을 중시하는 데에 비해 남성은 함께 활동하고 성관계를 갖는 도구적이고 행동적 측면을
강조한다(Cacian, 1983). 여성은 진지하지 않은 관계에서 성행동을 갖는데에 더 많은 부담을 느끼고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며(Oliver and Hyde, 1993; Cohen and Shortland, 1996), 여자 청소년은 사랑
하므로 혹은 사랑을 얻기 위해 성관계를 갖지만 남자 청소년은 신체적 즐거움을 위해 성관계를 갖는
다(Eggleston 외, 1999). 김병준(1993) 과 김신영(2005)의 연구도 일관되게 남자 청소년의 반규범적 개
방성과 여자 청소년의 친교적 개방성을 입증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개방적 성행태에 영향을 주는 다른 심리적 변인에 있어서도 남녀간의 차이를 드러
낸다. 성 역할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남자 청소년이 더 긍정적인 자기개념을 갖고 있으며, 남자 청소
년의 경우 높은 자기개념과 높은 자존감이 개방적 성태도나 성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반면 여자 청
소년은 남자에 비해 성적 규범에 관한 타인에의 동조성이 높게 나타나며, 자존감보다는 이성 친구에
대한 친밀감이 개방적 성태도에 영향을 주고, 높은 동조성과 높은 신체적 자기개념, 그리고 낮은 도
덕적 자기개념이 개방적 성행동에 영향을 끼친다(이창식․김윤정, 2003; 이태연․안권순, 2004). 결국
남자는 사회적, 능력적 요소가 중심이 되는 전반적 자기개념이나 자존감의 동기에 의해 업적으로서
의 성을 추구하는데 반해, 여자는 남자 친구에 대한 동조성과 친밀감을 바탕으로 신체적 매력에 대
한 자신감을 매개로 하고 스스로에게 낮은 도덕적 기준을 적용하면서 관계로서의 성을 실천하는 것
이다.
이는 전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행동 경험 분석에서 또 다른 측면으로 확인되는데, 성관계
결정의 계기에 있어 남자는 ‘성충동’과 ‘호기심’ 이 가장 중요한 요인인데 반해 여자는 ‘상대의 요구’
와 ‘사랑하기 때문에’ 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된다( 김혜원․이해경, 2002). 더구나 임신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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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남자 고등학생의 30% 는 ‘낙태 비용을 부담’하였지만, 45% 는 ‘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거나 ‘나
와는 상관없는 일’이거나 ‘더 이상 연락하고 싶지 않다’ 는 무방비적이고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박
현이, 2000).
이처럼 남녀 청소년이 보여주는 여러 성행태에서의 차이는 일정한 개방화의 경향에도 불구하고
가부장제의 이중적 성윤리가 여전히 뿌리 깊이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성, 사랑, 결혼이 남
성에게는 분절되어 있지만 여성에게는 일치되도록 요구하는 사회적 압력의 반영이라 할 수 있고, 이
로 인해 한국에서의 개방적 성윤리의 모색은 지체되고 있는 것이다. 남녀 모두의 자율과 책임을 화
두로 하는 개방적 성윤리의 지체는 청소년의 성행태에 대한 일종의 악순환 고리를 만들어내는데, 가
부장적 이중성을 어찌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침묵이 그 중심에 위치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
여 한편으로는 남성의 충동성과 여성의 경계와 방어를 강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이중적 현
실을 개선할 사회적 토론을 지연시킴으로 말미암아 청소년으로 하여금 합리적 성을 학습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소년의 피임실천율이 20% 에 불과한 통계는( 한국성문화연
구소, 1997; 김혜원․이해경, 2002)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성에 대한 비난에 대한 방어를 보여주는 명
백한 예이며, 더구나 남자 청소년의 경우 혼전순결이나 성폭력등의 문제에 있어 남성에게는 허용적
이고 여성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는( 김혜원․이해경, 2000) 이중적 성윤리의 악순환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다.

2. 이중성의 해석
한편 성 정체성이나 성행태에 대한 질적 연구들은 이런 이중성의 재생산에 대한 청소년 자신들의
의미 해석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Roosmalen(2000) 은 미국과 캐나다의 여자 중학생의 상담 의뢰 편
지를 분석한 연구에서 십대의 어느 시기부터인가 이성과의 관계가 그녀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이
슈가 되는 고백을 다루고 있다. 이성에 대한 사랑에 눈을 뜨는 사춘기의 특징은 보편적이지만 상담
을 요청해온 그녀들에게는 매우 혼란스런 경험으로 다가온다. ‘ 남자친구’ 가 있어야 매력있는 여자라
는 또래의 압력과 남자들의 업적지향적이고 공격적인 접근으로 인해 그녀들은 자신이 진정 원하는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주체성을 왜곡해간다. 더구나 동성친구와의 관계마저 경쟁과 질투 등의 감
정으로 뒤섞이면서, 마침내 그녀들은 ‘남자친구’의 성적 요구에 대해 ‘ 사랑을 잃지 않기 위해’ 자신
의 몸을 거래한다. 그러나 매력있고 인기있는 여자라는 스테레오 타입은 너무도 달성하기 어려운 것
으로서, 몸을 ‘정복’ 한 이후 남자는 떠나가기 일쑤이고 동성친구들을 포함한 모두의 평판은 ‘헤픈 여
자’라는 낙인으로 다가온다. 반면 ‘ 남자친구’ 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거절하는 것 또한 ‘ 꽉 막힌’ 매력
없는 여자라는 평판을 초래할 뿐이다. 결국 여자 청소년은 자신이 원하는 ‘ 관계’들을 유지하며 평판
과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절묘한 줄타기의 전문가가 되어야만 한다. 이렇게 가부장제의 이중성
으로 인해 여자 청소년은 십대 초기부터 그녀들의 정체성을 왜곡하고 자신의 몸이 도구화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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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력하게 받아들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도덕적 책임이 자신에게 전가되는 것을 혼란과 분노
속에서 경험한다.
학교의 일상을 참여관찰한 연구들은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에서 쉬는 시간의 놀이나 작문 활동 등
을 통해 성역할의 스테레오 타입이 재생산되며 특히 또래 압력으로 인해 남자는 운동능력이나 독립
성을 과시하게 되고 여자는 쇼핑과 의상의 스타일에 관계되는 자질을 중시하게 됨을 밝힌다(Thorne,

1993; Lensmire, 1994). 또한 고등학교의 산학 연계 프로그램에 참여한 여학생들은 자신의 외모에 대
한 반응이나 사무직원 상호간의 표현과 행동방식, 남녀에게 할당되는 직무 차이 등을 통해 성적 대
상으로서의 사무직 여직원에 관한 이데올로기를 학습하게 되며, 학교내에서도 페미니스트인 여선생
님을 통하여 그녀의 아내와 엄마로서의 역할에 관한 스테레오 타입을 실망이나 저항과 함께 전수받
는다(Valli, 1986). 대학에서도 여학생들은 자신들의 경력 추구보다는 남학생에게 매력있는 여성이 되
는 것을 중시하는 또래 압력을 통해 ‘ 로맨스의 문화’를 재생산한다(Holland and Eisenhart, 1990).
김경호(2005)는 남자 비행 청소년과의 면접 연구를 통해, 학교의 성교육을 포함한 사회적 토론의
부족이 결국 그들로 하여금 주로 또래 집단이나 음란물을 통해 성지식과 성태도를 습득하도록 만든
다고 밝힌다. 그리하여 그들은 성행동에서 남성의 주도권과 여성의 복종을 당연시하고, 정복할 수 있
는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으로 이분화하기도 한다.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부정하므로 성폭력
이라는 개념 자체를 거부하는 그들은 임신 등의 결과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한다.
조한혜정(1998) 도 십 여 명의 남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 결과와 대학생들의 에세이를
분석하면서, 음란물에 노출된 남학생들의 문화가 성적 쾌락추구를 남성성의 중요한 자질로 규정짓는
반면 여학생들은 낭만적 사랑을 꿈꾸고 순결을 소중히 여기지만 결국 남자 친구의 요구 때문에 사랑
을 위한 몸의 거래에 동참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특히 남녀 공학 중등학교에서 남학생을 배제하고
여학생만을 참여시키는 성교육 시간이나 수업의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업적과 과시로써의 성을 여담
으로 전파하는 남자 교사들의 행태 등이 가부장적 성윤리의 은밀한 이중성을 재생산하고 성에 대한
주체적인 성찰이 공개적 토론의 장으로 연결되는 것을 차단한다고 비판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양적 연구에서 드러난 남녀 청소년 성행태의 차이와 가부장제의 이중적
성윤리가 질적 연구를 통해 그 의미의 재생산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북미의 경우에서 마저도, 지난
수 십 년간 이루어진 양성 평등을 향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자 청소년의 내면에 가해지는 가부장제
의 폭력성이 확인되는 것은 다분히 충격적이라고 할만도 있다.
그러나 Roosmalen 과 김경호의 연구가 갖는 제한점은 연구의 대상 자체가 다분히 극단적 집단이라
는 데에 있다. Roosmalen 은 틴 매거진의 성과 사랑 상담 코너에 편지를 보내온 여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고 김경호는 보호관찰이 의뢰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질적 연구의 강점인 숨겨진
의미의 발견이라는 의도에는 부합하지만 보다 평균적이고 일반적인 의미를 파헤치는 타당도에는 문
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조한혜정의 연구 역시 면접 참여자의 개인적 특성을 명료히 밝히지 않고
있어 Roosmalen 이나 김경호의 제한점을 일정하게 공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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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한국 청소년의 상황은 양적 연구에서 보여진 이중성 보다 오히려 양성 평등적일지도 모른
다. 사회적 통념이나 압력으로 인해 아직은 객관화되지 않고 보편적 경향으로 추인되지 않은 보다
개방적인 성행태가 여자 청소년의 의미 해석 과정에서 그 편린을 드러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뜻이다. 능력개발지수와 권한척도 사이의 불균형에서 악명 높은 한국의 독특한 상황은 오히려 이혼
증가나 출산 감소와 같은 가족 질서의 변화에서도 가장 급격한 역동성을 보여주고 있고, 이는 공적
영역에서의 여성 진출이 좌절되고 지체되는 만큼 사적 영역에서의 분노와 욕구 분출의 반영이라고
이해된다. 따라서 가족 내에서의 어머니의 위상이나 그녀를 역할 모델로 삼는 딸의 위상은 한 세대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달라졌고 학교 내에서도 학업 성취나 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남녀의 위세는
실질적으로 평등하거나 역전되어가는 현상이 일관되게 관찰되고 있다. 가부장제가 가장 강고한 전통
을 갖고 있는 만큼 가부장제의 붕괴도 가장 극적이고 역동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청
소년의 성행태에 대한 양적 연구가 아직은 가부장제의 강고한 전통을 반영하고 있지만, 보다 민감한
의미 해석에서는 가부장제 붕괴의 조짐이 포착될지 모른다는 기대가, 그래서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남녀 청소년 성행태의 차이와 가부장제의 이중적 성윤리가 한국 사회의 객관적
이고 통계적인 현실임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평균적인 남녀 청소년들의 해석 과정에서 어떤 숨겨
진 의미들이 발견될 것인지에 대한 질적 탐색을 시도하려는 것이다. 물론 모든 질적 연구는 평균을
지향하지 않고 개별화된 경험과 해석에 근거하며 이 연구 또한 그러한 질적 분석의 경로에 들어서지
만, 적어도 자료 수집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특정한 행태적 특성에 의한 연구 대상의 선택은 하지 않
고 있다.

Ⅲ. 연구의 방법 및 한계
이 연구는 질적 연구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 근거 이론(grounded theory) 과 현상학

(phenomenology) 에 토대를 두고 진행되었다. 근거 이론이란 참여 관찰의 현장에 근거한 이론이란 뜻
으로서 연구 참여자의 경험을 이해함에 있어 일체의 편견과 가설을 배제하여 기존의 연구가 발견하
지 못한 새로운 의미를 탐색하려는 질적 연구의 대전제이며, 현상학은 연구 참여자의 경험을 가능한
한 직접적이고 완전하게 묘사하고 그 본질과 의미에 대한 연구자의 이해와 분석을 제시함으로써 참
여자의 경험에 대한 참여자 자신의 의미 부여와 연구자의 부가적 의미 부여를 통해 참여자의 삶을
충실하게 재현하는 방식이다(Bryman, 1988; Riehl, 2001)
이 연구의 자료 수집 방식은 두 단계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2005 년 6 월, 경인 지역의 중류 계층이
주로 다니는 남녀 고등학교를 한 학교씩 선정한 후에 각각 고2 의 두 학급에서 성에 관한 주제를 제
시하고 에세이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성에 관한 주제는 ‘나에게 이성은 무엇인가?’, ‘이성 관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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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친구는 무엇인가?’, ‘ 이성 친구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그리고 ‘성과 도덕적 규범의 관계는 어
떠한가?’ 등이었고, 교과 담임으로 하여금 이 연구의 취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함께 굳이 제시된
주제에 국한하지 말고 자유롭게 집에서 에세이를 작성하여 필자의 메일로 보내도록 과제를 주었다.
교과 담임에게 제출하지 않고 필자에게 직접 보내도록 한 것은 성에 관한 보다 진솔한 진술을 위해
필자와 학생들의 익명적 관계가 도움이 되리라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남학생 69 명, 여학생 67 명으로
부터 에세이가 수집되었고, 필자가 그 내용을 읽어본 후 진지하고 깊이있는 진술을 한 남녀 20 명씩
을 선정하였다. 선정은 이성 교제 경험이나 성관계 경험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부과한 귀
찮은 과제 중의 하나일 수 있으므로 그 내용이 보다 성실하고 의미있는 에세이의 작성자들로 선정하
였다.
그 후 선정된 40 명의 참여자에게 교과 담임을 통하여 부탁하는 한편, 필자의 이름으로 메일을 보
내 에세이 내용에 대한 감사와 함께 연구의 취지를 다시 한번 설명하고 첫 에세이에서 진술하지 못
한 추가할 내용을 요청하였고, 그 결과 남학생 13 명, 여학생 12 명으로부터 좀더 진지한 내용의 에세
이가 수집되었다. 참여자를 면접하여 인터뷰하는 것은 익명적 관계를 손상시켜 진술할 내용의 성격
상 여학생들의 진솔한 진술을 훨씬 어렵게 만들고, 따라서 남녀학생 사이의 진술의 차이를 오히려
부풀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익명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추가적 에세이 수집의 방식을 택하였
다.
그리고 2 회에 걸쳐 수집된 에세이의 모든 내용을 연구 참여자별로 분류하여 NVivo 를 사용하여
코딩하였다. 즉 추가로 메일을 보내온 것과 상관없이 남녀 각 20 명의 에세이가 분석되었다. 코딩은
모든 자료를 반복하여 읽으면서 주요범주와 하위범주로 분류하고 자료의 범주 간 이동이나 범주들의
통합을 진행하는 ‘자료 축소’ 를 거쳤으며, 의미있는 맥락들을 추출해내는 ‘주제별 분석’을 통해 최종
적인 주요 주제들의 발견에 이르렀다. 이 과정은 30 여개에 이르는 하위범주로 200 여개의 노드를 분
류하는 개방적 코딩에서 출발하여 범주와 노드의 관계들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면서 자료를 축소하는
축 코딩, 그리고 축소된 모든 자료를 가장 적절히 묶어낼 수 있는 범주와 주제를 선택하는 선택적
코딩으로 이루어진다. 발견된 주제와 그 해석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남녀 각 한명의 연구 참여
자에게 검토를 의뢰하였다.
남녀 청소년이 성에 대해 부여하는 의미를 읽어내려는 이 연구의 목적에 비추어, 이와 같은 연구
방법은 부분적인 제한점을 갖는다는 것을 지적해야만 한다. 여건상 이 연구에서 택한 남녀 고등학교
는 남녀공학이 아니라는 한계이다. 조한혜정(1998) 등의 연구가 밝힌대로 남녀공학에 재학하는 청소
년이 이성에 대해 갖는 성태도가 보다 개방적일 수 있다면, 이 연구는 남녀 청소년의 성행태에 반영
된 가부장적 성윤리의 영향을 다소 확대하여 드러낼지도 모른다. 그러나 개방적 성태도가 반드시 가
부장적 이중성과 대척되는 것은 전혀 아니며, 남녀공학에 재학하는 청소년의 경우 보다 개방적 성태
도를 보여주면서도 여전히 가부장적 이중성에 침윤되어 있을 개연성, 다시 말해 남자 청소년의 반규
범적 개방성과 여자 청소년의 친교적 개방성이라는 이중성의 문제를 그대로 안고 있을 가능성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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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없을 수 있다. 이 논점에 대하여는 연구 결과의 분석 과정에서 다시 한번 논의될 것이며, 다
만 남녀공학에 재학하는 청소년들의 의미 해석이 어떤 미묘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다루지 못하는 아
쉬움을 지적해 두는 것이다.

Ⅳ. 연구 결과
가부장적 성윤리 재생산의 연구 결과는 이성친구의 의미, 그리고 이성관계에 있어 동성친구의 의
미라는 두 범주로 분류되었다. 두 범주를 설명하는 주요 주제는 친밀한 존재, 육체적 대상, 성을 요
구하는 존재, 업적의 대상, 경쟁자, 지원자이다.

1. 이성친구의 의미
이성친구의 의미에서부터 가부장적 성윤리의 재생산 양태는 확연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여자에게
있어 남자는 ‘ 친밀한 존재’거나 ‘지켜주는 존재’로서의 의미가 중요한 반면, 남자에게 있어 여자는

‘육체적 대상’ 으로서의 의미가 현저했다. 또한 여자에게 있어 남자는 ‘ 성을 요구하는 존재’ 이며 ‘슬픔
을 주는 존재’로서 부각되지만, 남자에게 있어 여자는 ‘업적의 대상’이었다.

가. 친밀한 존재, 지켜주는 존재
남자친구였던 친구와는 서로 밥 먹었는지, 학교에서 잘 지내는지 세심한 부분까지 챙
겨주기도 하고 학교에서 생겼던 일로 걱정하면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그랬습니
다. 편지 쓰고 선물 만들고 전화하고 꾸미는 일에 신경쓰고 … 꼬박 꼬박 메일에 사랑
한단 말 써주고, 비 오는 날 전화해서 우산 챙겼는지, 학원에서 밤늦게 갈 때 무서울까
봐 전화해주고 하여 정말 행복했었어요(여자 54).
서로가 좋아서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있으면 좋다. 그리고 같이 하고 싶은 것들
이 많아지고 밥도 같이 먹고, 같은 옷을 맞춰서 입고도 싶어진다. 그런 이성친구가 있음
으로 해서 내가 슬퍼서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받고 싶을 때 나의 든든한 후원자이자 확
실한 내편이 된다는 것에 든든하다( 여자 26).
이런 진술은 여자 청소년이 남자친구에게 느끼는 친밀감의 중요성을 잘 묘사하고 있다. “ 세심한
부분까지 챙겨주는” 교감의 행복이나 “ 슬플 때 위로해주고 확실한 내편이 되어주는” 관계 자체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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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 일관되게 관찰된다.
힘들 때 가장 힘이 돼주는 사람일수도 있고
하루 종일 기분이 나빴어도 금새 웃게 해줄 수도 있고
아플 때 약 사들고 제일먼저 달려올 수도 있고
지켜주기도 하고~! 소중한 존재^^( 여자 3).
남자가 무뚝뚝하면 많이 상처받을 일이 생기게 되고, 자상하다면 한없이 잘 보이고
싶고 그런 거 같다. 그리고 여자친구들보다 서로 좋아하는 사이에서 만난다면 더 만나
는 날이 많을 테고, 가까워지므로 의지하게 되는 사람이 된다(여자 8).
이성친구로서- 실제로 남자친구가 있었을 때를 생각해보면, 제가 좀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제 자신에 대해 자신감도 없고, 제 자신을 사랑하
는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남자친구가 있었을 땐, 자신감도 가질 수 있었고, 저를
다시 돌아보고 스스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예쁘게 꾸미기도 하는 등 여러 면에서 좀
더 나은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힘들 때 누구보다
도 많은 의지가 되었지 않나 싶습니다( 여자 55).
나아가 남자친구가 그녀들의 삶에 얼마나 깊은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진술한다. 단순한 친밀감을
넘어서, 남자친구의 존재와 행동들이 그녀들의 기분과 성품과 정체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진술하
고 있다. 남자친구의 친밀감의 표현여부에 따라 “ 상처 받기도” 하고 “ 한없이 잘 보이고 싶기도” 할
만큼 관계에 민감하며, “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 예쁘게 꾸미기도 하면서” “ 스스로를 사
랑하고 자신감을 갖게 되는 과정” 은 여자 청소년이 남자 친구와의 친밀감을 바탕으로 성적 규범에
동조하고 신체적 매력을 의식한다는 양적 연구의 결과들을 보다 명료하게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남
자가 그녀의 삶을 인도하고 지켜주는 일종의 준거로서 작동하는 것이다.
아버지의 개입에 관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 남근 선망이라는 서로 다른 방식의 대응으로 성 정
체성의 분화를 설명하는 프로이드를 비판하면서 초도로는 어머니의 역할을 강조하였다(Freud, 1953;

Chodorow, 1978). 인생 최초의 관계로서 어머니와의 밀착이 아버지라는 권력의 개입 이후 깨어지는
상처를 경험한 아들은 관계를 불신하고 권력을 추구하지만, 어머니와의 밀착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개입하는 딸의 아버지는 오히려 유지가능하고 풍요로운 의미의 삼각관계를 딸에게 새롭게 제공한다.
관계에 대한 상처가 없는 여성의 정체성은 그렇게 인생의 모든 의미를 다자지향적이며 복합적일 수
있는 관계에서 추구하게 된다. 따라서 여자 청소년에게 있어 남자 친구란 삶의 또 다른 준거를 제시
하는 소중한 관계로서 다가오는 것이다. 정체성 형성이 밀도 있게 진행되어 가는 청소년 시기에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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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하는 이 준거는, 여성으로서의 자신감을 심어주고 스스로를 더욱 사랑하게 만들며 한없이 잘 보여
서 인정을 얻고 싶은 참으로 소중한 인생의 의미가 된다.

나. 육체적 대상
이에 반해 남자 청소년에게 있어 여자친구는 주로 육체적 대상으로 진술된다. 물론 친밀한 관계에
서 오는 행복에 대해 남자 청소년이 진술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아래의 인용문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편안한” 교감을 추구하며 “ 여자를 존중하는 태도” 를 배우게 되는 의미도 남자
청소년이 여자친구에게 부여하는 중요한 한 측면이지만, 여자 청소년에게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가장 두드러진 의미는 육체적 대상으로서의 이성친구였다.
그리고 이성친구와 같이 있으면 동성친구와 있을 때와 달리 몬가 기분이 좋다. 행동
적 측면으로는 남자의 본능이라고 해야 하나? 여자를 보면 손을 잡고 싶고 손을 잡으면
뽀뽀를 하고 싶고 또 뽀뽀를 하면 여자의 몸을 더듬게 된다(남자 2).
어떤 남자들은 여자를 괘락의 수단으로 여겨 지나가는 여자마다 자기와 sex 를 하는
생각을 한다던가, 깔본다던가, 비하적인 표현으로 나타내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어려서부터 여자와 많이 생활하다 보니까 여자를 존중하는 태도가 많이 배어있다. 그런
데도 내 또래의 이쁜 여자를 보면 떨리기도 하고 자꾸 고개가 그쪽으로 가기도 하고,
다리를 쳐다보기도 한다. 그래서 나에게 이성은 자석과도 같다. 눈앞에 보이지 않을 때
는 아무렇지도 않다가 그렇게 이쁘지 않더라고 내 주변에 있으면 끌린다. 이런 점이 재
밌기도 하고 스릴도 있다. 건전하게 사귀는 이성친구와의 관계는 공부하다가 생각나기도
하지만 책임감이 생겨서 공부를 잘해야 이 여자를 편하게 살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훨씬 열심히 하게 되고 힘들더라도 의지도 많이 된다. 그리고 지칠 때 여자친구의 열심
히 하라고, 사랑한다는 문자는 정말 쌩쌩하게 만들어준다. 가끔 만나서 하는 키스나 포
옹 등은 정신적인 면에서 더 성숙해 질 수 있게 해준다(남자 62).
이들에게 여자친구의 육체는 매우 자연스런 욕구의 대상이다. 전술한 것처럼 여자 청소년이 남자
친구에게 “ 잘 보이고 싶고” “ 예쁘게 꾸미기도 하며” 교감을 높이고 자신감을 갖게 되는 데에 비해,
남자 청소년은 “ 남자의 본능” 으로 “ 자석처럼” 여자의 육체에 이끌리고 여자친구와의 “ 키스나 포옹”
등의 육체적 경험을 통해 “ 정신적인 면에서 더 성숙” 해진다고 진술한다. 나아가 “ 이 여자를 편하게
살게 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 할 때 육체라는 도구를 중심으로 다가오는 여자친구의 사랑이 “ 쌩쌩하
게 만들어주는” 경험은, 세상의 경쟁을 향한 남성의 업적지향성과 역시 그런 업적의 일종으로서의
사랑과 성이라는 가부장적 가치관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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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춘기가 온 후 이성친구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더욱 중요하게 생각한다. 스
킨십에 대한 생각도 매우 많아진다. 남자이다 보니 먼저 책임감 있게 해야 한다는 그
생각에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어느새부터 스킨십에 익숙해지면 나도 모르게
밤을 좋아하게 된다. 밤이 되면 분위기도 좋고 스킨십을 더욱 자연스럽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후 1 년 후에 나의 행동에 변화가 왔다. 이성친구에게 빠져 들면 헤어 나오
기가 힘들었다. 내 할일을 못하고 무슨 일을 하든 이성친구가 떠올랐다. 그리고 나도 모
르게 이성친구와의 스킨십도 어느 정도 선에 있어야 하는데 넘어섰다. 침대에 누워서
컴퓨터로 영화를 보고 있었는데, 분위기를 타 순식간에 일어났다. 이성친구의 옷을 올려
몸을 XX 했다. 다행히 관계는 하지 않았다. 항상 뒷일을 생각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 후
로 이성친구를 지켜줄 수 있는 존재가 돼야 한다는 생각이 더욱 들게 되었고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주의했다( 남자 69).
여자친구와의 스킨십을 즐기면서 “ 뒷일을 생각해야 하는 책임감” 을 느끼지만 자신의 성행동을 절
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고민이 드러나고 있다. 남자 청소년의 충동과 여자의 동조라는 계획되지
않은 우발적 성행동의 한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나의 정서적인 여자관계는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편안히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관계인
것 같다. 또 한때는 나의 성욕을 불러일으켜 정서적으로 혼란스럽게 만드는 관계도 물
론이다. 분명 이것이 없다면 여자를 만나는 이유 또한 없을 것이다. 행동적 측면으론 아
직 경험이 없어 잘 모르지만, 성욕을 해결하는 새로운? 관계가 될 것 같다. 정말 이성이
나와의 관계를 허락할 경우만 할 수 있는 아주 조심스럽고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것도 같
다. 하지만 남자라면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의 순결은 지켜 줄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남자 47)
이 경우는 여자친구와의 성행동을 실제로는 별로 경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도, 장차 있을 사
랑에 있어 가장 중요한 관심 사항이 육체적 관계임을 드러내고 있다. 여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
중하면서 자율과 책임의 성윤리를 피력하지만 사랑하는 여자의 순결은 “ 지켜 주어야 하는” 모순을
진술하는 동시에, 사랑하지 않는 여자에 대한 차별적 성태도와 여자의 순결에 대한 관심이라는 가부
장적 이중성을 또한 드러내고 있는데, 이 모든 성태도가 여자친구의 육체에 대한 관심을 통해 (여자
친구와의 정신적 교류가 아니라) 응축되고 있다.
ㅅ중학교는 남녀 공학이었다. 그래서 그 때는 여자의 대한 감정이 극에 올라있었고
여자에 대한 관심도 많이 있었다. 그리고 여자들하고도 거리낌 없이 잘 놀았다. 그리고
그것이 좋았었다. 그러나 o 고등학교에 올라오면서 만날 시간도 없어지고 거리도 멀게
되었다. 중학교 때에는 이성과 한 번 씩은 대화를 나누고 스킨십 한 번 씩은 해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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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날 하루가 기분이 좋았었다. 그런데 고등학교에 올라오니 여자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게 자연스럽지 못 하고 불안정해졌다(남자 38).
이 경우는 애정 관계가 아닌 여러 여자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마저 육체성이 매우 중요함을 진술
하고 있다. “ 여자들과의 스킨십” 이 없어지니 “ 여자들과의 대화마저 부자연스럽고 불안정하다” 는 경험
은 애정 관계이건 아니건 ‘육체적 대상’으로서의 여자가 여자에 대한 모든 의미의 시작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앞서 언급한 남녀공학이 아닌 한계와 관련하여, 이 진술에서 나타나듯이
남녀공학에서 여러 이성과 어울리는 것이 보다 자연스러운 관계형성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러한 개
방성이 ‘육체적 대상’ 으로 여자를 인식하는 가부장적 이중성을 약화시키는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는
다. 그런 점에서 남녀 공학의 효과는 몇몇 연구들이 보고하는 대로( 조한혜정, 1998; 김미남, 2002) 보
다 개방적인 사회성이나 성태도 형성에 어느 정도의 변화를 줄 수는 있으나, 성교육의 획기적 재구
성이나 사회 전반의 여성 권한 확대와 맞물리지 않는다면 찻잔의 바람에 지나지 않게 될 것이다.

다. 성을 요구하는 존재, 슬픔을 주는 존재
친밀한 관계를 중시하는 여자 청소년과 육체적 대상으로서의 관심이 지대한 남자 청소년의 이성
친구에 관한 서로 다른 의미는 당연히 여자 청소년에게 혼란과 우려의 요소로 다가온다. 그녀들에게
있어 남자란 성을 요구하는 존재이며 그녀들의 기대나 동조의 수준을 넘어서는 성의 요구는 심각한
고민과 슬픔을 안겨다 준다.
서로가 좋아서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있으면 좋다. 그리고 같이 하고 싶은 것들
이 많아진다. 밥도 같이 먹고 싶어질 것이고, 같은 옷을 맞춰서 입고도 싶어진다. 그러
나 때론 이런 이성친구 때문에 슬픈 일들이 남들에 비해 많이 있을 것이다. 그 이성친
구의 행동 하나하나가 그 이성친구를 믿고있는 나로 하여금 많은 실망과 슬픔을 느낄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이다(여자 26).
이성친구라는 것은 나에게 있어 짐이 될 때도 있고, 마음의 안식처가 될 수도 있다.
가끔은 서로가 다른 성을 가진 존재라 서로를 이해하지 못할 경우 싸우기도 하고, 이것
저것 돈도 많이 들고, 가끔은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쁠 때도 있지만,
힘들거나 지칠 때는 잠시나마 기댈 수 있는, 또 어려울 때 가끔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인거 같다(여자 44).
남자친구 때문에 슬픈 일이 무엇인지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 남자친구를 믿었는데 그의 행동이 실
망과 슬픔을 줄 수 있다” 는 진술이나 “ 사생활을 침해하여 기분이 나쁘다” 는 진술은 이성친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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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의미 부여로부터 오는 파열임에는 틀림이 없다. 기대와는 다른 성적 요구로 인한 실망과
슬픔, 또 성에 관련되었든 그렇지 않든 과도한 동조를 요구하므로 사생활이 침해당한 슬픔이 읽혀지
는 대목이다. 여자 청소년의 정체성이 남자로 인해 변화를 강요받는 과정이 포착된다.
이성친구와의 만남에 있어서는 절제해야 될 것이 많다. 하나하나 쓰기에는 너무 많고
포괄적인 것에서 생각해보면 여자인 경우에는 이성교제에서 많은 기쁨을 느끼고 다소
슬픔도 느낀다. 정서적인 면에서 많은 움직임이 요구된다. 남자인 경우에는 정서적인 면
에서 여자와 같이 기쁨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낀다. 그런데 남자는 간혹 가다 절제해야
할 부분을 참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다. 이성친구와의 교제에서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행동해야 할 것 이다(여자 25).
이 경우는 정서적 교감에서 오는 행복을 남녀 모두 느끼지만 성행동의 절제에서의 차이로 인한
민감한 부분을 드러내고 있다. “ 정서적인 면에서 많은 움직임이 요구된다” 는 진술은 여자인 자신도
친밀감으로 인해 성적 욕구가 상승하게 되는데 아직 청소년으로서 이를 절제해야 하는 슬픔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며, 그런데 남자가 절제를 인정하지 않고 행동할 때 슬픔은 배가되고, 따라서

“ 거리를 두고 행동해야” 하는 경계와 방어로의 귀결을 보여준다.
여성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kiss 까지 허락이겠죠? 으음 … 도덕적 규율로 써도 그리
안좋은 입장은 아니니까 … 하지만, 너무 헤프게 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남성의 입장에서 으음 … 잘은 모르겠지만, 요즘 남자는 엉덩이가 너무 가벼워요ㅠㅠ
정말 … 전 지금 내가 결혼할 남자 골라서 순수하게 자라게 지켜주고 싶다니까요ㅠㅠ
그리고 계속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고 하고ㅠㅠ kiss 는 기본으로 생각하고 완전 관계(?)
갖는걸 자랑으로 여기고 역겹습니다. 완전 어퍼컷 날려주고 싶음 … -_-+ 여자 엄청 가
볍게 생각하고 … 여튼 … 도덕적 규율 따윈 신경 안쓰는 것 같던데 … 물론 다 그렇다
는 건 아니에요 … 하지만 … 미래를 좀 많이~ 생각 해줬음 하는 바램 입니다(여자 56).
여자를 “ 헤프게 보고 관계 갖는 걸 자랑으로 여기는” 남자 친구에 대한 슬픔을 넘어선 분노를 표
현하고 있다. 현재의 남자 친구에게 키스까지는 허락하겠지만 “ 결혼할 남자를 골라서 순수하게 지켜
주고 싶은” 것은 성, 사랑, 결혼의 일치를 열망하는 여성적 태도와 그 분절의 위험에 있는 남자 친구
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다. 여자 청소년의 친교적 개방성과 남자 청소년의 반규범적 개방성 사이의
긴장 가운데서 고뇌하는 모습을 읽을 수 있다.
후회 했을땐 … 어차피 헤어질텐데 … 부모님 반대를 무릅쓰고 사귀고, 비싼 선물 사
주고, 친구들 배신하고 남자친구랑 놀고 … 동성친구나 이성친구한테 너무 연락 안한
거, 제일 후회되는 것은 … 으음 … 말하기 곤란하네요-_- … 그런 거 있자나요 … 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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죠~ 넘으면 안되는 선 같은 거 … (여자 57)
남자친구와의 사랑이 추억할 만한 경험이나 자랑스런 업적이 아니고 인생에서 지우고 싶은 후회
로 다가오는 슬픔을 기록하고 있다. “ 넘어서는 안되는 성행동” 에 동조하였던 자기 자신이 싫은, 정체
성 왜곡과 훼손의 단면이라 하겠다.
중학교 때의 친구 중에서 임신한 아이들도 있었으나 그쪽 상대방 남자아이는 나몰라
라 하는 처지였다. 물론 내 친구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긴 하지만 말이다.
또 친구들 중에서 보면 남자친구를 사귀면서 성적이 떨어진다든지, 헤어지면 슬퍼한다든
지 하는 것들을 많이 봐 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부정적이기도 하다(여자 68).
박현이(2000)와 Roosmalen(2000)등이 지적한대로 임신에 대해 무책임하거나 성관계 이후 떠나가
버리는 남자친구로 인한 충격과 슬픔의 파장이 당사자는 물론 다른 동성 여자친구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 드러나고 있다. “ 물론 내 친구에게도 잘못이 있다” 는 진술은 여성들이 그토록 분노하
는, 도덕적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하는 가부장제의 폭력성에 여성 스스로가 청소년 시절부터 길들여
져 가는 왜곡을 보여준다.
초도로가 규정하는 여성의 관계지향은 이 지점에서 한계에 부딪힌다. 관계가 제공하는 인생의 행
복을 믿었던 여성은 오이디푸스적으로 상처 받은 남성의 업적지향에 의해 혼란을 겪게 되는 것이다.
이는 관계의 행복이 탈근대적 여성에게는 낡은 것이라고 초도로를 비판하는 관점과 연결된다(Sayers,

1986). 탈근대적 여성은 관계의 행복에 안주하지 말고 사회적 권한 확대와 성윤리의 재구조화에 매
진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관계가 멍에가 되어 남성의 공격적이고 업적지향적인 성에 슬퍼하
며 길들여지지 않을, 건강한 개방적 성윤리란 과연 어떤 것인가? 이는 이 연구의 중심 질문인 가부
장적 성윤리의 재생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는 문제의 핵심에 맞닿아 있다. 앞서 언급한 대로 개
방적 성이란 다양한 성행태에 관해 여성의 억압을 제거하는 것과 관련되지만 그것은 단지 여성의 성
에 대한 사회적 허용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며 나아가 남성에 대한 전통적 허용을 그대로 지속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건강하게 개방적인 성이란 가부장제의 전통이 견지해온 이중성을 해체하는 과
정에서 남녀 공히 자율과 책임의 성적 주체로 인정되어가는 변화를 뜻한다. 이 맥락이 기든스가 기
대하는 개방적 성이 가져올 인간관계의 민주화이다(Giddens, 1992). 가부장제의 성윤리가 위선적으로
치장했던 사랑이나 결혼의 남녀 관계에서 생물학적 재생산의 필요나 성별간 정치 경제적 차별의 모
든 영향을 제거해 간다면, 진정 순수한 사랑의 관계만이 남게 될 것이고 그런 순수한 관계(pure

relationship) 는 부부와 연인, 심지어 부모 자식의 관계에서 마저, 그리고 나아가 모든 미시적 인간관
계에서 가장 핵심적 자질로 자리잡아 갈 것이다. 그러나 근대 이후의 흐름은 개방적 성이 상품화 되
고 그렇게 물화된 성에 남녀 모두 중독되어 가고 있기에 희망적이지만은 않다. 슬픔에 흔들리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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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관계지향과 기든스가 꿈꾸는 순수한 관계 사이의 간극은 크다.

라. 업적의 대상
이와 같은 절절한 고뇌와 슬픔의 흔적이 남자 청소년에게서는 관찰되지 않는다. 그들에게 이성이
란 자신의 남성다움을 과시하고 업적으로 획득하여 자랑할 만하고 인맥을 넓히고 처세하기 위한 적
응의 과정이다.
나에게 이성이란 단순히 성이 다른 존재라기 보단 미래의 내 삶의 동반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집합체이다. 그래서인지 이성 앞에 서면 사뭇 진지해지고 그 사람의 됨됨
이를 주시하곤 한다. 그리고 나 자신이 남자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명해주어 성 정체
성의 인식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준다. 이성은 나를 호기심에 가득 차게 한다. 그래서 가
끔은 충동도 일어나며, 나쁜 생각을 하기도 한다(남자 5).

“ 미래의 잠재적 동반자” 에게 자신의 “ 남성성을 확실하게 증명해준다” 는 표현은 애매하기는 하지만
가히 가부장적 우월감의 선언처럼 들린다. 그리하여 “ 성 정체성의 인식을 도와주는” 것이 스스로의
성 정체성일 수도 있고 자연스레 상대적으로 여자의 성 정체성일 수도 있는데, 어느 경우든 남녀 관
계에 대한 이분법적이고 차별적인 인식을 다분히 드러내고 있다. 여자는 여전히 육체적 대상이면서
남자인 자신의 삶을 내조할 중요한 도구라는 진술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우선 자기 만족감과 마음 깊은 곳에서 잘은 모르겠지만 자
신감에 뿌듯함이 배어나온다. 우리 반만 해도 그렇다. 이성여자친구가 있는 사람은 6-7
명 정도밖에 되지가 않는다. 다른 친구들이 보기에는 부러움도 있을 것이고 또 궁금증
을 자아 낼 수도 있을 것이다(남자 54).
이성친구를 사귐으로써 친구들에게 자랑할 수도 있고 인맥이 넓어진다(남자 36).

Roosmalen(2000)의 여자 청소년에게 남자 친구란 “ 없으면 불안한,” “ 매력있는 여자이기 위해 찾아
야만 하는” 존재인데 비해 이 연구의 남자 청소년에게 여자 친구는 있는 것이 “ 왠지 뿌듯하고 자랑
할 만한, 다른 남자들의 부러움과 궁금증을 자아내” 일종의 권력을 향유하는 수단이 된다. 이성 친구
로 인한 만족감과 자신감은 남녀 모두에게 언뜻 공통적으로 보이지만 전술한 대로 여자 청소년의 그
것은 친밀한 관계의 소산인 반면 남자 청소년에게는 육체적 욕구를 해소하고 권력을 누리며 “ 인맥을
넓히는” 업적의 소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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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을 만나려면 현대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돈(money)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점
작작 먹으면 되고, 충분히 있는데도 여자들은 가지고 싶은 것이 있으면 가져야 된다는
사고 때문에 한두 푼 깨지는 게 아니다 그걸 사주고 싶어도 못 사주는 우리 남자들의
맘은 모르면서 난감하게 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다 그리고 자꾸 서로에 대한 집착
으로 괜한 간섭으로 서로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짜증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지만 싱글보
다는 커플이 보기 좋은 것처럼 커플이 더 좋은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이성 친구
를 사귐으로써 우리사회의 커플문화라는 한 문화에 대해 알아가고 적응 해갈 수 있다
(남자 48).
남자 청소년에게도 여자친구로 인한 고뇌가 있기는 한데 그것은 정체성을 왜곡당하는 여자 청소
년의 슬픔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돈이 들어가고 그걸 당연히 부담해야 한다고 느끼는 가부장적 남성
의 고뇌이며, “ 남녀가 당연히 커플을 이루어 살아가야 하는” 세상의 규칙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기 위
한 성취와 업적으로서의 과정이다.
첫사랑인 어머니와의 관계가 깨어지고 오이디푸스의 적개심을 극복하며 터득한 권력과 업적의 추
구는 남성으로 하여금 사랑이나 관계를 불신하게 할 뿐 아니라 그런 인간적 관계마저 업적의 일종으
로 간주하도록 압박한다(Rubin, 1990). 위의 인용문들은 여자 앞에서 남성성을 과시하고 관계를 도구
화하여 권력을 향유하는 강박의 양태들을 보여주고 있다. 근대적 개념으로 비판받는 남성의 업적 지
향이 탈근대의 진행과 더불어 약화되는 만큼 그런 신경증적 강박은 해체될 가능성이 크다. 강박이란
안정적이지 못한 것으로서, 관계를 업적으로 치환하는 기이한 심리는 근대 특유의 현상이기 때문이
다.

2. 이성관계에 있어 동성친구의 의미
여러 문헌들이 지적하듯이(이성희ㆍ한은주, 1998; 박현이, 2000) 이 연구에 참여한 남녀 모두에게
도 청소년 시절의 동성친구는 이성 문제에 대한 상담자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러
나 동성친구의 의미가 남녀에게 있어 매우 극적으로 대비되는 경향이 관찰되었는데, 여자 청소년은
경쟁자로서의 의미를 비중있게 부여한데 반해 남자 청소년은 적극적 지원자로서의 의미를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연구자와 지속적으로 신뢰를 넓혀가는 관계가 아닌 일회적 참여의 성격이 강한 에세이
인데도 불구하고 여자 참여자의 절반 가까이가 경쟁자의 의미를 진술한 점은 남자 참여자 대부분이
적극적 지원자의 의미를 부여했다는 점에 비추어 매우 주목할 만한 차이였다.

가. 경쟁자
어떤 때엔 조언을 해주는 아주 고마운 친구?? // 때론 나와의 비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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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면에선 방해가 될 수 있는 그런 … //(여자 29)
현재로선 모르겠지만, 과거에 있어서 이성문제에 관한 동성친구는 나에게 있어서 조
언자, 혹은 상담자의 역할을 해주었다. 속이 상하거나 기쁜일이 있을 때 동성친구들은
들어주던 역할이었다. 하지만 친구라고 할 수 없는 동성들은 대개 나의 시기대상이나
라이벌적인 관계가 많았다(여자 61).
여자 청소년에게 동성친구는 이성문제에 대한 사소한 일들에 관해 들어주는 역할, 그리고 종종 조
언을 해주는 역할이다. 그러나 동시에 남자로부터의 인기와 사랑을 두고 비교대상이 되며 경쟁의 관
계에 놓인다. 가깝지 않은, “ 친구라고 할 수 없는 동성들은 대개 시기대상” 이라고 진술된다. 이는

Roosmalen 의 연구에서 동성친구와의 상담에서 해답을 찾지 못해 결국 틴 매거진에 상담을 요청한
‘극단적’ 경우에서, 가까운, 그리고 가깝지 않은 모든 동성을 비교와 경쟁의 대상으로 묘사한 진술들
보다는 조금 나을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일치한다.
이성문제에 관한한 동성친구는 두 가지 측면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 라이벌이 될
수가 있는 반면, 둘도 없는 상담자도 될 수 있다. 나는 이성을 사귀는 가운데 꽤 사소한
일로도 고민을 하기 때문에 동성친구들의 상담을 자주 받곤 한다. 친구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충고와 위로를 해주고 그것은 내게 도움이 많이 된다. 그러나 같은
사람을 두고 서로 좋아하는 경우에는 지독한 라이벌도 될 수가 있고, 실제로 경험을 해
보기도 했다. 앞서 말한 상담자와 라이벌은 동일인물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여자 58).
이처럼 상담자인 동시에 경쟁자가 되는 것은 여자 청소년들이 동성 친구에게 부여하는 일반적인
의미이다. 초도로(1978) 에 의하면 여성의 정체성은 관계에 의해 규정되며 이 관계란 다자지향적이므
로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만들어가면서 동성친구와의 관계는 의미가 약화된다기보다 오히려 증폭되고
변형된다. 조언을 주고받는 긍정적 관계로 발전할 수도 있고 비교와 시기와 경쟁이라는 예기치 않은
왜곡으로 변형될 수도 있다. 위의 진술에서 보듯이 이미 우정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동성과
는 물론이고, 깊은 우정을 나누는 관계인 동성과 조차도 이런 왜곡의 영향으로 인한 일종의 ‘ 복합적
관계’ 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는 관계의 모든 의미에 민감한 여성 특유의 정체성 규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런 경쟁의 관계는 당연히 남자 친구를 성취와 업적의 대상으로 상정하는데, 경쟁과 관련
되는 이러한 측면을 여성의 ‘관계집착적 업적’ 추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인생의 모든 의미를
관계를 통해 부여하는 여성의 관계지향이 빚어내는 부산물이며, 관계마저 업적으로 치환해 버리는
남성의 ‘ 몰관계적 업적’ 추구와 대조된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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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원자
이에 비해 남자 청소년의 동성친구에 대한 의미 부여는 단순하였다. 여러 연구들에서 일관되게 확
인되는 남성의 업적 지향성이 이 맥락에서도 적용 가능하다. 관계보다는 업적지향적 정체성을 추구
하는 이들에게는, 위에서 분석한대로 여자친구와의 관계가 성욕을 해결하기 위한 도구나 업적의 일
종으로 여겨지듯이, 이성친구 문제에 개입하는 동성친구와의 관계도 업적을 향한 도구가 된다. 이성
문제에 있어 동성친구란 “ 여자를 소개하거나,” “ 분위기를 띄워주고,” “ 끊임없이 정보를 제공하는” 역
할을 한다. 물론 고민을 털어놓는 상담의 역할도 일반적으로 하지만, 여자 청소년에 비해 남자 청소
년은 이성과의 관계로 인해 슬픔을 느끼지도 않으며 정체성을 왜곡당하지도 않기에 심각한 상담의
필요성 자체가 약한 것으로 이해된다.
여직까지의 경험으로는 이성문제에 있어 동선친구는 대부분 날 도와주는 지원자였다.
여러 동성친구들로부터 내가 관심있는 이성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얻는다든가 친구
들이 분위기를 띄워준다던가 대부분 그런 식이었다( 남자 7).
이성문제에 있어 동성친구는 하나의 든든한 작전참모인 것 같다. 설령 내가 이성에게
선물을 하고 싶을 때나 이성하고 싸웠을 때나 이성과 신체적 접촉에 고민하고 있을 때
언제든지 고민을 들어주고 해결방법을 제시해주는 존재인 것 같다(남자 23).
동성 친구는 다른 이성들을 알아가는 매개체일 뿐만 아니라 이성 친구와 교제할 때
그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한 마디로 말하자면 ‘사랑의 메신저’ 등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동성 친구와 더 친하게 지냄으로써 그와 연관된 이성들도 사귈 수 있
고, 흠 … 생각해보자면 참 쓸만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남자 38).
언제나 요즘 여자애들의 정보를 쉴새없이 알려 주고 여친 없는 나에게 희망을 안겨
준다. 참 좋은 친구다 하하 언제나 그런 친구가 곁에 있었으면 좋겠다( 남자 48).
이성이 없는 경우에는 소개시켜주는 소개소 역할도 해준다. 이성 문제로 인해 괴로울
때는 위로받을 수 있고 성(性) 문제에 있어도 도움 받을 수 있는 좋은 존재이다. 이성과
이별을 했을 때 참다운 우정을 느낄 수 있는 게 동성친구만의 매력이다(남자 1).
하나 같이 동성친구와의 관계가 왜곡되거나 그로 인해 또 다른 고민을 떠안는 진술은 없다. 여자
라는 업적을 향한 기능적 도구, 이것이 동성친구에 부여하는 의미의 거의 전부처럼 보여진다. 마지막
인용에서 “ 이성과 이별 후 참다운 우정을 느끼게 한다” 는 진술이 오히려 “ 하나의 업적을 통과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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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업적을 도모하는 의기투합” 처럼 들릴 정도이다.
이성친구를 만드는데 라이벌 관계 혹은 이성친구를 만드는데 도움을 주거나 이성친구
가 있을시는 조언자가 될 수 있다. 혹은 시기하여 서로를 충동질하여 해어지게 할 수
있는 위험하고도 필요한 놈이다( 남자 60).
이 진술은 남자 동성친구에 대한 의미 부여에서 매우 이례적이었다. 전혀 놀랍지 않은 것은 두 남
자가 관련되는 삼각관계가 때로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 서로 시기하여 헤어질 수 있는 위험하
고도 필요한 놈” 이라는 진술은 여전히 “ 그 놈” 을 도구로 간주하고 우정의 관계를 여자라는 현실적
필요에 복속시키려는 태도로 읽혀진다. 물론 남자 청소년 사이의 우정 자체가 도구화되는 것이 아니
라 지극히 개별적이며 은밀한 성취일 수밖에 없는 이성 문제에 진지한 우정을 끌어들이지 않은 채
우정의 일부만을 도구로 전유(專有)하는 것이다.
이는 앞서 제시한 가부장적 남성의 ‘ 몰관계적 업적’ 이라는 개념의 연장선상에 있다. 여자라는 업
적에 진지한 우정의 관계를 개입시키지 않는 행태를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여자친구와의 관계도 업
적으로 치환하고 우정의 일부도 도구로 전유한다면, 도대체 남성의 관계성에 대한 욕구는 어찌되는
것일까? 이 점이 근대 이후에 남성에 의한 공적 영역 독점이 강화되면서 빚어지는 소외 현상에 다름
아니다. 공사 영역의 구분이 약하면서 기본적으로 인간적 관계들에 의해 규정되었던 전근대적 체제
가 공적 영역에서의 사무적 계약과 사적 영역의 개인화로 특징 지워지는 근대적 체제로 변모하면서
삶은 중독과 소외로 점철된다. 사적 영역의 가장 전형적인 부분인 성에 있어서 은밀한 개별화를 극
복하고 사회적 담론을 개방함으로써 인간관계의 민주화를 이루어야 할 당위성이 여기에 있다.

Ⅴ. 결론 및 논의
한국의 평균적인 남녀 청소년들의 삶을 통해 그들의 성행태를 비교하면서 가부장제의 이중적 성
윤리의 재생산 양태를 탐색한 이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자 청소년은 이성 친구와의
친밀한 관계를 중시하고 그 교감을 바탕으로 남자 친구에게 동조하면서 자신감을 갖게되는, 정체성
의 중요한 준거로서 남자친구를 인식한다. 둘째, 남자 청소년은 그러한 교감보다는 충동적 동기에 의
한 육체적 대상으로서 여자친구를 주로 인식한다. 또한 남성다움을 과시하며 세상을 향한 업적과 권
력을 쌓아가는 도구로서 여자친구를 규정한다. 셋째, 따라서 남녀간의 일정한 균열은 피할 수 없으며
신중하고 성숙한 교감의 기대가 무너지는 만큼 여자 청소년의 정체성은 왜곡되고 훼손된다. 넷째, 이
성관계에 관한 동성친구의 의미에 있어서도 여자 청소년은 남자친구와의 관계에 개입하여 경쟁하는
또 다른 관계에 민감하게 의미 부여를 하는 반면, 남자 청소년은 여자라는 도구를 성취하는 데에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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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이 되는 또 다른 기능적 도구로서의 의미 부여에 훨씬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이상과 같은 연구의 결론은 초도로의 여성의 관계지향성과 남성의 업적지향성이라는 성 정체성의
차이에 관한 명제를 한국의 청소년의 성행태에 있어서도 명백히 확인시킨다. 또한 한국 청소년을 대
상으로 한 여러 양적 연구가 제시한 가부장적 이중적 성윤리가 어떻게 재생산되는지에 대한 의미 추
적을 가능하게 한다. 친밀한 관계의 행복이 성숙한 인간관계라는 가정이 가능하다면, 여자 청소년은
그 성숙에 보다 근접한 반면 남성의 성충동에 허용적인 가부장제의 이중성이, 역시 가부장제의 본질
인 권력지향과 결탁하여 성숙하고 안정적인 인간관계를 끊임없이 흔들고 있다. 그리하여 친밀했던
관계는 슬프게 소외되며 여성들 사이의 관계마저 매력의 시장에서 경쟁하는 권력의 함수가 되고 만
다.
물론 가부장제의 이중성에 의해 희생되는 것이 여성만은 아니다. 충동적 남성에 대한 합리화는 오
이디푸스적으로 왜곡된 상처받은 영혼의 절규에 다름 아니다. 가부장제의 이중성이 걷히어야만, 폭력
의 업보로 살아가며 세상과 여성을 향해 폭력을 합리화하는 남성의 ‘슬픔’ 이 자각을 시작할 것이다.
양성평등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성행태가 정립되는 시기에 가부장제의 이중적이고 폭력적인
성윤리가 그들의 정체성에 스며들어 남녀의 가치관과 삶의 행로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 아직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 연구의 중요성은 그동안 극단적 집단에서 확인되었던 가부장제의 폭력성이 지극히 평균적인
집단의 일상 속에서 놀라울 정도로 설득력 있게 재현되고 있음을 드러내었다는 데에 있다. 가부장제
의 폭력성에 견디다 못해 상담을 요청한 ‘애처로운’ 여자 청소년이나 보호관찰이 의뢰된 비행 남자
청소년이 해석하는 의미가 아닌, 중류 지역의 평범한 남녀 고등학생이 진술한 일상적 성행태를 통해
가부장제의 성윤리에 내포된 이중적 폭력성을 여과 없이 들여다 볼 수 있었다.
이 연구의 결과에 근거한 두 가지의 제언으로 논의를 갈무리하고자 한다. 첫째, 가부장제의 이중
적 성윤리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담론의 물꼬를 터야 한다. 이는 청소년의 성적 주체성 인정에 대
한 전향적 전환을 모색하면서, 남녀 모두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인식과 우발적 임신을 회피할 수 있
는 구체적 지식에 대한 교육을 포함해야 한다. 아울러 이중적 성윤리가 성윤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의 정체성 정립 시기에 개입하여 가부장제의 전반적 재생산에 결정적 매개 역할을 하는 핵심
이데올로기라는 깨달음을 사회적으로 확산시켜가야 한다. 둘째, 가부장적 성윤리의 재생산에 대한 저
항의 단초를 지속적으로 찾아나서야 한다. 최근 급속히 진행되는 양성 평등적 분위기가 여자 청소년
의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성행태를 이끌어 내는지에 대한 기대는 이 연구에서 전혀 충족되지 않았다.
가부장제가 가장 강고한 전통을 갖고 있는 만큼 가부장제의 붕괴도 가장 극적이고 역동적으로 진행
되는 한국 사회이기에, 청소년의 성행태에 대한 보다 민감한 의미 해석에서 그 어떤 가부장제 붕괴
의 조짐이 포착 될는지 모른다는 기대는 다음 연구로 미루게 되었다. 그러나 사랑을 육체로 치환하
고 관계를 업적으로 간주하는 남자 청소년의 성윤리는 근대 특유의 소외와 밀접하게 관련되며 그러
한 행태는 탈근대의 진전과 더불어 해체에 직면하리라는 기대는 조심스레 가져볼 수 있었다. 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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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의 성찰성이란, 담론이 현실을 변화시키는 과정을 중요하게 포함한다. 가부장적 성윤리의 재생산
이, 아직은 분명히 드러나지 않은 그 어떤 과정을 통해 저항된다는 담론의 형성은 그래서 매우 중요
하다.
그러한 기대가 섣부른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야말로 섣부른 것이다. 한편으로는 여성의 사회적 진
출이 정당하게 이루어지는 만큼 가부장제의 이중적 성윤리가 약화되겠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
연구가 포착해내지 못한 그 어떤 헤게모니 저항의 과정이, 보다 성숙한 관계를 꿈꾸는 남녀 청소년
모두의 일상에서 준비되고 있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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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production of Patriarchal Sexual Ethics

Choo, Byoungsik(Cheonan University)
Even though gender equality proceeds and the culture of sexuality liberalizes, identities of boys
and girls are differently distorted as much as the patriarchal duality permeates into the sexuality of
adolescents, therefore the overall patriarchy of a society is reproduced. This study, through a
qualitative analysis of essays of middle class high school students in Seoul-Incheon area, pursues the
meanings of sexuality male and female adolescents interprete, and discloses if the sexual ethics of
patriarchal duality is reproduced or resisted. Significant themes identified are as follows: intimate
being, grief-causing being, object of physicality, object of achievement, competitor, and supporter.
That is, girls value the intimate relationships with boyfriends while boys perceive girlfriends as the
objects of physicality and achievement, and this discrepancy causes griefs and identity distortion on
the part of female adolescents. Moreover whereas girls tend to regard other girls as competitors in
gendered relationships, boys saliently define other boys as supporters who take the facilitating
functional role in the route to obtaining girls as achievements. Unlike previous studies which dealt
with extreme groups such as girls with serious anguishes for their boyfriends or delinquent boys with
male chauvinism, this study has significance in terms that it proves the reproductive aspects of
patriarchal dual ethics in sexuality as dealing with average and normal adolescent group. It asks for
dissemination of more progressive sexual discourse and concrete sex education programs to shake
such duality, and asserts the necessity of following studies which could capture some resistant
possibilities against the reproduction.
* Key words: gender difference, sexuality, patriarchal duality, reproduc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