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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학 내 성폭력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된 것은 1990년  중반부터이다. 

그 이후 많은 학이 성폭력상담소를 설치하고 학칙을 제정하는 등의 책

을 마련해 왔다. 겉으로 드러난 성과 자체는 적지 않았지만, 과연 그러한 

책이 얼마나 실효적이었는지에 해서는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 글은 그

동안의 반성폭력정책에 한 본격적인 평가에 앞서, 그동안 전개되어온 반성

폭력운동과 정책에 한 시론적인 평가를 시도해 보려고 한다. 이를 위해 반

성폭력운동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해 보고 (Ⅱ), 학 내 성폭력의 실태와 반

성폭력운동의 역사를 검토한 뒤, (Ⅲ), 결론적으로 학 내 반성폭력정책의 

방향을 분야별 나눠서 제시해 보도록 하겠다 (Ⅳ). 

Ⅱ. 반성폭력운동의 방향과 과제1)

1. 가해자 처벌 위주의 법적 전략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학 내 성폭력 문제를 논하기에 앞서, 반성폭력운동의 방향과 과제에 

한 간략한 시론적 고찰을 시도해보도록 하겠다. 그동안 반성폭력운동이 초점

을 맞춰온 것 중 하나가 바로 법을 통한 문제해결이다. 피해자의 심각한 피

해를 강조하고, 이를 야기한 가해자를 법으로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과 판례)을 바꾸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러한 반성폭력운동이 한국

사회에서 성폭력에 한 심각성을 부각시키고,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는데 

1) 이 장은 주로 홍성수, “성희롱에 한 법적 규제와 여성주체의 문제: 하버마스

와 포스트모더니즘의 비판”, 법철학연구 제12권 제2호, 2009; 홍성수, “소송을 

통한 사회변동전략의 한계: 미국의 성희롱 소송을 중심으로”, 법과 사회, 제

38호, 2010의 내용에 기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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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이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1994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등 입법적 성과, 성희롱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법제

화한 것, 각종 성폭력에서 피해자관점을 부각시킨 것, 그리고 가해자에 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성범죄에 한 관용적 태도를 개선한 것 등이 그 표

적 성과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가 성폭력문제의 사회구조적 성격을 부각시키

고 근본적인 문제해결로 이어졌는지에 해서는 비판적 시각이 있다.2) 

지금까지의 반성폭력 전략의 한계는 무엇보다도 법에 의존하는 방법의 한

계와 연관되어 있다.3)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점들이 지적

된다.4) 먼저, 법에 의한 문제해결은 결국 ‘소송’에 의하게 되는데, 소송은 그 

자체로 여러 가지 한계를 안고 있다. 무엇보다 소송은 적 적 관계를 전제하

며, 소송이 제기된 이상 평화적 해결의 여지는 거의 없다. 만약 관계의 ‘파

괴’가 아니라 관계의 ‘회복’을 원하는 성희롱 피해자가 있다면, 최소한 그들

에게 소송은 전혀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 또한 소송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실제 사안을 법의 ‘논리’로 환원시켜야 한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본래 피해

자가 말하고자 했던 다양한 문제의 맥락들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그 맥락이 살아 숨쉴 수 있도록 법과 소송절차를 바꿔야겠지만, 실제 사안과 

법적 사안의 불일치는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법은 원래 문제의 본질과 실체

를 온전히 담을 수 없는 ‘불완전한 그릇’이기 때문이다. 법과 소송이 사회문

2) 그런 점에서, 성폭력 ‘피해자화’의 전략은 “성폭력 사건을 근본적으로 문제화하

고 해결하는데 실패”했으며, 이것은 2009년의 피해자 상담 과정에서도 그 통념

이 변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해서는 변혜정, “성폭력 사건들이 ‘개인화’되는 

것에 한 우려: 연구자, 사건지원자, 여성운동가로서 성폭력문제를 해결한다는 

것”, 여/성이론, 제20호, 2009년 여름호, 220쪽 참조

3) 법이 페미니즘의 이념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점에 한 

지적에 해서는, 오정진, “페미니즘이 법에게, 법이 페미니즘에게,” 여성연구

논집, 18호, 2006, 221쪽; 오정진, “여성주의철학과 법의 만남,” 한국여성철학, 
7권, 2007, 157쪽; 오정진, “성에 관한 법적 담론의 전개와 전망,” 법철학연구, 
6-2호, 2003, 253-264쪽 참조.

4) 홍성수, “소송을 통한 사회변동전략의 한계: 미국의 성희롱 소송을 중심으로”, 
법과 사회, 제38호, 2010, 216-22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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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적 조건을 바꾸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법이라는 도구를 통해 성적 차별의 

구조적 요인을 변화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것은 법이 금지와 처

벌의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성적 불평등의 문제처럼 여러 문제

가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오랜 기간 동안 문화적 습속과 사회구조에 침

습해 있는 문제의 경우에, 이를 금지와 처벌로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

이다. 또한, 법은 가해자 개인을 벌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그 한계가 있다. 

가해자 역시 사회적 구조의 산물인데, 그 원인을 바꾸지 않은 채 그 결과인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사법부의 보수적 성격

도 문제다. 물론 사법부의 성차별적 인식은 개선되어야 하겠지만, 어느 나라

에서나 사법부는 보수적이고 변화에 둔감하다. 사법부가 변화된 사회의식을 

반영하는 전향적인 판결을 낼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법적 처벌이 강화되는 경우에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한다. 

미국에서의 강력한 반성희롱/반성폭력 정책의 반작용이 표적인 사례이다.5) 

언어적 성희롱에 한 과도한 규제가 성에 관련된 표현을 지나치게 제한하

거나, 남성과 여성 사이의 사적 교류를 위축시키기도 한다. 미국 회사에서는 

과도한 성희롱 배상을 피하기 위해,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면 조사하여 진상

을 규명하기도 전에 바로 해고해 버리는 사례가 자주 보고된다. 고용주 입장

에서는 그것이 합리적인 선택이기 때문이다. 성희롱에 강력한 손해배상책임

을 물리자, 그 손해배상금을 노리는 사람도 생겨났다. ‘성희롱산업’이 형성되

었다는 비판이 있을 정도다. 

가해자에 한 법적 처벌은 이른바 ‘피해자화’의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

다.6)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에서는 처벌위주의 책이 여성을 “성적으로 정숙

하고 취약한 피해자(a sexually pure and vulnerable victim)”7)로 만들었다고 

5) 홍성수, 위의 글, 213-216쪽 참조.
6) 홍성수, “성희롱에 한 법적 규제와 여성주체의 문제: 하버마스와 포스트모더

니즘의 비판”, 법철학연구 제12권 제2호, 2009, 203-226쪽 참조.
7) J. L. Cohen, Regulating Intimacy: A New Legal Paradigm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2), 1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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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피해자 페미니즘”(victim feminism)8) 또는 “금욕주의

적 페미니즘”9)라고 비판하기도 한다.10) 또한 이러한 피해자화가 성희롱에 

한 규제가 “성적 정복자(주체)로서의 남성 vs. 성적으로 정복당하는 상

으로서의 여성”이라는 젠더 고정관념을 만들어낸다는 비판도 제기된다.11) 같

은 맥락에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향의 법제화가 “성정체성의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표준화효과”를 낳게 된다는 것이다.12) 

2. ‘반성적 모델’의 규제방법과 ‘작은 것들의 정치’

위에서 지적한 여러 문제들에 한 해법으로, 여성을 성적 행위의 “한 부

분의 행위자(partial agency)”로서 평등한 자유를 보장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야 한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볼 필요가 있다.13) 피해자에 한 ‘후견적 보

8) C. Brant and Y. L. Too, “Introduction,” in C. Brant and Y. L. Too (eds) Rethinking 
Sexual Harassment, (London; Boulder, Colo.: Pluto Press, 1994), 5-7쪽 참조; 프랑

스 언론이 미국성희롱 정책을 순결주의(puritanism)로 묘사하고 있다는 지적으로

는 A. C. Saguy, What is Sexual Harassment?: From Capitol Hill to Sorbonn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3], ch. 3 참조.

9) 이것은 맥키논의 포르노 규제 주장을 비판하는 맥락에서 사용된 것이지만, 성
희롱 규제에도 동일한 비판이 가능하다. 하주영, “어떤 환원주의: 맥킨넌의 그

늘,” 철학과현실, 62호, 2004, 130-140쪽 참조.
10) 피해자 페미니즘은 성폭력, 성매매, 포르노그래피에 하여 피해자 처벌 위주

의 강벌주의 정책에 한 비판에 공히 적용된다. 이에 해서는 조국, 형사법

의 성편향, 2판, 박영사, 2004, 264-286쪽; 하주영, 위의 글, 130-140쪽 참조.
11) K. M. Franke, “What’s Wrong with Sexual Harassment,” Stanford Law Review, 

49(4), 1997, 691쪽 이하, 693쪽, 696쪽.
12) J. Habermas/한상진ㆍ박영도 역, 사실성과 타당성, 나남, 2000, 506쪽. 문제는 

이러한 성정체성의 고정관념이야말로, 여성주의운동이 넘어서려고 했던 바로 

그 차별이라는 점이다. 이에 해서는 K. Browne, “Title VII as Censorship: Hostile- 
Environment Harassment and the First Amendment,” Ohio State Law Journal, 52(2), 
1991, 488쪽; Cohen, 위의 책, 136쪽 참조.

13) K. Abrams, “The New Jurisprudence of Sexual Harassment,” Cornell Law Review, 
83(6), 1998, 1217쪽 이하; K. Abrams, “Sex Wars Redux: Agency and Coercion in 
Feminist Legal Theory,” Columbia Law Review, 95, 1995, 304-3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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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가 아니라 성적 자유의 평등한 기회를 위한 “상상적 영역”(imaginary domain)

을 위한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14) 성적 소통은 여성과 남성이 함

께 구성되는 것이며,15) 여기에 여성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여성의 힘을 증진시키는 것”(empowerment)에 반성폭력운동의 초점이 맞춰

져야 한다는 것이다.16) 

이러한 방향의 법적 규제모델을 찾기 위해, 규제방법을 “억압적 모델(repressive 

model)”과 “반성적 모델(reflexive model)”로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17) 억압

적 모델이 주로 위계적인 관계 속에서 규제자가 피규제자를 법을 통해 강제

로 규제하는 방법이라면, 반성적 모델은 관련 행위자들이 수평적 관계 하에 

협력적이고 반성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델이다. 성폭력문제에 적용

해보면, 가해자 처벌 위주의 방법이 ‘억압적 모델’에 해당한다면, 사내(학내)

의 상담기구(예: 성폭력상담소, 양성평등상담실)나 고충처리기구, 그리고 사

적인 상담기구이나 국가인권기구나 고용평등위원회 같은 차별시정기구에 의

한 상담ㆍ조정ㆍ구제절차 등은 ‘반성적 모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18) 

반성폭력운동의 방향이 성폭력이 일어난 원인과 배경에 한 성찰을 통해 

14) D. Cornell, The Imaginary Domain: Abortion, Pornography & Sexual Harassment 
(London: Routledge, 1995), 170-171쪽; D. Cornell, Beyond Accommodation: Ethical 
Feminism, Deconstruction, and the Law (Lanham: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1999), xxv면.

15) 이 점을 발화(speech)의 수행성으로 설명하는 J. Butler, Excitable Speech (London: 
Routledge, 1997) 참조.

16) 심영희, “성폭력 성희롱 관련법의 내용과 예방 책,” 학생생활연구, 27호, 2000, 
130쪽.

17) 홍성수, 위의 글 (주6), 220-221쪽 참조; L. C. Reif, The Ombudsman, Good Governance 
and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System (Leiden; Boston,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04), 18-19쪽; 유사한 맥락에서 “법적 방법”과 “자발적ㆍ협력적 방

법”으로 나누는 견해로 B. Morgan and K. Yeung, An Introduction to Law and 
Regul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321쪽 참조.

18) 성희롱 규제를 “공식적 접근방법”과 “비공식적 접근방법”으로 나누는 A. Bernstein, 
“Law, Culture, and Harassment,”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Review, 142(4), 
1994, 1280-128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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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조건을 바꿔나가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면, ‘반성적 모델’의 긍정

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미 발생한 범죄행위에 한 처벌도 필요하지만, 

여성을 보호의 상이 아니라 성적 교류의 한 당사자이자 주체로서 권한을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19) 이것은 이른바 “작은 것들의 정치”20)

를 만들어가는 방식이기도 하다. 아렌트적 의미에서의 ‘폭력’(Gewalt)과 구분

되는 ‘권력’(Macht)은 사람들이 함께 만나서 이야기하고 합의를 만들어 가고, 

함께 행동할 능력을 만들어갈 때 만들어진다. 이러한 일상적인 문화와 관계

를 변화시키는 것이야말로 궁극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국가에 의한 개입, 법에 의한 규제를 통해 사회변화를 추구하는 “큰 

정치”와 별된다. 보다 많은 처벌을 관철시킬 수 있는 정치인과 법률가도 

중요하지만, 현실에서 작은 정치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의 행위능력도 중요하

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현실을 그 로 내버려 두고 자율에 맡길 수 없다면, 

문제의 해법은 현실의 작은 정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그 조건을 강화

시켜 주는 비법적, 반성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가페미니즘’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급속하게 제도화된 여성운동이 정치를 협소하게 하고 여

성운동의 자율적 공간을 축소했다는 비판21)이 적절한 것이라면, 더욱 이 작

은 것들의 정치가 갖는 중요성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반성적 모델의 장점을 말한다고 해서, 법이 사회분쟁의 해결에 주요한 메

커니즘이라는 사실을 부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성희롱소송에 이론적 근

거를 제시한 맥키논이 스스로 말하는 것처럼, 성희롱법은 여성들이 남성 가

19) 이러한 제안은 반성폭력정책에서 가해자에 한 처벌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의 처벌이 적절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 여전히 

가해자에 한 처벌은 중요하며, 지금보다 훨씬 강력하고 철저한 처벌이 필요

하다는 것에 이의가 없다. 다만, 반성폭력 정책의 방향이 가해자 처벌로 한정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20) J. C. Jeffrey, 이충훈 역, 작은 것들의 정치, 후마니타스, 2011 참조.
21) 김경희, “법제화운동을 중심으로 본 한국여성운동의 제도화와 위기론,” 사회과

학연구(서강  사회과학연구소), 15-1호, 2007, 122쪽 이하; 윤정숙, “진보적 여

성운동의 전환을 위한 모색,” 창작과 비평, 125호, 2004, 65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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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자에 맞서 공적인 주장을 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22) 더 나아가 법을 활용하는 전략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사회문제화

하는 유용한 방법이라는 점은 분명하다.23) 아직도 한국의 현실에서는 ‘더 많

은 법’, ‘더 강력한 규제’를 요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제도적 기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법적 처벌을 

넘어선 어떤 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은 여전히 중요하다.

Ⅲ. 대학 내 성폭력의 실태와 반성폭력운동의 역사

위에서 이야기한 반성폭력운동의 문제의식은 학 내 반성폭력운동의 방

향과 과제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일단 논의의 전제로 현재 학 내 성

폭력문제의 실태와 반성폭력운동의 역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대학 내 성폭력 실태

1990년  후반 학 내 성폭력문제를 다루던 한 학생 단체는 학을 

“성폭력 박물관”24)으로 규정한 바 있다. 학은 성폭력과는 거리가 멀 것이

라는 세간의 인식과는 달리, 학은 학 밖의 사회와 다름없는, 아니 오히

려 더 심각한 성폭력문제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2001년 한국성

폭력상담소는 여 생 28.3%가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보고한 바 있고, 

22) C. A. MacKinnon, “Afterword,” in C. A. MacKinnon and R. B. Siegel (eds) 
Directions in Sexual Harassment Law (New Haven;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04), 673쪽.

23) 조순경, “경제위기와 고용평등의 조건,” 조순경 편, 노동과 페미니즘, 이화여

 출판부, 2000, 325쪽 참조.
24) 학내 성폭력 근절과 여성권 확보를 위한 여성연 회의, “ 학=성폭력 박물관, 

없는 것이 없다”,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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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여성부는 여 생의 39%가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보고했다. 

2004년의 한 연구에서는 학생의 성희롱 경험은 28.7%(여성 31.8%, 남성, 

22.4%)25)라는 결과를, 또 다른 연구에서는 전체 69.3% (남성 62.6%, 여성 

77.2%)26)라는 결과가 보고되기도 했다. 

학 내 성폭력 문제의 정확한 계량적 수치를 보여주는 자료는 쉽게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학 내 성폭력 관련 상담소의 상담건수가 참고가 된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11개 학의 학내 성폭력 관련 상담기구에 접

수된 사건은 2009년 69건, 2010년 80건, 2011년 상반기 49건 등 총 198건이

었는데, 이 중 학생－학생 간 사건이 88건(44.4%)으로 가장 많았고, 교수－
학생 간 사건(38건, 19.2%), 학생－외부인 간 사건(24건, 12.1%)이 뒤를 이었

다.27) 사건의 일부만이 상담기구에 의뢰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보다는 훨

씬 더 많은 성폭력 문제가 학 내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2. 대학 내 반성폭력운동의 역사

이러한 성폭력문제가 있었던 것은 오래된 일이겠지만, 이를 운동의 차원에

서 풀어낸 것은 1990년 중반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전에는 소규모 

동아리 활동이나 총여학생회를 통한 여학생운동이 있는 정도였는데, 개는 

규모 자체가 미미하거나 전체운동의 일부였을 뿐이다. 하지만 1990년  들

어, 총학생회에 종속되지 않은 세력들이 총여학생회 선거에 당선되거나, 여

학생위원회 등을 만들어 독자적인 중운동을 펼치는 여학생운동의 흐름이 

25) 박옥임 외, 성별에 따른 학 내 성희롱에 관한 실태 및 인지도 분석, 한국지

역사회생활과학지, 15(3), 2004, 144쪽.
26) 정향미, “남녀 학생의 성희롱 피해, 가해 경험과 영향요인 분석”, 아동간호

학회지, 10(3), 2004, 293쪽. 
27) “2년여간 학 내 성폭력 사건 상담접수 198건”, 연합뉴스, 2011년 9월 30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
005293956, 2011년 11월 30일 최종 방문)



38  성평등연구ㆍ제15집【일반논문】

형성되었다. 먼저, 운동권 내의 여성차별이나 성폭력문제를 제기하는 흐름이 

있었다. 이것은 이른바 ‘진보진영’에 만연한 성차별 의식이나 성폭력에 한 

무지를 질타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내부성찰과 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28) 또

한 다른 한편으로, 교수의 학생에 한 성폭력29), 선후배 사이의 성폭력, 학

생회/동아리 등 학생조직 내의 성폭력 등에 해서 다양한 문제제기가 이루

어졌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피해자 실명공개, 사과문 게재, 자치규약 제정 운

동 등으로 전개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성폭력 관련 학칙 제정 운동과 성폭

력상담소 설치운동으로 이어졌다. 실제로 2001년 초반에는 부분 학에 성

폭력 관련 학칙제정과 성폭력상담소가 설치되었다.30) 학 내 운동만의 성

과라고 볼 순 없지만, 1999년에는 성희롱예방교육이 법제화되기도 했다.31) 

28) 이것은 2000년도에 <운동사회 내 성폭력 뿌리뽑기 100인 위원회>이 결성으로 

이어진다. 운동권 내 가부장제에 한 문제는 전희경, 오빠는 필요없다: 진보

의 가부장제에 도전한 여자들 이야기, 이매진, 2008 참조.
29) 여러 가지 사례가 있지만, 1990년  S  교수 성희롱 사건이 효시격이다. 1993

년에 사건이 폭로되었고, 최종 판결이 내려진 것은 1999년이다.
30) 성희롱, 성폭력 규정을 제정한 연도는 부분의 학 이 2001년 (76.9%) 또는 

200년 (11.3%)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는 1990년  학 내 반성폭력운동과 더

불어, 1999년 교육인적자원부의 “남녀차별금지법의 시행에 따른 성희롱 등 남

녀차별방지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과 2001년 ’남녀차별금지법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 요령”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김계현 외, 국내외 학의 성희롱ㆍ
성폭력 정책연구, 학지사, 2005, 73쪽 참조.

31) 1999년에는 (2005년 폐지된)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과 ‘남녀고용

평등법’에 의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이 의무화되었다. 현재에는 남녀고용

평등법의 개정법률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

해 성희롱 교육이 규정되어 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13조)과 그 시행령(3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연 1회 이상 직장 내 성

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는데, 학에서도 교수/직원은 1년에 한번 

성희롱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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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대학 내 반성폭력정책의 방향

지금까지 전개되어온 학 내 반성폭력운동과 정책은 학칙 제정운동과 반

성폭력 자치규약운동, 성폭력상담기구의 설치, 성폭력/성희롱예방교육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것들은 단순히 가해자 처벌에 초점을 맞추는 유형의 실천

들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특별한 중요성을 갖는다. 그리고 이러한 실천들이 

확 강화되는 것이 바로 학 내 반성폭력정책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것은 위에서 설명한 이른바 ‘반성적 모델’의 접근방법의 구체적인 실천이기

도 하다. 아래에서는 항목을 나눠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반성폭력 학칙 제정과 자치규약운동

1990년  중후반에 학가를 중심으로 전개된 반성폭력 자치규약운동은 

매우 의미있는 것이었다. 당시 일부 학에서는 각 자치단체별로 토론을 거

친 후 각각 자치규약을 만들도록 하는 운동을 벌였다.32) 이것은 학 내 성

희롱 문제의 해결이 ‘법적 소송’에 의존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치규약이나 

학칙을 제정하는 운동에서 출발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33) 초기 학내 반성

폭력운동이 자율적인 실천을 통해 공동체적 문화를 형성하고 개인의 변화를 

촉진시키는 일종의 ‘자치운동’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

다.34) 법이나 학칙에 의한 일률적인 규제가 아니라, 각각의 자치단위가 자신

32) 성희롱을 “법에 호소하기는 중 하지 아니하나 당사자에게만 맡겨두기에는 심

각한 행위 양식”이라고 규정하고, 그 중간 영역을 회칙, 학칙, 윤리규정 등의 

“중간규범”이 채우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최 권, “중간규범의 성장,” 현상과 

인식, 2002 봄/여름호, 32-36쪽, 42쪽 이하 참조.
33) 김신현경, “성적 주체로서의 여성, 욕망과 폭력 ‘사이’?” 여성과 사회, 13호, 

2001, 54쪽.
34) 김보명, “1990년  학반성폭력 운동의 여성주의 정치학”, 페미니즘연구, 제

8권 1호, 2008, 21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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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현장에서 자신들의 지역적인 규범을 만들고 실천해나갔다는 점이 특히 

흥미로운 점이다. 이러한 흐름이 어느 순간 중단된 것은 아쉬운 일이다. 자

치규약운동의 복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이것을 성폭력상담기구 등이 체

계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것은 서구에서의 ‘반성폭력운동 정책 선언’(policy statement)35)과 유사하

다. 이것은 직장별로 정책선언을 하는 것이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효과적이

라고 알려져 있는데, 한국에서 이것이 기업보다는 학 내에서 진행되었다는 

점이 특이하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규약을 하나 만드는데 의의가 있는 것은 

아니다. 정책 선언의 개발 과정에서는 해당 조직의 모든 관계자들이 참여해

서 함께 토론하고 고민하면서 공동의 약속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중요하다. 

조직 내에서 이것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가가 관건이긴 하지만, 내

실있게 진행될 수 있다면 그 어떤 방법보다도 효과적일 수 있다. 규범이 위

에서 아래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공동체의 규범을 만들어가는 것

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정책선언이 성희롱을 예방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36) 여하튼 한국의 학에서 그런 

이상적 모델에 가까운 운동의 흐름이 자율적으로 형성되었다는 점은 흥미로

운 일이다.

2. 성폭력상담기구의 설치와 운영

1990년  반성폭력운동의 성과는 학에 성폭력 상담기구를 설치하는 결

과로도 이어졌다.37) 성폭력 문제의 성격상 초기 단계의 응은 매우 중요하

35) 반성폭력 정책선언에 한 개요는 P. E. Harrington & A. L. Kimberly, Investigating 
Sexual Harassment in Law Enforcement and Nontraditional Fields for Women (New 
Jersey: Pearson Prentice Hall, 2007) 참조.

36) G. M. Gomes et al. ‘Prohibiting Sexual Harassment in the European Union: An 
Unfinished Public Policy Agenda’, Employee Relations, 26(3), 2004, 301쪽. 

37) 명칭은 ‘성폭력상담소’, ‘양성평등상담소’, ‘성희롱ㆍ성폭력상담소’, ‘양성평등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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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성폭력을 당하게 되면 보통 무엇을 어찌해야 할지 모르고 당황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 높은 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기구들은 중층적으로 곳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학이나 

기업 내부에는 내부 고충처리기관이 설치되어야 하고, 외부에는 사법부보다 

접근성이 훨씬 좋은 차별시정기구(우리의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나 구 남

녀차별개선위원회), 그리고 사설 상담기구 (성폭력상담소, 여성의 전화 등 여

성관련 NGO가 운영하는 상담기관) 등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기구들은 무엇보다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나 쉽게 접근가능해야 한다. 상담기관들은 초기 상담을 통해, 문제해결의 방

향을 설정하는 일종의 관문(gateway)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직접 문제 해결

에 나서기도 한다. 보통 이 절차는 비공식적 절차와 공식적 절차로 나뉜

다.38) 비공식 절차에서는 조사관이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상담/조사를 통해 

(외부 공개나 공식위원회 결정 없이) 문제를 화해 등의 방식으로 해결한다. 

공식 절차는 공식적으로 조사 절차에 착수하고, 기관 내에 설치된 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해결을 도모하는 방식이다. 이 절차 역시 단순히 가해자를 처벌

하는 행정결정을 내리는 차원을 넘어서, 피해자가 가해자 모두가 공동체적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어야 한다.39) 이러한 방법으로도 해결

되지 않는다면, 적절한 단계에서 사법절차로 이송하게 되고 상담기구는 이 

과정을 도와주게 된다.40) 

터’ 등 다양하다.
38) J. M. Owens et al., ‘Sexual Harassment in the European Union: The Dawning of a 

New Era’, SAMA dvanced Management Journal, 69(1), 2004, 10쪽. 이것은 formal 
complaints와 informal complaints의 번역어인데, 비공식적이라는 한국어 표현은 

마치 비공식적 절차가 덜 중요하고 비전문적인 것인 듯 한 느낌을 주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이것을 자율적, 타율적 절차라고 부르자는 견해도 있다. 하혜

숙, “성희롱ㆍ성폭력 상담 및 조사 과정 분석을 통한 효율적 모형 탐색”, 상담

학연구, 10(4), 2009, 2562쪽 참조.
39) 이러한 방법을 회복적 사법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하혜숙, “회복적 사법 개념이 

학 상담에 주는 시사점 연구: 성희롱 상담을 중심으로”, 아시아교육연구, 8
권 3호, 20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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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들 상담기구들의 역할은 단순히 가해자 처벌을 돕는 것에 한정

되어서는 안된다. 일상적인 교육/홍보, 초기 단계에서의 비공식적 화해/조정, 

공식적인 결정에 의한 징계, 의료지원, 사건 이후 생활지원, 수사 의뢰, 소송 

지원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그 과정에서 단순히 위계적이고 

후견적으로 피해자를 돕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또는 잠재적 피해자들이 주

체적으로 문제를 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응원하고 교육하는 역할을 해

야 한다. 

또한 성폭력 상담기구는 상담기능을 넘어서, 반성폭력의 문제의식이 학 

곳곳에 스며들게 하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해야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학 내의 양성평등정책과 반성폭력정책을 총괄하는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

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인권기구의 경우 정책의 개발/권고, 교육/홍보, 조

사/구제 등 3가지 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이 한 기구 내에서 통

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마찬가지로 성폭력상담기

구도 양성평등과 성폭력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41) 예를 들어, 지금과 같은 상담/조사/구제 기능은 더

욱 강화되어야 하고, 성폭력예방활동뿐만 아니라, (법제화되어 있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역할도 맡아야 한다. 아울러, 학 차원에서

의 반성폭력/양성평등 정책을 입안하고 경우에 따라서 이를 집행하는 역할도 

맡아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학생자치조직들이 자치규약을 만들고 이를 이

40) 그런 점에서 성폭력 상담기구의 이러한 역할은 기존의 사법적 구제를 무의미

하게 만들거나 ‘ 체’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적 구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비슷한 관점으로, 하혜숙, 성희롱ㆍ성폭력 상담자 가이드, 학지

사, 2009, 70-71쪽; 한 조사에 따르면, 2006년 학별 성폭력 상담기구 조사사건

의 처리결과 중 중재나 조정을 통한 당사자 합의 도출이 71.8%를 차지했고, 징
계가 이루어진 것은 28.2%였다. 현재 상담기구 활동이 처벌 위주로 흐르지는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상담기구의 중재/조정 기능이 얼마나 중요

한지를 보여주는 결과라고 하겠다. 하혜숙/박성혁, “ 학 성희롱ㆍ성폭력 상담 

및 조사사건 현황 분석 연구”, 상담학연구, 9(2), 2008, 413-414쪽 참조.
41) 비슷하게, 상담소의 기능을 외부지원체계 연결기능, 문제해결기능, 상담 및 교

육 기능으로 파악하고 있는 하혜숙, 위의 책, 64-7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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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는 과정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후술할 성폭력 예방교육이 제

로 실시되기 위해서는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기구가 필요한데, 이 기능 역

시 성폭력 상담기구가 담당할 때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42) 

하지만 현재 학의 성폭력상담기구들이 이러한 기능을 제 로 수행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2005년도에 실시된 한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학들의 

80% 이상이 어떤 형식으로든 성폭력 관련 상담기구를 설치하고 있다.43) 하

지만, 성폭력 규정 및 상담실이 설치되어 있다는 인식은 10.8%에 불과하고, 

상담실 이용의사는 56.4% 정도라는 연구결과를 보면, 이들 상담기구가 구성

원들에게 충분히 인지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44) 그리고 무엇보다 성폭

력 상담기구의 예산, 조직, 공간은 매우 부실한 상황이다. 실제로 상근자 1-2

명이 모든 일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고,45) 연간 사업비가 1천만 원 미만인 

학이 82곳으로 전체의 73.9%를 차지한다.46) 성폭력문제의 특성상 아무리 

훌륭한 학칙을 가지고 있어도, 그 운영이 제 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더욱이 위에서 제시한 성폭력상담기구의 다양한 역할들을 수

행하는 것은 현재의 상황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상담기구가 부실하게 운영

된다면, 그 역할이 단순히 피해사실을 접수해서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에 한

정될 수밖에 없다.47)

42) 김계현 외, 위의 책, 90쪽 이하에서는 성폭력 전담 기구가 상담, 조사, 정책운

영의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43) 김계현 외, 위의 책, 90-91쪽.
44) 박한샘, “ 학생의 성폭력 의식에 관한 연구”, 학생생활연구(상명 ), 제15집, 

2002 참조.
45) 김계현 외, 위의 책, 111쪽.
46) “2년여간 학 내 성폭력 사건 상담접수 198건”, 연합뉴스, 2011년 9월 30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
005293956, 2011년 11월 30일 최종 방문)

47) 미국, 캐나다, 일본 등 해외 학들의 성폭력 책도 예방보다는 구제에 초점

이 맞춰져 있긴 하지만, 상담기구가 질적/양적으로 우리보다는 상황이 훨씬 나

은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미국과 캐나다는 상담조사관이 단순히 문제를 징계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고소절차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합의와 중재에 의한 

비공식적 해결에 초점을 맞춘다. 김계현 외, 위의 책, 37-68쪽. 상담기구가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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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폭력/성희롱 교육

성폭력문제에 있어서 교육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1990년  여성

주의 운동의 성과로 ‘성희롱예방교육’이 법제화된 것은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 문제는 그 방법이다. 먼저 성희롱예방교육의 주제가 ‘성희롱’으로 한정

된 것은 아쉬운 일이다. 성희롱과 성폭력을 같은 선상에서 보는 시각에서는, 

성희롱만 따로 떼어놓고 교육을 하는 것은 그다지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다. 

또한 성희롱이든 성폭력이든, 양성간의 자유롭고 평등한 성적 교류를 권력이

나 폭력을 동원하여 훼손시킨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한다. 이것이 두 주제의 

교육을 하나로 통합시켜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학 내에서는 기왕에 법제화되어 있는 성희롱교육을 양성평등교육, 성희

롱/성폭력 예방교육, 성교육으로 확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상을 

교수와 교직원으로 한정시키지 말고, 학생에게도 확 해야 한다.48) 한 조

사에 따르면, 학생의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경험은 46.8%에 불과하다고 

되어 있는데,49) 사실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것도 고려볼 수 있다. 학생에 

한 성교육은 초중고의 부실한 성교육현실과 고등학생의 80% 이상이 학

에 진학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50) 게다가 남학

할수록 ‘진압’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다.
48) 일례로, 120분씩 총 6회 분량의 학생 상 ‘성폭력 예방 심리건강교육 프로

그램’을 제안하는 손승아, “ 학생 성폭력 예방을 위한 심리건강교육: 데이트 

성폭력을 중심으로”, 여성건강, 5(2), 2004 참조.
49) 박한샘, 위의 글 참조

50) 초중고 학생들에 한 성교육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에 의해 1년에 10회 이

상 실시되어야 하지만, 학생들의 41%가 1-2회, 26.1%가 5-6회 받았다고 답했으

며, 전혀 받지 않았다고 답한 학생도 6.9%였다. 교육방법도 인쇄물이나 비디오 

시청이 54.9%로, 교내방송 44.8%, 강당교육 33.3%, 전시회교육 6.5% 등으로 나

타나, 관련 교육은 부분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사회를 

위한 보건교육연구회가 보건교육포럼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보건교육진흥방

안’토론회에서 전국 초ㆍ중ㆍ고 학생 1026명을 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

과, 문화일보, 2007년 04월 11일자 참조 (http://www.munhwa.com/news/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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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이 부분 군 에 가도록 되어 있는 한국의 현실에서 학에서의 성교

육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왜곡된 남성성이 내면화되는 과정에서 ‘군 ’에

서의 경험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51) 예비역 복학생들

이 학 성문화에 미치는 지 한 영향을 고려해보면, 학에서의 성희롱/성

폭력 교육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교육의 내용도 개선되어야 한다. 현재 성희롱예방교육은 개, 다양한 사

례를 열거하고, “이렇게 하면 처벌된다”는 식으로 교육하는 경우가 부분이

다.52) 처벌사례 위주의 교육은 경각심을 일으킬 수는 있을지 몰라도, 성폭력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내면화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게다가 이러한 방

법의 교육은 새로운 또는 교묘한 일탈을 야기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노동부

에서 만든 직장내 성희롱 예방지도 지침을 한번 살펴보자.53) 여기서는 직장

내 성희롱의 유형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런 지침은 성희롱문제의 해결에 큰 

html?no= 20070411010309270970020, 2011년 11월 31일 최종방문).
51) 군 와 남성성의 문제에 해서는 다음의 문헌 참조: 조성숙, “군  문화와 남

성”, 여성한국사회연구회(엮음), 남성과 한국사회, 나남, 1997; 이영자, “한국의 

군  생활과 남성 주체 형성”, 현상과인식, 2005년 가을호; 권인숙, “군사주의 

문화의 성별화된 실제와 과제”, 여성/가족생활연구, 제8집, 2004; 권인숙, 
한민국은 군 다, 청년사, 2005, 제4장; 권인숙, “군  섹슈얼리티 분석: 성욕, 
남성성, 동성애 등을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제82호, 2009년 여름호 참조.

52) 2011년 9월 26일 개최된 성희롱 관련법제 입법평가 토론회(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주최)에서도 성희롱 예방교육이 형식적으로 실시되고 있다는 비

판이 있었다. 학에서의 성희롱교육에 해서도 동일한 비판이 가능할 것이다.
53) “직장내 성희롱 예방지도 지침” (노동부, 2007): 직장내 성희롱의 유형 (1) 육체

적 행위: ①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 ② 가슴ㆍ엉

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③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2) 언
어적 행위: ①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전
화통화 포함); ② 외모에 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③ 성적인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④ 성적인 관계

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⑤ 회식 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

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3) 시각적 행위: ① 음란한 사진, 낙서, 출판물 등을 게시

하거나 보여주는 행위(컴퓨터 통신이나 팩스 리 등을 이용한 경우 포함); ② 성
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4) 기
타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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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음란한 농담이 성희롱이 되는 것은 그것이 

권력에 의해서 강요되는 경우인데, 어느 경우가 강요이고 어느 정도면 상호

합의에 의한 농담인지를 가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동일한 성적 

농담이 어느 경우에 ‘폭력’이 될 수 있는지, 내가 생각하는 선의가 상 방에

게는 왜 폭력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에 한 세심한 감수성을 키워야 한다. 

특히 성희롱에 한 인식이 모호한 상황에 하여, 남성과 여성의 해석 차이

가 발생하는 양상을 이해하는 것은 성희롱예방교육에서 매우 중요하다.54) 

하지만, 처벌 사례 알려주기식 교육을 통해 이러한 문제의식이 함양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55) 

이러한 교육 내용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교육방법도 바뀌어야 한다. 성희롱

예방교육은 개 형 강의실에 많은 인원을 모아 놓고, 한 번의 강의로 끝

54) 성희롱 판단에 한 남녀 차이 분석을 토 로 성희롱예방교육에서 이 점이 중

요하게 다루어져야 함을 지적하는, 하혜숙/김계현, “성희롱 판단에 한 남녀 

차이 분석 연구－ 학 내 성희롱 상담 및 예방교육을 위한 시사점 도출을 위

하여”, 상담학 연구, 8(2), 2007, 447쪽 참조.
55) 얼마 전 문제가 된 법원의 성희롱 지침도 마찬가지이다. 나름 로 세심하게 고

려된 지침인 듯 하지만, 여성판사를 ‘여성’으로 상화시키고, 보호받아야할 

(남성과 다른) 존재임을 부각시키고 있다. 물론, 여성의 입장을 고려하고 배려

하는 것과 여성을 후견적으로 하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이 지침은 후자에 편향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침은 성희롱 문제에 

한 감수성을 키우기 보다는, ‘행위’ 위주로 문제를 단순화시키고, 여성을 ‘보
호’의 틀 안에 가두게 될 수 있다. 참고로, “여성 배석 판사들과 함께 근무하는 

부장판사의 유의점”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적혀 있다. 여성의 생리적인 특성

을 고려해 재판을 쉬지 않고 두 시간 이상 진행하지 않으며, 배석 판사의 의견

을 들을 때 얼굴 거리가 너무 가깝지 않게 1m 정도 두고, 여성 판사들이 재판 

기록을 들고 오는 수고를 덜 수 있게 부장판사가 배석 판사 방으로 직접 가서 

판결 합의를 할 것; 의상ㆍ몸매에 관한 이야기나 결혼 여부에 관한 질문을 피

하고, 여성 판사와 단둘이 방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경우는 방문을 열어두며, 여
성 판사가 퇴근하기 전에는 방에 혼자 있더라도 벨트를 풀거나 느슨하게 하지 

않아야 하고, 여름에 와이셔츠 단추를 너무 많이 풀거나 야근할 때 반바지로 

갈아입지 말 것; 여성이 남성보다 식사 속도가 늦는 경우가 많으므로 배석 판

사들보다 빨리 먹지 않도록 배려하고, 식사 시간 화를 위해 아이돌 그룹, TV 
드라마 등에 관해 가벼운 정도라도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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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거나, 온라인교육으로 체되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는 자유롭고 평등한 

성적교류가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에 한 감수성을 함양되기 어렵다. 게다가 

이런 방식의 교육이야 말로, 후견주의적 보호담론에 기반한 금욕주의, 순결

주의적 경향의 교육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 방법상으로는 20명이 넘지 

않은 숫자가 소규모로 워크숍을 하는 정도가 적절하다. 어떤 행위가 ‘금지’

되어 있는지를 사례를 통해 수동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 교류의 

한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함께 고민하고, 서로의 생각이 어떻게 다를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56) 

예를 들어, 한 연구에 따르면, 남자 학생들이 성역할 고정관념에 의한 

남성성을 수용하고 있으며, 특히 성적 상황에서의 전통적인 고정관념을 수용

하고 있다.57) 이것이 남성중심적 ‘문화’로 인해 남성과 여성이 다르게 ‘사회

화’되었기 때문이건, 또는 남성과 여성의 본성이 다르게 진화해 왔기 때문이

건,58) 남성과 여성의 성에 한 인식이 상당히 다르다는 것이다. 예컨 , 남

성은 거부하는 여성에 해 “속으로는 좋아한다”고 생각하거나 여성의 작은 

친절에 “저 여자가 나에게 성적 호감이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

은 남자 학생들은 데이트 상황에서의 강압적인 성행위에 해 관 한 태도

를 보이는 것으로 연결된다. 이 남성성의 문제를 함께 토론하고 숙고해봐야 

하는데, 그것이 일방적인 ‘강의’로 이루어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다른 

사람 경험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어떻게 하는 게 올

바른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과정 속에서, 교육 상자들은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처하는 사후적인 방법

을 수동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 교류가 주체적으로 어떻게 가능

56) 같은 취지로, 하혜숙, “ 학 내 성희롱 예방교육에 부정적 정서가 미치는 영향 

분석: 교수 예방교육을 중심으로”, 아시아교육연구, 11권 1호, 2010, 37쪽 참조.
57) 신성자, “남자 학생들의 데이트 강간 성향 파악과 처 방안 모색을 위한 연

구: 구 지역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32, 1997 참조.
58) 이러한 입장으로 전중환, “성희롱 예방, 진화심리학에 답 있다”, 동아일보, 

2010년 7월 29일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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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를 습득할 수 있을 것이다. 성폭력예방교육은 성폭력 발생 사후의 ‘처

리’에 한 지식을 전달해주는 것이 되어서는 안되며, 성폭력이 항상 잠재된 

현실임을 인식하고 일상적 상황에서 자유롭고 평등한 성적 소통이 가능할 

수 있는 조건에 해 함께 고민하는 자리여야 한다.

또한 법제화되어 있는 성희롱예방교육과는 별개로 다른 공식적/비공식적인 

교육이 다양한 형태로 곳곳에서 조직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학교 교양

수업에 관련 과목을 개설한다거나, 학생회나 노조, 교수단체 등에서 자율적

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필요하다.

Ⅴ. 나아가며

학 내 성폭력 문제의 근절은 성차별적인 문화와 인식을 바꾸는 것으로 귀

결된다. 이 글에서 강조하려고 했던 것은 그것이 단순히 가해자를 엄벌하는 

정책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다. 그리고 학내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컨트롤 타워로서의 성폭력 상담기구의 역할, 학생회, 기타 자치 조직 등

의 자율적 노력, 국가인권위원회나 사설 성폭력 상담기구 등의 지원 등이 조

화를 이루어 잠재적 가해자들을 효과적으로 교육하고, 피해자들이 피해상황에 

능동적으로 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물론 그렇다고 법적 해결방법이 무의미하다는 얘기는 아니다. 오히려 강력

하고 확실한 법적 처벌이 배후에 든든히 있어야, 이러한 비공식적, 비법적 

기제들이 더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아직 남아있는 법적 개혁과제들(예

컨  강간죄 친고죄 폐지, 성범죄 양형문제 등)도 중단없이 추진되어야 한

다. 하지만 법적 처벌은 성폭력/성희롱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중요한, 그러

나 ‘단지 하나의’ 방법에 불과하다. 따라서 법적 처벌과 더불어 ‘작은 것들

의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비공식적이고 안적인 정치행동을 강화해

야 한다는 얘기다. 법률 개정을 위해 국회에 로비를 하는 것보다, 학교와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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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 성문화에 한 작은 토론을 조직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일 수도 있

다. 법률 개정의 성과보다 자치단위마다 반성폭력 자치규약을 만드는 것이 

더 많은 변화를 이끌어낼 수도 있다. 법과 국가를 경유하지 않는 이러한 ‘작

은 것들의 정치’를 복원하는 정치적/사회적 실천이 학 내 반성폭력정책의 

중심적 과제로 더욱 부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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