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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안한 등하교 길과 학교

최근 서울 영등포에 있는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방과 후 수업’을 기다리던 한 여

학생이 괴한에게 납치된 뒤 성폭행 당한 끔찍한 사건이 발생해 온 사회가 충격에 빠져

있다. 특히, 범인 김수철은 학교주변에 살던 40대 성범죄 전과자였고, 범행당일 술을 

마신 채 아무 제지도 받지 않고 학교에 들어가 오랫동안 피해대상을 물색한 끝에 범행

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지면서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공포에 가까운 걱정과 두려

움을 호소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이미 조두순, 김길태, 정성현 등 등하교길이나 동네 

골목길에서 어린이를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한 경악할 사건을 경험하고, 그 후유증에

서 채 헤어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던진 파장이 더 크다. 더구나, 사건

이 발생할 때 마다 여론이 들끓고,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정부당국과 국회가 서둘러 

다양한 대책들을 쏟아냈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 달라졌겠지’라는 기대감을 가진 이들

이 많았기에 실망감과 불안감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2. 무엇이 문제인가?

(1) (잠재적) 가해자 방지 대책
연이은 아동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응책은 주로 ‘가해자에 대한 응징과 통제’에 집중

되었다. 형량의 상향, 대법원 양형기준 개정, 공소시효 중단,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 확

대 및 기간 연장, 신상공개 범위 확대 및 인터넷 공개 등이 이루어졌다. 모두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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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에 대해 온정적인’ 사회분위기와 법조계 관행을 바꾸고 이들의 범행과 재범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며 오래전부터 요구해 온 개선책들이다. 특히, 이러한 변화를 이끌

어내는 과정도 결코 쉽지 않았다는 사실과 여러 장애와 반대를 무릎쓰고 변화를 이끌

어 낸 분들의 노력은 결코 간과하거나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하지만, 처벌과 제재의 

강화 등 가해자를 응징하고 억제하는 이러한 조치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해자들이 

동네 골목길과 등하교길, 심지어 학교 안에서까지 활보하며 우리 어린이들을 노리고, 

관찰하고, 접근한 뒤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마치, 우리 국가와 사회의 조치를 비웃기

라도 하듯 조두순 사건의 후속대책이 발표되어 형량이 강화되고 전자발찌와 신상공개 

대상 범위와 기간이 확대된 뒤 그 대상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성범죄 전과자 김길태가 

어린 여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뒤 살해했다. 김길태 사건의 후속대책으로 다시 아동

성폭력 범죄의 형량이 강화되고, 공소시효가 연장되고, 성인대상 성범죄자도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경찰은 중요 성범죄 전과자에 대한 중점관리와 감시를 강화했지

만, 이 모든 조치에도 불구하고 감시나 통제, 관찰 대상이 되지 않은 성범죄 전과자 김

수철이 대낮 학교운동장에서 여자어린이를 납치해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1) 법 제(개정) 이전에 범행한 전과자 대책 부재 (‘소급입법’ 논란)

조두순, 김길태, 김수철 모두 공교롭게도 1980년대에 잔혹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

고 8~15년에 이르는 장기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성범죄 전과자들이다. 조두순은 피해여

성에게 심각한 상해를 동반한 강간치상 범죄를 저질렀고, 김길태는 피해여성을 납치해 

10일간 감금하며 수차례 성폭행했으며, 김수철은 강도범행을 위해 침입한 집에서 가족 

모두가 보는 앞에서 주부를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범죄자들로, 수사와 재판 과정은 물

론 교도소 수감 중에도 위험성과 재범가능성이 뚜렷이 드러난 범죄자들이었다. 하지만, 

이들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거나 출소한 뒤 새로운 범행준비를 하는 사이에 발생한 

서울 용산과 제주, 경기 안양에서 잇따라 발생한 초등생 성폭행 피살사건의 후속대책

으로 제시된 어떠한 제재와 관리 방안도 이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우리 헌법 제12조 1항에 근거한 형법 제1조 1항에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새로 만들거나 강화된 성범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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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방지조치를 과거에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자에게는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흔히 

‘형벌불소급의 원칙’으로 불리는 이 조항은 원칙적으로 ‘종전 법에 범죄로 규정되지 않

았던 행위를 새로운 법에서 범죄로 규정한 뒤 소급해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사후법

제정금지 원칙과 ‘새로운 법으로 처벌을 강화한 뒤 과거 범죄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

는 기득권 보호의 원칙으로 나눠 볼 수 있다. 그런데,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전자발

찌의 착용이나 신상공개, 보호관찰 혹은 경찰의 집중 감시 등은 “인격장애, 성도착 혹

은 범죄 습벽 등으로 인해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자가 야기할 수 있

는 현저하고 심각하며 임박한 위험으로부터 어린이와 여성 등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

고 사회를 방위하기 위한 ’보안처분‘이다”. 처벌이 아닌, 보호조치이기 때문에, 형벌불

소급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

우리 판례의 입장도 마찬가지다. 교도소 수감과 같은 강제격리수용 처분인 ‘보호감

호처분’은 ‘사실상의 처벌’로 보아 소급입법금지의 대상이 된다(헌법재판소 1989. 7.14. 

88헌가5, 8, 89헌가44)1)는 점을 분명히 했지만, 보호관찰 등 ‘재범 등 위험방지’ 조치는 

‘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불소급의 원칙 적용대상이 아니라(대법원 1997. 6.13. 97도703)2)

는 것이다.

그런데, 전자발찌와 신상공개 등 성범죄자 대상 보안처분은 ‘처벌’의 일환으로 보는 

시각이 법조계와 법학계에 폭넓게 공유되고 있다 보니 ‘불소급 원칙’의 대상으로 인식

되고 있다. 일단, 그 대상과 처분결정 절차 및 과정이 ‘처벌’과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제도 도입 당시 충분한 검토와 논의 없이, 여론에 대응하

는 ‘정치적 행위’로 급박하게 이루어지다보니 발생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끔찍한 아

동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뒤 붙잡힌 범인에 대한 분노로 사회가 들끓을 때, 유죄판결 및 

형량선고와 동시에 해당 범죄자에 대한 형기만료 후 전자감시 혹은 신상공개 명령을 

1) “상습범 등에 대한 보안처분의 하나로서 신체에 대한 자유의 박탈을 그 내용으로 하는 보호감호처분은 

형벌과 같은 차원에서의 적법한 절차와 헌법 제13조 제1항에 정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따라 비로소 

과해질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요건이 되는 범죄에 관한 한 소급입법에 의한 보호감호

처분은 허용될 수 없다(헌법재판소 1989. 7.14. 88헌가5, 8, 89헌가44)”
2) “보호관찰은 형벌이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과거의 불법에 대한 책임에 기초하고 있

는 제재가 아니라 장래의 위험성으로부터 행위자를 보호하고 사회를 방위하기 위한 합목적적인 조치이

므로, 그에 관하여 반드시 행위 이전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재판시의 규정에 의하여 보

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해석이 형벌불소급의 원칙 내지 죄

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6.13. 97도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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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리니, ‘처벌의 연장’이라고 볼 여지가 상당한 것이다. ‘처벌이 아닌 위험방지를 위한 

보안처분’이라면, 형량선고 할 때가 아닌, 출소를 앞둔 시점 혹은 사회생활을 하고 있

는 상황에서 진단과 평가를 거쳐 내려지는 명령이어야 할 것이다. 유죄판결 시점에 이

미 형기만료 후 재범가능성이 예측된다면, 그 결정은 형량결정과는 별도의 절차와 방

법에 의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소급효 문제’와 관련해 정말 어이없는 일은, 성범죄자 신상공개 관련 법률을 

개정하면서, 종전보다 공개범위와 내용을 확대하거나, 열람대상을 확대하는 등 ‘조치를 

강화’한다면서 종전 공개대상에 대해서는 공개시한 만료 때까지 같은 방법으로 계속 

공개한다는 ‘경과규정’ 마련 등 필요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연이은 법 개정을 하

는 바람에 법개정 이전 신상공개대상자들에 대해서는 법 개정으로 ‘불리해 진’ 처분을 

‘소급’할 수 없다며 공개대상에서 모두 삭제해 버린 일이다.

2) ‘잠재적 아동성폭행범’ 대책 부재

이미 성범죄를 저질러 그 위험성이 확인된 자들에 대한 재범방지 조치조차 쉽지 않

은 우리 사회는, 성범죄전과가 없지만 잦은 폭력범죄 전과와 함께 잘못된 성인지 문제

를 가지고 있거나,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록상에 

등록되지 않은 자들 및 ‘아동 포르노’ 동영상을 자주 다운받고 감상하는 이들 등 ‘잠재

적 아동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전혀 대비책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 인근 

가게 앞에 앉아 술을 마시거나 술에 취한 채 초등학교 인근을 어슬렁거리는 어른들이 

‘자유와 권리’를 만끽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이, 김수철이 그런 것처럼, 학교 안 

까지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언제든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3) 낮은 신고율과 수사/기소/재판의 전문화 미진

그동안 나온 대책들은 주로 ‘검거된 아동성범죄자에게 어떻게 처벌을 강화할까’에 

집중되었다. 하지만, 아동성범죄자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족 

등 ‘아는 사람’인 가해자들을 포함해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를 해도 정보부족 

등으로 용의자의 신원을 파악하지 못하거나, 신원이 파악되어도 증거불충분 등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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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기소하지 못하거나, 기소가 되어도 유죄판결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훨씬 더 많다. 

우리나라의 아동대상 성범죄 신고율은 10% 미만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기소율은 40%, 

구속율은 36%에 불과하다3). 이러한 ‘사법누수 현상’의 원인으로는 피해자를 철저히 보

호하면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고,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보강할 증거를 확보

해 유죄판결을 이끌어 내는 경찰 및 검찰의 ‘전문성’ 부족이 거듭 제기되고 있다. 물증

과 목격자 확보가 어려워 피해 아동의 진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반면, 시간 경과에 

따라 보존이 어려운 어린이 기억의 특성과 기억의 보존보다 치료가 더 중요하다는 점

을 무시할 수 없는 아동대상 성범죄의 특성에 대한 판사의 전문성 역시 아쉽다. 문제

는, 이러한 사법체계의 문제로 인해 전혀 드러나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아동 성폭행을 

자행하는 이들이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4) 미약한 처벌

아동대상 성 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특히 ‘응보’ 못지않게 ‘예방’의 의미를 담고 있

다. 우선, 아동대상 성범죄는 어떤 다른 범죄보다 강한 처벌이 내려지는 ‘반사회적 범죄’

라는 사회적 메시지를 통해 경각심을 높여 범죄발생을 줄인다는 ‘일반예방’ 효과와, 심

각한 정신, 성격, 인지 혹은 심리적 문제로 인해 재범가능성이 높은 아동대상 성 범죄자

를 가급적 오래 사회로부터 격리함으로써 그의 범행을 막는 ‘특별예방’ 효과가 기대된

다. 그런데, 어렵게 유죄가 인정된 아동성범죄자들이 집행유예, 혹은 단기 징역형을 선

고받고 곧 다시 사회로 나오게 된다면 일반예방효과와 특별예방 효과 모두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종래 아동성범죄자들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이 잇따르자 이를 막기 위해 

법을 개정해 최저형량을 상향시켜왔다. 특히 아동강간범은 집행유예가 원천적으로 불가

능하도록 최저형량을 7년으로 높였다. 하지만, 여전히 아동성범죄자들이 집행유예나 단

기형량을 선고받고 있다4). 그 이유로는 크게 2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 정상참작과 

작량감경에 의한 감형이다. 가해자가 어린 나이 혹은 고령이라는 이유로, 혹은 초범이거

나 뉘우치고 반성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했기 때문에, 혹은 술이나 약물에 취해 제

3) 표창원, “아동성범죄 방지를 위한 형사정책적 대안 모색”, 형사정책, 2009년 12월.
4) 뉴시스, “초등생 성폭행 목사 항소심도 집유”, 2010년 6월 19일; 연합뉴스, “친딸 성추행 50대에 징역 4

년 선고”, 2010. 6월 15일; 뉴시스, “동거녀 4세 딸 성추행 징역 3년, 전자발찌 선고”, 2010년 5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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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등이 그 사유다. 또 하나이 이유는 아동대상 성범죄는 아동신

체의 특성상 대개 ‘강간’의 형태가 아니라 ‘추행’의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추행’

의 경우 법에 정한 형량도 낮지만, 범죄현장이나 사건직후 피해자의 모습을 보지 못하

고 오직 서류만으로 재판하는 판사에게 ‘예쁘다고 조금 만진 것 가지고 중한 형벌을 내

리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인식을 형성하게 하는 등 영향을 미친다.

5) 성범죄자 치료/교육 부재

조두순, 김길태, 김수철 모두 성범죄 재범자들이다. 경찰청의 ‘성범죄자 재범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성범죄 재범자는 2007년 1천317명, 2008년 1천406명, 2009년 1천528명

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처벌을 받았지만, 성범죄의 원인이 된 문제가 교정되거나 치

료되지 않은 채 사회로 나와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자가 많은 것이다. 성범죄 재범자들

의 특징은, 한번 검거되어 처벌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검거되지 않을 대상과 방법을 

찾기 위해 애를 쓴다는 것이고, 그 중에 일부가 범행이 쉽고 저항이나 신고를 하지 못

하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다.

이미 성범죄를 저질러, 성격이상이나 성도착 혹은 성인지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으로 확인된 범죄자들에 대해 적절한 형량선고와, 수형기간 중 철저한 진단을 통한 문

제의 원인 확인 및 그에 맞는 치료, 교정 혹은 교육을 지속적, 체계적으로 실시하지 않

는 현 상황은 아동성범죄 발생의 중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2) (잠재적) 피해자 보호 대책
1) 등하교길 안전 미확보

12월 추운 겨울날 혼자 걸어서 등교하던 8살 나영이가 성범죄 전과자 조두순에게 납

치되어 끔직한 성폭행을 당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아직 수많은 같은 또래 우리 어린이

들은 여전히 멀고 가까운 등하굣길을 혼자서 걸어서 다닌다.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도로교통법의 하위 법령으로 행정자치부령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마련, ‘스쿨 존’을 운영하고 있지만 ‘범죄로부터 안전’을 위한 법규는 없

다. 그동안 ‘스쿨폴리스’, ‘어머니 경찰’, ‘아동안전 지킴이집’, ‘배움터 지킴이’ 등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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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 (아동보호구역에서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의 주변구

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필요

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한 프로그램과 정책 등이 아무런 ‘법적 근거’나 ‘제도적 기반’없이 무차별적으로 도입

되고 시행되어 왔지만, 등하굣길 어린이 안전이 개선되었다는 인식이나 효과는 보고되

지 않고 있다. ‘실효성 있는 근본적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조두순 사건의 영향으로 도입된 ‘등하교길 안전 관련 법규정’으로는 [아동복지법 제 

9조 및 9조의 2]가 유일하다. 하지만, 이 규정은 아동보호자에게 아동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선언적 규정과 교통사고 및 성범죄 예방교육 실시, 그리고 

CCTV 설치 근거 규정 마련이 전부다.

아동복지법 제9조 (아동의 건강 및 안전)

①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의 건강유지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주의와 노력을 하여

야 한다.

②국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복지시설과 아동용품에 대한 안전기준

을 정하고 아동용품을 제작·설치·관리하는 자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

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약물오남용 예방, 재난대비 안전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7, 2008.6.13] [[시행일 

200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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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도시공원

②제1항에 따른 아동보호구역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이 법으로 정한 것 외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

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8.6.13] [[시행일 2009.6.14]]

2) 학교 주변 우범환경

현행 학교보건법상 학교 담장 등 경계선에서 200m 반경은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으로 학습과 보건위생에 유해한 일체의 행위나 시설 설치를 ‘제한’한다고 돼 있지만, 

절대 정화구역인 학교 출입문 반경 50m 이내가 아닌 경우 많은 지역에서 아무 제한 없

이 영업허가가 떨어지고 있다. 실제로, 전국 학교 주변 환경정화구역에 유흥주점과 러

브모텔 등 청소년 유해업소들의 난립이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강원

도만 해도 일선학교 주변 200m까지 설정된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2009년 6

월말 기준으로 1543곳의 청소년 유해업소가 성업 중이다5). 다른 시도의 경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청소년 유해업소’로 분류되지 않는다 해도, 술을 파는 가게와 마트, 노점상, 방문판

매자들이 학교 앞을 메우고 있어 보호자 없이 등하교하는 어린이들과, ‘잠재적 가해자’

가 될 수 있는 어른들이 같은 공간 안에서 마주치고 혼재한다. 더욱이, 하교 시간에는 

어린이 고객들을 확보하기 위한 학습지, 학원, 체육관 영업사원들 마저 집해 혼란과 

위험을 더욱 부추긴다.

5) 국민일보, 2009년 11월 30일, “학교주변 유해업소 난립… 강원지역，유흥주점·모텔 등 1543곳 성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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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험에 노출된 학교

학교 안에 괴한이 침입해 어린이에게 범행을 저지르거나 미수에 그치는 아찔한 일

은, 김수철이나 김길태의 범행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우리 학교에는 관계없는 외부인

의 출입을 통제하는 시스템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초중등교

육법]에는 학생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책임의 소재와 원칙 및 준수사항 등이 단 한 줄

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 교육당국에게 있어 학생들의 안전은 ‘남의 일’이라는 것을 명

확히 보여주고 있다. 오히려, 법에 학교시설을 ‘온 국민에게 개방’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 목소리 큰 유권자인 어른들의 편의와 즐거움을 위해 어린 학생들의 안전을 내팽

개치고 있는 형국이다.

초중둥교육법 제11조 (학교시설등의 이용)

모든 국민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공립 및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5.3.24] [[시행일 2005.9.25.]]

3. 외국 사례의 시사점

(1) 성범죄자 처벌 및 관리
1) 외국의 아동성범죄 형량

우리와 유사한 문제에 직면한 스위스와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외국의 상황은 우리에

게 시사점을 준다. 스위스에서는 아동성폭행범에게 무조건 종신형을 선고하도록 하자

는 성폭행 피해 아동 어머니의 청원이 10만 명의 서명을 받아 국민투표에 붙여진 끝에 

54%의 지지를 얻어 입법화하게 되었다6). 스위스 입법안에 따르면, 매우 폭력적인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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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나 성 범죄자에 대해 2명의 정신과 의사가 진단을 하여 ‘완치가 불가능한(incurable)’ 

상태라고 판단하면 평생 동안 교도소에 수감하여 사회로부터 격리하며, 오직 의학기술

의 발전으로 ‘완치(cure)가 가능해졌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될 때 한해 치료를 전제로 

석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정신의학과 범죄심리학계의 지배적인 견해

는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삼아 성폭력을 행하는 ‘소아성애증(Pedophilia)'은 투약을 통한 

호르몬 조절 등을 통해 증상을 완화시키는 등 통제(control)하고 치료(treatment)할 수는 

있지만 완치되지(cured)는 않는다는 것이다7). 스위스 정신의학계는 특히, 역사적으로 

소아성애증 등 심각한 성적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외과적 거세(surgical castration)'를 

효과적인 치료적 대안으로 받아들이고 형벌의 일환으로 채택하여 시술하는 등 일반적

인 치료요법을 통한 중증 성적정신질환자의 치료가능성에 회의적인 입장이다8).

이런 입장은 미국도 마찬가지다. 2005년 4월 23일, 미국 플로리다 주 의회는 어린이 

성폭행 전과자에게 살해된 9살 소녀의 이름을 딴 ‘제시카 런스포드 법안’을 118:0의 만

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법은 12세 이하 어린이 성추행범의 최저형량을 25년으로 높

이고 출소 후에도 평생 전자 팔찌를 채워 집중 감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어린이 대

상 강제추행치상(sexual battery) 혹은 강간(rape)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오직 종신형

만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9)하고 있는데, 플로리다 주에 이어 미국 전역 42개 주가 같은 

내용의 입법을 했고, 이를 연방법으로 만들기 위한 입법안이 제출된 상태다10). 특히, 

루이지애나 주에서는 최근 아동강간범에게 사형판결이 내려지고 이에 불복한 피고인

이 연방대법원에 살인죄가 아닌 아동강간죄의 사형규정이 위헌이라며 심판을 청구한 

사건으로 논란이 뜨겁다. 2003년 미국 루이지애나 주에서 43세 패트릭 케네디라는 남

자가 8살 의붓 딸을 강간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루이지애나 법원은 주법에 따

라 사형을 선고했고, 2008년 6월 연방대법원은 5:4 다수결로 살인이 아닌 범죄에 대한 

사형판결은 ‘가혹한 처벌’을 금하는 미국 수정헌법제8조 위반이라고 결정했다. 현재 미

국에는 루이지애나 주 외에도 텍사스, 플로리다, 몬타나, 오클라호마 및 사우스캐롤라

6) GENEVA (Reuters), February 09, 2004 “Swiss will jail for life incurable criminals”
7) Jane Reuter, “Experts say pedophilia may never be cured”, Summit Daily News - May 8, 2003
8) XXVIth International Congress on Law and Mental Health, July 1-6, 2001, Montreal, Canada
9) Florida Statute 794.011 ~ 947.1405
10) http://www.billoreilly.com/outragefunn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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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등 6개 주에서 아동강간죄 사형규정을 두고 있다11). 다른 대부분 주에서도 아동

강간은 종신형 혹은 제한 없는 유기징역형을 선고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다. 징역 

200년, 300년 형 이야기가 들리는 이유다. 미국에서는 심지어 아동포르노물을 다운받

아 소지하기만 해도 10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연방양형규정이 마련되어 있다12). 

전과가 전혀 없던 애리조나 주 고등학교 교사 버거(Morton Berger)씨가 음란한 아동사

진 20장을 다운받아 소지하고 있다가 검거되어 받은 형량은 무려 징역 200년 형이다. 

사진 한 장당 10년 씩 부과했고, ’가석방 절대불가‘라는 조건은 덤으로 붙었으며, 지나

치게 가혹한 형벌이라는 버거씨의 항소는 아리조나 대법원에 의해 기각되었다13).

영국에서도, 중상해를 동반하는 아동강간은 종신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법(Sexual 

Offences Act 2003)에 구체적인 형량을 정하지 않고 판사의 재량으로 형량을 정하는 영

국에서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양형기준(Sentencing Guideline) 역할을 한다. 현재 영국 법

원의 성범죄 양형기준 역할을 하고 있는 1982년 [R v Roberts and Roberts] 판결의 주심

판사 레인 대법관(Lord Chief Justice Lane)은 판결문에서, “성폭력은 언제나 중대한 범

죄다. 반드시 구속과 실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라고 천명하면서 그 이유로 1. 그 피해의 

심각성. 2. 국민의 법감정(public disapproval). 3. 잠재적 성범죄자들에 대한 경고. 4. 성

폭력범 응징 5.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 여성 보호의 5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후 1986

년 [R v Billam] 판례와 2002년 [R v Millberry] 판례에 의해 정립된 양형기준은, 강간 죄

의 경우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어야하고, 강간범죄 중에서도 다음의 가중요소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8년에서 종신형까지 형량을 선고하도록 정해졌다14) :

- 아동대상

-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

- 감금 혹은 상해 동반

- 보호하는 위치에 있는 자 혹은 신뢰 대상(경찰, 구급요원, 우체부, 택시기사)에 의

한 범죄.

11) http://www.cnn.com/2008/CRIME/06/25/scotus.child.rape/index.html
12) United States Sentencing Commission, "the History of Child Pornography Sentencing Guidelines", October 

2009, Washington DC, USA
13) State of Arizona, 2004, December 14
14) www.bailii.org/cgi-bin/markup.cgi?doc=/ew/cases/EWCA/Crim/2002/289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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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와 유사한 대륙법계 국가인 프랑스의 경우, 형법 제131-1조에 유기징역의 상한

을 30년으로 두고 있으며, 프랑스에서는 형법 제222-24조에 15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강간범에 대하여 20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제222-25조에서는 강

간살인의 경우 30년형을 규정하고 있고, 제222-26조에서는 고문, 가혹행위, 잔혹한 행

위를 수반한 강간행위에 대해 무기징역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형법 제222-29조는 

15세 미만자에 대한 강간 이외의 성범죄(agression sexuelle)에 대하여 7년의 징역과 10

만유로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고, 제222-30조에서는 상해, 신분, 무기 사용, 마약이나 술

에 취한 상태에서의 범행 등을 가중 요건으로 예시하면서 10년의 징역 과 15만유로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2) 아동성범죄자 치료효과의 문제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아동성범죄자를 포함한 성도착과 성격장애 등 정신장애를 가

진 성범죄자들이 치료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정신의학계에서도 오랜 논란이 진행중

이며, 설혹 다소의 치료효과가 발견된 치료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그 효과의 지속성 

등 추가 검증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학협회 과학국 주관으로 크로푸드, 홀, 

랑거빈, 프로인드 등에 의해 행해진 연구에서도 도착적 성충동(deviant arousal) 억제를 

위해 주로 사용되는 혐오치료(aversion therapy), 은 한 둔감화(covert sensitization), 및 

호르몬요법( hormone therapy) 등 행동치료가 집단에 따라 30% - 57% 치료율을 보였지

만, 소규모 집단 대상의 한계상 일반화할 수 없고, 장기 추적 조사 결과 오직 단기간만 

효과를 보이다 다시 문제가 재발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1996년에 행해진 홀

(Hall)의 메타연구에서도 행동치료 요법이 전혀 치료효과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1999년에 행해진 호주 정신의학자 나다니엘 맥코나기의 소아기호증 치료효과 연구에

서도 플라시보 치료와 같은 결과를 보여 소아기호증에 치료효과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

었다. 특히, 캐나다 토론토 클라크 정신의학연구소 론 랑거빈 박사는 소아기호증 치료

프로그램들이 전혀 효과가 없음을 확인하면서, 일부의 치료효과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냉철하고 비판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소아기호증 치료프로그

램의 대부분이 치료가능성을 제시하며 대상자에게 희망을 불어넣었다가 전혀 효과가 

없어 오히려 대상자에게 분노와 절망만 안겨 상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만약 실험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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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치료를 실시한다면, 반드시 환자에게 완치 가능성이 낮음을 명시하고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15). 1994년 미국 미네소타 주 ‘입법감사국(Office of the Legislative 

Auditor)’에 의해 행해진 [성폭력범 치료프로그램 평가]16)에서는 치료프로그램 도입 전

후의 성폭력범죄 발생현황 및 치료프로그램의 수와 운영형태, 치료프로그램에 대한 관

리감독 조사 및 효과성 평가 등을 실시했는데, 징역형 실형과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성

범죄자의 90%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그 조건으로 부여받았으며, 교정시설 내 치료의 

경우 주당 평균 8.5 시간 총 970시간의 치료를 받은 반면 보호관찰 대상자의 경우 주당 

평균 2.9시간 총 241시간의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치료프로그램 이수 대

상자를 선정하는 방법이나 프로그램 내용 등에 있어 통일된 검사방법이나 규정이 없어 

일정하지는 않았지만, 대개 대상자 본인이 범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치료프로그램 수용대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문제는, 조사대상 치료프로그램 이수

자 중 절반 이상이 치료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지 못한 채 치료를 종료했다는 

것이었는데,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이수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결과적으

로 각 프로그램이 재범방지에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를 평가할 수 없었다. 관계자 인

터뷰 및 외부 자료에 의한 평가에 따르면 어느 정도 효과가 발견된 프로그램도 있지만 

전혀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재범율이 늘어난 프로그램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는, 성폭

력 치료프로그램에 대해 예산지원을 하면서도 그 운영 실태에 대한 적절한 감독과 평

가를 실시하지 않았던 것이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미네소타 주 

‘입법감사국(Office of the Legislative Auditor)'에서는 이러한 평가결과에 기반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권고했으며 이는, 성폭력 가해자 프로그램 도입을 고려하는 국가나 

사회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① 관련법과 규정을 정비, 성폭력범 치료프로그램의 승인, 허가에 신중을 기할 것

② 교정 및 보건 등 관계부처에서는 치료프로그램이 적절히 운영되고 적절하게 감

독될 수 있도록 상호 긴 히 협조할 것

③ 국가예산의 지원을 받는 성폭력범 치료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감독을 통

15) Linda S. Grossman, Ph.D., Brian Martis, M.D. and Christopher G. Fichtner, M.D., “Are Sex Offenders 
Treatable? A Research Overview” in Psychiatric Services 50:349-361, March 1999,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6) Office of the Legislative Auditor State of Minnesota, "Sex Offender Treatment Programs", July 21,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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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관련 자료 및 통계를 정확히 관리하고 제출하도록 할 것.

이러한 국제적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아직 아동성범죄자 치료 프로그램 개발

이나 검증의 역사가 일천한 우리나라에서 섣불리 형벌을 대체하는 치료(치료감호법의 

적용)를 주장하거나, 아동성범죄자를 ‘아픈 사람’으로 오해하고, 인권을 주장하며 형사 

책임을 경감내지 면제하자는 주장을 제기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다만, 성범죄자 중에도 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치료효과는 광범위하게 확인되고 있

으므로17), 성범죄자에 대한 치료적 접근 및 처우는 청소년에게 집중함이 타당할 것이다.

3) 사회복귀 성범죄자 관리

가. 미국의 ‘성 맹수 법(Sexual Predator Law)’과 집중감시

Predator는 사자나 호랑이 같은 ‘맹수’ 혹은 ‘포식동물’을 뜻한다. 미국의 일부 언론과 

문학작품 등에서 약한 동물을 사냥감으로 정해 은 히 접근한 뒤 공격하는 맹수들의 

사냥방식과 유사하게 상대적으로 약한 대상에게 접근해 성적인 욕구를 채우는 사람을 

‘Sexual Predator'로 부르기 시작하다가 성범죄자 처벌강화를 주장하는 정치인 및 법률

가들에 의해 상습적, 폭력적 혹은 어린이 대상 성폭력 범죄자를 지칭하는 용어로 굳어

졌으며 이러한 재범가능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이 큰 성범죄자의 형량을 높이고 형기만

료 뒤에도 재범가능성이 없어질 때 까지 집중감시 및 강제치료의무 등을 부과하는 법

을 'Sexual Predator Law’라고 칭하게 되었다. Sexual Predator Law의 시초는 1994년 

Kansas 주에서 제정한 ‘Sexually Violent Predator Act’로, 당시 아동성폭행으로 선고받은 

10년 형을 마치고 출소를 앞둔 악명 높은 상습 아동성폭행범 Leroy Hendricks(당시 62

세)가 사회에 나와 재범할 것을 우려한 주 정부가 ‘정신질환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성

범죄의 재범 가능성이 높은 성범죄 전과자에 대해 형기만료 후 재범가능성이 사라질 

때 까지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킬 수 있도록’하는 법을 제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Leroy Hendricks는 헌법에 금지된 ‘이중처벌(double jeopardy)’이며 ‘적법절차(due process)

를 거치지 않은 형벌’이고 ‘소급효 금지 원칙(ex post facto clause)'을 어긴 것이라며 위

17) Worling, J.R., &Curwen, T. (2000). Adolescent sexual offender recidivism: success of specialized treatment 
and implications for risk prediction. Chile Abuse and Neglect, 24, (7), 965-982



아동성폭력 재범방지정책들에 대한 검토 ❙ 19

헌법률심판청구를 했고, Kansas 주 대법원은 Hendricks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1997년 미 

연방대법원은 5:4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정신의학적 연구 성과에 입각한 ‘재범가능

성 판정’에 기초해서 형기를 다 마친 뒤에도 재범우려가 없다는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는 등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 아니라는 것이다18). 이 

판결 이후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미네소타, 와싱턴 및 위스콘신 등 여러 주에서 유사

한 입법을 하는 등 전국적인 확산효과가 발생했다19).

나. 프랑스의 에브라르법

프랑스에서도 미국의 Sexual Predator Law와 유사한 내용을 담은 속칭 ‘에브라르 법’

이 있다. 2007년 발생한 악명높은 아동성폭력범죄 사건이었던 ‘에브라르 사건’ 이후 재

범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형집행의 엄격성을 규정한 [LOI n° 2007-1198 du 10 août 

2007 renforçant la lutte contre la récidive des majeurs et des mineurs]를 제정하였다. 이 법

률에 따라 프랑스에서는 어린이 성범죄를 특정 중대 범죄로 분류하고 해당 범죄자가 

출소할 때는 1차로 정신과 의사, 2차로 판사 3 명의 재범 가능성 판단 과정을 거치도록 

했다. 이 가운데 한 명이라도 재범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내면 출소한 사람을 특수 

치료 시설에 옮겨 사회와 격리시키도록 했다. 재심은 1년 단위로 하는데, 심사위원들은 

얼마든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조금이라도 재범 우려가 있다면 죽을 때까지 

사회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심지어는 법률 제정 이전의 범죄까지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인권을 중시하는 서구에서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강력

한 법안이었지만, 위헌 판정이 난 소급 적용을 제외하고는 모두 받아들여졌다.

다. 영국의 ‘폭력범죄자 및 성범죄자 등록(Violent and Sex Offender Register, 
ViSOR) 제도

영국에서는, 아동대상 성범죄자 뿐만 아니라, 폭력범죄 혹은 성범죄를 저지르고 ‘12

개월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자 및 “비록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경찰이 판

단할 때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자”는 반드시 경찰에 등록하고, 주소 등 인적사

18) Kansas v. Hendricks, No. 95-1649
19)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Supreme Court Upholds Kansa 'Sexual Predator' Law", June 23,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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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변경시 마다 경찰에 이를 보고하도록 하는 ‘폭력범죄자 및 성범죄자 등록(Violent 

and Sex Offender Register, ViSOR)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ViSOR에 등록된 데이터는, 

내무부에서 운영하는 ‘경찰 중앙 컴퓨터(National Police Computer)’에 연동되어 전국의 

모든 경찰과 교정 및 법집행 공무원들이 열람할 수 있는데, ViSOR에 등록되는 내용은 

[이름], [주소], [사진], [위험성 평가 결과], [범행수법] 및 [관찰기록]이다. 현재 총 

77,000 명이 등록되어 있다. 등록대상인 성범죄자와 폭력범죄자는 등록대상이 된 지 3

일 이내에 경찰에 신원정보를 신고하여 등록해야 하고, 주소이전 등 신원정보가 변경

된 지 3일 이내에 이를 경찰에 알려야 한다. 아울러, 매년 등록된 내용이 정확한지 여

부를 경찰에 확인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등록 및 변경 통지 의무를 위반하면, 최고 5

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성범죄법(Sexual Offences Act 2003)’에 따른 처벌을 받

은 자는 각 형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상이한 기간 동안 등록 대상이 된다 :

30개월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거나, 강제입원 조치를 받거나, 평생 ‘행동제한 조

치’ 명령을 부과 받은 자 : ‘평생(lifelong)’

6개월 이상 30개월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 : 10년

6개월 미만 금고형 혹은 강제조치 없는 입원치료 처분을 받은 자 : 7년

경찰의 경고(훈방, Caution) 조치를 받은 자 : 2년

보호관찰 명령을 받은 자 : 보호관찰 기간 동안

그 외의 경우 : 5년까지

대상자가 18세 미만 청소년인 경우 : 위 각 기간의 1/2

특히, 영국은 관리 대상 폭력 범죄 및 성범죄자 등 ‘위험한 자’들을 실효성 있게 관리

하기 위해 교정기관과 보호관찰소를 통합한 “전국 범죄자 관리청 (NOMS, National 

Offender Management Service)을 설립하고, 범죄자의 시설 내 처우와 사회 내 처우를 연

계하는 ‘범죄자 관리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NOMS는 교정기관-보호기관 등 형

사사법기관간의 유기적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출소 후에도 일관성 있는 범죄자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교도소-보호관찰소-경찰 등 관련기관 간 ‘다기관 공공보호협정 

(MAPPA, Multi Agency Public Protection Arrangement)’을 구축하여, 위험한 잠재적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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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부터 어린이를 포함한 국민을 보호하고 있다. MAPPA는 아래 표와 같이 성범죄자

와 폭력범죄자의 위험성 정도에 따라 3단계로 분류하여 집중적인 관리를 실시하는데, 

보호관찰 관할구역마다 설치되어 출소예정자에 대하여는 지역 관계기관들이 회의를 

개최, 위험성을 평가하고 위험관리 방법 및 처우계획을 협의한다.

[MAPPA 험성 단계별 조치]

단계 내용

 1단계: 
 등록성범죄자

 (Registered
 Sexual Offenders)

- 1997년 9월 이후 성범죄자의 통지․등록을 의무화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 MAPPA 기관에서 1단계 범죄자 출소 전, 경찰에게 해당자 및 출소 

여부를 통지․관리

 2단계: 
강력․기타 

성범죄자

(Violent and Other
 Sexual Offenders)

- 강력․성범죄자 및 성범죄 관련 범죄(살인 등)자 중 12개월 이상의 

징역, 구금을 받은 자 (1단계에 해당하지 않고, 아동과의 활동을 

박탈 받은 자 포함)
- 보호관찰기관 (National Probation Services)이 관리․감독

 3단계: 
 위험 범죄자 

 (Other Dangerous
 Offenders)

- 책임기관 (Responsible Authorities, 경찰-보호관찰-교정기관)에서

ⅰ) 공공의 위험을 초래한 범죄를 저질렀던 자

ⅱ) 공공의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관리․감독

라. 아동성범죄자 신상등록, 전자위치추적감시 및 화학적 거세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결에 의해 신상공개 및 전자발찌 부착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등록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직접 경찰

서에 가야하고, 그 대상도 2008년 법개정 이후 유죄판결 및 부착명령을 받은 자로 국한

되는 등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되어 법무부에서 개정작업중이며, 전자위치추적 감시제도 

역시 접근금지 명령이 병과되지 않는 사례가 많고 보호관찰관 수의 부족 등의 문제로 실

질적인 감시와 행동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역시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개

선이 검토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에서 ‘화학적 거세(chemical castration)’라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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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성욕감퇴약물주입 처분 도입을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화학적 거세는 미국, 

캐나다, 스웨덴, 덴마크, 프랑스 및 동중부 유럽 국가들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종래 화학

적 거세에 주로 사용된 약물은 항우울제인 프로작, 항암제인 루프로레린, 유방암 치료제

인 타목시펜 및 피임약인 데포-프리베라 등이다. 이들 약물은 대뇌에 작용해 고환에 테스

토스테론을 생성하도록 자극하는 호르몬의 생성을 억제함으로써 성욕구와 발기 등을 일

으키는 남성 호르몬이 생성되지 않도록 하는데, 무기력증이나 우울감, 분노의 증가 등 부

작용이 보고되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많이 사용되는 여성 황체호르몬 프로제

스테론 포함 복합제재는 장기 복용할 경우 신체의 여성화 현상이 보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GnRH agonist라는, 뇌하수체 분비샘에 작용해서 테스토스테론 생성자극 

호르몬 생성을 억제하는 약물이 사용되고 있는데, 비교적 부작용이 적은 것으로 알려지

고 있다. 그 효과에 대한 주장 역시 엇갈리고 있다. 특히, 화학적 거세가 적극적으로 사용

되는 스웨덴과 덴마크에서는 종래 40%에 달하던 성범죄 재범율이 화학적 거세 대상자에

게서는 5%만 나타나는 등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었지만, 호주에서는 도입을 검

토하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방법으로 그 효과가가 입증된 예가 없다는 이유로 도입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특히, 1998년 미국에서 20년 전 성추행 유죄판결을 받고 교도소 

대신 화학적 거세 처분을 선택했던 Joseph Frank Smith가 치료가 중단되자 5세 여아를 강

간한 사건이 발생해 ‘평생 화학적 거세를 하지 않는다면 실효성이 없고, 장기간 실시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하는 갈등(Dilemma)상황에 봉착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성불구

자에 의한 성폭력범죄 사례도 보고되면서 “성폭력은 고환이 아닌 머리 때문에 행해지는 

범죄”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화학적 거세는 오직 육체적 문제만 통제할 

뿐, 정신적 문제는 치료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2) 어린이 보호 대책
1) 미국의 사례

가. 초중등학교 어린이 보호를 위한 미국의 ‘법과 제도’

[교육법]에 규정된 ‘등하교길 안전’

2001년에 개정된 미국 연방 초중등교육법은 학교의 안전수준을 점검하고 평가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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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지 않은 학교(Unsafe School)’를 지정하고, 학생에게 ‘안전한’ 다른 학교로 전학 

갈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20). 이에 따라 각 주 정부에서는 초중등 학교의 안전상황을 점

검하고 평가하고 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조두순 사건’이나 ‘김수철 사건’ 처

럼 등하교길 혹은 교내 나 학교 행사 장소에서 학생이 강력범죄의 피해를 입은 경우 

점검과 평가를 거쳐 ‘안전하지 않은 학교’로 지정될 수 있다.21) 아울러, 폭력적 범죄행

위를 한 학생의 수 혹은 학교 내에서 흉기를 소지한 학생의 수가 전체학생의 2%를 넘

을 경우에도 평가를 거쳐 ‘안전하지 않은 학교’로 지정될 수 있다.

이 같은 연방 교육법상의 ‘학교안전’ 규정으로 인해 각 주에서는 등하교길 안전을 위

한 법이나 규정 혹은 정책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주 교육법에 스쿨버스 운영에 

관한 조항들을 두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만약에 학교재

정이 여의치 않아 스쿨버스 구입이 어려울 경우 주 정부에서 지불보증서를 발행해 외

상으로 구입하도록 도와준다. 만약에, 특정지역에서 통학하는 학생의 수가 15명 미만

일 경우에는 학교에서 통학용 승합차나 승용차를 운용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다22).

등하교를 위해 스쿨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승용차의 차종과 번호를 미리 학

교에 등록해야 하며,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이 도보로 등하교할 경우에는 반드시 학교에 

미리 등록된 어른이 동행해야 한다. 등하교시에는 반드시 등하교 지도를 맡은 선생님과 

학생의 보호자 간에 인수인계가 이루져야 한다. 우리 초중등교육법에도 이런 안전규정

이 마련되어 있었더라면, 초등학교 1학년 어린 나영이가 혼자 걸어서 꼬불꼬불 인적드

문 골목길을 걸어 등교하다가 끔찍한 피해를 당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학교 인근지역은 ‘無알콜 지대’(ALCOHOL-FREE School Zones)]

‘학교 안전’ 및 도보 통학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 여러 주의 주법에서

는 학교 반경 1천 피트(약 304미터)를 ‘무알콜 지대’로 지정하고, 주류법에도 같은 규정

을 마련해 주류의 판매나 음주 자체를 금지하고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다23). 우리나라

20) SEC. 9532 [20 U.S.C. § 7912] UNSAFE SCHOOL CHOICE OPTION
21) INDIANA POLICY UNDER THE UNSAFE SCHOOL CHOICE OPTION
22) TEXAS EDUCATION CODE CHAPTER 34. TRANSPORTATION
23) TEXAS EDUCATION CODE CHAPTER 38. HEALTH AND SAFETY Sec. 38.007 ALCOHOL-FREE 

SCHOOL Z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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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발생한 ‘조두순 사건’이나 ‘김수철 사건’ 처럼 초등학교 인근에서 어른이 술을 마

시고 아이들을 위협하는 상황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학교와 학생들의 안전만을 위한 ‘학교 경찰(School Police)’]

미국 전역의 공립 초중등 학교는 지역별 학군(School District, School Corporation 혹은 

School City)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데, 각 학군은 소속 학교들의 안전을 지키고 학교와 

그 주변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무질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학교 경찰(School Police)’

을 설치해서 치안을 맡기고 있다24). ‘학교경찰’은 일반 경찰관과 똑같은 자격을 갖추고 

필수 교육 훈련과정을 거친 ‘정식 경찰관’을 채용하며, 무기휴대와 체포, 불심검문과 

수색 및 압수 등 경찰관으로서의 모든 법적 권한을 갖는다. ‘학교 경찰’은 학교와 스쿨

존에서의 치안활동 이외에도 학군 및 학교의 요청에 따라 학교와 교사들을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학교경찰의 관할구역은 기본적으로 학군 및 학교가 소유하거나 관리

하는 지역에 국한되지만, 그 외에도 시나 군 경찰서와의 협약을 통해 통학로 등 필요한 

지역에 대한 관할권을 갖는다. 특히 등하교 시간 등 취약시간대에는 차량과 오토바이, 

자전거 및 도보를 이용한 학교경찰의 순찰활동이 집중되어 학생들의 안전을 최대한 보

장하고 있다.

[성범죄자 및 유괴범은 스쿨존 거주 금지]

미국에서는 강간치상 등 폭력적인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질

러 ‘성맹수(sexual predator)’로 판정된 자와 18세 이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및 유괴

범죄자는 초중등학교 반경 1,000 피트 (약304미터) 이내에서 거주하거나 3일 이상 머물

러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길 경우 중죄(felony)로 처벌받는다25). 조두순, 김길태, 김수철 

처럼 폭력적인 강간치상 전과가 있는 자는 학교 근처에 얼씬도 못한다는 얘기다.

[학교안전 위원회와 학교안전 담당관]

미국의 각 학군에는 ‘학군 학교안전위원회(County School Safety Commission)’가 설치

24) 예를 들어 인디애나 주의 경우 인디애나 주법 IC 20-26-16에 이를 규정하고 있다.
25) IC 35-42-11 Sex Offender Residency Restri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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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학교안전담당관(school safety specialist)’, 소년법원 판사, 지역 경찰 대표, 보호관

찰소 대표, 아동관련 기관 대표, 검찰 대표 등이 위원으로 참가 한다26). ‘학군 학교안전

위원회’는 학교안전담당관을 지원하여 학교안전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학교

안전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의 역할을 조율하고 상호 협력한다. 각 학교별로

는 ‘학교안전위원회(School Safety Committee)’가 구성되어 학교와 학생들의 안전을 위

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27). 각 학군마다 ‘학교안전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교안전 담당관’을 두어야 한다. ‘학교안전 담당관’은 관내 각 학교의 ‘학교안

전계획(school safety plan)’을 수립하고 그 시행을 위해 각 학교에 지도, 조언 및 감독의 

역할과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

나. 미국의 유아 보육시설 및 학교 어린이 보호 대책

[유치원, 학교 등 ‘어린이 보호시설’ 마다 “안전계획(safety Plan)” 구축]

- Georgia 주의 사례

[일반 사항]

모든 ‘어린이 보호시설’은 “안전계획(safety Plan)”을 수립하여 죠지아 주 ‘응급상

황관리청(Emergency Management Agency)’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모든 ‘어린이 보호시설’은 안전 조치에 대한 점검 및 향상을 위해 경찰 및 소방 

등 관련기관과 긴 히 협조해야 한다.

‘어린이 보호시설’의 “안전계획(safety Plan)”은 교사와 직원간의 협의와 점검을 

통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고 향상되어야 한다.

매년 ‘안전’, ‘재해’ 및 ‘화재’ 대비 훈련을 연중 실시하여야 한다.

[기본 안전 조치]

등교(원)이 시작되면 정문을 제외한 모든 출입 가능한 문을 닫고 잠근다.

정문(현관)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방문객은 입구에서 신원확인 및 인적사항 기록

26) IC 5-2-10.1-10
27) IC 5-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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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한 뒤 ‘방문자(Visitor)’ 배지를 부착해야 한다.

학(원)생들은 수업 중에는 반드시 승인을 받고 허가증(hall pass)을 교부 받아야 

교실을 이탈할 수 있다.

‘어린이 보호시설’에는 전문 보안요원(safety officer)을 두어야 한다.

[추가적인 안전조치]

필요한 시설 내부 장소에 CCTV 카메라 및 모니터를 설치한다.

가능하면 시설 외부에 추가적인 CCTV 카메라를 설치한다.

출입하는 방문자를 명확히 관찰할 수 있도록 정문, 현관 및 교실 구조를 개선한다.

시설 외곽에 투시 가능한 담장(fence)을 설치한다.

- 버지니아 주 ‘어린이 보호시설’ “안전진단(Safety Audit)” 제도

[법제화]

1997년 모든 ‘어린이 보호시설’에 대한 “안전진단(Safety Audit)” 실시 법제화

(HB1851, 버지니아주법 제22조의1 - 제278조의1)

“안전진단(Safety Audit)”이란, 모든 학교 및 유치원의 i) 건물 보안(building 

security)을 포함한 물리적 안전 우려 요인에 대한 대책을 파악 및 강구하고 ii) 시

설 내 및 주관 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생안전 우려사항’을 발견 및 평가하기 

위해 각 학교 및 유치원의 안전상태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1999년 법개정으로 모든 학교 및 유치원은 ‘안전진단’ 결과를 문서로 작성해 보

관해야 하며, 당국의 서면 요청이 있을 시 그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안전진단 실시 최소 항목]

안전진단 절차는 최소한 다음 사항들에 대한 점검을 포함해야 한다:

건물과 운동장, 마당의 안전과 보안

안전 정책의 수립과 집행

경찰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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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지역사회의 역할

위기관리 계획의 수립

안전 및 보안 담당 직원의 자격기준 마련

응급상황 대응 계획의 수립

[안전진단 중요 내용]

1. 건물과 운동장(마당) 안전 및 보안

A. 외곽 경계가 주변 지역과 명확히 구분되는가?

B. 안전, 시각적 분리 및 출입자 통제를 위한 담장이 설치되어 있는가, 있다면 높

이는?

C. 방과후 출입문이 시정되는가?

D. 학교(유치원)의 이름과 주소를 나타내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가?

E. 주차장은 직원용과 방문자용으로 분명히 구분되어 있는가?

F. “관계자와 출입금지” 표시와 위반 시 처벌내용이 담긴 관계법령을 게시하고 

있는가?

G. 방문자를 사무실로 안내하는 표시들이 있는가?

H. 시야를 가리는 주변 가지 및 잎 등 식재를 정리하여 명확한 시야를 확보하였

는가?

I. 건물 상층부로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는 나무, 가지 및 전신주 등은 

없는가?

J. 버스 승하차 장소는 다른 차량의 진출입, 승하차 장소와 확실히 분리되어 있는

가?

K. 학부모들이 자녀를 승하차시키는 장소는 분명하게 지정되어 있는가?

2. 외곽 감시(surveillance)

A. 모든 출입자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항상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지정된 출입

통로를 갖추고 있는가?

B. 주차장에 대한 육안 감시가 가능하거나 CCTV 카메라 설치가 이루어져 있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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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놀이공간에 대한 육안 감시가 가능하거나 CCTV 카메라 설치가 이루어져 있

는가?

D. 일과 시간 중 경찰순찰차의 순찰 혹은 자체 경비차량의 주차 등이 이루어지는

가?

E. 방과후 경찰순찰차 혹은 자체 경비차량의 순찰이 이루어지는가?

F. 학(원)생들이 주차장에 접근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감시가 이루어지는가?

G. 건물이나 담장에 낙서가 모두 제거되어 있는가?

H. 유리창 깨진 부분이 방치되어 있지는 않은가?

I. 1층 창문에는 튼튼한 방범창이 설치되어 있는가?

J. 야간이나 어두운 장소에는 충분한 조명이 설치되어 있는가?

K. 주차장에는 야간 CCTV감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균등한 조명이 확보되어 

있는가?

L. CCTV 카메라 본체와 렌즈는 손괴를 방지할 수 있는 케이스를 씌웠는가?

M. CCTV카메라의 위치는 최대한의 감시영역을 확보하고 있는가?

N. CCTV카메라의 설치방향은 건물벽이나 나무 등에 가리거나 지장 받지 않는 

앵글인가?

3. 건물내부 – 사무실 및 로비

A. 출입문에, 모든 방문자는 반드시 사무실에 들러 절차를 밟아달라는 안내를 고

지하고 있는가?

B. 사무실에서 로비에 대한 육안 감시가 가능한가?

C. 출입문과 로비를 지키는 직원이나 자원봉사자 혹은 CCTV카메라가 있는가?

D. 로비에는 밝은 조명이 확보되어 있는가?

E. 모든 방문자는 사무실에서 신원확인 및 인적사항 기록과 서명을 하게 되어 있

는가?

F. 모든 직원(임시직 및 운전기사 포함)은 출입증을 패용하고 있는가?

G. 부모가 아닌 친척이나 친지가 어린이를 데려갈 때는 신원과 신분증 확인이 이

루어지고 있는가?

H. 보안경보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가?



아동성폭력 재범방지정책들에 대한 검토 ❙ 29

4. 복도 및 화장실

A. 충분한 조명이 확보되어 있는가?

B. 외딴 복도나 분리된 장소에는 CCTV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가?

C. 화장실은 밝고 조명이 잘 확보되어 있는가?

D. 계단에 대한 감시는 확보되어 있는가?

5. 경찰의 역할

A. 범죄나 폭력 발생시 반드시 경찰에 연락하고 있는가?

B. 경찰 관계자가 학교(유치원)안전계획 수립 및 시행과정에 참여하고 있는가?

C. 경찰과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구축하고 있는가?

D. 학교(유치원)과 관할 경찰서 사이에는 서로의 역할과 책임을 정한 ‘협정서

(Memorandum of Agreement)’를 체결하였는가?

E. 경찰에서는 일과 중 및 관련행사에 경찰관을 파견하여 가시적이고 정기적인 

보호를 해주고 있는가?

F. 경찰에서는 방과 후 순찰을 실시해 주고 있는가?

6. 안전(보안) 담당 직원

A. 전문 안전(보안)담당 직원을 채용하고 있는가?

B. 안전(보안)담당 직원을 채용하기 전 신원조회를 실시하고 있는가?

C. 안전(보안)담당 직원은 버지니아주법 제9조의 183에 정한 교육 및 자격기준을 

충족하는가?

D. 안전(보안)담당 직원의 역할 및 책임이 명확하게 부여되었는가?

E. 안전(보안)담당 직원이 안전계획 수립 및 시행과정에 참여하는가?

F. 링컨셔 매블소르프(Mablethorpe), “유치원 및 초등학교 CCTV 정책”, 2007. 10월 

16일.

2) 영국의 사례 : 유치원 및 초등학교 CCTV 정책

CCTV운영 근거 : 영국 국가정보보호관(Information Commissioner)의 ‘소규모 

CCTV운용자를 위한 가이드라인’

CCTV시스템 운영자 : 학교(유치원) 관리자 및 교장(원장)이 운용 및 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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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관에 대한 통보 : 관리자는 매년 정보보호관에게 CCTV운용상황을 통보

해야 한다.

설치목적 : CCTV는 오직 경찰의 범죄수사를 도와서 학교(유치원) 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다.

카메라의 위치 : 카메라는 선명한 영상이미지를 확보하되 학교(유치원)을 방문하

지 않는 사람은 촬영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한다.

표지판 :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과 CCTV통제관의 연락처를 담은 표지판

을 설치해야 한다.

기기 보안 : 녹화장치는 사무실에 두되 비 번호를 입력해야 작동하도록 보안조

치를 취해야 한다.

녹화에 대한 모니터링 : 지정된 직원이 매일 녹화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녹

화된 내용은 14일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삭제되도록 프로그래밍되어야 한다.

녹화된 내용에 대란 열람 : 녹화된 내용은 오직 경찰에게만 제공되어야 하며 그 

외 제3자에게는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

참고자료 :

정보보호관의 CCTV 행동강령

정보보호관의 CCTV 체크리스트

정보보호법

유치원 ‘실종 아동 방지 정책’

모든 부모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등록해 두어야 한다.

유치원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비치된 방문록에 인적사항을 기록하고 

서명해야 한다.

원생들이 있는 동안에는 외부와 연결된 모든 통로와 출입문은 잠겨있어야 한다.

부모가 원생을 등원시키거나 데려갈 때는 반드시 비치된 등록부에 등록하고 서

명해야 한다.

유치원 직원은 반드시 오전과 오후 한차례씩 등록부를 확인, 서명해야 한다.

원생이 실종되었을 지 모른다는 불안을 느낄 때에는 즉시 다음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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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직원들과 원생들에게 이야기 들을 시간이 되었으니 모두 책방에 모여야 

한다고 말한다.

원장이나 부원장이 원생들의 이름을 호명하며 모든 원생들이 다 있는 지 확

인한다.

그 사이 지정된 직원이 유치원 내부 전체를 확인한다.

지정된 직원이 모든 문과 외부 및 인근지역을 확인한다.

어린이가 실종되었음이 확인되면 원장, 부원장 혹은 팀장이 부모에게 연락해 알

리고 어린이의 최근 사진을 가져와 달라고 요청한다.

경찰에 연락한다.

4. 결론 - 성범죄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

(1) (잠재적) 아동대상 성범죄자 관리 및 재범 방지 대책
근대 형사정책에 있어 형벌의 고전적 목적이 ‘범죄의 예방’이고, 베까리아 이후 확립

된 인본주의적 ‘적정형량’ 원칙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형량의 무조건적 강화는 바람직

하지 않다. 하지만, 2001년 5월 아동성폭행범 최인구가 2년 6개월이라는 단기 징역형을 

마치고 나온 지 11개월 만에 4살 어린이를 서울 중랑천변에서 납치해 성폭행하려다 살

해한 뒤 사체를 토막 내 유기한 잔혹한 사건과 2006년 2월 서울 용산에서 아동성폭행

범 50대 김모씨가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된 지 얼마 안 돼 11살 어린 허양을 유인해 성

폭행하려다 살해하고 시체를 불태워 유기한 끔찍한 사건 등 아동성범죄자들에 대한 온

정적 처벌이 재범으로 이어져 어린 생명의 안타깝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아동성범죄 형량을 다른 범죄 형량과 구분해 살펴볼 이유를 제공하고 

있다. 전반적인 ‘예방 형벌론’으로 논의를 확대하는 것을 사안의 본질을 흐리는 우를 

범할 수 있어 경계하고자 한다. 마찬가지로, 아동성범죄 형량을 강화하면 다른 범죄에

도 나름의 이유들이 있어 확대될 것이라는 근거없는 일각의 우려도 경계하고자 한다. 

오직, 아동성범죄에 있어 낮은 형량, 적절하지 못한 교정처우가 자기방어능력이 없는 

어린 생명에게 ‘심각하고 예측 가능한 위험이 임박’해지는 현실적 문제에 대한 대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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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일반 형벌이론에서 벗어난 ‘특별한 입법’과 법조실무 및 학계의 ‘특별한 관심’을 촉

구하고자 한다.

단, 아동성범죄자 중에도 범죄의 수법, 피해자에게 끼친 피해의 크기, 성도착이나 성

격장애 등으로 인한 재범의 가능성 등에 있어 다양성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형벌체계

에도 다양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소아기호증 등 성도착이나 성격장애 등의 

정신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성인 아동성범죄자는 치료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정신의학

계의 연구결과와 그로 인한 높은 재범 가능성, 그리고 이들이 재범할 경우 어린이의 생

명이 위태롭다는 ‘특별한 문제’는 아동성범죄의 적정형량이 일반적 살인 범죄보다 높

을 수 있으며 잠재적 피해자인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헌법이 허용하는 최장기

간 사회로부터의 격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형량 강화만으로는 결코 아동대상 성범죄를 막을 수도 줄일 수도 없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낮은 신고율과 기소율, 유죄판결율이 유지되다면, ‘강화된 형량’의 대상

조차 되지 않을 성범죄자가 대다수일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모든 성범죄자 혹은 성

격, 심리적 문제가 있는 폭력 범죄자를 영원히 격리하지 못한다면, 언젠가 다시 사회로 

나온 이들의 재범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수감기간 중 전문적인 진단과 검사를 통해 문

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찾고, 그에 맞는 치료, 교정 혹은 교육을 장기간, 체계적으로 실

시해야 한다. 그리고, 이들이 출소하기 전에 다시 전문적인 진단과 검사를 통해 위험성

을 평가하고, 재범 위험이 있는 자들에게는 전자감시, 신상공개, 경찰이나 보호관찰소 

등 법집행기관의 감시 및 관찰, 치료, 교육 등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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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린이 보호 대책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와 그 주변 및 도시공원 등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아동복지법 제9조의 2]를 보완, 세부 시행령 및 규칙을 마련하여 미국이나 영

국의 경우에서와 같이 범죄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시설의 설계 및 관리, 경

찰 등 안전 관련 기관과의 연계 협력 등을 규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학생 안전’에 대해서는 전혀 규율하고 있지 않은 초중등교육법을 개정, 학

교장 및 교사의 학생 안전 확보 의무, 교원 대상의 학생 보호 방안 교육 및 연수, 스쿨

버스 등 등하교길 안전, 학교안전 담당관, 안전진단 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

아울러, 교육청 및 학교, 지방자치단체는 경찰과 함께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실종, 성

폭행 등 아동대상 범죄를 예방하는 ‘지역공동체협력치안’을 통한 ‘아동대상범죄 예방

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주민 자치치안 조직이나 자

율 방범조직, 민간기동순찰, 녹색어머니회 등의 지역 주민 자원과 지방자치단체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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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을 유기적으로 조율, 통합하여 어린이가 늘 보호받는 ‘보호의 연결고리(chain of 

protection)’를 형성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법적 근거 부재와 대상의 자격 및 

선발 기준, 교육 훈련 부재와 경찰과의 연계 미비 등으로 인해 실효성 논란을 빚고 있

는 ‘어린이 안전 지킴이 집’ 제도 등 관련제도의 정비 및 실효성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

끝으로, 저소득층 및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이주민 가정, 맞벌이 가정 등 방과 후에 

부모가 보호하지 못하는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 및 학교의 협력과 사회적 지원 노력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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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010년에 들어 아동성폭력에 대한 강성 정책의 기조가 한층 더 강화되었다. 3년여 

전쯤부터 극악한 아동성폭력사건들이 연이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아동성폭력범죄자

에 대한 강력한 응징과 감시 및 사회적 격리를 요구하는 여론이 비등하였고, 정부는 이

를 배경으로 삼아 2008년에 아동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통제장치들을 본격적으

로 도입한 바 있다. 종래의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제도를 보완한 “신상

정보등록 및 열람명령”제도가 2008.2.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2008.6.13.에는 아동성폭

력과 관련한 3개의 법률이 개정되어 본격적인 강성 형벌정책의 막을 올렸다. 먼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13세 미만 아동성폭력범죄에 대한 법

정형을 대폭 상향하여, 예를 들어 13세 미만 여자어린이에 대한 강간죄의 법정형을 “7

년 이상의 징역”으로 개정하였고, 2007.4.에 제정된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

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도 같은 날 개정되어,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전

자장치의 부착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장하고, 시행시기도 본래 예정되어 있던 

2008.10.1.에서 한 달 앞당겨 9.1.부터 시행하고 있다. 더불어 ｢치료감호법｣의 개정도 있

었다. 소위 ‘소아성기호증’ 등 정신성적(精神性的) 장애를 지닌 성폭력범죄자에 대하여 

최장 15년에 달하는 치료감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이 치료

감호제는 2008.12.14.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렇듯 2008년은 아동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열람제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제도, 치료감호제 등 전통적인 형벌에 추가

적으로 적용되는 통제장치들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해였다.

이러한 강성 정책의 제도적 도입기반 위에서 2010.4.15.에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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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4.15. 개정법률에 도입된 정책 개요>

○ ｢형법｣개정법률안

 • 유기징역의 상한을 15년에서 30년으로, 형을 가중할 경우에는 50년까지로 상향

 • 무기징역의 가석방요건을 10년에서 ‘20년 이상 복역한 자’로 상향조정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특례법’이라 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추적장치부착법’이라 함)이 개정되어 형법의 징역형 

상한이 30년으로 확대됨과 더불어 전자발찌, 신상공개 등 감시위주의 정책들이 더욱 

강화되고 적용범위도 확대하게 된다. 더불어 2010.6.29.에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하 ‘성충동약물치료법’이라 함)이 제정되어 소위 ‘화학적 거

세’가 징역형이나 치료감호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로 도입되었으며, 아동․청소년성보

호법이 개정되어 신상정보 공개의 방식을 현재의 정보통신망 이용방식으로 통일할 수 

있도록 소급적용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숨이 가쁘다! 본격적인 강성 형벌정책의 막이 올랐다!>> 이 표현이 필자의 솔직한 

심정이다. 아동성폭력에 관한 강성 정책 위주의 급격한 변화가 진정으로 아동성폭력범

죄의 방지에 도움이 될 것인지 또 어떠한 부작용을 낳을 것인지는 앞으로 보다 면 히 

지켜보아야겠지만, 충분한 연구와 사회적 합의 없이 여론을 핑계삼아 감시와 격리 위주

의 통제장치들을 한꺼번에 쏟아내는 모습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아동성폭력범

죄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면서 국가형벌권의 과도한 확장과 그로 인한 인권침해의 문제

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둔감한 우리의 현실은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는 대목이다. 이 글

은 2008년 이후 최근까지 이루어진 (아동)성폭력범죄에 대한 형벌정책의 전환이 어떠한 

형사정책적 맥락 속에 놓여 있는지를 가늠해 보고, 강성 정책에 내포된 국가형벌권 확

장과 인권침해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성찰해 보는 계기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Ⅱ. 새로운 강성정책들의 내용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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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죄의 법정형을 종래 “7년 이상의 징역”에서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높이는 등 법정형 상향조정

 • 음주나 약물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책임무능력규정 및 한정책임능력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 DNA증거 등 입증증거가 확실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10년 연장

 • 성폭력범죄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근거규정 마련

 •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도 신상정보의 등록 및 공개제도, 고지제도를 

새로이 적용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림

 •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지역주민에게 알려주는 ‘고지제도’ 신설

○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전자발찌의 적용요건을 대폭 완화

 • 성폭력, 미성년자유괴범죄 외에 살인범죄를 전자발찌 부착대상으로 추가

 • 부착기간의 하한을 강화하고 상한은 범죄유형별로 10년에서 30년까지로 대폭 

상향 조정

 • 전자발찌의 소급적용에 관한 근거규정(부칙 제2조) 마련

<2010.6.29. 국회통과법률 개요>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구법에 따라 법원의 열람명령을 선고받아 경찰서에서 신상정보 열람이 이루어

지고 있는 대상자에 대하여 현행법상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개 규정을 적용 

 • (구)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신상정보의 등록·열람을 결정한 자와 향후 종전 법

률에 따라 법원의 열람명령을 선고받게 될 자에 대하여도 현행법의 공개명령 

규정을 적용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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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물치료의 적용 대상자 - 16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를 저

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만 19세 이상의 사람

 • 약물치료는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선고하고, 치료기간은 15년 이내에서 정함. 

징역형 후에 별도로 집행함.

 • 징역형 복역 중인 성폭력범죄 수형자의 경우에는 가석방 임박시에 법원의 결

정으로 별도의 치료명령을 15년의 범위에서 부과하도록 함

 •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도 약물치료명령을 적용

1.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장치부착제도
2007년 4월 제정된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은 2008.6.13. 일부개정을 거쳐 2008.9.1.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은 “성폭력범죄자

의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

착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성폭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

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조).

이어 2010.4.15. 개정에서는 전자발찌의 적용요건을 대폭 완화하였고, 적용대상을 성

폭력, 미성년자유괴범죄 외에 살인범죄까지 추가하였으며, 부착기간의 하한과 상한을 

대폭 강화1)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졌다. 아울러 법 시행이 이전에 제1심 판결이 

선고되어 징역형의 집행 중에 있거나 집행을 종료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에 대

해서도 전자발찌부착을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근거규정을 도입하였다.

1) 제9조 ① 법원은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의 범위 내에

서 부착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부착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특정범죄

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기간 하한을 다음 각 호에 따른 부착기간 하한의 2배로 한다. <개정 2008.6.13, 
2010.4.15>
1. 법정형의 상한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특정범죄: 10년 이상 30년 이하

2. 법정형 중 징역형의 하한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특정범죄(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범죄는 제외한

다): 3년 이상 20년 이하

3. 법정형 중 징역형의 하한이 3년 미만의 유기징역인 특정범죄(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범죄

는 제외한다): 1년 이상 10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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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것은 다음의 3가지 경우에 가능하다. 첫째, 

형집행 종료 후 추가적인 제재로 전자발찌를 최장 30년의 범위에서 부착할 수 있다.2) 

둘째, 가석방시 보호관찰과 함께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으며, 셋째, 집행유예시에 보

호관찰기간 동안 전자팔찌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이 중 형집행종료 후에 위치추적장

치를 부착하는 것은 재범의 위험성을 근거로 한 전형적인 보안처분으로 볼 수 있는 반

면에, 가석방이나 집행유예에 부가되는 전자발찌부착은 보호관찰의 준수사항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호관찰과 결합된 전자감시의 형태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성폭력범죄자 중에서 징역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종료나 면제․가석방(가종료)되는 

때 추가적인 제재로 전자발찌부착명령의 대상자는 아래의 4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 : ｢1.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

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2. 성폭력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

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3.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

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 4.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법 제5조 제1항).

2.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제
2007.11.26. 정부는 소아성기호증, 성적가학증 등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자

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형벌과 함께 치료

감호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하는 ｢치료감호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2008년 초 일련의 아동성폭력사건을 계기로 하여 2008.6.13. 치료감호법의 개정이 이루

어졌고, ‘정신성적 장애자인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는 2008.12.14.부터 시행되

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은, ‘소아성기호증, 성적가학증 등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자로

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과 치

료필요성을 요건으로 하여 형벌과 함께 치료감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

2) 처음 법률이 제정될 당시에는 전자발찌 부착기간은 “5년”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2008.6.13. 개정에서 

“10년”으로 부착기간을 확장하였다가 2010.4.15. 개정에서 또다시 부착기간을 대폭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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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적 장애자의 치료감호시설 수용기간의 상한은 15년이며, 대체주의가 적용된다.

3. 신상공개제도
범죄자의 신상정보의 공개제도는 2000년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

로 도입되었다. 처음의 신상공개방식은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중에

서 신상공개 대상자를 선별하고, 세부정보를 제외한 채 ‘성명, 연령, 직업, 동단위까지

의 주소’ 정도를 관보와 인터넷에 게재하는 것으로 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시행 초기

부터 이중처벌금지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비판, 적법절차원칙에 위배

된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합헌 4 : 위헌 5’의 의견으로 가까스로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3)

이후 신상정보 공개의 범위와 방식에 관해서는 여러 차례의 변화가 거듭되었다. 

2007.8.3. 동법 전부개정(시행일 2008.2.4.)시 영국과 미국의 제도를 모델로 한 신상정보

의 등록 및 열람제도로 자리잡았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자는 

자신의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할 의무가 있고(등록기간 10년), 등록정보를 시민의 열람

에 제공하는 것은 일정한 요건 하에 법원이 열람명령을 선고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

다. 신상정보의 열람(열람가능기간 5년)은 세부주소와 사진까지 가능하도록 한 반면에, 

열람을 할 수 있는 자는 “1. 등록대상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시·군·구 내에 거주하는 청

소년의 법정대리인, 2. 등록대상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시·군·구 내의 제42조제1항 각 호

의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의 장”으로 제한되었다. 2009.6.9. 다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에 관한 법률｣명으로 전부개정되어(시행일 2010.1.1.) 신상정보의 열람기간을 등록기간

과 동일하게 10년으로 하고4) 신상정보의 공개와 열람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방식

으로 전환하였다. 

2010.4.15. 개정에서는 신상정보의 등록 및 공개기간을 20년으로 늘리고, 공개대상자 

중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의 신상정보를 지역주민에게 우편으로 

고지하는 ‘고지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였다. 한편 동일한 방식의 신상정보의 등록과 열

람 및 고지제도를 일반 성폭력범죄에도 적용하는 근거규정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3) 헌재 2003.6.26, 2002헌가14,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제청. 
4) 단,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제한은 있다(동법 제3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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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특례법｣에 새로이 마련하였다.

그런데 이처럼 신상공개제도가 여러 차례 변화하는 과정에서 동법이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한다”는 부

칙규정을 두어 엄격한 행위시법주의 채택하였기 때문에 시기별로 신상정보의 등록과 

공개의 범위와 방식, 기간 등이 달라지는 문제점을 노출하게 되었다. 이에 2010.6.29. 

국회를 통과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구법에 따라 법원의 열람명령

을 선고받아 경찰서에서 신상정보 열람이 이루어지고 있는 대상자에 대하여 현행법상

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개 규정을 소급적용하도록 하고, (구)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신상정보의 등록·열람을 결정한 자와 향후 종전 법률에 따라 법원의 열람명령을 선고

받게 될 자에 대하여도 현행법의 공개명령 규정을 소급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게 

되었다.

4. 화학적 거세제도의 도입
2008년 9월 발의된 박민식의원의 대표로 발의된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은 소위 “화학적 거세”(chemical castration)의 도입을 담고 있었다. 

당시 화학적 거세의 도입에 대해서는 국민의 정서적 거부감이 있는데다가 2008년에 성

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와 치료감호제가 새로이 시행되는 단계였기 때문에 화학

적 거세의 도입여부에 대한 논란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했다. 그러던 차에 지난 

2009년 9월 조00사건을 계기로 하여 화학적 거세가 하나의 대안으로 다시 논의되기 시

작하였다. 2009.11.19.에는 이 법안에 관한 국회 법사위의 공청회도 개최되었다. 무엇보

다 화학적 거세 법안의 전격적인 도입은 지난 6월 7일 초등학교 2학년 여학생을 납치

해 성폭행한 피의자가 6월 15일 현장검증에서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 속에는 욕망의 

괴물이 있어서 그런 (나쁜) 생각이 들었습니다”라고 말했다는 언론보도5)가 계기가 되

지 않았나 생각된다. 그의 이 말은 아동성폭력을 ‘개인의 주체할 수 없는 삐뚤어진 욕

망의 산물’로 여기는 “괴물담론”을 급속도로 확산시켰다. 화학적 거세법은 이러한 여론

에 대한 정치권의 화답이다.

5)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0/06/15/0701000000AKR20100615057900004.HTML?template=2087 연

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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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6.29. 국회를 통과한 법률의 명칭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다. ‘화학적 거세’라는 용어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성충동 약물치료’라는 용어

를 채택하였다고 한다. 이 법은 현재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를 앞두고 있으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약물치료의 적용 대상자는 ‘16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만 19세 이상의 

사람’이며, 약물치료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명령으로 선고하고, 치료기간은 

15년 이내에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당사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설정하지 않았다. 

약물치료는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가석방되는 시점 2개월 전부터 시행된다. 징

역형 집행 중인 성폭력범죄자의 경우에는 가석방 시 15년의 범위 안에서 법원이 기간

을 정해 약물치료가 시행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한다.

Ⅲ. 아동성폭력 범죄의 발생현황과 재범율에 대한 약간의 음미

1. 아동성폭력범죄의 발생현황
현행법상 아동성폭력에 관한 명확한 개념정의는 없지만, 우리나라에서 아동성폭력이

란 일반적으로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를 지칭하는 것이 보통이다.6) 

아래 <표 1>은 2005년부터 2010년 6월 현재까지 성폭력범죄 발생건수와 13세 미만 아동

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 발생건수를 보여준다.7) 전체 성폭력범죄 발생건수가 2005년 

13,446건에서 2009년에는 18,351건으로 약 36.5% 증가하였으며 2010년의 경우 1월부터 6

월까지 9,440건으로 나타나 이런 추세라면 2010년의 전체 성폭력 발생건수는 2009년보다 

약간 증가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성폭력범죄 중 아동성폭력범죄의 발생

건수를 보면 2009년 이후에는 감소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아동

성폭력범죄는 2005년에 738건이 발생하였고8) 이후 계속 증가하여2008년에는 1,220건으

6) 민영성, “민간책임의 확대를 통한 아동성폭력범죄예방”, 법학연구(부산대학교) 제50권 제2호, 2009, 4면 

; 박기범, “아동성폭력과 그 대책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 제18권 제2호, 2006, 240면 ; 강은영, 아동성폭

력 가해자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39-51면 참조.
7) <표 1>과 <표 2>는 경찰청 생활안전국 담당자가 필자에게 제공해 준 통계수치이다. 자료제공에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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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2003년 대비 65% 정도 증가하였다. 그렇지만, 2009년에는 1,017건으로 전년대비 

16.6% 감소하였으며, 2010년에도 6월까지 445건에 불과하여 이같은 추세라면 2010년 아

동성폭력범죄는 2009년에 비해 또다시 10∼15%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 성폭력 범죄의 발생건수 (2005년 ∼ 2010년 6월)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6월

전체 성폭력

(발생건수) 13,446 15,326 15,325 17,178 18,351 9,440

피해자 13세미만

(발생건수) 738 980 1,081 1,220 1,017 445

가해자 청소년

(검거명수) 1,329 1,811 2,136 2,717 2,934 1,426

* 출처: 경찰청 생활안전국 통계

한편 <표 2>는 전체 성폭력범죄의 검거 및 구속현황을 보여준다. 여기에서 구속율을 

보면, 2007년과 2008년에는 구속율이 17.7%였지만, 2009년에는 14.9%로 감소하였고, 

2010년 6월까지의 구속율은 15.3%로 나타나고 있다.

<표 2> 성폭력범죄의 검거  구속 황 (2007년 ∼ 2010년 6월)

구 분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인원
조 치

구 속 구속율 불구속

’07년 15,325 13,940 16,500 2,927 17.7% 13,573

’08년
(전년대비증감)

17,178
(12.1%)

15,609
(12.0%)

17,825
(8.0%)

3,157
(7.9%)

17.7% 14,668
(8.1%)

’09년
(전년대비증감)

18,351
(6.8%)

17,027
(9.1%)

18,810
(5.5%)

2,811
(-10.9%) 14.9%

15,999
(9.1%)

’10년 1월∼6월 9,440 8,805 9,765 1,497 15.3% 8,268

* 출처: 경찰청 생활안전국 통계

8)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아동성폭력범죄는 2003년에는 642건, 2004년에는 721건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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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이후 통계상으로 - 전체 성폭력범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 아동성폭력범죄

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렇지만, 이 현상

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지금으로서는 난감하기 짝이 없다. 현재로서는 아동성폭력범

죄의 감소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감소세가 일시적인 것인지 

앞으로 지속될 것인지도 현재로서는 가늠하기 어렵다.

2008년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강성 형벌정책이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전자발찌나 

신상공개, 치료감호 등의 정책수단들이 본래의 목표대로 성폭력범죄자의 치료 내지 감

시를 통해 재범억제효과를 발휘한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의 위험

성을 감소시키는 효과는 단기간 안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강성 형벌정책

의 효과가 만약 있다면 그것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면 이중삼중의 강경한 정책들이 

당신의 사회적 매장을 준비하고 있다’는 위하예방적 메시지 효과일 것이다. 이와 같은 

식의 일반예방효과는 일시적일 뿐이라는 것이 정설이기 때문에 강성 정책의 일반예방

효과 덕에 앞으로 아동성폭력범죄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한편, 2000년대 들어 아동성폭력건수가 꾸준히 증가한 원인이 피해자(아동 및 부모 

등)의 적극적인 신고와 고소 때문이라는 분석도 가능하다. 즉, 아동성폭력범죄가 실제

로 증가한 것이 아니라 과거 암수영역에 존재했던 사건이 피해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가시화되었다는 것이다. 성폭력에 대한 사회의 인식변화, 그리고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각종 보호대책의 마련 등이 그 배경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체 성폭력건수의 지속

적인 증가도 이와 같은 추론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인식을 전제로 하면 최근의 아동성

폭력의 감소는 피해자측의 적극적인 대응전략에 모종의 변화가 있음을 암시하는 것일 

수도 있다. 적극적인 가시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실망과 2차 피해

의 문제 등을 겪으면서 분위기가 바뀌는 것일 수도 있다.

2. 재범율
성폭력, 특히 아동성폭력의 재범율이 높다는 것은 전자발찌 등 감시와 무력화전략을 

도입하게 된 강력한 근거 중의 하나이다. 사실 재범율 통계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연구

자에 의하여 각기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일률적인 비교는 어렵다. 예를 들어, 재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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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평 균

살 인
9.3%

(53/567)
11.7%

(68/580)
9.8%

(56/569)
10%

(60/600)
10.2%

(237/2,316)

강 도
27.5%

(518/1,882)
28.4%

(536/1,886)
27.4%

(520/1,896)
26.7%

(652/2,445)
27.4%

(2,226/8,109)

방 화
7.5%

(54/719)
7.0%

(48/688)
7.2%

(45/625)
7.3%

(68/935)
7.2%

(215/2,967)

소 계
19.7%

(625/3,168)
20.7%

(652/3,154)
20.1%

(621/3,090)
19.6%

(780/3,980)
20.0%

(2,678/13,392)

강 간
14.7%

(671/4,554)
14.3%

756/5,302)
14.5%

(686/4,722)
15.3%

(1,024/6,667)
14.8%

(3,137/21,245)

정의라든가, 동종재범율이라고 할 때 ‘동종’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도 

다르고, 재범의 측정기간에 따라서도 재범율은 커다란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이

다.9)

그러나 공식통계의 분석에 의하면 (아동)성폭력범죄의 재범율이 다른 범죄와 비교하

여 특별히 높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전영실 등이 공식통계를 분석한 바에 의하면, 성폭력범죄자의 

약 50%가 재범자인데, 이들 중에서 약 14%만이 이전에도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던 ‘동

종재범자’이고 나머지 약 86%는 성폭력범죄 이외의 범죄를 저질렀던 ‘이종재범자’라고 

한다.10) 1997년-2006년 10년간 전체범죄의 동종재범율이 30-35% 내외였던 반면에, 성

폭력범죄의 동종재범율은 14% 내외로 나타나 성폭력범죄의 재범율이 오히려 낮은 것

으로 보고되고 있다.

아래 <표 4>는 대검찰청 “범죄분석”에 나타난 4년간의 동종재범율을 보여준다. 강간

범죄의 4년간 동종재범율은 14.8%로 다른 범죄에 비해 특별히 높은 수준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표 4> 주요범죄의 4년간 동종재범율

9) 이수정, “성범죄 재범율에 관한 바른 이해와 재범 방지 대안 모색”,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Vol.19, No.3, 2005, 85-86면.
10) 전영실 외, 성폭력범죄의 유형과 재범억제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7, 1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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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평 균

유 괴
(약취유인)

21.4%
(15/70)

15.3%
(10/65)

9.0%
(5/55)

14.9%
(20/134)

15.4%
(50/324)

절 도
44.0%

(12,192/27,739)
44.6%

(13,319/29,854)
45.0%

(14,880/33,075)
45.6%

(18,930/41,501)
44.9%

(59,321/132,169)

사 기
27.6%

(29,841/108,061)
28.7%

(29,322/102,157)
31.4%

(26,031/82,786)
32.6%

(26,652/81,809)
29.8%

(111,846/374,813)

폭 행
43.9%

(4,594/10,454)
43.2%

(14,967/34,685)
40.4%

(19,493/48,260)
38.9%

(24,101/61,958)
40.7%

(63,155/155,357)

폭처법 
위반

46.9%
(80,531/171,576)

43.9%
(27,134/61,811)

40.4%
(18,108/44,781)

38.0%
(23,549/62,031)

43.9%
(149,322/340,199)

폭 력
(단체등의
구성․활동)

39.3%
(110/280)

71.7%
(152/212)

57.8%
(263/455)

56.0%
(252/450)

55.6%
(777/1,397)

* 출처: 대검찰청 범죄분석

물론 성폭력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로 공식통계상의 성폭력범죄 재범율을 

다른 범죄와 평면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성폭력범죄, 특히 아동성폭력

범죄는 다른 범죄보다 암수범죄가 많은 유형에 속한다. 낮은 신고율 때문에 (아동)성폭

력범죄의 재범율이 실제 보다 낮게 평가되었을 수도 있다. 또한 강간죄 등 기본적인 성

폭력범죄는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친고죄인 성폭력범죄

의 경우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검사의 불기소처분 또는 공소기각판결로 사건이 종

결되어 유죄판결에 이르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성폭력범죄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성폭력범죄의 동종재범율이 특단

의 정책을 강구해야 할 정도로 다른 범죄보다 유난히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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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강성 형벌정책의 인권법적 주요 쟁점

1.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제도의 인권법적 쟁점
(1)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의 형사정책적 목적 - ‘감시를 통한 재범방지’

1) ‘추가적인 제재’로서 전자감시

본래 전자감시제도는11) 외국의 경우 불필요한 구금을 억제하고 보호관찰 등 사회내 

처우의 활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안된 것이다. 미국, 영국, 스웨덴 등 전자감시를 

활발히 활용하는 국가를 보면, 전형적인 활용례는 미결구금을 대체하기 위하여 전자감

시를 조건으로 한 보석을 실시하거나 집행유예나 가석방 시 보호관찰 프로그램과 연계

하여 전자감시를 실시하는 것이다.12) 이처럼 전자감시가 집행유예나 가석방 시의 보호

관찰과 결합되어 실시되는 경우에 전자감시는 보호관찰의 감시적 성격을 강화하는 측

면이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재사회화이념에 따라 구금형보다는 사회내처우를 강

조하고 불필요한 구금형을 회피하고자 하는 정책적 지향점을 갖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위치추적장치부착법은 징역형 집행종료 후에 최장 30년까지 전

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집행유예나 가석방시 전자발찌를 부착

하는 방식도 규정되어 있지만, 위치추적장치부착법의 핵심적인 내용은 재범의 위험성

이 인정되는 성폭력범죄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에 일정 기간 동안 전자발찌를 

채우고 감시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가석방이나 집행유예시 부가되는 전자발찌부착과는 

그 정책적 목표와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법 제1조에서도 명시하고 있듯이, 그것은 성

폭력범죄 등의 ‘재범방지’를 목표로 하여 기존의 징역형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로 부

과되는 것이다.13) 위험한 성폭력범죄자에 대하여 실시간으로 감시함으로써 재범을 억

제하고, 동시에 감시자료를 감시기간 내내 보관하여 해당 기간 동안 재범의 수사와 재

11) 전자감시란 일반적으로 ‘특정 감시 대상자에게 전자감응장치를 부착하여 전자파를 추적함으로써 그의 

위치를 파악하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하는 방식으로 원격 감시하는 제도’를 말한다. GPS를 이용한 위치

추적전자장치 부착은 오늘날 많이 활용되는 전자감시의 기술적 방법이다.
12) 이에 대해서는, 김혜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팔찌 적용가능성에 관한 검토”, 형사정책연구 제16

권 제3호, 2005, 245-248면 ; 조규범, “전자감시제도에 대한 헌법적 소고”, 성균관법학 제19권 제3호, 
2007, 86-92면 참조.

13) 김혜정, 앞의 글, 252면 ; 박혜진, “소위 전자장치부착법(특정 성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

착에 관한 법률)에 대한 비판적 고찰”, 형사정책 제20권 제2호, 2008, 2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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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외국의 예에 대한 오해와 진실

이처럼 징역형에 이은 추가적인 제재로서 전자발찌부착은 외국의 예에서 볼 때 아직

은 일반화되지 않은 매우 생소한 제도이다.14) 우리와 유사한 제도로는 보통 미국 콜로

라도주와 플로리다주의 예가 많이 언급된다. 미국 콜로라도주에서는 1998년 소위 “Sex 

Offender Life Time Supervision Act”라 불리는 법개정을 통해 상습성이 인정되는 아동성

폭력범죄자의 경우 징역형 출소 후에 보호관찰과 전자감시를 무기한으로 받을 수 있도

록 하였으며, 플로리다주는 2005년 일명 “Jessica Lunsford Act”에 의하여 12세 미만의 

아동성폭력에 대하여 추행의 경우 25년 이상의 징역형, 강간의 경우 무기징역형을 선

고하도록 하면서 그가 (가)석방되면 평생동안 전자감시를 받게 하고 있다. 그리고 아이

오와주에서는 2006년 “Sex Offender Act”에 따라 성폭력범죄자로서 신상정보의 등록대

상자 중에서 폭력을 수반한 성폭력범죄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자에 대

해 가석방시 5년 동안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고 한다.15)

그런데 미국의 일부 주에서 실시하는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평생 전자감시 제도를 우

리의 ‘징역형 종료 후의 전자발찌 부착’의 비교법적 모델로 간주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

다. 예를 들어, 미국 콜로라도주의 경우를 보면, 1998년 “Sex Offender Life Time 

Supervision Act”는 성폭력범죄자에 대하여 최장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부정기형을 선고

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었다. 이에 따라 아동성폭력을 저지른 범죄자에게 상습성이 인

정되면 법원의 형선고단계에서 ‘단기 양형기준상 최고형 - 장기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부정기형을 선고하게 된다.16) 이러한 형을 선고받는 범죄자는 가석방시 ‘최하 20년에

서 최장 평생’까지 보호관찰을 받게 되며, 이 때 전자감시가 보호관찰의 조건으로 부과

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17) 미국 콜로라도주의 1998년 “Sex Offender Life Time 

14) 외국의 전자감시제도에 대한 소개는, 정현미, “성폭력범죄대책과 전자감시 -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의 검토를 중심으로 -”, 형사정책 제21권 제1호, 2009, 328-332면 참조.
15) 정현미, 앞의 글, 329면.
16) Colorado Revised Statutes, Cap. 303(Criminal Law and Pocedure) Title 16 Article 13 Part 8, §16-13-804 

(1)(c).
17) Colorado Revised Statutes, Cap. 303(Criminal Law and Pocedure) Title 16 Article 13 Part 8, §16-13-806 

(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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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vision Act”는 우리와 같은 식의 ‘추가적인 제재’로서 전자감시를 제도화한 것이 

아니다. 성폭력범죄자에 대하여 평생 전자감시가 가능한 것은 이미 ‘무기징역까지의 

부정기형’이 선고된 범죄자가 일정한 형기를 복역한 후에 그 잔여형기 동안 가석방될 

수 있는 법시스템에서 연유하는 것이다. 성폭력범죄자에게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

도록 한 중형정책의 타당성을 별론으로 하면, 이러한 법적용방식은 경미한 범죄자를 

중심으로 가석방시 보호관찰의 조건으로 전자발찌를 활용하였던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우리의 ‘징역형 종료 후의 전자발찌 부착’

제도와는 전자발찌의 적용맥락이 다르다.

외국의 예에서 볼 수 있는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평생 혹은 장기간의 전자감시는 ‘무

기징역(내지 장기형) 선고’와 ‘보호관찰 조건부 가석방’이 결합되는 방식(전통적으로 

전자감시가 활용되는 법형식)이기 때문에 성폭력범죄에 대해 무기징역의 선고가 과연 

정당한가의 문제가 제기될 수는 있어도 전자감시로 인한 이중처벌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외국에서 전자감시는 독자적인 형사제재에 속하지 않으

며 치료와 교정에 초점을 둔 집중감시(intensive supervision) 보호관찰프로그램의 일환

으로 시행되는 성격이 강하다. 다만, 비현실적인 과다한 징역형을 선고해 놓고 이를 토

대로 하여 보호관찰부 가석방과 전자감시를 평생토록 혹은 장기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실질적인 효과의 면에서는 “징역형 + 추가적인 전자감시”라는 우리의 방식과 유사한 

측면이 있음도 부정할 수 없다.

3) 우리의 ‘징역형 종료 후 전자발찌 부착’의 형사정책적 의미와 기능

‘추가적인 제재’로서 전자발찌부착제도의 도입은 단순히 우리 형사사법에 ‘재범방지

를 위한 보안처분’의 하나를 추가한다는 의미 이상을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 법 제1조

는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라고 규정함으로써 전형적인 특별

예방목적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발찌부착은 단지 감시제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범죄자의 위험성을 교정 내지 재사회화하는 효과가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단지 그것은 재사회화 프로그램과 결합될 수 있을 뿐이다.

구금형에 대한 대체수단으로 ‘가석방이나 집행유예와 결합된 보호관찰 +전자감시’의 

방식은 본래 징역형 등 시설내 처우가 재사회화에 효과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장기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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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으로 인해 사회복귀에 역효과가 발생한다는 반성에 기초하여 보호관찰을 이용한 

사회내처우를 확대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성화되었다. 그러나 전자감시는 다른 한편으

로는, 감시로 인한 사생활침해의 문제, 정신적․심리적 부작용 등 단순 보호관찰보다 

인권침해의 강도가 크고, 사회통제망의 확대효과 등 형벌권확장의 빌미가 될 수 있다

는 점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기도 하다.18) 그렇기 때문에 전자감시의 인권침해

적 속성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형벌정책으로서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면 그 일차적인

(최소한의) 요건으로는 전자감시제도가 범죄자의 교정과 치료를 통한 사회복귀라는 형

사정책적 이념을 지향하는 형사사법 시스템 속에 녹아들어 있어야 한다는 점이 필수적

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의 전자발찌제도는 그렇게 설계되지 않았다. ‘징역형 종료 후 

전자발찌 부착’이라는 현행 방식은 치료 및 교정의 형사정책적 이념과는 거리가 멀다. 

처음 전자발찌제도의 도입이 논의될 당시 전자발찌는 ‘감시를 통한 재범방지’라는 목적

이 일방적으로 강조되었을 뿐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치료 및 교정프로그램과 유기적으

로 연계되어 논의되지 않았다.19) 지난 2008.6.13. 법개정 당시 법원이 전자발찌부착의 

선고를 할 때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등을 준수사항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규

정을 마련하였다(법 제9조의2).20) 전자발찌의 부착에 의한 감시만으로는 재범방지의 목

적을 달성할 수 없고 전자발찌제도가 성폭력범죄자의 치료프로그램과 연계되어야 한다

는 비판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치료프로그램이수의 부과는 법원의 재량사항일 뿐이

어서 ‘교정 및 치료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전자감시’가 아니라 ‘전자감시

의 효율성을 위한 치료프로그램 부과’가 되어 버렸다. 2010.4.15. 개정에서는 ‘징역형 종

료 후 전자발찌 부착’이 선고되면 부착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보호관찰을 받도록 규정하

였다(법 제9조 제3항). 그러나 전통적인 전자감시가 ‘보호관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서 활용되는 것인 반면에, ‘징역형 종류 후 전자발찌 부착’시 받게 되는 보호

관찰은 ‘보호관찰이 전자발찌의 시행을 위하여 부가’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18) 전자감시제도의 장단점에 관한 일반적인 논의의 소개로는, 김혜정, “전자감시제도의 적용가능성에 대

한 검토 - 전자감시는 새로운 행형의 신호탄인가?”, 형사정책 제12권 제2호, 2000 참조.
19) 입법경과에 대해서는, 김혜정,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에 관

한 검토”, 형사정책연구 제20권 제1호, 2009, 648-651면 참조.
20)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하도록 되어 있다(동법 제9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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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정부가 전자발찌 제도를 통하여 추구하는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가는 법무부 

홈페이지의 다음과 같은 설명이 잘 대변해 주고 있는 듯하다21) :

<전자감독의 효과>

• 과학적 재범방지 대책의 도입으로 국민의 특정범죄에 대한 불안감 감소

• 범죄피해자 접근금지 실시를 통한 범죄피해자 보호 강화

• 특정범죄자에 대한 24시간 전자감독을 통한 범죄기회를 사전 차단

• 전자감독 의무 등 위반시 신속·강력한 형사처벌

• 특정범죄자의 위치정보를 수사 및 재판자료로 활용함으로써 특정범죄자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의 효율성 제고

그러므로 징역형에 추가로 부과되는 전자발찌부착은 “감시를 통한 위험통제” 그 자

체를 목적으로 고안된 독자적인 형사제재이다. 즉, “위험성을 근거로 한 감시권력의 구

축”, 이것이 전자발찌제도의 핵심이다.

만약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위험성에 대한 치료와 교정정책을 추구한다면 이미 징역

형 집행단계에서 치료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되

어야 한다.22) 징역형집행 단계에서의 열악한 교정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전혀 개선을 도

모하지 않은 채로, 성폭력범죄자가 징역형을 복역한 후에 전자발찌의 부착과 함께 치

료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선전하는 것은 도무지 합리성있는 정책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전자발찌의 부착이 성폭력범죄의 예방을 위한 치료 및 교정프로그

램과 결합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 제도적 핵심은 본격적인 감시권력의 가동에 있다

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21) http://www.moj.go.kr/HP/TSPB/spb_50/spb_50209010.jsp
22) 같은 취지에서, 정현미, 앞의 글, 342면 ; 박혜진, 앞의 글, 2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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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중처벌의 문제

1) 전자발찌부착의 법적 성격에 관한 논란

위치추적장치부착법상 전자발찌제도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다소간의 논란이 있다. 

다수의 견해는 전자발찌부착이 형벌과는 별도로 재범의 위험성을 근거로 하여 부과된

다는 점에서 보안처분으로 이해하고 있다.23) 형벌과 보안처분의 이원주의를 전제로 하

면, 형벌의 집행을 마친 후에 ‘재범의 위험성’을 근거로 하여 전자발찌 부착과 같은 보

안처분을 추가적인 제재로서 부과하는 것은 적어도 법형식 상으로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어 보이기도 한다.24)

반면에, 전자발찌의 ‘형벌’적 성격을 지적하는 견해도 있다. 즉, 전자발찌부착을 형식

적으로는 보안처분으로 이해하더라도, 자유의 제한 및 인격권의 침해의 정도가 상대적

으로 크고 효과적인 치료프로그램이 결합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실질적으로는 

형벌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한다.25) 이 견해는 전자발찌가 헌법상 이중처벌금

지에 반한다는 문제의식으로 연결된다.26) 그렇지만, 이 견해에 대해서는, 전자발찌부착

명령이 치료프로그램과 결합되도록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성폭력범죄자의 개선과 재사

회화를 도모하는 제도로서의 성격이 강화되었다는 점, 전자발찌는 과거의 보호감호와 

같은 자유박탈적 구금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의 침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덜 하다는 

점, 가해제제도를 통하여 피부착자의 위험성 및 개선의 정도에 따라 탄력적인 적용이 

23) 정현미, 앞의 글, 333면 ; 김혜정, “성폭력사범의 재범방지를 위한 형사사법적 개선방안”, 영남법학 제

12권 제1호, 2006, 100면 ; 김재중,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감시제도”, 법학연구(경상대학교) 제18권 

제1호, 2010, 223면.
24) 이러한 관점은 전자발찌 제도를 바라보는 형법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인 듯하다. 대표적으로, 정현미, 

앞의 글, 334면 : “전자감시 형태 중 우리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형집행종료 후의 전자감시는 보안처분

의 일종이라고 보더라도 자유제한 정도가 크므로 이 법의 성격이 범죄자의 자유를 침해하는 제재라는 

측면에서 부당한 적용과 집행으로 범죄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
25) 윤영철, “우리나라의 전자감시제도에 관한 비판적 소고 -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

치 부착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 형사정책연구 제19권 제3호, 2008, 210-211면 ; 박혜진, 앞의 글, 
235면 ; 최정학, “전자감시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의 비판적 분석”, 형사정책 제19권 제2호, 2007, 365-366면.
26) 특히 윤영철, 앞의 글, 211면 :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재범가능성에 기초한 형기만료자에 대한 전자

감시제도는 보호감호제도와 거의 동일한 요건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위헌의 소지로 폐지

된 보호감호제도의 전자적 부활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형기만료자에 

대한 전자감시제도는 또한 모든 국민은 동일한 범죄로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는 이중처벌금지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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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는 점에서 전자발찌부착제도를 실질적인 형벌로 간주하는 태도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27)

2) 이중처벌의 문제

① 이러한 견해대립은 형벌과 보안처분을 엄격히 구별하는 이원주의적 사고를 전제

로 한 논증구도 속에 있다. 사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종래 형벌과 보안처분을 그 

목적과 기능이 엄격히 구별되는 별개의 제도라는 전제28)에서 보호감호라든가 보

안관찰과 같은 보안처분을 형벌과 함께 병과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

되는 것이 아니라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29)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입장

에 따르면, 전자발찌부착의 성격이 형벌인가 보안처분인가에 따라 자동적으로 이

중처벌금지원칙의 위반문제에 대한 결론이 도출된다.

  그러나 이처럼 제도의 법형식이 형벌이냐 보안처분이냐에 따라 이중처벌금지

의 원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태도가 과연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심각한 의문

이 있다. 첫째, 엄격한 응보론을 전제로 하지 않는 한 형벌과 보안처분은 그 목적

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30) 보안처분은 ‘재범의 위험성’을 요

건으로 하여 특별예방적 개입에 초점을 둔 제도이지만 그렇다고 일반예방목적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형벌도 일반예방 및 특별예방을 주요한 목

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이다. 형벌과 보안처분은 그 목적이 아니라 적용요건과 원

리에서 구별될 수 있을 뿐이다. 둘째, 헌법 제13조 제1항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27) 정현미, 앞의 글, 334면 ; 김재중, 앞의 글, 224면.
28) 헌법재판소는 형벌과 구별되는 보안처분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보안처분은 재범의 위험

성이 있는 자를 치료․보호․개선․격리하여 피감호자의 ‘재범의 위험성’을 방지하거나 예방하고, 이

로써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특별예방적 목적처분이다. 즉, 보안처분은 죄를 범한 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 한하여 그의 위험성에 대하여 부과하는 제재조치이다”(헌재 

1989.7.14. 88헌가5등 병합, 사회보호법 제5조의 위헌심판).
29) 헌재 1989.7.14. 88헌가5등 (병합) 사회보호법 제5조의 위헌심판 : “사회보호법 제5조에 정한 보호감호

처분은 헌법 제12조 제1항에 근거한 보안처분으로서 형벌과는 그 본질과 추구하는 목적 및 기능이 다

른 별개의 독자적 의의를 가진 형사적 제재로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보호감호와 형벌은 비록 

다같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수용처분이라는 점에서 집행상 뚜렷한 구분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

도 그 본질, 추구하는 목적과 기능이 전혀 다른 별개의 제도이므로 형벌과 보호감호를 서로 병과하여 

선고한다 하여 헌법 제13조 제1항에 정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또한 보안관찰처분에 대해서는, 헌재 1997.11.27, 92헌바28 보안관찰법 제2조 등 위헌소원.

30) 김일수/서보학, 형법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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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국가형벌권의 남용으로부터 법적 안정성과 국민의 신뢰보호를 담보하고자 하

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형벌과 보안처분을 엄격히 구별하여 형

벌과 보안처분의 병과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식의 논증을 

전개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의 근본적인 취지와 이념을 몰각한 해석이다. 

형벌과 보안처분은 국가형벌권을 실현하는 형사제재라는 점에서는 공통적이고 

국민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동반한다는 점에서도 동질적이기 때문이다.

  2005년에 폐지된 보호감호제도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러한 취지에서 

형벌과 병과되는 보호감호가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적시한 바 

있다 : “오늘날 형벌사상은 응보가 아니라 범죄인의 개선․교육 및 그를 통한 사

회방위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 형법 제51조에 양형의 조건에서 피해자에 대

한 관계나 범행의 결과보다는 오히려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을 참작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과 행형법 제1조에서도 수형자를 격리하여 교정․교화

하며 건전한 국민사상과 근로정신을 함양하고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에 복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한 것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제도 역시 보호감호시설에 격리수용하여 감호․교화하고 사회복귀에 필

요한 교육․훈련 등을 과하는 점에서 형벌제도와 본질에 있어 동일한 교육형으

로서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31)

② 전자발찌부착은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의 위험성을 요건으로 한 국가형벌권 작용

으로서, 성폭력범죄자의 ‘재사회화와 개선’을 도모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기 보

다는 ‘감시를 통한 재범방지’, 즉 보안목적이 강하게 배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자발찌의 부착을 형벌과 구별되는 보안처분으로 이해하더라도 보안처분의 본래

적 의미(개선 목적 지향)와 목적에 합치하는가는 커다란 의문이다.

  오히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전자발찌부착은 공식적인 형벌인 징역형에 연이은 

추가적인 감시의 연장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보면, 전자발찌부착

제도는 ‘실질적으로는’ 형벌의 변형된 형태의 연장을 위한 추가적 제재이라고 보

아야 한다.32) 예를 들어, 징역 10년 복역 후 3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전자발찌를 

31) 국가인권위원회, 2004.1.12. 결정, “사회보호법 폐지 및 치료감호 대체법안 마련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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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착하는 것은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10년 집행 후에 가석방으로 형집행방식을 

변경한 것과 질적으로 동일하다.

  한편, 전자발찌부착을 보안처분으로 이해하더라도, 감시를 통한 사회방위라는 

목적이 전통적인 형벌목적과 동일하며, 피부착자의 사생활의 자유, 행동의 자유 

등을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점에서도 형벌과 유사하기 때문에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전자발찌제도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실효성, 그리고 과잉금지원칙 위반의 문제

1) 입증 안된 효과

성폭력범죄자의 위험성을 이유로 한 위치추적장치부착제도는 외국에서도 시행된 지 

불과 몇 년 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제

도가 과연 재범방지에 효과적인가는 아직 제대로 검증된 바 없다.

법무부는 성폭력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전자발찌부착에 대한 분석 결과, 이 법 시행

일인 2008년 9월부터 2010년 2월까지의 피부착자 총 535명33) 중 1명만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동종범죄 재범율이 0.18%에 불과하고, 5명이 이종범죄의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나 이종범죄 재범율은 0.91%로 재범율이 매우 낮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 통계는 전자발찌부착의 재범방지효과를 근거지우기는 턱없이 부족하다. 첫째, 통계

가 산출된 기간이 너무 짧다. 둘째, 이 통계상의 피부착자의 대부분은 가석방 혹은 치

료감호의 가종료나 집행유예시에 전자발지부착명령이 선고된 경우이고, 형기종료와 함

께 전자발찌를 부착한 경우는 1명에 불과하다. 가석방이나 치료감호의 가종료, 집행유

예는 이미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판단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들의 재범율 

통계를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셋째, 재범율이 측정된 기간이 불과 1년 여에 불과하고 

그 기간도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전자발찌부착이 종료하거나 가

해제된 이후의 재범율을 추정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

32) 같은 취지에서 최정학, 앞의 글, 365-366면.
33) 전자발찌 피부착자 총 535명의 유형별로는 가석방 516명, 가종료 12명, 집행유예 6명, 형기종료 1명이다.



58 ❙ 아동성폭력 재범방지정책과 인권 토론회

<표 3> 자발  피부착자 재범율34)

(’08.9.1.~’10.2.12.)
구 분 재범률 부착 대상자 수 재범자 수

동종범죄 재범률 0.18% 552 1

이종범죄 재범률 0.91% 552 5

총 재범률 1.09% 552 6

※ 이종범죄 재범의 범죄유형: 강도 2명, 공갈 1명, 절도 1명, 게임산업진흥법위반 1명

더구나 전자발찌의 착용이 그 자체로 재범방지효과가 있다는 어떠한 이론적 근거도 

발견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단순한 위치추적만으로 전자발찌를 찬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는지를 알 수 없으며, 그가 어디에 있는지는 알아도 그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는 알 수 없다. 또한 그가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어떤 장소에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피해자가 신고나 고소를 하지 않는 이상 실제 범죄여부를 확인하

기도 어렵다.

2) 인권침해의 지점들

전자발찌제도가 정당성을 지니려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지 않는 수준임이 증명되

어야 한다. 여기에서는 전자발찌의 착용이 재범방지효과가 거의 없음에 비하여, 그것

은 피부착자에 대하여 심각한 인권침해를 동반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중요하게 지적할 

필요가 있다. 전자발찌부착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문제되는 지점은 대개 다음의 것들이

다. 전자발찌의 부착기간이 길어질수록 이러한 인권침해의 강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높

아진다고 말할 수 있다.

①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되면, 그 사람의 위치정보가 실시간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사생활의 전면적인 노출이 불가피하다. 언제 할지 모르는 재범의 위험성 때문에, 

또 할 지 안 할지도 모르는 재범의 위험성 때문에 그의 모든 사생활이 낱낱이 감

34) 이 통계는 법사위 전문위원의 법안검토보고서에서 인용한 것이다. 진정구,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

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제출) 검토보고”(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실), 
2010.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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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된다면 이것은 엄청난 인권침해의 결과가 될 것임은 자명하다.

  이와 관련하여 전자발찌의 감시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하는가의 문제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위성을 이용한 위치추적방식은 대체로 다음의 세가지 방식이 존재

한다 :

• passive 방식 : 전자발찌를 착용한 범죄자의 위치는 실시간으로(보통 10-30초 간

격) 그가 착용한 추적장치에 기록된다. 그러나 실시간으로 범죄자의 위치가 전송

되는 것은 아니며, 범죄자가 집에 돌아와 신호전달기(충전기 겸)에 추적장치를 연

결하면 그의 하루동안의 행적이 센터에 전송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하여 범죄자

가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출입하였는지, 어디에 갔었는지를 사후적으로 확인하여 

보호관찰 조건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체크하게 된다.

• hybrid 방식 : 전자발찌를 착용할 때 그가 출입해서는 안 되는 장소(예를 들어, 피

해자의 집)에 관한 정보를 그의 추적장치에 입력한다. 범죄자가 착용한 위치추적

장치는 기본적으로 passive 방식이지만, 범죄자가 출입금지장소에 들어가게 되면 

위치추적장치는 active 방식으로 자동전환되며, 센터에 경고메시지와 함께 범죄자

의 위치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된다.

• active 방식 : 전자발찌를 착용할 때 그가 출입해서는 안 되는 장소에 관한 정보를 

그의 추적장치에 입력한다. 위치추적장치는 24시간 실시간으로 작동하며, 범죄자

가 출입금지장소에 들어가면 센터에 경고메시지가 전달되며, 경찰이나 보호관찰

관은 이를 보고 출동할 수 있다.

  passive 방식보다는 hybrid 방식이, hybrid 방식보다는 active 방식이 사생활의 비

에 대한 침해의 위험이 더욱 크다고 말할 수 있다.35)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 전

자발찌의 부착에 의한 감시의 정도는 개별적인 범죄자의 재범의 위험성이나 기

타 환경적 요소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35) 물론 집전화와 팔찌를 신호로 연결하여 범죄자가 집에 있는 동안은 경찰서에 신호가 포착되도록 하는 

가장 고전적인 방식이 인권침해의 강도가 낮은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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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위성으로부터 수신한 위치정보를 이동통신망을 통해 

법무부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로 송신하게 하여 중앙관제센터에서 특정범죄자의 

이동경로를 24시간 추적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전형적인 active 방식이다. 일

률적으로 active 방식을 취하는 우리의 시스템에서는 프라이버시침해의 위험이 

가장 크게 나타나게 된다.

② 사회적 낙인효과도 문제가 된다. 전자발찌의 부착사실은 타인에게 알려질 가능성

이 매우 크다고 보아야 하는데, 부착사실이 외부에 노출되면 타인과의 자유로운 

접촉과 사회생활에 심각한 제한을 받게 될 우려가 있다. 전자발찌를 부착한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이웃이나 친구로부터의 따돌림에 의해 심각한 정신적 고

통에 직면할 수도 있다.36)

  더구나 전자발찌의 부착으로 인한 사회적 낙인효과는 고용 등에서 피부착자에 

대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는 피부착자의 원만한 사회복귀를 도모하는데 

있어서 전자발찌부착제도가 오히려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임을 예측케 한다.37)

③ 전자감시는 일반적으로 대상자에게 상당한 정신적․심리적 충격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8) 24시간 전방위감시체계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사람의 정신을 황

폐화시키고 그 사람에게 노이로제, 신경쇠약 등 정신질환을 유발시킬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성폭력범죄자의 위험

성을 감소시키고 다시금 그를 사회공동체에 통합시키는데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2. 치료감호
(1) 편법적인 보호감호제의 부활

소위 ‘정신성적 장애자’에 대한 치료감호제도는 2008.6.13. 치료감호법의 개정을 통

36) 김혜정, 앞의 글, 107면 ; 윤영철, 앞의 글, 209면.
37) 윤영철, 앞의 글, 210면.
38) 이에 대해서는 김혜정, 앞의 글, 형사정책 제12권 제2호, 2000, 12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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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현행 치료감호법 상 ‘심신장애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지만 ‘성적 성벽’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고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형벌과 함께 치료감호를 

병과하는 제도로 도입되었다. 우리나라의 치료감호제도는 심신장애나 약물중독이 재범

위험성으로 연결되는 경우에 형벌보다 치료를 우선하도록 하는 대체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당초 정부안은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제의 도

입을 주장하면서 형벌과 치료감호의 병과주의를 채택하였으나(법안 제18조 제2항), 국

회 심의과정에서 다른 정신장애와 마찬가지로 대체주의를 취하는 것으로 귀결되었

다.39)

그러나 아래에서 서술하겠지만, 정신성적 장애자에 대해서 치료감호제를 도입한 것

은 ‘치료’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위험한 성폭력범죄자를 사회로부터 ‘장기

간 격리’하고자 하는 목적이 숨어 있는 제도로 보인다.

(2) 입법모델

치료감호를 처음 병과주의 방식으로 도입하려 했던 정부의 구상은 미국의 수용치료

제도(civil commitment)와 독일의 보안감호제를 염두에 둔 것 같다.

1) 미국의 수용치료모델

미국에서는 과거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치료를 위한 제도로 기능하였던 수용치료처

분40)을 성폭력범죄 특히 아동성폭력범죄에 대한 대응책으로 1990년 워싱턴주에서 처

음 “형기종료 후 수용치료”라는 변형된 형태로 도입하였으며, 최근까지 미국 16개 주

에서 이같은 수용치료제도가 활용되고 있다고 한다.41) 통상 “sexually violent predator 

law”라고 불린다. 2006년 제정된 미국 연방의 “아담 웰쉬 아동 보호법”(Adam Walsh 

39) 2010.4.2. 이한성의원이 대표발의한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8050)는 치료감호대상자 중 

소아성기호증, 성적가학증 등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

폭력범죄를 지은 자는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 형기가 종료되거나 형집행을 면제받은 후 치료감

호를 집행하도록 하여(안 제18조 제2항 신설) 다시 병과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40) 이는 본래 우리의 정신보건법상 정신질환자 수용제도와 유사한 것이다.
41) 미국의 수용치료처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한균, “성범죄 재범방지정책으로서 미국의 성폭력범죄

자 수용치료 사법처분”, 외국의 보안처분제도에 관한 연구, 법무부 연구보고서, 2007, 208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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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 Protection and Safety Act of 2006)42) 18 U.S.C. §4248도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자에 

대하여 형기종료 후에 수용치료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 수용치

료처분은 형기종료 후에 수용치료시설에 다시금 수용된다는 점, 수용치료기간은 대부

분 부정기라는 점이 특징이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 수용치료처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실

정이다. 첫째, 위험한 성폭력범죄자를 치료한다는 명분과는 달리 실제로는 위험한 성

폭력범죄자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혹은 매우 장기간 격리한다는 목적이 작용하고 있으

며, 이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대중의 두려움을 이용한 정치적 목적이 강하다는 비판이

다. 둘째, 수용치료처분은 치료환경과 처우가 형벌집행과 다르다는 점에서 이중처벌이 

아니라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43)가 있기는 하지만, 수용치료시설은 실제로는 교도

소와 거의 다를 바 없어 실질적인 이중처벌이라는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셋째, 2002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수용치료처분의 요건으로 재범의 위험성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동

통제에 상당한 장애를 갖고 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데, 수용치료처분의 

이러한 요건 설정은 형벌과 수용치료처분 양자의 형사정책적 정체성에 혼돈을 야기하

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즉, 정상적인 책임능력을 전제로 하여 형벌을 부과하고 또

다시 동일한 범죄자에게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었음을 근거로 하여 수용치료처분을 

부과한다는 것은 법정책적으로 양립하기 어렵다는 비판이다. 넷째, 수용치료처분에서

는 정기적인 심사를 거쳐 퇴원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으나 미국의 많은 주에서 수용치

료처분을 받은 후에 실제 수용치료가 완전히 종료된 자의 수는 극히 적은 상황이어서 

결국 수용치료처분이 무기징역형에 가까운 장기구금을 유발한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고 한다. 다섯째, 치료프로그램이 일반 교도소나 병원에서 제공할 수 있는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 여섯째, 많은 시설에서 실제 제공되는 치료프로그램은 주당 수시간 

정도에 불과한 정도로 열악하다.

2) 독일의 성폭력범죄자 대책

독일은 1998년 “성범죄 기타 위험한 범죄와의 투쟁에 관한 법률”을 통해 형법의 보

42) 42 U.S.C. §16911 et seq. http://www.justice.gov/criminal/ceos/Adam%20Walsh.pdf
43) Selling v. Young, 1531 U.S. 250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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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감호 요건 및 행형법을 개정함으로써 위험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형사사법의 대응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그 법률의 요체는 다음의 두가지이다.

① 형법 제66조 등의 개정 : 성폭력범죄나 기타 중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보안감호

(Sicherungsverwahrung)의 요건을 다소 완화하고(제66조 제3항), 보안감호의 기간

제한을 10년으로 규정한 것을 개정하여 예외적이지만 10년 이상으로 보안감호를 

집행할 여지를 열어두었다(제67d조 제3항). 

② 행형법의 개정 : 행형법 상의 사회치료시설 수용제도를 강화하여 성폭력범죄로 2

년 이상의 자유형을 선고받은 수형자에 대하여 사회치료시설 수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회치료시설에 수용하도록 규정하였다(행형법 

제6조 제2항, 제77조 제4항, 제9조 제1항).

독일에서 보안감호와 사회치료처우는 그 내용이나 성격이 전혀 다르다. 보안감호는 

사회 일반에 대한 위험성이 인정되는 범죄자를 격리구금하는데 주안점을 둔 제도로 구 

사회보호법상의 보호감호와 유사한 성격의 보안처분이지만, 사회치료처우는 행형의 과

정에서 재범을 교정 내지 치료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투입한다는데 그 특징

이 있다.

독일의 보안감호제도는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선고요건을 다소 완화하였다고는 하나, 

여전히 - 과거 우리의 보호감호 요건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 매우 엄격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형식적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독일 형법 제6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실질적 요건(“행위자의 인격과 그의 범행에 대한 종합적 평가결과 그가 중대한 

범죄, 특히 피해자가 정신적 또는 신체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막대한 경제적 손

해가 야기되는 범죄를 범할 습벽을 지니고 있어 일반인에게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은 우리나라의 과거 보호감호나 현행 치료감호법상의 치료감호 요건인 “재범위험

성” 요건보다 훨씬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다.

반면에 독일 행형법에 규정된 사회치료시설 수용 규정은 치료감호와 같은 보안처분

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자유형의 집행시에 소위 “사회치료처우”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사회치료처우란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범죄자나 

정신장애가 있는 범죄자에 대하여 심리치료, 행동요법, 약물치료 등 의 치료기법을 집

중적으로 활용하여 범죄자의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처우프로그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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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독일에서는 1960년대에 사회치료시설수용을 보안처분의 일종으로 도입하기 위

하여 형법 제65조에 규정을 마련하였으나 그 시행을 여러 차례 연기하는 등의 진통을 

거듭하다가 1984년 형법 제65조를 폐지하고 대신에 행형법에 사회치료시설 수용 규정

을 두는 것으로 정리되었다(소위 보안처분모델 대 행형모델 간의 논쟁).

오래 전 이야기이지만, 독일에서 사회치료처우에 관하여 소위 보안처분모델과 행형모

델이 대립되었다는 점, 그리고 행형모델의 승리로 귀착되었다는 점은 우리에게도 음미

해 볼 가치가 있다. 당시 보안처분모델에 대하여 제기된 비판점은 주로 다음의 두가지

였다. 하나는 사회치료시설수용이라는 보안처분제도를 시행하기에는 시설이나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비판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고전적인 논쟁테마인데, 바로 당사자의 

자발적 의지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사회치료기법이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점이었다. 이

러한 비판은 법학자라 아니라 사회치료 관련 전문가들이 강하게 제기한 것이었다.

사실 후자의 문제(교육과 치료의 자발성 대 강제성)는 형사사법에 교정주의 내지 치

료사법의 이념을 도입하고자 할 때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논쟁점이다. 독일에

서 아동성폭력의 문제가 심각해지자 1998년 법개정을 통하여 성폭력범죄자의 경우 본

인의 의사에 상관없이 사회치료시설 수용이 의무적인 것으로 규정되었는데, 자발적 참

여를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입법에 대하여 실제 치료의 가능성은 기약할 수 없

는 대신에 정치적 상징을 노린 상징입법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3) ‘정신성적 장애로 인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제 도입의 문제점

성폭력범죄자, 특히 아동성폭력범죄자 중에는 소아성기호증 등 위험한 성향을 지닌 

범죄자가 있을 수 있다. 이처럼 위험한 성폭력범죄자에 대하여 가능하다면 치료적 처

우방법을 동원함으로써 위험성을 제거 내지 감소시켜야 한다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문제는 국가 형벌권의 법치주의적 한계를 준수하면서 그 틀 안에서 위험한 성폭

력범죄자에 대한 치료와 처우를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성폭력범죄자 치료감호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

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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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료 대 격리

치료감호시설은 기본적으로 구금시설이고 거기에서 제공하는 치료프로그램이 교도

소에서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수준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점, 재범의 위험성은 한

편으로는 양형 및 형종의 선택에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수용치료 여부의 결정에 동

시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이중평가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는 점 등에서 치료감호처분

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우려를 안고 있다.

더구나 정신성적 장애자에 대한 치료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한 인력 및 사

회적 인프라, 재정적 지원 등의 문제가 매우 열악한 수준임은 분명하다. 이러한 상황에

서 치료감호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제대로 된 치료프로그램을 시행하기는 커녕 치

료감호제도가 사실상의 구금연장으로 변질될 위험성이 매우 농후하다.

한편, 재범의 위험성은 치료감호 선고의 실질적 요건으로 핵심적 요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장래의 행동에 대한 예측적 판단이어서 최근의 정신의학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재범위험성 판단을 법관의 직관이나 일부 전문가감정에 의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더욱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재범위험성에 관한 판단자료가 극히 부실한 상황에서 실

제로는 재범의 위험성 판단이 생략된 채로 소위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경우 재범위험

성이 거의 자동적으로 인정되는 결과에 이를 위험이 있다는 점이다.

사실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가 여부의 판단과 재범위험성에 대한 평가는 엄 하게 서

로 구별되어야 한다. 정신성적 장애가 있다고 하여 모두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는 

않으며 또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된다. 문제는 양자의 연결고리를 찾는 것이 매우 어렵다

는 점이다. 정신성적 장애를 갖고 있는가 여부는 정신과전문의 감정이나 진단으로 어

느 정도 객관적 해명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어떤 정신성적 장애가 어느 정도의 재범

위험성으로 연결되는지의 문제는 또 다른 해명이 필요한 대목이다.

만약 이 연결고리를 찾으려 한다면 정신성적 장애자의 성폭력범죄현황 및 재범현황

이 그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두가지 문제를 고려해 보아야 

한다. 첫째는 공식통계가 지극히 빈약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고, 둘째, 정신

성적 장애자의 성폭력범죄 현황 및 재범현황에 대한 기초자료가 우리나라에는 거의 없

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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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치료의 자발성의 문제

치료감호와 같은 치료수용모델은 강제적 수용과 치료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수용

자가 치료프로그램 참여를 거부하는 한 실질적으로 치료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한계

는 어쩔 수 없다. 그리고 자발적 참여가 전제되지 않고 마지못해 - 일찍 출소하고자 - 

응하는 치료가 성공을 거두기도 어렵다.

탄력적인 가종료․종료제도를 활용하여 대상자의 자발적 치료의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그와 같은 논거라면 교도소의 행형과정에서 치료프로그램

을 활성화하고 이를 가석방 등의 혜택과 연계시키는 방안으로도 충분히 그 치료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3) 정책적 방향의 혼란 문제

형사정책적인 측면에서 볼 때, 치료감호의 대체주의는 정신질환이나 약물중독 등의 

인격적․행태적 결함이 있는 범죄자를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행동통제능력을 갖춘 사

람들과는 다르게 취급하여 형사처벌을 회피하는 전략이다. 성폭력범죄자 치료감호제는 

동일한 범죄자에 대하여 형선고에서는 정상적인 사람처럼 취급하고 치료감호 선고에

서는 무엇인가 인격적 혹은 행위통제능력의 결함이 있는 것처럼 취급하는 시스템인 

바, 이는 형벌정책에 있어서 정책적 일관성을 혼란을 초래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4) 증폭되는 낙인효과

위험한 성폭력범죄자를 대상으로 치료감호 전용시설을 만든다는 것이 정부의 장기

적인 구상이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치료감호처분을 부과하는 것 자체로 심각한 낙인

효과를 동반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자의 출소 후 사회복귀 및 정상적인 생활을 더욱 어

렵게 만들 것이 분명하다. 이처럼 낙인효과를 증폭시켜 범죄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저해하는 형벌정책은 형벌의 기본이념에 반하는 정책으로 동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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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학적 거세 도입의 인권법적 쟁점
(1) 성충동약물치료법의 주요 내용

1) 약물치료의 대상자

약물치료는 ‘16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의 성도착

증 환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법 제4조 제1항). 처음 박민

식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서는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로 규정

되어 있었지만, 이를 ‘16세 미만’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약물치료의 대상자도 ‘25세 이

상’에서 ‘19세 이상’인 성도착증 환자에 대하여 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약물치료명령의 부과

성충동약물치료는 다음의 세가지 방식으로 부과될 수 있다.

① 법률이 상정한 원칙적인 방법은, 검사가 성도착증 환자에 해당되는지 정신과 전

문의의 진단과 감정을 거쳐 법원에 약물치료명령을 청구하고(법 제4조) 법원이 

15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약물치료명령을 선고하는(제8조 제1항) 방식

이다. 약물치료명령은 징역형 및 치료감호의 선고와 동시에 하게 된다. 당사자의 

동의는 요건이 아니다. 치료명령이 선고된 경우 인지행동 치료 등 심리치료 프로

그램을 병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법 제10조 제1항 제3호).

② 두 번째 방식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징역형 이상의 형으로 복역중인 수형자

의 경우, 성도착증과 재범의 위험성 등 약물치료의 요건에 해당하면 가석방과 연

계하여 약물치료명령이 부과될 수 있다(법 제22조).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결정으로 선고하며, 치료기간은 15년 이내로 동일하다. 앞의 ①의 경우와 다른 점

은 당사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고(법 제22조 제1항), 원칙적으로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다(법 제24조).

③ 세 번째는 성폭력범죄자 중 성도착증환자로서 치료감호의 집행 중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되는 경우, 보호감호의 집행 중 가출소되는 경우이다. 이 때에는 가종

료․가출소시 부과되는 보호관찰(3년)의 범위 안에서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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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으로 치료명령이 부과될 수 있다(법 제25조). 이 경우 당사자의 동의 요건은 규

정되어 있지 않다.

3) 약물치료명령의 집행

약물치료명령은 보호관찰관이 집행하며, 약물투여는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의해야 

한다(법 제13, 14조). 형벌이나 치료감호와 약물치료명령이 같이 선고된 경우에는 형벌

이나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고, 출소 2개월 전부터 약물치료를 하게 된다(법 제14조 

제3항). 약물치료는 중단하면 성충동이 원상태로 회복되기 때문에 출소가 임박한 시점

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다고 한다. 치료기간 동안에는 의무적으로 보호관찰도 함께 

받게 된다.

한편, 법원이 선고한 치료기간 이후에도 계속 치료할 필요가 있거나 대상자가 치료

에 응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치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법 제16조 제1항). 치료기간은 합산하여 1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치료 개시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매 6개월마다 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치료경과

나 생활태도 등에 비추어 치료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보호관찰소장이나 대상자 

본인 등의 신청에 따라 잠정적으로 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가해제 규정도 두고 있다

(법 제17조 내지 제19조).

(2) 약물치료명령의 성격과 정책적 기능

1) 도입을 둘러싼 국내의 논의

우리나라에서 얼마전 제정된 화학적 거세법은 다음의 두가지를 특징으로 한다. 첫째

는, 화학적 거세가 징역형이나 치료감호와는 구별되는 독자적인 형사제재로 정립되었

다는 점이고, 둘째는, 당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지 않는 강제적인 처분으로 도입하였

다는 점이다. 외국의 경우 대체로 화학적 거세가 형사제재라기 보다는 치료처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또한 본인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는 것과 커다란 차이가 있다.44)

44) 강제적인 화학적 거세를 허용하는 국가는 폴란드가 유일한 정도이다. 외국의 화학적 거세에 대해서는, 
한상훈,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와 치료감호의 필요성 검토”, 한국형사법학회 2010년 하계학술

대회 자료집, 2010.6.19., 72-7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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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이 이루어지기 전에 화학적 거세의 도입 여부와 구체적인 도입방안에 대해서 학

계에서는 몇가지 의견들이 개진되고 있었다. 문헌상으로는 화학적 거세의 도입반대론

은 없었고, 도입찬성론자들은 대체로 엄격한 요건 하에서 화학적 거세의 제한적인 활

용을 주문하고 있다. 우선 아동성폭력범죄자라고 해서 모두 화학적 거세가 유용한 것

이 아니라 성도착증이 원인이 된 경우에만 화학적 거세가 어느 정도 효과가 인정될 뿐

이라는 미국의 조사결과를 근거로 하여 화학적 거세를 도입하더라도 성도착증이 원인

이 된 아동성폭력범죄자로서 상습성이 인정되는 자 정도로 엄격하게 한정하여 실시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는 도입찬성론자들의 견해가 대체로 일치한다.45) 그리고 당

사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해야 한다는 점도 도입긍정론자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사

항이었다.46) 다만, 법체계상 화학적 거세처분을 어떠한 방식으로 도입할 것인가에 대

해서는 의견이 나뉘었다. 화학적 거세처분을 가석방과 연계하는 방안,47) 가석방 및 집

행유예의 조건으로 활용하는 방안,48) 가석방단계에서 실시함과 더불어 징역형 종료 후

에 별도로 일정 기간 동안 화학적 거세를 실시하는 방안49) 등이 주장된 바 있다. 성충

동약물치료법의 태도는 이 중 세 번째의 견해와 가장 유사하다.

2) 법적 성격과 기능

① 법적 성격

화학적 거세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가는 앞으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

회를 통과한 성충동약물치료법에 의하면, 화학적 거세명령이 재범의 위험성을 요건으

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형벌과는 별도로 부과되는 제재로서 범죄자의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을 억제하게 하면서 인지행동치료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과 필수적으로 결합

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화학적 거세처분은 보안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50)

45) 김희균,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에 대한 화학적 거세 도입 가능성에 대한 연구”, 형사법연구 제21권 제

4호, 2009, 279면 ; 한상훈, 앞의 글, 79면.
46) 한상훈, 앞의 글, 81면 ; 김희균, 앞의 글, 281면 ; 황성기, “상습적 성범죄 예방수단으로서의 거세에 

관한 헌법적 고찰”, 공법학연구 제9권 제3호, 2008, 141면.
47) 한상훈, 앞의 글, 81-82면.
48) 황성기, 앞의 글, 140면.
49) 김희균, 앞의 글, 287-28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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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우리나라에 도입된 화학적 거세제도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대상자 본인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강제적인 약물치료명령제도를 도입하였다는 점이다.51) 당초 박

민식의원의 법안에서는 당사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었지만, 이에 대해 법무

부는 화학적 거세 치료가 치료감호의 한 형식으로서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강제집행되

는 것임에도 본인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는 것은 현행 형사법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점

을 들어 동의요건을 삭제할 것을 주장하였다고 한다.52) 그러나 강제적 약물치료는 - 후

술하는 바와 같이 - 위헌의 요소를 안고 있으며, 이는 보안처분이라는 법형식에 근거하

여 함부로 정당화될 것은 아니다.

② 정치적 상징성

화학적 거세처분 도입이 지니는 정치적 상징성은 매우 크다. 그렇지만, 이러한 치료

요법은 모든 아동성폭력범죄자에게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 성폭력범죄자 중에서 

“특유의 성적인 환상과 성취를 동반하는 성도착(paraphiliac) 범죄자”에게만 일부 효과

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53) 그 적용범위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것

도 범죄자의 의지, 그리고 다른 심리치료 등의 프로그램과 긴 히 협동적으로 작용하

는 한에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반면에, 범죄를 부인하는 경우라든가, 

범죄의 원인을 약물, 알코올, 직업적 스트레스 등 다른 원인으로 돌리는 범죄자, 분

노․지배욕․폭력성 등 비성적(non-sexual)인 이유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유형의 범죄자

들에게 있어서는 성폭력의 재범위험성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54) 성충동약물치료법이 화학적 거세처분의 적용대상자를 ‘16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의 성도착증 환자’로 비교적 엄격하게 한정하

50) 입법단계의 논의에서 화학적 거세처분은 보안처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었다. 그러한 

견해로는, 황성기, 앞의 글, 133면 ; 김희균, 앞의 글, 278면.
51) 정당한 사유 없이 약물치료명령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해진다(법 제35조 제2항).
52) 김희균, 앞의 글, 281면 참조. 
5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최,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신의

진 토론문 ; Edward A. Fitzgerald, “Note, Chemical Castration: MPA Treatment of the Sex Offender”, 18 
AM. J. CRIM. L. 1(1990), p.4 ; John F. Stinneford, "Incapacitation Through Maiming: Chemical Castration, 
the Eighth Amendment, and the Denial of Human Dignity", 3 U. St. Thomas L.J. 559(2006), p.571 참조.

54) 김희균, 앞의 글, 27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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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③ 화학적 거세 : 치료처우수단에서 국가의 통제권력장치로 전환

화학적 거세는 성도착증과 같은 ‘정신성적 장애(Psychosexual Disorders)’를 치료하기 

위한 보조수단의 하나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화학적 거세 자체는 성충

동을 일시적으로 무력화시키는 효과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치료효과 내지 성폭

력위험성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이라기 보다는 정신의학적․심리학적 치료프로

그램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보조적인 치료수단의 의미가 강하다고 보아야 한다.55) 

이처럼 ‘치료’를 위해 활용된 ‘보조적인 억압수단’을 독자적인 형사제재로 탈바꿈시킨 

것이 성충동약물치료법의 정책이며, 이는 보호관찰과 같은 사회내처우의 실효성을 담

보하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되었던 전자발찌를 졸지에 독자적인 제재수단으

로 도입한 위치추적장치부착법과 동일한 맥락에 놓여 있다. 이렇게 하여 전자발찌와 

마찬가지로 화학적 거세처분도 “국가형벌권력의 강력한 무기”로 ‘차출’되었다.

화학적 거세가 성충동을 억제하기 위한 치료의 일환이라면 호들갑떨며 이를 형사제

재로, 그것도 강제적인 치료의 형태로 도입할 필요는 없다. 의사와 환자의 상호적인 소

통을 기반으로 한 치유의 과정에서 당사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얼마든지 ‘조용하

게’ 약물치료를 할 수 있다. 국가는 그것이 가능하도록 배후에서 지원하는 역할(특히 

비용지원)을 맡으면 된다. 그러나 법원이 본인의 의사에는 아랑곳 없이 “치료명령”을 

선고할 때에는 피고인의 정신과 신체를 ‘법적 권위’의 이름으로 일방적으로 재단하는 

사태가 발생한다. 법원의 명령에 의한 강제적인 화학적 거세는 위험통제를 위하여 개

인의 정신과 신체를 억압하는 국가의 권력작용이다. 여기에서 작용하는 권력의 핵심은 

‘성적 정신이상자’라는 “분류통제”의 권력이다.

④ 치료가 아닌 강제적 성불능화정책

무엇보다 성도착증과 같은 정신질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자발적인 치료

55) 외국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약물치료 자체가 성폭력재범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으로 믿기 위한 충분하

고 설득력 있는 증거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박상열, “성범죄자 처우의 새로운 동향과 그 과

제”, 성균관법학 제21권 제1호, 2009, 16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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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의지가 중요하다는 점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화학적 거세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흔히 캐나다인인 Jessi(가명)의 성공사례56)가 소개되곤 한다.57) 그가 5년여의 치료 끝에 

성도착증 치료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본인의 자발적 의지, 그리고 심리치료와의 긴

한 연계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고 한다. 이러한 성공사례는 화학적 거세제도의 

도입을 지지하는 사례로 언급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화학적 거세 치료

가 얼마나 성공하기 어려운지, 그래도 효과적인 치료성공을 위한 전제조건이 무엇인지

를 고민하게 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자 본인의 자발적인 

치료의지와 무관하게 약물치료명령을 형사제재로 부과하는 우리 법제도는 가뜩이나 

어려운 성충동 치료의 효과를 그나마도 기대하기 어렵게 만들어 버렸다. 대신에 남는 

것은 강제적 성불능화라는 기본권제한적 억압조치뿐이다. 따라서 우리 식의 강제적 치

료개입은 범죄자의 치료와 교정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전형적인 “무력화”전략의 성격

을 지니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화학적 거세제도가 도입되면 결국에는 강

제적 약물치료의 기간을 더욱 늘려야 한다는 주장으로 연결되기 십상이다.

(3) 인권침해의 쟁점

1) 인권침해가 문제되는 지점들

화학적 거세는 우선적으로 개인의 인격권 내지 자기결정권과 관련되어 있다.58) 자기

결정권은 개인이 자신의 삶에 관한 중대한 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헌법재판소도 개인의 자기결정권이 헌

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도출되는 기본권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 바 있

다.59) 자기결정권 중에서 화학적 거세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치료거부 등 신체

의 처분과 관련된 자기결정권, 그리고 성행위의 결정에 관한 소위 성적 자기결정권이

라고 말할 수 있다. 전자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은 동시에 신체의 자유의 일환인 신

56) 'I was chemically castrated' BBC 2009. 11. 17. http://news.bbc.co.uk/2/hi/europe/8362605.stm.
57) 국내의 소개는, 한상훈, 앞의 글, 78면 ; 김희균, 앞의 글, 278면.
58) 황성기, 앞의 글, 134면.
59) 성적 자기결정권에 관해서는, 헌재 2008.10.30. 2007헌가17ㆍ21, 2008헌가7ㆍ26, 2008헌바21ㆍ47(병합), 

형법 제241조 위헌제청 등 ; 사회적 인격상에 대한 자기결정권에 관해서는, 헌재 2003.06.26, 2002헌가

14,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제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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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완전성을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에 대한 제한의 문제를 수반하며, 후자의 성적 자

기결정권의 제한도 결국 성행위의 자유가 제한됨을 의미하므로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문제도 동반한다.

또한 최장 15년에 걸친 화학적 거세의 집행과정에서는 성도착증 등 정신적 이상에 

대한 진단결과가 공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개인의 사적 비 에 관한 프라이버시권

의 침해문제도 야기된다.

2) 강제성과 자발성

① 강제적 치료의 위헌성

성도착증이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자에 대하여 강제적인 방식으로 화학적 거세를 실

시하는 것은 위에서 언급한 자기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에 해당하며, 더불어 강제

적인 신체훼손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기도 하다. 개인의 자기결정권 및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을 충족

하는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

우리 법제에서 이와 관련하여 가장 문제되는 것은 강제적 약물치료의 허용 여부이

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강제적 약물치료는 인간의 존엄 및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

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강제적인 화학적 거세는 단순히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문제가 아니라, 특

정한 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에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치료거부의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에서 연유하는 자기결정권에 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

에 대한 침해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

한 중대한 침해의 위험이 급박하여 당장 강제적인 치료개입이 필요한 경우60)라든가, 

환자 본인의 생명에 대한 급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치료적 개입이 필요한 경

우61) 정도에서만 매우 예외적으로 강제적 치료개입이 허용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

60) 정신보건법상 응급입원이 이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다.
제26조(응급입원) ①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로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큰 자를 발견한 

자는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입원을 시킬 수 없는 때에는 의사

와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정신의료기관에 당해인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61) 예를 들어, 행형법 제40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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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반사회적 정신장애자가 자신이나 타인

에 현저한 위해가 되고 치료가 당해 피치료자에게 최상의 의학적 이익이 되는 경우에

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치료를 하여도 적법절차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62) 

따라서 단지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한다는 공익적 필요성

만으로는 강제적인 약물치료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둘째, 앞서 언급한 대로 성충동조절을 위한 약물치료는 당사자의 자발적인 치료의지

가 있고 정신의학적 치료프로그램 속에서 이루어져야 그나마 치료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강제적 치료는 설사 성폭력재범 예방의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적절하지 않을 뿐 아니라, 효과도 없거나 거의 미미

할 수밖에 없다. 비교형량에서 강제적 약물치료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정도가 공익적 

목적 달성효과보다 훨씬 크다.

② 동의에 의한 약물치료의 진정한 자발성 문제

만약 범죄자의 ‘자발적 동의’를 전제로 하여 화학적 거세를 실시하는 것이라면 성폭

력범죄의 예방이라는 공익과 침해되는 기본권 간의 비교형량에서 화학적 거세가 정당

화될 여지가 있을지도 모른다.63) 그러나 이 경우에도 동의의 ‘진정한 자발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형사사법체계에서 화학적 거세 요법을 아동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에게 

적용한 대표적의 모델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이다.64) 캘리포니아주에서는 1997년부터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자에 대하여 가석방시 법원의 결정에 의하

여 화학적 거세치료를 받을 수 있다. 초범인 경우 가석방시 법원의 결정으로 화학적 거

제40조(수용자의 의사에 반하는 의료조치) ① 소장은 수용자가 진료 또는 음식물의 섭취를 거부하면 

의무관으로 하여금 관찰ㆍ조언 또는 설득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수용자가 진료 또는 음식물의 섭취를 계속 거부하여 그 생명에 

위험을 가져올 급박한 우려가 있으면 의무관으로 하여금 적당한 진료 또는 영양보급 등의 조치를 하

게 할 수 있다.
62) Washington v. Harper, 494 U.S. 210 (1990).
63) 황성기 교수는 자발적 동의를 전제로 하는 한 ‘원론적인 수준에서는’ 화학적 거세를 통한 자기결정권

의 일시적인 제한은 헌법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황성기, 앞의 

글, 134면.
64)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주 외에 몬타나주, 플로리다주, 루이지애나주, 아이오와주, 오레곤주, 텍사스주 

정도가 상습적 아동성폭력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제도를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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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가 실시될 수 있지만, 재범 이상인 아동성폭력범죄자를 가석방하는 경우에는 화학적 

거세는 강제적으로 실시된다.65) 캘리포니아주의 화학적 거세치료는 가석방과 연계되

어 있다는 점이 가장 커다란 특징이다. 화학적 거세에 동의하지 않으면 가석방이 허가

되지 않는 구조이다.

캘리포니아모델과 우리의 성충동약물치료법상 가석방시 화학적 거세를 실시하는 것

을 비교하면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화학

적 거세대상자의 경우 가석방의 혜택을 받으려면 화학적 거세에 동의해야만 한다. 그

러나 우리의 경우 성폭력범죄자로서 징역이나 치료감호의 복역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 

법원이 - 그의 동의 하에 - 약물치료명령을 선고하면 이는 가석방시 긍정적 요소로 고

려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66) 치료기간의 차이도 있다. 캘리포니아모델

에서는 가석방시 잔여형기 내에서 화학적 거세가 실시되지만, 우리의 경우 가석방기간

과 상관없이 별도로 15년의 범위에서 법원이 치료기간을 정한다.

캘리포니아모델에서는 수형자가 화학적 거세를 거부하거나 동의할 자유가 있기는 

하지만, 거부하면 가석방을 받지 못하게 되어 실제로는 가석방을 받기 위해 화학적 거

세에 동의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진정한 자발적 동의가 아니라 ‘강요된 동의’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67) 즉, 화학적 거세가 형식상으로는 수형자의 동의 

하에 실시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동의의 자발성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치료거부

에 관한 프라이버시권의 침해에 이르게 된다는 비판이다.

우리의 경우 화학적 거세의 동의와 가석방의 여부를 캘리포니아모델처럼 ‘직접적으

로’ 연계하는 구조는 아니다. 가석방의 가능성이 있는 수형자가 본인 동의 하에 법원의 

결정으로 약물치료명령을 받은 경우에 이를 가석방심사에서 우호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아동성폭력범죄의 수형자라 하더라도 화학적 

거세의 동의가 없어도 가석방의 가능성이 완전히 차단되는 것은 아니고, 가석방심사에 

65) 캘리포니아주 형법 제645조.
66) 법 제23조(가석방) ① 수용시설의 장은 제22조제2항제6호의 결정이 확정된 성폭력 수형자에 대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9조의 가석방심사위

원회에 가석방 적격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성폭력 수형자의 가석방 적격심사를 할 때에는 치료명령이 결정된 사실을 고

려하여야 한다.
67) 이에 대한 소개는, 황성기, 앞의 글, 127-12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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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를 주는 정도이기 때문에 캘리포니아모델에서보다는 ‘강요된 동의’의 문제는 

덜 하다고 말할 수 있다.68) 그러나 이러한 방식이라고 해서 ‘동의의 자발성’ 문제가 완

전히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강제성의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에 불과하다. 더구나 아동

성폭력에 대한 우리 사회의 과다한 공포증, 그리고 가석방을 매우 인색하게 운영하는 

법무부의 경향을 놓고 볼 때, 실제 아동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가석방의 운영과정에서는 

화학적 거세의 명령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 가석방이 허용되는 식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강제적 약물치료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 ‘자발적 동의’의 요건을 화

학적 거세 치료에서 필수적인 요건이 되어야 한다. 문제는 형사사법체계에서 피고인

(예 : 형량감축을 목적으로 화학적 거세에 동의하는 경우) 혹은 수형자(예 : 가석방을 

받고자 화학적 거세에 동의하는 경우)의 선택에서 순수하게 완전한 자발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에 있다. 선택이 어느 정도는 강요되는 셈인데, 결국 이는 피고인이나 수

형자의 선택의 자유에 어느 정도의 강제적 영향까지 허용되는가의 문제로 귀착된다.

과거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위반사범들에 대해 소위 ‘준법서약서’를 제출해야만 

가석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던 ｢가석방심사등에관한규칙｣69)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

하는 위헌인가를 심판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 “당해 실정법이 특정의 행위

를 금지하거나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거나 권고 내지 허용

하고 있는 데에 불과하다면, 수범자는 수혜를 스스로 포기하거나 권고를 거부함으로써 

법질서와 충돌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양심을 유지, 보존할 수 있으므로 양심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된다할 수 없다. 따라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의 외부적 법질서의 

요구가 있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법적 의무의 부과와 위반시 이행강제, 처벌 또는 

법적 불이익의 부과 등 방법에 의하여 강제력이 있을 것임을 요한다. 여기서 법적 불이

익의 부과라고 함은 권리침해의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기존의 법적 지위를 박

탈하거나 법적 상태를 악화시키는 등 적어도 현재의 법적 지위나 상태를 장래에 있어 

불안하게 변모시키는 것을 의미한다.”70) 그러면서 가석방은 단지 은혜적 혜택에 불과

68) 가석방과 화학적 거세를 연계할 때 이러한 인센티브방식을 선호하는 입장은, 한상훈, 앞의 글, 82면 ; 
황성기, 앞의 글, 140면.

69) 여기에 규정되어 있던 준법서약서제출 규정은 2003년 7월 31일 폐지되었다.
70) 헌재 2002.04.25, 98헌마425, 준법서약제 등 위헌확인, 가석방심사등에관한규칙 제14조 제2항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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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법적 지위를 박탈하거나 법적 상태를 악화시키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

하였다. 이런 논리에 따르면, 화학적 거세에 대한 동의를 가석방에 연계하여도 헌법상 

동의의 자발성이 문제되지는 않을 듯하다.

필자는 형사사법, 특히 행형의 과정에서 혜택의 거부라는 방식 즉 간접적 강제에 의

한 기본권침해는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71) 아무튼 동의의 자발성의 문

제는 인권침해의 미묘한 문제이면서 매우 어려운 문제이지만, 아직까지 이에 관한 심

도있는 논의는 전개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

2) 대안의 논의 맥락

비정상적인 성충동의 억제와 치료를 위해서 당사자의 자발적 치료의지, 그리고 정신

의학적․심리학적 치료프로그램의 실시가 중요하다는 점은 정신의료분야의 통상적인 

치료접근과 차이가 없다. 또한 화학적 거세가 성도착증 등 비정상적인 성충동의 치료

에 의학적으로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있다면 당사자의 자발적 동의와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의한 화학적 거세요법을 부정할 이유도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작 고민해야 

하는 것은 성도착증 등 비정상적인 성충동을 지닌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형사적 개입에

서 어떻게 효과적인 치료를 가능하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발적 동의라는 

전제요건을 어떻게 최대한 충족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설계할 것인가 하는 점이

어야 한다.

이를 위해 화학적 거세를 형사제재로 구성할 이유는 없다. 철저하게 ‘자발적 치료’라

는 접근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교도소나 치료감호소에서 성도착증 환자를 

위한 정신의학적․심리학적 치료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실시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그 과정에서 치료처우의 일환으로 화학적 거세가 활용될 수도 있을 테지만, 이는 당사

자인 수형자와 의사의 소통 속에서 결정될 성질의 것이다. 즉, 화학적 거세는 정신의학

적․심리학적 치료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또한 그

것으로 충분하다.

물론 치료처우의 하나로 화학적 거세가 사용된다면 최소한 다음의 요건은 명확히 하

71) 간접적 처우강제에 대한 비판은, 이호중, “행형의 통제구조와 수형자의 기본권제한 - 누진처우와 준법

서약을 중심으로”, 형사정책 제15권 제2호, 2003.12. 385-41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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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중요하다 :

‣ 첫째, 종합적인 치료처우프로그램 속에서 성충동 약물치료가 의미가 있어야 할 것,

‣ 둘째, 종합적인 치료처우프로그램은 교도소나 치료감호소에서 내실있게 제공할 

수 있을 것,

‣ 셋째, 치료처우에의 참여여부는 당사자의 자발적 동의와 의사의 진단을 전제로 

할 것.

Ⅴ. 소급적용의 문제

1. 소급적용 입법
(1) 전자발찌의 소급적용

위치추적전자장치법은 이미 제정 당시부터 행위시법주의에 대한 예외로서 다음과 

같은 방식의 소급적용을 규정하고 있다. 법 시행 전에 전자발찌부착 대상범죄를 저지

른 사람에 대해서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선고할 수 있고, 가석방(또는 가출소, 가종

료)시 전자발찌 부착은 법 시행 당시 대상범죄로 형의 집행이나 치료감호, 보호감호 중

에 있는 자에게도 적용되며, 집행유예시 전자발찌 부착은 법시행 당시 재판 중인 사람

에 대해서도 적용된다(부칙 제8조).

그런데 2010.4.15. 개정된 위치추적전자장치법은 위와는 다른 차원에서 소급적용의 

범위를 대폭 확장하였다. 2008년 9월 1일 이전에 제1심 판결을 선고받아 개정법 시행 

당시 징역형 이상의 형, 치료감호 또는 보호감호의 집행 중인 자 또는 징역형 등의 집

행이 종료(혹은 가종료, 가출소, 가석방, 면제)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서도 구법(법률 제9112호) 제5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자발찌의 소급적용이 가능하도

록 하였다.72)

72) 이는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2008년 9월 1
일 시행) 부칙 제2조를 개정하는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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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제도의 소급적용

신상정보의 공개제도는 2000년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시 처음 도입된 

이래로 신상정보의 공개방식에 관하여 여러 차례 변경을 거듭해 왔다. 2007.8.3. ｢청소

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8634호) 개정시 ‘법원의 선고에 의한 공개명령제도’

가 도입된 이래로 현재에도 그같은 방식이 유지되고 있다(동법 제38조). 정보공개명령

의 집행은 2010.1.1. 이후부터는 여성가족부장관73)이 신상정보의 열람을 위한 전용 웹

사이트를 구축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

(동법 제39조). 신상정보의 공개명령제도는 그동안 여러 차례 변경되는 과정에서도 소

급적용을 허용하지 않는 방식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었다. 2010.4.15. 아동․청소년성

보호법 개정시 신상정보의 등록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리고(동법 제36조) 공개명

령의 요건을 완화하고(제38조 제1항), 신상정보를 지역주민들에게 우편으로 고지하는 

‘신상정보 고지제도’를 신설하였지만(제38조의2), 이러한 제도는 개정법 시행 후 아

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게만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74)

그러나 2010.6.29. 국회를 통과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구법에 따라 경찰서에서 

신상정보의 열람이 이루어지는 대상자에 대하여 현행법상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열

람방식을 적용하도록 하고, 다만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공개는 이미 종전 규정에 따

라 열람이 가능했던 기간은 제외한 잔여기간 동안으로 하도록 규정하여 신상정보 공개

명령의 집행방식에 대하여 현행 규정의 소급적용을 가능하도록 하였다.

(3) 화학적 거세의 소급적용

성충동약물치료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1년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동법에 의하면, 법

시행 전에 성폭행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도 약물치료명령이 적용된다.

73)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공개는 본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정부조직

의 개편에 따라 2010.1.18. 법개정시 여성가족부 소관으로 변경되었다.
74) 동법 부칙(제10260호)

제3조(등록정보의 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부터 적용한다.
제4조(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고지대상자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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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기존에 약물치료명령을 선고받지 않고 단지 징역형의 복역 중인 성폭력범죄

자의 경우에도 가석방과 결합하여 약물치료가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본인의 동

의를 전제로 한다는 점이 통상의 약물치료명령과 다르다. 성폭력범죄로 수감되어 있는 

사람이 가석방 요건을 갖추고, 가석방 된 후의 약물치료에 동의할 경우에는 검사의 청

구로 법원이 15년의 범위 내에서 약물치료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치료감호의 집행 중 가종료되는 경우, 그리고 보호감호를 집행하던 중 

가출소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기간(3년)의 범위 내에서 치료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

2. 소급적용의 허용 여부 문제 - 전자발찌와 화학적 거세
(1) 문제지대 - 소급적용의 두가지 차원

형벌의 소급효금지에 관하여 헌법 제1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

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

법 제1조 제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위 ‘행위시법주의’로 표현되는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형벌’에 대하여 적용된다는 점

에는 의문이 없다. 그러나 형벌과 보안처분을 구별할 때 ‘보안처분’에 대해서도 형벌과 

동일하게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전자발찌와 화학적 거세처분의 소급적용은 두가지 차원에서 위헌의 논란을 야기한

다. 하나는 재판시법을 적용하도록 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법 시행일 이전에 이미 재

판이 확정되어 징역형이나 치료감호 등의 집행 중인 자, 그리고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도 ‘추가로’ 전자발찌 부착명령이나 약물치료명령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전자는 보안처분의 소급적용과 관련하여 학계에서 종래부터 논

쟁되어 왔던 영역이지만, 후자는 이미 판결선고가 끝난 사안 - 심지어 선고된 징역형 

등의 집행이 종료한 사안 - 에 대해서까지 전자발찌나 화학적 거세의 소급적용을 허용

한 것이어서 전자와는 차원이 다르고 그 소급적용의 정당성에 대하여 새로운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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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판시법주의가 명문화되면 충분한가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소급금지의 원칙이 보안처분에도 적용되는가에 대해서

는 형법학계에서 종래부터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학설은 대개 적용긍정설, 적용부정

설, 개별적용설로 나뉘어 있다.

먼저 적용긍정설은 보안처분도 형사제재이고 자유제한의 정도에 있어서 형벌과 유

사하다는 점, ‘범죄예방과 범죄자의 사회복귀’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형사정책적 목표

가 동일하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형벌뿐만 아니라 보안처분에 대해서도 소급금지의 원

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75) 적용부정설은 보안처분에 대해서는 소급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보안처분은 과거의 불법에 대한 책임비난이 아니

라 장래의 위험성을 근거로 한 개입조치이기 때문에 반드시 행위 이전에 법률에 규정

되어 있을 필요가 없고 재판시 근거규정이 있으면 충분하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76) 개

별적용설은 보안처분의 범위가 매우 넓고 다양하기 때문에 소급금지의 원칙이 적용되

어야 할 것인지의 문제도 개별적인 보안처분의 목적과 유형, 자유제한의 정도 등을 고

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77)

대법원판례를 보면, 집행유예에 부가되는 보호관찰의 성격을 보안처분으로 파악하면

서 이에 대해서는 재판시에 법적 근거가 있으면 충분하다는 판례78)가 있으며, ｢가정폭

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보호처분으로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면서, 행위시

법상 사회봉사명령 부과시간의 상한인 100시간을 초과하여 상한을 200시간으로 올린 

신법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판례79)도 있다. 대법원의 입장은 보안처분의 자유

75) 이재상, 형법총론, §2/9 ; 오영근, 형법총론, §3/34 ; 배종대, §12/16 ; 김일수/서보학, 형법총론(제11판), 
63면 ; 정성근/박광민, 형법총론(제2판), 18면 ; 김성돈, 형법총론(제2판), 73면 ; 이상돈, 형법강의, §2-30.

76) 입법례로는 독일 형법 제2조 제6항이 “보안처분에 대한 재판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판시

의 법률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7) 이재홍, “보호관찰과 형벌불소급의 원칙”, 형사판례연구 (7), 1999, 30면 ; 손동권, 형법총칙, §3/47.
78) 대법원 1997.6.13, 97도703 : 개정형법 제62조의2 제1항에 의하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조항에서 말하는 보호관찰은 형벌이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 그에 관하여 반드시 행위 이전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

니며, 재판 시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해석이 형벌불소급의 원칙 내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79) 대법원 2008.7.24, 2008어4 결정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보호처분 중의 하나

인 사회봉사명령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

으로서 형벌 그 자체가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는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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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탈의 정도에 따라 소급금지원칙의 적용을 달리 하는 개별적용설의 입장과 유사하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구)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의 ‘절대적 보호감호’에 대한 위헌

결정에서 보호감호에 대하여 형벌과 마찬가지로 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

는다는 태도를 취한 바 있다.80)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입장이 모든 보안처분에 대하여 

소급입법이 금지된다는 취지인지 아니면 보호감호와 같은 자유박탈이 중한 보안처분 

혹은 자유박탈이 그에 준하는 정도의 보안처분에 대하여만 그러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후자로 해석될 여지도 충분히 있다.

아마도 위치추적장치법이 전자발찌의 도입시부터 법시행 이전의 성폭력범죄에 대해

서도 전자발찌부착명령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던 것은 판례의 태도를 개별적용설의 

입장에서 이해한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전자발찌는 자유를 전면적으로 박탈하는 것

이 아니라 범죄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게 하면서 단지 자유를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보안처분이기 때문에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전자발찌의 소급적용이 허용되

는 것으로 이해될 소지가 다분하다.

그렇지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보호처분인 사회봉사명령에 

대하여 소급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보면, 대법원이 개별적용

설의 입장이라 하더라도 소급입법이 허용되는 보안처분의 기준을 ‘보호관찰’ 정도로 

엄격하게 한정한느 태도임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사회봉사명령은 보호관찰보다 자유제

한의 정도가 크다. 전자발찌는 사생활의 자유에 대한 전면적인 제한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그 자유제한의 정도는 사회봉사명령보다 크면 컸지 결코 작은 것으로 볼 수는 

폭력범죄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 대신 부과되는 것으로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게 의무적 노동

을 부과하고 여가시간을 박탈하여 실질적으로는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게 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원칙

적으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함이 상당하다.
80) 헌재 1989.7.14, 88헌가5, 사회보호법 제5조에 대한 위헌심판 : “사회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보호감호

처분이 보안처분의 하나이고, 보안처분은 행위자의 사회적 위험성에 근거하여 부과되는 것으로써 행

위자의 책임에 근거하여 부과되는 형벌과 구별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상습범에 대한 보안처분인 보호

감호처분은 그 처분이 행위자의 범죄행위를 요건으로 하여 형사소송절차에 따라 비로소 과해질 수 있

는 것이고, 신체에 대한 자유의 박탈을 그 본질적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점에서 역시 형사적 제재의 한 

태양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헌법이 제12조 제1항 후문에서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처벌과 보안처분을 나란히 열

거하고 있는 점을 생각해 보면, 상습범등에 대한 보안처분의 하나로서 신체에 대한 자유의 박탈을 그 

내용으로 하는 보호감호처분은 형벌과 같은 차원에서의 적법한 절차와 헌법 제13조 제1항에 정한 죄

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따라 비로소 과해질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요건이 되는 범죄에 

관한 한 소급입법에 의한 보호감호처분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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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따라서 대법원 판례의 논지에 따르더라도 전자발찌의 적용에 대해 재판시법주의

를 적용하도록 한 것은 소급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후술하는 것처럼, 여기에는 소급적용되는 보안처분의 자유제한의 정도와 소급적용으로 

인한 공익적 필요성을 비교형량하는 논증구도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형량을 하

기에 따라서는 ‘소급금지원칙 위반’의 결론이 자동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이론적으로는 개별적용설은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자유제한의 정도에 따라 소급금

지원칙의 적용이 달라진다면 법적 안정성이 훼손된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다양한 보

안처분의 유형이 실무에서 적용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소급적용이 허용되는 보안처분

과 그렇지 않은 보안처분의 경계를 구획하기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형벌권의 행사라는 점에서 형벌과 보안처분은 동질적이며 소

급금지원칙의 적용에서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 그러므로 보안처분에 대해

서도 소급금지원칙은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법시행 이전에 행해진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전자발찌나 화학적 거세처분을 부과하는 소급입법은 당장 최우선적으로 철폐

되어야 한다.

(3) 사후적 소급입법 - 형벌불소급원칙의 후퇴에 대한 우려

앞의 문제가 어쨌거나 법원의 재판 당시에는 전자발찌나 화학적 거세처분의 근거규

정이 존재한다. 그런데 이미 징역형을 집행 중이거나 집행을 종료한 자에 대해 소급입

법에 의하여 전자발찌나 화학적 거세처분을 적용하는 것은 이보다 한걸음 더 나간 것

이다. 진정소급효과 부진정소급효를 구분한다면 이러한 소급적용은 분명 진정소급효가 

문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형벌뿐만 아니라 보안처분에 대해서도 소급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행위시법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위의 입장을 그대로 견지하면, 행위시는 

물론이고 재판시에도 보안처분을 부과할 근거규정이 없었던 경우에 사후입법에 의하

여 보안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더더욱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의 논증에 따르면, 이 문제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헌법재판소의 위 88헌가5 결정을 들여다보면, 헌법재판소는 기본적으로 보호

감호와 같은 보안처분에 대해서는 헌법 제13조 제1항의 형벌불소급원칙이 직접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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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은 아니라는 전제에서,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원칙’을 통하여 소급금지원칙

이 적용된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이는 5․18사건의 공소시효의 소급효에 관한 헌

법재판소의 결정81)과 매우 유사한 논증구도이다. 이에 따르면, 보안처분의 소급적용의 

위헌 여부는 결국에는 소급적용에 의하여 제한되는 이익과 소급적용에 의하여 달성하

고자 하는 공익 간의 이익형량에 의하여 결정된다. 5․18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그러

했듯이, 소급금지원칙은 상대화되고, “처벌로 얻는 공익”과 “불처벌에 대한 신뢰보호” 

사이의 대립구도가 설정된다. 이러한 비교형량에서는 종종 범죄자에 대한 통제필요성

이 “공익”의 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법적 안정성”의 측면에서 범죄자의 불처벌에 대한 

신뢰보호의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마련이다. 소위 ‘짐승’, ‘괴물’ 담론

이 여론의 힘을 얻을수록, 위험한 범죄자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이 합리적으로 근거지

워질 수만 있다면 부진정소급효는 물론 진정소급효의 경우에도 형량저울은 손쉽게 “공

익”의 편으로 기울 수 있다. 이는 앞으로 강성 형사정책의 정치적 필요에 의하여 형벌

불소급 원칙의 의미와 목적을 손쉽게 후퇴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음을 시사해 준다. 그

렇게 되지 않기를 기대해 보지만 말이다.

Ⅵ. 전체로서 아동성폭력정책의 정당성과 합리성에 대한 비판

1. 적용상의 혼선과 남용의 가능성
(1) 정책의 혼선가능성

성폭력범죄에 대한 대응조치로 최근 우리 사회는 전자발찌제도, 신상정보등록․열람

제도, 치료감호제도를 도입한데 이어, 2011년 7월부터는 화학적 거세처분까지 시행된

다. 이러한 정책들은 나름의 정책적 기능이 서로 조끔씩 다르기는 하지만, 성폭력범죄

자의 재범의 위험성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에서는 동질적이며 적용요건도 중첩되는 부

분이 많다. 그 결과 성폭력범죄에 대한 실제 적용과정에서는 각 정책수단들의 연관성 

내지 충돌, 모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81) 헌재 1996.2.16 결정, 96헌가2, 96헌바7, 96헌바13(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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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징역형이나 치료감호의 기본적인 형사처벌에 다른 추가적인 정책적 수단들 - 

전자발찌, 화학적 거세, 신상정보의 공개 - 이 동시에 선고된 경우에 이러한 정책적 모

순의 문제가 발생한다. 몇가지 예를 들어 보기로 한다.

첫째, 치료감호와 화학적 거세처분이 동시에 부과된 경우이다. 우선 화학적 거세의 

대상자는 치료감호의 대상자가 될 확률이 매우 높다. 화학적 거세는 16세 미만의 사람

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에게 적용되는데, 성충동약물치료법은 

“성도착증 환자”를 “｢치료감호법｣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정신과 전문의

의 감정에 의하여 성적 이상 습벽으로 인하여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사람으로 판명된 사람”(법 제2조 제1호)이라고 정의하고 있어 양 처분의 대상자의 범

위가 매우 중복적이다.82) 성충동약물치료법은 징역형 내지 치료감호의 선고와 화학적 

거세의 중복적 부과가 가능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83) 하지만, 치료감호와 화학적 거세

처분을 모두 선고받은 범죄자가 치료감호의 종료 혹은 가종료와 더불어 최장 15년 범

위 내의 성충동약물치료를 새로이 시작해야 한다면 이를 합리적으로 이해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만약 치료감호의 집행으로 성공적인 치료효과를 보이는 범죄자라면(그래

서 가종료되는 범죄자라면) 굳이 화학적 거세와 인지행동치료프로그램과 같은 치료프

로그램을 또다시 이수하도록 해야 할 이유는 없다.84) 성도착증이 문제가 되는 범죄자

의 경우 치료감호의 집행에서 국가가 해야 할 일과 약물치료명령에서 국가가 해야 할 

일은 사실상 같다. 둘 다 ‘치료를 통한 개선’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치료감호와 약물치

료명령이 모두 부과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치료감호의 기간을 연장하는 결과가 될 뿐

이다.

둘째, 아동․청소년성보호법과 치료감호법에 따르면, 정신성적 장애가 있고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한 신상정보열람

82) 그런데 이러한 개념정의는 그 자체로 모순이 있다.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정신성

적 장애자’는 성도착증 환자를 포함하여 그보다 넓은 개념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성충동약물치료법에서

는 ‘성도착증 환자’를 치료감호법상의 ‘정신성적 장애자’를 포함하여 그보다 넓은 개념으로 사용한다.
83) 법 제14조 제3항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가석방 또는 치료감호의 집

행이 종료되거나 가종료·치료위탁으로 석방되는 경우 보호관찰관은 석방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치료명

령을 받은 사람에게 치료명령을 집행하여야 한다.”
84) 다만, 성충동약물치료법에 의하면, 약물치료의 가해제규정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실제로는 약물치

료의 기간을 상당부분 단축할 여지도 있기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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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과 치료감호 선고가 - 더 나아가서는 전자발찌 부착명령까지 - 모두 가능하다. 이 

경우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37조에 따라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가종료 또는 

면제된 후부터 신상정보의 열람이 개시된다. 이러한 시스템이 형식적인 법체계의 측면

에서는 커다란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나, 정책적으로 바람직한가는 의문이다. 치료감

호가 종료했다는 것은 - 상한기간을 채워 종료한 경우는 제외하고 -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 부분 감소하였다는 판단에 의거한 것인데, 이렇게 치료감호가 종료된 자에 대하

여 재차 재범의 위험성을 근거로 선고된 신상정보열람명령을 집행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치료감호의 가종료 후에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경우

에도 동일한 정책적 모순이 발생한다.

(2) 남용가능성

1) 검사의 청구남용에 의한 폐해

현재의 법체계에 따르면, 검사는 전자발찌부착 청구와 치료감호 청구, 화학적 거세 

청구 중 어느 처분을 법원에 청구할 것인지에 대하여 재량을 가지고 있다.85) 반면에 법

원은 재범의 위험성 판단에서 재량이 작용할 여지는 있지만 아무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고 다른 요건을 중촉하는 한 전자발지나 치료감호, 화학적 거세의 청구를 인용

하여 선고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검사의 청구재량이 인정되는 시스템은 형식적으로는 법체계상의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처럼 다양한 대응수단의 선택에 검사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는 시스템은 

법적 불안정성을 증대시키고 검사의 자의에 의한 청구남용의 문제를 야기하게 되므로 

결코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 없다.

검사는 전자발찌나 치료감호, 화학적 거세 등의 개별법률이 규정한 형식요건을 충족

시키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모두를 중복적으로 청구할 수도 있을 것이

다. 의욕과잉의 검사라면 능히 그럴 수 있다. 이 경우 각 제재수단의 형식요건이 이미 

충족되어 있을 것이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기만 하면 법원은 그 모든 제재

85) 신상정보공개명령은 검사의 청구에 의하지 않고 법원이 일정한 요건에 따라 선고하게 되어 있다. 아
동․청소년성보호법 제38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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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을 동시에 선고하는 수밖에 없다.86) 이러한 사례는 법형식상으로는 하자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수준의 형벌권의 과잉행사라고 

보아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어떤 제재수단을 법원에 청구할 것인가에 대해 검사와 피의자측 간에 

모종의 바게닝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법적용의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2) ‘재범의 위험성’

‘재범의 위험성’은 전자발찌, 치료감호, 화학적 거세 모두에서 그 제재를 부과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규정되어 있다. 특히 최근 전자발찌의 적용대상이 되는 형식요건을 

상당히 완화하여 규정하였기 때문에 ‘재범의 위험성’ 유무의 판단은 새로운 강성 제재

수단의 활용여부를 직접적으로 좌우하게 된다.

그런데 재범의 위험성 판단은 장래의 범죄가능성에 대한 예측적 판단이라서 결코 쉽

지 않다.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도구도 존재하

지 않는다. 더구나 우리 형법은 ‘재범의 위험성이 큰 경우’라고 규정하지 않고 단순히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 요건 자체도 엄격

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과 법원은 아동성폭력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사회의 비난여론

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형식적 요건에 해당하고 정신과전문의 등 전문가의 

진단이 있으면 웬만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

할 수 있다.87) 즉, 재범의 위험성이라는 요건이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도 그 개념 자체

가 지극히 불확정적 판단개념이기 때문에, 실무에서 검찰과 법원에 의하여 전자발찌 

등의 제재수단이 남용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기는 역부족이다.

86) 만약 법원이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한다면 검사의 모든 청구는 물거품이 될 것이다.
87) 같은 우려는, 정현미, 앞의 글, 3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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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체로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한 정책설계이다
(1) 문제의식

전자발찌, 치료감호, 화학적 거세, 신상공개 등 새로운 제재수단들은 우리나라 형사

사법의 전체적인 제재체계 속에서 형벌목적적 사고라든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등에 

대한 심사숙고없이 지극히 정치적인 이유에서 즉흥적으로 도입되었다.

개별적인 제재수단을 하나씩 따로따로 놓고 보면, 나름대로 외국에 비교할 수 있는 

모델도 있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지 않는 수준이라는 논증도 가능할 수 있다. 그렇

지만, 각 제도들을 합쳐 놓고 보면 (아동)성폭력에 대하여 전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초

강경 형벌정책을 구사하는 나라가 되어 버렸다. 아동성폭력에 대하여 전자발찌를 우리

와 유사한 방식의 제재로 활용하는 국가는 미국의 일부주와 몇몇 국가에 지나지 않는

다. 신상공개는 미국의 모든 주가 활용하고 있지만 우리처럼 강도 높은 공개방식을 채

택한 주는 소수이다. 치료감호제는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징신병원수용이라는 형태로 

일부 국가에서 활용되고 있다. 화학적 거세를 형사사법체계에서 제재수단으로 활용하

는 국가는 미국 일부 주(7개?), 그리고 폴란드 정도에 불과하고, 유럽국가 중 독일이나 

스웨덴 등은 형사법과 무관하게 화학적 거세제도를 운용하고 있어 우리와는 시스템이 

전혀 다르다. 이 모든 수단을 형사제재로 도입한 국가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그러므로 개별 제도에 대하여 각각 정책적 정당성과 효과를 따져보고 과잉금지원칙

을 위반할 가능성을 면 히 검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초강경 형벌정책을 구사

하는 정책이 과연 정당한가에 대하여 아동성폭력 형벌정책 전체시스템을 놓고 비판적

으로 성찰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

(2) 추구해야 할 형벌목적, 아동성폭력 형벌정책의 재구조화 필요성

단순히 아동성폭력 방지의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식의 논증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각 제재수단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목적을 추구하는 것인가에 대하여 보다 

면 한 판단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나라에 도입된 전자발찌는 감시적 

통제를 위한 추가적인 제재라는 점, 화학적 거세는 치료목적이 아니라 강제적 성불능

화를 통한 감시와 통제의 목적을 지니고 있는 제재라는 점을 상기해 보는 것이 중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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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수단들은 특별예방 중 사회방위적 관점에서의 ‘무력화’전략을 전면에 내세

우는 제재수단들이다.

종합적으로 보면, 필자의 진단은 이러하다. 아동성폭력에 대한 형벌정책이 근본적으

로 변화하고 있다. “법정형인플레이션을 통한 위하예방의 추구”, 그리고 “위험성있는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각개격파식 무력화전략”, 이것이 현재 아동성폭력정책에 의하여 

추구되는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본래 형벌을 통해 추구해야 할 재사회

화 형벌목적은 지극히 왜소한 상태로 명목만 유지하는 형국이 되었다.

헌법적 차원에서 볼 때, 이러한 상황은 커다란 문제를 안고 있다. 재사회화라는 형벌

목적은 여러 형벌목적 중 하나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헌법적으로 사회국가원칙에 의

하여 지지되는 최우선의 형벌목적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사회

국가원리는 국가(입법자)에게 개인이 스스로의 생활질서를 스스로의 책임 아래 결정하

고 영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자유의 조건을 형성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고 말하면

서, 이것이 형벌정책에 관련해서는 재사회화의 과제로 나타난다고 하였다.88) 이로부터 

행형은 “범죄자에게 적절한 효과를 미침으로써 장래의 범죄없는 생활을 위한 내적 조

건”을 형성하도록 해야 하며 더 나아가서는 “수형자가 석방 후에 정상적인 자유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외적 조건”을 창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한다.89)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재사회화목적의 헌법적 우위성은 형벌정책에서 다음의 두가지 

방향을 지시해 주고 있다. 다음의 두가지는 형벌정책에서 재사회화 형벌목적의 우위 

속에 형사제재들의 역할이 정립되어야 함을 지시해 준다.

① 격리와 감시를 목적으로 한 제도보다는 아동성폭력범죄자의 교정과 치료를 내실

화하기 위한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은 당연하게도 징역형 

등 기본적인 형벌의 틀 안에서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② 전자발찌 등 격리와 감시의 정책수단들은 범죄자에게 추가적인 과다한 인권의 

제한을 수반하기 때문에 징역형 등 기본적인 형벌이 - 최대한의 노력에도 불구하

고 - 범죄예방에 도저히 역부족이라는 점이 합리적으로 근거지워지는 경우에 한

하여만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다.

88) BVerfGE 35, 235.
89) BVerfGE 35,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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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비추어 보면, 아동성폭력범죄의 예방을 위한 형벌대책을 논의하면서 그 동안 

교도소는 제대로 기능해 왔는지, 앞으로 교도소의 기능과 역할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아무런 사회적 논의도 없이 전자발찌라든가 화학적 거세와 같은 극단적으로 

자유침해적이고 억압적인 제재수단을 최우선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한마디로 반(反)헌

법적 행태이다. 전자발찌의 도입 후 불과 2년 사이에 그 부착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다시 30년으로 늘리는 법개정이 가능했던 것은 이와 같은 헌법적 성찰이 생략된 탓이 

크다.

아마도 재사회화를 지향하는 형벌정책이 타당하다는 점에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

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 교도소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는 우리 사회에서 

공론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징역형의 재사회화 기능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아동성

폭력범죄자에 대한 교정 및 치료는 우선적으로 징역형 행형 안에서 수행되어야 할 것

이다. 화학적 거세라는 거창한 형사제재를 도입할 것이 아니라, 성도착증 범죄자를 교

도소에 수용하고 있는 동안에 그가 비정상적 성충동을 조절할 능력을 갖추도록 정신의

학적, 심리학적 치료프로그램을 실시하면 된다. 징역형 출소 후에 전자발찌를 수십년

간 채울 것이 아니라 징역형 기간 중에 어떻게 교정효과를 극대화할 것인가를 고민하

고 그에 우선적으로 비용을 투입해야 한다.

만약 정부가 전자발찌와 화학적 거세를 재사회화정책이라고 우긴다면, 교도소가 불

필요한 구금공간임을 자인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형벌권의 중복투입에 의한 과잉형벌

권 행사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만약 전자발찌와 화학적 거세를 추가적인 감시형벌이라

고 솔직하게 시인한다면, 재사회화정책의 폐기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 어느 쪽이

건 그 부작용은 고스란히 전자발찌 피착용자의 인권침해로 남는다.

(3) 국가와 시민사회의 역할분담에 대하여

물론 교도소로 상징되는 전통적인 형벌제도가 아동성폭력범죄자의 재범방지에 부족

할 수도 있다. 이 때 우리가 다음으로 고민해야 할 것은 국가의 형벌권과 시민사회의 

역할분담의 문제이다.90) 아동성폭력범죄의 예방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

90) 이에 대한 논의로는, 민영성, “민간책임의 확대를 통한 아동성폭력범죄예방”, 법학연구(부산대) 제50권 

제2호, 2009, 203 - 23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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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특히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사회적 인식을 극복하고 성폭력범죄의 신고율을 제

고하는 데에는 시민사회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이 글의 범위를 넘는 문제이고, 다만, 여기에서는 시민사회

가 국가의 확장된 형벌권력의 역할을 보조적으로 뒷받침하는 ‘늘어진 팔’처럼 아동성

폭력범죄자에 대한 격리와 감시의 수행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

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당장 경계해야 할 문제의식이다. 예를 들어, 전자발찌를 찬 사

람이 초등학교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감시하고자 시민사회가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3. (아동)성폭력 강성정책의 정책적 함의와 인권법적 문제지대
강성 형벌정책은 아동성폭력범죄를 계기로 하여 2000년쯤부터 조짐이 보이기 시작

한 이래로 계속해서 확대재생산의 과정을 거쳐왔다. 지난 3월 31일 국회를 통과한 사

항들은 그 종합판이라 부를 만하다. 전자발찌는 성폭력범죄에 대해서 시작했지만, 얼

마 지나지 않아 아동유괴범죄도 적용대상으로 포함되었고, 지난 3.31. 법개정에서는 살

인범죄에까지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였다. 전자발찌뿐만 아니라 신상공개, 치료감호제, 

보호감호제 등의 강성 정책은 앞으로 그 적용대상이 전반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농후

하다. 더구나 이번 법개정에서는 “형법”이 개정되어 징역형의 상한을 30년으로(가중하

면 50년) 높였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제 징역 30-50년이 선고되는 경우는 극

히 드물겠지만 범죄자에 대한 장기간의 사회적 격리와 강력한 응징을 표방하는 입법적 

상징성은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강성 형벌정책은 모두 “위험한 범죄자의 격리와 감시의 강화”

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 가장 커다란 특징이다. 그것은 아동성폭력 등 사회적 이슈

가 되는 흉악범죄사건을 빌미로 하여 시민사회에 대한 국가의 통제 및 감시권력을 총

체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라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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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왜곡된 범죄이미지의 재생산, 불안과 공포의 정치화

정부와 언론은 일부 극단적인 흉악범죄 사건을 교묘히 활용한다. 아동성폭력범죄를 

예로 들면, 정부와 언론은 “어느 날 낯선 성인이 나타나 연약한 아동을 상대로 하여 흉

악하고 파렴치한 범행을 저지른다”는 범죄이미지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낸다. 그러나 이

는 매우 극단적인 사례일 뿐이다. 실제 아동성폭력의 70% 정도는 ‘아는 사람’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정부와 일부 언론은 이러한 아동성폭력의 실상을 철저히 외면하면서 

일부 극단적인 아동성폭력사건을 이용하여 왜곡된 범죄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재생산하

고 있다. 연쇄살인사건도 마찬가지이다.

이처럼 극단적인 사례에 집중하는 것은 범죄현상에 관하여 시민들에게 잘못된 관념

을 심어주게 된다. 대다수의 아동성폭력범죄가 아는 사람에 의하여 발생하고 있고 청

소년 또래에 의한 아동성폭력이 매우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실상을 외면한 채로 

정부와 언론은 아동성폭력범죄자는 “위험한 성향을 지닌 낯선 성인”이라는 식의 왜곡

된 범죄이미지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시민들 사이에서는 치안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확산되고, 이것은 공권력 

강화의 정당화 기제로 작용한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위험”이라는 코

드이다. 범죄에 관한 왜곡된 이미지에는 한결같이 “위험” 코드가 내장되어 있다. 지극히 

위험한 일부 몇몇 성폭력범죄자만 제거하면 우리 아이들이 성폭력에서 안전한 세상에 

살 것처럼 시민들을 호도하는 것이다. 이제부터 이 “위험” 코드에 대해 분석해 보자.

(2) 강성 형벌정책의 맥락적 분석과 이해

1) “피해자”의 이름으로

오늘날 형사정책은 “피해자보호”의 관념과 접하게 결합되어 있다. 피해자를 보호

하기 위해서는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통제와 감시정책이 필요하다는 식이다. 이는 흔

히 선과 악의 이분법적 대비로 나타나게 되는데, “위험한 범죄자”와 “선량한 피해자”를 

대비시키는 방식이다.

이러한 이분법적 대비는 범죄문제를 오로지 개인도덕적 차원으로 이해하도록 유도

한다. 그럼으로써 범죄의 원인이 되는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 빈곤의 문제, 사회적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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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의 문제 등 사회구조적 문제와 성에 관한 왜곡된 관념 등 문화적 요인을 철저하게 

외면하는 담론이 형성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피해자”는 실제 범죄피해를 당해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피

해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잠재적 피해자”를 지칭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는 결

국 모든 선량한 시민을 이분법적 구도 속에서 피해자로 등치시키는 전략이다. 선량한 

대다수의 시민과 대비되는 “위험한 범죄자”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그러한 사람들에 대

한 지속적인 감시와 배제정책을 통해 재범을 저지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 피해자보호

정책의 이름으로 정당화되고 있는 셈이다.

이런 맥락에서 피해자보호의 담론은 결국에는 “위험통제” 내지 “위험관리”의 코드와 

결합한다. “위험한 범죄자”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명분 하에 국가의 감

시와 통제권력을 본격적으로 강화하는 정책이 정치적 정당성을 얻게 된다. 전자발찌, 

신상공개, 치료감호제나 보호감호제 등 위험관리정책이 새로운 형벌정책으로 등장하

고, 전통적인 형벌인 징역형이나 사형은 위험한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시키

는 수단으로 인식된다.

2) “피해”와 “위험”의 코드

신자유주의 경제질서는 기본적으로 사회의 불안정성과 예측불가능성을 엄청나게 증

폭시키고 있다. 시장의 구조적 폭력에 무기력하게 노출된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에

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주변의 불안정성요소들을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지고 

이것이 오늘날 “피해” 내지 “위험” 코드가 확산되는 배경이 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신자유주의 법담론은 “개인책임의 원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

였다. 본래 자유주의 이념에 근거한 근대법담론에서 개인책임의 원리는 자율적 의사결

정능력을 가진 주체들의 이성적 판단에 대한 믿음에 기반한 것이었던 반면에, 오늘날 

법담론 속에서 개인책임의 원리는 이와는 좀 다른 맥락과 양상을 지니고 있다. 신자유

주의 하에서 개인책임의 원리는 신자유주의 경제질서의 불안정성과 예측불가능성에서 

초래되는 위험을 개별 주체들에게 전가하여, 개인들이 그 위험을 스스로 감수하고 ‘법

질서가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그에 대한 대비를 스스로 마련하도록 요구하는 원리로 

자리잡고 있다. 법질서의 허용범위를 벗어나서 시장질서에 위협을 가하거나 타인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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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위협을 가하는 도전은 허용되지 않는다. 소위 ‘법질서 이데올로기’와 ‘무관용원칙’

은 이러한 맥락에서 형사사법담론의 코드로 내장되고, 이는 범죄가 사회구조적 조건이

나 권력적 비대칭성 등과는 무관하게 오로지 개인의지의 결과일 뿐이라는 관념, 그리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질서를 위반한 개인을 엄격하게 처벌하고 범죄자가 

공동체에 끼칠 수 있는 위험을 철저하게 통제해야 한다는 관념 위에서 작동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일반 시민들은 (사적) 안전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게 되고, 자신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위 “위험한 범죄자”에 대한 엄격한 감시와 사회적 배제를 요구하게 

된다. 범죄를 낳는 사회구조적 문제를 도외시하고 범죄를 오로지 개인의 잘못(개인의

지의 문제)으로 간주하고 엄격한 처벌 및 사회적 격리를 정당화하는 법담론이 이에 조

응하고 있다. 더불어 공동체의 자율성과 공공성의 영역이 점점 더 파괴되고 왜소해진 

개인들은 자신의 안전을 국가 형벌권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한층 강화된다.

이는 다음의 두가지 현상을 동반하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이제 형사사법은 신자유

주의 시장질서의 자율성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전제로 하여 시장 내부 혹은 외부에서 

가해지는 불안정성의 요소들을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가의 형

벌권력은 신자유주의 질서에 대한 불안정성을 증대시키는 ‘위험의 정도’에 따라 통제

되어야 할 행위를 선별하게 된다. 파업 등 노동문제에 대한 형사법적 통제가 더욱 강화

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미네르바사건이나 언소주사건은 그 자체

로는 결코 심각한 범죄가 아니지만 시장질서의 불안정을 증폭시킨다는 점에서 엄격히 

통제되어야 할 범죄행위로 인식된다. 둘째, “법치주의”는 국가권력의 남용을 통제하는 

원칙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반대로 개개인이 시장질서에 적응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원칙, 그리고 법규범을 위반한 개인에 대한 철저한 응징과 통제를 정당화하는 원리

로 변질된다.

3) 위험감시정책의 본격적 강화

오늘날 형사정책의 핵심은 분명 “위험관리”를 지향하고 있다. 단지 엄정한 처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의 불안정성을 증대시키는 “위험한 인물”에 대한 통제를 

위하여 국가의 감시 및 통제권력을 총체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형사정책의 핵심이다. 

전자발찌, 신상공개 등이 대표적인 위험관리 전략이며, CCTV감시의 강화라든가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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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 대한 유전자정보데이터베이스 등이 병행한다.

국가의 감시 및 위험통제권력의 확대는 “위험한 인물 내지 집단”에 대한 사회적 이

미지를 구축하고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복종과 강제의 전술을 일상화할 위험을 안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우리가 국가형벌권의 과도한 확장에 대하여 

“인권의 후퇴 내지 위기”를 말한다면 이 지점이 핵심이다. 머지 않아 우리는 아동성폭

력범죄의 전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 더 나아가서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어도 성

도착증과 같은 정신적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에 대해 ‘초등학교 근처 몇 ㎞ 거주 및 출

입금지’라든가, ‘인터넷사용금지’ 등의 위험통제전략을 도입하자는 논의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미 우리는 수많은 감시체계가 작동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 감시시스템은 시민에 

대한 권력적 복종과 배제의 전술을 확장시키는 모태가 된다. 감시를 통하여 축적된 정

보는 결국에는 분석되고 분류․체계화될 것이다. 그렇게 축적된 정보를 이용하여 사람

들의 행동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소위 ‘위험한 인물’의 유형이 만들어지고 그 위험도가 

측정되며, 위험한 인물이나 집단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통제와 감시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 감시권력의 속성은 분류를 통한 통제에 있다. 분류는 예측과 재단을 통하여 시

민들에 대한 차별적 통제를 정당화하게 마련이다. 이것은 민주주의와 인권담론의 사회

적 기반을 붕괴시킬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길이다. 불행히도 우리 사회는 이미 그 길

로 접어들었다.

4) 성폭력에 관한 이분법적 접근의 위험성

아동성폭력에 관한 정부의 정책은 이를 성폭력의 문제로 인식하기보다는 “아동”의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정부 정책을 보고 있노라면, “어느 날 낯선 성인이 나

타나 스스로를 방어할 만한 능력이 없는 아동을 상대로 하여 파렴치한 범행을 저지른

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 과연 그러한가? 현재 한국성폭력사담소 등의 조사결과에 의

하면 아동성폭력사건의 약 70% 이상이 아는 사람에 의하여 저질러지는 것으로 나타난

다. 그만큼 성폭력은 우리 주변의 문제이지 결코 낯선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사실 성폭력의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성에 관한 이중적 윤리가 만연한 결과 성폭력

에 관한 관대한 문화, 성폭력의 기본범죄인 강간죄가 친고죄로 되어 있어 성폭력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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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렀더라도 나중에 적당히 피해자와 합의하면 그만이라는 생각, 피해자의 행실을 문제

삼는 사회적 시선과 판례 등의 사회적․문화적 여건 속에서 조장되어 온 측면이 강하

다. 아동성폭력범죄도 비록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이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성폭력

을 조장하는 우리 사회의 문화에서 기인한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정확

하게 인식해야 비로소 올바른 아동성폭력대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새롭게 도입된 정책들은 이처럼 성폭력을 조장하는 사회적 문화적 구조와 인

식의 문제를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

정부의 아동성폭력대책은 오히려 일부 극단적인 아동성폭력범죄 사건을 이용하여 

이분법적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연약한 아동”과 

“파렴치한 성인”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동성폭력범죄자를 소아

성기호증 등 정신적 이상을 지닌 “정신질환자”로 취급함으로써 “정상인”과 “위험한 정

신장애자”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정책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아동성폭력에 관하여 시민들에게 잘못된 환상을 심어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대다수의 아동성폭력범죄가 아는 사람에 의하여 발생하고 있고 청소년 또래에 

의한 아동성폭력이 매우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아동성폭력범죄자는 마치 “특별한 정신

이상을 가진 낯선 성인”이라는 사회적 이미지를 구축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그처럼 위

험한 정신적 장애가 있고 파렴치한 범죄자를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키는 강성 형벌

정책을 펼치려 하고 있다. 이는 성폭력에 관한 잘못된 사회적 이미지와 담론을 형성하

게 되며, 지극히 위험한 일부 몇몇 성폭력범죄자만 제거하면 우리 아이들이 성폭력에

서 안전한 세상에 살 것처럼 시민들을 호도하는 정책에 다름아니다.

이러한 정책이 성폭력에 관한 올바른 인식에 기초하지 않았다는 점을 비판적으로 지

적하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이분법적 도식이 소위 “위험한 범죄자”

상을 사회적으로 구축함으로써 범죄자에 대하여 온각 수단을 동원하여 사회로부터 격

리 내지 배제하는 강성정책을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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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맺음말

최근 2-3년 사이에 새로이 구축되고 점점 더 강화되어 가는 형벌정책은 단순히 몇몇 

새로운 제재수단을 도입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아동)성폭력에 대한 형벌

정책의 목표가 근원에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적 변화

는 앞으로 비단 (아동)성폭력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범죄에까지 무한히 확대재

생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전자발찌는 도입 당시 성폭력범죄에 한정해서 도입되었지만 시행된지 불과 2년

도 되지 않아 유괴범죄와 살인범죄에까지 확대적용되고 있다. 2009.12.29. 정부가 국회

에 제출한 위치추적장치부착법 개정안은 살인범죄 외에 강도범죄와 방화범죄에도 전

자발찌를 적용하고자 의도하였지만, 2010.4.15. 개정에서는 일단 살인범죄만 추가하게 

되었다.

비유하자면, 신상공개제도는 우리 사회 곳곳에 지뢰를 매설하고 아동성폭력범죄자를 

그 위에 걷게 하는 정책이다. 지뢰는 밟지 않는 한 터지지 않지만, 터지더라도 밟은 사

람(시민)의 책임이 아니라 지뢰 위에 서있는 사람이 책임을 진다(노숙자가 되어야 한

다). 전자발찌와 화학적 거세는 정 유도탄폭격에 비유할 수 있다. 이러한 감시와 무력

화정책에 대하여 ‘효과가 별로 없음’을 논하는 것은 그리 유용한 대응담론이 되지 못한

다. 감시와 정 타격에 의한 무력화 정책은 최소한 ‘그 사람’의 범행을 조금이나마 저

지하는 효과는 있으며 애초에 그것을 목적으로 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아동성폭력에 대한 새로운 대응정책으로 도입된 전자

발찌, 치료감호, 화학적 거세의 형사정책적 의미와 맥락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조명해 

보고자 하였다. 각각의 제도들에 대하여 인권법의 시각에서 문제되는 인권침해의 지점

을 드러내 보고자 하였으며, 전체로서 아동성폭력정책의 형사정책적 함의를 조명해 보

고자 하였다.

사실 아동성폭력범죄에 대하여 획기적인 대응방안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럴수

록 범죄예방에서 형벌정책이 취해야 할 역할에 대해 비판적으로 성찰해 보는 것이 더

더욱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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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폭력사건과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강호순 사건의 경우 중앙 조선 등 일부 언론이 그의 사진을 공개하였고 한겨레, 경

향, 한국 등은 게재하지 않았다. 이를 둘러싼 논쟁이 언론계에서 뜨거웠다. 그러나 김

길태 사건은 이와 달리 경찰이 호송과정에서 얼굴을 노출시켰고 거의 모든 미디어에 

집중 보도되었다. 경찰의 얼굴공개는 수사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었고 국회 계류중이

었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 근거하였다고 하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물론 김길태가 수배과정에서 얼굴이 공개되었고 일정한 물증을 확보하였으며 

가족이 없어 2차 피해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수 있다.

그러나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언론계의 가이드라인이나 인권위의 입장이 없

는 상황에서 경찰이 주도하는 피의자 사진공개는 문제가 될 수 있다. 흉악범죄의 경우

에도 무죄추정의 원칙(피의자의 인권), 범죄 예방효과 등과 공익 및 국민의 알권리를 

비교형량해서 제한적으로 피의자 신상공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부 언론이 선

도적으로 피의자 신상공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통한 엄격한 법적 근거

와 기준에 의한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 흉악범죄 피의자 신상공개 

논쟁은 법률 차원이 아니라 언론계의 자율적인 규정에 의해 해결되는 것이 가장 바람

직할 것이다.

피의자 신상공개가 국민의 알권리와 공익에 의한 것일 수도 있지만 언론의 선정주의

와 상호경쟁에 의해 본의가 왜곡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또 피의자의 얼굴 

공개가 피해자 및 가족에게 어떤 심리적 파장을 낳는지도 검토되어야 한다.

지난 4월 15일 시행된 ‘개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및 ‘개정성폭력범

인권위 토론문

이 용 성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장․한서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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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흉악범 및 성폭력범의 얼굴 등 신상정보 공개가 

허용되었고 이를 반영한 개정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이 4월 23일 시행되면서 

피의자 신상공개 문제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에 있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

을 것,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할 

것 등으로 요건을 제한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이 공개결정의 주체이고 그 요건이 모두 

자의적이고 애매하며 여론에 좌우될 소지가 있다는 한계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런 상

황에서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언론보도 가이드라인에 대한 언론계의 논의가 긴

급할 것이다.

아동성폭력사건 보도의 문제점
아동성폭력 보도는 지난 해 조두순 사건부터 본격적으로 부각되었다. 신문과 방송이 

아동성폭력을 사회적 의제로 설정한 것이다. 그 계기는 지난해 9월 KBS 1TV 시사기획

쌈에서 ‘나영이 사건’(조두순 사건)을 보도하면서 시작되었다(2008년 12월 발생). 이 사

건은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으나 언론이 아무런 관심이 없다가 시사기획쌈을 본 국민들

이 분노하자 이에 편승하여 집중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다. 적어도 매일 2건의 아동성

폭력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언론이 이 문제에 주목하여 심층적이고 장기적인 

취재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정말 이상한 일이다. 김길태, 김수철 사건이 계속되었지

만 경찰수사 관행이나 정부, 지방정부, 교육부의 대책이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한다. 그

러나 이는 언론의 책임이기도 하다.

언론보도가 성폭력 피의자(범죄자)에 지나치게 집중하다 보니 사건을 발생시킨 ‘맥

락’이나 ‘환경’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들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조두순사건부터라도 집

요하게 아동성폭력 사건의 원인 및 배경, 사건경향, 대책 등을 장기적인 기획을 만들어 

꾸준히 따진 언론은 거의 없다.

아동성폭력 보도가 집중된 계기가 국민의 분노 때문이어선지 지나치게 흥분된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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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을 보여주었다. 흉악범죄 사건보도일수록 국민적 불안감을 고려하여 차분하게 접

근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언론의 책무이다. 그런데 ‘짐승’ 등이 기사표제에도 등

장하는 등 흥분했고 조두순의 신상정보를 잘못 보도하는 등 치 하지 못했고 검거과정

이나 범죄내용을 자극적이고 선정적으로 묘사한 것도 문제다. 특히 아동성폭력 보도는 

지나치게 구체적이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 아동성폭력 피의자 개인에 대한 불필요한 

정보도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이다.

지나치게 검경 수사과정에만 집중하여 사건을 발생시킨 구조적인 문제를 간과하였

고 성폭력 피의자의 일탈성을 극단적으로 강조하여 아동성폭력의 상당부분을 차지하

는 ‘아는 이에 의한 가해’를 여과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언론은 성폭력을 부추기는 가부장적 문화, 최근 걸그룹 열풍등 어린 여성에 대한 성

적 대상화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아동성폭력의 피해자가 되고 있는 

저소득층 아동의 생활, 아동성폭력 피해자의 지속적인 지원과 정신적․육체적 치유 대

책 등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아동성폭력 보도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자

아동성폭력사건은 피해자가 아동이므로 피해자 조사과정에서 대단히 유의해야 한다. 

이는 아동성폭력 보도도 마찬가지다.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아동성폭력 보도의 유의 

사항과 지향점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개별 언론사는 물론 언론인 현업단체를 중심으

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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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표창원선생님의 논문에서 지적한 아동성폭력사건에 대한 형사절차의 미비점 

(낮은 신고율, 낮은 기소율, 낮은 유죄판결율)에 대한 지적에는 전적으로 동의. 전담

수사관, 전담재판부 등은 충분히 논의해 볼 만. 또한 오늘날 아동이 노출된 가정 및 

학교환경의 취약성에 대해서도 문제의식 전적으로 공감. 표선생님이 소개하신 외국

의 아동보호정책 중 다수는 도입이 가능할 것. 특히 학교 인근 지역에 대한 안전대

책은 꼭 도입할 필요가 있겠음. 

◎ 표창원선생님의 논문에서는 일반예방을 위한 대안의 수집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판단되는 반면,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특수제지 방안에 대해

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함. 특히 고위험군에 대한 형사사법적 제재 

이외에 재사회화에 대하여서는 저자의 의견이 매우 비관적이라는 사실을 읽을 수 

있음. 현재 아동 대상 성범죄 중 상당수가 청소년에 의해 발생한다는 사실(이호중

선생님께서 잘 지적)을 고려해볼 때, 치료적 접근은 꼭 필요. 따라서 성범죄의 억제

에 교정정책에 대한 비중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

재범율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만 가지고 교화가 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치료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해 비판적인 필자의 취지가 발표문에도 그대로 반영되

어 있는 바, 치료나 재활에 대해 언급한 문헌들은 상당히 편파적으로 구성되어 있

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음. 화학요법과 인지행동치료를 병행하는 경우 성범죄자

표창원교수의 ‘아동성폭력재범방지정책들에 대한 
검토’ 논문과 이호중교수 ‘아동성폭력 

재범방지정책의 인권법적 쟁점’ 논문에 대한 토론문

이 수 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 교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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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재범율이 30%까지 감소된다는 Gross등(1999)의 연구 결과 (“Although treatment 

does not eliminate sexual crime, research supports the view that treatment can decrease 

sex offense and protect potential victims.”) 도 심지어 표창원선생님의 글에서는 원 저

자들의 취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인용되고 있음. 이렇게 교화가능성에 대한 부정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표선생님이 지적하신 내용 중 미네소타 주 ‘입법감사국(Office 

of the Legislative Auditor)'의 가이드라인은 눈여겨 보아야 할 것. 즉 국가의 세금으

로 운용되는 성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치료프로그램은 ① 관련법과 규정을 정비, 성

폭력범 치료프로그램의 승인, 허가에 신중을 기할 것, ② 교정 및 보건 등 관계부처

에서는 치료프로그램이 적절히 운영되고 적절하게 감독될 수 있도록 상호 긴 히 

협조할 것, ③ 국가예산의 지원을 받는 성폭력범 치료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정기적

인 감독을 통해 관련 자료 및 통계를 정확히 관리하고 제출하도록 할 것, 등의 요건

은 중요하나도 판단됨. 또한 아동 대상 성범죄자를 ‘아픈 사람’으로 취급하여 무조

건 치료감호를 대체형벌로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토론자 역시도 동

의할 수 없음. 

◎ 이호중선생님의 논문은 아동 대상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최근에 도입한 국내의 

다양한 정책들을 모두 잘 포섭하여 심도있게 설명하고 있음. 위치추적전자장치의 

부착이 보안처분에 해당하는 이중처벌이라는 입장은 충분히 동의할 수 있음. 허나 

문제는 이와 같이 인권침해적 내용에도 불구하고 최근 소급적용까지 도입할 수밖

에 없는 사태의 본질을 바라보는 입장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힘듦. 예컨대 서두에서 

제시하듯, 아동대상 성범죄가 ‘한풀 꺾였다’는 인식이나 아동 대상 성범죄자의 위험

성을 언론에서 과대포장하고 있다는 취지는 현실과 다르다고 판단됨. 실제로 극소

수 고위험군의 재범위험성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임. 이들은 결국 인명피해

를 낼 수밖에 없을 정도로 무모함. 이들에 대한 통제방법은 기존의 구금만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것이 실증적으로 입증된 사실임. 따라서 타 범죄와는 다른 성범죄 

특유의 죄질을 통제하기 위한 노력은 틀림없이 필요함.

◎ 이호중선생님이 지적하신 현재 도입된 처분들이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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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과도하게 응보적인 차원의 징벌만이 부과되는 것이 문제라는 점에는 본 

토론자도 동의. 특히 전세계적으로 희귀하게 신경화학적 약물을 강제적으로 집행하

겠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 만일 재활과 치료가 목적이라면 본인의 자발적인 의지가 

담보되지 않은 그 어떤 강제적인 치료도 재범억제의 효력은 발휘할 수 없을 것. 더

욱이 교도소 안에서의 교육이나 심리치료의 전문적인 집행 없이 치료감호소에서의 

단기적인 약물처방이 효력을 발휘하기는 불가능. 더욱이 사회에 방출된 이후 강제

적으로 약물을 복용하거나 주사하겠다는 취지는 실현가능성이 희박. 대부분이 보호

관찰 규칙 위반으로 명령의 집행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할 것. 약물은 꼭 동의가 필

요함. 허나 부작용이 적은 심리치료 등은 강제명령 가능. 심리치료를 거부하는 경우 

그때 가서 가석방을 못하도록 하면 될 것. 현재는 성범죄자 모두 가석방 대상에서 

배제. 

◎ 아동 대상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더 이상 외국의 제도 도입 필요 없음. 이미 넘쳐

나는 제재방안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억제력을 발휘토록 할 것인지 연구

해야 함. 또한 아동 대상 섬범죄의 근본원인을 좀더 광범위하게 조사연구하여 각 

유형의 성범죄자들에게 적합한 처우를 적용하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 이를 위해서

는 징벌적으로 법을 집행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각 처분이 대상자에게 적합한지 만

일 적합하지 않다면 어떤 대안이 필요한 것인지 사전적인 평가와 지속적인 피드백

이 필요.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처분이 내려져야 할 것이기에 기소전조사 보다 

광범위하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 아동 대상 성범죄나 성범죄 누범의 경우에는 다른 범죄와는 차이가 있는 개인의 특

이성향 존재. 이 문제는 다만 구금기간의 연장만으로는 통제되기 어려움. 전통적인 

행형정책 대신 전문성을 갖고 접근해야 함. 현재로서는 범죄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

하지도 못한 체 외국의 제도만을 방만하게 도입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자

들만을 대상으로 이중 삼중으로 처벌을 하고 있는 셈. 암수범죄도 많고 대부분 소

송 중 무혐의나 불기소 되어 풀려나는 자들에 대해서는 아무 대안도 없음. 특히 아

동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의 경우 기소도 어렵고 유죄판결을 받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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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더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볼 때 이 같은 제도만으로 성범죄가 통제될 것이라 예

상하기는 힘듦. 이중 삼중으로 처벌을 하더라도 어차피 모든 처분은 기간이 종결되

기에 스스로 자활의 의지가 없는 경우 이런 노력이 모두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

음을 인지해야. 즉 갱생의 의지를 가지고 올바로 살아보겠다는 의지를 갖도록 하려

면 이렇게 징벌적인 통제방식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인성교정을 하는 것이 옳을 것. 

이들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매우 전문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외국의 경우 전문화된 

평가절차, 전문화된 프로그램이 전문가에 의해 집행되는 것들 눈여겨보아야. 극도

로 개별화된 접근을 하지 않고서는 긍정적 기대 어려움. 전문인력 확보, 집행절차의 

전문화 꼭 필요. 이는 기소전, 판결전 조사, 교화프로그램의 집행, 가석방 심사, 전

자감시 탈착심사, 치료명령 종결심사 모두에 필요한 일. 외국의 성범죄 고위험군에 

대한 부정기형의 집행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상세하게 살펴 볼 필요 있

음. 현재 과잉 집행되는 예산을 조금이라도 이와 같은 업무에 소요되도록 한다면 

많은 평가, 치료업무를 전문화할 수 있을 것. 

※ Prentky & Burgess(2000)의 아동 대상 성범죄자 유형화: MTC:C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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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가지 하위유형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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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유형화를 통해 적절한 처분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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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사이 아동성폭력 사건의 보도로 아동성폭력범죄의 심각성과 법, 제도상의 문

제, 실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더불어 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드높아졌고 가해

자 처벌 및 재범방지, 아동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등 법령 및 제도 개선 이루어졌

다. 이는 당연하고 중요하며, 성인에 비해 자기방어능력과 자원이 부족한 아동을 범죄

로부터의 보호하기 위한 조치, 대책 마련은 무엇보다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문제이

기도 하다. 공소시효의 문제, 검사의 친권상실 또는 후견인 변경청구 의무화, 형의 감

경 미적용 등 아동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은 그동안 민우회를 비롯하

여 많은 반성폭력운동단체에서 오랜 시간 주장해왔던 내용으로 이에 대한 개선은 긍정

적이다.

그러나 심각한 성폭력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성폭력범죄자 처벌 및 재범방지와 관련

하여 정부와 정치권에서 쏟아낸 강력처벌정책, 법안의 경우는 분노 여론을 적극적으로 

이용한 ‘생색내기’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임시방편적인 대책 보다는 이러한 제도들

이 실제로 성폭력을 근절하고 예방하는데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분석

이 우선되어야 하며, 성급한 추진보다는 그 실효성 여부에 대한 세 한 판단, 무엇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대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이기도 하다.

이에 아동성폭력 재범방지를 위한다는 인기몰이식 정책들에 골몰하며 간과하게 된 

문제와 가해자 처벌로 집중되는 문제에 대한 우려지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언론 밖 세상에 주목하자

이임혜경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소장)

3
토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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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대책
언론에서 앞다투어 보도하는 성폭력 사건들만 모델로 상정하여 수립하는 대책은 실

제 성폭력의 내용과 현실에도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신상정보 공개와 DNA 정보 수집과 같은 제도들은 전체 성폭력 사건의 

80%를 차지하는 아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과는 크게 관련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법제화는 마치 특정한 사람이나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만이 성폭력 

범죄를 일으키며, 제도를 강화할수록 안전이 보장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29일 통과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안'이라 불

리는 화학적 거세의 경우, 특정 가해자의 참을 수 없는 ‘성적 욕구’를 잠재우기 위한 

법안으로 알려져 있다. 과연 아동성폭력은 참을 수 없는 성적 욕구 때문일까? 

지난 2007년,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는 판결문의 ‘순간적인 욕정을 못 이겨’

라는 문구 삭제 요구안을 검사, 판사에게 보내며 캠페인을 한 적이 있다. 이 문구는 성

폭력의 발생 원인을 통제 불가능한 성욕 때문이라 여기며 남성이라면 저지를 수 있는 

사소한 실수로 인식하거나 잘못된 통념이 반영된 것이다. 가해자의 고의나 의도성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문구가 전혀 아니다. 

핵심은 인간의 성적욕구 자체가 아니라 성적욕구 분출 방법이고, 이는 무의식적인 

충동이나 ‘못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인지와 학습에 의해 조절 가능한 욕구다. 즉 철저한 

이성의 통제 하에 쾌락을 얻기 위해 상상하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단계와 과정을 거치

는 현상이다. 즉 성폭력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 폭력에 대한 무딘 감수성, 남성 중심

의 성차별적 생활 방식 등이 복잡하게 작용하여 발생하는 문제이지 참을 수 없는 '성적 

욕구'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아동성폭력의 경우에도 대부분 아동포르노물을 즐

겨보거나 소아성애증 등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의 성적 욕구 때문에 발생

하는 것은 아니며, 가해자들의 많은 경우 정신적인 문제를 갖고 있지 않은 일반적이고 

평범한 주변사람, 한 집에 사는 가족, 친척, 이웃 등 가까운 사람, 아는 관계인 경우가 

많다. 아동성폭력이 정신으로 문제가 있는 특정 사람들에 의해 일어나는 것만은 아니

라는 것이다. 

성폭력 가해자들의 범행동기가 성욕이라기 보다는 쉽게 제압할 수 있고 통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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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여겨지는 존재를 선택하는 것이고, 폭력에 저항하지 못하고 굴복하는 것에 대

한 쾌감 때문에, 또는 사회로부터의 소외와 상처, 증오 등의 감정을 자기방어능력이 부

족한 아동에게 하는 분출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아동성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화학적 거세가 얼마나 많은 성폭력 가해를 예방

할 수 있을 지 의문이며, 무엇보다 이런 자극적인 제도들은 성폭력이 마치 개인의 정신

적 결함에 의해 발생되는 것으로 보게 함으로 개인을 처벌하면 해결될 문제로만 바라

보게 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더불어 화학적 거세라는 것이 일시적인 효과뿐임

에도 불구하고 마치 흉악한 범죄자의 처벌 수단의 일종으로 잘못 알려져 실효성에 대

한 고려 없이 통과되었고, 이렇듯 쏟아지는 법과 대책들은 도리어 성폭력이 왜 일어나

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가로막는다. 

2) 강력 대책에 적용되는 가해자는 한 줌
발제문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전자발찌, 신상공개 대상 확대, 경찰의 중요 성범죄 전

과자에 대한 중점관리와 감시 강화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감시나 통제, 관찰 대상이 

되지 않는 성범죄 가해자들에 의해 아동성폭력 사건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사건이 발생하면 법과 제도를 후다닥 만들고 또 발생하면 이를 확대하는 식의 해결 

방법은 뭔가 중요한 점을 놓치고 있다. 

강력 대책들은 중형을 선고받은 성폭력 범죄의 가해자들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

나, 과연 이렇게 강력한 법과 제도가 적용되는 성폭력 범죄가 전체 성폭력 범죄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앞서 발제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우리나라의 아동대상 성범죄 신고율은 10%미만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기소율은 40%, 구속율은 36%에 불과하며, 이는 아동대상 성범죄만의 

문제가 아니라 ‘성폭력’범죄 전반의 특성이기도 하다. 

언론에서 성폭력사건이 보도되면 상담소에도 성폭력 피해 상담이 늘곤 한다. 예전 

경험 떠오르기도 하고, 결혼 한 경우 남편에게 피해사실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한 (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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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잃었는데 남편에게 말하지 않고 속였다는) 죄책감 때문에도 상담을 한다. 아이를 양

육하는 경우 자신의 예전 피해 경험이 아이에게 영향을 줘서 아이에게 문제가 있지 않

은지, 혹은 아이도 같은 피해를 당할까봐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오래전 일을 다시 꺼

냈을 때 가족이나 주변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말하고 싶은데 

말하지 못하는 상황을 토로한다. 

성폭력 경험을 한 피해자가 자신의 경험을 숨겨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피해경험을 

말했을 때 가족, 친구, 주변사람들이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과도하게 걱정하거나,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축소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기인한다. 또한 연쇄성폭력가해자들

이 공통적으로 ‘처음 가해를 했을 때 아무도 신고하지 않더라’ 라고 말하는 것은 성폭

력을 피해자의 수치로 보는 사회적 시선을 가해자가 죄책감 없이 가해를 하는데 이용

하고 있고 사회적으로 가해를 용인하는 의도하지 않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런 

것들이 바로 신고율이 낮은 이유의 단면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 대한 대책은 어느 누

구도 언급하지 않는다.

신고율 및 실형 선고율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우선 제

안되어야 하며, 이렇게 성폭력 가해자들의 처벌 위주 법과 대책들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 범위는 매우 한정됨에도 이에 대한 세 한 검토 없이 앞다투어 제도만 만들어 내

는 것에 급급하는 것은 현재의 아동성폭력 관련 정부 대책의 심각한 문제점이다.

요약하면, 강력 처벌이 성폭력을 막는 근본 대책이 될 수 없고, 피해로부터의 보호에

는 한계가 있다. 현재 쏟아져 나오고 있는 법과 정책들이 처벌이냐 보호조치냐의 논쟁

에 앞서 이런 법안들이 범죄를 저지를 사람, 저지를 것으로 예상되는 자를 모두 포괄할 

수 없다는 것이다. 도리어 강경대책들과 관련된 논쟁들로 인해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과 대답을 어렵게 만들고 사회 변화의 문제, 자신의 성찰을 등한

시하는 결과를 낳게 하고 있다.

또한 등하교길 안전을 위한 제도, 위험에 노출된 학교 등의 (잠재적) 피해자 보호 대

책 역시 성폭력으로부터 아동을 지키는데 근본적인 방법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가해자는 아는 사람인 경우가 많고, 피해 장소 역시 피해자의 집, 학교, 

유치원 내 등 아동의 주요 생활 공간이 많기 때문이다. 이를 다 포괄하며 ‘안전’을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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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문제이다. ‘보호’는 한계가 있고 오히려 무서운 사회, 끝없는 

법 강화, 관계에 대한 두려움 등 더 많은 문제 야기 시킬 수 있다.

아동성폭력에 대한 핵심은 피해를 신고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과 처벌의 가능

성을 높이는 것에 있다.

3) 무엇을 할 것인가
(1) 좀 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대책이 필요하다.

아동에 관한 한 성폭력 예방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빈곤, 방치, 폭력, 학대, 유기 

등으로부터 아동이 안전하며 행복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돌

봄 시스템이 요구된다. 즉 아동의 권리와 안전을 위한 복지체계 전반에 대한 고민이 필

요하다. 아동의 인권 보장은 사회의 중요한 의무이자 책임으로 특별한 지지와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자원이 부족한 가정, 환경, 빈곤, 양극화 등 사회 전반의 문제에 대한 관심과 사

회안전망 확충이 시급한 일임을 자각해야 한다. 지난 2007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나온 자료 ‘성폭력 범죄의 유형과 재범 억제 방안’에 의하면 아동 대상 성범죄의 공통 

이력에 어린시절 대부분 버림받거나 학대받은 경험들이 있었다. 즉 버려졌다는 느낌의 

가정환경, 일상화된 가정폭력, 어른에 의한 신체적, 언어적, 성적 학대에 노출되어 있었

던 것이다. 부정적 환경이 주어진 경우, 애착감, 자존감, 타인의 정서에 공감하는 능력 

결핍되고, 사회의 가치 기준에도 둔감, 범죄 저지르면서도 피해자의 고통을 느끼지 못

하거나 사회규범으로부터 일탈하면서도 죄책감 갖지 않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성폭력은 성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강자가 약자에게 권력을 

휘두르는 방식이므로 더불어 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대안이 요구되며, 이는 

사회의 선순환고리가 되어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어렵고 멀

지만, 필요하고 바른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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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폭력 가해자가 어떻게 그런 사건을 저지르게 됐는지에 대한 다각적인 분

석,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 마련이 먼저 얘기돼야 한다 .

범죄자들 개개인이 갖고 있는 의식과 특성, 환경에 대한 조사가 더 적극적으로 이루

어져야 하는 것이 순서이다. 형량이 강화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어떤 내용을 채울 것

인지, 현재의 교정, 교육, 수감 시스템,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가

해자재범교육의 시간이 늘리는 것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가해자들의 상황에 맞게 어

떤 내용으로, 누구에게 무엇을 할 지에 연구와 조사가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예

산1)이나 전문가 투입 등과 같은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3) 성폭력에 너그러운 사회문화, 통념을 바꾸기 위한 자신의 변화부터 시작되어

야 한다.

당장 범죄자들의 인신에 대한 공격과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쉬운 

일이다. 정작 해야 할 일은 사회적으로 뒤틀린 성인식을 제대로 돌려놓는 것이다. 근본

적인 의식 변화가 나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아동이건 성인이건 여성을 대상

화하는 남성중심적 성문화, 폭력의 행위를 ‘남성다움’으로 포장하는 문화, 힘없는 사람

에게 강한 사회, (성)폭력에 관대한 사회의 단면을 제대로 들여다 볼 의지를 갖지 않은 

채 법의 제ㆍ개정만으로 (아동)성폭력의 근절은 어렵다. 

성폭력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 발생 이전 단계에서 가해행위

1) “여성가족부, 성범죄 관련 내년예산 11.6% 줄어” 2010.07.12 아시아경제. 잇따른 아동성범죄 사건이 발

생했음에도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가 내년도 성범죄 관련 예산을 오히려 11.6% 줄여 기획재정부에 요

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소속 최영희 여성가족위원장이 12일 공개한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여성

가족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성범죄 관련 예산은 올해 230억8400만원보다 26억7000만원 감소한 

204억1200만원이다. 삭감된 내역으로는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사업 예산이 15억3500만
원에서 8억원으로 대폭 감소됐다. 최 위원장은 "이 예산이라면 1856건을 지원하게 되는데, 작년 한 해 

성폭력 발생사건이 1만8810건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10%밖에 법률지원을 하지 못하게 된다"
고 우려했다. 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은 올해 170억9600만원에서 153억8100만원으로 10% 삭
감됐다. 여성.아동 폭력피해 중앙지원단 운영비 중 가해자 교정교육 프로그램 운영, 피해자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은 모두 각각 1억원에서 7000만원으로 줄었고, 아동 진술과정 참여 전문가 양성은 3억원

에서 1억원으로, 종사자 교육은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감액됐다. 최 의원은 "아동성범죄 사건이 발생

할 때마다 정부여당은 국민적 분노를 잠재우기 위한 극약처방을 내놓는 데에만 분주하지만, 실제 예방

과 치료보호를 위한 예산은 삭감시켜 아동성범죄를 근절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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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차단’하는 것으로서 성폭력을 만들어내는 구조적 요인들 간의 연결고리를 끊어내

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일상 속에서의 성찰과 노력, 변화가 필요한 문제이다. 

(4) 무엇보다 성폭력에 관한 전반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 정부, 국회 등은 아동성폭력에만 집중하여 앞다투어 법안과 대책들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도 계속 지적했듯이 성폭력의 문제는 ‘아동’에 국한된 제도들로 해

결되지 않는다. 가부장적 질서 속에서 남성이 저지르는 (성인 여성에 대한) 성폭력에 

매우 관대한 사회는 아동에 대한 성범죄 역시 절대로 예방할 수 없으며, 그런 사회 속

에서 피해 아동은 성장하는 동안 점점 더 심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상처를 받을 수 

밖에 없다. 아동성폭력에 대한 처벌에 초점을 맞추며 매우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정부, 

국회 등이 성인 여성에 대한 성범죄에 대해 관대한 것은 굉장히 모순적이며, ‘아동’에

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성범죄에 대한 의식 부족의 한 단면이다.

전반적인 성폭력 문제에 대한 본질이 좀 더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드러나야 한다.

성폭력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겠다는 친고죄가 사실은 정조를 뺏긴 수치

스러운 일, 감춰야 할 부끄러운 문제라고 생각해 만들어진 것이고, 이런 인식을 변화는 

아동과 성인을 구분해서 다뤄야 할 문제는 아니다. 뿐만 아니라 최협의설2), 왜곡된 성

폭력 통념 등 성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의식 변화를 위한 출발과 귀 기울이는 자세가 

지금 당장 필요하다.

2)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에 대하여 상대방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

는 정도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현재 통설, 판례의 입장이다. 이러한 해석론에 대해서는 다음 몇가지 측

면에서 비판이 제기된다. 첫째, 최협의의 해석에 의할 때에는 피해자의 저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

란한 정도에 이르지 않는 폭행․협박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러한 행위가 폭행․협박으로 상대방의 의사

의 자유를 침해한 상태에서 행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강간죄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호영역을 현저하게 축소시키고 있다. 둘째, 대법원은 최협의의 폭행․협박개념을 적용함에 있어 피해

자의 저항여부를 중요한 해석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 여기에서 피해자의 저항여부를 남성중심의 해석

틀에서 이해하는 한 강간죄의 성립범위를 한층 더 축소시키게 된다. 셋째, 최협의설은 ‘항거가 가능한 

상황에서는 강간이라는 것이 성립할 수 없고 자신을 지키려는 여성은 죽을 힘을 다해 저항하는 것이 

도리’라는 왜곡된 강간통념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2009, [성폭력 관련 형법 개정에 관한 의견] 중 인

용,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한

국여성장애인연합 성폭력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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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똑같이 분노한다.
조두순, 김길태, 김철수... 지난 한해 온 국민을 분노하게 만든 이름들이다. 언제부터

인가 용서 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이 못된 아동성폭력 범죄자들의 실명 공개를 망설

이는 신문사는 거의 없다. 또 공중파 뉴스에 이들의 맨얼굴이 그대로 방송되는 일에 대

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없다. 지난 2년여 아동성폭력, 아동 납치․살해 범죄자들

에 대한 국민의 공분은 말로 표현 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높아져 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이 이와 같은 참혹한 범죄에 분노하고 있고 이들에게 엄격한 처벌이 내

려지기를 희망하며 다시는 이러한 범죄가 반복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간혹 범죄자들의 얼굴공개나 형벌강화를 반대하는 인터뷰를 한줄이라도 하게 되면 

‘범죄자들을 옹호한다’라던지, ‘피해자의 인권은 생각하지 않고 가해자의 인권만 주장

한다’는 따위의 항의를 받기도 한다. 하지만 인권활동가들은 이러한 범죄가 발생할 때 

마다, 더 크게 분노하고 더 오랫동안 기억할 수밖에 없다. 오랜시간 끈질긴 노력으로 

향상시킨 우리의 인권수준이 참혹한 범죄 한건으로 단박에 무너질 수도, 후퇴할 수도 

있기 때문이란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다.

정부와 국회는 이러한 민심의 분노를 대변하듯 유기징역의 상한선을 최대 50년으로 

늘렸고 전자발찌의 착용대상자를 확대하고 7,000명 가까이 소급적용하겠다고 나섰다. 

공소시효를 중단할 수 있게 되었고 아동성범죄자의 신상도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폭력의 문화가 변화해야 우리 모두가 산다.

김 덕 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4
토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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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또 강제적인 약물 투여로 ‘거세’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여당 

국회의원들에게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호된 꾸지람을 들은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보호감호제도를 부활시키고 사형집행을 재개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공

공연하게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국민을 참혹한 범죄에서 지켜내지 못한 자신들의 책

임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으면서 ‘괴물’ 몇 명에게 모든 책임을 다 지우려 하고 있다. 

폭력의 문화
성폭력을 비롯해 아동과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에 대해 이야기 할 때는 언제나 폭

력으로 삶의 존엄을 위협받는 아동과 여성이 사고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야한다. 아

동성폭력의 문제를 성폭력에 대한 문제로 확대하고 결국 우리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폭

력의 문화를 건드리겠다는 자세로 다가서지 않고서는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없다고 생

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가 만들어낸 대책이라는 것들을 고운 시선으로 볼 

수가 없다. 아동과 여성의 안전과 인권을 보장해야하는 정부의 책임은 실종되고 가해

자에 대한 처벌에만 흥분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이해하기가 힘들다. 좀 더 강력하고, 

좀 더 말초적인 형벌을 만들어낸다고 해서 정말 이러한 범죄들로부터 아동과 여성을 

보호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인지도 묻고 싶다. 지난 정부이든, 지금의 정부이든 아

동성폭력범죄나 참혹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대책을 꾸준히 반

복해 밝힌 것 말고는 딱히 기억나는 대책이 없다. 아동 성범죄 전담 수사대를 설치하겠

다는 것과 부산여중생 살해사건이 철거예정지역 빈집에서 발생하자 빈집들을 신속하

게 철거하겠다는 방침 세운 정도가 기억난다. 

사후처벌강화는 정부의 단호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권력이 사회

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지 못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더

욱이 이와 같은 정책이 우리 사회 전반을 폭력의 문화에 내성을 가지게 하는 것은 아

닌가 진단해 보아야 한다. 불과 몇 개월전만 해도 범죄자들의 신상이나 얼굴을 공개하

는 일에 대해 언론도 망설임이 있었고 이것이 적절한가, 부적절한가 하는 논란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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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었지만 지금은 그런 문제제기조차 하는 사람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

다. 이렇게 점점 더 무뎌지는 것이 가장 무서운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범죄자에 대

해 법이 정한 엄격한 처벌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

한 것은 사회적 약자일 수 밖에 없는 아동과 여성들이 성폭력을 비롯한 폭력의 위협과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환경과 사회적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인권과 

생명의 문화를 정착시키는 일이다. 가장 경계해야할 것은 참혹한 범죄와 강력한 처벌

이 반복되면서 우리들이 점점 이러한 일들에 무감각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나 스스로

가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는지, 인권침해를 하고 있는지 계속 반복하게 되면 인지할 수 

없게 된다.

국가는 무엇을 했는가?
국가는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 아이들을 성폭력에서 보호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

왔는가 돌아보아야 한다. 학교안에서, 등하교길에서, 집주변 공원이나 공터에서, 아이

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공권력, 지방정부와 지역사회는 무엇을 해왔는가? 사건이 

발생하면 들끓었다가 한두달 만에 실행도 하지 않은 채 없어져 버리는 대책들만 늘어 

놓치는 않았던가 말이다. 늦었지만 지난 6월말 여당과 정부가 아동 성범죄 대책 당정

회의를 열어 재개발지역이나 유해환경지역의 초등학교 1,000여 곳을 ‘학생안전강화학

교’로 지정하고 연내에 청원경찰을 배치하기로 했다. 자원봉사자가 아이들을 인솔해 

집단으로 등하교시키는 Walking School Bus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학교 출입시 외부인 

방문증 착용을 의무하 하는 등의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는 것은 그나마 몇 년간 나온 

대책 중에 가장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초등학교에 이러한 안전장

치를 해야 한다는 것과 좀 더 빨리 이러한 대책이 마련되었어야한다는 아쉬움은 남지

만 말이다.

잘못된 수사관행과 초동수사 미흡이 가져다 준 피해 역시 치명적이다. 얼마 전 대구

에서 발생한 여대생 납치 살해 사건은 경찰이 조금만 성의를 가지고 수사에 임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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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를 살릴 수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안타까움과 원망이 교차했었다. 부산 여중

생 살해 사건에서도 사건 현장 바로 근처에 있던 범인을 보름 넘게 검거하지 못하여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지 않았는가? 이처럼 충분히 막을 수 있거나 신속하게 검거할 

수 있었으나 그러지 못해 사건이 확대된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또, 성폭력 피해 아동들이 수사과정과 재판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피해아동의 심리적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똑같은 질문을 몇 차례나 반복한다

든지, 아이들이 고통의 순간을 떠올리며 트라우마가 심해질 수 있는 상황을 만든다든

지 하는 예는 수없이 많았다. 또 피해자의 보호나 비 유지 같은 것은 뒷전이기 일쑤였

다. 지금은 그나마 아동심리 상담사 등 아동의 안정을 위한 전문가가 수사과정에 참여

하게 되어 있지만 그 이전에는 이러한 피해가 심각했다. 정부는 아동 성폭력 신고나 상

담이 해바라기아동센터, 원스톱지원센터 등을 통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

장하지만 아동성폭력 상담은 많은 경험과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므로 상담을 전공한 사

람들에게도 가장 어려운 분야라는 것을 인식하고 더 많이 투자하여 공간도 인력도 확

충해야한다. 이 아이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피해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

이 마련되어 있는지 모르겠다. 아이들 보호에 실패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지 못한 

정부와 공권력은 이 아이들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는가 다시 묻고 있다. 

성폭력범죄자들에 대한 교정당국의 교화프로그램은 또 어떠한가. 우리의 행형제도가 

교정교화를 포기하고 가두어두고 관리하는 것에만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수형자들의 재사회화를 실질적으로 돕거나, 수형자들이 출소 후 정상적

인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그 어떤 프로그램도 없다. 2006년

부터 성폭력범죄자 치료 프로그램을 시범 실시하고 있기도 하지만 전문 인력도 부족하

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기 때문에 모든 성폭력범죄자들을 대

상으로 실시하고 있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여전히 전문가들은 심리상담이나 심리치료

를 꾸준히 진행할 경우 재범의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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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학교 교육과 사회 교육에서 아이들이 자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교육이 이

루어지고 있는지도 점검해 봐야한다. 성교육과 성폭력예방교육이 형식적이거나 무성의

하지는 않았는지, 초등학교 저학년때부터 영어단어를 가르치는 일에 열중하느라 이 소

중한 일들을 등한시 하지는 않았는지 확인해보자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초등학교 시

절부터 꾸준하고 체계적인 인권교육을 실시해야한다는 것이 절실해 졌다. 아동성폭력 

피해자 뿐 아니라 가해자들의 연령도 점점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TV와 인터

넷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이 참혹한 범죄의 가해자가 되지 않게 교

육하고 관심 갖는 일도 꼭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아동 성폭력 피해가 대부분 사회적 돌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에서 

발생한다는 데에서 가슴이 아프다. 아동 성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은 부유한 집

안의 아이들은 아니다. 부유한 가정의 아이들은 그 아이들을 주목하고 있는 시선이 많

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에서는 비교적 안전하다. 재개발 예정지역의 황폐

한 동네를 거닐다가, 부모가 모두 일하러 나가 혼자 학교 운동장에서 놀고 있다가, 먹

고 싶은 싸구려 간식을 사준다는 꼬임을 뿌리치지 못하고 이러한 참혹한 일을 겪게 된 

아이들이 있다. 이 아이들을 우리 사회가 보호하지 못하고 돌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 누군가는 반성하고 참회하고 있는가 궁금하다. 중앙정부

와 지방정부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관심의 시선에서 벗어나 있을 수 밖에 없는 아이들

을 보호하기 위해 예산과 인력을 투여하는데 머뭇거리지 말기를 바란다. 

구체적인 대안들과 한계
우선 아동성폭력 발생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들 중 아동성범죄의 낮은 신고율과 

기소율의 문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의 전문성 결여 문제, 성범죄자들에 대한 치료와 

교육의 부재 등은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한다. 또 예방대책으로 제안되고 있는 학교 

안과 등하교길 아동들에 대한 안전 확보, 학교주변의 우범환경 제거 등은 반드시 정부

가 대책을 세우고 당연히 실행해야하는 일들이다. 또, 무조건적 형량강화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경계의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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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메간법, 에브라르법, 화학적거세법 등 강력한 처벌에 관한 일부 국가들의 특정 

법률을 예로 들며 우리도 이와 같은 강력한 형벌을 도입해야한다고 하는 주장에는 동

의하기 어렵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만들어져 시행되고 있는 법과 제도들이 범죄예방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긍정적인 연구결과를 확인할 수 없고, 그것들이 우리 사회 안

에서 받아들이기에 타당한 것들인지에 대해서도 진지한 고민이나 연구가 선행된바 없

다. 그동안 성폭력범죄자들에 대한 신상공개, 전자발찌착용, 치료감호확대, 화학적거세

법 등이 진행되었던 과정을 보면 우리 사회와 국회가 얼마나 잠깐씩 불붙는 여론에 민

감하게 반응해 왔는지를 알 수 있다. 일명 화학적거세법으로 알려진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고 나서 이 법안의 초안을 대표발의한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은 “2008년 발의된 법안에 대해 2년간 논의한번 하지 않다가 공

청회를 포함하여 10시간 만에 갑작스레 수정안을 만들어 법률을 졸속으로 통과시켰다”

며 당초 치료를 통한 아동 성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발의한 법안을 가해자의 처벌에만 

초점을 맞춰 수정하여 통과시켜서 인권침해적 요소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국회를 통과

한 법이 통과된 직후부터 그 법안의 대표발의 의원과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로부터 인

권침해적, 위헌적 법안이라는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는 것이 국회의 무책임함을 단편적

으로 보여준다. 신상공개법이나 전자발찌법도 비슷하게 만들어졌고 때때로 더욱 강하

게 개정되고 있다. 

성폭력범죄자들에 대한 법률적 처벌이 관대했다는 주장에 대해 의견을 내는 것은 매

우 난처한 일이다. 어떤 범죄에 대해 어느 정도의 형벌이 적당하다거나 부족하다고 말

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조두순이 징역 12년을 선고 

받은 것에 대해 형량이 너무 낮다며 여론은 분노했다. 그러나 ‘12년’이라는 물리적 시

간이 부족하냐, 적당하냐의 논란은 여기에서 큰 의미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비판

할 수 있는 것은 법원이 징역 12년을 선고하면서 술에 취해 저지른 범죄라는 것을 감

형요소로 채택해 감형했다는 점이다. ‘심신미약’이니 하는 법률적 개념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술에 취한 성인이 자기방어능력도 없는 아이에게 참혹한 범죄를 저질렀

다는 것이 가중처벌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형의 사유가 된다는 것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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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말하는 ‘국민법감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일이다. 음주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는 가중처벌을 하면서 술에 취해 저지른 다른 범죄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관대한 우리

사회의 문화에 문제가 있다. “남자가 술한잔 하면 그런 실수를 할 수도 있지”라는 가부

장적인 사고가 사법부안에도 팽배한 것은 아닐까?

전자발찌착용이나 신상공개에 대해 소급적용을 더 확대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 전자발찌착용이나 신상공개가 형벌이 아니라 보안처분이기 때문에 

소급적용을 하더라도 헌법에서 규정한 형벌불소급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도 법률을 전공하는 이들 사이에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2년 전

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 이미 법이 정한 형벌이 종료되었거나 집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시점에서 공표된 법에 의해 추가로 제재를 가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

지 않는 일이다. 원칙적으로는 형벌과 함께 부과되는 전자발찌착용에 대해 반대하기 

때문에 7,000명에 육박하는 이들에게 이를 소급적용하겠다는 것에 대해 동의할 수가 

없다.

아동성폭력이 우리사회보다 훨씬 먼저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미국은 초등학교 학생

들이 혼자 등하교 하는 일을 찾아보기 힘들다. 물론 자가용문화가 보편화 되어 있어 대

중교통이 우리처럼 잘 마련되어 있지 않은 지역이 많은 것도 영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 

등교 때에는 보호자가 아이가 학교 안으로 안전하게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하교 때

에도 보호자가 직접 아이들을 선생님으로부터 인계 받아야한다. 보호자가 오지 않으면 

보호자가 올 때 까지 학교에서 보호한다. 매일 오후 2시~3시가 되면 모든 초등학교 학

교 정문 앞 도로에 아이들을 Pick-up하기 위한 차량들의 행렬이 늘어서는 진풍경을 보

게 된다. 물론 아이들을 데리러 올 수 없는 사정의 경우 학교의 방과 후 프로그램을 통

해 학교안에서 보호하고 있거나 스쿨버스 등을 이용하여 인계한다.

종종 언급되고 있는 미국의 학교경찰(School Police) 제도는 사실 아동을 성폭력범죄

에서 보호하기 도입되었다기 보다는 학교 내의 폭력이나 범죄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미국의 초등학교나 사립 중․고교는 소규모이기 때문에 학교경찰이 상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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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는 거의 없고 주로 학생 수가 많은 공립 중․고등학교에 많게는 수명의 학교경

찰이 배치되어 있다. 미국은 고등학교에서도 총기사건, 마약류관련사건, 살인사건 등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들은 학교안과 밖에서 일반경찰과 똑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고 

경찰 제복을 입고 근무하며 총기와 수갑 등을 소지하고 있다. 등하교시에는 학교를 출

입하는 모든 문에 학교 경찰들이 배치되고 등교시간이 끝나면 출입문을 한곳만 개방한

다. 학교 출입 시 학생들은 학생증을 제시해야하고 외부인들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

으면 출입할 수가 없다. 우리 나라에서도 몇 년 전 중고교의 ‘일진회’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 되었을 때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했던 적이 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이번에 

정부와 여당이 전국 1,000여 곳의 초등학교에 청원경찰을 배치하겠다고 한 것은 늦었

지만 필요한 일이다.

참을 수 없는 가부장성의 폭력
아동성폭력범죄는 단순히 소아기호증이나 정신적인 문제에서 야기된다고만 할 수는 

없다. 아동성폭력범죄가 사라지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서 드러나지 않아 통계로 잡히

지 않는 수많은 “가부장들”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는 광범위한 성폭력을 뿌리뽑아야한

다. 특히 사회적 지위와 권력을 가진 남성들이 저지르는 온갖 유형의 성폭력에 지나치

게 관대한 우리 사회의 문제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 또 우리 사회는 언제부터 술

에 취해 저지르는 일들에 대해서는 이리도 관대했을까? 술에 취해서 한 성희롱적 농담

이나 못된 손놀림은 어쩌다가 그럴 수도 있는 일로 덮어두고, 오히려 문제 삼는 피해자

나 목격자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모난 인간형으로 취급되는 것이 여전히 우리사회

의 현주소이다. 어릴 때부터 여성과 다양한 성정체성을 가진 이들을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물리적 힘이나 집단의 힘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혀서는 안된다

는 생각이 자연스레 언행에 베어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미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는 

가부장성을 버리게 만드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면 아직 가부장성에 물든지 않은 세대에

서부터라도 시작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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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는 뿌리깊이 반여성적이다. 성 접대를 당연하게 여기는 정부 관료들이나 

기업의 간부들, 단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성폭력 가해자들을 관대하게 처벌해 온 사

법부, “여성은 집에서 살림하는 것이 옳다”는 따위의 말을 거리낌 없이 해 대는 장관급 

인사, 여기자를 성추행하고도 다시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무소속 국회의원 등 이렇게 

여성을 성적 대상이나 가사노동의 전담자로만 바라보는 사회의 지도층들이야 말로 성

폭력 가해자들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다. 전사회적으로 광범위하게 저질러지는 다양한 

양상과 수위의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던 우리 모두가 사회에 만연

해진 성폭력의 방조자이고, 책임감을 느껴야하는 공범인지 모른다.

폭력의 문화를 버려야 우리 모두가 산다.
성폭력범죄 근절을 위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인권’은 아동과 여성의 시선으로 요

구되는 것이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동과 여성이 가부장적 시선 아래 짓눌

리지 않으면서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문화가 

자연스레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우리 사회가 다 같이 반성하고 폭

력의 문화를 변화시켜야하는 위기의 국면에서 반인권적인 형벌 강화 논란으로 국민들

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있다. 성폭력에 대해 온 사회가 함께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폭력의 악순환, 사회전반의 인권후퇴를 주도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아동성폭력범죄를 막아내는 일은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인내하며 온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한다. 눈앞에 당장 놓이는 성과를 위해 졸속적인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

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에 대한 정책은 정권이 바뀌어도 지방정부의 수장이 바뀌

어도 지속가능한 일이어야 한다.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는 일에 진보나 보수가 있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가 내어놓는 형벌강화의 정책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당

사자들뿐만 아니라 사회전체를, 국민모두를 윽박지르는 일이고 통제하고 억압하려는 

일로 느껴진다. 지금은 아동성폭력범죄자들에게만 전자발찌를 채우고 있지만 또 어떤 

여론이 강해지면 그 범위가 확대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는가?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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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실패한 사회안전망 구축의 실패를 또다시 국민들에게 책임지라고 해서는 안된

다. 학교도 안전하지 않고, 동네 놀이터도 안전하지 않다고만 이야기한다. 그렇다고 아

이들을 학교도 보내지 말고, 밖에서 놀지도 못하게 하며 집에만 둘 수는 없는 일이다. 

24시간 아이를 따라다니는 일은 더욱 불가능하다. 사회가 불안하고 혼란스러워지면 국

가는 그 불안을 종식시켜주고 혼란을 정리해 주는 일을 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와 국회

가 앞장서서 국민들보다 더 흥분하고 즉흥적이고 말초적인 대책들을 늘어 놓고 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사형을 집행한다고 살인 범죄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몇몇 

성폭력 범죄자들을 ‘거세’한다고 해서 성폭력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다. 비겁

해지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자. 우리들 스스로 우리안의 가부장성을 깨고 무뎌진 신경

을 곤두세우자. 정부가, 우리 사회가 잘못한 부분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부족하고 모

자란 부분들을 채워나가려고 함께 노력하자. 그것이 우리가 폭력의 문화를 인권과 생

명의 문화로 변화시키고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토론문 ❙ 131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

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 성범죄는 심각한 육체

적, 정신적, 정서적 상실과 충격을 주기 때문에 다른 어떤 범죄보다도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성범죄 예방과 성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대책은 아무리 강

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표창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를 위한 대책으로는 

성범죄자 처벌강화, 대법원 양형기준 상향,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 중단, 전자

발찌 착용 대상자 확대 및 기간 연장, 신상정보 공개방법 개선, 취업제한 등이 있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공개제도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

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성범죄자 

예방 및 재범방지 대책이다.

※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성범죄자에 한 처벌, 신상정보 등록 리  취업제한에 한 사

항을 규정하고, 피해 아동·청소년의 조기 치유와 회복을 한 상담, 교육 등 서비스 지원

체계를 규정함으로써 성범죄 방, 재범방지  피해 청소년의 재활을 목 으로 한다.

□ 신상정보 공개제도는 2000.7.1일 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10년동안 5차례에 걸쳐 크

고 작은 변화를 겪어 왔다. 초기에 운영되던 계도문 방식의 신상공개(2000.7.1~’06. 

6. 29)는 성매수자 등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성범죄자의 신상을 구체적으로 인지할 

수 없어 그 실효성이 미흡하였다. 이에 따라 신상공개는 국가청소년위원회 등록 및 

경찰서 열람방식으로 변경되었는데,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으로 2회 이

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있다고 인

정되는 자를 등록 및 열람대상으로 함에 따라 대상인원이 극히 제한적이었다(총 53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와 재범방지

김 현 원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사무관)

5
토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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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열람제공 23, 재소자 30, 운영기간 : ’06. 6.30~’08. 2. 3).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등록대상이 되도록 하고, 13세 

미만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13세 미만 청소년대상 성범죄자로서 13

세 미만 청소년대상 성범죄 우려자 등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그 신상정보를 5년간 

경찰서 열람에 제공하도록 하는 명령을 선고하였다(’08.2.4~’09.12.31). 그런데, 경찰

서 열람은 접근성 불편 등 지역주민의 이용기피로 실질적인 재범방지 효과가 미흡

하였다(’10.6월 현재 열람대상자, 총 742명/ 열람제공 378, 재소자 364, 운영기간). 이

에 따라 ’10.1.1부터 경찰서 열람방식은 인터넷 공개방식으로 변경되었고, 성인은 

누구나 성인인증절차를 거쳐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 (www.sexoffender.go.kr)

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2011년 1월 1일 부터는 읍면동 내 성범죄자의 신

상정보를 아동청소년을 둔 지역주민에게 우편으로 고지될 예정이다.

□ 그런데, 최근 우리사회를 충격에 빠지게 하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연이어 발

생하고, 그 범행이 날로 흉포해 짐에 따라 보다 실효성 있는 신상정보 열람 등 대책

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있었고, 기존 경찰서 열람방식을 인터넷으로 공

개 전환하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김태원 의원의 발의로 국회에 제출되어, 

4월과 6월에 국회 상임위, 법사위 논의를 거쳐 6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

다. 이 법안은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열람명령’을 선고받아 경

찰서에서 신상정보 열람이 되고 있는 대상자에 대하여, 법원의 ‘공개명령’을 통하여 

신상정보 인터넷 열람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이다.(공개기간은 잔여열람기간이

고, 읍면동까지만 공개된다). 이 개정안은 7월 24일경 공포될 예정이다. 이 법은 공

포 후 1달 뒤에 시행된다.

ㅇ 인터넷 공개 전환은 기존 경찰서 열람대상자를 그대로 인터넷으로 공개하는 것

이 아니라, 여성가족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판결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등에 따른 적법절차를 갖추고 있다. 

인터넷 공개 전환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사회방위 등 중대한 공익상

의 목적을 위한 예방적 차원의 정보공개 조치이며, 인터넷 공개를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보안처분 또는 새로운 형태의 비형사적 규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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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punitive regulatory measure)로 볼 경우, 이호중 교수님의 말씀처럼, 성범죄 예

방의 공익과 침해되는 성범죄자의 이익의 비교형량이 관건이 될 것이다. 

□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완전히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하

는데 일정 부분 기여하여 왔다. 이 제도는 성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성범

죄자가 성범죄 행동(행위)을 스스로 규제하게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고, 지역주민들이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다. 인터넷에 의한 공개정보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43조에 의해 보호

된다(공개정보는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고, 신문, 방송,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를 

금지한다). 

□ 성범죄는 절대적으로 예방되어야 한다. 피해자의 육체적, 정신적, 정서적 상처가 치

료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피해 아동청소년을 사후적으로 치료 재활하게 하

는 것은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재범방지를 

하며, 피해 아동청소년의 조기 치유와 회복을 위한 상담, 교육 등 서비스를 지원하

는 여성가족부(아동청소년성보호과)의 역할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와의 협력을 통

해 가해자를 대상으로 재범방지교육과 인지행동 치료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 성범죄의 발생 원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성범죄자의 개인적, 정서적, 사회구조

적 문제 등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을 통해 그 원인을 찾아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

련해야 할 것이다.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고양하는 인권교

육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고, 왜곡된 성에 대한 인식과 성문화를 조장하는 미디어, 인

터넷 등 매체의 자율 규제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성범죄자가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올바른 성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교정시설 등에서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성교육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받

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제도와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고 의무이다.



134 ❙ 아동성폭력 재범방지정책과 인권 토론회

<신상공개제도의 변천>

구분 신상공개제도(폐지) (구) 등록ㆍ열람제도 현행 등록ㆍ인터넷 열람제도

시행
기간

2000.7.1~2008.2.3 2006.6.30~2008.2.3 2008.2.4~2009.12.31 2010.1.1 이후

공개/
열람 
대상 
범죄

∙청소년의 성매매 행위자
∙청소년의 성매매행위를

강요한 자
∙알선영업행위를 한 자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

수입/수출한 자
∙청소년을 매매한 자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

추행 등을 한 자

좌 동

∙13세미만 대상 성폭력 범죄자
∙열람명령을 받고 다시 성폭

력범죄를 저지른 자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재범 

우려자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재

범우려자
∙심신장애인으로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재범 우려자

∙좌 동
∙신상공개 결정 또는 열람명령
ㆍ공개명령을 선고받고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좌 동
∙좌 동
∙좌 동

대상자 
결정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의 성범죄로 형확정 된 자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
행등으로 2회 이상 실형을 
받고 형집행된 자 중 재범 우
려자

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
결이 확정된 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심의결정 국가청소년위 또는 보건복지
가족부가 심의 결정

법원이 열람명령 선고 법원이 공개명령 선고

범죄
시점

‘00.7.1~’08.2.3 기간 중 성범죄
를 저지른 자

‘06.6.30~’08.2.3 기간 중 
성범죄를 저지른 자

‘08.2.4~’09.12.31 기간 중 
성범죄를 저지른 자

‘10.1.1 이후 성범죄를 저지른 자

등록
정보

-

∙성명/∙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등의 소재지
∙사진
∙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

∙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등의 소재지
∙사진
∙소유차량 등록번호
∙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

∙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등의 소재지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소유차량 등록번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요지

등록
절차

-

∙등록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해 30일이내 통지

∙등록대상자는 2개월 이내 
등록 *국가청소년위원회

∙법원 판결후 보건복지가족부 및 등록대상자에게 14일이내 통지
∙등록대상자가 30일이내 신상정보 관할경찰서 제출
∙관할경찰서가 제출받은 신상정보를 보건복지가족부로 송달
∙보건복지가족부가 자료 등록후 등록대상자에게 통지

공개/ 
열람 
정보

∙성명/∙ 연령 및 생년월일
∙주소(시,군, 구까지)
∙직업
∙범죄사실의 요지

∙성명/∙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등의 소재지
∙사진
∙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

∙성명/∙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등의 소재지
∙사진
∙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

∙성명/∙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읍ㆍ면ㆍ

동까지)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요지

공개ㆍ
등록ㆍ
열람
기간

∙홈페이지(6개월)
∙정부청사 및 시도 게시판(1

개월)
∙관보

등록 및 열람 : 5년 ∙등록: 10년(수감기간제외)
∙열람: 5년(형종료후 시행)

∙등록 :10년(수감기간제외)
∙공개 :5~10년(형 집행종료후)
 -징역 3년초과 : 10년
 -징역3년이하 : 5년

열람
방법

홈페이지 게재 및 중앙•시도 
청사 게시판에 게시

열람권자 주소지 관할 경찰
서에서 열람

열람권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
에서 열람

인터넷망에서 열람
(성인 인증 후 열람)

열람
권자

제한없음

∙열람대상자와 관련된 피해
자 및 피해자의 법정대리
인, 위임변호사등

∙청소년관련교육기관등의 장

∙열람대상자 거주지역 청소
년의 법정대리인

∙열람대상자 거주지역 청소
년관련 교육기관등의 장

만 20세 이상
(민법제4조에 의한 성인)



MEMO



MEMO



아동성폭력 재범방지정책과 인권 토론회

❘인  쇄❘ 2010년 7월
❘발  행❘ 2010년 7월

❘발행인❘ 현 병 철
❘발행처❘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주  소❘ (100-842)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길 41

금세기B/D (을지로1가 16번지)
❘전  화❘ (02) 2125-9756    ❘F A X❘ (02) 2125-9733
❘Homepage❘www.humanrights.go.kr

❘인쇄처❘ 도서출판 한학문화
❘전  화❘ (02) 313-7593     ❘F A X❘ (02) 393-3016

사전승인 없이 본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