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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사법민주화와 엄벌주의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추 지 현

이 논문은 ‘온정적’ 양형과 ‘과도한’ 보안처분으로 비판받는 한국 처벌제도의 

특수성은 형사사법 파행의 역사적 경험, 그리고 사법불신을 극복하기 위한 행위

자들의 상이한 대응 전략이 가져온 결과임을 밝혔다. 지금까지 한국사회에서 엄

벌주의에 대한 논의들은 그 보편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추동하는 담론이나 입법

들이 실제 형사사법체계를 관통하면서 어떠한 방식으로 변화, 작동해왔는지에 

대하여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때문에 민주화 이후의 엄벌주의가 왜 하필 성폭

력을 중심으로 대두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왜 특정한 형태로 제도화 될 수 

밖에 없었으며 그 효과가 무엇인지는 공백으로 남아 있었다. 이 논문은 역사적

으로 형성된 제도가 이후 행위자들의 전략과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역사적 

제도주의의 관점, 그리고 법의 상대적 자율성과 그로 인한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강조하는 법사회학, 특히 법여성학적 관점에 기반하여 한국 사회의 처벌 제도의 

변화 과정 속에 성폭력을 위치 지었다. 이 논문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폭력에 대한 ‘온정적’ 형량과 ‘과도한’ 보안처분이 중첩된 한국사회의 

특수한 처벌 제도는 사법민주화의 산물이다.
정권교체와 함께 본격화 된 사법민주화의 전략들은 권위주의 시기의 탈법적

이고 인권침해적인 처벌 제도 운용의 역사적 유제를 청산하는 것, 보다 구체적

으로는 피고인 등의 자유권을 보장하고 국가권력의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사법

부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집중되었다. 이러한 기조 속에서 자유박탈적 보

안처분이나 사형집행, 구속 관행은 제어되었고 이는 경제위기 이후 구금과밀의 

상황에서 행형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가의 전략과 쉽게 결합하며 단시일 

내에 공고화 되었다. 또한 ‘사법부 독립’을 둘러싼 정치는 사법부의 판결 재량을 

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양형기준과 참여재판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한 바, 
이는 처벌 강화의 사회적 요구로부터 보다 덜 민감할 수 있는 제도적 조건을 

마련하면서 엄벌주의 입법의 효과를 제어하게 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사법민주화의 기조로 인해 피해자의 인권 소외 및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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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과의 권력불균형에 대한 비판, 처벌의 공백에 대한 우려 속에서 처벌강화를 

요구하는 반동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처벌의 정당성 기반으로서 피해가 부상하

게 되고, 잠재적/피해자 보호를 명분으로 한 응보 및 안전 확보에의 요구, 판결

에 대한 불신은 처벌에 ‘법 감정’을 기입하기 위한 움직임들을 강화시켰다. 그리

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시도들은 기왕의 처벌 제도를 우회하여 새로운 안전

장치들을 도입하는데 집중된다. 그 결과 기존의 양형 관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과도한 보안처분이 중첩된 한국의 특수한 처벌 제도가 형성된다.
둘째, 형사사법 행위자들의 상이한 대응 전략은 이와 같이 이질적인 사법민주

화의 가치들의 경합과 그 실행을 강화시키는데 기여하게 된다. 
사법부는 선제적이고 방어적인 개혁안을 내놓으면서 외부의 통제를 최소화하

는데 성공한다. 특히 ‘사법부의 독립’은 판결에 대한 상대적 자율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면서 기존의 양형 관행을 유지하는데 핵심적인 기제가 되었다. 이와 

같은 위치 속에서 사법부는 위헌제청을 통해 국회의 포퓰리즘적 입법의 효과를 

제어하는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다. 
이에 반해 검찰은 과거사 청산 및 사정작업 등을 위한 사법민주화의 과정에

서 미온적이고 정치적인 대응과 처벌의 정치성으로 인해 시민사회의 개혁 요구

에 직면하게 된다. 이들의 권력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움직임이 강화되고, 사법

부는 물론 경찰 역시 대항세력으로 부상하자 검찰은 엄벌주의적 형사정책을 통

해 대국민 신뢰 확보에 나서기 시작한다. 그간 사법민주화의 과정에서 주도권을 

확보하지 못했던 국회 역시 ‘법 감정’ 반영을 자원으로 엄벌주의 입법을 반복하

기 시작했다. 
셋째, 성적 이중규범과 아동 보호를 강조하는 가부장적 섹슈얼리티 규범은 엄

벌주의 입법은 물론 그 효과를 제어하는 핵심적인 요인이 되었다.
경제위기로 인해 강화된 청소년의 섹슈얼리티 보호 담론은 ‘원조교제’에서 점

차 순결함과 무기력함을 피해자의 전형으로 하는 아동 성폭력으로 이동, 강화되

기 시작한다. 이들의 섹슈얼리티 보호는 그들을 무성적 존재로 규율하려는 가부

장적 섹슈얼리티 규범을 통해 다수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었다. 또한 바로 그러

한 이유로 성폭력에 대한 엄벌주의 입법은 국가 형벌권의 확장을 제어하고 피

고인 등의 인권 보호를 우선시 하는 사법민주화의 기조 속에서도 큰 사회적 갈

등을 수반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었고 안전장치의 확장에 대한 사회적 반발 역

시 최소화되었다. 
입법 및 정책 확대의 과정은 물론 법 해석과 처벌 부과의 과정에서도 성폭력 

피해에 대한 왜곡된 통념과 피해자의 전형은 보호가치 있는 피해자와 엄벌의 

대상을 선별하는 핵심적 기제가 되었다. 그 결과, 엄벌주의 입법의 효과 역시 



이를 기준으로 이원화 된 방식으로 나타났다. 
 ‘법 감정’ 반영은 물론 범죄자의 인권 보호를 강조했던 사법민주화의 움직임

들 속에서도 정작 처벌의 실질적 정당성, 법 해석의 젠더 편향이 극복되지 못하

였음을 의미한다. 성폭력 피해에 대한 이해나 피해자의 실질적 권리 확장과는 

무관하게 엄벌주의가 강화 혹은 제어되었다는 점은 성폭력 피해가 이를 명분으

로 한 사법민주화의 구호들 속에서 도구화 되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한국 사회에서는 반인권적 처벌 제도 운용의 역사적 경험과 사법

불신, 그리고 가부장적 섹슈얼리티 규범이 결합하면서 엄벌주의의 효과가 선별

적으로 강화되었다. 이는 엄벌주의에 변이를 일이키는 사회적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이론들이 처벌을 통해 구축하려는 해당 사회의 지배질서가 무엇인지, 형사

사법체계의 특징은 이를 강화 혹은 제약하는데 어떠한 조건이 되었는지에 주목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주요어: 엄벌주의, 사법민주화, 성폭력, 젠더, 재범위험성, 법감정

학번: 2012-3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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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 연구의�목적

2000년대 중반 이후 한국사회에서는 성폭력 및 특정 강력범죄, 아동학대 등

에 대한 처벌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들의 제, 개정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

했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여 2010년에는 1953년 제정된 이래 단 한 번의 

개정도 이뤄지지 않았던 형법상의 유기징역 상한이 15년에서 30년으로 확대되

었다. 특히 성폭력은 이와 같은 변화의 중심에 놓이게 된 바, 이들 범죄자들의 

높은 ‘재범 위험성’을 이유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성충동 약물치료, 신상정

보의 고지 제도가 도입되었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경우 성폭력 이외의 여타 

범죄로 그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범죄/자에 대한 불관용과 무력화

가 형사정책의 중심이 되는 이와 같은 변화는 한국사회의 엄벌주의적 전환으로 

진단되고 있다(김일수, 2010a; 이경재, 2010; 이덕인, 2011; 최정학, 2014; 고
비환, 2012). 

이와 같은 형국에 대하여는 상이한 비판들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에서는 법원

의 형량이 여전히 ‘온정적’ 이라는 불만이 등장하고(최영아, 2014; 한국여성변

호사회, 2014), 다른 한편에서는 전자장치 부착, 신상정보의 공개와 등록 등의 

보안처분이 범죄자의 성행을 교정하는 특별예방에 도움이 되지는 않으면서 오

히려 국가의 통제망을 확장시킨다는 점에서 그 ‘과도함’을 우려한다(이호중, 
2010; 홍성수, 2012; 한인섭, 2010; 이진국·오영근, 2006; 김재윤, 2013; 정은

경, 2011; 김지선 등, 2013). 성폭력에 대한 형량 강화 입법이 남성 일반에 대

한 역차별을 가져오고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으며1), 보안처분을 둘러싼 

위헌 소송 역시 끊이지 않는 등 성폭력 처벌 제도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반

복되고 있다.  
그런데 ‘온정적’ 형벌과 ‘과도한’ 보안처분에 대한 비판은 단순히 처벌에 대한 

1) 2011. 7. 22, “‘남자는 잠재적 범죄자?” vs “오해 사전차단!”’, 데일리안,
 http://www.dailian.co.kr/news/view/254653

http://www.dailian.co.kr/news/view/25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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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한 기대와 가치가 반영된 결과인 것만은 아니다. 기실 형벌과 보안처분의 

불균형, 특히 형벌에 비하여 보안처분이 과도한 현상은 한국의 특징이기도 하

다. 우선 형벌의 강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 구금율2)에 있어, 한국은 

OECD의 여느 국가들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며 이러한 추세는 형사정책의 엄벌

주의적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받는 2000년대 중반 이후로도 큰 

변화가 없다. 후술하겠지만 엄벌주의 현상에 대한 포착과 이론적 발전이 1980
년대 이후 서구 사회의 구금율 증가로부터 시작된 점을 고려하면, 한국의 이와 

같은 패턴은 예외적인 것이기도 하다. 

그림 1 인구10만명당 구금인구
자료: OECD factbook, 2013 재구성

또한 범죄자에 대하여 보다 관용적인 사회로 평가받으며, 구금율 역시 상대적

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 유럽 국가들의 경우 높은 구금율을 보이는 

영미권 국가들과 달리 처벌 강화를 위한 보안처분의 활용 역시 낮다(Cavadino 
and Dignan, 2006; McAlinden, 2012; Lacey, 2008). 이들 국가에서는 신상정

보를 대중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EU 차원에서 제한되고 있으며, 형사사법기관

2) 구금율은 국가비교 연구에서 형벌의 강도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척도가 되고 있다(OECD, 
2012; Walmsley, 2009; McAlinden, 2012). EU와 OECD에서는 구금율(detention rate, 
prison rate, imprison rate)을 통상 매해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인구 10만명당 수용인원으로 측정
한다. 여기에 교도소 수형 인구 및 구치소에 수감된 미결수용 인원은 포함되지만 국가간 운용 방식에 
차이가 큰 치료감호소 등 감호 시설 및 기타 사법부의 결정을 집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설 수용 인
원은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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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리하고 있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에 대한 국가간 공유나 교환 조차 매우 

기초적인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다. 또한 전자장치 부착 역시 한국의 경우와 달

리 단기 자유형의 폐해를 막고 범죄자의 사회복귀 도모를 목적으로 운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McAlinden, 2012; Maecelo and Julien, 2014; Feeley and 
Simon, 1992; Fitch et al., 2007; 박형관, 2015). 이에 반해 ‘예외주의’로 평가

될 정도로 양형이 가혹하고 구금율의 급격한 증가가 지속되어 온  미국의 경우 

신상정보의 공개나 전자장치 등 보안처분의 적용 역시 최장 종신까지 가능할 

정도로 가혹하다. 즉, 한 사회에서 형벌과 보안처분을 통한 처벌의 강도와 활용

도는 대체로 비례한다. 그러나 한국은 낮은 구금율에 반해 성폭력 범죄자에 대

한 신상공개는 최장 20년, 전자장치 부착은 최장 30년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

고 있어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보안처분을 운용하고 있

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SMART, 2016; SMART, 2014). 

구금율 신상공개 
전자장치

주된 목적 기간

미국 760 최장 종신 고위험군 관리 최장 종신

뉴질랜드 195 없음 고위험군 관리 최장 10년
영국 153 최장 종신 자유형 대체 평균 3개월

호주 129 없음 고위험군 관리 최장 15년
네덜란드 100 없음 자유형 대체+고위험군 도입 평균 3.5개월

한국 97 최장 20년 고위험군 관리 최장 30년
프랑스 96 없음 자유형 대체+고위험군 관리 최장 6년
벨기에 93 없음 자유형 대체 평균 3.6개월

독일 90 없음  자유형 대체+고위험군 관리 2~5년
스위스 76 없음 자유형 대체 최장 1년
덴마크 66 없음 자유형 대체 최장 6개월

스웨덴 63 없음 자유형 대체 최장 6개월

노르웨이 58 없음 자유형 대체 평균 34일
§ 구금율은 2010년 기준, OECD(2010)
§ 신상공개는 2015년말 기준. 공개는 해당 정보에 대중 일반이 접근할 수 있는 경

우에 한함, SMART(2014), SMRAT(2016). 전자장치는 2014년 기준, EU(2016), Oster and Beumer(2014), Dunkel et al(2016), 국회입법조사처(2010), 김혜정(2015) 재구성
§ 연방차원에서 실행되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하고, 없을 시 가장 강도 높은 주의 

실행방식을 기준으로 정리 

표 1 국가별 구금율 및 성범죄자 보안처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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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한국의 특수성은 어떻게 형성된 것일까? 그리고 이러한 처벌제도

의 외양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본 연구는 성폭력에 대한 사법부의 양형 

관행이 지속되고 ‘온정적’이라는 비난에 직면하는 것은 물론, 과도한 보안처분들

이 병존하는 한국 엄벌주의의 특수성을 처벌제도의 역사적 변화와 그 유제를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과정을 사법민주화를 중심으로 포착하고자 한

다. 민주화 이후 한국의 형사사법체계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사법민주화라는 큰 흐름 안에서 변화와 갈등을 겪어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한인섭, 2005; 한인섭, 2007; 이국운, 2012; 최선, 2014). 그런데 바

로 이 ‘사법민주화’라는 것의 핵심적 가치를 물론 그 실천 전략 역시 역사적으

로 변화하며 상이한 사회적 동학을 통해 구성된다. 권위주의 시기의 자의적이고 

억압적인 처벌 제도 운용의 역사적 경험은 피고인 등의 자유권을 보장하고 사

법부의 독립성 강화를 핵심으로 사법민주화의 기조를 만들었고, 이러한 과정 속

에서 처벌 제도가 변화되어 왔지만, 성폭력이 형사정책의 핵심적 대상으로 부상

하게 되면서 정당성의 위기에 봉착하고 피해자의 고통과 국민의 ‘법 감정’을 판

결에 반영하는 것이 새로운 사법민주화의 핵심적 가치로 다뤄지기 시작하면서 

기존의 사법민주화의 움직임에는 균열이 나타나게 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사법민주화를 둘러싼 행위자들의 상이한 대응 전략과 형사사법 파행과 자의적 

처벌 제도 운용의 역사적 유제가 한편으로는 피의자, 피고인 등의 인권 보호 혹

은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구호를 통해 처벌 강화 입법의 효과를 제어할 수 있는 

요인이 되었음을 물론 ‘법 감정’ 반영을 위한 전략이 보안처분의 과도한 도입으

로 이어지게 만든 요인임을 설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처벌 제도가 가져

온 효과를 통해 결국 일련의 사법민주화 과정 속에서도 법 해석의 남성중심성

은 극복되지 못했음을 드러내고자 한다. 
본 연구를 전개하기 위한 주된 질문은 다음과 같다.

§ 자의적 국가권력으로부터 피고인 등의 자유권 보호와 사법부의 독립

성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사법민주화의 기조는 처벌에 있어 어떠한 

제도적 유산을 만들어 냈는가?
§ 그와 같은 사법민주화의 기조가 공고화 되는 가운데에도 어떻게 성폭

력에 대한 엄벌주의 입법들이 성공할 수 있었는가?
§ 탈권위주의 기획으로서 사법민주화의 유제는 성폭력 처벌의 구체적 

형태를 어떻게 제약하게 되는가?
§ 성폭력 처벌의 과도함에 대한 반발은 어떠한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가? 결국 엄벌주의 입법의 효과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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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필요성

즉, 이 논문은 성폭력 처벌 제도의 구체적 형태를 설명하는 것을 넘어 성폭

력, 나아가 범죄와 처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내용이 결국 어떠한 사회

적 효과를 가져온 것인지를 평가하기 위한 기획의 일환이다. 여기에는 엄벌에의 

요구는 물론 이를 경계하는 논의들이 성폭력 처벌이나 피해자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물론, 오히려 이들 담론들이 현실을 압도하면서 피

해자의 실질적 권리 확장을 제약하거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왜곡된 통념이 

재생산되고 있는 현실 진단, 그리고 엄벌주의 이데올로기와는 간극을 보이는 처

벌 제도의 실질적 운용 방식에 대한 분석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자

리하고 있다. 
기실 처벌제도의 엄벌주의적 변화는 한국 사회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다. 서구 

사회에서도 개선 불가능하고 위험한 자들을 선별하고 배제하는 ‘타자의 범죄학

(Criminology of the Other)’(Garland, 2002), 합리적 계산과 예측을 통해 인구 

전체의 수준에서 위험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통치 이성의 등

장(Foucault, 2004a:101), 범죄자에 대한 무력화와 함께 사회 일반에 대한 감

시가 확장되는 ‘상보적 트랙’의 작동(Gordon, 1995) 등으로 형사정책의 엄벌주

의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이 진단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전통적인 처벌 수

단인 형벌의 강화 뿐만 아니라 보안처분의 확대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

(Takashi, 2001; Kemshall and Maguire, 2001; Simon, 2000; Feeley and 
Simon, 1992). 이와 같은 현상은 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기제가 되고 있

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또한 보안처분은 구체적인 위법 행위가 아

니라 범죄자의 위험으로 처벌의 범위를 확장한다는 점에서 그것의 확대는 무죄

추정 원칙의 폐기 징후로 간주되거나, 예방이라는 구상에 기반해 광범위한 사회

적 통제를 가능하게 만든다는 점에서도 비판의 대상이 된다(Takashi, 2001; 
Feeley and Simon, 1992; Singelnstein and Stolle, 2012). 안전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국가 권력의 감시와 통제를 받아들이는 것은 공동체와 

정치적 영역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Bauman, 2000; 
Bauman and Lyon, 2012; Takashi, 2004).

이와 같은 부정적 함의들로 인하여 대중들의 공포와 공분을 자극하여 사회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이른바 모럴패닉을 통해 엄벌주의를 관철시키려 하거나 추

동하는 정치인과 미디어는 주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리고 대중들에게는 

범죄자에 대한 포용, 연대, 관용을, 정치인들과 미디어에 대하여는 손쉬운 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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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호소하지 말고 전문가들에 귀 기울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Goode and 
Ben-Yehuda, 1994; Jenkins, 1999; Cleveland, 2006; 박형민·이민아, 2009; 
홍지아, 2009; 고비환, 2012; 양정혜, 2010).

하지만 성폭력 피해에 대한 신고는 물론 법적, 사회적 인정을 기대하기 힘든 

현실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엄벌주의의 요구를 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배제 

혹은 형벌권이나 안전망 확장의 관점으로만 단순화 할 수는 없다. 페미니스트들 

역시 엄벌주의 정책들이 성폭력 피해에 대한 이해 확장이나 처벌의 확실성을 

제고하는 것과는 무관하며 오히려 성폭력과 그 피해자에 대한 왜곡된 전형만을 

재생산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즉 성폭력을 ‘재범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 즉 ‘괴
물’, ‘악마’와 같은 낯선 이의 병리적인 성충동 문제로 간주하고 정책이 이들에 

대한 처벌 강화와 위험 관리로 집중되고 있는 상황을 비판한다(권인숙․이화연, 
2011; 장다혜, 2012b; 추지현, 2014). 아동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극단

의 폭력을 수반하는 소수의 성폭력에 대하여만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키고, 낯선 

‘괴물’로부터의 ‘안전’을 강조하는 프레임은 성폭력을 범행 기회와 물리적 환경, 
상황 통제의 문제로 축소시킨다는 점, 피해자의 무기력함과 피해의 치명성을 자

원 삼아 엄벌 대상을 구축하는 것은 오히려 보호가치 있는 피해자를 선별하는 

성적 이중규범을 더욱 강화시킨다는 점에서도 문제적인 것으로 지적된다

(Gruber, 2009; Shultz, 2005; 장다혜, 2012b; 추지현, 2014). 즉, ‘재범 위험

성’이 높은 성폭력 ‘범죄자’로부터 사회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입법과 장치들이 

요란스럽게 등장했지만 그것이 결국 성적 이중규범이나 성폭력을 가능하게 만

드는 젠더 체계의 모순에 대한 이해 확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페

미니스트들의 공통된 진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성폭력 처벌의 확실성을 

제고하려는 요구들, 예컨데 친고죄 폐지, 음주감경으로 인한 심신미약 인정의 

배제 등 왜곡된 성폭력 통념을 시정하고 법 해석과 양형의 남성중심성을 극복

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은 결과적으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의 효과를 

가져온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배제와 무력화를 핵심으로 하는 엄벌주의를 지지

하는 것으로 왜곡되기 일쑤였다(김일수, 2010a; 김일수, 2010b; 이경재, 2010; 
이덕인, 2011). 또한 피해자가 경험한 사실의 재구성을 통해 법과 형사절차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요구들 역시 피해자의 고통에 상응하는 가해자에 대한 형

량 강화를 요구하는 엄벌주의의 요구로 일축되어 버리기도 한다(송광섭, 2004; 
강석구 외, 2009:59; 이진국, 2016). 

즉, 성폭력 피해에 대한 사실 인정이나 처벌의 확실성 조차 담보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벌주의 입법이 반복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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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역시 강력하게 작동하면서 정작 피해자의 권리 확장이

나 왜곡된 법 해석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들은 엄벌주의로 왜곡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형국이다. 이는 오늘날 성폭력 정책이나 엄벌주의에 대한 논의가 정책

의 외관이나 형식, 혹은 그 효과에 대한 선험적인 평가를 벗어나 처벌이 실천되

는 구체적 방식을 통해 분석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2. 선행연구 검토

한국 사회에서 성폭력에 대한 엄벌주의 부상의 사회적 배경에 관한 기존 연

구들의 대다수는 특정 성폭력 사건의 이슈화와 연쇄가 형사정책의 변화를 가져

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정책 도입 과정에 대한 연구들은 물론(이동규 등, 
2010; 정송미, 2015), 언론과 미디어의 영향을 강조하는 연구들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아동 성폭력 사건의 반복된 발생과 미디어나 정치인들을 통해 가중

된 대중들의 불안이 엄벌주의 실행을 옹호하는 집단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며 

처벌제도의 변화를 가져왔다고 설명한다(박형민·이민아, 2009; 홍지아, 2009; 
고비환, 2012).

하지만 이러한 논의에서는 정책의 변화가 사건 발생의 우연성과 이에 즉응한 

범죄 담론에 의해 추동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기에 이러한 조건 없이도 처벌 제

도가 변화하거나 특정한 방식으로 지속되는 과정을 설명하지 못한다. 더구나 입

법의 효과가 처벌의 영역에서 그대로 나타날 것을 상정하고 있기에 형사사법기

관들의 구체적 실천 방식에 주목하지 않고 있다.
엄벌주의에 대한 실증 연구들이 바로 그 산물인 ‘재범 위험성’ 평가 도구들의 

개발과 효과성을 검증하는데 집중된 상황에서 엄벌주의 작동 방식이나 과정에 

대한 역사적 조건과 효과를 추적한 연구는 흔치 않다. 실증적 연구 없이 1980
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삼청교육대 운영이나 1990년대 초반 노태우 정부

의 ‘범죄와의 전쟁’과 같이 권위주의 정부가 주도하는 대대적인 치안 강화, 그리

고 2012년 박근혜 정부의 ‘4대 사회악 척결’ 지시는 엄벌주의 기획으로서 동일

한 현상이자 역사적으로 편재(遍在)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김일수, 2010a; 
김일수, 2010b; 윤옥경, 2007; 정재준, 2011, 이호중, 1991). 다른 한편에서는 

보안처분의 역사적 변화를 일괄하거나 그 적용 대상으로 타겟팅 된 집단들을 

중심으로 국가가 이들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그 사회적 효과가 무엇인지를 조망

하는 연구들은 상당히 축적되어 있다(강성현, 2012; 전상숙, 2005; 김득중, 
2009; 임덕영, 2008; 윤수종, 2002; 황정미, 2001; 박정미, 2011; 이승호, 
1995). 하지만 이들 연구는 그와 같은 처벌 제도들이 성폭력 범죄자라는 상이



- 8 -

한 대상에 대한 처벌제도를 구성하는데 어떠한 경로를 제공하였고, 어떠한 점에

서 차이가 있는지, 범죄와 처벌 일반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는 어떠한 관련이 있

는지에 대한 질문과는 거리가 있다. 무엇보다 오늘날 높은 ‘재범 위험성’을 이유

로 억압적 처벌 제도들이 부과되는 대상들은 1차적으로 피해자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주로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자들을 대상으로 하던 권위주의 시기

의 그것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Garland, 2002).
때문에 이하에서는 엄벌주의가 오늘날과 같은 방식으로 처벌에서 주요하게 

부상하게 된 과정과 그 효과, 엄벌주의의 효과를 약화 혹은 강화시키는 사회적 

조건들을 규명한 선행 연구들을 검토하였다.

1) 엄벌주의의�등장�배경과�효과:� 후기�근대사회의�보편성과�처벌의�

불평등�강화

엄벌주의(punitiveness, punitivism, punitivity)는 범죄나 일탈에 대한 광범위

한 사회적 불관용이나 가혹한 형벌 부과를 지지하는 태도로서, 범죄자에 대한 

사회복귀와 재사회화를 도모하려는 교정 복지의 관점보다 그들을 무력화시키는 

관점이나 실천을 지지하는 태도를 지칭한다(Tonry, 2010; Tonry, 2007; 
Caplow & Simon, 1999; Garland, 2002; Whitman, 2003; Wacquant, 1999). 

이와 같은 엄벌주의 대두는 후기 근대사회의 보편적 현상으로 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유기적 연대의 확대로 인해 형벌이 공동체의 집단 감정에 기반한 

응보적이고 가혹한 방식에서 점차 탈피하여 ‘진화’한다는 뒤르켐의 논의나

(Durkheim, 1973), 형벌이 전근대적 신체형으로부터 근대적 자유형으로 변화하

며 ‘유순한 신체’를 만들어 내는 규율 권력의 장치가 되었다는 푸코의 논의

(Foucault, 1975), 폭력을 독점하는 중앙 집권화 된 국가 형성을 통해 감정과 

충동의 표출에 대한 사회 통제가 엄격해지고 이러한 양식이 내면화되면서 사회 

내의 폭력 행사와 그에 대한 처벌 역시 완화되어 간다는 ‘문명화 과정’에 대한 

엘리아스의 논의(Elias, 1982) 등 근대 사회의 처벌 제도에 대한 논의들은 새

로운 위험의 부상과 불확실성의 확대, 비공식적 통제의 약화로 인해 처벌 강화

와 치안의 확장이 이뤄지고 있다는 논의로 대체되고 있다(Pratt, 2000; 
Garland, 2002; Barry, 2000). 

대표적으로 갤런드는 결혼과 가족 제도의 붕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국가의 

능력에 대한 사람들의 비관과 경제적 불확실성 등 후기 근대사회의 구조적 변

화 속에 오늘날의 사회 통제가 위치해 있음을 주장한다. 이러한 조건들이 인구 

집단 전체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담론을 확산시키고 그 결과 더 가혹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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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지하는 ‘통제의 문화’가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엄벌주의는 범죄

와 일탈 그 자체에 대한 반응이라기 보다는 사회적 불안과 두려움이 투사된 것

이라는 논의가 지배적이다(Hier, 2008; Ungar, 2001; Critcher, 2009; David 
et al., 2011). 그리고 이들의 주장과 같이 개인화와 비공식적 사회통제의 약화

로 인한 사람들의 일상적인 불안이 범죄자에 대한 엄벌의 태도와 욕구로 전이

되는 것인지, 그 매커니즘을 규명하기 위한 경험 연구들도 축적되고 있다

(Maruna & King, 2004; Useem & Piehl, 2008; Cullen et al., 2000). 
엄벌주의의 보편성은 처벌을 계급이나 젠더 등 지배적 이데올로기의 산물로 

보는 비판범죄학3)에서도 마찬가지로 진단되고 있다. 위험 차단이라는 명분으로 

‘위험한 자’들을 공간적으로 격리키시고 사회적 위험을 최소화 하겠다는 안전의 

논리가 직접적으로 시장경제와 연동되어 있다는 것이다(Wacquant, 2009b; 
Bauman, 1998; Bauman, 2000; Eick & Briken, 2013; Garland, 2002; Young, 
1999). 

바캉은 새로운 안전 장치가 향해 있는 위험이란 다름 아닌 복지의 축소와 워

크페어를 강조하는 담론들이 구성해 낸 언더클래스임을 강조한다(Wacquant, 
1999; Wacquant, 2009a). 그는 복지국가의 쇠퇴에 대한 대안으로 범죄 홍보를 

확대하고 불안을 확산시키면서 형벌정책을 강화시킨 핵심적인 행위자로 보수적 

싱크탱크, 이를 지지하는 미디어, 법무부 등 시장친화적인 정책 기구 3자에 주

목한다. 그리고 이들이 대중화시킨, 사소한 일상의 무질서도 바로 잡아야 큰 범

죄의 위험을 막을 수 있다는 ‘깨진 유리창 이론’과 이를 기반으로 확대된 뉴욕

시의 무관용 정책을 대표적인 신자유주의적 치안정책으로 비판하면서, 이러한 

정책에 의해 위험한 존재로 타겟팅 된 것은 복지수혜자, 이주노동자, 싱글맘 등 

불안정한 노동자 계층이었다는 점에서 시장 규제완화와 복지예산 축소, 형벌 확

장간의 직접적 연계가 있음을 주장한다. 그리고 1985년에서 1995년 사이 유럽 

연합의 거의 모든 국가에서 나타난 구금율의 지속적 증가, 노동시장의 악화와 

수감인원 증가 사이의 연관성을 그 논거로 제시한다. 특히 형벌강화는 언더클래

스에 대한 대량 구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도덕과 게으름의 상징이 되는 이

들에 대한 통제를 통해 워크페어의 정신을 설파함으로써 신자유주의적 이데올

로기를 강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처벌 제도와 자본주의와의 상보성이 강조된

3) 감옥이 자본 축적에 기능한다거나, 위험 차단을 위한 공간 환경 설계가 게이티드 커뮤니티를 
형성하면서 기존의 계급 질서를 재생산한다는 주장은 기존의 비판범죄학 논의들을 통해서도 
주장되어 왔다(Rusche & Kirchheimer, 1968; Hall, 1978; Davis, 1992; Young, 1999). 다
만 오늘날의 감옥은 직접적으로 자본축적과 얽히지 않으며, 감옥을 통한 노동력의 재생산과 규율은 
더 이상 요구되지도 않아 수형자들은 노동력이라는 상품으로서도 쓸모 없는 것, 전적으로 무용한 것
이 되었고 예전과 같이 ‘사회’가 부담해야할 리스크와 요인은 아니라는 점에서 차이가 지적되기도 
한다(Bauman, 1998; Bauman,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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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Wacquant, 2009a; Wacquant, 2009b; Wacquant, 1995)4). 
페미니스트 범죄학자들은 엄벌주의의 작동 방식과 보편성을 인정하면서도 이

와 같이 신자유주의의 대두에 따른 엄벌주의적 형사정책의 확대를 계급 특정적

인 것으로만 설명하는 기존 이론들의 남성중심적 관점을 비판한다(Gelsthorpe, 
2010; Carlen, 2002; Chesney-Lind and Pollock, 1995). 대표적으로 체즈니린

트와 폴록은 1980년대 ‘마약과의 전쟁’이 곧 여성에 대한 전쟁이었음을 주장하

면서, 이것이 오히려 경미한 마약 소지 및 운반 행위에 가담한 빈곤 여성들 혹

은 마약에 중독된 성매매 여성들을 타겟팅 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이들에게는 

남성들에 비해 더욱 가혹한 처벌이 부과되었음을 주장한다(Chesney-Lind and 
Pollock, 1995). 카렌 역시 1990년대 이후 다수의 국가들에서 여성에 대한 구

금이 급속하게 증가하였음을 지적하면서 엄벌주의가 가족주의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난 주변화 된 여성들을 대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주장한다(Carlen, 2002; 
Ferraro & Moe, 2003). 이와 같이 엄벌주의를 통해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젠

더 편향적인 판결, 즉 젠더 스트레오 타입에 기반한 차별적인 체포와 판결 관행

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는 주장은 교정시설에 수용된 여성들의 체포 및 입소 경

로에 대한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도 지지되고 있다(Haney, 2000; McCorkel, 
2004; Haney, 2010; Zedner, 1991; Gelsthorpe, 2004; Duncan, 1996; Davis, 
2002; Carlen, 1998). 

엄벌주의가 젠더 편향적 형사사법의 관행을 더욱 강화시킨다는 이들의 논의

는 여성이 ‘범죄자’가 아닌 ‘피해자’의 위치를 점하게 되는 성폭력에 있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성폭력에서의 젠더 편향적 판결의 핵심인 남성의 성욕 해

소와 폭력 행사를 우발적이거나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는 성적 이중규범 역시 

기왕의 젠더 질서 속에서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처벌의 주된 타겟이 

사회적 소수자 집단을 향해 있다는 지적은 인종적, 계급적 구획이 가시적이지 

않고 사회 구성의 이질성이 비교적 낮은 한국 사회의 낮은 구금율이 지속되는 

이유를 설명하거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주자나 노동자 계급의 범죄 행위에 대하

여 더욱 가혹한 사회적 공분을 설명하는 데에도 유용할 수 있다.
다만 엄벌주의의 보편성을 강조하는 논의들은 왜 하필 한국 사회에서는 2000

년대 중반 이후에야, 또한 하필 성폭력을 중심으로 엄벌주의 정책이 부상하게 

된 것인지를 해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계급이나 젠더 균열에 따른 처

4) 형벌체계와 복지국가간의 이러한 상보성은 ‘형벌-복지 연계’(Garland, 1985; Garland, 2002; 
Pratt, 2002; Wacquant, 2009a; Wacquant, 2009b), 혹은 ‘형벌-복지 복합체’(Daems, 2008) 
등의 개념을 통해 발전되었고, 이들의 주장을 경험적 층위에서 증명하기 위한 연구들 역시 지속되
고 있다(Peck, 2001; Gilliom, 2001; Defronzo, 1996; Chesney-Lind, 1995, Bratton, 1996; 
Bratton, 1995; Garland, 2002; Crawford, 1997; Feeley & Simon,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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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의 불평등이 확대, 지속된다면 국가나 사법기관의 정당성이 부인되면서 대중 

일반은 물론이고 형사사법체계 내부 행위자들 역시 이에 저항하거나 변화를 꾀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들 논의는 형사사법체계가 사회적 요구에 어떻게 대응

하는지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는다. 입법이나 정책의 효과가 형사사법기관을 통

해 그대로 실천될 것이라 가정하는데서 비롯된 이와 같은 경향은 이들 연구가 

주로 영미권 국가들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들 국가에서는 지역의 검사와 판사가 정치적 과정을 통해 선출되는 경우가 

많고 선출된 정치인들 역시 지방자치의 차원에서 개별 범죄 사건의 처벌이나 

법적 판단에 참여하는 것이 사실상 허용되어 있다. 때문에 그 밖의 서구 사회나 

한국에 비하여 정치적 목소리가 직접적으로 개별 사건의 처벌 수준에 개입하는 

것이 쉽게 정당화 된다(Tonry, 2007). 하지만 한국에서는 판사와 검사는 임명

직으로 구성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역시 형사사법에 직접 관여할 수 없으며 

경찰에 대한 지휘권 조차 갖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은 구조 아래서는 형사사법체

계 내부의 행위자들은 사회적 기대나 정치적 요인들에 보다 덜 민감할 수도 있

다. 또한 강도 높은 처벌 강화 및 안전 장치 도입을 위한 입법이 이뤄진다 하더

라도 그러한 입법의 효과가 제어될 수 있는 여지 또한 크다. 이는 처벌제도의 

특수한 형태나 효과를 이해하는데 있어 형사사법 단계에서 행위자들의 대응 전

략이 적극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2) 인구�통치의�수단으로서� ‘재범�위험성’의�부상

범죄가 위험의 측면에서 인식되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

다는 요구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모든 범죄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미디어를 통해 강화된 범죄에 대한 사회적 공포와 대중의 공분이 형사정책의 

변동을 추동한다는 이른바 ‘모럴패닉’5) 현상을 연구해 온 학자들은 오늘날 모

럴패닉은 성매매나 소년범, 마약이나 섹스 중독과 같이 피해자 없는 범죄, 반사

회적 행위 주변으로 대두되던 과거와 달리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에 집중되고 

있는 특징이 있으며, 때문에 오늘날 불안이 갖는 특징은 단순히 공동체나 도덕 

감정의 훼손이 아니라 위험으로부터의 안전(security)과 안전함(safety)에 대한 

5) 이 개념은 성매매, 마약, 섹스 등 지배적인 도덕 가치를 훼손시키는 행위에 대한 사회의 집단적 
반응으로서 범죄자를 ‘사회악(folk devil)’으로 간주하고 그들에 대한 사회적 공분(resentment), 
원한(ressentiment) 등의 감정을 지칭하는데 사용되어 왔다(Jenkins, 1999; Cohen, 1972; 
Young, 1971a; Young, 197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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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 담론 생산의 결과라는 점을 강조한다(Ungar, 2001). 
갤런드는 이러한 관점에서 치안과 처벌의 대상이 이원화되고 있음을 지적한

다. 즉 일상적인 경계 이탈 행위로서 허용 가능하고 어느 정도 자유가 인정되는 

‘나의 범죄학(Criminology of the Self)’이 작동하는 영역과, 개선불가능하고 위

험한 자들을 선별하고 배제하며 이들로부터 사회 전체의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예방 통제가 요구되는 ‘타자의 범죄학(Criminology of the Other)’이 작동하는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전자에 해당하는 비교적 경한 범죄들에 대하여는 보

호관찰, 훈방, 벌금형 등 경미한 처벌이 이뤄지고 사회 현상의 정상적인 한 부

분으로 취급되어 관리되는 반면, 후자와 같은 범죄들에 대하여는 더 이상 복지

를 통해 범죄자를 교정한다는 재사회화의 관념은 사라지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그런데 이와 같이 범죄와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강조하는 국가 권력의 작동 

방식의 중심에는 ‘재범 위험성’을 둘러싼 지식 담론과 장치가 놓여 있음이 지적

된다.
푸코는 권력의 장에서 만들어지는 ‘품행의 경영’ 혹은 품행의 지도(conduct 

of conduct) 방식, 즉 권력 매커니즘에 의해 다양한 통치의 수준에 관철되는 합

리성을 통치성으로 설명한다. 그는 이와 같은 통치성이 역사적으로 실행되는 방

식을 설명하면서 사법장치, 규율장치, 안전장치라는 세 가지 장치를 언급한다

(Foucault, 2004a:278-279). 그리고 사법장치처럼 타자화와 생명을 배제하는 

것도, 규율장치처럼 모든 개인을 통제하는 기존의 권력 행사 방식과 대치되는 

“살게 만들고 죽게 내버려두는” 방식으로서 전체의 인구 조절과 순환을 강조하

는 안전 장치의 등장을 새로운 통치성으로 지적했다. 그리고 이러한 권력을 실

행하기 위해 국가는 앎을 통해 위험을 계산하고 이 과정에서 주요한 통제의 대

상인 인구(population)가 등장하게 되는데 여기서 인구는 규율의 대상이 아니라 

통계학과 생물학을 통해 계산하고 분석할 대상이 된다. 그 결과 사례, 확률, 분
포, 정상성 등 통계적 도구들이 새로운 안전의 장치가 된다는 것이다(Foucault, 
2004a:101). 

이는 범죄에 대한 관점 변화와도 관련되어 설명된다. 당초 18세기 벤담이 가

져온 경제학적 논리와 합리성의 관점에서 형벌은 그 실행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으며, 그 해법은 법률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인구 전체의 수준에서 자연적인 흐름과 순환, 정상성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새

로운 통치성으로 등장하게 되면서 법률의 대상이 되는 개인 역시 심리학적, 사
회학적, 인류학적으로 문제화되기 시작한다. 법률의 대상으로서 개인이 구체적 

행위가 아닌 존재의 측면으로서 문제화되면서 범죄는 하나의 위법 행위 그 자

체가 아니라 “개인으로 하여금 형벌에 처해질 수 있는 위험을 야기하는 모든 



- 13 -

행동”으로 정의되기 시작하는 것이다(Foucault, 2004b:348-354). 
푸코의 새로운 통치성의 등장에 대한 설명은 범죄사회학자들을 통해 범죄자

와 사회 통제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장치들이 등장하게 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데 동원되기 시작했다. 정상적인 것이란 규범적인 실체가 있다기 보다는 사회적 

평균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 새로운 사회통제의 기술들은 최대한 효율

적으로 이 정상성을 관리하고자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일탈행위와 

범죄는 정상적인 행동방식, 한 사회 내에서 일정한 통계적 빈도를 갖고 발생하

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범죄율을 0으로 낮추려는 노력은 애당초 비경제적이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게 되는 바, 그것이 일정한 한계를 넘어설 때에만 여러 가지 

조치가 취해지게 된다는 것이다. 때문에 사회통제는 한편으로는 일탈행위를 최

대한 조기에 인지하여 한계를 넘지 않도록 저지하는 방식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경우, 대표적으로 ‘재범위험성’을 완전히 제거하고자 하

는 노력으로 이루어지게 된다(O'Malley, 1996; Feeley & Simon, 1992; 
Singelnstein & Stolle, 2006; Boutellier, 2004). 

새로운 통치성의 등장에 대한 이러한 논의들은 처벌 강화의 대상이 구성되는 

수단에도 주목한다. 범죄 발생 혹은 피해의 ‘위험’이 합리적 계산의 대상이자 통

계적 패턴을 통해 접근할 수 있다는 보험계리적 관점, 예컨데 ‘재범 위험성’에 

대한 평가 도구들을 통해 엄벌 대상이 선별된다는 것이다(O'Malley, 1996; 
Feeley & Simon, 1992; Garland, 2001; Pasquino, 1991). 파스퀴노는 이러한 

관점에서 법률 위반자 즉, 행위 이후에 그제서야 심판받아야 할 범죄인으로 부

상하는 형벌인, 호모 페날리스(homo penalis)라는 형상은 없어지고 정신의학과 

심리학 등을 통해 치료라는 명목으로 처벌받아야 할 존재 자체, 즉 범죄인이라

는 호모 크리미날리스(homo Criminalis)의 모습이 부상하게 되었다는 푸코의 

논지를 따라간다. 그에 따라 처벌은 행위 자체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사회에 끼

치는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관념이 대두되고, 이전의 ‘미치광

이’, ‘괴물’이었던 존재들은 법과 정신의학을 관통하면서 새로운 존재로 구성된

다는 것이다(Pasquino, 1991:347-349). 이들에 대하여 치료와 예방의 명목으

로 주어지는 것은 더 이상 형벌이 아니라 보안처분이다. 때문에 이들을 시간적, 
공간적으로 사회 일반과 분리해내고 배제와 격리의 효과를 의도하는 보안처분

들이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고든 역시 이와 같은 방식으로 변형된 처벌의 전형적인 예를 보안처분으로 

들면서, 개인의 위험의 정도를 측정하고 포착, 관리하기 위한 ‘위험성’이라는 개

념이 엄벌주의적 형사정책의 강화와 응보주의적 회귀라는 상황에 배치되어 있

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들에 대한 형벌 강화 뿐만 아니라 컴퓨터화를 동반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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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감시 기술을 통해 무력화와 격리를 지속해나가는 거대한 힘, ‘대단히 다르지

만 상보적인 트랙’이 오늘날 형사정책의 전략이 가진 특징이라 명명한다

(Gordon, 1995). 이와 같이 위험성에 대한 예측과 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보험

계리적 정의’와 범죄와 처벌에 대한 새로운 통치성 등장에 대한 연구들이 엄벌

주의 등장 조건에 대한 논의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다(Takashi, 2001; 
Kemshall & Maguire, 2001; Simon, 1998; Feeley & Simon, 1992)6). 

한국사회에서도 2000년대 중반 이후 보안처분의 급격한 등장은 사회적 ‘위
험’ 인자를 식별하는 안전이라는 담론의 부상에 따른 결과로 논의되고 있다.  
그리고 위험을 예측하는 기술로서 의학적, 심리학적 도구의 계발과 그 확대에 

기반한 보안처분이 사실상의 형벌 효과를 나타내며 수렴되고 있다는 진단이 등

장하고 있다(김광수, 2015; 김한균, 2012; 조준현, 2010). 
이러한 논의들은 오늘날 ‘재범 위험성’에 대한 과학적 선별이 주요하게 부상

하고 범죄의 문제가 개인의 심리적 결함이나 범행 기회의 문제로 환원, 축소되

면서 안전 장치의 확장을 지지하는 현상을 설명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또한 이

를 통해 한국 사회에서 과거 사상범, 언더클래스, 폭력 범죄자 등의 ‘재범 위험

성’을 통제한다는 명분으로 도입되었던 처벌제도와 오늘날의 그것이 갖는 차이

를 이해할 수 있다. 다만 한국사회에서 외부로부터의 안전에 대한 욕구나 이를 

확보하기 위한 장치들의 도입은 이미 사적 섹터에서 198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 

되어 왔음을 고려할 때(김성언, 2004; 최철웅, 2009; 박경래 등, 2012) 왜 처

벌의 영역에서는 그것이 2000년대 중반에서야 부상하게 된 것인지 그 시차가 

설명되지 못한다. 성폭력이 하필 이 시기에 주요한 재범 위험 통제 대상으로 부

상했는지의 문제 역시 마찬가지이다. 

3) 엄벌주의�보편성에�대한�비판:�법�문화와�형벌�레짐

‘재범 위험성’과 이를 통제하기 위한 보안처분이 확장되는 것이 보편적인 현

상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제도의 구체적인 실행 방식은 해당 사회의 범죄/자에 

6) 이와 같이 식별된 잠재적 범죄자를 회피하기 위해 등장하는 안전의 상품화나 안전의 개인화
에 대한 논의 역시 제기된다(Feeley & Simon, 1992; Markantonauto, 2004; O'Malley, 
2004). 공공행정의 ‘민감한’ 영역이었던 형사정책이 점차 시장 논리에 따라 민영화되기 시작
하고, 그와 같이 치안 활동에 있어 국가 독점이 아닌 민간과의 공동 생산을 효율성으로 생각
하는 패러다임, 신공공관리 개념이 대두되는 것 역시 국가가 복지와 사회적 영역으로부터 후
퇴하고 사회적 문제에 대한 개인적 해결을 독려하는 신자유주의적 통치전략과 매우 밀접한 
친화성을 가지기 때문이라는 것이 비판의 주된 쟁점이 된다(Markantonauto, 2004; 
O'Malley, 2004:138). 



- 15 -

대한 태도나 사회적 가치에 따라 차이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 예컨대 레이시는 

바캉의 신자유주의적 형벌국가에 대한 설명이 영국과 미국 사회를 중심으로 하

고 있을 뿐, 모든 국가에서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후기 

근대성의 내재적 특성인 것처럼 간주하는 것은 거친 묘사라 비판한다(Lacey, 
2008). 이러한 지적과 같이 대표적인 보안처분인 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제도

에 대한 활용 수준에 있어 서유럽과 영미의 국가들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

다(McAlinden, 2012). 유럽에서는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 등록이 없는 주가 많

으며, EU 국가들 사이에도 잠재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 정보의 교환은 사실상 

매우 기초적인 수준이다(McAlinden, 2012; Maecelo & Julien, 2014). 재범 위

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범죄자에 대하여 의료적 진단과 치료를 실행하고 그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는 치료감호나 보호감호 제도 역시 국가마다 이를 운영하는 

관점이 상이한데, 영미의 국가들에 비하여 유럽 국가들은 보안처분이 범죄자에 

대한 단속이나 관리라는 측면 보다는 그들을 변화시키는데 1차적인 목적을 두

고 있다(Feeley & Simon, 1992:452; Fitch et al, 2007).
이와 같은 관점에서 엄벌주의 현상의 국가별 차이를 설명하는 또 다른 관점

이 법문화론이다. 법에 대한 인식과 의식, 감정, 범죄자에 대한 관용과 사회권 

인정에 대한 태도 등 해당 사회의 법문화가 가져온 차이에 주목하는 이론들이 

그것이다. 마우라와 킹은 서유럽 국가들이 영미 국가들보다 성범죄의 발생율은 

더 높으면서도 엄벌주의적 제재들의 확대로 쉽게 전환되지는 않은 이유는 범죄

자를 구제할 수 있다는 믿음이 존재하기 때문이라 설명한다. 즉 사회 일반의 관

용과 사회적 타자에 대한 감수성의 차이가 처벌에 대한 태도를 다르게 만든다

는 것이다(Maruna & King, 2004). 성폭력 범죄에 대한 이해 방식 역시 이와 

관련하여 설명되는데, 많은 연구들이 사회적 신뢰와 포용의 수준이 낮은 영미권 

국가의 경우 성범죄자에 대하여 교정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그 

결과 강한 형벌적 응보의 은유들이 등장하는 반면, 카톨릭 국가들은 치료를 통

한 개입이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연성의 권위주의적 부권주

의”(Melossi, 2003:412)가 그 반대의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설명한다(Jackson 
& Scott, 1999; McAlinden, 2012; Bagley & king, 1990). 사면 대상자가 전

체 구금 대상자의 1/3에 해당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프랑스의 특성 

역시 범죄자에 대한 사회복귀를 지지하는 문화적 태도와 관용의 결과로서 설명

된다(Levy, 2007). 이에 반해 영미권의 국가들이나 스웨덴, 노르웨이, 네덜란드 

등에서는 프랑스나 독일의 서부지역에 비하여 아동 성폭력이나 아동 포르노, 청
소년과의 성적 교제 등에 대하여 처벌을 지지하는 태도가 훨씬 높게 나타나는

데, 이는 전자의 국가들이 아동 및 청소년기에 대한 도덕적 규율이 강하고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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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탄트나 세속화된 문화가 있기 때문이며, 후자의 국가들의 경우 아동과 성인

간의 성관계를 바라보는데 있어 처벌의 문제보다는 자유의 관점이 더욱 압도적

인 결과로 설명되기도 한다(Jackson & Scott, 1999:86; McAlinden, 2012; 
Bagley & King, 1990:25-37).

비공식적인 사회통제, 예를 들어 의무와 책임을 강조하는 일본의 법 문화 역

시 엄벌주의의 확장을 막은 요인으로 지적된다. 일본 사회의 위계적이고 관계지

향적인 사회 조직 원리는 범죄자 역시 집단 내에 속하도록 독려해야 한다는 사

회적 책무감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하지만 이러한 용서를 기대하기 힘

든 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매우 가혹한데, 그 결과 일본은 여전히 사형제를 유

지, 시행하며 사회적 배제를 강조하는 처벌의 형태들이 존재하면서도 그 반대의 

벡터가 공존하는 이분화 된 처벌 모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Haley, 
1991; Johnson, 2007; Fenwick, 2013). 

형벌 레짐론에서는 각 사회의 정치, 경제적 차이가 엄벌주의적 변화의 구조적

인 완충제로써 작동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카바디노와 디그넌은 바캉의 주장과 

같이 세계화가 미국발 무관용 처벌 정책의 지구화(penal globalization)를 가져

온다는 관점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복지, 정치, 처벌 제도들의 상보성이 작동하

는 방식을 통해 형벌 레짐을 유형화하였다(Cavadino & Dignan, 2006; 
Cavadino & Dignan, 2007). 

첫째, 자유시장경제를 지지하는 신자유주의 국가들에서는 복지가 최소화되고 

잔여적인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복지수혜에 대한 낙인이 강하며, 처벌이 노

동 시장 및 주택 시장에서 주변화 된 이들 언더클래스에 대한 사회적 배제를 

동반한다고 본다. 그리고 이를 정당화 하기 위해 법과 질서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한다. 둘째, 이에 반해 ‘사민주의적 조합주의’ 국가들은 권리에 기반

한 이데올로기가 강하기 때문에 범죄자의 사회권을 인정하는데 관대하여 일상

적으로 범죄자에 대한 정보가 관리되거나 범죄자를 감시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

이 클 뿐만 아니라 공산주의적 에토스와 교정 즉, 범죄자들을 사회내로 포섭되

어야 할 존재들로 간주하는 관점으로 인해 범죄자의 재사회화가 처벌을 통한 

낙인보다 더욱 강조되고 그 결과 구금율 역시 낮게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셋째, 
‘보수주의적 조합주의’ 국가들은 가족이나 지역 등을 통한 비공식적 사회통제 

제도의 전통이 유지되어 왔고 이러한 것을 유지하는 것이 사회 정책의 중요한 

목적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구금율의 수준이나 증가폭 역시 크지 않은 것으로 

설명된다. 넷째, 마지막으로 일본은 매우 예외적인 국가로서 ‘오리엔탈 조합주

의’로 명명된다. 제도적 차원에서 사회적 연대가 도모되고 있는 보수주의적 조

합주의 형벌 레짐의 국가들과는 달리, 국가의 복지를 위한 사회지출은 매우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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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공식적인 사회통제, 예를 들어 의무와 

책임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범죄자 역시 집단 내에 속하도록 독려해야 

한다는 사회적 책무감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설명된다(Cavadino & Dignan, 
2006:171). 즉 카바디노와 디그넌은 신자유주의적 방향으로 이동하는 사회일수

록 처벌 강화의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며 높은 임금 등 경제적 지위로 인한 성

공에 대해 충분히 보상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회에서는 가난으로 인한 실패를 

기꺼이 처벌하고 공식적 제재를 가한다고 주장한다.
레이시의 형벌레짐의 유형화 결과 역시 카바디노와 디그넌의 그것과 유사한

데, 그녀는 상대적으로 정치 구조의 특성을 강조하여 합의제 정치의 전통이 있

는 조정시장경제 체제인 스웨덴과 핀란드 등에서는 정책에 있어 장기적인 목적

을 갖고 있고 아웃사이더에 대한 배제가 낮기에 엄벌주의에 대한 지향이 낮고, 
자유시장경제에서는 그 반대의 역학을 보이는 것이라 설명한다(Lacey, 2008). 
복지 및 자본주의 유형이나 정당구조의 성격과 처벌 수준의 관계에 대한 이들

의 주장은 여러 경험 연구들을 통해서도 지지되고 있다7). 
이들의 논의는 ‘재범 위험성’에 대한 통제를 명분으로 한 엄벌주의 입법이 범

죄자, 나아가 사회에 대한 불신이나 섹슈얼리티에 대한 도덕적 규율이 강화된 

결과라 보는 한국의 연구 결과와도 부합한다(이덕인, 2011; 최정학, 2014; 추
지현, 2014). 그렇다면 그 역의 방향, 혹은 그것이 입법이 아닌 법 집행의 단계

에서 나타난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해석이 가능할까? 즉, 처벌이 강화되지 않은 

것은 형사사법의 행위자들이 범죄자에 대한 관용이나 사회권에 대한 높은 감수

성, 섹슈얼리티의 자유를 보다 넓게 인정한 결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

가? 이때의 ‘관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한 관용이며 누구의 어떠한 사회권을 

인정한 결과인가? 섹슈얼리티의 자유라 함은 누구의 어떠한 자유를 의미하는 

것인가? 이러한 측면은 양형, 구금율 혹은 보안처분 적용 대상자 등 양화된 수

치와 그 결과만으로 포착할 수는 없다. ‘온정적’ 혹은 ‘과도한’ 성폭력 처벌 이

면에 작동하는 성폭력이나 처벌에 대한 태도와 인식이 무엇인지는 법 해석과 

결정의 단계에서 이를 정당화는 법 언어와 그 효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파악 

가능하다.

3. 이론과 분석틀

7) Downes & Hansen, 2006; Beckett & Western, 2001; Downes, 2001:72; Greenberg, 
1999:27; Wilkins & Pease, 1987; Young & Brown, 1993; Lappi-Seppala, 2012; 
Lappi-Seppala,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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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들을 통해 과거의 처벌 제도가 오늘날 성폭력이라는 상이한 대상에 

대한 처벌에 미친 영향, 정책 도입과 입법 이후의 단계에서 형사사법기관의 법 

집행과 대응 방식이 가져온 효과, 그리고 성폭력에 대한 엄벌주의 혹은 역의 태

도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가 여전히 공백으로 남아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해명하기 위하여 아래의 세 가지 이론적 자원을 차용하였

다. 아래의 논의들은 제도의 도입 과정 뿐만 아니라 그 실천 양식과 그것을 가

능하게 만든 힘을 해명하고, 처벌의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평가하는데 주

요한 자원이 된다.

1) 이론적�자원

(1) 제도의�역사적�맥락:�역사적�제도주의

본 연구는 처벌 제도의 역사적 변화 과정이 성폭력 처벌에 미친 영향을 설명

하기 위하여 역사적 제도주의의 관점을 취한다. 역사적 제도주의는 제도적 맥락

에 대한 이해 없이 사회 현상이나 정책을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바라보

며 역사적으로 형성된 제도가 이후 행위자들의 전략과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Tehelen, 1999). 역사적 제도주의에서는 행위자들의 선호나 

이익을 이미 주어진 것으로 상정하는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와 달리, 그것이 제

도적 맥락 속에서 형성된다고 보며 이러한 맥락을 형성하는 것을 다름 아닌 역

사로 이해한다(Thelen, 1999; Immergut, 1992; Pierson, 2004). 개인의 행위

를 설명하기 위해 행위가 이뤄지는 맥락으로서 역사적 배경을 강조함으로써, 제
도를 특정 행위자의 의도성 뿐만 아니라 비의도성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로 간

주하여 제도의 역동적 과정을 더욱 명확하게 포착할 수 있게 된다(김선명, 
2000). 

제도적 맥락과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결정적 국면(critical conjuncture), 경로

의존성(path dependency), 우연성(contingency) 등의 개념이 동원되어 왔다

(Thelen, 1999; Pierson, 2000). 특정 시점에서 기능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형성된 제도는 사회적 환경이 변화하면서 전혀 새로운 요구가 제기되어도 그 

자체가 지속되는 경향을 가진다는 것을 강조하는 개념이 경로의존성이다. 마호

니는 역사적 과정에서 존재하는 권력, 규범, 관습 등이 경로의존성을 더욱 강화

시킨다고 본다(Mahoney, 2000). 행위자들은 변화에 대면하여 제도를 바꾸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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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규칙을 변화시키거나 저항하는 방식으로 타협하게 되면서 기존의 제도는 

형성된 틀을 벗어나지 못하며 역사적으로 지속되기 때문이다.
경로 의존성이 상대적으로 긴 제도적 안정의 시기에서 제도가 재생산되거나 

강화되는 매커니즘이 작동하는 시기에 집중한다면, 우연적인 제도의 발생 또는 

변화의 시기는 ‘결정적 국면’이라는 개념을 통해 포착된다(Thelen, 1999; 
Mahoney, 2000; Pierson, 2004). 초기의 역사적 제도주의 논의들은 정치적, 경
제적 위기와 같은 급격한 외부적 충격을 중심으로 결정적 국면을 설명하면서 

이것이 제도의 규칙을 결정적, 근본적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Ikenberry, 1988). 그리고 이렇게 형성된 제도는 다시 새로운 경로로 지속되

는 시기를 갖게 되는데 크레스너는 이것을 ‘단절된 균형(punctuated 
equilibrium)이라 부른다(Krasner, 1988). 피어슨이나 마호니 역시 제도변화의 

패턴은 안정된 상태의 지속에 이어 제도의 근본적 모습이 변화하고, 또 그것이 

지속되는 형태를 반복하는 단절된 균형의 형태를 강조한다(Pierson, 2004; 
Mahony, 2000). 

그런데 이와 같은 변화에 대한 설명에서는 일단 특정한 제도가 재생산되기 

시작하면 행위자, 선택, 전략 등의 개념은 별다른 영향력을 갖지 못하는 것, 제
도는 단지 자기 강화의 과정을 밟게 되는 것으로 설명되어 버린다. 때문에 씰린

은 단절된 균형이나 경로의존성의 개념으로는 제도의 연속과 변화가 서로 뒤섞

여 있는 제도변화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고 비판하면서, 점진적이고 완만한 

변화가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도 있는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때문에 그

는 제도의 지속과정을 단지 특정 경로의 자기강화 뿐만 아니라 전환이나 중첩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제도의 다양한 구성요소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재결

합되는 것으로 제도의 변화를 설명한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제도의 연속과 

불연속을 각기 제도의 지속과 변화로 이분화 하여 보는 기존의 관점과 달리, 점
진적 변화가 완만한 변형을 가져오고,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제도의 불연속을 초

래할 수도 있다는 점이 설명 가능해진다. 씰린은 이와 같은 완만한 변형을 통한 

제도의 불연속이 나타나는 방식을 대체(displacement), 중첩(layering), 표류

(drift), 전환(conversion)으로 구분한다. 대체란 기존의 제도가 새로운 제도로 

대체되는 것을, 중첩은 기존 제도에 새로운 요소들이 덧붙여져서 기존 제도의 

운영방식에 변화를 가져오는 경우를, 표류는 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변화하지 않고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는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를, 전환은 기

존 제도가 새로운 목적이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그녀

는 변화의 과정과 변화의 결과를 아래 표2과 같이 구분한다. 즉, 제도의 변화가 

곧 제도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이 과정에서 새로운 제도는 기존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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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정교화함으로써 만들어질 수도 있고 재구성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Thelen, 2004; Thelen, 2010). 

변화의 결과
연속성 불연속성

변화의 
과정

점진적 
변화 적응을 통한 재생산 완만한 변형

급격한 
변화 생존과 회귀 붕괴와 대체

출처: Streeck & Thelen(2005:9)

표 2 제도변화의 과정과 결과

이러한 제도의 결합 양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분석적 개념으로 활용되

는 것 중의 하나가 거부점(veto point)이다. 이머거트는 각각의 의사결정 지점

에서 사회집단들과 정치세력들이 특정한 정책이나 법률의 통과를 저지할 수 있

는 기회를 거부점이라고 부른다. 그는 제도의 형태와 정책 입안과정에서의 참여

자들간의 영향력과 상호작용의 패턴, 정책의 구체적 내용 등에는 행정부와 입법

부의 관계, 입법부의 구성, 정당체제의 특징이나 선거 결과 등 거부점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됨을 주장한다(Immergut, 1992). 
이와 같이 제도를 구성하는 요소들간의 결합 방식과 행위자들의 권력관계에 

대한 관심은 새로운 형사정책의 도입과 그것이 제도의 변화와 지속의 형태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분석하는 데에도 매우 유용한 이론적 자원이 된다. 처벌 제

도는 처벌의 필요성이나 사법절차상에 지켜져야 할 가치에 대한 이념적 요소들 

뿐만 아니라 형사사법체계 내부의 행위자들간의 권한 배분과 제한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것들의 상대적 강조점과 결합방식이 점진적 혹은 급격한 변화를 통해 

연속적으로 재생산되거나 완만한 변형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역사적 제도주의의 관심이 주로 정치과정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에 입법 단계 

이후의 실제 법률의 적용, 실천이 이뤄지는 사법행위에 대한 연구들로 확장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질적인 행위자들간의 관계를 통해 제도 변화를 설명하는 관점

은 경찰, 검찰, 법원으로 구성된 형사사법체계에서 처벌을 둘러싼 갈등 및 타협

의 과정 혹은 적응 전략을 설명하는 데에도 유용하다고 판단된다. 예컨대 형사

정책이 입법자를 통해 법률로서 제정된다 하더라도, 법률을 해석하고 결정하는 

데에는 경찰, 검사, 판사 등 형사사법 행위자들의 판단과 재량이 개입할 수 있

으며 따라서 제정된 법이나 판결에 대하여 이를 준수하거나 거부하는 것을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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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하는 법 행동이 나타날 수도 있다. 크게는 형사사법과 관련한 법률을 제, 개
정하는 입법부와 형벌을 집행하는 경찰과 검찰 등 행정부, 법원으로 대표되는 

사법부간의 관계 변화와 이를 통한 각 행위자들의 권한 분배와 통제에 따라서 

제도로서 처벌이 이뤄지는 방식이 변화할 수도 있다. 
본 연구는 2000년대 중반 이후 형사정책이 엄벌주의적 방향으로 급격한 단절

과 변화를 경험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이미 앞서 결정적 국면에 형성된 처

벌 제도의 규칙들이 완만하게 변화하여 재배치된 결과로 설명한다. 결정적 국면

에 형성된 처벌 제도는 사법부의 독립성 보장과 형사절차상 피의자의 자유권 

보장의 측면을 우위에 두되 사법부에 대한 통제나 피해자 보호의 관점은 상대

적으로 제한된 형태로 형성되었다. 이것은 이후 사법부의 법적 판단은 물론이고 

이에 대한 전략적 타협안으로서 입법부나 행정부를 통해 보안처분이 도입되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결정적 국면에 형성된 이와 같은 처벌 제도의 이념들은 

그 우선 순위가 서서히 변해가게 되고 그 결과, 기존의 처벌 제도들이 직접적으

로 약화되지는 않으면서 새로운 논리에 기반한 제도적 요소들이 중첩되는 것임

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질적인 요소들을 포괄하는 처벌 제도의 지속에 있어, 각 

요소의 점진적이고 완만한 변화가 외관상 단절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씰린의 관점이 여기에 차용된다. 

(2) 엄벌주의�제어의�정치적�동학:�형벌포퓰리즘

범죄자와 처벌에 대한 담론의 제도화 과정에 대한 연구는 주로 ‘형벌 포퓰리

즘(penal populism)’이라는 개념을 원용하는 연구들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다. 
‘형벌 포퓰리즘’은 통상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미디어와 대

중 담론에 편승하여 범죄와 처벌을 선거 공약이나 정치적 이슈로 만드는 부정

적 경향’(Pratt, 2007), ‘범죄감소나 사법적 정의의 실천보다는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고안된 형벌 정책들의 집합’(Robert, 2002) 등 주로 제도 정치에 참여하

는 행위자들의 의도성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다8). 그리고 이와 같은 

정의 자체에서 이미 그것의 부정적 혐의를 전제하는 경우가 많다(Beckett, 
1997; Beckett & Sasson, 2000; Simon, 2007; Wacquant, 2000; Westen, 
2008; Madriz, 1997). 하지만 최근에는 처벌 정책의 도입과 실행에 영향을 미

8) 일본의 범죄사회학자 펜윅 역시 이와 같은 관점에서 형벌 포퓰리즘을 ❶강경 처벌을 내용으로 
하는 형사정책의 수단 즉, 특정한 정책 프로그램, ❷정치적 엘리트들이 선거에서의 지지를 동원
하기 위해 사용하는 정치적 수사의 형태, ❸형사사법체계를 둘러싸고 새로운 행위자들이 등장하
는 과정이라는 세 가지 층위로 나눠 분석한다(Fenwick, 2005). 단, 이러한 정의에서는 ‘위로부
터’의 형벌 포퓰리즘 동원을 상정하는 전통적인 논의와 달리 ❸의 요소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



- 22 -

치는 정치적 과정 자체를 ‘형벌 포퓰리즘’이라는 개념을 통해 포착하면서 그것

에 대한 효과 역시 다양한 방식으로 평가되고 있다.
첫째, 형벌 포퓰리즘에 대한 전통적인 논의에서는 그것이 엄벌주의와 친화적

이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엄벌주의가 보수적 정치인들이나 관료들에 의해서 의

도적으로 만들어지거나 강화된 정치적 전략의 산물이라는 점, 처벌 강화 담론이 

보수적 행위자들에게 유리한 기회로 작동했다는 주장은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도 지지되고 있다9). 이와 같이 형벌 포퓰리즘이 엄벌주의적인 정책 도입을 지

지하게 되는 태도와 결합되는 현상은 ‘포퓰리즘적 엄벌주의populistic 
punitiveness’로 명명되기도 한다(Bottom, 1995). 

하지만 형벌 포퓰리즘이 필연적으로 엄벌주의라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

니다. 엄벌주의적이지 않은 형사정책에 대한 지지를 구하는 전략 역시 가능하기 

때문이다. 캠펠은 미국의 각 주를 사례로 한 비교연구에서, 엄벌주의적 형사정

책을 지지했던 모든 보수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이긴 것은 아니며, 설사 그렇다 

하여도 그들의 임기 기간 동안 정책들이 모두 도입되지도 않았다는 점을 지적

한다. 왜 하필 어떤 지역에서는 정치에서 엄벌에의 강조가 다른 요소들보다 더

욱 대중의 관심사에 부합할 수 있었는지에 대하여 별도의 설명이 필요함을 주

장하면서, 각 지역 수준에서 처벌에 대한 태도와 제도를 형성한 역사적, 정치적 

과정에 집중할 것을 주문한다(Campbell, 2011). 플랫 역시 형벌 포퓰리즘의 제

도화 과정에 있어 일부 보수 정치인으로부터 추동된 ‘위로부터’의 역할을 지나

치게 강조하는 것을 비판한다. 그는 냉전기 권위주의적 정부가 정당성 확보를 

위해 동원한 처벌강화책이나 대중 일반의 의사를 무시하는 ‘권위주의적 포퓰리

즘’을 ‘형벌 포퓰리즘’과 구별하면서, 후자는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권리에

의 “요구”라는 탈권위주의적 반동, 자유주의적 가치관 속에서 등장한 것이라 본

다(Pratt, 2007). 
둘째, 한편에서는 제도정치의 성격이 어떻게 엄벌주의를 강화 혹은 제어하는

지와 관련한 논의들 역시 전개되고 있다. 짐링은 1994년 캘리포니아에서 어떻

게 그와 같이 가혹한 삼진 아웃법10)이 투표의 결과로서 등장할 수 있게 되었는

9) 미국(Barker, 2009; Campbell, 2011; Lynch, 2010; Beckett & Sasson, 2000; Jacobs 
& Jackson, 2010), 스페인의 프란코 정권 시기(Barberret, 1994), 영국의 보수당 집권기 
처벌 중심의 형사정책들의 대거 등장과 관련 예산 지출의 증대 과정에 대한 연구(Brake &  
Hale, 1992)는 물론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의 구금율을 보이고 있는 일본에서도 마찬가
지이다(Fenwick, 2013; Kuzuno, 2005; Miyazawa, 2008a, 2008b; Iwao, 2000; Goto, 
2004; Maeda, 2003).

10) 동일한 유형의 범죄를 3회 반복하면 일반 사회로부터 배제시켜 교도소에 초장기간 혹은 종
신으로 추방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의회가 아닌 주민발의를 통해 
법이 제안되었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재범부터 추가적 중형을 선고하고 세 번째 범행부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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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설명하면서, 직접적인 선거를 통해 의사를 표현하는 직접 민주주의의 형태

를 취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사회에 비하여 더욱 가혹한 형사정책이 등장함을 

주장한다(Zimring, 1996; Zimring et al., 2001). 또한 그는 대의제 민주주의 

시스템에서는 관료에 의한 통제와 ‘국민의 의지’ 사이에서 형량 선고의 수준이 

결정되기에 형사정책에 대한 직접 선거를 실시하는 주들에 비하여 덜 가혹한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설명한다. 
왜 합의 민주주의 정치의 전통이 있는 국가에서 보다 관대한 처벌이 실행되

는지, 왜 다른 국가들은 그 반대의 결과를 보이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연구들 역

시 진행되었다. 경쟁과 갈등에 기반해 있는 다수제 민주주의에서는 논쟁과 갈등

이 촉진되며, 이것이 시스템의 정당성과 안정성을 취약하게 만들어 ‘위기 담론’
을 쉽게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형벌 포퓰리즘이 더욱 쉽게 발생한다고 본다. 즉 

경쟁적인 양당제 구조 하에서는 반대파를 위한 주된 프로젝트가 사회적, 정치적 

위기를 논하는 것이 되고 대중들에게는 현재의 지배 정당을 권력으로부터 제거

해야할 필요성을 호소하는데 있어 처벌 강화 담론이 손쉽게 부착 된다는 것이

다. 그리고 이러한 양당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정당에 대한 지지가 갖는 불안

정성으로 인해 공격적이고 자극적인 미디어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이 해당 사회의 범죄 두려움과 처벌에 대한 대중의 태도

를 형성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이에 반해 대다수 합의제 민주주의 국가들의 경

우, 정치적 구조가 비교적 큰 변동 없이 지속되어 왔고, 새로운 정부가 등장한다 

하더라도 정책의 단절이 심하지 않으며,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해야할 필요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황 변화에 일희일비하는 문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지적

된다. 그 결과 형벌 포퓰리즘이 강하게 나타나지 않거나, 그것이 처벌 정책의 급

격한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Caplow & Simon, 1999; 
Tonry, 2004; Cavadino & Dignan, 2006:149; Green, 2008; Kyvsgaard, 2004; 
Lacey, 2008; Pratt, 2007).

셋째, 처벌 제도의 입안과 실행에 있어 정치적 과정에 집중하는 형벌 포퓰리

즘론에서는 제도정치의 행위자 뿐만 아니라 형사사법기관의 대응 방식이나 특

성 역시 주요하게 고려된다. 예컨대 판사들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경우, 
단기적 결과에 민감한 일반 대중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입법부가 행하는 포퓰

리즘적 정책 도입이나 일관성 없는 조치와 같은 단기적 영향력을 완화하게 된

다고 본다(Raz, 1994:260). 또한 사법위원회나 양형위원회 등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기관들의 역할과 정책 거버넌스의 성격, 그리고 이러한 집단에 대한 대

죄종에 상관없이 25년형 혹은 무기형을 선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혹성을 띄고 있었다. 이를 
추진하였던 주지사는 재선되었다(Zimring et al., 2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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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일반의 신뢰의 수준 역시 형벌 포퓰리즘이 정책화 되는 과정에 대한 연구들

에서 주된 관심 변수가 되었다(Lacey, 2008; Pratt, 2007; Dzur, 2010). 예를 

들어 중앙집권화된 관료제 조직을 갖고 있고 전문가와 정책입안자들에 대한 사

회적 신뢰가 높은 독일에서는 대중들이 처벌 강화를 위해 정책에 관여하고 영

향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기대가 적기 때문에 엄벌주의적 정책들이 쉽게 도입되

지 않는 것으로 설명된다(Lacey, 2008; Petrunkin & Deutschmann, 2008). 북
유럽 국가들의 전문가 집단에 대한 높은 신뢰 역시 엄벌주의적 형사정책으로의 

전환을 제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이 주장되기도 한다(Pratt & 
Eriksson, 2013; Pratt, 2007). 벨기에(Snacken, 2007), 캐나다(Webster & 
Doob 2007), 프랑스(Levy, 2007; Roche, 2007) 등 서유럽 국가들에 대한 사

례 연구 역시 정책 입안이 전문가들의 지식과 경험보다는 대중들의 태도나 의

견에 상대적으로 많은 무게가 쏠리는 영미권의 형벌 포퓰리즘 현상은 거의 예

외에 가깝고 처벌은 어디까지나 입법에 기초해야 한다는 인식이 전제되어 엄벌

주의를 제어하는 현상을 보여준다. 
흥미로운 것은 독일의 경우, 관료 및 전문가 집단에 대한 신뢰가 정치인, 정

책 입안가 그리고 법원 사이의 협업을 가능하게 만들고 이들에 의해 엄벌주의 

입법의 효과가 제한될 수 있었던 사례로 설명되지만(Lacey, 2008), 이탈리아의 

경우 높은 사법 불신으로 인해 협업이 거부되면서도 마찬가지의 결과가 나타났

다는 점이다(Nelken, 2009). 넬켄은 사법 불신에 대응하여 만들어진 이탈리아 

사법부의 법적 경직성이 대중들의 압력으로부터 엄벌주의적 정책을 선회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주장하면서, 형사사법체계 내부 행위자들의 권한 조정과 입

법, 행정부와의 관계, 사법부에 대한 사회적 신뢰의 수준이 해당 사회의 처벌의 

패턴을 결정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11).
즉, 최근에 발전되고 있는 형벌 포퓰리즘에 대한 연구들은 그것이 단순히 보

수적 정치인들의 정치적 정당성 확보를 기획의 결과가 아니며, 다양한 행위자들

의 형사사법 시민참여와 정책 거버넌스의 확대가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실행하

는 과정으로 받아들여지는, 즉 처벌 정책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과

정의 산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런데 형벌 포퓰리즘 이론가들은 이와 같은 절차적 민주주의의 확대라는 외

관에 대하여 대체로 비판적 입장을 취한다. 짐링은 캘리포니아주에서 삼진아웃

11) 2008년 베를루스코니 정부의 등장 이후 마피아와 정치범을 대신하여 북아프리카 등으로부터의 불법 이주
자와 강도, 절도, 강간 등 전통적인 미시 범죄들에 대하여 자신이 소유한 언론과 방송사를 기반으로 포퓰
리즘적인 엄벌주의적 형사정책 기조가 선포되었지만 이들을 대량 구금하려던 정치적 공세와 여론의 움직
임을 제어할 수 있었던 것 역시 엄격한 법 해석과 형식적인 형사절차에 충실했던 판사와 검사들의 처벌 
관행이 가져온 의도하지 않은 효과로 설명된다(Nelken,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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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도입 되던 당시의 형벌 포퓰리즘이 전통적인 민주주의 사회에서 보장되었

던 피의자의 인권 보장에 대한 사법부의 역할을 약화시켜 버린 것을 문제로 지

적한다(Zimring et al., 1996:254). 로버트 역시 같은 입장에서 1990년대 이후 

미국 사회에서 엄벌주의적 형사정책에 대한 대중들의 요구에 직면하여 의회와 

행정부, 사법부의 전통적인 ‘권력 분립’이라는 것이 무너졌다고 평가한다. 대중

들의 공분을 형벌에 반영하기 위해 합리적 토론이나 과학적 분석의 결과들이 

삭제되는 과정이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었다는 것이다(Robert et al., 
2003:54). 이와 같이 형벌 포퓰리즘은 처벌의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외양을 갖고 있지만 행위자들간의 정보 공유와 심사, 숙의를 거치

지 않는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잠식하는 현상으로 비판받고 있다.
이와 달리 엄벌주의가 형벌 포퓰리즘의 필연적 결과는 아니라고 보는 보텀은 

형벌 포퓰리즘이 범죄와 처벌을 정치적 논쟁의 대상으로 부상시키고 이것이 새

로운 정치의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Bottom, 1995:40). 
반민주성에 대한 우려와 달리 정치인들로부터 추동된 포퓰리즘적 형사정책 담

론에 맞서 오히려 인권 및 반성폭력 운동 단체의 대응과 정치적 과정이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게 된 뉴질랜드의 사례는 보텀의 주장과 같이 형벌 포퓰리즘이 

범죄 이슈를 민주적 과정의 중심에 놓게 만드는 경험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Christie, 1993; Simon, 1997; Pratt & Marie, 2005). 퀼터 역시 기존의 형벌 

포퓰리즘 논의가 정책 입안과정에서 대중의 의견을 전적으로 무시한 관점이라 

비판한다(Quilter, 2014). 대중의 의사를 단순히 엄벌주의적 형사정책의 도입을 

요구하는 단일한 목소리로 간주할 수도 없으며 나아가 이들의 목소리가 형사정

책의 도입이나 처벌의 지형을 바꿔 놓는 데에 유용한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다. 디주르 역시 ‘대중’이라는 범주가 텅 빈 기표이며 담론적으로 구성되는 것일 

뿐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실제 누가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하는지에 대하여 경

험적 분석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그리고 처벌이 아닌 범죄에 대한 사회적 책임

과 관련 정책 마련을 고민하는 감수성을 ‘두터운 포퓰리즘’이라 명명하면서 이

러한 방식의 형벌 포퓰리즘 역시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Dzur, 2010; Dzur, 
2012). 형벌 포퓰리즘에 대한 이러한 연구들은 그것이 일부 정치가들에 의한 

위로부터의 일방적인 움직임도,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대중들의 ‘비합리적’ 감정

에 기반한 엄벌주의적 형사정책으로 귀결되는 것만은 아니며(Seidman, 1978; 
Bottom, 1995; Fenwick, 2013),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실천의 장이 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형사사법행위자들에 대한 신뢰 수준과 협업의 형태, 이들의 대

응전략 등이 입법의 효과를 조절할 수 있다는 이들 논의의 관점을 차용한다. 그



- 26 -

리고 처벌강화에 대한 행위자들의 요구가 제도화되는 과정에 있어 민주적 가치

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정당화 되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입법, 행정, 
사법부 등 관련 행위자들 간의 관계를 조정하거나 특정한 방식으로 처벌 강화 

수단들이 도입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역시 주되게 고려될 것이다.

(3) 법의�상대적�자율성과�남성중심성�비판:�비판법학이론과�법여성학

앞서 형벌 포퓰리즘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벌 제도의 효과를 설명하는데 

있어서는 형사사법기관의 기능과 권한, 그리고 그 행위성을 주요하게 고려할 필

요가 있다. 형사사법기관은 국회의 입법이나 행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집행하는, 
사회적인 것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행위자들이 아니며 때문에 엄벌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그것이 형사사법의 절차 속에서 실천 방식은 분리하여 다

룰 필요가 있다. 형사사법체계 내부의 행위자들 역시 사회적 기대나 정치적 요

인들에 직면하여 이에 얼마나 부응해야 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할 것인지를 결

정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형사사법의 절차에는 법률의 제약이 엄연히 존재하며, 이것은 한편으

로는 제약인 동시에 정치, 경제적 압력들로부터 그들이 일정 정도의 자율성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리스트가 형법을 형사정책의 극복할 수 없

는 한계라고 주장한 것 역시 처벌 제도는 오롯이 사회적 요인들에 의해 결정될 

수 없으며, 실정법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Liszt, 1905; 
박상기 외, 2015:6-13재인용). 

이와 같이 법 체계의 특성12)과 이를 통한 법 해석의 재량의 정도는 처벌의 

실제를 관찰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처벌에 대한 많은 사회학

의 이론들은 법적 판단과 결정을 형사사법체계 외부의 사회적인 것, 즉 경제적, 
사회적 하부구조의 반영 내지 수단으로 설명하는 경향이 강하다. 

물론 이들 논의와 같이 정치, 경제적 힘들이 형사사법체계를 통해 제도화 되

고 판결 역시 법체계 외부적인 요인들이 작동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곧 형사사

법체계가 아무런 독자성과 자율성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또한 형사사법 체계 내부에서도 각 행위자들의 역할과 목적은 상이하다. 한국에

12) 성문법의 해석이나 흠결의 보완을 판례를 통해 재구축하는 보통법(Common law) 체계가 운용
되는 영미권 국가들의 경우, 모든 범죄의 성립요건을 형법의 총칙과 각칙, 성문법을 통해 엄격
히 규정하고 있는 유럽과 일본, 한국과 같은 시민법(Civil law) 체계의 국가들에 비해 엄벌주
의 효과가 보다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설명된다(Newman, 1999; Deflem & Swaygart, 
2001; Stern, 1998; Matthews, 2005; Ruddel,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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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검사는 수사, 기소, 공판 업무를 하면서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고 피고인이 

그 죄책에 따라 처벌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법관은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

사실과 제출된 증거를 대조하여 살펴보고 변호사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사실인

정과 법리적 판단을 한 다음 적절한 양형에 대해 결정하여 판결문을 작성하게 

된다. 때문에 형사사법체계 내부에서도 법적 요건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방식은 

다를 수 있으며 이것이 가져오는 갈등과 경쟁 역시 제도변화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또한 형사 정책의 실행 과정에서 구사되는 이러한 전략들은 법률이라는 

형식적 근거에 토대할 것이 요구되기 때문에 법률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도 않

다. 즉, 처벌은 법적 판단과 행위자들의 이해, 양자 간의 상호 작용을 통해 만

들어진 것이라 볼 수 있다. 예컨대 한국과 마찬가지로 낮은 구금율을 보이며 엄

벌주의의 경향이 강하게 발현 되지 않은 대표적인 국가로 설명되는 이탈리아의 

경우, 높은 사법 불신에 대응하여 치안판사들이 스스로 사법개혁과 법률에 구속

되는 엄격한 문화를 만들기 시작했다. 이들은 법 해석에 충실한 경직성을 발휘

하며 철저한 기소 시스템으로 대응했고, 그 결과 많은 사건들이 형사사법 마지

막 단계까지 이르지 못하는 비효율적인 형사사법 체계가 강화되기도 했다

(Nelken, 2009).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벌에 대한 사회학적 논의들은 형사사법체계 내부 행위

자들의 행위성에는 상대적으로 주목해 오지 않았다. 때문에 사회학의 이론이 입

법과정에 대하여는 쉽게 적용될 수 있지만, 사법과정에 있어서는 충분한 설명력

을 갖지는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Stumpf, 1984:538; Hunt, 1976). 
예를 들어 스텀프는 사법결정에 관한 연구가 한편에서는 사회적, 정치적인 변수

만을 강조하거나, 다른 한편에서는 법적 판단의 내부적인 역동에만 초점을 맞추

며 이분화 된 연구의 경향을 비판한다. 사회학과 법학의 영역에서 각기 지배적

인 이러한 관점들은 양자 모두 비현실적이다.
때문에 본 연구가 채택하는 관점은 법사회학적 접근 중 하나인 비판법학이론

이다13). 형사정책의 실행, 구체적으로 그 적용 대상과 수준을 결정하는 사법부

의 판단은 법원리의 기계적이고 논리적인 적용의 과정이 아니며, 법률문제나 사

실판단에 있어서 판사의 광범위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재량 

행사는 사회와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도 않다. 비판법학이론은 이와 같이 법이 

그 자체로 완전한 자율성을 가지고 법내재적인 논리 구조에 따라 형식 합리적

이고 논리 필연적인 판단으로 이른다는 관점이 허구적이라는 비판에서 출발한

13) 비판법학이론은 하나의 단일한 이론 축을 갖는 것이라기 보다는 법질서에 대한 주류적 관점
에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이론적 사조의 총합이라 볼 수 있다. 터쉬넷은 비판법
학이 공유하고 있는 명제로서 ❶법의 불확정성, ❷법적 결정들이 이루어지는 맥락에 대한 관심, 
❸법은 정치라는 명제, 세 가지를 지적한다(Tushnet,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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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한인섭, 1999:146; White, 1986; Minow, 1997; 오정진, 1999). 
기실 이와 같이 법이 완전한 자율성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전제는 실제로 누가 

법적 통제의 대상이 되고, 무엇이 범죄로 구성되는지 등 사회에서 작동하는 법

현상을 통해 법과 사회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하는 법사회학의 출발이기도 하다

(이상수, 2010; 안진, 2012). 예컨대 홈즈와 르웰린 등 초기 법현실주의자들은 

논리적 연역을 통해 법적 추론이 가능하다는 기계적 법학, 법형식주의

(legalism)의 관점을 비판하면서, 법적 판단의 규칙 자체가 불확정적이라 주장

하며 법관의 판결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법외적 요소들을 밝혀내고자 했다

(Lewellyn, 1931; Holmes, 1897)14). 법사회학으로 명명되는 학문적 분파에서

는 법과 사회와의 관계에 대한 이해에 따라 다양한 이론들이 전개되어 왔다. 사
회학의 방법론을 통해 사회적 사실들을 파악하고 이에 근거한 입법을 강조하던 

‘사회학적 법학(sociological jurisprudence)’, 법관의 판결 행태에 영향을 미치

는 사회적 요인들을 통해 법적 판단의 임의성을 폭로하는 것 자체에 집중한 ‘법
현실주의(legal realism)’, 실증주의적 사회과학의 방법들을 동원하여 법현상에 

대한 과학적 지식의 축적을 목적을 했던 ‘법과 사회 운동(Law Society 
Movement)’ 등이 그것이다.

특히 비판법학이론은 법과 현실과의 괴리에 주목하는 이들의 문제 의식을 전

승하면서도 법이 현실을 어떠한 방식으로 정당화하는가에 집중한다. 경험적이고 

실증적인 방식으로 법과 사회간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했던 기존의 법현실주의

나 법과 사회 운동 등이 연구 대상인 ‘사실’을 현실의 당연한 일부로 수용함으

로써 현상 유지의 입장을 띨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비판하면서, 법이 어떻게 기

존 질서의 정당화 하는 수단으로 기능하는가에 대한 이론화를 추구하고자 했다

(양건, 2004:182). 즉, 기존의 법사회학적 시도들이 ‘법전상의 법’과 ‘살아있는 

법’ 간의 괴리를 지적하는데 그칠 뿐 법원칙과 법질서가 지닌 정당화, 이데올로

기적 기능을 드러내는데 소홀하였음에 대한 비판으로 등장한 것이 비판법학이

론이다(Tushnet, 1977; White, 1986; Trubek, 1977). 이와 같이 비판법학에서

는 판결이 법리나 선례에 구속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가능

하게 만들고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의 작동에 주목한다. 법규를 중립적으로 적

용가능하다고 본 포스너조차도 이러한 주장을 지지하면서 재판은 부분적으로 

법률을 따르고 부분적으로 이데올로기인 것이 아니라 이미 이데올로기로 가득

차 있으며 이들이 혼재되어 있다는 점을 주장했다(Posner, 2008).
이러한 관점은 이후 비판 페미니즘이론, 비판 인종이론 등과 결합되어 비판법

14) 하지만 법현실주의는 법이나 법행동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적 구성으로는 나아가지 못했으며 주로 경험
주의적 접근을 통해 당대 판결들이 가진 논리와 모순을 폭로하거나 스스로 판사로 활동하거나 연방정부에 
참여하면서 법규의 제정에도 참여하는 방식으로만 남게 되었다(White,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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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의 지평을 넓히게 된다. 법여성학은 법의 중립성과 객관성에 감추어진 권력관

계를 폭로하고 비판하며 법과 국가는 그 자체가 매우 남성적인 요소로 구성되

어 있고, 남성 지배를 위한 장치로서 운용되고 있다고 본다(Fineman, 1991; 
West, 1984; Mackinnon, 1982). 대표적으로 맥키넌은 법언어와 그 집행방식은 

남성의 관점, 남성의 이미지, 남성의 경험에서 추상화된 것, 예컨대 법규범은 

강간을 당하기 보다는 강간을 하기 쉬운 남성의 시각에 기초하여 형성되어 있

다는 점에서 법과 국가는 ‘남성적’이라 주장한다(Mackinnon, 1982). 스마트 역

시 남성중심적인 성적 규범으로 인해 여성의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재판에서 배

제되고 있음을 지적했다(Smart, 1989). 
법여성학은 법학과 법적 추론이 남성적 특성을 갖고 있다고 진단하는 만큼, 

남성적 법학이 발전시켜 온 맹목적이고 편파적인 관점에 도전하며 여성의 경험

에 의거하여 대안적 이론화를 시도한다. 법규범이 이미 남성중심적으로 형성되

었다면 그 가부장적 법규범에 여성을 끼워 맞추는 것은 문제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법의 언어와 판단에서 배제되거나 무시되어 온 여성의 경험을 드러내는 

작업에 집중하게 된다(양현아, 2004). 그리고 이를 통해 근대 법학자들의 주요 

개념 도구인 합리성, 객관성, 자율성, 주체성 등의 관념들의 한계를 폭로하고 

대신 맥락성, 주관성, 차이 등의 개념을 보다 중시하는데 이론적 입지를 보인

다. 
예컨데 법여성학에서는 성폭력을 정조를 침해한 죄로 인식하는 형법과 법 해

석을 비판하면서 성적 자기결정권의 개념을 통해 여성의 관점에서 그 피해를 

해석함으로써 섹슈얼리티에 대한 이중적 기준을 적용하는 법 해석을 비판하는 

자료로 삼고자 했다. 특히 강간죄의 폭행, 협박을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구하는 판례의 입장인 최협의설은 

여성이 경험하는 피해의 맥락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었

다(민경자, 1999; 배은경, 1997; 조국, 2003; 장다혜, 2012a). 마찬가지로 남성 

파트너에 대한 자기방어와 피해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한 선택으로서 그에 대한 

폭력에 이르게 된 여성들의 저항을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않는 법 해석의 관점 

역시 여성의 경험과 그녀가 놓인 사회적 맥락에 기반해 재해석의 대상이 되었

다(조주현․김성례, 1993; 이재경․김선욱, 1993; 민경자, 1999). 법은 이러한 여

성들이 극도의 공포심으로 인해 합리성을 결여한 상태였음이 인정될 때 비로소 

정당방위를 인정한다. 즉, 법해석을 통해 여성의 피해 경험이 인정되려면 ‘매맞

는 아내 증후군’에 호소해야하며 이와 같은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여성은 

피해자가 아니라 살인의 가해자일 뿐이라는 점에서 여성들이 놓인 상황과 경험

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슈나이더는 “폭력으로 찢겨지고 무너져버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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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참하고 불쌍한 여성피해자”에게만 익숙해 있는 사법시스템의 한계로 인해 여

성의 주체성과 합리성이 파악되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했다(Schneider, 1991). 
이와 같이 비판법학이론이 법과 현실간의 괴리를 단순히 드러내는 것을 넘어 

법적 판단 과정에 작동하는 규범들을 사회적 사실로서 다룬다는 점은 본 연구

에서 취하게 되는 관점 중 하나이다. 또한 엄벌의 대상이 어떻게 선별되고 있는

지, 남성중심적 법해석의 관점이 어떠한 법의 언어들을 통해 정당화 되고 있는 

것인지를 해명하는 것은 처벌의 실제와 그 정치적 함의를 밝히는데 있어 전제

되어야 할 작업이다. 범죄와 처벌 담론의 구체적 생산 과정, 그리고 이것이 실

제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실증적 검토 없이 담론 생산자로서 보수적 미디어와 

대중, 정치인들만을 문제의 근원으로 비판하는 것은 엄벌주의 현상에 대한 성찰

을 가로막는 요인이 된다. 담론 차원에서는 처벌의 정당화 논리를 이해함으로써 

실질적인 법(substantive law), 즉 살아있는 법의 규칙들을 이해, 평가, 비판할 

수 있으며, 정책 이면에서 작동하는 제도적 맥락과 행위자들의 권력 관계를 이

해할 때 제도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Clarkson & 
Keating, 1998). 

2) 연구대상�및�분석틀

(1) 연구대상

① 처벌 제도와 성폭력

본 연구에서 처벌15)은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로 정의한다(Lacey, 
1988). 제재는 권력, 권위, 합법성, 규범성, 도덕성, 개인성, 사회적 관계 등 정

상성을 규정하고 만드는 일련의 수단들과 관련된 문제로 이해될 수 있지만

(Garland, 1983) 여기서는 법적인 제재에 국한한다. 
이와 같은 법적 제재는 형벌과 보안처분 모두를 포함한다. 형벌과 보안처분의 

정의는 형벌의 목적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 상이하게 정의될 수 있지만16) 

15) 이러한 정의에 대하여 감옥이나 국가 권력을 넘어 처벌의 개념을 확장해야 한다는 지적들이 존재
한다(Fox, 1995). 특히 페미니스트들은 그와 같은 처벌 개념이 법적 권위 없는 사적 공격과 보복 
등의 실천, 예를 들어 가정폭력과 같이 가부장제 안에서 폭력이 여성에 대한 처벌이라는 사실상의 
제도로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처벌 개념을 비국가적 제도, 여성의 몸에 대한 통제 권
력으로까지 확장을 주장한다(Smart, 1989; Davis, 2002). 

16) 형벌의 목적에 대하여는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는데, 흔히 ‘응보’를 강조하는 응보주의의 입



- 31 -

우리나라는 형사제재의 이원주의에 따라 형벌과 보안처분을 구별하고 있다. 즉, 
형법 제41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
류, 과료, 몰수가 형벌이며, 이미 죄를 저질렀거나 저지를 우려가 있는 범죄 위

험자에 대하여 그에 대응한 사전 예방조치로 과해지는 교육, 보호, 선도, 치료 

등의 강제적인 처분을 보안처분이라 한다. 형벌의 경우 행위자의 책임을 기초

로, 과거의 범죄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에 반해 보안처분은 향후 범죄의 위험

성이 부과의 요건이 된다. 또한 보안처분은 범행 당시 심신 상실 및 미약 상태

로 형법상 그 책임 능력을 인정할 수 없는 자였다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형벌과 구별된다. 형벌 집행 이후에도 재범의 위험성을 방지한다는 명분

으로 부과되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신상공개, 보호감호 등이 이른바 대인

적 보안처분에 속한다.
그런데 재범의 위험,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들을 관

리하고 통제하는 방식이 새로운 제재수단 즉 보안처분의 확대를 통해서만 이뤄

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 형벌은 과거의 행위로 인해 침해된 법익과 위해

(danger)에 대해 책임을 부과하는 수단이지만 미래에 발생할지도 모를 범죄 위

험성(risk)을 초기에 차단해야한다는 담론을 매개로 강화되고 있음이 지적된다

(Christie, 2000; Crawford, 1997; Loader & Walker, 2007; Ungar, 2001). 예
를 들어 범죄자에 대한 ‘3진 아웃(three strike out)’, ‘무관용(zero-torelance)’ 
등의 패러다임은 일상적 범죄에 대한 전통적인 형벌 적용을 강화시키는 한편 

이를 통해 수형 시설의 구금율을 높이고 있다. 때문에 전통적인 처벌의 수단인 

형벌은 오늘날의 엄벌주의 현상을 설명하는데 있어 여전히 핵심적인 도구로 논

의되어야 한다(Sparks, 2001:159). 
더구나 재범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형벌과 보안처분의 구별은 

명확하지도 않다. 기실 특정한 범죄자에게 재범의 위험을 막는다는 것은 형벌 

자체의 기본적인 목적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형벌의 목적으로는 범죄 행위에 

대한 윤리적 비난으로서 책임을 부과하려는 응보 이외에도 범죄자가 아닌 일반 

사회에 대하여 경고와 위하를 통해 장래에 범죄를 범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일

반예방, 범죄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특별예방의 목적이 함께 고려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재범 방지가 곧 형벌의 유일한 목적이 아님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본 논문에서는 오늘날 처벌 강화 담론의 중심에는 개선불가능하고 위험한 자

장에서는 범죄자가 그의 범행으로 만들어 낸 해악에 대하여 국가가 동일한 새로운 해악을 
가함으로써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형벌의 목적으로 이해한다. 이에 반해 ‘일반예방’의 사상
은 범죄자에 대한 응보 그 자체가 아니라 그에 대한 처벌을 통해 일반인들로 하여금 공동체
의 질서와 규칙을 준수하도록 만드는 것을, ‘특별예방’은 범죄인에 대한 재사회화를 형벌의 
목적으로 이해한다.



- 32 -

들을 선별하고 배제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타자의 범죄학’(Garland, 2002:243), 
보안처분이 대두되는 ‘새로운 행형’(Feeley & Simon, 1992), 정신의학과 심리

학 등을 통해 치료라는 명목으로 처벌받아야 할 ‘호모 크리미날리스’의 부상

(Pasquino, 1991; Takashi, 2001)등 ‘재범 위험성’이 엄벌의 대상을 판별하는 

기준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기존의 논의들을 고려하였다17). 즉, 2000년대 이후

의 엄벌주의는 그 중심에 높인 성폭력을 중심으로 설명하되, 이전의 처벌 제도

의 변화과정에 있어서는 당대 주요한 ‘재범 위험성’ 관리 대상이 된 집단들에 

국한하여 그들에게 적용된 처벌 제도에 한정하여 관찰한다. 이들에게 부과된 제

재수단이 엄벌주의의 성격을 갖는지는 그것이 도입된 취지와 목적, 사실상의 효

과와 이를 둘러싼 담론들을 통해 규명될 것임을 밝혀 둔다.
1953년 현행 형법 체계가 등장한 이후 국회 회의록 및 법률안, 법률의 요건, 

처벌 수단의 도입과 적용 이유 등을 통해 ‘재범의 우려’, ‘재범의 위험’, ‘범죄를 

다시 저지를 우려’가 있는 자들과 그들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 도입된 것들을 확

인한 바, 본 연구에서 관찰하는 처벌의 수단은 아래 표3과 같다. ‘재범 위험’이 

의제된 집단은 사상범 및 공안사범, 부랑인 및 성판매 여성 등 언더클래스, 폭
력사범 등에서 ‘가정파괴범’, ‘인신매매범’, 성매수자, 그리고 성폭력 범죄자 등 

젠더폭력을 중심으로 점차 변화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의 성폭력은 형법의 ‘강간과 추행의 죄’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형사특별법

에 규정된 특정 유형에 한정된다. 처벌을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제

재 수단으로 정의하고 있기에 이를 따른 것이다. 기실 성폭력은 아내구타, 직장 

내 성희롱, 작업장에서의 여성에 대한 물리적 폭력 등 생물학적 여성에 대한 일

체의 폭력에서부터 성희롱, 성기노출, 윤간, 아내강간, 강도강간 등 섹슈얼리티

와 보다 직접 연관되는 ‘성적인’ 폭력 등 다양한 개념으로 사용되는 어휘이다. 

17) 한국사회에서 2000년대 중반 이후의 대표적인 엄벌주의 입법으로 지적되는 ❶징역형을 선
고받는 성폭력범죄자 중 다시 성폭력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제정한 특정범죄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2007. 4. 27 제정, 법률 제8394호), ❷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및 열람 범위의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7. 8. 3 개정, 
법률 제8634호), ❸성인 대상 성범죄자의 경우에도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등록, 공개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2010. 4. 15 제정, 법률 제10258호), ❹흉악범에 
대해 얼굴 등을 가리지 않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개정, 법률 제10256호), ❺성폭력범죄의 상습범을 가중처벌하고 유기징역
의 상한을 상향조정한 형법(2010. 4. 15 개정, 법률 제10259호), ❻상습적 아동 성폭력범
에게 호르몬 주사를 주기적으로 투여하는 약물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한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2010. 7. 23 제정, 법률 제10371호) 등 6개 법률 모두 재범의 위험이 높은 성폭
력 범죄자에 대한 관리와 그들로부터의 사회방위를 주된 목적으로 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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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의 여성폭력철폐선언에서는 성폭력(Violence against Women)을 아내 폭력

은 물론이고 데이트 및 연인 관계 등 친밀한 관계에서의 언어적, 신체적, 심리

적 폭력이나 인신매매, 성매매 등을 포괄하여 ‘여성에게 신체적, 성적, 심리적인 

피해나 고통을 유발하거나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종류의 젠더폭력(gender 
based violence)’이라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4장에서 설명하겠

지만, 1990년대 초반, 한국의 반성폭력 운동의 요구가 법제화 되는 과정에서 

성폭력은 오늘날의 용례와 같이 후자의 의미로 축소되고 형법상 ‘강간과 추행의 

죄’에 규정된 행위를 기초로 이해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미니즘에서는 

이들 폭력들이 불평등한 성별 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젠더 폭력이라는 점에 대

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신상숙, 2008; 양현아, 2006; 장다혜, 2012a).

법적 성격 수단
‘재범 위험’ 의 

적극적 관리 집단

수사 및 재판 수단 구속

§ 정치범(국가보안법, 
반공법 위반 등)

§ 부랑아, 성판매 여성 
등 언더클래스
§ 폭력배

↓
가정파괴범, 인신매매범

↓
청소년 성매수자

↓
성범죄자

형벌 및 형집행 방식

형벌의 법정형(사형, 무기징역, 가중처
벌 및 법정형 상향 등) 및 양형

집행유예

가석방, 준법서약

공소시효 및 친고죄 

대인적 보안처분

보도구금, 예방구금, 보호감호

치료감호, 성충동 약물치료

보안관찰, 보호관찰, 주거제한, 시설수
용, 갱생보호(취업알선, 직업보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표 3 주요 처벌 수단

② 사법 민주화

본 연구에서는 처벌제도의 변화 과정을 사법민주화의 과정을 통해 설명한다. 

‘사법 민주화’는 포괄적으로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사법에서 실현되는 것을 

추구하는 정치적 입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지만 그 정의는 강조점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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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한 방식으로 사용된다. 시민의 참여와 형사사법에 대한 통제를 핵심적인 쟁

점으로 지적하는 경우 사법민주화를 “국민들이 적극적, 능동적으로 사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으로 정의하기도 하고(한상희, 2010), 로스

쿨 도입 등 법률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핵심으로 내세웠던 1995년 문민정부의 

세계화추진위원회에서는 “다양한 법률수요에 맞추어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지식

과 훌륭한 덕목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는 방안을 사법민주화의 핵심적 내용

으로 제시하기도 했다(세계화추진위원회, 1998:368). 정종섭은 이들을 포괄하

여 “사법작용에 대한 국민의 직접참여 이외에 사법부 구성에 있어 민주적 정당

성 확보, 사법 절차에 관한 기본권의 보장, 재판공개원칙의 확보, 사법부의 독

립, 법관의 자치, 검찰제도와 변호사제도의 민주화 등을 포괄”하려는 시도로 정

의한다(정종섭, 2001). 
하지만 사법 과정에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것 역시 매우 포괄

적인 이념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 기획이 그에 부합하는지 역시 이견이 있다. 때
문에 ‘사법 민주화’라는 구호는 식민지기 총독부의 조선 통치를 위한 과정에서

도, 군정기 식민지 사법을 해체하려는 과정에서도, 군사정부의 근대화 기획에서

도 널리 공유, 사용될 수 있었다(문준영, 2010). 
더구나 사법민주화의 과정을 일별하는 것은 본 연구의 목적 또한 아니며 이

와 관련해서는 이미 훌륭한 연구들이 집적되어 있고 사법개혁위원회의 백서나 

관계자들의 증언이 그 과정을 충실히 보고하고 있다(이국운, 2012; 문준영, 
2010; 문준영, 2004; 한인섭, 2000; 최장집, 2010; 최선, 2014; 김선수, 2008; 
한승헌, 2014).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사법 민주화를 규범적 평가가 아닌, 처벌

의 실질적,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혁의 총체로 정의하고자 한

다. 즉 법의 해석과 적용, 인신구속제도, 양형, 보안처분 및 행형 등 형사사법의 

단계별로 부과되는 공식적 제재와 변화과정을 중심으로 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들을 관찰한다. 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형사사법 행위자들간의 역

할 분담이나 조직 및 인력 관리와 관련한 내용들은 제외한다.
물론 한국 사회에서 사법민주화의 지배적 기조 역시 변화해간다. 예컨대 이국

운은 사법개혁 혹은 사법민주화의 과제가 변화하는 것을 그 시기에 따라 3개로 

구분하고 있는데, 식민지 사법의 유제로서 사법부 내부의 봉건적 특권의식을 청

산하는 것과 법 앞의 평등이나 기본적 인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요청이 사법제

도 전반에 관철되도록 하는 것, 대표적으로는 인신 구속 위주의 형사사법 제도

를 정상화하는 것을 국민국가 형성기의 과제로, 1998년 경제 위기 이후에는 시

민의 입장에서 사법적 후생의 양과 질을 증진시키는 것으로서 예컨대 축소된 

사법시장을 확대하고 법률가 숫자를 증대하거나 국선 변호사 제도 등을 도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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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사법 복지를 추구하는 복지국가 구축기로, 형사사법체계의 자율적 대응 능력

이나 전문성 강화를 통해 체계적이고 합당한 사법적 대응 수단들을 다양하게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탈근대의 시대로 구분하고 있다(이국운, 
2012:246). 본 논문의 3장에서 다루고 있는 사법민주화는 권위주의 시기 형성

된 탈법적, 초법적 처벌 제도를 청산하고 형사사법 행위자들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나 권력 남용의 견제를 통해 피의자 등의 자유권을 보호하려는 시도, 즉 탈

권위주의의 기획이 중심이 되고 있다. 4장에서는 판결에 대한 신뢰 확보와 형

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양형 기준제 도입이나 국민이 직접 형사사법 과정에 참

여하는 참여재판 도입 시도와 같이 사법 통제와 참여로서의 사법민주화가 중심

이 되고 있다.
‘사법 민주화’는 사법부18)나 국회, 대통령 직속의 사법제도발전위원회, 사법

개혁추진위원회, 사법제도개혁위원회 등 그것을 목적으로 내걸고 등장한 구체적

인 국가 기구들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의 운동, 나아가 과거사 청산 및 국가 인

권기구 등 처벌제도의 개혁 자체를 목적으로 설립되지 않는 기구라 하더라도 

이들의 관련 시도까지 모두 포괄한다. 다만 한국 사회에서 ‘사법개혁’은 시민사

회 섹터 등의 시도보다는 대통령 및 사법부 직속의 특정 위원회들에 의해 추진

된 그것을 지칭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둘 다를 포괄할 때에는 ‘사
법 민주화’를, 위 위원회들의 시도는 ‘사법개혁’으로 지칭했다.

(2) 분석틀

연구의 질문과 이론적 자원을 기초로 연구의 대상과 주요 변수를 구체화 한 

것이 아래 그림1에 제시되어 있다. 

처벌 제도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법령 등 처벌의 실천이 성문화 된 규칙

18) 사법민주화의 ‘사법’은 사법부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사법 작용은 위험의 예방과 억제를 주
된 목적으로 하는 행정작용인 치안(polizei)과 달리 이미 발생한 법익 침해로 인한 분쟁을 해
결하기 위한 수사와 재판, 형 집행 등 법을 실행하는 작용을 지칭한다. 수사단계에서 검찰의 
수사를 보조하는 경찰 역시 ‘사법’ 경찰로 명명되며, 검찰은 사법 과정 중 공소제기 이전 단계
의 임무를 맡으며 재판을 담당하는 사법부의 권한 행사를 견제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 발견까지 해야하는 객관의 의무를 진다
는 점에서 준사법기관으로 명명되기도 한다(이완규, 2003). 제헌 이후 검찰이 법원과 분리되
고 헌법이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고 선언함으로써 검찰을 ‘사법기관’으로 명명하던 관행은 
사라졌지만 형사사법을 재판에 국한하지 않고 수사 및 행형 집행까지 포괄하여 지칭하는 것은 
통상적이다(문준영, 2010). 본문에서는 이들 행위자들을 통칭할때는 ‘형사사법기관’을 사용하
지만 대법원, 각급 법원 및 법원행정처를 지칭할 때에는 ‘사법부’라는 어휘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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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이를 뒷받침하는 처벌의 이념 두 가지 측면에서 포착한다. 제도에 대한 정

의와 분석 수준, 구성 요소간의 관계는 관점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본 연구에

서는 마호니와 스나이더(Mahoney & Snyder, 1999)의 연구를 참고하여 분석

의 대상이 되는 처벌 제도에 대한 분석의 층위를 아래 표4와 같이 나누었다. 
처벌의 내용과 절차가 구체적인 법령과 형식으로 나타난 공식적 규칙, 이것의 

도입과 운용에 작동한 이념, 두 층위에서 처벌 제도의 역사적 변화과정을 설명

한다. 특히 제도의 이념은 제도의 구성요소로서 중요하게 고려 되었다. 정치, 
경제적 변동 등 구조적 요인들이 형사사법체계의 제도적 환경이 되는 것은, 그
로 인해 처벌에 대한 새로운 이념(idea)이 등장하고 이를 둘러싸고 행위자들이 

상호작용을 한 결과 제도의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림 2 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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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적 국면에 형성된 탈권위주의적 처벌 제도는 일단 공고화 된 이후에는 

엄벌주의 입법의 선택지나 입법의 사후적 효과를 제약하는 힘으로 작동하게 된

다. 특히 이는 형사사법체계의 구체적 행위자와 처벌을 정당화 하는 이념, 그리

고 이를 반영하여 만들어 진 법률과 규칙을 구속한다. 때문에 사법민주화의 벡

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형사사법체계를 구성하는 이 세 가지 요소가 함께 

조정되어야 한다. 즉, 누가, 특정한 방식의 처벌을 정당화하는 구체적 이념으로 

무엇을 내세우고, 이것을 공식적 규칙으로 만들어내는데 성공하는지 세 가지는 

엄벌주의 입법과 그 실행의 구체적 효과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검찰

의 사법민주화 전략과 법원의 그 것이 상이한 경우 처벌 제도의 변화가 가져오

는 효과는 이들이 주도권을 가지는 형사사법의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그 

효과가 무화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형사사법체계의 주된 행위자로 입법부

를 포함하지만, 주로 검찰과 사법부 등 내부 행위자들의 상이한 이념과 규칙 마

련을 위한 대응 전략들이 미치는 효과에 주목한다. 

4. 자료 및 방법

분석
수준

변수 구체적 변수

구조적 
수준

국내외 정치, 
경제적 요인

정권교체(과거사청산, 국가인권기구, 시민입법운동)
경제위기(교정과밀, 행형비용)
국제적 정세(세계화와 인권레짐)
사건발생과 우연성

문화적 요인 사법불신, 범죄 두려움, 청소년 및 섹슈얼리티 보호

제도적 
수준

제도 
및  
맥락

공식적 
규칙

처벌의 수단들

제도화 
된 이념

[내용] 형사사법 절차상 피고인 vs 피해자의 인권보호 
[절차] ‘사법부의 독립’, vs 사법 참여와 통제(‘법 감정’ 반영)

행
위
자

내부 헌법재판소, 법원, 법무부, 검찰, 경찰

외부
입법부, 행정부(여성가족부 및 청소년보호위원회 등)
전문가집단(법률 및 의료, 심리학)
반성폭력 운동 및 사법개혁운동 등 시민단체

표 4 처벌제도 분석의 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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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헌연구

본 연구는 한국 사례에 대한 역사사회학적 접근이다. 이와 같은 사례 중심적 

방법은 사례를 통합적인 전체로 고려한다. 예를 들면 입법부와 사법부의 관계, 
사법기관의 자율성의 정도나 경찰, 검찰, 법원 간의 관계와 권한 분배를 의미하

는 형사사법체계의 특수성, 전문가 집단이나 시민사회운동단체 등으로부터의 자

율성이나 정책 거버넌스의 성격 등 가능한 모든 조건들이 조합되는 방식을 전

체로서 설명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가능한 모든 조건을 검토하는 것은 변수 중

심적 접근과 달리 종속변수를 설명하기 위해 인과 조건들을 통제하거나 방해 

요인으로 간주할 필요가 없다는 강점이 있다(Ragin, 1987:83-4). 이러한 방법

을 통해 도출된 가설은 사례의 확보를 통해 각 국가별로 조건들이 어떻게 상이

하게 조합되는지를 검토하는 후속 연구에 기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처벌 제도의 도입 및 운용의 실제에 관한 자료는 1차적으로 국회회의록의 법

률안 회의록 및 국정감사 자료를 활용하였다19). 그 밖에 경찰, 검찰, 법원, 헌
법재판소 및 교정기관, 양형위원회 등 형사사법기관과 사법개혁위원회 등이 생

산한 문서가 포함되었다. 형사사법체계 외부 행위자들의 동학은 신문기사와 반

성폭력운동단체 및 국가인권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및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

임 등 관련 행위자들이 생산한 자료들을 살펴보았다. 특히 1988년 9월 헌법재

판소가 설립된 이후에는 기존의 처벌 제도들에 대한 위헌소송 역시 잇따랐기에 

이들 위헌소송 과정에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들을 정보공개 신청하여 확보하였

다20). 그 밖의 위헌소송의 판결문은 현재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이미 공개된 

것을 활용하였다.
19) 위 국회 회의록 시스템에서는 1961년 5월부터 1963년 12월까지 즉, 국가재건최고회의 시기의 

회의록과 1972년 10월부터 1973년 3월까지 박정희 정부의 유신헌법체제 등장 직후 비상국무회
의 시기의 회의록은 공개된 자료가 많지 않은 편이며 논의 과정에서도 풍부한 담론들을 포착하
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대신 이들 시기에는 「5.16 혁명정부 업적회보」, 「혁명정부: 종합업
적」, 「혁명정부 7개월간의 업적」, 「혁명정부 1년간의 업적」 , 「혁명2년간의 업적개요」, 
「새마을운동 10년사」 등 특정 치안 캠페인에 대한 홍보를 위한 비정기 간행물이 상대적으로 
많이 생산되었기에 이 자료를 검토하였다.

20) 갱생보호 제도와 관련한 2002헌마676(국유지양여신청거부처분 위헌확인), 보호감호와 관련한 
2003헌바1(형사소송법 제221조의3제1항 등 위헌소원) 및 88헌마425·88헌가8·89헌가44(사회
보호법 제5조의 위헌심판제청), 삼청교육대 운용과 관련한 2011헌마682(삼청교육피해자의 명
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위헌확인) 및 96헌마29·94헌마246(불기소처분 취
소), 보안감호 및 국가보안법 위반자에 대한 가석방 제도와 관련한 98헌마425·99헌마170·99
헌마498(준법서약제 등 위헌확인)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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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계분석

6장에서는 엄벌 대상의 선별 기준으로서 성폭력 ‘재범 위험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통해 사법민주화와 처벌제도의 의미와 한계를 평가한다. 
이를 위해 2013년 1년간 아동 및 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죄에 대한 1심 판결문

을 분석했다. 형사사법기관에 접수되는 성폭력 사건의 유형 중 강제추행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21), 그 중에서도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은 

상대적으로 엄벌주의 담론이 강하게 작동하였다는 점, 강제추행의 경우 행위태

양이 ‘가벼운’ 신체 접촉에서부터 강간 미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는 점을 고

려할 때, 엄벌 대상의 선별이 이뤄지는 방식을 판단하기에 적절한 대상으로 판

단하였다.
대법원 판결 및 하급심 판결문은 법원도서관의 지정 PC를 이용하여 열람, 사

건번호를 특정한 후 인터넷을 통해 열람을 신청하면 그 사본을 받아볼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2015년 실시한 ‘2012년 성폭력 관

련 법개정 이후 수사실무의 변화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에서 기초조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수집한 판결문을 활용했다. 2013년 1년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에 관한법률 제7조의 3항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제3항 

위반으로 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사건번호를 기준으로 할 때 총 1,081건이었으

며, 이 중에서 강제추행보다 법정형이 높은 성폭력이 경합범으로 포함된 경우와 

2심 사건을 제외하고 피고인을 기준으로 748개의 사례가 분석 대상이 되었다. 
판결문을 읽고 사건특성, 양형인자, 처벌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부록의 조사

표를 토대로 코딩했다. 구체적인 변수 정의는 6장에서 설명하도록 한다. 
형벌 및 보안처분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분류분석, 그 

중 대량의 자료로부터 판결에 존재하는 규칙을 탐색하고 모형화하는 데이터마

이닝 기법인 의사결정나무분석을 이용하였다. 의사결정나무분석은 선형성이나 

정규성에 대한 가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비모수적 방법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

대상에 유용한 분석 방법으로 판단하였다. 선형회귀분석에서는 변수들간의 상호

작용은 연구자가 모형을 설정하기 이전에 가설을 고려하여 변인을 투입해야 하

21) 경찰에서 송치되어 검찰에 접수된 성폭력 중 강제추행은 40% 이상을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구성한다. 2014년 1년간 접수된 30,732건의 성폭력 사건 중 강제추행은 12,954건
(42.2%), 2013년에는 13,361건(45.5%), 2012년에는 11,068건(46.9%)이었다. 범죄분석 통
계시스템(http://arc.crimestat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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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의사결정나무분석에서는 연구자가 예측하지 못했던 상호작용까지 밝혀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박성훈·최이문, 2015:176). 또한 양형인자들간

의 독립성을 가정하기 힘들다는 점 역시 고려되었다. 예를 들어 법관의 판결이

라는 의사결정과정은 양형기준이나 피고인의 개인적 속성들 각각에 의하여 결

정되기 보다는 여러 인자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여 조합된 결과이다. 이러한 

이유로 카스텔렉은 의사결정나무분석이 법적 추론 과정의 분석에 있어 유용함

을 주장한 바 있다(Kastellec, 2010). 양형인자, 실형 선고 여부, 신상공개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선고 여부 등은 모두 이분형 변수라는 점 역시 모

형의 단순화를 목표로 하는 위 분석에 용이하였다. SPSS 18.0에서 제공하는 분

류분석의 트리 모형의 CHAID 알고리즘을 이용하였다22). 

5. 논문의 구성

2장에서는 재범 위험성이 의제된 집단에 부과된 처벌 제도를 중심으로 권위

주의 시기 엄벌주의의 작동 방식을 살펴본다. 특히 자의적인 ‘재범 위험성’ 의제

를 통한 보안처분과 구속, 양형, 사형집행 등 형사 절차를 둘러싼 형사절차의 

파행과 사법부의 무력화는 정권교체 이후 본격화 된 사법민주화의 기조는 물론 

2000년대 중반 이후 성폭력 엄벌주의 입법의 구체적 형태를 제약하는 조건으로 

작동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 시기의 경험은 민주화 이후 엄벌주의의 작동 방

식과 특성을 설명하는데 있어서도 비교의 준거가 된다. 
3장에서는 정권교체와 경제위기라는 결정적 국면을 통해 사법민주화가 본격

화 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권위주의 시기의 자의적 공권력 남용의 역사적 유제

로 인해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

화하려는, 즉 탈권위주의 기획으로서 사법민주화가 피해자 보호나 사법 ‘참여’의 

가치보다 우선하며 추진, 공고화 된다.
4장에서는 성폭력 범죄자가 새로운 엄벌의 대상으로 부상하게 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처벌의 정당성을 국가-피고인 등 2자 관계 속에서 바라보는 기왕의 

사법민주화의 기조에 대한 반발, 피해자 소외 및 양형의 투명성에 대한 요구들

과 함께 처벌의 정당성을 국가-피고인-피해자의 3자 관계의 문제로 바라보는 

관점이 점진적으로 부상하기 시작한다. 가부장적 섹슈얼리티 질서의 구축이 엄

벌주의의 핵심적 과업이 되면서 국가 권력의 확장을 제어하고 피고인 등의 인

22) CHAID(chi-squared automatic interaction detection) 방식은 범주형 자료에 대해서는 카이검증을, 
연속형 자료에 대해서는 F-검증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분리하는 방식이다. 의사결정나무분석 방법으로 
분류된 판결문의 집합(노드)이 최소 15이상이 되도록 하여 분류를 최소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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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법민주화의 움직임이 공고화되는 과정에도 불구하고 성

폭력에 대한 엄벌주의 입법은 빠른 시일내에 관철된다. 
5장에서는 3장에서 살펴본 사법 민주화의 효과로서 탈권위주의적 처벌제도의 

유제가 성폭력 처벌 제도의 구체적 형태와 한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설명한다. 사법민주화의 요구에 직면하여 위기에 처한 검찰은 엄벌주의를 통해 

대국민 신뢰 확보의 전략을 취한다. 하지만 기존 처벌제도의 경로의존성으로 인

해 생명 및 자유박탈적 처벌 제도의 입법은 최소화되었고, 사법부는 양형 및 판

결에 대한 재량권 확보를 통해 급격한 양형 강화를 제어하게 된다. 그 결과 이

를 우회한 새로운 안전장치들이 형벌을 대체하여 도입되는 과정을 설명할 것이

다. 
6장에서는 이와 같이 도입된 보안처분이 성폭력 처벌에 가져온 효과를 살펴

본다. 보안처분의 과도함 및 일률적인 ‘재범 위험성’ 의제에 대한 반발은 엄벌주

의 입법의 효과를 이원화 된 방식으로 가져온다. 하지만 사법부의 엄벌 대상 선

별은 여전히 왜곡된 성폭력 통념을 기반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이것이 갖는 함

의와 한계가 설명될 것이다.

그림 3 성폭력 처벌제도의 변화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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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권위주의 시기의 엄벌주의와 억압적 처벌 제도의 

형성

권위주의 시기의 처벌 제도는 법적 근거나 정당성을 결여한 법 해석 혹은 자

의적인 공권력 행사를 기반으로 실행되었다. ‘사회악’ 혹은 ‘재범 위험성’은 반

공과 근대화 기획의 구성적 타자를 호명하는 핵심적인 기표가 되었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배제와 무력화를 위해 상시적인 엄벌주의 정책이 가동되었다. 특히 

보안처분에 있어서는 그 적용 범위를 규정하는 ‘재범 위험성’이라는 모호한 개

념이, 형벌의 집행에 있어서는 행정부의 사법부에 대한 광범위한 지배와 통제가 

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처벌 제도의 운용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1. 자의적 ‘재범 위험성’ 의제와 보안처분

1) 국가보안법과�사회안전법

제헌 이래 ‘재범의 위험’, ‘범죄를 다시 저지를 우려’를 이유로 한 처벌제도가 

법적인 근거를 갖고 최초로 명시된 것은 국가보안법이다. 반공이 국시로 천명된 

상황에서 재범의 위험성을 통제해야 할 집단으로 가장 우선 타겟팅 된 것이 사

상범, 이른바 ‘반국가사범’들인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 기본적인 형사법이라고 할 형법이 기

초되지도 않은 1948년 12월 1일, 식민지 조선의 민족해방운동을 탄압하고 사

상범을 처벌하기 위해 운용되었던 치안유지법을 계수하여 제정되었다(김민배, 
1999). 그리고 1949년 12월 19일, 법 제정 1년만에 1차 개정(법률 제85호)을 

통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자들을 보도한다는 명분으로 사상범 등을 격리, 구
금하는 처벌 제도인 ‘보도구금’이 법률에 기입된다. 1950년 1월 9일부터 시행된 

이 개정 국가보안법에서는 “건국사업을 적극 방해하고 있는 좌익공산분자들을 

박멸하기 위하여 국가를 파괴하고 전복하려는 음모죄”에 대하여는 사형 또는 

무기형을 과할 수 있도록 법정형을 상향하는 엄벌주의 정책을 도입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죄질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사상범죄자 중 자기 의사에 의하지 

않고 이 법이 정한 결사나 집단에 참여한 자는 교화시켜 선량한 국민으로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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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명분으로 2년의 기간 동안 보도소에서 수용하는 ‘보도구

금’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이승만 정부는 식민지 시기 조선사상범예방구

금령을 통해 사상범에 대한 재범위험을 이유로 부과되던 예방 구금1)을 국가보

안법상 보도구금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강성현, 2012:60). 
이 시기 보도구금은 형을 선고유예 하거나 형 집행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 부

과하되 이를 통해 잔형의 집행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형기를 이미 

만료한 비전향자들에 대해 부과되던 식민지기의 ‘예방구금’과는 차이가 있지만, 
‘재범의 우려’라는 모호한 기준에 근거하여 형벌과는 별도로 부과되는 처벌수단

이라는 점에서는 유사한 성격을 가진 것이었다. 또한 보도소에의 수용은 자유를 

제한하는 구금이라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용되는 형무소2)의 그것과 별

반 다를 바 없었다. 개정 법률의 부칙에서는 형무소를 보도소에 대용할 수 있도

록 규정했기 때문에 형무소와 보도소에 구금된 자들간에 다른 처우가 이뤄지는 

것을 기대할 수도 없었다. 더구나 일단 구금된 이후에도 구금 기간의 갱신이나 

석방은 형사소송 절차에 따른 판사의 판결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법무

부 장관의 결정에 따르도록 규정하여 법원이 아닌 행정부의 자의에 의하여 얼

마든지 개인의 구금 상태가 결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반인권적이고 가혹

한 것이었다.
보도구금에 처해진 자들은 수용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몽, 지도한다는 명

목으로 지속적인 관찰과 감시의 대상이 되었다. 이들에게 대한민국의 반공국민

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명분으로 운영되었던 것이 보도연맹이다(강성

현, 2012:268). 국민보도연맹은 1949년 4월 20일 창설된 관변단체로서, 좌익

의 조직, 계보, 명단, 전술 등을 통해 파악된 ‘남한의 좌익세력’을 뿌리 뽑기 위

하여 전향자나 포섭된 ‘귀순자’들을 대상으로 보도 즉,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는 

1) 1936년, 치안유지법 위반자에 대하여 별도의 감시와 관찰, 즉 보호관찰을 명하고 이 경우 거
주나 통신 제한의 조건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을 제정
한다. 범죄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명분으로 그를 관찰한다는 의미의 보호관찰은 그 대상이 
사상범의 가정, 생계, 건강, 교우, 통신, 사상의 추이 등 제반사정에 이르는 광범위한 것이었
다. 하지만 이러한 보호관찰은 자백이나 전향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비교적 재범 위
험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들에게는 효율적인 것이었으나, 그렇지 않고 형기가 만료되는 
비전향자들에게는 효과적인 제재수단으로 작동할 수 없었다. 때문에 조선총독부는 형기만료로 
출옥하는 사상범 중 비전향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형벌 외의 구금을 실시하고자 ‘예방구
금’이라는 제도를 도입하였고, 1941년 제정된 조선사상범예방구금령으로 그 법적근거를 마련하
였다(강성현, 2012:59). 이 법은 치안유지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고 형을 집행 완료하여 석방
된 자나 조선사상범 보호관찰령에 의해 보호관찰을 받게 된 자들 중 ‘다시 동법의 죄를 범할 
우려가 현저한 자’에 대하여 법원이 예방구금이라는 별도의 구금을 선고할 수 있게 하였다.

2) 1923년 이래 감옥을 지칭하는 명칭이었던 ‘형무소’는 1961년 5.16 이후 행형법의 개정을 통해 ‘교도
소’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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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임무로 하였다3). 나아가 전향자는 물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선전, 계몽활

동을 하도록 하였다(강성현, 2012:306). 당초 좌익 전향자 500명에서 출발한 

보도연맹은 한국전쟁 직전에는 그 규모가 30만명을 넘어섰다(강성현, 
2012:264). 국가보안법상 ‘국가를 파괴하고 전복하려는 대음모죄’4)의 재범 우

려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 자들은 이러한 반관반민단체를 통해 보도구금 이후 

보도연맹원으로 관리되었다. 보도구금은 1958년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다시 

제정하는 과정에서 사라지게 된다.
이후 시국사범, 반국가사범 등으로 호명된 자들에 대하여 그 ‘재범 위험성’을 

이유로 보안처분 부과의 법적 근거로서 등장한 것이 1975년 7월 제정된 사회

안전법(법률 제2769호)이다. 이 법에서는 형법상의 내란과 외환의 죄, 군형법

상의 반란죄와 이적죄,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구성죄, 반공법상 반국가단체 

가입과 찬양, 고무 등 4개의 법률에 규정된 특정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을 

예방한다는 목적으로 보안처분을 부과하도록 규정하였다. 이 법률은 사회적 혼

란을 극도로 조장할 위험성이 있는 ‘반국가분자’에 대한 사회적 대책이 필요하

다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보안처분의 구체적 방식으로 보

호관찰, 주거제한 및 시설 수용을 통한 보안감호 세 가지를 도입하였다.
물론 사회안전법 도입 이전에 위와 같은 제재수단들이 작동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주거제한과 관련해서는 예컨데 1975년 3월,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입

건된 김대중, 윤보선 등 ‘민주구국선언’ 사건의 피고인들은 대거 가택에 억류되

는 경험을 했다5). 당시 김대중, 윤보선에 대한 가택연금은 8개월간 지속되었다. 
김대중의 경우 1980년 ‘서울의 봄’을 통해 해제되기 전까지 1979년 1년동안에

만 220일이 넘는 기간을 연금 당해 집 안에 있어야 했다. 하지만 주거제한처분

인 ‘가택연금’이 당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6). 유신 헌법으

로 영장 없는 구금이 허용된 초법적 상황에서 그러한 점은 문제가 될 것이 없

었다. 
보호관찰 역시 이미 사실상의 행위로 존재해왔다. 5.16 직후인 1961년 6월 

3) 이승만 정부는 제주 4.3사건이나 여순사건에 대하여 국가보안법과 같은 법제화된 폭력으로 
대응했지만 해당 지역의 대중들이 이에 호응했다는 점은 치명적인 것이었다. 때문에 경찰이
나 검찰과 같은 국가폭력 기구 이외에 지지기반의 확대를 위해 대중동원단체들을 조직해 나
아갔고, 대한국민회, 대한청년단, 대한부인회와 함께 각종 ‘국민대회’에 대중들을 동원하고 시
책을 홍보했다(김득중, 2009).

4) 법률 제85호 국가보안법 폐지제정 이유
5) 1975. 3. 3, 동아일보, “폭력정치 청산하라”
6) 1988년 민주화 이후 인권침해적인 법률 개정, 폐기 작업을 요구하는 학계에서는 국가보안법 등 인권침해

적으로 작동하는 대표적인 법률들에 대한 개정 요구와 함께, 법적 조치라 할 수 없는 ‘가택연금’에 대한 
폐지를 요구하기도 했다(1988. 5. 2, 경향신문, “인권법령 독소조항 없애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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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에는 중앙정보부법이 제정되고 이에 따라 정보 및 보안업무 조정·감독 규

정(1964. 3. 10 대통령령 제1665호)이 제정되면서 식민지 시기 이래 지속되어 

오던 특정인에 대한 요시찰 즉, 개인이나 단체, 사물을 일정기간 주기적으로 감

시하는 수단이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그리고 경찰청이 자인하는 바와 같이 

그 대상자의 일부가 1975년 7월 16일, 사회안전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보안처

분 대상자로 전환되었다(경찰청, 2007:61).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보안처분이 형벌과 마찬가지로 법률의 근거를 갖고 있

어야 한다는 보안처분 법정주의가 대한민국 헌법에 최초로 명시되고 그에 따라 

위와 같이 사회안전법이 제정된 것은 아러니컬하게도 헌정사에서 최악의 헌법

으로 평가받는 1972년 유신헌법 체제하에서다(성낙인, 2002; 임지봉, 2012). 
초법적, 탈법적 형사 제재들이 이미 활용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필 1975년, 
이러한 사상범 등에 대한 구금과 관찰이라는 수단이 굳이 법률의 형식을 갖추

게 된 데에는 당시의 정치적 동학과 교정 상황이 작동했다. 
2절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1975년 4월, 인혁당 및 민청학련 사건에 대한 

상고심과 함께 긴급조치 7호, 9호가 선포되면서 시민사회의 반발 역시 거세어

지고 베트남이 공산당에 함락되는 상황에 이르자 박정희는 반공 체제를 확립하

기 위해 사회안전법을 제정했다7). 여기에는 전후 구금되었던 사상범들이 대거 

출소하기 시작하고, 독재정권의 통치수단의 일환으로 정기적으로 단행되었던 대

규모 특사까지 진행되면서 이들에 대한 제도적 안전장치가 요구되는 상황 역시 

작동했다(이규호, 1988). 간첩죄를 제외하고 1950년 이후 국방경비법위반, 국
가보안법위반, 간첩죄 등으로 실형을 받은 자들 중의 대다수가 1960년 4.19 직
후 20년 형으로 감형되고 이들이 1970년을 전후로 출소하기 시작하면서 이들

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 역시 사회안전법 도입의 계기가 된 것이다(서준식·조영

래·허석렬, 1988)8). 실제로 아래 표5와 같이, 1975년 사회안전법 제정 당시 이 

법에 따라 보안처분 부과 여부를 심사해야 할 대상자, 사회로 쏟아져 나오게 될 

반국가사범의 규모는 12,926명에 달했다. 

7) 1975. 7. 4, 9대 국회 93회 2차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8쪽.
8) 서준식은 1948년 국가보안법 제정 및 여순사건 등으로 보도구금 되었던 자들은 한국전쟁 중에 일부 형무소

에서 풀려나거나 나머지가 대량 처형되었기 때문에 이들과 사회안전법상 보안감호 적용 대상 사이에 연속성
은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서준식·조영래·허석렬, 1988). 2003년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역시 이러한 현
실적인 문제가 날치기 사회안전법 통과를 통해 비전향장기수들을 영구히 사회와 격리시키려는 계기가 
되었다고 설명한다(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2003:11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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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명
연도 1975 1976 1977 1978 1979
계 12,926 13,256 13,415 13,440 11,416

보안처분
보안감호 69 108 121 104 96
주거제한 66 254 470 579 677
보호관찰 102 415 952 1,282 1,684

처분만료 - - - - -
면제결정 31 616 1,094 1,344 3,697
미결정 12,658 11,863 10,748 10,131 5,260

§ 한국경찰사(내무부 치안본부, 1985:1190)

표 5 사회안전법상 보안처분 대상자 현황

반국가사범의 ‘재범의 위험성’을 통제한다는 명분으로 도입된 사회안전법상 

보안처분들은 법률상으로나 실제 운영과정상에서나 반인권적 요소들이 다분했

다. 형벌과 다름없는 보안처분을 법원의 판결이 아닌 행정부의 처분으로 할 수 

있게 하고, 보도구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범의 위험성’의 구체적 요건 역시 

명백히 규정되지 않았으며, 2년의 보안처분의 기간을 갱신결정에 의해 무제한 

연장할 수 있다는 점 등은 죄형법정주의나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 등 형사사법

의 이념에 배치되는 것이었다9). 또한 형기를 마치고도 보안처분 중 보안감호의 

처분을 받아 다시 구금되는 것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

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에서도 문제적이었다. 이러한 쟁점들은 사

회안전법 뿐만 아니라 이후 제정되는 사회보호법상의 보호감호, 2000년대 중반 

이후 도입이 논의되는 보호수용 제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반복될 정도로 보

안처분의 위헌 여부를 둘러싼 핵심적 쟁점이 된다. 
그런데, 국가보안법 사건 기소와 선고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안전법

상의 보안감호를 통해 이들을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구금, 격리하는 것은 당시의 

교정 행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때문에 지속적인 감호가 필요한 

대상자를 선별하는 것은 형사사법기관의 입장에서도 필요한 일이 아닐 수 없었

다. 이를 판별하기 위해 동원된 것이 사상전향제도이다. 사회안전법에서는 보안

처분의 면제 요건으로 “반공정신이 확립되었을 것”을 규정했고 그것은 곧 사상

전향서 제출을 통해 확인되었다. 즉, 사회안전법은 사상전향10)을 전제로 재범의 

9) 입법 과정에서 야당인 신민당측 역시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입법에 반대 의견을 내놓았지만 
받아들여지지 못했다(1975. 7. 4, 9대 국회 93회 2차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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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을 판단하여 보안감호처분을 거듭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내면

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인 것이었다11). 긴급조치와 

함께 구금시설의 수용인원이 급증하였던 1973-4년을 거치면서 국가에서는 이

러한 사상전향을 하지 않는 이른바 ‘비전향 장기수’들에 대하여 조직적이고 집

중적인 고문을 통해 전향을 강요했다(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2003:114; 서준식․
조영래․허석렬, 1988). 이로 인해 비전향자들은 차별과 폭력은 물론이고 보안감

호의 연장으로 인해 ‘곱징역’을 살아야만 했다(박원순, 1998). 
이와 같이 국가보안법 등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보안감호 등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사회안전법은 바로 그 모호함을 통해 

국가권력의 남용과 인권침해를 가능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사회안전법 폐지에 대한 법률안이 지속적으로 발의되면서 결국 1989년 6
월, 이 법은 폐지된다. 

2) 삼청교육대�운영과�사회보호법�

자의적이고 인권침해적인 보안처분이 가동된 것은 사상범, 정치범 등에 국한

되지 않았다. 지배 이데올로기로서 반공과 국가보안법 체제는 신군부 하에서도 

다를 바가 없었다(조희연, 1998:62; 조현연, 2000:22). 1980년 봄, 윤보선, 김
대중 등 복권된 정치인들과 대학생 및 근로자들의 전국적인 반정부시위, 파업이 

계속되자 신군부는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며 강경 대

응했고, 5.18 광주민주화 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한 뒤 정권창출에 발 빠르게 나

섰다(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2003:118). 1980년 5월 31일에는 대통령 소속하

에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이하 ‘국보위’)가 설치되었다. 국보위는 뒤에서 살펴

볼 박정희 정권의 사회악 소탕 기획과 유사하게 ‘사회정화 운동’을 추진하고 이

러한 기획 속에서 삼청교육대를 운영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역사상 대표적인 

‘재범 위험성’ 관리 제도인 보호감호가 등장하게 된다. 
1980년 8월, 전두환은 ‘사회악 일소 특별조치’를 선언하며 ‘불량배’, ‘우범자’ 

10) 전향제도는 일본에서 검사가 좌익사건 관련자를 수사하면서 피의자가 사상전향을 할 경우 기소유예를 해
주던 것이 식민지 조선에 이식된 것으로, 1956년 10월 29일 제정된 ‘가석방심사규정’에서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수형자 등은 그 사상전향 여부에 대해 심사하고 필요한 때에는 전향에 관한 성명서 또는 감상
록을 제출하도록 요구’한다는 규정을 명문화하여 사상전향이 하나의 제도로서 자리잡게 되었다(법무부, 
1956). 이에 따라 전향을 거부한 비전향장기수가 만들어지게 된다.

11) 사회안전법개정법률안(130432호), 사회안전법개정법률안(130550호), 사회안전법개정법률안
(130739호), 사회안전법개정법률안(1301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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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검거하여 사회에 복귀시킨다는 명분으로 군부대에서 2주 내지 4주간의 순

화교육을 실시하는 삼청교육대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전두환은 상습적이고 조직

적인 폭력, 공갈, 사기, 마약, 인신매매 등 각종 ‘사회악’을 제거하여 사회기강을 

확립함으로써 국가적 위기상황을 극복하려는 시국수습대책의 일환으로 이것을 

홍보했다12). 곧이어 1980년 10월 28일, 국보위는 안보태세 강화, 경제난국 타

개, 정치발전과 내실 도모, 사회악 일소를 통한 국가기강 확립 등의 추진을 목

적으로 사회정화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활동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범국민

적인 사회정화운동으로 확대하기 위한 민간기구로서 각 법원 및 정부부처는 물

론 지역, 직장별로 사회정화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법원행정처, 1995:84
8)13). 사회정화운동은 그 홍보 간행물이 1981년부터 1985년까지 26권에 달할 

만큼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조영재, 1986:235). 그리고 국보위 사회정화분과

위는 삼청교육대 운영 계획의 입안과 전반적인 조정과 통제 업무를, 계엄사령부

는 내무부와 법무부를 지휘, 감독하여 불량배 검거와 분류 심사를, 전후방의 각 

부대는 피검거자를 수용하여 순화교육 및 근로봉사 등의 시행을 맡았다(진실화

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10:6).
삼청교육대는 5.18 광주사태 직후로 뒤숭숭해진 시국에 전두환 정권의 충실

한 홍보 자료로 활용되었는데, TV와 매스컴에서는 검거된 이들이 공갈배, 폭력

배, 밀수 마약범, 무전취식자, 제비족 등이라 이야기했고, 삼청교육대 운영으로 

인해 사회가 지극히 평정을 유지하고 깡패들이 소탕되었다고 보도하고 있었다

(이적, 1988:62; 정충재, 1988). 국보위는 순화교육을 위해 검거한 사람들을 

분류심사기준에 따라 4등급으로 구분, A급은 구속하여 군사재판에 회부하거나 

검찰에 송치하고, B급은 조직폭력배와 공갈치기배의 행동대원, 사기꾼, 폭력우

범자, 강도, 절도, 밀수, 마약전과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와 기타 이에 

준하는 자 등으로 이들이 삼청교육대의 주 대상자들이라 발표했다(국가보위비

상대책위원회, 1980:43). 하지만 삼청교육대로 끌려간 자들의 실상이나 삼청교

육대의 운영 과정은 국보위의 홍보물이나 언론에 보도되는 것과는 달랐다. A급

은 전부 군인교도소로 이송된 것이 사실이지만, 나머지의 경우 조서를 통해 심

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경찰 등의 조서가 있는 경우에도 거짓으로 꾸며진 경우

나 분류 심사 조차 못받는 경우도 허다했기 때문에 등급의 구별은 의미가 없었

다(이적, 1988:73). 생존자들의 증언과 민주화 이후 설치된 국방부의 과거사진

상규명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신이 왜 무슨 이유로 체포되어 사단으로 

12) 1990. 1. 1, 한겨레, “당당한 ‘5동’ 모습에 숨막히는 전율이...”
13) 1980년 10월 28일, 대통령령 제10054호로 국무총리소속하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사회정화위원회를 두는 

것을 내용을 하는 설치령이 제정되었고, 1983년 5월 21일에는 사회정화운동조직육성법이 제정(법률 제
3658호)되어 각 지역단위별, 직장 및 직능단체별로 정화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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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려와 가혹한 훈육을 받아야 했는지 알 수 없는 자들, 이미 불기소 처분이 된 

자들, ‘기자깡패’, ‘빨갱이’라 잡혀 들어온 사람들도 많았다(이적, 1988:62; 정충

재, 1988;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2007:77).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박정

희 정권 이래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되며 경찰에 의해 관리되어 오던 넝마주이

들 역시 여기에 포함되었다. 1980년 여름부터 이듬해까지 계엄군과 경찰들은 

합동으로 넝마주이 막사를 포위하고 재건대원(넝마주이)들을 모두 잡아갔으며 

한 넝마공동체의 경우 이들 중 30% 가량이 삼청교육대에 갔다 왔던 것으로 기

억되고 있다(윤수종, 2002).
삼청교육대는 군인들에 의해 군대식으로 운영되면서 수많은 인권 침해 사례

를 낳았다14). 교육대상자들의 일과는 삭발을 하고 군복을 입은 후 유격, 각개 

전투, 제식 훈련 등 육체적 훈련을 받고, 현역병과 똑같은 1식 3찬의 식사, 매
일 저녁의 자기 수양, 오전 6시 기상에 밤 10시 취침 등 신병훈련과 유사했다. 
다만 구호가 ‘군인의 길’이 아니고 이웃 사랑, 법과 질서, 존경받는 국민 등이라

는 점에서 훈령병과 다를 뿐이었고,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명령불복종죄로 사살

될 수 있으며, 군에 들어온 이상 상관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는 지시가 작동했다

(이적, 1988:77-108). 이러한 삼청교육대 운영은 뒤에서 살펴볼, 박정희 정권

이 사회의 생산성을 보충하기 위해 운영했던 국토건설단의 경우와는 달리 노동

력의 활용이나 근로정신의 훈육이라는 명분과도 거리가 있는 것이었다(이승호, 
1995:103). 이들에 대하여는 폭력과 사회적 격리만이 가동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운영된 삼청교육대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분명치 않다. 언론에서

는 검거된 인원이 1980년 8월 한달간 3만여명에 이르고 이 중 군부대에 설치

된 삼청교육대로 수용된 인원이 2만여명이며, 그달 말 교육을 받고 사회에 복

귀한 인원이 1만 3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도했다15). 1980년 발간한 국보위

백서에서는 1980년 8월 4일부터 10월 10일까지 검거된 인원이 46,117명, 이 

중 삼청교육을 부과하기 위해 군에 인계된 사람은 검찰로 송치된 B급 중 

13,533명, C급중 15,368명이라 기재되어 있다(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1980:43).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삼청교육대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1980년 8월 1일부터 1981년 1월 25일까지 60,875명이 법관의 영장 없

이 검거가 되었다(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10:7). 민주화 직후의 국

정감사에서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6만명을 검거하여 4만명에 대하여는 

순화교육 즉, 삼청교육대에 입소시키고 1만 7,000명에 대하여는 ‘기타 등등’으
로 처리한 것으로 공개된 사실도 있다16). 즉, 정확한 규모는 파악하기 힘들지만 

14) ‘삼청’이라는 이름 역시 군복무중인 일반사병과 구별하기 위해, 그리고 불량배들을 검거한 1980년 8월 첫주의 
군경합동작전의 이름이 ‘삼청 작전’이었다는 데서 붙여진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이적, 1988:79). 

15) 1980. 8. 30, 동아일보, “노동청, 순화교육 9천6백명 퇴소”, 1980. 8. 30, 경향신문, “검게탄 얼굴, 새생활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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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자료들을 통해 삼청교육을 이유로 검거된 인원은 3〜6만명, 실제 교육

대로 입소된 인원은 3〜4만명에 달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입소인원들 역시 정부의 선언처럼 4주간의 순화 교육 후 모두가 

사회로 돌아온 것은 아니다. 4주의 순화교육은 비교적 죄질이 가볍다고 판단되

는 자들에 한하는 것이었고, 잡혀온 사람들 중 조교 말을 잘 안듣고 생활 잘 못

하는 사람들을 심사해서 다시 3개월간 근로를 시키는, 근로봉사대가 운영되었

다. 근로봉사대에서 수용되었던 사람들 중의 상당수는 3개월의 근로봉사가 끝

난 후에도 출소된 것이 아니라 1980년 12월 18일 공포, 시행된 사회보호법(법
률 제3286호)에 의해 보호감호라는 명목으로 계속 구금되었다. 국가보안법 위

반 등 시국사범에 한해 형벌 집행 이후에도 계속 구금을 위해 부과되던 사회안

전법상의 보안감호제도와 유사한 보안처분이 범죄자 일반에게도 도입된 것이다.
1980년 11월 25일, 법무부 장관이 발의한 사회보호법안의 제안 이유에는 “전

통적인 형벌만으로는 개선, 교화되지 않는 상습범과 조직범 그리고 현행법령으

로는 규제할 수 없는 고질적인 심신장애 범죄인이 수다히 있고, 이들은 언제 어

디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한 상태에 있으므로 

전과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합당한 

교육과 훈련을 과하거나 적절한 치료와 선도를 행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의 책

무”라 밝히고 있다17). 그리고 사회보호법에 따른 피보호감호자를 수용하기 위

하여 1981년 1월 대통령령 제10476호로 청송에 보호감호소를 설립하였다(법무

부, 2000:6). 하지만 당시 피해자들은 분류등급과 상관없이 순화교육 이후 ‘교
도소와 같은 곳’에 2-3년씩 수감이 이어졌다고 기억하고 있다18). 

삼청교육대 입소자 중 이와 같은 사후입법을 통해 보호감호에 처해진 인원의 

구체적 규모와 그 경위는 파악하기 힘들다. 범죄백서에서는 보호감호를 이유로 

한 수용인원이 1981년 3명, 1982년 266명이던 것이 1983년에서야 1,414명으

로 나타난다. 사회보호법 제정 이후 법원을 통해 보호감호가 선고되더라도 2∼
3년의 형기를 종료한 후 보호감호가 개시되면서 그 인원이 1983년에 가서야 

급증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법무연수원, 1990:255). 삼청교육대 운영이 종료

된 1982년 7월, 전두환의 정화작업 관련 지시사항에 대한 언론 보도자료에서는 

삼청교육 대상자 중 현재까지 격리 ‘수용’ 된 인원이 범죄백서의 ‘수용’ 인원보

다 훨씬 많은 2,221명에 이르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19). 그리고 아래 표6는 

16) 1988. 10. 5, 13대 국회 제144회 행정위원회 국정감사 회의록(피감사기관:사회정화위원회), 11쪽.
17) 의안번호 cc0038
18) 1989. 2. 10, 13대 국회 144회 11차 제5공화국에있어서의정치권력형비리조사특별위원회 제

3소위원회 회의록, 119쪽.
19) 1982. 7. 27, 경향신문, “권력이 두렵지 않은 사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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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연도별로 검찰이 청구한 보호감호와 치료감호에 대하여 법원이 이를 인용한 

인원수다. 위의 보도자료 수치를 고려할 때, 1980년 삼청교육대 운영 종료 직

후 인계된 인원은 이들 통계의 보호감호 ‘선고’나 ‘청구’ 대상자로 분류되지 않

은 것으로 보인다. 

단위: 명
연도 보호감호 치료감호

계 필요적 임의적
7,689 3,805 3,304 385 195

1981 855 358 440 30 27
1982 1,941 1,009 846 68 18
1983 1,672 780 770 86 36
1984 1,217 610 493 73 41
1985 1,049 553 384 69 43
1986 946 486 371 59 30
1987 790 711 79

§ 법무부사(법무부, 1988:721)

표 6 감호청구 확정현황(1981∼1987)

그런데 보안감호, 보호감호, 치료감호를 포함하여 1980년에 교정시설에 새로 

입소한 인원 중 형 확정판결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닌, 직입소(군교도소나 경찰서 

등에서 이미 형이 확정된 상태로 이송된 경우) 인원이 6,962명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1981년에는 이 인원이 10,310명으로 여느 해와 2,000∼3,000건 

이상의 차이를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법무연수원, 1987:198), 법원의 형 선고

가 아닌 방식으로 보호감호와 치료감호에 처해진 신규 수용인원이 여기에 포함

되어 있고 그 규모 역시 2,000명 안팎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사회보호법이 시행된 직후인 1981년 3월 16일 처음으로 법원을 통한 보호감

호가 선고되었다. 서울형사지방법원은 이날 2명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률위반 사건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 3년의 형과 함께 각 10년 및 7년의 보호

감호를 선고하였다(법원행정처, 1995:945). 이 사례와 같이 징역형의 기간보다 

보안처분으로 인한 구금 기간이 더욱 긴 경우는 허다했고, 10년 및 7년이라는 

장기간의 일률적 구금 기간 역시 과도했다. 보호감호가 장기 구금을 통한 사회

적 격리의 수단으로 지속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처벌의 불평등 문제를 

공론화시키게 되는 과정은 3장에서 설명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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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벌 강화와 사법부의 무력화

1) 사법부의�독립성�상실:�인신구속�및�양형의�정치성과�긴급조치

제헌 이래 주된 재범 위험 관리 대상인 국가보안법, 반공법 위반 등의 정치범

에 대한 자의적이고 가혹한 처벌은 국가보안법이나 사회보안법에 따른 보안처

분 뿐만 아니라 형벌 집행의 파행을 통해서도 지속되었다.
5.16 직후부터 박정희 정권은 사법행정의 ‘근대화’를 내걸면서 예산 및 인력 

운영의 계획화, 합리화, 사건처리의 신속화 등을 꾀했다(문준영, 2010:894). 이
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1965년 해방 이후 최초로「법원통계연보」가 편찬되고, 
1966년 대검찰청의「범죄분석」이 발간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곧 군사행정적 요소가 사법에 적용되는 것, 사건 처리의 신속화는 형사사법에서 

적법절차의 원리가 후퇴하는 것을 의미했다. 예컨대 군사정부는 수사기관을 앞

세워 집회와 시위 참가자들을 반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마구잡이로 구속하며 

정치적 탄압을 지속했다. 사법부가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하거나 무죄를 선

고하기도 하는 등 나름의 저항을 할 정도였다. 1968년에는 법원의 전체 형사사

건 중 무죄가 선고된 피고인이 267명, 1969년에는 698명, 1970년에는 903명
에 이르렀다(사법발전재단, 2008:78). 

1971년 대통령 선거로 박정희의 3선이 이뤄진 직후 정권에 대한 저항의 분

위기는 달아올랐다. 신민당 일각에서는 대통령 선거를 전면 무효화할 것을 주장

했고, 대선 이전부터 일어났던 대학생들의 시위도 재연되었다. 법관들은 검찰의 

간섭과 압력을 배제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해야 한다며 건의문을 잇따라 발

표, 반발하면서 1971년의 1차 사법파동이 나타나기도 했다20). 하지만 유신체제

가 출범하자 형사사법의 무력화 시도는 더욱 강화되었다. 1972년, 7.4 남북공

20) 당시 법원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수사에 제동을 걸며 잇따라 무죄를 선고하자 서울지방검찰청은 
서울형사지방법원의 판사 등 3명에 대하여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영장이 신청되
자 법관들은 최근 검찰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린데 대한 보복적 처사이며, 이와 
같은 공포 분위기 속에서 공정한 재판은 불가능하다며 서울형사지방법원의 법관 37명이 사표를 제출
하는 ‘사법파동’이 시작되었다. 결국 1971년 8월 27일, 민복기 대법원장은 법관들에게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를 감안해 사표를 철회할 것을 호소하였고, 대법원판사가 각 지방법원에 파견되어 사태를 수습하
면서 사표철회는 진정되었다(법원행정처, 1995: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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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명 발표에 따른 통일에 대한 열망이 고조된 상황에서 남북대화가 난관에 

부딪히고, 8월에는 김대중 납치사건에 대한 폭로로 인해 반정부 운동이 확산되

는 상황으로 정치적 위기에 직면한 박정희는 정국을 수습하고 장기집권을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해 ‘10.17 비상조치’를 선포한다. 
10.17 비상조치 직후 계엄사령부 지시에 의거해 각종 사회악 사범들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처리 지침이 마련되었다. 이 지침에 따르면 검찰은 구속수사와 

기소를 원칙으로 하고 영장기각은 가급적 억제한다. 법정형의 상한이 3년 이상

인 경우에는 최저 3년을, 상한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최고형을 각각 구형

하고, 영장 기각이나 불기소, 약식기소, 구속기간 연장시에는 계엄사무소장의 

사전 승인을 얻도록 했다. 법원은 중형 언도를 원칙으로 하되, 사건 접수일로부

터 14일 내에 판결을 선고하고 기간 경과시에는 기간 만료 3일 전까지 계엄사

무소장의 승인을 얻을 것이며, 벌금형을 가급적 자제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21). 
이와 같은 행정 지침을 통해 처벌제도의 엄벌주의적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고,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대대적인 검거와 처벌로 인해 교정 기관에 수용된 구금 

인구는 크게 증가했다.
그리고 박정희는 그 한달여만인 11월 21일,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해 기존 

헌법의 효력을 무력화 시키는 ‘유신’ 헌법을 도입한다. 대통령 중임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대통령이 영구 집권 가능하도록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국회는 해산되

고 정당과 정치활동도 중단되었다. 또한 국민의 기본권 제한의 한계에 ‘국가안

전보장’을 추가하여 형사절차상 권리와 관련된 자유권적 기본권 보장에 있어 대

대적인 후퇴가 있었다. 위법한 체포, 구금에 대한 구제를 청구할 권리나 자백을 

유일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한 원칙 역시 폐기되었고, 영장은 검찰의 신청이 

아닌 요구에 따라 법관이 발부하도록 했다. 강제노역 역시 법률의 근거를 따르

도록 하면서 오히려 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박정

희는 사법권을 포함한 3권을 장악하였고 초법적인 긴급조치가 법률을 대체했으

며, 긴급조치는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규정했다.  
유신헌법이 도입된 이후 1974년과 1975년 사이에만도 총 9개의 긴급조치가 

내려졌다. 그리고 이를 통해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자 등 재범 위험성이 의

제되며 엄벌의 대상이 되어 온 집단에 대한 처벌 역시 강화되었다.

21) 1972. 10. 23, 동아일보, “사회악 사범 영장이각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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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1호 위반 행위는 유신헌법 비방 및 개정 주장, 유언비어 유포, 긴급

조치 비방 등으로 구분되었다. 긴급조치 1호의 1호 피고인은 당시 개헌청원서

명운동을 주도했던 장준하, 백기완이었다22). 이들은 정부의 긴급조치를 비방한 

혐의로 영장 없이 체포, 구속되었다23). 기소 10일만에 첫 공판이 열리고 검찰

22) 공소사실은 “긴급조치는 국민의 기본권을 탄압하는 부당한 조치다. 이럴수가 있느냐, 국민이 대통
령에게 개헌청원도 못한단 말인가”, “이렇게 탄압하는 법이 어데있느냐, 개헌이라 만만 말해도 잡
혀가게 되어 있으니 이런 놈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런 조치는 대통령이 더 오래 해먹겠다는 
이야기이니 나는 15년 징역을 살고 나면 백옹이 되겠구나”라고 하여 헌법과 긴급조치를 비방했다
는 것이었다(74비보군형공1; 사법발전재단, 2008:418 재인용).

23) 1974. 1. 16, 매일경제, “장준하, 백기완씨 구속, 긴급조치위반 첫 대상”

시행 법령명 주요내용

1호 1974. 1. 8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

§ 유신헌법 부정, 반대, 왜곡, 비방 등 행위 금
지

§ 위반자 및 긴급조치 비방자에 대해 법관의 
영장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 규정. 15년 
이하의 징역

§ 비상군법회의를 통한 심판, 처단
2호 1974. 1. 8 대통령긴급조치

제2호
긴급조치 위반자를 심판하기 위한 비상군법회의 
설치

3호 1974. 1. 14 국민생활의안정을위
한대통령긴급조치

§ 국민복지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효력 
정지

§ 사치성 소비억제를 명분으로 한 조세 특례 
등

4호 1974. 4. 3 대통령긴급조치
제4호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및 이에 관
련되는 제 단체 조직, 가입, 활동 찬양, 고무, 동
조, 회합, 통신 등에 대한 금지학생의 정당한 이
유없는 출석 등 거부, 집회 시위 행위 금지

5호 1974. 8. 23
대통령긴급조치제 1
호와동제4호의해제
에관한긴급조치

1호, 4호 해제

6호 1975. 1. 1 대통령긴급조치
제3호의해제조치 3호 해제

7호 1975. 4. 8 대통령긴급조치
제7호

§ 고려대학교 휴교령. 
§ 집회, 시위 금지. 
§ 위반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영장없는 체포, 구금, 압수, 수색. 
§ 병력을 사용한 학교의 질서유지 규정

8호 1975. 5. 13 대통령긴급조치
제7호의해제조치 7호 해제

9호 1975. 6. 3
국가안전과공공질서
의수호를위한대통령
긴급조치

§ 집회,시위 및 방송, 보도 등 금지
§ 위반자에 대한 해임, 제적, 방송 등 금지 조

치 및 휴교조치

표 7 긴급조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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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각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씩을 구형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구형대로 

법원의 선고가 이뤄졌다24). 민청학련사건, 인혁당 사건 등을 변호하며 2005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는 인권 변호사 한승헌은 당시 이 사

건의 초스피드 못지 않게 놀라운 “묻지마 양형”을 두고 “우리나라 정찰제는 백

화점 아닌 삼각지 군법회의에서 확립되었다고 역사는 기록할 것이다”고 말할 

정도였다(한승헌, 2014:200). 그리고 ‘정찰제’라는 표현은 이와 같이 무력화 된 

사법부의 재판 기능과 검찰 구형을 그대로 따르는 양형 관행에 대한 비판의 어

휘로 회자되기 시작한다.
그 밖에도 긴급조치 1호 위반의 주된 피고인들은 정치인, 재야운동가, 종교

인, 대학생들이었고 주범인 경우 징역 10년에서 15년, 공범인 경우 징역 5년에

서 7년 정도의 중형이 처해졌으며, 주로 유언비어 유포 및 긴급조치 비방행위

로 입건되는 일반인들의 경우 공안 관련 범죄전력이 없어도 대체로 징역 5년 

이하의 실형이 선고되었다(사법발전재단, 2009:419)25). 이와 같이 위반행위에 

대한 법률의 명확성도, 체포와 구속 절차의 적법성도 없는 처벌이 정치적 독립

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무력화 된 법원을 통해 신속히 처리되었다. 또한 사법부

는 유무죄의 판결은 물론 양형에 있어서도 자율성을 발휘하지 못했다. 
긴급조치 4호는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과 그 배후조직으로 지목

된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관계자들을 탄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포되었다. 이
를 통해서 비상보통군법회의는 민청학련 사건 피고인 32명과 인혁당재건위 사

건 관련자 21명에 대하여 검찰관의 구형과 동일한 형을 선고했다(사법발전재

단, 2007:420). 피고인 32명중 무려 29명이 이와 같은 ‘정찰제’ 판결을 받았다. 
사형,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각 7명이나 되었고 나머지 18명의 형기 

합산은 340년에 달했다. 서도원, 도예종, 하재완 등 8명에 대하여는 사형이 확

정되었고, 국방부는 형 확정 후 18시간만인 1975년 4월 9일 사형을 집행했다

(사법발전재단, 2009:420)26). 근대 사법제도 100주년을 맞아 1995년, 현직 판

사 3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 사건은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과 함께 

판사들이 가장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법부 관련 사건으로 꼽힐 정도였다27). 

24) 1974. 2. 1, 동아일보, “비상군법회의 장준하, 백기완 피고에 징역 15년 구형”, 1974. 2. 
22, 동아일보, “장준하, 백기완 피고에게 징역 15년 선고”

25) 다방에서 동석한 사람들과 물가문제나 사회정세를 이야기 한 사람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74비고군형항10, 74도1410), 술집 벽에 붙은 민청학련 관련 수배자 사진을 가리키며 정부
가 선량한 학생들을 처참히 죽이고 있다고 발언한 교사 역시 징역 5년을 선고받는(74비고
군형항24, 74도3486) 등 가중한 처벌이 내려졌다. 

26) 2007년, 사형이 집행된 8명의 가족들은 재심청구를 통해 이후 법원의 무죄 또는 면소 선고
를 받아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2. 27 선고, 2002재고합6 결정, 대통령긴급조치위
반, 국가보안법위반, 내란예비음모, 반공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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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검찰관의 수사는 고

문을 수반하는 것이었고 심지어 이는 중앙정보부에서 수사 경찰들의 조력 아래 

진행되었다(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2002:124). 이와 같이 긴급조치의 시대, 검
찰과 법원 등 사법기능은 독립성을 완전히 상실했다. 

아래 표8과 같이 긴급조치 1호와 직후 3개월여만에 발동된 긴급조치 4호 위

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인원은 203명에 달했다. 수사를 받고 약식 기소된 인원

을 포함하면 그 인원은 훨씬 더 많을 것이다. 그리고 이들 피고인에게 선고된 

양형은 매우 가혹했다. 징역 5년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가 전체의 88%를 상회

할 정도였고 3개월여만에 사형과 무기징역이 선고된 인원도 21명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유신체제 하에서 박정희 정권은 용공조작사건, 필화사건 등과 같이 

민주화운동세력과 비판적 인사들을 시국사범으로 투옥하고 반국가사범으로 몰

아 기소하기 일쑤였고 반공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이러한 탄압에 법원은 검찰의 

공소장에 ‘판결문’이라는 포장을 씌워주기에 바빴다. 그리고 이로 인해 경찰과 

검찰은 물론 법원에 이르기까지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극에 달했

다(한승헌, 2014:28). 이 시기 사법부가 사법부(司法府)가 아닌 사법부(死法
部)로 평가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하태훈, 2012). 이와 같은 역사적 경험은 당

시 검거와 수사를 도맡은 공안기관은 물론 이를 묵인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27) 1995. 4. 25, 동아일보, “근대사법 100주년 특집, 저울과 칼”

인원(명) 비율(%) 누적비율

사형 8 3.9 3.9
무기징역 13 6.4 10.3
징역 15년 초과 19 9.4 19.7
징역 15년 38 18.7 38.4
징역12년 18 8.9 47.3
징역10년 36 17.7 65.0
징역7년 27 13.3 78.3
징역5년 20 9.9 88.2
징역5년 미만 7 3.4 91.6
집행유예 17 8.4 100

계 203 100
§ 역사속의 사법부(사법발전재단, 2009:429)
§ 항소심 기준

표 8 긴급조치 1호 및 4호 위반 피고인의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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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후 사법 민주화의 과정에서 당시 파행적으로 운용되

었던 구속, 양형, 사형집행 등 처벌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 논의를 불러오게 된

다.
긴급조치 1호 및 4호 위반자들이 구속 도중 고문을 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

고, 대학가에서는 석방된 교수의 복직과 복교를 요구하는 시위가 확대되자 박정

희는 긴급조치 7호를 선포하였다. 곧이어 베트남이 공산군에 함락된 직후인 

1975년 5월 13일에는 긴급조치 9호를 선포하면서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거

나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하는 행위, 집회, 시위 등에 의하여 개정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비방하거나 개정, 폐지를 주장, 청원, 선동, 선전하는 행위, 학생들

의 집회, 시위, 정치관여 행위, 긴급조치를 공연히 비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

였다. 1976년 1심 법원에서 처리된 형사 공판사건의 피고인 126,105명 중 긴

급조치 9호 위반사건의 피고인은 221명이었다. 이들 가운데 141명이 1년 이상

의 징역을 선고받을 정도로 이 시기의 양형 역시 무거웠다(법원행정처, 
1995:700). 

2) 상시적� ‘사회악’�척결�기획과�가중처벌:�자유권�보호의�후퇴

(1) 박정희�정권의� ‘사회악’�척결�기획

권위주의 시기에는 정권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사회악’ 척결 기획이 상시적

으로 시행되며 엄벌주의 기조가 천명되었다. 5.16 직후인 1961년 5월 23일, 당
시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었던 장도영 육군중장은 혁명과업의 완수와 사회악 

제거를 표방하며 ‘범국민운동 대강’을 발표하고 용공, 중립주의를 배격할 것, 내
핍생활을 강행할 것, 근로정신을 발휘할 것, 생산을 증진시킬 것, 도의심을 앙

양할 것 등의 다섯 가지 항목을 지침으로 내세웠다28). 곧 이어 1961년 6월 15
일, 국가재건최고회의는 사법 및 법무정책 발표를 통해 ‘사회악’ 일소 기획을 선

언하면서 반공과 대공사찰 강화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마련한다. 식민지 및 미

군정기 마련된 법령을 재정비하는 것, 신속한 사법처리를 위해 법관과 검사에 

대한 기강을 확립하는 것, 형사정책에 있어서는 반국가적, 반민족적 범죄, 밀수, 
그리고 탈세, 폭리 등 범죄, 강력범, 공무원의 범죄 등을 중점적으로 엄벌하고 

우범 청소년에 대한 보도와 소년원 기능의 강화를 통해 일체의 사회악을 근절

하는 것, 교도소 내 물자는 시설 내부를 이용함으로써 국가 재정의 절약을 기하

28) 1961. 6. 13, 동아일보, “국가재건에 총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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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 혁명재판에 대한 신속한 종결, 반공체제 강화를 위한 법규의 정비 등 6
가지가 그 주된 내용이다29). 반국가사범 뿐만 아니라 제반 범죄 행위에 대한 

강력하고 신속한 처벌 정책이 천명되었다.
이와 같이 국가재건최고회의는 출범 이후 한달여만에 사회악 제거를 위한 담

화문30)을 발표하고 범국민대회를 실시한 것은 물론, 두달 후에는 그간의 업적

과 혁명정부의 정당성을 호소하기 위해 ‘군사혁명백서’를 발표하는 신속한 홍보 

전략을 펼친다(국가재건최고회의, 1961). 이 백서에서는 오직 국군만이 친공 

사상의 성장을 방지할 능력이 있었고, 무능한 이승만 정부의 ‘약체 내각’으로 인

해 간첩과 깡패 등 사회악이 범람하고 정부의 부패와 반미, 용공사상이 대두되

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혁명이 불가피했음을 설명했다. 언론을 통해서도 군

사혁명이 구래의 ‘사회악’을 제거하고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는데 성공했음을 적

극 홍보하며 정권에 대한 지지기반을 다져나갔다31). 이와 같이 ‘사회악’이라는 

타자의 구축은 새로운 혁명의 위험을 막거나 국가 재건을 위한 목적 뿐만 아니

라 경제난과 부패를 만들어 낸 원흉32)으로서 이승만 정부와의 차별화를 통해 

정치적 정당성 확보하기 위한 기표로 활용되었다. 부정과 부패를 가져오는 공무

원 범죄와 이들과 결탁한 깡패 등의 강력범죄가 이 시기 ‘사회악’의 하나로서 

명명될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 양육강식, 열자패망의 현상이 일소되어야 하고 경제착취와 필요악의 한계선을 

넘는 사회악은 제거되어야 한다. 입도선매, 장리변, 딸라변이 공공연히 성행되고 거

리에 창백한 얼굴의 실업자군이 우굴거리며 뼈빠지게 일해도 배가 고픈가하면 금융

기관이 수삼명의 부정축재자의 수중에 장악되어 집권정당과 결탁한 독점기업이 국

민대중의 출혈을 강요하는 곳에 사회정의가 있을 수 없다. 사회정의가 없는 곳에 

사회의 건전한 발전이나 국가의 융성이 있을 수 없다.  (.....) 지난 날의 모든 부정

과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여 사회정의가 실현되는 건전한 사회를 건설하는데 온 국

민은 마음의 혁명과 생활의 혁명을 일으켜야 하며, 국민운동의 의의와 목표가 또 

여기에 있는 것이다.”33)

혁명정부의 ‘사회악’ 소거 정책은 급속도로 진행되었다. ‘거사’ 10일째인 

1961년 5월 20일, 국가재건최고회의는 공산분자와 용공분자 2,014명, 깡패 

4,200명을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자유당 정권에 아부하여 부정선거로써 국민을 

29) 1961. 6. 16, 경향신문, “반공, 대공사찰을 강화”
30) 1961. 9. 16, 경향신문, “혁명과업 완수를 위한 국민의 길, 국민운동의 방향”
31) 1961. 10. 21, 경향신문, “강력범 77.9% 검거”
32) 1961. 6. 14, 경향신문, “경제발전에의 도약”
33) 1961. 9. 16, 경향신문, “혁명과업 완수를 위한 국민의 길, 국민운동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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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만하고 부정축재로 국민 경제를 파탄에 몰아넣은 자들을 ‘반민주 행위자’들이

라 칭하며 이들에 대한 처단을 위하여 특별검찰부에 수사를 지시했다. 불과 ‘혁
명’ 5일 후인 1961년 5월 21일, 이정재34)를 비롯한 ‘깡패’들 200여명을 검거하

여 목에 이름과 ‘까까’, ‘개고기’ 등 별명을 달고 남대문 등 시내 주요 번화가에

서 ‘속죄행진’을 하도록 만들며 혁명정부의 위력을 과시했다. 뿐만 아니라 불충

분한 수사와 수뢰의 의혹이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특별검찰부의 검찰관과 부장 

판사 등 17명을 구속하며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통제 역시 강화해갔다35).

이와 같은 사회악 소탕 기획 속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과 특정범죄처

벌에관한임시특례법36)이 제정된다. 자유당 정권의 주먹 역할을 해 오던 이들 

‘직업 깡패’ 뿐만 아니라 을지로 일대의 ‘신상사파’와 같은 ‘신흥깡패’에 대한 처

벌은 1961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정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37). 이
러한 입법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시기 대표적인 ‘사회악’으로 지목된 것은 깡

패였고, 이 시기의 대대적인 검거는 40여년이 지난 후 경찰사에서도 폭력조직 

34) 1961년 2월 9일, 이정재는 부정선거관련자 처벌법위반으로 구속되었다가 같은 달 28일, 불기소 결
정에 따라 석방되었다(1961. 2. 28, 경향신문, “정치깡패 이정재 등 석방, 이의원은 불기소”). 하지
만 5.16 직후 명동과 남대문 등지에서 행패를 부려오던 깡패들의 두목이라는 이유로 이정재 등 39
명이 체포되었다(1961. 5. 24, 경향신문, “형끝나면 탄광 등에 동원”).  

35) 1961. 5. 23, 동아일보, “특별검찰부 검찰관 17명 구속”
36) 1966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로 개정된다.
37) 1961. 4. 12, 동아일보, “4월은 다시 왔는데 아직도 독소가... ‘깡패’와 경찰”

그림 4 1961년 국가재건범국민운동 촉

진대회

출처: 국가기록원, 공보처 홍보국 사진담당

관, 1961, CET0064530

그림 5 깡패 개과천선 시가행렬

출처: 국가기록원, 공보처 홍보국 사진담당

관, 1961, CET004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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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해의 “획기적인” 성과로서 평가될 정도였다(경찰청, 1995:446). 그리고 위의 

두 법률은 뒤에서 살펴 볼 ‘범죄와의 전쟁’ 과정에서 ‘폭력배’ 뿐만 아니라 ‘인
신매매범’, ‘가정파괴범’ 등을 가중처벌하는데 동원되면서 민주화 이후로도 대표

적인 가중처벌 특별법으로 작동하게 된다. 
대중 다수에게 공포감을 조성하는 이들 ‘깡패’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행위들

에 대한 형사사법의 제재도 확대되었다. ‘시국을 망각하고’ 유흥가에서 춤을 춘 

45명에게는 5월 24일 개정된 고등군법회의에서 3월 내지 1년의 실형을 언도하

였으며, 캬바레와 빠에 대하여는 5월 17일부터 영업을 중지시켰다. 댄스홀은 풍

기문란과 강력사건의 도화선이 되는 곳으로 여겨졌다. 또한 보릿고개를 돕기 위

해 농림부가 긴급구호양곡을 방출하고 잡곡을 섞어 팔도록 한 포고령을 위반한 

4곳의 음식점에 대하여는 3일간 영업정지를 시키기도 했다38). 양담배 사용도 

금지되었고 압수와 구속 방침이 내려졌다. 시국을 망각하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들이라는 명분으로 통금위반자들도 하루 평균 천여명씩 적발되었다. 그리고 

3절에서 설명하겠지만 이 시기의 대대적인 구금 인원은 국토건설 사업에 노동

력으로 활용되기 시작한다.
잠시 소강을 보이던 이들 ‘사회악’에 대한 대대적인 처벌과 인력 활용은 

1966년 들어 다시 강화된다. 1966년 1월, 박정희는 연두교서를 통해 밀수, 탈
세, 도벌, 마약, 폭력을 ‘5대 사회악’으로 천명하고 이것의 제거를 통해 민족 주

체의식을 확립할 것을 주문한다39). 1966년 2월부터 대검찰청은 오늘날 대표적

인 공식범죄통계 자료의 하나인 ‘범죄분석’을 발간하여 밀수, 마약, 탈세, 폭력, 
도벌 등 5대 사회악의 실태와 추세, 수법 등을 밝히는 통계를 본격적으로 생산

하기 시작한다. 치안국 수사지도과에서는 ‘오대사회악 수사지휘본부’가 설치되었

다40). 
밀주 제조 및 도축 등 ‘부정식품’ 단속, 마약, 밀수, 그리고 깡패와 치기배 등의 

폭력행위 등이 ‘5대 사회악’ 제거를 위한 주된 검거의 대상이 되었다. 경찰이 

1972년 유신 이후부터 1979년 12월 12일까지 ‘사회악’ 제거 작업을 추진하며 하

달한 지시건수는 68회에 이른다(내무부치안본부, 1985:1077∼1177). 이 시기는 

언론을 통해 ‘사회악’에 대한 보도 빈도가 제헌 이래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 
5.16 쿠데타가 있었던 1961년, 베트남전이 있었던 1966년, 12.12 쿠데타 직후

인 1980년에 비하여도 더 높은 수준이다. 

38) 1961. 5. 25, 경향신문, “구악, 독소 착착 제거”
39) 1966. 1. 18, 동아일보, “연두교서 개요”
40) 1966. 2. 10, 동아일보, “오대사회악의 제거와 공무원의 기강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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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사회악’ 관련 기사 출현 빈도(1953∼2013년)
자료: 동아일보 기사검색(동아일보 기사DB 검색 결과)

(2) 전두환�정권의� ‘사회정화운동’

그런데 전두환 정부 들어서의 재범 위험 통제, 나아가 사회통제는 박정희 정

권기와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인다. 군정포고 1호로 서울과 인천지역을 시작으

로 대공차원에서 시작된 야간통행금지는 37년만인 1982년에 해제되었다41). 국
가 안보 역시 통금과 같은 피동적인 제약보다는 국민들의 ‘자율적인 자제’에 맡

기는 것이 타당하다는 담론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을 앞둔 

상황에서의 통금은 관광침해 요소이자 국가의 대외적인 이미지를 훼손하는 구

시대적인 것으로 간주되기 시작했다. 통금해제로 거리의 바리케이트는 사라졌고 

이 자리에는 포장마차가 들어서며 인기를 끌었다(경찰청, 2005:184). 유신 이

후 더욱 강력해져오던 풍기문란에 대한 통제에도 변화가 등장했다. 전두환 정권

은 1980년 9월 6일, 장발단속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면서 내무부 장관이 단속 

41) 1960년대에는 경제성장을 위해 비교적 치안상의 문제가 적은 제주도와 해안선을 접하지 않
는 충청북도 지역의 야간통행금지가 우선 해제되었다. 1964년 1월, 제주, 1965년 3월, 충청북
도 일원, 1966년 3월에는 증산, 건설, 수출과 관련된 생산업체의 중요 원료 운반 차량에 대하
여 통금을 해제하였고, 같은 해 5월에는 경기도와 충청남도에 소속된 도서지방을 제외한 아
산, 온양, 대전, 경주 등 관광 지구에 대해 야간통행금지를 전면해제하였다(국가기록원
BG00000499, BA013900). 그간 국가안보를 위한 것이라는 명목으로 유지되어 오던 야간 
통행금지는 1975년부터 치안수요가 적은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제되기 시작하던 것이, 
1981년 12월 10일 국회 내무위원회에서 전면 해제 건의안이 가결되었고 이듬해인 1982년 1
월 5일부로 경기, 강원 두 도 안의 휴전선 접적 지역과 해안선을 낀 면부들을 제외한 전국에
서 야간 통행금지가 해제되었다(1981. 12. 10 11대 국회 108회 19차 본회의 회의록, 1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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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를 지시하게 된다. 당시 단속중지의 이유로 내건 것은 청소년들의 ‘자율’ 정
신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있다는 점이었다42). 

이와 같이 전두환 정권기 들어서면서 이전 시기 일제단속과 훈육의 명분이었

던 내핍, 사회악 소탕, 갱생 등과는 다른 ‘자율’이 치안의 영역에서도 새로운 테

마로 부상하게 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일상적 사회통제의 약화가 곧 권위주의

적 처벌 제도의 청산이나 그것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대표적으로 

1980년 7월, 김대중, 문익환, 한승헌 등 24명은 1980년 학생시위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배후세력으로 지목되는데, 이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으로 육군계

엄보통군법회의에 기소되었다. 육군본부의 법정 안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는 공

소장 낭독에만도 1시간 27분이 소요될 정도로 갖은 법률들이 처벌을 위해 동원

되었다43). 
또한 1980년 10월 22일, 국민투표를 통해 헌법이 개정되었지만 개정 헌법은 

부칙에서 국보위가 국회의 권한을 잠정적으로 대행하도록 했다. 이 국보위는 형

사소송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국가보안법, 헌법위원회법 등을 전부 또는 일부 개정하면서 

이를 통해 사실상 입법, 행정, 사법의 3권에 대한 권한을 장악하였다.  
반공법 혹은 국가보안법의 찬양, 고무 행위로 처벌되며 재범 위험성의 관리 

대상이 되던 집회, 시위 등 사회운동의 참여자는 여전히 강력한 처벌의 대상이 

되었다. 1980년대 중반까지도 시위에 참여한 대학생들은 대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는 

드문 정도였다(사법발전재단, 2009:100). 사법부와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국가

장치였던 국가안전기획부의 권한 역시 유지되면서 이들이 법원을 대신하여 ‘시
국사범’에 대한 처벌의 수위를 결정하는 사실상의 주체가 되기도 했다. 국가안

전기획부는 1983년 4월 11일 ‘학원사태 관련자 조기 공판 진행 조정보고’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원 관련사범, 특히 ‘군대 입대 기피목적’으로 시위를 한 자

를 처벌한다는 명분으로 시위 참여자들에게 5년 이상을 구형하여 3년 이상이 

42) 국가기록원>기록정보콘텐츠>주제콘텐츠>금기와 자율
     http://theme.archives.go.kr/next/tabooAutonomy/taboo1980.do
43) 내란음모 등의 혐의, 로 김대중 피고인에게 사형이 선고되었고(80보군형공 제38호),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당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대중 피고인을 무기징역으로 감형하기로 결정했다(사
법발전재단, 2007:436). 김대중은 당시의 감형이 미국에서 전두환측에 손을 썼을 것이라 
짐작했다고 회상한다. 미국 대선에서 카터 아닌 레이건이 당선되어 절망이라 보았는데 바로 
그 레이건과 전두환 측 사이에 협상이 성사된 결과라는 것이다(김대중, 2012:179). 1981년 1월, 피고
인들의 상고를 기각한 대법원은 유신헌법이 무효라고 보아야 할 근거가 없고, 대통령의 판단 결과로 비
상계엄이 선포되었을 경우 그 선포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띠는 것으로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
으로 명백하게 인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당연무효라 단정할 수 없으므로 계엄선포의 당부를 판단할 
권한이 사법부에는 없다고 판단했다(80도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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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되도록 사법부에 ‘조정’을 요구했으며, 재판을 신속히 하는 방법으로 시위를 

통제하려 했다(국가정보원, 2007:215). 당시만해도 국가안전기획부는 사법부를 

무력화시키는 이와 같은 조치가 시위를 줄이는데 기여한 것으로 자평할 정도였

다(국가정보원, 2007: 219). 이와 같이 사법부가 아닌 국가안전기획부가 양형 

판단의 사실상 주체가 되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난 사태에 대한 비난과 저

항이 이어졌지만 그들의 힘을 무력화시키지는 못했다44). 
또한 국보위는 박정희 정권의 사회악 소탕 기획과 유사한 사회정화 운동을 

추진해 나아간다. 1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1980년 8월, 전두환은 ‘사회악 일

소 특별조치’를 선언하며 ‘불량배’, ‘우범자’ 등을 검거하여 군부대에서 2주 내지 

4주간의 순화교육을 실시한 후 사회에 복귀시킨다는 명분으로 삼청교육대를 운

영하기 시작했다45). 

(3) 노태우�정권의� ‘범죄와의�전쟁’

민주화 직후에도 ‘사회악’에 대한 호명과 이들에 대한 소탕 기획은 지속되었

다. 국가 형성과 함께 대표적인 ‘재범 위험’ 집단으로 ‘시국치안’을 교란시키는 

것으로 간주되던 정치범, 반체제 세력 등에 대한 검거는 더욱 강화되었고, 피고

인 등에 대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반인권적 처우 역시 지속되었다46). 
1988년 7월 7일, 노태우 대통령은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대통령 특별

선언’을 통해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내놓는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1989년 

1월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북한을 방문하고, 남북고위당국자 회담을 위

한 예비회담이 열리는 등 남북한 교류 협력의 무드가 조성되자 국회에서는 그

간 반공을 명분으로 민족해방운동 등 사회운동을 억압하는데 이용되었던 대표

44) 이에 저항했던 판사들에게는 보복적 제재가 가해졌다. 1985년에는 즉결심판에서 시위 대학
생 11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인천지방법원의 판사가 부임한지 6개월만에 영월지원으로 전
보되었고, 반정부 유인물을 배포한 전국기독교농민총연합회 사무국장에게 즉결심판에서 무
죄를 선고한 서울형사지방법원의 다른 판사 역시 지방으로 전보되는 시절이었다(국정원, 
2007:312). 이와 같이 시국 관련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사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것
은 처음이 아니었다. 이러한 전보 인사에 서울지방법원 판사가 1985년 9월, 법률신문에 글
을 발표하면서 야당인 신한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02명이 10월 18일 유태흥 대법원장 탄
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대법원장이 공정한 인사로 법관의 독립을 지켜줄 헌법상 의무에 반하
는 인사를 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탄핵소추안은 부결되었다(사법발전재단, 2009:102).

45) 이미 그에 앞선 7월 28일, 전두환 당시 국보위상임위원장이 ‘불량배 소탕계획’이라는 제목으
로 삼청계획 5호를 입안하여 계엄사령부에 하달했고, 이에 따라 ‘계엄포고 13호’를 발령해 
불량배를 일제히 검거 하도록 지시했다(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1980:41).

46) 사법부 역시 87년 민주화 이후로도 안기부는 물론이고 치안본부 대공수사단, 일선 경찰에 
의한 고문과 자백 강요가 지속되어 권위주의 시기와 비교할 때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고 평가하고 있다(사법발전재단, 2007:438-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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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반민주악법인 국가보안법에 대한 개폐 논의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1989년 1월에는 국가보안법 제7조1항, 5항47)을 중심으로 위헌소송이 잇따라 

제기되기 시작했다(법원행정처, 1995:1056). 
그 밖에도 여소야대 정국에서 5공 청문회와 잇단 방북 사건, 대학가의 시위

에 더하여 노사분규로 곤혹스러워진 노태우 정권은 ‘시국치안’을 강조하며 공권

력 강화로 맞서는 ‘공안정국’을 조성하기 시작했다(법원행정처, 1995:1056). 
1989년 3월 22일, 노태우는 폭력세력이 있다면 성당이든 정당이든 공권력을 

투입하라고 지시하고, 같은 날 치안본부장 조종석은 전국 경찰에 M-16 소총을 

지급하고 무기휴대 명령을 내렸다(이범준, 2009:90). 정부의 이와 같은 시도와 

여기에 반발하는 사회운동 세력 간의 갈등도 지속되었다. 1991년 봄은 이러한 

분위기의 정점을 보여준다. 명지대 학생 강경대의 분신에 이어, 대표적인 공안

조작 사건인 강기훈 유서대필사건에 대한 논란이 벌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안전기획부, 검찰 등 공안기관을 통한 ‘공안사범’에 대한 엄벌주의적인 입건

과 형 선고는 계속되었으며,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자유로운 결사와 집회 및 시

위를 통제하는 방식도 반복되었다. 그 결과 1987년 직후 감소하던 국가보안법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자에 대한 검거는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그림

8과 같이 이 시기 국가보안법 등 위반자에 대한 검찰 송치건 수는 1996년 한

총련 사태 및 1986-7년의 민주화 운동기 다음으로 높은 수준에 이르게 된다. 
이와 같이 국가보안법을 통한 대대적인 구속 기소는 사법부가 직접 이에 제

동을 걸고 나설 정도였다48). 야당 및 시민사회의 국가보안법 폐지 요구에도 불

구하고 여당은 위헌소송의 결과를 반영하며 국가보안법상의 조항들을 일부 ‘정
비’라는 형식으로 존치시키는 법 개정을 했다. 7·7선언에 따른 대북정책의 효율

적인 추진을 적극 뒷받침한다는 것이 그 명분이었다49). 또한 ‘공안사범’에 대하

여 가석방시 사상전향을 요건으로 하는 권위주의 시기의 재범위험 관리 방식 

역시 보다 강화되었다. 1989년 9월 25일, 법무부는 훈령 제227호 ‘공안 및 공

안관련사범 처우요강’을 통해 ‘국가안보 침해사범, 불법폭력 집회, 시위 주동자 

등 중범자’에 대하여 가석방시 준법의사의 확인이 필요하다며 사상전향 여부를 

가석방의 요건으로서 더욱 명확히 하였다50). 즉, ‘공안사범’으로서 수형된 자들

47)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과 제5항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
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이와 같은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 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 수입, 복사, 소지, 운반, 
반포, 판매 또는 취득한 자도 같은 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48) 1989년 11월에는 마산지방법원 충무지원이 국가보안법 제7조제1항과 제5항에 대한 위헌심판을 
제청(89초308)하였고,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직후인 1990년 1월 5일에는 서울형사지방법원에
서도 또 다시 이에 대한 위헌심판을 제청하기도 했다(89초4650).

49) 1991. 5. 31 시행 국가보안법(법률 제43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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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준법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한 여전히 재범의 위험성을 이유로 가석방

이 제한되었다.

그림 7 반공법, 국가보안법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송치 건수

(1975~2005년)
§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은 경찰통계연보(경찰청, 2007:165∼166), 집회및시위

에관한법률위반은 범죄분석 통계시스템(http://arc.crimestats.or.kr) 재구성. 
§ 반공법은 1980년 폐지. 국가보안법위반의 1983년은 값은 결측. 반공법 및 국가보

안법 위반은 좌축

엄벌주의 기조는 국가보안법 위반자에 대한 검거 강화에 국한된 것은 아니었

다. 1989년 5월 3일, 부산 동의대 도서관에서 학생들이 뿌린 신너에 경찰관 6
명이 순직하고 11명이 중상을 입으며 이후 경찰이 역사상 ‘학생시위 사상 최악

의 사건’으로 평가되는 사태가 발생하자, 경찰은 95명을 검거하여 살인, 현주건

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77명을 구속하기도 했다(경찰청, 1995:437). 그리고 직

후인 1989년 6월,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을 입법 발의하여, 화염병의 

제조, 소지, 사용을 처벌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 법령을 만들며 화염병에 대

한 엄중 대응에 나섰다51). 당시 검찰총장으로서 7.7선언 직후의 공안정국을 주

도하며 국가보안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사건 처리를 지휘

50) 98헌마425호 준법서약제등 위헌확인사건, 사실조회회신, 법무부(2001. 2. 26) 
51) 1989. 6. 16 제정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법률 제4129호)

http://arc.crimestat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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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던 당시 검찰총장 김기춘은 1990년 5월 14일,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한 엄

단을 검찰에 지시했다. 그는 학원가의 민족운동을 ‘경찰관 등 공무원의 직무집

행에 폭력적인 방법으로 부당하게 항거하거나 직접적인 폭력행위를 자행하는 

등의 공무집행방해사건’으로 진단하면서 이들에 대한 검거 이외에도 경찰관의 

순찰, 불심검문, 적법한 임의 동행요구, 범죄예방을 위한 경고 등에 대한 방해 

행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경찰활동에 대한 제약요소를 모두 강력한 처벌로 

대응할 것임을 천명했다52).

그림 8 대범죄전쟁 활동. 소총을 들고 있는 

경찰관이 보인다.
출처: 대범죄전쟁백서(경찰청형사국, 1991:14) 

1990년, 이와 같은 공안정국 조성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김영삼 민주자유당 

공동대표가 당 총재였던 노태우에게 탈당을 요구하고, 국군보안사령부의 민간인 

사찰 사실이 윤석양 이병의 양심선언으로 드러나게 되면서 국가보안법과 공안

기구에 대한 비판의 여론은 드높아졌다. 그러자 정부는 ‘시국치안’에의 집중으로 

인해 ‘민생치안’이 위기에 빠졌음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공권력 강화를 천명하

기 시작한다. 1990년 10월 13일,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 규탄을 위한 대규모 군

중집회가 열린 바로 그날, 노태우는 ‘새질서 새생활 실천 모임’의 텔레비전 생중

계를 통해 “범죄와의 전쟁”을 발표한다. 이 ‘10ㆍ13 특별선언’을 통해 그는 범

죄와 폭력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고 헌법이 부여한 모든 권한을 동원해 폭력조

직을 전면 소탕할 것을 천명했다(경찰청, 1991).
대통령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경찰 역시 경찰은 ‘민주화 이후 분위기에 편

승하여 무절제하게 욕구가 분출되고 공권력 경시풍조가 만연’하여 시위문화를 

52) 1990. 5. 15, 한겨레, “공무집행방해 구속수사, 김기춘 검찰총장 지시, 사안 가벼워도 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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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 냈고, 또한 그것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폭력혁명을 꾀하는 일부 불

순세력에 의해 추동되었다고 진단하며 엄벌주의 기조를 선언했다(경찰청형사국, 
1991:9). 경찰은 당시 집중단속의 홍보 대상이 되었던 ‘조직폭력배’의 창궐 역

시 민주화의 효과로 결부시켰다(경찰청형사국, 1991:10). 그들은 범죄와의 전

쟁을 1965년 미국 존슨 대통령의 범죄와의 전쟁 선포, 1981년 레이건 대통령

의 형사 사법제도 개선안, 1989년 9월 부시 대통령의 마약과의 전쟁 선포 등과 

동일선상에 놓으며 피의자에 대한 온정주의적 형사정책을 중형주의 형사정책으

로 변화시키는 것이 ‘선진’의 사례라 엄벌주의 기획을 정당화했다(경찰청형사국, 
1991:288). 이와 같이 시국치안 사범들이 법질서 의식의 약화를 추동하고 그들

에 집중된 경찰력으로 인해 민생치안이 약화되었다는 논리는 노태우 정부가 정

치적 위기 상황을 모면하고 공권력 강화를 주장하는 핵심적 논거가 되었다. 
때문에 정부의 엄벌주의 기조에는 정치적 현안들을 비가시화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범죄와의 전쟁이 ‘시국치안’에 대한 강도 높은 통

제를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한 도구이며, 오히려 ‘민생치안을 이 지경으로 만

든 것은 온갖 집회 시위를 원천 봉쇄하는데 쓸데 없이 경찰력을 낭비한 정부의 

자업자득’이라는 비판까지 등장했다(박원순, 1990: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

회, 1990)53). 이들의 주장과 같이 노태우 정부가 정치적 정당성 위기를 모면하

기 위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민생치안’의 이슈를 강조했다는 주장에는 

당시의 정치적 조건 이외에도 충분한 근거가 있었다.
첫째, 올림픽 개최나 노사분규 뿐만 아니라 여소야대 정국에서 가능해진 5공

비리 청문회와 그로 인한 어수선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이미 ‘사회악’ 제거 

치안 기획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뒤늦게 ‘범죄와의 전쟁’이 천명되

었다는 점이다.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이미 서울시경은 1988년 5월 20일부터 9
월 17일까지 120일간을 사회기강확립 120일 작전기간으로 정하고 경찰력을 총

동원, 시민생활의 안정을 침해하는 각종 사범을 철저히 단속키로 지시하였다54). 
1988년 6월부터는 ‘범죄 70일 소탕작전’을 벌이고 전 경찰력을 투입했다55). 
1988년 올림픽 폐막 직후인 11월부터 1990년 10월까지 1년간 경찰은 조직폭

력, 인신매매, 강도강간등 가정파괴 사범 3가지에 대한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했다(경찰청, 1995:973). 올림픽이 끝난 이후로도 정부와 민정당은 당정회

의를 통해 조직폭력, 가정파괴, 부정식품, 인신매매, 마약사범 등 5개를 사회악

으로 규정하고, 특히 인신매매 사범과 관련해서는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키로 하

53) 서울대학교 기록관, 문서번호 301-01-672, 1990. 9. 10. 13대 국회 151회 법제사법위원회 국
정감사, 피수감기관: 서울지방검찰청, 회의록, 29쪽. 

54) 1988. 5. 20 경향신문, “24시간 방범체제”
55) 1988. 6. 23, 동아일보, “범죄 70일 소탕작전, 치안본부 오늘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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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엄벌주의 기조를 지속해 나아갔다56).
 둘째, 당시 처벌강화의 기획은 입법을 통해서도 충분히 기초를 마련한 상황

에서 천명된 것이었다. 1989년 3월 25일, 당시 문제가 되고 있던 소위 ‘가정파

괴범’ 등에 대하여 중형을 부과하여 반사회적,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철저한 단

죄와 범죄의 예방효과를 기한다는 목적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다57). 1990년 12월 31일에는 ‘가정파괴범’에 대한 법정형을 다시 강화

하고, 당시 사회문제가 되고 있던 ‘인신매매범’, 즉 미성년자나 부녀자에 대한 

약취, 유인 행위를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시켜 1년 반만에 또 다시 특정범죄가

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개정되었다58). 이와 같이 민생치안 강화 정책이 강력하

게 추진되어 오고 있었던 상황에서 1990년 ‘10ㆍ13 특별선언’이 이뤄졌다는 점

은 그것이 미흡한 민생치안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표된 것이라고만 보기 

힘들게 한다. 
특히 이와 같은 ‘민생치안’ 강화 기획에서 ‘조직폭력배’의 와해는 경찰청이 

1991년, ‘범죄와의 전쟁 선포 그 후 1년’의 대표적인 성과의 하나로서 꼽을 정

도로 대대적인 검거가 이뤄졌다59). 또한 이들 ‘조직폭력배’를 5.16 직후의 사형 

등 극형의 대상이었던 이정재, 임화수 등의 정치깡패, 이후 국토건설단 취역의 

대상자, 1980년 삼청교육대 운영 등의 대상자였던 ‘폭력배’와 같은 선상에 놓여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경찰청, 1995:446). 언론 역시 삼청교육대 운영으로 와

해된 조직폭력배가 정치적 변혁과 대사면 조치를 앞두고 조직정비를 서두르고 

있다는 점에서 위협적이라며 위 대상들을 동일선상에 놓았다60). 이러한 처벌 

강화 기획이 ‘폭력배’ 척결로서 동일선상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다는 점은 폭

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의 변화과정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5.16 직후인 

1961년 6월, 사회악 소탕 기획의 일환으로 ‘깡패’를 처단하기 위한 명목으로 이 

법률이 도입된 이래, 1980년 전두환 정권의 사회정화운동 과정에서는 가중처벌 

조항이 추가되었고, 노태우 정부의 민생치안 확립 과정에서는 기존의 법정형들

이 또 다시 대폭 상향되었다61). 그 밖에 ‘가정파괴범’, ‘인신매매범’과 관련한 

56) 아이엠비씨 20년뉴스 DB, imnews.imbc.com/20dbnews/index.html, 이범준, 2009:90 재인용 
57) 1989. 3. 25 시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법률 제4090호).
58) 1990. 12. 31 시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법률 제4291호)
59) 경찰은 이 시기 처벌강화가 필요한 ‘조직폭력배’의 전형으로서 1986년 8월, 인천 뉴송도호텔의 

이권다툼으로 사장 황인수를 살해한 ‘태촌파’ 두목인 김태촌, 나이트클럽 이권다툼으로 집단적 폭
력을 행사한 ‘양은이파’ 두목 조양은 등을 지칭하고 있다(경찰청, 1995:447).

60) 1988. 2. 3, 경향신문 “전국 조직폭력 165파”. 하지만 당시 언론 보도에서 ‘조직폭력’에 대한 가장 흔
한 이미지는 술집 등 유흥가나 유원지에서 금품을 갈취하는 것이었다(1988. 6. 22, 동아일보, “술집등
서 금풀갈취 조직폭력3명 구속”, 1988. 5. 2, 경향신문, “유원지 폭력 집중단속”).

61) 1980. 12. 18, 법률 제3279호. 제3조제3항 및 4항 신설. 1990. 12. 31, 법률 제42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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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변화는 4장에서 상술한다.
이와 같이 민생치안의 공백과 공권력 강화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분위기 속에

서 ‘공안사범’은 물론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검거가 강화되면서 민주화 직후 감

소하였던 구금율은 다시 반등하기 시작했다. 또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공권

력 확장의 분위기 속에서 권위주의 시기 재범 위험을 예방, 관리, 통제한다는 

명분으로 도입, 운용된 처벌 제도들, 보호감호, 보안감호 등에 대한 청산이나 

본격적인 문제제기는 지연될 수 밖에 없었다. 

그림 9 인구10만명당 1일평균 구금시설 수용인원 변화: 1960∼2013
§ 범죄백서 1984, 2002, 2014 재구성. 법무부 교정국통계. 1960년까지는 법무부사

(1985:100)로 재구성. 
§ 소년교도소포함, 소년원 제외. 피보호감호자 및 피보안감호자(1987까지) 포함, 1962

년은 3/4분기 자료소실

3. 행형 비용의 최소화와 형사절차의 파행

1) 만성적�구금�과밀과�행형�기능의�상실

권위주의 시기, 사상범 및 반국가사범 등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상시적인 

‘사회악’ 척결 기획을 통한 엄벌주의 기조 속에서의 강력한 양형, ‘재범 위험성’
을 이유로 한 자유박탈적 보안처분의 부과 등은 교정시설의 과밀을 불러일으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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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밖에 없었다.
국가보안법 위반자에 대하여는 법 제정 직후 첫 16개월 동안 15만이 넘는 사

람들이 이 법 위반으로 경찰에 의해 입건되었고, 그 가운데 11만 2,246명이 검

찰로 송치되었으며 3만 8,213명이 재판에 회부될 정도로 대대적인 단속이 이뤄

졌다(박명림, 2002:319). 때문에 1948년 9월 28일, 이승만은 새정부 수립을 

기념한다는 명분으로 19개 형무소와 6개 소년원의 수감자 2만여명 중 폭동, 살
인, 방화 등의 범죄자를 제외한 5,700여명과 경찰서에 유치된 5,000여명 등 남

한 전체 수감자의 33%에 해당하는 규모에 대하여 대대적인 사면과 석방을 단

행하기도 했다. 그리고 ‘공산분자의 파괴활동 증가’로 인해 형무소 수용인원이 

급증하고 있다는 진단에 따라 1949년 10월 27일 제정, 공포된 ‘형무소 설치에 

관한 건’을 통해 부천형무소와 영등포 형무소를 신설하였다(법무부, 1988:53). 
또한 이들을 수용하기 위해 서울, 대구, 광주 세 곳에 있는 소년원 혹은 감화원

에 보도소를 설치했다62). 정부는 보도소를 활용하여 잔여 형기를 남기는 자가 

없도록 힘쓰겠다고 밝히는데, 국가가 행형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사회로 

돌려보낼 의지는 없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63).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수용난은 더욱 악화되었다. 1950년 3월 당시 남한에는

20개 형무소와 지소 1개가 있었지만, 전쟁 중 전국 형무소의 구금 장소와 작업

장이 거의 소실되었기 때문이다(법무부, 2000:7). 특히 서울 소재 소년원은 전

부 파괴되어 1954년에는 서울에 있는 소년원생 700여명 중 600명이 안양에 가

건축한 수용소에 수용되는 상황에 이르렀다64). 
이와 같이 열악한 재정난과 과밀 수용이 심화되자 형무소에 수용된 범죄자를 

출소시키는 것이 해법으로 선택되기 시작했다. 1952년 국회의 시정연설에서 법

무부장관은 수용시설의 부족과 수용인원의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 수형자 중 사

회복귀가 무방하다고 판단되는 자들에 대한 가석방 및 특별사면을 최대한 이용

할 것임을 밝혔다65). 단, 이와 같은 석방 대상에서도 사상범은 제외되었다. 전
쟁 직후인 1954년, 국회에서는 가석방 비율이 낮다는 비난이 지속되었지만 당

시 법무부장관은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 중의 7∼8할이 ‘공산당’, 즉 국

가보안법이나 반공법 위반 등으로 수용된 사상범이기에 가석방을 확대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호소했다. 아래 표9와 같이 이 시기 이후 1961년 5.16 이전까

지 사상범은 형무소 수용인원의 20%를 상회할 정도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

62) 1949. 12. 9, 경향신문, “중앙수사국과 보도소 가칭 설치”, 1949. 12. 9, 동아일보, “변사사
건은 엄벌주의로, 단심은 현단계 요청”

63) 1949. 12. 30, 동아일보, “권 법무장관담, 좌익의 완전소탕 오리숙청”
64) 1954. 7. 7, 3대 국회 19회 본회의 회의록, 20쪽.
65) 단기4285. 1. 16, 3대 국회 12회 정기회 회의록, 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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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을 제외한 일반 ‘잡범’에 대하여는 이전보다 더 높은 비율로 가석

방을 실시했다66). 이와 같이 시설수용을 감축하는 것은 형무행정에 국한된 것

이 아니라 재정난에 시달리던 전후 국가 정책 운용의 일반적인 경향이었다. 복
지 시설에 있어서도 낭비적이고 비생산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시설수용과 구호

는 최소화 되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1970년대까지 지속되었다(황정미, 
2001:59). 1956년 10월 29일, 바로 이 가석방 대상자들을 선별하기 위해 가석

방 심사규정이 만들어진다. 이 법 제5조 제1항에서는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인

정된 수형자에 대하여는 가석방심사를 거쳐 가석방을 구신할 수 있도록 했다. 
가석방이 ‘재범의 위험’의 부재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다는 점은 역으로 실형을 

선고하여 형무소에 구금하는 전통적인 형벌이 재범의 위험을 통제하기 위한 수

단이 되어 왔음을 알 수 있게 한다. 형무소의 구금을 통한 형벌 부과가 재범 위

험을 관리하는 사실상, 법률상의 주요한 수단이었다는 점은 가석방된 자들에 대

한 감독과 보호와 같은 체계적인 재범 방지  관리 시스템이 부재했다는 점을 

통해서도 지지된다. 
그동안 범죄자들의 가석방 혹은 출소 후 사회복귀를 담당하였던 것은 식민기

66) 단기4287. 7. 15, 3대 국회 19회 본회의 회의록, 18쪽.

단위: 명
연도 계 재산범 강력범 풍속범 좌익범 기타범
1954 14,136 4,296

(30.4)
1,714
(12.1)

98
(0.7)

3,453
(24.4)

4,575
(32.4)

1955 14,809 3,826
(25.8)

1,792
(12.1)

96
(0.6)

3,456
(23.3)

5,639
(38.1)

1956 12,919 4,319
(33.4)

2,079
(16.1)

99
(0.8)

2,968
(23.0)

3,454
(26.7)

1957 13,358 4,377
(32.8)

2,160
(16.2)

108
(0.8)

3,639
(27.2)

3,074
(23.0)

1958 15,614 4,364
(27.9)

1,975
(12.6)

108
(0.7)

2,510
(16.1)

6,657
(42.6)

1959 16,151 4,380
(27.1)

2,528
(15.7)

119
(0.7)

2,633
(16.3)

6,491
(40.2)

1960 13,971 4,423
(31.7)

2,545
(18.2)

131
(0.9)

2,156
(15.4)

4,716
(33.8)

§ 법무부사(법무부, 1985:101)
§ ‘죄질’의 세부분류기준은 제시되어 있지 않음

표 9 수형자 죄질별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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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일본의 제도를 이식하여 만들어진 조선사법보호사업령67)에 근거한 사법보호

위원회였다. 식민지기 형성된 이 조선사법보호사업령 역시 해방 이후에도 지속

되었다. 1948년 9월 28일, 이승만이 새정부 수립을 기념하여 남한 전체 수감자

의 33%에 해당하는 규모에 대하여 대대적인 사면과 석방을 단행하였을 당시에

도 전국의 사법보호위원회는 석방된 이들의 직업과 생계를 알선해주는 ‘후원’을 

담당했다68). 
이 사법보호위원회는 각 지방검찰청 관할마다 설치하고 그 회장을 검사장으

로 하되, 실제 사업은 민간이 도맡았었다. 조선사법보호사업령에서는 국가가 예

산의 범위내에서 이들에게 장려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했다. 당시 언론에서는 

사회 각층의 ‘유지’들로 구성된 이 사법보호위원회의 위원들이 자금을 ‘하사’하
여 출옥한 범죄자의 귀가 여비, 의류비 제공 및 직업 소개를 주된 활동으로 삼

고 있으며, 생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거나 부조해주고 보호자가 없는 자들을 

수용소에 수용하도록 하는 활동을 한 것으로 홍보하기도 했다69). 
1950년대 수용인원이 14만 안팎이었음을 고려하면 법무부가 집계한 아래 표

10의 대상인원을 기준으로 볼 때, 민간이 부담한 사법보호활동의 규모는 상당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들 인원의 대부분이 일시보호인 점을 고려하면 

이것이 형기 잔여자의 자활책과 재범 방지라는 표면적인 운영 목적70)을 실행하

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신문지상에는 사법보호위원회의 냉

대로 인해 재범에 이르게 된 사례, 그것의 취업지원 등 사실상의 보호 능력 부

재에 대한 비판도 심심치 않게 등장했다.71) 즉, 전후의 혼란과 행형시설의 열악

한 상황, 교정비용의 부담으로 인해 사상범이나 살인 등 강력범죄를 제외한 범

죄자들에 대한 가석방은 적극적이었지만 가석방으로 출소한 이들에 대한 보호

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구체적 수단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마련되지 못했다. 

67) 조선총독부령 제9호로 제정되어 1942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 조선사법보호사업령에서는 형
집행정지나 집행유예, 집행면제나 가출옥 중인 자 등을 보호하는 사업을 ‘사법보호사업’이라 
규정하였고, ‘재차 죄를 범할 위험을 방지하고 이로 인해 나아가 신민의 본분을 바르게 지키
도록 하기 위해 성격의 도야, 생업의 조성 및 기타 적당한 조치를 하여 본인을 전도하는 
것’을 사법보호의 내용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조선사법보호규칙 제5조에서는 수용보호, 관
찰보호, 일시보호 세 가지를 보호의 종류로 규정하였다. 

68) 1948. 9. 28, 경향신문, “사법보호위원회, 영어에서 자유와 광명의 세계로 대사령 드디어 공포”
69) 1953. 2. 7, 경향신문, “범법자 적극 선도 사법보호위원회 재발족”
70) 1958. 12. 14, 동아일보, “만여명을 선도. 전국사법보호회서”
71) 1957. 7. 26, 경향신문, “출감했으나 일자리 없어”, 1958. 2. 25, 동아일보 “사법보호받고 

하는 짓이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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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명
사법보호회 1954 1957

일시보호 수용보호 계 일시보호 수용보호 계
1 서울 604 202 806 2,497 201 2,698
2 청주 383 383 173 19 192
3 인천 198 34 232 635 33 668
4 대전 631 36 667 191 34 225
5 공주 547 142 689 2,167 402 2,569
6 대구 776 67 843 1,792 27 1,819
7 김천 264 32 296 526 29 555
8 안동 113 4 117 339 339
9 부산 1,079 495 1,754 928 253 1,181
10 마산 125 31 156 90 2 92
11 진주 455 35 490 1,109 42 1,151
12 군산 130 54 184 158 20 178
13 광주 924 924 448 6 454
14 목포 298 26 324 280 16 296
15 춘천 656 291 947
16 수원 617 10 627
17 전주 132 114 246 237 26 263
18 개성
19 영등포

계 6,659 1,272 7,931 12,843 1,411 14,254
출처: 법무부사(법무부, 1988:90∼91), 두 해의 자료밖에 없음

표 10 사법보호사업 현황

이와 같이 운영되던 사법보호위원회의 사법보호사업은 1961년 9월 30일, 그 

운영의 법적 근거인 조선사법보호사업령과 함께 폐지되고 갱생보호법 제정을 

통해 갱생보호사업으로 대체된다72). 갱생보호법은 재범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

을 법률 제정의 직접적인 목적으로 내세운 최초의 법률이다. 이 법의 주요 골자 

첫 번째는 소극적인 시설 수용을 지양하고 적극적인 노력동원을 시켜 자활독립

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었다73). 당시 법무부의 입법안에서는 갱생보호의 대상

을 ‘형여자’ 즉, 잔여 형기가 있는 자74)들로 지칭하면서 이들에 대하여 ‘성격을 

72) 이후 갱생보호법은 1995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면서 숙식 제공, 여비 지급, 
생업 도구 등의 대여나 직업훈련 등 자립갱생을 돕는 오늘날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사
업으로 계수된다(최응렬, 2013). 

73) 국회의안번호 AA00115호
74) 이 법 제1조에 의해 갱생보호의 적용 대상은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집행종료한 자, 집행을 

면제받은 자, 가석방 중에 있는 자,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 선고유예를 받은 자, 공고
제기 유예처분을 받은 자로 규정되어 있지만 사실상 집행 종료자에 비하여 형이 면제,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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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야하고 생업을 조장시키고 적당한 처우를 행하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유

용한 일원으로 복귀케 하고자’ 하는 것이 입법 목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 법 개정을 통해 사법보호회의 구성과 관리에 대한 사항들이 보다 적극적

으로 국가에 부여되기 시작한다. 갱생보호사업을 관영화하는 방식으로 변경하

고, 형여자의 민간기업체에 대한 고용명령을 발하는 것, 갱생보호의 기본 운영

을 위한 “자본의 효율화”를 꾀하는 것, 그리고 이들 사업주체에 대하여는 민간

인 위촉을 없애고 소재지 지검차장 지청장에게 전담시키는 것75), 고용명령을 

받은 기업주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 못하도록 하고 위반자에 대하여는 벌금

을 부과하도록 규정하였다. 다만 보호회 및 보호소의 국세, 지방세를 면제해주

는 방식으로 민간의 고용을 지원하도록 했다76).
즉, 1961년 이후 국가의 재범 위험 관리는 형무소나 사상범에 대한 보도구

금, 시설 수용 등을 통한 공간적 격리의 방식을 넘어 적어도 표면상으로는 사회

내로 출소한 자들에 대한 사후관리로 확장, 체계화되기 시작한다77). 전후의 대

대적인 국가보안법 위반자 검거와 그에 따른 행형비용의 부담은 이와 같은 변

화를 추동했다. 하지만 갱생보호의 대상인 출소자들의 ‘재범위험성’은 국가가 적

극적으로 통제해야할 무엇으로 간주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사법보호사업과 마

찬가지로 갱생보호사업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가출소자들에 임시적인 보

호를 베푸는 것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시혜’는 국가의 개발주의적 성

격이 강화되면서 그들의 노동력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변화해가기 시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벌주의적 치안기획이 지속되면서 그림10과 같이 1961

년부터는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형자 및 미결구금자의 인원이 대폭 증가하기 시

작했다. 이미 좌익사범 등에 대한 검거로 구금 과밀의 문제가 진단되고 있던 상

황에서 밀수, 마약, 폭력, 강도 등 ‘사회악’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까지 더해지면

되거나 가집행되는 자들이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75) 민간이 사업주체가 되면서 문제가 된 갱생보호회의 부정행위에 대한 언론 보도 역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1962년에는 대구갱생보호회가 대구 소재 제일모직 회사 등에 기부금품 모
집을 서신을 발송한 혐의(1962. 3. 30, 경향신문, “대구갱생보호회 대검서 부정조사”, 1965
년에는 갱생보호회 서울시지부장이 갱생보호회 직영 극장인 현대극장에서 영화를 상영 후 
수입금 52만원을 횡령하여 서울지검에 구속된 사건이 보도된 바 있다(1965. 1. 29, 동아일
보, “전 갱생보호회 간부 윤문규씨 구속”). 

76) 그리고 서울시와 각 도에 “갱생보호소”를 두고 통신면접방문에 의하여 선행을 장려하고 계유
하여 주거, 교유 등 환경을 조정하는 관찰보호와 취업의 알선, 직업의 보도, 생산도구의 대여, 
신원의 보증, 구호단체 또는 독지가의 의탁알선, 귀향알선, 부설사업장에의 취업, 단기숙박 또
는 식사제공 등 직접보호 등이 이뤄지도록 했다(1961. 10. 1, 경향신문, “재범않도록 보도”).

77) 당시의 갱생보호에 대한 한 논문에서는 사회적 낙인이나 자포자기 등으로 인해 출소자들은 
사회적, 심리적으로 나약한 상태로서 이로 인해 재범할 위험성이 아주 높다는 점을 지적하
며, 미국과 같이 일반 민간 사회사업기구를 활용하고 그들과 협조할 때 갱생보호사업이 크
게 발전할 수 있다며 민간 거버넌스의 활용 필요성이 강조되기도 했다(김기두,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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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1960년대 중반까지 수용시설의 평당 수용밀도는 2.5∼3.3명에 달했다(김화

수, 1999). 때문에 늘어나는 구금인구를 관리하기 위해 1967년부터 사법시설등

조성법과 사법시설등특별회계법에 기한 사법특별회계 예산의 법률적 근거를 마

련하여 상당수의 교정시설을 신축, 증축하게 되었다(김화수, 1999). 1968년에

는 교정시설 현대화계획에 따라 영등포, 홍성, 경주, 장흥, 제주, 강릉 등지에 

교도소를 신설하고 기존 시설을 확장했다(김화수, 1999). 

그림 10 1일평균 교정시설 수용인원 변화추이(1953∼1973년)
§ 내무부치안국(1973:1085), 내무부치안본부(1985:129:393), 법무부사

(1988:100) 재구성

§ 수용인원에는 피보안감호자 포함 

특히 박정희 정권은 국가 안보태세를 강화하고 민방위대, 예비군 기타 국가의 

인력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한다는 명분으로 주민등록법78)을 개정하면서, 기존

에 사용해오던 주민등록증을 1975년 12월 20일까지 일제히 갱신하도록 지시했

는데, 이 과정에서 기소중지자가 대거 검거되면서 구금시설의 수용인원이 증가

하고 교정상황이 열악해지는 또 다른 원인이 되기도 했다(김화수, 1999).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교정시설의 증강만으로는 해법이 될 수 없었다. 이를 

위해 다양한 해법들이 등장한다. 복지라는 명분하에 검거된 이들을 민간시설에 

수용 혹은 취역케 하거나 가석방을 확대하면서 노동력 제공을 그 조건을 활용

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또한 형사절차상 피고인의 일련의 기본권 행사를 제약

하거나 사건 처리기한을 단축시키도록 하는 방식으로 형사사법의 신속한 진행

78) 1962. 6. 20 제정(법률 제1067호), 1975. 8. 25 개정(법률 제27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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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효율성을 확보하려던 그간의 전략은 신군부 들어 법률상으로 명문화된

다. 1981년 전두환 정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을 제정한다. 이를 통해 민, 
형사소송의 상고는 대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하도록 하고, 소송지연 목적의 제

척, 기피 신청을 각하 하는 등 소송을 통한 당사자간 분쟁의 자율성을 대폭 제

한했다. 판결서에 판결의 이유 기재 역시 생략하도록 하였다79). 

2) 근대화의�기획과�강제노역의�결합

(1) ‘부랑인’에�대한�영토화�된�격리와�정착사업

상시적인 ‘사회악’ 척결 기획은 사상범이나 폭력, 강력 범죄자에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전쟁과 가난의 상징으로서 구호의 대상으로 간주되었던 학생, 고아, 
영아, 위안부 매개 소년, 소녀 등 훈육과 규율의 결핍으로서 문제화 되던 집단

들 역시 점차 “가출인 발생”, “걸인 및 부랑아 단속”과 같이 범죄와 연루되어 범

주화 되기 시작한다(권명아, 2013:267-272). 이들은 거리를 헤매며 사회악을 

직접, 간접적으로 조장하는 존재, 타락과 망국, 사회악을 징표하는 것으로 간주

되었고 특히 박정희 정권기 사회악 제거 기획에서는 이들에 대한 단속이 빠지

지 않았다80).
부랑아 집단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어떻게 보호의 대상에서 

잠재적 범죄자, 위험 통제의 대상으로 변화하게 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1960년에 생산된 한 논문에서는 전쟁고아 뿐만 아니라 양친이 있는 양가의 아

동이나 빈곤한 가정에서 가출한 아동들이 구두닦이나 신문팔이, 담배팔이, 행
상, 넝마줍기 등의 직업전선에 뛰어든 자들 뿐만 아니라, 홍등가에서의 문전걸

식, 밀매음을 중개하는 펨푸, 절도, 날치기, 소매치기, 문전걸식 등의 생활을 하

거나 이들이 집단화하여 ‘왕초’의 지배하에서 있는 자들을 모두 ‘부랑아’로 포괄

하고 있다(김순실 1960:8-11)81). 즉, 부랑아는 고아나 가출소년만을 일컫는 

것도, 실제로 아무런 생산적 노동을 하지 못하는 노숙자를 지칭하는 것도 아니

79) 1981. 6. 1, 동아일보, “대법원 허가상고제 문제 많다” 
80) 1953. 12. 2, 경향신문, “계획과 실천의 명암: 사회부편”, 1955. 8. 22, 동아일보, “해방십

년의 특산물: 이트 알바 소년”, 1960. 11. 12, 동아일보, “사회악과 불량아 지도책, 환경정
화운동을 일으키자”, 1064. 9. 30, 경향신문, “수위는 부랑아 비행”

81) 이 논문에 따르면 당시의 부랑아들은 6.25 동란으로 극대화된 것은 맞지만 이미 해방 후 
전쟁포로 동포와 반공 월남동포 사이에서 많은 수가 발생하게 된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김
순실, 19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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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들을 모두 범죄자나 비행소년으로 간주할 수도 없는 것이었다82). 또한 ‘윤
락여성’과도 이질적인 집단이라 보기도 힘들었는데, 성매매 여성들은 생계유지

와 거처를 찾아 유입된 미망인이나 가출소녀로 부랑아가 될 위험이 있는 경우

가 상당수였기 때문이다. 이들은 도시 공간을 더럽히는 ‘부랑여성’, ‘부랑녀’로 

불리기도 했다(황정미, 2001:113). 
이와 같이 여하한 존재들을 애둘러 지칭하는 부랑아, 부랑인의 일부는 잠재적 

범죄자를 넘어 재범의 위험이 높은 자들로 간주되기도 했다. 예컨데 1957년의 

한 잡지에서는 “부랑아라 불리우는 대부분은 범죄소년이며 범죄소년으로서 소

년원이나 소년형무소에 수용되고 있는 자의 대부분은 부랑아들”이라는 점이 주

장되고 있다(김오진, 1957:68). 적어도 박정희 정권 이후83) 이들에 대한 단속

과 시설수용이 처벌의 차원에서 실행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만한 근거들은 충

분하다. 
첫째, 복지 당국이나 지방자치단체 이외에 경찰이 단속의 적극적 주체로 나섰

다는 점이다. 이들은 상시적인 단속의 대상이 되었는데, 특히 국제행사를 앞두

고는 도시환경의 미화를 위해 비가시화 되어야 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윤수종, 
2002; 황정미, 2001; 한종선 등, 2013). 1960년 6월에는 아이크(아이젠하워) 
방한을 맞아 하루만에 561명이 단속된 사례가 언론에 보도84)되기도 했다. 5.16 
혁명의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국가재건최고회의가 발간한 「혁명정부 7개월간

82) 1963년 당시 내무부 치안국이 생산한 『경찰』에 김현옥이 실은 “부랑아에 관한 연구”에서
는 부랑아를 “일정한 거주지 및 일정한 직업 없이 가두를 배회하는 아동으로 ‘걸식아’라고도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83) 이들에 대한 단속과 시설 수용은 전후로 확대되기 시작했다. 1954년 5월 집중단속 통해 홍
제동 동북소년원에 370명, 사직동 중앙소년원에 170명의 부랑아가 수용되기도 했으며(박홍
근, 2013:28), 1957년에는 7월 한달간 서울시의 부랑아 및 걸인단속결과 228명이 서울의 
‘희망의 마을’ 및 ‘중앙보육원’에 분산수용 되었다는 보도가 발견된다(1957. 8. 3, 동아일보, 
“부랑아 등 822명 한달동안에 적발”). 1960년에는 12월 한달간 경찰의 단속으로 280명의 
부랑아가 단속되면서 이들을 보호수용하던 서대문구 응암동 소재 서울시립아동보호소의 수
용인구가 1,200여명을 넘어서는 과밀로 인해 이들을 지방의 시설로 분산시킨다는 신문기사
도 등장한다(1960. 8. 24, 경향신문, “서울을 떠나는 고마 이민열차”, 1961. 10. 23, 경향
신문, “부랑아를 분산수용키로 합의. 150명 광주 이송. 서울시에서는 시립아동보호소에 수용
중인 15019명의 부랑아 중 400명을 각 지방후생시설로 분산수용키로 보사부 당국과 합
의”). 그리고 이와 같은 서울의 부랑아 과밀과 서울시, 보건사회부, 경찰의 단속 결과, 분산 
수용에 대한 언론보도는 1970년대 중반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1962년의 보건사회 통계
연보에 따르면, 1955년과 1956년 사이 이미 43개소의 부랑아 수용시설이 존재하고 있었음
이 확인된다(보건사회부, 1962:482). 1963년에는 24개소 부랑아 수용시설, 16개 부랑인 수
용시설이 있었다. 1965년 65회 국무회의 안건인 “부랑아 근절책 확립의 건”과 1958년 54
회 국회 임시회의 “부랑아 보호대책 확립의 건”에서도 이들이 “온갖 사회악을 조성”하는 원
인으로 지목되면서 강력한 보호수용이 필요하다는 점이 논의되었다(박홍근, 2013). 

84) 1960. 8. 24, 경향신문, “서울을 떠나는 꼬마 이민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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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업적」에서는 소매치기, 부랑아, 강력범의 단속과 소년 걸인 등의 수용으로 

“사회질서를 유지”한 실적이 제시되어 있다(공보부, 1962a). 즉, 이들은 질서를 

해하는 자들로 강력범, 소매치기와 나란히 열거되었다. 부랑아가 수용되었던 시

설은 아동보호소나 영아원, 육아원 뿐만 아니라 감화원85), 소년원 등 범죄자들

이 수용되던 그것까지 포함되는 것이었다(김아람, 2011). 1962년에는 서울시 

내 경찰서 11개곳에서 집단 수용소를 마련하였다는 신문보도가 등장한다(박홍

근, 2013:36).  
1968년에는 서울시경이 ‘명랑생활’을 해치는 19개의 사범에 대하여 훈방이나 

즉결심판 등의 관대한 처분이 아니라 형사범으로 입건하는 ‘처벌주의’로 경찰과 

기동대를 총동원하겠다고 나서며 이들 19개 행위에 ‘부랑아 및 걸인. 번화가에

서의 구걸행위’를 포함시키기도 했다86). 경찰의 부랑아와 걸인에 대한 단속은 

1960년대 중반 들어 아래 표11와 같이 급증한다. 이와 같은 무분별한 경찰의 

단속으로 인해 무고한 우범소년들이 검거되기도 했고, 소년원은 검거된 부랑아

들을 수용할 능력이 없어 이를 거부했다는 기사까지 등장했다87). 

단위: 명
단속수 수용보호 귀향알선 연고인계 개척지 입건

1962 9,115 1,700 895 747 139 134
1963 17,025 11,325 4,101 1,283 285 34
1964 34,618 20,185 7,455 3,933 956 2,421
1965 45,077 20,576 15,179 5,490 302 3,521
1966 40,651 14,743 16,121 4,602 165 5,020

경찰통계연보(경찰청, 1966:86)

표 11 걸인, 부랑아 단속현황(1962~1966)

둘째, 단순히 범죄의 위험이 있다는 점만으로 강제적인 보안처분을 부과할 법

적 근거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존재’ 자체를 구체적인 범죄 ‘행위’에 대

한 처벌로 정당화할 수 있는 모호한 법률과 검거의 과정이 존재했고, 실제 이러

한 법률들이 이들의 단속을 위해 악용되었다는 점이다. 1963년의 신문기사에서

85) 감화원은 불량행위를 하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아동을 입원, 교육하는 사회보호시설로 8∼
18세 미만의 아동이 보내지는 곳으로 1961년 당시에는 공식적으로 목포 고하도에 국립 1개
소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었다(구혜헌, 1961: 김아람, 2011 재인용).

86) 1968. 6. 3, 경향신문, “명랑생활 해치는 19사범 강력단속”, 1968. 6. 3, 동아일보, “경찰이 
이번에 집중단속키로 한 17가지의 이른바 '타성적인 사회악'”

87) 1962. 3. 8, 동아일보, “부랑아와 우범의 수용과 보호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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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랑아에 대한 강력한 경찰의 단속이 실시된 기점을 5.16 직후로 지칭하면

서, 이들의 구걸행위가 길가는 부녀자에 대한 행패로서 단속반 편성이 이뤄질 

수 밖에 없었던 이유로 설명되고 있다88). 구걸행위 이외에도 “일정한 주거를 

가지지 않고 제방에 배회하는 자”라는 조항을 통해 이들을 경범죄처벌법위반으

로 처벌하는 것이 가능했다. 이 조항은 1954년 장초 입법안에서 “생계의 방도

가 없는 자가 근로능력이 있으면서 직업을 가질 의사 없이 일정한 주거를 가지

지 않고 제방에 배회하는 자”로 제안되었으나 근로의 의사를 입증하는 것이 어

렵고 그 한계가 모호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규정대로라면 규율 대상이 “중
앙청 앞에서 광화문통을 갈려면 수 백인 검거하고도 남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결국 ‘일정한 주거지나 생업이 없이 배회하는 자’
로 수정된 것이었다89). 경범죄처벌법상의 이 조항 이외에도 불안감 조성이나 

풍기단속을 명분으로 이들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기도 했다(윤수종, 2002)90). 
부랑아 등이 넝마, 구두닦이, 윤락 등의 방식으로 스스로 먹고 사는 것을 해

결하는 주체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들을 생계의 방도나 능력이 없는 

자로서 범죄와 결부시켰다. 즉, 박정희 정권은 강력한 치안정책을 통해 이들을 

생산적 주체의 타자로 삼았다. 그리고 일상의 공간에서는 이들을 비가시화시켜 

대중들에게 강력한 통치력을 입증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의 규율을 설파했

다. 상시적인 ‘사회악’ 척결을 지속하던 경찰의 입장에서는 강력범죄를 줄이는 

것보다 정류장이나 시장 등에서 시민들의 눈에 매일 보이는 부랑아와 넝마주이

들을 비가시화시키는 것이 대중에 어필하는데 있어 더 효과적이었을 것이다(박
홍근, 2013:42). 위 표11의 부랑아 등에 대한 조치 결과 항목 중 ‘개척지’로의 

정착 사업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강력한 단속과 검거 이후에는 이들을 교정시

설에 쓸어 넣어 두는 방식이 아니라 전국의 부랑아, 윤락녀, 우범자, 전과자 등

으로 개척단을 결성하여 정착이라는 이름으로 이들을 영토적으로 격리시키되 

노동력을 활용하는 방식이 동원되었다. 이와 같은 정착사업은 5.16 이전부터 이

미 지방자치단체와 내무부, 경찰 등 정부기관의 조직적인 연계 하에 실시되어 

왔다91). 그리고 5.16 이후 이것은 사회 명랑화 사업과 함께 본격화 된다92). 

88) 1963. 6. 1, 경향신문, “거리의 행패 단속. 부녀자들을 괴롭히는 부랑아 등”
89) 경범죄처벌법의 기초가 되는 1912년 도입된 경찰범처벌규칙 제2조에서는 ‘일정한 주거지나 

생업이 없이 배회하는 자’를 구성요건으로 규정하여 구체적인 범죄 행위로 나아가지 않고서
도 재판에 의하지 않고 즉결을 통해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하
지만 1954년, 위 법률을 폐지하고 경범죄처벌법 제정하는 과정에서 이 규정은 도입되지 않
았다. 당시 국회에서는 “걸인의 생계를 도모해주지 않고 구걸하는 사람을 취체(取締, 단속)
의 대상에 넣는다는 것은 인권 옹호에 모순”이라는 이유로 이를 삭제하였다(1954. 2. 20. 
2대 국회 18회 22차 본회의 회의록, 7쪽).

90) 1962. 3. 8, 동아일보, “부랑아와 우범의 수용과 보호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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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사업의 구체적 시기와 규모를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언론보도자료를 통해

서는 이미 1961년부터 부랑아, 성판매 여성 등이 ‘서산자활정착사업장’으로 분

산 수용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들은 서산 일대로 보내져 염전을 조성하고자 바

다를 매립하다가 중도 포기한 공유수면구역을 매립, 개간하며 정착하게 되었다. 
그 밖에도 각 지역별로 이와 같은 사업이 진행되었다93). 그리고 여기에는 민간 

복지단체의 역할이 컸다. 대표적으로 ‘거지왕’ 김춘삼은 한국사회복지사업연합

회94) 부랑아보호지도위원회 재건개척단 중앙단장이라는 직함으로, 부랑아, 부랑

인, 연장 고아 등을 개척사업에 주선하는 일을 도맡았다95).
물론 이와 같은 정착 사업의 운영 과정에서는 국가적인 개입과 지원이 있었

다. 국가재건최고회의는 장흥과 서산, 두 군데의 간척지에 대한 정착사업을 혁

명정부의 성과로 언급할 정도였다(홍종철, 1963). 더구나 1962년부터 국가재건

최고회의가 추진한 ‘사회사업 5개년 계획’에서는 경제개발과 발맞출 ‘사회개발’
이 필요함을 주창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이들의 노동력 활용을 의미하는 것

이었다(김아람, 2011). 그리고 보건사회부, 농림부, 재무부 등 정부기관이 식량

과 의료, 농축자금 및 행정자금을 원조했다96). 위 서산자활정착사업장의 경우에

91) 1961년 5월 1일, 서울시내 부랑청소년 200명이 한국합심자활개척단이라는 이름 아래 뭉쳐 
대관령의 황무지 개간을 통해 삶의 터전을 닦게 되었다는 기사가 보도된다(1961. 5. 1, 경향
신문, “자활하는 부랑아”).

92) 2000년대 중반 이후 이들은 국가(당시 전매청 소관)가 이 간척지에 대한 토지 무상분배 약
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 청구인들은 충남 서산시 인지면 모
월리 446, 337 필지, 인지면 야당리 569 93필지,인지면 산동리 728 71 필지, 양대동 751 
273 필지 등 소위 '서산자활정착사업장' 농지 774 필지 약 250정보를 경작하고 있는 257
세대 대표자들이다(2002헌마676, 국유지양여신청거부처분 위헌확인). 

93) 1961년 9월에는 부산시에서 부랑아 250명을 모아 금성개척단을 결성하고 그 중 19세 이상
을 동래군 구포읍 금성산 소재 유휴지 임야 600정보의 개척사업에 투입하고, 이들에 대하
여 3년 후에는 개척지를 분배받아 영구자립토록 할 계획이며, 이와 같이 거리를 방황하는 
걸식 부랑자들을 모아 개척지로 보낼 추가적인 계획이 보도되기도 했다(1961. 9. 21, 동아
일보, “금성개척단 발단식”). 이어 10월에는 대구에서도 재건개척단이 결성되어 거지, 넝마
주이 등 경상북도내 부랑아들에 대하여 일제등록을 받았다는 보도가 등장한다(1961. 10. 
11, 경향신문, “부랑아 일제등록”).

94) 박정희 정권은 사회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15개 단체를 한국사회사업연합회로 통합시켰고 이
것이 후에 개칭되었다(보건복지부, 1964). 사회사업단체의 통합은 단체의 난립을 막고 사업
을 일원화한다는 명분이었지만 내사를 통해 회원들의 정치적 성향까지 파악하는 내사보고서
가 제출되기도 했다고 한다. 때문에 이러한 조치는 제도적 효율성을 의도하여 관여한 것으
로 볼 수 있다(김아람, 2011).

95) 하지만 그의 무리한 주선으로 인해 150명이 경기도 포천군 영북면 운천리 및 산정리 일대
의 황무지 개간을 위해 떠났으나 개척할 땅과 숙소가 없어 속은 채로 돌아왔다는 기사가 
등장하기도 했다 당시 개척단원중 한사람은 "현지서 듣기로는 연합회 측이 부랑아들을 부근 
저수지 공사장에 보내기로 하고 계약금조로 15만환을 받은 일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
되었다(1962. 5. 7, 경향신문, “부랑아들 황무지에 새 삶”). 

96) 1961. 5. 1, 경향신문, “자활하는 부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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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이를 주도한 ‘국가’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를 두고 염전 조성을 위해 바다를 

매입한, 당시의 전매청과 서산시 사이의 책임 공방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분배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 역시 국가의 주도하에 이와 같은 노동력 동원이 이

뤄졌음을 알 수 있게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정착사업과 수용의 지속을 위

해 이들 부랑아들과 성매매 여성들을 결혼시키는 작업에 나섰다는 점 역시 국

가의 주도하에 정착사업이 이뤄져왔음을 반증하는 대목이다97). 

당시의 신문들은 서산개척단원들이 정부의 부랑아 분산수용계획에 따라 옮겨

진 후 폐허가 된 염전터를 일구어 "사람이 되라! 기술을 배워라! 자기힘으로 살

아라!"는 훈육의 정신을 체득하고 있다며 홍보했다98). 전과 9범의 개척단원이 

범죄 소굴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거나, 윤락의 길을 걷던 여성들이 새 삶의 터

전을 찾게 되었다는 등의 보도가 이어졌다99). 즉, 이들에 대한 보안처분은 낙토

를 건설한다는 명분하에 범죄와 재범의 위험을 가진 ‘사회악’인 부랑아들을 생

97) 1963년 5월, 서울시의 주선으로 ‘내려온’ 신부 60명이 서산개척단의 60쌍이 합동약혼식을 
하였고(1963. 5. 1, 동아일보, “큰절로 고독과 고별. 서산개척단의 60쌍 합동약혼식”), 이들 
중 일부는 서울시립부녀보호소에 보호수용되어 있던 성매매 여성들 중 선발되었으며 그 신
청 인원은 추가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이어졌다(1963. 3. 13, 동아일보, “새출발한 윤락여
성”, 1963. 4. 4, 동아일보, “재생윤락여성 15명 뽑아, 개척단원과 가약 맺기로..”). 1964년 
11월에도 서산의 개척단원들 중 225명이 서울시립부녀보호소에서 ‘재생’한 여성들과 결혼식
을 올렸으며, 이 ‘매머드’ 결혼식의 주례를 서울특별시장 윤치영이 맡을 정도였다( 1964. 
11. 24, 경향신문, “225쌍의 합동결혼식”). 정착사업에서의 윤락여성과 부랑아의 결혼에 대
한 신문보도는 이 시기 검색되는 것이 마지막이다.

98) 1962. 9. 15, 동아일보, “오명을 묻은 부랑아의 양지”
99) 1963. 7. 31, 경향신문, “삶의 새순, 서산개척단”, 1963. 3. 13, 동아일보, “새출발한 윤락여성”

그림 12 대한청소년개척단 125쌍 합동결

혼식

출처: 국가기록원, 공보처 홍보국 사진담당관, 
1963, CET0068620

그림 11 서산청소년개척단 작업광경

출처: 국가기록원, 공보처 홍보국 사진담

당관, 1962, CET0068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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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적 주체로 전환하는 모범적인 사례로서 홍보되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노동의 

규율과 내핍의 정신을 설파할 수 있었다. 정부는 이들에 대하여 가호적을 승인

해서 국민으로 등록케 하고 일자리 마련이라는 이름으로 값싼 노동력 활용했다

(이태암, 1964:183).
정착사업에 동원된 부랑아 혹은 윤락여성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

기 힘들다. 1964년 서산개척단 중 인지면 모월리 소재 대한청소년개척단을 대

상으로 실시된 한 역학조사에 따르면 당시 이 곳에만도 1,726명이 거주하고 있

었던 것으로 서술되어 있다(이태암, 1964). 위 표11과 같이 경찰의 걸인 및 부

랑아 단속 통계에 따르면 개척지로 보내진 수는 이에 훨씬 못미친다100). 정착

사업은 정부의 원조나 보조금에 직접 의존하지 않는 사회사업단체나 개인에 의

해 운영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실제 그 규모는 경찰이 파악하고 있는 것 이상

인 것으로 평가된다(김아람, 2011). 
그런데 개척단으로 보내진 인원은 1962년 139명에서 1964년 956명으로 

1,000명에 달하다가 이후 감소하기 시작한다. 1966년 위 통계자료를 생산한 경

찰은 같은 자료에서 “단속→수용→방면”의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는 점 뿐만 

아니라 복지당국의 수용시설부족, 개척지 정착사업의 부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어(경찰청, 1966:86), 이를 미루어 볼 때 이후 부랑아의 정착지 수용이 중단

된 데에는 예산상의 문제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101). 
그런데 어디까지나 이러한 처분은 범죄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

된 강제적 제재조치인 보안처분이기 때문에 이들의 개척활동이나 결혼은 자발

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취재기자를 통해 고향의 부모에게 연락을 취해달라는 청

년이 있는가 하면, 편지를 주고받아도 모두 개척단의 검열을 받아야 했다(김아

람, 2011). 서산개척단의 경우, 이들의 생활은 아침 6시 기상, 8시부터 작업개

100) 하지만 또한 보건사회통계연보에 기재된 1960년부터 1964년까지의 부랑아 단속 및 조치
상황 수치는 위의 경찰통계와도 많은 차이가 있다. 보건사회부의 자료에서는 이미 1962년
에 18,323명을 단속하여 이들 중 보호소에 수용된 인원이 12,761명, 정칙자로 보내진 경
우가 229명인 것으로 나타난다(보건사회부, 1964:306-307). 1965년에는 서산개척단의 단
장 부인인 김태남이 그간 3,500여명의 개척단원과 성매매 여성을 결혼시킨 공로로 사단법
인 대한어머니회가 제정한 장한 어머니 상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이(1965. 5. 6, 동아일보, 
“1965년 5월 8일 사단법인 대한어머니회 제정. 장한 어머니”), 1968년에는 대한자활개척
단장(김춘삼, 43)이 국회의원 김성곤의 주례로 130쌍의 단원들에 대하여 합동결혼식을 올
리게 하고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영등포구 봉천동 일대에 이들을 정주시켰다는 보도
(1968. 7. 20, 동아일보, “대한자활개척단원 130쌍 합동결혼”)가 있지만, 이들 대한자활개
척단 역시 국가 주도로 부랑아 분산수용계획에 따라 수용된 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101) 1968년에는 서산개척지 역시 정부의 적극적인 구호대책 부족으로 사업장이 폐촌위기에 놓
여 있음이 보도되기도 했다(1968. 7. 11, 경향신문, “서산 자활정착 사업장 폐촌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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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하오5시까지 목축부, 목공부, 양화부, 재봉부, 부식부 등 각부로 나뉜 분담

작업을 진행해야 하는 군대식의 것이었으며, 하루 6홉의 혼식, 간소하나마 모두 

유니폼도 갖추고 있었다102). 합동결혼식 뒤 350쌍 중 45쌍이 결혼에 실패했고, 
40%는 결혼상태에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103). 
1964년 대한청소년개척단에 입단한 성매매여성 300명, 개척단원 300명에 대한 

면접조사 결과에서도 당시 합동결혼식에서는 신부가 없어 강제로 성매매 여성

들이 동원되기도 했다는 진술이 확인된다(이정은, 2008:182). 
입법과 행정, 사법의 권한을 행사하는 초헌법적 통치기관인 국가재건최고회의

가 혁명의 성과로서 홍보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이 검거와 예산 집행을 담당

하며, 사회사업단체가 결합했던 보호수용이라는 이 보안처분은 아무런 법적 근

거도 없었으며, 국가의 시혜적인 사업의 하나로 기록되고 있을 뿐이다. 
권위주의적 개발국가가 범죄의 위험을 예방한하고 언더클래스에 대한 복지라

는 명목의 강제적 수용을 진행한 것은 비단 정착사업 동원에만 국한된 것이 아

니었다. 1964년 10월에는 경기도 부천군 대부면 선감도에 있는 선감학원이라는 

부랑아 수용소에서 1964년 한해동안만 103명이 섬에서 탈출을 기도했다는 사

실이 보도되었다104). 이곳 역시 부모나 연고자가 있는 소년들까지 경찰의 부랑

아 일제단속기간의 실적 채우기를 통해 연계하여 채워졌고, 강제노역과 폭력이 

만연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105). 개척단 사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예산부족

으로 사실상 중단된 1968년, 이 선감학원에서도 ‘부랑아 귀가책’을 통해 원생들

을 집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연고지 확인을 위한 작업을 실시한다106). 즉 위 표

11과 같이, 1960년대 후반 이후 부랑아에 대한 집중 단속과 시설 수용이 예산

과 수용시설 과밀의 문제로 약화되면서 이와 같은 반인권적 감금에 대한 기사 

역시 더 이상 발견되지 않는다. 하지만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부랑아 등을 선도

102) 1962. 9. 15, 동아일보, “오명을 묻은 부랑아의 양지”
103) 1966. 10. 5, 조선일보, “윤락여성과 부랑아 합동결혼식 그 뒤, 350쌍 중 45쌍이 완전파

경, 40%는 불안상태”
104) 1964. 10. 26, 경향신문, “자유에의 탈출, 부랑아 수용소 선감학원생들”
105) 1963년의 한 신문에는 인천시가 미군부대에서 나올 오물을 처리하여 공납금을 수입한 것의 

일부를 이 선감학원과 대한소년단, 그리고 윤락여성 보도소 중의 하나였던 협성기술학원 등
에 보조금으로 지출할 예정이라는 기사가 발견(1963.1.15., 경향신문, ‘2천9백만원 계상, 미
군오물 처리수입’)되어 이곳 역시 지자체의 관리, 감독하에 운영되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선감학원은 이미 식민지 시기 토지수탈로 인해 도시로 내몰린 화전민, 토막민 등 빈민 급증
에 대응하여 1941년 500명 수용 규모로 건립되어 운영되어 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정진
각, 2010;http://m.blog.naver.com/anmaro/150085665167). 강제구금으로 인한 폭력과 
강제노역의 문제 등 피해가 1982년 선감학원이 문을 닫을 때 까지 지속되었다는 진술이 확
보되면서 진상조사를 위한 경기도의회의 조례안이 발의되었으나 현재 피해‘조사’는 피해‘지
원’으로 수정된 상태이다(2016. 7. 5, 인천일보, “선감학원 사건, 진상은 덮고 위로만”)

106) 1968. 7. 13, 매일경제, “아동명단보고토록, 부랑아 귀가책으로”

http://m.blog.naver.com/anmaro/150085665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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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갱생을 시키겠다는 명목의 단속과 수용은 이후로도 지속되었다. 그리고 재

범의 위험이 있는 범죄자들을 선도, 교화시킨다는 명분의 부랑아, 부랑인, 성판

매 여성에 대한 단속, 그리고 법률적 근거 조차 없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수용과 격리가 이어졌다. 
1975년 12월 15일에, 내무부훈령 제410호로 “부랑인의 신고 단속 수용 보호

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이 시행되면서 부랑인들을 시장, 군
수, 구청장과 경찰이 단속하고 부랑인수용시설에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이는 국민의 신체의 자유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형식인 법

률이 아니라 행정기관 내부의 규칙에 불과했다.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이들을 강

제로 격리 수용하는 행태는 이 내무부훈령에 근거한 복지 정책의 일환이라는 

이유로 지속되었는데 이는 전두환 정권기에도 마찬가지였다. 1986년 아시안게

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 유치를 목적으로 신군부가 추진한 국책사업인 사회정

화사업에서는 “복지 강국, 안전한 사회”를 슬로건하에 부랑아, 부랑인에 대한 강

제적인 시설 수용을 대대적으로 실시했다107). 1981년에는 전두환 대통령이 총

리에게 신체장애자, 구걸행위에 대한 단속을 촉구하는 지휘 서신을 보내기도 했

다108). 이에 따라 부랑인 복지시설 역시 1982년부터 1986년까지의 시기 동안 

대폭 신축, 증축되었다109).
1975년 7월 5일부터 1987년 6월 30일까지 운영된 부산의 형제복지원 사건

은 이와 같은 부랑아와 부랑인 관리가 재범의 위험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반인

권적인 구금을 통해 이뤄져 왔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110). 형
제복지원은 부랑인 수용업무를 부산시로부터 위탁받아 시작한 이래, 사회정화라

는 명분으로 경찰, 부산시 공무원 등 국가기관이 거리에서 발견한 무연고 장애

인, 고아 등을 인계받아 이들을 강제수용하며 감금, 폭행, 협박, 성폭력, 강제노

역 등을 가했다111). 
당시 형제복지원에서 제출한 자료에 기반한 신민당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1986년 1월 현재 이곳에 총 18,521명이 수용되어 왔고 그 중 11년 동안 의문

사를 당한 피해자들이 513명으로 파악되었다112). 현지 조사단이 방문을 했을 

107) 2015. 7. 3, 19대 국회 334회 안전행정위원회 3차 회의록, 32쪽.
108) 2015. 7. 3, 19대 국회 334회 안전행정위원회 3차 회의록, 26쪽.
109) 2015. 7. 3, 19대 국회 334회 3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록, 13쪽. 
110) 이 사건은 울산지청의 김용원 검사가 경남 울주군 청량면 반정목장 부근 야산에 놀러갔다

가 수용자들이 강제노역을 하는 것을 보고 인지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곳과 같은 법인이 
운영하는 형제복지원에 대한 조사가 확대되면서 1987년 1월, 이곳의 운영 실상이 세상에 
처음 알려지게 된다(1987. 2. 26, 동아일보. “임시취재반 사회부 기자 8인의 연합기사”).

111) 2014. 11. 7. 19대 국회 329회 안전행정위원회 3차 회의록, 36쪽.
112) 2015. 7. 3, 19대 국회 334회 안전행정위원회 3차 회의록, 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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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도 남아있는 수용자들이 입구에 도열을 해 인사를 하는 등 군대식의 엄격

한 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였다113). 이곳에서 이뤄진 강

제노역과 폭행, 그로 인한 사망을 주장하는 진술의 등장과 이에 대한 조사는 

2000년대 이후 본격화 되는데, 이에 따르면 복지원이 위치한 산을 깎는 작업 

역시 기계나 장비의 도움 없이 수용자들의 손과 발, 정과 망치만으로 이뤄졌고 

일정 작업량을 채우지 못했을 시에는 몽둥이찜질로 인해 사람들이 죽어나간 것

으로 밝혀졌다(한종선․전규찬․박래군, 2012). 관련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영락공

원의 무연고자 묘지에 사망자들이 묻혔을 뿐만 아니라 일대인 부산 주례동 아

파트 공사현장에서도 수없이 많은 유골들이 발굴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114). 
이 사건을 통해 부랑인에 대한 관리 뿐만 아니라 과연 누구가 부랑인이라는 

범주로 명명되었는지 역시 문제가 되었다. 내무부훈령에 의하면 시설 수용의 대

상은 ‘일정한 정주가 없이 관광업소, 접객업소, 역, 터미널 등 많은 사람들이 모

이거나 통행하는 곳과 주택가를 배회하거나 좌정하여 구걸 또는 물품을 강매함

으로써 통행인을 괴롭히는 걸인, 껌팔이, 앵벌이 등 건전한 사회 및 도시질서를 

해하는 모든 부랑인’으로 규정되어 있었고, 여기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노변 행

상, 빈 지게꾼, 성인 껌팔이 등 사회에 나쁜 영향을 주는 부랑인’이 규정되어 

있었다. 학교 갔다가 와서 동네 앞에서 놀다가 끌려온 사람, 퇴근 후 부산역에

서 잠자고 있다가 끌려온 사람 등 실질적으로 부랑인이라 보기도 힘든 사람들

이 이러한 규정의 모호함을 통해 형제복지원으로 끌려온 것으로 확인되었

다115).
형제복지원은 국가 또는 부산시의 위탁 사업을 수행한다는 이유로 운영비의 

80% 이상을 지원 받았지만 이들에 대한 관할기관의 행정지도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내무부 훈령 상에 규정된 지소장, 파출소장의 순찰 역시 이뤄지지 않았

기 때문에 이러한 인권침해 사례들은 발견되지 못했다116). 심지어 이와 같은 

113) 1987. 2. 26, 동아일보, “임시취재반 사회부 기자 8인의 연합기사”
114) 2015. 7. 3, 19대 국회 334회 안전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록, 10-11쪽. 사망자의 연령대가 

유난히 20대에서부터 50대가 많은 것은 질병이 아닌 강제노역과정에서의 사망이라는 점을 
의심케 하는 정황으로 제기되었고, 형제복지원의 원장 박인근에 대한 형사사건 기록에서도 
당시 사망자들에 대한 허위진단서 발행이 이뤄졌다는 점이 인정되었기에 사인은 실제 폭행
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 역시 주장되고 있다(같은 회의록 12-13쪽).

115) 19대 국회 334회 3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록, 11쪽. 형제 복지원에 수용된 피해자로서 
2012년 5월부터 2013년 2월경까지 국회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고 『살아남은 아이』라
는 책으로 사건을 세상에 알린 한종선은, 아버지와 함께 TV를 시청하던 중 순경이 찾아와
서 형제복지원 선도부원들과 함께 가볼 데가 있다 하여 차량을 타고 복지원에 입소하게 되
었고, 1987년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고 난 후에도 함께 입소한 아버지와 누나와는 만나보지
도 못한 채 혼자 고아원으로 전원 조치되어 30여년을 혼자 세상에 내던져졌다고 진술한다
(한종선․전규찬․박래군, 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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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경찰이나 철도공안원 등이 부랑인들을 형제복지원에 

넘기고 1인당 3만원씩을 받게 되어 있었다는 사실, 부랑인을 구류할 시 2∼3
점, 형제복지원 입소시 5점의 근무 평점을 부여하는 경찰내부지침이 존재했다

는 사실 등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경찰이 반인권적인 부랑인 단속과 수

용에 있어 적극적인 개입을 했다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되었지만117) 경찰은 이

러한 관련성을 부인했다118). 한 피해자 역시 전두환 정권의 사회정화사업을 통

해 강화된 부랑인 단속은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 유치를 목

적으로 더욱 가열차게 진행되면서 순경들이 승급에 반영되기 위한 평점을 올리

기 위해 일반인을 부랑인으로 만들어 가두었다고 주장하였다119). 
결국 당시의 정확한 피해규모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지 못한 채, 형제복지

원 원장을 비롯한 직원 5명이 구속되고 복지원은 폐쇄되었다120). 그간 부랑아

에 대한 강제적 단속의 근거가 되었던 내무부 훈령 410호는 1987년 3월 19일
자로 폐지되었다121).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 역시 적극적이지 못했다. 1987년 1월부

116) 2015. 7. 3 19대 국회 334회 3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록, 10-11쪽. 
117) 2015. 7. 3, 19대 국회 334회 3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록, 26쪽.
118) 1987. 2. 2, 동아일보, “12년동안 513명 숨졌다”
119) 2015. 7. 3, 19대 국회 334회 3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록, 32쪽. 
120) 복지원 운영자인 박인근은 국고보조금에 대한 횡령 혐의로 징역 2년 6월형을 선고받으며 

사건이 종결되었다. 2년여의 재판 과정에서 대법원의 파기환송심에 이르기까지 판결이 7번
이나 왔다갔다 하게 되었지만 결국 박인근의 특수감금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무
죄판결이 났고, 횡령 혐의에 대하여만 처벌이 이뤄졌다. 불법구금, 폭행, 사망 등에 대해서
는 기소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그에 대한 형사 판결에서 불법 감금이 인정되지 않았던 핵
심적인 근거는 법령에 의한 적법한 수용보호라는 점이었다. 적법히 수용 의뢰된 부랑인들
을 형제복지원의 적법한 복지시설의 일부인 위 울주작업장에 수용하여 작업을 시키고 이들
이 작업장 밖으로 도망하지 못하도록 경비경계를 철저히 행한 조처는 법령에 근거한 정당
한 직무수행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감금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2671 판결). 피고인들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수용자들의 의사에 
반한 강제적 수용은 위법의 여지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의문을 떨칠 수 없다’는 정도의 
설시를 통해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있으나, 해당 사건의 경우 시설장 및 총무직에 있는 피
고인들이 수용중인 피해자들의 야간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취침시간 중 그러한 방법으
로 조처한 것은 그 행위에 이른 과정과 목적, 수단 및 행위자의 의사 등 제반사정에 비추
어 사회적 상당성이 인정되는 행위라고 못볼바 아니라며 무죄취지로 파기환송 하였다(대법
원 1988. 11. 08. 선고 88도1580 판결[건축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초지법위반,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특수감금)]).

121) 곧이어 1987년 4월 6일 보건사회부 훈령 제523호 “부랑인선도시설규정”은 부랑인의 범위
를 제한하고 입퇴소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게 하는 등 시설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구
체적으로 규정하였지만, 이것이 오히려 부랑인에 대한 수용을 공고히 하고 이를 활성화하
는데 도움을 주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비판도 제기된다(이승호, 1995:93). 1997년 가서야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되면서 법률안에 예산과 보호 수용에 대한 구체적 지침들이 규정된
다(2015. 7. 3, 19대 국회 334회 안전행정위원회 3차 회의록, 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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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형제복지원을 전격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진행했던 김용원 검사는 구형이 20
년에서 15년으로 줄어든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고 털어놨다(김용원, 
1993;19). 결국 대법원의 파기환송심까지 가면서 원장 박인근의 형은 2년 6월
로 감경되었다. 더우기 대법원은 일부 무죄판결을 내렸다. 이로 인해 검찰의 충

실하지 못한 수사와 판결이 남긴 의혹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면서 사법부에 대

한 불신도 더욱 강화되었다122). 그리고 박종철 고문치사사건과 함께 언론의 관

심도 수그러들기 시작하면서 수용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이나 회복은 물론 진실 

규명 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원생들은 분산 수용되었고, 이 과정에서 새로운 시설에서의 유사한 피해 재발

을 우려한 원생들의 탈출도 반복되었다123). 그리고 감옥형의 복지원이 폐쇄되

면서 도시 전체로 분산된 부랑인들의 사망자 수도 늘어갔고, 언론에서는 도시로 

쏟아져 나온 부랑인들이 도시의 미관 뿐만 아니라 불량배나 방화범 등의 새로

운 불안 요인인 것처럼 보도하기 시작했다(한종선․전규찬․박래군, 2012:318). 
또한 

형제복지원 사건을 계기로 당시 국회와 언론은 그 밖의 많은 부랑아보호시설

의 인권유린 상황을 보고하기 시작했다. 대전의 성지원, 충북의 광성 복지원, 
충남 연기 양지원 등 다른 수용시설에서도 유사한 인권침해 사례가 있다는 보

도가 이어졌다124). 형제복지원 사건이 알려진 직후인 1987년 2월 7일에는 대

전 성지원에서 폭행과 강제노역을 견디다 못해 집단 탈출한 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전두환 정권은 문제는 “근본적으로 보호시설 책임자의 인식에 있지 않

겠느냐”는 자세로 일관했다125). 신민당이 형제복지원 사건을 심각한 사회, 정치

적 사안으로 간주하여 전국 36개 ‘공공부랑아수용소’에 대한 국정조사 발동과 

임시국회 개최를 요구하였지만 여당의 저지로 좌절되고 말았다(한종선․ 전규찬․
박래군, 2012:309). 

이와 같이 반인권적이고 초법적인 부랑아 및 부랑인에 대한 시설수용이 치안

122) 1988. 1. 19, 경향신문, “의혹남긴 사건, 다시 부각”, 1988. 2. 1, “검찰 달라져야 한다, 독
립으로 신뢰회복을”. 법원의 무죄 판결 이후, 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이유로 헌법소원 역시 청구되었지만 1989년 9월 6일, 헌법재판소는 제3자가 
기본권 침해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이 절차상 부적법함을 이유로 각하하면서 또 
다시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은 좌절되었다(1989. 9. 6, 89헌마194).

123) 1988. 1. 16, 경향신문, “부산 형제복지원 폐쇄, 원생139명 분산수용”, 1988. 1. 19, 동아
일보, “형제복지원생 27명 집단탈출”

124) 1987. 2. 4, 경향신문, “장기수용 50% 넘어”, 1987. 2. 6, 동아일보, “운영, 감독 개선으
로 새출발할 때”, 1987. 2. 17, 경향신문, “부랑인시설 현황”

125) 신민당은 자체적으로 실태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조사단이 방문하자 원장과 원생이 기자들
과 국회의원들을 집단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뒤늦게 출동한 경찰은 M16소총까지 빼앗
기는 상황이 벌어졌다(한종선․전규찬․박래군, 201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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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1992년 사단법인 한

국아동복지시설협의회가 발간한 한국아동복지편람에서는 “부랑인·아를 위한 보

호대책이 1975년의 공안행정에서 1981년에는 복지행정으로 방향이 전환되었지

만 실제로 부랑인·아 보호사업에 억압적, 비전문적 서비스가 존재함으로써 

1987년 초에 형제복지원과 같은 사건이 일어났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한국

아동복지시설협의회, 1992:77). 부랑아 등은 전후에는 전쟁과 가난의 상징으로, 
격리하되 구호의 대상이라는 관점에서 관리됐다면, 박정희, 전두환 정권을 거치

면서는 사회악이자, 예비적 범죄자 혹은 재범의 위험이 높은 자들, 그리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존재로서 사라져야 마땅할 존재로 간주되기 시작했다. 1990년대 

이후 이들은 사회적으로도 비가시화 되어 갔다(박홍근, 2013:91). 그리고 복지

원 수용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경험한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불신과 폭력에 대한 

두려움은 진상규명을 위한 그들의 집단적 대응과 발화를 지연시킨 요인이 되었

다126).

(2) 노동력�활용과�국토건설단�운영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재범 위험’이 의제된 집단을 노동력으로 활용하는 것

은 법적 근거를 결여한 사실행위에 그치는 것은 아니었는데, 노동력 제공을 조

건으로 한 가석방 활용, 국토건설단 운영이 대표적이다. 5.16 쿠데타로 인해 중

단된 경제개발계획이 박정희 정권의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2∼1966)
을 통해 다시 구체화되면서 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노동력을 동원하고자 국토

건설단이 설립되었다. 그리고 1961년 12월, ‘시급을 요하는 국토건설사업의 성

공적 수행을 위해 사업의 원동력이 될 노동력의 확보와 확보된 노동력에 대한 

집약적 관리’를 입법 목적으로 국토건설단설치법이 제정, 시행되었다127).
당초 국가재건최고회의는 군기피자라는 오명을 씻어주기 위한 조치라는 명분

으로 노동력 동원의 주된 대상을 병역미필자로 삼았다(조성근, 1962: 국가재건

최고회의, 1962:89)128). 그리고 국토건설단원의 소집통지를 받고 출두하지 않

은 사람에 대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고129) 병역미필자는 직장의 

126) 2015. 7. 3, 19대 국회 334회 안전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록, 32쪽.
127) 국토건설단의 운영은 이 시기가 처음은 아니었는데, 1960년 가을, 부흥부 산하 산업개발위원회가 

경제개발 3개년 계획을 마련하자 민주당 정부는 이를 이행하기 위한 단기대책으로 국토건설사업을 
계획한 바 있었다(임송자, 2013). ‘벌거벗은 산에 검푸른 나무가 무성하도록 쇠잔해진 이 나라의 
국토건설’을 위해 각 도 및 대학을 통해 180명을 모집하여 대한국토건설단이 발족하기도 했다
(1961. 3. 5, 경향신문, “부강한 조국건설, 대한국토건설단 발족”). 

128) 1961. 11. 10, 국가재건최고회의 상임위원회 회의록, 3쪽.
129) 1962. 6. 27, 동아일보, “국토건설단 징집불응에 징역1년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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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와 상관없이 신고케 하여 이를 위반한 경우 5만환 이하의 벌금과 구류처분

을 부과130)하는 등 강제적 제재수단들을 통해 동원을 지속했다.
그런데 이외에도 국토건설단설치법 제3조 제3항 3호에서는 병역 대상자 이외

에도 ‘근무동원에 관한 법령에 의해 동원된 자’를 건설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근무동원에 관한 법령’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 결과 이에 

따라 건설원이 된 자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확인할 자료가 없다. 다만 ‘폭력배’ 
들은 이 국토건설단 운영의 주된 대상으로 설정되었다. 1985년 발간된 한국경

찰사에서는 1962년 2월 국토건설단이 설립된 이유를 “사회정화의 병적 요소가 

되고 있는 폭력배와 치기배를 거국적으로 단속하여 과형 집행보다는 재범 방지

와 근로정신의 체득으로 자활력을 배양”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내부무치안본부, 1985:525). 그리고 국토건설단설치법 제정 직

후인 1961년 12월 13일, 노역에 강제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로서 

폭력행위자등단속에관한특례법(법률 제833호)이 제정된다. 그리고 이 법에서는 

폭력행위자에 대한 교도 및 노동정신 체득의 명목으로 국토건설사업을 위한 노

역에 취역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부칙에 ‘5.16 이후 국토건설사업에 강제취역 중

인 자’를 이 법에 따라 취역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국토건설단이 처음부터 죄수 노동의 활용을 의도했던 아니던 간에 실제로 이 

사업 운영과정에서 주된 징집 대상이 범죄자였던 것은 사실이다. 국가재건최고

회의가 국토건설단 운영의 종료 이후 발행한 홍보자료에서는 당시의 국토건설

사업을 “불량배들을 건전한 생활로 인도”한다는 명목으로 불량배와 깡패, 소매

치기, 부랑아를 동원한 것으로 홍보했다(공보부, 1962b:136). 또한 이들 건설단

원은 4개 지단 6개 분단, 30국으로 편성되어 1962년 3월 진주 남강댐 건설을 

최초로131) 하여 울산 공업지구건설, 춘천댐 건설, 정선선 철도건설, 경북선 철

도건설, 정선 산업도로 간설, 소양강댐 건설 등에 투입되었다132). 
재범 방지와 근로정신을 체득하게 만든다는 명분으로 부과된 이와 같은 노역

은 그 집행 절차와 대상 선정의 불명확함은 물론이고 예비역 장교가 기간요원

을 맡도록 했기에 건설단원들은 철저히 군대의 규율에 따라 노역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이것은 반인권적인 처사를 불러올 수 밖에 없었고, 노동력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생산적이지도 않았다. 현장의 위생 상태나 주거 역시 취약했기 때문에 

중노동에 시달리던 건설원들 14명에게 집단으로 늑막염이 발생하기도 했고, 기
간요원의 규율에 불만을 품은 300여명의 대원이 시위를 벌여 군법재판에서 소

130) 1962. 1. 26 동아일보, “국토건설단 요원 신고 않으면 벌금 5만환”
131) 1962. 3. 12, 국가재건최고회의 연석회의 회의록, 3쪽.
132) 1962. 2. 10, 대한뉴스 제352호 “국토건설단 창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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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죄로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작업 장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

고 월동 장구조차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의도한 노동력의 활

용을 기대하기도 힘들었다(이상의, 2009). 국가재건최고회의 역시 국토건설단

이 경제적 측면에서도 효과가 없다는 진단을 내렸다133). 때문에 민간기업보다 

비경제적이며 작업방식이 비현실적이고, 기술공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운영방법을 달리하여 3, 4개월간 조림 및 사방사업에 봉사케 하는 방안이 논의

되다134) 결국 이 사업은 중단되었다. 당초 1963년 1월 1일까지 운영될 계획이

었던 건설단은 1962년 11월 12일부터 해산이 시작되었고135), 12월에는 근거법

률이 폐지되었다. 
그런데 1968년 3월, 범죄자를 건전한 생활로 인도한다는 명분울 전면에 내세

우고 국토건설사업에 취역케 하는 처벌 제도가 다시 등장한다. 국토건설종합계

획(‘대국토건설계획’) 시안이 작성, 확정되어 건설작업에 가속도가 붙은 상황에

서 법무부는 1970년까지 경부고속도로 공사를 비롯한 간척, 개간 등 전국 각지

의 국토건설사업에 참여시킬 목적으로 각 교도소 및 소년원에 갱생건설단을 창

설했다(건설부, 1968: 신용옥, 2013 재인용; 법무부, 1988:321). 1968년 4월, 
전국의 모범수를 집결수용하고 있는 수원교도소에 처음 갱생건설단이 발족되었

다. 갱생건설단원은 각 교도소에 수용중인 수형자 중 내란, 살인, 반공법위반, 
마약법위반 사범을 제외하고 잔형이 2년 미만인 남자 수형자를 대상으로 선발

하였고, 갱생건설소년단원의 경우, 16세 이상 소년원생 중 초등학교 이상을 졸

업하고 소년원 수용경력이 2회 이하인 남자원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건

설단원에 대하여는 가석방이나 가퇴원 등의 처우에 있어서 우선적인 혜택을 주

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노동력 활용이 처벌의 일환으로 부과되었음을 알 수 

있다. 법무부는 1968년부터 연인원 16만 6천 88명의 갱생건설단원을 국토건설

사업에 투입하여 경수고속도로 건설, 소양강 댐 공사 등 64개 공사를 완공시켰

다고 기록하고 있다(법무부, 1988:321). 
국토건설사업에는 형 집행을 위해 수용되었던 위 갱생건설단원들 뿐만 아니

라 재판을 통한 형 확정에 이르지 않은 자까지 대거 동원되었다. 1969년 3월, 
대검찰청은 폭력배들에게 기술교육을 시켜 자립할 터전을 마련해줄 “오지개발 

및 축산단지 조성계획”을 구상하고 경제기획원 등과 협의에 들어갔다. 이 계획

에 따르면 폭력배를 지리산, 태백산 등 국토건설단에 투입, 심사를 거쳐 성적이 

좋은 경우 정부가 마련한 농축산 시범단지에서 취업, 자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

133) 1962. 9. 4, 5대 국회 제66회 제4차 국가재건최고회의 연석회의 회의록, 4-5쪽.
134) 1962. 9. 4, 5대 국회 제66회 제4차 국가재건최고회의 연석회의 회의록, 4-5쪽.
135) 1962. 11. 12, 건설부 건계획26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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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었다136). 이에 앞서 1968년 6월, 경찰은 검찰과의 합동으로 폭력배 일

제 소탕전을 벌여 약 3,000명을 검거, 국토건설단에 취역시킨 것을 홍보했다

(경찰청, 1995:630). 그리고 1969년 4월 중순부터는 폭력 및 치기배에 대한 

‘소탕전’을 벌여 검거된 자들 중 죄질이 무거운 2천 5백여명을 취약지구에, 1천 

5백명은 지하용수개발, 소양강 댐 등 기타 국토건설단에 투입할 계획임을 밝혔

다137). 이와 같이 경찰이 검거에 나서기 한달여 전에 이미 국토건설사업에 투

입될 인력의 목표치가 정해져 있고, 20여일만에 절반 이상의 실적을 거두었다

는 점은 폭력배, 치기배 등에 대한 검거가 노동력 확보와 실적을 채우기 위해 

이뤄진 것임을 알 수 있게 한다.
                                 

1985년 경찰이 발간한 「한국경찰사Ⅲ」에서는 이 시기의 국토건설단이 취역

을 희망, 자원한 자들에 대하여 부과된 것이라 기술하고 있지만 2006년 작성된 

136) 1969. 3. 10 경향신문, “폭력배 오지, 개간에 자립터전마련위해”
137) 1969. 3. 24, 경향신문, “폭력배, 도로공사 투입”

그림 14 국토건설단원의 도주방지

를 위한 경계근무장면.
출처: 한국경찰50년사

      (경찰청, 1995b:631)

그림 13 1969년 국토건설단 취역

지구 약도. 
 출처: 한국경찰사

      (내무부치안본부, 198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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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찰사Ⅴ」에서는 그것이 ‘형벌집행을 대신’한 강제적 조치이며, 1968년 

6월부터 시작된 폭력배 소탕작전을 통해 동원된 인원만도 3,000명에 달하는 것

으로 기술하고 있다. 또한 이들의 도주 방지를 위해 경계근무를 서며 감시했다

는 점 역시 이들이 범죄를 이유로 취역을 강제받은 것임을 알 수 있게 한다(경
찰청, 2006:631).

이와 같이 재판을 통해 유죄의 확정이 이뤄지지도 않은 자들에 대하여 범죄 

행위를 이유로 노역이 부과될 정도로 당시 형사사법의 절차적 정당성은 결여되

어 있었다. 더구나 이 시기 국토건설사업에는 1962년의 그것과 달리 강제노역

에 대한 최소한의 형식적인 법률적 근거 조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내부무

치안본부, 1985:525). 1969년 4월 2일, 대검찰청이 시달한 ‘제3차 69년도 폭력

행위자등 특별단속처리방안’, 다음날 내무부 수사 821-1380호에 의한 ‘폭력행

위자등 특별단속처리지침’이 그 유일한 근거가 되었을 뿐이다. 법률도 명령도 

아닌 행정문서를 통해 범죄자에 대하여 강제적 노역이 부과되었다는 점은 국민

은 누구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강제노역을 당하지 않는다는 당시 

헌법 제10조 1항의 원칙이 사문화된 상태였음을 알 수 있게 한다. 더구나 국토

건설단 사업에의 노동력 활용은 법적 근거를 결여한 강제노역이라는 점 뿐만 

아니라 열악한 노동 조건 역시 반인권적이라는 점에서 문제적이었다. 이 시기의 

국토건설단은 1961년의 그것과 달리 군대가 아닌 경찰이 운영의 주체가 되었는

데, 건설단을 관리, 감독하는 이 경비경찰에 소요되는 급식비, 의류비, 유류비 

등 이외에 건설단원들을 위해서는 별도의 국비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다. 이들의 

급식비나 노임은 건설현장의 사업주체인 민간에서 부담하였고 다만 각 지구의 

경찰경비대장이 매일 건설인원의 출역, 휴무, 기타 근무내역을 확인하고 1일 

300원씩의 급식비를 지급하는데 입회, 감독하거나 확인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했다(내무부치안본부, 1985:536)138). 
태백, 홍천, 인제 지구의 건설사업이 종료되면서 국토건설단 역시 1969년 10

월 2일자로 해단하였고, 경찰의 폭력배, 치기배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은 국토건

설단의 해단, 귀가 조치가 이뤄지기까지 계속되었다(내부무치안본부, 
1985:525)139). 그리고 이들이 수행한 작업량은 당초 건설단 작업목표량의 

87.5%를 차지할 정도였다(내무부치안본부, 1985:534).
즉, 이 시기의 내란 및 반공법 위반 등의 정치범과 살인범 등을 제외한 일반 

형법범들에게는 교정 과밀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전략으로 절차적 정당성 조

138) 태백산 1, 2지역에서는 노임의 일부를 소맥분으로 공제하되 그 금액을 시중가격보다 10배 가량 낮게 산
정하여 건설원들에게 손해를 가한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다(내무부치안본부, 1985:536).

139) 갱생건설단은 이후로도 전국의 교도소와 소년원으로 모집이 확대되었으나 1971년 이후부터
는 그 활동이 사실상 중지되었다(법무부, 198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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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없는 강제적인 노동력 역시 부과되었다. 국가는 이들의 노동력 활용을 통해 

국민 일반에 경제개발계획의 홍보 그리고 내핍과 근면의 정신을 설파했고, 한편

으로는 노역을 조건으로 한 가석방과 건설사의 비용부담을 통해 행형으로 인한 

지출을 절감할 수 있었다. 실제 이들이 재범을 했는지, 할 우려가 있는지에 대

한 구체적 판단은 중요하지 않았다. 성판매여성이나 부랑아 등에 대한 시설 수

용이나 정착사업과 마찬가지로 이들에게 부과된 노역은 자립을 지원하고 재범

의 위험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정당화되었다.

4. 소결

자의적인 ‘재범 위험성’ 구성과 상시적인 ‘사회악’ 척결 기획을 통한 권위주의 

시기의 엄벌주의는 반공 및 근대화를 위한 국가 구축, 그리고 정권의 정치적 정

당성 확보를 위한 기획 속에서 이뤄졌다. 정당성을 결여한 비상입법기구와 행정

부의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광범위한 통제를 통해 반인권적 처벌 장치들이 제도

화될 수 있었다.
첫째, 반공 국가가 ‘재범 위험성’을 관리, 통제해야 할 대상으로 가장 먼저 타

겟팅한 것은 사상범, 정치범들이었다. 반체제 인사에 대한 통제와 폭력은 형사

사법이 무력화 된 유신체제 이후 더욱 강화되어 사형 집행은 물론 영장 없는 

체포와 구금이 가해졌다. 1975년에는 사회안전법이 제정되면서 국가보안법 등 

위반자에 대하여 형벌 집행 이후에도 보안감호를 무제한 갱신할 수 있도록 하

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둘째, 시혜적이고 잔여적인 복지의 대상으로 간주되던 성판매 여성, 부랑아, 

부랑인 등 언더클래스들은 근대화 과정에서 잠재적 범죄자로 다뤄지기 시작한

다. 이들에게는 재범의 위험을 방지하고 자립갱생을 도모한다는 명분으로 강제

적인 시설 수용과 개척단사업 동원과 같은 영토화 된 격리가 이뤄졌다. 이들은 

근로와 내핍의 정신을 훈육하기 위한 사회적 타자이자 도시 환경의 미화와 국

가적 이미지 쇄신을 위해 비가시화 되어야 할 존재로 간주되었다.
셋째, 정치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권위주의 정부의 상시적인 ‘사회악’ 소탕 작

전을 통해 ‘깡패’에 대한 검거와 처벌 역시 강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오늘날의 

가중처벌 특별법들이 구축되기 시작했고, 특히 1980년에는 삼청교육대 운영 종

료의 후속조치로 사회보호법이 도입되면서 보호감호를 통한 구금 연장의 효과

를 가져 오는 강력한 처벌 제도가 마련된다. 
넷째, 이와 같은 대대적인 엄벌주의 기획으로 인해 국가는 만성적인 구금 과

밀과 재정 부족 등 교정 기능의 효율성 위기에 직면하게 되고 이에 재범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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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리 방식을 다각화한다. 가석방을 조건으로 공안사범에 대하여는 사상 전향

이, 나머지 수형자들에게는 국토개발계획의 수행을 위한 노동력 제공이 강요되

었다. 사법행정의 효율성을 이유로 형사절차상의 기본권 역시 제한되었다. 또한 

출소한 이들의 재범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한 사법보호사업, 성판매 여성이나 부

랑아에 대한 보호수용, 정착 사업은 사적 섹터에 전가되었고 반인권적 시설 운

영에 국가가 묵인함으로써 이러한 제도는 지속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구속, 양형, 형집행을 둘러싼 형사절차의 파행과 사법부의 무력화, 

그리고 보안처분 부과 기준의 모호함과 과도함 등 반인권적 처벌 제도 운용의 

역사적 경험은 사법불신의 형성은 물론 이후 사법민주화의 방향과 처벌 제도의 

구체적 형태를 제약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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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탈권위주의 기획으로서의 사법민주화와 처벌제도의 

변화

정권교체 이후의 정치적 조건은 정당성을 결여한 권위주의 시기의 처벌 제도

를 청산하는 것, 보다 구체적으로는 피고인 등의 인권보호와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탈권위주의 기획으로서의 사법민주화를 추동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자유박탈적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도들은 경제위기로 인

한 국가의 재정난과 교정 과밀의 상황으로 인하여 빠른 시간내에 공고화될 수 

있었다.

1. 민주화와 사법불신의 표출

1) 양형�불평등에�대한�문제제기와�필요적�보호감호�위헌결정

87년 체제는 한국의 제도적 민주주의는 물론이고 법치주의의 이행에 있어서

도 결정적 전환을 가져온 것으로 지적된다(최선, 2014; 한인섭, 2007; 심희기, 
2001). 하지만 민주화가 곧 법의 지배 즉, 입법, 행정, 사법부간의 책임성의 확

장이나 견제를 통한 다수 지배의 실현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 과정에서 

권위주의 시기에 형성된 법 체계와 행위자들의 실천, 즉 제도의 변화가 동반되

지 못했고, 때문에 이와 같은 법의 지배 역시 쉽게 실현되지 못했다(최장집, 
2010). 하지만 한편에서는 개헌을 통해 새롭게 출범한 헌법재판소 체제와 여소

야대의 정국 등 정치적 기회구조 속에서 권위주의 시기 형성된 반인권적 처벌 

제도에 대한 저항의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1987년 8월, 9차 헌법 개정을 통해 헌법재판소 제도가 도입되고 그 1년여 

후인 1988년 8월, 헌법재판소법이 제정되었다. 이 과정에서 헌법소원 즉, 법원

이 아닌 개인이 직접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었고, 대법원이 아닌 

별도의 기구가 위헌법률심사권을 가지는 것을 내용으로 오늘날의 헌법재판소가 

등장하게 된다(헌법재판소, 2008:139)1). 그간 법률의 위헌 여부를 최종적으로 

1) 1987년 8월, 국회에서 개헌안이 제출되었을 당시, 통일민주당은 위헌법률심사를 대법원에서 하되, 위헌결
정 등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과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되는 대법관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법관추천회의제도를 
도입하고자 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역시 이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러한 개헌안은 민주정의
당과의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결국 여당의 주장대로 현재의 헌법재판소 체제가 등장했다(사법발전재단, 
2009:105). 다만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중 대통령이 3명,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이 3명, 여당이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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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하는 기관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제헌 이후 헌법위원회가 만들어

졌지만, 1961년 4월 17일, 헌법재판소법이 등장할때까지 헌법위원회는 오직 6
건의 위헌법률심사를 하였을 뿐이었다(헌법재판소, 2008:69). 법관들이 법률의 

위헌성에 문제를 제기한다 하더라도 대법원이 헌법위원회로 보낼지 여부를 결

정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정치적 독립성이 담보되지 못한 대법원은 오히려 위헌

심판을 차단하는 역할을 할 수 밖에 없었다. 1972년 12월, 유신헌법의 개정 과

정에서 헌법위원회가 다시 등장했으나, 이곳에는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이 단 

한건도 접수되지 않았다(사법발전재단, 2009:97). 더구나 유신헌법에서는 긴급

조치에 대해, 전두환 정권의 헌법에서는 국가보위입법회의가 만든 법에 대해 이

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부칙을 규정하고 있었다2). 권위주의 시기 형사법의 

제, 개정이 헌법적 평가를 거의 고려하지 않고 이뤄졌다는 평가가 내려지는 것

도 이 때문이다(한인섭, 2000:318). 즉, 민주화 이전까지 헌법재판기관은 활성

화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이를 통해 위헌이 선언된 조문도 극히 드물었다. 재
범 위험성이 높은 집단을 처벌, 관리, 교화하겠다는 명분으로 등장한 일련의 반

인권적 제도들에 대하여도 그 위헌성을 다툴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었다.
때문에 헌법재판소 출범 초기만 해도 과거의 헌법위원회와 같이 ‘양로원’이나 

다름 없을 것이라는 비판적 시선들이 강했다. 실제로 초기에는 접수되는 사건 

조차 없어서 임명된 재판관들은 서울올림픽 중계와 국회의 5공비리 청문회 중

계를 지켜보며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이범준, 2009:25-26). 하지만 1기(1988
∼1994) 헌법재판관들은 위헌소송의 구조와 판결의 종류 등 체계를 만들어내면

서 군부독재 시기 만들어진 반인권적 법률들에 대하여 잇따라 위헌을 선고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대표적인 자유박탈적 보안처분인 보호감호에 있어서도 

헌법재판소 체제를 통해 변화의 요구가 표출되기 시작한다. 특히 사회보호법 제

5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은 1기 헌법재판소의 국가폭력 종결선언의 

시작3)이자 최고의 성과로 평가되기도 한다(이범준, 2009:51). 
그런데 민주화와 함께 곧바로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헌법재판소 안팎의 움

직임들이 본격화되었던 것은 아니다. 1988년 4월 26일 등장한 여소야대의 국

몫 3명 중 1-2명을 선택하게 된다는 점에서 대통령 등 특정 정파의 영향력이 개입될 우려와 그와 같은 정
치적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 사법부 지명이 필요하다는 반박이 등장하면서 결국 대법원보다 상위 혹은 적
어도 동등한 기관으로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을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오늘날의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이
범준, 2009:25). 

2) 이를 충실히 준수한 대법원은 긴급조치 9호 위헌제청신청(1977년 5월 13일), 긴급조치 4호 위헌 이유상고(1975년 
4월 8일), 긴급조치 1호 무효주장사건(1975년 1월 28일)을 모두 기각했다(이범준, 2009:54). 

3) 88헌가5. 헌법재판소에 첫 접수된 사건은 88헌마1(사법서사법시행규칙에 관한 헌법소원)이며 헌법재판소가 
최초로 위헌 결정을 내린 사건은 88헌가7(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위헌심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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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에서도 그 개폐에 대한 논의는 본격화되지 못했으며, 헌법재판소가 등장한 

1988년 9월 1일 이후에도 법원은 위헌제청 조차 하지 않았다. 사회보호법에 대

한 문제제기는 지강헌 사건 발생이 계기가 되었다(이범준, 2009:80). 1988년 

10월, 영등포 교도소에서 공주 교도소로 이감 중이던 미결수 4명이 호송버스에

서 탈주하여 서울 시내를 배회하며 한 가정집에서 인질극까지 벌이는 상황이 

발생했다. 당시 탈주범 중 한명이었던 강영일이 침입한 한 가정집에 남긴 편지

에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표현이 적혀 있었고4), 인질극 당시 동아일보 기

자와의 전화 인터뷰 상에서도 지강헌 등 탈주범들은 범행의 동기를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행형제도 때문이라 발언했다. 그리고 이것은 대중에 회자 될 만큼 

한국의 처벌 불평등과 이로 인한 사법불신을 드러내는 기표로 활용되기 시작한

다5). 

그림 15 교도소 이감 중 탈주한 지강

헌의 인질극 장면 

출처: 1988. 10. 17 동아일보 1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이들의 비판은 법원의 양형과 바로 이 보호감호6) 
제도의 문제에 기인한 것이었다. 인질극의 종료 과정에서 사살된 지강헌은 당시 

절도 혐의로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사회보호법에 따라 보호감호 10년
의 집행이 예정된 상태였다. 560여만원 상당의 재물을 훔친 지강헌에게는 17년
4) 1988. 10. 11, 경향신문 “7인의 탈주범, 안개속에...”
5) 1988. 10. 17, 동아일보, “자수 거부 총기 광란... 공포의 일요”, 1988. 12. 29, 경향신문, “욕구폭발, 목소리 컸던 1년”
6) 대도(大盜)’로 알려진 조세형의 경우, 징역 15년에 보호감호 7년을 선고받아 1997년 12월 11일 청

송보호감호소로 이감되었고, 1986년 인천 뉴송도호텔 이권개입과 관련한 살인과 폭력단체 결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방파 김태촌은 징역 5년에 보호감호 7년을 선고받았으나 폐암 진단으로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바 있다(1991. 10. 2, 한겨레, “김태촌씨 무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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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감기간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전두환의 동생으로서 새마을운동본부의 공금 

등 76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경환에게는 같은 시기 징역 7년에 

벌금 32억원이 선고되었다7). 탈주범들은 바로 이 사건의 처벌과 자신들에게 부

과된 처벌을 비교하며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주장했다.
당시 언론은 탈주 후 서울 서대문 일대에서 인질강도, 침입절도를 행했다는 

이유로 이들을 시민을 불안에 떨게 하는 태생적인 ‘흉악범’으로 묘사했지만, 아
래 표12와 같이, 당시 사회보호법에 의해 보호감호가 부과된 자들의 대다수는 

절도 행위의 반복으로 가중처벌 된 자들로, 이들이 전체 보호감호 대상자의 70
∼80%를 차지하고 있었다8). 이것은 사회적 격리를 핵심으로 하는 보호감호가 

이들의 재범을 방지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의 주된 논거가 

되기도 했다(사법개혁추진위원회, 2000a:303; 국가인권위원회, 2003:173)9).

지강헌 사건 직후 대법원이 판사 227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

한 판사의 42%가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요적 보호감호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고, 일사부재리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폐지에 동의할 만큼10) 보호감

호 제도의 문제점은 당시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했던 것으로 보인다. 1988년 11
월 18일에 이르러서야 대법원은 직권으로 사회보호법에 대하여 위헌을 제청하

였다(헌법재판소, 2008:599). 이 사건은 법원이 ‘떠밀려서’ 하다시피 한 위헌 

7) 1988. 8. 11, 한겨레, “전경환씨 3억 횡령 새로 밝혀져 모두 76억 6천여만원... 공솟장변경신청”. 그는 
형기의 2/3이 경과하고 추징금 및 벌금을 완납하여 1991년 가석방되었다(1991. 6. 25, 한겨레, “전경환
씨 오늘 가석방”).

8)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2004. 1. 13, 위헌소송 법무부장관 의견
9) 88헌가5, 88헌가8, 89헌가44 판결문
10) 1989. 2. 10, 경향신문, “법관설문”

단위: 명
1987 1989 1992 1994 1996 1997 1999 2001 2003

강도 148 153 273 280 299 240 230 235 159
절도 3,953 2,531 2,221 1,996 1,606 1,535 1,204 1,187 982
폭력 413 209 280 225 159 128 106 92 67
사기 146 86 86 89 62 55 50 35 36
기타 38 63 51 53 113 81 50 38 38
§ 2003. 10. 31. 보호감호소 제공자료, 국가인권위원회, 2003:21 재인용

표 12 죄명별 보호감호 수용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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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청 1호 사건이 된다(이범준, 2009:80). 
국회와 행정부 역시 뒤늦게 대응에 나섰다. 위헌제청을 계기로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에 대한 비판의 분위기가 확대되자 1988년 12월 10일, 당시 통일민주

당의 조만후 의원 등 59인의 발의로 사회보호법 폐지안이 회부된다. 법무부 역

시 필요적 보호감호 삭제 등을 내용으로 한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그 결과 헌법

재판소의 위헌 판단이 이뤄지기 직전인 1989년 3월 8일, 국회의 민주발전을위

한법률개폐특별위원회를 통해 사회보호법 상 보호감호의 요건과 절차에 관련한 

조항들이 먼저 개정되었다. 이후 일정한 죄를 범한 경우에 반드시 보호감호나 

치료감호에 처하도록 한 필요적 보호감호제도 및 필요적 치료감호제도가 모두 

폐지되고 보호감호 및 치료감호의 요건에 ‘재범의 위험성’을 명시하여 감호의 

필요성에 관한 법관의 판단에 재량을 주었다. 또한 보호감호처분을 할 수 있는 

범죄를 이른바 인신매매사범, 가정파괴사범 등으로 한정하고 보호감호의 기간은 

미리 정하지 아니하되, 7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이 시기 사회보호법의 일부 개정이라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데

에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대표되는 처벌의 불평등에 대한 대중들의 사법 불

신이 주요하게 작동했다.
법 개정과 위헌판결에도 불구하고 보호감호 자체는 유지되었다는 점에서 문

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와 같이 민주화 이후 보호감호 제도에 대한 

위헌 여부, 인권침해 논란, 법개정 작업이 이뤄지면서 피보호감호자의 수용 인

원 역시 감소하기 시작한다. 보호감호의 시행 초기인 1981년부터 5년간 급격히 

증가하던 수용인원은 필요적 보호감호제도가 폐지된 1989년부터 감소하기 시작

하여 2003년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되고 피보

호감호자들의 시위, 농성, 민간단체들의 폐지운동이 이어지면서 가출소가 확대

된다11). 그리고 이를 이유로 한 수용인원 역시 급감하기 시작했다(법무연수원, 
2001:308).

2) 시민사회와�입법부의� ‘반민주적악법’�개폐�운동:�사회안전법�폐지

87년 체제 이후 권위주의의 잔재를 청산하고 이를 극복하는 것은 국회나 정

부, 시민사회 모두에게 주된 과제로서 공유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사회운동은 

이러한 민주개혁을 아래로부터 추동하는 역할을 담지하게 되었다(조희연, 
11) 사회보호위원회는 1983년까지 피보호감호자에 대하여 가출소를 단 한번도 실시하지 않았다

(법무연수원, 20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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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5-6). 이러한 ‘민주개혁’을 둘러싼 정치세력간의 경쟁과 다툼은 주로 법

률 차원의 제도를 둘러싸고 나타나게 되는데, 위헌제청이나 헌법소원 등의 헌법

재판 이외에도 법률 개폐를 위한 시민사회의 운동과 국회의 법개정 움직임이 

그것이다(홍일표, 2006:41).
특히 통일 이슈가 민주화 운동과 인권 운동의 주요 과제가 되면서 국가보안

법 등 시국사범을 양산해 온 법제도에 대한 시민사회의 저항 역시 본격화되기 

시작한다(정진성 등, 2009:147; 박성호, 1998). 1988년 7월, 민주통일민중운동

연합, 서울민주투쟁연합,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 5개 재야단체가 공동기

자회견을 가지고 양심수 전원석방, 국가보안법, 사회안전법, 집시법 등 반민주

악법 개폐 등을 요구했다12). 이와 같은 사회운동이 법제화 운동을 중심으로 전

개되면서 그 활동의 핵심적인 역할을 법조전문가 집단, 특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이 맡게 된다. 민변은 1988년 5월, “국민들의 자유와 

기본권을 억압하는 권위주의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인권 상황을 개선

하는 것을 설립 목표로 전면에 내걸며 출범했다13). 이 시기 민변의 결성으로 

인권 변론과 사회운동은 조직화된 법조운동으로서의 양상을 띠게 된다(한인섭, 
2000:127). 

또한 법조전문가가 아닌 구금시설 밖에 있는, 처벌 제도의 당사자 가족들 역

시 주된 행위자로 부상했다. 시국사범이 증가할수록 그 피해가족들끼리 정보를 

교류하고 대책을 공동으로 강구하는 등의 자구적인 연대 노력이 펼쳐졌고 재판

투쟁, 가혹한 교도소 조건 개선과 양심수 석방을 위한 연대 투쟁 등이 나타났다

(한인섭, 2000:125). 양심범가족협의회, 민주화운동가족협의회, 유가족협의회 

등이 대표적이다.
즉 민주화 이후의 시민운동은 권위주의시기 형성된 대표적인 재범 위험 의제 

집단이자 엄벌 대상이었던 사상범, 공안사범 등에 적용되었던 법률들에 대한 청

산과 정비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었고, 국가의 권력남용으로부터 피고인, 범
죄자 등을 보호하는 자유권적 기본권 보장이 핵심적 문제의식이었다. 그리고 헌

법재판소의 등장과 함께 이미 진행되어 오던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등 대표적

인 악법 철폐를 위한 시민사회의 운동은 위헌소송을 중심으로 전개되기 시작했

다14). 이는 크게 국가보안법 상 반국가단체 가입, 찬양, 고무 등의 행위를 처벌

12) 1988. 7. 10, 한겨레, “양심수 석방 공동투쟁 합의”
13) http://minbyun.or.kr/?page_id=65 (2016.3.22. 검색)
14)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수형중이거나, 보안관찰중인자들, 특히 ‘비전향장기수’ 및 한총

련 사건 관련자들이 직접 보안관찰법 제2조 등 위헌소원(92헌바28),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제2조
에 대한 헌법소원(92헌마32)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박원순, 이종걸, 이덕우, 임종인, 박연철 등 
당시의 인권변호사들이 헌법소원의 청구 대리인으로 나섰다. 

http://minbyun.or.kr/?page_id=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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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조항, 이러한 행위들을 ‘다시 범할 위험성’을 예방한다는 명분으로 도입된 

사회안전법, 이들의 가석방 제한이나 보안관찰 기간의 갱신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작동하던 사상전향의 위헌성 등 세가지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그리고 헌

법재판소 체제가 등장한 직후 관련 위헌 소송이 잇따랐다15). 하지만 헌법재판

소는 이들 법률의 적용 대상, ‘재범 위험성’의 관리 대상을 선별하는데 작동했던 

국가보안법에 대하여 대체로 한정 합헌의 입장을 유지했다16). 사회안전법이나 

보안관찰법에 대한 위헌결정 역시 내려진 적은 전혀 없었다(한인섭, 
2000:319). 사회보호법 개정 등 국가폭력의 일소에 적극성을 표방했던 1기 헌

법재판소는 국가안보와 관계가 적은 형사소송 절차 등에서는 인권을 보호하는

데 적극적이었지만 국가안보나 공공질서 유지에 해당하는 공안사건에서는 기존

의 법질서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다(이석태, 2004). 1990년대 초반, ‘공안정

국’ 속에서 위와 같은 공안사범들에 대한 가석방 규칙 따위에 위헌을 선언할 재

판관은 없었다(이범준, 2009:100).
사회안전법의 폐지는 국회의 ‘민주발전을 위한 법률개폐 특별위원회’를 통해 

이뤄졌다. 그간 국회는 행정부의 발의안을 통과시켜주는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의미에서 ‘통법부(通法府)’라는 비판왔으며, 실제로 권위주의 시기 법률은 비상

입법기구에 의해 강행된 것이 대부분이었다(김수용, 2010; 홍득표, 2002). 예
컨대 박정희 정권기에는 국가재건최고회의가 통과시킨 법률들이 60% 이상이었

다(김병순, 1988). 하지만 헌정 사상 최초의 여소야대 정국은 국회의 입법 논

의에 야당이 주도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여당인 민

주정의당 역시 전두환 정권과의 거리두기를 하면서 과거사 청산을 위한 특별위

원회 구성에 합의한다17). 이 과정에서 ‘민주발전을 위한 법률개폐 특별위원회’
는 1988년 6월 27일, 당시 시행중인 각종 법률 중 국민의 기본적 인권보장이

나 법과 제도의 집행과 운영에 있어서 민주적으로 개선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

는 법률에 대한 검토와 수정을 목적으로 구성되었다18). 그리고 이곳을 통해 각 

정당에서 이미 제출한 법률안과 위원회에서 직접 상정한 법률안 등 총 35개 법

률에 대한 심사가 시작되었다19). 

15) 89헌가8(1992. 1. 28. 선고, 한정합헌), 89헌가113(1990. 4. 2. 선고, 한정합헌), 89헌마240(1997. 1. 
16. 선고, 한정합헌, 각하), 90헌가11(1990. 6. 25. 선고, 한정합헌), 90헌마82(1992. 4. 14. 선고, 위
헌), 90헌바23(1992. 4. 14. 선고, 한정합헌), 1989. 10. 27. 89헌마105

16)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한 한정합헌(1990. 4. 2. 선고, 89헌가113, 1990. 6. 25. 선고, 90
헌가11), 제19조에 대한 일부위헌(1992. 4. 14. 선고, 90헌마82)

17) 통일정책특별위원회, 지역감정해소특별위원회, 민주발전을위한법률개폐특별위원회, 올림픽특별
위원회, 제5공화국에있어서의정치권력형비리조사특별위원회, 양대선거부정조사특별위원회 등 6
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다(1988. 6. 27, 13대 국회 142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1쪽).

18) 1988. 7. 22, 13대 국회 143회 민주발전을위한법률개폐특별위원회 회의록,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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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조건 속에서 1989년 5월, 사회안전법에 대한 위헌소송 역시 제기되자 

국회의 위 특위에서는 자유박탈적 처벌 제도인 보안감호와 주거제한처분을 폐

지하되 보호관찰 처분을 강화하고 그 대상 범죄를 축소하는 것을 내용으로 사

회안전법 개정안(의안번호 130550)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사회안전법의 명

칭은 보안관찰법으로 변경되고 보호관찰 처분은 보안관찰 처분으로 명칭이 변

경되었으며, 보안관찰의 해당범죄는 내란죄 등으로 국한되었다20). 그리고 1989
년 6월 16일, 이러한 법률 개정 4개월여만인 1989년 10월 27일이 되어서야 헌

법재판소는 사회안전법과 관련해 이미 제기된 헌법소원(89헌마105)에 대하여 

각하 결정을 내린다. 이후 민주발전을위한법률개폐위원회가 “미전향사상범 일부

를 내주는 개혁적인” 법안을 여야의 합의로 처리한 것을 가장 큰 성과로 평가

할 만큼21) 사상전향을 이유로 한 사회안전법상 보안감호의 폐지는 민주화 직후 

위 특위 구성의 산물이라 평가할만하다.
이후 1990년 7월 14일까지 만 2년간 총 72개의 법률안이 특위를 통해 제안, 

검토되었고22), 이 중 19개의 법률에 대한 개정작업이 이뤄지게 된다. 하지만 

1990년 1월 22일, 민주정의당이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 민주자유당의 3당 

합당으로 보수 대 연합과 여대야소 정국이 형성되면서 반민주악법 개폐작업은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당시 야당에서는 3당 합당이 과거 ‘5공 시대의 거수기 

국회’로 다시 전락할 위험이 있음을 우려하면서 특별위원회 운영은 심의 중인 

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는 국회법을 근거로 본회의 회기 중

에 남은 법률안에 대한 개정 작업이 처리될 수 있기를 요청했지만23), 소위원회

를 구성하여 조정하기로 했던 법률안들에 대한 논의 작업은 이후 진행되지 못

했다. 때문에 보안관찰, 사상전향, 가석방 제한 등의 재범위험 관리장치의 부과 

대상으로서 ‘공안사범’을 호명해 내는 기초가 되는 법률인 국가보안법은 전면적 

개정을 이끌어 내지 못했다.

3) 사법개혁기구의�등장과�인신구속제도의�변화

민주화 이후 권위주의 시기의 반인권적, 자의적 처벌 제도의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변화가 나타난 대표적인 영역 중 하나가 인신구속제도이다. 2장에서 설명

한 바와 같이 구속은 ‘공안사범’, ‘반국가사범’ 등에게 고문과 자백 강요 등의 

19) 1989. 1. 16, 13대 국회 144회 민주발전을위한법률개폐특별위원회 회의록, 2쪽.
20) 130550호 사회안전법개정법률안 의안원문
21) 1990. 7. 14, 13대 국회 150회 27차 민주발전을위한법률개폐특별위원회 회의록, 1쪽.  
22) 의안정보시스템-처리의안-법률안-민주발전을위한법률계폐특별위원회 조회 결과(검색일 2016. 3. 22.)
23) 1990. 3. 5, 13대 국회 148회 24차 민주발전을위한법률개폐특별위원회 회의록, 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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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야기하며 사법 불신을 초래한 대표적인 처벌 제도이다. 
적법절차의 원칙, 영장주의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 등 헌법상의 원칙에 따를 

때,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피고인 등은 무죄로 추정되므로 재판과정에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기에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라는 것은 새로이 천명되어야 할 것이라기 

보다는 기존의 형사사법의 대원칙들로부터 도출되는 것이다. 하지만 탈법적, 초
법적인 체포와 구금이 비일비재하였던 한국의 형사사법에서 이러한 원칙은 제

대로 지켜지지 못하여 왔다.
오히려 그간의 수사관행이나 인신구속에 관한 재판 실무는 구속수사 및 재판

을 원칙으로 이뤄져 왔다. 민주화 이후로도 이러한 관행은 크게 변하지 않았는

데, 아래 표13과 같이 검찰이 청구한 구속 영장의 90% 이상을 법원이 발부하

는 관행이 지속되었다. 그 밖에도 사법연감의 1심 형사공판사건 구속기소 인원

수를 살펴보면, 1986년 전체 기소 인원의 75.3%가 구속 기소되었고, 1988년에

는 그것이 76.5%로 최고조에 이른다. 즉, 재판을 통해 공소가 제기된 피의자의 

70%는 구속수사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구속영장 발부율은 1993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 60%대로 감소하기 시작하지만 재판 절차가 개시된 피의자의 60% 
이상은 여전히 구속수사를 받았다(법원행정처, 1996:673). 그리고 아래 표와 

같이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 중 이후 실형이 선고된 비율은 30%가 채 되지 

않았다. 불구속 피고인이 법정구속 되는 예는 거의 없었고, 구속 피고인 조차도 

대부분은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고 석방되었다(김동윤, 1997).

영장발부건수(건) 영장발부율(%) 구속인원(기소시 기준. 명) 실형선고인원(명) 구속자 중 실형선고율(%)
1975 130,432 93.3 99,843 48,015 41.1
1978 103,141 90.3 73,065 34,272 37.0
1980 116,637 90.6 82,304 35,335 34.2
1983 115,660 92.7 82,023 36,313 33.7
1985 112,039 93.7 82,574 34,962 32.9
1988 118,516 92.5 91,362 31,804 27.5
1990 134,553 91.9 103,810 33,961 24.7
1993 148,647 94.0 118,700 38,908 23.9
1995 143,665 93.2 109,492 38,945 24.5
1997 118,576 82.2 95,508 45,750 27.1
§ 역사속의 사법부(사법발전재단, 2007:385)

표 13 영장재판 및 1심 형사재판 결과(1975∼19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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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에도 그렇지만 현재도 일반인들에게도 구속은 수사나 재판을 위한 신병

확보의 수단이라기 보다는 범죄인에 대한 징벌이나 제재라는 인식이 강하다. 당
시 법관들 역시도 구속영장 발부를 수사를 위한 신병확보가 아니라 피의사실에 

대한 처벌로 인식하여 집행해왔고, 때문에 “상당한 죄질의 범죄혐의=구속”이라

는 방식으로 구속이 사실상의 처벌제도로서 기능해왔다(김경선, 1997: 김동윤, 
1997). 또한 구속기간이 형기에 산입된다는 사실은 구속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이후 실형을 선고하도록 만들었고, 때문에 더 이상 구금의 필요성이 없어진 피

고인의 경우 실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통해 석방하는 방식의 형 선고 관행

이 있었다는 것, 즉 미결구금은 사실상 단기 자유형의 기능을 해왔다는 점에 대

하여는 판사들 역시 인정하는 사실이었다(김동윤, 1997; 박태동, 1997). 이와 

같이 형사재판의 기조가 구속사건의 석방여부에 집중되면서 피고인이 억울하더

라도 자백을 하거나, 석방이 어려운 경우에는 무리한 합의 시도도 비일비재 하

였다(김동윤, 1997). 수사기관에서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야 수사가 성공한 것

으로 생각하여 인지사건이나 공안사건 등에서는 검사가 영장재판을 하는 당직

판사에게 사전에 전화를 걸거나 판사실로 찾아가 영장발부를 부탁하기도 하고 

영장청구가 기각되면 판사에게 항의하거나 언론 등을 통해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때문에 영장재판을 맡은 판사에게 영장발부는 적지 않은 심리적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었다(사법발전재단, 2009:383).
이와 같은 인신구속제도는 사법개혁위원회의 등장과 함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김영삼 정부는 ‘문민정부’라는 역사적 정당성과 ‘신한국 건설’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내걸면서 변화와 개혁의 절대적 중요성을 강조하였다(강준만, 
2006a:263). 1993년 4월 2일, 국무총리훈령 제279호로 ‘법령정비에 관한 특별

지시’가 내려져 ‘권위주의적인 요소나 과도한 규제 등 국민에게 불필요한 부담

을 주는’ 법령에 대한 정비 지침이 내려졌다. 이러한 법령정비에 관한 특별지시

를 통해 1993년 3월부터 1996년 1월까지 법률 606건, 대통령령 964건, 총리

령 및 부령 931건, 국회규칙 25건 등 도합 2,720건의 법령이 제,개정 되었고, 
이것은 1996년을 기준으로 당시 운용되고 있던 법률의 70%, 모든 법령의 80%
를 상회하는 규모의 작업이었다(오준군, 1996:43). 특히 재산공개는 김영삼 대

통령이 주도한 사정의 첫 시동이었고, 취임 직후인 3월 하순, 모든 여론조사에

서 그는 70∼80%의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그의 개혁적 행보로 인해 1993
년 4월, 대중 인기스타 여론조사에서 최진실과 허재를 제치고 10대 청소년들이 

가장 좋아하는 우상으로 선정되기도 하고, 지지율 94%를 기록하기도 했다(강
준만, 2006a:265-271). 재산 공개 이외에도 군 내 5공의 인맥들에 대한 전격 

경질을 단행했다24).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1993년 6월,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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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법관 역시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에 포함되었다(사법발전재단, 
2007:113)25) . 

이와 같이 개혁과 쇄신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사법부 역시 자정의 노력을 꾀

했다. 대법원은 1993년 4월 변호사와 검사의 판사실 출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것을 첫 번째 과제로 설정한 이유 역시 영장발부를 둘러싼 외부의 개입을 차

단하여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었다(사법발전재단, 2009:112). 
1993년 6월,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통해 법관 역시 재산공개 대상에 포함되고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논란으로 김덕주 대법원장이 사임하게 되면서 12대 대법

관으로 윤관이 임명된다(사법발전재단, 2007:113). 이와 같은 임명 경위로 인

해 그는 변화와 개혁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할 수 밖에 없었고 범국민적 사법

제도개혁 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993년 11월, 대법원 내에 

사법제도발전위원회(이하 ‘사발위’)가 구성되었다. 

활동기간 명칭 소속 비고
1993년 11월
∼1994년 2월 사법제도발전위원회(‘사발위’) 대법원 

공직자재산공개, 윤관 
대법관 임명, 법원 내부
개혁 중심

1995년 1월 세계화추진위원회(‘세추위’) 국무총리 법률서비스, 법조인 양
성(로스쿨)

1999년 5월
∼2000년 5월 사법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 대통령 대전법조비리, 옷로비 

사건, 법무부 주도
2003년 10월
∼2004년 12월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 대법원 3차 사법파동(서 성 대

법관)
2005년 1월
∼2006년 12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 대통령 사개위 건의사항에 대

한 종합적 추진
2010년 2월
~2011년 6월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국회 용산철거사건, 한나라당 

주도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2006b:25-29),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회의록 

재구성

표 14 사법개혁 관련 위원회 구성(1993〜2016)

24) 5공 인맥의 대표적인 군내 사조직인 하나회와 육사 내부에 결성돼 있는 예비 하나회인 알
자회를 타겟팅하는 군부의 물갈이로 취임 석달만에 18명의 장군이 옷을 벗었다(한국일보특
별취재팀, 1999:99). 김영삼 대통령의 사정작업은 이후로도 계속되었고, 역대 정권의 ‘서정
쇄신’과는 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평가될 정도였다(1997. 1. 1, 경향신문, ‘입법, 사법부, 정당
대표 신년사’).

25) 법관들의 재산공개 여부를 놓고 법원 안팎에서 다른 목소리들이 쏟아져 나왔다. 법관들이 
재산을 공개하는 것은 사법부가 정치권의 분위기에 휩쓸리는 인상을 주어 바람직하지 않다
는 견해와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법관들의 재산
공개가 필요하다는 견해의 대립이었다(사법발전재단. 2009: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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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발위는 사법권의 독립을 개혁의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구속영장실질심사제

도와 기소전 보석제도 도입 등 피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개선안, 법관인사위

원회와 판사회의 설치 등 사법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반영하여 법원

조직법 등 6대 개혁 법안을 마련했다. 즉, 당시 사법민주화의 기조는 피고인 등

의 자유권 보호와 사법부의 독립성 강화 두 가지로 집중되었다. 그리고 이 법안

들은 1994년 7월 27일 국회에서 통과되었다(사법발전재단, 2007:110; 사법개

혁위원회, 2005d:9). 이와 같이 법무부를 경유하는 정부입법 아닌 대법원이 발

의하고 직접 국회에 제안하여 의원입법 방식으로 사법제도에 대한 법률 개정이 

이뤄진 것은 사법사상 최초로 평가된다(사법개혁위원회, 2005d:9)26).
이를 통해 구속 제도에 있어서도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1994년 사발위

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여기에 판사가 구속영장 발부 전에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는 영장실질심사제 도입을 포함시킨 것이다. 검찰은 수사와 재판업

무에 대한 부담가중, 불구속 수사의 확대에 따른 국민의 법감정 악화와 사회불

안, 피해자의 피해구제 미흡 등을 이유로 이에 반대하고 나섰고(사법발전재단, 
2007:386) ㅇ;d[ 검찰과 법원의 갈등이 과열되었지만27) 결국 1995년 12월 29
일, 국회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이뤄져, 1997년 1월 1일부터 영장실질심사

가 시행되었다28). 
영장실질짐사제의 도입 이후 “웬만하면 영장”이던 것이 “웬만하면 기각”되는 

수사 관행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것은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 

권한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영장실질심사제가 시행된 1997년 이후 

아래 그림16과 같이 구속영장 발부율은 현저히 낮아졌다. 실형이 선고될 것으

로 예상될 경우 구속을 고려한다는 원칙, 피의자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한다는 

원칙 등이 법원별 ‘인신구속업무처리기준’으로 마련되었다(사법발전재단, 
2007:392). 

그런데 구속영장 기각율이 높아지자 검찰의 반발은 더욱 강화되었다. 검찰에

서는 법원의 지나친 영장 기각 때문에 수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고, 법관의 영

26) 이에 앞서 1988년 대법원은 이를 위한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었다. 하지만 당시
에도 검찰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히면서 1989년 5월, 대법관회의에서도 법무부의 반대 의견을 
고려하여 영장실질심사제를 통한 구속전 심문이 아닌, 이미 구속된 피의자의 보석시 심문제를 
실시하기로 한다(1989. 5. 26, 한겨레, “영장실질심사제, 사실상 취소, 대법관 회의서 부결”, 
1989. 5. 26, 동아일보, “보석신문제 신설”).

27) 1997. 3. 9, 동아일보, “주도권 다툼, 법취지 실종, 법원-검찰 감정 싸움”, 1997. 3. 10, 한겨레, 
“민망한 검찰기득권 다툼”, 1997. 3. 25, 경향신문, “법원, 검찰 정면 대립”, 1997. 3. 23, 경향
신문, “법-검 갈등 속 피의자 도주”, 1997. 3. 25, 경향신문, “영장회의, 검찰측 요구 거부, 법
원, 검찰 길들이기 나섰나”

28) 1997. 1. 1 시행, 형사소송법(법률 제50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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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재판 기준이 제각각일 뿐만 아니라, 변호사가 선임될 시 기각률이 3배 이상 

높다는 점을 비난했고, 서울과 창원 지역 검사들은 영장실질심사제의 폐지를 주

장하고 나서기도 했다(사법발전재단, 2007:387). 급기야 1997년 6월 28일, 대
검찰청은 영장실질심사제로 인하여 수사인력의 낭비, 판사의 수사에 대한 간섭

과 통제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다며 구속영장실질심사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한다29). 국회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의 

대다수가 검찰 출신인 상황에서 검찰만의 의견만을 반영하는 이와 같은 ‘졸속 

강행처리’를 비난하며 광범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되었지만 이

러한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30). 그리고 국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이 이뤄진지 2
년, 법이 시행된 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1997년 11월 18일, 다시 개정안이 통

과 되었다. 영장실질심사의 요건에 판사가 영장발부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등의 

신청이 있을 때 심문하도록 변경하면서 그 적용 범위가 축소된 것이다. 

29) 1997. 6. 28, 한겨레, “영장심사 협의 결렬 법-검 갈등재연 조짐”
30) 1997. 11. 18, 15대 국회 185회 16차 본회의 회의록, 28쪽.

그림 16 1심 형사공판 구속인원 및 비율

사법연감(1985∼2000년), CCJS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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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유권 보호 및 사법부의 독립성 강화로서의 사법민주화

1) 생명�및�자유박탈적�처벌의�최소화:�국가-범죄자�2자�관계로서�처벌

(1) 국가인권�기구의�등장과�과거사�청산:�사회보호법�폐지

2장 및 앞서 1절에서 살펴보았듯이 민주화 이후로도 노태우 정권기의 공안정

국과 3당 합당으로 인한 국회의 보수 독점은 형사사법기관의 쇄신에 한계로 작

동할 수 밖에 없었다. 또한 2차 사법파동 직후 법관들 역시 무죄판결 또는 구

속영장 기각 등으로 새 면모를 보여주는 듯 했지만 시국사범의 구속과 재판에

서는 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 구인장 등 청구에 대해 거의 100%에 육박하는 

발부율을 보이며 옛 체질을 바꾸지 못했다. 공소사실이 그대로 판시사실로 제목

만 바뀌던 구태가 재연되었고, ‘판사의 검사화’라는 비난까지 등장했다(한승헌, 
2014:364)31). 

정권교체는 개헌 이후 대두되어 오던 사법민주화에 있어 결정적 국면으로 작

동했다. 민주화 이후의 공안정국과 남북관계 변화, 보수독점의 정당 정치 등으

로 인해 지연되어 온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개혁 작업이 본격화 되기 시작했다.
우선 권위주의 시기 대표적인 ‘재범 위험’ 관리 대상으로 분류되던 집회시위

에 관한 법률이나 국가보안법 위반자 등 ‘시국사범’에 대한 검거가 현격히 줄어

들었다. 1999년부터는 무최루탄방침이 천명되면서 집회, 시위의 관리에서 국가

권력의 폭력 사용은 제한되기 시작했다(경찰청, 2006:1325). 국가보안법 폐지

를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김대중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이를 위한 아래로부터

의 움직임도 본격화되었다32). 여기에는 김대중 대통령의 의지는 물론 국제사회

의 압력 역시 인권침해적 처벌 제도의 변화에 기회로 작동했다(김대중, 
2011:375). 특히 국가보안법에 대하여는 이미 1990년대 접어들면서부터 유엔

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폐지 권고가 이어져 왔다(정진성 외, 2010:187; 엠네스

31) 법정에서도 법정질서를 내세운 강경조치가 위세를 떨치면서 판사가 방청인들의 박수를 곧 
법정소란행위로 보아 번번이 경고하고 감치처분을 남발했다(한승헌, 2014:366).

32) 시민단체와 종교계가 중심이 된 국가보안법폐지 공대위가 국가보안법의 완전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
고, 1999년 10월에는 여당인 국민회의가 국가보안법 개정 검토위원회를 설치하고 불고지죄의 완전 
삭제, 찬양, 고무죄의 구성요건 변경을 내용으로 한 개정안을 준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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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 국회모임, 1999). 1992년 유엔인권이사회는 국가보안법을 ‘인권 규약에 규

정된 권리를 완전히 실현하는데 주된 장애물’로 규정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폐지

할 것을 권고했다. 1998년에도 유엔인권위원회는 국가보안법의 찬양, 고무죄가 

국제인권규약 위반이라는 이유로 개정을 권고했다33).
하지만 야당인 한나라당과 보수단체가 반발하고 나서면서 법안은 표류했다. 

그리고 2000년 6월의 남북 정상회담 이후 야당의 반발은 더욱 거세어졌다(김
대중, 2011:409)34). 국가보안법 폐지는 국회 내부에서는 물론, 법무부와 검찰 

사이에서도 이견을 보이며 결국 더 이상 진전을 보이지 못하게 되었다35). 김대

중 대통령의 남북한 화해협력과 평화공존의 대안 제시는 비판을 불러일으켰고, 
국회에서 집권당의 소수 지위는 개혁 그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제약으로 작용

했기 때문이다(최장집, 2002:162). 
또한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2000년 9월 2일, 김대중 대통령은 북송을 원하는 

비전향장기수 63명을 북으로 보냈다36). 이들 비전향장기수들은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권위주의 시기 재범 위험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보안감호에 처해졌

던 양심수들로 사상전향을 거부하며 가석방에서도 배제되었던 자들이었다. 이와 

함께 이들을 장기수로 만들었던 사상전향제도에도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1998년 7월 24일, 법무부령 제227호인 ‘공안사범 교화요강’에서 사상전향은 삭

제되었고, 1998년 가석방심사등에관한규칙 제14조 역시 개정되면서 가석방의 

요건으로서 사상전향서가 아닌 준법서약서를 제출토록 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와 야당 의원들은 사상전향제가 준법서약제로 이름만 대

체된 것일 뿐 재범위험성을 심시하는데 있어 내심의 사상 포기를 강요한다는 

점에서 위헌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김삼석, 1998a; 한상희, 
1998; 강용주, 1998; 박원순, 1998). 때문에 1998년 7월에는 비전향장기수 및 

한총련 사건 관련자들 17명이 준법서약을 거부하기도 했다(김삼석, 1998b). 준
법서약제와 이를 토대로 한 가석방 심사의 위헌성을 다투는 위헌소송들 역시 

잇따라 제기되었다37). 법무부는 변경된 준법서약제를 폐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38). 헌법재판소 역시 2002년 4월, 준법서약이 단순한 확인서약에 불과

33) 1999. 10. 23, 연합뉴스, “여, 찬양, 고무죄 사실상 폐지”
34)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11월, 국회에서는 여당의 발의로 국가보안법의 완전 폐지를 골

자로 하는 법률안이 등장했다(160412호). 곧이어 2001년 4월에는 국가보안법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제7조 찬양, 고무죄를 변경하고, 제10조 불고지죄를 삭제하는 것을 주된 내
용으로 하는 개정안이 제안되기도 했다(160751호).

35) 2003. 4. 17, 16대 국회 238회 3차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4쪽.
36) 이들 63명의 장기수 대부분은 70세를 넘는 노인들로 짧게는 13년, 길게는 44년까지 평균 30

년 이상을 복역했다(김대중, 2015:312).
37) 98헌마425, 99헌마170, 99헌마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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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때문에 양심의 영역을 건드리지 않는다며 합헌을 선언했다. 이 시기 강금

실 법무부 장관 역시 김대중 정부 들어 검찰의 공안부가 축소된 분위기 속에서 

준법서약제 마저 폐지된다면 수사기관의 공안업무는 사실상 무의미해진다며 헌

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놓았다39).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준법서약제로의 전환은 공안 사범에 대한 가석방 

제한과 이로 인한 장기 구금 문제를 부각시키게 되면서 가석방 및 사면 확대의 

계기가 된다. 법무부는 1998년 8월, 건국 50년만에 처음으로 여야간 평화적 정

권교체가 실현된 것을 기념하고 경제난국을 극복한다는 명분으로 201,137명에 

대하여 8.15 특별사면을 실시했다(법무부, 1999:143). 그리고 이 사면에는 준

법서약제를 제출한 사상 관련 수감자들이 포함되었다40). 
 1999년에는 2000년을 앞두고 ‘밀레니엄 사면’을 단행하면서 국가보안법 관

련자 66명과 1996년 연세대 사태 당시 구속된 한총련 소속 학생 등 집시법 위

반자 26명을 포함시켰다41). 김대중 대통령은 이 사면을 통해 비로소 한국이 이

념상의 이유로 인한 장기수가 1명도 없는 나라가 되었다고 자평한다(김대중, 
2011:217). 각 사면대상자의 구체적인 죄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

문에 공안사범 등에 대한 사면이 어느 정도의 규모였는지를 확인할 수는 없지

만 아래 표15와 같이, 김대중 정부의 사면의 규모는 다른 정부와는 확연히 차

별화 될 정도였다.

공안사범에 대한 사면 확대는 노무현 정부 들어서도 계속되었다. 특히 노무현 

38) 1999. 11. 2, 법무부장관, 98헌마425 준법서약제 등 위헌확인 심판청구사건 의견서, 172-173쪽.
39) 2003. 4. 17, 16대 국회 238회 3차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4쪽.
40) 1998. 8. 8, 연합뉴스, “시국공안사범 103명 준법서약서 제출”
41) 1999. 7. 28, 연합뉴스, “8.15특사 규모와 범위는”

정부 인원(명)
노태우 6,747 
김영삼 38,750 
김대중 70,371 
노무현 37,188 
이명박 12,966 

§ 법무연감(법무부, 2014:414), 1980년 이후 정부사면내역(국회 2008
년도 국정감사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요구자료, 17) 재구성

표 15 특별사면현황(1988∼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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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출범하면서 준법서약제는 사실상 사문화되었고 2003년 4월 사면에서는 

법무부가 공안사범에 대하여 준법서약서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42). 
물론 이와 같은 대대적인 사면에는 공안사범에 대한 처벌 완화기조 뿐만 아니

라 경제위기와 구금 과밀로 인한 교정 비용의 부담 역시 작동했다. 이에 대하여

는 3절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특히 과거사 청산으로서의 사법민주화는 정권교체 이후 구성된 국가기구를 

통해서 본격화 될 수 있었다. 1999년 12월 17일,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이 국회를 통과했고, 김영삼 정부에서 통과되지 못했던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

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이 처리되었으며, 이를 위한 국회의 특별위원회 구

성 역시 의결되었다. 이들 법률에 근거한 위원회들이 출범하면서 권위주의 시기 

‘재범 위험’을 명분으로 도입, 운용된 처벌제도의 진상과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들이 이뤄지기 시작했다. 과거사 청산 작업은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 더욱 강도 

높게 진행되었다. 2003년 11월 7일, 과거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

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이에 따라 2005년 12월부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

리기본법이 시행되었다. 이외에도 2004년 3월에는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

상규명특별법이 제정되는 등 17개의 과거사 관련 위원회가 만들어졌다. 
권위주의 시기 파행적인 처벌과 구금, 고문을 일삼았던 국가기관들 역시 진실

위와는 독립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과거사 청산을 위한 작업들을 전개하였

다. 국가정보원은 2004년 11월,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
를 설치하여 인혁당 사건을 1호 조사 대상으로 삼았고 동백림 사건, 경향신문 

매각사건 등을 조사하기 시작했다43). 같은 시기 경찰 역시 ‘경찰청 과거사 진상

규명 위원회’를 구성하고 자료 수집과 증언 청취 등의 조사에 나섰다44). 국방부 

역시 2005년 5월,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를 발족하고 12.12, 5.18 사건

이나 실미도 사건, 보안사 민간인 사찰 사건은 물론 삼청교육대 사건에 대한 조

사를 실시하고 보고서를 공개했다(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2007:19).
이와 같은 위원회들을 통해 삼청교육대, 사상전향, 국가보안법 등 권위주의 

시기 모호한 ‘재범 위험성’을 판단 기준으로 삼아 파행적으로 운용되어 온 처벌 

제도들의 실태에 대한 자료들이 축적되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2004년 1월 

29일에는 삼청교육피해자의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삼청교육피해

보상지원단이 구성되었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이를 위한 심의 작업

을 실시하기 시작했다45).
42) 2003. 7. 8, 한겨레, “준법서약 폐지, 뜻있는 첫걸음”
43) 2007. 10. 24, 국가정보원 보도자료, “과거사 진상규명통해 밝은 내일 지향”
44) 2005. 6, 경찰청 보도자료, “경찰청 과거사 진상규명위, 홈페이지 개설 운영”
45) 2010. 2. 23,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삼청교육피해사건 진실규명 결정서’,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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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처벌 제도 운용에 있어 핵심적인 형사사법기관이었던 검찰과 

법원은 과거사 청산 작업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경찰은 물론 군대와 국가안전기

획부까지 모두 나름의 과거사 진상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간행물로 만들어 공

개하는 상황에서, 정작 헌법상의 원칙들을 무력화 해왔던 검찰과 법원은 체계적

인 조사를 위한 기구 조차 구성하지 않았다46). 국가정보원 조차 권위주의 시기 

중앙정보부와 국가안전기획부가 정권의 의중에 따라 원하는 판결을 유도하기 

위해 검찰 수사 및 기소과정, 판사의 재판과정에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직간접적

으로 압력을 행사했음을 인정하였지만(국가정보원, 2007:137), 정작 수사와 재

판을 담당한 이들 기관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작업은 물론 조사과정

에 필요한 자료 열람이나 면담도 거부했다을 하지 않았다. 검찰은 경찰의 조사

과정에 필요한 자료 열람도 거부했다47).
정치적 조건들이 변화하면서 이와 같이 과거사 진상 규명 작업 역시 지속되

기 어려웠다. 노무현 대통령의 과거사 청산을 위한 노력들은 보수층의 불만을 

산데다, 대북 관계에서도 김대중 대통령의 화해정책을 계승했기 때문에 보수언

론으로부터도 비난을 받았다(한승헌, 2014:215). 때문에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과거사 규명 작업은 중단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교체는 과거 오용되어 온 처벌제도를 시정하기 위한 

움직임으로서의 사법민주화의 움직임을 본격화시키는 계기가 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여기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등장 역시 큰 영향을 미쳤다(안종철, 
2009). 

한국에서 국가인권기구의 설치는 1993년 6월, 유엔 세계인권대회에 참여한 

한국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가 정부에 국가인권기구 설치를 요청하면서 논의

되기 시작했다. 이후 김대중 대통령은 인권법 제정 및 국민인권위원회 설립을 

대선 공약으로 발표하였고, 이러한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취임 후 이를 새 정부

의 100대 과제의 하나로 제시하였다(이은영, 2003). 1998년 6월, 김대중 대통

령은 취임 후 첫 미국방문에서 첫 일정으로 유엔본부를 방문하여 국제인권연맹

46) 대법원은 유신정권과 5공 정권 때인 1972~87년 이뤄진 시국·공안 사건 중 불법 구금과 고문 등 재
심 사유가 있는 사건을 수집해 224건을 추려낸 후 과거사 정리 작업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다. 그
나마도 작업 내용의 공개나 발표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해오다「역사 속의 사법부」를 발간하면서 ‘제
3부 재판의 역사 제3장 형사재판’의 ‘제4절 형사재판과 인권보장’ 부분에 사건명을 붙여 간단하게 기
소내용과 재판내용을 열거하는데 그쳤다(하태훈, 2013). 

47) 국가정보원은 과거사 진상 조사 당시 검사와 법관들이 “자부심이 강해 ‘안기부의 압력은 있었
으나 무시되었다’는 식으로 외압을 부인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면담을 거절”함으로써 충실한 
조사를 가로막았다고 평가하고 있다(국가정보원, 2007:137). 검찰의 자료제공 거부는 경찰과
도 갈등을 초래했다(2005. 7, 경찰청 보도자료, “검찰청의 자료열람, 등사신청 거부건에 대
한 경찰청 과거사 진상규명 위원회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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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는 ‘올해의 인권상’을 수상하면서 연설을 통해 명실상부한 ‘국민의 정부’가 

되기 위해 인권법제정과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의지48)를 밝혔다(김대중, 
2011:77).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 설치는 대통령의 의지만으로는 부족했다. 국가인권기

구의 출범으로 자신들의 권한과 위상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 법무부와 

검찰 등이 국가인권위원회설치를 규정한 법안 제정에 소극적이었고, 야당의 반

대 뿐만 아니라 정부부처와 시민단체의 이견으로 인해 국가인권위원회 설치는 

지연되고 갈등은 증폭되었기 때문이다(김대중, 2011:404). 
때문에 국가인권기구의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행보를 먼저 나타낸 것은 오히

려 법무부였다. 1999년 4월, 법무부는 ‘질서유지’에 중점을 두면서 상대적으로 

인권보장에 소홀하였던 과거를 인정하며 인권법안을 마련하여 발의하였다(의안

번호 151917호). 하지만 시민단체는 즉각 법무부안에 반대하고 나섰다. 이 안

에서는 ‘국민인권위원회’를 정부출연의 법인으로 구성하고 정부의 출연금, 기부

금 등으로 운영토록 하였기 때문에 위원회의 독립성과 실효성 결여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비판의 요지였다. 이들은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

치 민간단체 공동추진위원회(공추위)를 결성하고 ‘국가인권위원회’를 국가기구

로 하되 민간인을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임명토록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제정을 요구하였다. 
이를 둘러싼 갈등은 3년여간 지속되었다. 공추위는 인권법안 철회를 위한 집

회와 기자회견을 잇따라 개최했고, 인권활동가들의 단식농성도 이어졌다49). 국
제앰네스티, 국제고문방지기구, 로버트케네디추모인권센터 등 12개 국제인권단

체는 한국의 인권법 제정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민간단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촉

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고, 2000년 12월, 리영희, 최영도 등 민주화운동의 원

로들과 인권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한국의 대표적인 악법으로 비난 받아온 

국가보안법의 연내 폐지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연내 제정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고 단식농성을 이어갔다. 그 결과 2001년 4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1년 11월 출범 이래 2011년 9월말까지 총 269건의 정

책권고 및 의견표명, 법원 의견서 제출을 하였다(박찬운, 2011). 특히 국가인권

48) 김대중 대통령은 자신이 제주 4.3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군사정권하의 의문사 
진상규명, 국가보안법개폐,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보상 등 제정해야 할 법안들
을 수시로 메모하고 확인하였는 바, 수첩 메모의 맨 위에 적혀 있었던 것이 국가인권위원회
법이었다고 진술할 정도로 이것이 핵심적인 과제로 고려되었음을 알 수 있다(김대중, 
2015:403). 

49)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소개-연혁
(http://www.humanrights.go.kr/05_sub/body01_4.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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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법 제28조에서는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계속된 사건 중 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 의견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처

벌 제도의 위헌성과 관련된 이슈들을 조사하고 의견을 제시하는데 국가인권위

원회가 주요한 행위자가 될 수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출범 직후 시행한 첫 과제는 바로 삼청교육대 운영과 이를 

통해 제도화 된 보호감호, 그리고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실태조사였다(국가인

권위원회, 2003:5). 초대 인권위원장인 김창국 변호사 역시 첫 현장조사를 경북 

청송감호소로 나갈 정도로 대표적인 재범위험 통제제도였던 보호감호는 국가인

권위원회의 주요한 해결 과제로 상정되었다(김대중, 2011:405).
2003년 1월 21일 사회보호법 Task Force Team이 국가인권위원회 내부에 

구성되었다. 이들은 2003년 12월까지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제도 실태연구’를 

통해 당시 피보호감호대상자 및 교정공무원 등에 대한 설문조사 등 보호감호와 

관련한 최초의 실태조사 연구를 실시하였다(국가인권위원회, 2003:5). 이를 통

해 보호감호제도의 반인권적인 실태에 대한 실증적 자료들이 축척되기 시작했

다. 인권위원회에서는 경북 청송에 소재한 보호감호소의 열악한 환경을 인권침

해적 요인으로 지적하였다. 당시의 과밀수용은 보호감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문제를 가져와 인간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 허용이 무시되

고 있었으며, 0.4평의 화장실, 나무 바닥재에 1개층의 난방을 1대의 연탄난로로 

해결하는 열악한 난방 조건 등이 문제로 지적되었다(국가인권위원회, 
2003:131). 이러한 조건들 속에서 취업을 통한 사회복귀를 도모할 수 있는 직

업교육은 부실할 수 밖에 없었고, 피감호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 역시 지속

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은 책정된 근로보상금을 최저수준으로 

지급받았고, 교도관에 의한 폭행과 치사 사건도 잇따르면서 피감호자들의 항의

단식 등 집단농성 역시 반복되었다(국가인권위원회, 2003:153-154). 
실태조사를 통해 보호감호제도의 반인권적인 실태에 대한 실증적 자료들이 

축척되기 시작했다. 조사 결과 피감호자들에 대한 인권 침해 사례들이 지속적으

로 발견되었고, 피보호감호자들은 보호감호를 형벌보다 더 수용하기 어려운 제

도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가인권위원회, 2003:153-154). 국가인권위

원회의 실태 조사는 피보호감호자들의 사회보호법에 대한 저항은 물론 시민단

체의 법 폐지 운동에도 강력한 추동력이 되었다(이호중, 2010). 실태조사가 진

행되던 2003년 한해 동안만 4월, 10월, 11월 세 차례에 걸쳐 사회보호법 폐지

를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단식농성이 진행되었고, 800여명의 피감호자가 농성에 

가담했다(국가인권위원회, 2003:155). 이를 계기로 2003년 3월 11일, 인권운

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26개의 인권단체, 시민단체가 참여한 ‘사회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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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결성되었고, 이들이 피보호감호자들의 헌법

소원 제기를 도왔다50). 대한변호사협회도 사회보호법 폐지를 권고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하였다(국가인권위원회, 2004:144).
2004년 1월 12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계엄포고 13호에 

의거 실행된 ‘삼청교육’과 교육 대상자에 대한 사회격리를 위해 시행된 청송보

호감호소 설치 및 보호감호처분 등이 국회가 아닌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추진

되었다는 점, 보호감호는 시설에 격리, 수용되어 교육과 훈련이 부과된다는 점

에서 형벌과 다를 바 없고 이중처벌금지에 위배 된다는 점, 법원이 아닌 보호감

호 집행기관에서 가출소 여부 등을 결정하는 것은 헌법이 정하고 있는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 등을 논거로 제시하며 사회보호법 전면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권고안을 국회와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하였다51). 
결국 2005년 2월,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사회보호법 폐지에 대한 합의에 이르

렀고 그 결과 1980년 제정된 사회보호법은 25년만에 폐지되었다. 다만 경과규

정을 두어 이미 보호감호 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는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했으며 사회보호법에 함께 규정되어 있던 치료감호제도는 유지시키되 이에 대

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치료감호법을 제정한다.
1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움직임들은 민주화 직후 

형사사법체계 안팎의 행위자들을 통해 지속되었고 헌법재판소 체제의 등장, 여
소야대 정국에서의 국회 민주발전을위한법률개폐특별위원회 활동, 심지어 김대

중 정부 들어 구성된 2000년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도 추진되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들이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점을 고려할 때, 사회보호법 폐지에는 

이 시기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운동단체들의 역할이 핵심적으로 작동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당시 전문성의 부족이나 정책 권고의 목적 

달성을 위한 논리적 완성도의 부족으로 인한 비판에 직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

하고 사회보호법 폐지는 그들의 긍정적인 성과의 하나로서 평가받고 있다(박찬

운, 2011). 
법 폐지와 함께 교정시설의 수용된 일평균 구금인구 역시 감소하기 시작했다. 

그림17과 같이, 사회보호법 시행과 함께 1981년 10월 2일, 경북 청송군 진보면

에 설치되었던 청송보호감호소의 재소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1987
년, 4,698명으로 최고점을 찍는다. 당시 전체 교정시설 일평균 수용인원이 5만
명 내외였던 점을 고려하면 이것의 10%에 달할 정도의 수치다. 그리고 민주화 

50) 이들은 2003년 3월, 6명의 보호감호자들을 대리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청송 제2보호감
호소의 578명 감호자들도 헌법소원청구를 하고자 위임장을 작성하여 민변에 발송하였다(국
가인권위원회, 2004:144).

51) 2004. 1. 13, 동아일보, “인권위, ‘사회보호법 폐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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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후인 1989년 사회보호법 일부 개정과 함께 10년 및 7년으로 일률적으로 규

정된 보호감호 기간이 7년 이내로 변경되고 그 요건 역시 강화되면서 감호대상

자는 줄어들기 시작했다. 정권교체 직후 사회보호법 폐지의 분위기가 가열되기 

시작하면서 그 인원은 다시 한번 급감하게 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태조사가 

개시되고 피보호감호자들의 투쟁이 발생한 직후인 2003년과 2004년에는 법무

부가 1,000여명 이상을 가출소 시켰다(사법연수원, 2006:333). 그 결과 전체 

교정시설 수용인원에서 보호감호 대상자가 차지하는 비율 역시 2004년 이후로

는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급감한다. 이와 같이 피보호감호자가 계

속 줄어 들게 되면서 2004년 12월 31일에는 청송제1보호감호소가 청송직업훈

련교도소로, 청송제2보호감호소는 청송보호감호소로 이름이 바뀌었다52).

그림 17 보호감호 수용 및 가출소 인원과 전체 교정시설 수용인원 변화

§ 범죄백서(1990:271, 1990:263, 2000:292, 2003:317, 2005:317, 2010:358) 

보호감호의 폐지는 거시적 층위에서의 구금율 감소 이외에도 개인적 수준에

서도 처벌의 정도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아래 표16는 피보호감호자가 

감호기간의 종료 이전에 가출소하는 경우, 보호감호로 인해 수용된 기간을 나타

낸 것이다. 1989년을 기준으로 할 때, 가출소자의 대다수는 형기를 종료한 이

후에 실제 4∼5년 가량의 보호감호에 처해지고 있다. 가출소가 증가하기 시작

한 1985년부터 1988년까지도 적어도 4년 이상의 감호 이후 가출소하는 것이 

52) 2005. 8. 3, 동아일보, “청송감호소, ‘이중처벌’, 24년 오욕 안고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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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즉 법률에 규정된 필요적 보호감호의 기간이 완전

히 채워지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2003년 실태조사에서도 피보호감호자의 수용

기간은 대부분 3년 이상 5년 이내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국가인권위원

회, 2003:184). 이와 같이 실형 선고 이후에도 평균 3～5년여의 감호에 처해진

다는 것은 사실상 그 만큼의 형량 연장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었다.

단위: 명

연도 가출소자의 감호집행기간
계 3년미만 4년미만 5년미만 5년이상

1981 0
1982 0
1983 0
1984 25 25 　 　 　
1985 141 102 38 1
1986 392 105 283 4
1987 580 42 249 278 11
1988 941 2 507 227 205
1989 1,772 38 667 679 388

§ 범죄백서(법무연수원, 1990:27), 법무부 교정국 통계

표 16 가출소자의 보호감호 집행 기간(1981∼1989년)

 

5장에서 살펴보겠지만, 이와 같이 보호감호가 사실상 처벌로서 기능하는 만

큼, 보호감호의 폐지는 특정한 범죄자들에 대하여는 일정　정도 처벌의 ‘공백’을 

가져오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때문에 이를 벌충하기 위한 새로운 처벌제도의 도

입이 필요하다는 반동과 함께 특별법 상의 형량을 강화하거나, ‘3진 아웃’과 같

은 방식을 통해 처벌을 강화시키기 위한 정책 도입 논의를 불러일으키게 된다. 
또한 사회보호법 폐지의 역사적 경험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성폭력을 중심으로 

엄벌주의적인 형사정책의 대대적인 입법이 이뤄지는 가운데에도 보호감호와 같

은 자유박탈적인 보안처분의 재도입을 지연시키는 힘으로 작동하게 되었다.

(2) 국제인권레짐과�사형집행�중단

이와 같이 김대중 정부의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개혁 작업은 철저히 과거사 

청산이라는 탈권위주의적 기획으로서 진행되었다. 그 결과 국가폭력의 피해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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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피의자, 피고인, 수형자 등 범죄자의 자유권을 자의적이고 탈법적인 국가권

력 남용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사법민주화의 핵심적인 과제로 상정될 수 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기조 속에서 나타난 가장 주목할만한 변화 중 하나가 사형제이다. 

사형은 모든 형사사법의 제재수단들 중에서도 가장 가혹한 것이라는 점에서 대

중의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그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고, 
1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권위주의 시기 이래 대표적인 ‘재범 위험’ 집단으로 

호명되었던 사상범, 정치범 등 공안사범에게도 부과되면서 사법 불신을 초래한 

대표적인 수단이다. 1심 공판을 기준으로 사형이 선고된 피고인들의 죄명을 살

펴보면 살인, 강도살인 및 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등 주로 살인을 중심

으로 한 강력범죄에 사형이 선고되어 왔음을 알 수 있지만 1970년대까지만 해

도 이들 살인 등 외에는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상 내란 및 외환의 죄 등 정

치범이 차지하는 비율 역시 상당했다. 예컨대 사형 선고인원이 45명으로 가장 

많았던 1971년에는 살인이 12명, 강도살인 등이 7명,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

반이 24명, 외환의 죄가 2명이었다53). 
김영삼 정부의 1997년 12월 집행을 마지막으로 2016년 6월말 현재까지 사

형은 집행되지 않고 있다. 1심 판결을 기준으로 할 때, 김대중 정권기에도 80여
명에 가까운 인원이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었고 이후 선고 인원 역시 현저하게 줄어들게 된다. 그리고 2007년 12월 

30일, 한국은 10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국가로 인정되면서 국가엠네스

티로부터 ‘사실상 사형폐지국가’라를 지위를 얻게 되었다(허일태, 2009). 
그런데 이러한 결정적 변화에 정권 교체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

지는 분명치 않다. 기실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 직후의 노벨평화상 수상 연설에

서 자신이 6년의 감옥살이를 했고, 40년의 연금과 감시 속에서 살아왔음을 토

로하면서, 1980년 군사정권에 의해 사형언도를 받고 감옥에서 6개월 동안 그 

집행을 기다리는 동안 죽음의 공포에 마주했다고 고백하며 부당한 형벌권의 작

동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제어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김대중, 
2011:375). 하지만 그가 재임기간 중 사형집행을 중단하기 위한 지시를 내린 

것인지는 명확치 않다. 1998년 9월, 김대중 대통령은 피에르 사네 국제앰네스

53) 정권별로는 박정희 정부 시기 323명, 전두환 38명, 노태우 39명, 김영삼 정부 시기에 57명에 
대하여 사형집행 되었다. 특히 1948년부터 1998년까지 사형이 집행된 총 인원은 902명으로 연 
평균 19명이다(한인섭, 2000:205). 민주화 이후로도 1990년 14명, 1991년 9명, 1992년 9명, 
1994년 15명, 1995년 19명에 대해 사형이 집행되었고, 1997년 12월 30일에는 23명이 한꺼번
에 사형집행 되었다(1997. 12. 31, 경향신문, “흉악범 23명 사형집행”). 하지만 1987년 이후 내
란 및 외환의 죄 등 정치범 등에 대한 사형선고는 거의 사라지게 된다(한인섭, 2000:207; 법원
행정처, 2004:595; 법원행정처, 2014: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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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 사무총장과 만난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사형 제도를 반대한다고 밝혔지만 정

부가 사형제 폐지를 주도하기에는 사회적 여건이 성숙돼있지 않다고 평가하기

도 했다54). 때문에 사형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논의가 구체화되던 2000년 당시

까지만 해도 김대중 대통령의 사형 미집행이 정책적 의지의 표현인가에 대하여

는 판단이 유보된 상태였다. 더구나 새로운 정권이 출범한 초기에는 사형 집행

이 없었던 적도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한인섭, 2001:205). 또한 2002년 10월 

국정감사 당시에도 법무부가 사형 집행을 위해 대통령에게 품신을 했으나 대통

령이 이 문제에 대하여 거절을 했기 때문에 집행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질의가 있었지만 당시 김정길 법무부장관은 그러한 사실이 없다며 강력히 부인

했다55). 
김대중 대통령이 사형집행 중단에 대한 직접적인 지시를 내린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국제인권사회의 평가를 고려하는 그의 국정운영방식은 법무

부와 여당의 형 집행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1998년 12월 6일, 
여당인 국민회의는 ‘밀레니엄 대사면’ 방안을 마련하면서 형이 확정된 사형수 2
명을 무기징역으로 감형 했고56), 김대중 정부 시기에는 도합 13명의 사형수에 

대하여 감형이 확정되었다57). 
사형제 폐지에 있어서도 헌법재판소는 공론의 장이 되었다. 정권교체 이전에

도 이에 대한 위헌소송은 지속적으로 등장했지만 헌재는 이에 대한 판단을 유

보했다58). 1996년에 와서야 비로소 사형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구체

화 되는데, 사형이 동등한 가치가 있는 다른 생명 또는 그에 못지 않은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한 합헌이라 결정

하였다59). 정권교체 이후 사형제 폐지 운동이 종교계와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확산되자 국회에서도 오판과 남용의 역사적 경험 등을 이유로 사형제를 폐지하

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이 잇따라 발의되기 시작했다60).

54) 2000. 11. 7, 한국일보, “영, 사형제 폐지”
55) 2002. 10. 4, 16대 국회 234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피수감기관: 법무부) 회의록 50쪽.
56) 1999. 12. 7, 한겨레, “사형수 무기로 감형추진”
57) 2009년 법무부 국정감사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요구자료 13, “사형확정현황”, 76쪽(REFD2010011346).
58) 헌법재판소의 첫 결정은 1993. 11. 25, 89헌마36. 당시 재판부는 위헌심판의 청구기간을 도과했다

는 이유로 이 사건을 각하하여 사형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지는 않았었다.
59) 1996. 11. 28, 95헌바1 형법 제250조 등 위헌소원
60) 1999년 12월 10일, 사형폐지특별법안(152463호)가 처음으로 발의되었다. 하지만 국회에서

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전문위원의 유보적인 의견이 제시되었고 결국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폐기되고 말았다(1999. 12. 15, 15대 국회 208회 14차 전체회의 회의록, 
47쪽). 이후 2016년 6월말 현재까지 제안된 폐지 법률안은 의안번호 152463호(1999. 12. 
7 제안), 161085호(2001. 10. 30), 171129호(2004. 12. 9), 1800928호(2008. 9. 12), 
1806259호(2009. 10. 8), 1809976호(2010.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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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미집행이 계속되자 이에 대한 반발 역시 등장하였다. 2002년의 국정감사

에서는 법원이 1심 사형 선고를 파기하거나, 정부가 사형을 미집행하는 것은 

선량한 인명과 사회방위의 책무를 지고 있는 대법원과 법무부의 소극적 자세의 

결과이며, 이로 인해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킬 뿐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

다61). 보수 언론 역시 김대중 정권의 사형집행 포기는 법원의 형 선고를 행정

부가 무시하는 명백한 위헌이며, 이로 인해 강력범죄가 폭증했다고 논조의 글을 

내놓기도 했다(서석구, 2003).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 집행은 재개되지 않았

고, 2000년대 중반 엄벌주의 담론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 공고화 된 사

형 미집행은 여전히 그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3) 불구속�수사�및�재판의�공고화

1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87년 체제 이후로도 권위주의 시기에 형성된 사

법제도의 지속으로 사법 관료제나 법조비리, 양형 불평등 등의 문제는 근본적으

로 해결되지 않았고 오히려 과거사 청산과 관련된 몇몇 사건으로 인해 형사사

법에 대한 불신은 더욱 강화되었다(한상희, 2005; 문준영, 2005). 민주화 이후 

각종 고문 치사사건과 사건 조작 등을 둘러싼 경찰의 위신추락, 국가안전기획부

와 같은 억압적 공안기능의 퇴조와 함께 형사사법에서 검찰의 역할은 경찰, 법
원보다 훨씬 커졌다(한인섭, 2007). 

더구나 1990년대의 정경유착과 관련한 일련의 비리 사건을 청산하는 과정에

서 대통령은 검찰에 의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1990년 3당 합당 과정에

서 김영삼 대통령과 갈등을 빚었던 박철언에 대한 사정을 시작으로 슬롯머신 

비리사건 수사가 시작되었다62). 이후 드라마 ‘모래시계’ 검사로 불리게 되는 홍

준표가 슬롯머신 업계의 대부로 알려진 정덕진을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구속63)
하고 포탈액을 수뢰한 정치권과 검찰, 경찰, 안기부, 언론계, 국세청 간부 등에 

대한 수사로 확대했다. 김영삼의 이와 같은 개혁 조치와 사정 작업은 이전 정권

의 실세들로 향해 있었다. 언론 역시 이것을 5, 6공 실세들에 대한 비리수사로 

정의할 정도였다64). 군 전력증강사업을 추진되어온 율곡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61) 2002. 10. 4, 16대 국회 234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피수감기관: 법무부) 회의록 18쪽.
62) 1993년 3월 말, 김영삼은 청와대 사정1비서관 이충범에게 “박철언씨의 범법사실을 한번 찾

아보세요”라는 지시를 내렸다. 1994년 6월 28일, 대법원은 박철언에게 징역 1년 6월에 추
징금 6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고, 그는 1994년 9월 16일, 형기만료 두달 전 가석방됐
다(동아일보 특별취재팀, 1999:100; 강준만, 2006:272 재인용). 첫 신호탄으로 검찰이 경
찰의 천기호 치안감을 1억원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하고 박철언 의원과 안기부의 엄삼탁 
전 기조실장을 구속했다(1993. 5. 18, 매일경제, “엄삼탁씨 오늘 중 구속”).

63) 1993. 5. 4, 한겨레, “파친코-정관계 유착 해부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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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사와 무기도입 과정에서의 군수업체와 정치권력간의 비리에 대한 사

정,65) 평화의 댐, 상무대 비리수사, 입시부정 사건 수사 등으로 김영삼 정부 초

기 사정의 주도권은 검찰이 맡았다(임범, 1993). 즉, 민주화 이후 안전기획부 

및 경찰의 불법적 사찰, 구금, 체포 등이 곤란해지면서 이들 조직의 역할이 축

소된 반면66), 과거 정보기구들이 누리던 권력은 법적 과거 청산의 주무를 맡은 

검찰에 의해 장악되었다(한인섭, 2000:79; 임종인, 장화식, 2008). 특히 검찰의 

부패통제작업 즉, 권력층, 고위관료, 기업인들의 부정부패에 대한 수사는 검찰, 
그 중에서도 각 지방검찰청 특별수사담당부서(특수부)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가 담당하면서 사정작업을 통한 권력 역시 확대되었다. 하지만 검찰의 ‘5공 비

리 수사’, 즉 건설비리, 인사비리, 법조계비리 등 12개 비리 유형에 대한 수사는 

배후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의 핵심 세력에 대한 수사로까지 나아가지 못했다(이
범, 1993). 또한 동화은행 사건과 관련해서는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검찰총

장 모두 ‘경제계가 위축될 것을 우려, 다른 시중은행에 대한 조사로 나아갈 계

획이 없음을 동시에 밝혀, 결국 검찰의 수사가 청와대의 표적에 따라 정치적으

로 이뤄지고 있음을 드러냈다. 그러한 만큼 비리의혹에 대한 축소수사,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기 일쑤였다. 
이에 반해 김대중 대통령은 임기 초반부터 사법개혁, 특히 검찰개혁에 적극적

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국가보안법 개정이나 국가인권기구 설치 이외에도 국회

에 상시적인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고 검찰, 경찰 등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

하기 위해 위원회를 설치하며, 권력형 비리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제 도입을 대

선 공약으로 내세웠다67). 특히 그는 ‘검찰이 바로서야 나라가 산다’며 재임 초

기부터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했다(김대중, 2011:40). 취임 직

후인 1998년 4월, 법무부 업무보고 자리에서는 한보사건에 대한 검찰의 무책임

한 수사, 국민들의 불신 등을 지적하며 권력의 지배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검찰

이 정경유착으로 IMF 사태를 초래했다고 비난했다. 당시 대통령과 검찰수뇌부

64) 1993. 5. 18, 경향신문, “정치권 사정신호, 초긴장”
65) 1993. 4. 25, 동아일보, “방산비리 집중 내사”, 1993. 4. 25, 한겨레, “군 전력증강사업 감

사키로”
66) 군사정권이래 과잉상태였던 경찰과 검찰의 권력이 87년 민주화와 함께 곧바로 변동된 것은 

아니다. 헌법재판수가 과거의 법률과 인권침해적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위헌을 선언하고 있
었지만 수사기관의 관행이 급변한 것은 아니었다. 특히 노태우 정권 후반 공안정국에서는 
더욱 그러했다. 이와 같은 경찰과 검찰의 권력 행사를 통제하려는 법원의 대응도 등장했다. 
1992년 6월 19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의 한 판사는 목포경찰서장 등 경찰관 5명을 고발
했다. 시위에 참가하였다가 체포되어 구속영장이 기각된 학생들을 41시간동안 보호실에 불
법적으로 감금한 것은 영장주의를 무시한 기본권 침해 행위라는 것이 그 이유였다(이범준, 
2009:49). 

67) 1997. 12. 19, 동아일보, “99년 IMF 극복 경제선진국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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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자유토론에 대하여 언론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고 보도할 정도였

다68). 
검찰은 1998년 1월, 김대중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검찰제도개혁위

원회69)를 발족한다. 위원회의 1분과위원회에서는 형사사법제도, 2분과위에서는 

인권보장, 3분과위에서는 검찰조직개편과 중립성 보장을 핵심 과제로 나눠 논

의에 들어갔다. 1분과위에서는 구속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이, 2분과위에서는 국

가인권위원회 설치 및 불구속수사원칙 확대, 3분과위에서는 특별검사제도입, 검
찰위원회, 검찰총장 임명 인사청문회 도입 등 김대중 대통령의 공약사항들을 포

괄했다. 
하지만 이러한 검찰 내부의 개혁 시도들이 구체화되기도 전인 1999년 1월, 

‘대전 법조비리사건’이 터졌다. 대전의 한 변호사가 100명이 넘는 전, 현직 법

관이나 검사에게 사건 알선료를 주고 사건을 수임한, 전형적인 전관개입 사건이 

전직 사무장의 폭로로 알려지게 된 것이다(박동영, 2013:30). 다른 전관변호사

들 역시 사건수임을 위해 판사들에게 휴가비, 명절 떡값 등을 제공한 것으로 확

인되었다. 언론에서는 법조삼륜의 검은 거래 의혹이라며 이러한 관행을 사법작

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비판했다70). 
검찰은 사건 직후 대검 차장이 직접 나서 수사를 지휘하며 나름의 수사 의지

를 보였다. 수사초기에는 31명의 전, 현직 검사들을 전원 소환조사한다는 초강

수를 두었고, 감찰부 검사들이 이들을 소환조사하는 ‘치욕적인’ 진풍경이 연출되

었다71). 하지만 불공정한 수사에 대한 비난이 일면서 검찰 전반의 자정 요구와 

함께 항명파동까지 나타났다. 대구고검장 심재륜은 검찰 수사가 ‘후배’들에게만 

쏠리며 불공정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검찰이 정치권력의 시녀로 전락한데 책

임을 지고 검찰총장 등 수뇌부의 동반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72). 국회에서도 

검찰의 수사가 수뇌부의 자리보존을 위한 기만극 수준이라는 비판이 등장했

다73).  

68) 1998. 4. 10, 한국경제 2면, ‘DJ '검찰 10침' .. 법무부 업무보고...주요 토론내용 요약’
69) 대검찰청은 김태정 검찰총장 주재로 학자 등 검찰제도개혁위원회 위원 37명이 참석한 가운

데 첫 회의를 열고 특별검사제도, 검찰총장 임명시 인사청문회와 국회 동의 의무화, 국가인
권위원회 설치, 국선변호인제도 확대 등의 당면과제를 논의했다(1998. 1. 20, 매일경제, “검
찰제도 개혁위원회 본격 가동”).

70) 1999. 1. 9, 동아일보, “끝없는 법조비리 행진”, 1999. 1. 11, 경향신문, “법조비리 철저히 
수사하라”

71) 1999. 1. 25, 한겨레, “판검사 형사처벌없이 봉합될 듯. 막바지 이른 대전 법조비리수사”
72) 1999. 1. 28, 동아일보, “심재륜 고검장, 검찰총장 등 퇴진 요구, 검찰사상 첫 항명파동”
73) 1999. 2. 2, 동아일보, “법조 거듭나는 계기, 희생양뿐인 기만극, 법조비리수사발표 여야 반

응”. 검찰은 3주 가량의 수사로 현직검사 6명의 사표를 수리하고 19명을 징계했으며, 김대
중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심재륜 고검장의 발언을 ‘항명사건’으로 규정하고 직무정지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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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기화로 검찰에 대한 불신이 악화되자 대통령령 제16285호에 근거

하여, 대통령 자문기구로서는 최초의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이하 ‘사개추’)가 구성

되었다. 1999년 5월 7일, 법무부가 주무기관이 되어 법조계74), 학계, 행정부, 
언론계, 여성계, 시민단체 등 18명이 위원이 구성되었다. 그리고 사법제도개혁

의 과제를 ❶공정하고 신속한 권리구제제도 마련, ❷법률서비스의 질적 향상, 
❸법조의 합리화, 전문화, 현대화, ❹법조인양성제도의 개선, ❺법조비리근절, 
❻세계화 조류에의 대응 등 크게 6개 부문으로 나누고 이에 따른 34개 세부안

건을 심의대상으로 삼았다75).
하지만 사개추가 구성된 바로 그 달, ‘옷로비 의혹 사건’이 보도되었다. 최순

영 신동아그룹 회장이 국외재산도피 혐의로 구속되기 직전, 그 부인이 남편의 

구명을 위해 김대중 정부의 실세 장관급 부인들에게 옷을 선물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76). 사건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김태정 법무장관의 부인이 연루되

었다는 소문이 나돌았고, 검찰이 내사를 했지만 로비 사실을 밝혀내지 못했다는 

청와대 법무비서관의 허위보고 등이 밝혀지면서 법무부 장관의 문책을 요구하

는 여론들까지 일었다77). 결국 ‘옷로비 의혹’은 정치권으로 옮겨와 헌정사상 최

초의 특별검사제가 도입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민주화 이후 1995년 

5.18 특별법 제정당시에도 검찰의 반발로 도입이 무산된 이 제도가 도입 된 것

이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특검제 도입이 당론이 아니라며 반발하는 국민회의

의 당 8역을 경질할 정도로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78). 
여기에 더해 1999년 6월에는 1998년의 조폐공사 파업을 검찰이 유도했다는 

발언이 대검찰청 공안부장의 발언으로 알려지게 된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 사건

을 검찰간부의 ‘실언’이라 기억했지만(김대중, 2011:176), 검찰에 대한 누적된 

불신으로 인해 이러한 해명으로는 의혹을 해소할 수 없었다(한인섭, 2000:68). 
옷로비 사건과 파업유도 의혹은 사개추의 활동에 대한 시민사회의 감시와 기

대를 더욱 강화시키는 계기가 된다. 1999년 7월 20일 경실련, 참여연대, 민가

내리는 등 사건의 조기 진화했다(1999. 1. 29, 한겨레, “심재륜 파동, 검찰 대응과 전망, 항
명-비리 분리 서둘러 수습나서”).

74) 법원에서는 양승태 서울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와 김황식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이 위원이 
되고 강일원 판사가 전문위원이 되었다(사법발전재단, 2007:582). 

75) 이후 이들은 7개월 동안 매주 1회의 전체위원회 회의, 10회의 소위원회, 4회의 지방 세미
나, 21회의 전문위원 회의를 실시했다(사법개혁추진위원회, 2000b:10-11). 

76) 1999. 5. 24, 한겨레, “‘남편 봐달라’ 밍크코트 선물공세”
77) 1999. 11. 29, 연합뉴스, “야, 신동아 로비의혹 전면공세”
78) 당시 그는 캐나다 방문일정에 들어가면서 김종필 총리에게 특검제 도입 여부에 대한 권한을 

일임했고 김 총리 역시 특검제 수용의사를 밝혔으나 김영배 국민회의 총재권한대행이 당론
이 아니라며 반발한 상황에서 두 사람간의 결별을 암시하는 발언까지 나서자 김 대행을 경
질하게 되었다고 밝힌다(김대중, 2011:187). 



- 124 -

협 등 13개 단체는 ‘사법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를 구성하여 대통

령 직속 자문기구인 사개추가 ‘공허한 말잔치’로 끝나지 않도록 국민적 참여와 

토론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였다. 특히 전체 위원 중 절반이상이 사법 분야의 기

득권 세력이라 할 수 있는 법률가들로 채워져 있다며, 법무부 주도로 운영되면

서 한번의 공청회도 열지 않는 폐쇄적 운영이 성과를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라 

비판했다79). 그리고 특별검사제도입,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신설, 사법시험의 

변호사 자격시험으로 전환, 로스쿨 도입 등 법학교육 혁신, 대법원장, 헌법재판

소장, 검찰총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등 15개 개혁과제를 요구했다. 
2000년 5월, 사개추는 34개의 안건에 대하여 최종건의안을 대통령에게 보고

했다(사법개혁추진위원회, 2000:493). 하지만 대부분의 안은 현행 제도를 유지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었고 시민단체 등이 주장한 상설 특별검사제 도입, 검
찰총장 인사청문회 등은 도입되지 않았다. 비교적 법조 관계자나 법원 등과의 

갈등의 여지가 적은 영역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원칙들을 확인하는데 그쳤다80). 
또한 당시 논란이 되고 있던 보호감호에 대하여는 존치시키고, 보안관찰이나 사

회보호위원회 구성은 종전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개혁안은 마련되

지 못하는 제한된 성과를 보였다. 무엇보다도 개혁주체가 바로 개혁대상인 법무

부였고, 그들의 개혁의지가 미흡했던 점81),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개혁 요구에 

마지못해 끌려갔고, 시민사회가 주도권을 갖지 못하면서82) 이러한 한계가 남게 

79) 1999. 7. 21, 한겨레, “인터뷰, ‘사법개혁을 위한 연대회의’ 신대균 간사, 개혁 무풍지대, 이
젠 법률 소비자가 나설 때”

80) 구속기간을 단축하고, 명문화 되어 있지 않으나 실무상 구속여부를 판단할 때 주요 기준으
로 고려되는 ‘사안의 중대성’이나 ‘피해 회복여부’ 등을 구속 사유로 명문화하는 것, 필요적 
보석을 확대하고 가석방시 보호관찰 제도를 내실화 하고, 교도소를 민영화하는 등 구금과밀
과 인신구속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이미 논의되었던 사안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

81)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검찰에 공직비리조사처를 설치하고, 검찰 인사위원회에 외부 인사
를 참여시켜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권한을 강화하며, 검사가 상사의 부당한 명령에 이의
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 등은 사개추 구성의 다수를 차지한 검찰과 검찰 출신 인사들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평가되기도 했다(1999. 12. 22, 한겨레, “제 
머리 조금 깎은 ‘제한된 개선’”). 그러나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공직비리조사를 위한 특별기구의 세부적인 구성은 행정자치부와 법무부가 협의하여 결정토
록 했다(사법개혁추진위원회, 2000b:83-113). 

82) 뿐만 아니라 사법개혁 위원회의 구성 자체가 갖는 한계도 지적된다. 법무부나 대법원 등 사
법의 공급자들이 사법개혁의 주도권을 가지면서 위원 구성에 있어 언론, 여성, 노동계 등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비율을 할당했지만 순수한 비법조 인사들은 전체의 1/3에 
미달하는 수준이었다. 특히 대법원장이 부의한 안건들, 대법원의 기능과 구성, 법조 일원화 
등 법관 임용 제도의 개선,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제도, 형사절차 개선 
및 사법 서비스 확충 등은 비전문가들의 입장에서는 쉽사리 이해할 수 없는 전문적 사안들
이었고, 처음부터 사법개혁의 논의는 형사사법기관들과 공급자 위주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
다(이국운, 2012:258). 그나마 사개위는 사법개혁 작업을 책임 있게 추진해야한다는 논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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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김선수, 2008:15; 이국운, 2012:253). 
법조비리83), 전관예우의 문제는 물론이고 수사와 재판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내부 인사 개혁, 인사청문회 및 위원회 구성 등을 통한 감시와 통제 등은 처벌 

제도의 운용을 맡은 행위자들을 변화시키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아닐 수 

없다(하태훈, 2013).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개혁안들은 너무 많은 주제를 

불과 7개월 동안에 다루면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기본적인 

방향만 설정한 후 이를 법무부나 대법원에 권고하는 형식으로 활동을 마무리 

지었다. 그 결과 법률 제, 개정을 통해 그 내용을 제도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

진체계와 일정을 구축하지는 못했다(사법발전재단, 2007:583).
김대중 정부의 사법개혁 프로그램은 법률 제, 개정을 통해 사법개혁을 제도화

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 체계와 일정을 확립하지는 못했지만 이후 헌정 최초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사법개혁 위원회가 구성될 정도의 변화를 가져왔고, 이것

은 노무현 정부의 본격적인 사법개혁 작업에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김대중 대통령의 형사사법절차상 인권 개선에 

대한 의지는 구속 제도 및 교정에 있어 변화를 가져왔다. 정권 교체와 함께 1
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불구속 수사 및 재판 원칙의 실행에 소극적이었던 검

찰의 태도는 정권교체 및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크게 변화하기 시작했다(사법발

전재단, 2007:389-390). 1999년 1월, 박상천 법무부장관은 피의자의 인권 보

호를 위해 불구속 수사 원칙을 관철시키겠다며 불필요하게 구속을 많이 하는 

검사가 속한 기관의 장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까지 공언했다. 이러한 지

침은 실무상에서도 변화를 가져왔다. 법원조차도 검찰이 이전보다 강화된 영장

후속 추진기구 설치를 건의했고, 이로 인해 구성된 사개추위의 구성위원들은 사실상 교육인
적자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등 국무위원들이 대다수였다. 하지만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을 제외하면 시민단체의 욕구를 대변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
이었다. 특히 실무추진팀들 역시 법원행정처에서 파견된 소장 엘리트 판사들과 민변 출신의 
변호사들이 대다수로서, 실질적으로 사법개혁의 건의안은 대법원과 민변의 연대에 의해 사
개추위의 주도 그룹에 의해 형성되었다는 것이 한계로 지적된다(이국운, 2012:274).

83) 법조비리 근절에 관한 방편 논의의 중심은 윤리규정을 강화하는 방안과 징계위원회의 활동
을 강화하는 방안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징계위원회에 외부인사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는 의견이 제출되기도 하였고, 또한 법관 “재직 중에 비리 등 위법행위로 형사소추 또는 징
계처분을 받았거나 직무와 관련된 위법행위로 퇴직한 경우에 일정기간 동안 변호사의 등록
을 거부하거나 등록을 취소”하는 방안이 논의되기도 하였다(사법개혁추진위원회, 
2000b:450-452). 그러나 이러한 사항들은 개선방안으로 최종 의결되지는 못하였다. 전관
예우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민사회단체나 법조계 일부에서 주장되어 온 개업지 제한, 
사건수임 제한의 문제가 논의되기는 했다. 하지만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 직업선택의 자
유 제한 등을 이유로 한 반론이 제기되면서 판사, 검사가 변호사 개업 후  최종 근무기관의 
형사사건을 일정 기간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안이 제시되었다(사법개혁추진위원회, 
2000b:445-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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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준을 스스로 마련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큰 사건에 대해서만 

영장을 청구하는 변화가 나타났다고 평가할 정도였다(사법발전재단, 
2007:390).

이와 같이 불구속 수사 및 재판 원칙이 천명되면서 형 선고 이전에 구속으로 

인해 구금되는, 미결구금 인원은 안정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했다. 1998년 12월
을 기준으로 할 때, 한국은 교정시설에 수감된 수형자의 규모는 일본과 비교할 

때 1만명 이상 적음에도 불구하고 구속 수사 중인 미결수용자는 훨씬 많았다

(김화수, 1999)84). 즉, 한국의 높은 구금율은 높은 미결수용에 기인한 것이었

다. 그런데 아래 표17과 같이 불구속 수사 및 재판 원칙이 공고화되면서 1심 

판결 선고인원 중 구속자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97년 이전, 60%를 

상회하던 것이 2005년에 이르러서는 26% 수준으로 확연히 줄어든다.

수사 및 재판 단계 뿐만 아니라 교정시설의 열악한 처우와 수용 여건을 개선

84) 제18차 아시아·태평양 교정국장회의(1998. 10 캐나다 밴쿠버) 귀국보고서 82쪽 재인용.

단위: 명(%)
연도 1심 선고 기준 1일평균 수용인원 기준

피고인수 구속피고인수 전체 미결수용
1996 172,996 109,969(63.6) 59,762 32,848 (55.0) 
1997 175,165 95,508(54.5) 59,327 33,123 (55.8)
1998 216,219 116,086(53.7) 67,883 35,125 (51.7) 
1999 195,374 94,892(48.6) 68,087 38,364 (56.3) 
2000 191,654 88,338(46.1) 63,472 37,120 (58.5) 
2001 198,506 90,014(45.3) 62,235 37,036 (59.5) 
2002 208,506 86,266(41.4) 61,084 37,111 (60.8) 
2003 212,893 80,265(37.7) 58,945 36,458  (61.9) 
2004 238,358 74,217(31.1) 57,184 34,609  (60.5) 
2005 216,460 56,657(26.2) 52,403 32,933  (62.8) 

§ 범죄백서(법무연수원, 2002:187; 2014:226) 및 사법발전재단(2007:391) 재구성

표 17 영장실질심사제 전후의 구속피고인 및 교정시설 구금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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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범죄자들의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들 역시 도입되었다(법원행정처, 
1999:188). 수용자의 인권 신장을 위한 교정 현대화 계획의 일환으로서 행형

법, 수용자처분처우규칙등의 개정을 통해 재소자의 청원보장, 징벌제도 개선, 
자의적 계구 사용 금지 등 인권 관련 규정이 강화되었다. 수용자들에게 신문구

독을 허용하고 두발을 자율화했다. 출소자들에게도 취업알선협의회, 취업정보센

터를 설치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법연감, 1999:188). 또한 ‘전국교정시설 수용정원 및 수용가능인원 개정시

달’(법무부 예규 492호, 1998. 5. 11)을 통해 수용정원 역시 56,500명으로 

1,160명 하향 조정하고 수용가능 인원도 68,690명으로 1,890명 하향조정하였

다(법무부, 1999:430). 
여기에도 김대중 대통령의 의지가 크게 작동했다. 그는 취임 초기부터 자신의 

6년간의 수형생활을 예로 들며, 행형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그리고 교정기관장

들에게는 열악한 교정환경을 바꾸는 것, 교정직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 출소자 

대책을 세우는 것 세 가지를 약속 했다. 또한 그간 25개 교도소의 교도관과 

4-5만명 재소자를 통괄 지휘하는 막중한 자리인 교정국장을 교도관 출신이 아

닌 검사가 맡아온 관행을 비난하며 교정행정의 전문화를 꾀하고자 했다85)(김대

중, 2011:408). 

2) ‘법�감정’�반영을�위한�사법�참여의�제한:� ‘사법부�독립’의�정치

(1) 양형기준제�도입

김대중 정부의 사개추가 법무부 주도로 구성된데 반해, 노무현 정부의 사법개

혁은 대법원이 주도하게 되었다. 2003년 8월 22일, 노무현 대통령과 최종영 대

법원장86)은 사법제도 전반의 개혁 작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2003
년 10월 28일 대법원에 사법개혁위원회(이하 ‘사개위’)를 설치했다. 당시 대법

관 제청을 둘러싼 갈등이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서 성 대법관의 퇴임이 임박하면서 참여연대를 비롯한 주요 시민단체들은 현

85) 1998. 4. 1, 한국경제, “DJ '검찰 10침' .. 법무부 업무보고...주요 토론내용 요약”
86) 1999년 9월, 대법원 내에 사법제도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사법개혁 6대 법안을 마련하였던 

윤관 대법원장이 임기만료로 퇴임하게 되자, 김대중 대통령은 최종영 전 대법관을 13대 대법
원장으로 지명하여 그가 취임하게 되었다. 그는 취임사에서 ‘사법권의 독립을 통한 법치주의
의 확립’을 궁극의 목표로 정하고 구체적 실현방안으로 2000년 2월, ‘21세기 사법발전계획’
을 수립했다. 여기에는 공판중심주의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심리절차의 개선이 포함되어 있었
다(사법발전재단, 2007:116). ‘21세기 사법발전계획’이 이미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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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고위법관을 서열 순으로 대법관 후보자에 제청해 온 종래의 인사 관행이 사

법부의 관료화 및 보수화를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법관의 독립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판단 아래 ‘시민이 바라는 대법관 후보자 제청 운동’을 시작했다(이국

운, 2012:253). 사법부의 관료화는 하급 법원이 상급 법원의 판례 해석을 갱신

하는 새로운 판결을 하기 힘든 실무 관행을 낳을 뿐만 아니라 판결의 독립성 

역시 저해하기 때문에 처벌 제도의 운용에 있어서도 중요한 쟁점이다. 2008년 

촛불집회 사건에 대하여 당시 서울 지방법원장이던 신영철 대법관이 특정 재판

부에 사건을 몰아 배당하고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

라는 독촉을 한 것이 가능했던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가 야간집회금지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한 상태였기 때문에 헌

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이들의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87).
최종영 당시 대법원장은 이러한 분위기를 고려하여 대법관 후보자 제청추천

위원회를 구성한 뒤 각계로부터 후보자를 추천받았지만 그 명단은 고등법원장 

직급의 고위직 법관들만을 포함하여 종래의 인사 관행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었

다. 때문에 사법부 내부에서 조차 이에 대한 집단적 불만이 표출되어 이른바 ‘3
차 사법파동’이 발생한다. 언론 및 시민단체 역시 사법 관료제의 모순과 한계를 

집중 조명하면서 대법원은 유례 없는 정치적 위기에 봉착했다(이국운, 
2012:254). 하지만 이로 인해 사법개혁의 주도권은 오히려 법원에게 쥐어졌다. 

사개위는 ❶사법민주화, ❷공정하고 효율적인 사법의 확립, ❸개방적인 사법

의 추구, ❹복지사법의 정립, ❺사법의 선진화를 이념으로 제시했다(사법발전재

단, 2007:116). 그리고 이전의 사법개혁이 추진기구의 결여로 결실을 거두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기구를 대통령 산하에 설치

할 것을 건의했다.
이에 따라 2004년 12월, 사개위가 마련한 사법개혁의 기본적 방향에 따라 구

체적인 후속조치를 법률안으로 마련하여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사법제도개혁추

진위원회(이하 ‘사개추위’)가 발족했다. 사개추위는 국무총리와 국무총리급 민간

인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 등 총 20인으로 구성되

었다.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함께 민청학련 사건 등을 변호하였던 인권변호사 한

승헌이 맡았다88). 사개추위는 2005년 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본위원회, 실

87) 2009. 3. 6, YTN, “신영철 대법관, 이메일로 촛불사건 처리 독촉”
88) 한승헌 변호사는 5년간의 검사 재직 후 1964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민청학련 사건을 

변호하고, 1975년에는 김지하 시인의 변호를 중단하라는 정보기관의 요구에 불응했다가 반
공법 위반으로 구속되기도 했고, 1980년 5월,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으로 계엄군법회의에 
회부되어 변호사 자격이 박탈되기도 하여 권위주의 시기의 재범 위험 통제제도를 직접 경험
한 사람이었다. 그는 김대중 정부에서 감사원장으로 정년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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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위원회, 공청회, 여론조사, 모의재판 등의 활동을 통해 28개 의결안건을 처리

하고 정부입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사법발전재단, 2007:587). 헌
정 이래 가장 실질적이고 광범위한 사법개혁 프로그램이 추진된 것이다. 국선변

호 확대, 공판중심주의 강화, 재정신청 대상 제한 폐지, 권고적 효력 갖는 배심

재판제도 도입, 양형기준 정립, 로스쿨 제도 도입 등의 의제가 모두 2007년 7
월까지 입법화되었다.

사개추위의 개혁안이 제도화되면서 처벌 제도에 있어서도 변화가 나타난다. 
대표적인 것이 양형기준제의 도입이다. 법률이 특정한 범죄 행위에 대하여 부과

할 수 있는 형벌의 범위를 법정형이라고 하며, 법관은 이에 대하여 형을 가중 

혹은 감경하여 재량으로 형을 선고한다. 이것이 양형이다. 즉 양형은 형사재판

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건에 대하여 형의 종류와 형량을 결정하는 과정이다. ‘유
전무죄, 무전유죄’라는 표현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사법 불신의 핵심은 바로 이 

양형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때문에 적정하고 균등한 양형을 통해 피고

인은 물론 일반 국민을 설득하고 양형과 관련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함으로써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것이 시민사회는 물론 사법개혁위원회들의 

통해서도 사법 민주화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다뤄져왔다(양형위원회, 
2008b:290; 사법개혁추진위원회, 2000:221; 사법개혁위원회, 2005:271).

기존의 양형 관행은 형벌의 종류를 결정함에 있어 법관 개인의 가치관에 따

라 불합리한 편차가 존재한다는 것, 양형심리가 법정에서 충실하게 이뤄지지 못

하고 법관의 사무실에서 서류를 통해 이뤄짐으로써 피고인은 물론이고 검사나 

변호사도 양형에 대해 합리적 예측을 할 수 없다는 점, 형사재판 실무는 유무죄 

판단을 위한 절차에 중점을 두어왔고 양형에 대한 심리를 부수적으로 취급해온 

점 등이 구체적인 문제로 지적되었다(양형위원회, 2008b:290). 특히 양형의 편

차나 불평등에 있어서는 집행유예의 남발,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동종 

범죄를 범하여 구속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선고되지 않도록 하기 위

해 벌금형을 선고하는 집행유예의 관행, 전관예우와 향판 문제 등이 지적되었다

(이주형, 2007). 기업주의 범죄에 대하여는 김대중 정부 이후 구속원칙89)이 천

명되어 왔지만, ‘온정적 처벌’이라는 비판이 계속될 정도로 그들에게는 낮은 양

형, 특히 집행유예의 남발이 심했다(이주형, 2007).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1999년 사개추에서는 객관적 양형기준을 마련하기 위

해 대법원에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양형조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법원조직법

에 근거 규정을 만들고, 양형조사위원회가 양형에 관한 연구 및 조사를 실시하

여 표준양형기준을 만들되,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것으로 한다는 

89) 1998. 7. 6, 경향신문, “고액탈세 14명 출금, 부실기업주 구속수사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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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을 채택한 바 있다(사법개혁추진위원회, 2000b:130-139). 그러나 당

시 사개추의 권고는 이행되지 않았으며, 법원 내부적으로 양형실무위원회를 구

성하여 외부 인사를 참여시키면서 양형 관련 보고서를 발간하는 정도의 작업이 

진행되었을 뿐이었다(김선수, 2008:322). 
이후 사개위가 대법원 산하에 구성되고, 이곳에서 양형제도 개선이 다시 논의

된다. 양형기준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설정하고 기속적 효력까지 인정하게 되면 

법관의 양형에 대한 권한은 제한될 수 밖에 없기에 법원은 양형기준이 엄격히 

적용되는 것에 대해 소극적일 수 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법원과 검찰의 대립은 

다시 반복된다. 검찰측은 법원의 양형이 온정주의에 흘러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

하면서 미국식의 기속적인 양형기준제 도입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또한 사개

추위에서 2005년 7월 의결된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 확립방안이 기본적

으로 형사절차에서 검사의 지위와 권한의 약화를 가져온다고 판단한 검찰은 법

원이 양형기준과 양형조사를 주도하는 것에도 반발하는 입장이었다. 법원이 양

형 판단을 위해 피고인 및 사건과 관련된 사항들을 조사하려는 것은 수사에 가

까운 절차로서 기본권 침해의 위험이 크다는 주장 뿐만 아니라 2004년 이후 법

원공무원 노조가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사무관급 이상으로 구성된 양형조사관

제 도입을 줄기차게 요구한 결과를 반영하려는 의도라는 비판까지 제기하였다

(대검찰청, 2013:344)90). 
하지만 법원은 현재 특별법에서 법정형을 지나치게 상향시켜놓았기 때문에 

이를 정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형기준제를 도입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

이었다(김선수, 2008:323). 법원은 엄격한 양형 기준과 그에 대한 기속이 처벌

의 엄벌화를 가져와 피고인, 범죄자의 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될 것이라며 

양형의 재량권을 고수하고자 하고자 했다(최선, 2012:192). 결국 양형위원회를 

국회 산하에 설치하는 것, 법적 구속력을 갖는 양형기준은 사법부의 독립을 천

명하고 있는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나고 법관의 재량을 침해한다는 점이 중론으

로 모아지면서 검찰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91) 2006년 4월 10일, 대법원 

90) 검찰은 양형기준제의 도입을 통해 법관의 권한에 대한 통제장치를 마련해야한다고 보고 선제적, 
공세적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김선수, 2008:324). 양형을 위한 자료조사의 1차적 책임을 법
원이 아닌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으로 하고, 양형위원회는 국회 소속의 독립적 위원회로 하여 
법조 직역 대표 및 관련 교수 등을 포함하며 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 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
다(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2005:224). 즉, 양형위원회를 가급적 법원으로부터 독립된 기구로 
설치하고자 했던 것이다(최선, 2012:193).  

91) 검찰을 제외한 학계와 변호사들의 의견은 양형은 기본적으로 법관의 재판업무에 속하는 것이므
로 양형기준을 국회 산하에 설치하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며, 양형기준표 형
식의 양형기준제도를 도입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지면서 절충안이 
마련되었다(김선수, 2008:328). 그리고 양형기준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지 않으며, 전형적인 
형사 사건부터 가능한 많은 양형인자를 추출하여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내용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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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에 양형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 법률

안(의안번호174220)이 국회에 제안되었다. 이와 같이 양형기준은 국민의 ‘법 

감정’을 반영하고 평등한 양형을 담보한다는 목적보다는 엄벌주의로부터 피의자 

보호, 그리고 사법부의 독립성 보장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구체적 형태가 만들

어지게 된다. 국회에서는 바로 그러한 점을 둘러싸고 갈등이 반복되면서 법률안

이 공전하게 된다. 결국 ‘사법부의 독립’으로 인해 법관의 양형기준 준수율이 낮

아지는 것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덧붙여 법률안이 통과되었다92).
결국 법원의 반대대로 원칙적으로 구속력이 없으나, 법관이 양형기준을 이탈

하는 경우 판결문에 양형이유를 기재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양형기준이 마련되

었고, 2009년 7월 1일부터 양형기준이 시행되었다(박형관, 2015:2). 양형위원

회가 법원조직법상으로는 권한과 기능이 대법원장으로부터 독립된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라는 표현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정이나, 사무기구

의 구성원을 모두 법원 직원으로 임명한 점 역시 양형에 대한 권한을 놓지 않

으려는 사법부의 의도로 이해되고 있다(박형관, 2015:2).
이와 같이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양형 관행과 이로 인한 사법 불신을 극복하

기 위한 방안으로 양형기준제가 도입되지만, 양형은 판사의 재량이라는 점, 이
에 대한 외부 통제의 확대는 권력분립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사법부 독립’이라

는 구호가 강력한 대항 논거로 작동하면서 결국 대법원 산하에 양형위원회가 

설립되고, 기속력을 갖지 않는 양형 기준이 도입된다. 그 결과 양형기준은 법정

형이 아닌 과거의 양형 관행을 객관화, 계량화하는 것을 우선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도입이 이후 엄벌주의 입법의 효과를 제어하는 힘이 되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는 피해자의 의견이나 상태를 반영하는 양형 인자는 충분히 반영되

지 못했고, 오히려 피해자의 경험이나 현실과는 다른,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통

념들이 전제된 종래의 양형 인자들은 오히려 명문화되었다. 이에 대하여는 4장
에서 상술한다.

대법원은 2007년 1월 26일, 위 법률이 공포되자 즉시 양형위원회 설립 준비

에 착수하여 법원행정처에 양형위원회 설립 준비팀을 구성하였다(양형위원회, 
2008a:24). 그리고 2004년 3월 1일부터 2007년 2월 28일까지 3년간 1심 판

결 확정사건 44,015건의 판결문을 수집, 분석하여 양형인자의 적용 실태를 조

사하기 시작했다. 2008년, 양형기준을 설정할 대상으로 선정된 8개 범죄유형

(살인, 뇌물, 성범죄, 강도, 횡령, 배임, 위증, 무고)에 관하여 단일범 대상 양형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2005:274). 
92) 법관이 양형기준을 존중하도록 명시하고(안 제81조의7제1항), 양형기준제도 운영에 관한 입법

적 통제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양형위원회가 발간하는 연간보고서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수정하
였다(안 제81조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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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3,579건을 분석하여 형량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93)을 추출했다(양
형위원회, 2009a:121). 형량범위는 각 범죄유형에서 과거 양형실무의 70% 내
지 80%를 포섭하도록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고, 양형의 적정성에 대한 

비판이 있는 범죄는 입법자의 의사나 피해자 보호 등 형사정책적인 고려와 국

민의 법 감정을 감안하여 ‘규범적’으로 상향 조정하였다(양형위원회, 
2008b:282).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양형기준의 기본틀을 결정하고, 우선 기준이 

설정될 대상범죄를 선정한 후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거쳐 2009년 

4월, 살인 등 8개 범죄군에 대한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 하였다(양형위원회, 
2009a:28). 

즉, 기존의 실제 사건들을 실증적으로 조사해서 법원에서 형성되어 온 양형의 

관행을 찾아내고 그 관행에 대하여 규범적 검토를 거쳐 기준이 만들어 졌다(양
형위원회, 2009b:297-298). 이와 같은 방법으로 양형 기준이 마련되면서, 종
래의 양형실무를 그대로 따르더라도 무리 없이 70~80% 정도는 양형기준에 당

연히 부합할 수 있도록 되었다(탁희성 외, 2010:137).

(2) 국민참여재판

사개추위의 성과로서 처벌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된 또 다

른 제도가 국민참여재판이다. 사법개혁 과정에서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처

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들에 비하여 사법 절차에 시민 일반이 참여

하여 구체적 판결의 타당성을 제고하고 판결의 관행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들의 도입은 제한적이었었다. 이와 같은 ‘사법에의 시민 참여’라는 문제의식 

역시 정권교체 이후 본격화 된 사법개혁 기구를 통해 추진되었다.
첫째, 시민의 형사사법에 대한 통제와 참여를 위한 방안으로, 재판의 투명성

을 제고할 수 있도록 판결문을 일반에 공개하는 것이었다. 헌법과 법률에 의해 

재판공개의 원칙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그간 재판기록이나 정보의 공개는 미진

했다. 국민 일반은 재판부에서 중요한 판결로 판단하여 제출한 것을 모은 하급

심 판결집, 판결공보와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판결문, 그리고 이러한 

자료를 ‘법고을 LX’ DVD 형태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전부였다. 그 밖에는 사

건 관련 이해관계가 인정될 때 재판 기록에 대한 제한적인 열람, 복사가 가능했

다. 때문에 일반이 재판기록에 접근하여 인정된 사실과 판결의 이유를 확인하거

93) 특히 이 과정에서 재범 위험성 평가와 관련한 실증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1999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강간, 강도 범죄로 유죄선고를 받은 자를 표본으로 총 877명에 대한 재
범위험성 관련 양형인자를 추출하는 연구가 그것이다(양형위원회, 2009a:6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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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형사재판 전반의 추이를 분석하는 작업은 불가능했다. 
이러한 판결문 열람 확대 작업은 2005년 사개위에 가서야 제안되었다94). 위

원회는 재판기록이 재판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본 자료가 될 뿐만 아니

라 재판 내용의 확인을 통해 사법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하여 재판에 대한 국민

의 신뢰를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그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2006b:284). 즉, 판결문 공개는 사

법 권력을 통제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 중 하나로 여겨졌다. 이후 사개위에서 판

결문 공개를 추가 안건으로 제안했던 김선수 위원 역시 그간 “강력한 사법부 

독립 보장으로 인해 법관의 권한 남용에 대한 통제가 쉽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일반국민의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다”며 판결문 공개를 통해 개별 판사들에 대

한 시민의 평가 역시 가능할 것이라 기대했다(김선수, 2012:406). 
이에 대법원은 선제적으로 ‘판결문 검색, 열람을 위한 특별창구의 설치 및 이

용에 관한 내규’ 및 ‘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문 제공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고 

2006년 5월 1일부터 대법원의 법원도서관 내에 판결정보 특별열람실을 설치하

여 일반인의 판결문 접근을 허용하였다. 그 결과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판결문의 전면적 공개를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이뤄져 

2013년 1월 1일부터 형사재판의 판결문에 대한 전면적 공개가 시행되게 되었

다95). 하지만 공개를 청구할 판결문을 검색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제한하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는 충분한 사건 조회를 하기 힘들었고, 이것이 판결문 공개

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점은 개혁안 마련 과정에서도 제기된 문제였다(최선, 
2012:162). 하지만 피해자나 피고인 당사자가 아닌 일반에게 판결문을 공개하

는 것은 프라이버시 문제나 이를 방지하기 위한 비실명 처리 비용이 막대하게 

소요된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방식의 제한적 공개안이 합의에 이르렀다(사법개

혁위원회, 2005:236)96). 
둘째, 대중 일반이 형사재판 절차에 직접 참여하는 방안이다. 배심제, 참심

94) 2000년 사개추에서는 국민의 사법참여에 대한 방안으로는 배심제, 참심제 도입만이 논의되
었을 뿐이다.

95) 법원도서관에 특별열람창구를 마련하고 그 안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내부용 종합법률
정보시스템과 판결문검색시스템에 접속하여 법관과 동일한 범위의 판결을 검색,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원하는 판결문을 확인한 뒤 신청하면 개인정보를 삭제한 파일을 이
메일을 통해 신청인에게 송부하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96) 더구나 이와 같은 판결문 공개를 통한 통제가 판결에 대한 법원의 책임성을 제고하였는지는 
미지수이다. 2005년과 2015년의 판결문을 분석한 한 연구에서는 판결의 이유를 포함한 판
결문의 길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이 확인되기도 했다(박성훈․최이문, 
2015:187). 하지만 법원이 민주화 이후에도 구태의 판결을 답습하고 있어 판결문이 권위주
의 시절보다 훨씬 길어졌으되 결론이나 방향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재승,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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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와 같이 대중 일반이 형사재판 절차에 직접 참여하는 방안의 도입 역시 재

판 과정에 국민이 참여하여 유무죄나 양형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 관료적인 

사법부의 판결 관행을 극복하고, 법이 소수의 엘리트집단에 독점되는 것을 막아 

사법에서의 민주화를 이뤄야 한다는 주장 속에서 논의되어 왔다(민주적사법개

혁실현을위한국민연대, 2006:93-146)98). 관료사법적 의식이 강하고 국민의 사

법참가보다는 법원을 어떻게 조직하고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할 것인가가 더욱 

시급한 현안이었던 한국 사회에서 배심제 등의 도입을 위한 구체적 절차가 개

시되지는 못했다(문준영, 2010:680). 민주화 이후에도 그러한 논의를 주도한 

언론이나 학계, 심지어 시민단체나 1999년의 사개추에서도 그 도입에 있어서는 

유보적 입장이었다(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2006b:173). 하지만 그러한 논의 

역시 언론이나 학계, 심지어 시민단체에서도 해외의 사례를 소개하는 정도였을 

뿐, 그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가 개시된 바는 없었다. 사법민주화의 전반적

인 기조 속에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에 비하여 사법부를 통제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는 충분치 않았다. 1999년 사개추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제

기되었지만 헌법 개정 문제 등과 연계되어 있어 당장 도입은 힘들고, 사법의 민

주화를 고양하는 방안으로서 중장기적인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정도로 의

견이 정리되었다(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2006b:173). 
그런데 오히려 이 방안은 사법부에 의해 ‘파격적’으로 도입이 전개된다. 대법

원은 이미 김대중 대통령 취임 직후의 대전 법조비리 직후인 2000년, 자체적인 

개혁 방안 마련을 위한 ‘21세기 사법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 향후 국민의 사법

참여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을 예상하며 배심제와 참심제, 외국 사례, 
도입의 찬반론 등을 비교적 넓게 조사하여 소개하기 시작했다(사법제도개혁추

진위원회, 2006b:173)99).
사개위 역시 초기부터 배심제도의 도입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이국운, 

2012:269). 1년여의 활동 시한이 예정된 기구에서 단번에 결론을 내리기에는 

97) 배심제와 참심제는 여러 가지에서 구별되지만 크게는 배심제의 경우 직업 법관의 관여 없이 배심원들
끼리만 평의를 하여 유무죄에 대한 최종적 판단을 하는데 반하여, 참심제는 시민과 직업법관이 함께 
평의를 하고 유무죄 및 양형 판단을 한다는데 있었다. 또한 재판에 참여할 시민을 선정하는 절차의 측
면에서 배심제는 통상 각 사건마다 관할 법원 주민들 중에서 무작위 추첨으로 소환하여 일정한 선정절
차를 거치는 반면, 참심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주민 중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선발하고 임기
를 보장하는 방식을 취한다(김선수, 2012:132). 

98) 1991. 11. 10, 한겨레, 칼럼(박홍규), “사법의 민주화와 민중의 재판참여”, 1993. 10. 14, 한
겨레, “한국민주주의의 현재적 과제”

99) 2000년 10월에는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제도 도입의 가능성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에 들어
갔고 2001년에는 사법제도비교연구회를 구성한 뒤 ‘21세기 사법발전계획 제2차 추진계획’
을 통해 시민사법모니터 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다음 단계로 참심제 도입에 대한 검
토에 착수했다(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2006b: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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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쟁점이었지만, 국민의 사법 참여제도는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 사
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 재판에 있어 다양한 가치관과 상식을 반영한다는 

등의 이유로 직업 법관에 의해 독점된 사법 운용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2006b:173)100). 
사개위의 ‘시민의 사법참여’ 추진안에 대하여는 당시 시민사회는 물론 법무부, 

경찰청에서도 반기는 분위기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101). 하지만 구체적인 형태

에 있어서는 학계나 사개위 내부에서도 이견이 나뉘었다. 결국 2004년 대법원

은 2012년부터 국민의 사법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완성된 제도를 시행하

는 것을 목표로 하되, 그 이전에 초기 5년간 1단계 제도를 실시하여 그 시행성

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후 한국에 적합한 사법참여제도를 설계하는 것, 따라서 

배심제나 참심제 같은 기본 모델을 결정하지는 않는 것102)으로 건의안을 제출

했다(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2006b:175). 
국민의 사법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법원 측이 동의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법원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노무현 

정부의 사법개혁의 의지와 2003년의 사법파동 이후 법원이 국민적 신뢰를 만회

해야할 필요성이 작동한 것이라는 진단(최선, 2012:182)103), 법원으로서는 어

차피 법정을 중심으로 한 사법절차를 재조직해야하는 상황이라면 판사가 지배

하는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

라는 평가도 제기된다(이국운, 2012:269). 후자의 의견이 더욱 타당해 보이는 

것이, 대법원은 참여재판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초기부터 판사는 배심원 등 참

여인단의 의견에 기속되지 않고 판결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의견

100) 이후 사개추위의 위원장이었던 한승헌 역시 사법개혁의 핵심을 국민을 위한 재판, 구체적
으로는 국민에 의한 재판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보고 배심제나 참심제 도입에 적극적인 태
도를 보였다(한승헌, 2014:435). ‘국민의 사법참여’는 ‘법원 구성의 다양화와 기능 강화’, 
‘형사사법제도의 개혁’, ‘군 사법제도의 개혁’, ‘사법의 투명성 제고’, ‘사법서비스 확충’, ‘사
법시스템 확충’ 등 7개의 사개추위 주요 안건 중에서 대등하게 독립적인 한 토막을 차지할 
만큼 중요한 과제로 다뤄졌다.

101) 2004년 4월 실시한 사개위의 주요 기관에 대한 의견조회에서 법무부, 경찰청, 참여연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에서는 찬성하는 의견을 보였다. 사법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서도 56.4%가 찬성의견을 보였다(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2006b:175). 

102) 변론종결 후 재판장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의 요지와 증거능력 등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배심원단은 재판장의 설시를 듣고 평의실로 이동하여 법관의 관여 없이 독자적으로 평의하
고 만장일치로 평결하며, 배심원이 만장일치 의견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다수결로 평결하
고, 법관은 평결에 관여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배심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으면 법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했다. 배심원의 평결이 유죄인 경우 법관과 함께 영향에 관해 토의
하고 개별적으로 양형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되,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의견은 법관을 기속
하지 않도록 했다(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2006b:183). 즉, 합의의 방식은 배심적 요소와 
참심적 요소를 모두 시험실시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103) 2006. 9. 27, 17대 국회 262회 10차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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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시했다. 예컨대 평결 방식 역시 만장일치이든 아니든 상관 없다는 입장이

었는데, 어차피 참여재판의 결과는 권고적 효력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2006a:544-547). 또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

한 법원행정처 차장 역시 참여재판은 ‘권고적 효력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위헌 

여부나 기타의 의견을 굳이 말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까지 발언했

다104).
사개추위의 건의안을 바탕으로 발의된 법률안에는 없던 내용으로서, 국회에서

는 법원이 배심원단의 평결 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할 때 그 이유를 판결문에 

기재하고 법정에서 평결 결과를 낭독하도록 하는 안을 추가하려고 하자 이에 

대하여는 대법원이 반대하고 나선 것 역시 같은 맥락이었다. 즉, 대법원은 다소

라도 법관이 기속되도록 하는 안에 대해서는 반대했고, 때문에 국민의 사법참여

를 그 발전적 도입을 위한 초보적 수준으로 이해했던 국회와는 마찰을 빚게 되

었다105). 때문에 법원의 이러한 태도에 대하여는 배심제도로 이행하려는 의지

가 있는 것이냐는 비판까지 제기되었다106).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에서는 배심제의 부작용이나 폐해들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헌법 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현행 재판제도의 전체를 뒤흔

든다는 등의 이유로 참여재판의 도입 자체를 전면 반대하고 나섰지만107), 결국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의지와 법원 및 법무부 측의 설명 등에 의해 제도 도입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었다(최선, 2012:182). 그리고 2007년 4월 30일, 국
회, 특히 여당의 의지가 반영되어 판결문에 이유를 기재하는 안이 추가되어 국

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법률 제8495호)이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2008년 1월 1일, 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했다108).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 전체 41,691건 중 5.4%인 2,232건이 참

여재판으로 접수되었고, 이 중 848건이 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다. 이 법에 따르

면 누구나 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었지만 사법부는 제도 운용에 적

극적이지 않았다. 신청된 사건 중 5년간 법원이 배제한 398건 중 327건이 배

심원의 안전위협, 공범인 공동피고인 중 일부만 희망, 성폭력 피해자 등이 원치 

않음과 같은 사유가 아닌 ‘참여재판 진행이 적절하지 않음’에 해당했다. 그리고 

104) 2006. 9. 1, 17대 국회 262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회의록, 8쪽.
105) 2007. 1. 17, 17대 국회 267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록, 20쪽.
106) 2007. 1. 17, 17대 국회 267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록, 20쪽.
107) 2006. 9. 1, 17대 국회 262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회의록, 6-10쪽.
108) 2013년 1월 18일, 대법원 국민사법참여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의결한 참여재판의 최종형

태(이하 ‘사법참여위원회안’)에서는 참여재판 회부결정 신설, 변론종결후 검사 주장의 요지 
설명 신설, 배심원 평결방식에 3/4 가중 다수결제 도입, 배심원 평결의 사실상 기속력 인
정 등의 변화 내용이 담겨있으나(김병수, 2013) 법개정으로 이어지지는 않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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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참여재판이 법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의 논거가 

되고 있다(김병수, 2013).
일반적으로 대중들이 법관에 비하여 보다 처벌 친화적이며 사법부가 이러한 

여론으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하거나 이들의 의견이 재판에 직접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진 곳에서 더욱 강력한 처벌 제도들이 등장한다는 점(Zimring, 
1996; Zimring et al., 2001; Raz, 1994:26)을 고려하면 이와 같이 판사의 판

결 권한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제한된 방식의 참여재판 제도의 도입은 엄

벌주의적 입법에도 불구하고 양형이나 구금율의 급격한 증가가 제어될 수 있었

던 이유가 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참여재판이 감성재판, 엄벌주의로 

이행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배심원의 평결과 법관의 평결은 90% 이상 일치

했고, 불일치 사건 중에서도 배심원이 무죄로 평결했으나 재판부가 유죄로 판결

한 경우가 그 반대의 경우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탁희성․최수형, 
2011:150-152; 박미숙 외, 2008; 조성제, 2013). 

양형에 있어서도 참여재판이 처벌 강화를 추동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충분한 사례수가 확보되지 않은 가운데, 조사연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기는 하

지만 배심원의 양형의견이 법관의 선고형량보다 높은 경우는 1% 안팎이라는 

것이 운용 실태에 대한 관련 연구들의 일관된 결과이다(조성제, 2013:24; 대법

원, 2013; 탁희성·최수형, 2011:153)109). 

3. 경제위기와 자유권 보호 담론의 결합

1) 구금과밀과�불구속수사원칙의�공고화

불구속 수사 및 재판 원칙이 공고화 되는 과정은 형사사법 절차상 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법민주화의 효과만으로 설명될 수 없다. 경제위기로 인

한 교정과밀과 이로 인한 재정적 부담 역시 미결구금이나 단기 자유형의 선고

109) 일부 연구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을 관찰한 결과 배심원들은 피고인에 대한 상당한 동정심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박미숙 외, 2008), 피해자의 상황과 피고인에 대한 동정심을 반영하여 판단했
다는 비율이 유사하게 나오기도 했다(조성제, 2013).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음주감경이 문제가 
된 68건의 참여재판에 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취감경이 인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배심원들이 
법관들보다 더 관대한 처분을 내렸지만, 이것이 인정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는 배심원의 형량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홍수민 등, 2013). 



- 138 -

를 최소화 해야 할 강력한 요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경제위기 직후 경찰에 신고, 인지, 고소된 형사사건의 건수는 급속하게 증가

한다. 언론에서는 계속되는 경제 불황과 대량실업으로 생계형 범죄와 부도수표

사범이 급증한 것을 그 이유로 진단했다110). 경제위기 직후 형사사법기관에 접

수된 사건의 건수와 구속 인원이 증가한 것은 물론 벌금을 내지 못하여 노역장

에 유치된 수형자들도 증가하면서 교정시설 전체에 구금된 인원은 급증하게 된

다(법무연수원, 2002). 

이 시기 구금율은 ‘사회악’ 소탕 기획이 극에 달했던 1975년 직후를 제외하

110) 1998. 5. 27, 경향신문, “IMF형 강·절도 급증 여파, IMF 이후 강·절도 늘어 수감자 7만 돌파, 교도
소 초만원”. 학계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외환위기로 인한 경기 악화와 실업률의 증가
가 ‘생계형 범죄 ’를 증가하게 만든 결과로 설명한다(법무연수원, 2003:42; 도중진, 
2001:75; 김화수, 1999). 그런데 단순절도와 강도범죄, 나아가 사기, 횡령 등의 재산범
죄 역시 발생건수가 증가한 것은 맞지만 그것이 생계를 목적으로 한 범죄들인지는 명확
치 않다. 또한 ‘발생건수’는 경찰에 접수된 건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뤄
져 온 금전거래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면서 사기 등의 고소가 이 시기 급증하면서 발생한 
결과일 수도 있고, 경제난으로 인해 이전보다 관용도가 낮아지면서 작은 피해액에 대하
여도 신고율이 높아진 결과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계층간 불평등과 적대감이 강간, 
살인, 협박, 공갈 등 폭력성 범죄로 분출되고 그것이 증가한 결과라는 진단도 등장한다
(최인섭, 1993; 최인섭 등, 2003:22; 최인섭․이상용․기광도, 1999:50∼56; 최인섭․황지
태, 2004; 박순진, 2003). 

그림 18 1일평균 수용인원 및 미결수용자 인원(1955∼2013)
범죄백서 1984, 2002, 2014 재구성. 1984년 이전 통계는 법무부교정국통계(법무부사, 1988: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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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역사상 최고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정시설의 수는 구금율이 더욱 

낮은 국가들에 비하여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고, 교정직원 1명이 담당하는 

수용자 인원 역시 더욱 많았다. 적정 수용인원을 초과하여 국제사회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던 한국의 교정 상황은 더욱 심각해진다(장재욱, 2000; 정진수, 
2003:40 재인용). 

때문에 열악한 교정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기 시작했

다. 구금과밀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던 논산구치지소가 1998년 5
월 개청하였고, 1998년 11월에는 서산구치지소의 신축공사가 시작되었다(법무

부, 2007:9; 법무부, 1988:905; 법무부, 1999:188). 법무부는 당시 2002년까지 

모두 10개의 교도소 및 구치소를 새로 짓거나 개축 할 계획을 내놓았다111). 
그와 같은 방안 중 하나가 바로 이 미결구금 즉, 형 확정판결 이전에 구속 수

감되는 인원을 줄이는 것이었다. 1998년 6월 1일, 법무부가 일선 검찰에 내려

보낸 ‘불구속 수사 확대 실시 지침’에는 불구속 수사의 확대가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 이외에도 IMF 시대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교도소 과밀현상을 해소

하기 위한 목적이라 설시되어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세부적인 기준 역시 제시

했다112). 영장실질심사제 도입에는 소극적이었던 법무부가 오히려 교도소나 구

치소의 수감 인원이 적정수준을 넘어섰다며, 체포와 구속영장 신청에 신중을 다

할 것을 지시하고 나섰다113). 이와 같이 불구속 수사와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111) 1998. 8. 24, 서울신문, “교도소·구치소 10곳 2002년까지 신·개축”
112) 경제위기로 인해 속출한 부도사범 중 미회수 금액이 2억원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불구속하도록 구속

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죄질이 중하지 않은 음주 운전자에 대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는 경우, 상
해 정도가 12주를 넘지 않는 경우 불구속 수사를 하는 것을 지시했다.

113) 1998. 11. 30, 국민일보, “교도소 넘친다… 불구속 수사 하라”

교정시설수(건) 교정공무원수(명) 구금율(명) 직원1인당 
수용자(명)

한국 43 12,392 147.5 5.9
미국 1,500 347,320 461.0 3.7
일본 191 17,077 41.7 3.1
호주 110 9,850 101.0 1.9
영국 135 42,680 110.2 1.5

§ 교정통계(법무부, 2000; 김혜경, 2002:12 재인용)
§ 1998. 12. 30 기준. 일본, 호주, 영국은 1999. 6. 30 기준.

표 18 교정현황 국가비교(19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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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하게 준수하는 것은 행형의 효율성 차원에서도 강조되기 시작했다(도중진, 
2001:79; 최인섭 외, 2003:124; 김화수, 1999).

이와 같은 전략은 구속 수사 과정에서의 피의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막고, 교
정 시설내의 열악한 환경으로부터 인간다운 삶이 가능하도록 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인권 담론과도 효과적으로 결합했다. 언론에서는 교정시설에 수용된 

자들이 ‘쪽잠’을 자야하는 상황에서는 교화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비판적 논조의 

보도가 쏟아졌다114). 학계에서도 과밀수용 상황이 적절한 분류수용이나 합리적 

교정활동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비인간적이며 비위생적인 공간을 만드는 주요

한 원인이라 지적했다(도중진, 2001:73; 김혜경, 2002; 최인섭 등, 1999). 
1998년 천주교 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역시 실태조사를 통해 수용자의 인

권을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교정과밀의 문제를 해소할 것을 요구했다115). 때문

에 교정시설 구금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구속자를 줄이는 전략은 교정의 효율

성과 비용절감의 측면뿐만 아니라 수용자의 인권 보호 요구에도 부합하며 설득

력을 얻을 수 있었다.

2) 교정비용의�절감�노력과�사회내�제재의�수단으로서�전자장치

교정시설의 구금인구를 줄이기 위해 구속자 수를 줄이는 것 이외에도 이미 

형이 선고되어 집행중인 자들에 대한 가석방을 확대하는 이른바 ‘back-door’ 
방식의 해법 역시 확대되기 시작했다. 

법무부는 1998년 1월 1일, 가석방 심사기준을 대폭 완화하였다. ‘성인수형자 

형 집행률 완화 등 확대’(가석방 확대지침)에 따라 가석방의 요건으로서 형집행

률을 10%까지 대폭 하향조정하였다(법무연수원, 2014:443). 즉 형기의 1/10을 

집행한 자는 가석방 심사의 대상이 되도록 했다. 높은 ‘재범 위험성’을 가진 것

으로 간주되어 가중처벌과 보호감호의 적용대상이 되어 온 가정파괴범, 조직폭

력사범, 범죄단체조직, 마약류사범, 미성년자 약취유인 또는 인신매매 등의 행

위자는 1996년 행형법 개정으로 인해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였으나 위 

업무지침의 변경으로 인해 이들 역시 형집행률이 90% 이상일 경우 가석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법무부, 1999:432). 그 결과 아래 그림19과 같이 가석방 인

원은 엄벌주의 기조에 따라 그것이 다시 제한되기 시작한 2000년대 중반까지 

114) 1998. 5. 26, 국민일보, “교도소는 ‘초만원’”, 1998. 12. 7, 경향신문, “벌금형 수형자 2천여명 1
년간 형집행보류 석방”, 1998. 11. 30, 국민일보, “교도소 넘친다… 불구속 수사 하라”

115) 이 조사에서 확인된 바로는 지방의 한 교도소의 경우 약 5평의 사방에 33명이 수감되어 
있고, 서울의 구치소들은 4∼5평의 사방에 15명 내외의 미결구금자가 수용되어 있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이승호․박찬운, 199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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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세가 유지되었고, 형 확정자 중 가석방으로 출소하는 인원의 비율은 2000
년 40%에 이르게 된다.

그림 19 가석방 인원 변화(1995∼2013)
 출처: 범죄백서(2014:444, 449; 2003:349,353)

가석방 이외에도 노역장에 유치된 자들을 사면하거나 벌금을 면제했다. 노역

장 유치는 벌금과 과료를 받은 자가 이를 납입하지 아니할 때 1일 이상 3년 이

하의 범위내에서 노역에 임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또한 벌금에 대한 부담을 줄

이기 위해 법무부는 소규모 무허가 식당 운영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했거나 절

도 등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하여 벌금형을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기

도 했다116). 법무부 교정국과 대검찰청은 1998년 12월 5일부터 1999년 1월 24
일까지 ‘생계형 범죄자’ 7,246명에 대해 벌금 분납약속과 보증인 서명을 받은 

뒤 석방하였다117). 그리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고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노역장 유치 되었다가 풀려난 2,693명에 대하여는 사면을 통해 벌금 잔

액을 면제했다(정현미․황지태, 2003:32).
노역장 유치인들에 대한 사면 이외에도 대대적인 사면이 이뤄졌다. 김대중 정

부의 특별사면 인원은 다른 정권의 2배에 가까운 수치인 7만명에 육박했다. 이
와 같이 가석방과 사면을 확대하는 것이 교정인구 절감을 위한 주된 후문전략

으로 선택되었다(한영수, 1999:231; 정현미․황지태, 2003:32).
하지만 수용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가석방이나 사면만으로는 불충분했

116) 1998. 6. 2, 경향신문, “피해자와 합의 교통 등 과실범 불구속 수사키로”
117) 1998. 12. 7, 경향신문, “벌금형 수형자 2천여명 1년간 형집행보류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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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교정시설의 확충은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불황의 만성화로 재정위기에 봉착한 국가는 막대한 재정지출을 감당키 어려웠

다. 당시 이미 교정시설의 건축, 관리운영 등 국가교정제도를 운영하는데 연간 

4,700여억원을 상회하는 비용이 소요되고 있었고, 이 규모는 검찰청을 포함한 

법무부 전체 예산의 50%에 해당하는 것이었다(계윤호, 1999). 당시 국회사무

처 법제예산실에서는 국제적 기준인 수용인원 500명을 목표로 할 때 교정시설 

신축 및 운영비로 1조원 가까이가 필요하지만118), 정부의 예산편성관행이나 건

축기조, IMF 영향에 따른 복지부문의 재정축소 경향 등을 감안할 때 재원을 동

원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했다(계윤호, 1999). 더구나 법무부 역시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75명의 교정 정원이 감축되는 상황이었다(법무부, 
1999:11)119). 

이와 같이 교정시설 신축이나 교정관리 비용이 국가재정의 부담으로 다가오

자 그 완화책으로 민영교도소 도입이 추진되기 시작했다. 1999년 12월, 국회에

서는 교정업무 중 민영화에 따른 문제가 적은 직업훈련, 교도작업 등의 업무부

터 부분적인 민간 위탁 후 그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계윤

호, 1999)120). 그 결과 한국 최초의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가 시민단체의 반

118) 1997년 당시 교도행정 예산 4,000억은 하루 평균 재소자 인원을 5만명으로 계산할 때, 한 명당 연간 
800만원 가량이 지출되는 수준이었다. 법제예산실에서는 1998년 12월말을 기준으로 초과 수용된 
14,000여명에 대하여 1개의 교정시설을 신축하는데 4-5년의 기간과 약 350억원이 소요되고, 이에 따라 
총 9,800억원 정도의 비용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119) 1998년 2월 28일자로 4개 지방교정청의 관리국과 교화국을 폐지하고 일부 직급 조정과 정원감원
을 골자로 하는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및 동 시행규칙’이 개정된데 따른 결과이다.

단위: 천원
1997 1998 1999

계 969,561,094 942,813,525 952,686,950 
일반회계 817,474,088 805,309,064 811,062,757 
교도행정 410,918,023 407,905,425 411,237,600 
기타 법무행정 406,556,065 397,403,639 825,097 
교도작업 특별회계 34,500,000 36,000,000 36,000,000 
국유재산관리 특별회계 117,587,006 101,504,461 105,624,193 
교정시설 36,629,410 27,759,000 23,578,346 
기타 법무시설 80,957,596 73,745,461 82,045,847 
계윤호(1999), 국회예산처 법제예산실 자료

표 19 법무부 교정 예산내역(1997∼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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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121)과 위탁사업자 선정과정122), 위탁을 받은 재단법인 아가페의 재원 조달 

문제123), 지역 주민들의 반발124) 등으로 개소가 지연되다 2010년 12월 문을 

열게 된다(황일호, 2010). 
이 과정에서 보호관찰이 강화된다.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호관찰은 전

후의 갱생보호사업이나 공안사범에 대한 보안관찰 등의 형태로 출소자, 가석방

자 등에 대하여 보호라는 명목으로 이뤄져 온 관찰활동이었다. 민주화 직후 보

안관찰을 규정하던 사회안전법이 폐지되면서 1989년에는 공안사범에 대한 보안

관찰처분을 보강하기 위해 보안관찰법이 제정되었고, 같은 해 소년범을 대상으

로 지도, 원호하기 위한 사회 내 처우를 규정하는 보호관찰법이 제정되었다125). 
이후 1995년 12월 29일에는 형법 개정을 통해 성인범에 대하여도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에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관찰

기간 중 사회봉사나 특정 교육프로그램을 수강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1997년 1월 1일부터는 공안사범이 아닌 일반 성인범의 경

우에도 집행유예나 가석방시 보호관찰이 시행되기 시작했다. 형법 개정으로 형

사범 전체에 대하여 보호관찰이 확대 실시되면서,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23
조에서는 가석방 및 가퇴원 대상자를 결정하는데 있어 ‘인격, 교정성적, 직업, 
생활태도, 가족관계’와 ‘재범의 위험성’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했

고, 제28조에서는 이들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부과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석방 후의 ‘재범위험성’ 및 사회적응 가능성 등을 사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126).
아래 표20와 같이, 보호관찰 대상 인원은 1997년 성인범에 대한 보호관찰 확

대와 사회봉사명령 등 보호관찰시 부과할 수 있는 처분이 규정되면서 크게 증

가했다. 특히 경제위기 이후의 가석방 확대 지침과 함께 보호관찰 인원은 다시 

한번 급증하게 된다127).

120) 민영교도소의 부지 확보 및 건축비용은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대신 정부는 운영경비의 
80~90% 가량을 예산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부족한 운영경비는 민간단체에서 수형자의 노동 
등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충당하도록 했다(김남영·이혜미, 2011:32).

121) 2003. 3. 10, 국민일보, “기독교 교도소 설립 난항. 시민단체 인권침해 우려”, 2003. 3. 
3, 한겨레, “민영교도소, 인권침해, 종교차별 우려 높아”  

122) 2004. 10. 22, 연합뉴스, “국감현장. 김승규-노회찬 민영교도소 설전”
123) 2006. 11. 29, 17대 국회 262회 1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13쪽.
124) 2003. 4. 23, 문화일보, “민영교도소 2005년 문 여나”, 2007. 1. 4, 연합뉴스, “여주 민

영교도소 설립제안 승인”
125) 1989. 7. 1 시행, 1988. 12. 31.제정, 법률 제4095호. 1995년 1월, 보호관찰법은 갱생보호법

과 통합되어 후자는 폐지되고 전자의 명칭은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1995. 1. 5 시행, 개정, 법
률 제4933호)로 변경되었다.

126) 1997. 1. 1 시행, 법률 제51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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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와 같이 보호관찰 실시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보호관찰직원 

1명이 담당하는 인원은 1997년을 기준으로 314명이던 것이 1998년에는 400명
을 넘어설 정도가 되었다(법무연수원, 2007:346). 보호관찰관은 대면접촉을 위

해 대상자를 보호관찰소로 출석시키고 수시로 주거지나 직장 등 현장 방문을 

하는 것 외에도 상담, 직업훈련주선, 각종 사회적응 프로그램 참여지도 등을 실

시해야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정원으로는 실질적인 지도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

이 되었다. 더구나 경제위기와 함께 1998년 정부의 인력감축을 위한 조직개편

이 이뤄지면서 교정인력 정원이 축소되어 보호관찰관을 추가로 배치하기도 힘

든 상황에 봉착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자감시제도128) 도입에 대한 논

127) 1999년의 경우 보호관찰 실시 인원은 전년에 비하여 오히려 감소하게 되는데 이는 IMF 이후 범
죄자들의 생업상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명령이나 보호관찰처분을 부과하지 않고 단순히 
집행유예만 판결하는 경우가 증가되었기 때문이다(법무연수원, 2000:313). 

128) 전자감시(Electronic monitoring)는 전자적 기술을 범죄자의 감독에 이용하는 것으로 지칭된
다. 제도의 목적에 대한 이해에 따라 이 역시 다양하게 지챙되는데, 구체적인 기술로서 이동경
로와 위치를 확인한다는 의미에서 ‘위치추적제도’, ‘위치추적 전자감독제도’ 라는 용어가 사용되
었고, 2011년 법무부는 ‘위치관리제도’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했다. ‘전자발찌제도’(electronic 
tagging system)는 전자감독에 사용되는 재택감독장치, 휴대용추적장치 중 부착장치를 지칭하
는 ‘전자발찌’를 그 기능인 ‘위치관리’보다 강조하는 용어이며, 재택구금 전자감독과 구분하면서
도 탐지장치 등 새로운 전자적 기술을 포괄하는 의미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라는 어휘가 사용

단위: 명
계 선고

유예
집행
유예

보호
관찰 가석방 가퇴원 가출소 가정

보호
1990 16,108 0 88 12,587 899 2,354 
1991 23,443 0 230 19,941 777 2,495 
1992 29,073 1 552 25,037 1,035 2,448 
1993 36,572 4 864 30,888 1,268 3,548 
1994 41,262 9 1,159 34,465 1,125 4,504 
1995 46,575 56 1,504 38,707 989 5,319 
1996 54,269 55 1,764 43,218 1,497 5,898 1,837 
1997 98,238 34 25,199 63,270 2,731 5,448 1,556 
1998 132,639 23 48,442 72,348 5,440 4,588 1,654 144 
1999 132,479 15 52,547 66,519 6,066 4,385 1,608 1,339 
2000 142,532 10 63,626 62,168 7,641 4,588 1,692 2,807 
§ 범죄백서(2000:312), 범죄백서(2007:353) 재구성, 법무부 보호국통계
§ 개시인원은 전년도 이첩인원 포함

표 20 보호관찰 처분별 실시인원(199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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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가 등장했다. 기실 법무부가 생산하는「교정」에는 이미 1993년부터 해외의 

전자감시제도에 대한 소개 글이 게재되기도 했지만 한국 사회에서 그 도입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등장한 것은 1998년 5월, 법무부 전국보호관찰소장 회의에

서가 처음이다129). 이 자리에서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급증에 따라 범죄자의 전

화기, 발목 또는 손목에 전자감응장치를 부착해서 감독하는 방식의 ‘전자감시 

프로그램’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이 언급되었고, 법무부는 이를 2003년부터 

도입하겠다고 밝혔다130). 
당시 전자감시제도를 추진하기 시작한 데에는 보호관찰 업무를 경감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그에 소요되는 운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 전자

감시 도입시 보호관찰에 소요되는 감시 인원과 예산이 현격히 줄어들 수 있다

는 것은 이를 추진한 법무부의 첫 번째 논거였다. 뿐만 아니라 경범을 저지른 

자들을 교정시설에 구금하는 대신 사회내로 석방하여 관리할 수 있기에 석방을 

늘릴 수 있으며, 이들의 구금으로 인한 가족이나 직장과의 단절을 없애 사회복

귀를 촉진할 수 있고, 감옥에서의 범죄 학습을 차단할 수 있다는 점 역시 도입

을 정당화하는 논거가 되었다(법무부EMP연구반, 1999; 양문승, 1999).
하지만 전자장치가 가석방이나 집행유예된 자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는 

‘빅브라더’를 초래하는 현대판 전자족쇄가 될 것이라는 비판도 컸다. 인권단체들

은 이것이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그 부착대상자의 심리적 부

담을 가중시키는 또 다른 형벌이 될 것이라는 점을 우려했다. 대표적으로 1998
년 5월, 인권운동사랑방은 소식지 ‘인권하루소식’에서 ‘전자감시 도입추진, 보호

관찰자 인권침해 우려’라는 제하에 전자장치가 국가의 감시와 통제를 더욱 강화

시켜 오히려 인권보호의 측면에서 후퇴할 우려가 있음을 경고했다131). 1997년
부터 추진되어 오던 전자주민카드제도132) 도입에 반대운동을 펼쳐온 지식인연

대 역시 감시체계가 남용될 우려가 있음을 비판했다133). 대중 일반 역시 이와 

같은 우려가 컸던 것으로 보이는데, 1999년 당시의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
자감시제가 예산절감 및 교도소 부족 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에 동의한 

되기도 한다(이형섭, 2013).
129) 이에 앞서 법무부는 신임판사 연수에서 수감제도나 보호관찰제도를 대신할 전자감시 프로그램 도입 계

획을 밝힌 바 있다(1998. 4. 7, 매일경제, “교도소 대신 전자족쇄, 2000년 도입 검토”).
130) 1998. 5. 28, 동아일보, “범죄자 전자감시 발목 등에 감응장치부착”
131) 1998. 6. 15, 한겨레, “사이버감옥, 자유의 징표인가, 속박의 족쇄인가”,  1998. 3. 11, 매

일경제, “김창준의원, 벌금형 의정활동은 계속”
132) 1997년 주민등록법 개정안에서는 비닐접착식 주민등록증의 위변조 위험이 있다며  바코드와 같

이 전자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전환코자 하였으나 정보유출과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반대 의견
이 개진되어 이와 같은 기능은 없는 카드로 전환되었다(1997. 11. 17, 15대 국회 185회 15차 
국회본회의 회의록, 15쪽).

133) 1998. 6. 15, 한겨레, “사이버감옥, 자유의 징표인가, 속박의 족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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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비율은 7.1%였던데 반해, 국가의 감시통제가 강화되어 인권침해의 소지

가 있다는 응답이 51.4%로 높게 나타났다134). 이와 같이 당시의 전자감시제도 

도입에는 반대의 목소리가 더욱 컸다. 
그런데 이 당시 전자감시는 생활을 통제받게 되기에 단순한 집행유예나 가석

방에 비하여 더욱 인권침해적일 수 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135) 오늘날의 위

치추적 전자장치와 달리 그 대상이 재범의 위험성이 낮고 탈구금의 필요성이 

있는 범죄자들이었고 그 목적 또한 가족, 직장 등 그들의 일상을 유지할 수 있

게 하는데 있었다(이형섭, 2013). 즉, 당시의 전자감시는 오늘날과 같이 부족한 

형벌을 벌충하기 위한 처벌강화의 수단이라는 측면은 찾아보기 힘들었다(김혜

정, 2000:148). 하지만 이러한 전자감시는 2005년 사회보호법 폐지에 따른 보

호감호 대상자에 대한 관리와 감독 강화 및 성폭력 처벌 강화 등의 요구 속에

서 그 운용의 목적과 성격이 변화하게 된다. 이 과정은 4장에서 상술한다.

4. 소결

이 장에서는 정권교체와 경제위기라는 결정적 국면을 통해 과거사 청산으로

서의 사법민주화가 본격화되고 그 결과 처벌 제도가 새로이 구축되는 과정을 

설명했다.
첫째, 정권교체와 함께 국가 인권 기구, 과거사 규명위원회의, 사법개혁위원

회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시민사회와 당사자들의 저항 역시 본격화 되면

서 권위주의 시기 자의적이고 탈법적으로 운용되어 온 처벌제도들에 대한 청산

이 시작 되었다. 처벌의 정당성은 국가권력으로부터 피고인 등의 자유권적 기본

권을 보장하는데 집중되었고, 그 결과 생명 및 자유박탈적 처벌이 최소화되기 

시작했다. 
둘째, 처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위와 같은 과정은 경제 위기라는 구조

적 요인에 의해 더욱 강화되었다. IMF 직후의 구금 과밀과 국가의 재정난은 교

정비용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들을 요구했다. 대대적인 사면은 물론 가

석방이 확대되었고, 불구속 수사 및 재판 원칙 역시 이를 통해 공고화 되었다. 
이러한 전략들은 수용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한다는 인권 담론과도 효과적으

로 결합했다. 
셋째, 사법부의 독립성이 담보되지 못한 채 형사사법이 파행에 이른 역사적 

134) 1999. 10. 12, 동아일보, “전자감시제 인권침해 소지 51.4%” 
135) 1998. 6. 15, 한겨레, “사이버감옥, 자유의 징표인가, 속박의 족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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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은 사법부의 독립을 그에 대한 통제보다 우위의 가치로 만들었다. 그 결과  

사법부의 재량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양형 기준과 참여재판 제도가 제한

적으로 도입되었고 이를 통해 엄벌주의 입법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처벌 관행은 

급격한 변화 없이 유지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과거사 청산으로서의 사법민주화는 국가권력의 남용으로부터 피고

인 등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 그리고 이를 위해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화시키는 

것 두 가지로 집중되었다. 처벌의 정당성을 국가-피고인 등 2자 관계에서 도출

하는 이와 같은 프레임은 잠재적/피해자의 고통에 기반하여 ‘법 감정’을 형사사

법에 반영하고 처벌의 정당성을 국가-피해자-피고인 등의 3자 관계 속에서 구

축하려는 새로운 사법민주화의 움직임이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균열이 나타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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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성폭력 엄벌주의의 부상과 ‘법 감정’의 반영으로서 

사법민주화

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 구축을 위한 구성적 타자로서 ‘재범 위험성’ 
의제 집단에 부과되어 오던 억압적 처벌제도들은 탈권위주의 기획으로서의 사

법민주화 과정을 통해 청산되기 시작한다. 그런데 이와 같이 범죄자의 자유권 

보호를 중심으로 처벌제도가 공고화 되는 가운데 젠더 폭력이 형사정책의 대상

으로 가시화되기 시작하고, 범죄자가 아닌 피해자 보호의 외양을 한 국민의 ‘법 

감정’을 처벌 제도에 기입하는 것이 사법민주화의 새로운 가치로서 부상하게 된

다. 그리고 이것은 성폭력 엄벌주의가 큰 사회적 갈등 없이 단시일 내에 공고화 

되는데 기여하게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와 같은 상이한 벡터의 움직임이 동

시 이행될 수 있었는가? 이하에서는 처벌의 정당성 근거로서 ‘피해’가 가부장적 

섹슈얼리티 담론과 결합하면서 ‘성범죄자’가 사상범, 언더클래스, 폭력배를 대신

한 새로운 ‘재범 위험성’ 의제 집단으로 구성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1. 민주화와 섹슈얼리티 통제의 정치

1) 반성폭력운동과�형벌포퓰리즘

성폭력이 형사정책, 특히 엄벌주의의 중심에 놓이게 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이

에 대한 반성폭력 운동 단체들의 법제화 과정을 우선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오늘

날 형사정책의 엄벌주의적 변화는 흔히 비법조전문가, 보다 구체적으로는 언론

과 1990년대의 반성폭력운동이 행사한 “과도한” 영향력의 결과로 지적되기도 

한다(이경재, 2010; 이덕인, 2011; 김일수, 2010a; 김일수, 2010b). 물론 민주

화 이후, ‘민생치안’을 중심으로 한 치안정책의 확장에 있어 여성단체들의 요구

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박정미, 2011:305). 하지만 이것이 당시의 엄벌주의적 

변화를 반성폭력운동이 추동한 것이라 볼 수 있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한국 

사회에서 성폭력이 ‘가정파괴범’ 혹은 ‘인신매매’라는 기표를 중심으로 가시화되

기 시작하고 이에 대한 처벌강화 기조가 제도로서 정착되는 과정에 있어 반성

폭력운동의 영향에 대하여는 보다 분석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이들의 요구와 지

향이 무엇이었고, 무엇이 어떻게 정책에 반영, 혹은 삭제되었는지는 성폭력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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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엄벌주의적 변화 과정과 그 효과를 평가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쟁점이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에서 조직적인 반성폭력운동은 이미 1980년대부터 대두되기 시작했

다. 정치적 폭력을 비롯한 각종 사회폭력 추방운동의 흐름 속에서 성폭력추방을 

위한 조직적인 운동 역시 함께 발전해왔다. 공안사건 조작, 고문 등 공권력의 

횡포가 성폭력을 동원하기 일쑤였기 때문에, 당시의 반성폭력 운동은 공권력에 

대한 저항의 사회운동으로서 함께 발전하게 된다(민경자, 1999:20-33; 신상숙, 
2007). 특히 1987년 8월 전남 고흥 임신부 성폭행 사건과 1988년 12월 대구 

경찰관 사건1)을 경험하면서 반성폭력운동의 프레임은 성폭력을 고문과 노동탄

압의 문제, 공권력의 비도덕성과 폭력성의 문제라기 보다는 한국 사회에 유포된 

강간에 대한 잘못된 통념과 여성문제에 대한 문제로서 이슈화하는 것으로 변화

하기 시작했다(민경자, 1999:34). 
반성폭력운동의 왜곡된 성폭력 통념과 남성중심적 법 해석에 대한 비판은 일

련의 성폭력 사건들에 대한 대응과 피해자 지원 활동을 통해 확대되어 갔다. 
‘범죄와의 전쟁’이 한창이던 1991년 1월에는 김부남 사건, 1년 후인 1992년 1
월에는 김보은, 김진관 사건이 발생하면서 반성폭력운동의 법제화 운동이 본격

화 되기 시작했다(민경자, 1999:52)2). 김부남 사건의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성폭력특별법제정추진위원회(이하 성특위)가 결성되었고, 이것이 시발이 되어 

성폭력특별법 제정을 위한 모임이 진행되었다. 이 모임에서는 당시의 성폭력 관

련 법들이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연속성, 실효성이 

없고, 형법상에서도 강간 등을 ‘정조에 관한 죄’로 규정하여 이를 피해 여성에 

대한 범죄라기보다는 ‘보호해야할 정조’를 가진 여성에 대한 범죄로 규정되고 

있다는 점, ‘강간’의 규정이 협소하다는 점, 그로 인해 ‘작은 성폭력’, 예를 들어 

성희롱이 법규제를 받지 못하다고 있다는 점 등을 문제로 지적하였다. 또한 피

해자의 고소에 의해서만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친고죄 규정, 재판과정에서

의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문제, 6개월 이내 고소해야하는 시효의 문제, 16세 

1) 고흥 사건의 피해자는 임신 7개월에 1987년 8월 전남 고흥경찰서 지서, 출장소 경찰관에게 강간을 
당했다. 출산후 남편과 피해자는 고흥경찰서장, 순천지정창 앞으로 진정서와 고소장을 냈지만 검찰
과 경찰은 이 사건을 간통사건으로 몰고 갔고 고소는 각하되었다. 대구 사건의 피해자 역시 파출소 
경찰관 2명에게 윤간을 당했다. 이들을 고소하였으나 무고죄와 간통죄로 구속 되었고 두 경찰관
은 모두 무혐의 처리되었다(민경자, 1999:33).

2) 1991년 1월 30일, 31세 김부남은 21년전 9세에 이웃 송백권에게 강간 당한 후 가해자를 살해했다. 
1992년 1월 17일, 김보은, 김진관은 김보은을 9살때부터 성폭행 해 온 의붓아버지 김영오를 살해했다. 
항소심에서 김진관에게는 징역 5년, 김보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되었다. 상고가 기
각되어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으나 1993년 3월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김보은은 형선고가 실효되고, 김
진관은 잔여형기의 1/2이 감형되었다(조주현․김성례, 199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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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어린이의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 문제 등이 광범위하게 논의되었다

(손덕수, 1994:4-9). 즉, 이들의 법제정 목표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로 설

정되어 있지 않았다.
당시 반성폭력운동의 지향은 1992년 11월, 운동 단체들이 제출한 ‘성폭력대

책에 관한 특별법입법에 관한 청원’에 잘 나타나 있다3). 성특위에서는 성폭력

관련법들이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비판하며 다음

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❶형법상 ‘정조에 관한 죄’라는 표제 변경, ❷친고죄 폐

지, ❸가해자 교화시설 운영, ❹수사, 재판 과정 및 병원치료에서 피해자 보호 

조치, ❺장애인 대상 성폭력 처벌 추가, ❻부부 등 상시 성적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강간죄 추가, ❼부천 및 대구 경찰서 사건과 같이 공무원의 성폭력 및 묵

인, 방조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❽성폭력범죄의 관할을 가정법원 산하에 두고 

재판전조사절차를 위한 조사관제도를 활용하는 것, ❾소년 성폭력 가해자에 대

한 교화원 운영 등이 그것이다. 즉, 이러한 대안을 통해 볼 때, 반성폭력운동이 

요구한 “제대로 된 처벌”이란 형량 강화라기 보다는 유죄의 인정, 처벌의 확실

성 그 자체를 강화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결국 1992년 하반기에 이미 성폭력특별법 제정을 위한 3개의 법률안이 국회

에 제안되면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고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게 이르렀다. 하지만 이 법률에서는 피해여성들의 경험에 

기반해 운동단체가 작성한 시안의 주요 부분이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성폭

력에 대한 기존의 통념을 벗어나지 못했다(민경자, 1999:62). 
 1992년 10월, 기지촌 여성 윤금이 살해사건, 1993년 2월 도곡동 청소년 성

폭력 사건, 1993년 10월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이 이어지면서 김영삼 정부 

들어서야 공식적으로 정부차원에서 다시 성폭력에 대한 법안검토가 논의되기 

시작했다(이상덕, 1997:54-68). 반성폭력운동 단체들은 성폭력특별법 개정안

을 다시 제출하였고, 1997년 7월 30일에 가서야 성폭력특별법의 1차 개정이 

이뤄졌다. 
하지만 개정된 법에서도 성폭력에 대한 정의, 성희롱 규제 신설, 친고죄 전면 

폐지 등의 요구 사항들은 누락되었다. 친고죄의 고소기간 연장 및 전면 폐지, 
피해자 신원 보호 등과 구조에 관한 사항들은 15년여 후, 형사정책의 엄벌주의

적 변화 속에서야 비로소 반영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시의 제안사항들이 급진

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같이 1990년을 전후한 

반성폭력 운동단체들의 법제화 운동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 수위를 강화하고 

재범의 위험이 높은 성범죄자를 선별하여 이들을 무력화 하는 것을 지향하고 

3) 1992. 11. 3, 14대 국회 159회 8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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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는 않았다. 오히려 성폭력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운동단체들이 요구한 핵심

적 사안들은 법제화 과정에서도 누락되었다.
더구나 1990년, 범죄와의 전쟁을 전후한 성폭력에 대한 엄벌주의 입법은 반

성폭력 운동단체들의 성폭력특별법 제정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 되기 이전에 

이미 이뤄진 것이었다. 아래 표20과 같이, 이미 1989년 3월 제안된 특정범죄가

중처벌법 개정안(130474호)과 이것이 대안으로 반영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개정법률안(130503호)에서는 범죄의 다발과 흉포화로 인해 국민생활

에 심각한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는 진단하에 가정파괴범등에 대한 중형을 부과

하여 반사회적, 반인륜적 범죄를 처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그리고 

1990년 12월 31일에는 위 법률안이 통과되어 법정형 강화가 이뤄졌음에도 불

구하고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법률 제4295호)이라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여 강간, 약취유인 등 ‘인신매매’와 ‘가정파괴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

다. 이와 같이 처벌강화 입법이 이미 진행된 상태였기 때문에 성폭력특별법 제

정안 역시 이를 고려하여 대안(140564)이 마련된 것이었다4). 
국회의 이러한 법률 개정과정에서도 반성폭력운동단체의 의견이나 그들이 이

후 제시한 쟁점들 역시 발견되지 않는다. ‘재범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대표적인 보안처분인 보호감호의 대상에 가정파괴범 등을 명시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다.

4) 1992. 7. 13, 성폭력예방및규제에관한법률안 140081호

날짜 진행 경과 비고
1989.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130474) 제안
1989.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130503) 제안 130474로 대안반영
1989.3.8 사회보호법 개정법률안(130502) 제안

1989.3.9 사회보호법 개정법률안(130502) 가결
보호감호 대상을 
“인신매매사범, 
가정파괴사범 등으로 제한”

1989.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130503) 가결 가정파괴범 가중처벌
1989.10.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130644) 제안 1992.5.29. 임기만료 폐기
1989.11.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130717) 제출 131126로 대안반영1990.1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131006) 제출

표 21 성폭력 관련 법률안 처리와 법제화 운동(1989～199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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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1990년대 초반의 성폭력에 대한 엄벌주의적 형사정책의 도입은 반

성폭력운동의 요구사항이 법제화 된 결과라 보기 힘들다. 하지만 반성폭력운동 

역시 이러한 정책 도입을 추동한 엄벌주의적 성폭력 담론의 생산에는 일정 정

도 편승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바로 순결하고 무기력한 여성 피해자를 보

호한다는 남성중심적 피해자 담론을 운동의 자원으로 삼을 수 밖에 없었던 점

이다. 예컨대 변월수 사건에서 운동단체들과 변호인단은 피해자의 자기 방어가 

“자신의 목숨보다 더 귀한 정절을 지키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면서 그들이 비판

하던 정절의 개념에 입각해 사법부에 선처를 요청할 수 밖에 없는 모순에 빠졌

다(민경자, 1999:42; 심영희, 1998:212). 또한 김부남 사건 대책위는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정상참작 논리’에 의존하면서 피해 여성이 제정신이 아니었음을 

주장할 수 밖에 없었다. 당시 이 사건에 대한 대중적 설득력은 “불쌍한 여자에 

대한 인간적인 배려”에 기반해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가 성폭력 피해를 경험할 

당시 어린이였다는 사실은 성폭력 피해자에게 흔히 쏟아지는 비난들을 차단할 

수 있었고 모성과 부성을 자극하며 호소력을 얻을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반성폭

력운동 역시 피해에 대한 사회적 인정을 호소하는데 있어 순결하고 취약한 피

해자 담론을 동원할 수 밖에 없었고, 이것은 보호가치 있는 성폭력 피해를 선별

하는 성폭력 통념과 성적 이중규범을 재생산하는데 의도치 않게 기여하게 된다. 
그런데 반성폭력 운동이 처벌강화보다는 처벌의 확실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 

해석의 남성중심성을 극복하고 피해자 보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해 온 것

은 사실이지만, 2000년대 들어서는 엄벌주의에 대하여 반대의 입장을 뚜렷이 

내세운 것도 아니었다5). 수년간 요구해 온 사항들이 반복적으로 기각되는 상황

1990.12.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131126) 제안 및 
가결

“성범죄로부터 부녀자 
보호”, 가중처벌

1991.1.30 김부남 사건 발생
1991.4.18 여성의 전화, 성폭력 추방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성폭력특별법 제정 준비
1992.1.17 김보은, 김진관 사건 발생
1992.7.13 성폭력예방및규제등에관한법률안(140018) 제안

140564로 대안반영1992.7.22 성폭력행위의처벌과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140026) 제안
1992.10.31 성폭력행위처벌등에관한법률안(140129) 제안
1992.11.3 성특위, 국회에 성폭력대책에관한특별법입법에관한청원 제출
1993.12.1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140564) 제안
1994.1.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
§ 괄호안 숫자는 의안번호, 음영처리는 의결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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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속되고, 처벌의 시스템 속에서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을 가지지 

못한 상황에서 요구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 이외에

는 없었기 때문이다. 
예컨대 반성폭력 운동 단체들은 신상공개의 활용 요구에 적극적인 편이었다. 

민우회에서는 청소년성보호법 제정을 통해 신상공개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가해자의 사진, 직업, 세부주소까지 공개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양해경, 
2001). 또한 2006년 2월, 용산초등생 성폭력 사건에서는 신상공개 제도로는 이

웃에 버젓이 살고 있는 범죄자 조차 식별할 수 없다는 점, 학부모로서의 알권리

를 보장하기 위하여 공개 정보에 주소지와 사진 등 상세정보를 공개할 것을 주

장했다.6) 그리고 2005년 미국의 메간법과 같이 고위험군 성범죄자에 대하여 

실거주지와 사진까지 공개하는 방안 도입을 주장하기도 했다7). 국가인권위원회

는 이것이 범죄자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막는 등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지만, 그와 같이 보편적 인권론으로 범죄자의 인권을 피

해자의 인권보다 우위에 놓는 것에 대하여 한국성폭력상담소 이미경 소장, 양혜

경 용인 여성상담소 소장 등 반성폭력 단체는 강력히 비판하였다8). 

5)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인 이미경은 반성폭력 운동이 가해자에 대한 적극적 처벌을 요구하고 
나선 적도 없지만, 피해자들에 대한 몰이해로 오인될까봐 엄벌주의에 대하여 적극적인 반대 
입장 역시 내놓을 수 없었던 속내를 드러낸 바 있다(2015. 12. 13, 여성신문, “엄벌주의만으
로 성폭력 없는 사회 안온다”).

6) 2006. 2. 21. “우리 자녀를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싶다. 청소년성보호법 강화하라!!”, 한국여
성민우회 홈페이지, http://www.womenlink.or.kr/statements/2251?page=41

7) 2004. 2. 24, 문화일보, “고위험군 성범죄자 신상공개 확대추진”
8) 2005. 3. 1, 한국일보, “범죄자와 피해자... 누구 인권이 중요?”



- 154 -

그림 20  1999. 5월 마로니에 공원에서 여성단체 회

원들이 미성년자 성매수자의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시위 

모습

출처: 1999. 8. 4. 경향신문 기획시리즈, ‘뒤틀린 성윤리, 매춘권하는 
사회’,

이들은 성폭력 처벌에 있어서는 사형제 폐지에 있어서도 유보적인 입장을 보

이기도 했다. 2006년 용산 초등학생 살인 사건 직후, 전국의 성폭력 상담소와 

청소년보호단체들이 결성한 ‘아동청소년 성범죄 근절 시민사회 네트워크’는 국

가의 안이한 재발 방지대책과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구제책이 미흡한 상황에서 

‘가장 최선이자 유일한 방법’으로 가해자에 대한 사형을 외칠 수 밖에 없음을 

주장했다. 이 역시 당시 1심 법원이 가해자의 반성이 있고 우발적 범행이라는 

식의 가해자 옹호 논리를 반복하는 상황에서 이를 제어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

시된 주장이었다9). 범죄자의 인권 보호가 불문율의 가치처럼 여겨지고, 여성 

피해자의 인권은 비가시화 된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이 핵심이었기 때문이다. 이
들은 성폭력 처벌 강화를 위한 입법들과 안전장치가 점차 확대되어 가는 상황

을 국가 권력의 확장, ‘경찰국가화’로만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반성폭력운동단체의 입장은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자유권 보

호를 핵심적 가치로 삼아온 여타 시민운동단체들과 이견을 보일 수 밖에 없었

9) (가칭)아동청소년성범죄근절시민사회네트워크: YMCA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청소년을위한내일여
성센터, 용인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서울YWCA, 서울여성의전화, 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
상담소,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한국여성상담센터, 제주여민회, 수원여성의전화, 
한국여성단체연합,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한국아동성폭력피해가족모임지원센터, 참교육학부모회, 전
국성폭력상담소, 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평택성폭력상담소,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파라미타청
소년협회, 한국걸스카우트연맹, 가족문화배움터 <용산초등생 성폭력 살해 사건 선고 결과에 대한 
청소년 및 여성단체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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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반성폭력 운동은 1980년대 공권력에 대한 저항의 

사회운동으로서 발전해왔다(민경자, 1999:20-33). 때문에 이후로도 사형제나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위한 사법민주화의 과정에서 이를 지지하는 다른 운동세

력들과 연대하며 하나의 목소리를 내왔다. 그리고 당시의 시민운동은 경제 위기

라는 구조적 조건 속에서 기본권 보장, 취약 계층 보호 등 사회권 확대를 위한 

시민사회의 움직임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유권 중심의 프레임이 압도

적이었다(정진성 등, 2010:182). 이러한 상황에서 반성폭력운동단체들이 사형 

폐지를 적극 지지할 수만은 없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2008년 6월, 당시 형량강화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 관리를 위한 보안처

분들이 대폭 강화되자 사형제 폐지 및 수용자 인권옹호 활동을 주도해왔던 인

권단체인 ‘인권중심 사람’에서는 담론지에 2008년 7-8월호 소식지에 특집을 

구성하여 엄벌주의에 대한 비판의 글을 게재하였다. 여기서는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한다는 명분하에 범죄자들에 대한 인권 제한과 국가의 강

력한 형벌 진압정책을 가능하게 만든 형국, 피해자의 인권에 대한 문제 제기는 

삭제된 상황,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가 피해자들의 인권 보호를 담보하는 것

으로 보는 전제 등에 대한 비판 등이 공유되고 있었다10).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반성폭력 진영의 필자들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국가 형벌

권의 대상인 ‘국민’이라는 점에서 마치 동질적인 ‘피억압 집단’으로 보고 처벌 

강화 정책을 ‘국가 형벌권의 강화’로만 읽어내는 우려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11). 그리고 자신들을 ‘국가형벌권 강화에 맞서 함께 싸우

기를 거부하는 여성 단체’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권
김현영은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한 자가 처벌을 받거나 용서를 구하는 위치에서 

섰을 때 비로소 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이지, 단순히 “모두에게 인권이 있

다”식의 논의와 국가권력의 팽창 우려의 목소리는 비대칭적인 피해자와 가해자, 
여성과 남성간의 관계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하였다. 즉, 반성폭력 운

동 진영에서는 불평등한 젠더 권력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 일변도의 정책을 비판했고, 그러한 입장이 곧 가해자의 인

권 보호 담론으로 귀결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사회적으로 큰 담론을 불러일으키지는 못했으며, 시민

사회의 조직적인 대응 역시 만들어내지 못했다. 그리고 이러한 비판의 목소리에

도 불구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를 무력화 시켜야 한다는 요구들이 

10) http://www.hrfund.or.kr 세상을 두드리는 사람>꼭지별보기>특집>“성폭력범죄, 국가형벌
의 강화가 답은 아니다”(김덕진), “엄벌주의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호중)

11) http://www.hrfund.or.kr 세상을 두드리는 사람>꼭지별보기>특집>“피해자의 경험이 국가형
벌권에 반영되어야 합니다”(키라), “삭제된 피해자와 분리된 가해자”(권김현영)

http://www.hrfund.or.kr
http://www.hrfun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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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성보호 담론을 등에 업고 지속적으로 정책화되기 시작했다. 그
리고 성폭력 처벌의 확실성을 요구하는 반성폭력운동단체들의 목소리는 잠재적 

피해자 보호를 위해 안전장치의 확장이 필요하다는 지배적인 담론 속으로 포섭

되고 만다. 

2) 형사정책의�대상으로서�젠더�폭력의�출현

이와 같이 성폭력을 여성 정책으로 의제화하려는 반성폭력 운동의 움직임은 

1980년대부터 대두되기 시작했지만, 군부정권의 지속과 민주화 이후의 공안정

국, 노동운동 중심의 사회운동으로 인해 그 성과는 미약했다(심영희, 2002; 김
경희, 2002). 오히려 성폭력은 여성정책보다는 치안과 형사정책의 대상으로 먼

저 다뤄지기 시작했다. 국가의 정책 대상으로서 성폭력이 부상하게 된 것은 민

주화 직후 노태우 정부의 ‘범죄와의 전쟁’과 함께이다. ‘부녀자’에 대한 ‘겁탈’은 

물론 혼인빙자간음, 간통, 성매매 등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통제하기 위한 시도

들은 이전부터 존재해 왔지만(신상숙, 2008), 성폭력, 특히 ‘강간’은 198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야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범죄로 범주화되기 시작했다. 경찰이 

생산하는 공식통계에서 ‘5대 주요 범죄’의 하위 범주로 성폭력이 처음 등장하게 

된 것도 이 시기이다.
2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민주화 직후의 공안정국,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실

행된 ‘범죄와의 전쟁’은 그간 엄벌주의 기획에서 등장하지 않았던 대여성폭력을 

형사정책의 새로운 대상으로 부상하도록 만들었다. 
1990년 선포된 ‘범죄와의 전쟁’은 민주화 및 대북관계의 변화에 따른 민족운

동, 노동운동, 5공비리 청산 움직임 등 집회와 시위 등이 다발하고 있는 갈등의 

정국에서 정권의 정당성 창출을 위해 실행되었다는 점에서 보수정부의 일방적

인 치안 기획이라는 것은 사실이다(김일수, 2010a: 이경재, 2010: 이덕인, 
2010; 강준만, 2006b:48). 하지만 이와 같이 ‘위로부터’의 효과를 지나치게 강

조하는 것은 이러한 기획이 지속될 수 있었던 과정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Pratt, 2007). 당시 언론을 통해 보도되던 범죄 담론들을 볼 때, 당시 대중 일

반의 욕구 역시 위와 같은 엄벌주의 정책을 지지하기에 충분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1987년 오대양 사건12), 탈주범 지강헌 사건13), 양평 일가족 살해사건14) 

12) 거액의 사채를 빌려쓰고 잠적한 제조업체 오대양의 대표가 사원 등 31명과 함께 경기도 용인의 회사 공장 식당 천
정에서 집단으로 자살한 사체로 발견된 사건이다(1987. 9. 1, 경향신문, “오대양 사건의 괴기성”).

13) 1988. 10. 17, 경향신문, “탈주극 끝내 유혈로 마감”, 1988. 10. 10, 동아일보, “지강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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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사회적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사건들이 연달아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1986년
부터 1991년까지 10명의 여성이 차례로 살해되는 ‘화성연쇄살인사건’ 역시 계

속되고 있는 상황이었다(경찰청, 1995:447)15). 특히 화성사건은 ‘범죄와의 전

쟁’이 선포 되는 데에 명분을 제공한 직접적인 사건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경찰

은 10차에 이르는 화성 일대 사건에 대응하여 1990년 9월 10일, 5대 범죄 소

탕을 전담하는 특수강력수사대를 전국 13개 시·도 경찰국에 발대하였고, 강력 

및 폭력 전담 수사체제로 전환하여 서울, 경기 및 5대도시에 형사인력을 증강

함으로써 ‘범죄와의 전쟁’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 홍보하고 있다(경찰청, 
1995:450-451). 1990년 한국갤럽의 조사연구에서는 응답자의 절대 다수인 

77.4%가 범죄소탕을 위한 전쟁 선포는 잘한 일이라 평가하였으며, 90% 가량이 

범법자에 대하여 더 무거운 형벌을 가하도록 하는 중형주의를 지지, 그리고 인

권이 침해되더라도 범죄행위에는 강력히 대처해야한다는 견해 역시 2/3가 넘는 

것으로 보고되기도 했다(박원순, 1990). 
당시 야당 역시 이와 같은 분위기에서 처벌 강화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했

다. 인신매매 및 가정파괴범에 대한 중형 부과를 통해 ‘반사회적, 반인륜적 범

죄’를 처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16), 특정범죄가

중처벌등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17)은 여소야대 정국인 13대 국회에서 평화민주

당 오탄, 통일민주당 이인제, 신오철 등 야당의원들이 발의했던 것으로서 처벌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 제정이나 치안확대에는 야당 역시 적극적이었다. 
야당 의원들은 ‘범죄와의 전쟁’이 무분별한 구속수사의 남발로 인해 인권 침해

적으로 작동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민생치안이 악화되고 흉포화

되고 있다는 진단에 동의하며 이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지지하기도 했

다18). 
이와 같이 노태우 정부의 엄벌주의적 형사정책이 아래로부터의 지지 역시 어

느 정도 확보할 수 있었던 데에는 그 중심에 가정파괴범과 인신매매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놓여 있기 때문이었다19). 
14) 1990년 10월, 승용차를 타고 가던 일가족 4명을 납치하여 살해한 양평 일가족 살해사건으로, 당시 가

해자들에 대한 사형을 요구하는 목소리, 시행중이던 범죄와의 전쟁이 무색하다는 비판이 거세지기도 했
다(1990. 11. 12, 동아일보, “흉악범의 얼굴”, 1991. 3. 6, 한겨레, “양평 일가족 생매장 살해 범인 3명 
사형 선고”).

15) 경찰 역시 이 시기 범죄가 ‘흉악화, 잔인화’ 되어가는 것의 대표적인 사건으로 이 양평일가족 생
매장사건과 화성부녀자 연쇄살인사건, 두 가지를 꼽고 있다(경찰청, 1995:447). 

16) 1989. 3. 3, 의안번호 130474호
17) 1989. 3. 8, 의안번호 30503호
18) 1990. 11. 26, 13대국회 151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회의록(피조사기관:광주지검), 45∼68쪽. 
19) 노태우 정부의 민생치안 강화 기조가 천명된 1989년 당시 법무부 산하에 설립되었던 한국형사정책연구

원 역시 첫해의 연구 사업 중 하나로 ‘성폭력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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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파괴범’은 주거에 침입한 강도나 절도범이 가족들 앞에서 ‘부녀’를 강간

하는 행위를 지칭했다20). 1985년 10월 30일 법무부장관이 하달한 ‘가정파괴사

범특단에 관한 특별지시’에서는 그 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흉기를 사용하거나 수인이 공동 또는 강한 물리적 유형력을 사용한 주거

침입강도가 부녀자들에게 물리적 또는 심리적으로 반항할 수 없는 상태를 야기시킴으

로써 여성의 정조를 유린하여 그 여성이 속한 가정의 구성원들에게 정조관념 및 명예

감정에 회복할 수 없는 손상을 입혀 가정의 평화를 파괴하는 범죄(법무부장관, 

1985,‘가정파괴사범엄단에 관한 특별지시’)21)

1980년대 중반에 이미 가정파괴범에 대한 위와 같은 검찰의 업무지침이 존재

했다는 사실은 이러한 범죄가 1990년 전후에 가서야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것

은 아니며 그 피해의 심각성이 이미 상당히 공유되고 있었음을 지지한다22). 
그런데 이때의 피해 심각성이란 피해 여성이 아닌 더 이상 정상적으로 유지

될 수 없게 된 가정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가정파괴범’이라는 어휘가 선택

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것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담론 이면에는 

성폭력은 여성의 정조 상실을 의미하고, 그로 인해 ‘더럽혀진’ 아내와 어머니는 

더 이상 가정의 정상적인 구성원이 될 수 없다는 가부장적 관점이 전제되어 있

었다. 즉, 이 시기 성폭력 피해는 피해 여성 개인에 대한 여하한 형태의 법익 

침해가 아닌 가정에 속한 무엇에 대한 침해로 의미화 되었다(김상희․조병인, 
1991:28). 때문에 관련 처벌법의 개정 과정에서도 ‘가정파괴범’은 ‘반인륜적이

고 반사회적인 흉악범죄’로 주지될 뿐, ‘피해자’라는 어휘나 그들의 목소리는 찾

아볼 수 없었다. 1992년 제안된 성폭력행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안23)에서도 마찬가지의 관점에서 “범죄자들의 치부를 위한 유괴, 인질범죄와 

결합하여 여성과 미성년자 납치, 인신매매 등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 단란한 가

정을 파괴하여 “가정도 여성의 평안과 자녀의 정서를 보호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24). 

20) 1985. 11. 1, 경향신문, “가정파괴범들”, 1992. 1. 31, 경향신문, “가정파괴범 37%가 10대”
21) 1985. 10. 30 하달 검이 23100-13698, 강정대(1986), 김상희․조병인(1991:25) 재인용
22) 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 검색 결과, 언론에서는 ‘가정파괴범’이라는 단어가 1983년 처음으로 등장한다. 

7명의 20대 남성이 대낮 가정집에 침입해 모녀를 강간한 행위에 대하여 극형이 필요하다는 논조가 
공통적이다(1983. 8. 18, 경향신문, “가정파괴범 2심도 사형 3명 선고”, 1983. 5. 13, 동아일보, “활
개치는 가정파괴범”, 1983. 5. 18, 동아일보, “가정파괴범은 정신적 살인범”). 그리고 당시 대중 일반
이 대도 조세형과 이들을 대비시키며 후자에 온정적인 시선을 보내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평가까
지 덧붙여지기도 했다(1983. 4. 25, 동아일보, “가정파괴범”). 

23) 1992. 7. 22, 의안번호 140026호
24) 그 밖에도 당시의 법률안들에서는 공히 “가정 주부나 미성년자에게” 전화를 걸어 협박하는 행위가 법 제정의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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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당시 ‘조직폭력배’, ‘가정파괴범’과 함께  

‘5대 사회악’의 하나이자 엄벌주의 입법을 가져온 또 다른 젠더 폭력인 ‘인신매

매’의 위험성을 주지시키는 담론 역시 이 시기 처음 등장한 것은 아니었다. 다
만 1960-70년대 신문에서는 주로 ‘무작정 상경’한 농촌 여성이나 가출 소녀의 

‘인신매매’에 대한 보도가 중심이었던 것에 반해,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초에는 ‘봉고차를 배치해 밤이면 서울 근교 으슥한 길에서 봉변을’ 가하는 것25)
과 같이, 범죄 조직이 여학생이나 직장여성, 가정주부를 납치하는 것이 전형적

인 형태로 제시된다. 
1990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인신매매 사건 중 가

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젊은 남성이 취직이나 데이트를 미끼로 여성들을 

유인하는 일명 “빠리꾼”에 의한 사건이었지만, 조직적인 범죄단이 개입된 납치

사건에 집중하는 당시의 과장된 인신매매 담론이 대중의 공포를 자극했다(차종

천․김은경, 1992:52-56; 엄혜진, 2006:34-36; 박정미, 2011:307). 또한 인신

매매는 여성을 성시장으로 충원하는 주요한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더욱 비난가

능성과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었다26). 당시 언론은 소문이나 단순한 행방

불명이나 실종도 인신매매로 보도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로 인한 공포는 정부가 

‘대공차원’에서 관련 유언비어를 단속하겠다고 엄포를 놓을 정도로 심각했다(엄
혜진, 2006:41-2). 

즉, 이러한 담론들은 여성이나 이들 보호자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강화시키

기에 충분했고, 성폭력 피해자와 성매매 여성을 결함 있는 존재로 다루는 성적 

이중규범에도 부합하여 이에 대한 처벌 강화는 대중적 지지를 얻어내는데 효과

적으로 작동할 수 있었다. 여성의 정조와 순결을 보호하고 이를 통해 정상적인 

이성애 가족을 지켜내야 한다는 남성중심적인 섹슈얼리티 담론은 불평등한 젠

더 관계나 가족 질서를 교란시키지 않으면서도 손쉽게 대중들에게 호소될 수 

있었던 것이다. 때문에 당시 노태우 정부의 ‘범죄와의 전쟁’은 공안정국의 은폐

술이라는 비난이 대두되고, 그리고 5공 비리 청산과 국가보안법 개폐 등을 둘

러싸고 여야간의 갈등이 심화된 상황에서도 관철될 수 있었다.
당시 가정파괴범, 부녀자 약취 유인범 등 대여성 범죄가 처벌과 치안의 중심

에 부상하게 되었다는 점은 관련 정책과 조직에 나타난 변화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경찰에서는 1991년 9월 10일, 대여성 범죄를 담당할 여자형사기동대를 

계기로 언급되고 있었다(1991. 11. 3, 13대 국회 159회 8차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32-44쪽).
25) 1989. 1. 18, 동아일보, “치안부재 시민은 불안하다”, 1989. 1. 22, 한겨레, “인신매매, 접대

부 조건부로 풀어줘”
26)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1985년부터 1991년 사이 인신매매에 해당하는 형사사건 370건을 분석한 결과, 실

제로 사건의 98.4%가 피해자를 성시장에 매매한 것으로 나타났다(차종천․김은경, 199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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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족시키고, 여경 인력 역시 확충하기 시작했다(경찰청형사국, 1991:133)27). 
이것은 헌정 이래 대여성범죄에 대한 경찰의 고려가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보여

주는 대목이다. 1946년 군정기, 여자경찰을 처음 채용한 이래 전후 여자경찰서

가 폐지되면서 500여명에 이르던 여경은 200여명으로 규모가 축소되었고, 5.16 
직후 군인 출신을 경찰로 배치하며 여경이 다시 대폭 감축되면서 1980년대까지 

여경은 채용은 물론 승진에서도 배제되는 ‘암흑기’가 지속되는 상황이었다(대한

민국여경재향경우회, 2007:55, 129). 때문에 이와 같은 여자형사기동대의 창설

과 채용 확대는 당시의 여성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치안정책의 변화가 얼

마나 큰 것이었는지를 짐작케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제도의 변화 역시 나타났다. 기존의 법률로는 예방

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진단 하에 관계 규정을 개정, 형량을 높이고 이

웃간 비상연락망 구성을 권장키로 했다28). 이 과정에서 그 가해자들은 새로운 

‘재범 위험성’의 대상으로 법률상에 기입된다. 3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1989
년 3월, 국회의 민주발전을위한법률개폐특별위원회에서는 1980년 국보위를 통

해 만들어진 필요적 보호감호제도의 한계를 보완하는 입법29)을 추진하였다. 사
회보호법상 치료감호 및 보호감호의 요건에 ‘재범의 위험성’을 명시하고, 그 대

상자를 판단하는데 있어 법관의 재량권을 인정하도록 함으로써 보호감호의 적

용을 완화하기 위한 개정이 추진되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보호감호 부과 대상

을 축소시키는 법 개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미성년자약취, 유인, 부녀

매매, 강도, 강간 등 이른바 ‘인신매매범’, ‘가정파괴범’ 등에 대하여는 ‘재범의 

위험성’을 이유로 보호감호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법률의 변화가 곧 여성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폭력들에 

대한 처벌, 그리고 그 가해자에 대한 재범 위험성을 통제, 관리하는 방식의 강

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 시기 처벌 및 안전정책의 핵심 대상이 된 여

성 대상 폭력은 외부로부터 침입한 낯선 이의 성폭력 혹은 납치와 같이 극단적 

폭력을 수반하는 제한적인 행위 중심으로 상정되었기 때문에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일상적인 성폭력의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키는 것과는 거리가 있

었다. 또한 가해자에 대한 엄벌주의적 격리와 관리 역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

진 것은 아니었다. 대표적으로 위와 같은 법 개정 이전은 물론 이후로도 2000
년대 중반까지 성폭력을 이유로 한 보호감호 청구는 활발하지 않았다. ‘강간’을 

원인으로 검찰이 보호감호를 청구한 인원은 2003년에 가서도 9명, 2004년 4
27)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올림픽을 계기로 여자경찰관의 채용규모는 60∼80명 선에서 150∼

200명 선으로 대폭 확대된다(1990. 3. 7, 경향신문, “여경채용 인원급증. 주가도 폭등”).
28) 1989. 3. 13, 매일경제, “조직폭력, 가정파괴, 부정식품, 인신매매, 마약사범 5대 사회악 추방”
29) 1989. 3. 8. 의안번호 1305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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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2005년 1명에 이를 정도로 극히 적은 수준이었으며, 실제 수용인원 역시 

2003년을 기준으로 37명 밖에 되지 않았다(법무연수원, 2006:199). 2002년까

지는 보호감호 처분을 받은 대상자에 대한 검찰의 통계에서 강간을 포함한 성

폭력 범죄의 카테고리가 존재하지도 않았으며, 2003년에서야 법무연수원 발행

의「범죄백서」상에 이것이 추가되기 시작한다(추지현, 2013).

2. 가부장적 섹슈얼리티 보호 담론의 강화와 이동

1) 아동,�청소년�보호�정책과�안전에의�요구

(1) ‘청소년�성보호’의�확장

‘가정’에 속한 ‘부녀’를 강간하거나 납치하여 성시장으로 유인하는 범죄자가 

‘재범 위험성’이 높은 존재로 상정되었던 1980년대 중반 이후의 치안 담론은 

서서히 보다 취약하고 순결한 피해자의 전형을 찾아 이동하기 시작한다. 성폭력

에 대한 형사정책은 점차 청소년 및 아동보호 정책으로서의 성격으로 변화하기 

시작하면서 엄벌주의 입법 역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으로 국한되어 논의

되기 시작한다.
경제위기 직후의 산업 구조의 변화 및 가족 해체와 함께 치안의 영역에서 가

정과 자녀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이 시

기 가정폭력은 경제위기의 직접적 산물로 진단되었으며 관련 대책들이 도입되

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김연옥, 2001; 정진성, 2001; 박병식, 2002; 홍보연, 
1999). 이하에서는 치안과 형사정책의 영역에서 아동과 청소년이 등장하게 되

는 과정을 살펴보자.
전후 경찰에게 아동이라는 집단은 ‘불우아’, ‘문제아’ 등 치안을 위해 관리해

야할 대상, 혹은 시설 수용 및 최소한의 자선과 복리 제공이 필요한 대상으로 

간주되었다. 교통안전을 제외하면 1980년대까지만 해도 경찰활동에서 아동은 

범죄 피해로부터 보호해야할 특수한 집단이 되지는 않았다30). 점차 중산층 규

범에 기반한 핵가족이 지배적인 가족의 모습으로 자리잡아 가게 되고(심영희, 
2002; 장경섭, 2009), 노태우 정부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할 정도로 강력 사

30) 경찰의 발간 자료에서 ‘아동’이라는 어휘가 발견되는 것은 1972년인데, 아동의 교통안전을 
위해 녹색어머니회가 동원되기 시작한 것이 그것이다(경찰청, 2006: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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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이 많았던 1990년대 초반에 이르러서는 범죄 ‘피해’로부터의 보호 대상으로

서 ‘아동’이나 ‘어린이’에 대한 담론들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1991년 1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놀이터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이형호군이 사건 

발생 44일후 잠실대교 인근 배수로에서 발견된 유괴 사건31), 1991년 3월, 대
구 성서초등학교 6학년생 5명이 도롱뇽 알을 주우러 간다며 집을 나선 후 실종

된 사건32), 그 해 11월, 의정부에서 초등학교 3학년생을 유괴, 살해한 뒤 부모

에게 700만원을 요구한 사건33) 등에서 그 가해자는 무기력하고 저항력 없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부모의 애타는 심리를 악용한다는 점에서 비열하고 악랄한 

범죄자로 비난받았다34). 이외에도 화성 연쇄살인사건과 함께 유괴 사건이 연이

어 발생했던 상황에서 ‘어린이’ 유괴는 부녀자 납치와 함께 ‘살인에 버금가는 흉

악범죄’로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35). 그리고 그 대책은 이들 범죄자를 극형에 처

하는 것이었는데, 당시 가정파괴범, 인신매매범에 대한 가중처벌을 위해 제정한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법의 대상으로 이들을 포함시키는 것이었다. 
하지만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 이외에 아동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보호 대

책들이 도입되었던 것도 아니었다36). 1999년 6월, 경기도 화성 씨랜드 청소년 

수련원의 화재 참사로 유치원생 등 23명이 숨졌을 때에도 어른들의 도덕적 타

락과 안전 불감증에 대한 비판의 여론이 들끓었지만37) 이것이 보호대상으로서

의 아동이라는 지위에 있어 이전 시기와 차별화 되는 담론을 만들어 낸 것은 

아니었다. 당시 수련원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적용하여 징역 2년 

6월에 금고 5년, 유치원장에게 금고 5년, 인허가 비리와 관련해 화성군청 사회

복지과장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되었지만38) 오늘날과 같은 처벌 강화 요구나 별

도의 아동 안전 대책 마련을 위한 움직임은 없었다.
치안과 처벌의 영역에서는 아동 보호보다는 청소년 보호 담론의 정책화가 더

욱 앞섰다. 범죄와 연루되어 지칭되던 ‘소년’과 달리, 이미 전후부터 학교교육을 

받았던 제도권 내부의 소년들은 ‘청소년’으로 호명되어 왔다(김원, 2015:410). 
하지만 1980년대 중반 이전까지만 해도 청소년에 대한 일부 정치, 사회적 통제 

31) 1991. 3. 14, 한겨레, “유괴 어린이 숨진채 발견”
32) 2002. 9. 26, 한국일보, “‘허술한 수색’ 경찰비난 쏟아져”
33) 1991. 12. 29, 경향신문, “국교 3년생 유괴, 살해”
34) 1991. 11. 12, 경향신문, “유괴범은 반드시 잡힌다”
35) 1991. 11. 8, 경향신문, “유괴와 납치, 남의 일 아니다”
36) 이 시기에는 범죄 피해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보험이 상품으로 등장하고 있는 상황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 대상 범죄피해 보험은 2000년대 들어서야 등장한다(2000. 10. 
18, 동아일보, “자녀가 왕따피해 입었나여? 이색 보험상품 나와”). 

37) 1999. 12. 25, 한겨레, “씨랜드, 호프집 어린 목숨 참변”, 1999. 7. 8, 경향신문, “여야없이 씨랜드 참사 난타”
38) 1999. 11. 30, 경향신문, “씨랜드 원장 7년 6월 선고, 관련 피고 17명 중 8명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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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 외에는 유의미한 청소년 정책도 없었다(김만오, 2002; 장경섭, 2009:137).
그런데 1990년대 접어들면서 소비문화의 발달과 이로 인한 청소년 유해환경

이 교육환경을 악화시켜 비행을 만들어 내고 있다는 진단, 그리고 이와 같은 환

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담론들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이에 1991
년 8월부터 경찰은 유흥가, 윤락가 등 관할경찰서장이 미성년자보호를 위해 출

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출입제한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경찰청, 1992:9; 경찰청, 2006:922). 또한 청소년 범죄를 예방한다는 목

적하에 전국 81개소에 ‘미성년자 출입제한구역’을 설정하여 매일 저녁 8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청소년들의 출입을 통제했다(경찰청, 1995). 전두환 정권 

직후 자유와 자율을 강조하며 일상적 생활 공간에 대한 통제와 단속을 해제했

던 것과 달리 이 시기에는 풍속업소 등 유흥가는 물론 학교 주변 역시 불량서

클, 상습폭력배, 학생 상대 금품 갈취배, 여학생 상대 ‘성폭행 불량배’, 본드 등 

흡입자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치안의 공간으로 설정, 확대되었다

(경찰청, 1992:10). 
경제위기 직후의 가족 해체와 통신산업의 발달은 치안 및 형사 정책에서 청

소년이 보호의 대상으로 급부상하게 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동했다. 이러한 변

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 ‘원조교제’라는 단어의 등장이다. 언론에서 이 

단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97년이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는 여학생과 성인

의 계약 연애인 ‘원조교제’39)가 한국에 상륙했음을 처음으로 보도했다. 일간지

들 역시 일본에서 중년 남성과 여고생 사이에 유행하고 있던 원조교제를 ‘일본

유령’, ‘현해탄을 건너온 유혹’ 등으로 묘사하면서 이것이 한국사회에서도 10대
의 문화로 등장했다는 것을 알리기 시작했다40). 

경찰은 원조교제와 성매매의 핵심적 원인을 청소년의 가출에 기인한 것으로 

진단했다(경찰청, 2006:923). 주지하다시피 1990년대 중반부터 본격화된 노동

시장 유연화 정책은 외환위기로 촉발된 경제위기, 이에 대응한 산업구조 조정 

등과 맞물려 임노동계급의 고용 상태와 조건을 급진적으로 변화시켜 놓았다. 특
히 중년 노동자들의 정리해고 및 비정규직화는 이들의 안정된 ‘가족 임금’에 의

존해 생활하고 교육을 받아왔던 청소년 자녀들의 지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게 

되었다(황창순, 1999: 구인회, 2003). 이들은 노동 현장으로 내몰리거나 혹은 

부모의 통제력 약화로 인해 가출 청소년이 되었고, 가출 인원 역시 급증하기 시

작했다(정진성, 2001; 국무총리청소년보호위원회, 2003b). 이러한 점에서 당시

39) 2001년 4월 24일부터 서울경찰청은 13일간 일반인과 경찰을 대상으로 ‘원조교제’를 대체할 
용어를 공모하여 여성부, 청소년보호위원회, 여성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청소년 성매매’가 대체 용어로 선정되었다(박동균, 2001).

40) 1997. 8. 18, 동아일보, “‘그것이 알고싶다, SBS”, 1997. 6. 5, 동아일보, “일, 전화방 여중고생 매춘 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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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조교제’는 경제위기의 산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위기 직후의 대중매체와 인터넷의 증가와 함께 청소년

이 이러한 매체 소비의 주체로서 부상한 것 역시 원조교제와 청소년 보호담론

을 강화시켰다. 김대중 정부는 경제위기로 인한 국가적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정보통신정책의 추진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라는 목표를 설정41)하였고, 이에 

따라 정부주도로 정보통신 산업이 양적으로 팽창하기 시작했다(최영훈․김용순, 
2005; 양심영․황진구, 2002). 원조교제는 이와 같이 보편화42) 된 인터넷의 채

팅방을 통해 이뤄졌다43). 2000년 당시, 회원수 200만명의 국내 최대 인터넷 

채팅 사이트였던 ‘하늘사랑skylove’과 같은 채팅 전문 사이트나 메일, 게시판을 

이용한 원조교제는 너무나 흔한 것이었기 때문에 전원 색출이 불가능에 가깝다

는 진단까지 등장할 정도였다(전대양, 2000; 박동균, 2001). 원조교제 이외에

도 인터넷을 통해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일본 만화를 흉내 낸 청소년들의 ‘일진’ 
폭력이 유입되었다는 진단과 함께 청소년들의 인터넷을 통한 또 다른 피해 노

출, ‘몰카’ 영상을 인터넷에서 공유하는 행위 역시 새로운 문제로 부상하게 된

다. 이를 처벌하기 위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

호 등에 관한 법률에 삽입된 것도 바로 이 시기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1997년 3월 7일 청소년보호법44)이 제정되었다. 당시 

강남 일대에서 청소년들 사이에 ‘빨간 마후라’라 불리며 널리 유통되던 음란물

의 주인공들이 모두 중, 고교생인 것이 알려지면서 입법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

었다(경찰청, 2006:923). 이 법에 기반하여 문화체육부 산하에 청소년보호위원

회가 설립되었고 초대 위원장으로는 당시 서울고등검찰청의 강지원 부장 검사

가 파견근무 형태로 신임을 맡았다45). 법무부에서도 청소년 보호를 위한 조직

을 구성하기 시작했다. 김태정 검찰총장은 1997년 9월, 대검 내에 ‘자녀안심하

고 학교보내기 운동 중앙추진본부’를 만들고 학교폭력 신고 직통전화를 설치하

여 본인이 직접 피해 학생이나 학부모들과의 상담까지 진행하기도 했다46). 검

41) 1998. 11. 17, 15대 국회 198회 10차 국회본회의 회의록, 14쪽, 1998. 10. 19, 15대 국회 
198회 5차 국회본회의 회의록, 3쪽.

42) 1999년 6월부터 초고속인터넷 사업이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정보통신부의 발표에 따르면 2000년 2월 
말 현재 인터넷 이용자수는 1,297만명에 이르렀다. 이는 7세 이상 국민의 30.8%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2000. 3. 16, 한국일보, “인터넷 이용자 1,300만 휴대폰 가입자 2,500만”).

43) 보건복지가족부가 내놓은 자료에서도 2000년 당시 성매수자의 청소년과의 만남 방법의 
44.8%가 인터넷, 20.8%가 전화방인 것으로 확인되었다(보건복지가족부, 2009:3). 

44) 1997. 7. 1 시행, 법률 제5297호.
45) 1997. 7. 8, 동아일보, “문체부 청소년보호위원회 강지원 신임위원장” 
46) 1997. 9. 5, 연합뉴스, “검찰총장 취임 한달”, 1998. 11. 18, 15대 국회 198회 11차 국회본

회의 회의록, 33쪽. 하지만 검찰의 피해자에 대한 인권 의식은 미흡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당시 위 운동 추진 1주년을 발간하여 간행한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백서’에 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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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전국의 학부모 및 지역 유지 등 15만명 가량의 자원봉

사자들이 대대적인 캠페인과 선도활동을 벌였고47), 1999년 4월, 법무부의 설립

인가를 받은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국민재단’이 설립되면서 이 기구는 

민간 주도의 범국민운동으로 재탄생하게 된다. 검찰의 청소년 보호에 대한 의지

는 강력했기에 당시 위 운동을 주관해온 대검 강력부에 ‘소년여성과’를 신설하

는 방안을 검토할 정도였다48).
청소년 보호는 음란물과 학교폭력으로부터의 보호 뿐만 아니라 성매매와 원

조교제에 대한 처벌로 확대되었다. 1998년부터 검찰은 ‘청소년 윤락’에 대한 집

중 단속을 하기 시작한다49). 미성년자를 고용한 윤락, 유흥업소의 업주 등에 대

하여 업소폐쇄와 구속수사 원칙을 지시하며 청소년의 자발성이 인정되는 경우

라 하더라도 청소년 보호 차원에서 성매수자에 대한 엄벌주의를 천명했다50). 
심지어 ‘13세 미만의 청소년’들과 윤락행위를 한 사람을 미성년자 강간죄로 구

속수사 하겠다는 방침까지 밝혔다51). 3장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이 시기가 불구

속수사원칙이 공고화되던 시기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와 같은 대응은 매우 예

외적인 것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청소녀의 성판매 행위를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자유주의적 관점으로 인해 가해 남성에 대하여 집행유예

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때문에 처벌이 ‘온정적’이라는 비판 

역시 등장했다. 이로 인해 청소년 성매매 처벌에 대하여 적극적 입장을 보이던 

검찰과의 갈등을 낳기도 했다52). 
경찰 역시 청소년 보호를 강조하며 성매매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작했다. 특

히 청소년 가출이 그 핵심적인 원인으로 간주되면서 1997년부터는 가출청소년

들의 유흥접객업소 등 불법 취업이나 알선 등을 집중단속하고, 1997년에는 ‘가
출청소년 찾아주기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했다(경찰청, 2006:919-920). 지
방자치단체의 권한이던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 설정의 권한이 경찰로 이관

된 것 역시 바로 이 시기인, 1999년 7월 1일이다(경찰청, 2006:923). 2000년 

1월, 정권교체 이후 경찰에서 첫 여성 총경으로 승진한 김강자53)는 서울 성북

년인 피해 여성의 실명과 나이, 학교, 주민등록번호까지 공개하여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다
(2004. 6. 4, 주간경향, “진실의 파문 사회를 흔들었다”).

47) 1998. 11. 18, 15대 국회 198회 11차 국회본회의 회의록, 33쪽.
48) 1999. 4. 3, 연합뉴스, “대검, ‘소년여성과’ 신설 추진”. 이는 2000년 7월에 설치된다.
49) 1998. 11. 30, 동아일보, “원조교제 등 청소년 윤락 검찰 내달부터 집중단속”
50) 1988. 7. 22, 경향신문, “미성년자 고용윤락 유흥업주 처벌 수위 논란”
51) 1998. 7. 22, 경향신문, “미성년자 고용 윤락, 유흥업주 처벌 수위 논란, ‘검찰따로 법원따로’”
52) 1998. 7. 22, 경향신문, “미성년자 고용 윤락, 유흥업주 처벌 수위 논란, ‘검찰따로 법원따로’”
53) 김강자 서장은 종암경찰서장 시절에도 성인간의 합의에 의한 성매매는 처벌하지 않았던 반면, 청소년 

성매매에는 강경한 대응을 보였다. 당시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강지원 검사는 일체의 성매매
는 처벌해야하며, 이후 성매매 여성들에게 재활의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주장으로 김강자 서장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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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하월곡동의 속칭 ‘미아리 텍사스촌’에서 ‘미성년자 매매춘과의 전쟁’을 벌이

기 시작하며 청소년 성매매 근절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했다54). 
청소년보호위원회 역시 원조교제를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청소년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고 성관계를 맺는 어른들을 처벌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고, 2000
년 2월 3일에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성판매 청소년에 대하여

는 윤락행위등방지법을 적용하지 않고 선도보호 및 재활을 위해 소년법에 의한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토록 했다.
이 과정에서 신상공개 제도가 도입된다. 반성폭력 운동 단체들, 특히 청소년 

단체들은 이 시기 신상공개 제도의 도입에 적극적이었다. 1999년 3월, 청소년

을 위한 내일여성센터는 ‘10대 매춘 상대자 신상공개를 위한 집담회’를 열고 신

상공개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한 1999년 5월, ‘청소년을 위한 내일

여성센터’ 회원들은 10대 성매매 관련자 신상공개 서명운동을 펼쳤다55). 한국

여성민우회의 가족과성상담소 양해경 소장 역시 당시의 한 언론보도를 통해 성

매수자의 명단 공개를 법제화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56). 즉 신상공개 도입은 

국회나 정부부처가 아닌 반성폭력 운동 단체들의 움직임으로부터 시작되었

다57). 반성폭력운동의 문제의식은 뿌리 깊은 성매매 문화를 근절하는 것이었지

만 신상공개는 당시 대두되고 있던 청소년 보호라는 프레임과 쉽게 결합하며 

설득력을 얻을 수 있었다58). 
국회는 이러한 요구에 발빠르게 대응했다. ‘원조교제’가 급증하고 그로 인한 

인권침해가 ‘말도 못하게 심하기’ 때문에 신상공개가 필요한 처방이라는데에 국

민회의와 한나라당의 의견이 수렴되면서 양 당의 당론으로 법제정이 추진되었

다59). 1997년 등장한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보호위원장이었던 강지원 역시 

신상공개 제도의 도입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했다60). 신상공개는 ‘체면을 중시하

립하기도 했다(2001. 7. 4, 한국일보, “남성중심문화와 공창론”).
54) 2000. 12. 29, 국민일보, “잿빛 새천년, 그래도 희망은...”
55) 1999. 5. 9, 경향신문, “매매춘 추방합시다” 
56) 1999. 7. 9, 동아일보, “10대 매춘 고객 명단 공개”
57) Riss에서 신상공개, 신상등록, 명단공개, 청소년 성매매, 원조교제, 청소년 매매춘을 키워드로 검색할 때 

성매수자에 대한 신상공개 제도 도입에 대한 논문이 등장한 것은 2001년이 최초이다.
58) 이 시기의 성매매 근절 담론은 청소년에 국한된 것이어서 성인 여성의 그것을 문제화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지는 못하는 것이었지만 청소년 성보호에 대한 담론은 성매매방지법 제정에
도 영향을 미치면서 반성폭력운동에 활기를 불어넣기도 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정으로 청
소년 성판매자에 대한 처벌 없이 성구매자만 처벌할 수 있도록 만들면서 2000년 군산 화
재 사건 이후 성매매방지법 제정 과정에서도 성판매 여성의 비범죄화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
으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박정미, 2011:362).

59) 1999. 12. 28, 15대 국회 209회 1차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6쪽.
60) 1999. 12. 28, 15대 국회 209회 1차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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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국 사회에서 어떤 형벌보다 강력한 제재수단이 될 수 있어’ 가중처벌보다

도 예방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었다. 더욱이 당시 발생한 일련의 안전사고와 

아동, 청소년 피해로 인해 이들에 대한 보호 담론이 강화되면서 안전장치 도입

을 지지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61).
하지만 공권력 남용을 제한하고 그로부터 개인의 자유권 보호를 강조하는 사

법민주화 기조 속에서 신상공개 도입에 대한 반발 역시 컸다. 입법 과정에서 국

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아무리 사회적인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인권

은 철저히 보호를 해야 한다는 취지에 비추어 신상공개를 법사위 단계에서는 

막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신상공개 도입 법률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62). 하지만 이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이미 범죄자

의 신상은 재판정에서 공개되고 언론에서도 공개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오

히려 국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 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비판, “어린 

아동에게 성인이나 나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사람들이 성행위를 해서 인

성을 파괴한다든지 또는 상당히 악질적인 방법으로 한다든지 또는 상습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용납할 수 없다는 즉,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에 대

한 억압적 제재 관철이 필요하다는 엄벌주의 논리가 맞섰다63). 병역 비리자, 고
액세금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상황에서 범죄자의 기본권, 사생활 침해 등을 

반복하여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까지 제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섹슈얼리티 보호 담론이 강력하게 작동하면서 

법률안은 통과될 수 있었다64). 다만 위와 같은 반발들로 인해 당시의 신상공개

는 부록의 표3에 정리된 바와 같이 비교적 대중 일반의 접근성이 낮은, 관청의 

게시판에 1개월간 게재하거나, 청소년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6개월간 공개하는 

제한적 방식이 선택되었다65).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공개 대상자가 성매

수자, 강제추행, 강간 행위자인 경우가 고루 분포되며 ‘청소년성매수자 신상공

개’로 명명되었던 이 제도는 이후 사회적 이슈가 ‘원조교제’에서 성폭력으로 변

화하고 이를 중심으로 엄벌주의 담론이 전개되면서 급격하게 공고화, 확장되기 

시작한다(청소년보호위원회, 2003a:15; 김지선․김지영, 2007:10; 서정아, 
2009). 

61) 152228호 정무위원회 심사보고서.
62) 1999. 12. 28, 15대 국회 209회 1차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4쪽.
63) 1999. 12. 28, 15대 국회 209회 1차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9쪽.
64) 1999. 12. 28, 15대 국회 209회 1차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10-11쪽, 2000. 6. 20, 16대 국

회 212회 1차 정무위원회 회의록, 40쪽.
65) 1999. 11. 23, 15대 국회 208회 6차 정무위원회 회의록, 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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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범죄와�안전의�개인화

2000년대 중반,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사건들의 연쇄와 함께 섹슈얼리

티 보호는 성매수에서 성폭력으로 이동하기 시작한다. ‘불순한’ 청소년의 ‘자발

적’인 성관계인 성매매 보다 성폭력은 일방적인 폭력 앞에 무기력한 피해자라는 

전형에 더욱 부합했기 때문이다.
2004년 12월, 밀양 여중생 성폭력 사건, 2006년 2월, 용산 초등학생 살인 사

건 등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 사건이 언론화되면서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

력에 대한 강경 대응이 필요하다는 담론이 확대되기 시작했다. 이 사건 직후로

도 2007년 3월 제주 초등학생 성폭력, 살인 사건66), 2007년 12월, 안양 초등

학생 성폭력, 살인 사건67), 2008년 3월, 일산 초등학생 납치 사건68)에 이어 

2008년 9월, 조두순 사건69)으로 인해 성폭력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은 아동

보호로 집중되기 시작한다.
그런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안전의 관점이 복지나 돌봄 등 사

회안전망의 확장이나 젠더에 대한 인식 개선의 관점보다 범행의 의도를 가진 

외부의 위험한 범죄자로부터의 안전이라는 편향된 관점에서 프레이밍 되었던 

것, 즉 성폭력에서 젠더 관계의 문제가 탈각된 채 강화될 수 있었던 데에는 이

를 범죄자 개인의 문제로 환원하는 담론이 보다 막강했기 때문이다. 한편에서는 

성폭력을 개인의 심리적 장애의 문제로 간주하는 담론이,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들 위험한 범죄자로부터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범행의 기회와 조건을 차단

66) 2007년 4월, 제주에서 초등학생이 하교길에 집앞에서 사라진 뒤 숨진채 발견되었다. 범인
은 아동 대상 범죄경력이 있는데다 성폭행 후 살해하여 사체를 유기하였다(2007. 4. 25, 
내일신문, “아동청소년 성법죄 솜방망이 처벌 유감”).

67) 2006년 12월, 경기도 안양에서 정성현은 초등학생 2명을 유괴한 뒤 살해 후 시신을 토막내 
야산에 유기하였다. 이후 수사과정에서 군포 여성 실종, 살해 사건 역시 그의 여죄로 밝혀졌
고, 2008년 6월 18일, 미성년자 약취, 유인, 강간미수, 살해 혐의로 사형이 선고되었다
(2008. 6. 18, 한국경제, “수원지법, 안양초등생 살해범 사형 선고”).

68) 2008년 3월, 경기도 일산에서 초등학생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납치하려다 실패하고 도주한 사건으
로, 가해자는 성범죄 전과자로 당시에도 성폭력을 목적으로 납치를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2008. 4. 
1, 한국경제, “일산 초등학생 납치 미수 용의자 검거.. 상습 성폭행 전과자”).

69) 2007년 12월 11일, 당시 57세였던 조두순은 8세 초등학생을 경기도 안산시의 한 교회 화
장실로 끌고 가 목 졸라 기절 시킨 뒤 강간하였다. 언론은 이로 인해 피해자의 장기가 신체 
밖으로 노출되고 생식기가 훼손되는 등 영구적이고 심각한 상해를 입게 되었다며 그 외상을 
강조하며 보도했다.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은 사건 발생이 훨씬 지난 2008년 9
월경이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도입 1년을 기해 KBS ‘시사기획 쌈’을 통해 보도되면서 부터
이다(연세대학교 법과대학, 2010). 보도 직후 온라인 상에서는 피해자의 “여성으로서의 삶”
을 마감시킨 가해자에 대한 분노가 들끓었고 포털 사이트 다음의 아고라에 만들어진 ‘아동 
성폭행은 살인 행위, 법정 최고형에 처하라’는 청원에 7만 5,000여명이 동참하였다(2009. 
9. 29, 한국경제, “9살 여아 성폭행, 조두순 사건, 8만 네티즌 법정 최고형 요구”).



- 169 -

해야 한다는 담론이 범죄와 안전을 개인화시키며 엄벌주의를 정당화시키는 자

원이 된다.
첫째, ‘재범 위험성’ 중심의 심리학적 범죄 담론의 부상이다.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성폭력 사건이 보도될 때마다 성폭력 범죄자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재사회화가 불가능할 정도의 정신적, 심리적 결함이 있

는 것으로 묘사되었으며 때문에 이들로부터 안전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반복하여 등장했다. 
하지만 ‘재범 위험성’은 범죄자의 재범률과 상응하는 개념은 아니었다. 성폭력 

범죄자가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는 것이 처벌 강화 정책을 이끈 주요한 논거 중 

하나이지만 실제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률70)이 여타의 범죄보다 더욱 높다고 볼 

수 있는 근거도 없다(홍영오 등, 2014, 김지선 등, 2014c). 아래 표22과 같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 사건의 범죄자 중 동종 전과가 있었던 자의 비율에서 

성폭력 범죄자는 폭력, 강도, 절도 범죄자에 비하여 다시 복역하게 되는 비율이 

더욱 낮게 나타난다71).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률이 높다는 

점, 때문에 이들은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가 필요하다는 점은 엄벌주의 입법의 

주요한 근거가 되었다72). 

70) 재범률은 통계의 생산기관에 따라 상이한 조작적 정의와 관찰 기간 등에 따라 확연한 차이
를 보인다. ‘보호관찰기간 중 재범’, ‘재복역율’, ‘재입원율’, ‘재범자 비율’, ‘전과자 비율’ 등 
기준에 따라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률은 낮게는 15%내외에서 높게는 60%까지 보고되기도 
했다(김지선 등, 2014c). 

71) 경찰의 경우, 해당연도에 송치된 사건 대상자 중 과거 기소유예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들이 
차지하는 비율, 즉 전과자 비율로 재범률을 측정하지만 그 기산점은 명확하지 않다. 이에 반
해 교정시설에서는 당해 연도를 기준으로 출소인원 대비 금고형 이상을 받고 3년 이내 다시 
수용되는 재복역률로 재범 통계를 사용하고 있다(김지선, 2014:180-188). 여기서는 살인, 
강도 등으로 재복역하게 된 사람이 이전에 어떠한 유형의 범죄를 저질렀는지 즉, 재범의 동
종 범죄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72) 각 의안번호는 제4289호(2009. 3. 31), 제6248호(2009. 10. 6), 제6343호(2009. 10. 
22), 제6716호(2009. 11. 27), 제6990호(2009. 12. 15)

단위:%
 범죄   2013년 2014년  
 살인(기수) 6.1 8.9
 살인(미수등) 9.4 12.8
 강도 30.2 28.7
 강간 10.1 8.1
 유사강간 9.1 7.7

표 22 재범자 중 동종재범자 비율(2013~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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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관점은 여하한 성폭력 범죄자가 아닌 그 위험이 일정한 한계를 넘어

선다고 인정되는 자들에 대하여 그 위험을 통제하기 위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신상공개, 성충동 약물치료 등을 부과하는 입법이 추진되는데 기여하게 된다. 

이와 같은 ‘재범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에 대한 관리는 형사정책에 있어서도 

신자유주의적 변화가 나타나게 되면서 더욱 힘을 얻게 된다. 1998년, 김대중 

정부는 “정부업무의 심사 평가 및 조정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정부부문의 효

율성을 관리하기 위한 성과중심의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했다(이계식 외, 
1995; 이정덕, 2009). 정부조직의 개편과 인력축소, 고객지향과 성과중심의 조

직관리, 시장원리의 도입, 민영화 등 공공부문에서 이른바 신공공관리라는 관점

이 반영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성과관리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성과의 

평가방법, 평가지표 등을 개발하여 공개하며, 그 결과에 따라 조직과 예산을 정

부가 지원하도록 했다(오영민·박노욱, 2014:3; 황원, 2006). 
정부 정책의 성과와 효율성을 강조하는 흐름 속에서 형사사법기관들 역시 과

학적 근거에 기반해 서비스를 개발하고 그 실행의 효과성을 보여주어야 할 책

임이 부과되었다. 이 과정에서 재범률은 처벌제도의 주요한 성과지표의 하나로 

부상하기 시작했다(김지선 외, 2014c:5; 법무부, 2010). 그 결과 법무부의 성과

지표에는 위치추적 대상자의 재범률, 출소자 재복역률, 정신질환자 재입소율 등 

재범률 뿐만 아니라 재범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보호관찰 지정률이 포함되었다

(한국행정학회, 2010:139). 즉, 재범률과 재범 위험성이 높은 집단에 대한 관리 

실적이 성과지표로 포함되면서, 치안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략들이 재범 

고위험군에 집중되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이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사

회의 감시와 통제를 활용하기 위한 안전 장치들이 예산 절감이라는 측면에서도 

효율적이었는지는 불확실하다. 2007년, 법무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도입을 위

한 TF를 구성한 직후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소재 서울보호관찰소에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를 설치하고 전국 44개 보호관찰소에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하였

다. 이 사업은 장비가격 외에도 관제센터 설치비 및 통신 인프라 구축비용 등의 

초기설비투자비, 관제센터 운영비, 인건비 등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자되었다. 
위치추적시스템 구축사업자로 삼성 SDS 컨소시엄이 선정되었는데 당시 책정된 

 강제추행 11.9 10.8
 기타(강간·강제추행) 16 11.9
 방화 9.3 8
 절도 43.4 42
 폭력(소계) 31.9 30.4
범죄통계(경찰청), CCJS(http://www.crimestats.or.kr/main) 검색결과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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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사업비는 73억 3천 1백만원에 달했다(이형섭, 2013). 
2014년 법무연감에 따르면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대상자에 대한 위치관리를 

위한 예산은 2012년 56억 4,000만원, 2013년에는 67억 4,300만원으로 증가했

다. 이 금액은 법무부의 사업비 예산 중 검찰청, 교도소 및 출입국사무소 등 시

설 운영과 장비관리에 소요되는 예산, 검찰 및 법무부의 정보화 사업, 보호관

찰, 갱생보호 등 교정업무에 소요되는 예산을 제외하면 법률구조나 국가배상금 

지급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었다. 신상정보공개 및 약물치료에 소

요되는 예산 역시 2013년 현재 32억 가량으로 전자장치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

고 있다(법무부, 2014:29-31). 
때문에 신상등록 및 공개의 범위와 대상자 강화,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에 

대한 법정형 강화 및 공소시효 연장, 반의사불벌죄 삭제 등 일련의 처벌 강화 

대책들이 대거 법률안으로 등장하여 논의되던 2010년 3~4월, 국회에서는 위치

추적 전자장치가 예산의 ‘블랙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이후 전

자장치 부착자의 재범, 장치 훼손 및 도주 사건이 발생할때마다 전자장치사업은 

고비용 저효율 사업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고, 정부의 관리감독시스템까지 

도마 위에 오르게 되었다(정송미, 2015). 때문에 처벌강화보다는 보다 근본적

인 예방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등장하기도 했다73). 
여기에는 처벌과 ‘재범 위험성’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가 반영되어 있다. 권

위주의 시기 반인권적 처벌제도의 운용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그 모호함으로 인

해 법체계 안팎의 행위자들로부터 비난을 받아왔던 ‘재범 위험성’이라는 개념은 

점차 통계와 심리학적 평가 도구들을 통해 과학적 예측이 가능한 것으로 받아

들여지기 시작했다. 범죄자에 대한 심리학적 담론들이 대두되고 그에 기반한 지

식 권력의 힘이 얻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후술하겠지만, 무엇보다 이러한 담

론들이 대중적인 설득력을 얻을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는 대중매체의 다변화

이다. 1990년대 후반, 지상파가 독점하던 미디어 환경이 인터넷은 물론 케이블 

티비, 위성 티비 등의 등장으로 변화하게 되면서 미국의 ‘CSI’나 ‘X파일’과 같은 

범죄, 스릴러 드라마가 한국 사회에서도 대중적으로 소비되기 시작했다(김영찬, 
2007; 이원태, 1997)74). 여기에도 경제위기 이후의 산업구조 변화가 작동하게 

되는데, 정보통신매체의 확대를 위한 산업 정책 확대가 그것이다75). 이에 따라 

73) 2010. 3. 31, 18대 국회 288회 2차 본회의 회의록, 14쪽.
74) 범죄 드라마는 권위주의 시기부터 한국 사회에서 인기 좋은 상품의 하나였고, 경찰은 ‘수사

반방’, ‘박순경’, ‘경찰청 사람들’, ‘사건25시’ 등의 TV 홍보물을 적극 활용하며 대중친화적인 
이미지 구축을 꾀했다(경찰청, 2005:68, 1994. 2. 19, 14대 국회 166회 5차 국회본회의 
회의록, 16쪽). 이러한 미디어 역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강화시키게 되지만 심리학적 버
죄 담론의 대두는 2000년대 들어 본격화된다.

75) 1998. 2. 2, 동아일보 “IMF 위기 정보화로 넘자, 기업경쟁력의 핵심은 정보통신기술”,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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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 서비스업체는 물론 드라마 파일을 제공하는 사이트들도 대거 등장

하였다(정중헌, 2007:172; 강준만, 2006b:320). 
이를 통해 한국에서 미국 드라마의 부흥기를 이끈 주요 드라마들의 장르 중 

대표적인 것이 1990년대의 ‘X-File’, ‘NYPD’, 2000년 CSI 시리즈 등 수사물이 

있었다(배미연, 2014:17; 김소현, 2010). 특히 CSI의 경우에는 “CSI 효과”라는 

언어가 등장할 정도로 미국은 물론 한국사회에서도 지문이나 혈흔, 약물 감식 

등 물리적 증거 확보와 이를 통해 실체적 진실의 규명이 가능하다는 인식을 확

산시키며 과학수사에 대한 신드롬을 불러 일으키는데 기여했다(강우예, 2008; 
김소현, 2010). 이와 같은 미디어 환경의 변화는 수사 및 형사사법에 대한 대

중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수사물들은 감식 기술을 통한 증거확보가 가능하다는 인식만

을 확산시킨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이들은 대중들의 지적 호기심보다는 스릴이

라는 지배적인 심리를 활용하여 정신질환이나 심리적 문제로 가해에 이르게 되

는 과정을 중점적으로 부각시키면서, 범행 수법의 엽기성이나 이들의 행위를 납

득 가능한 것으로 만들었다(김훈순, 2004; 최현주, 2010; 주극, 2012). 즉, 그
의 분노와 살인 충동이 왜 하필 여성을 향하는지가 아니라 가해자의 반사회성

은 ‘사이코패스’라는 심리학적 진단으로 대체되는 것이다. 이는 일부 미국드라마

에 국한된 현상은 아니었는데, 2000년대 한국 사회에서 인기를 끈 수사물 영화

는 물론 인터넷 신문이나 공영방송의 범죄 뉴스 보도 역시 일상화된 범죄가 아

닌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명백한 힘의 불균형을 드러내는, 즉 범죄에 대한 전형

을 낯선 이에 의한 계획된 것으로 상정하고 범죄자를 쫓는 형사와 탐정, 즉 남

성의 시선으로 이를 재현하여 여성의 불안을 소비하는 방식이 주가 되었다(양
정혜, 2010; 김훈순, 2004; 배은경, 2010; 김은경, 2015). 이러한 재현을 통해 

범죄 가해자의 심리가 범행을 이해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서 심리학적 방법을 

통해 위험한 범죄자를 선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 역시 확대되기 시작한다.
즉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 위험성’은 그들의 높은 재범률 혹은 그 가능성으로

부터 도출되는 것이라기 보다는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왜곡된 전형과 그에 대

한 두려움, 그에 대응한 안전 확장에의 욕구가 만들어 낸 결과이다. 때문에 안

전장치를 통한 고위험군의 관리 역시 정책의 선택과 집중이라는 측면에서 효율

성을 극대화하는데 기여했다고 보기도 힘들다. ‘재범 위험성’은 객관적 수치와는 

무관하게 사회적으로 위험하고 극악한, 그리고 격리가 필요한 대상을 지칭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구성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평가하기 위한 객관적 

5. 22, 동아일보, “행정정보 네트워크 연결, 원스톱 민원서비스 실시”, 1998. 12. 4, 경향신문, 
“정보통신, 문화, 관광, 디자인산업 집중육성, 2003년까지 5조8천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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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들을 개발하여 적응하기 시작한 것은 엄벌주의의 원인이라기 보다는 결과

에 가까워 보인다. 범죄자의 위험성보다는 범행에 대한 비난 가능성으로서 ‘재
범 위험성’을 판단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은 6장에서 보다 상세히 설명한다.

성폭력을 정신성적 병력이나 이상 심리 등을 원인으로 진단하는 관점의 부상

은 성범죄자에게 치료감호가 부과되는 인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1989년 ‘범죄와의 전쟁’ 시기, 사회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축소되는 과

정에서 ‘인신매매’, ‘가정파괴범’ 등 ‘사회악’에 대하여는 보호감호와 치료감호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시하기 시작했지만 1996년까지는 치료감호가 부과된 성

범죄자는 10명 안팎에 지나지 않았다(법무연수원, 1998:261). 하지만 그 인원

은 200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다76). 아래 표23과 같이 현재 

성폭력은 살인 다음으로 치료감호 부과 대상자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

다77).

76) 2005년 8월 4일, 사회보호법이 폐지되면서 치료감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치료감호법이 제
정되는데, 2008년 6월 13일 1차 개정에서는 소아성기호증, 성적가학증 등 성적인 성벽이 있는 정신
성적 장애자를 그 대상으로 명시한다(법률 제9111호, 2008. 12. 4. 시행). 

77) 이와 같이 치료감호 대상자가 급증하자 법무부는 2011년 10월부터는 충남 공주에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전문적 치료를 위한 200병상 규모의 ‘성폭력범죄자치료재활센터’(가칭 인성
치료재활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했다(안성훈, 2011:46). 하지만 증가하는 수용인원을 감당하
지 못하고 포화상태에 이르자, 2015년 국립부곡병원에 사법병동을 설치하여 치료감호 업무
를 위탁하는 방식을 추가하게 된다(2015. 4. 12, 서울경제, “28년만에 두 번째 치료감호소.. 
경남 부곡에 들어선다”).

단위: 명(%)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578
(100)

595
(100)

629
(100)

686
(100)

723
(100)

824
(100)

887
(100)

948
(100)

1,021
(100)

1,122
(100)

1,149
(100)

살인 235
(40.7)

229
(38.5)

229
(36.4)

252
(36.7)

266
(36.8)

289
(35.1)

297
(33.5)

297
(31.3)

318
(31.1)

334
(29.8)

340
(29.6)

폭력 77
(13.3)

94
(15.8)

95
(15.1)

123
(17.9)

117
(16.2)

117
(14.2)

127
(14.3)

149
(15.7)

163
(16.0)

180
(16.0)

37
(3.2)

상해/폭행
치사

47
(8.1)

37
(6.2)

34
(5.4)

33
(4.8)

31
(4.3)

38
(4.6)

37
(4.2)

33
(3.5)

35
(3.4)

37
(3.3)

195
(17.0)

절도 35
(6.1)

41
(6.9)

43
(6.8)

56
(8.2)

58
(8.0)

70
(8.5)

80
(9.0)

70
(7.4)

66
(6.5)

64
(5.7)

58
(5.0)

방화 43
(7.4)

43
(7.2)

43
(6.8)

41
(6.0)

49
(6.8)

51
(6.2)

54
(6.1)

62
(6.5)

62
(6.1)

63
(5.6)

71
(6.2)

표 23 피치료감호자 죄명별 수용현황(2004~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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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범죄를 범행의 물리적 기회나 조건의 문제로 보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상황 통제의 관점이 압도하면서 범죄 예방 뿐만 아니라 범죄 두려움을 낮추기 

위한 정책이 지지되는 것이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는 김대중 정부의 신공공관리 중심의 개혁은 범

죄자에 대한 사후관리 뿐만 아니라 잠재적 위험 요소를 차단하기 위한 치안 정

책의 영역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즉,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

한 전략이 앞서와 같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를 선별하여 집중 관리하

는 것 이외에도 일탈이나 범죄를 가급적 초기에 차단하는 방식으로도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국가의 이러한 치안활동은 범죄를 범죄자의 합리적 선택

의 결과로 이해하는 관점에 기반해 있다. 즉, 범죄자의 범행 기회를 심리적, 물
리적으로 저지하는 방식, 범죄 수행의 공간적 기회를 없앰으로써 범죄를 감소시

킬 수 있다는 상황통제이론이다(Jeffery, 1977; Newman, 1972; Wilson & 
Kelling, 1982). 이러한 관점에서 1990년대 초반 이후 상업시설의 민간경비를 

중심으로 사적 섹터에서 활용되고 있던 CCTV가 국민 일반의 안전 확보를 위한 

장치로서 확대되기 시작한다. 2004년 강남구는 지자체 중 처음으로 관할구역내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 이를 통합 관리하는 관제센터를 설치했다78). 프라이

버시 침해의 문제나 보행자를 예비 범죄자로 간주하는 처사라는 인권단체의 비

판도 있었지만 강남구의 시범운영 직후 대중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었다79). 이에 

2004년 가을, 서울지역의 구청장들은 협의회를 열어 CCTV 확대 설치를 위한 

예산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

련할 것을 요구하며 이에 전면 반대하지는 않았다80). 특히 사법민주화의 일환

으로서 지방자치경찰제 도입이 논의되던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은 경찰과의 

78) 2004. 8. 24, 경향신문, “‘CCTV 방범시대’ 본격 개막”
79) 강남구가 구민 여론조사를 통해 CCTV 설치 찬성 응답이 80%까지 나왔던 것으로 보도하였으

며, CCTV 설치 후 살인, 강도 등 5대 범죄가 평균 30% 감소한 효과를 홍보하기도 했다
(2004. 9. 20, 동아일보, “서울 각 자치구 방범용 CCTV 확대 추진”).

80) 2004. 9. 20, 동아일보, “서울 각 자치구 방범용 CCTV 확대 추진”

강도 25
(4.3)

27
(4.5)

32
(5.1)

35
(5.1)

39
(5.4)

55
(6.7)

53
(6)

50
(5.3)

40
(3.9)

45
(4.0)

54
(4.7)

성폭력 54
(9.3)

57
(9.6)

64
(10.2)

77
(11.2)

76
(10.5)

100
(12.1)

131
(14.8)

170
(18.0)

209
(20.5)

247
(22.0)

263
(22.9)

기타 62
(10.7)

67
(11.3)

89
(14.1)

69
(10.1)

87
(12.0)

104
(12.6)

108
(12.2)

117
(12.3)

128
(12.5)

152
(13.5)

131
(11.4)

§ 범죄백서(법무연수원, 2014:391, 2015:419), 범죄예방정책통계연보(법무부 범죄예방
정책국, 2014:542)

§ 수용인원은 당해연도 12월 31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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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을 통해 자체적으로 관할 내에 CCTV 설치를 확대하기 시작했다81). 이와 

같이 CCTV가 생활 공간을 점유하게 된 것은 불과 10여년 안팎에 지나지 않지

만82), 그와 같은 원격감시는 경찰의 불심검문과 같은 대면 감시가 불러일으키

는 거부감과 불쾌감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중의 저항을 불식시키며 빠

르게 안착해갔다(Norris & Armstrong, 1999:9).
직후인 2005년 7월부터 경찰은 부천시를 시범도시로 지정하여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프로그램(CPTED)’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다. 셉
티드는 도시설계 및 건축계획 단계에서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환경을 근본적

으로 제거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는 설계 기법을 말한다. 경찰은 2007년 당시 

건설중인 화성, 동탄, 판교 등 신도시에 도입을 추진했고, 이어 건축법과 주택

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하여 건축설계시 이러한 범죄 예방 목적을 반영토록 했

다(경찰청, 2014:40).
이와 같이 범죄의 기회를 조기에 차단하면서 안전을 확보해야한다는 관점의 

부상은 국회의 입법안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조두순, 김길태 사건을 전후하

여 여성 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해야 한다는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지하철에 

범죄예방용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시철도법, 건축물의 잠금장치를 등급화

하고 열쇠관리사 자격제도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열쇠관리법 등 입법안 등이 등

장했다83). 그리고 2014년에는 건축물의 설계 과정에서 범죄예방 설계기준을 

준수하고, 출입구 창문에 잠금장치 등 방범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을 내용으

로 건축법이 개정되었다. 이와 같이 범죄 취약지구인 재개발지역, 골목길, 공중

화장실, 놀이터 등에 모두 CCTV를 설치하고, 순찰차가 돌아야 한다는 방식의 

해법, 일상의 공간을 안전 관리의 대상으로 재구성할 것이 요구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활동들은 “이제 범죄 문제는 경찰만의 문제가 아니고 치안을 경찰의 

전유물이 아닌 국민과 공동 생산하는 개념으로 전환 한다”는 신자유주의적인 

공공관리 담론을 통해 더욱 추동되었다84). 2008년 경찰은 초등학교 통학로 주

변에 있는 문구점, 약국, 편의점 등 2만 4천여개소를 ‘아동 안전 지킴이집’으로 

위촉, 운영하여 알림장, 호신장구, 상황별 조치요령을 수록한 자료집과 스티커 

등을 배포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범인 신고나 검거에 기여한 운영자에게 포상금 

81) 2004. 9. 20, 매일경제, “서울 전역에 CCTV 설치”
82) 국가가 설치한 방범용 CCTV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3년 말에는 90,931대로 2012년

에 비해 40% 이상 증가했다(경찰청, 2014:40).
83) 1813585호, 1809095호, 1806874호. 이들 법률안은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되지만 2016년 

강남역 인근 상가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이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한 직후인 7월 27일, 국회
에서는 남녀 화장실 분리 설치기준 마련을 규정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2001243호)이 다시 발의된다.

84) 2004. 7. 23, 17대 국회 제248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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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지급하기 시작했다(경찰청, 2014:86-87). 또한 2013년, 대한민국 재향경

우회, 대한노인회 소속 회원을 중심으로 2,270명을 선발하여 이들을 학교주변, 
놀이터 등 아동 대상 범죄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배치하여 순찰을 강화토록 

하였다(경찰청, 2014:89)85). 배움터지킴이, 안심알림이, 등하교도우미 등 기존

의 지역안전 활동망과 민간 인력을 활용하는 이와 같은 이러한 해법은 “지역사

회의 역량을 극대화하고, 민간과 국가가 협력하는 거버넌스”, 그리고 고령화 사

회의 유휴 인력인 “65세 이상 인력”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도 효율적인 프로그

램으로 지지되었다86).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위기 상황시에 가해자가 알 수 없게 

신고를 할 수 있는 SOS 국민안심서비스 뿐만 아니라 위치추적까지 가능한 기

능을 휴대폰을 통해 서비스화하는 U-안심서비스 등이 안전행정부와 통신사의 

‘협력 성과’로 평가되면서 상품화되기기 시작했다87). 
범죄기회를 차단하기 위한 상황통제의 관점, 안전의 개인화는 물리적 공간을 

재구성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일상의 무질서와 방종을 조기에 차단하는 것 역시 

포함했다. 예컨대 성폭력이 술로 인한 성충동에 의한 것이라는 진단은 사회적으

로 알코올의 폐해를 알리고 예방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지는데, 
이것은 지나친 음주가 성폭력 증가뿐만 아니라 국가의 생산성 감소, 의료비 지

출의 증대로 이어진다는 신자유주의적인 효율성 담론 안으로 포섭되면서 국가

알코올 폐해 예방 및 감소에 관한 법률안(1811899호),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1903015호) 등이 성폭력 대책으로 논의된다. 
이와 같이 술과 음란물과 같은 일상의 방종은 더 큰 범죄의 원인으로 진단되

며 이를 근절하기 위한 경찰활동의 확장을 정당화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주폭’
에 대한 처벌 강화이다. 2010년 12월, 충북지방경찰청 김용판은 ‘주폭’을 새로

운 치안강화의 대상으로 내걸면서 ‘공무집행방해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이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주민들을 위한 치안복지 창조에 도움이 될 것이라

고 밝혔다88). 지역 사회의 주류 업체들과 경찰이 연계한 이 기획이 주민들로부

터 큰 호응을 얻게 되자 경찰은 주폭 수사전담반을 전국으로 확대했다89). 치안 

85) 2013년에는 ‘밤길 여성 안심귀가를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하면서 여성 1인가구가 많은 원룸
촌을 ‘안심구역’을 선정하여 인력을 집중 투입하였다(경찰청, 2014:35).

86) 2012. 9. 27, 19대 국회 제311회 2차 아동·여성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 회의록, 30쪽.
87) 2012. 9. 27, 19대 국회 제311회 2차 아동․여성대상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 회의록, 6쪽.
88) 2011. 1. 19, 연합뉴스, “범죄 뒤엔 ‘술’, 주류회사 ‘주폭’ 척결 동참”, 2011. 1. 24, 뉴시스, 

“경찰, ‘주폭’ 척결 음식업협회와 협약식”. 김용판이 2012년 5월 서울경찰청장으로 부임하자
마자 ‘주폭과의 전쟁’이 시작된다. 

89) 2010. 12. 29, 내일신문, “경찰, 상습 주취난동자 엄하게 다룬다”. 서울시 31개 경찰서에 
‘상습 주취폭력 전담팀’이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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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공무집행방해를 하는 주폭은 공권력을 떨어뜨리고 치안 서비스를 약

화시켜 결국 국민에게 피해를 돌린다는 점에서 “조폭 보다 나쁜 것”으로 설정되

었다90). 또한 이들에 대한 처벌 강화는 일상적 무질서를 차단하고 더 큰 범죄

로 인한 사회적 피해 비용을 감소시키는 것(경찰청, 2014:145) 뿐만 아니라 이

들을 물리적으로 비가시화시키는 것에도 목적이 있었다. 이 기획을 시작한 김용

판 청장은 ‘치안복지’라는 언어를 생산하여 “치안이 불안하면 집값이 떨어지니 

정성을 다한 품격 있는 치안활동으로 인해 집값이 올라가게 하는 것이 치안복

지”라는 점을 강조해 지역사회의 지지를 끌어냈다91). 이와 같이 사소한 무질서

가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상적인 사회통제가 필요하다는 담론을 

통해 공권력 확장이 정당화되었다.
이와 같이 예방과 안전이 치안 활동의 핵심적 영역으로 설정되고 일상적 공

간이 모두 안전을 위해 재구성되면서 범죄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은 오히려 확

산된다. 마이클 데이비스는 사회가 불안을 느끼는 것은 현실에서의 높은 범죄율

이나 재범률이 아니라 안전이라는 개념이 유통된 결과라 지적한 바 있다(Davis, 
1992).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후기 근대사회의 개인화와 사회적 불신, 계급적 

불안정과 같은 사회적 불안이 응축되어 나타나는 현상이기는 하지만(Putnam, 
2000; Beck, 1992; Hollway & Jefferson, 1997), 정부 정책과 언론을 통한 위

험과 안전 담론의 유포는 이를 강화하게 된다. 한편으로는 안전을 확대하기 위

한 이러한 시도들이 오히려 두려움을 강화시키면서 그것이 범죄의 발생 그 자

체만큼이나 치안의 새로운 대상으로 부상하게 되는 것이다. 경찰의 물리적 환경 

개선을 통한 범죄 예방 역시 범죄 기회의 조기 차단 뿐만 아니라 대중 일반의 

범죄에 대한 공포를 감소시키는데 목적이 있었다(정재희, 2007; 경찰청, 
2014:42)92). 치안은 국가 독점이 아닌 대국민 서비스, 혹은 국민과 공동생산하

는 것으로 간주되기 시작하면서 안전 확보를 위한 개인의 책임성, 그리고 범죄 

발생의 기회를 높이는 상황을 개인 스스로 통제해야 할 의무 역시 부과되기 시

작했다. 그 결과 범죄 두려움이 범죄 발생 그 자체보다 더욱 핵심적인 치안정책

의 대상으로 부상하기 시작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안전 정책의 확장을 추동

하게 된다(추지현, 2013).
성폭력의 경우에도 처벌강화의 요구는 성폭력 발생의 증가나 그 심각성에 대

90) 2011. 1. 31, 주간동아, “조폭위에 주폭?”
91) 2010. 12. 27, 내일신문, “충북경찰, ‘치안복지’ 내걸고 주민 곁으로”.  경찰은 주취폭력에 대한 지

속적인 단속을 실시했고, 2013년 1년간 1,785명을 검거하여 1,194명을 구속하였다(경찰청, 2014:145). 
이와 같은 주폭 척결 정책은 2012년 하반기 정책홍보 우수사례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게 된다(2012. 
12. 13, 헤럴드경제, “서울경찰청, 주폭척결로 대통령 표창 수상”).

92) RISS를 통해 ‘범죄두려움’을 키워드로 국내학술지연구를 검색했을 때, 1991년 2건, 1993년 2건 등 
연 1~4건 수준으로 등장하던 관련 논문은 2009년 이후 연 25〜71건까지 증가한다.



- 178 -

한 인식의 변화가 가져온 결과라기 보다는 이와 같은 안전 담론 확대의 결과로 

보인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1999년 실시한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조사결과

와 2014년 수행된 마찬가지 연구를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15년 동안 대

체로 범죄의 유형별로 그 심각성에 대한 인식 수준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93). 즉, 성폭력이 갑작스레 심각하고 나쁜 것으로 부상한 것이 아

닌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결국 처벌에 대한 요구는 이러한 피해가 나에게도 발

생할 수 있다는 두려움과 그에 대한 대처, 안전에 대한 욕구를 반영한 것으로 

짐작된다.
이와 같이 안전 정책이 순찰 강화나 물리적 환경 설계와 같은 경찰국가적 해

법으로 수렴되면서, 정작 범죄의 원인으로 진단되는 근본적인 젠더 체계의 불평

등이나 사회복지망 확장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었다. 국회에서는 아동 대상 성

폭력의 문제에 있어 안전망에 취약한 아동에 대한 돌봄 서비스 확대를 주된 내

용으로 하는 법률안이 발의되기도 했지만94) 채택되지 못했다. 또한 주폭의 대

부분은 사회적 약자라는 점에서 알콜중독자 치료 등 재활 치료가 병행되어야 

하며 실업 대책 등 복지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비판 역시 제기되기도 했지만95), 
구체적인 입법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성폭력으로부터 자녀를 돌봐

야 할 의무가 ‘엄마’들에게로 향하면서 이들의 육아휴직 기간을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립학교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며 모성이데올로기에 의존하는 젠더화 된 해법이 제시되었다.
성폭력은 물론 박근혜 정부 들어 ‘사회악’으로 함께 명명된 가정폭력 역시 친

밀한 관계안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3:119~134).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의 기회와 일상적 무질서를 차단하고 

지역사회의 감시 확대를 목표로 하는 안전 정책은 여성들의 일상적 피해 경험

과는 괴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을 외부의 낯선 이에 의한 범죄로 간주하

는 왜곡된 통념을 재생산한다. 범죄의 원인은 범죄자 개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조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엄벌주의 입법에 대하여 비판하는 진보적 

법학자들조차도 범죄예방환경설계를 통한 치안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젠더와 계

급의 불평등 문제를 탈정치화 시켜버린다(홍성수, 2012). 이와 같이 범죄의 원

인과 치안의 대상이 범행 기회의 문제로 축소되고 범죄 두려움만 재생산 되면

93) 2014년 조사에서는 주요범죄 간의 심각성의 순서가 살인(6.70), 강간(5.24), 강도(2.67), 상해(2.42), 
주거침입절도(2.21), 사기(1.99), 절도(1.88), 폭행(1.42)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같은 서열은 역사적
으로 변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박철현, 1999:63; 박성훈, 2014:23).

94) 아동복지법 개정법률안 1809204호, 1809204호
95) 2012. 10. 11. 19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피수감기관: 서울경찰청) 회의록 20쪽, 2012. 10. 5, 

19대 국회 311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피수감기관: 기획재정부) 회의록, 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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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 자리를 더욱 가혹한 처벌이 대신하게 된다(Wacquant, 2009b; Wacquant, 
1995; Garland, 2002). 

2) 섹슈얼리티� ‘자유’와� ‘보호’�대상의�분절�

그런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해야한다는 강력한 이념은 어디까지나 이들의 

섹슈얼리티 행사를 불순한 것으로 보고 이를 통제하려는 보수적인 입장을 기반

으로 하고 있었다. 바로 그러한 이유로 하필 성폭력이 그리고 엄벌주의 입법이 

가능했다. 엄벌주의 입법이 가부장적 섹슈얼리티 질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바로 그것을 통해 가능했다는 점에 대한 논거는 충분하다.

첫째, 성폭력 처벌 강화 입법과정에서 보호의 중심에 놓인 대상은 탈성애화되

고 순결한 아동, 청소년이었다. 보호받아 마땅한 피해자의 전형은 아동과 같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무기력하고 취약한 존재로 상정되었다. “60대 이상 여성, 
노인, 장애인과 같이 힘이 없어 일방적으로 당하는” 성폭력은 더욱 잔인한 것이

며 “피해 아동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흔과 고통을 남기는 반인륜적 비극”이
라는 것이 처벌강화를 정당화하는 주요한 논거였다96). 때문에 “어린이와 (성
인) 여성을 한데 묶어서 성폭력을 다루는 것은 문제적”이라는 진단 하에 여성

폭력, 가정폭력과 아동에 대한 성폭력 관장 부서를 이원화 할 필요성까지 제기

되기도 했다97). 
이는 당시의 엄벌주의적 분위기 속에서도 유영철, 강호순 등 낯선 이에 의한 

살인, ‘싸이코패스’ 같은 특정한 자에 의한 범죄가 아닌 한 성인 여성의 성폭력 

피해가 처벌 강화 입법 논의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점을 통해서도 알 수 있

다98). 국회에서는 2006년 서울구치소의 여성 재소자가 성추행을 당하고 자살

을 기도한 사건이나, 같은 시기 국회의원 최연희의 여기자에 대한 성추행 등에 

대한 대책으로 처벌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입법안은 발의된 바가 없다. 2009년 

2월, 민주노총 조합원의 성폭력 사건, 2013년 5월 청와대 대변인 윤창중의 성

추행 사건 등 역시 마찬가지였다99). 피해자가 성인 여성이라 하더라도 가해자

96) 2012. 10. 4, 19대 국회 제311회 3차 아동·여성대상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 회의록, 18쪽. 
97) 2012. 9. 27, 19대 국회 제311회 2차 아동·여성대상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 회의록, 32쪽.
98) 심지어 2009년의 경기 서남부 지역에서 연쇄 강간살인을 한 강호순 사건은 이명박 정부가 

용산 철거민 강제진압 사건에 대한 사회적 이목을 분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에 대
한 언론 보도 강화를 지시하는 메일을 배포한 사실이 논쟁의 중심이 되면서 안전 대책조차 
공론화되지 못했다(2012. 7. 23, 19대 국회 309회 8차 본회의 회의록, 42쪽; 2009. 2. 
12〜18일, 6․7․10차 본회의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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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회적 지위를 점한 경우에는 사건의 경중을 불문하고 사회적으로 공론화되

는 현상이 나타났지만 이들 남성 가해자의 행위는 도덕성 문제, “성추문” 혹은 

“불미스러운 행위”로 치부되었을 뿐이다(추지현, 2014).
오히려 성폭력 처벌 강화의 효과가 아동, 청소년 대상 그것을 넘어 확대되는 

것에 있어서는 유보적인 태도들까지 나타났다. 대표적인 것이 친고죄 폐지 과정

이다. 앞서 반성폭력운동의 움직임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성폭력 피해 당사

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하도록 마련해둔 친고죄 조항은, 성폭력 문제

를 사회적 범죄가 아닌 개인적 치부라는 인식을 확산시킬 뿐만 아니라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에 있어서도 장애요소로 지적되어 왔다100). 2000년대 중반 

이후 엄벌주의 입법을 통해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의 대다수는 이미 고소를 

요건으로 하지 않도록 친고죄의 적용이 배제되어 있었던 상황이었다. 고소의 요

건과 관련한 법률의 변화는 부록의 표2에 제시되어 있다. 그런데 2012년, 국회

에서 성폭력 처벌 강화 입법을 위한 초당적 협의체가 구성되었을 당시에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유보적인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이것이 폐지될 경우 그 효과는 

성인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나 법정형이 상대적으로 낮은 추행 행위 등에 적용

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고죄가 전면 폐지에 이르게 된 

것은 일부 페모크라트들의 적극적인 공세와 당시 상정되어 있던 수 많은 법률

안 검토에 떠밀렸기 때문이었다101).

둘째,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를 전혀 기대할 수 없을 

만큼의 강력한 폭행, 협박이 수반되지 않는 한 그 피해는 피해로서 인정되지 못

했다. 즉 청소년이 자신의 섹슈얼리티 행사에 대한 판단과 결정 능력이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 그들은 법적 보호가 필요한 ‘순결한’ 피해자로 간주되지 못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4년 알려진 ‘연예기획사 대표에 의한 청소녀 성폭

력 사건’이다102). 이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은 피해자가 즉시 자신의 피해를 신

99) 이들 가해자인 공직자에 대한 교육의 의무화나 공직후보자 등록 제한 등을 요구하는 법률안
들은 모두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폐기되고 말았다(1905656호, 1905971호, 1905718
호, 1905719호). 

100) 2012. 8. 30, 논평성명서, ‘성범죄 전면 친고죄 폐지를 추진하는 국회의 하나된 목소리를 환
영한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
여성의전화. 또한 ‘재범 방지’가 형사사법의 핵심적인 지표로 부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
고죄 규정으로 인해 초범 조차 확인되지 않는다는 문제점도 있었다.

101) 2012년의 아동·여성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에서도 친고죄 폐지를 법제사법위원회로 이양하여 판단을 
유보하고자 하는 의견에 대하여 이미경, 서영교 의원은 위원회에 부과된 심사권한을 적극 해석하면
서 “이런 답변으로 세월을 또 낭비” 할 수는 없다며 친고죄 폐지를 이끌어 냈다(2012. 10. 4, 19
대 국회 제311회 제3차 아동·여성대상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 회의록, 20쪽).

102) 40대의 한 남성이 자신의 아들보다 2살 많은, 중학교 3학년의 여학생을 27세 많은 남성이 연
예인을 시켜주겠다고 접근하여 지속적으로 강간하고, 이 여성이 임신하게 되자 가출하게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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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지 않은 것이나, 임신피해로 인한 심리적인 곤궁과 공포상태에서 아이와 자

신의 안녕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가해자에게 의지한 것 역시 전적으로 그녀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설시했다. 그리고 가해자가 

성폭력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거나 자신을 떠나면 보복하겠다는 등의 협박이

나 폭행을 직접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소녀에게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자율적인 

의사결정능력이 있었고, 따라서 성폭력 피해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심지

어 이를 이유로 최초의 강간 피해조차 부정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피해 이

후의 대응으로서 유일한 선택지, 그리고 합리적 선택의 결과가 오히려 그녀의 

피해를 부정하게 만든 것이다. 
이와 같은 대법원의 판결은 반성폭력운동단체들의 커다란 반발을 불러 일으

켰다. 15세의 여중생이 임신한 상태에서 피해 사실과 남성의 가해행위가 두려

워 가출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 그에게 사랑한다는 점을 호소하면서 난폭한 

언행 등에 대응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 등이 전혀 이해받지 못하고 연인관계라

는 가해자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이며 피해자의 입장에서 경험했을 가해자의 

‘위력’을 인정하지 않는 남성중심적 법해석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103). 특히 

하급심에서 적극적인 해석을 통해 유죄가 인정되었던 이 사건 판결이 3심인 대

법원에 가서야 파기된 것을 두고 학계에서도 대법원이 자유주의적 개인관과 남

성중심적 성관념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젠더 의식의 부재를 비판했다104). 국회

에서도 ‘국민 법 감정상 용납하기 어려운 판결’임을 비판하면서 형법 개정을 제

자신의 집에서 묵도록 유인하여 간음한 사건이었다. 2014년 11월, 대법원은 연인관계였다는 가
해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고, 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되었다. 피해자는 임신 상황에서 집으로 돌아갈 경우 가족과 이웃, 학교의 친구들에
게 비난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가해자와의 동거나 관계 유지를 선택할 수 밖에 없었
고, 피해자 가족의 경제적 취약성이나 부모들이 투병중인 상황 역시 가출을 지속할 수 밖에 만
들었으며, 심지어 가해자는 강간 당시를 핸드폰으로 촬영도 해두었기 때문에 두려웠다는 점을 
호소했다. 또한 가해자가 평소 난폭한 언행으로 피해자를 위협한 것 역시 가해자와의 관계를지 
속하며 그의 요구대로 편지를 쓸 수 밖에 없었던 이유라 주장했다(2014도9288 판결문). 검찰
의 재상고로 2016년 5월 20일 현재까지 대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2016. 3. 30, 
경향신문, “340개 여성단체, ‘연예기획사 대표 청소년 성폭력 사건’ 올바른 판결 촉구”).

103)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124개소, 전국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27개소,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
협의회 53개소 등 340개 반성폭력 운동단체들이 ‘연예기획사 대표에 의한 청소년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를 구성하고 재상고심 판결을 촉구하는 의견서와 7,517명 시민들의 서명을 전달하며 
규탄했다. 피해자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판단한 전문가 의견을 채택하지도 않고, 가해자가 피해자
와 합의된 성관계인 것처럼 사랑이라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한 상황에서 가해자의 통
제력이나 위협감 등 성폭력이 반복될 수 밖에 없었던 맥락에 대한 사법부의 몰이해를 비판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뒤이어 한국성폭력상담소는 2016년 4월, 이 사건에 대한 성폭력에 대한 사법부
의 왜곡된 통념을 알리기 위해 모의법정을 개최하기도 했다(한국성폭력상담소 홈페이지
sisters.org>뉴스레터>뛴다!상담소5월호).

104) 2015. 3. 14, 여성신문, “성폭력 재판서 퇴행적 판결... 대법관들의 젠더의식은 몇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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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했다105). 
성폭력에 대한 엄벌주의 담론과 정책 변화가 반복되어 왔지만, 이와 같이 극

단의 폭행, 협박 앞에서 무기력하고 취약한 피해자의 전형을 하지 않은 경우에

는 그 대상이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피해자의 자격은 의심받는다는 점 

역시 엄벌주의가 성폭력에 대한 이해 확장을 수반하지 못한 채 가부장적인 섹

슈얼리티 보호 담론에 기반해 있음을 반증한다. 
이러한 현상은 민주화 이후 성인 여성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외연이 확장되

어 온 변화의 의미를 알 수 있게 한다. 1990년대 산업화와 여성의 성찰성 확장

은 그들이 전통적인 순결 이데올로기를 비판하고 섹슈얼리티의 평등을 주장하

기 시작하는 구조적 요인이 되었다(심영희, 2002). 헌법재판소의 등장과 함께 

간통, 혼인빙자간음, 성매매 등에 대한 처벌 규정들에 있어서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소송이 잇따랐으며 마찬가지의 프레임 안

에서 사회적으로도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특히 혼인빙자간음에 있어서는 여성 스스로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부정

하게 만든다는 점을 이유로 2009년 위헌이 선언되었고, 같은 이유로 2015년에

는 형법상의 간통죄에 대하여도 위헌이 선언되었다106).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이미 이들 범죄에 대한 피해자의 고소 건수 역시 감소

하였다. 성인 여성들의 섹슈얼리티는 기본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기반한 것으

로 보며 그 자유를 외연상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형사정책의 변화가 전개된 것

이다.

105) 200078호, 형법일부개정법률안
106) 1989년, 형법상 간통죄의 위헌 여부를 묻는 사건(89헌마82)이 등장한 이래,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하여 합헌 의견을 유지해왔다(90헌가70, 2000헌바60). 2008년(2007헌가17, 
2007헌가21, 2008헌가7, 2008헌가26, 2008헌바21, 2008헌바47)과 2011년(2008헌바
40)에도 헌법재판소는 같은 입장을 취하였지만 2015년에는 간통죄가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을 인정하며 위헌을 선언하였다(2009헌바17등). 혼인빙자간
음죄의 처벌 필요성과 관련하여서도 1989년 이래 지속적으로 위헌 시비가 잇따랐고, 2002
년 헌법재판소는 이것이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
헌을 선언해왔다(99헌바40, 2002헌바50). 2009년에 가서는 ‘사생활’에 대한 범죄를 비범죄
화하는 것이 현대 형법의 추세라는 취지로 여성 스스로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부인하게 만든
다는 이유로 형법상의 혼인빙자간음죄를 위헌이라 선언했다(2008헌바58, 2009헌바1919). 
성매매와 관련하여서는 청소년 대상 성판매 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위헌소송이 제기되어 온 바, 2016년 헌법재판소는 개인의 성행위는 사생활
의 영역에 속하고 성적 자기결정권 역시 보호대상이지만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해칠 위험
이 있는 행위는 규제의 대상이 되어야 마땅하다는 취지로 합헌을 선언했다(2013헌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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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성풍속 관련 죄명별 발생건수(1964∼2013)
자료:　범죄분석시스템　조회결과 재구성

주: 1966년 3/4분기는 ‘범죄분석’ 유실로 자료 없음

하지만 바로 그 ‘성적 자기결정권’이 인정되는 순간 그 침해 역시 부정되는 

이분법, 그것이 완전히 부정되어야만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만한 대상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는 논리를 통해 이들의 성적 피해에 대한 인정은 더욱 보수화 되

는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게 된다. 즉, 섹슈얼리티에 대한 통제 방식은 ‘자유’의 

대상을 확대하되 ‘보호’의 대상에 대한 심사는 보다 엄격해지는 방식, 즉 성적 

자유라는 추상적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폭력 피해의 보호 대상에서는 배제하는 

방식이 공고화 된다. 폭력 피해자로서 성인 여성은 1990년대 초반 ‘가정파괴범’
이나 ‘인신매매범’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지위에서 조차 사라지게 되고 자녀와 

스스로를 보호해야 하는 책임의 주체로 상정되기 시작한다(추지현, 2015; 권인

숙․이화연, 2011). 
셋째,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보호 담론이 강화되면서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

정권을 부정하며 통제하려는 시도가 등장한 것이다. 미성년자와의 성관계에서 

동의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미성년자 의제강간 및 추행

죄 대상 피해자의 나이를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상향하려는 움직임을 

통해서도 성폭력에 대한 엄벌주의 담론이 보호가치 있는 섹슈얼리티를 선별하

여 순결한 청소년기를 보호하되 이들을 남성중심적인 이성애 질서 속에서 규율

하려는 의도, ‘아버지의 법’을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Irigaray, 
1985: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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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하는 것이 그들을 보호하는데 오히려 걸

림돌이 된다는 보수적 지적들은 성폭력에 대한 엄벌주의 입법의 과정에서도 꾸

준히 제기되어 왔다. 2010년 11월 15일, 박보환 의원 등은 13세 이상의 미성

년자도 간음이나 추행에 대한 정상적인 동의능력을 갖췄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가 많다고 주장하며, 미성년자의 연령을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상향조

정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법 개정법률안(1809901호)을 발의하였다. 2010
년107)과 2012년108)에도 유사한 취지의 법률안이 지속적으로 발의되었지만 회

기내에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되어 오다가 위 연예기획사 사건을 기화로 201
5109)년과 2016년110)에는 또 다시 형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2015년 12월 3일, 국회에서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상향에 관한 토론회’
가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는 성폭력 피해자 중 10대가 차지하는 높은 비율과 

이에 따른 청소년 보호, 성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

졌다. 공청회의 지배적 분위기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의제강간의 연령을 상향해

야하고 이것이 사회적, 역사적으로 구성되는 연령의 의미에 부합한다는 것이었

다. 특히 연령 상향은 아동, 청소년 성폭력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 뿐만 아니라 

사법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해법으로 제시되기도 했다(한국여성변호사회, 
2015:8). 

하지만 이와 같은 움직임은 청소녀를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이들의 성적 자유

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일률적으로 부정하려는 보수적인 대응의 다름 아니었다. 
반성폭력운동단체들은 이러한 입법이 청소년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에 

충분한 나이가 아니라는 관점에 기반해 있으며, 이들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청소년들의 성관계나 성적 자유를 인정하기 싫어서 주장된 

것이라 비판111)했다. 그리고 문제의 핵심은 나이가 아니라 성폭력 피해자와 그 

상황에 대한 이해능력의 부족, 그리고 이것을 객관성으로 삼는 수사 및 재판기

관의 성차별적 법집행이라는 점을 지적했다(한국여성변호사회, 2015:28). 하지

만 피해자의 관점에서 사건을 재해석하고 남성의 시선으로 판단되는 ‘객관성’을 

의심하고 저항하려는 시도들은 이와 같이 청소년을 성적으로 순결한 상태로 보

호해야한다는 이와 같은 보수적인 담론들로 인해 부차화되었다.
107) 1810378호, 형법일부개정법률안
108) 1901742호, 형법일부개정법률안
109) 남인순 의원 등 12인은 또 다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19세 이상의 사람이 간음 혹은 추행을 

한 경우에도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미성년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성적학대로부
터 아동, 청소년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자는 내용의 형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110) 1918202호, 2000788호, 형법일부개정법률안
111) 2016. 3. 4, 일다, ‘의제강간 연령 상향하면 해결됩니까?’ 
    http://www.ildaro.com/sub_read.html?uid=7392&section=sc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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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보호가치 있는 피해자를 선별하는 섹슈얼리티에 대한 이중적 기준

과 해석은 문제 삼지 못한 채 청소년 보호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보호 대상의 

연령을 상향하는 일률적인 방식으로 처벌강화 시도가 지속되었다. 이는 성폭력 

처벌 강화가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보호가 아닌 아동과 청소년을 무성적 존

재로서 규율하고 보호하려는 가부장적 관점이 핵심에 놓여 있었음을 보여준다. 
성적으로 순결한 아동과 청소년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성폭력에 대한 

이해 확장이나 젠더 체계의 변화를 수반하지 않고도 대중 일반에 충분한 호소

력을 가졌다. 성폭력 처벌 강화 입법과 안전장치의 확장이 사생활 침해, 국가의 

형벌권 확장 등의 사회적 반발과 큰 갈등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지속, 반복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이는 ‘가정파괴범’ 등이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치안 기획의 중심에 놓일 수 있었던 20여년 전의 이유와도 같다. 

3. ‘법 감정’ 반영에의 요구와 엄벌주의 입법

1) ‘가해자�처벌=피해자�보호’라는� ‘법�감정’과�새로운�사법민주화의�

요구

그런데 아동, 청소년의 섹슈얼리티 보호나 심리학적 재범 위험성 담론이 범죄

자에 대한 치료나 사회복귀 도모의 관점보다 하필 엄벌주의 입법으로 이어지게 

된 데에는 피의자 등 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가 피해자 혹은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방책이라는 관점과 이러한 ‘법 감정’을 형사사법에 관철

시키는 것이 형사사법의 민주화의 방향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범죄와 처벌에 대

한 두 가지 관점이 작동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관점과 논리는 어떻게 대두될 

수 있었는가?
탈권위주의 기획으로서 사법민주화와 함께 피의자, 피고인의 인권 보장이 강

조되기 시작하면서 이에 대한 백래쉬 역시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예컨데 사형집

행이 중단되면서 사형제 폐지 논쟁이 재점화 되자 사형제 존치론자들은 국가의 

범죄 피해자에 대한 책무를 강조하기 시작했다. 강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피해

자의 충격과 보복감정을 감안할 때 가해자에 대하여 적절한 죄값을 치르게 해

야 하며, 가족해체나 경제적 손해 등 피해자의 인간다운 삶이 침해되는 상황에

서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응보 감정을 박탈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허일태, 
2006). 즉, 국가의 범죄 피해자에 대한 책무란 피해자의 고통을 고려하여 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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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하여 적절한 응보를 실현하는 것,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었

다. 이와 같이 엄벌주의는 피해자 보호와는 무관한 처벌 일변도를 의미하는 것

이 아니다(추지현, 2014; Garland, 2002; Stringer, 2014). 피해자의 고통과 상

처에 대한 공감은 피의자에 대한 응보와 처벌 강화 요구를 관철시키는 엄벌주

의 담론의 핵심적인 구성 요소로 동원되기 때문이다. 이는 처벌의 정당성이 자

의적 국가권력으로부터 범죄자의 자유권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우선하는 

국가-범죄자의 2자 관계에서 국가-피해자-범죄자의 3자 관계의 문제도 다뤄

지기 시작함을 의미한다.
민주화 직후, 대대적인 엄벌주의 입법과 치안 정책을 가져온 ‘범죄와의 전쟁’ 

당시만 해도 이와 같은 ‘피해자’ 담론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예컨대 특정강력범

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정 당시 문제가 되고 있던 인신매매, 가정파괴범 등은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흉악범죄로서 가정과 사회질서를 침해하는” 것으로 

명명되었다. 즉, 이들에 대한 처벌강화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나 피해자가 겪게 

될 고통에 대한 공감에 기반한 것이라기 보다는 이들로부터 사회를 방어하고 

가족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점에서 논의되었다. 당시 반성폭력운동

을 중심으로 이와 같은 남성중심적인 강간 통념을 비판하며 성폭력을 공론화 

시키려했던 점, 이러한 관점을 반영하여 마련한 구체적 대안들이 성폭력특별법 

제정 과정에서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당시 

처벌 강화를 정당화하는 지배적인 담론에서 중요한 요소는 ‘피해자’가 아니라 

‘가정’과 ‘사회’였다. 정권 교체 이후 본격화 된 사법개혁 프로그램들 역시 피고

인 및 피의자의 인권 보장을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피해자 보호에는 취약했다는 

평가가 등장할 정도로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처벌에 있어 피해자 관점의 

도입이나 이에 기반한 담론은 실질적 힘을 갖지 못했다(김선수, 2012:190; 한
승헌, 2014:414)112). 

하지만 사법민주화의 이와 같은 방향 설정은 오히려 형사사법절차에서 피의

자 및 피해자간의 권력 불균형에 대한 비판과 피의자 중심의 처벌 제도에 대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피의자 등의 인권 보호 담론의 반동으로서 처벌에 

대한 이와 같은 패러다임 변화는 피의자의 얼굴공개를 둘러싼 논쟁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형법 제126조에서는 공소제기 전 피의사실의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112) 피해자학의 연구 증가 역시 ‘피해자’가 하나의 정체성을 가진 집단으로서 대두되기 시작했음을 반
증한다. 피해자와 관련한 학계의 연구들은 법학의 이론들을 검토하는 것을 중심으로 1960년대 이
래 꾸준히 발표되어 왔다. 하지만 ‘피해자’를 키워드로 Riss에 등록된 연구들을 검색한 결과, 1990
년대 10년간 268건이던 연구는 2000년대 들어 800여건에 달한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1992
년 한국피해자학회가 발족하고, 실증적인 범죄피해조사연구가 실시되면서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을 
중심으로 피해자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김지선, 2009; 김용세·류병관,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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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2항에서는 수사관계자가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각 1953년과 

1954년 법 제정 당시부터 구비되어 온 이와 같은 규정들은 실제 수사 절차상에

서 이것은 지켜지지 않는 것이 통상적이었다. 권위주의 시기는 물론 심지어 민

주화 이후에도 TV에서 유죄 판결을 받기 이전, 수사단계에 있는 피의자의 얼굴 

공개는 물론이고 신문지면 상에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것은 다반사였다. 1994년
의 지존파 사건113), 1996년의 막가파 사건114) 등에서도 피의자들이 검거되어 

경찰서로 이송되거나 현장검증을 하는 과정은 여과 없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115). 

113) 1993년 7월부터 20대 6명이 지존파를 결성하여 5명을 연쇄 살인하고 전남 영광군 소재의 
대지에 아지트를 마련해 지하에 감금용 철장과 사체소각용 화덕을 설치하여 사체를 훼손한 
사건이다. 이들에게는 모두 1995년 사형이 집행되었다(1996. 10. 30, 동아일보, “빗나간 
‘막가파’ 인생관”).

114) 1996년, 20대로 구성된 폭력조직이 술집 여주인을 납치 후 생매장해 죽인 사건이다(1996. 
10. 30, 동아일보, “빗나간 ‘막가파’ 인생관”).

115) 1998년까지 ‘검거’라는 키워드로 신문 기사를 검색하면 이와 같이 극악한 범죄자가 아니라 하더
라도 체포된 피의자의 이름은 물론 나이와 상세 주소, 직업, 전과까지 병기되어 있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후 이러한 관행은 급격히 사라졌고 때문에 2002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범죄수
사 절차상 피의자에 대한 인권침해 현황을 실태조사 하고 대책을 제안했을 당시만 해도 경찰과 

그림 23 1994년 9월, 지존파 현장검

증

출처: 한국경찰사5(경찰청, 2006)
피의자들의 얼굴과 포승을 찬 모습이 모

두 적나라하게 공개되었다.

그림 22 검찰로 송치되는 

유영철의 모습 

출처: 2004. 7. 26, 연합뉴스, 
‘연쇄살인 피의자 유영철 검찰

로 송치’
얼굴은 물론 수갑을 찬 팔목까

지 가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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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와 같은 분위기는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급격하게 변화한다. 형
사사법 절차상 피의자 및 피고인의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절차들이 정비되

면서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의 얼굴을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물론이고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수사 중인 피의자의 신상을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찾아보

기 힘들게 되었다. 법률과 정책상의 변화가 없었음에도 이러한 관행은 빠르게 

자리잡아 갔다. 당시 청소년 성매수자에 대한 신상공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었

지만 그들의 얼굴 공개는 구체적 방법으로 고려조차 되지 않았다(국가인권위원

회, 2004:655).
그런데 이와 같은 피의자 인권 보호에의 강조가 피해자의 그것과 형평에 맞

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기 시작한다. 사회적 이목을 끄는 강력사건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던 김대중 정부 시기에는 이러한 비판이 가시화되지 않았지만, 
2004년, 21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범 유영철 사건을 계기로 ‘흉악범’에 대한 얼굴

공개 논란이 본격화되었다(이상명, 2013). 현장검증을 나가기 위해 경찰서 포

토라인에 선 유영철은 모자를 덮어쓰고 마스크로 눈 밑까지 가린 상태였다. 경
찰은 기소가 되기 전까지는 아무리 범죄자라 하더라도 인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피의자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마스크를 착용토록 하

였다고 밝혔지만116) 21명이나 살해한 희대의 살인범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궁

금증, 그리고 분노로 인해 극악무도한 살인범의 얼굴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이

해할 수 없다는 목소리 역시 커졌다117). 더구나 유영철 역시 얼굴을 공개하라

는 요구에 ‘나도 인권이 있다’며 거부했기 때문에 국민적 분노는 더했다. 결국 

경찰은 그를 설득하여 구치소로 이송되기 직전 마스크를 벗고 모자만 쓴 모습

을 공개했다118).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정작 피해자 보호에는 불성실하다는 비판 역시 가해졌

다. 경찰은 사건 피해자들이 모두 유흥업소 종사자라 발표하며 피해자들에게 피

해 발생의 문제가 있는 듯 한 발언을 했고 유영철의 전 부인의 신원이 외부에 

노출되기까지 했다119). 경찰이 2004년부터 범죄피해자대책실을 운영하기 시작

하며 ‘피해자 중심 수사시스템’ 구축을 강조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찰

의 피해자 지원이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라는 비난까지 등장했다120). 
경찰이 수사권 조정에의 요구 속에서 피의자의 인권 보호를 앞세우며 오히려 

검찰의 피의자 얼굴 등의 공개로 인한 문제는 지적되지 않을 정도였다(국가인권위원회, 2003).
116) 2004. 7. 19, 스포츠조선, “희대의 살인범 유영철, 마스크 착용 왜 했나”
117) 2004. 7. 21, 서울신문, “유영철 ‘나도 인권 있다’”
118) 2004. 7. 21, YTN, “유영철 마스크 벗고 얼굴 공개”, 2004. 7. 27, 경향신문, “발길질 경

찰관 중징계.. 네티즌 미흡하다 비판”
119) 2004. 7. 27, YTN, “피해자 보호대책도 허점”
120) 2004. 7. 26, 내일신문, “연쇄살인사건 피해자 인권은 뒷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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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 대한 구제책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비판은 그 해 12월, 밀양여중

생 성폭력 사건121) 수사 과정에서도 반복되었다. 지속적이고 악랄한 범행 수법

의 집단 성폭행에 대한 사회적 분노가 들끓었고 서울에서도 철저한 수사를 촉

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릴 정도의 사건이었다122). 경찰은 이 사건에서도 청소년

이었던 당시 피의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모자와 마스크를 씌어주며 이들의 

얼굴을 가렸다. 가해자들이 소년이기 때문에 장기간의 실형에 처해지지 않을 것

이라는 점에 대한 분노가 더해지면서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인권 보호만 중

요하게 간주되는 것에 대한 비난의 여론이 빗발쳤다. 
반면 경찰은 피해자를 비난하고 그들의 인적 정보를 노출시켰으며, 심지어 가

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협박에 아무런 대처 조차 하지 않았다. 더구나 진술녹화

나 여경 배치 없이 피해자와 가해자를 동석시키는 등의 수사 관행까지 반복했

다. 이로 인해 여성부가 수사과정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이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현장조사에 착수하며, 국회에서도 열린우리당 방문단과 한나라당 진상조사단이 

꾸려지며 진상조사와 대책을 요구하고 나설 정도였다123). 네티즌들은 급기야 

초대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강지원 변호사에게 피해자를 위한 무료변

론을 요구하기에 이르렀고 결국 그가 이를 자청하고 나설 정도로 여론이 악화

되었다124). 경찰 역시 유영철 사건과 밀양여중생 성폭력 사건을 경찰 역사상 

피해자 인권보호에 충실한 수사를 요구하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게 된 가장 

큰 계기로 평가하고 있을 정도로 당시 피해자와 피의자의 인권 보호의 불균형 

문제에 대한 비난은 상당했다(경찰청, 2006:1121)125). 
피해자 및 피의자의 인권 보호가 양립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피의자의 인권 보호를 강조하는 것은 마치 피해자

121) 2004년 12월 7일, 울산지방경찰청은 ‘밀양연합’이라는 서클을 결성한 뒤 전화나 인터넷으로 
알게 된 여학생들을 유인해 성폭행과 금품갈취를 일삼아 온 고등학생 44명을 구속했다(2005. 
12. 8, 울산CBS, “밀양집단성폭행 사건 그 후 1년.. 아물지 않은 상처”). 이들은 둔기를 휘둘
러 여중생을 실신시켜 여인숙으로 끌고가 강간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협박하며 윤간 
하였으며, 피해 여성의 언니와 동생까지 성폭력의 대상으로 삼았다( 2004. 12. 7, 경향신문, 
“여중생 수십차례 성폭행, ‘나쁜 녀석들’”).

122) 2004. 12. 12, 오마이뉴스, “네티즌들 ‘밀양성폭행’ 항의 촛불행사”, 2004. 12. 13, 동아일
보, “네티즌들 철저수사 촉구 촛불집회”

123) 2004. 12. 14, 부산일보사, “성폭행 수사 인권유린 국회, 인권위 현장 조사”
124) 2004. 12. 12, 연합뉴스, “강지원씨, 성폭행 여중생 무료변론 나선다”
125) 이로 인해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대책 역시 마련되기도 했다. 경찰은 '인권보호를 위

한 경찰관 직무규칙’을 만들어 피의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신분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장면이 촬영되지 않도록 했다(2008. 10. 15 시행, 경찰청훈령 제531호). 또한 성폭력범죄
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역시 개정되어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 금지 의무, 피해
자 조사시 전담 조사관 동석, 신뢰관계인의 동석 의무화 등 수사절차상 피해자 보호를 위
한 장치들 역시 대대적으로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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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권을 간과하는 처사로 간주하는 관점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피의자의 인권

이 피해자의 인권보다 우선시 되어서는 안되며, 피해자의 고통을 이해한다면 피

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은 제한될 필요가 있고, 피의자에 대한 적

절한 응보와 명예형을 부과하는 것도 정당화 될 수 있다는 목소리는 2006년 용

산 아동 성폭력, 살인사건, 2007년 혜진, 예슬 살인 사건, 2008년 조두순 사건 

등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강력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반복하여 등장했다

(추지현, 2013; 김일수, 2010b; 이경재, 2010; 이덕인, 2011). 범죄심리학자들 

역시 이러한 관점을 지지하고 나섰다. 피의자의 인권 제한은 피해자 인권 보호

와의 형평, 그리고 이를 통해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국민 일반의 안전 확

보와 그들의 알 권리 보호라는 측면에서 정당화되었다126). 
급기야 2009년 군포 연쇄 살인사건이 발생하자 국민의 알권리, 흉악범의 인

권보다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우선이라는 등의 이유로 언론사가 먼저 피의자 

강호순의 얼굴을 공개해버린다. 조선일보는 2009년 1월, “독자여러분께-범인 

사진을 공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강호순이 1998년 자신이 기르던 

개와 함께 찍은 사진을 전격 공개했다. 범죄 방지의 공익이 크다면 얼굴을 공개

해야 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중앙일보 역시 흉악범 발생을 막는다는 이유로 같

은 사진을 공개했다127). 경찰 역시 2008년 ‘묻지마 살인’ 사건128) 당시만 하더

라도 피의자를 언론에 공개하면서 모자와 마스크를 씌워 얼굴이 노출되지 않도

록 애썼지만, 2010년 강간 살인범 김길태가 검거된 직후에는 그의 얼굴을 공개

했다129). 당시 경찰청이 피의자 보호를 위해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

126) 대중적 인지도를 높여가던 당시 경찰대학교 표창원 교수는 2008년 10월 언론과의 인터뷰
에서 경찰이 인권 보호에 소홀했다는 도덕적 비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피의자 신상 공
개에 있어 지나치게 소극적이고 비겁하다고 비판하면서 이와 같이 가해자, 범죄자에 관심
을 두고 있는 사이 범죄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들은 후유증에 시달리며 소외된다는 점을 
강조했다(2008. 10. 22, 동아일보, “표창원 교수, 묻지마 범죄 피해자 주거대책도 ‘묻지마’
라면 곤란”). 경기대학교 이수정 교수 역시 비슷한 시기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피의자의 
신원공개로 얻을 수 있는 사회 보호의 목적과 피의자 인권이라는 흑백 논리적인 이슈에서 
전자가 훨씬 더 가치 있는 상황이라면 언론사 기준에 따라서 공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
다“고 말했다(2009. 2. 1, 뉴시스, “흉악범 얼굴공개, 살인범 강호순 얼굴 언론 공개..논란 
다시 수면위로”).

127) 2009. 2. 1, 뉴시스, “흉악범 얼굴공개, 살인범 강호순 얼굴 언론 공개..논란 다시 수면위로”
128) 경찰은 서울 논현동 고시원에서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사람들 6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방화·살인 피의자 정모 씨(31·무직)를 언론에 공개하면서 검정색 야구 모자
와 마스크를 씌워 얼굴이 노출되지 않도록 애썼다(2009. 2. 1, 뉴시스, “흉악범 얼굴공개, 
살인범 강호순 얼굴 언론 공개..논란 다시 수면위로”). 

129)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국민의 알권리와 범죄예방을 위해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것을 내용
으로 2010년 4월 15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0256호, 2010. 4. 15 
개정, 시행)이 개정되어 ‘범죄자’가 아닌 수사단계의 피의자에 대하여 얼굴, 성명, 나이 등 신
상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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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을 제정하고서 얼굴 비공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스스로 깨뜨렸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지만(이상명, 2013), 피의자의 프라이버시나 인권은 이미 대중에

게 호소력 있는 논거가 되지 못했다. 형사절차상 피의자의 인권 보호를 이유로 

이들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의 가치로 받아들여졌던 것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국한되는 것으로서, 오히려 이는 한국 역사상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형사사법에서 인권 담론의 확장은 피의자는 물론이고 피해자의 인

권 보호에 대한 요구 역시 확장시켰다. 국가폭력의 피해자로서 국민적 공분과 

관심을 환기시키는 주된 ‘피의자’ 혹은 ‘피고인’은 ‘정치범’, ‘사상범’, ‘공안사범’
으로 호명되는 자들에서 점차 ‘흉악범’으로 변화해 갔다. 그리고 이들 범죄자로

부터 피해자 그리고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담론은 처벌 및 안전 강

화 두 가지에 대한 요구를 강화시키게 된다. 한국사회의 엄벌주의 경향은 권위

주의 시기 법치와 질서를 강조하던 국가의 형벌 포퓰리즘의 결과와 그 지속, 즉 

연속선상에서 진화되어온 것으로 이해되곤 하지만(김일수, 2012; 홍성수, 
2012), 오늘날의 그것은 이와 같이 피해에 대한 두려움과 치명성을 기반으로 

한, 철저하게 아래로부터의 처벌 강화 요구를 반영하고 그것을 정당성의 근거로 

삼는 정책이라는 점, 그 결과 처벌은 국가-피고인 2자 관계가 아니라 국가-피

고인-잠재적/피해자의 3자 관계 속에서 이해되고 있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피해자와 피의자의 인권을 상호 대립적인 것, 제로섬으로 상정하는 이와 같은 

관점, 피해자의 고통과 상처를 고려할 때,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가 불가피하

다는 응보의 감정은 얼굴공개 뿐만 아니라 처벌 강화 담론을 추동하는데에도 

동원되었다. 대표적으로 2008년 조두순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의 핵심은 피

해자가 겪게 될 정신적, 신체적 고통에 비해 12년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비판

이었다. 피해의 치명성과 불가역성은 피해자에 대한 공감의 외양으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정당화 하는 자원으로 도구화되기 시작했다. 이것은 미디어나 

대중 일반의 태도만은 아니었다. “가해자는 국가에서 재워주고 교육까지 시켜주

지만 피해자는 심리 상담은 커녕 기초적인 피해 회복조차 못하고 있다”는 주장

은 국회에서도 가해자에 대한 처벌강화책 도입을 지지하는 논거로 등장했다130). 

검찰 역시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는 처벌을 위해서는 피해로 인한 치명성과 

심각성이 양형기준의 개선안으로 추가되어야 함을 주장했다(대검찰청, 
2013:117). 2012년 여주에서 발생한 4세 여아 성폭력 사건131)에서도 검찰은 

피해자나 가족들이 엄청난 고통에 시달려야 하는 상황임에도 현재 양형기준은 

130) 2009. 9. 17, 18대 국회 284회 2차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44쪽.
131) 2012. 12. 31, 한국일보, “아동성폭력 추방 모임, ‘발자국’ 만든 전수진, 김혜원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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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행위 자체만을 고려할 뿐 그에 따른 추가적인 피해 상황에 대하여는 참작

사유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점을 비판하며 양형의 가중요소로 성범죄 피해로 인

한 여파에 대한 참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대검찰청, 
2013:118-120).  검찰은 징역형의 상한을 상향하는 등 형법 개정이 이뤄진 직

후에도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이를 반영한 양형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한 일

련의 회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장과 상황을 양형 인자로 적극 반영하고자 했

다. 나아가 범죄로 인한 심리적, 정신적 피해나 충격으로 인한 자살, 경제적 파

탄 등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들에 대하여도 ‘피해가 심각한 경우’로 

고려해야 하며, 이것을 양형의 특별가중인자로 추가하고 집행유예의 부정적 참

작사유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대검찰청, 2015b:253). 그리고 

양형기준 자체가 법원도 검찰도 아닌 국민의 관점에서 명확하고 공정하게 되어

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것이 사법불신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이라 평가

했다(대검찰청, 2015b:246). 

2) 처벌의�불평등과� ‘법�감정’

그런데 사법부의 온정적 처벌에 대한 비판과 ‘법 감정’을 반영하는 처벌에의 

요구는 아동 성폭력 보호와 ‘피해자’라는 정체성을 자원으로 삼는 안전 담론을 

통해서 대두된 것은 아니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어구가 대변하는 바와 같

이 이미 한국사회에서 처벌의 불평등 문제는 사법 불신의 핵심적 요소로 공유

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3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법민주화의 과정에서 양형

기준이나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법 감정’을 반영하고자 했던 이유가 여기 있다. 
특히 ‘법 감정’이 그간 상대적으로 ‘온정적’ 처벌의 대상이 되어오던 자들에 대

한 처벌 강화를 의미하게 된 데에는 처벌의 불평등에 대한 문제의식이 자리하

고 있었다.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2006년 4월 론스타 사건132)을 둘

러싼 구속의 문제와 이를 반영한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이다.
법원은 2006년 4월부터 11월까지 론스타 사건과 관련하여 주가 조작 혐의를 

받고 있던 피의자 3명 중 2명에 대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고, 
기각된 3명에 대하여 11월 대검찰청이 다시 영장청구를 했지만 모두 기각했다. 
이러한 영장 기각은 국회가 법원행정처장의 긴급현안보고를 받을 정도로 사회

132) 2003년 외환은행의 최대주주가 된 론스타 펀드에 외환은행이 매각된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
가 진행되었다. 검찰이 박상배 전 산업은행 부총재와 이성근 전 산업은행 투자본부장에 대하
여 외환은행 헐값매각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각하였다. 당시 대검 채동
욱 수사기획관은 현찰이 오가는 로비 사건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2006. 4. 18, 연합뉴스, “일문일답, 대검 채동욱 수사기획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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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이슈가 되었다. 반복된 영장 기각이 오히려 론스타 사건에 대한 의혹을 더욱 

가중시키면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잇따랐다133). 특히 영

장 기각은 곧 이 사건에 대한 불충분한 재판 의지로 읽히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국회에서도 강도범, 살인범과는 달리 화이트 범죄에 대하여 여전히 법원

이 온정주의적 태도를 보이면서 그들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

유로 구속 여부에 있어 형식적 요건을 강조한다는 것이 더 큰 비난의 쟁점이 

되었다134). 
형사소송법 개정을 둘러싸고 검찰과 법원의 반복된 갈등을 바라보던 국회에

서는 그간의 사법개혁 프로그램들은 유전무죄무전유죄, 전관예우, 사법부와 검

찰의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요구 사항들일 뿐, 검찰이나 법원 어느 한 쪽에 힘

을 실어주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점, 그간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독립성이 강화

되어야 하는 필요성 때문에 국민들이 “마지못해 검찰이 아닌 사법부의 편”을 들

었을 뿐이라며 사법부가 통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세속화 되었다는 점에 대한 

비판이 노골적으로 등장했다135). 또한 론스타 사건과 같은 영장 기각은 그간 

검찰이 공소 제기와 수사권을 남용한 전례로 인해 사법부의 불신이 커진 결과

라며 검찰의 상황 역시 “자업자득”이라는 비판까지 등장하기도 했다136).
영장 기각이 반복된 2006년 11월부터 2007년 6월까지 론스타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국회에서 지속적인 문제 제기의 대상이 되었다137). 당시 국회 

내부에서도 이견이 제시되기도 했지만138), 무엇보다도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 국민들에게는 반사회적 행위의 정도가 심한 중죄인들은 구속해

야한다는 ‘법 감정’이 있고, 잡범들은 3회면 구속인데 반해 오히려 구속이 있어

야 실체적 진실 파악이 용이한 화이트칼라 범죄의 경우 전관예우를 통한 변호

사 선임, 합의나 공탁 등을 이유로 석방되는 것을 방관한다면 사법 불신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점에 중론이 모아졌다139). 

133) 2006. 4. 14, YTN, “론스타 의혹 규명하라, 촛불집회 열려”
134) 2006. 11. 17, 17대 국회 262회 19차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7-8쪽. 
135) 2007. 4. 26, 17대 국회 267회 4차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30쪽.
136) 2007. 4. 26, 17대 국회 267회 4차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12쪽, 18쪽, 29쪽.
137) 2006. 11. 16, 17대 국회 262회 18차 법제사법위원회; 2006. 11. 20, 262회 20차 법제

사법위원회, 2006. 11. 21, 262회 21차 법제사법위원회; 2006. 11. 22, 262회 22차 법제
사법위원회; 2007. 2. 13, 265회 1차 법제사법위원회; 2007. 2. 14, 265회 2차 법제사법
위원회; 2007. 2. 27, 265회 5차 법제사법위원회; 2007. 3. 22, 266회 3차 법제사법위
원회; 2007. 4. 26, 267회 4차 법제사법위원회

138)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는 현행 헌법상 무죄추정의 대원칙이 선언되어 있으므로 증거 
인멸, 도주 염려, 주거부정이라는 절차상의 사유만을 구속의 사유로 고려해야만 하며 판결이 
나지 않은 수사단계에 있어서 실체적인 사유를 이유로 구속 여부를 결정해서는 안된다는 반
론이 제기되기도 했다(2007. 4. 26, 17대 국회 267회 4차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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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도 “피고인과 그 가족들의 눈물도 배려해야 되겠지만 무고한 피

해자와 그 가족들의 아픔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는 엄벌주의 담론이 법

원의 높은 구속영장 기각율을 비난하는 논거로 작동하기도 했다140).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보수적인 변론은 반복되었다. 2006년 11월 17

일, 법원행정처장은 사법부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에 따라 엄정한 심사를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고, 그간 형사소송법상의 구속 기준을 구체화하

여 실형기준의 원칙을 마련했으며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과 그의 생활상 불이익

을 감안한 불구속 원칙의 확대, 형사정책적 고려에 의한 인신구속의 자제 등을 

세부기준으로 정하여 인신구속 업무를 처리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위 사건

에 대한 영장 기각 역시 그간의 기준에 부합하는 결과였다고 반박하며 비난을 

샀다141).
2007년 4월 16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미 발의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검토하면서 구속사유를 확대하는 것에 합의에 이른다. 그리고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하여 법 조

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142). 그리고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2007년 

4월 30일, 법제사법위원회가 직접 형사소송법 개정 법률안(176531호)을 마련

하여 구속의 사유로서 재범의 위험성과 범죄의 중대성을 추가한다. ‘거물 피의

자’의 경우 중대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영장이 기각되어서 국민적 비난

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중대 사안의 경우는 구속할 수 있도록 

그 사유로 명기하자는 논의가 반영된 것이었다143). 즉 ‘재범 위험성’은 실제 재

범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아닌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법 감정’의 다름 아니었다.
즉, 이 시기 구속 사유의 변경과 ‘법 감정’은 그간 지속되어 온 전관예우나 처

벌의 계급성에 대한 불만, 그리고 검찰과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가져온 결과였

다. 특히 여기에는 일련의 사법개혁 프로그램이 사법부나 법무부의 주도로 진행

되어 온 것에 대한 국회의 불만 역시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주도하는 

사법개혁 안에 이를 세부적으로 추진하는 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만들

어 입법안을 발의하고, 이후 국회가 이를 검토하는 방식은 형사사법의 행위자들

이 국회를 설득, 압박하는 정치적 전략을 행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되었고, 
139) 2007. 4. 16, 17대 국회 267회 2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회의록, 3, 9, 14, 61-64쪽.
140) 2006. 10. 30, 17대 국회 262회 법제사법위원회(법무부 등) 회의록, 37-38쪽.
141) 법원행정처장은 이 자리에서 발부와 기각 사이에 중간 영역인 조건부 석방제도와 같은 제

도가 도입된다면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당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사
개추위 안을 반영하여 마련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속히 처리되기를 기대한다는 의견을 밝
혔다(2006. 11. 17, 17대 국회 262회 19차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2-6쪽).

142) 2007. 4. 17, 17대 국회 267회 3차 법제사법 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회의록, 1쪽.
143) 2007. 4. 26, 17대 국회 267회 4차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12쪽, 18쪽, 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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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형사사법의 공급자들인 법조계의 주도로 개혁이 진행되어 왔기 때문

이다(이국운, 2012:252). 정권교체 이후 사법개혁 프로그램들이 본격화 되었지

만 시민사회를 아우르는 정치적 과정을 거치지 못한 채 진행되고 국회 역시 이

에 적극 참여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처벌의 불평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담지

한 국민의 ‘법 감정’은 국회가 그들 주도로 새로운 사법민주화를 드라이브 할 

수 있는 충분한 유인이 되었다.

3) 엄벌주의�입법의�연쇄:�형벌과�보안처분의�확장

(1) 국회의�포퓰리즘적�입법

이와 같이 성폭력 피해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고, 잠재적/피해자가 겪

게 될 고통에 상응하는 가해자에 대한 응보와 안전 확보를 핵심으로 하는 가 

관철되도록 하는 ‘법 감정’이 확대된다. 그리고 처벌이 이와 같은 ‘법 감정’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2000년대 중반 이후 형사정책은 엄벌주의

적으로 변화하게 된다. 즉, 국가권력의 남용으로부터 피고인,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보다 이들로부터 잠재적/피해자를 보호하겠다는 목소리가 더 큰 힘

을 얻게 되는, 형사정책의 패러다임 변화가 가시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2004년 12월, 밀양 여중생 성폭력 사건, 2006년 2월, 용산 초등학생 살인 사

건 등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 사건이 언론화되면서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

하지 못하는 법원의 ‘온정적’ 처벌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2004년 12월 알려진 밀양 여중생 성폭력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

뤄졌거나 고소가 되지 않은 가해자들을 제외하고 20명에 대하여 모두 소년부 

송치 결정이 내려졌다144). 1년여에 걸쳐 집단 강간을 자행한 가해자들이 소년

이라는 이유로 소년부로 송치되었지만, 판결의 과정이 그간의 성폭력 처벌 관행

을 여실히 보여준다는 점에서 사법부에 대한 비판이 확대되었다. 당시 밀양성폭

력사건 대책위원회는 “유독 강간 사건에만 관대한 사법부”의 판결 관행, 피해자

의 의사와는 무관한 아버지의 합의사실을 양형에 적극 반영한 점, 피해자가 “평
온한 학교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피해가 경미한 것처럼 판단한 점, 1년간

144) 당시 울산지검에서는 특별수사팀을 꾸려 경찰이 송치한 피의자 44명 가운데 10명을 기소하고 20
명을 소년부에 송치했다. 나머지는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고소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했다. 법원은 기소된 10명에 대하여도 모두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다. 
소년부로 송치된 가해자들 가운데 결국 5명만이 소년원 송치 결정이 내려졌다(2005. 12. 8, 울산
CBS, “밀양집단성폭행 사건 그 후 1년... 아물지 않은 상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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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반복적 범행을 “우발적”인 것으로 인정한 점, 소년부 송치로 인해 피해자의 

불복이 불가능한 점, 가해자의 진심 어린 반성을 담보할 장치와 피해자의 피해

로부터의 극복을 위한 조치들이 함께 수반되지 못한 점 등을 비판하였다145). 
하지만 당시 가해자들이 소년법상의 소년들이었다는 점은 엄벌주의적 정책 도

입을 제한하는 요인이 되었다. 소년의 경우 사회복귀와 재사회화의 기회를 주어

야 한다는 국친사상, 즉 국가가 이와 같은 소년 범죄자들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가부장의 관점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직후 용산 사건으로 인해 사법부의 온정적 처벌에 대한 비판 여론은 다시 대

두되기 시작했다. 2006년 2월, 서울 용산구에서 신발가게를 운영하는 남성이 

인근 비디오 대여점에 테이프를 반납하러 온 11살의 초등학생을 유인해 추행하

려다 흉기로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사건이다. 이 사건의 가해자가 아동 대상 

강제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 9범의 성범죄자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여성 및 아동 보호단체들은 법원의 반복된 집행유예, 그리고 재범자에 대한 관

리 강화 두 가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즉, 이 시기에는 반성폭력 운동단체들 역

시 아동 보호와 재범자 관리라는 측면에서 안전 장치의 확대에 적극적이었다. 
심지어 가해자와 그 가족의 인권에 대한 고려로 성범죄자의 신상공개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개

해야 할 신상 범위를 확대할 것을 요구하기까지 했다146).
경찰 역시 집행유예 선고의 관행을 비판하면서, 보호관찰을 판사의 결정이 아

닌 법률을 통해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며 법원의 판결 관행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147). 검찰은 이 사건을 통해 법원의 

처벌 관행이 “온정적”이었음을 비판하며 가해자에 대하여 사형을 구형하고, 사
체 유기를 도운 가해자의 아들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148). 1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아동 성추행 죄로 집행유예인 상태에서 같은 범행을 또 저질

렀고, 법률에 “온정주의”가 만연해 있기 때문에 이런 범죄가 또 일어났으므로 

145) 2005. 4. 12, 밀양성폭력사건 대책위원회, ‘밀양성폭력사건 재판부 판결에 따른 대책위의 입장’. 
146) YMCA 아하! 청소년성문화센터, 서울YWCA,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용

인성폭력상담소, 청소년을위한내일여성센터 등은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청소년과 어린이 성폭력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촉구대회를 펼치면서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 성명에서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재범자에 의해 일어나고 있다는 점, 신상공개 제도로는 이웃에 버젓이 
살고 있는 범죄자 조차 식별할 수 없다는 점, 학부모로서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공개 정보
에 주소지와 사진 등 상세정보를 공개할 것을 주장했다(2006. 2. 21. “우리 자녀를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싶다. 청소년성보호법 강화하라!!”, 한국여성민우회 홈페이지, 
http://www.womenlink.or.kr/statements/2251?page=41).

147) 또한 여성가족부는 2006년 서울 용산 사건 피해자의 장례식이 치러진 2월 22일을 '아동 성폭력 추
방의 날'로 제정했다(2006. 2. 22, YTN, “’아동 성추행, 성폭행으로 간주해 처벌해야”).

148) 2006. 3. 30, 연합뉴스, “용산초등생 살해범에 사형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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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을 통해 아동 성범죄를 예방하는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149). 언
론 역시 “죽은 딸아이는 말이 없는데 범인들의 진술만 들어야 한다는 점이 참

담하다”는 피해자 아버지의 인터뷰를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유족들이 느낄 고통

에 호소하며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지지하는 논조의 보도를 쏟아냈다150). 
2006년 4월 13일, 법원은 주범에게는 무기징역(성폭력/살해)을, 공범인 아들

에게는 징역 3년(사체유기)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해자의 범행

이 반인륜적 범죄이며 그로 인해 가족들이 겪는 고통을 인정하면서도 가해자의 

범죄가 의도적이지 않았고 이후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법정 최고형인 사

형에 대한 의미를 덧붙이며 이와 같이 선고했다. 김대중 정부 이후 사형 집행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에서 무기징역의 선고는 법원으로서는 가장 강력한 처벌을 

내린 것이었다151). 당시 재판을 방청한 강금실 전법무부장관 역시 무기징역 선

고가 법원의 과감한 결정이라 평가할 정도였다152). 
하지만 이러한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온정적’이라는 비판은 계속되었다. 이 

사건 직후로도 2007년 3월 제주 초등학생 성폭력, 살인 사건153), 2007년 12
월, 안양 초등학생 성폭력, 살인 사건154), 2008년 3월, 일산 초등학생 납치 사

건155) 등이 잇따르자 집행유예와 벌금형의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비난은 다시 

반복되었다. 2008년 9월, 조두순 사건156)으로 인해 이것은 결정적으로 증폭하

게 된다. 2009년 1월, 그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되자 법원 뿐만 아니라 무기징

149) 2006. 3. 31, 쿠키뉴스, “용산초등생 성추행 부자에 사형, 징역 5년 구형”
150) 2006. 2. 28, 국정브리핑, “성범죄, 보다 엄정한 대책 강구돼야”
151) 2006. 4. 13, 한겨레, “용산 초등생 살해범에 무기징역 선고..‘사형제’ 논란 가열될 듯”
152) 2006. 4. 13, MBC, “용산초등생 살해범, 무기징역... 항소”
153) 2007년 4월, 제주에서 초등학생이 하교길에 집 앞에서 사라진 뒤 숨진 채 발견되었다. 범

인은 아동 대상 범죄경력이 있는데다 성폭행 후 살해하여 사체를 유기하였다(2007. 4. 
25, 내일신문, “아동청소년 성범죄 솜방망이 처벌 유감”).

154) 2006년 12월, 경기도 안양에서 정성현은 초등학생 2명을 유괴한 뒤 살해 후 시신을 토막내 
야산에 유기하였다. 이후 수사과정에서 군포 여성 실종, 살해 사건 역시 그의 여죄로 밝혀졌
고, 2008년 6월 18일, 미성년자 약취, 유인, 강간미수, 살해 혐의로 사형이 선고되었다
(2008. 6. 18, 한국경제, ‘수원지법, 안양초등생 살해범 사형 선고“).

155) 2008년 3월, 경기도 일산에서 초등학생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납치하려다 실패하고 도주한 사건으
로, 가해자는 성범죄 전과자로 당시에도 성폭력을 목적으로 납치를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2008. 4. 
1, 한국경제, “일산 초등학생 납치 미수 용의자 검거.. 상습 성폭행 전과자”).

156) 2007년 12월 11일, 당시 57세였던 조두순은 8세 초등학생을 경기도 안산시의 한 교회 화장실로 
끌고 가 목 졸라 기절 시킨 뒤 강간하였다. 언론은 이로 인해 피해자의 장기가 신체 밖으로 노출되
고 생식기가 훼손되는 등 영구적이고 심각한 상해를 입게 되었다며 그 외상을 강조하며 보도했다.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은 사건 발생이 훨씬 지난 2008년 9월경이다(연세대학교 법과대
학, 2010). 보도 직후 온라인 상에서는 피해자의 “여성으로서의 삶”을 마감시킨 가해자에 대한 분
노가 들끓었고 포털 사이트 다음의 아고라에 만들어진 ‘아동 성폭행은 살인 행위, 법정 최고형에 처
하라’는 청원에 7만 5,000여명이 동참하였다(2009. 9. 29, 한국경제, “9살 여아 성폭행, 조두순 
사건, 8만 네티즌 법정 최고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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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을 구형한 이후 항고하지 않은 검찰에 대한 비난까지 더해졌다. 이 사건 직후 

국회에서는 양형이 “법관이나 검사의 전유물”로 간주되는 세태에 대한 지적과 

함께 법관들의 부적절한 언행과 자질 부족에 대한 비난까지 제기되었다157). 가
해자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하였으나 결국 기각되어 형이 확정되었고, 5년간

의 신상정보 열람, 7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역시 명해졌다.
일련의 범죄 사건 발생이라는 역사적 우연성, 그리고 이에 대한 처벌 강화 입

법을 통해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국회의 발 빠른 대응은 엄벌주의 입법

에 주요하게 작동했다. 법원의 양형 관행에 대한 비판적 분위기가 고조되자 국

회에서는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국민의 ‘법 감정’을 반영한다는 명

분으로 처벌 강화를 위한 발의안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정권교체 이후 사법개혁 

과정에서 주요한 정치적 행위자로서는 소외되어 온 입법부158)는 이제 국민의 

‘법 감정’을 반영하는 것을 새로운 사법민주화의 핵심 과제로 설정하며 이를 드

라이브하는 주도적 위치를 점하게 된다.
그림24에서 언론보도와 법률안 등장간의 변화추이가 같은 패턴을 보이는 점

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회의 이러한 입법은 특정 성폭력 사건이 언론을 통해 

이슈화되고 처벌 강화 여론이 확산된 기회에 부응한 결과였다. 국회의 발의안을 

통해서도 당시에 이슈가 되었던 사건들이 입법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표24은 법 개정의 동인이 된 사건들을 국회 발의안의 제안내용

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다.
국회에서 발의된 성폭력 관련 법률안은 2005년 이후 대폭 증가한다159). ‘시

국치안’과 함께 ‘민생치안’이 강조되고 있던 1989년, ‘가정파괴범’ 등에 대한 엄

벌주의 입법이 대폭 이뤄진 이래 성폭력과 관련한 법률안은 연 평균 1~2건을 

밑도는 수준으로 발의되어 오던 것이 성폭력 피해자 보호 장치와 가벌성의 범

위를 확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 개정이 반복되기 시작하여 2010년에는 

법 개정으로 이어진 법률만도 10건을 상회하게 되었다. 특히 2012년에는 기존

의 입법안들이 대폭 의결되면서 그 건수가 27건으로 최고조에 이르게 된다.
157) 2009. 10. 8, 18대 국회 국정감사(피수감기관:법제처)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23쪽, 2009. 

10. 9, 18대 국회 국정감사(피수감기관:서울고등법원 등)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52쪽.
158) 그간 일련의 사법개혁 프로그램은 사법부나 법무부, 즉 형사사법의 공급자들인 법조계의 

주도로 진행되어 왔다. 이들이 사법개혁 안을 구상하고, 대통령 소속 위원회가 이를 세부
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입법안을 발의하고, 이후 국회가 이를 검토하는 방식은 형사사법의 
행위자들이 국회를 설득, 압박하는 정치적 전략을 행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되었다(이
국운, 2012:252).

159) 위 연구에서는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성폭력에 대한 개념사 연구(신상숙, 2008b)에서 발굴된 
성범죄, 추행, 성폭력, 강간 등 성폭력 관련 어휘들이 등장한 법률안을 검색하여 입법목적 및 제안
이유를 검토하고 성폭력 관련성을 판단하였다. 언론보도는 조선일보 지면검색에서 ‘성범죄’로 검색
한 결과이다. 제개정 법률안은 법률명을 기준으로 개수를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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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사건 주요 정책내용
2004. 12 밀양 여중생 집단성폭행 § 피해자 전담조사제, 신뢰관계자 동석 의무화

2006. 2 용산 용문동 초등학생 성폭
행, 살인, 사체유기

§ 전자장치부착법 제정, 
§ 법정형: 미성년자 강제추행 상향, 유사강간 신

설
2007. 3 제주 초등학생 성폭행, 살

인 
§ 　신상공개: 대상자 확대, 등록기간연장, 열람권

자확대, 판결에 의함
2007. 12 안양 초등학생 성폭행, 납

치, 살해(정성현) § 고소:아청법, 반의사불벌죄로 변경

2008. 3 일산 초등학생 성폭행, 납
치 

§ 전자장치 :부착기간 연장
§ 치료감호: 정신성적 장애 추가
§ 법정형: 미성년자 강간 등 상향, 특수강간등치

사에 사형추가
2008. 12 안산 8세 여아 성폭행(조

두순) § 신상공개: 인터넷공개 실시, 공개기간연장
2009. 10 포항 장애아동 집단 성폭행 §

2010. 2 부산 여중생 성폭행, 살해
(김길태)

§ 전자장치: 부착기간 연장, 요건완화, 대상범죄확
대, 소급적용　

§ 신상공개: 우편고지 도입, 공개 및 등록기간 연
장, 성인대상 성폭력으로 확대

§ 성충동약물치료: 도입
§ 법정형: 형법 개정(징역 상한상향, 상습범 가중, 

가석방 요건 강화), 심신장애 감경배제
2010. 8 영등포 초등학생 납치, 성

폭행(김수철)
§ 고소: 성폭력특별법, 친고죄 대상을 반의사불벌

로변경
2011. 5 고려대 의대생 성추행 사건 § 취업제한(의료종사자)
2011. 9 광주 인화학교 장애인 성폭

행 § 법정형: 장애인강간 등 신설, 상향, 종사자 가중
2012. 11 검사의 여성 피의자 성추행
2012. 4 수원 여성 납치, 사체손괴, 

살인(오원춘)
2012. 7 통영 초등학생 성폭행, 살

인(김점덕) § 음란물 단순소지 처벌
2012. 7 제주 올레길 성폭행, 살인 § 　

2012. 8 나주 초등학생 성폭행(고종
석) § 법정형: 심신장애 감경배제 확대

2012. 8 서울 중곡동 주부 성폭행, 
살인(서진환)

§ 전자장치: 요건완화, 대상범죄확대
§ 성충동약물치료: 대상범죄 확대
§ 고소: 모두 비친고죄화. 반의사불벌 삭제

2012. 8 서산 여대생 성폭행, 자살 　
2012. 8 국토대장정 청소년지도사의 

성추행 § 법정형: 강간객체 확대, 법정형상향

표 24 시기별 주요 성폭력 사건과 관련 정책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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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성폭력 관련 언론보도와 법률안 발의 및 법개정 건수(1983∼2015) 
출처: 자료 및 방법은 아래 각주 참조

이와 같은 일련의 처벌 강화 입법 과정에서 주목할 것은 2010년 형법 개정이

다. 형벌 체계의 근간이 되고 있는 만큼 여느 특별법과 같은 잦은 법 개정이 이

뤄지기 힘든 형법에도 이 시기의 엄벌주의 분위기에 따른 변화가 나타났다. 노
태우 정부의 범죄와의 전쟁 당시인 1992년, 유기징역형의 상한을 15년에서 25
년으로 상향하는 것을 내용으로 형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개진된 바 있지만, 당
시에도 ‘엄벌주의로의 회귀’가 우려된다는 점을 이유로 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

았다(한인섭, 2010). 2008년, 법무부의 형사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를 통해 사

개추위안 반영을 위한 형사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법정형 

상향을 위한 형법 개정 쟁점이 포함되었다. 하지만 형법에서 유기징역 상한을 

상향할 경우 가중처벌을 규정한 특별법 위반행위까지 모두 가중된다며 마찬가

지로 엄벌주의를 우려하는 목소리들로 인해 기존의 조항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뤄졌다(김성돈, 2010:145-146). 
하지만 직후 조두순 사건을 기화로 처벌강화의 여론이 들끓자, 그간 지연되어 

오던 형법 개정이 국회를 통해 전격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국회는 학계나 전문

2013. 4 중앙대학교 교수의 성추행 § 교원 재임용 제한　
2013. 5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윤

창중) 　
§ 추지현(2014)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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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집단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치지 않고 형법 개정을 강행했다160). 법무부와의 

의견조율 조차 하지 않았다. 그 결과, 유기징역의 상한을 15년에서 30년 이하

로 높이고, 가중시의 상한도 25년까지에서 50년까지로 조정(법 제42조)하는 것

을 내용으로, 형법 제정 60여년만에 형량에 대한 법 개정이 처음 이뤄지게 된

다161). 
법 개정을 주도한 한 의원은 이러한 성과를 “우리 형사법계의 지난 60년에서 

가장 획기적인 내용”이라고까지 평가하였지만, 학계에서는 이러한 입법이 가능

한 모든 수단을 통한 형벌강화, 응보나 예방의 고려를 넘어서는 “전적인 격리 

무해화를 지향하는 초강경정책”이라는 점에서 “입법쿠데타”라는 비난까지 가해

졌다(한인섭, 2010; 김태명, 2012). 학계 및 법무부까지도 의아해할 정도로 전

문가 집단의 의견 조회조차 없이 졸속으로 강행되었다는 점에서 국회의 입법은 

절차적 정당성 역시 결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2000년대 중반의 엄벌주의 입

법이 국민적 여론에 도구적으로 대응한 포퓰리즘적 입법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김일수, 2010a; 이경재, 2010; 이덕인, 2010; 한인섭, 
2011). 

(2) 성폭력�정책�입안과�처벌의�정당성을�둘러싼�담론�경합

이후로도 엄벌주의 담론을 등에 업고 국회의 주도로 처벌강화 입법이 반복되

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도입은 물론 2008년 6월, 법률이 시행되기도 전에 부

착기간의 상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법 개정이 이뤄졌다. 이 법률안에 

대하여 법안심사 소위에서도162), 본회의163)에서도 이의를 제기한 국회의원은 

없었고, 결국 180인 재석 중 찬성 174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되었다. 
심지어 국회에서는 성폭력 처벌 강화를 위한 초당적인 협의체를 구성하기에 

이른다. 조두순 사건 이후로도 2010년에는 부산 김길태 사건, 2011년 10월에

는 광주 인화학교 사건이 이슈가 되고, 2012년에는 전자장치 부착자의 서울 중

곡동 주부 살인 사건이 발생하면서 관련 입법이 반복된다. 2012년 9월, 국회는 

심사, 의결 권한까지 부여한 초당적 협의체로서는 헌정 이래 최초인 ‘아동·여성

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 특위는 법무부, 교육과학기술

160) 국회는 2010년 3월 31일, 대안을 만든 다음 당일 곧바로 이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에서 통
과시켰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의견조회는 물론이고 단 한차례의 공청회도 개최하지 않았다. 

161) 2010. 4. 15 시행, 법률 제10259호 
162) 2008. 5. 20, 17대 국회 273회 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록, 11쪽. 2008. 5. 21, 17

대 국회 273회 3차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7-8쪽.
163) 2008. 5. 22, 17대 국회 273회 6차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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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성폭력 관련 부처의 정부발의안과, 
당시까지 발의되어 있던 법률안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자의 외과적 치료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

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40여개 법률안에 대한 전면적인 심사와 처리를 목표로 했다164). 그리고 2012
년 12월 18일, 이 특위를 통해 당시 발의된 법률들에 대한 대대적인 의결이 이

뤄져 앞의 그림24과 같이 이 시기 성폭력 관련 법개정은 제헌 이래 최고에 이

르게 된다. 그리고 당시 의결된 대다수의 법률들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후로도 처벌 강화 입법이 이뤄지는 과정에서는 여당과 야당간의 이견은 크

지 않았다. 1953년 이래 성폭력 관련 법률안을 분석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관련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이 90% 이하의 찬성을 보인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와 인권 침해 논란을 가져온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일명 ‘화학적 거세’의 내용을 포함한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 둘 뿐이었다(추지현, 2014). 
엄벌주의 입법으로서 안전장치의 확장이 범죄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일상적

인 사회통제의 확장으로 인한 경찰국가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는 DNA 정보 

이용과 성충동 약물치료 도입을 둘러싸고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리고 ‘법 감

정’의 반영 혹은 피의자 등의 인권 보호를 내세운 상이한 사법민주화의 움직임

들이 갈등을 보이며 제도도입이 지연되기도 했다.
첫째, DNA 정보이용과 관련해서는 대검찰청이 이미 1990년대 중반부터 유전

자정보은행이라는 이름으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구상해왔다. 2004년, 대검찰

청과 경찰청은 이를 위한 구체적 협의를 시도하였지만 대안은 마련되지 못했

다165). 2006년 8월, 정보접근의 권한 범위를 두고 경찰과 검찰간에 조정이 또 

다시 실패하자 법무부는 정부입법 형식으로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단독으로 내놓았다.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DNA 신원확인정

보를 미리 확보,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강력범죄 발생시 이

미 등록된 DNA 정보와의 비교를 통해 신속하게 범인을 검거하고, 더 나아가 

당사자의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입법 목적으로 설시되었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국가의 DNA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성폭력으로부터의 안

전 확보를 위한 장치라기 보다는 개인정보 관리를 통한 감시와 통제의 도구로 

164) 2012. 9. 10, 19대 국회 311회 6차 국회본회의 회의록, 8쪽.
165) 2004. 10. 19, 17대 국회 250회 대검철창 국정감사,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8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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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관점이 강했다. 국회에서는 수사기관에 ‘무기’를 쥐어주는 것에 대한 국민

들의 반감, CCTV와 같이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에게 더욱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166). 법무부에서는 그것이 성

폭력 등 강력사건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인권침해의 여지가 없다는 주

장으로 맞섰다. 2006년 11월 21일,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실의 주최로 ‘검·경
의 유전자 DB 구축, 새로운 국가 감시체제의 도래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167). 유전자정보는 개인의 민감한 신체정보이며, 체액이나 머리카락 

등 신체의 극히 일부분을 통해서도 개인을 식별, 추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다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 국가 감시체제

의 강화로 해외 사례와 같이 향후 전 국민을 대상으로 그 영역이 확대될 수도 

있다는 점, 그로 인한 인권침해의 결과가 심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토론회의 개최 이유

였다168). 하지만 이 자리에서도 유전자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시민 대부분이 

법안이 추진을 모르고 있다는 점이 지적될 정도로 당시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

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결국 이 법률안은 17대 국회 임기 종료로 폐기되고 말

았다. 즉, 형벌권이나 감시체제의 확장을 우려하고 이를 제지할 수 있는 사회적

인 힘은 부족했다.
그런데 조두순 사건 직후인 2009년 10월, 이번에는 행정안전부와 법무부의 

공동 발의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1806384) 
제안되었다. 검찰이 형 확정자에 대한 DNA 정보 관리를, 경찰은 구속되거나 현

장에서 채취된 DNA 관리를 각기 맡도록 사전 조정도 이뤄졌다. 그러자 이번에

는 대법원이 반대하고 나섰다. 검찰과 경찰이 각기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

여 운영하는 것은 예산낭비일 뿐만 아니라 피의자 등 범죄자에 대한 인권 침해

의 여지가 크다는 것, DNA 감식시료 채취 대상에 구속 피의자가 포함되는 것

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 그 적용 대상을 재범 우려가 높고 중대하다

는 이유로 12개 범죄를 선정한 것이 과도하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논의들로 

인해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의 갈등은 반복되었고 논의는 공전되었다169).
그런데 시민사회의 반응은 2006년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인권운동사랑방 

등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국가가 민감하고 위험한 DNA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

166) 2007. 6. 7, 17대 국회 268회 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록, 15-18쪽.
167) 법무부가 공청회 개최를 거부하자 도입을 반대하던 민주노동당의 주체로 개최되었다(2007. 

8. 8, 17대 국회 268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록, 48쪽). 
168) 2006. 11. 22, 디지털타임즈, “유전자정보 법률안 ‘찬반대립’”
169) 2009. 12. 1, 18대 국회 284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록, 16-19쪽, 2009. 12. 

4, 18대 국회 284회 제5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록, 25-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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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하여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려는 것에 반대하며, 검찰과 경찰의 권력 남용을 

막는 방안, DNA 수사가 사회적 차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 마련을 

요구하긴 했지만 DNA 정보를 활용하는 것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았다170).
국회 내부에서도 마찬가지의 이유로 의견이 대립했다. 한편에서는 개인 정보 

수집에 있어 국가 권력의 남용 여지가 많고, 정보 유출시 피고인 등에게는 사회

적 낙인으로 작동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시되었다. 이에 반해 법제사법위원

회에서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흉악범죄자’들이 주된 대상이 되는 과학적인 

수사기법이라는 점,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도입되어야 한다는 엄벌주의적 담

론을 주된 논거로 맞섰다. 결국 222인의 재석의원 중 찬성 139인, 반대 66인, 
기권 17인으로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이 가결되었다171).

즉, DNA 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에 있어 초기에는 정보 유출로 인한 범죄자

의 인권침해, 정보 수집 대상이 되는 범죄자의 범위, 수집된 정보를 관리하게 

되는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의 공권력 남용 등에 대한 우려와 불신이 더욱 

컸지만, 조두순 사건 직후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흉악범을 엄벌해야한다는 분위

기 속에서 이와 같은 담론들은 더 이상 호소력 있는 논거로 작동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공론화 될 만큼의 동력 역시 얻지 못했다.
둘째, 재범 고위험군으로부터의 안전 확보와 피고인 등의 인권 보호라는 가치

가 입법 과정에서 상충했던 또 다른 하나가 성충동 약물치료다. 2008년 9월, 
박민식 의원은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

다.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상습적 성범죄자 중에서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억제하기 어려운 성도착증 환자로 판명된 자에 대하여 이른바 

‘화학적 거세’의 치료요법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

은 법률안이었다172). 이 법률안 역시 DNA 정보 공개와 마찬가지의 논란을 가

져왔다. 2009년 11월, 국회 공청회에서는 약물치료가 범죄자에게 과도한 제재 

수단일 뿐만 아니라 부작용으로 인해 심각한 인권침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치료의 효과성이 검증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위치

170)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건강사회를 위한약사회, 인도
주의실천의사협의회, 노동건강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구속노동자후원회, 동성애자인권연
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인권위원회,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인권운동사
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영장 없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DNA 
채취와 수사과정에의 활용을 적법하게 규율할 수 있는 대안 법률의 마련이 필요하며 입법에 반
대하는 성명을 냈다(2009. 11. 19, 진보넷, ‘DNA법에 대한 인권시민사회단체 의견’, 
http://act.jinbo.net/drupal/node/3931).

171) 2009. 12. 29, 18대 국회 285회 1차 국회본회의 회의록, 9-12쪽.
172) 약물치료를 명령받으면 출소 2개월 전에 치료감호소에서 관련 약물을 투여받고 테스토스테론 호르몬의 수치를 

점검받고, 출소 후 약물의 용량에 따라 1~3개월에 한번씩 재투여를 받게 된다. 또한 월 1회 이상의 전문가에 
의한 인지행동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병행한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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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 전자장치와 마찬가지로 소요되는 예산에 비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

인지 회의스럽다는 범죄심리 전문가의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173). 하지만 곧

이어 조두순 사건, 김길태, 김수철 사건 등이 알려지게 되면서 법률안은 폐기되

지 않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1년 9개월 동안 수차례에 걸친 심의가 반복

되었다. 결국 성범죄자의 재범 위험성을 방지해야 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고,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해야한다는 이유로 치료 대상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것을 내용으로 한 수정 법률안이 2010년 6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

다.
제재 수단의 과도함과 부작용으로 인한 범죄자의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는 

위 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때문에 범죄자의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내

용의 위헌소송은 물론, 2013년에는 대전지방법원이 재범 위험성에 대한 오판 

가능성이 있고, 약물 부작용의 우려가 있으며, 치료대상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아 그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직접 위헌 제청을 하기도 했다174). 입법과정에서의 논란은 여기서도 그

대로 반복되었다. 이 사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175)을 내리자 당초 

위 법률안을 발의하였던 박민식 의원은 “범죄자의 인권에 애착”을 가지는 사람

들 때문에 “피해자의 고통”이 외면 받고 있고, 인권변호사는 “범죄자의 인권 변

호사”로 받아들여 지고 있음을 비판하며 합헌 결정은 당연한 결과라 주장했

다176). 피해자의 고통은 물론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 장치의 도

입이 불가피하고, 이로 인한 범죄자의 인권 침해는 정당화 될 수 있다는 엄벌주

의 담론의 전형을 보여준다177). 
이와 같이 피해자의 관점에서 처벌 강화가 관철되어야 한다며 재범의 위험성

이 높은 성범죄자를 선별하여 안전장치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으면

서 피고인 등의 자유권을 보호하고 이를 위해 공권력 확장을 제어하고자 했던 

탈권위주의적 사법민주화의 담론들은 엄벌주의 앞에서 힘을 잃게 되었다. 

173) 2009. 11. 19, 18대 국회 284회 11차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9쪽.
174) 2015. 12. 23, 2013헌가9. 이에 앞서 2014. 4. 14 2014헌마278 소송이 제기되었으나 아직 약물치료 

명령이 부과되지 않았으므로 침해의 직접성이 없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는 각하 하였다. 
175) 2015. 12. 23, 2013헌가9. 다만 치료명령 이후 실제 집행이 이뤄지기까지의 시간 사이에 

재범위험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치료자의 불복이 가능하도록 다시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일부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176) 2015. 12. 24, 로이슈, “헌법재판소,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성충동 약물치료법 합헌”
177)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된 직후인 2011년 1월 31일에는 물리적 거세를 형벌의 종

류에 포함토록 하는 형법 개정법률안(1810723호), 2012년 9월 7일에는 ‘성폭력범죄자의 외과적 
치료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이름으로 같은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되기도 했다(1901643호). 즉, 국
민적 분노와 사회 불안에 대처하기 위해 엄단이 필요하다는 것 역시 이와 같은 ‘치료’라는 이름
의 개입이 도입되도록 하는데 주요한 논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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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섹슈얼리티를 보호한다는 가부장적 관점과 안전에 대한 욕구는 성폭

력에 대한 처벌 강화를 정치적 이견이 없는 쟁점으로 만들 수 있었다. 또한 사

법부의 처벌 관행에 대한 누적된 불만 역시 이를 가속화시켰다. 이 과정에서 국

회는 ‘온정적 처벌’을 사법 불신의 주요한 원인으로 진단하고, 대중의 ‘법 감정’
에 부합하는 처벌을 강제하기 위한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정권교체 이후 

일련의 사법개혁 프로그램에서는 주도권을 가지지 못했던 국회가 당시 부상하

고 있던 안전 및 피해자 보호 담론, 그리고 이러한 여론, ‘법 감정’을 반영하는 

처벌이 민주적인 것임을 표방하며 탈권위주의 기획과는 다른 방향의 ‘사법 민주

화’를 추동했다. 

4. 소결

2000년대 중반 이후 성폭력을 중심으로 엄벌주의 입법이 관철, 반복된 데에

는 가부장적 섹슈얼리티 규범, 그리고 탈권위주의 기획으로서의 사법민주화에 

대한 반발이 핵심적으로 작동했다.
첫째, 민주화 이후 형사정책에서 가부장적 섹슈얼리티 질서의 구성적 타자는 

‘인신매매범’, ‘가정파괴범’에서 점차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매수자’, ‘성범죄’로 

변화하기 시작한다. 경제 위기 직후 강화된 가족 해체 및 청소년 보호 담론은 

보다 ‘순결한’ 피해자의 전형에 부합하는 성폭력 주변으로 엄벌주의를 추동했다. 
국가 형벌권 확장이나 피고인 등의 기본권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들은 아동, 
청소년 보호와 성폭력 피해의 치명성을 호소하는 담론들에 대항력을 잃고 말았

고, 그 결과 국가권력으로부터 범죄자 등의 자유권 보호를 핵심으로 하던 사법

민주화의 흐름 속에서도 이들에게 억압적인 안전장치들이 단시일 내에 제도화

될 수 있었다.
둘째, ‘피고인’ 인권 보호 중심의 탈권위주의적 처벌 제도가 가져오는 피해자

의 소외와 처벌의 공백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피해자’ 보호 담론 역시 대두

되기 시작한다. 여기에 사건 발생의 우연성이 결합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공감의 외피를 한 응보와 전방위적 안전장치의 확대를 요구하는 관점이 대두된

다. 처벌의 정당성은 국가-피고인 2자 관계가 아니라 국가-피고인-잠재적/피
해자의 3자 관계 속에서 이해되기 시작하고 피해의 치명성과 피해자의 고통은 

처벌의 정당성으로서 ‘법 감정’을 구성하는 핵심적 요소가 된다. 
셋째, 안전과 응보에의 요구 뿐만 아니라 처벌의 불평등에 대한 불신 역시 

‘법 감정’을 구성하는 요인이 되었다. 그 결과 국민들의 ‘법 감정’을 반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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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사법민주화의 핵심 과제로 상정하는 움직임들이 등장하고 이에 부응하기 

위한 국회의 포퓰리즘적인 입법이 반복되기 시작했다. 
한국사회의 엄벌주의 경향은 권위주의 시기 법치와 질서를 강조하던 형벌 포

퓰리즘의 결과와 그 지속, 즉 연속선상에서 이해되곤 하지만, 오늘날의 그것은 

단순히 사회를 보호한다는 명분이 아니라 피해에 대한 두려움과 치명성, 그리고 

잠재적/피해자 보호를 기반으로 한 ‘법 감정’, 철저하게 아래로부터의 요구를 반

영하고 그것을 정당성의 근거로 삼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5장에서 

살펴보겠지만, 엄벌주의 입법을 관철시키기 위해 동원되는 이와 같은 피해자의 

전형은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통념을 재생산하고 오히려 피해자의 적극적 권리 

확장을 제약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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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사법민주화의 유제와 성폭력 처벌 제도의 변형

그렇다면 성폭력 엄벌주의가 구체적인 형태로 제도화 되는 과정에서 정권교

체와 경제위기를 통해 본격화 된 사법민주화의 움직임과 그에 따른 처벌제도의 

변화는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 탈권위주의 기획으로서의 사법민주화의 역사

적 유제는 엄벌주의 입법의 구체적 선택지를 제약하고 그 효과를 제어하는 요

인이 된다. 그 결과, 이를 우회하여 새로운 안전장치들이 형벌을 대체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온정적’이라 비판 받아온 기존의 양형 관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성폭력에 대한 ‘과도한’ 보안처분이 중첩된 한국의 특수한 처

벌 제도가 형성된다.

1. 검찰의 위기와 엄벌주의 대응 전략

1) 사법개혁과�검찰의�위기�대응:�양형�및�구속�강화�

성폭력 정책의 변화과정에 있어서는 국회 뿐만 아니라 형사사법기관 역시 주

된 행위자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탈권위주의 기획으로서의 사법민주화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경찰, 검찰, 사법부간의 역학 변화는 이후 성폭력 관련 입법

은 물론 법 집행에 있어서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민주화 이후 검찰은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사법민주화의 과정에서 검찰 개

혁은 핵심적 쟁점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개헌 직후 국회의 민주발전을위한법

률개폐특별위원회에서는 검찰이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진단 하

에 특별검사제 도입에 대한 시민사회의 요구를 반영하여 이를 추진하기 위한 

법률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 도입 역시 지연되었다1). 또한 기소에 대

한 검찰의 편의와 독점을 인정하는 한국의 상황에서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불기

1) 1988. 12. 3. 제안, 의안번호130296호. 이 법률안은 철회되었고, 13대 국회에서는 박상천 의
원 등에 의해 같은 내용의 법률안이 다시 발의되었지만(130427호) 국회의 회기 만료로 폐기 
되었다. 이후로도 특검제 도입을 위한 법률안이 6건 더 발의되었고, 심지어 김대중 정부 들어
서도 제안이 되었지만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특별검사제의 도입은 정권 교체 이후 대
검찰청 공안부장의 한국조폐공사 노동조합 파업 유도 발언 사건과 검찰총장 부인의 옷로비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과정에서 처음으로 도입 된다(1999. 9. 17. 제안 ‘한국조폐공사노동조
합파업유도및전검찰총장부인에대한옷로비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
안, 1520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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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헌법상의 법정진술권이라는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로 해석하며 적극적으로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인정했지만 헌재의 불기소 취소결정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다시 불기소 처분을 하는 관행이 반복됐다2).
검찰에 대한 불신이 가시화 된 것은 5.18과 12.12 사태에 대한 수사이다. 

1993년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등 22명은 12.12 사건에 대해 전두환 등 34명을 

내란수괴, 내란목적 살인 등으로 고소했다. 검찰은 1년 4개월간의 수사를 거쳐 

1994년 10월, 형법상 내란수괴 등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군형법상 반란

수괴 등에 대해서는 12.12 사건이 명백한 군사반란행위라 인정하면서도 관련자

들을 기소할 경우 불필요한 국력을 소모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

분을 했다. 고소인들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항고, 재항고를 했으나 모두 기각

되었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도 했으나 헌법재판소 역시 1995년 

1월,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기소편의주의가 예정한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

았다고 판단했다3)(사법발전재단, 2007:45).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도 

1994년 5월, 전두환 등이 내란, 내란목적 살인 등으로 고소되면서 검찰의 수사

가 1년 2개월 가량 진행되었지만 검찰은 1995년 7월, 전두환 등이 1980년 당

시 벌인 행위와 조치는 새로운 정권과 헌법질서를 창출한 정치적 변혁과정들로

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다4).
이로 인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시민 사회의 검찰 개

혁 요구가 잇따랐다5). 참여연대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는 특별검사제 

2) 검사가 기소편의주의와 기소독점주의를 취하는 한국의 특성은 사법민주화의 과정에서도 문제
적인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조수진, 2005; 민주적사법개혁실현을위한국민연대, 2006). 기소
독점주의는 기소의 권한을 검사만 갖도록 한 것이며, 기소편의주의는 그 권한에 있어 검사가 
나름의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국의 경우 개인이 형사재판을 걸 수 있는 사인소
추도, 국민이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미국과 같은 형태의 배심제도도 없다. 즉, 국민 일반은 공
소제기를 할 수 없다. 구체적인 형사사건에 있어 우리나라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장치라면 재정신청이 있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법원은 당사자의 주
장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검사의 결정과 달리 공소제기를 결정할 수 있었다. 하지만 1972년 
유신헌법 직후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이러한 재정신청 대상 범죄는 모든 범죄에서 공무원
의 권리행사방해, 불법체포와 감금, 폭행, 가혹행위로 제한되어버렸다. 때문에 1988년 등장한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하여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2007년 12월 21일,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재정신청의 대상이 고소사건의 
경우 모든 범죄로 확대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더구나 1기 헌법재판소를 제외하면 기록 검토
를 담당한 실무자들은 재판관보다는 검찰에서 파견된 연구관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개소 
후 20년간 접수된 불기소 처분 취소소원 중 인용된 것은 8,732건 중 241건에 불과했다(이
범준, 2009:62). 

3) 94헌바246
4) 1995. 7. 19, 경향신문, “5.18 공소권없음 결정”
5) 1995. 12. 3, 한겨레, “5.18 공소권없음 결정 법실증주의 핵심 왜곡”, 1995. 9. 25, 한겨레, 

“기소촉구운동, 어떻게 해왔나. 5.18 공소권없음 항의 깃발 전국 달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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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및 5.18 관련자 공소시효 적용배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입법청원

했고 노태우 정권기 국회의 민주발전을위한법률개폐특별위원회를 통해 처리되

지 못했던 이들 이슈가 다시 논의되기 시작했다6). 
그럼에도 불구하고 3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검찰은 5공 비리 등 과거사 청

산의 주체가 되면서 오히려 그 권한은 공고히 유지되었다. 하지만 정권교체와 

함께 사법민주화의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사법개혁 기구들이 국선변호 확대, 공
판중심주의 강화, 재정신청 대상 제한 폐지, 권고적 효력 갖는 배심재판제도 도

입, 양형기준 도입 등 헌정 이래 가장 실질적이고 광범위한 사법개혁 프로그램

이 추진되면서 검찰은 경찰은 물론 사법부와 갈등을 빚으며 수세에 몰리게 된

다.
첫째, 당시 사개추위의 주된 과제 중 하나였던 공판중심주의7)를 강화하기 위

한 사법 개혁안과 이를 반영한 형사소송법 개정과정에서의 법원과 검찰, 경찰의 

갈등이다. 이른바 ‘조서재판’으로 불리는 과거의 수사와 재판 방식은 검사가 조

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이 무인하면 설사 법정에서 피고인이 그 작성을 부인하더

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즉, 수사기록 중심으로 재판이 이뤄지는 제도였다. 
때문에 이것은 수사기관이 수사과정에서 자백의 진술을 받아 내기 위하여 고문

이나 회유 등의 가혹행위와 인권침해 행위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김선수, 2008:240). 사개추위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수사기관이 작성

한 조서의 증거능력을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한 부정하도록 하여 공

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를 확립하고자 했다. 
하지만 그간 경찰과 달리8) 검찰이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온 상

6) 결국 12.12와 5.18에 대한 역사적 심판이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국회에서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과 헌정질서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입법적 근거를 사후적으로 마련하고 나서야 검찰은 12.12 및 5.18 사
건 특별수사본부를 발족하고 1995년 12월 3일 전두환을 구속하고 1심에서는 전두환에게 사
형, 노태우에게 22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7) 공판중심주의는 형사재판에서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에 의존하지 않고, 법정에서 검사와 피
고인, 변호인이 유무죄를 둘러싼 공방을 벌이되 법관이나 배심원이 그에 기초하여 사실판단
을 하도록 하는 형사재판의 기본원칙을 의미한다.

8) 검찰은 이 과정에서 경찰과도 대립하게 된다. 2005년 7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사중이던 
사개추위 소위원회의 실무위원회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이 경찰의 입장을 대변하며 피의자 신
문조서와 조사자의 증언에 대한 증거능력 인정을 경찰의 그것에 대하여도 적용해야한다고 문
제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시작되었다(김선수, 2008:271). 사개추위 내부에서도 검찰과 경찰 
조서의 증거능력에 차이를 두는 것은 유례가 없는 입법례라는 의견도 제기되었다(사법개혁추
진위원회, 2006a:394-397). 하지만 민간위원들까지도 이러한 주장에 반대하고 나서면서 결
국 경찰관의 법정에서의 증언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하되, 그가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
은 부정하는 것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한 합의안이 마련되었다. 그러자 경찰을 중심으로 
인터넷을 통한 비판 여론이 빗발쳤고, 5명의 소위원회 위원들을 “사법개악 5적”이라 지칭하
는 표현까지 등장했다(김선수, 2008: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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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에서 이러한 개혁안 역시 검찰의 권한을 제한하는 시도로 받아들여질 수 밖

에 없었다9). 2005년 4월, 공판중심주의와 관련한 1차 시안10)이 마련되자 법무

부 장관은 언론을 통해 사개추위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나섰다. 심지어 검사들

에게 이러한 입장에 대한 홍보 강화를 지시하며 그 실적을 검사의 평점에 반영

하겠다고 공개적인 발언을 할 정도였다(김선수, 2008:259). 평검사 회의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물론 사개추위의 개혁 전반에 대한 비판의 글이 게재되었

고 이를 지지하는 집단적 의사표시가 등장하기도 했다(김선수, 2008:254; 한승

헌, 2014:397). 검찰은 사개추위의 이러한 안이 검찰권을 약화시키기 위한 음

모에서 비롯된 것이라 주장 했다. 그리고 이것이 실현될 경우, 범죄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여 피해자의 인권보호에 소홀해질 염려가 있다는 것을 주된 논거

로 사용했다(김선수, 2008:262). 이와 같은 ‘피해자 보호=가해자 처벌’이라는 

논리는 검찰이 사법개혁 과정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한 주된 논거

가 되었고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법무부가 피해자 지원 정책 확대와 함께 엄벌

주의적 형사정책 입법을 주도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 결국 검찰의 의견을 

수용하여 그 보완책으로 조사자의 증언 범위를 넓히는 방식을 채택하되 검찰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은 피의자가 부정할 시 부정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당시 

사개추위 위원장이었던 한승헌은 법무부 장관을 만나 검찰의 요구사항을 “상당

히 수용하는 선에서 합의”를 해준 것으로 평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검사

들은 이러한 결정에 대하여 ‘밀실합의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결의문을 내고 반발

(한승헌, 2014:397)할 정도로 검찰이 놓인 상황은 ‘위기’로 진단되었다(사법개

혁추진위원회, 2006a:555). 
둘째, 검찰은 수사권 조정11)을 둘러싸고 경찰과의 관계에서도 갈등을 빚게 

된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대한 요구는 경찰조직의 등장과 함께 지속되어온 

것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하필 이 시기 사회적으로 공론화 될 수 있었던 것은 

9) 당사자주의와 같은 영미식의 형사사법 개혁안의 도입은 이미 해방 직후부터 논의되어 온 것
이었고, 이로 인해 법원과 검찰을 늘 격전속에 놓여 있었다. 당사자주의는 검찰이 누리던 지
위와 권력의 박탈 내지 경감을 의미했기 때문이다(문준영, 2010:607).

10) 검찰에서 문제제기를 한 쟁점은 조서의 증거능력 및 증언할 수 있는 조사자의 범위, 피고인 
신문,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이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양자를 동
일하게 취급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정에서 그 내용을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증거능
력을 인정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으로 하였다. 피고인
신문은 증거조사 후 피고인이 원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하는 것으로 하고, 피고인의 수사기관
에서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물은 피의자신문조서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하였다(김선수, 2008:251).

11) 수사권 조정의 핵심 쟁점은 현행 수사구조를 결정짓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195조(검사의 수
사권 독점 규정)와 제196조(검사의 경찰에 대한 일반적, 포괄적 수사지휘권 규정)의 개정 여
부였다(대검찰청, 2005b: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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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교체 이후 사법 민주화의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자치경찰제 실시 여부를 두고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갈등은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자치경찰제

가 실시되면 지방 경찰이 더 이상 중앙집권화 된 국가기관인 검찰의 지휘를 받

지 않게 되는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기 때문이다. 1999년 5월, 당시 김광식 경

찰청장은 자치경찰제 논의가 등장한 이 시기가 수사권 독립을 위한 절호의 기

회임을 천명하였고, 경찰대학 출신의 젊은 간부들 역시 의욕을 보이기 시작했

다. 
검찰 개혁에 대한 요구로 인해 수사권 조정에 대한 논의는 더욱 가시화된다.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와 같은 권한을 통제하는 방안의 하나로서 

경찰에게 독립적인 수사권을 인정하자는 논의가 등장하였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는 검찰 개혁의 차원에서 경찰에게 독자적인 수사권을 부여하는 안이 지지되기

도 했다12). 특히 이 시기 대전 법조비리사건, 옷로비 사건, 검찰의 파업유도 

공작 등의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며 검찰에 대한불신이 증대된 상황에서 경찰과 

검찰의 극한적 대립에 대하여는 마치 “서로 마주 보고 달리는 기관차처럼 충돌 

직전”에 놓여 있다는 비판까지 등장했다13).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 한시적 상설특검제, 인사청문회 범위 확대 등의 

쟁점과 관련해 노무현 정부의 검찰에 대한 개혁 의지는 구체화되기 시작했고, 
언론은 이를 ‘검찰 힘 빼기’, ‘검찰 다스리기’ 등으로 표현할 정도였다(윤길주․ 
고성표, 2004; 최성진, 2004; 박성현, 2004). 

이후로도 경찰과 검찰은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논의될 때마다 학연, 
지연 등을 동원하여 전방위적인 로비를 펼쳤고, 언론은 두 기관의 갈등을 “밥그

릇 싸움”, “경찰의 육탄전, 검찰의 공중전”, “국회 줄대기” 등으로 표현하며 비난

할 정도로 집단간 갈등은 과열되었다(차용석, 2005)14). 2010년 한나라당 주도

12) 1998년 국회본회의에서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검사를 경유하지 않고 청구할 수 있는 권한,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을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경찰서장이 종결할 수 있는 권한까지

를 포함하여 수사권 독립을 인정하자는 의견들이 제시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검찰에게는 

경찰의 인권침해를 감시하고 법률적 후견 역할을 하는 등 일반적 지휘

권을 부여하여 통제하자는 안이 등장했다(1998. 11. 18, 15대 198회, 11차 국회

본회의, 회의록 79쪽).
13) 1999. 7. 7 15대 205회 6차 국회본회의, 회의록 3쪽.
14) 이로 인해 여당에서는 2005년 6월 당내 법제사법위원회 및 행정차치위원회 의원들을 중심으

로 검경수사권조정 정책기획단을 구성하여 기존법안에 대한 검토작업과 의견수렴과정 등을 거
쳐 형사소송법 개정에 관한 최종안을 마련했다. 경찰은 이 안이 경찰수사의 일반근거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경찰과 검찰을 원칙적으로 상호협력관계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찰측 의
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한 안으로 평가하였다(경찰청, 2006:521). 하지만 이러한 개혁법안
이 확정되자 검찰은 조정안을 거부한다는 공식적 입장을 표명하면서 12월 8일, 기존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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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국회에 개설된 사개특위에서는 가장 강력하게 논의가 진행된 것이 경찰의 

수사권 독립 운동이라 평가될 정도로 이들간의 갈등은 이후로도 지속되었다(한
상희, 2010).

이와 같이 검찰은 정권교체 이후 줄곧 형사사법체계 안팎으로부터 개혁 요구

에 직면했다. 구속영장 기각 및 조건부 석방, 경찰의 수사권 독립, 검찰조서의 

증거능력 제한 등의 쟁점을 둘러싸고 검찰은 대통령은 물론 경찰, 법원, 사개추

위와도 갈등을 맺었고 스스로 ‘위기’로 진단할 정도의 상황이 지속되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사법개혁 과정에서의 다양한 행위자들간의 갈등과 수 많은 쟁점

들의 분산, 검찰의 강력한 저항으로 인해 법 개정이 지연 혹은 불가능하게 되면

서 검찰의 실질적인 권한 변화는 최소화되었다(이국운, 2012:277; 한상희, 
2012).

법원은 물론 법조계의 반대로 검찰이 제시한 양형기준안이 받아들여지지 못

한 채 양형기준제가 시행되자 검찰은 곧바로 법원의 양형기준 집행 실태에 대

한 적극적인 분석과 모니터링에 나서기 시작했다. 법원의 양형 실태를 분석하여 

양형백서를 발간하는 것 뿐만 아니라 아래 표25와 같이 양형에 대한 방대한 연

구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들 보고서의 내용이 모두 검찰이나 법무부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 단정하기는 힘들지만 연구의 함의는 판사들이 자의적인 형량 감

경 관행에 대한 비판, 현재의 양형위원회를 법원으로부터 독립시키고 양형의 권

한은 행형 업무를 총괄하는 법무부에 주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법원 단

독으로 이뤄지는 양형 판단에도 당사자주의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 검찰의 구

형이나 수사 단계에서도 충분한 양형조사가 이뤄질 수 있고 그것이 더욱 바람

직하고 효율적이라는 것 등이다(조병인 등, 2007:10; 김재봉, 2013:112; 송광

섭 등, 2014:111-112). 

정책기획단의 조직과 인원을 대폭 확대, 개편하여 수사개혁단을 발족시키며 적극적으로 대응
했다. 결국 당시 국회에 계류된 형사소송법 개정안(한나라당 이인기 의원 등 18명이 제안한 
형사소송법 개정안(172039호)과 열린우리당 홍미영 의원 등 87명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
안(172103호))들은 경찰과 검찰을 상호협력관계로 설정하고 경찰수사의 일반근거조항을 신설
하였지만 모두 회기중에 통과되지 못한 채 폐기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연도 연번 연구과제명
2006 1 성폭력력범죄의 양형분석 및 재범방지를 위한 성폭력 범죄자 사후관리 방안(법

무부)
2007 2 미국 각주의 양형인자 분석틀에 관한 연구
2008 3 뇌물죄의 양형시스템 구축 방안(탁희성, 비공개)

4 조직폭력사범의 양형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에서의 폴리바게닝 제도 도입 방안

표 25 법무부의 양형 관련 연구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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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와 같은 입장에서 법원의 양형 부당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서 구형 강화는 물론 엄벌주의 담론을 재생산하는 주체가 되었다. 양형기준제 

시행을 앞둔 2009년 6월, 검찰은 ‘양형기준 시행에 따른 구형 및 항소지침’15)
을 통해 법원의 선고형이 검찰이 구형한 형종과 다른 경우, 그리고 선고형량이 

15) 2009. 6. 대검예규 447호

2009
5 미국과 영국의 성범죄 양형기준과 재범위험성에 대한 평가를 형선고에 반영하는 

방식  비교연구 
6 검찰 사건 처리 기준 수립을 위한 PGS  자료의 통계적 연구 
7 집행유예의 구형기준에 관한 연구

2010 8 불법집단행동 관련 법원의 양형분석

2011
  

10 양형관련 판례 평석을 통한 양형기준 개선방안 연구,
11 바람직한 양형기준제와 양형위원회 운영 방식에 관한 연구
12 사기, 절도 등 주요범죄에 대한 주요 양형인자 추출 및 검찰 양형기준 수립방안 

연구
13 양형기준 시행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2
14 수사과정에서의 바람직한 양형자료 조사방안 연구
15 양형 관련 형사법 개정방안 연구, 
16 최초 양형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7 바람직한 양형조사 주체 및 조사방식에 관한 연구
18 양형인자 평가원칙 및 방법에 관한 연구 
19 양형기준과 구형지침 시행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 양형이 범죄억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012
  

21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의 양형판단의 타당성 및 양형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
소 평가

22 양형기준 시행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3, 
23 법원의 양형인자 평가와 관련된 국민의식 수준에 대한 실증적 연구 
24 집행유예 관련 형사법 개정 및 양형기준 개선 방안 연구
25 성폭력범죄에 대한 유럽 각국의 형량 및 형집행 실태

2013 26 현행 양형기준상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실형/집행유예)의 적용실태 분석
27 우리나라 양형기준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014 28 양형기준제의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29 공판절차에서 바람직한 양혀조사 및 심리방법 연구

2015 31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폭력  사건 관련 각국의 법제 및 양형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을 통한 국내 양형등에 관한 개선방안 연구

32 횡령, 배임 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의 적용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PRISM(정책연구관리시스템) 검색 결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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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항소하도록 지시했다. 그리고 2013년
에는 양형기준을 벗어난 경우 뿐만 아니라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항소하도록 그 기준을 강화했다(대검찰청, 2015:22). 검찰은 하급

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통영 초등학생 살인사건'의 김점덕과 '수원 20대 

여성 살인' 오원춘에 대한 사건에서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항소심의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검사의 상고를 인정할 

경우 피고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기존의 판례를 논거로 상고를 기

각했다16). 때문에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의 대법원 상고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17). 
검찰은 구속 수사에도 적극적이었다. 3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검찰의 영장 

기각에 대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부 이래 불구속 수사 및 재판 원칙은 

공고화 되어왔다. 하지만 2000년대 중반 접어들면서 이는 검찰의 성폭력 등 범

죄자에 대한 구속수사 원칙으로 전환되었다. 대검찰청은 2006년부터 ‘구속 수

사 기준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되 성폭력 사범은 

이에 대한 예외로 명시하였다. 그리고 재범과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 영향력 행

사’가 우려되는 경우 무조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18). 이러한 

내부 지침의 요건 역시 완화되면서 성폭력 구속 수사의 원칙은 강화되어 갔는

데, 2013년 4월에는 성폭력범죄 T/F를 조직하고, 일련의 개정 법이 시행되는 

2013년 6월 19일부터 구형 기준을 상향하는 것은 물론 기존에 구속수사 원칙

을 천명해 온 강간 이외에도 미성년자와 심신미약자를 대상으로 한 위계, 위력

에 의한 간음, 피감호자 간음 역시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으로 포함시켰다19). 아
래 그림25과 같이 성폭력으로 입건된 자들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된 인원수

는 2000년대 중반 이전 수준에는 못미치지만 2007년 이후 더 이상 감소하지 

16) 1962. 4. 26 선고 62도32판결에서는 제383조 4호가 오로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규정
된 것이므로 검사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하기 위한 이유로서는 그것을 상고이유로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양형에 대한 오류를 바로 잡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형 변
경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을 반대한 것이다.

17) 형사소송법 제383조(상고이유) 4호에서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
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를 상고이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80조(상고기각 결정)에서는 이에 해당하지 않을 때 결정으로서 기각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검사장 출신인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은 위와 같은 사유로 검사 역시 상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1903938호)을 2013년 3월 발의했으
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18) 2006. 7. 10, 대한변협신문, “대검찰청, 구속수사기준에 관한 지침 마련”
19) 2013. 6. 19, 대검찰청 보도자료, “검찰, 1.성폭력 범죄 처벌기준 강화, 2. 전자발찌 소급적

용 청구사건 공판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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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표26와 같이 구금율 증가는 수형자보다는 형

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용자의 증가에 따른 효과라는 점에서 불구속 수사 및 

재판원칙의 후퇴 효과를 짐작할 수 있다.

그림 25 성폭력 구속인원(1992~2013)
1. 범죄분석(대검찰청), CCJS(http://www.crimestats.or.kr/main) 범죄자 구속 상황(송

치시) 재구성
2. 형법상 ‘강간과 추행의 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청소년의성보호

에관한법률 위반 포함

단위: 명(%)
1일 평균 
수용 인원 

수 용 내 용 
수형자 미 결 수 용 자 노역장 

유  치 계 피의자 피고인 
2005 52,403

(100)
32,933
(62.8)

17,293
(33.0/100)

1,341
(2.6/7.8)

15,952
(30.4/92.2)

2,177
(4.2)

2006 46,721
(100)

29,923
(64.0)

14,816
(31.7/100)

1,114
(2.4/7.5)

13,702
(29.3/92.5)

1,982
(4.2)

2007 46,313
(100)

29,289
(63.2)

15,227
(32.9/100)

996
(2.2/6.5)

14,231
(30.7/93.5)

1,797
(3.9)

2008 46,684
(100)

30,280
(64.9)

14,368
(30.8/100)

937
(2.0/6.5)

13,431
(28.8/93.5)

2,036
(4.4)

표 26 1일평균 수용인원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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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형 집행 단계에서도 재량권 행사를 통해 엄벌주의 관철시키고자 했

다. 2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구금과밀의 상황에서 검찰은 1998년 1월 1일 

가석방 확대 지침에 따라 성인수형자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형 집행률을 10%
까지 하향조정하여 형기의 10%를 복역하게 된 이후에는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대폭적으로 완화했다. 그 결과 매년 가석방 허가비율이 증가

하여 2005년도에는 11,093명의 신청인원 중 92%에 달하는 10,206명이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2006년 용산 사건 직후 엄벌주의 분위기 속에서 법무부는 ‘국
민의 불안감’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엄정한 형 집행이 요구된다며 가석방 신청 

및 허가를 제한하기 시작했다(법무연수원, 2014:443). 그 결과 2005년에는 전

체 석방인원 중 가석방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33.7%에 이르렀지만 그 비율은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3년에는 27.2% 수준에 이르게 된다. 앞서의 그림19에서

도 확인할 수 있듯이, 불구속 수사 및 재판원칙이 천명되는 것은 물론 대대적인 

사면과 함께 가석방이 확대되기 시작한 1998년의 21.1%에 근접할 정도로 가석

방 제한 정책의 전환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법무연수원 2014:444; 법무연수원, 
2003:353).

2) 검찰과�경찰의�피해자�보호�및�과학수사를�둘러싼�경쟁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갈등 상황에서 국회에서는 검찰과 경찰 공히 인권 보

장에 취약하기에 그 누구에게도 힘을 실어줄 수 없다는 비판이 계속되었다20). 

20) 2003. 2. 12, 16대 국회 236회 6차 본회의 회의록, 17쪽, 2001. 4. 9, 16대 국회 제220
회 5차 본회의 회의록, 8쪽.

2009 49,467
(100)

30,749
(62.2)

16,288
(32.9/100)

1,008
(2.0/6.2)

15,280
(30.9/93.8)

2,430
(4.9)

2010 47,471
(100)

30,607
(64.5)

14,819
(31.2/100)

786
(1.7/5.3)

14,033
(29.6/94.7)

2,045
(4.3)

2011 45,845
(100)

29,820
(65.0)

14,201
(31.0/100)

724
(1.6/5.1)

13,477
(29.4/94.9)

1,824
(4.0)

2012 45,488
(100)

29,448
(64.7)

14,186
(31.2/100)

703
(1.5/5.0)

13,483
(29.6/95.0)

1,854
(4.1)

2013 47,924
(100)

30,181
(63.0)

15,646
(32.6/100)

712
(1.5/4.6)

14,934
(31.2/95.4)

2,097
(4.4)

2014 50,128
(100)

30,727
(61.3)

17,377
(34.7/100)

747
(1.5/4.3)

16,630
(33.2/95.7)

2,024
(4.0)

출처: 범죄백서, 20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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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수사의 주체가 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이들 두 기관에는 진술에 의존하지 

않는 수사 역량의 필요성과 요구가 수없이 반복되었다. 이미 2003년 국회 행정

자치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국민들이 수사권 독립 보다는 과학수사기법의 도

입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한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경찰의 수사 

역량 강화를 요구하며 과학수사가 외면되고 있는 현실을 질책한 바 있다21). 이 

시기 국회의 국정감사에서는 경찰과 검찰 모두에게 수사권 조정 문제로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수사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들에 대한 질의와 질타

가 이어졌고22), 그러한 비판은 피수검기관인 경찰과 검찰이 해당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 책정을 호소할 수 있는 논거가 되기도 했다23). 피해자 인권 보호 및 

심리학적 범죄 담론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이들의 대응 전략은 인권보호와 수사의 과학화 두 가지로 집중되었고 이것은 

처벌제도의 엄벌주의적 변화를 강화시키는 기제가 되었다.

(1) 피해자�보호�담론의�부상과�엄벌주의의�정당화�

우선 피해자 보호가 형사정책에서 부상하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자. 기실 사법 

민주화가 피고인 등의 인권 보호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경제위기로 인해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정부조직 개편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피해자 보호와 지원 정책

을 지속적, 주도적으로 실행할 인력이나 조직적 구성은 기대하기 힘들었다. 물
론 마찬가지의 조건에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며 여성 

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확대가 요구되었지만 이를 관장할 수 있는 여성부의 

설치 역시 지연되는 상황이었다24).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 보호담론을 주

21) 2003. 10. 9, 16대 국회 243회 국정감사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7쪽.
22) 2005. 9. 27, 17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사(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회의록, 24쪽. 

2004. 10. 19, 17대 국회 250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대검찰청) 회의록, 80쪽. 2006. 
10. 17, 17대 국회 262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 
10개 검찰청) 회의록, 19쪽.

23) 2005. 9. 28, 17대 국회 256회 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사(경기도지방경찰청) 회의록, 14∼25쪽.
24) 여성부의 설치 역시 당초 김대중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지만,  1998년 2월 28일, 

대통령소속 하에 여성특별위원회가 설치되는데 그쳤다. 위원회는 제한된 인력과 업무를 실
행할 조직이 분산된 상황에서 피해자 보호대책을 마련하는데는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었
다. 1998년 2월 28일, 정부조직법 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대통령소속 하에 여성특별위원
회가 설치된다. 여성정책을 전담하는 기구는 1988년에 정무2장관식이 발족되면서 처음 등
장했다. 여기서는 각 부처에 산재된 여성정책을 종합,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되
어 있었다. 하지만 연간 20억원의 예산과 50명의 인원에 불과한 작은 조직인 정무2장관실
에서는 여성정책은 물론 피해자 지원 정책의 계획, 수립, 실행을 기대하기 힘들었다. 정무장
관(제2)실은 대통령 및 그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면서 사회ㆍ문화에 
관한 업무를 대상으로 하되 특히 여성분야에 중점을 두어 전반적인 여성정책에 대하여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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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적으로 생산한 것은 검찰과 경찰이었다.
경찰은 김대중 정부의 인권강화 기조와 신공공관리의 차원에서 치안이 서비

스의 프레임으로 전환되는 상황, 그리고 검찰과의 수사권 조정 논의가 본격화 

되자 인권 친화적 이미지 제고를 위해 피해자 보호 장치들의 도입과 홍보에 나

서기 시작했다25). 경찰이 인권을 표방한 것은 비단 1990년대의 현상만은 아니

지만(이정은, 2008), 피고인 등의 자유권 보호에 집중된 사법민주화의 흐름 속

에서 그간 ‘새로운 경찰상’을 구축하기 위한 경찰의 인권에 대한 관심 역시 피

의자에 집중되어 있었다26). 그런데 1999년 10월, 인천 중구 인현동의 호프집에

서 발생한 화재로 고교생 등 54명이 숨지는 대형 사고가 발생하고, 수사과정에

서 업주와 경찰 등 공무원들의 수뢰 사실이 밝혀져 경찰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거세어지자 경찰 개혁이 가속화되기 시작했다. 당시 이무영 경찰청장은 ‘제2의 

창경’을 위한 개혁을 추진하고 ‘경찰 대개혁 100일작전’을 선포하며 자구책을 

마련하였다(경찰청, 2006:495). 이 사건은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선거공약이었

던 자치경찰제 도입 논의를 기화로 수사권 독립을 목표로 편성되어 있던 경찰 

내부의 개혁기구가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다(경찰청, 2006:495). 
괄·조정하였고, 각 부처 청의 협조요청 외에 여성의 권익과 지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률
안 및 정책입안 시 사전 협조를 통하여 부처 간 상충하는 시책에 대해서는 이를 조정하고 
사전 대책을 강구하도록 했다(1988. 2. 5, 제188회 국회본회의 회의록, 2쪽).  6개 부처의 
여성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은 극히 미흡할 수 밖에 없었고, 지방행정조직에서도 유일한 여
성 관련 부서인 가정복지과 역시 없어지고 사회과와 통합되어 하나의 계로 축소되었다
(1999. 3. 9, 제201회 국회본회의 회의록, 2쪽).

25) 이외에도 기존의 권위주의적 이미지를 벗고 국민에게 친밀하게 다가가기 위한 홍보수단으로
서 포돌이, 포순이와 같은 경찰청 캐릭터를 만들어 내기도 했다(경찰청, 2005:1108).

26) ‘범죄와의 전쟁’과 함께 경찰청 체제가 시작된 이래 경찰은 인권 보호를 우선적인 치안행정
의 목적으로 삼기 시작했다. ‘문민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경찰상을 보여준다며 구속 영장 
없이 피의자를 유치하던 형사계 보호실을 없앴고, 1993년에는 김영삼 대통령의 특별지시와 
관련해 피의자 등 인권보호처리지시를 통해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권 등을 준수하는 것, 그
리고 지방경찰청에 인권침해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수사상의 과오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도록 
했다(경찰청, 2005:1106). 1993년 11월에는 서울종암경찰서가 경찰서 내의 ‘인권 사각지대’
라는 형사계 보호실을 없애고 조사대기석을 마련하며 ‘문민시대’에 맞는 새로운 경찰상을 보
여주고자 하는 시도를 했다. 이후 1994년 구속영장 없는 피의자 보호실 유치는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경찰서의 형사보호실을 편의시설을 갖춘 피의자 대기실로 개선하였다
(경찰청, 2005:1107). 사법민주화가 이와 같은 방향으로 전개되면서 김대중 정부 들어서 이
와 같은 보호 장치는 더욱 확대되었다. 경찰청은 1999년 6월 23일 지침 하달을 통해 피의
자의 신문 과정에 변호인을 참여시켜 피의자의 진술을 조언할 수 있게 하도록 하였고, 
1999년에는 경찰서에 있는 사실상의 구금시설인 피의자 보호시설을 완전히 폐지하였다(경
찰청, 2005:1107). 경찰관에 대한 인권교육이 시행된 것 역시 김대중 정부 들어 제정, 시행
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서이다. 이를 통해 인권교양자료집을 제작, 배포하여 수사 교육
과정에 인권강좌를 개설하여 참여연대 등 인권단체와 협조하여 인권강사를 초빙하였고, 
2002년에는 유치인의 유치장 입감시 인권위원회 진정절차 및 방법에 대한 고지를 명문화하
였다(경찰청, 200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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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과정에서 경찰의 조직관리 목표는 과거의 억압적인 국가장치로서의 

‘법집행 위주’의 임무 수행에서 ‘국민생활의 안전 확보와 불편 해소’ 추진으로 

전환되었다(경찰청, 2006:506). 그간 단속과 처벌 위주의 경찰 기능에 비하여 

부차화 되어 있던 ‘안전’ 확보가 경찰 활동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기 시작한 것

이다27). 이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 역시 경찰의 주요한 임무로 부상하기 시작했

다. 그리고 이것은 당시 대두되고 있던 아동, 청소년 그리고 성폭력으로 집중되

었다. 1999년 서울 등 9개 지방청에 여자기동수사대를 설치한 것을 시작으로 

성폭력, 가정폭력 등 대여성범죄에 대한 대처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직이 연

이어 구성되고 확대되었다(경찰청, 2006:932). 
경찰은 2003년 4월,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확보를 위한28) 대응 기구로서 경

찰혁신기획단을 구성한다. 자치경찰제 추진, 수사제도 개선, 업무혁신 3가지를 

핵심 과제로 내건 바로 이 기획단을 통해 범죄 피해자 보호와 인권 보호를 위

한 부서 설립이 추진되었다(경찰청, 2006:513). 기획단 안에 범죄피해자 보호 

T/F팀이 구성되어 범죄피해자 보호규칙이 제정되었고, 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신변안전조치, 2차 피해 방지 등에 대한 포괄적인 계획이 마련되었다. 또한 

2004년 9월부터는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 발생시 전담요원이 초기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피해자 서포터 제도를 도입한다. 피해자 보호가 2004년의 

혁신과제로 선정된 상황에서 유영철 사건 및 밀양여중생 사건 등으로 피해자 

보호의 문제점이 노출되자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여성 조사관이 참여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아동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진술녹화 역시 의무화했다(경찰청, 
2005:1111). 그리고 2005년 8월에는 24시간 경찰의 수사, 상담지원, 병원의 

의료지원, 법률지원단의 무료변론 등이 통합적으로 제공되는 피해자 보호시스템

인 ‘여성, 학교폭력피해자 원스탑 지원센터’를 개소하였고, 2006년까지 전국 14
개 지역에 원스탑 센터 설치를 완료하였다(경찰청, 2006:943). 

경찰은 그간 피해자 보호가 미흡했을 인정하고 경찰의 인권보호 대상이 더 

이상 피의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경찰청, 
2006:1120-1121). 1990년대 초 ‘범죄와의 전쟁’으로 대표되는 강력한 처벌 중

27) 이는 당시의 ‘100일 작전’의 수행 방식에서도 알 수 있는데 ‘미아리 텍사스촌’ 강력 단속, 
‘학교폭력근절대책’ 추진, 여경 채용 확대 등과 같이 주된 활동은 당시 대두되고 있던 청소
년 성 보호에 집중되어 있었다(경찰청, 2006:510). 그리고 파출소 역시 치안의 효율화를 
강조하는 개혁 과제 속에서 현행 순찰지구대 체제로 재편하여 대민서비스 기능과 출동 및 
신고 대응역량을 이원화하며 집중하는 형태로 변화되었다(경찰청, 2006:514).

28) 2003년 4월 3일 경찰청장이 전국 경찰관들에게 발신한 ‘경찰청장 혁신 참여메시지 1호’에
서도 나타나듯이 경찰청은 자치경찰제 도입과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확보 방안을 중심으로 
하는 ‘수사제도 개선’을 경찰개혁의 핵심적인 현안으로 인식하여 이를 위한 세부적인 업무혁
신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경찰혁신위원회 역시 구성하였다(경찰청, 200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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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단편적’ 태도가 피해자 및 피해회복 중심의 ‘다면적 모습’으로 바뀌어 가

고 있다고 스스로 평가할 정도였다(경찰청, 2006:50). 이를 통해 피해자 보호

는 치안정책의 핵심으로 급부상하게 되었다. 2005년 2월에는 경찰청에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 마련과 실태 조사 등을 전담할 인권 전담기구인 인권보호센

터를 설치하였다. 1987년 1월, 이후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된 박종철이 긴급 연

행되어 고문으로 사망에 이른 남영동 대공분실은 20여년 후 바로 이 경찰청 인

권보호센터로 바뀌었다. 
법무부는 사개추위의 개혁안 중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대책 마

련을 적극 수용하고 나선다. 가해자에 대한 수사, 재판, 행형상의 인권 개선에 

비하여 범죄피해자의 인권 개선이 부진했던 점, 이들의 피해에 대하여 국가의 

구조 의무는 헌법상의 의무라는 점을 강조하며, 2004년 9월 「범죄피해자 보

호․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하였고, 이러한 대책에 근거하여 피해자 원상회복제

도의 개선방안, 형사사법절차에서 피해자 참여확대, 2차 피해의 예방, 피해자의 

지원을 위한 민간단체(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지원과 육성 등을 포괄하는 범죄

피해자기본법 제정을 이끌어 냈다29). 그 결과, 피해자 보호와 관련한 정책 수립

의 중심적 역할과 예산 집행 권한은 경찰이나 법원이 아닌 법무부가 맡게 되었

다. 대검찰청 역시 이에 앞선 2004년 11월,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피해자 지원 전담검사 및 담당관 제도 운용, 피해자 조사시 

신뢰관계인 참관, 사건 결과 및 공판 개시, 재판결과 등 관련 정보를 통지하도

록 하였다. 이와 같은 변화는 피해자 보호와 지원이 “시혜적 부조”나 대국민 

“서비스”가 아닌 국가기관의 책무로서 간주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김지선·김
성언, 2016:13). 

피해자 보호 담론과 정책의 활성화가 그 자체로 엄벌주의 담론을 추동한 것

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들이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나서면서 가해자에 대한 

응보나 그들로부터의 안전 확보를 위한 담론 생산 역시 확대 되어갔다. 검찰은 

징역형의 상한을 상향하는 등 형법 개정이 이뤄진 직후에도 이를 반영한 양형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장과 상황을 양형 인자로 적극 반영하

고자 했다. 검찰은 양형기준 자체가 법원도 검찰도 아닌 국민의 관점에서 명확

하고 공정하게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비

난 가능성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강조했다(대검찰청, 2015b:253). 범죄로 인한 

29) 2005. 12. 24 제정, 법률 제7731호. 이 법에 근거하여 법무부장관은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 제1차 범죄피해자 기본계획
이 실행되어 2016년 현재 2차 기본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2004년 12월부터 2005년 2
월 사이에 전국의 55개 검찰청 단위별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가 개설되었고 검찰청이 직접 범
죄피해자 보호, 지원활동을 연계하는 업무를 자임하고 나서기 시작했다(법무부, 200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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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정신적 피해나 충격으로 인한 자살, 경제적 파탄 등 인과관계를 입증하

기 어려운 부분들에 대하여도 ‘피해가 심각한 경우’로 고려해야 하며, 이것을 양

형의 특별가중인자로 추가하고 집행유예의 부정적 참작사유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대검찰청, 2015b:246).  
이와 같이 피해자의 고통과 피해의 심각성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 근거로 

삼는 논리는 피해자 지원제도를 검찰이 주도하는 것에 반대하는 경찰측의 논거

에서도 전제되고 있었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주장해온 표창원 전 경찰대학교

수는 2009년, 수사권을 독점한 검찰이 피해자 지원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수사

와 기소에 피해자가 이용되는 수단에 불과할 것이라 비판했다. 조두순 사건과 

같이 1심 재판부의 형량에 항소하지 않은 예를 검찰이 피해자의 대변기관이 될 

수 없다는 논거로 제시하며 대중 일반의 ‘법 감정’에 부응하지 못하는 검찰의 

처벌이 피해자를 배신하는 문제라 비난했다30). 이는 경찰의 피해자 보호에 대

한 관점 역시 엄벌주의로부터 자유롭지 못함을 보여준다.

(2) 심리학적�범죄�담론의�대중화와� ‘재범위험성’�예측도구의�도입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를 위한 검찰과 경찰의 대응이 가해자에 대한 엄벌

주의적 형사정책 도입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이하의 안전 장치들을 도입하는 과

정에 있어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경찰은 인권수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기대가 커지고 공판중심주의와 국민참여재판의 도입 등 사법민주화에 따른 환

경 변화에 따라 ‘증거 확보’가 갖는 의미가 중요해졌음을 강조하며 과학수사 장

비 도입 및 수사기법개발, 전문인력 양성 세가지를 과학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제시했다(경찰청, 2010).
이 과정에서 도입된 것이 범죄분석요원(Criminal profiler)이다. 특히 2004년

의 유영철 사건은 피해자 주변에 대한 탐문수사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한 만큼 

현장 감식 능력 등 과학수사기법 강화와 프로파일러와 같은 전문수사인력 양성 

등이 시급하다는 비판31)을 불러일으켰고, 이로 인해 경찰의 과학수사를 위한 

도약의 계기가 되었다32). 경찰은 유영철사건, 강호순 사건 등과 같은 연쇄 강력

30) 그리고 피해자가 스스로 기소를 할 수 있는 프랑스의 사인소추제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법
정에서 직접 신문할 수 있는 권리의 부여, 미국의 피해영향평가와 같이 피해자가 입은 충격
과 피해자의 의사를 양형결정과 가석방 결정 등에 반영하는 제도의 확대를 요구하기도 했
다(2009. 10. 8, 블로그(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 표창원입니다), ‘검찰은 피해자의 대변자가 
될 수 없다! 진정한 사법개혁 필요하다!).

     http://m.blog.daum.net/_blog/_m/articleView.do?blogid=0QoRB&articleno=69
31) 2004. 7. 20, 내일신문, “희대의 증오살인, 경찰은 뭘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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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이상 심리와 행태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관련 전문가를 채

용하여 2004년 7월 1일부터 ‘범죄분석팀’을 설치, 운영하고 범죄분석요원으로 

2005년에 15명, 2006, 2기 15명, 2007년 3기 10명, 40명을 채용하였다(경찰

청, 2010:166). 국회에서도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하여 경찰

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범죄분석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해야 할 필

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33). 
특히 이러한 범죄분석요원의 채용은 수사권 조정을 가열차게 추진하였던 허

준영 경찰청장 재직 당시 30명의 특채 계획을 세우면서 시작된 것이었다34). 경
찰은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검찰과 갈등하던 2005년 

11월, 경찰이 수사권 독립을 주장할 정도의 수사 역량과 대책이 충분한 것인지

를 질의하는 의원들 앞에서 2006년 경찰의 핵심 시책을 과학수사로 대답하기도 

했다35).
범죄분석요원은 범죄자 유형분석, 수사대상자 압축, 심문 전략 수립 등 수사

팀을 지원하고 MMPI, PAT 등 심리검사를 활용한 면담을 실시하도록 배치되었

다. 경찰은 2007년 4월, 제주 초등학생 실종사건, 6월 보령 여중생 실종사건, 
2008년 1월 정성현 사건(안양 초등생 납치, 살인), 2009년 1월 강호순(서울 

서남부 연쇄살인) 등을 범죄분석요원의 성과로 홍보하고 있다. 2003년 서울지

방경찰청의 범죄분석관으로 활동하며 국내 범죄프로파일로 1호로 알려진 권일

용의 경우, 2016년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발생한 한 여성에 대한 ‘묻지마 범죄’
의 가해자의 심리 분석 역시 담당하게 되었고 이 사건이 ‘여성 혐오’ 범죄인지 

여부를 둘러싼 네티즌들의 갈등을 무화시키는 역할을 할 만큼36) 이들을 통해 

심리학적 범죄 담론은 막강한 지식권력으로 부상했다. 이와 같은 범죄분석요원 

채용과 그들 ‘프로파일러’에 대한 홍보, 나아가 대중적 관심이 확대되면서  이들

의 실제 활동과는 별개로 범죄자에게 특정한 이상 심리가 있고 이것이 범죄의 

주요한 요인이 된다는 담론 역시 확대되어 갔다. 
검찰에서도 검찰의 중점 과제를 피해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보

호와 과학수사 역량을 강화 두 가지로 강조하기 시작했다37). 경찰의 경우와 마

32) 1990년부터 지문의 특징점을 입력하기 시한하여 지문검색시스템(AFIS)로 확대, 구축, 거짓
말탐지기 보급, CCTV 등 영상증거물 분석시스템 구축 뿐만 아니라 지리적 프로파일링, 
2010년 7월,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과 함께 DNA 은행
을 구축하였다(경찰청, 2010:137-148). 

33) 2006. 11. 1, 17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사(경찰청) 회의록, 16쪽.
34) 2005. 4. 21, 17대 국회 253회 2차 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사(경찰청) 회의록, 67쪽.
35) 2005. 11. 3, 17대 국회 256회 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28∼59쪽.
36) 2016. 5. 22, 중앙일보, “경찰, 강남역 사건은 묻지마 범죄”, 2016. 5. 20, MBN, “강남역 

묻지마 화장실 살인사건에 오원춘 사건 프로파일러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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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가지로 이 시기 국정감사에서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검찰의 대응책에 대하여 

검사장들 역시 하나같이 과학수사의 확립을 통한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겠다는 대책들을 내어놓았다. 이것은 고문이나 진술강요 등의 위험이 있

는 진술 확보 위주의 수사에서 벗어나 피의자의 인권 또한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왕의 사법민주화의 기조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호소되었다38). 
하지만 당시 검찰의 과학수사 도입은 제한적이었다. 대검찰청은 과학수사 장

비를 자체 개발하고 첨단 과학수사 장비를 도입하겠다고 밝히고 기존의 컴퓨터

수사부를 첨단범죄수사부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내놓고 전문 수사인력을 양

성하기 위한 국제공조 체제를 구축하였다. 하지만 실제 수사에서의 과학적 기법

은 진술녹화, 녹음 등에 한정되었다39). 이러한 상황에서 조두순 사건 등을 통해 

엄벌주의 담론이 부상하자 보호관찰소 등 교정기관까지 아우르고 있는 법무부

는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것은 ‘재범 위험성’을 평가할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심리평가 도구를 개발하는 것으로 집중되었다. 법무부에

서는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개발 연구를 통해 한국형 

아내학대 위험성 평가도구(WARA, Wife Abuse Risk Assessment)를 개발했고, 
2008년에는 법원과 갈등을 빚고 있던 양형 문제에 있어 검찰측 구형의 근거로 

이러한 평가도구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다. 고위험군 성범죄자를 선

별하기 위해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한국형 성범죄자의 재범위험성 평

가도구(KSORAS, Korean Sex Offender Risk Assessment Scale)40)의 개발 역

시 이 시기 법무부가 나선 결과였다. 특히 2007년 4월,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자 법무부는 실무추진팀을 

구성하여 위 평가도구 개발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했다41). 이와 같은 연구들

은 모두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의 전문가의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이수정 교수

의 책임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심리학적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의 활용 확대는 

양형은 물론 성범죄자 등에 대한 치료 등 행형에 있어서도 증거기반 정책이 확

대된 결과로 평가되기 시작했다(윤정숙 등, 2015). 
2001년, 법무부가 심리학적 재범위험성 평가 도구를 수형자 분류심사 도구로

서 활용하기 시작했을 때만 해도 이는 가석방 등 연성 처벌이 필요한 범죄자를 

37) 2006. 11. 16, 17대 국회 262회 18차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26쪽.
38) 2004. 10. 8, 17대 국회 250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서울고등검찰청 등 10개 검찰청) 

회의록, 8쪽, 41쪽. 
39) 2004. 10. 19, 17대 국회 250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대검찰청) 회의록, 3쪽.
40) KSORAS-G의 경우 최초 입건나이와 청소년기 시설수용 경험, 과거 범죄 점수와 강력범죄

의 횟수, 동종전과 여부 등과 본건 범죄의 유형과 피해자 특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피
고인의 반사회적 성향 역시 포함되어 있다(이수정, 2011:51; 최혜림, 2011).

41) 2007. 10. 9, 17대 국회 269회 4차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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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하기 위한 방식이었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입된 심리학적 지식과 재범

위험성 예측 도구들은 사회적 격리와 치료가 필요한 고위험군 성범죄자를 선별

하는 것에 집중되기 시작했다(이수정․변지은, 2001)42). 이후로도 심리학적 예측 

도구를 통한 재범 고위험군 선별을 위한 법무부의 노력은 지속되었는데, 2015
년 6월에는 ‘특정 범죄자 관리과’를 신설하여 전자감독 시스템 구축 및 개발,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등록, 관리, 성충동 약물치료 집행의 전문화 등을 추진하

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범죄자별 재범요인에 대한 평가도구를 개발하

기 위해 외국의 성폭력-MIDSA와 같은 치료 진척도 평가도구를 한국형으로 개

편하는 작업을 진행하기 시작했다.
검찰과 경찰의 과학수사를 둘러싼 경쟁은 2004년, 성범죄자의 DNA 정보를 

공유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의 주도권과 공유의 범위를 둘러싸고도 

반복되었다. 당시만해도 현장에서 채취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의 DNA 정보를 데

이터베이스화하기 위한 대검찰청과 경찰청의 논의는 조율되지 못했다. 하지만 

엄벌주의에 대한 사회적 요구 속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들을 관리하

고자 하는 같은 목적을 공유하던 이들 사이에는 오랜 갈등 관계 속에서도 이례

적으로 공조체계가 구축된다. 2009년에는 DNA 정보의 관리 권한을 이원화 하

는 방식으로 데이터베이스화를 위한 입법을 함께 추진하고, 2013년부터는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의 신상정보 역시 공유하게 된다. 
2012년 8월, 서울 광진구 중곡동43) 사건에 이어 전자장치를 훼손한 자에 의

42) 심리학적 재범 위험성 평가 도구들은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의 선별이나 양형은 물론, 신상
정보의 공개 및 치료감호 대상자의 선별에 있어서도 활용되기 시작했다. 2008년 법무부는 
재범 고위험군 전담제를 실시하고,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
하여 형사절차상에서 의견 진술 등을 할 수 있게 하는데, 이 역할 역시 대부분 범죄심리 전
문가가 맡게 된다(서상진, 2009; 이선근, 2012). 물론 이 제도는 성폭력 이외의 범죄에도 
적용되는 것이었으나, 그 역할은 성폭력 관련 범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어 2008년
부터 2010년까지 법원이 이들의 심리적 설명서를 양형 판단에까지 활용한 사건은 60%를 
상회한다(법원행정처, 2010). 

43)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자가 가정주부에 대한 성폭행을 시도하여 반항하는 피해자를 살해하
는 사건이 발생하고, 이 가해자가 사건 발생 10여일 전 인근 지역에서 같은 수법으로 30대 
여성을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전자장치를 통한 범인의 행적만 조사되었어도 후발 사
건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비난이 쇄도했다(2012. 9. 12, ‘홍일표 대변인 현안관련 서
면 브리핑 보도자료’, 새누리당 대변인실). 더구나 이 가해자가 전자장치 부착을 하게 된 사
건에서 법원이 형집행후 3년 이내의 범죄로 가중처벌을 해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했었더라
면 그와 같이 일찍 출소하여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비판 역시 제기되었다
(2013. 12. 18, 문화일보, “중곡동 주부 살인사건, 국가배상 책임 없다”). 두 사건 발행 직
후인 8월 말, 경찰은 DNA 분석을 통해 두 사건이 동일범에 의한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전자장치 부착자 관리는 법무부가 맡고 있어 경찰은 관내 전자장치 부착자가 얼마나 되는
지, 어디에 사는지조차 모르고, 경찰이 이들의 행적을 추적하려면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 법
무부 보호관찰소에 제시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법무부 역시 전자장치 훼손이 발생한다 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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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재범이 연이어 보도되자 2012년 3월에는 법무부가 경찰에 전자감독 대상자

의 신상정보를 오프라인으로 제공하기 시작했다.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갈등이 

반복되어 오던 상황에서 법무부가 자신들이 관리하고 있는 범죄자 관련 정보를 

경찰과 공유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결단이라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이는 

두 기관간의 갈등으로 정보가 이원화되어 있던 상황에 대한 사회적 비난을 수

용한 결과였긴 하지만 말이다. 2012년 10월에는 공동으로 현장 출동하는 범위

를 전자장치 훼손 이외에 모든 위반 사건 발생시로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경찰이 관리할 수 있는 우범자의 정보 역시 확대되기 시작했다(김상운․조현빈, 
2011)44). 2012년 12월에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

해 경찰과 법무부 간에 위와 같이 대상자의 신상정보를 경찰과 공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2013년 6월부터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를 통해 

대상자의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2014년 3월에는 법무

부 보호관찰소와 경찰서 간에 ‘전자감독협의회’를 구성하고 매년 4월과 10월에 

관계자가 현안을 상호 공유하도록 하는 등 협업이 강조되기 시작했다45). 

구
분

대상자 
정보공유 업무협의 수사협조 수신자료 제공 경찰출동

14,571건 1,228회 2,501회 67건 310회
출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2014. 4. 11, 언론보도자료)

표 27 전자감독대상자 관련 법무부와 경찰의 업무협조 내역(2008. 9. ~ 
2014. 3.)

라도 보호관찰관이 전자감독 이외의 일반 보호관찰업무 등을 겸임하는 상황에서 출동에 절
대적인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44) ‘재범 위험성’ 만큼이나 모호한 ‘우범자’라는 규정에 기반하여 범죄전력자는 물론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의 문턱을 밟은 흔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관련 자료와 정보는 아무런 제약 
없이 국가공권력에 의해 관리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이덕인, 2013). 2004년 11월, 국가인권
위원회로부터 폐기가 권고되기도 했던 경찰의 우범자 관리는 오히려 위 사건 이후 시대적 요
청 사안으로 변화하게 된다. 이에 경찰은 기존의 우범자 관리 규칙을 개정하며 성폭력 우범
자 관리를 강화하였다.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관리업무를 예전에는 여성청소년과 아동청소년계
에서 담당하였으나 새로이 개편된 성폭력 수사체계에 따라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이 담당
하게 되었다. 이들은 신상정보등록자 뿐만 아니라 우범자를 주기적으로 관리하며, 매 해 사진 
등 정보를 갱신하고 재등록하고 이들이 의무사항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체크하는 등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와 성폭력 우범자로 이원화된 관리체계를 통합하였다(장다혜 등, 2015:282). 그리
고 성폭력 우범자 역시 신정정보 대상자에 준하여 관리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45) 2014. 4. 11, ‘전자감독제도 설명자료(전자발찌 훼손 및 도주 관련)’,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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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자의적인 경찰관과 권한 남용으로 국민적 불신을 누적시켜온 두 

기관은 국가 형벌권 확장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범죄자의 정보 관

리 권한이 확대되는 성과를 얻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범

죄자로부터의 사회 방위나 잠재적 피해자의 생산을 막아야 한다는 엄벌주의 담

론은 안전장치의 도입 확대와 그 효과성을 지지하는 주된 논거가 되었다. 2006
년, 3월 16일, 국회에서 개최된 ‘성폭력범죄에 대한 대응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공청회에서는 재범 위험에 대한 실증적이고 과학적인 조사를 통해 재범을 

예방해야 한다는 의견이 수렴되면서, 심리학적 평가도구를 통해 위험한 성폭력 

범죄자를 선별하고 형벌이 아닌 치료나 교정이 더해져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게 되었다. 범죄심리학이나 정신의학계에 이를 측정할 수단들이 제대로 개

발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

리 역시 제기되었지만, 적어도 “정신적인 질환이라든지 병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의한 지속적인 성향을 가지고 이뤄지는 성폭력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회

적인 것인지에 대해서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의견이 모아

졌다46). 범죄를 개인의 심리적 결함이나 충동, 정신의학적 문제로 환원하는 이

와 같은 심리학적 범죄 원인론은 이후 전자장치 부착대상자의 선별이나 양형은 

물론이고 성폭력에 대한 치료감호 대상자 선별, 성충동 약물치료제의 도입에 있

어서도 핵심적인 논거가 되었다47).

2. 사법 참여 제한과 사법부의 형량 통제

1) 양형�관행의�지속

(1) 성폭력�통념에�기반한�양형�기준�마련

이와 같이 사법민주화의 과정에서 수세에 몰린 검찰의 대응 전략이 엄벌주의

46) 2006. 3. 16, 17대 국회 258회 8차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49-50쪽.
47) 2006. 3. 16, 17대 국회 258회 8차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27-36쪽, 2006. 3. 16, 17대 국회 

258회 8차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48-50쪽, 2016. 6. 15, 법무부 보도자료, “성폭력 등 강력사
범 선제대응을 위한 ‘전국 보호관찰소 특정범죄자관리과장 회의’ 개최”.  2006. 9. 22, 17대 국
회 262회 2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회의록, 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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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집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왕에 구축된 처벌제도의 경로의존성은 그 효과

를 제어하는데 기여하게 된다. 무엇이 이를 가능하게 만들었는가?
첫째, 엄벌주의 입법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판결 관행이 지속될 수 있었고, 

이는 양형기준제도의 특성에 기반해 있다는 점이다. 3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양형기준제가 도입되었고, 이는 기존의 양형 관행을 계량화하고 이러한 실증적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되 이에 대하여 ‘규범적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구성되었

다. 그런데 양형기준에서 제시된 권고형량범위는 과거에 동종 범죄군에 선고되

었던 양형실무에 대한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여 선고형량들 가운데 70~80% 범
위에 해당하는 것을 토대로 설정되었기 때문에 이를 준수할 경우 양형의 큰 변

화는 제어될 수 있는 것이었다(탁희성 등, 2011:156). 그리고 규범적 검토는 

주로 종래 양형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비판을 받아 온 성범죄와 뇌물범죄에 

대하여 공청회를 실시하고 이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규범적 검토’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2006년 12월 21일, 양형기준제 도입

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고 양형기준안이 최초 시행된 

2009년 9월 1일 사이는 정확히 성폭력에 대한 엄벌주의적 형사입법과 대중담

론이 증폭한 시기이기도 하다. 때문에 양형위원회에서는 공청회를 통해 반성폭

력 단체 등 외부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나름의 시도를 했다. 
2008년 11월 24일, 성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의견 조회를 위한 1차 공청회

에서 당시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인 이윤상은 청소년 대상 강간이나 강제추

행에서 위계, 위력을 사용한 경우를 감경인자로 보는 것은 이를 처벌코자 한 입

법 취지를 간과한 것이며, 노동현장에서 청소년들에게 위계, 위력은 그들의 생

존권을 좌지우지할 정도의 위력을 갖고 있다는 점, 술을 마신 경우 우발적 범행

으로 인정하고 양형의 감경인자로 적용하는 것은 성폭력을 억제 못할 성충동에

서 비롯된 우발적 결과로 보는 통념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

서 음주에 의한 우발성이 양형에 절대 포함되지 않도록 명시해줄 것을 요구했

다(양형위원회, 2008b:309-310). 나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공탁이 감형이

나 집행유예 나아가 ‘반성’으로 고려되어서는 안된다는 점, 심지어 비친고죄인 

강간치상 등에서도 합의에 따른 집행유예 비율이 높다는 점을 비판하였다. 그 

밖에도 ‘인적 신뢰관계 이용’, 피해자 장기간 지속적으로 이뤄진 경우나 피해자

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가해자에

게 유리한 양형 인자들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와 적용 배제를 요구하였다.
2008년 12월 23일, 위원회 제13차 회의에서는 이러한 1차 공청회 개최 결과 

등을 토대로 수정 심의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성범죄의 경우, 대체로 종전 안을 

유지하고 있었다. 형량을 가중하는 것 이외에 가해자의 합의 종용 문제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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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과도하게 처벌의 감경 요소로 작동하게 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않았다. 상당 금액을 공탁한 경우를 일반 감경인자로 신설하여 포함시켰고, 합
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범행사실을 공개하거

나 공개할 의사를 표명하여 압력을 가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합의

를 강요한 경우를 일반가중인자로 신설하는 방식으로 마무리 했다(양형위원회, 
2009a:129). 또한 청소년에 대하여 위계, 위력을 사용한 경우는 집행유예의 ‘주
요’ 긍정사유에서 ‘일반’ 긍정사유로 변경하는데 그쳤고, 성범죄 집행유예 기준

에서 음주를 고려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되, ‘우발적 범

행’의 정의를 보다 엄격히 규정하기로 했다(양형위원회, 2009a:133). 
양형위원회는 이를 통한 ‘규범적 판단’이 일부 성범죄 유형의 권고형량 범위

를 상향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평가하고 있지만(양형위원회, 
2009a:121), 당시 반성폭력단체들의 요구는 양형판단에 전제되어 있는 성폭력 

통념과 남성중심적 법 해석을 교정하고 그 효과를 조정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

었지 그 결과인 형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양형위

원회는 이들의 요구를 ‘피의자’에 대한 형벌권 강화의 의도로만 읽어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09년 4월 24일, 제3차 임시회의에서 8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최종 의결되었고, 양형기준은 2009년 7월 1일 이후 법원에 공소 제

기된 사건부터 적용키로 하였다(양형위원회, 2009:138).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 폭행, 협박이 아닌 위계, 위력을 
사용한 경우

§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특수강도(성폭법 제5조 제2항)
§ 윤간
§ 임신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 동종 누범(특가 및 특강 누범 
제외)

§ 상습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

한 범행 가담

§ 계획적 범행
§ 동일 기회 수회 간음
§ 비난 동기
§ 심신장애 야기 강간
§ 청소년 대상 강간 

행위자
/기타

§ 상당 금액 공탁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진지한 반성

§ 인적신뢰관계 이용
§ 이종 누범(특가 및 특강 누범 

제외)

표 28 성범죄(13세 이상 강간) 1차 양형기준(2009. 7.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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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2008년 9월, 조두순 사건이 알려지게 되면서 양형기준은 시행도 되기 

전에 개정의 요구에 직면하게 된다. 대법원의 양형기준은 2009년 7월 1일 이후 

법원에 공소제기된 사건부터 적용키로 하였기 때문에(양형위원회, 2009:138), 
2007년 12월 발생한 이 사건은 양형기준의 적용 대상은 아니었다. 무엇보다 이 

사건은 양형기준제 도입 과정에서 이미 반성폭력단체가 지적한 음주 감경의 문

제 등 남성중심적인 양형의 관행의 문제점을 그대로 노출시켰다48).
조두순은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 

이른바 심신미약을 주장하였고 2009년 1월,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형법 제

10조 제2항의 심신미약자에 대한 감경 규정에 따라 12년 형을 선고하였다. 이
와 같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 범행이 일어난 것을 인정하여 형을 감경하

는 것은 그간 법원의 양형 관행에서 일반적인 것이었다. 검찰은 무기징역 구형 

후 법원의 12년형 선고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다. 구형량의 절반 이상을 선고

받았다는 내부 기준을 충족했다는 이유로 항소를 포기한 것이었다49). 형법상 

법률 감경에 따를 때, 무기징역을 감경할 때는 7년 이상의 징역을 처하도록 하

는데 재판부가 12년을 선고한 것은 통상의 형 선고와 비교하더라도 법원으로서

는 엄중한 처벌을 부과한 것이라는 점을 검찰도 인정한 결과였다50). 
직후 법원 뿐만 아니라 무기징역을 구형한 이후 항고하지 않은 검찰에 대한 

비난까지 더해졌다. 이 사건 직후 국회에서는 양형이 “법관이나 검사의 전유물”
로 간주되는 세태에 대한 지적과 함께 법관들의 부적절한 언행과 자질 부족에 

대한 비난까지 제기되었다51). 가해자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하였으나 기각되

48) 2008. 11. 24, 1차 공청회,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윤상 부소장(양형위원회, 2009a:130). 
49) 또한 법원은 초범이라는 점, 반성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형량을 감경했다.
50)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성범죄 양형기준을 통해서도 조두순에 대해 선고된 형량이 기존의 

처벌 관행을 벗어나지 않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는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강간 상
해 사건의 기본 양형은 5년에서 8년, 가중구간은 7년에서 11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특정강력범죄
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의 누범(특정강력범죄로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
년 이내에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때)인 경우 이를 1.5배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12년의 선고는 양형기준에 따르더라도 가중구간의 상한을 넘는 것으로,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
로 한 항소 포기의 명분이 되는 것이기도 했다.

51) 2009. 10. 8, 18대 국회 국정감사(피수감기관:법제처)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23쪽, 2009. 10.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

료 후 10년 미만)
§ 합의시도 중 피해야기

§ 양형위원회 홈페이지>양형기준>과거양형기준(http://sc.scourt.go.kr)
§ 가중요소가 더 많은 경우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더 많은 경우 감경적 

형량범위를 채택. 행위인자와 행위자/기타 인자의 개수가 같을 경우 전자가 더 
중하게 고려됨.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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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결국 12년의 형이 확정되었고, 5년간의 신상정보 열람, 7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역시 명해졌다. 
양형기준이 채 시행되지도 않은 상태였지만 조두순 사건으로 인해 대법원의 

양형기준안에 대한 비판은 더해졌다.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는 성폭력 범죄의 신

고율이 2.3%에 지나지 않는 상황에서 전력 없음을 감경사유로 고려하는 것이 

마땅한지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였고,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는 점은 감경사

유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이후 재범시 가중 사유로 다루는 것이 합당하

다는 의견을 내놓았다(한국성폭력상담소, 2009). 
하지만 조두순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국회의 엄벌주의적 입법이 진행되

고 있는 상황은 오히려 법원으로 하여금 양형기준의 상향 조정에 소극적인 분

위기를 만들어 냈다. 2009년 11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21차 회의에서야 이 

사건 양형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지만 국민의 감정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대부분의 범죄에 있어 중형주의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질 우

려가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다만 주취 감경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논의가 끝이 났다52). 이어 

열린 2009년 12월 22일, 22차 전문위원 업무보고 회의에서도 형량 상한을 상

향하자는 논의가 제기되었으나 이 역시 법 감정이 양형의 중심에 놓이거나 중

형주의로 흐르는 것만이 범죄해결의 해법이 아니라는 의견이 맞서면서 음주감

경, ‘중한 상해’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는 논의에 그쳤다53). 
상황이 이와 같이 전개되자 결국 2010년 2월 8일, 양형위원회의 23차 회의에

서는 주취상태의 감경요소 반영 제한, 가중적 특별양형인자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하였다(양형위원회, 2010:28)54).
그 결과 2차 양형기준에서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성범죄를 범한 경우 감

9, 18대 국회 국정감사(피수감기관:서울고등법원 등)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52쪽.
52) 제2의 조두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무기징역이 권고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만들 

것, 양형기준의 상향을 포함한 신속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마
다 양형기준을 상향조정할 경우 불합리한 양형기준이 도출될 우려가 있고, 양형기준 적용 
대상도 아닌 조두순 사건만을 이유로 기준을 수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대립했다
(2009. 11. 16, 양형위원회 회의자료, 전문위원 업무보고, 제21차 회의(의안번호 2009-22호).

53) 상향을 다음 양형기준 수정시 진행하자는 의견, 유기징역 상한 폐지 등 관련 법률의 입법 
경과를 본 후 판단하다는 의견, 현재의 양형기준의 기본구간마저 법정형보다 낮게 설정되어 
있는 것이 문제라는 점 등이 논의되었으나 개정 방향 조차 구체화되지 못했다.

54) 그 결과 2차 양형기준에서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성범죄를 범한 경우 감경인자의 반영
을 제한하거나 일반 가중인자로 반영하도록 양형인자표를 수정하고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
음)’을 일반감경인자에서 삭제하였다. 이후 성범죄 양형기준은 형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
한특례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률의 개정에 맞추어 수정되어 2016년 
6월 현재, 4차 개정 기준안이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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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자의 반영을 제한하거나 일반 가중인자로 반영하도록 양형인자표를 수정하

고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을 일반감경인자에서 삭제하였다. 이후 성범죄 양

형기준은 형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

률 등 관련 법률의 개정에 따른 법정형 강화에 맞추어 수정되어 2016년 6월 

현재, 4차 개정 기준안이 적용되고 있다. 

(2) 권고적�효력의�참여재판과�평결�결과

이와 같이 국민의 ‘법 감정’을 반영하는 사법을 통해 사법에 대한 신뢰를 회

복해야한다는 사법민주화의 움직임 속에서도 정작 ‘법 감정’, 성폭력에 대한 보

다 평등한 관점은 이해나 피해에 대한 공감 역시 확장되지 못한 채 오히려 피

해자의 실질적 권리는 여전히 제약되고 있다는 점은 국민참여재판의 운용 실태

에서도 알 수 있다. 앞서 설명한대로 참여재판은 재판에 국민의 ‘법 감정’을 반

영하여 처벌의 합리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대표적인 제도 중 하나

이다.
그런데 법원행정처가 2008년부터 3년간 시행된 국민참여재판을 분석한 결과

에 따르면 성폭력의 경우에는 법관과 배심원 사이의 판단에 있어 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법원행정처, 2011; 이춘화, 2011 재인용). 또한 아래 표29
와 같이, 배심원 사이에서도 유죄 여부에 대한 전원일치가 이뤄지지 않아 다수

결로 결정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배심원에 대한 설문조사 연구에서도 성범죄의 

경우, 다른 범죄 유형에 비해 형량 결정이 어려웠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조
성제, 2013)55). 평결과정에서 합의가 이뤄지기 힘들다는 것은 성범죄를 바라보

는 인식차가 그만큼 클 뿐만 아니라 참여재판이라는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

한 장치 도입만으로는 성폭력에 대한 ‘법 감정’, 이해의 확장과 공유가 담보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반증한다.
이와 같은 인식의 간극은 참여재판의 운용과정에서도 많은 문제들을 노출시

켰다. 강간은 낯선 이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라는 통념으로 인해, 아는 사이에 

발생한 강간이라는 이유로 배심원들이 무죄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고, 피해 여성

의 성매매 등 성적 전력이나 합의에 응하려 한 사실이 있는지 등에 기반해 가

해자의 양형이 줄어드는 등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통념이 배심원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들이 보고되었다(이현정, 2010; 이지혜·박
우현·이수정, 2014). 

55) 이 연구의 경우 통계적 검증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전체 검수 78건 중 
성범죄가 19건. 사례수가 너무 적어 그 의미가 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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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여기서도 형사사법 절차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소외된 피해자의 

지위 역시 확인할 수 있었는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1항 

제3호에 따라 ‘성폭력 범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법원이 참여재판을 진행하

여 결국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사례가, 배심원들의 면전에서 진술해야 하는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국민참

여재판을 신청하겠다고 말하는 사례, 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경우 불특정 다수

의 배심원에게 아동의 얼굴과 목소리 등 영상녹화물이 재생된다는 사실을 제대

로 고지하지 않아 이후 피해자 부모가 참여재판 진행을 극구 반대하는 사례들

이 보고되기도 했다(대검찰청, 2013:373). 더욱이 성폭력의 경우 일반 형사공

판이 아닌 참여재판에서의 2차 피해가 더욱 심화될 수 있는데, 피고인은 배심

재판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든 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데 

반해, 피해자의 거부는 권리로서 보장되어 있지 않고56), 공판 단계에서의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2) 피해자의�권리�확장�제어

56)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법원이 참여재
판 회부를 배제할 수 있는 사유로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가 원치 않는 경우를 포함시켰으나, 
이는 법원의 재량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에 반해 참여재판은 피고인의 의사에 반해 진행될 
수는 없다(제9조제1항제3호).

인원
(명)

유죄 무죄 유죄+무
죄

계 전원일
치 다수결 계 전원일

치 다수결 계
살인 등 110 90 80 10 5 3 2 15
강도 등 89 49 39 10 5 5 0 35

상해치사 등 25 16 15 1 5 3 2 4
성범죄 등 55 34 21 131 13 7 6 8

기타 42 37 33 4 2 2 0 3
계 321 226 118 38 30 20 10 65

§ 법원행정처, 2011; 이춘화, 2011 재인용
§ ‘유죄+무죄’는 주위적/예비적 범죄가 있거나 경합범, 축소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표 29 국민참여재판 평결분포(2008∼2010)



- 234 -

성폭력에 대한 엄벌주의 입법이 “피해자 보호=가해자 처벌”이라는 관점을 핵

심으로 하고 있는 만큼, 처벌 강화 입법만큼이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들 역시 확장된 측면은 부인할 수 없다(장다혜 등, 2015: 추지현, 2014). 민주

화 이후 피해자 보호 관련 법제는 상당 수준 발전을 이룬 것은 사실이다. 
기실 87년 헌법에서는 범죄피해자의 구조청구권과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의

견진술권이 도입되는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다. 이로 인해 타인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이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헌법상의 권리로 천명되었고, 형사피해자에게는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

서 진술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었다. 이에 따라 강력범죄로 인한 피해에 대하

여 가해자가 불명이거나 무자력인 경우 피해자가 금전적 구제를 받을 수 있도

록 피해구조금을 지급하는 범죄피해자구조법이 제정 되었다57). 
하지만 이러한 보호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는 극히 제한적이었다. 국

가와 범죄자를 양 축으로 하는 강제적인 갈등해결 구조인 형사사법 체계 속에

서 피해자는 이러한 갈등의 당사자로서 인정받지 못했다. 실제 재판 현장에서 

피해자가 사건의 증인으로서 질문에 응답하는 것을 넘어 스스로 진술을 요구하

는 것은 기대할 수 없었다.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구조금 역시 필요 최소한의 금

전을 지급하는 잔여적 복지의 일환으로 시행된 것이었다. 때문에 이와 같은 피

해자 관련 제도들은 형사사법 시스템에 ‘기이한 혹처럼 달여 있는 존재들’로 간

주되면서 주목받지 못했다(김혜경, 2013; 조균석, 2010; 이호중, 2000).
사법민주화가 본격화 되던 1999년, 사개추에서는 재판 단계에서 피해자가 소

외되지 않도록 재판 진행사항을 통지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피해자 역시 변호인

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한다는 것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하지

만 피해자가 수사기관이나 재판과정에서 진술시 변호인의 참여를 요구할 수 있

도록 하는 것은 현행법상으로도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적극적

인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이 논의되지는 않았다(사법개혁추진위원회, 
2000b:96). 또한 당시 경제적 어려움이나 법률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법의 보호

를 받지 못하는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 구조의 지원 범위를 확대58)하는 

것이 논의되었지만 이러한 지원은 피해자에 대한 “시혜성 부조”였지 피해자의 

주체적인 권리로서 이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여전히 피해자는 형사사법

에서는 부차적인 존재로 간주되었다(사법개혁추진위원회, 2000b:244-246).  
즉,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정치적 자유권이나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57) 1987. 11. 28. 제정, 1988. 7. 1 시행, 법률 제3969호
58) 법률 구조의 대상 범위에 기소 전 형사사건을 포함하고, 농어민, 월평균 수입 130만원 이하의 근로자, 

영세상인 등 사회, 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 구조를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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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앞에서 신체적 자유,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나 체포와 구속이 적법절차에 

의해 이뤄지도록 하는 피의자 등의 자유권적 기본권 보장이라는 문제 설정이 

우선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일정한 물질

적 급부와 배려를 제공하고, 국민은 이를 요구할 수 있는 사회권적 기본권의 발

전은 지체될 수 밖에 없었다. 즉, 피해자는 사법민주화의 과정에서 적극적인 주

체로 상정되지 못했다. 당시 사개추의 핵심 개혁 과제 세 가지가 피의자나 피고

인의 권리구제 및 이를 상정한 법률서비스 확대 방안, 법조인 양성 방안이었다

는 점에서도 배제된 피해자의 위치를 가늠할 수 있다. 

그런데 2004년 사개위를 거치면서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들이 사

법 개혁의 과정에서도 중요한 쟁점으로 논의되기 시작한다. 2004년 사개위에서

는 국가가 범죄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국민의 불만의 목소리가 사법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다고 진단하고, 형사

절차에서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보호하는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마

련코자 하였다(사법개혁위원회, 2005d:215). 피해자는 고소인, 참고인, 증인, 
배상신청인이 되는 것 이외에 형사절차 형성의 주체로서 참여하거나 그 인격권

을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고, 형사절차의 진행 과정에 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얻을 권리 역시 없으며, 가해자의 소추 결정에 대하여도 한정적인 권

한만을 행사하여 형사공판에서의 역할도 미미한 수준이라는 점이 문제로 지적

되었다(사법개혁추진위원회, 2006a:235). 때문에 사개위는 피해자의 절차참여

쟁점 관련 논의 내용

적극적 지위강화
(절차 참여권)

형사절차의 진행상황 통지
기록열람권
공판정에서 진술권 확대
피해 원상회복

소극적, 방어적 보호
(2차피해 방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인격 존중(신문 제한)
피해자의 변호인 선임권 확대
피해자의 인격보호, 신변안전보장을 위한 재판공개 제한
언론매체에 의한 피해자의 신상정보 유출금지 확대
피해자 및 증인의 신변보호 문제
비디오 중계장치를 통한 증언 확대

재정신청 확대 피해자의 사인소추 인정 여부
재정신청 확대 및 관할

공익단체 육성 피해자 지원 공익단체 육성 및 재정지원
§ 사법개혁위원회(2005c: 429∼480) 재구성(‘범죄피해자의 보호방안’ 2004. 7. 

19. 17차 회의자료)

표 30 피해자 보호의 내용과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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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등 적극적 지위의 강화, 2차 피해방지, 재정신청의 확대, 범죄피해자지원을 

위한 공익단체의 육성 등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한 제도를 논의하여 2004년 12
월 최종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하였다. 

하지만 사개추위가 제안한 위 표30의 피해자 보호 지원 관련 쟁점들 중에서 

재판 절차에서의 피해자 권리와 관련되어 법원의 개혁 의지와 노력이 필요한 

‘피해자의 적극적 지위 강화’ 부분은 다른 쟁점들에 비하여 크게 확장되지 못하

였다. 물론 이후 사개추위의 안을 반영하여 개정된 형사소송법에서는 신리관계

자의 동석권, 비디오 중계방식에 의한 신문, 피해자의 기록열람, 등사에 대한 

권리와 함께 피해자의 법정진술권 강화가 명문화되었다. 이를 통해 이미 1987
년 법 개정 이후 도입되었던 공판과정에서의 피해자 진술권에 대한 규정 역시 

일부 개정되어 그 실현을 확대하고자 했다59).
이와 같은 법 개정 이후 피해자의 공판절차에서의 진술권을 행사한 사례는 

증가하기 시작했다(이정수, 2012). 하지만 전체 형사공판건수를 고려하면 그 

빈도는 지극히 낮았으며, 여전히 범죄 피해자들의 상당수는 ‘재판에서 할 말이 

많았지만 말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고 평가했다(이정수, 2012:58). 피해자가 

신청할 때에는 의견진술의 기회가 주어져야만 하지만 판사가 ‘다시 진술할 필요

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배제할 수 있고, 피해자가 신문의 객체로서 

진술의 주도권을 갖지 못할 뿐만 아니라 증언거부권이 없는 피해자는 신문에 

응해야 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진술의 결과에 따라 위증죄의 부담도 질 

수 밖에 없게 된다(임병락, 2014:349). 따라서 진술의 내용 또한 신문자의 질

문에 의해 구속을 받는 상황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고 그 문제점에 대한 지적 

역시 지속되고 있다(강석구 외, 2009:56; 이정수, 2012:61; 오경식, 2009:139; 
이호중, 2006).

법무부는 피해자 진술권을 강화하기 위한 몇 가지 과제들을 추진했다. 피해자

가 공판절차에서 진술할 권리의 구체적 확대 이외에도 재판공개주의 원칙에 대

한 검토, 구속전 피의자 심문 및 보석 등 형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의 의견진술

을 활성화하거나 권리로서 보장하는 방안, 수형자 가석방시에 피해자에 대한 재

위해 가능성을 확인하여 가석방에 반영하거나 가석방 심사에 피해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그것이다. 이들 제재의 성격에서 알 수 있듯이 검

찰과 법무부의 피해자 보호가 엄벌주의 기조 속에 설정되어 있는 만큼 피해자

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의 안전 확보에 대

한 효과를 담보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것들은 2016년 1월 현재까지 마

련되지 못하였다(김지선·김성언, 2016:154-155).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공소

59) 2007. 6. 1 시행 형사소송법(법률 제8496호) 제294조의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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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 후 재판기록에 대하여 기록 열람, 등사를 요청할 수 있지만 피해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수사기록이 아닌 소송기록의 열람, 등사가 허용되어 있다는 점에서

도 여전히 불균형이 있다.
여기에는 피해자의 진술권 확대가 피고인의 인권을 오히려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가 자리하고 있었다60). 범죄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안건에 있어 사개추위의 

기본적 입장은 피해자 보호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이 자칫 피고인의 인권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사법개혁위원회, 2005d:215). 
때문에 사개추위의 피해자 법정 진술권 강화에 대한 제안도 피해자의 법정진술

권은 증인신문의 형식으로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했다(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

회, 2006a;239). 당시 공판중심주의의 원칙에서 볼 때 피고인의 방어권 못지 

않게 피해자의 진술권에 적극적 지위를 부여하는 안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

되었지만, 유죄인정절차와 양형절차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 진

술권을 인정하여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진술하면 시민참여재판의 경우에는 치명

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고 법관의 심증형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재

판의 공정을 현저히 해할 것이라는 반대 의견이 강력하게 작동했다(사법제도개

혁추진위원회, 2006a:576). 
이와 같이 정권교체 직후 등장한 일련의 사법개혁 프로그램에서는 피의자, 피

고인의 인권 보장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국선변호사 확대, 공판중심주의적 법정 

심리절차 확립, 인신구속제도의 개선 등 시민, 정치적 권리 보장을 중심으로 논

의가 전개되면서 범죄 피해자들의 보호 및 지원에 대한 방안 마련은 취약했다

(김선수, 2008:190; 한승헌, 2014:414). 오히려 피해자가 소송에 적극 참여할

수록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 취약해진다는 이유로 그들의 적극적 권리 확장은 

제한된다. 국가권력의 남용으로부터 피고인의 방어권과 인권을 보장하는 것을 

우선시하는 사법민주화의 기조, 그리고 피해자가 형사절차에 참여하게 될수록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는 힘들어지고, 피의자에게 보다 가혹한 제재수단들이 쉽

게 동원될 것이라는 선험적 가정61)이 이를 강화시켰다. 엄벌주의 입법을 정당

화 하는 담론의 큰 축이 ‘피해자’가 겪게 될 고통과 상처를 고려해야한다는 것

60) 학계에서도 사인이 직접 공소를 제기하여 당사자가 될 수 있는 프랑스의 사인소추제도나 피
해자가 검사와 함께 공동 원고로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독일의 부대공소와 같은 제도는 피
해자 개인의 복수 감정과 보상심리의 개입으로 형사소송을 통한 형벌권 실현이라는 이념과 
조화되기 어렵고 피해자는 검사와 같은 객관의무를 지지 않으므로 사익의 추구만을 위해 소
송수행을 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할 것이라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송광섭, 2014; 
강석구 외, 2009:59; 이진국, 2016).

61) 학계에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위한 형사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형벌권의 적정한 
집행보다는 오히려 응보의 감정을 자극하여 처벌 강화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이 논거
로 사용된다(송광섭, 2004; 이진국,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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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고, 이를 반영하여 양형에서도 피해자의 목소리와 상처, 고통이 충분히 반

영하기 위한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부상했지만 성폭력 통념 극복이나 

피해에 대한 이해 확장은 이뤄지지 못한 채 피해는 엄벌주의를 정당화하는데 

도구화되고 오히려 피해자의 실질적 권리 확장은 제약되고 말았다.
하지만 정작 모든 피해자들의 욕구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사회적 격

리에 대한 욕구와 반드시 친화적이라 단정하기도 힘들다. 생존해 있는 피해자들

은 오히려 그러한 처벌이 가해자에 의한 보복의 위협에 놓이게 만들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기도 한다(장다혜 외, 2015:314). 또한 피해자와 그 가족까지 포함

한 주변인들의 고통이 처벌을 결정하는데 있어 주요하게 다뤄지는 것은 피해자

들로 하여금 점점 더 그 고통을 호소하고 이를 자원으로 처벌의 정당성을 요구

해야함을 의미한다. 즉, 피해의 치명성과 심각성만을 기반으로 한 ‘법 감정’과 

처벌강화 요구는 실제 피해자의 욕구라 단정하기도, 실질적으로 형사사법절차에

서 피해자의 적극적인 지위 확대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피해를 도

구화시킬 뿐이다. 더구나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엄벌주의 담론에

서의 피해자는 무기력하고 안타까운, 선/악의 이분법을 통해 판단이 명료한 자

들의 전형으로 최소화되어 있기 때문에 성폭력 피해에 대한 이해 확장과도 연

동되지 못한다(변혜정, 2004; 추지현, 2014). 

3. 생명 및 자유박탈적 처벌 최소화의 유제와 보안처분의 

형벌화

1) 사형�집행�및�보호수용�도입의�지연

이와 같이 ‘피고인 등’의 인권과 ‘사법부 독립’을 우위에 둔 사법민주화의 이

념이 양형의 급격한 증가를 제어하게 되고 사법부의 양형 관행이 지속되자, 그
에 대한 불만이 엄벌주의 입법의 연쇄를 가져오는 악순환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등장한 것은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지 않는 양형을 위해 아동, 청
소년 대상 성범죄에 적용되는 양형기준 만큼은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여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범죄억지력을 높이자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1904772), 
사형제를 폐지하되 종신형으로 대체하여 성폭력과 연쇄살인 등에 대한 범죄 해

결을 위한 해법으로 삼자는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1809976), 양형기준 뿐

만 아니라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취업제한을 통해 처벌을 강

화하자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806559) 등이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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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참여재판을 통해 “과거의 판결 관행”에 구애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808720호)도 등장했다62). 
하지만 기존의 처벌 제도의 유제로 인해 기속력을 갖는 양형 기준이나 참여재

판의 도입은 지연되었다. 사형집행 역시 마찬가지이다.
3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김대중 정부 들어 사형집행이 중단되자 형법상 

형벌에서 사형을 삭제하기 위한 움직임과 그에 대한 반발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사형집행을 중단한 역사적 경험은 그 움직임 역시 이 경로 안에서 해법

을 찾도록 만들었다. 사형이 아닌 종신형 도입이 논의되는 것이 대표적이다(허
일태, 2010). 2004년 7월 유영철 사건이 알려진 직후인 12월, 사형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대두된 상황에서 국회에서는 재적국회의원 과반수가 넘는 175명
의 명의로 사형폐지에관한특별법안(171129호)이 제출되었다. 당시 사형제 폐지

는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역시 논의의 분위기가 무르익었다고 평가할 정도

로 전향적인 기류가 조성되고 있었다63). 2005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률

안을 심의하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도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사형제도 폐지와 

그 대안으로서 절대적 종신형 등의 검토를 권고하였다. 사형제도의 존치 입장을 

꾸준히 고수하여 왔던 법무부도 2006년 종래의 견해를 백지화하며 사형제도 폐

지 및 절대적 종신형 도입 여부를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 2006:119). 
위 법률안은 결국 통과되지 못한 채 2008년 5월, 임기만료로 폐기되고 말았

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집행은 계속되었고, 유영철 사건 직후 사형제에 대한 

논의가 확대된 상황인 2004년, 법무부장관은 사형집행계획이 없다는 점을 분명

히 밝힐 정도로 사형 미집행은 확고한 제도로서 자리 잡게 된다64). 
이와 같이 정권 교체 이후의 제도화 된 사형 미집행은 이후 처벌제도의 엄벌

62) 그 밖에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와 강간 등 모든 성범죄에 대해서는 심신미약 등의 
이유로 감형을 하지 않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
용하지 않토록 함으로써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는 공정한 법적용이 가능토록 하자는 성폭
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806243호), 가석방 시 피해
자의 의사를 가석방 심사고려 사항으로 규정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
죄 등 강력범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엄벌
을 요구하는 국민적 법감정과 일치되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910640) 등이 제시되었다.

63) 2005. 2. 18, 법제사법위원회 사형폐지에관한특별법안(유인태 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17쪽. 
2005년 1월 현재 유영철에 대하여는 항소심이 진행중인 상태였다. 2006년 4월에는 이 법안과 
관련하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청회가 개최되자 국제엠네스티는 2006년을 한국의 사형제도 
폐지 집중캠페인의 해로 결정하며 운동의 이슈를 집중시켰다(2005. 12. 20, 한겨레, “엠네스티 이
례적 결정, ‘2006년은 한국 사형폐지 집중 캠페인 해’”).

64) 2004. 10. 22, 16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피수감기관: 법무부) 회의록, 87쪽.



- 240 -

주의적 변화와 헌법재판소의 사형 합헌결정, 법원의 사형 선고에도 불구하고 이

것이 재개되지 못하도록 제약했다. 유영철 연쇄살인사건, 안양초등생 살인사건, 
안양 연쇄살인사건 등 극단적 폭력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사형 존치론

이 다시 부상하자 오히려 이러한 사건들의 발생이 곧 사형제의 존치가 범죄 예

방이나 위하의 실효성이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사형제 폐지를 위한 특별법

안이 발의되기도 했다(1800928호). 또한 2008년에는 보성 앞바다 여행객 4명
에 대한 살인사건에 대해서 사형을 선고한 광주고등법원이 피고인의 사형제 위

헌심판에 대한 신청을 받아들여 직접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까지 했다. 그리

고 이후 같은 취지의 위헌소원 역시 이어졌다65).  
이후 국회에서 발의된 사형폐지에관한특별법안들66) 역시 국민적 공분을 불러

일으키는 강력 사건 직후 이를 기화로 사형제를 폐지하고 종신형을 대체할 것

을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즉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입법안들도 사형이 사실상 

폐지된 것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 예컨데 특정 성폭력 가해자들을 특별 사면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1903437호), 아동, 청소년 성

폭력에 대하여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처하고 사형에 대한 감경시 징역형의 

상한을 30년 이상 100년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등(1906664호) 사형 집행을 

우회한 장치들의 도입이 그것이다.
물론 종신형이 아닌 사형 집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 역시 제기되었지만 권위

주의 정권 아래에서 통치권자의 자의적 권력 행사로 인해 초래된 인혁당 사건,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과 같은 이른바 ‘사법살인’에 사형이 정치적으로 남용되었

던 역사적 경험은 사형제가 공권력의 남용과 오판으로 인한 인권 침해를 보정

할 수 없다는 강력한 논거가 되었다67).
자유박탈적 보안처분의 도입 역시 엄벌주의 담론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보호

감호 운용과 폐지의 역사적 경험으로 인해 지연되었다. 2005년 8월 보호감호가 

폐지되면서부터 법무부는 이를 대체할 처벌 제도로서 ‘삼진아웃제’ 도입이나 가

중처벌을 위한 특별법 개정 등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사회보호법 폐지 당시에도 

법무부는 ‘미국식 삼진아웃제’와 같은 양형 강화 수단이 도입된다면 굳이 보호

감호의 재도입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68). 
65) 2010. 2. 25, 2008헌가23(형법 제41조 등 위헌제청), 2008. 3. 25, 2008헌마234(형법 제

250조 위헌확인), 2010. 3. 25, 2008헌바84(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1. 6. 30. 2009헌바354, 2010헌가67(병합)(특정범죄 가
중처벌 등에 관한 법 률 제2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등).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속적으로 
합헌을 선언하면서 사형 폐지에 대하여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2008. 10. 7, 18대 국회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15쪽).

66) 2009. 10. 8, 1806259호, 2010. 11. 22, 1809976호
67) 2015. 8. 11, 19대 국회 336회 1차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23∼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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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아동 성폭력을 중심으로 엄벌주의 담론이 확산된 2010년, 법무부는 

다시 폐지된 보호감호를 ‘보호수용’이라는 이름으로 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

는 형법 개정안69)을 내놓았다. 이에 앞서 2010년 3월, 청송교도소를 방문한 이

귀남 법무부장관은 “흉악범들을 사회와 격리하는 보호감호제도를 다시 도입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형법 개정안을 발의할 방침”이라 밝히면서 청송교도소를 

흉악범의 중교정 및 보호감호 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계획을 구체화하기 시작했

다70). 
2010년, 법무부는 9차 형법 개정을 통해 엄벌주의로 대처하며 장기적으로 상

습누범에 대하여 보호감호를 도입하고자 형사법개정 특별분과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2005년 위헌판결을 통해 폐지된 보호감호제도의 재도입을 위한 법률안71)
을 내놓았다. 법무부는 상습범이나 강력범에 대한 중한 형사제재 부과는 ‘세계

적인 추세’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사회 방위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보호수용제

도가 필요하며, 행위가 아닌 ‘행위자’ 요소인 상습범이나 누범 등에 대하여는 신

개념의 보안처분이 필요하다는 점을 호소하였다. 그리고 새로이 도입되는 보호

수용제도는 이전 사회보호법 상의 보호감호와는 달리 그 대상범죄를 살인, 강
도, 성폭력, 방화, 상해 등 강력범죄로 엄격하게 제한하여 보안처분제도 본래의 

의미를 살리는 한편 대상자들의 인권침해 소지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고 설명했다72).
2010년 8월 25일 법무부 공청회에서 보호수용의 도입을 반대한 대표적인 학

자인 이호중은 2005년 사회보호법 폐지라는 역사적 경험을 되돌이켜야 한다고 

주장한다(이호중, 2010). 당시 그와 같은 결단을 내린 것은 보호감호제도가 범

죄 예방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실패하였을 뿐만 아니라, 징역형과 다

를 바 없는 사실상의 이중처벌이며, 범죄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형벌제도라는 

점, 국가의 과도한 형벌권 남용으로부터 시민의 인권을 보장해야한다는 시민사

회의 열망이 이러한 제도 개선을 가져왔던 역사를 논거로 제시했다(이호중, 
2010:50).

이에 반해 김일수 교수는 보호감호제의 재도입을 주장하며 범죄자의 장래 위

험성을 고려한 예방적 목적을 위한 보호감호는 형벌과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

고, 조두순 사건 등을 계기로 형법이 개정되면서 유기징역의 상한이 30년으로 

68) 2004. 10. 1, 대검찰청 보도자료
69) 2011. 3. 25, 의안번호 1811304호
70) 2010. 3. 16. 한겨레신문, “이귀남 법무 ‘보호감호제 재도입’”
71) 이 법률안은 2011년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에서는 2011년 3월 25일 제안되었다(의안번

호 1811304호). 
72) 2011. 3. 23, 법무부 보도자료, “형법 총칙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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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되었으나 이는 응보에 초점을 둔 포퓰리즘적 정책일 뿐이라고 비판하면서, 
형벌 인플레이션과 과부하를 막기 위해 “오히려 우리가 5공 악법이라는 낙인을 

찍어 장사지내버렸던 보호감호처분을 다시 그의 묘석에서 끌어내어, 새 생명으

로 거듭나게 할 뿐만 아니라 이를 형벌 외에 형사제재의 한 축으로 형법전에 

당당히 안착시키는 것이 상책”이라고 말하였다(김일수, 2010c). 즉, 보호감호는 

더 이상 권위주의의 잔재가 아니며 안전을 위해 필요한 무엇으로 논의되었다. 
즉 보호감호, ‘보호수용’ 도입을 둘러싼 찬반 양측의 프레임은 국가권력의 남

용에 대한 우려와 형벌이 아닌 예방 중심의 개별화 된 처벌 제도의 도입 필요

성이라는 것이 주된 논거로 나타나고 있었지만 결국 보호감호제도가 과거의 권

위주의 시기의 악법이라는 점은 공유되고 있었다.
 더구나 중범죄자에 대하여 형벌과는 차별화되는 교정제도가 필요하다는 것

이 법무부가 보호수용 제도 도입을 주장하는 이론적 근거가 되었지만 한편으로 

법무부는 “양형 강화의 목적을 충분히 실행하기 위해 폐지된 이 제도의 부활” 
의견을 밝히기도 하면서 그것의 목적이 형벌과 다를 바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

도 했다73). 2010년 3월, 청송교도소를 방문한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흉악범들

을 사회와 격리하는 보호감호제도를 다시 도입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형법 개

정안을 발의할 방침”이라고 말을 하며 “현재 4개의 교정시설이 모여 있는 청송

교도소를 흉악범의 중교정 및 보호감호 시설로 활용할 계획”을 그 자리에서 밝

혔다74). 그 후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취임 1주년 인터뷰에서 다시 도입할 보호

감호제에 대해 “특정 강력 범죄자의 경우 사회에 나오면 흉기처럼 위험하니 일

정한 시설 안에 가둬둔다는 측면이 강하다.”라고 하였고, 징역과의 차이에 대해

서는 “좀 더 자유를 준다는 것”이라고 표현75)하여 재도입하고자 하는 보호감호

제도의 실제 목적이 장기간의 사회적 격리에 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김광

수, 2014).  
2011년 3월, 보호수용 도입을 포함한 형법 총칙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

였다. 하지만 이 법률안이 인권침해적 요소에 대한 비난과 함께 2012년 5월,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이후에도 법무부는 보호수용 제도의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갔다. 특히 2012년 8월 대검찰청에서는 ‘묻지마 범죄’76)가 이슈가 되

73) 2014. 7. 31 법무부 장관은 (가칭)보호수용법 제정 법률안을 마련, 공청회를 실시하여 이러
한 입장 표명을 반복한 바 있다(2014. 7. 31 법무부 보도자료, “국민안전을 위한 보호수용
제 도입 공청회 개최”).

74) 2010. 3. 16. 한겨레신문, “이귀남 법무 ‘보호감호제 재도입’”
75) 2010. 10. 3, 연합뉴스, “<인터뷰> 취임 1년 이귀남 법무부 장관”
76) 2012년 8월 18일, 지하철 1호선 의정부역에서 전동차에 승차하여 승객과 시비가 되자 소지

하고 있던 공업용 커터칼로 2명의 얼굴에 중상을 입힌 사건, 같은 달 22일, 여의도 노상에
서 퇴사전 회사의 동료를 과도로 찌른 사건이 ‘묻지마 범죄’로 명명되며 이슈화되었다.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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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이와 관련한 보호수용 도입을 다시 건의하였고, 2012년 9월 범죄예방정책

국 보호법제과에서는 8명의 보호법제과장 등을 중심으로 보호수용제도 도입을 

위한 “선진국형 보호수용제도 도입 TF”를 구성하기에 이르렀다(김민이, 2014). 
2015년 4월에는 형법 개정이 아닌 별도의 보호수용법안을 발의하였다77).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사회 내 보안처분만으로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

들의 재범을 막는 데 한계가 있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보다 강력한 재범방지 대

책을 요구하고 있는바, 상습적으로 성폭력범죄 또는 살인범죄를 저지르거나 아

동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중상해를 입게 하는 등 위험성이 매우 높은 

사람들을 형기 종료 후에 일정 기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요건과 집행절

차를 엄격히 하고 사회친화적인 처우를 함으로써,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

진함과 동시에 선량한 국민을 보호한다는 것이 제안의 이유였다.
특히 이전의 사회보호법상의 보호감호 제도의 운용상에서의 문제점을 인식하

고, 피고인에게 인권침해적이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피보호수용자에게는 무

제한의 접견, 서신수수, 전화통화가 허용되고, 피보호수용자에 대한 심층적인 

상담과 심리치료를 위하여 심리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심리상담센터에

는 정신보건임상심리사 등 전문가를 배치하도록 하며, 피보호수용자의 사회성 

함양과 개선, 교화의 효과를 증대하기 위하여 사회체험학습, 사회봉사, 가족관

계 회복을 위한 활동 등 사회적 처우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 법안이 발의되기 직전인 2014년 7월, 법무부가 주최한 공청회에서도 이러

한 보호수용제도의 도입이 불충분한 양형을 보충하는 것, 그리고 기왕에 존재해

온 전자장치 부착이나 치료감호 등의 제도들이 법관에 의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이 제도도입의 필요성을 재차 논의되었다. 
이 과정에서도 보호수용제도는 이전의 보호감호와 다를 바 없는 ‘명칭사기’로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밖에 없는 위험이 있고, 처벌과 구금 강화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의견(한상훈, 2014: 위광하, 2014)과 재범의 위험을부터 사회를 방위

해야한다는 찬반 양론이 대립하였고(승재현, 2014; 최영아, 2014), 재범 위험

성을 판단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문제 역시 지적되었지

만, 이미 보호수용과 유사한 제도를 도입한 나라에서도 그러한 기준을 구체화하

지는 못하였다는 점이 반대 의견으로 제시되기도 했다(위광하, 2014:80).
발표에 나선 한 검사는 위치추적전자장치, 성충동약물치료, 신상공개 등 성범

죄자의 ‘재범 위험성’을 이유로 부과되는 보안처분들을 검찰이 청구하였으나 법

원이 기각한 사례들을 발표하며 보호수용 제도의 도입 논거로 제시했다78). 여
에 법무연수원에서는 2013년 특집호를 이들 사건과 성폭력을 포괄한 ‘강력범죄의 현황과 대
책’으로 구성하기도 했다(법무연수원, 2013:485).

77) 2015. 4. 9, 의안번호 19146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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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서는 전자장치 뿐만 아니라 신상공개명령에 대한 법원의 낮은 인용율 역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신상공개를 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에 대한 법관의 자의

적인 판단으로 인해 신상공개 및 고지제도를 마련한 입법 취지가 무색하다는 

비판까지 제기되었다(한국여성변호사회, 2014:119). 이와 같이 보안처분 적용

을 둘러싼 사법부와의 갈등은 법무부로 하여금 새로운 보안처분의 도입을 정당

화하는 논거로 작동하였다. 즉 이 과정에는 이미 존재하는 보안처분들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대한 검찰의 불만 역시 주요한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반면 

판사들은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는 것의 어려움과 자의적인 해석으로 인한 피

고인의 권리 제한을 우려하며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 수 밖에 없었다(위광하, 
2014:80). 피고인 등의 방어권 보장은 형사사법에서 고수되어야 할 핵심적인 

가치임에는 틀림없지만, 처벌의 정당성을 국가-범죄자의 2자 관계 속에서 바라

보는 관점은 잠재적/피해자 보호의 요구를 수용하는데 한계를 보일 수 밖에 없

었다.
결국 법무부가 제안한 보호수용법안은 2016년 5월, 19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엄벌주의 입법이 반복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회보호법 운영의 

파행과 이를 폐지한 역사적 경험은 ‘재범의 위험성’을 이유로 한 자유박탈적 처

벌제도의 재도입을 지연시키는 힘이 되었다.

2) 자유박탈적�처벌을�우회한�재범위험�통제�장치의�확장

(1) 양형�강화책으로서의�위치추적�전자장치�도입

① 보호감호 폐지로 인한 처벌의 ‘공백’과 반동

탈권위주의 기획으로서의 사법민주화의 유제가 성폭력 처벌제도의 형성 과정

에 영향을 미친 또 다른 유제는 보호감호와 같이 자유박탈적인 보안처분을 재

도입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법부의 독

립’이라는 불가침의 가치로 인해 법원의 양형 재량을 부정할 수는 없는 상황에

서 엄벌주의를 관철시키기 위한 국회의 입법은 이러한 조건을 우회하여 형벌을 

78) 2012년부터 2014년 2월까지 청구된 성충동약물치료명령이 32건에 이르지만 인용된 건수는 12건에 불
과하다는 점,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고지는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배제하도록 법률이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
용한다는 점 등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제시했다(최영아, 2014:8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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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할 수 있는 다른 수단들을 도입하는데 집중된다. 대표적인 것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이다.
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도입은 2000년대 중반, 엄벌

주의 분위기 속에서 처음으로 논의가 등장한 것은 아니었다. 법무부는 이미 구

금과밀과 교정인원의 부족을 메울 대안적 제도로서 전자감시제도 도입을 검토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필요적 보호관찰제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

술적 검토나 도입 논의가 이미 개진되고 있었다(법무부, 2005:7). 
그런데 과거사 청산을 위한 사법민주화의 일환으로 사회보호법, 보호감호가 

폐지되자 이에 대한 반발로서 보호감호를 대체할 목적으로 전자장치를 운용하

고자 하는 움직임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2005년 6월 29일, 사회보호법 폐지가 

의결되던 당일, 국회에서는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되었

다. 보호감호의 폐지로 인해 “민생치안의 불안감”이 대두되고 있으므로 그 주요 

청구 대상이 되었던 상습절도범이나 성범죄자 등에 대해 강력한 형사정책이 필

요하므로 법정형 강화를 통해 처벌의 “공백”을 매우겠다는 것이었다79). 또한 사

회보호법 폐지 직전인 2005년 2월, 법무부와 여당에서는 보호감호 폐지에 따른 

후속 대책을 마련하면서 보호감호 대상범죄의 형을 마친 자에 대해 필요적 보

호관찰제를 도입하여 양형을 강화시키고자 했다80). 
그런데 전자감시를 병행한 필요적 보호관찰 제도의 도입을 위한 법률안이 발

의되기 직전인 2005년 4월, 국회에서는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위치추적 

전자장치 도입을 선언한다. 당시만해도 전자장치 도입에 대한 논의는 법무부와 

학계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을 뿐 국무회의나 국회 단계로 확장되지 않고 있

던 상황이었다. 총선을 8일 앞둔 국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박근혜는 “부
녀자를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저지르는 범죄자들에게는 전자칩이나 전

자팔찌81)를 채워 행동을 감시하는 강력한 제도를 도입”하여 성폭력 범죄를 뿌

79) 상습절도에 대하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개정을 통해 2회 이상 실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동종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
한 형의 다시 2배를 가중하는 것, 강간 등에 대하여는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개
정을 통해 형법의 강간, 추행의 죄 등 성폭력 범죄로 2회 이상 실형을 받은 자가 다시 동
종 범죄를 범한 경우 특정강력범죄로 추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2005. 6. 29, 
17대 국회 254회 7차 본회의 회의록, 8쪽).

80) 필요적 보호관찰제도란 법원이 선고한 징역 형량의 일정 기간을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유예
해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법원이 징역 5년에 보호감호 2년을 부과하는 방식이었
다면 보호감호의 폐지로 인하여 징역 5년만을 선고토록 하는 것이 아니라, 징역 7년을 선고
하되 그 중 2년을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여 사라진 감호기간에 대해 양형을 실행하고, 보호
관찰기간 중 재범 등으로 취소가 되는 경우 7년형을 집행토록 하는 것이다(2005. 2. 16, 
문화일보, “재범방지, 필요적 보호관찰제 도입”, 2005. 2. 17, 정책포럼, “필요적 보호관찰
제 도입배경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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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뽑겠다는 발언을 덧붙인다. 이러한 주장의 배경에 대한 구체적 설명도 없이 

단 한 문장으로 끝난 이 발언은 이후 국회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계기가 된다. 
이에 따라 2005년 7월,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 등 95인이 ‘특정 성폭력범죄자

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안’(172235)을 발의하였다. 형기

를 종료하고 출소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전

자장치를 부착하고 이들에 대하여 보호관찰이 필요 없도록 전자장치를 통해 범

죄자의 이동경로만을 수신, 보관한다는 것이었다. 
그러자 이에 대한 반발 역시 등장했다.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 연

대’ 등 인권단체는 전자장치 도입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여당과 여성부, 청
소년위원회 등 정부 부처는 전자발찌 대신 성범죄자 신상공개를 강화하는 방안

을 제시했다(이형섭, 2013). 참여연대도 전자장치 부착이 헌법상 금지된 이중

처벌이라며 폐기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82). 국회의 공청회에서

도 전자장치 도입은 성범죄자 처벌 강화의 방안으로 찬성하는 교정학회 등의 

의견과,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인권단체와 변호사협회, 집행유예 및 가석방 등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도입하자는 법원 및 형사법학회 등 다양한 의견이 대립하

였다. 또한 형벌에 더하여 독립적인 수단으로서 부과되는 것 보다는 구금형을 

대체하는 수단으로서 도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다수였다(이형섭, 
2013).

하지만 이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던 2006년 1월, 용산 초등생 살인 사건

이 발생하고 엄벌주의 여론이 강화되자 당시까지만 해도 ‘전자족쇄’ 등의 부정

적 여론으로 인해 도입이 지연되고 있던 이 법안 처리는 속도를 내기 시작했

다83). 이 사건 직후로는 언론 역시 전자장치 도입에 유보적이던 논조가 변화했

다84). 이러한 상황에서 야당에 불과했던 한나라당은 전자발찌를 ‘성범죄자들에 

대한 족쇄’로 상징화하는 전략으로 제도 도입의 당위성을 각인시켰다(정송미, 
2015).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도 용산 성폭력 사건 직후인 2006년 2월, 이 법률

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전자팔찌’를 도입하겠다고 재차 밝혔다85). 한나라당에게 

81) 2005. 4. 8, 17대 국회 253회(임시회) 3차 본회의 회의록, 4쪽. 
82) 2005. 11. 8, 연합뉴스, “주요 연합뉴스”
83) 2005. 4. 28, 국정브리핑, “재범우려 있다고 전자팔찌 채워선 안돼”, 2005. 5. 3, 오마이

뉴스, “전자팔찌보다는 성범죄자 처벌 강화를”
84) 2006. 2. 24, 한국일보, “성폭력 대책 땜질식 그만”, 2006. 2. 22, 데일리안, “주홍글씨 

백번이고 써야한다”, 2006. 2. 21, 오마이뉴스, “백번순찰돌면 뭐하나..그 사람 주변을 돌았
어야지”, 2006. 2. 21, 노컷뉴스, “성범죄자에 전자팔찌 채울까. . 법안 재부각”, 2006. 2. 
21, 문화일보, “전자팔찌법, 여당 반대로 낮잠”

85) 2006. 2. 23, 새누리당, “전자팔찌법안을 포함한 ‘성폭력범죄근절 위한 모든 제도’ 도입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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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와 성범죄는 총선은 물론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정당성을 확

보할 수 있는 유용한 자원이 되었다. 직후인 2006년 5월에는 지충호86)가 서울

시장 후보 지지 연설에 참석한 박근혜의 얼굴에 문구용 칼로 자상을 입히는 사

건이 발생하고, 그가 사회보호법 폐지와 함께 3년의 보호관찰을 받아 가출소한 

사실이 알려지자 법무부는 전자감시제도를 통해 재범 위험이 높은 자들에 대한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87).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국회

의 논의 과정 속에서 당초의 발의안은 더욱 강력하게 수정되어 법 시행전에 저

지른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도 전자장치를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리고 2007년 4월 2일, 250인 재석 중 찬성 217인으로 수정안은 가결되었다88).

즉 이 시기의 전자감시는 김대중 정부 초반 도입 논의의 배경이 되었던 교정

과밀과 보호관찰을 실시할 인력의 부족을 메우고 단기 자유형으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도입된 연성의 처벌 제도로서의 성격이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이 있

는 범죄자를 형기를 종료한 이후에도 지속적인 감시의 대상이 되도록 한다는 

점에서 엄벌주의적으로 성격이 변화한 것이었다. 

② ‘사법부 독립’을 우회한 처벌 강화책

이와 같이 탈구금화의 필요성 속에서 연성 처벌의 수단으로서 도입이 논의되

던 전자장치가 오늘날과 같이 형기 종료 이후에도 범죄자를 무력화 시키기 위

한 수단으로 그 성격이 변화한 데에는 법원의 양형 관행이 변화하지 않고 있고,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불가침의 이념으로 인해 이를 제어할 수도 없는 상황에

서 국민의 ‘법 감정’과의 간극을 매우기 위한 처벌 수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주요한 논거가 되었다.
용산 초등학생 사건 직후인 2006년 3월 16일, 국회에서 개최된 공청회에서

는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재범 위험 관리 대책,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피해 

방지대책, 수사절차상 피해자 보호방안 등 세 가지 주제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

다.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구속 수사 의무화, 법정형 

강화 등이 주된 논의 내용이었다89). 인권실천시민연대는 재범의 위험성이라는 

86) 그는 폭력, 간통, 협박 등으로 실형을 반복하다 1998년 청송보호감호소에 수감되었던 자였다
(2006. 5. 22, 경향신문, “지씨 15년 가까이 복역..찜질방 전전”). 경찰은 그가 15년 가까이 
실형을 산 것에 대한 억울함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았다(2006. 5. 21, 한국일보, 
“‘억울한 옥살이에..민주주의 위해서’ 석연찮은 범행동기”). 

87) 2006. 5. 22, 한국일보, “겉도는 보호관찰제 재범 무방비”, 2006. 5. 22, 연합뉴스, “박대
표 테러범 보호관찰 형식적”

88) 2007. 4. 2, 17대 국회 266회 1차 본회의, 12-14쪽.
89) 2006. 3. 16, 17대 국회 258회 8차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9-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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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애당초 판단이 어렵고, 법원의 양형 역시 종합적 판단에 근거하지 못한다

는 국민적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판사의 판결을 통해 전자장

치 부착 대상자가 선별되는 것에 대한 불신을 표했다90). 
반대로 법원의 양형 관행의 문제는 전자장치 도입을 지지하는 논거가 되기도 

했다. 재범에 대한 억제력을 스스로 느낄만한 대상자들에 대하여는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것이 낫지만 그렇지 않은 범죄자에 대하여는 충분한 구금을 통해 치

료가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도 법원의 낮은 형량으로 인해 전자장치를 형

벌의 차원에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기대 이수정 교수는 한국의 형벌은 

너무나 낮은 수준이고, 오히려 전자장치 부착기간을 고려해 법원이 더 낮은 형

량을 선고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91). 
법원의 처벌 관행으로 인해 전자장치 도입 역시 해법이 될 수 없다는 반론도 

등장했다92).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당시 청소년위원회에서 신상을 공개한 

자들 중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37% 밖에 되지 않는다며 법원의 ‘솜방

망이 처벌’을 비난했다. 덧붙여 성범죄자에 대한 엄벌에의 요구가 감정적 응보

에 기반한 것이 아니냐는 반론에 대하여는 법해석 자체가 남성의 시각에서 이

뤄져 제대로 된 처벌 조차 되지 않고 있음을 고려해야 함을 주장했다93). 그리

고 전자장치 역시 대증적 처방에 불과한 것이며 근본적으로 합리적 양형이 이

뤄져야 함을 지적했다. 즉, 당시 반성폭력운동 단체의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비판은 피의자에 대한 무력화와 사회적 격리를 핵심으로 하는 엄벌주의의 측면

보다는 처벌의 확실성을 제고하기 위한 측면에서 제기된 것이었다. 그리고 오히

려 전자장치 부착으로 인해 기존의 양형 관행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까

지 함께 제기되었다94).
하지만 처벌에 있어서 보다 평등한 관점을 관철시키고 처벌의 확실성을 제고

하기 위한 이러한 주장은 양형기준 도입 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단순히 처벌 

강화를 지지하는 태도로만 받아들여 졌다. 2006년 9월,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는 성폭력 처벌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위와 같은 남성중심적 법 해석에서 찾기 

90) 2006. 3. 16, 17대 국회 258회 8차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12쪽. 서울대 한인섭 교수는 
미래의 불확실한 재범위험성을 근거로 한 사후적 보안처분보다는 초범에 대한 처벌의 확실
성을 높이는 것이 더욱 중요하며 친고죄 폐지가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2006. 3. 
16, 17대 국회 258회 8차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17쪽). 

91) 2006. 3. 16, 17대 국회 258회 8차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13-14쪽.
92) 검찰은 구속기준을 수립하여 성폭력에 대하여 엄정 대처하고 양형조사제도를 도입하여 충분

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여성가족부에서도 신상공개를 강화하고 성폭력 양
형기준을 마련하고, 구속수사원칙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2006. 3. 16, 17대 국
회 258회 8차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34-46쪽).

93) 2006. 3. 16, 17대 국회 258회 8차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34-46쪽.
94) 2006. 3. 16, 17대 국회 258회 8차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27-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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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낮은 양형 그 자체로 진단하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 전자장치 부착명

령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세환 의원은 성폭력 범

죄에 대한 양형이 낮다는 국민적 비판이 있지만 법원으로 하여금 형을 더 중하

게 해 달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면 현재 선고되고 있는 형의 양형과 국

민이 바라고 있는 중형과의 간격을 전자장치로 보완할 수 있는 것이라는 의견

을 밝혔다95). 때문에 국민들이 형량 강화를 요구하면서도 전자장치 부착은 인

권침해적이라며 반대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잠재적인 피해자들

을 보호하기 위해서 범죄자의 인권이 어느 정도 제한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이 법안은 통과되었다. 
그런데 2007년 4월 27일 제정되어 2008년 10월 28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제8394호)은 

법률이 시행되기도 전인 2008년 6월 13일 일부개정(법률 제9112호)을 통해 

그 시행일이 2008년 9월 1일로 앞당겨 진다. 그리고 당초 최장 5년으로 설정

되었던 부착기간은 최장 10년으로 연장된다. 이는 2007년 12월, 안양 초등학생 

2명을 살해한 정성현 사건, 2008년 3월 일산 초등학생 납치 미수 사건 등에 따

른 국회의 대응이었다. 잠재적/피해자의 입장에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

들의 ‘법 감정’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 즉 전자장치가 교화나 교정의 목적

보다는 처벌 강화 수단이라는 점이 이러한 법 개정을 추진한 한나라당96)은 물

론 법무부의 논거가 되었다97). 2010년 부산 김길태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는 

전자장치 도입 이전 성폭력을 저지른 범죄자에 대하여도 소급해서 적용토록 하

는 법률안(1807847호)이 통과되었다. 당시에도 조두순 사건에 대한 낮은 양형

에 대한 비판, 김길태가 이전 성폭력 사건의 2심에서 관행적인 감형이 없었다

면 피해자가 현재 살아있었을 것이라는 비판, ‘그냥 소박한 우리 국민의 건전한 

상식, 법감정’의 입장에서 법원의 양형 관행을 비판하며 이를 보충할 처벌 제도

로서 전자장치 부착 도입이 지지되었다98). 

95) 2006. 9. 22, 17대 국회 226회 2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회의록, 29쪽.
96) 2008. 5. 15, 17대 국회 273회 1차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8쪽.
97) 2008. 5. 15, 17대 국회 273회 1차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8쪽. 
98) 2010. 3. 31, 18대 국회 288회 2차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7-21쪽. 본회의에서는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부착기간을 제도 도입 2년만에 5년에서 10년, 10년에서 30년으로 상향하며 소
급적용하는 것은 이중처벌이며 감시와 통제, 처벌강화로 성폭력을 근절하지 못한다며 반대를 
호소했지만 한나라당에서는 소급적용에 법률적인 문제는 없고 2008년 9월 1일 시행 후 당일
까지 1명의 재범만이 발생했다며 효과성을 호소하여 법률안이 가결되었다(2010. 3. 31, 18대 
국회 288회 2차 국회본회의 회의록, 5-7쪽). 더구나 법률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검토가 
예정되어 있던 당일, 한명숙 전 총리의 공판 진행이 예정되어 있던 상황을 두고 한나라당의 사
법개혁안에 대한 문제제기, 검찰과 법원의 정치적 수사와 공판중심주의의 원칙 없음 등에 대한 
비판이 전개되면서 정작 전자장치와 관련된 위의 지적사항들에 대한 검토는 이뤄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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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법개정으로 형 집행 종료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성폭력범죄자에게도 

이를 부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대상범죄에 살인범죄와 같은 강력범죄를 

추가하게 되면서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는 아래 표31와 같이 증가하기 시작했

다. 이후로도 성폭력이 살인으로 이어진 사건들이 연달아 발생하자 또 다시 위

치추적 전자장치와 관련한 법개정이 이뤄지게 된다. 구체적인 법률의 변화 과정

은 부록의 표4에 정리되어 있다.

이와 같이 법원의 ‘온정적’ 양형 관행으로 인해 보안처분들이 형벌을 대체하

는 수단으로서 도입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은 전자장치 뿐만 아니라 ‘화학적 거

세’를 내용으로 하는 성충동 약물치료 도입 과정에서도 반복되었다. 2009년 11
월, 당시 성범죄자 DNA 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국회

에서는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약물치료가 언론이나 미디어를 통해 

조명되는 흉악한 성범죄자, 정신의학적 문제가 있는 범죄자의 이미지만을 전제

로 한 대책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성폭력 피해를 포괄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성충동 호르몬이 범죄의 원인은 아니며 성충동 장애 여부의 진단 역시 모호하

다는 점이 반대의 논거로서 등장했다. 이에 반해 성폭력에 대한 법원의 형 선고

가 너무나 온정적이어서 위하의 효과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는 처벌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도입을 지지하는 자들의 핵심적인 논거였다. 결국 이 

법률안 역시 4장에서 설명한 논란의 과정을 거쳐 통과되었다. 그리고 이 법률

이 최초 도입될 당시 약물치료에 당사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도록 한 것 

역시 그것을 ‘치료’가 아닌 처벌로 간주했기 때문이었다. 징역의 경우에도 피고

인의 동의를 얻고 선고를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99).

99) 2009. 11. 19, 18대 국회 284회 11차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9쪽. 22~33쪽.

단위: 건
계 성폭력 유괴 살인

2008 188 188
2009 347 347
2010 466 239 227
2011 764 366 2 396
2012 526 209 1 316
2013 1,136 817 318

§ 2014 범죄예방정책통계연보(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99쪽
§ 범죄예방정책통계연보는 2014년부터 격년으로 발간으로 이후 통계 미공표

표 31 죄명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인용 건수(2008~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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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상공개�제도의�변형과�일률적인� ‘재범�위험성’�의제

사법부의 처벌 관행이 ‘법 감정’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비판에서 변화, 확대되

기 시작한 또 다른 안전장치가 신상공개이다. 기실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이 

엄벌과 안전 대책이 요구되는 핵심적인 대상으로 부상하면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성범죄자에게 가장 우선 적용되기 시작한 보안처분이 바로 이 

신상공개 제도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신상공개 제도는 당초 청소년 성매

수자에 대한 재범 방지를 위해 도입되었지만 아동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한 주된 

통제와 관리의 대상이 아동 성범죄자로 변화하면서 공개의 범위와 방법이 확대

되기 시작했다. 
도입 직후인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신상공개제도는 살인범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적될 정도로 범죄자 인권 보호 담론에 부딪히면서 위태롭게 지속되고 

있었다. 때문에 2002년, 청소년 성매수로 신상공개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법원

에 위헌제청을 신청하고, 법원이 그에 응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을 제청하였을 

당시에도 헌법재판소에서는 가까스로 합헌 결정에 이르렀다100). 
하지만 2004년, 신상공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을 기화로 오히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신상공개를 미국의 메간법과 같이 실거주지와 사진까지 공

개하는 방식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시작했다101).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것이 범죄자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막는 등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 반대한

다는 의견을 밝혔지만, 인권위원회 내부에서도 두 차례의 전원위원회의를 거쳐 

표결을 통해 이러한 입장이 결정이 될 정도로 신상공개의 방식과 대상은 난제

로 다뤄졌다. 
결국 정부입법으로 2005년 11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대한 1차 개

정이 이뤄지면서, 강간, 강제추행 등의 범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

은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성명, 생년월일, 
실제 거주지 및 사진 등의 정보를 청소년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된 정

보를 피해자와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으로 하여금 열람할 수 있도록 하

였다. 그리고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동안 학

교, 유치원, 학원 등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하거나 이를 운영할 수 없

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신상공개가 미국의 그것을 모델로 정비되기 시작하면서 아동 대상 

100) 2003. 6. 26, 2002헌가14 전원재판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 제1호 위헌제청사건. 
위헌의견이 5인, 합헌의견이 4인이었지만 위헌정족수 6인에 미달하여 합헌에 이른다.

101) 2004. 2. 24, 문화일보, “고위험군 성범죄자 신상공개 확대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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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에 대한 처벌수단으로서의 성격 역시 강화되어간다. 그리고 위치추적 전

자장치 부착 제도의 도입 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과정에서도 공개 대상자 

판단에 대한 권한이 여전히 사법부에 있고 이로 인해 제대로 된 공개가 이뤄지

지 못할 것에 대한 우려가 등장했다. 
2007년 8월,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용산 성폭력 사건을 직접적 계기102)로 아

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모두 1년에 한번씩 직접 경찰

에 나와 자신의 신상 정보를 ‘등록’ 하도록 하여 그 정보를 이들의 취업 제한과 

이후 수사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제

안하였다103). 기존의 법에서는 등록 및 열람 대상자를 ‘청소년 대상 강간, 강제

추행으로 2회 이상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 받은 자’를 요건으로 하고 있었으나,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80% 이상이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현실에서104) 
신상등록 대상자는 극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국가청소년위

원회는 ‘등록’ 대상자를 유죄판결을 받은 자 전부로 확대하려 했다105).
그런데 이 개정안에서는 신상공개가 사실상 형벌과 마찬가지이며, 이미 형벌

을 통해 죄 값을 치른 자들에게 다시 사회적인 사형선고를 내리는 것과 같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었기에106) ‘공개’의 방식은 열람권자에 한해 열람을 허용하

는 것으로 하고, 열람 대상자가 되는 성범죄자는 사법부가 판단할 수 있도록 권

한을 이전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형 선고는 물론 열람의 권한까

지 법원이 갖게 될 상황에서 국가청소년위원회는 법원을 통제할 수도, 처벌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도 없다는 문제 진단 하에 이와 같이 ‘등록’의 대상자라도 

전체로 확대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었다107). 즉,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 뿐만 아

니라 경찰에 나와 신상을 등록하도록 하는 것 역시 범죄 예방을 위한 관리의 

측면보다 법원의 양형을 우회한 수단으로서 도입된 측면이 컸다.
이와 같은 변화의 시도에 대하여는 신상공개가 미국에서도 이미 ‘실패한 제

도’라며 우려하는 의견이 반복하여 제기되었다108). 그리고 법조계 출신의 의원

들과 입법조사관들이 이중처벌의 문제를 우려하며 법 개정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자 그들이 ‘율사’ 출신이라는 점까지 비판의 쟁점이 될 정도로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재범 발생을 억제해야 한다는 반발도 컸다109). 결국 

102) 2007. 4. 12, 17대 국회 267회 1차 정무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33쪽
103) 2007. 4. 12, 17대 국회 267회 1차 정무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29쪽.
104) 2007. 4. 12, 17대 국회 267회 1차 정무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43쪽.
105) 2007. 4. 12, 17대 국회 267회 1차 정무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8쪽.
106) 2007. 4. 12, 17대 국회 267회 1차 정무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30-31쪽, 1-3쪽, 6-7쪽. 
107) 2007. 4. 12, 17대 국회 267회 1차 정무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34쪽.
108) 2007. 4. 12, 17대 국회 267회 1차 법률안심사소위위원회 회의록, 29-31쪽.
109) 2010. 3. 30, 18대 국회 288회 1차 법제사법위원회 법률안심사제2소위원회 회의록, 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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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통과되었고 이를 통해 신상정보의 ‘등록’ 대상자는 ‘청소년 대상 성범

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전체로 확대된다110). 
하지만 개정법이 시행된지 1년여만에 또 다시 법률이 개정된다. 2009년 발생

한 조두순 사건 직후,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권자에게 열람을 허가하는 방

식으로 공개하던 것을 인터넷을 통해 성인인증을 거치면 누구나 접근할 수 있

도록 하고, 주소 역시 읍, 면, 동까지, 그리고 키와 몸무게도 공개하도록 했다. 
공개의 기간도 최장 10년으로 연장했다. 조두순 사건 직후에는 이들에 대하여 

가중처벌 이외에도 10년간 취업제한을 하도록 했는데, 당시의 엄벌주의 분위기 

속에서 이전과 같은 과도한 직업 자유의 침해라든지 이중처벌이라는 등의 비판

은 전혀 제기되지 않았다. 취업 제한 역시 성범죄자에 대한 양형과 대체가능한 

마찬가지의 처벌 수단으로 이해되었다. 예컨대 성폭력을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

는 자가 성폭력을 저지른 경우 취업제한 기간을 더 연장해야한다는 요구들은 

이미 등장해왔지만, 그들에 대하여는 가중처벌 조항이 있다는 점에서 추진이 되

지 못했다111).
 이와 같이 신상공개제도는 지역 사회에 성범죄자의 존재를 널리 알려 범죄

를 회피하도록 하는 감시 체계를 마련하자는 제도 도입 초기의 목적과 달리 점

차 법원의 양형을 보충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과정의 일환으

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이후로도 부록의 표3과 같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공개될 정보의 내용이 확대되고, 경찰서에 출석하

여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할 의무 대상자의 범위 역시 확대되어 간다. 특히 

2010년 이후의 법 개정은 의원 입법으로 급속도의 변화가 반복되는데, 2010년 

개정에서는 신상 공개 기간을 최장 20년으로 연장하고 이를 소급하여 적용하도

록 하며, 성인 대상 성폭력 범죄자의 경우에도 일부 범죄 유형을 제외하고는 신

상정보를 10년간 등록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당시만 해도 엄벌주의 분위기 속에서 법무부는 물론 법원행정처에서도 이견

110) 다만, 이 과정에서 ‘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를 구분하여 명시하고 13
세 미만에 대한 강간과 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열람’의 요건을 달리 
취급했다. 즉, 음란물 제작이나 배포, 청소년 성매수 행위 등에 있어서는 13세 미만에 대하여 
이를 저지르고, 또한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재범 위험이 인정되는 자에 한해 등록정보를 열람
할 수 있게 하되, 나머지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광범위한 열람 규정을 만들어 차별화 한 것
이다. 이 역시 신상공개가 과도한 제재수단이라는 비판을 일부 수용한 결과였다. 이로 인해 
신상공개제도의 성격이 점차 청소년 성매수 행위 등의 처벌에서 성폭력 규제를 위한 수단으로 
변화하는 것이 더욱 가시화되었다. 이에 맞서 성범죄자가 짧은 시간안에 치유될 수 없다는 것
이 10년으로 공개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지지하는 의견으로 제시되었다. 다만 일반인이 열람 
후 그 정보를 일반사회에 알리는 것은 처벌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설명되
었다(2007. 4. 12, 17대 국회 267회 1차 정무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5쪽).

111) 2007. 4. 12, 17대 국회 267회 1차 정무위원회 소위원회 회의록, 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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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이지 않았지만112), 오원춘 사건113), 통영 초등생 살인사건, 제주 올렛길 

살인사건, 나주 초등생 사건, 서울 중곡동 살인사건 등 성폭력 사건이 잇따른 

2012년, 신상공개의 기간을 최장 30년으로 연장하는 안에 있어서는 여성가족부

는 물론 법무부까지 반대하고 나설 정도로 국회의 엄벌주의 입법과 형벌 포퓰

리즘은 과열되었다114). 결국 2012년 법 개정 과정에서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된 자 모두가 20년동안 신상정보를 경찰서에 등록토록 하는 

방향의 개정이 이뤄지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리고 신상정보의 공개, 등록 

범위가 확대되고 요건이 완화되면서 2011년 이후 신상정보를 등록하게 된 인원

은 표32과 같이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등록 공개 고지
2008이전 246

2009 733
2010 773 597
2011 3,093 907 322
2012 5,387 1,263
2013 8,704 712

§ 공개는 2013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요구자료(320회 국회(정기회) 국정감사 여
성가족위원회 144쪽), 등록은 2013년도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요구자료 
379쪽(2013년은 8월말 현재 자료), 고지는 범죄백서(2013:515) 및 법무부 범
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 자료

§ 등록은 수용자를 제외한 경찰관리중인 대상자 현황. 

표 32 신상정보의 등록, 공개, 고지 인원(2001∼2013년)

이와 같이 신상정보의 공개, 열람과 고지 등의 변화는 법정형 강화 입법의 반

복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양형은 물론 공개나 열람, 고지 대상 결정에 소극적이

며 ‘법 감정’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이 핵심적으로 작동했다. 한국의 사

법부의 판결 관행과 이에 대한 불신이 가져온 이와 같은 일률적인 ‘재범 위험

성’ 관리 제도는 모든 성범죄자에게 재범 위험성을 전제하고 이를 관리해야하는 

비효율성을 초래했다. 이는 통계와 확률, 심리학적 예측 도구를 통해 ‘재범의 

112) 2010. 3. 22, 18대 국회 288회 1차 법제사법위원회 법률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록, 43쪽.
113) 오원춘 사건은 2012년 4월 1일 22:30경 귀가하던 피해자를 집안으로 끌고 들어가 강간을 시도

하다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치고 현금 등을 강취한 후 다시 강간을 시도하다 저항하자 피
해자의 머리를 흉기로 내리치고 목졸라 살해 후 사체를 손괴한 사건. 제주올렛길 사건은 2012년 
7월 12일 08:30경 제주 성산읍 올레1코스에서 여행중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반항하자 목졸라 
살해한 사건. 통영 사건은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사건(2013. 4. 25, 
뉴시스, “통영 여초등행 살해범 무기징역 사실상 확정”).

114) 2012. 11. 14, 19대 311회 4차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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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이 높은 자들을 선별, 관리하는 인구통치의 효율성과도 무관한 것이었

다. 

4. 소결

자의적 권력 남용의 역사적 유제를 청산하기 위한 탈권위주의 기획으로서의 

사법민주화는 성폭력 엄벌주의의 구체적 입법과 실행 과정에 다음과 같은 방식

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첫째, 공판중심주의 확대, 수사권 조정 요구, 기속력 없는 양형기준 도입 등

으로 인해 수세에 몰린 검찰은 피해자 보호와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의 개발 등 

수사의 과학화를 주된 과제로 삼으면서 엄벌주의를 추동하는 핵심적 행위자로 

부상하게 된다. 이를 통해 권위주의 시기 그 모호함을 통해 반인권적 운용을 가

능하게 만들었던 ‘재범 위험성’ 개념은 점차 통계와 심리학적 평가 도구들을 통

해 과학적 예측이 가능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고, 이를 통해 재범 고위

험군으로부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의 도입 뿐만 아니라 가석방 및 불

구속 제한, 구형 강화 등 엄벌주의 전략이 정당화 되었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 및 자유박탈적 처벌을 최소화하고 사법부의 양

형 관행을 담보하는 탈권위주의적 처벌제도의 경로의존성은 엄벌주의 입법의 

방향과 효과를 제어하는 힘이 되었다. 
셋째, 사형집행 중지, 보호감호 폐지 등으로 인한 처벌의 공백에 대한 우려와 

처벌의 정당성을 국가-피고인 등 2자 관계 속에서 확보하려는 탈권위주의 기

획으로서의 사법민주화에 대한 반발은 ‘피해자 보호=가해자 처벌’, 즉 피해자와 

피고인의 인권을 제로섬으로 상정하는 관점을 강화시켰다. 그리고 잠재적/피해

자 보호를 기반으로 국민의 ‘법 감정’을 처벌에 기입하는 것이 새로운 사법민주

화의 핵심 과제로 상정되면서 엄벌주의가 정당화 되기 시작한다. 국회는 이를 

주도하며 탈권위주의적 처벌 제도를 우회하여 신상공개 및 전자장치 부착 등 

안전장치들을 처벌의 새로운 수단으로 도입, 확대한다. 그 결과 ‘온정적’ 형량과 

‘과도한’ 보안처분이 병치된 오늘날의 처벌 제도가 만들어지게 된다. 
하지만 ‘과도한’ 보안처분은 오히려 형벌을 약화시키고 ‘재범 위험성’에 대한 

판단 권한을 사법부로 수렴되게 만드는 의도하지 않은 효과를 낳게 된다. 이러

한 처벌 제도의 모습이 갖는 의미와 한계는 6장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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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성폭력 처벌제도 확장의 효과와 사법민주화의 공백

양형 관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과도한 보안처분들이 도입된 상황은 성폭력 처

벌에 있어 어떠한 효과를 가져왔을까? 이하에서는 성폭력 처벌 제도가 지속되

는 과정을 통해 이와 같은 엄벌주의 입법의 효과가 이원화 된 방식으로 공고화 

되고 있으며, 성폭력 통념과 법 해석의 남성중심성이 엄벌 대상을 선별하고 정

당화하는 핵심적 기제가 되고 있음을 설명한다.

1. 처벌의 과도함에 대한 백래쉬

1) 일률적�‘재범�위험성’�의제의�반동적�효과:�기소유예�및�선고유예의�

증가

성폭력 법정형 강화와 친고죄 폐지, 그리고 유죄 판결 확정시 신상정보를 등

록하게 하는 일률적인 보안처분이 도입되면서 일부 유형의 성폭력에 있어서는 

오히려 형벌이 약화되는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4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성폭력은 그 처벌이 피해자 개인의 의사에 좌우

될 것이 아니라 국가의 형벌권이 작동해야 할 명백한 범죄라는 점, 피해자들이 

친고죄로 인해 가해자들의 합의 종용에 시달리게 되는 점, 친고죄 규정은 피해

자 보호라는 미명하에 피해를 숨겨야 할 무엇으로 간주하는 가부장적 관점을 

재생산한다는 점 등이 친고죄 폐지의 주요한 논거가 되어 왔다(민경자, 
1999:63; 장다혜, 2012a). 그리고 대대적인 성폭력 관련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서 2013년 6월 19일, 형법 제정 60년만에 모든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 친고죄

가 폐지되었다. 이에 따라 피해자와 가해자간의 합의가 이뤄지고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사를 밝히는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무죄 판결을 내리던 비중은 감소하기 

시작했다. 법원이 아닌 검찰의 수사단계에서도 공소권 없음의 비중은 줄어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표33와 같이, 기소유예의 비중은 2013년 28.5%, 2014년에는 

44.7%로 대폭 증가하였다. 친고죄가 폐지되면서 피해자와 가해자간에 합의가 

이뤄진 경우에도 종전과 달리 처벌을 해야 하는 상황은 수사기관에 부담으로 

작동하면서 오히려 기소 여부에 대한 재량을 활용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했

다(장다혜 등, 2015:28-46). 검찰은 기소편의주의 즉, 공소를 제기할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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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에 대한 검사의 재량을 활용하여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

을 내리기 시작했다. 이는 형사 합의와 친고죄로 인한 기존의 처벌 관행이 법 

제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를 보여준다. 

이와 같은 기소유예 증가에는 친고죄 폐지는 물론 신상정보에 대한 등록 의

무가 유죄판결을 받은 모든 자로 확대된 점 역시 영향을 미쳤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원의 ‘온정적 처벌’의 관행으로 인해 신상 ‘공개’나 ‘고지’ 대상자가 

제한적이라는 문제 진단에서 도입된 것이 신상 ‘등록’이었다. 그런데 20년간 자

신의 신상 정보를 매 1년마다 경찰에 등록하고 사진을 제출하는 것이 과도한 

제재라는 판단은 이를 회피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유죄’가 아닌 ‘기소유예’를 선

택하는데 기여하게 된다. 2013년 일련의 처벌 강화 입법 이후 형사사법의 실태

를 파악하기 위해 진행된 한 연구에서는 검사들이 이러한 이유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폭력의 정도가 

경미하고, 전과가 없는 경우에는 통상 벌금형으로 처벌되던 이전의 관행과 비교

할 때, 신상 정보를 등록해야 하고 법원에 의해 수강명령 등 부수 처분이 부과

되는 변화된 상황은 피의자에게 가혹한 것으로 평가되고 때문에 검사가 교육을 

단위: 명(%)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14,329 17,327 18,880 18,214 21,553 23,649

기소 6,115
(42.7)

7,426
(42.9)

8,574
(45.4)

8,880
(48.8)

11,214
(52.0)

11,855
(50.1)

불기소

소계
7,035 8,562 8,816 8,200 9,186 9,736
(49.1)
(100.0)

(49.4)
(100.0)

(46.7)
(100.0)

(45.0)
(100.0)

(42.6)
(100.0)

(41.2)
(100.0)

혐의
없음

1,697
(24.1) 

2,225
(26.0)  

2,215
(25.1)  

1,979
(24.1)  

3,255
(35.4)  

4,993
(51.3)  

공소권
없음

4,763
(67.7)

5,669
(66.2) 

5,623
(63.8) 

5,283
(64.4) 

3,284
(35.8) 

372
(3.8) 

기소
유예

558
(7.9)

655
(7.7)  

960
(10.9)  

895
(10.9)  

2,622
(28.5)  

4,349
(44.7)  

죄안됨 17
(0.2)

13
(0.2) 

18
(0.2) 

43
(0.5) 

25
(0.3) 

22
(0.2) 

§ 범죄분석(2009-2016) 재구성. 
§ 괄호안은 전체 처리사건수 대비 처분건수 비율

표 33 성폭력범죄의 기소 및 불기소 처분현황(2009~2014년)



- 258 -

받을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내리는 것이다(장다혜 외, 2015:291). 더구나 

검찰의 구형 강화 방침과 함께 2013년 이후 신상정보 등록 대상 범죄는 모두 

구공판 기소를 하라는 원칙이 대검찰청 지침으로 하달되면서 실무에서는 정식

재판을 청구해야 하는 검사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어 이를 더욱 강화시키게 된

다(장다혜 등, 2015:27). 
처벌 강화 입법이 피의자 등에게 과도하다는 점을 우려하여 상대적으로 ‘경미

한’ 성폭력에 있어 기존의 처벌 관행이 지속되는 것은 검찰 단계에서만 나타난 

것은 아니었다. 아래 표34과 같이 성폭력에 대한 법원의 선고 유예 역시 증가

하기 시작한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기간동안 자격

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러한 전과가 발견되지 않는 한 선고를 면하는 

제도이다. 단기간의 교정시설 구금의 폐해를 피하고 유죄판결이 선고되지 않은 

것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는 이러한 처벌은 형량강화와 신상정보의 등록 확대 

등 대대적인 엄벌주의 입법이 시행된 2013년 이후 전체 성폭력 선고의 1%를 

상회할 정도로 급증하기 시작했다. 

단위: 명(%)
계 생명형 무기 유기 집행

유예 재산형 선고
유예 무죄 기타

2001 4,419 0
(0.0)

11
(0.2) 

2,083 
(47.1) 

1,847 
(41.8)

207 
(4.7) 

2
(0.0)

25
(0.6) 

244
(5.5) 

2002 4,372 1
(0.0) 

8
(0.2) 

2,015 
(46.1) 

1,728 
(39.5) 

240 
(5.5) 

1
(0.0) 

29
(0.7) 

350
(8.0) 

2003 4,008 0
(0.0) 

10
(0.2) 

1,763 
(44.0)

1,830 
(45.7) 

147 
(3.7) 

7
(0.2) 

27
(0.7) 

224
(5.6) 

2004 3,871 0
(0.0) 

11
(0.3) 

1,700 
(43.9) 

1,633 
(42.2) 

184 
(4.8) 

14
(0.4) 

59
(1.5)

270
(7.0) 

2005 3,760 1
(0.0) 

16
(0.4) 

1,532 
(40.7) 

1,511 
(40.2) 

262 
(7.0) 

12
(0.3) 

54
(1.4) 

372
(9.9) 

2006 3,760 1
(0.0) 

16
(0.4) 

1,532 
(40.7) 

1,511 
(40.2) 

262 
(7.0) 

12
(0.3) 

54
(1.4) 

372
(9.9) 

2007 3,936 0
(0.0) 

30
(0.8) 

1,463 
(37.2) 

1,495 
(38.0) 

411 
(10.4) 

15
(0.4) 

55
(1.4) 

467
(11.9) 

2008 4,413 1
(0.0) 

8
(0.2) 

1,618 
(36.7) 

1,630 
(36.9) 

485 
(11.0) 

8
(0.2) 

91
(2.1) 

572
(13.0) 

2009 4,351 2
(0.0) 

17
(0.4) 

1,639 
(37.7) 

1,510 
(34.7) 

473 
(10.9) 

12
(0.3) 

76
(1.7) 

622
(14.3) 

2010 4,608 5
(0.1) 

5
(0.1) 

1,740 
(37.8) 

1,463 
(31.7) 

536 
(11.6) 

13
(0.3) 

93
(2.0) 

753
(16.3) 

2011 4,788 0
(0.0) 

5
(0.1) 

1,727 
(36.1) 

1,449 
(30.3) 

599 
(12.5) 

14
(0.3) 

118
(2.5) 

876
(18.3) 

표 34 성폭력에 대한 1심판결 선고현황(2000~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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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 제도의 변화과정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취업제한 제도는 ‘성범죄’
로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일정한 시설 또는 기관에 취업하거

나 운영을 제한하는 제도로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2차 개정 과정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도입 당시에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는 형이 확정되

면 그때부터 5년 동안 학교, 유치원, 학원 등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

하거나 이를 운영할 수 없도록 하였던 것을, 3차 개정시에는 형 집행이 종료되

지 않고 집행유예나 면제가 된 경우에도 이때로부터 5년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확대하였고, 그 제한 시설의 범위나 제한 행위 역시 부록의 표5와 같이 지속적

으로 확대되어 갔다. 그리고 취업제한 제도를 도입한지 2년도 채 되지 않은 

2007년 8월에는 또 다시 법 개정을 통해 취업제한 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였

다1).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률에서는 성인 대상 성범죄의 경우에도 

취업제한의 대상으로 포함시켰고, 2012년 8월 시행에서는 취업 제한시설에 의

료법상의 의료기관을 추가하였다. 곧이어 성폭력에 대한 대대적인 입법들이 단

행된 2012년 12월 18일 개정에서는 경비업법상의 모든 경비업체와 청소년들이 

주로 출입하게 되는 연예기획사 등을 취업제한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특히 취업제한 대상에 의료기관이 포함되면서 의사 집단의 반발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2013년 8월,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공중보건의사가 자신의 직업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사건2)을 시작으로, 근무하던 요양병원에서 해고되고 의료기관 

1) 재범위험성의 감소 내지 교정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에 10년이라는 기간은 과도하지 않
다는 것이 주된 논거였다(2007. 1. 31. 회부, 정무위원회 176010호 심사보고서). 당시 이러
한 법 개정에 대하여는 교수 등 전문가집단 역시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2007. 4. 19, 17대 
267회 3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8-12쪽).

2) 2013헌마585, 2013헌바394

2012 4,864 1
(0.0) 

6
(0.1) 

1,901 
(39.1) 

1,176 
(24.2) 

835 
(17.2) 

20
(0.4) 

138
(2.8) 

787
(16.2) 

2013 6,916 0
(0.0) 

8
(0.1) 

2,022 
(29.2) 

1,688 
(24.4) 

2,033 
(29.4) 

99
(1.4) 

173
(2.5) 

893
(12.9) 

2014 12,633 0
(0.0) 

6
(0.0) 

2,918 
(23.1) 

3,839 
(30.4) 

4,480 
(35.5) 

285
(2.3) 

296
(2.3) 

809
(6.4) 

2015 12,467 0
(0.0)

8
(0.1) 

2,953
(23.7) 

4,026
(32.3) 

4,048
(32.5)

359
(2.9)

334
(2.7) 

739
(5.9)

§ CCJS(http://www.crimestats.or.kr/main) 사법연감(2001-2015) 및 사법연감(2016:90-909) 재구성
§ 성폭력은 형법상 ‘강간과 추행의 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

반,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인원수. 
자격형은 모두 0건이라 제외, 공소기각은 2009년까지 항목이 존재하지 않아 비교 
불가. 기타는 형면제, 면소, 관할위반, 소년부 송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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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사가 제기한 사건3), 강제추행죄로 징역 8
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벌금 500만원이 확정된 후 자신의 의료기관을 폐업하

게 된 병원장이 2015년 2월 26일 제기한 사건4),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추행으

로 각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은 의사가 제기한 사건 등5)에 대한 위헌소송이 

같은 이유로 잇따라 등장했다.
이와 같은 분위기는 법원으로 하여금 벌금이 아닌 선고유예를 선택하도록 만

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뒤에서 분석하게 될 2013년 1년간 청소년 및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판결문에서는 피고인 1,081명 중 8명에 대하여 선고유예

가 부과되었다. 길거리에서 엉덩이나 가슴을 치고 간 행위가 5건을 차지했고, 
성기 접촉이나 노출은 없었지만 이미 아는 사이에서의 권력관계를 이용하여 피

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는 상황을 이용한 추행 행위도 3건이 있었다. 
이러한 범행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부과되는 것이 통상적이라는 점을 고려

할 때 하필 이들에게 선고유예가 부과된 이유가 무엇인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 피고인들은 학원 원장, 한의사6), 그리고 명문대학의 학생7)이었는데, 심지

어 법원은 학원 원장에 대하여 ‘형을 선고받을시 더 이상 학원을 운영할 수 없

게 되는 점’을 참작한다고 명시하여, 취업제한을 부과하도록 한 법률 규정을 우

회한 선고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8). 즉, 특정 직업군의 경우 10년간 이를 영

위할 수 없도록 일률적인 취업제한 조항이 추가되면서 이를 회피하기 위해 선

고유예라는 연성 처벌이 부과되는 반동이 나타난 것이다.

3) 2013헌마786
4) 2015헌마199
5) 2015헌마1034, 2015헌마1107
6) 지하철 플랫폼에서 열차를 기다리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엉덩이를 만진 사건이다(서울동부2013고합243).
7) 가해자가 명문대학의 대학생이라는 점이 고려된 사건이 2건 있었다. 독서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

다듬은 대학생(대구2012고합874)은 모 국립대학의 경영학과 재학생인 점이 고려되었다. 이 사건의 경
우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사가 있었던 점,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이 인정되었던 것인데 반해, 술
을 마시고 헤어진 애인을 집에 침입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를 노상으로 끌고 나간 후 허리와 어깨를 만
지고 가슴에 얼굴을 비벼대는 등의 추행을 한 한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없었음에도 불
구하고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국립대학교의 공대생으로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선
고를 유예하였다(부산2012고합1181).

8) 학원 원장이 원생인 17세 여성이 앉아 있는 사이 목을 감싸안으며 가슴을 더듬거나 가슴과 허리를 껴안
고 흔드는 등의 행위를 4회 지속한 사건에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면서 이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
였다. 피해자를 비롯한 학원생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오던 중 가벼운 신체접촉을 괜찮을 것이라 ‘속
단’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형을 선고받을 경우 더 이상 학원을 운영할 수 없게 되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다(서울동부2013고합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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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죄�선고�및�무고�인지의�증가

성폭력에 대한 엄벌주의 분위기가 지속되는 것과 동시에 한편에서는 피해자

의 전형에 부합하지 않는 성인 여성들에 대한 의심은 오히려 강화되어 갔다. 아
래 그림26와 같이, 2002년 이래 감소추세로 돌아선 무고 발생비는 2010년 이

후 반등하기 시작한다. 무고의 원범죄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는 

없지만 이러한 무고 사건의 증가가 성범죄 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무고 혐의 

인지 혹은 고소의 증가에 따른 것이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 상당한 근거들이 

등장한다. 

그림 26 무고, 성범죄, 전체범죄 발생비

출처: 범죄분석통계시스템 재구성. 
주: 발생비는 인구10만명당 발생건수. 1966년은 값은 결측

박근혜 정부의 성폭력, 가정폭력 등 ‘4대 사회악’ 척결이 강조되고 있던 2013
년 4월, 서울중앙지검은 “성폭력 사범 및 성폭력 피해자로 위장한 악질적 무고

사범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악의적으로 허위 고

소를 하는 성범죄 무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

벌 의지를 표명했다9). 2014년 5월, 의정부지검은 성폭력에 대한 친고죄 폐지 

9) 2013. 4. 23, 서울중앙지검, “성폭력 사범 및 성폭력 피해자로 위장한 악질적 무고사범 수사
결과”, 대검찰청 홈페이지-알림마당-검찰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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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처벌 강화 분위기에 편승하여 성범죄의 무고가 증가하였다며 2014년 1월부

터 4개월간 성폭력 무고사범 6명을 기소한 것을 보도자료로 내놓는다10). 이 밖

에도 2013년 이후 검찰은 성폭력 무고 사범을 직구속한 실적과 무고의 유형을 

세부적으로 제시하며 성폭력 사건에 대한 무고 처벌 강화 의지를 언론에 홍보

하기 시작했다11). 특히 피해 여성들이 성매매 업소나 마사지 업소와 같은 유흥

업소 종사자이거나 합의를 시도한 경우 이러한 의심과 비난은 더욱 강해졌다. 
2016년 유명 연예인들이 성폭력 혐의로 피소된 사건들에서는 피해자들의 신고

가 무고라는 것이 주된 쟁점이 되었다12). 
실제 성폭력에 대한 무고 사건의 인지가 증가하였는지와는 별개로 무고 처벌 

강화에 대한 이러한 담론은 피해자들을 ‘꽃뱀’으로 간주하는 시선을 강화시키는 

것은 물론 피해자들의 신고와 입증 부담 역시 가중시키게 된다13). 한 설문조사

에서도 성폭력 피해자들은 합의에 응할 경우, 무고에 대한 의심을 받을 것 같은 

두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장다혜 등, 2015:214).
또한 위 표34와 같이, 고소 취소로 인한 공소기각 등 형식적 요건을 결여하

여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아닌, 실체 판단에서 혐의가 없음이 인정되는, 무죄

의 선고 비율 역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2000년대 초반, 1심 판결에 대한 선고

에서 무죄가 차지하는 비율은 1.0%가 채 되지 않았지만 그 비율은 점차 증가

하기 시작하여 2010년 들어서는 2.0%를 넘어서기 시작하고 2015년에는 2.7%
에 이르게 된다. 성폭력에 대한 엄벌주의 기조 속에서 수사기관의 성폭력에 대

한 적극적인 인지나 피해자 혹은 제3자의 신고가 늘어나게 되면서 법적 구성요

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까지 접수되면서 그 비율이 늘어났을 개연성 역시 있지

만 이와 같은 사례들은 경찰 송치 및 검찰의 기소 단계에서 상당 부분 제어되

었을 가능성을 고려하면 그러한 요인이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정형 강화 입법이 사법부로 하여금 오히려 양형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

켜 기존의 양형 관행을 고수하게 만든 것과 유사하게 유/무죄의 판단에 있어서

도 마찬가지의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법정형이 강화된 만큼 유죄의 선

고에 더욱 부담을 느끼고 보다 보수적으로 유죄의 인정을 했을 가능성이 높기 

10) 2014. 5. 12, 의정부지검, “늘어나는 성폭력 무고, 더 이상 안돼요!”, 대검찰청 홈페이지-알림
마당-검찰발표자료.

11) 2013. 11. 29, 천안지청, “성폭력 사범과 성폭력 무고사범 엄정대처”,  2013. 2. 7, 청주지검, “강간당했다
며 두 차례나 허위 구소한 무고사범 구속기소”, 대검찰청 홈페이지-알림마당-검찰 발표자료. 

12) 2016. 7. 27, 포커스뉴스, “이진욱 사건으로 본 ‘무고죄’...성범죄 17% 무혐의, 무고 엄벌 추
세”, 2016. 7. 27, 네이버뉴스, “잇단 연예인 노린 무고.. 처벌은?”

13) 심지어 담당 수사관의 성폭력에 대한 몰이해나 편견으로 인해 피해자가 무고죄로 인지되는 
경우, 피해자 국선변호사들의 피해자 조력 활동 역시 중단되면서 피해자에게는 더 큰 불이
익이 발생하기도 한다(장다혜 등, 201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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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또한 친고죄 폐지의 효과 역시 작동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피해자

가 가해자간에 합의가 이뤄질 경우 고소 취소를 이유로 처벌하지 않았던 기존

의 관행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상황에서 검찰이 공소제기를 꺼려한 것과 마찬

가지로 법원 역시 유죄 인정의 필요성을 덜 느꼈을 수도 있다. 어떠한 이유이건 

간에 엄벌주의 기조 속에서 오히려 성폭력에 대한 무죄 선고의 비율이 높아지

게 된 것은 그만큼 피해 사실에 대한 인정 역시 엄격해진 것으로 해석될 수 있

을 것이다.

3) 엄벌주의�입법에�대한�사법부의�제동과�위헌소송의�지속

(1) 신상정보�등록

도입 시기부터 논란이 많았던 신상공개 제도에 대하여는 도입 직후부터 곧바

로 위헌소송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아래 표35과 같이 이 제도가 도입된 2002년
부터 그 법적 근거가 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위헌소송이 잇따라 제기되었고 2016년 6월 

말 현재 그 건수는 28건에 달했다. 

연번 사건번호 사건명 종국결과 종국일자
1 2002헌가14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

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제청
합헌, 각
하 2003.6.26

2 2010헌마493, 2010
헌마534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위헌확인 각하 2012.4.24

3 2012헌마938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
법 제3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각하 2013.9.26

4 2011헌바106,2011
헌바10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합헌, 각
하 2013.10.24

5 2013헌마690 성범죄자 신상정보 소급공개 위헌
확인 등 각하 2013.10.29

6 2014헌마4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3호 위헌확
인

각하 2014.2.11
7 2014헌마164 신상등록 위헌확인 각하 2014.3.17
8 2014헌바172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

법 부칙 제4조 등 위헌소원 각하 2014.4.23
9 2014헌마347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각하 2014.5.28

표 35 신상공개제도(공개,등록,고지)에 대한 위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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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6월 26일, 헌법재판소는 신상공개는 ‘형벌’이 아니라는 점에서 ‘처벌’
이라 볼 수 없다며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신상공개 제도에  

대하여 합헌을 결정(2002헌가14)했지만 이후로도 신상공개 제도가 사실상 이

중처벌에 해당한다는 점 등은 지속적인 위헌 논의의 쟁점이 되었다.

법률 제3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10 2013헌마423,2013

헌마42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례법 제32조 제1항 위헌확인 기각 2014.7.24

11 2014헌마100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 위헌확인 등 각하 2014.12.3

12 2015헌마19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례법 제43조 등 위헌확인 각하 2015.3.17

13 2015헌마674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 등 위헌
확인 각하 2015.7.21

14 2014헌바257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합헌, 각
하 2015.7.30

15 2014헌마340,2014
헌마672,2015헌마9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례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헌법불합
치, 기각 2015.7.30

16 2015헌마76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례법 제45조 제1항 위헌확인 각하 2015.7.31

17 2015헌마812 성범죄자 등록 관리제도 위헌확인 각하 2015.8.18
18 2015헌아96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 등 위헌

확인(재심) 각하 2015.9.22
19 2014헌마637,2015

헌마47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례법 제42조 등 위헌확인

기각, 각
하 2015.10.21

20 2015헌가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례법 제42조 제1항 위헌제청 각하 2015.12.23

21 2015헌바42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례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각하 2015.12.29

22 2013헌마83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기각, 각
하 2016.2.25

23 2015헌마84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례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기각, 각
하 2016.2.25

24 2016헌마151 신상정보 공개 고지결정 등 위헌
확인 각하 2016.3.22

25 2015헌마68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례법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 위헌 2016.3.31

26 2014헌마45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례법 제42조 등 위헌확인

기각, 각
하 2016.3.31

27 2014헌마78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례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기각, 각
하 2016.3.31

28 2016헌마312 신상정보 공개 위헌확인 각하 2016.5.3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판례검색’ 결과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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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처벌'은 원칙적으로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

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는 것이고,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

분을 모두 그‘처벌'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제20조 제1항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의 범죄방지를 위한 계도"가 신상공개제도의 주된 목적임을 명시하고 있는

바, 이 제도가 당사자에게 일종의 수치심과 불명예를 줄 수 있다고 하여도, 이는 

어디까지나 신상공개제도가 추구하는 입법목적에 부수적인 것이지 주된 것은 아니

다. 또한, 공개되는 신상과 범죄사실은 이미 공개재판에서 확정된 유죄판결의 일부

로서, 개인의 신상 내지 사생활에 관한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 공익목적을 위하여 

이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수치심 등이 발생된다고 하여 이것을 기존의 

형벌 외에 또 다른 형벌로서 수치형이나 명예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

다면, 신상공개제도는 헌법 제13조의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14)

위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신상공개의 법적 성격이 행정작용에 불과하고 공

개내용도 공개재판의 확정판결의 일부로서 새로운 신상 또는 사생활에 대한 침

해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합헌결정을 하였다. 하지만 신상공개가 사실상 형벌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공개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은 사법부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 역시 제기되기 시작했고, 5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

이 그로 인해 공개 및 고지 대상자를 법원이 판단토록 법률이 변경된 것이었다.
하지만 신상공개의 요건이 완화되고 기간이 확대되면서 위헌소송 역시 끊이

지 않게 되었다. 신상정보의 ‘고지’ 및 ‘공개’ 명령이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

하는지, 대상자를 일률적으로 규정하여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한 것이 등록대

상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이러한 ‘등록’을 법 개정 이전의 처벌 

대상자에게까지 소급적용 하는 것이 소급입법금지원칙에 반하는 것인지 등이 

이후 위헌소송의 주된 쟁점이 되었다. 2011년 5월 25일, 13세 미만의 미성년자

를 간음한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보호관찰 3년, 200시간의 사회봉

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함께 5년간 등록정보를 공개할 것을 

법원으로부터 선고받은 자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가 위헌임을 주장하며 또 다시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되었다15). 이 사건 헌

법재판관 중 일부 역시 신상공개의 위헌성을 인정하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위헌의견을 제시한 2인은 신상공개제도가 범죄 억지의 효과가 있다는 점을 단

정하기 힘들다는 점, 인터넷을 통한 공개는 ‘현대판 주홍글씨’에 비견될 정도의 

수치형으로서 전과자에 대한 낙인을 넘어 가족들까지 정신적 고통을 겪거나 생

활기반을 상실하게 될 위험이 있다는 점, ‘재범의 위험성’ 등 공개 기준을 세분

14) 2003. 6. 26, 2002헌가14
15) 2013. 10. 24, 2011헌바 106,107(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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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공개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그 대상이 지나치

게 넓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지 못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했다. 하지만 다수 의견

은 법관이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공개 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고, 이
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라는 목적이 신상공개 제도를 

통해 침해되는 사익에 비해 매우 중요한 공익이라는 의견으로 수렴되었고 결국 

합헌이 선언되었다. 이와 같이 위헌소송의 반복적 등장에도 불구하고 형벌과 함

께 선고되는 신상공개제도는 이중처벌금지원칙과는 무관한 것이라는 헌법재판

소의 입장은 고수되었다.
2013년에는 신상정보의 ‘공개’가 아닌 ‘등록’ 제도에 대한 위헌 소송 역시 제

기되었다. 청구인들은 자신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는 것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이것들은 모두 기각 되었

다16). 재범을 억제하고 사회를 방위하고, 효율적 수사를 통한 사회 혼란을 방지

하기 위한 것이며, 전과기록이나 수사경력 자료만으로는 정보의 변동을 반영하

기 힘들어 정보의 등록이 필요하고, 신상정보 등록으로 인한 사익의 제한은 경

미하다고 판단하여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었다. 즉, 재범 방지와 사회 방위라는 목적은 기

본권 침해 논쟁을 무화시킬 수 있을 정도의 근거로 여전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

고 있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위헌소송을 통한 신상공개 제도에 대한 저항에는 소송의 

당사자, 즉 성폭력 범죄자 뿐만 아니라 법원 역시 포함되어 있었다. 즉, 재판중

인 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의 신청을 받아들여 직접 제청하는 위헌

제청 사건 역시 등장하기 시작했다. 신상공개 제도에 대한 최초의 위헌소송이었

던 2002헌가14 사건 역시 공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을 받아들

인 서울행정법원이 신상공개제도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

이라는 이유로 제청17)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2015헌가27사건18), 2015헌가

16) 2014. 7. 24, 2013헌마423,426(병합)
17) 위헌법률심판은 법원에서 재판중인 구체적 소송사건에서 해당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위헌인

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이나 소송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제청하게 되는 심판이며,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 소송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판해 줄 것을 청구하는 것은 헌법소원이다.

18) 2015헌가27 사건에서 제청법원인 전주지방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1항 중 ‘제2조 제1항 제3호 가운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
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분이 범죄의 경중이나 재범의 위험성에 따라 신
상정보 등록 범위를 세분화하여 규율하거나 별도의 불복절차를 두는 등의 덜 침해적인 수단
을 채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되지 않고, 비교적 경미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자들에 대하여는 침해되는 사익과 달성되는 공
익 사이의 불균형이 발생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위 조항은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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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건 역시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것이었다. 
2015년 7월, 헌법재판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하는 

일정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규정한 동

법 제42조 제1항 중 “제14조 제1항, 제15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례법’ 제14조 제1항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즉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

도록 규정한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법무부장관이 등록대상자의 재범 위험성이 상존하는 20년 동안 그의 신상정보를 

보존·관리하는 것은 정당한 목적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그런데 재범의 위험성

은 등록대상 성범죄의 종류, 등록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입

법자는 이에 따라 등록기간을 차등화함으로써 등록대상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이 사건 관리조항은 모든 등록대상 성

범죄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20년의 등록기간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 사건 관리조

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정해지고 나면, 등록의무를 면하거나 등록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여지도 없으므로 지나치게 가혹하다. 그리고 이 사건 관

리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이 중요하더라도, 모든 등록대상자에게 20년 동안 신상정보

를 등록하게 하고 위 기간 동안 각종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비교적 경미한 등록대

상 성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도 많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는 달성되는 공익

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관리조항은 개인정

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19)

이는 그동안 ‘재범 위험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이 없더라도 신상정보의 등록

으로 인해 제한되는 사익에 비하여 사회를 보호한다는 공익이 우선한다고 판단

하던 것과는 차이를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관리조항의 위헌성을 제거하

기 위하여 등록기간의 범위를 차등적으로 규정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어지는 

등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등록의무를 면하거나 등록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수

단을 마련하는 것은 입법자의 재량의 영역에 속하므로 2016년 12월 31을 시한

으로 입법자가 개선입법을 할 때까지 이 사건 관리조항을 계속 적용하도록 헌

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앞서 국회로 하여금 새로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시한을 통보한 셈이다. 
위 판결 이후 법무부를 중심으로 신상정보의 ‘등록’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법무부는 2016년 2월 25일, ‘성범죄자 신사정보 등록

사건 재판의 결론 및 그 확정 여부에 의하여 비로소 적용되는 것일 뿐,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 단계인 당해 사건 재판에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하였다. 

19) 2015. 7. 30, 2014헌마340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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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선을 위한 성폭력처벌법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고 그 개선 방안을 논의

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2016년 3월 31일, 헌법재판소는 위 42조 제1항에서 카

메라등이용촬영죄 등 뿐만 아니라 “제13조의 범죄 즉,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

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분에 대하여도 마찬가

지의 이유로 위헌소송이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위헌을 결정하였다. 통신매체이

용음란죄의 경우 ‘비교적 불법성이 경미’하다는 점, 그 재범 비율이 높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당연히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한 심판대상조항은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록대상자에게 불필요한 제한이라는 점이 그 이유였다20). 
이와 같이 일련의 아동 성폭력 사건 발생 직후 사법부의 ‘온정적’ 양형에 대

한 불만과 법관의 판단을 배제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던 일률적인 신상정보의 등

록 제도는 오히려 바로 그 이유,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 ‘재범 위험성’을 의제하기 힘들다는 점을 이유로 위헌이 선언되면서 폐기될 

위기에 놓이게 된다.

(2) 취업제한

이와 같은 위헌 판결은 구체적인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하지 않고 일정 요건

에 해당하는 피고인의 경우 일률적으로 적용되도록 만든 또 다른 제재수단인 

취업제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반복되었다.
4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

안 일정한 시설 또는 기관에 취업하거나 운영을 제한하는 취업제한제도는 2006
년 6월 30일부터 시행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2005. 12. 29 일부개정, 법
률 제7801호)을 통해 신설되었다. 2004년 12월, 밀양 사건이 계기가 되어 청

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에 대하여 고소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포함하는 

등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대적인 개정이 이뤄진 2차 개정 과정에서 

본 조항이 삽입되었다. 이 조항은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는 그 형이 확

정된 후 5년 동안 학교, 유치원, 학원 등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하거

나 이를 운영할 수 없도록 하여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에서 성범죄가 발생하

는 것을 예방하는 동시에 성범죄자에 대하여는 반성의 시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이유로 정부가 발의하여 도입한 것이었다(173233호). 
이후 취업제한의 대상은 점차 확대되는 방식으로 법률 개정이 이뤄졌다. 당초 

신상공개 대상으로 규정된 범죄행위를 저지른 자 중 형 집행이나 종료 후 5년

20) 2016. 3. 31, 2015헌마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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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간동안 일정 시설에의 취업이나 운영을 제한하던 것이, 형 집행이 유예되

거나 면제된 경우, 치료감호의 집행 종료나 면제된 경우까지 포함시켜 이로부터 

5년의 기간동안 취업을 제한하는 것으로 확대되었고, 그 제한 시설의 범위나 

제한 행위 역시 일련의 엄벌주의 입법과 함께 확대되어 갔다. 취업제한 제도를 

도입한지 2년도 채 되지 않은 2007년 8월 3일에는 또 다시 법 개정을 통해 취

업제한 기간이 10년으로 확대되었다.
상습적인 성범죄자의 재범 위험성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은 이러한 입법의 주

된 논거가 되었다.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취업제한의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입법안(176010호)을 제안했을 당시에도 재범위험성의 감

소 내지 교정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에 10년이라는 기간은 과도하지 않다

는 점에 의견이 수렴되었고21),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도 전문위원 역시 이견

을 보이지 않았다. 야당에서는 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입증할만한 실증적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지만22), 2006년 2월의 용산 사건에 대한 인용과 함

께 3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도 엄벌주의적 분위기가 반복되면서 오히려 취

업제한기간을 10년이 아닌 종신제한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 실제 취업 여

부를 효과적으로 사후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주류

인 분위기였다. 이러한 법 개정에 대하여는 교수 등 전문가집단 역시 이견을 제

시하지 않았다23). 
2010년 4월 법 개정을 통해서는 신상등록과 마찬가지로 성인 대상 성범죄의 

경우에도 취업제한의 대상으로 포함되었고, 2012년 2월에는 취업 제한시설에 

의료법상의 의료기관을 추가하였다. 2010년에 이어 또 한 번 대대적인 성폭력

에 대한 엄벌주의적 입법들이 단행된 2012년 12월 18일 개정에서는 경비업법

상의 모든 경비업체와 청소년들이 주로 출입하게 되는 연예기획사 등을 취업제

한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1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제도에 대한 반발은 취

업제한 대상에 의료기관이 포함되면서 의사 집단의 조직적인 대응을 중심을 본

격화 되었다. 
2016년 3월 31일, 헌법재판소는 성범죄 의료인의 취업제한을 다툰 유사한 

취지의 위 6건의 사건을 병합하여 재판관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성범죄로 형을 

21) 2007. 1. 31. 회부, 정무위원회 176010호 심사보고서
22) 2007. 4. 12, 17대 267회 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35-36쪽. 이것이 지적된 바로 

다음날, 국가청소년위원회는 형 집행종료 후 5년을 초과하는 재범자의 비율을 보고하고, 체
육업, 학원업 등에서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계속하여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
를 제시하였다.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년간 일정 시설
에의 취업 등을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개정이 이뤄지게 되었다(2007. 4. 20, 17
대 267회 4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9-10쪽).

23) 2007. 4. 19, 17대 267회 3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8-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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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받아 확정된 자로 하여금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10년 동안 의료기

관을 개설하거나 위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12호 중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했다24). 
취업제한 조항이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특히 침해의 최소성에 있어

서 다음의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첫째, 성범죄 전력만으로 그가 장래에 

동일한 유형의 범죄를 다시 저지를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어떠한 예

외도 없이 재범가능성을 당연시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성범죄 전력자 중 재

범 위험성이 없는 자의 기본권에 과도한 제한을 초래한다. 둘째, 성범죄 전력만

으로 10년간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하는 획일적·편의적인 시각에서 그러한 성범

죄 전력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의료기관 취업을 10년간 금지하는 것은, 성범

죄 전력이 있지만 10년의 기간 안에 재범의 위험성이 해소될 수 있는 자들에게 

과도한 제한이다. 셋째, 범행의 정도가 가볍고 재범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

지 않은 자에게까지 10년 동안 일률적인 취업제한을 부과하는 것은 그 제한의 

정도가 지나치다. 그리고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범죄 전과자

의 취업 제한에 있어서 재범 위험성의 존부와 정도에 관한 구체적인 심사 절차

가 필요하며 그러한 판단에는 법관이 가장 적합한 지위에 있고 독일의 입법례

가 이를 규정하고 있다25). 
이에 여성가족부는 2016년 4월, 이러한 판결을 반영한 아청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개정법안 발의를 위한 작업을 시작했다. 이 공청회

에서는 법원의 선고형량에 따라 취업제한 기간을 차등화 하는 방안이 제안되기

도 했고, 한편에서는 여전히 전문가 직무를 이용한 성폭력에 대하여 더욱 엄벌

이 필요하다는 의견 역시 제기되었다26). 이에 반해 대한의사협회는 “앞으로도 

계속 자문변호사 및 법무 전담인력을 법제팀에 배치해 억울하게 법률적 피해를 

당하고 있는 회원들을 적극 지원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히며 이러한 판결에 적

극적인 환영의 의사를 표출했다27).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역시 형벌 

포퓰리즘을 통해 제도를 도입한 행정부와 국회의 입법에 제동을 가하는 것이었

다. 

24) 2016. 3. 31, 2013헌마585 등 결정요지
25) 2013. 3. 31, 2013헌마585, 이유의요지
26) 2016. 5. 12, 한국일보, ‘아청법 개정 앞두고... ’중한성범죄자 평생 취업제한해야‘ 목소리’
27) 2016. 4 .8, 민족의학신문, ‘의협, 성범죄 의료인 10년 취업제한 위헌결정 ’적극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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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위헌소송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중 ‘취업 또

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시설 또는 기관으로서 13호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에 국한된 것이었다면, 곧 이어 위 사건의 위헌 선언에 따라 취업제한 

대상으로 규정된 의료인 이외의 직업군에서도 이미 제기되었던 위헌소송에 대

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잇따랐다. 2016년 7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취업제한 

대상 기관인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의 제3호에 해당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학원28), 9호의 아동복지법 제2조 제5호
의 아동복지시설29)이나 제44조 제1항의 취업제한 조항 전체에 대하여 이미 제

기되었던 위헌소송30)은 물론,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취업, 사실상 노무

를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31)에 대하여도 모

두 위헌을 선언하였다.
성범죄 전과자라는 이유만으로 재범의 위험성을 단정하여 10년간 취업을 제

한하는 것은 지나친 기본권 제한으로서 침해의 최소성이 결여되었고 침해법익

과 보호하려는 법익 사이의 균형도 없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

는 것이 공통된 판단의 이유였다. 그리고 취업제한 여부와 그 기간을 법관이 개

별적으로 심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 함께 설시되었다.
특히 2013헌바389 사건에서는 성인 대상 성범죄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아

28) 2016. 7. 28, 2015헌마35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위헌확인, 
2016. 7. 28, 2015헌마914,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위헌확인 

29) 2016. 7 28, 2013헌바389,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9호 위
헌소원 

30) 2016. 7. 28, 2013헌마436,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위헌확인 
31) 2016. 7. 28. 2015헌마915,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위헌확인 

연번 사건번호 사건명 종국결
과 종국일자

1

2013헌마585,
2013헌마786,
2015헌마199,
2015헌마1034,
2015헌마1107,
2013헌바394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위헌,
기각 2016.3.31

2 2015헌가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12호 위헌제청 각하 2016.3.31

3 2015헌마98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위헌, 
각하 2016.4.28

4 2014헌마347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3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각하 2014.5.28

표 36 취업제한제도에 대한 위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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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하는 것에 

전제된, 성인대상 성범죄 전력자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동종범죄를 다시 저

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결국 성인 대상의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한 10년간의 일률적인 취업제한의 부과는 불가능해지게 되었다. 
취업제한 규정 중 그 대상자의 요건인 ‘성인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의 위헌

성이 다퉈진 것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는 결국 취업제한이 부과될 범죄자가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로 축소된 것을 의미했다. 이는 양형에 있어서도 처

벌 강화 효과가 나타난 성폭력이 피해자의 취약성, 아동, 청소년에 국한되었던 

것과 궤를 같이 하는 결과였다. 
이와 같이 법원의 낮은 양형에 대한 비판과 함께 법원의 판단이 아닌 법률상

의 요건을 통해 강제하는 방식으로 등장한 신상정보의 등록, 취업제한 등의 일

률적인 보안처분들은 이와 같이 위헌이 선언되면서 폐기되어갔다. 그리고 이러

한 제재수단들에 대한 보완이 국회에 주문되고 그 대안으로 법관이 구체적인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하여 그에 따라 신상정보의 등록 기간이나 취업제한의 

기간을 차등화 하는 것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즉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통

제를 위해 도입된 일률적인 보안처분들은 저항에 부딪히면서 오히려 그 판단 

권한과 재량이 사법부에게 되돌려지는 역설적인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2. 엄벌 대상의 선별과 처벌의 이원화 된 효과

1) 성폭력�유형별�양형�변화

그렇다면 이와 같은 법률의 변화는 양형 및 보안처분의 부과 등 실제 법집행

의 영역에서는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을까? 3장의 양형기준 도입 과정에서 설명

한 바와 같이 사법민주화의 과정에서도 법정형 강화가 형량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들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김선수, 
2008:321)32). 법정형이 지나치게 과도하게 상향조정되면 오히려 법관이 양형

을 선택하게 되는 범위가 더욱 넓어지고 재량 행사의 부담 역시 커져 결국 법

정형의 최저를 기준으로 양형을 하는 경향을 강화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제 도입 이후 그 준수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2014

년의 전체 준수율은 90.9%에 이르고 있다고 보고한다(양형위원회, 2014:237). 
32) 2007. 4. 12, 17대 267회 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19쪽. 수석전문위원 정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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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이와 같은 양형기준의 준수가 곧 양형에 있어 법관의 자의적인 ‘온정

적 처벌’을 제어하는 효과를 가져왔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양형기준에 따

른다 하더라도 그 기준이 되는 양형인자에 대한 선택은 어디까지나 법관의 재

량에 있기 때문에 양형기준을 준수하면서도 법관이 의도한 형량을 선고하는 것

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선고된 형의 종류와 그 형량을 시계열로 분

석할 수 있는 자료 확보가 힘들고 통계적 검증이 동반된 연구 역시 부족하기 

때문에 단정하기는 힘들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은 양형기준 도입 이후 양형의 편

차는 줄어들었으되 평균 형량은 특별한 변화가 없으며, 다만 성범죄에서는 평균 

형량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탁희성 등, 2011; 대검찰청, 2013; 
김혜정․기광도, 2014:56-60). 

그런데 성폭력 범죄 전체의 형량 변화가 곧 모든 유형의 성폭력에 있어 양형 

강화가 나타났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양형위원회가 양형기준의 적용현황과 

도입의 효과, 기준의 개선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발간해 오고 있는 ‘양
형기준 적용현황 분석’ 보고서를 통해서도 이러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양형위

원회는 2012년 3월 이후부터 2014년 사이의 성폭력 양형기준의 변화 실태를 

분석하여 강간, 강제추행,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강간상해 및 치상 등의 경우 

실형 선고시 형량은 연도별 등락이 있으며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경우에 한해 

형량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양형위원회, 2014:272-280).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양형기준제 도입의 성과를 평가한 연구를 통해서도 성

폭력의 유형에 따라 상이한 효과가 나타났음을 짐작할 수 있는데, 성범죄군 가

운데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강간유형의 경우에 있어서만 가중영역이 적용된 경

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이에 반해 강간과 강제추행유형의 경우에 있어서는 감

경 영역이 적용된 사건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탁희성 등, 2011:154). 
한국여성변호사회가 2014년 실시한 연구 결과 역시 마찬가지다. 이 연구에서

는 2013년 6월 19일, 대대적인 법정형 강화에 따라 양형의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를 분석했다. 양형구간별 빈도의 차이를 단순비교 하고 있어 일반화하기에 

한계가 있지만 양형 강화의 효과는 없다는 결론을 짓고 있다. 그리고 오히려 법 

개정 이후 3년 이상 5년 미만 구간의 집행유예 선고 비율은 더욱 증가한 것으

로 설명한다(한국여성변호사회, 2014:96-97)33).  
여성가족부가 2003년 이후 매년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

정된 사건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추세와 

동향분석’에서는 아동 및 청소년 대상 강간의 경우 집행유예의 비율이 2014년
33) 양형 ‘변화’는 아니지만 양형 ‘관행’이 가중요소보다는 감경요소가 압도적으로 많이 적용되어 

대다수의 성폭력에 있어 감경 구간이 선고되고 있다는 점을 실증하는 연구들은 충분하다(대
검찰청, 2013:92-93; 김지선 등, 2010:56; 윤덕경 등, 2014:136).



- 274 -

에는 34.9%로 2011년 45.2%, 2012년 42.0%, 2013년 36.6%에 이어 감소추

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 검증 결과는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적어도 

아동, 청소년 대상 ‘강간’에 있어서는 처벌이 약화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

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5:51; 김지선 등, 2010:56; 윤덕경 등, 2014:13
6)34). 

2003년 및 2004년, 그리고 2013년 및 2014년, 747건35)의 성폭력 유형별 

징역형 선고시 형량 차이를 비교한 한 연구에서도 전반적인 성폭력에 있어 실

형 선고시 그 양형은 증가하였지만 이것은 일부 성범죄 유형에서 형량이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한 결과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강간, 강
제추행의 경우 형량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강간상해 및 강간치상 그리고 

준강간에서는 10년 사이에 형량이 더욱 높아졌고, 강간상해에 있어서는 집행유

예의 선고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박성훈 외, 
2015:191). 또한 친고죄가 폐지된 전후의 강간, 강제추행에 있어 집행유예 선

고는 차이가 없었다. 친고죄가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합의를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가 증가할 것으로 짐작되었지만, 종래에 비하여 집행유예가 더욱 

증가하지도, 감소하지도 않았다. 다만 집행유예 선고시 강제추행의 집행유예 기

간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박성훈․최이문, 2015:191).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처벌 강화의 대상은 적어도 아동 및 

청소년 대상, ‘그리고’ 성기삽입 중심의 강간 여부에 따라 그 경계가 구축되어 

온 것을 알 수 있다. 성인 대상 강간이나 강제추행의 경우 처벌의 종류는 물론 

형량이 증가하지 않았다.
강제추행이나 성인 대상 강간을 제외한, 아동 대상 강간 그리고 강간 상해나 

치상 등의 행위를 중심으로 형량 강화의 변화가 나타났다는 점36)은 법정형 강

화 입법의 지속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구금율이 크게 상승하지 않은 이유를 설

명할 수 있는 단초가 된다. 경찰에 신고, 접수된 성폭력 사건의 대부분은 아래 

표37과 같이 카메라등 이용촬영, 성적 목적 장소 침입, 통신매체 이용음란 등 

주로 벌금형이 선고되는 범죄들이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양형의 변화

34)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집행유예의 비율이 높다는 진단하에 당시 여성가족부 장관이었던 
조윤선은 집행유예가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법정형의 하한을 상향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까지 내놓기도 했다(2014. 3. 14, 중앙일보, “강간범 10명 중 4명 집행유예로 풀려나”).

35) 서울의 5개 지방검찰청 및 인천, 수원,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각 연도에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의 판결
문을 취합하여 분석한 것으로, 경합범인 경우나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되었다(박성훈․최이문, 
2015:180). 준강간이나 주거침입강간, 특수강간 등은 사례수가 극히 적어 비교가 힘들었다. 

36) 장기간에 걸쳐 비교 가능한 통계를 안정적으로 생산해 온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연구 결과에서도 친
고죄가 이미 적용되어 오지 않던 아동 대상 강간에 대한 집행유예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기에, 
이에 대하여는 처벌이 강화되었다는 점을 지지하기에는 무리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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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타났을 것으로 짐작되는 강간살인, 강간치사, 강간상해, 강간치상, 특수강

도강간 등은 전체의 3% 안팎을 차지하며 그 인원 역시 1,000명 내외이기 때문

이다. 성폭력으로 인해 구금된 수형자의 인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상

황에서37) 앞서의 연구들이 제시하는 평균 형량 및 형종의 변화, 성폭력 1심 선

고 인원을 종합하건데 2007년 이후 성폭력으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은 인원은 

증가하고 있으나 이 중 형량 증가의 효과가 나타난 대상은 강간상해나 아동강

간 등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이들 인원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점이 결국 

구금율 증가로 귀결되지 않도록 만든 것을 알 수 있다38).

37) 법무부 교정국 통계에 기반하여 죄명별 수형자 인원이 제시되고 있는 범죄백서에서는 절도, 폭행 및 
상해, 사기 및 횡령, 과실범, 강도, 살인 이외에 ‘기타’의 항목이 있을 뿐이며 심지어 이 항목에 해당
하는 비율이 가장 많은 비율인 30%를 우회한다(법무연수원, 2016:371).

38) 소폭 상승한 구금율의 변화를 성폭력이 주도하고 있다고 전제할 때, 그 원인 역시 처벌 강
화 대상의 선별을 통해 설명가능하다. 성폭력이 형사정책의 엄벌주의적 변화의 중심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하필 2013년 이후 구금율이 증가하게 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법정형 
강화 입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2007년이지만 구금율은 감소세를 유지하다가 2013년
에 가서야 반등하기 시작하는데, 2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2013년은 강간상해 및 치사상
이나 특수강도강간, 아동, 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등이 이미 비친고죄화 된 상황에서도 유일
하게 친고죄로 남아 있던 성인 대상 강간, 강제추행이 비친고죄화 된 시기이다. 이러한 성
폭력은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거나 전과가 있는 경우에 친고죄 규정의 삭제로 인해 종래와 
달리 실형이 선고될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양형의 변화 없이도 구금율의 증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단위: 명(%)

　 강간 강제
추행 강간등 

강간등
살인/
치사

강간등
상해/
치상

특수
강도

강간등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적
목적 
장소
침입 

통신
매체 
이용
음란 

공중
밀집
장소 
추행 

2005 2,127  4,089 1,894 10 1,766 302 341 0 164 858 
18.4 35.4 16.4 0.1 15.3 2.6 3.0 　 1.4 7.4 

2006 2,510  4,984 2,895 22 1,874 306 517 0 195 974 
17.6 34.9 20.3 0.2 13.1 2.1 3.6 　 1.4 6.8 

2007 2,659  5,348 2,600 12 1,625 357 564 0 240 939 
18.5 37.3 18.1 0.1 11.3 2.5 3.9 　 1.7 6.5 

2008 3,621  6,080 2,601 17 1,625 368 585 0 378 854 
22.5 37.7 16.1 0.1 10.1 2.3 3.6 　 2.3 5.3 

2009 3,923  6,178 2,706 18 1,544 479 834 0 761 934 
22.6 35.6 15.6 0.1 8.9 2.8 4.8 　 4.4 5.4 

2010 4,384  7,314 3,234 9 1,573 293 1,153 0 1,031 1,593 

표 37 성폭력 유형별 발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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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엄벌주의 입법의 효과는 그것을 추동했던 성폭력 전형에 부합하는 유형

들에 국한하여 나타났다. 피케로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응보의 양형 전략을 통해 

전체적인 구금 수준을 높이는 방식보다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를 선별하

여 이들에 대하여만 장기 구금형을 부과하는 선택적 무력화의 전략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Piquero et al., 2003). 그리고 그 선별은 폭력의 강도와 피해자의 

연령, 두 가지를 핵심으로 한 바, 이는 성폭력 통념과 피해자의 전형에 부합하

는 유형이 그 기준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준은 4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 감정’의 다름 아니다. 이와 같이 일부 양형 강화의 효과가 나타난 성폭

력 유형을 고려하면 국민의 ‘법 감정’을 반영하기 위한 사법부의 노력은 적어도 

‘법 감정’에 부합하는 성폭력에 있어서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

중의 ‘법 감정’은 물론 사법부의 양형 판단 공히 젠더 평등한 관점과는 무관한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엄벌주의 기조 속에서 구속 및 구형 강화, 가석방 제한 등으로 대

응한 검찰은 물론 양형 기준을 고수한 사법부 역시 처벌에 대한 판단이 젠더 

평등한 관점에서 이행되고 있는지, ‘재범 위험성’에 대한 고려가 일상적으로 발

생하는 성폭력 피해의 현실을 얼마나 반영하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다. 즉, 국회의 엄벌주의 입법 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처벌 관행 역시 

성폭력 피해나 섹슈얼리티에 대한 이해 확장과는 무관한 방식으로 이뤄졌고 이

를 통해 양형의 급격한 증가는 제어될 수 있었다.

2) 재범�고위험군에�대한�보안처분의�지속과�공고화

21.3 35.5 15.7 0.0 7.6 1.4 5.6 　 5.0 7.7 
2011 4,425  8,535 3,206 8 1,483 285 1,565 0 911 1,750 

20.0 38.5 14.5 0.0 6.7 1.3 7.1 　 4.1 7.9 
2012 4,387  11,068 1,937 13 1,218 213 2,484 0 932 1,338 

18.6 46.9 8.2 0.1 5.2 0.9 10.5 　 4.0 5.7 
2013 5,404  13,361 1,186 22 1,103 152 4,959 215 1,429 1,535 

18.4 45.5 4.0 0.1 3.8 0.5 16.9 0.7 4.9 5.2 
2014 5,136  12,954 624 8 883 123 7,402 473 1,266 1,863 

16.7 42.2 2.0 0.0 2.9 0.4 24.1 1.5 4.1 6.1 
2015 5,274 13,266 283 6 849 72 7,730 543 1,139 1,901

17.0 42.7 0.9 0.0 2.7 0.2 24.9 1.7 3.7 6.1
§ 범죄백서(법무연수원, 2015:15; 20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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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보안처분과 그에 대한 반발

은 법정형이 상대적으로 경한 성폭력을 중심으로 제기된데 반해 재범의 위험성

이 비교적 높다고 판단되는 범죄자들에 부과되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이나 치료감호 등에 대하여는 표38과 같이 위헌 소송이 잇따랐지만 위헌이 선

언된 적은 한번도 없었다. 입법과정에서 성폭력에 대한 엄벌주의 담론이 주되게 

작동한 대상이나 ‘법 감정’을 반영한 양형 강화의 효과가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

로 보안처분이 공고화 된 영역 역시 ‘사회악’으로 구축되기 명징한 타자들, 성폭

력 통념의 전형에 부합하는 가해자로 집중되어 있었다.

연번 사건번호 사건명 종국
결과 종국일자

1 2010헌마365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각하 2011.5.26

2 2010헌마365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각하 2011.5.26

3 2011헌바89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위헌소원 합헌 2012.12.27

4 2010헌가82, 
2011헌바393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항 위헌제청 합헌 2012.12.27

5 2011헌바89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위헌소원 합헌 2012.12.27

6 2012헌마3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각하 2012.2.14

7 2012헌마3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각하 2012.2.14

8 2012헌마376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각하 2012.5.8
9 2013헌마726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각하 2013.11.12
10 2013헌마137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위헌확인 각하 2013.3.19
11 2011헌마781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기각, 
각하 2013.7.25

12 2014헌마40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등 위헌확인 각하 2014.2.11

13 2013헌마429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3항 제11호 위헌
확인

각하 2014.7.24

14 2015헌마125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단서 위헌확인 각하 2015.2.24

15 2015헌마506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위헌확인 각하 2015.5.26

표 38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 관련 위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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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9월부터 도입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에서 위헌의 다

툼이 되었던 것은 첫째, 성폭력범죄자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

구할 수 있도록 한 요건인 ‘성폭력 범죄의 습벽’39)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부착명령 자체가 이중처벌 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둘째, 검사로 하여금 

판결 선고 당시에 부착명령을 선고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부착명령

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40)이 형벌불소급의 원칙,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는지 여부, 셋째, 치료감호의 집행 중 가출소되는 피보호감

호자에 대하여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하

고 있는 것41)이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는지 여부 등이었다. 
이는 2장 및 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안감호나 보호감호 등 보안처분 일반

의 위헌성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이기도 했다.
 법원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제도에 대한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데에도 

적극성을 보였다. 2006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4년을 선

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2010년 8월 형 집행을 종료한 청구인에 대하여 2010
년 7월, 검사는 당시 징역형의 집행 종료일까지 6개월 미만이 남은 사람(출소

임박자)인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그 사건이 계속 

중이던 청주지방법원은 직권으로 적용법조인 위 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전자장치를 소급하여 부과하는 것이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된다

는 것이 그 요지였다42). 이 위헌소송이 제기되자 검사가 청구한 부착명령 신청

사건들에 대하여 법원이 판단을 유보하면서 2012년 7월 말 기준으로 검찰이 

39)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2
호로 개정되고, 2010. 4. 15. 법률 제102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3호

40)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2008. 6. 13. 법률 제9112
호로 개정된 것) 부칙

41)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7
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제1항

42) 2008. 6. 13. 법률 제9112호 부칙 제2조 제1항(2010. 4. 15. 법률 제10257호로 개정된 
것).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0전초1. 

16 2015헌바35
구 특정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
소원

합헌 2015.9.24

17 2015헌마1197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항 위헌확인 각하 2016.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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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하여 청구한 2,675건 중 2,019건의 사건이 계류되는 상황이 연출되었다43).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이 제청된 직후인 2010년 12월 9일, 대심판정에서 공

개변론을 열었다. 당시 법무부측 대리인 서규영 변호사는 “전자발찌부착 소급적

용은 기존 법령의 공백으로 인해 부착대상이 되지 않고 방치된 이들을 상대로 

한 것”이라며 “성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률이 매우 높아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하는 것은 국민을 성폭력 범죄로부터 보

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반박했다44). 2012년 12월 

27일, 헌법재판소는 부착 명령은 형벌과 구별되는 비형벌적 보안처분으로서 소

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소급적용으로 그 대상자를 확대한 것은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

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소급적

용이 이미 형사제재가 종료된 것으로 믿고 있는 범죄자의 신뢰 이익을 침해하

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일부 위헌 의견, 전자장치 부착이 ‘형벌에 못지 

않은, 강한 “형벌적 성격”을 가진’ 형사상 제재이므로 소급적용이 인정될 수 없

다는 전부 위헌의견도 있었지만 위헌 정족수 6인에 이르지 못하고 합헌이 선언

되었다.
 

1. 이 사건 전자장치부착조항은 성폭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성폭력범죄자의 재

범을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며, 전자장치

부착으로 인해 제한되는 피부착자의 자유는 자신의 위치가 24시간 국가에 노출됨

으로 인하여 행동의 자유가 심리적으로 위축된다는 것일 뿐 행동 자체가 금지되거

나 물리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닌 점,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

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은 전자장치의 부

착 후 3개월마다 가해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 피부착자의 개선 및 교화의 정도

에 따라 불필요한 전자장치의 부착이 없도록 하는 등 전자장치부착에 따른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마련하고 있는 점, 성폭력범죄는 대부분 습벽에 

의한 것이고 그 습벽은 단기간에 교정되지 않고 장기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는 부착기간의 상한을 높게 확보해 둘 필요가 있는 점, 날로 증

가하는 성폭력범죄와 그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범죄예방 효과의 측면에서 위

치추적을 통한 전자감시제도보다 덜 기본권 제한적인 수단을 쉽게 마련하기 어려

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전자장치부착조항에 의한 전자감시제도

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전자장치부착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이익에 비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성폭력범죄자가 입는 불이익

이 결코 크다고 할 수 없어 법익의 균형성원칙에 반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전

43) 2012. 8. 22, 뉴시스, “전자발찌 소급적용 사건 2019건 계류중”
44) 2010. 12. 10, 법률신문뉴스, “헌재, 전자발찌 부착, 소급적용 위헌여부 공개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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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장치부착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피부착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

인정보자기결정권,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준수사항조항은 단순히 전자장치 부착만으로는 재범방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재범의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의무사항을 부과함으로써 전자

장치부착법의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려는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또한 피부착자에게 출입이 금지되는 구역과 외출이 금

지되는 시간을 지정하거나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등을 의무화함으로써 다양한 형

태로 전자감시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재범을 방지하고 피부착자의 재사회화를 위한 

것으로서 이보다 덜 침해적인 수단을 찾기 어렵다. 

   전자장치부착법에서는 준수사항의 부과가 개별 피부착자의 재범 방지 및 재사회화

를 위해 탄력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전자장치 부착과 더불어 준

수사항 이행의무를 지게 됨으로써 피부착자가 받게 되는 기본권 제한이 적다고 볼 

수 없으나, 성범죄의 습벽이 강하고 특히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형벌로는 특별예

방이나 사회방위 효과를 거두기 힘든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을 예방하여 성폭력범죄

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고 하는 공익이 훨씬 크다45). 

즉,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들로부터의 안전 확보 및 사회방위의 필요성

은 그들에 대한 기본권 침해 논쟁을 무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논거로 작동하고 

있었다. 합헌 결정의 결과 그간 위헌소송 제기 이후 선고가 중단되었던 사건들

에 대한 소급적용이 이뤄져 그 대상 인원이 증가하게 되었다. 더구나 2010년 

성폭력에 대한 가석방이 전면 금지되고 합헌 결정에 따라 전자감독의 초점이 

가석방자에서 형기종료자들로 이동되면서 현재 전자감독 대상자들의 대부분은 

형기종료자들이다(이형섭, 2013:57). 
하지만 이후 법원의 전자장치 부착 선고 인원과 인용률은 크게 증가하지 않

았다.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한 것에 대하여 2010년, 법원은 70.3%
를 인용하였지만 인용율은 2014년 40.5%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46). 그리

고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찰이 보호수용이라는 또 다른 보안처분의 도

입을 정당화하는 논거가 되었다.

45) 2012. 12. 27, 2011헌바89 결정요지
46) 2009년 미성년자 대상 유인죄, 2012년 강도 등이 그 대상자로 포함되기 시작했지만 앞의 

표 32와 같이 그 대다수는 여전히 성폭력범죄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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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명
구 분
연 도

부착명령 청구
처리

재판중계 선고(인용) 인용률 기각 기타
2010 1,062 834 586 70.3% 204 44 319
2011 1,277 1,279 685 53.6% 559 35 314
2012 1,132 1,033 628 60.8% 391 14 388
2013 1,578 1,475 702 47.6% 738 35 482
2014 1,457 1,509 611 40.5% 878 20 423
2015 1,161 1,256 399 31.8% 833 24 317

§ 범죄백서(법무연수원, 2012:267; 법무연수원, 2015:267), 대법원 법원행정처 통
계(1심사건기준).

표 39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및 선고 현황(2010년~2014년)

하지만 부착명령의 기간은 장기화되기 시작했다. 2009년까지만 해도 위치추

적 전자장치 부착기간은 1년 미만인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하지만 2010년
부터는 5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가 전체의 40∼50%를 차지하게 된다. 즉, 
위치추적 전자장치는 상대적으로 고위험군이라 간주되는 성범죄자에게 제한적

으로 부과되지만, 그 부착기간은 오히려 가혹해지면서 엄벌 대상의 선별과 그에 

따른 처벌의 이원적 효과 역시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1년미만 1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5년미만 5년이상10년미만 10년이상15년미만 15년이상30년이하 계
2008 180(95.8) 7(3.7) 1(0.5) 0(0.0) 0(0.0) 0(0.0) 188(100)
2009 308(77.6) 38(9.5) 27(6.8) 17(4.3) 7(1.8) 0(0.0) 397(100)
2010 184(27.7) 151(22.7) 67(10.0) 176(26.5) 74(11.1) 13(2.0) 665(100)
2011 201(18.4) 236(21.6) 130(11.9) 253(23.1) 198(18.1) 76(6.9) 1,094(100)
2012 167(18.3) 145(15.9) 90(9.9) 167(18.8) 269(29.5) 73(8.0) 911(100)
2013 178(10.4) 154(9.0) 238(14.0) 549(32.3) 453(26.6) 133(7.8) 1,705(100)
2014 276(19.2) 122(8.5) 197(13.7) 388(27.0) 313(21.8) 142(9.8) 1,438(100)
2015 333(27.2) 34(2.8) 155(12.6) 244(19.9) 348(28.4) 111(9.1) 1,225(100)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내부자료, 연성진·유진(2015:12) 재인용.

표 40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간



- 282 -

성충동 약물치료에 대하여도 법원이 위헌을 제청하며 입법의 위헌성을 주장

하였다47). 제청법원인 대전지방법원은 검사의 약물치료명령 청구의 근거가 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과 치료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으로 하여금 치료명령을 선고하도록 규정한 

같은 법 제8조 제1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치료명령 피청구자의 기본권

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13년 2월, 직권으로 위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48). 약물에 의한 성호르몬의 조절·통제로 피치료자

의 공격적인 성적 행동을 예방할 수 있다는 치료효과에 대하여 국내에서 과학

적으로 검증된 실증적 연구결과가 없고, 약물치료가 중단될 경우의 재범가능성

이 여전하다는 점에서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들에 

의한 약물치료가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치료명령

은 피고사건의 판결 선고와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치료명령의 실제 집행 시점

(형 집행 종료 등으로부터 2개월 전)과 선고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극

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오판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과잉금지원칙 위반의 

근거로 제시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성충동 약물치료는 전적으로 타인이나 사회를 위한 것만이 아

니라 대상자 자신을 위한 치료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검사가 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치료

명령 선고 시점과 집행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극이 있는 경우 피치료자의 이의 

제기를 허용할 것인지, 피치료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그 절차를 어떻게 형

성할 것인지, 피치료자의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치료의 필요성이 

달라졌다고 인정되는 경우) 치료명령 자체를 취소·변경하도록 할 것인지, 치료

명령은 그대로 두고 그 집행을 불허·변경하도록 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는 이를 

입법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며 헌법불합치 판결을 했다. 형을 선고하

는 시점에 치료명령을 선고하는 것은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판단에 따라 2017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부가 관련 법을 개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성충동 약

물치료 제도의 필요성 자체는 부정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헌법재판소를 통해 2000년대 중반 ‘법 감정’ 반영의 사법민주화를 

표방하며 급속도로 도입된 포퓰리즘적인 입법들에 대한 제동이 반복해 등장했

47) 이 사건 피고인은 2009년 6월 7일경 대전 동구의 한 공동주택의 주차장에서 당시 5세이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2009년 7월 1일, 대전 동구의 한 주택가에서 당시 6세이던 또 다
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면서(대전지방법원 2012고합512),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치료감호(대전지방법원 2012감고17) 및 성충동 
약물치료 청구(대전지방법원 2012치고1)가 되었다. 

48) 2015. 12. 23. 2013헌가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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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제도 부과의 절차 역시 보다 합리화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적어도 판

사의 재량에 의해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여 부과하도록 한 보안처분, ‘그리고’ 
상대적으로 중한 성범죄에 부과되는 신상공개나 전자장치에 대하여는 합헌을 

선언했고 그 결과 형벌을 대체하는 강도 높은 안전 장치들은 공고화되어 갔다.
하지만 ‘재범 위험성’ 판단의 모호함이나 안전장치가 형벌을 보충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이중처벌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더구나 정작 위치추적 전자장

치, 신상공개 등 강력한 보안처분이 부과되어 마땅한 범죄자를 선별하는 기준, 
법 해석의 구체적 타당성에 대한 검토와 이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들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3. 엄벌 대상 선별의 미시적 기초: ‘재범 위험성’ 판단의 남

성중심성

법원의 양형 강화 효과가 선별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보안처분의 부과 기준으

로서 ‘재범위험성’에 대한 판단 권한이 사법부로 수렴되고 있는 만큼 엄벌 대상

을 선별하기 위한 법관의 판단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는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특히 누가 왜 더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는 

사회적으로 합의되어야 할 처벌의 핵심 가치에 관한 문제이다. 형벌은 물론 신

상공개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보안처분이 부과될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죄자, 엄벌이 필요한 범죄자는 무엇을 기준으로 선별되고 있는 것일까? 이하

에서는 판결문 분석을 통해 사법부의 ‘재범위험성’ 판단을 결정하는 요인을 살

펴보고, 그것은 사법민주화의 과정 속에서 문제시 되지 않은 채 유지되어 온 법 

해석의 남성중심성에 다름 아님을 실증한다.

1) ‘재범위험성’�관련�양형인자의�적용실태

엄벌 대상의 선별 기준을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아동 및 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사건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강제추행은 사실상 강간미수에서부터 

공중밀집장소의 추행에 이르기까지 넓은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범죄일 뿐만 아

니라 앞서의 표37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전체 성폭력 유형 중에서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대검찰청, 2015:15).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폭력이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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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주의 담론과 정책을 이끈 핵심적인 유형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적어도 이러

한 행위에 대한 ‘재범 위험성’에 대한 판단이 성인 여성 대상 그것보다는 보수

적이지 않을 것이라 전제할 수 있고, 때문에 그 결과를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에

도 무리가 없어 보인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아동 및 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피고인 총 748명의 사례에서 재범위험성과 관

련한 인자들이 어떻게 파악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재범위험성 관련 여부는 

양형기준의 집행유예 기준에서 ‘재범위험성 등’이라는 표제 하에 제시된 인자들

을 활용했다49). 계획적, 반복적 범행인지 여부,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가 있는지 여부 등 재범위험성 관련 양형인자들이 판결문에 등장한 빈도는 아

래 표41과 같다.

49) 본 연구는 양형기준의 준수여부나 그에 따른 형량 수준을 비교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
라는 점, 양형기준을 준수한 경우라 하더라도 집행유예의 선고시에는 집행유예 관련 양형기준
만이 제시되고 실형 선고시에는 집행유예의 부정적 참작 요인들이 판결문에 적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 벌금형 선고시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하에서
는 양형인자가 아닌 판결의 이유에 설시된 내용 중 재범위험성 관련 양형인자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판단 요소 빈도 비율
(%)

1

주요
참작

부정적

계획적 범행 2 0.1 
2 가학적,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7 0.5 
3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13세미만) 23 1.6 
4 동종전과(10년이내 집행유예 이상) 22 1.5 
5 반복적 범행 0 0.0 
6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136 9.5 
7 위험한 물건의 사용 0 0.0 
8 윤간 0 0.0 
9

긍정적
유형력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13세 이상) 173 12.1 

10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 곤란 시도 0 0.0 
11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307 21.4 
12

일반
참작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0.2 

13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1 0.1 
14 심신장애상태를 야기한 범행 0 0.0 
15 약물중독, 알콜중독 1 0.1 
16 진지한 반성 없음 10 0.7 
17

긍정적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120 8.4 

18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16 1.1 
19 우발적 범행 146 10.2 
20 자수 0 0.0 

표 41 재범위험성 관련 판단 요소(설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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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지한 반성’,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가 가장 빈번하게 채택되고 있었다. 
법원이 추행의 정도와 피고인의 태도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는 의미이다. 그 밖에도 ‘유형력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그리고 흔히 재범 위험성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으로 고려되는 

전과 요인으로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이 그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진지한 반성’,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유형력의 행사가 약한 

경우’와 같은 양형 인자들은 자명하고 객관적인 사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양형기준에서는 일부의 인자들에 대한 정의50)를 제시하고 있지만 구체적 사실

이나 평가가 그러한 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결국 법관의 판단에 의존하고 

있으며 법적 판단은 일정하게 선택된 가정이나 가치에 대한 선호나 법문화가 

반영된 것이라는 점에서 법적 판단의 이면에 전제된 것이 무엇인지 해명될 필

요가 있다.

(1) ‘추행의�정도가�약한�경우’,� ‘유형력의�행사가�경미한�경우’와�성폭력�

통념

 ‘추행의 정도가 경미함’, ‘유형력의 행사가 경미함’은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

되고 있을까? 이들 양형인자는 양형기준에도 그 정의가 제시되지 않을 정도로 

모호한 개념이지만 재범위험성을 예측하는 인자들 중 ‘진지한 반성’ 다음으로 

많이 채택되고 있었다.  
법원의 추행 방식과 정도에 대한 판단 기준을 검토하기 위해 판결문에 기재

된 범죄사실을 표42와 같이 6개의 유형으로 구분했다. 강제추행은 강간미수에 

이르는 정도의 행위에서부터 길거리에서 엉덩이를 치고 도망가는 행위에 이르

기까지 상대적으로 매우 이질적인 피해 유형을 포괄하는 죄명이기 때문이다. 형

50)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는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등으로 인하여 범행
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우발적 범행’은 ‘피해자
를 유인하거나 심신미약상태에 이르도록 하는 등 범행의 계획 또는 사전준비가 없고, 범행의사 
없이 다른 목적으로 피해자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범행의사를 가지고 저지른 범행’으로 
정의되고 있다(법원행정처, 2013:22-32).

21 진지한 반성 445 31.0 
22 폭행, 협박 아닌 위계, 위력 사용(13세 이상) 12 0.8 
23 피고인이 고령 10 0.7 

전체 1,488 100



- 286 -

법 및 특별법상의 법정형의 서열이 남성중심적인 성폭력 통념을 기반으로 하여 

성기삽입을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배은경, 1997; 조국, 2003; 장다혜, 
2012a)을 고려하여 성기 삽입을 시도하거나 자신의 성기를 만지거나 빨게 하는 

행위와 같이 성기를 직접 접촉, 노출시킨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나눴다. 
또한 강제추행에 이르는 수단을 3가지로 분류하였다. 지나가는 여학생의 가슴

을 기습적으로 만지는 것과 같이 추행 행위가 강제추행에 동반되는 폭행, 협박

의 행위 그 자체인 경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가 불능할 정도의 폭

행, 협박을 가한 후 성기삽입 등을 시도하거나 성기를 만진 경우, 강간죄에서 

요구하는 폭행, 협박의 수준은 아니지만 우월적 지위를 직접적으로 이용한 경우

로 나누었다. 13세 미만의 아동을 유인한 경우는 폭행, 협박이 수단이 된 경우

와 같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법원은 성폭력 과정에서의 폭행, 협박이 반항을 억압할 정도가 아니라면 여전

히 경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예컨대 PC방 주인이 일을 가르쳐준다며 접

근해 허리를 감싸 안고 웃옷을 걷어 올리며 가슴을 만지려 한 행위가 4회 지속

된 사건(광주지방법원 2013고합20)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일
반적인 강제추행’의 경우보다 약하다는 점을 들어 이를 특별감경요소로 채택하

였다. 학원 교사가 수능 백일주를 마시고 취한 학원생을 강제로 끌어 안고 키스

한 사건(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고합258)에서도 ‘통상의 추행’ 범행과 비교할 

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행사의 태양 내지 추행의 정도가 반드시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합기도 도장의 원장이 10세의 

원생을 탈의실에 눕히거나 관장실에서 앉힌 후 입속에 자신의 혀를 집어넣는 

행위를 7회에 걸쳐 반복한 사건(부천2012고합341)에서도 법원은 피고인이 피

해자에게 별다른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여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라는 특별감경인자를 채택하였다.
이에 반해 가해자 혹은 피해자 일방의 성기노출이나 성기에 대한 직접적 접

촉이 있는 경우에는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요소를 채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예컨대 직업소개소를 찾아온 청소녀에게 술을 마시도록 한 뒤 강제로 

유두를 입으로 빨고 바지를 벗겨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 넣은 사건(광주2012고
합1278)에서는 위와 같은 판단을 하지 않았다51). 3유형의 대다수는 이와 같은 

유사강간이거나 성기에 대한 삽입에는 이르지 않는 수준의 것이 대부분이었다. 
예컨대 6세 여아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를 혀로 핥고 입으로 빨며 치

51) 이와 같이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는 ‘유사강간’으로서 본 연구
의 분석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이 아닌, 제7조제2항2조를 적
용해야 하지만 성기 삽입 등이 강간이 아닌 경우는 모두 강제추행으로 적용되던 이전의 법률 관
행을 따르며 강제추행으로 처벌하는 사례들도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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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로 찌른 행위는 강제추행의 기본영역으로 선택되었다(대전2013고합436). 즉, 
이러한 행위는 ‘통상의 추행’으로 간주되고 있었다52). 

‘유형력 행사가 경미함’ 역시 마찬가지이다. 게임 사이트에서 채팅을 하면서 

알게된 피해자의 가슴 크기, 자위행위, 초등학교 등의 정보를 빌미로 알몸 사진

을 찍어 보내지 않으면 초등학교 홈페이지에 채팅 내용을 올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알몸 사진 및 성기 사진 14장을 촬영하도록 한 사건(정읍

2013고합25)에서는 피해자와의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는 이유로 추행

의 정도가 약한 경우를 인정하였다. 피해자가 처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사례들

이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기는 힘들어 보인다. 특히 이 과정에 수반

된 협박의 정도는 ‘유형력 행사’라는 인자로 포괄하기도 어렵다. 
그런데 대체로 성폭력 과정에서 행사된 유형력이 약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에는 추행의 정도 역시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았다. 예컨대 술을 마시

고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몰래 들어가 여자친구를 강제로 길바닥으로 끌고 

나와 허리, 어깨, 얼굴을 만지고 비벼댄 사건의 경우, 법원의 성기 중심적 사고

를 따를 때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할 수 있기는 하지만 이 과정에서 

행사된 유형력이 경미하다고 단정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판결에서는 이들 두 요

소를 엄밀히 구분하고 있지는 않은 경우가 많았고, 위 사건에서도 추행의 정도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행사된 유형력의 행사 역시 경미한 것으로 판단하였

다(부산2012고합1181). 
다만 피해자가 청소년이 아닌 아동이거나, 아동이 아니라 하더라도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상호작용이 전혀 없던 상황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달랐는데, 예컨대 

새벽에 타인의 집에 몰래 침입해 피해자를 껴안고 옷을 벗기려 하거나 키스한 

행위(인천2013고합477, 전주2013고합6), 편의점에서 나오는 여아를 뒤따라가 

집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따라 들어간 후 강제로 옷을 전부 벗기고 피해자의 성

기에 가해자의 성기를 갖다 대고 부빈 행위(천안2012고합310)는 추행의 정도

가 경미하다는 판단 없이 양형의 일반구간이 선택되었다. 
이와 같이 법원은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하는 요소로서 추행의 정도나 유형력

이 행사된 정도의 강약을 판단함에 있어 추행에 동원된 폭행,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만들 정도가 아니거나 성기 접촉이 없는 경우에는 추행이나 

52) 보다 적극적인 강제력이 수반된 경우에도 위와 같은 강제추행에 대한 통념이 작동하고 있었
다. 야간에 택시 기사가 택시비를 지급하고 하차하려는 13세의 청소녀를 이야기를 하자며 
조수석에 앉힌 후 40분간 태우고 다니며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고 팬
티 위로 음부를 만진 사건으로 4유형으로 분류되었던 한 사건(안양2013고합151)에 대해 법
원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집 근처로 바래다 준 사후행위를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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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력의 행사 정도를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성폭력을 여성

의 정조에 대한 침해, 그리고 남성의 성욕 해소의 문제로 이해하는 남성중심적 

시각으로 인해 강간미수나 유사강간의 수준에 이르는 추행 행위들이 ‘강제추행’
의 전형이자 일반적인 기준으로 상정되고, 이러한 ‘통상의 강제추행’에 부합하지 

않는 추행에 대하여는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다53). 
하지만 본 연구의 대상이 된 아동, 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사례 745건 중 아

래 표43과 같이 성기 삽입을 시도하려한 행위는 210건, 약취와 유인 행위까지 

포괄하여 법원의 최협의의 폭행, 협박이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사례는 181건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간의 미수와 같은 형태를 ‘통상의 강제추행’으로 

간주하는 것은 합리적인 것일까? 더구나 강제추행이 전체 성폭력 유형에서 가

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그와 같은 판단은 과연 적절하다고 

할 수 있을까? 누가 왜 그러한 성폭력을 ‘통상의 강제추행’이라 선언하며, 그러

한 판단의 정당성은 어디에서 도출되는 것인가?
더구나 추행 행위에 성기 접촉이 동반되었는지 유무나 그 과정에서 행사된 

폭력의 강도가 피해의 심각성을 결정한다는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통념은 현실

과 부합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은 경험연구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추지현, 2015; 김민정, 2015), 피해자의 입장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어떻

게 경험되었는지에 대한 이해 없이 ‘통상적인 강제추행’을 상정하여 선험적인 

판단들이 이뤄지고 있었다. 2007년 형법 개정 당시 반성폭력 운동 진영에서 강

간의 인정에서 요구되는 폭행, 협박에 대한 최협의설의 입장은 물론 성기 중심

적인 성폭력 개념의 한계를 극복하고, 성폭력을 ‘동의 없는 성적 행동’까지 아우

를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제안한 이유가 이 때문이었다54). 
이와 같은 법 해석의 관점은 아래의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가능하다.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판단은 피해 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가해자 혹은 피해

자 일방의 성기 노출이나 접촉이 직접적으로 있었던 경우에는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다고 보는 경우가 더 많았다. 

53) 분석 결과 징역형에서 실형이 선고된 경우, 형량의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은 강제추행의 유형뿐이
었다. 가해자의 직업, 거주형태, 변호사 유형, 전과유무나 합의유무는 물론 재범위험 관련인자에 
따른 차이 역시 보이지 않았다. 추행의 유형에서는 사례수가 풍부한 유형2와 유형3사이의 형량 
차이를 비교하였는 바, 2유형의 경우 평균 26.27개월을, 3유형의 경우 35.46개월이 선고되며 이
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t=2.847**).

54) 2007. 4. 18, “성폭력 관련 형법개정안을 발의하며” 기자회견문. 여성인권법연대(서울여성
의전화, 장애여성공감,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부설성폭력상담
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장애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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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지한�반성’,� ‘처벌불원의사’�판단의�계급�편향

엄벌이 필요한 대상, 범죄자의 재범 위험성을 예측하는데 있어 가장 많이 채

택되고 있는 것이 가해자의 ‘진지한 반성’이 있는지 여부이다55). 양형기준상에

는 이에 대한 정의가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법관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는 피고인의 경우 

그가 건강하게 사회에 복귀할 의지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재범 위험성

을 부정할 수 있다. 
하지만 피고인의 반성이 내심의 진정성이 담긴 것인지 여부는 그 누구도 확

인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외화된 행위를 통해 확인될 

수 밖에 없다. 판결문에 등장하는 양형 인자들 중에서는 표36과 같이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사가 이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형기준상 

피해자의 ‘처벌불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

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

자가 처벌불원의 법적, 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

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로 정의된다. 즉 이와 같은 기준에 따르더라도 ‘피
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가해자에게는 ‘진지한 반성’이라는 요소

가 인정될 수 밖에 없다. 

55) 이는 성폭력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강도의 경우는 물론 살인의 경우에도 ‘전과 없음’, ‘참작할 
동기’ 등의 감경 사유와 함께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이 압도적으로 많이 고려되고 있다(대검찰청, 
2013:56-67; 대검찰청, 2013:7; 장다혜 등, 2015; 박성훈·최이문, 2015). 

단위: 명(%)
 ‘추행의 정도가 현저히 약함’ 전체 χ2없음 있음

성기접촉
여부

없음 268 270 538
66.203***49.8% 50.2% 100.0%

있음 173 37 210
82.4% 17.6% 100.0%

최협의의
폭행,협박 여부

없음 299 268 567
397.506***52.7% 47.3% 100.0%

있음 142 39 181
78.5% 21.5% 100.0%

‘유형력 행사가 
경미’ 

없음 377 198 575
44.863***65.6% 34.4% 100.0%

있음 64 109 173
37.0% 63.0% 100.0%

*** p<.001

표 42 ‘추행의 정도 경미’ 판단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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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피해자의 처벌 불원’이 인정된 경우, 감경인자가 거듭 적용되는 것

은 단순히 ‘온정적’ 양형을 가져온다는 점을 넘어 피해자 보호의 측면에서도 문

제를 야기한다. ‘피해자의 처벌 불원’이 양형을 결정하는데 핵심적 기준이 되면

서 피해자들이 가해자에 의한 과도한 합의 종용에 시달리게 만들기 때문이다

(장다혜 등, 2015; 한국여성변호사회, 2014; 대검찰청, 2013). 성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의 활동가들은 형사정책의 엄벌주의적 변화 이후 피해자들이 보다 많

은 합의 종용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기도 했다(장다혜 등, 2015:211).
합의라는 형식에 도달할 정도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경우에는 연성의 

처벌을 통해 피고인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필요하며 형사사법의 효율성을 위해서도 보다 재범 위험성의 정도에 

대한 선별화 된 판단 역시 요구된다. 그런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반드시 

피해자와 가해자간의 금전지급이나 보상에 대한 ‘합의’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

니지만 통상 일정 정도의 금전적 배상과 함께 합의가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하

면 합의에 이를 금전적 수단이 없거나 때문에 합의에 대한 의지 조차 갖지 못

하는 가해자들의 경우에는 재범의 위험성이 부정되지 못하는 차별적인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피고인의 계층적 지위를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 변수들

과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교차분석 한 결과에서도 이를 지

지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처벌 대상인 피고인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은 판결문

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직업과 거주형태, 변호사 

선임여부 및 국선 여부로 계급적 요인을 측정할 수 밖에 없었다. 아래 표43와 

같이 직업이 없거나 노동, 고물수집, 노점상 등인 경우에는 그 밖의 직업이 있

는 경우에 비하여 진지한 반성이 있다는 재범 위험성 관련 양형 인자의 적용 

사례가 더욱 적었다56). 
56) 분석 대상 판결문 중 계급적 요인이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있었다. 상습 절도 혐의로 이미 10년 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종료한 자가 마트에서 밀감, 파
김치, 부탄가스 등 시가 15,000원에서 25,000원 상당의 물품을 5회에 걸쳐 절취한 행위와 
함께 9세 여아를 쫓아가 입맞 춘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는 이미 상습절도로 가중처벌을 받
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의 절도로 인해 절도 혐의에 대하여는 징역 3년에서 6년의 기
본 영역이 선택되었다. 그런데 그의 강제추행 행위는 앞서 제시한 유사한 사례들과 달리 아
무런 감경인자가 적용되지 않았다. 오히려 이 사례에서는 피해자가 느꼈을 당혹감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다는 점이 엄벌의 근거로 제시되었다. 결국 강제추행에서 기본구간이 선택되
면서 그는 4년형을 받았다(전주2012고합373). 만일 강제추행 혐의에 있어 여타의 사례와 
같이 감경영역이 선택되었다면 그의 형량은 1년 더 낮춰질 수 있었을 것이다. 다수범죄 처
리기준에 따라 권고형(4∼7년)의 상한을 기본범죄인 강제추행 형량 범위의 상한인 7년으로 선
택하고 여기에 경합범죄인 절도(3년∼6년)의 상한의 1/2인 3년을 합산한 10년으로 권고형의 
상한범위가 정해졌고, 법원은 이 구간 안에서도 가장 낮은 4년을 선고하였다. 만약 강제추행이 
통상의 감경영역(1∼1년6월)으로 선택되었더라면 하한은 3년, 상한은 6년9월이 되어 3년형이 
선고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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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명
 ‘진지한 반성’ 인자 전체 χ2없음 있음

처벌불
원의사

없음 150 205 355
30.085***78.5% 59.8% 66.5%

있음 41 138 179
21.5% 40.2% 33.5%

직업

무직 103 119 222

5.010

46.4% 53.6% 100.0%
학생 15 26 41

36.6% 63.4% 100.0%
노동 57 84 141

40.4% 59.6% 100.0%
기타 직업있음 128 216 344

37.2% 62.8% 100.0%

표 44 ‘진지한 반성’ 판단 요인으로서 처벌불원의사

단위: 명
 ‘처벌불원의사’  전체 χ2없음 있음

직업

무직 158 64 222

19.256***

71.2% 28.8% 100.0%
학생 24 17 41

58.5% 41.5% 100.0%
노동 106 35 141

75.2% 24.8% 100.0%
기타 직업있음 198 146 344

57.6% 42.4% 100.0%

변호인
국선 349 155 504

13.933**
69.2% 30.8% 100.0%

사선 122 100 222
55.0% 45.0% 100.0%

없음 15 7 22
68.2% 31.8% 100.0%

주거형태
부정

(여인숙,고시원)
34 11 45

2.35675.6% 24.4% 100.0%
일정 452 251 703

64.3% 35.7% 100.0%
** p<.01, *** p<.001

표 43 ‘처벌불원의사’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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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범행에�취약한�피해자’와�피해자의�전형

엄벌주의와 안전 담론이 잠재적/피해자 보호와 피해의 치명성을 자원으로 삼

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표41과 같이 가해자의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는데 

있어 피해자 관련 요소, 예컨대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57), ‘인적 신뢰관계 

이용’ 등에 대한 고려는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다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의 경우 전체 피고인의 9% 가량에 적용될 정도

로 판결문에서는 빈번히 언급되고 있었는데, 양형기준에서는 ‘범행에 취약한 피

해자’를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에서 보듯이 피해자의 연령은 피해자의 취약

성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건의 피해자가 범행에 취약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이들 피해자의 연령 평균은 9.32세였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14.14세로 나타났고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것이었다.
피해자의 연령은 피해자의 취약성을 인정하는 충분조건이 되면서 지나가다 

볼을 만지거나 치마를 쓸어 올린 행위, 신호등 앞에서 함께 서 있다가 엉덩이를 

손으로 스친 행위, 초등학생을 뒤따라가 끌어안는 행위, 아파트 복도에서 인라

57) 양형기준에서는 학교(교정, 교사 포함), 어린이집, 보육원, 유치원 등 교육시설 또는 보호시설의 내부
와 주변, 등하굣길, 공동주택 내부의 계단, 승강기 등과 같이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하여 특별한 보호
가 필요한 장소에 있는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그 장소에서 범행을 시도한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
만 본 조사대상에서 학원강사나 복지시설의 복지사, 학교 운동부의 코치 등에 의해 학원이나 학교, 복
지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건 중 위 인자를 채택한 경우는 12건 중 4건에 불과했고, 전체 사건 중 이 
인자는 총 19회 사용되었다. 승강기나 계단에서 발생한 추행이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인자는 
거의 채택되지 않았고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점 등은 오히려 ‘우발적 범행’이라는 감경인자가 채택되는 
경우가 더욱 많았다.

주거
부정

(기숙사, 고시원, 여인숙)
21 24 45

.75446.7% 53.3% 100.0%
일정 282 421 703

40.1% 59.9% 100.0%

변호인

국선 206 298 504

4.755
40.9% 59.1% 100.0%

사선 93 129 222
41.9% 58.1% 100.0%

없음 4 18 22
18.2% 81.8% 100.0%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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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스케이트를 타고 있던 피해자의 한쪽 가슴을 손으로 만진 행위, 노상에서 쪼

그리고 앉아 강아지를 쳐다보고 있는 아이 뒤로 다가가 엉덩이를 손을 만진 행

위 등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어린 아동에 대한 범행인 점’, ‘피해자

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점’, ‘정신적, 육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피해

자의 경우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인 점’,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정립해야 

할 나이에 크나큰 수치심을 안겨준 점’ 등으로까지 설시하며 피해의 치명성과 

불가역성을 강조하였다. 
반면 법원은 피해가 또래 집단이나 데이트 관계였던 사이에서 발생한 경우에

는 피해자의 취약성을 단 한건도 인정하지 않았다. 아래 표46과 같이 채팅 등

을 통해 처음 만난 사이에서 강제추행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나 학교의 교사, 학
원 강사, 운동부 코치 등에 의해 강제추행이 발생한 경우, 내연녀의 딸, 친구의 

딸 등을 추행한 경우에 비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에서 강제추행이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의 취약성 요인을 판단한 경우가 더욱 많았다. 

학교 교사가 방과 후 학습도움실에 남아 있는 학생들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행위(광주2013고합243), 교사가 자신의 제자 집에 찾아가 함께 놀다 피해자가 

단위: 명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t / χ2 
부정 인정

관계

친구 또래 데이트 27 0

38.124***

3.6% .0%
고용주 교육자 107 8

14.3% 1.1%
친구딸, 동네사람 66 29

8.8% 3.9%
모르는 사이 345 96

46.1% 12.9%
막 만난사이 66 3

8.8% .4%
피해자연령(평균) 14.17 9.32 -17.136***

(3.020) (2.854)
* p<.05, *** p<.001

표 45 관계 및 연령과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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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이 들자 속옷을 벗기고 성기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만져 사정케 한 사건

(공주2013고합36), 학습지 방문교사가 수업중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행위를 수차례에 걸쳐 반복한 경우(안산2013고합256) 등에서의 가해자

는 피해자를 보호해야할 위치에서 그 신뢰관계를 이용한 경우이지만 이러한 관

계의 특성은 피해자의 취약성을 판단하는 요소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아는 사이에서 발생한 성폭력은 그 지속성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일

반’인을 대상으로 재범을 할 위험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대표적으로 동

거녀의 딸에게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고 사정을 한 후 

먹도록 강요하고, 팬티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음부를 만지거나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의 강제추행 행위가 3개월 동안 5회에 걸쳐 지속된 사건에서, 
법원은 불특정 일반 여성에 대한 성범죄 습벽의 발로가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

자간의 특별한 관계 및 상황에서 저질러 진 것이고, 과다한 성적 욕구를 제어하

지 못해 사회적 위협이 되는 심리적 요소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명령 청구를 기각하였다(속초2013고합23). 
이와 같이 성폭력을 외부의 낯선 이에 의한 것, 그리고 그 폭력성을 중심으로 

사고하는 법 해석의 관점으로 인해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친구

나 데이트 관계, 아르바이트 현장의 고용주나 교사 등에 의해 강제추행을 당한 

경우에는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라는 요소를 채택하지 않았고 노상에서 낯선 

이에 의해 추행을 당한 경우를 더욱 심각한 것으로 판단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두려움과 불안을 자극하는 성폭력 피해의 전형은 외부의 낯선 ‘괴물’에 의한 것

이 대다수이지만, 실제 피해자들의 피해 이후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는 것은 

그렇지 않은 피해 유형인 경우가 많다. 피해자의 트라우마를 예측하는 가장 큰 

요인이 피해 사실을 부정당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비난이 가중되는 이른바 2차 

피해이기 때문에, 오히려 위의 전형에 부합하는 피해의 경우에는 그로 인한 심

리적 고통이 상대적으로 더욱 낮게 나타나기 때문이다(김민정, 2015; 권인숙 

외, 2016).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판결문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1건을 제외하고 

747건에 대하여 이들의 관계별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 대한 인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한 결과 역시 위 표에 제시되어 있다. 낯선 이에 의한 폭력이나 

피해자의 연령을 통해 피해자의 취약성 여부를 판단하는 이와 같은 관점 역시 

엄벌주의 입법 과정에서 보여준, 가부장적인 아동 보호 담론과 왜곡된 성폭력 

통념을 그대로 보여준다. 단순히 피해자의 연령이 어리다는 점만을 강조하여 성

폭력 피해의 치명성을 강조하는 것은 섹슈얼리티에 대한 보수적 통제의 시도만

을 강화시킬 뿐이라는 점에서 젠더 평등한 처벌을 구현하는데 있어서도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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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지 않는다.

(4) ‘우발적�범행’

‘우발적 범행’ 역시 양형기준에는 정의가 제시되어 있지 않은 재범위험성 관

련 요소이지만58), 판결문의 10%를 차지할 정도로 빈번히 등장하는 판단 요소

이다. 남성의 성욕은 누군가를 상대로 해소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는 성적 이중

규범으로 인해 그들의 가해 행위는 흔히 욕구에 대한 자제력 상실, ‘충동’ 조절 

장애의 문제로 진단되거나 혹은 ‘우발적’이라는 이유로 이해된다. 본 분석대상 

748건 중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이 설시된 146건 중 49.3%에 해당하는 72건
이 ‘술을 마셔서’라는 이유로 이를 인정하였다. 구체적으로 범행 당시의 음주 상

태를 지적하지는 않았으나 ‘회식 등의 분위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 경우가 7
건, 정신장애나 충동조절장애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가 19건, 그리고 

‘장난으로’ 한 행위였다고 인정된 경우는 1건이 있었다.
조두순 사건 이후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

하다는 이유로 심신미약을 인정하여 형을 감경하던 관행을 막기 위해 2차 양형

기준에서는 이를 감경인자에서 삭제하지만 그 대신 술에 취해 ‘우발적 범행’이
었다는 판단은 여전히 처벌에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실제 처벌의 종

류와 수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는 뒤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2) ‘재범�위험성’�의사결정나무

이와 같이 엄벌이 필요한 대상으로서 ‘재범 위험성’에 대한 판단은 왜곡된 성

폭력에 대한 통념, 피고인의 계급적 지위에 따라 불평등하게 이뤄지고 있었다.
이러한 법 해석이 실제 처벌의 수준을 결정하는데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재범 위험성’ 관련 양형 인자들의 적용 과정에서 작동할 수 있는 요인들을 모

두 투입하여 실형부과, 신상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선고되는 대상

자가 어떻게 선별되지를 확인했다. 앞서 설명된 요인들 이외에도 강제추행 이외

의 별건 사건들이 병합된 경우 처벌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와 

관련된 변수들59) 역시 포함하여 트리 분석을 실시했다60).

58) 다만 양형기준에서는 ‘우발적 범행’에 대비되는 ‘계획적 범행’에 있어서는 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사전 공모, 피해자 유인, 증거인멸의 준비, 도주계획의 사전 수립 그 밖에 이
에 준하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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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명의 피고인 중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166명이었으며, 이들 중 81.9%가 

신상공개 명령을, 38.0%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

타났다. 부록의 표3에도 나타나 있듯이, 위치추적 전자장치는 이를 부과하기 위

한 법률의 요건이 신상공개의 그것보다는 더욱 엄격하다. 아래 표47의 결과는 

아동 및 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에 있어서도 실형, 신상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 

순으로 더욱 제한적으로 부과되고 있으며 후자일수록 보다 고위험군의 성폭력 

범죄자에게 부과되는 처벌 수단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61). 

59) 강제추행이 단 1회의 사건만으로 기소되지 않는 경우, 강제추행 보다 법정형이 낮은 카메라
등이용촬영 등이 병합된 경우, 그 과정에서 미성년자 약취 등 또 다른 범죄가 성립한 경우, 
성폭력과는 전혀 별개로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가 밝혀져 함께 기소된 경우 등의 다양한 
조건이 처벌 제도의 부과 여부에 끼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여 이들 변수 역시 투입하였
다. 또한 판결문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피고인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인 가운데 계급적 요
인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짐작되는 변수로 직업, 주거가 일정한지 여부, 변호사 선임여
부를 포함하였다.

60) 처벌 제도의 부과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해 보았으나 각 인자들간의 결합
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 트리분석이 더욱 적절한 분석 도구로 판단되었다.

61) 성폭력 유형 전체에서도 대체로 재범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판단되는 저위험군에 
대하여는 보호관찰이, 조금 더 위험한 대상자에게는 전자장치 부착, 재범의 위험성이 훨씬 
더 큰 경우에는 성충동 약물 치료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012. 11. 2, 19대 
311회 아동ㆍ여성성폭력대책특별소위 2차 회의록, 36쪽).

단위: 명(%)
표 47 형벌 종류별 전자장치 부착명령

요인 변수
처단형 강제추행의 범죄사실, 그 밖(강제추행보다 법정형이 작은 것에 한함)

의 성폭력 범죄사실, 성폭력에 수반된 별건 죄명, 그 밖의 범죄
형사합의 처벌불원의사 여부
계급 변호인 유형, 주거일정여부, 직업 유형
전과 10년 이내 동종전과 여부, 동종누범 여부, 동종전과없고 집행유예이상

전과 없음 여부
성폭력 통념 최협의 폭행·협박 여부, 성기 노출 및 접촉 여부, 피해자와의 관계, 피

해자연령, 우발적 범행여부, 음주여부

표 46 의사결정나무 모형에 투입된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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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형�선고�여부

실형 선고 여부를 예측하는 요인들을 트리 분석을 통해 분류한 결과62)가 그

림25에 제시되어 있다. 위의 모든 변수를 투입했지만, 형벌의 종류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강제추행에 일방의 성기

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이나 노출이 있었는지 여부, 강제추행에 동반된 폭행, 협
박이 강간에 이르는 수준인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의 전과 세 가지 요소가 유의

미한 예측 변수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이들 변수간의 상호작용에 따라 예측 비

율은 달라지기도 했다. 
실형 부과의 대상으로서 ‘재범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가

장 먼저 고려되는 것은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였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는 경우 실형을 선고받지 않을 확률이 93.9%에 달했다. 그 다음으로 고려되

는 것은 강제추행의 과정에서 일방의 성기 노출이나 접촉이 있었는지 여부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없고, 만일 이와 같은 추행행위가 이뤄졌다면 피고인

이 실형을 받게 될 확률은 51.5%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 실형을 선고받게 될 

확률 23.8%보다 30%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노드10과 같이 여기에 강간에 이

를 정도의 폭행, 협박이 수반되었다면 실형을 받게 될 확률은 67.8%로 더욱 높

아졌다. 
이에 반해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없다 하더라도 일방의 성기에 대한 직접

적 접촉이 없는 강제추행이라면, 동종전과가 있다 하더라도 벌금이나 집행유예

62) 나무의 성장방법인 분리기준은 CHAID를 적용하였고 마지막 노드의 케이스가 50 이상이 되도록 했
다. 케이스 수가 적은 선고유예는 형벌의 종류를 예측하는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형벌종류 전체실형 집행유예 벌금 선고유예

신상공개
없음 30 185 183 8 406

18.1% 49.1% 92.9% 100.0% 54.3%
있음 136 192 14 0 342

81.9% 50.9% 7.1% .0% 45.7%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없음 103 362 197 8 670
62.0% 96.0% 100.0% 100.0% 89.6%

있음 63 15 0 0 78
38.0% 4.0% .0% .0%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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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선고받을 확률이 73.5%에 달했다. 물론 동종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까지 없다면 실형을 선고받지 않을 확률은 92.5%에 이르게 된다.
실형선고의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되었던, 강제추행 이외의 범죄가 병합

되었는지 여부나 피고인의 음주상태, 직업 등은 예측변수가 되지 못했다. 이러

한 결과는 피해자와 가해자간의 합의 여부 뿐만 아니라 성폭력을 성기삽입과 

행사된 폭력의 강도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남성중심적 통념을 통해 실형 부과 

대상이 선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27 실형선고 여부 결정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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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상공개

신상공개 및 고지 명령을 받은 대상자는 342명으로 전체의 45.7%를 차지해 

대략 아동 및 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피고인의 절반 가량은 신상공개 대상자로 

결정되고 있었다. 신상공개가 필요한 정도의 ‘재범 위험성’을 인정하는데 있어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이 몇 개인지가 가장 우선 고려되었다. 즉, 강제추행죄로 

기소된 행위가 1개 이상이 경우에는 신상공개 명령을 받을 확률이 61.3%로 나

타났다. 그리고 여기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없으면 노드5와 같이 신상공

개 명령을 받을 확률은 70.7%로 증가하고, 성기 접촉까지 이뤄진 경우라면 그 

확률은 82.4%로 증가했다. 공개명령을 받을 확률이 그 다음으로 높은 것은 노

드10인데, 1회의 강제추행으로 공판이 청구된 경우 중 피고인이 노동에 종사하

거나 직업이 없으며 성기접촉이 이뤄진 경우로서 이러한 조건이 결합할 경우 

신상공개 명령을 받을 확률은 66.7%에 달했다. 
이에 반해 마찬가지로 추행행위가 단 1회 있었다 하더라도 노동 등 이외의 

직업군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신상공개명령을 받지 않을 확률이 69.4%에 해당

했다. 여기에 피해자와 이미 알던 관계에서 추행이 발생한 경우라면 노드7과 

같이 그 확률은 75.9%로 증가하게 되는데, 이 경우는 신상공개 명령을 받지 않

게 되는 것을 예측하는 확률이 가장 높았다. 
즉, 신상공개 대상자를 선별하는데 있어서는 실형선고의 경우와 달리 피해자

의 처벌불원의사보다는 추행행위의 횟수가 더욱 먼저 고려되었다. 하지만 피해

자의 처벌불원의사는 그 다음의 예측변수가 될 정도로 여전히 중요했으며, 또한 

성기접촉 중심의 추행행위에 대한 판단이 여기에 결합하고 있었다. 다만 신상공

개를 받지 않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추행의 횟수 다음으로 피고인의 계급적 

지위가 중요하게 고려되었는데, 추행행위가 1회에 그친 경우에는 이 계급 변수

가 처벌불원 변수와 결합하지 않고도 신상공개를 면제받을 수 있는 확률을 

69.4%로 만들었다63). 즉 피고인에게 안정적인 직업이 있는지 여부는 신상공개 

대상자로서의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두 번째로 주요한 요인으로 고

6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1항에서는 판결과 동시에 공개명령에 대한 선고를 하
도록 요건을 명시하고 있고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해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성폭력 통념과 처벌의 계급성이 ‘특별한 
사정’에 대한 판단에 작동하고 있는 것이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라는 이유로 쉽게 신상공
개를 면제했는데 심지어 2013년 6월 19일, 신상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2012. 9. 16 시행, 법률 제11047호) 제38조 1
항에서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로서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 하는 경우가 규정되어 있었던 취지를 고려한다며 개정된 법률을 무화시킨 경우
도 3건이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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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신상공개명령이 면제될 확률이 가장 높은 노드7과 

같이, 피해자와 가해자가 아는 사이인 경우 모르는 사이에서 발생한 경우보다 

재범의 위험성이 조각되어 신상공개를 면제받을 확률이 11.4% 가량 더 높게 

나타났다. 여기서도 성폭력이 낯선 이의 침입이나 공격에 의해 발생하는 것, 그
리고 이러한 경우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한 것이라고 보는 잘못된 성폭력 통념이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

전자장치 부착이 필요한 정도의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는 과정은 총 7개의 

끝마디를 가진 나무 모형으로 나타났다. 전자장치 부착 결정을 예측하는 비율은 

변수들의 상호작용에 따라 0%(노드7)에서 39.2%까지 높아지기도 했다(노드

12). 전자장치 부착 명령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인 노드12를 보면, 추행의 

행위가 1회 이상이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추행의 과정에서 

성기접촉이 있었던 경우이다. 즉, 이 세가지 요인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필요한 대상을 선별하는 핵심적 기준이 되었다. 이에 반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의 청구가 기각되는 사례들의 경우 추행이 1회, 그리고 피고인이 노

동 등이 아닌 직업군에 종사하는 경우, 그리고 피해자와 아는 사이인 경우였다. 
이는 신상공개가 면제될 확률을 100% 예측했다. 이에 반해 같은 조건에서도 

가해자가 모르는 사이의 피해자를 추행한 경우에는 신상공개를 면제받을 확률

은 5.3% 감소했다.
신상공개 결정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와 가해자간의 관계가 아는 사이인지 여

부가 가해자의 재범 위험성을 예측하는데 작동하고 있었다. 앞서 판결문에서는 

법원이 아는 사이에서 발생한 추행의 경우 남녀간의 의사소통의 문제나 우발적

인 것으로 판단하고, 때문에 가해자가 “불특정 일반”을 상대로 재차 추행을 하

게 될 위험은 없다고 판단하는 경향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즉, 성폭력을 낯선 괴물에 의한 것으로 바라보는 왜곡된 관점은 아는 사이에

서 성폭력 가해 행위가 발생한 경우, 이를 “특수한 관계”의 문제로 한정짓는 것

은 물론이고 엄마의 남자친구, 학교 선생과 같은 권력관계를 이용한 성폭력을 

더욱 경미한 것으로 다루었다. 또한 성기접촉이 이뤄지지 않은 범죄자의 재범 

위험성을 더욱 경미하게 다룬다. 역으로 낯선 이를 대상으로, 혹은 성기접촉이 

이뤄진 성폭력 범죄자의 경우 전자장치 부착이 필요할 정도의 재범위험성이 인

정된다. 전자장치가 재범을 예방하는데 얼마나 효과적인지, 그것을 부과할 필요

성이 있는 것인지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그 부과의 필요성이 낯선이로부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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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과 성적 순결 보호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성폭력 예방을 위한 

제도로서의 편향과 한계를 보여준다. 
그림 28 신상공개 여부 결정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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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범�위험성’�판단의�젠더�편향과�의미

이와 같이 실형, 신상공개, 전자장치 부착 등이 부과될 필요가 있는 대상자는 

그림 29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결정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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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의 횟수와 전과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추행의 과정에 수반된 

폭력의 강도나 성기 접촉 여부,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계급적 지위에 따라 

선별되고 있었다. 처벌의 계급적 불평등의 문제 뿐만 아니라 성폭력을 낯선 이, 
강간을 중심으로 사고하는 협애한 해석과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재범의 위

험성이 없는, 특수한 관계와 상황의 문제로 환원하는 남성중심적 시각은 실형, 
신상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과 여부 모두의 판단과정에서 예측요인으로 확

인되었다. 엄벌주의 입법에도 불구하고 구금율의 급격한 증가를 ‘성공적’으로 제

어했던 바로 그 기제가 법 해석의 계급성과 젠더 편향성 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오늘날 성폭력 처벌 제도의 한계를 보여준

다.
첫째, 그간 ‘피고인’ 등 범죄자의 자유권 및 방어권 등 인권 보호를 강조하고 

마찬가지의 이유로 엄벌주의 입법을 비판해 온 사법민주화의 움직임이 갖는 한

계이다. 비합리적인 응보일 뿐이라는 강력한 비판이 제기될 정도로 엄벌주의 입

법은 피해자의 고통을 자원으로 삼았지만 이와 같은 재범 위험성 판단 요소들

은 피해자의 경험을 온전히 담지하지 못한다. 예컨대 아는 사이에 존재하는 기

왕의 권력관계를 이용한 성폭력은 인간에 대한 신뢰조차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더욱 비난가능성이 높지만 법은 이것을 “특수한 관계”의 문제로 축소시키고 만

다. 재범의 위험성, 안전이라는 프레임 속에서 이와 같은 권력관계의 문제는 삭

제되었다. 이는 여성들이 길거리에서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추행을 제외하면 성

폭력의 대다수가 아는 사이에서 발생하는 현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3:127-133, 여성가족부, 2010:34)64) 역시도 반영하지 못하는 편향된 관점

이다. 엄벌주의는 피해자의 고통과 충격에 대한 공감을 기반으로 가해자에 대한 

비합리적인 응보로 대응한 결과일 뿐이라는 점에서 비판받곤 하지만 오히려 실

제 처벌에서는 피해자의 관점은 물론 젠더 평등한 관점에서 법 해석이 이뤄지

지도 못하고 있었다. 
한편에서는 피해자의 연령을 피해의 심각성과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하는 기

계적인 기준으로 삼으며 성폭력 피해의 불가역성과 아동 보호라는 보수적 섹슈

얼리티 관점을 강화시키고 있다. 피해의 ‘심각성’을 가해자의 ‘재범 위험성’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보는 것은 ‘피해자 보호=가해자 처벌’이라는 엄벌주의 담론

의 이분법적 논리와 다를 바 없다. 즉, 낯선 괴물로부터 아동을 보호한다는 담

론이 성폭력 처벌 강화의 중심이 되고, 이것이 ‘법 감정’의 토대였던 만큼 처벌 

강화의 대상 역시 ‘아버지의 법’의 관점에서 선별되고 있었다. 반복된 입법과 정

64) 2015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 현황
(http://www.sisters.or.kr/load.asp?sub_p=board/board&b_code=7&page=1&f_cate=&idx=3283&board_md=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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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확장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개선이나 확장을 

가져왔다고 보기 힘든 이유가 여기 있다. 성폭력을 젠더 관계가 아닌 아동 보호

의 문제로 축소시키는 이와 같은 관점은 대중의 ‘법 감정’과도 별반 다르지 않

다. 결국 법 해석과 처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법민주화의 과정에서도 

정작 법해석의 남성중심성과 계급성의 문제는 극복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범죄

자의 인권이나 사법부의 독립성이라는 구호 아래 은폐된 것이 바로 불평등한 

젠더 질서임을 보여준다. 
둘째, 보안처분을 국민의 응보적 ‘법 감정’이나 과거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에 

상응하는 것으로, 즉 형벌과 다를 바 없이 부과하는 것의 문제이다. 5장의 입법

과정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보안처분은 형벌을 대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성격

이 강했고, 때문에 개인의 구체적 ‘재범 위험성’에 상응한 것이라기 보다는 비난 

가능성, 처벌 강화에 대한 ‘법 감정’을 반영한 측면이 더욱 컸다. 이와 같은 보

안처분의 성격은 실제 법 집행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보인다. 많은 연

구들이 형벌의 부과 요인과 신상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 등 보안처분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이 다르지 않음을 보고하고 있기 때문이다(김지선 등, 
2014a; 김지선 등, 2014b)65). 본 연구에서도 형벌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

과 보안처분의 그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이는 오늘날의 보안처분이 ‘재범 위험성’을 예방한다는 본래의 목적에 과연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당초 보안처분들의 강화

를 요구한 입법 목적과 같이 ‘재범 위험성’을 응보와 비난 가능성을 담지 하는 

판단 기준으로 활용하든, 재범률을 높이는 범죄자들을 선별하기 위한 것이든, 
반대로 이 모든 엄벌주의에 반대하며 교정과 사회복귀를 도모하려는 입장에서

건 어떠한 형태로든 ‘재범 위험성’에 대한 선별은 필요하다. 가해자의 젠더 관념

과 성폭력 통념의 수용도가 성폭력의 위험을 높이는 요소라는 점은 이미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도 실증되어 온 사실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Symanski et al., 
2011; Kannin, 1985), 현재와 같이 사법부의 왜곡된 성폭력 통념에 기반한 ‘재
범위험성’ 판단 결과가 교정의 합리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셋째, 처벌은 피고인 등에 부과되는 제재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법 행

위와 피해 사실을 공적으로 선언하고 피해자로서는 피해를 인정받는 주요한 기

제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정당화 하는 언어들을 통해 오히려 왜곡

된 성폭력 통념이 재생산되고 있다는 점, 바로 이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통념들

은 처벌의 양정을 넘어 성폭력 처벌의 유무, 즉 처벌의 확실성 자체를 불투명하

65) 전자장치 부착 대상인 성범죄자와 교도소에 구금되어 있는 성범죄자를 비교한 한 연구에서
도 성도착증, 가학적 환상, 성적 집착이나 강박 등 섹슈얼리티 척도 등에서 오히려 후자의 
집단이 더욱 높은 수준의 문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윤정숙 외, 201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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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만드는 대표적인 사유들이라는 점에서도 법 해석에 있어 젠더 평등한 관점

이 관철되어야 한다.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통념을 반영하는 인자들의 대다수가 

감경요인으로 작동하는 상황에서 그에 대한 비판을 엄벌에의 요구로 단순화 하

는 한 성폭력 피해에 대한 인식의 확장이나 젠더 평등한 법 해석에 대한 요구

는 들어설 자리를 잃게 된다. 

4. 소결

이 장에서는 ‘온정적’ 형량과 ‘과도한’ 보안처분이 중첩된 성폭력 처벌 제도가 

지속되는 과정을 통해 엄벌주의 입법의 효과를 설명했다.
첫째, 일률적인 ‘재범 위험성’ 의제와 그 과도함에 대한 반발은 오히려 보안처

분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기소유예 및 선고유예 등 형벌 적용의 약화를 가져

왔다. 이에 반해 양형 강화의 효과는 성기 삽입 시도나 극단의 폭력을 성폭력의 

핵심으로 보는 왜곡된 통념에 부합하는 일부 유형에 국한하여 나타났다. 즉, 법
원의 양형은 ‘법 감정’에 부합하는 성폭력을 중심으로 강화되었다.

둘째, 상대적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로 부과되는 위치추적 전자장

치, 신상공개 등은 그 판단 기준의 모호함이나 이중처벌의 문제 등에도 불구하

고 계속해서 합헌이 선언되고 그 적용 범위와 기간이 확장된 것에 반해, 신상등

록, 취업제한 등의 일률적 보안처분에 있어서는 당초의 엄벌주의 입법이 가진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폐기되고 ‘재범 위험성’의 판단 권한은 입법부 및 행정부

의 의도와 달리 사법부로 수렴될 상황에 놓이게 된다. 
셋째, 이와 같이 형벌은 물론 보안처분 역시 상대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분명

한 범죄자들에게는 더욱 가혹한 방식으로 부과되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반대의 결과를 가져왔다. 판결문 분석 결과 엄벌 대상의 선별은 입법의 정당화 

자원이었던 ‘법 감정’과 마찬가지로 강간 중심의 성폭력 통념과 무기력하고 취

약한 피해자의 전형에 기반하여 이뤄지고 있었다. 피해자의 연령은 피고인에 대

한 억압적 처벌을 정당화하는 획일적 기준이 되었고, 아는 사이의 성폭력은 대

중 다수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편향된 안전 담론이 판결의 과정에

서도 작동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법 감정’ 반영은 물론 자의적인 공권력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사법민주화의 과정을 통해서도 정작 처벌의 실질적 정당성, 법 해석의 남

성중심성은 극복되지 못하였음을 의미한다. 성폭력 피해에 대한 공감은 엄벌주

의 담론의 핵심적 구성요소였지만 정작 법 해석에서 피해자중심주의는 관철되

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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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결론

1. 요약

범죄나 일탈에 대한 사회적 불관용 그리고 가혹한 형벌 부과를 지지하는 이

른바 엄벌주의의 부상은 후기 근대사회의 보편적 현상으로 평가되고 있다

(Tonry, 2010; Garland, 2001; Wacquant, 1999). 한국 사회에서도 2000년대 

중반 이후 성폭력을 중심으로 대두된 일련의 형사정책의 변화는 엄벌주의적 전

환으로 진단되고 있다. 하지만 그 보편성을 강조하는 논의들을 통해서는 한국사

회에서 왜 하필 성폭력을 중심으로, 그리고 왜 하필 이 시기에 이르러서야 특정

한 형태로 변화가 나타나게 된 것인지를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 논문은 역

사적으로 형성된 제도가 이후 행위자들의 전략과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역사

적 제도주의의 관점, 그리고 법의 상대적 자율성과 그로 인한 이데올로기적 성

격을 강조하는 법사회학, 특히 법여성학의 관점에 기반하여 한국 사회의 처벌 

제도의 변화 과정 속에 성폭력을 위치 지었다. ‘재범 위험성’이 의제된 집단에 

부과된 처벌 제도의 역사적 변화과정을 통해 성폭력이 엄벌주의의 새로운 대상

으로 부상하고, ‘온정적’ 형벌과 ‘과도한’ 보안처분이라는 비판이 공존하는 특수

한 한국의 처벌제도가 형성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고자 했다. 이는 결

국 한국 사회에서 가부장적 섹슈얼리티 질서와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높은 불신

이 어떻게 처벌 제도의 형태와 한계를 만들어 냈는지를 드러내는 작업이기도 

했다.

2장에서는 권위주의 시기의 엄벌주의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에서 억압적 처벌 

제도가 운용되어 온 방식,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만든 요인을 살펴 보았다. 근
대화와 반공의 국가 기획 속에서 ‘반국가사범’, ‘폭력배’, ‘부랑아’ 등의 언더클래

스가 대대적인 단속 및 처벌 강화의 대상으로 설정되고, 상시적인 ‘사회악’ 소탕 

기획이 추진되었다. 행정부의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광범위한 통제와 모호한 ‘재
범 위험성’을 통해 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처벌제도들이 운용되기 시작한다. 엄
벌주의가 초래한 만성적인 구금 과밀의 상황과 행형의 부담은 이를 경감시키기 

위한 대안으로 법률적 근거를 상실한 강제적 노역 부과나 감금, 복지라는 명분

의 수용, 형사절차상 기본권 제약 등 헌법상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졌다. 이 시

기 구축된 처벌 제도들은 이후 사법민주화의 기조는 물론 엄벌주의 입법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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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 형태를 제약하는 조건으로 작동하게 된다.
3장에서는 경제위기와 정권교체라는 결정적 국면에서 사법민주화가 본격화되

고 처벌제도가 변화하게 되는 과정을 설명했다. 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처벌 제

도 운용의 역사적 유제로 인해 ‘피고인의 인권’ 보장과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이념의 실현이 우선적 과제로 설정된다. 그 결과 보호감호, 사형집행, 구속 수

사와 같은 자유 및 생명박탈적 처벌 제도들은 대폭 정비되었고 경제위기 직후 

교정시설의 인구과밀로 인한 행형의 부담은 이와 같은 인권친화적 처벌 제도의 

형성을 강화하는 요인이 되었다. 또한 사법부의 양형 관행이나 법 해석의 관료

화를 통제하기 위해 국민의 ‘법 감정’을 반영하거나 이들이 사법절차에 참여하

도록 하는 장치들은 ‘사법부의 독립’을 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제한적으로 도

입된다. 
4장에서는 탈권위주의적 처벌제도가 공고화 되는 가운데 성폭력이 엄벌의 대

상으로 부상하게 되는 과정을 설명하였다. 민주화 이후 가시적이고 억압적인 처

벌제도 가동과 ‘재범 위험성’ 타겟팅이 힘들어진 가운데 젠더 폭력의 가해자가 

엄벌의 새로운 대상으로 부상하기 시작한다. 한국 사회의 완고한 질서인 가부장

적 섹슈얼리티 규범의 구성적 타자로서 ‘가정파괴범’, ‘인신매매범’ 등이 엄벌의 

대상으로 호명되기 시작했고, 이는 순결한 피해자의 전형에 보다 부합하는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폭력으로 이동하게 된다. 아동 및 청소년기를 순결하게 보호

하겠다는 이러한 관점으로 인해 엄벌주의 입법은 국가의 형벌권 확장이나 피고

인의 인권 보호를 취약하게 만든다는 비판을 무력화 시키며 단시일 내에 공고

화 된다.
성폭력이 엄벌주의의 핵심으로 부상하게 된 데에는 섹슈얼리티에 대한 이중 

규범 이외에도 기왕의 처벌 제도에 대한 불신과 반발 역시 작동했다. 탈권위주

의적 처벌제도의 핵심적 이념인 피고인 및 피의자의 인권 보호를 강조하는 분

위기 속에서 피해자의 그것이 주변화 되는 상황에 대한 비판, 처벌 및 형사사법

기관에 대한 불신은 잠재적/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안전장치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법 감정’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제 처벌은 

자의적인 국가권력의 남용으로부터 피의자 등의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탈권위주

의적 관점에서 국가-범죄자-피해자의 3자 관계 속에서 그 정당성이 논의되기 

시작한다. 
5장에서는 이와 같은 사법민주화의 유제가 성폭력 처벌 제도의 형성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았다.
자의적인 국가권력 남용으로부터 피고인 등의 인권을 보호하고 처벌에 대한 

정치적 통제를 제한하기 위한 사법민주화의 기조 속에서 검찰은 권력 남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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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해야 할 핵심적인 개혁 대상으로 설정된다. 일련의 사법개혁 요구들에 직면

하여 위기에 처한 검찰은 피해자 보호 및 과학수사의 확대 두 가지를 통해 대

국민 신뢰 확보에 나선다. 이는 피해의 치명성에 기반한 구속 수사 및 구형 강

화, 가석방 제한 등 엄벌주의의 실행으로 이어졌고, ‘재범 위험성’에 대한 과학

적 지식과 예측 도구들을 통해 안전장치의 도입 역시 정당화 되었다. 
하지만 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법민주화의 과정에서 사법부의 양형 재

량이 확보되면서 급격한 형량 강화의 효과는 제어될 수 있었고, 사형집행이나 

자유박탈적 보안처분의 재도입 역시 지연되었다. 그러자 국회에서는 ‘법 감정’을 

반영하기 위한 처벌 제도로서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제도를 도

입하고 신상공개 제도를 확대한다. 또한 사법부의 ‘재범 위험성’에 대한 판단의 

여지를 차단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담보한다는 목적으로 유죄 선고자에게 일률

적으로 ‘재범 위험성’을 의제하고 그것을 이유로 한 신상등록 및 취업제한 제도

를 도입한다. 그 결과 ‘온정적’이라 비난받아 온 기존의 양형 관행은 지속되는 

가운데 ‘과도한’ 보안처분이 공존하는 한국의 특수한 처벌 제도가 형성된다.
6장에서는 이와 같은 형태의 처벌제도 확장이 성폭력 처벌에 가져온 효과와 

의미를 살펴보았다. 보안처분의 과도함 및 일률적인 ‘재범 위험성’ 의제에 대한 

반발은 오히려 ‘온정적’ 형벌을 강화시키고 ‘재범 위험성’에 대한 판단 권한을 

사법부로 수렴시키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가져온다. 이에 반해 상대적으로 고위

험군에 부과되는 보안처분에 있어서는 합헌 결정이 지속되고 양형 및 보안처분

의 부과 기간 역시 강화되었다. 
문제는 처벌의 ‘온정적’, ‘과도함’ 그 자체가 아니라 과연 누구를 왜 더 처벌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처벌 실행의 과정을 민주화시키는 것

이다. 엄벌주의 입법이 이원화 된 효과를 발휘함에 따라 엄벌 대상의 선별이 보

다 중요해지고 이에 대한 판단 권한 역시 사법부로 수렴되는 상황이지만, 양형 

변화에 대한 기존 연구 및 판결문 분석 결과 사법부의 엄벌 대상 선별은 여전

히 왜곡된 성폭력 통념을 기반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이는 ‘법 감정’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은 물론 ‘피고인’ 등의 인권을 보호나 ‘사법부 독립’을 내세운 사법민

주화의 움직임 속에서도 정작 법 해석의 남성중심성은 극복되지 못한 것, 나아

가 이와 같은 처벌을 정당화하는데 성폭력 피해 담론이 도구화 되었음을 의미

한다.

한국사회에서는 권위주의 시기 탈법적, 초법적 처벌 제도 운용의 역사적 경험

으로 인해 정권교체 이후 본격화 된 사법민주화의 기조는 과거사 청산으로서의 

성격이 강했다. 즉, 피해자의 권리 확장이나 보호의 관점보다는 국가권력의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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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으로부터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 사법부에 대한 통제보다는 그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더욱 우선시 될 수 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사회적 요

구에 부응하는 과정에서 구축된 탈권위주의적 처벌제도는 이후 성폭력이라는 

새로운 대상이 형사정책의 중심에 놓이게 되면서 정당성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

고 처벌 제도의 성격과 이념 역시 변화하기 시작한다.
민주화 이후의 공간에서 더 이상 노골적이고 폭력적인 처벌 제도의 운용이 

힘들어진 가운데, 성폭력은 ‘반국가사범’, ‘폭력배’, 언더클래스 등을 대신하여 

엄벌주의의 새로운 대상으로 부상하게 된다. 성적 이중규범에 기반한 완고한 젠

더 질서는 국가 형벌권 확장에 대한 사회적 반발을 무화시키며 이를 가능하게 

만드는 주된 원인이 되었다. 그리고 피해의 치명성과 불가역성을 기반으로 한 

‘법 감정’은 처벌의 새로운 정당성 기반으로 부상했고, 그 결과 처벌은 국가-피

고인 등 2자 관계가 아닌 국가-피고인-피해자 3자 관계의 문제로 상정되면서 

기존의 처벌 제도에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성폭력 피

해는 그것에 대한 이해나 피해자의 실질적 권리 확장을 수반하지 못한 채 엄벌

주의 입법을 관철시키는데 도구화 되었다.
그런데 엄벌주의 입법에도 불구하고 사법민주화의 유제와 그 경로의존성으로 

인해 처벌의 급격한 변화는 제어될 수 있었다. 사법민주화의 핵심적 이념으로서 

‘사법부 독립’의 정치는 기속력을 갖지 않는 양형기준이나 참여재판의 제한적 

도입을 가능하게 했고, 이는 사법부가 처벌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로부터 판

결에 대한 상대적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또한 ‘피고인’ 등이 자

유권 보호를 강조하는 이념은 이미 폐지된 사형 집행, 보호감호의 재도입을 지

연시키는 힘이 되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사회적 조건은 한편으로는 국회를 중심으로 새로운 안전장

치들, 예컨대 신상공개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성충동 약물치료 등의 보안

처분을 형벌을 우회한 수단으로 도입하도록 추동하는 요인이 된다. 또한 사법부

의 판단 권한을 배제하기 위하여 ‘재범 위험성’을 일률적으로 의제하는 비효율

적인 보안처분들, 신상등록과 취업제한 제도가 도입된다. 기왕의 사법민주화의 

기조 속에서 위기에 처한 검찰은 구형 및 보안처분 청구의 강화를 통해 이에 

적극적으로 가세했다. 
이와 같은 변화와 처벌 제도의 과도함에 대한 반발이 사법부를 중심으로 등

장하면서 엄벌주의 입법의 효과는 이원화 된 방식으로 나타나는 의도치 않은 

결과가 발생했다. 즉, 일상적이고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성폭력에 있어서는 오

히려 형벌이 약화되고 보안처분에 대한 위헌 결정이 잇따른 반면, ‘사회악’으로 

지칭되기 충분하고 명징한 범죄자들에 대하여는 형량 및 보안처분이 더욱 강화



- 310 -

되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선별적 효과는 성폭력 통념과 법 해석의 젠더 편향에 

기반하여 이뤄졌다. 이는 처벌 강화 입법을 정당화 해 온 ‘법 감정’과도 다르지 

않다. 

본 연구를 통해 주장하는 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성폭력에 대한 ‘온정적’ 형량과 ‘과도한’ 보안처분이 중첩된 한국사회의 

특수한 처벌 제도는 사법민주화의 산물이다. 
- 권위주의 시기의 자의적이고 탈법적인 처벌제도 운용의 역사적 경험으

로 인해 피고인 등의 자유권 보호와 사법부의 독립성 보장을 핵심으로 

사법민주화의 기조가 설정되었다. 그 결과 생명 및 자유박탈적 처벌은 

최소화 되었고, 사법부의 양형 재량 역시 유지되었다. 이는 성폭력에 

대한 엄벌주의 입법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를 제어하는 힘이 되었다.
- 하지만 처벌의 정당성을 국가-범죄자 2자 관계 속에서 찾는 사법민주

화의 기조는 잠재적/피해자 보호의 요구와 판결에 대한 불신을 핵심으

로 하는 ‘법 감정’의 부상에 따라 파열을 일으킨다. 처벌의 정당성은 국

가-범죄자-피해자 3자 관계의 문제로 상정되기 시작하고 ‘법 감정’을 

반영하는 것이 새로운 사법민주화의 목표로 간주되기 시작한다. 그 결

과 기존의 처벌 제도를 우회하여 새로운 장치들이 형벌을 대체하여 등

장하면서 기존의 양형 관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과도한 보안처분이 중첩

된 한국의 특수한 처벌 제도가 형성된다.

1.
순결한 아동, 청소년기의 보호를 강조하는 가부장적 섹슈얼리티 규범은 

엄벌주의 입법은 물론 그 효과를 이원화시키는 핵심적인 요인이 되었다.
- 아동 및 청소년의 섹슈얼리티를 보호한다는 담론은 국가 형벌권의 확장

을 제어하고 피고인 등의 인권 보호를 우선시 하는 사법민주화의 기조 

속에서도 엄벌주의 입법과 안전장치의 확장이 큰 사회적 갈등을 수반하

지 않고 단시일 내 가능하게 만들었다.
- 성폭력 피해에 대한 왜곡된 통념과 피해자의 전형은 입법 과정에서는 

물론 처벌 부과의 과정에서도 보호가치 있는 피해자 및 엄벌 대상을 선

별하는 핵심적 기제가 되었다. 이를 통해 엄벌주의 입법의 효과 역시 

이원화 된 방식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폭력 피해가 그것에 대한 이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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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실질적 권리 확장과는 무관하게 처벌을 정당화 하는데 도구화 

되었음을 의미한다.

2. 함의

한국의 사례는 엄벌주의 및 처벌 제도의 작동 방식과 관련한 기존의 논의들

에 견주어 다음과 같은 이론적 쟁점을 시사한다.
첫째, 본 연구는 엄벌주의 수렴론에 대한 비판, 즉 처벌 제도의 구체적 실행 

방식이 해당 사회의 범죄/자에 대한 태도, 나아가 사회적 가치에 따라 변이를 

일으킬 수 밖에 없으며, 엄벌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대면한 입법, 행정, 사법부 

등 형사사법 관련 행위자들의 대응 전략이 그 효과를 제어 혹은 강화할 수 있

다는 기존의 형벌 포퓰리즘 이론이 한국 사회에도 유효함을 확인한다(Cavadino 
& Dignan, 2006a; Lacey, 2008; Pratt, 2008; Dzur, 2010). 

지배적인 형벌 포퓰리즘 이론에서는 엄벌주의를 사회적 불신에 직면하여 행

위자들이 범죄와 처벌, 그리고 안전이라는 탈정치화 된 쟁점을 자극하며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행위자들의 전략적 산물로 설명해왔다(Pratt, 2007; 
Beckett, 1997; Beckett & Sasson, 2000; Simon, 2007; Wacquant, 2001; 
Madriz, 1997). 한국에서도 이와 마찬가지의 동학으로 처벌 강화 입법이 대거 

등장한 것은 사실이다. 기존의 이론에서 설명되어 온 바와 같이 ‘온정적 처벌’에 

대한 비난은 물론 오랜 기간 체화되어 온 처벌의 불평등과 그로 인한 높은 사

법 불신은 입법부 및 행정부로 하여금 엄벌주의적 형사정책 도입에 친화적인 

조건을 형성하였다. 
하지만 마찬가지의 사회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입법과 효과가 일정 

정도 제어될 수 있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권위주의 시기의 자의적 

‘재범 위험성’ 의제나 형사사법 절차의 파행이 가져온 역사적 경험으로 인해 자

유박탈적 보안처분이나 사형 집행의 재도입은 지연될 수 있었다. 또한 이와 같

은 탈권위주의 기획으로서의 사법민주화 과정 속에서 자의적인 국가권력 남용

으로부터 피고인 등의 자유권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적 가치로 간주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사법부의 독립성 확보가 우선시 되었기 때문에 양형기준은 물론 

참여재판 역시 사법부의 재량을 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즉 대중 담론의 효과

에 즉응할 필요가 없는 시스템으로 구축되었으며 이는 기존의 양형 관행이 지

속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하였다. 서유럽이나 북유럽 국가들의 사례는 사법부나 

전문가 집단에 대한 높은 신뢰가 형사사법 체계에 대하여 처벌에 대한 영향력

을 행사해야 한다는 대중의 기대를 낮추고 엄벌주의를 제어하는 결과를 가져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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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주장의 논거가 되고 있지만(Lacey, 2008; Pratt, 2008; Dzur, 2010; 
Webster & Doob 2007; Levy, 2007; Roche, 2007), 한국은 오히려 높은 사법

불신에 대응한 이와 같은 전략이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흔히 엄벌주의와 이를 가능하게 만든 형벌 포퓰리즘은 민주주의라는 명분 하

에 오히려 전통적인 민주주의 사회에서 보장되었던 피의자의 인권 보장에 대한 

사법부의 역할을 약화시키며 의회와 행정부, 사법부의 ‘권력 분립’을 무너뜨린 

현상으로 평가되지만(Zimring et al., 1996:254; Robert et al., 2003:54), 한국 

사회에서 ‘사법부 독립’의 이념과 사법부가 발휘한 법 해석의 경직성은 입법, 행
정부 중심의 엄벌주의 기조를 완화시키는 요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법부는 

적극적인 위헌 제청을 통해 국회의 엄벌주의 입법에 제동을 걸기도 했다.
이와 같은 한국의 사례는 사법부가 외부적 힘으로부터 독립적일수록 엄벌주

의 입법의 효과를 완화시키게 된다는 기존의 논의를 지지한다(Raz, 1994:260; 
Tocqueville, 1969:287). 그리고 형사사법체계의 특성이나 관련 행위자들 간의 

상이한 대응 전략이 어떻게 처벌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분절 혹은 강화시키는

지에 대한 국가 비교 연구가 확장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덧붙여 ‘온정적’이라 비판을 받아 온 기존의 양형 관행이 크게 변화하지 않은 

가운데 ‘과도한’ 보안처분이 병치된 한국의 사례는 구금율 중심의 국가비교 연

구가 가진 방법론적 한계 역시 시사한다. 그간 처벌의 강도는 형량과 실형 부과 

인원을 기초로 한 구금율을 통해 측정되어 왔지만 한국과 같이 이를 우회하여 

안전장치들이 형벌화 되는 경우, 그 강도는 구금율을 통해 온전히 측정될 수 없

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사회의 구금율이 권위주의 시기는 물론이고 이후로도 

처벌에 대한 국가의 의지, 그리고 교정 과밀의 상황과 행형의 비용 부담에 대한 

정책적 고려와 선택이 반영된 산물임을 보여주고 있다. 개발도상국 등 일부 국

가에서도 이를 고려하여 형벌의 종류가 선택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는 

만큼(Walmsley, 2003; Killas, 1986; Neopolitan, 2001), 구금율 중심의 양적 

비교 연구가 처벌의 실제를 포착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엄벌주의 현상에 대한 비판의 핵심은 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배제를 강

화시키는 기제가 된다는 점에 집중되어 있다(Wacquant, 2009b; Bauman, 
1998; Bauman, 2000; Eick & Briken, 2013; Garland, 2002; Young, 1999). 
하지만 본 연구는 ‘사회악’으로 구축되기에 충분하고 명징한 일부 성폭력에 한

해 그와 같은 효과가 강화되는 반면, 대다수의 일상적 성폭력에 있어서는 그에 

대한 반동 역시 대두되고 피해자 보호나 법 해석에 있어 피해자중심주의를 관

철시키려는 시도들 조차 좌절되고 있는 상황임을 확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벌주의에 대한 논의는 전자의 현상에 주목하며 부당한 국가권력의 남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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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보호해야 할 대상을 피고인 등 범죄자로 국한하고 있으며, 마찬가지의 상

황에 놓여 있는 피해자와 피해에 대하여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피해자 보호=
가해자 처벌’이라는 엄벌주의 프레임과 그에 대한 반발이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상황으로 인해 처벌에 있어 피해/자를 이야기하는 것은 곧 엄벌주의를 구성, 지
지하는 것으로 일축되어 버리고 만다.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공감과 그로 인한 

가해자에 대한 응보의 감정이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는 것이 엄벌

주의에 대한 주요한 비판 지점이 되고 있지만 성폭력 사건에 대한 형사절차 속

에서 과연 피해자와 피해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처벌의 문제가 피해자의 관점에서 재고되어야 할 필요가 여기 있다. 

이는 단순히 피해자의 고통과 응보의 감정을 반영하여 처벌을 강화해야한다

는 것이 아니다. 법 문화론에서는 영미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온정적인 서유럽

과 일본의 처벌 강도는 이들 보수주의 국가에 존재하는 범죄자를 구제할 수 있

고 측은히 여기는 가치, 권위주의적 부권주의의 결과로 설명되기도 한다

(Maruna & king, 2009; Melossi, 2001:412; Jackson & Scott, 1999). 본 연

구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국에서도 판결문에 채택되고 있는 양형 인자의 절대 다

수는 이와 관련한 감경 사유이다. 하지만 마찬가지의 양형인자라 하더라도 성폭

력의 유형과 통념에 따라 선별적으로 채택되고 있다는 점은 성폭력에 대한 ‘온
정적’ 처벌이 단순히 범죄자를 측은히 여기거나 재사회화를 지향하는 문화가 작

동한 결과라고만 해석하기 힘들게 한다. 즉, 온정의 핵심은 성폭력에 대한 남성

중심적 관점이다. 
이와 같이 ‘온정적’ 처벌의 문제는 왜 누구를 더 혹은 덜 처벌해야 하는지, 왜 

그 근거가 피해자의 보호 가치에 따라 선별되어야 하는 것인지 처벌의 가치와 

형평성, 평등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받아 마땅한 피

해자와 그렇지 않은 피해자, 그리고 이를 선별하는 주된 기준인 섹슈얼리티에 

대한 이중적 규범, 피해에 대한 의심과 비난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구체적 

사건에 있어 피해자의 관점에서 그 경험을 재구성하고 법적 판단의 합리성을 

의심하는 피해자 중심주의는 여전히 공고화 되지 못했고, 행위 및 의사능력의 

흠결이 있을 경우에만 비로소 그 침해를 인정하는 협애한 성적 자기결정권 해

석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법 해석이 성폭력의 피해자보다는 가해자의 위치 

즉, 남성의 시각에 기초하여 형성되어 있다는 페미니스트들의 지적은 여전히 유

효하다(Fineman, 1991; West, 1984; Mackinnon, 1989). 
셋째,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처벌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정치의 

과정으로서의 형벌 포퓰리즘은 처벌의 정당성이 결국 어디서 도출되어야 할 것

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문제로 집중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한국의 사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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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듯 ‘법 감정’을 반영 혹은 제어하기 위한 절차적 장치들이 아무리 도입된

다 하더라도 처벌의 실질적 정당성 확보를 담보할 수는 없다. 처벌 강화를 요구

하는 대중들의 ‘법 감정’은 젠더 평등한 관점의 법 해석이나 성폭력에 대한 이

해 확장과 연동되지 못한 채 피해를 도구화 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물론 

이와 같은 한계는 법을 집행하는 형사사법기관 역시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처벌 

강화에 대한 대중들의 요구를 배제함으로써 엄벌주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고 보는 지식 담론 역시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여기서 모든 형벌 포퓰리즘이 반민주적이라 단정할 수 없으며, 그것이 처벌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대안을 함께 마련해 나가는 새로운 논의의 장을 마련할 수

도 있다는 디주르의 지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회적인 것, 정치적인 

것이 법적인 문제로 치환, 수렴되어 가는 오늘날의 경향과 그 한계를 고려한다

면(Ferejohn & Pasquino, 2003), 오히려 범죄와 처벌의 프레임이 마련한 공론

장을 논쟁과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한 민주주의의 실천의 기회, ‘두터운 포퓰리

즘’으로 전환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Quilter, 2014; Dzur, 2010; Bottom, 
1995:40; Fenwick, 2013).

이와 함께 사법부의 개혁 역시 지속되어야 한다. 사법부의 독립은 통제 없는 

자율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베버가 지적한 바와 같이 근대사회의 법은 형

식적 합리화를 통해 정치적 자의성이나 외부적 영향을 차단하고 법 내적 원리

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고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바로 

이와 같은 특성으로 인해 법의 관료화가 강화되고 실질적 합리성이 배제되기도 

한다(Weber, 1954). 사회적 가치의 변화를 담지하지 못한 채 법률의 형식적인 

이론과 기존 판례를 고수하는 것이 마치 법 해석이나 죄형법정주의에 충실한 

것, 그리고 이를 통제하기 위한 정책의 도입을 모두 사법부의 독립성을 저해하

는 것으로 간주하는 보수적 움직임을 변화시키는 것이 사법민주화의 첫 번째 

과제로 설정되어야 한다. 이는 ‘재범 위험성’에 대한 판단 권한이 사법부로 수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절실하다. 제도를 운용하는 행위자들의 가치정향과 실

천이 변화하지 않는 한 형사사법의 절차를 새로이 구축하고 제어하는 것만으로

는 개별 사건의 실체적 판단과 해석, 그리고 처벌 제도의 운용에 있어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 
무엇보다 처벌 강화가 유일한 대안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피해사실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가해자의 사과나 피해에 대한 공동

체의 인정, 나아가 피해로 인한 손실을 회복할 수 있는 아무런 자원도 없는 피

해자가 형사사법체계에 호소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는 가해자에 대한 응보일 

수밖에 없다. 이는 2000년대 반성폭력운동 진영에서 신상공개의 확장을 지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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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사형제 폐지에 동의할 수만은 없다는 행보를 보였던 이유이기도 하다. 엄
벌주의를 제어하기 위해서라도 피해자의 경험과 상황,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필요가 여기 있다. 단순히 피해의 치명성과 불가역성을 강조하

는 것은 이와 같은 성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을 처벌 강화의 논거로 삼고자 한다면, 피해의 결과를 가중시키는 요인이 무엇

인지를 먼저 파악할 것을 주문한다. 그렇다면 처벌 강화나 현재의 안전, ‘재범 

위험성’ 프레임이 해법이 아니며 성적 이중규범과 불평등한 젠더 체계가 보다 

평등한 처벌, 평등한 안전의 핵심이라는 것은 보다 자명해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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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s punitive system is often criticized for giving out 
disproportionately “forgiving” sentences while subjecting convicts to 
“excessive” security measures. This paper explores how this unique 
combination is the result of repeated disruption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and the different approaches taken by different agents to overcome 
the public distrust towards the justice system. Previous discourses on 
punitiveness in Korea stressed its universality, rather than focusing on how 
various discourses and legislations support and promote the punitiveness 
through the actual criminal justice system. Due to this discursive vacuum, 
we still do not understand why the punitiveness in Korea centered around 
sexual crimes after the democratization of the Korean society, why it had 
to take the institutional form that we see today, and what impacts such 
institutionalization has had. This paper takes the perspective of the 
historical institutionalism that historically formed institutions affect the 
strategies and choices of agents that came afterwards, and focuses on the 
relative autonomy and ideological aspect of the law from the perspective of 
the legal sociology, especially feminist jurisprudence. From these 
standpoints, the paper places sexual violence in the context of the change 
of Korea’s punitiv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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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ey findings of this paper are summarized below.

Firstly, the unique combination of disproportionately “forgiving” sentences 
and “excessive” security measures found in the Korean punitive system is 
the result of the democratization of Justice.

The judicial democratization strategies that gained traction with the 
stepping-down of the militaristic regime focused on departing from the 
extra-legal, humn rights-violating punitive practices under the authoritarian 
regime. Specifically, the strategies were aimed at enhancing the judicial 
independence as a means to protect the freedom of the accused and 
preventing the State from abusing its powers. This shift of focus resulted 
in the restriction of freedom-depriving security measures, death sentences, 
and detention. These approaches gained momentum as they came to be 
coupled with the State’s interest in minimizing the expenses required to 
execute sentences, when the detention facilities became overcrowded after 
the economic crisis. The politics surrounding the judicial independence 
ushered in the sentencing guidelines and the participatory trial system 
within an extent that does not infringe on the discretion of the judicial 
branch. These new systems created an institutional foundation less 
sensitive to the social demand for stricter punishment, thereby controlling 
the impact of legislations based on punitiveness.

These changes brought on by the judicial democratization, however, soon 
faced opposition from those criticizing the relative neglect of victims’ 
rights, the power imbalance between victims and the accused, as well as 
others who voiced their demand for stricter punishment to prevent punitive 
vacuum. Victimization emerged as a new ground of justification for 
punishments. Meanwhile, the demand for retribution and security as a way 
to protect (potential) victims, and people’s distrust towards the judicial 
system, gave rise to heightened efforts to involve “legal sentiment” in 
punishments. The efforts made along this line focused on circumventing the 
existing punitive systems to introduce new measures to maintain security. 
The result was the continuation of the existing sentencing practices, 
coupled with excessive security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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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ly, different approaches taken by different criminal justice actors 
reinforced the competition between disparate criminal justice values, as 
well as the realization of those values.

The Korean judicial branch successfully minimized the external control by 
doing out a series of preemptive and defensive reforms. The judicial 
independence, in particular, was the key to maintaining the existing judicial 
practices by maintaining its autonomy in terms of sentencing. The courts 
also were active in limiting the impact of populist legislations from the 
National Assembly through judicial review requests.

The prosecution, on the other hand, perpetuated its practice of politically 
driven prosecutions and a lukewarm response to the judicial democratization 
efforts to correct past injustices. The civil society responded by demanding 
a drastic reform of the prosecution. The Korean society saw the 
reinforcement of efforts to prevent abuse of power, while the police as 
well as the judicial branch emerged as major competitors for investigative 
and prosecutory power. Faced with these challenges, the prosecution sought 
to restore the people’s trust in them through a range of punitive criminal 
policies. The National Assembly, which had been having difficulties with 
taking the initiative in the democratization process, joined the trend with 
highly punitive legislations supported by the “legal sentiment”.

Thirdly, the sexual daulism and the patriarchal emphasis on protecting 
the sexuality of children worked as a factor that promoted the spread of 
punitiveness legislations, while at the same time limiting the impact of 
those legislations.

The economic crisis boosted the sexuality discourses emphasizing the 
need to protect the juveniles. Once sparked by the issue of the so-called 
“compensated dating,” the discourses were gradually reduced to talks of 
protecting the pure, helpless, archetypical child victims of sexual violence. 
These protective discourses garnered widespread support, through the 
mediation of the patriarchal sexuality norms bent on defining children as 
a-sexual beings. Specifically for this reason, the punitiveness legislations 
were successfully enforced in the Korean society without causing serious 
social conflicts, despite the trend of the judicial democratization focusing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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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tection of the accused. The opposition against the strengthening of 
security measures was also minimized.

Throughout the course of these legislation, and the interpretation and 
enforcement thereof, the victim archetype and the misperception toward 
victims of sexual violence were the key to determining which victims 
deserve protection, and which offenders deserve to be strictly punished. 
This led to the dual impact of the punitiveness legislations.

The involvement of the “legal sentiment” in those legislations stand as 
evidence that, despite the emphasis on the criminals’ rights and the judicial 
democratization efforts, the Korean society ironically veered away from 
achieving substantively just punishments, or overcoming the gender-biased 
interpretation of the law. The reinforcement of punitiveness in Korea, or 
the restriction thereof, had no relevance to expanding the victims rights in 
meaningful ways, or deepening our understanding of sexual violence. What 
this means is that sexual violence victims were reduced to mere 
instruments to ground and justify different approaches to punishment.

To summarize, the impact of punitiveness was selectively reinforced by 
the amalgam of the past human rights violations by the punitive system, 
people’s distrust towards the justice, and the patriarchal sexuality norms. 
The main takeaway from this historical experience is that, in order to 
elucidate the social factors that cause changes to punitiveness, we need to 
shed light on what was the social order that those factors contributed to, 
and how the characteristic of the Korean criminal justice system reinforced 
or restricted the impacts of those factors.
Keywords: Punitiveness, democratization of the justice, sexual violence, 

gender, risk of recidivism, legal emotion

Student Number: 2012-3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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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부록1: 성폭력 관련 법률 변화

연도(시행) 형 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953.10.3 법률제정, 306조(고소): “강간과 추행의 
죄” 중 결과적가중범 제외한 모든 범죄

1994.1.5

§ 법률제정, 15조(고소)
§ 친족, 장애인강간등은 비친고죄 규정. 

업무상위력 및 피구금자추행, 공중밀집
장소추행, 통신매체음란은 친고죄

§ 고소 기간 및 제한 특례. 안날로부터 1
년(19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
속 고소가능(18조)

1997.8.22 미성년자강간등(8조) 신설, 비친고죄로 규
정

1998.12.28 카메라등이용촬영(14조의2) 신설, 비친고
죄로 규정

2000.7.1 법률제정, 청소년강간등 규정, 고소 예외 
규정 없음

2006.6.30 10조의2(고소기간) 신설. 고소기간은 안날
로부터 2년

2006.10.27 피구금자추행 및 신설된 장애시설종사자 
간음‧추행을 비친고죄로 규정

표 1 성폭력 관련 법률의 고소 및 반의사불벌 규정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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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시행) 공개대상자 등록대상자 공개방법

공개
결정/명
령권자

공개정보범위 등록정보범
위

등 록
기간

2000.2.3.
(2000.7.1.)
제정

청소년에 대한 강간‧강
제추행 및 성폭력특별법
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자(청소년 대상 범죄에 
한함)

관보 및 청소
년보호위원회 
홈페이지 게재

청 소 년
보 호 위
원회

성명, 연령 및 
생년월일, 직업, 
주소(시‧군‧구까
지) 및 범죄사실 
요지

2005.12.29.
(2006.30)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형법상 강간등에 대한 
결과적 가중범과 미성년
자간음,추행 추가

§ 등록도입
§ 청소년 강간‧강

제추행으로 2
회 이상 실형 
선고 받아 형

열람 추가: 피
해자(법정대리
인,후견인,변호
사) 및 청소년
교육기관의 장

국 가 청
소 년 위
원회

성명, 생년
월일, 현직
장 및 실제
거주지 주
소, 사진

5년

표 2 신상공개·고지·등록 제도 변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기준. 음영처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08.2.4
§ 10조의2삭제, 16조(반의사불벌) 신설
§ 청소년강간등(7조), 형법상 친고죄 대

상 성폭력, 성폭특별법11조1항(업무상
위력추행)을 비친고죄화하고 반의사불
벌죄로 변경

2011.1.1
성폭특별법 10조1항(업무상위력등추행), 
11조(공중밀집장소추행), 12조(공공장소
침입)만 반의사불벌로 남김.

2012.8.2 업무상위력추행을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
2012.12.18 삭제 삭제 반의사불벌 규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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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집행된자 
및 면제받은 자 
중 재범우려자

§ 재량행위
1월이내 변
경사항 등록

2007.8.3
(2008.2.4.)

§ 강행규정, 열람 대상 
범죄 구체화

§ 13세미만 아동‧청소
년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 저지른자/ 같은 
범죄의 재범위험성
이 인정되는자

§ 신상공개결정 후 아
동‧청소년 대상 성폭
력범죄 재범

§ 아동‧청소년대상 성
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 및 책임조각된
자)로 재범위험성 
인정되는자

§ 벌금형 선고나 피고
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예외

§ 강행규정으로 
변경

§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범
죄자 또는 공개
명령이 확정된
자’로 변경→2
회 실형 요건, 
형집행여부 및 
재범우려 등 삭
제

§ 계도문 공
개 방 식 이 
열 람 으 로 
변경

§ 열 람 대 상
자를 청소
년 교 육 기
관장 및 
청 소 년 의 
법 정 대 리
인으로 확
대

법원

§ 생년월일→나
이

§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 소재지, 
사진, 청소년
대상 성범죄
경력(판결일
자,죄명,형량,
범 죄 사 실 개
요) 추가

§ 생 년 월
일 → 주
민 등 록
번 호 로 
변경

§ 소 유 차
량 등록
번호 추
가

§ 1년마다 
사 진 제
출

1 0 년
으 로 
연장

5년

2009.6.9.
(2010.1.1.)

§  위 ‘열람’대상자를 
‘공개’ 대상자로 변
경

§ 공개 예외 사유에 
‘그밖의 특별한 사
정’ 추가

인터넷(성인인
증)

§ 생년월일→나
이

§ 주소 및 실제
거주지→읍‧
면‧동까지로 
확대

§ 신체정보(키, 
몸무게) 추가

신 체 정 보
(키, 몸무
게) 추가

10년
10년
형 실 효 기
간을 초과
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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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4.15.
(2010.4.15.)

§ ‘공개’ 대상자에서 
13세 미만 아동‧청소
년 대상 성폭력 범
죄를 저지른자 → 
13세 삭제

§ ‘고지’ 대상자는 아
동‧청소년대상 성폭
력을 저지른자 및 
책임조각된자로 규
정

§ 우 편 고 지 
추가

§ 고 지 대 상
자는 아동‧
청 소 년 을 
세 대 원 으
로 둔 세
대주

§ 고지는 공개
정보와 동일. 
단, 공개는 
읍‧면‧동까지
로 유지되나 
고지의 경우, 
주소 및 실제
거주지는 상
세주소 포함. 

§ 고지의 경우, 
전 출 시 에 는 
전출정보까지 
고 지 하 도 록 
함

2 0 년
으 로 
연장

2010.4.15.
(2011.4.16.)

§ 성인 대상 성폭력에 
도입

§ 등록대상 성폭력범
죄자(성폭력특별법
상 ‘성폭력범죄’_공
중밀집장소추행, 통
신매체이용음란, 카
메라등이용촬영 제
외_로 유죄판결 또
는 공개명령 확정된
자) 혹은 그 중 책
임조각으로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재
범위험 있는 자

§ 성폭력특별법에 
규정된 ‘성폭력
범죄’중 공중밀
집장소추행, 통
신매체이용음
란, 카메라등이
용촬영을 제외
한 모두로 확대

§ 우편고지
§ 고 지 대 상

자는 아동‧
청 소 년 의 
친권자, 법
정 대 리 인
이 있는 
가구

위의 아청법상 
공개정보와 같음

위 아청법상 
등록정보와 
같음

10년

2010.7.23 인 터 넷 공 개 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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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8.24.)
(2010.1.1.) 도입이전에 
성범죄로 유죄판결 받은
자에 대하여 소급적용
(부칙3조)

2011.9.5.
(2012.3.16.)

인터넷 열람시 
실명인증 대상
의 성인 제한 
삭제. 열람권
자 확대

2012.12.18.
(2013.6.19.)

아동‧청소년 대상 아닌 
성범죄자 추가. 형법상 
‘강간과 추행의 죄’(혼빙
제외) 및 강도강간

공개및고지와 등록
을 분리. 등록은 
아청법에서 삭제→
성폭력특별법을 따
르도록 함(법무부
소관)

고지대상자를 
아 동 ‧ 청 소 년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어
린이집원장 등
으로 확대(50
조5항)

주소를 도로
명 및 건물
번호까지로 
확대
전자장치 부
착여부 추가

2012.1.17.
(2012.3.16.)

우편고지대상
자에 어린이집 
원장, 학교장 
등 추가

2012.12.18.
(2013.6.19.)

유죄판결확정된자 
모두로 확대. 

1년마다 경
찰서 출석통
해 사진 촬
영, 보관토
록 변경 

2 0 년
으 로 
연장

아 청 법 의 
공 개 규 정
을 따르도
록 함 ‧→
20년. 형
실 효 기 간
을 초과하
지 못함

2014.12.30.
(2015.7.1.) 연락처 추가



- 359 -

개정(시행) 범위 요건 부착기간 집행

2007.4.27.
(2008.10.28.)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
(형법상 ‘강간과 추행의 
죄’(혼빙제외), 성폭력처
벌법 대상범죄, 청소년성
보호법의 강간‧강제추행)

§ 성폭력범죄로 2회 이
상 실형을 선고받아 
형기 합계 3년 이상
인 자가 집행종료/면
제 후 5년 이내에 성
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자의 성폭력범죄 
재범

§ 2회이상 성폭력범죄
로 습벽 인정된 때

§ 13세 미만의 자에 대
한 성폭력범죄

최장 5년

2008.6.13.
(2008.9.1.) 최장 10년

§ 특별준수사항 부과규정 
신설(외출제한, 출입금
지, 접근금지 등)

§ 준수사항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이하 벌금 부과규정 
신설

§ 집행정지제도 도입(새
로운 범죄로 금고이상 
형 집행받게되더라도 
집행종료 되지 않고 잔
여기간 집행토록 변경)

2009.5.8. 특정 § 미성년자 유괴범죄 

표 3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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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8.9.)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
률

추가
§ 19세미만자에 대한 

선고 가능토록 규정
(집행은 19세 이후)

2010.4.15.
(2010.7.16.) 살인범죄 추가

§ 2회이상 실형 집행종
료/면제후 5년이내 
재범 → 실형 집행종
료/면제 후 10년이내
의 재범으로 변경, 요
건완화

§ 13세 미만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 16세 
미만자로 변경, 완화

§ 소급적용 규정(형집
행중 혹은 종료후 3
년이 경과하지 않은 
성폭력범죄자)

§ 최장30년
§ 법정형에 따라 부착

기간 구분 (상한이 
사형, 무기→10년이
상 30년이하/ 하한이 
3년이상 징역→3년이
상 20년이하/ 하한이 
3년미만→1년이상 10
년이하)

§ 13세 미만 대상 성폭
력은 하한을 2배 가
중

§ 특별준수사항 확대 (출
입 및 접근금지 제한 
이외에 주거지역 제한
추가)

§ 필요적 보호관찰 도입

2012.12.18.
(2012.12.18.)
(2013.6.19.)
(2014.6.19.)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
률

§ 강도범죄 추가
§ 성폭력과 살인의 미

수 및 상습범 추가

§ 16세 미만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 → 19세 
미만으로 변경, 완화

§ 장애인 대상 성범죄 
추가 

형집행종료 후 보호관찰제
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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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시행) 대상자 제한기간 제한시설 제한행위

2005.12.29.
(2006.6.30.)
법률 제7801호

제20조2항 각호
(계도문을 통한 
신상공개 대상 
위반행위)

5년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
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 및 교습소(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및 교
습소에 한한다)
4. 「청소년보호법」 제33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
5.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활동시설
6.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쉼터
7.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8.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시설 또는 기관을 운영
하거나 취업

2007.8.3
(2008.2.4.)
제8634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 또
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 

10년

§ 추가
10.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의 
청소년 지원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11. 「주택법」 제2조제2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1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중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시설

시설 또는 기관을 운영
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
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

2010.4.15.
(2011.1.1)
10260호

성인 대상 성범
죄 추가

(2012.2.1.)
2012.8.2.
11287호

§ 추가
13.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 추가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
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
비스를 제공하는 업무 

2012.12.18. § 추가

표 4 취업제한규정 변화(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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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6.19.)
11572호

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영업을 하는 
사업장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
설제공업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복합유통게임제공업
14. 「경비업법」 제2조제1호의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
15. 영리의 목적으로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3호의 청소년활동의 기
획·주관·운영을 하는 사업장(이하 "청소년활동기획업소"라 한다)
16. 영리의 목적으로 연기·무용·연주·가창·낭독, 그 밖의 예능과 관련한 
용역을 제공하는 자 또는 제공하려는 의사를 가진 자를 위하여 훈련·
지도 또는 상담을 하는 사업장(이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라 한다)
17. 아동·청소년의 고용 또는 출입이 허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이하 이 호에서 "시설등"이라 한
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의 시설등
가. 아동·청소년과 해당 시설등의 운영자·근로자 또는 사실상 노무 제
공자 사이에 업무상 또는 사실상 위력 관계가 존재하거나 존재할 개연
성이 있는 시설등
나. 아동·청소년이 선호하거나 자주 출입하는 시설등으로서 해당 시설
등의 운영 과정에서 운영자·근로자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자에 의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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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부록2: 기록조사표

1.�기본�정보

사건
번호

피고인

생년월일

소년여부
(범행시) ㉧소년아님 ①소년    

직업(판결시)
①무직     ②대/학생   ③노동,배달,고물수집 
④자영업(서비스업 등)
⑤의사,교수,교사 등 전문직, 공무원  
⑥학원강사, 코치, 복지사 등 교육 관계자 
⑦기타 직업있음

장애여부 €해당없음 ➀정신지체 ➁지적장애 ➂신체장애

취업제한대상
여부(판결시) ①해당 ②해당없음 ③알수없음

주거(판결시) ①부정 ②고시원,기숙사,여관,여인숙  ③반지하  
④기타 주거있음

국적(판결시) ①외국_______________ ㉧한국

성별 ①남성 ㉧여성

변호인 ①국선 ②사선  ③없음

선고시점(2013.6.19.부터) ㉧이전 ①이후

부착명령병합여부 ㉧없음 ①있음 ①인용 ②기각

치료감호 청구여부 ㉧없음 ①있음 ①인용 ②기각

적용법조(성폭 대표) ①아청 7조3항      ②성폭 7조3항    
③아청 + 성폭      „기타

형벌

①실형(+벌금) ________년 _______월

Case Num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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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범죄사실

③벌금만 _____________만원

④선고유예  (유예한 형:               )
⑤기타

처분

⑥신상공개 ________년 _______월
⑦신상고지 ________년 _______월
⑧치료감호 ________년 _______월
⑨보호감호 ________년 _______월
⑩보호관찰 ________년 _______월
⑪성폭력치료프
로그램수강

_____________시간

⑫성충동약물치
료

________년 _______월
⑬전자장치부착 ________년 _______월
⑭사회봉사 ________시간

강제
추행

범죄일자  (여러개일 경우, 가장최근)
공범 _________명

 
⑦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결과/일방의 성기 
접촉 및 노출

있음 없음

수단/
폭행,
협박

추행과 동일
(기습, 기회이용) ① ② 
별도(최협의, 감금 등 동반, 
아동약취,유인포함) ③ ④
위계, 위력(이미 존재하는 
권력관계) ⑤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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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단

피해자들에게 지속

성별 ①여성 ②남성(만 있는 경우!)

관계
(*여럿일 
경우, 
주피해자 
기준)

①친구, 또래
②고용주, 서비스업주, 학(원)생(고용, 교육 등)
③친인척, 내연녀의 딸  
④지인(친구딸, 동네사람)   ⑤(옛)애인(데이트) 
⑧전혀 모름(노상,침입,찜질방,버스), 손님
⑨막 만난 경우(성매수형 유인, 가출시 등) 혹은 간헐적 
만남

피해당시연령(최초, 최연소) __________세

사건

강제추행의 범죄사실 _______개
강제추행외 병합된 
성폭력(음란물소지,카메라등,성매매포함) 범죄사실기준

_______개
강제추행에 수반 및 사후 행위(경합범죄) 
죄명기준(유죄기준) _______개
성폭력과 별건(경합범죄) 죄명기준(유죄기준) _______개

심신
미약/
상실

판단
(다툼,양형판
단사유)

�음주, 약물로 인함  ‚ 정신지체 등 장애로 인함    
ƒ ①+②
�부정 ‚긍정    

심리
평가

활용 ⓞ 활용않음  ①인용있음

결과 ➀재범위험성 인정  ②부정  ➂재범위험 아닌 책임감경

점수 평가

① 재범위험성평가척도(KSORAS) ①낮음 ②중간 ③높음

② 정신병질자선별도구(PCL-R) ①낮음 ②중간 ③높음

③ 알콜사용장애선별검사(AUDIT) ①낮음 ②중간 ③높음

④ 강간통념척도 ①낮음 ②위험(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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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양형 판단
 

양형
기준

적용여부 ①적용   ②미적용

미적용사유 ①벌금형선택 ②사후적경함범 

권고영역(강제추행의 2유형) ➀기본 ➁감경 ➂가중

양형인자

1심
채택

선고
설시

특별
감경

유형력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1 1
폭행, 협박아닌 위계,위력 사용 2 2
추행정도 약한 경우 3 3 
농아자 4 4
심신미약 5 5
자수 6 6
처벌불원 7 7

특별
가중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8 8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범행 9 9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10 10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11 11
특강(누범)아닌 동종누범 12 12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종사자범행 13 13
상습범 14 14

일반
감경

상담 금액 공탁 15 15 
진지한 반성/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침 16 16
형사처벌 전력없음 17 17

일반
가중

계획적 범행 18 18
비난동기 19 19
청소년에대한범행 20 20
인적신뢰관계이용 21 21
특강(누범)아닌 이종누범, 누범아닌 동종및폭력 실형
(집행종료후10년미만) 22 22
합의 시도 중 피해야기 23 23

집유
부정적
주요
참작

동종전과(10년이내집행유예이상) 24 24
just 동종전과(형종류,기간불문) 25 25
반복적 범행 2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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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안처분

우발적 범행 30 30
피고인이 고령 31 31
피고인의 건강상태 매우 좋지 않음 32 32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 수반 33 33

집유_
부정적
일반
참작

2회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4 34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35 35
약물중독,알콜중독 36 36
진지한 반성 없음 37 37
범행 후 증거 은폐/시도 38 38

우발적 범행_사유 ①술  ②회식 등 분위기  ③정신장애등 충동 ④없음

피해 치명성_구체적 증상 ①있음    ②없음

(1) 신상공개, 고지

면제, 법정요건해당시 ①벌금형선고　  ②피고가 아동,청소년　 ③기타___

“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 
ⓞ적시된내용없음 
①적시_특별한사정인정(면제)
②적시_사정불인정(명령)　

      
판단
요인
　

　
전과
관련　

①전과  전무(처분있어도,적시된대로)          ②동종  전과 없음
③이종의  벌금형만 있음                      ④동종  전과 있음
⑤전회처분후  상당시간 경과

기타

①우발적 범행                ②범행 경위나 장소의 위험성 없음
③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④친족관계(피해자가노출될우려)   
⑤추행정도  경미   ⑥재범위험성,습벽없음   ➆공개시 2차피해 우려 
➇범행자백, 반성, 재범않겠다고 다짐
⑨처벌불원       ⑩정신지체등 심신미약상태로 범행(면제)
⑪다른 보안처분(수강명령)을 부과하므로
⑫가족의 보호의지   ⑬나이어림, 대학생, 사회초년생
⑭벌금형선고시 면제하던 이전입법취지 고려  ⑮자녀,배우자있음
⑯재범위험척도 반영, 위험없음  ⑱고령 ⑲강제출국대상

(2) 전자장치부착

판단여
부

①적시된 내용 없음    ②적시_부착명령　    ③적시_부착없음(기각)



- 368 -

➄수법, 본건 범죄횟수로 인한 재범위험성 부정
➅범행반성          ⑦3미 부착명령있음 ⑧소년이라 아직 
성적가치관정립안돼서
⑨실형부과통해 교정할 수 있어서 ⑩지적,정신적장애 등 심신미약상태범행
⑪가족의 보호의지     ⑫더이상의 범행으로 나아가지 않은 점
⑬다른 보안처분 부과       ⑭고령
⑮이성관계,결혼 있음_성욕해소가능사유  ⑯우발적 범행   ⑰처벌불원, 합의
⑱추행 및 유형력 경미   ⑲나이어림, 대학생   
⑳불특정인 대상 습벽발현 아닌 특수한 관계
㉑병원치료로 가능         ㉒기타 사회적유대관계 분명

부정적 
요인

ⓞ13/16/19세 미만자에 대한 성폭력
①부착전력자의 재범             ②평가척도인용, 재범위험성     
③전과로 인한 재범위험성(‘전과’ 외 ‘처분’ 포함)
④수법, 본건 범죄횟수로 인한 재범위험성
⑤실형집행종료(면제) 후 재범 
⑥치료감호종료후에도 재범위험있다고 보기어려워(다른 보안처분 
부과하므로)
⑦반성없음
⑧이성교제없어 성욕해소 안되는 상황
⑨수사및처분 등 직후 재범      ⑩유대관계없음,직장,가족,주거불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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