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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한국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본 성매매 담론의 변화와 의미 

  

군산사건 이전 법원 판사들은 성매매에 대해 언급하면서 1961년 윤

락행위등방지법의 ‘윤락녀’와 ‘매춘부’를 통한 담론을 사용했다. 이러한 용

어는 매매의 대상을 여성으로 규정하고 여성들의 비도덕성을 시사하고 있

다. 군산사건 이후로 한국사회는 인신매매, 강제적인(폭력적) 성매매에 대

한 의식이 고무되기 시작했다.  

여성주의자들은 윤락녀와 같은 용어 대신에 오명을 발생시키지 않을 

담론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학자들에 따르면 한국 여성주의 운동가들은 이

주여성과 이주 호스티스들의 인권쟁점을 거론하기 위해 한국정부에게 인신

매매 그리고 피해자 담론을 통해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하지만, 성매매 특

별법의 결과를 통해 여성주의 성공에 대한 제국주의, 자본주의 그리고 가부

장제에 의해 지속적으로 억압되고 있는 여성인권의 실태를 볼 수 있다. 

지지는 한국의 성노동 인권단체의 주장에 따르면 성매매를 법률로 

금하는 것이 성노동자들을 안전하지 못하게 만들고 성매매 알선자들을 단

속하려는 법적 장치가 오히려 성노동자를 주요 처벌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다. 이주 성노동자와 광범위한 인터뷰를 한 쳉은 인신매매에 대한 한국의 

미디어와 법 제도의 서술에서 성노동자의 개인 자율성은 무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므로 모든 성매매자는 인신매매로 인해 강압적으로 성노예

가 되었다는 전제하에 판단되었고 성매매금지법이 존재하는 현 상황에서 

성노동이라는 선택적 옵션은 없었다. 국내와 국제 페미니즘은 반드시 정치

적으로 압박 받는 여성과 침묵하고 있는 여성이 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야 한다. 우리사회의 사고와 듣기는 여성의 억압의 종료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가야트리 스피박의 논문 <서발턴이 말할 수 있는가? (1988)>에서는 

스피박은 푸코의 이론적인 '주체'를 평가하며 푸코가 서발턴들의 실전 경험

하는 전지구적 차별과 억압 구조에 을 알지 못하는 것이 보여준다. 서발턴

들을 이렇게 못 보고 넘어가면 한층 더 깊은 침묵 속에서 부딪치게 된 준수

이라고 비판한다. 대법원 판사들의 사회적으로 엘리트 주체성과 위치 때문

에 서발턴 성노동자들의 입장을 인정할 수 없고 그 관계를 설명하려 스피박

의 ‘비평적 개입’ 필요한다. 국가의 통치성으로 인한 서발턴들의 사회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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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 논문에서는 서발턴 성매매자들에 대한 

대법원 판사들의 인식을 평가하고 스피박의 이론을 적용할 것이다. 시민사

회와 법률제정 사이에서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국가 정부가 

우리의 사상을 구성하고 있는지 그리고 국가의 통치성에 대한 우리 시민들

의 사회인식의 확립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대법원의 금지된 성노동에 대한 판례의 대표적인 예시 도

덕성과 성노동의 통제를 알려주는 것이다. 그리하여 대법원이 어떻게 여성 

성생활을 규제하는지를 평가 할 수 있다. 대법원의 인신매매 피해자와 불법

적인 성매매자 분류 유형을 보면 국가권력의 규제 방향을 알 수 있다. 이러

한 규제가 성생활이나 젠더체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문제된다.  

학자들은 성매매특별법을 다양한 방식으로 평가하면서 연구방법들

을 실행해 왔지만 대법원 판례와 담론을 연구한 사례는 많지 않다. 그러므

로 대법원 판사들의 성매매에 대한 담론을 평가하는 것은 중요하다: 첫째, 

판사와 같은 영향력 있는 엘리트 집단, 사회적 행위자들을 연구하게 되면 

그들의 사회적 영향력을 알 수 있다. 둘째, 성매매자들에 대한 판례들을 통

해서 판사들의 성매매에 대한 인식을 평가할 수 있다. 셋째, 한국사회의 성

매매에 대한 법률 제정 과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인식, 집행에 대한 타탕성

을 확립시키기 위한 과정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 판사들의 사회

적 위치로써의 독특한 지위 그리고 권력을 알아낸 다는 것은 판례를 해석하

는 데에 있어 중요하다. 대법원의 판사들은 선례를 인용함으로써 판결을 집

행 하게 될 시에 정부의 국력을 옹호하는 기능을 담당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의 정책을 해석 할 때, 정부를 비판하고 유죄 판결을 뒤엎

음으로써, 법률의 합헌성(독립성)을 수호하기 위한 비판적 기능으로써의 역

할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을 통해서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국제규제와 국내 성매춘산

업 근절운동 이후에 대법원이 성노동에 대한 담론을 완전히 바꾸었다는 것

을 알아보겠다. 본 논문은 매춘근절규법의 예를 통해서 도덕성과 성노동의 

통제를 보여준다. 이를 통해서, 대법원이 어떻게 여성 성생활을 규제하는지

를 평가 할 수 있다. 대법원은 성매매 폐지론을 옹호하는 운동과 비슷하게 

한편에는 피해자 담론을 사용하고 여성들의 자발적 성노동자로써의 정체성

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한편에 성매매의 불법성뿐만 아니라 부도덕성도 거

듭 주장하고 있다. 

최근 대법원 판례는 다섯가지 항목을 강조하고 있다: 첫째, 대법원은 

창녀나 윤락녀부터 성매매자까지 성노동자를 가리키는 용어를 바꿨다. 그

러나여전히 매춘을 음란하다고 특징짓는다. 둘째, 법원은 성매매가 '사회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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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에 위반되는' 것임을 다시 강조하고 있다. 셋째, 성매매를 설명하고 '유사

성교행위'를 정의 하기 위해 대법원의 담론은 성행위뿐만 아니라 성노동자

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넷째, 대법원은 피해자의 보호와 학대자의 기소

을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정된 경우에 대법원은 성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한다. 대법원 판례는 또한 정부의 성매매 근절 단속에 있어서 경찰권력

과 법원 사이의 갈등을 보여준다. 또한 대법원의 판례는 성노동에 대한 사

회적 낙인의 거친 재부과을 반영한다.  

특히 대법관들은 판례를 통하여 특정한 담론을 선택하여 강조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인신매매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를 강조하거나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성매매자의 오명을 강조할 수 있다. 이렇게 대법원 판례는 한국사

회의 젠더체제를 구조화하고 여성인권을 설명하며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사

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피해자로 볼 수 없는 여성들의 사회적 지

위는 떨어뜨리고 사회질서의 위반으로 정의한다. 결론적으로 법 제정에 있

어서 성노동에 대해 더 회의적인 입장을 취했고, 인신매매로 인한 성매매 

피해자를 구출하고 회복하는 방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매우 많은 자료들은 

경찰과 대법원이 성인신매매 방지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성매매를 근

절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대법원의 판례를 자세히 검토한

다면 어떠한 의도가 있는지 알 수 있다.  

미디어와 입법 절차 과정에서는 모든 성노동자를 피해자로 간주하였

다. 또한 한국대법원의 판례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성노동을 선택하는 사

람들의 사회적 낙인을 볼 수 있다. 대법원 판례와 처벌을 통해 한국정부가 

국제규범에 맞추어 한국실정에 맞에 재구성한 법이 성노동자들을 어떻게 

규제했는지 알 수 있다. 잠시동안 대법원은 성노동 선택에 대한 개인의 경

제적 선택 및 자율성을 인정하는 것 같았으나 대부분의 판례에서는 성매매

를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음란행위로 정의하며,  ‘추잡하고 천한 생업, 특히 

매음 따위’를 일컬으며, 일반적으로는 성(性)을 상품화하는 영업으로 이해

되고 있는‘추업(醜業)’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결과로 경찰과 미디어는 

불법단속 수사결과발표에서 여성의 인권이 침해된 장소라고 했지만 그곳이 

종종 매춘여성을 단속하는 곳이라는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다. 

 

키워드: 대법원, 판례, 성매매, 인신매매, 성불평등, 인권 

학생 번호: 2011-24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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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본 논문을 통해서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국제규제와 국내 성매매산업 

근절운동 이후에 대법원이 성노동에 대한 담론을 완전히 바꾸었다는 것을 

알아보겠다. 본 논문은 성매매근절규제법의 예를 통해서 도덕성과 성노동의 

통제를 보여준다. 이를 통해서, 대법원이 어떻게 여성 성생활을 규제하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 대법원은 성매매 폐지론을 옹호하는 운동과 비슷하게 한편으로는 

피해자 담론을 사용하고 여성들의 자발적 성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한편으로는 성매매의 불법성뿐만 아니라 비도덕성도 거듭 주장하고 있다. 

1. 문제제기

2004 년 이전에 한국법률과 대법원은 성매매하는 여성들 모두가 

비도덕적인 범죄자이고 윤락녀라고 평가했다. 2004 년 성매매특별법 이후에 

대법원 판례에서는 처음으로 매춘 여성 중에서 소수의 직업 여성들이 강제로 

인신매매 피해자임을 인정한다. 따라서 법률과 관련된 담론은 인신매매 피해자를 

윤락녀로서 처벌하는 대신 피해자로서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을 행동으로 옮긴다. 

다른 한편으로 대법원은 성매매의 규제확장과 범죄를 법률로 금하기 위해 

성산업과 성매매행위를 더 상세하게 정의한다. 그리하여 모든 성매매자는 

인신매매로 인해 강압적으로 성노예가 되었다는 전제하에 판단되었고 

성매매금지법이 존재하는 현 상황에서 성노동이라는 선택적 옵션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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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담론 측면에서 보면 한국 여성단체 연합과 법률적 판례는 모든 성매매자 및 

성산업은 인신매매등의 범죄의 피해자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여겨지며, 이들을 

구제하여야 한다는 인식과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는 자발적으로 성매매에 참여한 

여성들을 도덕적으로 타락하거나 범죄자로 여기는 인식을 보여준다. 따라서 

성매매특별법은 사실 인신 매매를 방지하기 보단, 여성의 성적 권리을 통제하고 

법의 위반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인 것이다.    

그러나 이들 중 일부는 성노동을 직업으로 선택했을 수도 있다. 성매매자의 

일부는 경제적 이유로 혹은 강제적으로 성매춘을 하게 되지만, 이들 역시 한사람의 

노동자로서 안전한 장소에서 강압받지 않고 일할 권리가 있다. 성에 대한 한국의 

법과 담론은 전통적으로 성적인 순결을 지키는 관습의 재주장의 논리를 지니고 

있지만, 결혼 후의 남성들의 성관계는 부부사이뿐만 아니라 성매수도 가능하다는 

사회인식이다.  오히려 이 때문에 성매매가 금지되고 성매매자는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다. 왜 한국대법원은 한국사회에 만연한 성차별을 무시하면서 성산업 

피해자인 여성의 보호를 강조할까? 최근의 사회상황을 고려할 때, 대법원은 

성매매에 대한 담론을 어떻게 개념화할까? 비국가 활동세력이나 비정부 기구 

(예시: 여성주의 단체나 성노동자들의 인권 단체)가 국가의 정책결정과 법률의 

판단조건에 어떤 향을 주었을까? 법원의 성매매를 규제하는 판례는 도덕을 

유지하는 인식의 연속성인가 아니면 어떤 변화를 보여주는가?  

2002 년 군산화재사건 이전에는 법원 판사들이 성매매에 대해 언급하면서 

1961 년 윤락행위등방지법의 ‘윤락녀’와 ‘매춘부’를 통한 담론을 사용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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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는 매매의 대상을 여성으로 규정하고 여성들의 비도덕성을 시사하고 있다. 

군산사건 이후로 한국사회는 인신매매, 강제적인(폭력적) 성매매에 대한 의식이 

고무되기 시작했다. 여성주의자들은 윤락녀와 같은 용어 대신에 오명을 

발생시키지 않을 담론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성매매’라는 담론이 

사용됨으로써 성중립적인 의미의 새로운 용어가 비도덕성에 대한 오명을 덜 

강조할 수 있게 되었다. 성매매특별법 관점에서 여성주의 운동과 함께 이와 관련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로비 활동의 향력을 쉽게 찾아 볼 수는 있지만 

결과론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오명을 발생시키지 않는 정책일 수 있을까? 대법원 

판사들이 성매매 담론을 사용한다는 것이 성 평등과 성중립적인 의미를 지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인가? 대법원 판례에서는 어떻게 도덕성과 성매매자들의 

특징을 규정하고 있는가? 

학자들은 성매매특별법을 다양한 방식으로 평가하면서 연구방법들을 

실행해 왔지만 대법원 판례와 담론을 연구한 사례는 많지 않다. 2004 년 

성매매특별법 이전과 이후의 판례들을 비교해 보면 성매매특별법의 법체제의 담론, 

법령해석과 양형이 사법정의에 미치는 향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대법원 

판사들의 성매매에 대한 담론을 평가하는 것은 중요하다: 첫째, 판사와 같은 

향력 있는 엘리트 집단, 사회적 행위자들을 연구하게 되면 그들의 사회적 

향력을 알 수 있다. 둘째, 성매매자들에 대한 판례들을 통해서 판사들의 

성매매에 대한 인식을 평가할 수 있다. 셋째, 한국사회의 성매매에 대한 법률 제정 

과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인식, 집행에 대한 타탕성을 확립시키기 위한 과정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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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 판사들의 사회적 위치로서의 독특한 지위 그리고 

권력을 알아낸 다는 것은 판례를 해석하는 데에 있어 중요하다. 판사들은 대법원의 

선례를 인용하여 판결을 집행하고 이로써 정부의 행정권을 지지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정부의 불합리한 정책을 비판하고, 판결을 뒤집어 법률의 합헌성 

(독립성을) 수호하는 비판적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성매매 관한 대법원 판례를 

평가하는 의미는 여성주의, 미디어, 그리고 국가의 이면에 숨어있는 담론들에 대한 

진정한 현실을 노출 시킬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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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 검토 

학자들의 성매매 규제에 대한 논리 중에서는 한국의 2004년 

성매매특별법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중요한 연구는 두 가지이다. 첫째, 국제 

성산업 법률에 대한 상당량의 문헌이 있다. 국제 성산업 규제에 대한 연구들 중에서 

우리는 한국의 성매매특별법에 관한 국제, 아시아 지역, 국내의 학자들의 성규제 

논리를 평가해야 한다. 둘째, 젠더이론에 대한 선행연구 중에서는 성산업 

이데올로기에 관한 여성주의 법이론은 (Feminist Legal Theory)을 검토해야 한다. 

이런 학자들의 선행연구를 통해서 성매매특별법의 배경, 국내의 가부장제적 법률, 

국제 인권담론 면에선의 성매매특별법의 의미를 분석 및 평가할 수 있다. 

 

1) 성매매에 대한 법체제: 전세계와 아시아 지역 

본 절에서는 전세계와 아시아 지역의 성산업 규제 법률를 제시하고 

평가한다. 본 논문은 다른 나라의 법규제에 대한 선행연구를 한국의 

성매매특별법과 비교함으로써 인신매매와 성매매에 대한 국제적 규범을 

살펴보고자 한다. 퍼거슨과 미론에스코에 따르면 세계화는 정부 권력을 약하게 

하지 않고, 대신 정부가 여성들의 노동, 이주와 사회적 지위를 조직하고 규제하는 

데 있어서 중심역할을 한다. 퍼거슨과 미론에스코는 입안자들과 정부가 이주와 

사회적 지위에서 여성을 차별 대우 하는 것을 지적함으로써 “인신매매 피해자”와 

“세계적 매춘부”와 같은 범주 사이에서 함정에 빠진 여성들을 곤경에 빠뜨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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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시스템에 대해서 비판한다 (Ferguson & Mironesco, 2008: 348). 

국제적 측면에서 터너는 유엔의 인신매매 예방방식이 조직적 범죄에만 

주력하기 때문에 다양한 인신매매범자들의 활동을 파악할 수 없고, 문제의 다양한 

본질, 사실의 진위를 제대로 알아낼 수 없다고 지적한다. 이는 인신매매자들이 

법이라는 테두리 내에서 성매매 산업을 조직적으로 관리하고 활동하고 있는 

상황을 간과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Turner, 2012: 41). 더구나 

유엔의 인신매매에 대한 예방책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 문제는 이주통제와 

관련된 국가들 내에서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불법 체류화할 수 있게 만들었다. 

터너에 따르면 성별과 제한적 구조 내에서의 합법적 통로를 통한 이주는 “여성의 

빈곤화”와 결부되어 있는, 국제사회에서의 저임금, 미숙련 노동자들의 수요와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수요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이주를 위해 문서를 

위조해야하는 경우도 있다. 터너는 이러한 불법적 행태로 인해 결국은 

인신매매자의 정확한 의중를 파악하지 못하는 사례가 생기며 인신매매의 ‘법적 

피해자’가 ‘불법 이주를 위한 공범’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Turner, 2012: 

40). 또한 이러한 피해자의 계층 구조는 '무고한 피해자'를 구별하고 성별화된 

이주통제권의 향하에 있는 여성의 위험을 제거하고, ‘비판받아 마땅한 실제적인 

성매매자'를 구분하는 데에 있다고 한다. 그러나 터너는 성매매자들을 부도덕한 

사람으로 오명을 씌우는 법률이 사회의 구조적인 불평등의 근본 원인을 다루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그들을 배척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터너는 그 원인이 이성애자 

남성들의 “성적 욕구 해소”에 대한 “본능적 성욕의 자발적 수요”와 결부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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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으로 보고 있으며, 이로 인해  '폭력적인 논리'의 국제사회의 인신매매 

예방규정이 여성들의 인권을 더욱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말한다. 결국 터너는 

국제사회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각 국가 내에서의 인신매매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시아 지역을 살펴보면 일본은 1990년대 후반에 한국과 유사하게 

성매매와 원조교제(援助交際)에 대한 법률을 제정한 경험이 있다. 본 논문은 

인신매매, 강압적 성노예, 아동 성매매를 예방하고자 했던 국제적 규범이 국내와 

다른 아시아 국가들 내에서 어떻게 소위 도덕적 토대를 통해 여성 성노동자들을 

규제하고 있는지를 밝히고 있다. 일본의 성산업에 대한 법적인 제재를 한국과 

비교해 볼 수 있다. 일본은 1990년대 후반에 발생한 십대의 원조교제 가 

법률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다. 일본과 한국은 IMF 경제위기, 낮은 출산율과 빠르게 

변화하는 고령화 사회에 대한 불안의 결과로 유사한 경제적, 사회적 분쟁을 

경험했다. 일본에서 성관계 승낙연령이라함은 성인이 청소년과 성적으로 관계하는 

것이 불법이 아님을 뜻한다. 레헤니(Leheny)는 원조교제의 문제가 불안과 함께 

문제로 위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소위 사회질서 붕괴는 규율의 부족이나 전통적 

가치 하락 이라고 해석한다. 그 중 일본 젊은 사람들은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큰 

사회 문제에 책임이 있고 이를 상징하는 것으로 본다 (Leheny, 2006: 101).” 

원조교제에 대한 담론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십대소녀들의 행동에는 문제가 없으나 

사회적 통념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많은 질타를 받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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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학자, 운동가, 정치가들은 아동보호를 위하여 원조교제를 단속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십대소녀들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정의하며 근절하려고 하 다.  

일본의 법안이 공식적으로 원조교제를 하는 청소년들을 피해자로 볼 수 

있지만, 페미니스트와 아동인권 운동자들의 주장은 사법관들이 법을 집행하는 

동안 “십대 피해자들”을 범죄자로 취급하며 인권을 무시하며, 이들의 부모들 또한 

그들을 무시하거나 학대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한다. 결과적으로 1999 년의 

법률은 국제규범에 따라 해외원정 성관광규제와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오히려 십대의 원조교제규제를 통해 사회적으로 십대소녀들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보게 만드는 결과가 나타났다. 그리고 이 문제들을 해결할 

방안은 국내에 규범을 실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실행에 있어서 국내법과 국제 

규범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Leheny, 2006: 108). 일본의 섹스관광과 

청소년 원조교제에 대한 일본 경찰청의 조사 결과는 국제적 규범과 일치하고 

긴 한 향을 미쳐야 한다. 그러나 원조교제 청소년들의 체포율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온 10 대 소녀들의 진술을 비추어 볼때 많은 차이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소위 경찰의 지도를 통해 인신매매자와 아동 성구매자의 기소를 

추구하기보다는, 오히려 십대 여자의 '부도덕함'을 규제하려는 일본 사회의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일본 미디어가 주부와 십대 소녀의 원조교제에 대해 사회적 비판을 

강조하는 동안, 일본 의회는 성산업 규제에 대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소위 '전화클럽'과 원조교제를 하는 여성들을 '부도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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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여겨 사회적 감시를 했다. 법적으로 성산업을 규제했지만 법의 허점을 

노려 여전히 성산업은 계속되었다. 예를 들어 전화클럽이 규제 되자 해당산업은 

온라인 데이트 웹 사이트로 옮겨갔고, 오히려 이전보다 원조교제가 세 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결과가 발생했다. 청소년을 보호하자는 법은 오히려 청소년에게 1 백만 

엔의 벌금을 부과하 다. 레헤니의 주장에는 일본의회가 벌금과 함께 여성과 

청소년들을 보호 (保護)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이는 실질적으로 원조교제를 

근절하기 위한 강압적인 조치로 보인다는 것이다. 즉, 윤리의 입각한 방법으로 

경찰이 강압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다루기 힘든 10 대들을 관리 감독한다는 것이다 

(Leheny, 2006: 109-10). 레헤니의 주장에 따르면 초기에 인신매매의 근절을 

위한 목적 및 국제적 규범에 따르고자 재정하 으나 일본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던 원조교제와 성매매의 강력한 단속을 위해 적용하고 있음을 설득력 있게 

강조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일본의 현지화된 성매매 규제법이 제정된 이후 

한국에서도 2004 년에 국제 인신매매 금지법과 유사한 법 제정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본의 법체제와 한국의 법률 및 대법원 판례를 통해 성노동자와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처분에 관한 이분법적 관점을 볼 수 있다. 인신매매 

피해자에게는 중요한 생활지원 및 복지서비스, 직업훈련 등을 제공할 수 있지만 

본인이 성매매 피해자임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이는 법으로 금지한 성매매자로 

간주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반면, 1957 년 이후 일본의 성매매법은 

성산업에 관련된 대부분의 활동을 불법으로 여겼으나 성매매는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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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에선 유엔의 성매매의 금지에 대한 규범때문에 해당 법이 만들어졌다고 한다. 

그러나 이 법은 사회적 도덕성을 해치고, 개개인에 잘못된 성의식이 만연하게 

된다는 이유로 성노동자들을 강제적으로 재활시설에 감금하 다 (Leheny, 2006: 

55). 그러나 한국의 성매매자에 대한 법적제재는 일본보다 더 강력했다. 2004 년 

성매매특별법은 성노동자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범죄자로 

취급하 다. 

한국의 성규정과 비슷하게 중국에서는 성매매가 범죄 지만 성매매자들은 

1978 년부터 성을 파는 행위를 시작했다 (Jia & Yiyun, 2011: 123).1 도시에서 

혼전 순결의 윤리가 약해지자, 중국 사회에서 성적 자유 태도가 강해졌고, 

성매매가 이루어졌으며 이것은 좀더 수용가능하며 정당화가 되었다. 그러나 

지아와 이윤은 성매매자들은 부도덕하다는 오명을 쓴다고 지적하 다. 정부의 

에이즈 정책과 예방책에도 불구하고 성매매자들의 에이즈와 에이즈 바이러스에 

걸리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 다. 직업과 교육 면에서 남녀평등과 도시화 때문에 

성매매자들은 고립에 직면했고 성매매자들은 사람의 권리와 그들의 시민의 권리를 

동시에 잃어버렸다.  

                                                            
1지아와 이윤은 중국에서 성매매자들은 7 단계가 있는 것을 발견했고 그들의 작업환경을 서술했다. 

첫 번째 단계는 비공식적인 두번째 아내이다. 두 번째 단계는 성적인 사교 모임 동반 서비스이다. 

세 번째 단계는 성매매자들이 접대 시설에서 일을 한다. 네 번째 단계는 안마하는 여자들이 전화로 

일을 한다. 다섯 번째 단계는 성매매자들이 작은 유흥가에서 일한다. 여섯 번째는 길거리 

성매매자로 일한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도시 빈민가 사이트에 이주자와 하룻밤을 보낼 사람을 

찾거나 온라인 광고를 통해 일을 한다 (Jia & Yiyun, 2011: 126-7). 저자는 성산업에서 성매매자 

중에서는 낮은 사회 계급이 있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하위 계급은 나이가 많고 저학력 여성을 

특징으로한다 (Jia & Yiyun, 2011: 127). 결혼 상태를 보면, 미혼모 47.5%가 노래방 도우미이고, 

17.9%가 유흥가에서 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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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성산업 단속을 한국의 정책을 비교할 수 있다. 지아과 이윤에 따르면, 

중국 성매매자들을 주로 규제하는 정부 정책은 공공 보호 관리 법인데, 이 법은 

“성매매자들과 그들의 성매수자들에게 10-15 일간 구금조치를 취할 수 있고 

5000RMB 을 내야 하거나 사회봉사를 6 개월~2 년을 하여야 한다. 이 법을 

집행하는데 정식재판은 없다. 어떤 곳은 경찰관이 무조건 몇 명을 교육받게끔 자신 

할당량을 채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Jia & Yiyun, 2011: 132). 정부의 대대적인 

성매매 근절 단속 이후로, 성매매자들의 항의는 보기 힘들어졌다. 성매매자는 강간, 

폭력에도 불구하고 인권과 창피함을 표출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 그들은 

경찰에게 도움을 못 청할뿐 더러 고객들은 성매매자들을 이용한다. 유흥가는 높은 

급여를 주긴 하지만 오명과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 성매매자들은 도시화, 성 

차별과 국내이주 향으로 제한된 삶을 살아간다 (Jia & Yiyun, 2011: 131). 

정책의 부정적인 향을 고려하지 않고 삶과 고군분투 하는 성매매자들에게 

강요와 세뇌된 도덕성을 적용하는 것은 쓸모 없는 결과이다. 저자에 따르면 비 

범죄화는 범죄 처벌을 없애면 이루어질 수 있고, 중국은 대신 제한된 허가 시스템을 

유지하여 비 범죄화를 가져올 수 있다. 

호주의 합법적인 매춘법은 특히 성정체성과 성매매에 대한 한국의 정책과 

규제를 비교하는 데 유용하다. 설리번의 조사는 호주 정부의 성매매 규제때문에 

성매매산업에서 일하는 여성들을 남성 손님이나 성매매 알선업자의 폭력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보호할 책임이 있는 성적 체제에 대해 다룬다. 남성은 안전함과 건강 

관리 역활을 간과하는 반면 여성은 안전한 성을 위해 전체적 책임이 있는 성 체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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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든다 (Sullivan, 2007: 264). 설리반은 여성들의 건강과 안전이 간과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보건 당국은 성적 질병이 전염으로부터 남성 고객을 보호하는 

것이 정부와 보건당국의 주된 관심이라고 결론을 내린다 (Sullivan, 2007: 279). 

이 정책은 남성들이 계속해서 여성의 몸을 사는 것에 대해 권한을 보장하면서 

성매매자들의 권리는 축소시킨다. 

미커가 연구한 호주 퀸즈랜드의 성매매자들은 아시아 이주 성매매자들에 

대한 법적인 규제에 대해서 몇가지 통잘을 보여준다. 미커는 사기와 인신매매 

강요의 서술이 보통과 다르다고 지적한다. 퀸즈랜드에 주된 아시아 성매매자들은 

호주에 구 거주자이거나 성노동을 통해 그들의 여행비를 갚는 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합법적으로 이주된 사람들이다 (Meaker, 2002: 60). 호주 경제에서 

공장일이나 가정노동 같은 합법적인 선택들도 있다. 그러나 여자들은 성적 일을 

고른다. 급여가 다른 일보다 높고 아시아에 있는 가족들 몰래 해외에서 계속 

성노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런 성매매자들은 나중에 자기들이 

성산업에 일할 것을 알고있다. 하지만 이것은 안전하지 않은 섹스와 나쁜 환경, 

오랜 근무시간, 자유 부족 같은 끔찍한 일 상태에 동의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Meaker, 2002: 61). 또한 성규제의 문제점에 대해 연구하면서, 윈터와 킹에 

따르면 몇 몇 아시아 국가에  ‘전근대적 성별 다원성 (gender pluralism)’의 전통이 

있었다. 하지만 현대 트랜스 젠더의 여성들은 오명의 피해자들이고 사회의 

여백으로 려나며 성매매를 포함하는 “게토 직업(ghetto occupations)”을 

가진다 (Winter & King, 2011: 155). 성매매는 트랜스 젠더들에게 다른 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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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주며 지속적 파트너를 찾음으로써 정체성을 

확실히 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오명, 폭력, 성전환자, 강간, 관계 스트레스와 

성적 질병 전염이라는 위험 요소들에 노출된다. 현재 법률은 트렌스 젠더의 여성들 

문제를 간과한다. 성매매자들의 목소리를 안 듣는데 이러한 이슈를 알 수 없다. 

미커는 많은 아시아 여자들이 성산업에 뛰어 든다고 결론을 내리고, 성적 일 자체는 

억압적이진 않으나 사회, 경제 합법적 시스템이 성매매자들을 하찮은 존재로 

만들고 그들을 쉽게 착취하는 성산업을 만든다고 주장한다 (Meaker, 2002: 64). 

미커의 관점은 폐지론자들의 관점과 매우 다르고 다른 연구자들의 연구에서 빠진 

성매매자의 관점을 포함한다.  폐지론자들 연구에서는 성적 노동을 선택한 

여자들을 무시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미커는 단지 많은 여성들이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억압 받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얼마나 착취적 노동 

환경이 만들어졌는지를 면 히 고려해야한다고 역설한다.  

 

2) 성매매 법률과 젠더논리 

젠더이론자들은 성매매과 성산업에 대한 다양한 입장을 설명하고 

여성주의자들의 입법의 과정과 젠더문제를 풀어보려고 한다. 기존연구가 이룬 

성취에도 불구하고, 여성주의자들의 제한된 향, 문제점과 가부장제 사회제도 (예: 

대법원)가 그 여성주의자들에 제한을 두는 것에 대해 더 주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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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론자들 (Abolitionist), 개혁론자들 (Reformist), 도덕주의자들 

(Moralist), 인신매매 반대운동 단체와 기구의 협력을 억제하는 많은 관점들이 

있다. 케리에 따르면, 인신매매 척결 및 감시국의 미국 대사 러 (Miller)와 같은 

페지론자들은 모든 성적 일은 노예라고 강조한다 (Carey, 2011: 341). 러는 

인신매매와 싸우고 오명과 피해의 순환고리를 끊고자 하는 정부와 비정부 기구와 

시민들은 “성매매자” 또는 “아동 성매매자”라는 말을 쓰면 안된다고 말한다. 

현대의 노예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예를 사실적이고 비열한 이름으로 

부르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된다고 주장한다. 다른 한편으로 유엔 국제 노동 기구에 

있는 개혁론자들은 성산업을 규제하고 법률을 제정하고 체계화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접근법이라고 생각한다 (Carey, 2011: 341). 마침내, 미국정부와 법 

집행과 함께 그들의 복귀 교육 방식에 지원을 받고 활동하고 있는 기독교 

도덕주의자 그룹은 규범이 되었다 (Carey, 2011: 342). 라파엘은 “강요된 

성노예”라는 개념와  “성노동자의 선택” 같은 용어가 성매매 산업의 착취와 피해를 

숨기고 있음을 지적한다. 라파엘은 그 동안 비록 성매매자들이 강하고 재주가 있는 

여성들일지라도 강한 사회적 누명에 대항하는 것이 그들의 사회적 고립을 증가 

시킨다고 주장한다 (Raphael, 2012: 62).  

제프리스는 성매매자의 “자유 선택”의 개념은 사실 죽음과 배고픔 사이의 

선택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 다. 제프리스는 사업가는 성매매자가 아니라 

성매매 알선업자라고 지적했다. 제프리스에 따르면 개인적인 선택의 의한 

성매매와 해로운 인식이 없은 성산업은 모든 여성과 주변 이웃들 나아가 사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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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역향을 끼치는 시발점임을 강조했다 (Jeffreys, 2012: 81). 더 나아가, 개인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집단의 우선은 사회적으로 강요된 남성 지배와 여성 종속의 

맥락을 배제하고 무시한다. 2  제프리스는 군을 위한 성매매부를 예로 들며 

사회적으로 남성 지배와 여성종속이 만들어진 예로 한국을 제시한다 (Jeffreys, 

2012: 76). 

타일러는 '성매매의 성 (the sex of prostitution)'이 물화되고 

비인간적으로 취급이 되며, 이것은 여성을 반대하는 폭력의 형태이기 때문에 

여성의 권리를 위반한다고 주장한다. 타일러에 따르면 성산업 모두는 심지어 

합법적인 성매매 업체 시스템과 불법 거리 성매매, 성매매 피해 가능성과 특히 

성적 질병 전염과 심리적, 성적 폭력 같이 유사한 위험요소들과 연결된다 (Tyler, 

2012: 89). 타일러에 의하면 성매매는 여성의 자아를 빼앗고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2 송재숙은 1990 년대 후반에는 정부, 시민정치인, 언론매체를 통한 금융 위기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노인복지정책의 중의 하나 "보수적인 성별 사회분업과 가족가치의 논리에 의존하는 

신자유주의의 구조조정에서 파생되는 모든 사회 혼란을 조절할 수 있는 핵심이다"라고 주장했다 

(Song, 2009: 49-50). 그는 노숙자 정책에 대한 연구에서는 정부가 가족생활과 노동에서의 

성분화를 재구성하는 방법에 중요한 관점을 보여준다.  경제와 노동 구조조정을 연구하고 있는 

학자들은 성매매를 조사하는 것을 거부해왔다. 그 학자들은 성매매 산업에서의 노동을 일-

노동이라고 간주하지 않았다. 그러나, 경제 구조 조정과 노동 정책에 대한 담론으로서 성노동을 

포함하는 것은 신자유주의와 세계 경제 정책의 지역화에 대한 관점을 지지할 수 있는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송은 신자본주의가 새로운 경제원칙뿐만 아니라 사회 인식을 소개하게 되었다고 

결론짓는다: “신자본주의는 몇몇의 지역 활동가들로부터 사회 경제적 정신을 통한   설득력 있는 

권력을 획득하기 때문에 사회운동가들은 김대중 행정부를 비판하면서도 그들의 사회복지사업 

업무에 대한 정부의 정책에 반향을 끼쳤다 (Song, 2009: 50). 송의 1990 년대 노숙여성 중심 

조사에서 보면 신자유주의적 구조를 조정하며 한국정부의 젠도화된 남성 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를 

강조하는 사회복지정책을 보여준다. 한국 가부장제에서는 여성들의 생식 격리와 집안일을 우선 

순위를 매기며 남성들은 공식적인 경제에서 일하고, 노숙여성들과 비숫하게 성매매자들은 

사회체제에서는 정치적인 문외한인 외부인이다. IMF 경제구조조정 10 년 이후에 노숙복지와 

비슷한 젠더화 담론을 이용하며 성매매자들에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 인신매매 피해자들의 

사회복지와 보호정책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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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하게 된다고 한다 (Tyler, 2012: 95). 여성들이 단지 남성들의 욕망과 성적 

요구로 단지 여겨지는 존재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테일러는 심지어 성매매부들이 

섹스를 즐기는 척을 해도 남자들이 여성을 지배하고,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즐기라고 강요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다 (Tyler, 2012: 97). 

코이와 호르바트과 켈리는 성매수자들의 특징, 맥락, 성매매 동기를 

파악하려고 시도했다. 코이, 호르바트과 켈리에 따르면, 이들은 유흥가를 마치 

여가와 재미를 즐기는 것처럼 합법적인 소비로 만들려는 성향이 있다. 

소비지상주의적 가치관과 소비자 논의는 남녀평등을 무마시키는 반면에 그 산업을 

합법화 한다. 소비자 운동가나 신자유주의 또한 성에 대해 지불하는 것이 서로간에 

공정한 거래가 된다고 하 다. 그러므로 바리는 인권에 대해 논쟁하고 이것은 

자유와 착취가 정의된 의미로 사용된 ‘합의’라는 개념이 아니다고 주장한다. 코이, 

호르바트과 켈리는 성매매에 대한 중요한 요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남자가 선택할 

수 있는 수용량은 거의 조사되지 않았다 (Coy, Horvath & Kelly, 2012: 127). 

그리하여 성매매 구매자들은 성매매가 보편화되고 증가하면서 더이상 사회에서 

홀대받지 않는 존재로 일반화 되어 당연시 여기는 상태가 되었다 (Coy, Horvath 

& Kelly, 2012: 130). 즉, 성을 사는 것으로는 비도덕적으로 평가되지 않는다. 

또한 코이, 호르바트과 켈리는 또 다른 학자들이 성매매에 대해 추정하는 

것을 증명 했다. 인터뷰에서 성매수자들은 생물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그들의 권리를 지각하고 있다며 성매수자들의 성충동을 분명히 표현했다 

(Coy, Horvath & Kelly, 2012: 133). 코이, 호르바트과 켈리의 조사는 남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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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책임 없이 성 충동을 여자에게 표출 하고, 즉 여성의 몸에 사정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점을 보여준다. 성매수자들은 타자화를 통해서 이 여자를 주관이 

없는 쾌락주의적 흥분을 하는 매춘부들로만 강조한다. 또한 법원 판사, 경찰, 또 

다른 사회행위자들의 입장에 보면 성매매자들 타자화되어서 매춘부만으로 

상상하며 성매매 여성들의 인간성, 성산업밖에서는 그들의 적극적인 시민성을 

면회를 거절하다. 

캐러웨이는 한국 성매매자 여성들과 이들이 자신을 성노동자라고 보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여성가족부내의 여성주의자들 사이의 의견 충들을 

서술함으로써 한국의 성매매특별법을 검토한다. 캐러웨이는 “여성가족부나 

여성협회의 페미니스트 동료들은 성매매자들이 성매매 알선업자와 

성매매업주자들에 의해 착취을 당한다” 라고 말했다 (Caraway, 2008: 269).  

캐러웨이는 아시아 이주 여성은 반드시 인권 담론에 대한 조사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게다가, 연구원은 정부, 기업, 직업조직, 종교 등등에 의해 

이주 여성들이 피해를 받은 것을 검토하고 인신매매 문제를 비판할 수 있다. 

캐러웨이에 따르면 “정부와 몇 몇 NGO 들은 인신매매 반대노력이 주된 문제이다 

(Caraway, 2008: 259).” 특히, 캐러웨이는 ‘희생의 도덕적 위계 (moral hierarchy 

of victimization)’는 우리 사회 담론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는 

가치 있는 많은 이주자들과 그들이 지원을 받을 자격이 안되게 만드는 것을 

수치스러워 한다. 인신매매반대운동에서 우세한 목소리들의 담론은 사회가 성매매 

문제, 이주에 대한 태도와 또한 이주자들의 권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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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역할을 가질 수 있다. 성적 편견은 이민자들에게 많은 방면에서 향을 

주는데, 여성 이주 향이 현대 대부분 여성의 세계적 이주 경향, 이주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사회의 신념을 기반으로 한 여성들의 적절한 일, 그리고 심지어 여성 

이주자들이 그들 자신의 신원을 규정할 수 있는 사람으로 취급될 수 있는지 

없는지에 향을 미친다. 

한국의 국내적 맥락에서 보면 대부분 인신매매에 대해 연구하는 학자들은 

성산업 폐지론자와 개혁론자 두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폐지론자들은 

인신매매뿐만 아니라 성산업 모두를 폐지하기 바라며, 반면에 개혁론자들은 

성노동자들의 인권을 위해 성산업을 개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피치는 이러한 

상반되는 이념적인 문제 때문에 아시아 지역을 넘어선 국제사회에서의 인신매매 

예방을 위한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지적한다 (Peach, 2008: 

239-240). 피치에 따르면 폐지론자들은 성산업과 성노동 자체가 여성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도덕적 관점에서 성노동자들을 불륜한 여성이라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개혁론자(성산업 규정과 개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운동자)들은 인신매매를 당했던 피해자 이외에도 자발적 성노동자들의 

인권을 지지하기 위해 성산업이 저임금, 낮은 수준, 일자리와 유사하다는 주장을 

통해 이를  ‘일상적 상태’라는 점을 지나치게 강조할 수 있다 (Peach, 2008: 240). 

피치는 국제 노동 기구의 보고서를 인용하며 이를 밝히고 있다. 즉, 아시아 

지역에서 성노동은 가장 많이 소외된 직업이며, 그들 자신을 인권의 

당사자로서 여기지 않는 여성들에게 인신매매 예방을 위한 국제인권전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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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효율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Peach, 2008: 246). 전통적으로 남성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법 체제 아래에서 여성들은 전통적으로 비공식적인 사회통제 기제 

아래에서 책임, 효심, 의무, 죄책감과 수치심에 의해 지배되며, 이로 인해 여성들은 

그들의 가족과 환경의 관계 내에서 그들의 삶이 맥락화되고 규정된다 (Peach, 

2008: 247-8). 

성매매 합법화를 반대하는 학자들 중에서는 최병각의 논리를 살펴보자. 

최병각은 성매매 합법화 규정을 재정비하자는 제안에 확고하게 반대한다. 

최병각에 따르면 “공창제 도입방안의 경우 매춘행위자에 대한 형벌권이 제한되는 

것은 긍정적이나 매춘조장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약화된다는 측면에서 수긍되기 

어려울 것이다 (최병각, 2002: 322).” 최병각은 다음에서 청소년 성매매 가능성과 

성노예 이슈를 중심하여 성매매는 직업이 아니라는 인식에 대한 의견을 보여준다. 

“다만 매춘행위를 합법화하고 직업으로까지 인정하는 방안은 청소년매춘과 

노예매춘의 억제만 확보된다면 받아들일 여지도 적지 않다고 하겠다 (최병각, 

2002: 322).” 최병각은 국제운동과 국제규제의 측면에서 성매매정책 논리를 

비판하며 보고 한국의 통칙권을 주장하는 점을 강조한다. 최병각에 따르면, 

“아무튼 매춘정책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는가도 물론 그에 따라 

형벌권의 활용여부와 그 범위와 수준을 결정할 수 있겠지만, 우리 

사회의 법의식과 성문화에 걸맞게, 무엇보다도 국가가 개인에게 

형벌권을 행사함에는 한계가 따르고 그의 따라야 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최병각, 2002: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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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한편으로 성매매반대 정책의 결과는 무엇인가? 

한국의 정책 입안자들과 공무원들은 자연적으로 성산업을 허용하는 정책을 

인가하면서 금전적인 이득을 위해 군산과 같은 안전하지 못한 성산업 유흥 업소에 

대한 법적인 의무에 침묵했다. 또한, 성매매자들에 따르면 정책 입안자들은 경제적 

관점에서 이윤이 될 법한 재개발 대상 지역에서의 홍등가나 성산업에 대해 보다 

엄중히 범죄를 단속하고 있다.3 만약 보다 많은 학자들이 성노동을 일-노동으로 

인정한다면 노동권리와 경제 구조조정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노동 조사의 일환으로 

성노동자를 향한 정부 정책의 적절한 이론적 프레임워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국제 기구와 정부가 특정상황을 알고 있는지 우선순위를 매기는 케리의 

평론들은 성산업에서 실제로 일했던 사람들의 진술과 하찮은 존재로 만들어진 

성산업종사자들의 경험과 학문적 전문가에 의해 나타난다. 케리는 성매매자들이 

제외될수 있는 몇가지 방안을 예로 제시했다. 국제기구와 정부는 그들의 정책 

입안을 알리기 위해 “최선 관례” 조사를 사용하는걸 선호해야한다. 오로지 

확실하게 제한된 비정부 기구(특히 서구 NGOs)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초대받아야 

한다. 성매매자들이나 인신매매 피해자들은 일반적으로 오로지 식사시간 동안, 

그들의 지식이 배지되는 회의 마지막에 빠지다 (Carey, 2011: 347). 한국 

회의에서 그 주제에 대한 유사접근 방식은 공통적이다. 단지 성산업의 확실한 

생존자만 말할 수 있게 선택 받거나 그들의 진술은 전문 학자 패널들에 의해 완화 

                                                            
3 김태종 기사. "성매매업자들 정부 단속에 항의" 한국일보, 2011-05-16. 

다운로드 http://www.koreatimes.co.kr/www/news/nation/2011/05/117_871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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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거나 프로그램 마지막에 나타난다. 케리는 하위 사회 계층의 지식이 반  되어야 

함을 지적하기 위해 푸코의 ‘예속된 지식 개념’을 사용한다. 원미혜는 성산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즉, 

“여성은 더 이상 단순히 피해자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일과 즐거움, 

그리고 억압과 질곡을 겪어 내는 당당한 주체로서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나는 성산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 어떤 면에서는 

단일하고, 어떤 면에서 단일하지 않은 – 직접 드러날 수 있기를 

고대한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듣고 싶은 것만을 듣고 보고 

싶은 것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풍부한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 

두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를, 그 만남을 기대한다. 이제 

소외되어 온 그 여성들 자신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내적/외적 

조건들을 조성해 나아가야 한다. 자신의 선택을 존중하듯이 다른 

여성의 삶의 방식을 존중하고, 다양한 즐거움과 다양한 억압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출발점으로 하면서 말이다 (원미혜, 2002: 62).”   

원미혜에 따르면 우리사회의 배려와 경청은 여성의 억압의 종료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성매매특별법을 수립하기 전에도 여성주의자들의 성매매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로비 활동을 하는 것의 딜레마에 대해서 학자들의 논의가 있었다. 

김은경은 성매매 폐지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확실히 주장한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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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적 관점에서 볼 때, 성매매를 범죄로 만든다고 해서 그러한 

욕망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 같다. 사실상 성매매를 제거할 수 있는 

정책이란 없다. 가장 최선의 정책은 성매매와 연관된 문제등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김은경, 2002: 67).” 

김은경은 여성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도덕적 위험부담으로서의 성매매”라는 

개념으로부터 현재 두 페미니즘 운동 세력간에 놓여 있는 대립/담화불능 상황에서 

빠져 나올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을 발견할 수 있다” 는 점을 주장한다 (김은경, 2002: 

67).” 하지만, 김은경의 맺음말에서는 개혁주의자 입장을 밝힌다. 즉, 

“성매매를 도덕적으로 근본적이라기보다는 “도덕적으로 위험한 

것”으로 범주화하는 것은 국제적/국가적 수준에서 의무화된 성착취 

반대협정을 지역적 수준에서 뒷받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성착취 근절이라는 장기목표하에서 지역적 맥락에서 매춘 여성의 

권리보호를 위한 비범죄화라는 단기 전략을 채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김은경, 2002: 68-9). 

다음 절에서는 법여성주의 이론 학자들의 논리에 의존하겠다. 

주승희는 법여성주의 이론들을 토대로 이것들이 강조하는 주요한 문제점 

4가지를 평가, 요약한다. 첫째로, 성매매 자체가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을 

위반하는지, 두번째로 인권을 위반하고 있지 않다면 성매매에 대한 법적 규제가 

성매매자들을 ‘범죄자로 낙인, 규정함음으로써’ 여자의 낮은 사회적 지위를 

약화시키는지, 셋째로 사회의 구조적인 성차별과 함께 극심히 빈곤한 상태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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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의 다른 요인들을 제거하면 성매매가 사라질 것인지, 마지막으로 남성들의 

성적 요구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성매매를 억제할 수 있다고 믿고 

규제함으로써 마땅히 그들[인간의 성적 요구]이 누려야 할 권리 (대표적으로 

노동권)를 박탈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해 논하고 있다 (주승희, 2005; 293).  

맥브라이드 스테트슨은 여성단체, 미디어와 정부 사이의 공동 연구가 항상 

여성의 정치적 의견 권리를 촉진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한다. 맥브라이드 

스테트슨은 매춘의 부도덕을 강조하는 정책입안자를 대신해 1980 년대 억압과 

착취로부터 여성의 자유를 이루는 발달을 예를 들어 강조하 다 (McBride 

Stetson, 2004: 256). 1990 년대 말, 미국 의회는 인권면에서 불법이주를 대신해 

인신매매 피해자들과 인신매매에 대해 주목하 다. 맥브라이드 스테트슨에 의하면, 

한국의 한국여성단체연합과 같이 미국에 여성단체연합 또한 성매매를 모든 여성 

사회에 성적 착취 향을 끼친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들은 인신매매의 정의를 

바꾸고 싶었지만 정책의 결과는 성적 착취 대신 힘, 사기 그리고 거짓말에 초첨을 

두었다 (McBride Stetson, 2004: 259). 여성운동가는 법에 실망하 지만 이것은 

여성의 권리문제에 대한 최우선문제는 아니었다. 

아웃슈르느는 성매매를 개선하려는 36개의 정부정책 토의와 12개 국가에 

대해 조사하여 제출하 다. 아웃슈느르는 주된 정책들에서여성 단체기구는 

정치논의에 관여하기가 어렵고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제외된다고 지적했다. 

여성 협회가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 관여할 수 있을 때, 이것은 그들이 성공적으로 

그들이 참여한 토론에서 그 성적 문제가 타당하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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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Outshoorn, 2004: 270). 그러므로 여러 나라의 여성 해방운동은 

여성들의 성매매 비범죄화 정책을 달성하는 데 향을 끼칠 수 있었다. 미국은 

아주 드물게 성을 파는 것이 여자들에게 아직 불법이다. 다른 나라들은 성매수, 

성산업 업주나 포주들에게 집중을 하 다. 몇 가지 사건에서 성매매자들의 운동과 

여성 해방운동과 그 결과로 초래된 법은 성매매자들의 목표를 몇 가지 정책에 

반 하 다. 그러나 다른 사건에서 성매매자의 운동과 여성 권리 해방 운동 사이의 

파트너 관계는 성공적이지 못했다 (Outshoorn, 2004: 279). 한국의 사건을 보면,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주로 성산업을 떠나야 했거나 떠나고 싶은 여성과 인신매매 

피해자라 불리는 여성들과 파트너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2004 년 

성매매특별법을 위해 로비 했을 때 성노동인권 협회와 파트너가 아니었다. 그래서 

성매매자들의 목소리는 정책결정과정이 될 만큼 다양하거나 대표적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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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틀과 정의: 푸코와 스피박의 이론 

미셸 푸코는 <성의 역사>에서 성과 권력 사이에는 억압적인 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푸코는 권력관계를 설명하면서 이 관계의 존재에는 여러가지 저항점이 

있다고 지적하 다. 이것들은 대상화, 타켓 (타자화),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권력관계의 도구 역할을 한다 (Foucault, 1978: 95). 성산업 내에서 사회담론과 

법은 국내정책과 해외정책 담당자, 사회운동, 정책기관과 노동자들 사이의 

상호관계를 통해 성립되었다. 푸코는 우리에게 어떻게 이 많은 집단, 객체들이 

개개인의 행동과 사상에 접근하는 의미와 담론을 만들게 하는지에 대해 고려하게 

만든다. 한국 대법원의 담론은 인신매매에 대한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쪽으로 

판결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한국사회의 젠더체제를 

재구성하기 위해서 해당 국제규범을 국내규범으로 재정립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본 논문은 대법원의 금지된 성노동에 대한 판례의 대표적인 예시를 통해서 

성매매자를 비난하는 도덕성과 성산업의 통제를 밝히는 것이다. 그리하여 

대법원이 어떻게 여성 성생활을 규제하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 대법원의 인신매매 

피해자와 (불법적인) 성매매자 분류 유형을 보면 국가권력의 규제 방향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규제가 성생활이나 젠더체제에 어떤 향을 미칠 수 있을지 문제된다.  

가야트리 스피박의 논문 <서발턴이 말할 수 있는가?> (1988)에서는 

스피박은 푸코의 이론적인 '주체'를 평가하며 푸코가 서발턴들이 실제로 경험하는 

전지구적 차별과 억압 구조를 알지 못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서발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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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과하여 못 보고 넘어가면 한층 더 깊은 침묵 속에 빠친 된다고 비판한다. 대법원 

판사들은 사회적으로 엘리트 주체성과 위치 때문에 서발턴 성노동자들의 입장을 

인정할 수 없는 데 그 관계를 설명하려면 스피박의 ‘비평적 개입’이 필요하다. 

스피박은 여성주의와 마르크스의 이론을 발전시키기 위해 이론들의 중요한 

개념을 사용하는 동시에 이 이론들의 문제점들을 드러낸다. 스피박은 

서발턴이라는 개념을 우선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서발턴이란 지배계층의 

헤게모니에 종속되거나 이에 접근을 부인당한 그룹을 의미한다 (박종성, 2002: 

61). 스피박은 그람시의 서발턴 개념을 토대로 인도에서의 두 가지 문제점들을 

제시한다:  

“첫째, 고전적 마르크스주의 모델은 인도 독립 기간과 전후 

여성들의 삶과 투쟁을 간과하고 있다. 둘째, 반식민 민족주의 

지도자들이 서발턴 계층을 동원하기 위해 기댔던 마르크스주의 

모델은 결국 서발턴의 사회적/경제적 상황을 변화시키는 데 명백히 

실패했다 (모톤, 2003: 25).”   

따라서 스피박은 이렇게 그람시의 서발턴 개념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람시보다 

나은 이론을 도출해 낸다.  

“그래서 스피박은 서발턴 논의에서 이러한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적 

정의 대신 여성들의 삶과 역사를 고려하며, 해체론적 성격이 

두드러지는 포스트마르크스주의적 정의를 제안하다 (모톤, 200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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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박은 여성주의와 마르크스의 이론에서 또 다른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한 예로, 

“스피박은 <가치 문제에 관한 단상들>에서 ‘제 1 세계’와 ‘제 3 세계’ 

사이의 국제적 노동 분업을 고찰하는 데에는 마르크스의 

노동가치론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페미니즘과 

비평이론>(1978)과 <서밭턴의 문학적 재현>(1988)에서는, 

마르크스의 노동가치론이 ‘제 3 세계’ 여성들의 임금을 받지 않는 

생산/개생산 노동력을 무시한다고 비판한다 (모튼, 2003: 45).”  

또한 스피박은 푸코, 여성주의, 마르크스의 이론이 제기한 성별, 계급의 

해방 유토피아적인 관점에 대해 ‘제 3 세계’의 억압받는 서발턴들이 이러한 

이론들을 견제하는 비평적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스피박에 따르면,  

“그러면서 동시에 서구 탈구조주의의 이름으로 제기되어온 

급진적인 정치 주장들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시한다. 예를 들어 

<서발턴이 말할 수 있는가?>에서 스피박은, 푸코의 권력/지식 이론 

모델이 국제적인 노동 분업과 국내외에서 계속 되는 ‘제 3 세계’ 

노동자들의 착취를 무시한다고 비판한다 (모튼, 2003: 46).” 

치아는 푸코의 이론에 대한 스피박의 비판을 덧붙이고 있다: 

“이것은 시민사회가, 우리가 종종 국가로부터 자율적인 공간이라고 

찬양하는 바로 그 시민사회가, 통치성 (governmentality)의 

생산물-효과라는, 직관과는 반대되는 푸코의 논지를 긍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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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자유주의가 통치성안에서의 하나의 변주가 됨, 사회의 

이름으로 통치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통치의 한 형태가 된다 (치아, 

2003: 348).” 

또한 바리는 푸쿠가 개인과 커플사이의 성관계를 남자가 여자보다 더 사회적으로 

힘있게 만드는 성관계의 큰 그림을 무시하는 것을 비판한다 (Barry, 1995: 74). 

바리는 또한 국제여성인권 행동주의에 대해 비판하고 서구여성이 성적 착취에 

저항하고 싶어 공통 증거들을 모고 배움과 소문을 듣기 위해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은 의무적이다라고 강조했다 (Barry, 1995: 277). 국제 페미니즘은 반드시 

정치적으로 압박 받는 여성과 침묵하고 있는 여성이 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또한 바리는 성매매 종사하는 자신을 변호하거나 알리려는 여성들은 단지 

강력한 가부장적 정부에게 이용 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바리는 

성매수자들이 처벌받는 합법적인 시스템을 지지한다. 이것은 여성 인권이 여성의 

다른 성적 착취 형태로부터 성매매가 될 수 없게 접근하고 금지론자나 폐지론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Barry, 1995: 299). 바리는 자포자기 상태의 성매매는 입증하기 

어려우며, 성매매를 그만 두려는 여성을 위해 사회적 배려, 건강관리, 심리상담 

그리고 직업훈련 교육등의 제도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린다. 

최장집에 따르면 “보수 편향적 정당 체제를 특징으로 하는 한국 민주주의가 

가져온 가장 큰 사회적 결과는 계급 간 불평등 구조가 급격하게 심화되었다는 

사실이다” (최장집, 2005: 27). 차테르지는 스피박과 유사하게 국가의 통치성으로 

인한 서발턴들의 사회위치를 지적하고 있다. 즉, “간단히 말해, 우리 눈앞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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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발턴 주민들이 통치성의 망으로 급속하게 병합되어 가는 변화가 일어났다”  

(차테르지, 2003: 147). 이러한 이유로 이 논문에서는 서발턴 성매매자들에 대한 

대법원 판사들의 인식을 평가하고 스피박의 이론을 적용할 것이다. 시민사회와 

법률제정 사이에서의 관계를 이해하기위해서는, 어떻게 국가 정부가 우리의 

사상을 구성하고 있는지 그리고 국가의 통치성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사회인식의 

확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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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성매매특별법의 역사와 문제점

1. 한국의 성매매규제의 역사

바리는 경제발전과 산업화가 함께 여성들이 일을 구하러 집에서 떠나 특히 

도시에서 일을 많이 찾고 성산업 또한 증가한다는 성산업화의 개념을 소개했다 

(Barry, 1995: 52). 처음 성매매 시작하는 여성들의 계기는 폭력과 사기에 의해서 

이지만, 성매매를 이루어 가는 과정해서 받게 되는 임금은 다른 직업과 비교했을때 

더 많아지고, 이는 성산업에서 여성들이 증가의 이유를 보여주는 특징적인 예이다. 

그래서 여성 인구의 커다란 일부는 성적 노동으로 착취당한다 (Barry, 1995: 123). 

이 단계에서 여성들은 노동시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지 못해 성매매로 어 

넣어진다.  그러나 그들은 어쩔 수 없이 폭력을 당하거나 매매를 당하지 않는다. 

한국의 ‘성산업화’는 식민지 과정 아래에 수 년간 있었다. 그리고 박정희 시대에 

더욱 발전했다. 바리는 일본의 식민지화와 위안부가 되는 여성의 군대 동원을 첫 

번째로, 다음으로 한국에 있는 무장한 미군을 위한 군사 성매매 시스템 그 다음 

한국 역사에 성산업화를 위한 과정 같이 일본 관광객을 위한 섹스 관광의 발전을 

강조한다 (Barry, 1995: 127-130). 산업화와 국가경제 정책은 종종 남성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여성들에게는 제한적이고, 한정적인 일의 기회 뿐이 다. 

바리에 따르면 ‘성산업화’ 후의 사회는 한단계 발전된 탈 공업화된 사회에 

향을 주고 성매매가 보편화되는 과정을 거친다. 이 단계에서 여성들은 경제적 

자립에 더욱더 잠정적인 가능성을 가지게 되고 이에 남성은 여성을 통제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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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는 단계가 시작된다. 바리는 가부장적 지배가 여성들을 사회적으로 남자가 

통제하기를 다시 주장할 수 있도록 만든다고 논쟁한다 (Barry, 1995: 53). 보기로 

널리퍼진 여성의 성적 대상화, 포르노물, 성적 학대, 가족 통제와 생식을 여성에게 

제한하려는 노력 기타 등등이 있다. 바리는 또한 1970 년대 1980 년대말 한국 

마피아와 미군, 통산판매산업에서 한국 여성을 미국에게 성매매 마사지를 하라고 

팔아 넘긴 것을 지적한다 (Barry, 1995: 139). 1995 년에 바리는 한국은 개발 

성산업화 국가라고 간주했다 (Barry, 1995: 177). 그러나,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겹쳐지는 부분들이 나타난다. 한국은 전두한 정권 시절의 스포츠와 미디어, 

성인 화의 제작증가 등으로 성매매에 대한 보편화가 시작되었음을 알 수있다. 

확실히, 최근의 한국을 보면 성매매는 보편화 되어있다. 그 이유로 성매매를 위한 

인신매매는 줄지 않고 있으며, 동남아시아로 이어지는 섹스관광은 성행하고, 

동남아시아 여성들의 결혼 이주는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리는 이것이 아시아 

지역에 성매매 표준화와 성산업화의 과정이 자세히 기록된 아시아여성 협회의 

적극적인 노력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1960년대와 1970년대 동안 한국 정부의 외화보유자금의 불안은 한반도의 

미국병력의 철수 문제와 닉슨 독트린으로 유발된 한미 동맹의 긴장과 나란히 함께 

대두되었다. 박정희는 한국에 있는 미국 병력의 주둔을 유지하면서, 그 동안 경제 

발전 정책을 강력하게 추구했다. 이는 박정희가 북한의 군사적 무력을 

입증함으로써 한국의 미국 군부대 주둔을 유지한 것이다. 박정희는 또한 경제 발전 

계획을 위한 추가 외화보유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많은 시민들을 동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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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군사적 방어태세 계획이 진행되는 동안, 높은 저축률을 확보하고 외화에 

접근하고 수출 시장에서 이득을 얻기 위해 공식적과 비공식적 경제시장이 

동원되었다 (조희연, 2010: 67). 박정희 시대 남한 사회에는 남자의 성윤리를 위한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 그러나 발전과 경제 성장 그리고 심지어 성은 경제발전과 

안보를 위해 활용되었다. 

1961 년에 윤락행위등방지법으로 성매매를 금지했지만 오히려 박정희 

정부는 군사개발과 경제개발을 하면서 성매춘체제를 지지했다. 조희연은 그 

당시의 성노동체제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다. 즉,  

“그 시대 남성의 성윤리 수준을 반 하는 것이지만, 개발과 

외화획득을 위해서라면 성까지도 도구화하는 체제의 파행성을 

말해주는 것이도 했다. “권력이 매춘을 비호하고, 국가가 매매춘 

현상을 묵인하면서 관광정책이란 미명 아래 이를 격려했다”라는 

평가가 생길 만도 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문제는 당시 한국사회와 

정권이 이중적이었다는 데 있다. 앞에서는 매매춘 여성에게 ‘달러를 

벌어들이는 수출전사’라고 부추기면서, 뒤에서는 ‘매춘부’라며 

낙인을 찍었던 것이다 (조희연, 2011: 179).”  

조희연은 성산업은 또한 추가적 외화 준비액 확보와 미국이 요구한 남한에 있는 

군사 병력들을 위한 휴식에 대한 간청으로 박정희의 권력을 보호하 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공적으로 성매매거래가 금지되는 동안, 사실적으로 정부는 

매춘부를 용인했고 비 리에 성산업을 관광사업으로 위장하여 격려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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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자들은 애국적이라고 불렸지만 한국 정부와 사회는 그들 뒤에서 그들이 

성매매자라고 오명을 씌었다 (조희연, 2011: 180). 

2001년부터 2011년까지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성노동 반대와 인신매매 

방지 시위운동을 했다. 또한 2001년부터 미국 국무부에선 다른 나라의 인신매매와 

인권 실태를 조사하기 시작하여 매년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는 다른 국가의 노예, 

노동작취, 장기 매, 인신매매를 예방하는 정책을 평가하기 위함이다. 2001년에 

국무부의 보고서에서 한국은 인권실태가 하위권인 나라에 속하 다. 한국 

여성가족부는 성매매와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사업을 추진했다. 2004년 3월 

24일에 성매매특별법이 제정됐고 성매매는 다시금 금지되어 대법원은 새로운 

판례를 적용하여 규제했다. 성매매 규제법을 제정한 후로 한국은 몇 년 만에 미국의 

인권보고서에서 상위권으로 올라갔다.  

학자들의 역사적인 젠더이론의 테두리 안에서는 한국의 성산업의 발전에 

대한 양후 연구가 도움이 된다. 같은 연구가 계속 보완되면서 현대의 법률과 

현대사회인식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 쟁점들은 다음 절에서 더 충분히 논의된다. 

 

2. 성매매특별법의 배경 

우리는 한국의 성규정 역사를 설명한 후에 2000년과 2002년의 군산 

사건들을 그것들의 역사적 맥락에 놓고 평가한다. 군산 윤락가 화재참사 사건은 

인신매매된 여성들 5명의 목숨을 앗아간 비극이었다.  군산의 성매춘 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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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파리 골목이라는 곳에서 화재가 시작되었고 포주가 업소에 설치해 놓은 철창 

때문에 0.8평 크기의 쪽방에 있던 인신매매된 여성들이 화재로부터 미처 빠져 

나오지 못했다. 포주의 불법 행위로 인해 소중한 인명이 사라진 비극적 참사 다. 

더구나 이는 경찰의 무책임으로 인한 참사이기도 했다.  

"윤락녀의 유족들이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을 맡고 있는 

원고측 대리인 배금자 (裵今子) 변호사는 12일 열린 재판에서 

“윤락업주들이 군산 지역 공무원에게 정기적인 ‘성 상납’을 

해왔으며 이런 유착관계 때문에 경찰이 윤락가 단속을 사실상 

방치해 왔다”고 주장했다.4 

 A 씨 (27)의 법정 증언에 따르면 “98 년 중순부터 18 개월동안 군산지역 

형사들에게 100 여차례에 걸쳐 정기적으로 술 접대를 했으며 경찰 고위간부 

등에게 수 차례 ‘성 상납’도 했다”고 밝혔다.5 A 씨에 따르면, “98 년 5 월경 포주가 

‘잘 모시라’며 경찰 고위간부에게 데리고 가 성관계를 맺도록 강요했다”며 “그 

간부는 지역 TV 방송에서 여러 번 봐서 익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므로 틀림없다”고 

주장했다.6 또한 군산 경찰들을 위해,  

                                                            
4 이정은 기자. "군산 윤락업주 경찰에 성상납＂…배금자 변호사 주장." 동아일보, 2001/07/12. 

http://news.donga.com/3/all/20010712/7714285/1 다운로드 2013/03/28. 
5이정은 기자. "군산 윤락업주 경찰에 성상납＂…배금자 변호사 주장." 동아일보, 2001/07/12. 

http://news.donga.com/3/all/20010712/7714285/1 다운로드 2013/03/28. 
6이정은 기자. "군산 윤락업주 경찰에 성상납＂…배금자 변호사 주장." 동아일보, 2001/07/12. 

http://news.donga.com/3/all/20010712/7714285/1 다운로드 201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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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주들은 경찰이 마신 술값을 장부에 올리지 말라고 했다”며 

“업소에 몸담고 있던 지난 18 개월 동안 매일같이 윤락과 나체 쇼 

등이 행해졌으나 경찰 단속에 걸려본 적이 한 번도 없으며 

불심검문이나 합동단속기간에는 경찰들이 포주에게 미리 알려줘 

피신했다”고 덧붙 다.7  

이 사건은 성산업에 대한 비판뿐만 아니라 경찰에 대한 세인들의 외침과 비난을 

들끓게 만들었다. 권 (55, 유가족 대표) 씨는 피해자의 가족을 대신하여 말하며 

"경찰이 사건 발생 후 현장을 제대로 보존하지 못해 감금, 폭행 등을 입증할 수 

있는 희생자의 일기장과 금전 출납부를 유가족이 발견하게 했다"며, "이는 경찰이 

적극적인 수사 의지가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말했다.8 권씨와 

피해자들의 가족은 경찰 책임에 대한 요구를 물었다. 즉, "진실을 밝혀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해서는 안 되는 경찰이 사건을 은폐, 축소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9  배금자 변호사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윤락여성의 

인권보호를 외면한 경찰의 직무유기에 대해 처음으로 국가배상책임이 있음을 

                                                            
7이정은 기자. "군산 윤락업주 경찰에 성상납＂…배금자 변호사 주장." 동아일보, 2001/07/12. 

http://news.donga.com/3/all/20010712/7714285/1 다운로드 2013/03/28. 
8최경준 기자. "군산 윤락가 화재 사건 경찰 수사 허점 투성: "희생자의 죽음 막을 수 있었다." 

오마이뉴스, 2000.09.28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019559 다운로드 

2014.03.28.  
9최경준 기자. "군산 윤락가 화재 사건 경찰 수사 허점 투성: "희생자의 죽음 막을 수 있었다." 

오마이뉴스, 2000.09.28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019559 다운로드 

201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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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했다는 점에서, 법조계에서는 역사적인 판결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주장했다.10 또한 배금자 변호사는 이 사건을 시민사회의 문제로써 결부시켰다. 즉, 

“시민단체에서 이번 사건을 맡아달라고 했을 때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여성들이 

감금돼 성노예 생활을 하는데도 경찰과 공무원들은 이를 묵인하고 방치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나라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라고 밝혔다. 11  군산 윤락가 

화재참사는 인신매매 피해자의 인권에 대한 가족, 미디어, 시민사회 및 법적 

지지자가 동원된 사례 다. 

 

3.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성매매근절운동  

한국여성단체연합 (KWAU)은 인신매매와 성노예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성매춘 자체를 완전히 근절해야 한다며 정부정책 추진에 압력을 

행사하 다. KWAU 의 성매매 금지를 요구하는 사태에서 보면 처음부터 

인신매매와 성매매를 같은 것으로 여기고있다. 예를 들면, 군산 화재사건 이후에 

인신매매로 성노예가 된 여성들의 생활조건을 설명하며 

“여성연합은 회원단체인 새움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및 

                                                            
10 한명우 기자. “국가 배상판결 여성인권 향상 계기”군산 윤락가 화재사건 변론 승소 배금자 

변호사." 현대불교, 2002.07.17. 

http://www.hyunbu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2945 다운로드 2014.03.28. 
11 한명우 기자. “국가 배상판결 여성인권 향상 계기”군산 윤락가 화재사건 변론 승소 배금자 

변호사." 현대불교, 2002.07.17. 

http://www.hyunbu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2945 다운로드 201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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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춘 근절을 위한 한소리회 등과 함께 지난해 2000 년 발생한 

군산화재참사 이후 현재까지 연이어 사회적으로 폭로되고 있는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감금, 인신매매, 강압적 채무 등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우리사회에 만연한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법적 대안을 

마련해왔다.”12 

KWAU 은 인신매매뿐만 아니라 성매매 자체를 근절하기 위한 관련 법 제정을 

촉구했다. 더구나 KWAU 은 성매춘 자체는 여성과 청소년의 인권침해와 

성착취라고 주장을 계속하면서 '공창제도'나 다른 토론이슈를 인정하면서 한다. 즉, 

“정부 및 사법당국은 성매매를 '사회적 필요악' 또는 '사회적으로 

만연된 현실' 이라는 등의 이유로 내세우며 자칫 '공창제도'의 도입 

논의나 '해결 불가'한 것으로 간주하면서 근절의지를 포기하는 것은 

국제사회가 최근 벌이고 있는 인신매매, 노예매춘 근절을 위한 

노력과 배치되는 것이며 강력히 비난받고 있음을 자각하고 성매매 

범죄의 근절을 위해 매진할 것을 촉구한다.”13 

또한 그 제안을 국제사회의 규범으로 일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성노예해방론자들의 입장을 인용하여 다움과 같이 주장한다. 즉, 

“성매매 문제는 일시적인 단속이나 외형적으로 쇠창살을 제거하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성매매된 여성들의 인권을 

                                                            
12여성연합, "성매매방지법 주요골자," 2001/12/28. http://blog.woman21.or.kr/tc/issue/2143 
13여성연합, “군산화재참사 1 주년성명서,” 2002/01/09.  http://blog.woman21.or.kr/tc/issue/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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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린하고, 착취함으로써 이득을 보는 성산업의 고리를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마련을 통한 접근이 아니면 이러한 

대형참사는 언제든지 재발할 수 밖에 없다.”14 

따라서 KWAU 은 새로운 국제규범을 통해 국제사회의 성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국가 법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한국정부가 그 규범에 참여하지 않고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국제 사회로부터 비난 받을 것을 상기시켰다. 

 

4. 성매매특별법의 장점과 단점 

쳉은 성산업의 인식과 규제에 세 가지 핵심 변화가 있었다고 지적한다: 

첫째, 처음으로 한국 법률 시스템이 인신매매와 상관없이 모든 성매매자를 법률로 

금하지 않고 '인신매매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의 변화이다. 둘째, 그 한국법은 

인신매매 피해자에게 생활 지원, 복지 서비스, 직업 훈련 등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여성단체나 엔지오에서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을 

부여하 다 (Cheng, 2010: 31).  

이호중은 성매매 여성을 보호하는 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보호법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여준다.  

                                                            
14여성연합, "군산 개복동 화재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수사를 요구한다!" 2002/02/04. 

http://blog.woman21.or.kr/tc/issue/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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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성에 관한 이중적 도덕기준을 가지고 있는 한국 사회의 

주류적 담론이 생생하게 존재하고 있으며, 도한 검찰과 경찰이 성을 

사는 행위자에 대하여 사실상의 비범죄화를 행하고 있는 관행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한다면 보호처분우선주의의 도입은 절묘한 선택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호중, 2002: 33).” 

다른 한편으로는 이호중은 보호처분우선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그 문제는 

“성매매행위자에 대한 형벌이 1 년 이하의 징역, 300 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호처분을 부과하는 

것이 사실상 형벌보다 더 과중한 제재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호중, 2002: 33).” 

따라서 보호하는 법은 여전히 강하게 성매매자들을 처벌한다. 

설리반은 한국에서 성매매 피해자로 여겨지는 여성이 법적으로 보호받는 

것, 여성을 사는 사람과 성매매 업주를 처벌하는 것을 칭찬한다. 그러나 설리번은 

“한국의 사법제도 권한에서 소수 여성들이 성매매업계에 자발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 한국 여성주의자들의 근거를 

인용한다 (Sullivan, 2007: 341). 

한편으로 한국에서 인신매매 피해자나 성매매자의 인권을 보호한다기보단 

법적인 제재와 기소, 처벌을 중요시 여기는 것으로 보인다. 쳉은 이러한 처벌조치 

방식으로 실질적 피해자에게만 보호기능을 제공하고 결과적으로 단속과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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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으로 많은 성노동자들의 삶을 방해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한국의 법이 

효과적으로 외국인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지원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예로 2004 년에서 2008 년 사이에 매년 3 명 미만의 외국인 피해여성들이 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15  

2004 년 성매매특별법을 평가하는 학자들 중에서 한상희 교수는 

젠더이론을 통해 성매매 법률을 비판하고 있다. 한상희는 성매매특별법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윤락행위가 아니라 성매매이기 때문에 법률의 

성중립성은 보장된 듯 선전하고 처벌법이 아니라 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이라서 성 억압에 이은 인권억압의 현실은 곧장 치유될 듯이 

약속하며, 다른 한편에서는 가장 오래된 직업을 이렇게 다루는 것은 

아니라며 훈시하고 어설픈 하수구이론을 내세우면서 욕구를 해소할 

방법은 남겨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냐며 항변하기도 한다 (한상희, 

2006: 50).” 

한성희 교수에 따르면 성매매특별법의 결과를 통해 여성주의 성공에 대한 

제국주의, 자본주의 그리고 가부장제에 의해 지속적으로 억압되고 있는 

여성인권의 실태를 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즉, 

                                                            
15 [Republic of Korea] Inter-departmental Task Force, Performance of Integrated Strategy 

to Prevent Prostitution and Main Statistical Report of 4 Years of Anti-Prostitution Laws, 

September 30, 2008,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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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에 관한 여성주의적 이념의 틀은 차치하고서라도 적어도 

우리의 현실에서 직면하는 성매매의 현장은 철저히 자본주의적인 

것이기 때문이다-그것은 철저히 이윤을 목적으로 성을 

교환가치화하며 밑바닥에는 이러한 교환가치의 유통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계층적, 계급적 모순이 구래의 가부장적 억압체제와 

결착하면서 그 강고한 모습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한상희, 2006: 

50).” 

한성희는 성매매특별법이 젠더와 인권을 억압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만 이는 성매매 폐지론을 옹호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한성희의 주장은 소수의 직업 여성들의 자발적 성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보여진다.  

바리의 가장 중요한 기여 중의 하나는 가부장 법이 성매매 여성들의 착취와 

확대에 기여하고 있는것을 지적한 것이다. 바리는 합법적인 성매매의 법들은 

남성들의 시장 수요에 의하여 요구되고 성노동자의 혐오적 인식을 인정하나 

남성들이 필요하다면 있어하는 남성 우월주의 성적 서비스라고 강조한다. 국가의 

법은 남자가 성를 위해 여성을 사는 것을 촉진하며 그것을 하기 위해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인 증오심을 부추킨다” (Barry, 1995: 222). 바리는 자본주의 

성산업을 금지하는 국가들은 위선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비록 성매매 업자, 

성매매자들, 성매수자들 모두 범죄자 일지라도 압도적으로 체포되는 대다수는 

성들이라고 지적한다 (Barry, 1995: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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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매매특별법의 현황: 성규정과 인권 

전세계적으로 성산업 규제에 대한 다양한 법률체제가 이미 있고 특히 

성매매 알선 및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법에서는 각 나라의 

다양성을 볼 수 있다. 최근에 유엔 보고서에서는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의 에이즈 

바이러스 결과를 분석하 다. 이 보고서에서는 아시아의 성산업 규정 및 성노동에 

대한 담론에서 상당한 다양성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뉴질랜드와 태국에서는 

성노동이 합법적이나 한국에서는 모든 성노동을 법률로 금하고 있다.16 하지만 

2004 년 이전에는 성노동자에 대하여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정의하 으며 

성적 도덕성 보호를 위해 벌금을 부과하는 법이 있었으나 이는 거의 시행되지 

않았다. 17  마지막으로 유엔의 보고서에서 한국의 성노동 역사의 특징을 보면 

1984 년부터 2004 년까지 성산업에 일하는 성노동자들은 보건 당국에 등록하고 

국가에서 허락된 제한된 홍등가에서의 성매매는 용납되었다.18 2004 년 이전의 

한국에선 법적으로 성매매에 대하여 불법으로 간주하 으나 실질적으로 집행된 

경우는 드물었다.  

                                                            
16 Godwin, John. "Sex Work and the Law in Asia and the Pacific: Laws, HIV and human 

rights in the context of sex work."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Oct 2012. 

Online Resource http://asia-pacific.undp.org/ 
17 Godwin, John. "Sex Work and the Law in Asia and the Pacific: Laws, HIV and human 

rights in the context of sex work."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Oct 2012. 

Online Resource http://asia-pacific.undp.org/ 
18 Godwin, John. "Sex Work and the Law in Asia and the Pacific: Laws, HIV and human 

rights in the context of sex work."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Oct 2012. 

Online Resource http://asia-pacific.und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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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신매매와 인권규범은 한국의 성매매의 현지화된 법률개혁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국제인권단체와 엔지오가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법률, 경제 및 이주법의 개혁을 촉구하는 사회운동을 형성했다. 그러나 

인신매매 방지법을 국내실정에 맞게 수정하는 과정에서 여성인권단체는 성매매에 

관련된 모든 여성들을 피해자로 보고 성매매 근절에 대한 정치적 로비를 펼쳤다. 

이는 일부 성노동자를 피해자로 만들어 모든 성매매를 금지하려는 의도를 

보여준다. 특히 미국 국무부의 인신매매 예방에 관한 보고서에서 맨 처음 한국은 

하위권에 속하 다. 그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인간의 권리를 강조하고 여성평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런 보고서의 결과에 매우 난처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KWAU은 국제적 상황과 정치적 로비를 통하여 성매매특별법에 향을 줄 

수 있었다. 이로 인하여 생긴 성매매특별법은 인신매매 예방을 위한 성매매 

근절법으로 제정되었으나 실제적으로 자발적 의지를 가지고 일하는 성노동자들을 

범법자로 보고 단속하여 처벌하 다. 성매매특별법이 진정으로 인신매매를 

예방하고 성매매 피해자들의 인권을 생각하는 법인가? 답변은 KWAU의 성산업과 

성노동자에 대한 태도와 그들의 정치적 로비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주해연에 따르면 여성주의 운동가들은 이주여성과 이주 호스티스들의 

인권쟁점을 거론하기 위해 한국정부에게 인신매매 그리고 피해자 담론을 통해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Choo, 2013: 446). 더구나 피치는 인권에 

초점을 두는 것은 체류국가이 인신매매가 행해지는 상황에 대한 역할을 무시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그는 만들어진 해결책은 국가의 집행으로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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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기에 다른 시민사회들은 실제로는 제외되며 이는 국가가 국제규범을 

준수하도록 가능하게 하나 여전히 사실상 경제적이나 다른 이익을 위해 

인신매매가 독려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Peach, 2008: 248-9). 피치는 피해자 

담론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즉, 피해자로서의 여성들은 독립적, 자율적, 도덕적 

행위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어떠한 여지도 없었기 때문에 몇 세기에 걸쳐서 피해자 

담론은 여성을 압박에서 나오도록 도와 주는 동시에 더욱 더 그들을 압박했다. 또 

피치는 라트나 카푸르가의 글을 인용하며 인신매매 폐지 담론은 국가의 

입장으로부터 국가 안전 보장 국익을 위해 만들짐으로써 인신매매에 법적개입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인신매매 여성들의 목소리가 배제되었다고 주장한다 (Peach, 

2008: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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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성매매특별법 관련 대법원의 판례 분석 

최근 대법원 판례는 다섯 가지 항목을 강조하고 있다. 첫째, 대법원은 

창녀나 윤락녀부터 성매매자까지 성노동자를 가리키는 용어를 바꿨다. 그러나 

여전히 매춘을 음란하다고 특징짓는다. 둘째, 법원은 성매매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 성매매를 설명하고 '유사성교행위', ‘안마’, 

‘마사지’ 등등 같은 용어를 정의하기 위해 대법원의 담론은 성행위뿐만 아니라 

성노동자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넷째, 2004 년 생매매특별법 이전에는 한정된 

경우에 대법원은 성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했지만 이후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대법원은 피해자의 보호와 학대자의 기소을 강조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는 또한 정부의 성매매 근절 단속에 있어서 경찰권력과 법원 사이의 갈등을 

보여준다. 또한 대법원의 판례는 성매매에 대한 기존의 사회적 낙인을 거칠게 다시 

부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을 위해 우리는 이 절에서는 첫 네 가지 

항목을 자세하게 살펴보고 다음 절에서는 마지막 항목에 대해 평가하고자 한다. 

아래의 표 <표 1>에서는 판례에 자주 나온 담론을 보여준다.  

[표 1] 성매매특별법 관련 대법원판례에 나온 담론정리 

대법원 판례의 담론 
성노동하는 여성들에 대해 인신매매된 여성에 대해 남성들에 대해 

윤락 / ~녀 / ~행위 

성매매 / ~행위 / ~방법 

유사성교 / ~행위 

안마 / 지압 / 마사지 

근절 / 사회질서에 위반 

피해자 

보호 

윤락강요행위 

성매매 피해자 

포주 

손님 

알선 / 권유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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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는, 대법원은 성매매자에 대해 쓰면서 2004년 이전에는 ‘윤락녀’와 

‘윤락행위’라는 어휘를 선택했다. 더구나 윤락 (淪落)은 여자가 타락하여 몸을 

망치게 되는 상태에 빠진 정의가 있다. 또한 윤락녀라는 용어는 남성이 여성의 

몸을 이용하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 성적 불균등을 나타낸다. 윤락이라는 용어가 

비도덕의 의미를 암시는데 더 중립적으로 되도록 성매매자라는 개념이 됐지만 

판사들은 계속 다른 용어로 도덕성을 주장한다. 성매매자라는 용어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판사들은 성매매자를 비판하는 또 다른 방법을 찾았다.  

2004년 이후에는 보통 ‘성매매’라는 전문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성교행위’도 

자주 사용했다. 2004년에 대법원은 다움과 같이 음란행위의 정의를 선포했다. 

 “풍속 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 3 조 제 1 호의 음란행위란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또는 만족시키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풍속 업소인 이발소에서 

음란행위를 제공하 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19  

                                                            
19대법원 2004. 1. 29. 선고 2001 도 6554 판결 【풍속 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료법위반】 

[공 2004.3.1.(197),422] 



47  

더구나 2006 년에는 훨씬 더 경멸적인 서술이 사용됐고 성매매는 다음과 같이 

설명되었다. 즉, “‘추업 (醜業)’이란 ‘추잡하고 천한 생업, 특히 매음 따위’를 

일컬으며, 일반적으로는 성 (性)을 상품화하는 업으로 이해되고 있다.”20 그래서 

창녀나 윤락녀부터 성매매까지 성노동자에 대해 설명하는 용어는 어떤 용어가 

사용되든지 간에 매춘은 여전히 음란함으로 특징지어진다.  

둘째는, 2004 년에 대법원은 사회질서위반에 대해 다음과 같이 표현하는 

이전 법의 정신을 되살린다. 

“ 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가 업상 관계 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21  

그리고 2011 년에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한다. 즉,  

“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 10261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 2 조 제 1 항 제 2 호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20헌재 2006.05.25, 2005 헌바 4, 판례집 제 18 권 1 집 하, 70 형법 제 288 조 제 2 항 등 위헌소원 

(2006. 5. 25. 2005 헌바 4 전원재판부)  
21대법원 2004.09.03 선고 2004 다 27488 2004 다 27495 판결 【가불금·손해배상(기)】 

[공 2004.10.15.(212),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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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제 4 조 제 2 호 및 제 4 호에서 성매매알선행위와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타인을 고용·모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자 및 미수범을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같은 법 제 19 조 제 1 항 

제 1 호, 제 2 항 제 1 호, 제 23 조 등 참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는 

법에 의하여 원천적으로 금지된 행위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중대한 범죄행위일 뿐 아니라 정의관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고 볼 수 없다.”22  

이렇게 법원은 성매매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는 담론을 다시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는, 흥미롭게도 대법원 판례는 피해자의 무고함 혹은 음탕함을 

강조하고 있다. 인신매매로 강제로 성행위를 하게 된 사람들은 피해자라고 할 수 

있지만 성노동자들이 전부 성매매 피해자라고는 할 수 없지 않을까? 그 

대신 2006 년부터 대법원의 판례에서는 판사들이 강요 인신매매 피해자라는 

신분을 강조하며 성교행위의 특성을 분명하게 유사성교행위의 특성을 정의했다. 

즉, 

                                                            
22대법원 2011.10.13. 선고 2011 도 708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

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협박】 [공 2011 하,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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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등 근절과 성매매 피해자 인권 보호라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와 성교행위와 

유사성교행위를 아무런 구별 없이 같이 취급하고 있는 같은 법 

제 2 조 제 1 항 제 1 호의 규정 등 고려하면, 위 법률 제 2 조 제 1 항 

제 1 호 (나)목의 ‘유사성교행위’는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로의 

삽입행위 내지 적어도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를 말하고, 어떤 행위가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행위자들의 차림새, 신체 접촉 부위와 정도 및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그로 인한 성적 만족감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3 

이처럼 대법원 판례는 모든 성노동자를 피해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은 마사지를 규제하기 위해서 건강을 위한 마사지와 성적 

흥분을 일으키는 마사지로 마사지의 행위를 정의할 뿐만 아니라 성적 안마 

시술소의 상태와 성노동자가 입을 수 있는 옷에 대해서까지 설명한다. 2001 

년부터 대법원은 마사지를 규제하기 위해서 마사지 개념을 정의하고 구분하려고 

시도했다. 국회는 성매매특별법을 의회에 제출하고 제정했지만 대법원은 그 

                                                            
23대법원 2006.10.26 선고 2005 도 8130 

판결【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 54(2)형,544 공 2006.12.1.(263),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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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의미를 해석해야 한다. 대법원의 목표는 의료 마사지와 '유사성교행위'로 

여겨질 수 있는 마사지를 구분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의료 

마사지는 '건강을 위해' 하는 것이고 성적 마사지는 '이윤을 위해' 성적 흥분을 

일으키며 ‘돈을 위해' 하는 것이다. 즉, 

“마사지업소에서 종업원이 대가를 받고 손님들의 몸을 손으로 

문지른 등의 행위가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윤락행위를 위하여 성적 

흥분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이지 의료법 제 67 조 소정의 ' 리를 

목적으로 한 안마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24 

2006 년에 대법원은 성노동과 의료마사지를 구별하려는 시도에서 더 나아갔다. 

대법원에 따르면,  

“마사지업소의 여종업원이 침대가 설치된 실에서 짧은 치마와 

반소매 티를 입고 남자 손님의 온몸을 주물러 성적인 흥분을 일으킨 

뒤 손님의 옷을 모두 벗기고 로션을 바른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감싸쥐고 성교행위를 하듯이 왕복운동을 하여 성적 만족감에 

도달한 손님으로 하여금 사정하게 한 행위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24대법원 2001.06.01 선고 2001 도 1568 판결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풍속 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료법위반】 

[공 2001.7.15.(134),1562]  



51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1 항 제 1 호 (나)목의 ‘유사성교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25  

대법원은 이 행위가 실제 성교와 유사한 행위에 이르는 것으로 본다. 또한 

여자종업원 성매매에 대해 써면서 성중립적이지 않는 인식을 보여 준다. 대법원은 

마사지의 의복, 장비와 분위기를 설명하기 위해 상세히 논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외관을 설명함으로 인해서 성적인 마사지의 정의를 여자가 남자에게 주는 

것으로만 제한하는 것 같다. 이는 한국의 법원이 성산업에 일하는 자들의 다양성을 

무시하는 또 다른 사례이며, 법원이 얼마나 외관의 쓸모 없는 특성 설명에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이렇게 하여 성매매를 설명하고 

'유사성교행위'를 정의하기 위해 대법원의 담론은 성행위뿐만 아니라 성노동자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넷째, 생매매특별법 이전에는 한정된 경우에 대법원은 성노동자의 권리를 

잠시 동안 인정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었지만 안 갔다. 대법원의 판례에서 전통적 

가치관의 잣대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방법원과 대법원 판사들의 해석을 

비교하면 1990 년대 후반에 나온 판결과 2004 년 이후에 나온 판결에서 큰 방향 

전환을 볼 수 있다. 1998 년에 인천지방법원은 윤락녀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고려하며 포주의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즉, 

                                                            
25대법원 2006.10.26 선고 2005 도 8130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 54(2)형,544 공 2006.12.1.(263),2039] 



52  

“이득분배약정은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하여 금지된 윤락행위를 

위하는 것을 전제로 한 약정으로 민법 제 103 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이득분배약정에 

기하여 금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는 민법 

제 746 조 소정의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공급한 때'에 해당하므로 부당이득금으로도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결과 그 금원은 피고인의 소유에 속하므로, 피고인이 

그 금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 다 

하더라도 위 금원이 횡령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이 아니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26 

이 사건은 대법원으로 이송되었다. 1999 년 [판례#1]에 한국대법원은 윤락녀의 

‘사회적 지위’을 고려하며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했다. 즉, 

“포주가 윤락녀와 사이에 윤락녀가 받은 화대를 포주가 

보관하 다가 절반씩 분배하기로 약정하고도 보관중인 화대를 

임의로 소비한 경우, 포주와 윤락녀의 사회적 지위, 약정에 이르게 

된 경위와 약정의 구체적 내용, 급여의 성격 등을 종합해 볼 때 

포주의 불법성이 윤락녀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크므로 화대의 

                                                            
26인천지방법원 1998.06.11 선고 98 노 741 판결 【횡령,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하집 1998-2, 

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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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 여전히 윤락녀에게 속한다는 이유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본 사례.”27 

이 예를 통해서 그 당시 성매매산업이 엄 히 따지면 불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성노동 여성들의 사회적 위치와 경제현실을 참작하여 그들의 화대에 

우호적으로 판결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2004년에 성매매 여성들에게 관대했던 

해당 판결이 뒤엎어졌다. 잠깐 동안 대법원이 성노동을 호의적으로 보고 

성노동자들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2000 년대에 많은 

판례에서 성노동의 불법성을 정의하고 규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지방 법원의 해석 실수를 수정한다. 이를 통해 대법원 판사들은 

지방법원 판사들에게 올바른 판결해석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다. 5 년동안 두 개의 

사건에서 포주와 성매매자들은 성매매의 수익금의 횡령 여부를 놓고 분쟁을 

일으켰다. 첫째 사건에서는 1998 년에는 인천지방법원부터 1999 년에는 

대법원까지 성매매자가 성매매 수익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두번째 

사건의 경우, 2004 년[판례 #9]에 포주가 성매매로 이익을 얻기 위해 

성매매자들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돈으로 유인한다. 이렇게 하여 포주가 

성매매자에게 강요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선불금을 빌려주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지방법원과 다르게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27대법원 1999.09.17 선고 98 도 2036 판결 【횡령】 [공 1999.11.1.(93),2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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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가 업상 관계 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2]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 윤락행위 및 그것을 

유인·강요하는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윤락행위를 할 자를 고용·모집하거나 그 직업을 소개·알선한 자가 

윤락행위를 할 자를 고용·모집함에 있어 성매매의 유인·강요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선불금 등 명목으로 제공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등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28 

대법원은 성산업과 관련된 이익이면 아무것도 반환될 수 없음을 강조한다. 즉, 

1999년에는 성매매자의 사회 지위를 고려하면 반환될 수 있다고 판결하 는데 

                                                            
28대법원 2004. 9.3. 선고 2004다27488,27495 판결 【가불금·손해배상(기)】  

[공2004.10.15.(212),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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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이후에는 수익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성매매행위에 대한 담론을 

판결 내림으로써 법해석이 바뀌었다.    

2000년대 판례를 통해서 성매매에 대한 단속과 함께 사회적 낙인의 

재부과를 명확하게 볼 수 있다. 또한 법원 판사들은 성매매 행위가 사회에 가하는 

위협을 밝히고 그 해결 및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성행위의 선택을 사회 구조의 

'위반'으로 처벌하고 그 인식을 강요하고 있다. 또한 향력을 지닌 법체제를 만든 

사람들은 피해자들의 사회로의 복귀를 돕기 위해 성노동자의 엄격한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 고 참여했다. 

본 논문에서는 성매매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평가하고 분석함으로써 두 

가지의 결론에 이르렀다. 첫째는, 법체제는 성매매자들의 인권에 대해 배려하지 

않고 있다. 2013년 1월에는 서울북부지법 판사가 성매매특별법의 합헌성에 

의문을 제기했지만 헌법 재판소는 그 법률의 합헌성에 대해 아직 판결을 내리지 

못했다. 둘째는, 여성주의 운동이 성산업에서 성매매하는 여성들의 행위를 

복권시키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사들은 그 여성들의 성매매행위로 인한 

비도덕성을 끈질기게 강조한다. 더 나아가 판사들은 남녀차별적 도덕 기준에 성적 

이중잣대를 들이대어 여성들에 대한 반대를 표명하다. 또한 법체제는 한국사회의 

성적 불평등을 인정하지 않고 여성들의 경제적 선택을 제한하면서 성매매 

여성들을 처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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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노동과 인권 

우리는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과 함께 성매매를 법률로 금하는 

정책이 효율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인권을 옹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일부 운동가 및 법학자들은 성노동자를 

불법적인 범죄자로 간주하는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했다. 2013년 

1월에는 서울북부지법 오원찬 판사가 성매매특별법의 법률적인 합헌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즉,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1조 1항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성매매 여성 김모 

씨(42)의 의견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고 9일 밝혔다. 오 판사는 “소위 축첩행위(첩을 두는 

행위)나 외국인을 상대로 한 현지처 계약 등은 처벌하지 않으면서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 여성만 처벌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도 했다.29 

스웨덴의 성노동자 인권운동가인 파이 자콥손의 인터뷰에 따르면 성매매를 법으로 

금지하여도 음성적으로 일어나는 성매매는 막을 수 없으며 오히려 성노동자의 

                                                            
29 김준일 기자. "성매매특별법, 위헌 심판대 올랐다" 동아일보, 2013-01-10. 

http://news.donga.com/Society/3/03/20130110/521780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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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과 권리에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하 다.30 

예를 들어 이 정책으로 인해 성노동자는 경제적인 위기와 함께 불법적 행위를 

한다는 전제조건 때문에 성구매자들로부터 인권피해를 당하여도 경찰에 신고할 

수 없음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쳉 또한 한국 정책을 비판하며 한국의 

법은 성노동자의 권리보호에 실패하고 이주 노동자들의 인권 침해예방을 

무의미하게 만들었다고 한다 (Cheng, 2010: 33). 또한, 한국의 성노동자 

인권단체인 지지(GG Giant Girls)의 주장에 따르면 성매매를 법률로 금하는 것이 

성노동자들을 안전하지 못하게 만들고 성매매 알선자들을 단속하려는 법적 장치가 

오히려 성노동자를 주요 처벌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성노동자 인권단체인 지지는 2009년에 성매매특별법의 개정을 

요구하기 위해 서울에서 설립되었다. 지지는 성노동자의 인권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성노동자와 인권 운동자들과 함께 일한다. 또한 지지는 

성노동자에 대한 정치적, 사회적 낙인과 성노동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시위행사를 열거나 미디어를 비판하고 있다. 지지의 사명 및 목표는 성노동에 대한 

사회전반의 비판적 시각을 찾아 성노동자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31 최근 한겨레 신문과 지지 회원간의 인터뷰에서는 한국의 

                                                            
30 Jacobsson, Pye, Swedish Sex Worker and Activist. "We want to save you! (And if you 

don't appreciate it, you will be punished”, 06/15/2009. 

www.youtube.com/watch?v=7D7nOh57-I8 
31 Giant Girls, Grant Application, Global Fund for Women, 2010. 

https://grants.globalfundforwomen.org/GFWSearch/index.php?id=3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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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이 성노동자의 안전 및 경제 자유, 또한 건강과 생명을 위태롭게 

한다는 지지의 주장을 볼 수 있다. 그 인터뷰를 인용하면. 즉,  

"아가씨를 인간 취급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1주일에 두 번 

정도는 욕을 하거나 때리는 사람을 만나죠. 성노동이 불법이다 보니 

경찰에 신고하지도 못해요. 심지어 콘돔을 끼라고 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장 힘든 것은 단속이죠. . .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생각해 준다면서 그렇게 단속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엄청난 트라우마예요. 그러다 보니 아가씨들이 더 위험한 

'조건 만남' 쪽으로 가게 되죠. 함께 있으면 삼촌들이 보호를 

해주는데 조건 만남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32 

이러한 증언은 유엔에 성노동자 실태에 보고되었으며 또한 성매매특별법으로 

에이즈 바이러스가 예방된다는 주장의 모순을 비판하고 있다. 즉, 

“엄격한 통제 시행과 인신매매를 위한 심각한 처벌은 성매매자들을 

성산업 비즈니스 오너나 성매수자들의 관계에서 더욱 약하게 

만든다. 성매매자들을 예를 들수 있다. 그들의 합법적인 불리한 

위치 때문이다. 성매매자들은 성매매자들이 불공정한 성매수사의 

요구를 따를 경우를 제외하고 콘돔없이 성관계를 가지라고 강요 

당할 수 있다. 만약 성매매자들이 성매수자들이나 성매매 

                                                            
32최우리 기자, "당신이 굳게 믿는 그것이 진리일까," 한겨레, 2012.12.01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2120111100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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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들에게 폭행이나 사기를 당하면 쉽게 경찰에게 신고하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법에 보호받지 못한다. 만약 

성매매자들이 경찰서로 가게 됐을 때 그들은 육체적으로나 

언어적으로 오용 당할 수 있다. 경찰들은 가끔식 그들의 벗은 

사진이나 성 관계 사진을 증거 명목으로 수집하고 확보한다.”33 

같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정부가 성매매특별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2011 년에는 등포구의 42 개 매춘지역을 없애려는 정책을 펼쳤고 이에 

성노동자들은 격렬한 저항을 했다.34 

 

2. 성매매에 대한 판례와 젠더의 문제 

대법원 판례를 생산하고 있는 대법관들을 사회적 행위자로 본다면 그들의 

인식과 담론에서 그들이 어떻게 젠더체제에 역할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성매매 

규제의 구조화를 평가해보면 개개인의 대법관들이 법령을 해석하고 재판에 

적용하여 판결을 내리며 성생활의 사회규범을 만드는 데까지도 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성행위 매매에 대한 형벌을 보면 젠더화된 법제제를 

볼 수 있다. 대법관들은 판례를 통하여 특정한 담론을 선택하여 강조할 수 있다. 

                                                            
33 Godwin, John. "Sex Work and the Law in Asia and the Pacific: Laws, HIV and human 

rights in the context of sex work."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Oct 2012. 

Online Resource http://asia-pacific.undp.org/ 
34 Godwin, John. "Sex Work and the Law in Asia and the Pacific: Laws, HIV and human 

rights in the context of sex work."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Oct 2012. 

Online Resource http://asia-pacific.und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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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인신매매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를 강조하거나,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성매매자의 오명을 강조할 수 있다. 이렇게 대법원 판례는 한국사회의 젠더체제를 

구조화하고 여성인권을 설명하며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피해자로 볼 수 없는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는 떨어뜨리고 사회질서의 

위반으로 정의한다. 

2000 년 이전에는 남성 포주나 성매매알선자들은 처벌 받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그때 성산업 규정은 성매매하는 여성들을 처벌하는 데 주력했다. 

2000 년대의 대법원판례에서는 포주들, 성매매알선자들이나 성산업 사업주들에 

대한 규제와 처벌을 더 강화한다. 남성 성매수자들의 존스쿨35을 보면, 

"한국에서는 2005 년 8 월부터 보호관찰소에서 존스쿨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성매수 초범자들은 지정받은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교육을 받게 된다. 교육의 방향은 남성 

중심으로 왜곡된 성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고, 성매매의 반인권성과 

범죄성을 인식하도록 유도하는 데 맞추어진다."36  

인신매매된 것으로 증명된 여성들은 재사회화 교육도 받고, 성산업에서 탈출하기 

위한 직업교육도 받고 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자발적인 성매매 

여성들과 인신매매된 것을 증명할 수 없는 여성들의 불법성을 강조한 판결문도 

                                                            
35 존스쿨이란 남성 성매수자들 위한 도덕적과 성평등에 대한 성 교육 프로그램이다.  
36 네이버 두산백과, 존스쿨, 

http://terms.naver.com/entry.nhn?cid=200000000&docId=1718969&categoryId=20000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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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런 여성들은 자유형이나 과중한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고, 강제적인 

재사회화 교육도 받을 수 있다. 포주의 행위도 범죄로서 처벌한 판결문이 있다. 

이러한 판결들을 보면 성매매라는 동일한 불법행위에도 불구하고 남성과 여성에 

따라 젠더화된 차별적인 형벌이 부과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성산업의 범죄의 

다양성을 고려하면 형벌은 무슨 의미일까? 남성 성매수자들을 '인신매매로 인한 

성매매 피해 여성'들처럼 재사회화 교육과 성매매산업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거나, 또는 성매매 산업으로부터 구출해야하는 '피해자'로 볼 수 있는가? 

대법관들은 성노동에 대한 사회태도를 반 할뿐만 아니라 그 태도를 

재형성하거나 재구성할 수 있다. 특히 판례에서는 성매매특별법 전의 젠더 

성별화의 두 대립은 – 비도덕적인 성노동자와 정상적인 여자 – 성매매특별법 

후에는 더 미묘한 차이로 젠더제제를 재정의하는 노력을 보여준다. 성매매특별법 

후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분류내의 여성의 분류는 '정상적인 여자’와 재생될 수 있는 

‘피해자 여자’나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여자’의 형성된 이미지를 나타낸다. 

또한 이주 성노동자와 광범위한 인터뷰를 한 쳉은 인신매매에 대한 한국의 

미디어와 법 제도의 서술에서 성노동자의 개인 자율성은 무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쳉의 글은, 

“한국비정부단체와 국제비정부단체는 이러한 여성 접대자들을 

인신매매 피해자라고 확인한다. 나는 현지의 NGO 가 처음 보고된 

피해자가 인신매매 피해자로 정의되도록 협력하 다. 정부는 이 

여자들을 인신매매 피해자라고 식별하 다. 그러나 이것은 항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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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지만 가끔은 강압적인 환경에 있는 그 여성들이 성노동 공연을 

하게 만든 것이었다” (Cheng, 2010: 30). 

예를 들어, 국제 미디어는 한국의 미군 기지촌에 있는 필리핀 여성들을 인신매매의 

피해자로 초점을 보고 했지만 실제로 이들 중에는 본인의 의사로 성노동자를 

선택한 자가 있었음을 미디어와 법제자들은 파악하지 못하 다. 그리하여 

필리핀과 한국 정부가 "엔터테인먼트 비자"를 제한하며, 필리핀에 그 여성들을 

되돌려 보냄으로써 한국에서 다시 작업하고 싶어했던 여성 중 일부는 더 위험한 

상황에 자신을 배치, 더 위험한 경로와 덜 낯선 대상으로 할 수 밖에 없었다 (Cheng, 

2010: 31).  2000 년의 군산화재사건과 비슷한 2002 년 화재로 19 명의 여성과  

남성 1 명이 사망하 다. 쳉에 따르면, 화재사건으로 인해 여성주의 운동 그룹 중 

하나인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인신매매와 동일시되는 성매매를 제거하기 위한 

개혁에서 대중의 지지를 받는 중 가장 큰 상부 연합이다 (Cheng, 2010: 31). 그 

결과로 경찰과 미디어는 불법단속 수사결과발표에서 여성의 인권이 침해된 

장소라고 했지만 그곳이 종종 매춘여성을 단속하는 곳이라는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다. 즉, 

“사창가 현장 급습은 현재 경찰청에 의해 언론에 보고된다. 마치 

여성들이 이러한 장소가 성매매 혐의로 기소되는 것과 상관없이 

여성의 권리를 위반한 장소를 급습한다. 그러나 경찰청에 따른 다른 

보고는 2009 년 말의 상태는 1,779 명의 서울의 중학교 고등학교 

여자들이 공식적으로 가출했다고 기록되었다. 175 명 또는 9.8%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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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혐의로 체포되었다. 비록 법이 그동안 인신매매문제에 

태클을 건다고 소개되었지만 (조항 18.3.3) 2008 년도 

한국여성개발원에 조사된바는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를 제공하는 

장소에서 단 하나의 고발을 찾을수 없었다. 주된 사건(91.7%)은 

성매매 알선 기소 고, 오로지 1.9%만 강제 성매매로 기소되었다 

(Cheng, 2010: 32).” 

인신매매에 대한 한국의 나태를 비난하는 국제 규범에 대응하도록 설계된 법은, 

그 대신 궁극적으로 성매매의 경계를 강화한 치안을 발생시킨 것이다. 

결론적으로 법 제정에 있어서 성노동에 대해 더 회의적인 입장을 취했고, 

인신매매로 인한 성매매 피해자를 구출하고 회복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그러나 

매우 많은 자료들은 경찰과 대법원 판사가 인신매매 방지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성매매를 근절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즉, 대법원의 

판례를 자세히 검토한다면 어떠한 의도가 있는지 알 수 있다. 미디어와 입법 절차 

과정에서는 모든 성노동자를 피해자로 간주하 다. 미디어의 담론과 실제 판결 

사이에는 엄청 큰 괴리가 있다. 퍼거슨과 미론에스코는 감정을 자극하는 말과 

몸들의 묘사는 몸들을 역겹거나 매력적이게 (아니면 둘다) 만든다고 언급한다. 

미디어 이미지들은 감정적 욕구, 향수와 수치심을 생산하고 반 한다 (Ferguson 

& Mironesco, 2008: 341). 통제가 안 되는 여성의 몸과 여성의 성생활에 대한 

수치심은 “도덕적 성생활의 위반과 국가의 위신에 관한 문제로 위반에 대해 도덕적 

공황론을 만들 수 있다 (Ferguson & Mironesco, 2008: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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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 및 연구의 의의 

본고는 한국대법원의 성산업과 성매매에 관한 판례를 연구하여 평가하고자 

했다. 1999년 고등법원 판사는 성매매자들의 경제와 인권을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했으나 결과적으로 2004년까지 성매매자의 사회적 지위는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것으로 재정립되었다. 미디어와 입법 절차 과정에서는 모든 

성노동자를 피해자로 간주하 다. 또한 한국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우리는 다시 한 

번 성노동을 선택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찾아 볼 수 있다. 즉, 대법원 

판례와 처벌의 사례를 통해 한국정부가 국제규범에 맞추어 한국실정에 맞게 

재구성한 법이 어떻게 성노동자들을 규제했는지 알 수 있다. 대법원은 성노동 

선택에 대한 개인의 경제적 선택 및 자율성을 잠시 동안 인정하는 듯 하 으나 

대부분의 판례에서는 성매매를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음란행위로 정의하며,  

‘추잡하고 천한 생업, 특히 매음 따위’를 일컫는, 일반적으로 성(性)을 상품화하는 

사업으로 이해하며 ‘추업(醜業)’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우리는 대법원 판사와 정치 운동가로 알려진 KWAU 

페미니스트 집단의 담론을 분석 하 다. 그들의 담론의 독해를 통해 우리는 성산업 

내의 인신매매 피해자를 해방시키기로 결정하는 바로 그 순간 성노동자의 

낙인화가 드러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여성주의자, 성산업 폐지론자, 

그리고 대법원 판사들이 만들어낸 성노동자와 성매매 피해자들의 이미지와 정의를 

그들의 담론, 정치적 로비와 판례를 통해 엿볼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인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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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로부터 성노동이 '추업'으로 간주되는 일이며 '사회질서를 위반한 자'와 같은 

담론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다.  

이 연구를 시작한 이래로 우리는 성산업을 규제하고 지배하는 힘과 

권력관계를 이해하기 위하여 연구 계획을 진행하 다. 이에 대한 연구 문제에 

대답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정체성과 이미지가 세뇌되고 구성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담론이 지배적인 상황에 놓여져 있었는지, 왜 대법원 판사들과 페미니즘 

운동가들에게 이러한 담론이 문제가 되는지를 살펴보았다.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푸코와 스피박이 제시한 권력과 지식의 이론을 토의하고 적용함으로써 

이를 증명해 낸 것이다. 

KWAU와 판사들의 담론은 지식이 권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대중들이 

개념적으로 성노동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고 보고 있다. 첫째, 

사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성노동자의 단속, 처벌과 배타적 제재를 작동하는 사법 

및 부정적 억압적인 권력관계가 존재하고 있다. 둘째, 긍정적인 의미를 생산하는 

권력관계도 있다고 보는 관점이 있다. 즉, 이는 한국 정부가 인신매매 개념을 

정의하는 가운데 성노동자의 목소리에 침묵하며 성매매자들을 비도덕적으로 

간주하는 방식때문에 시민들의 성매매에 대한 인식, 즉 성매매는 악한 것이고 

성산업 폐지가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인식하도록 

만든다.  또한, 2004 년 이후 성노동에 대한 새로운 법률 제정과 성노동에 대한 

문제제기는 판사들이 성노동에 대한 이해와 지식에 기반한 그들의 판결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다. 법적으로 2004 년 이전의 판사들은 매춘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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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는 것과 함께 자신의 개인적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수반했지만, 

2004년 이후로는 판사들은 범죄로서의 성노동의 의미만을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  

정부는 인신매매와 (자발적, 강제적 성매매를 포함한) 성매매의 용어를 

동일시함으로써대중들이 성노예산업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가능성을 제공했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용어의 모호한 동일시로 인하여 대중들은 정부 권력에 의해 

파생된 억압적 기제 때문에 성노예 폐지운동의 일면을 이해할 수 없게 되어 버렸다. 

스피박은 어떻게 권력과 지식이 여성들에 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며 가족과 재생산에 내포된 억압과 규제를 지적하고 있다 (Spivak, 1996: 

152). 본 논문을 통해 대법원 판례를 분석해 보면, 국내, 국제적 차원의 

멜로드라마와 여성의 몸, 성적 행동, 여성의 복장, 모권(母權)에 관한 억압적 

처벌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권력의 이중 부정적/긍정적 혹은 억압적/생산적 

특성은 우리의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비판에서 중요하다. 특히 낙인, 오명으로 

구성된 라벨과 이미지의 형성 내에서, 성노동에 대한 고정된 지식/진리의 생산은 

궁극적으로 성노동자를 억압하고 있다. 

두 번째로 스피박은 지식의 한계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피력한다. 스피박은 

모든 해석들이 <배제된 여백> (1979)에 의해 "모든 설명들은 그들의 중심성을 

제외된 주변을 통해 주장한다"고 피력한다 (Spivak, 1979, 34). 그러므로 KWAU 

같은 폐지론자들이 성매매 자체가 노예적 행위라고 주장할 때 성산업에 대한 

개인적 감정을 가지고 있는 성매매집단들은 배제되며, 이는 성매매 그 자체가 

대중적 진실의 위치에 놓여지게 된다. KWAU가 다루었던 사례와 담론을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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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AU는 성산업에서 종사하는 여성들 모두가 성노예임을 주장하기 위하여 일부 

자신들이 인신매매 피해자라고 확인된 여성들만의 사례들을 포함시켰다. 이는 

결국, 자신은 성노동자이거나 피해자가 아니라고 밝히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포함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스피박에 따르면 권력 중추는 그들의 권력과 

지배 유지를 위해 자신의 권력과 통제에 기여하는 소수의 소외 계층을 (순수한 

인신매매 피해자) 중심부에 두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결국, 인신매매 

피해자가 아닌 다른 성노동자를 효과적으로 소외되게 만든다 (Spivak, 1979: 35). 

일부의 목소리를 표현하는 이러한 과정은 권력자들이 공식적인 설명을 하고 

이러한 설명을 일반적 진리로 재현하는 것을 도움이 된다. 또한, 이러한 과정은 두 

가지 측면에서 낙인 레벨으로 작동하고 있다. 첫 번째로, KWAU은 (일부 여성을 

대표하는 조직으로) 일부 여성 (성노동자 등)들을 배제하기 위하여 선별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동원되었다. 두 번째로, KWAU 자체는 범죄화 관점에서 

성노동자들을 효과적으로 구분하기 위하여 인신매매 또는 성적으로 피해를 당한 

여성들만의 목소리와 의견을 고려하고 있다. 대법원 판사들의 담론 분석은 

KWAU의 의견이 여성을 범죄화하는 법률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도움되었지만, 

가부장제와 성불평등 개선에는 향력이 미비했음을 보여준다.  

사회 문제를 정책화 하는 권력의 수사학을 재현하기 위해 우리가 선택하는 

방법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데올로기와 사회적 구조 또한 재현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엘리트들이 끝까지 서발턴들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는 다는 

것은 우리가 서발턴들의 진정한 외침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이며, 그리고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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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지도 못 하게 되는 상황에 놓여진다는 것은 결국 서발턴들은 더 이상 그들의 

의견을 말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KWAU가 성매매 근절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KWAU은 소외된 여성들을 감시, 처벌, 억압하고 있는 권력 

집단을 동료로 두는 이상한 상황에 봉착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KWAU과 

여성가족부는 그들이 통과되도록 로비를 한 법의 이름으로 저질러지는 성매매 

여성에 대한 착취에 눈을 감으면서 매춘 지역의 감소를 성공으로 본다.  대법원 

판사들은, 성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은 채 성노동에 대해 정의, 표현하고 

초상화를 그렸다. 우리는 성노동자가 인신 매매 피해자라고 동일시하는 고착화된 

정체성의 가정아래에, 이러한 잘못된 개념이 그들을 바이너리로 잘못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더구나 성산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잘못 희화화하는 

정치적 표현들이 그들의 정체성과 개념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그들의 복잡한 

정체성을 덮어씌우고 그들의 정체성을 희미하게 희석화 시키고 있다. 따라서 

성매매를 하고 있는 서발턴들이 말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우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되버리는 것이다. 우리는 성노동자들이 단지 성노동자 

이외의 정체성뿐만이 아니라 시민, 어머니, 학생 등등으로써의 다양한 수준의 

정체성이 존재하고 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그들의 삶의 한 측면을 

선별해서 봄으로써 이것이 전체를 재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오인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그들의 진정한 목소리와 인권이 소외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된다.   



69  

학자들은 지속적으로 성별화 된 권력 구조를 비판해야 한다. 학자들과 

페미니스트들은 어떻게 성노동에 대한 정체성을 규정하고 정의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행동, 권위주의적 허구를 재현하고, 서발턴들의 목소리가 제외되고 

있는지를 요청해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요청과 재검토를 통해 어떻게 성노동자 

모두가 부정적인 향과 억압에 놓여져 있었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우리는 

언론을 통해 인신매매부터 구출된 여성들의 소식들을 접할 때 (그들 중 몇 명이 

투옥이 되었을지), 또는 정부 보고서에서 매춘비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저소득 

지역의 재개발과 관련된 이슈들과 함께) 사실을 접할 때, 우리들은 숨어 있는 

진실의 이면을 깊숙이 고려해야만 한다. 학자들과 여성주의자들의 논리를 

해석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들은 보다 이면의 숨겨진 또는 실제적 정치적 의제와 

함의가 (강요된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여성의 몸을 재식민화 하는 과정) 

재생되고 있는지 그리고 신자유주의와 신식민지에 따른 국제적 차원 및 국내적 

활동들이 어떻게 공간에 따른 경제 재식민지화를 무시하는 경향과 위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우리가 성노동이라는 그 자체의 용어와 의미로부터 

벗어나게 될 때, 우리는 지속적으로 성노동에 관한 지식판단의 만들고 있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선행연구에서 우리는 폐지론자, 개혁주의자와 도덕주의자 사이에 큰 

이념적 분열이 있다는 것을 관찰했다. 많은 학자들은 즉시 성산업의 항목을 

정치화하고 분석과 문제제시 절에서부터는 고정된 이데올로기의 위치를 

선언한다는 것을 봤다. 본 논문은 선행연구의 모든 이데올로기의 좋은 관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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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하려고 시도하며 어떤 개선하기 위한 필요성을 식별했다. 첫째, 폐지론자와 

도덕주의자들은 성노동자 여성의 목소리를 완전히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개혁주의자들도 성매매자들의 관점을 연구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연구를 

해야 한다. 둘째, 대부분의 연구는 불평등 젠더 시스템을 변화시키기 위한 이들 

그룹의 노력의 결과에 대한 평가를 결여해서 경찰이나 법원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 예를 들어 본 논문은 엔지오들과 여성주의 활동가가 국회의원에 향을 

미치는 데 성공한 경우에도, 법의 집행 및 대법원 판사들에 의해 법의 해석에 깊은 

관심이 있어야 함을 보여 주었다.  이번 연구에는 극소수의 2004년 

성매매특별법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평가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한계가 있지만,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분야임을 암시하고 있다. 

2013 년 1월에 대법원은 성매매특별법의 합헌성에 의문을 제기했고 

검토를 위해 헌법재판소로 전송했지만, 1년반 후에는 위헌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성매매특별법의 인권 문제의 검토를 지연했다.  

앞으로 이민 규정의 해외 경찰서, 한국 정부의 해외 대사관 (예시 호주, 미국과 

일본 같은 동맹나라) 현지 법 집행 기관 사이에 관계에 대해 더 많은 연구를 하면, 

한국학 및 국제지역학 연구 분야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 규범이 

한국의 국회의원에 향을 미치는 방법을 보여주기 위해 한국과 주요 국제관할 

기관(예시 미국 국무부나 유엔) 사이의 외교 관계에 관해 추가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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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번: 대법원 판례 
 

다음 표<표 2>는 간략하게 이 연구의 과정에서 모든 분석된 대법원 

판례와 판결을 설명한 것이다. 몇 가지 판례 인용문을 보여줌으로써 대법원 

판사들의 담론과 법을 정신을 짚어내고 있다. 판사들이 여러 판결에서 유사한 

논리나 같은 용어를 사용한 경우에는 인용문을 보여주는 대신 그 담론이 다시 

사용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제공한다. 판례는 연대순으로 나열하지만 <표 

2>에서는 '중요한 점이나 요점' 이라는 단은 판례 텍스트 내에서 중요한 테마를 

지적하고 있다. 

표 2: 성산업, 알선, 성매매업소, 포즈 등등에 규제하는 대법원 판례 (23 개) 설명한다. 

판례 년 제목 판결이나 판시사항 중요한 요점 

1 1999 대법원 

1999.09.17 선고 

98 도 2036 판결 

【횡령】 

[공 1999.11.1.(9

3),2267]  

포주의 불법성이 윤락녀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크다는 이유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본 사례 

포주 

윤락녀 

피해자 

윤락행위 

불법원인급 

2 2000 대법원 

2000.02.25 선고 

99 도 4542 판결 

【보건범죄단속에

관한특별조치법위

반(부정의료업자)·

의료법위반】 

[공 2000.4.15.(1

04),903]  

의료행위의 의미 및 안마나 지압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안마 

지압 

마사지 

3 2000 대법원 

2000.10.10 선고 

2000 도 2798 

판결 

직업안정법위반·

윤락행위등방지법

위반·의료법위반

여관방에 사무실 겸 숙소를 차려 

놓고 무자격 안마사 겸 윤락녀를 

확보한 다음 손님들의 전화연락에 

따라 숙박업소에 가서 안마를 

하거나 윤락을 하도록 알선하면서 

소개비조로 대가를 받은 행위가 

직업안정법 제 19 조 제 1 항이 

안마 

윤락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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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2000.12.1.

(119),2362] 

규정한 유료직업소개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4 2001 대법원 

2001.06.01 선고 

2001 도 1568 

판결 

【윤락행위등방지

법위반·풍속영업

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의료법위반

】 

[공 2001.7.15.(1

34),1562]  

[1] 의료법 제 67 조 소정의 '영리를 

목적으로 한 안마행위'의 의미 [2] 

마사지업소에서 종업원이 대가를 

받고 손님들의 몸을 손으로 문지른 

등의 행위가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윤락행위를 위하여 성적 흥분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이지 의료법 

제 67 조 소정의 '영리를 목적으로 

한 안마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안마 

마사지 

윤락행위 

5 2002 대법원 

2002.06.20 선고 

2002 도 807 

전원합의체 판결  

【성폭력범죄의처

벌및피해자보호등

에관한법률위반(

장애인에대한준강

간등)·보건범죄단

속에관한특별조치

법위반(부정의료

업자)】[공 2002.

8.1.(159),1750] 

[1] 의료행위의 의미 및 안마나 

지압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공소사실 특정의 정도 

[3]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 일부에 

대하여 무죄의 각 판결이 선고되어 

유죄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무죄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각 

상고를 제기한 경우, 쌍방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때의 상고제기 후의 

미결구금일수 산입 방법 

안마 

지압 

의료행위 

6 2004 대법원 

2004.01.15 선고 

2001 도 298 판결 

【보건범죄단속에

관한특별조치법위

반(부정의료업자)(

예비적·택일적 

죄명: 

의료법위반)】 

[공 2004.2.15.(1

96),366]  

[1] 의료행위의 의미 및 안마나 

지압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피고인이 시술한 

스포츠마사지가 단순한 피로회복을 

위한 시술을 넘어 질병의 

치료행위에까지 이른 것으로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안마 

지압 

마사지 

스포츠마사

지 

7 2004 대법원 

2004.01.27 선고 

2000 도 2977 

판결 

【의료법위반】 

스포츠마사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의 스포츠마사지 시술행위를 

의료법상 금지되는 안마사 

자격인정 없는 안마행위라고 한 

사례 

스포츠마사

지 

안마 

지압 

마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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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2004.3.1.(19

7),409]  

8 2004 대법원 

2004.01.29 선고 

2001 도 6554 

판결 

【풍속영업의규제

에관한법률위반·

의료법위반】 

[공 2004.3.1.(19

7),422]  

[1] 안마사의 업무한계를 규정한 

안마사에관한규칙 제 2 조 소정의 

'각종 수기요법'의 의미 [2] 

이발소에서의 안마행위가 의료법상 

무자격 안마영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안마 

마사지 

지압 

9 2004 대법원 2004. 

9.3. 선고 2004

다 27488,27495 

판결 

【가불금·손해배

상(기)】  

[공 2004.10.15.(

212),1650] 

[1]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자가 

영업상 관계 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효력(=무효) [2] 불법원인급여의 

요건으로서의 '불법원인'의 의미 및 

윤락행위를 할 자를 

고용·모집하거나 그 직업을 

소개·알선한 자가 윤락행위를 할 

자를 고용·모집함에 있어 성매매의 

유인·강요의 수단으로 제공한 

선불금 등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불법원인급 

윤락행위 

성매매 

사회질서에 

위반 

10 2004 대법원 

2004.09.23 선고 

2003 다 49009 

판결 

【손해배상(기)등

】 

[공 2004.11.1.(2

13),1698] 

[1] 경찰관에게 부여된 권한의 

불행사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위법하게 되는 경우 [2] 

군산 윤락업소 화재 사건으로 

사망한 윤락녀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경찰관의 직무상 

의무위반행위를 이유로 국가에게 

위자료의 지급책임을 인정한 사례 

윤락업소 

윤락녀 

보호 

윤락강요행

위 

11 2006 대법원 

2006.10.26 선고 

2005 도 8130 

판결  

【성매매알선등행

위의처벌에관한법

률위반】 

[집 54(2)형,544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1 항 제 1 호 

(나)목의 ‘유사성교행위’의 의미 및 

그 판단 방법 [2] 마사지업소의 

여종업원이 손으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한 

행위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1 항 

성매매 등 

근절 

성매매 

피해자 

인권 보호 

성매매알선 

마사지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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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2006.12.1.(26

3),2039] 

제 1 호 (나)목의 ‘유사성교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유사성교행

위 

12 2007 대법원 

2007.04.12 선고 

2007 도 355 판결 

【의료법위반】 

[미간행]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 3 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다고 

하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행위를 한 자를 처벌할 수 

없는지 여부(소극)  

안마 

13 2007 대법원 

2007.07.26 선고 

2007 도 3219 

판결 

【성매매알선등행

위의처벌에관한법

률위반】 

[공 2007.9.1.(28

1),1418] 

성매매업소에서 영업에 참고하기 

위하여 성매매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여 작성한 

메모리카드의 내용이 ‘영업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문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성매매업소 

성매매 

성매매방법 

14 2008 대법원 

2008.04.10 선고 

2005 다 48994 

판결 

【손해배상(기)】 

[공 2008 상,653]

[1]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의 직무상 

의무의 내용 및 상당인과관계 

유무의 판단 기준 [2] 유흥주점에 

감금된 채 윤락을 강요받으며 

생활하던 여종업원들이 유흥주점에 

화재가 났을 때 미처 피신하지 

못하고 유독가스에 질식해 사망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공무원이 식품위생법상 취하여야 

할 조치를 게을리 한 직무상 

의무위반행위와 위 사망의 결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3] 소방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이 국가배상법 제 2 조의 

위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및 

소방공무원이 재량에 맡겨진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위법한 것이 되기 

위한 요건 [4] 유흥주점에 감금된 

채 윤락을 강요받으며 생활하던 

여종업원들이 유흥주점에 화재가 

났을 때 미처 피신하지 못하고 

유독가스에 질식해 사망한 

사안에서, 소방공무원이 위 화재 전 

윤락을 

강요 

보호 

윤락장소 

윤락녀들 

윤락행위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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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에 대하여 구 소방법상 

시정조치를 명하지 않은 직무상 

의무 위반과 위 사망의 결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15 2009 대법원 

2009.01.30 선고 

2008 도 9207 

판결 

【성매매알선등행

위의처벌에관한법

률위반】 

[미간행] 

약식명령이 확정된 의료법 

위반죄의 ‘무자격자 안마행위’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유사성교행위’라는 

공소사실 상호간에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성매매알선 

‘무자격자 

안마행위’ 

유사성교행

위’ 

16 2009 대법원 

2009.05.14 선고 

2009 도 2223 

판결 

【성매매알선등행

위의처벌에관한법

률위반(성매매알

선등)】 [미간행]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에 정한 ‘추징’의 

입법 목적 및 그 범위 [2] 

성매매알선 등 행위자가 

고객들로부터 수취한 금액 중 

절반을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경우에 그 추징의 범위는 실제 

취득분에 한정되지만, 범행 

과정에서 지출한 업소 건물의 

임대료는 범행에 사용된 

필요경비에 해당하여 추징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경우 가액 추징의 

방법(=개별적 추징) 

성매매알선 

성매매여성 

17 2009 대법원 

2009.05.14 선고 

2007 도 5531 

판결 

【의료법위반·보

건범죄단속에관한

특별조치법위반(

부정의료업자)】 

[공 2009 상,906]

[1] 구 의료법 제 61 조에서 말하는 

‘안마’의 의미 및 그 범위가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2] 구 의료법 제 67 조에 정한 

‘영리 목적’의 의미 및 안마행위자가 

반드시 그 경제적 이익의 귀속자나 

경영 주체와 일치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3] 구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 3 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다고 하여, 자격인정 

없이 안마를 한 행위 자체가 죄가 

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4] 구 의료법 

제 25 조의 규정 목적 및 의료행위 

안마 

마사지 

지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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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판단하는 방법 [5] 약사로서 

한약조제자격을 취득하였을 뿐 

한의사가 아닌 자가 진단행위를 한 

후 한약을 조제·판매한 사안에서, 

위 행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의사가 아닌 자가 한방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때’에 

해당하여 구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18 2010 대법원 

2010.09.09 선고 

2010 도 6924 

판결 

【사기·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요행위등)·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청

소년이용음란물제

작·배포등)·미성년

자유인·절도·공문

서부정행사】 

[공 2010 하,1960

] 

[1]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공모자가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여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한 요건 [2] 갑이 을과 공모하여 

가출 청소년 병을 유인하고 성매매 

홍보용 나체사진을 찍은 후, 자신이 

별건으로 체포되어 수감 중인 동안 

병이 을의 관리 아래 성매수의 

상대방이 된 대가로 받은 돈을 병, 

을 및 갑의 처 등이 나누어 사용한 

사안에서, 갑은 을과 함께 

미성년자유인죄,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책임을 진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병과형 또는 수 

개의 형이 선고된 경우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를 어느 형에 

산입하는지 명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주문에서 이에 

관하여 선고한 경우 파기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성매매 

아동·청소

년의 

성보호 

피해자 

19 2011 대법원 

2011.05.26 선고 

2010 도 6090 

판결 

【성매매알선등행

위의처벌에관한법

률위반】 

[공 2011 하,1345

] 

[1]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와 ‘영업으로 성매매에 

제공되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의 

죄수 관계(=실체적 경합) [2] 

약식명령이 확정된 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범죄사실인 ‘영업으로 

성매매에 제공되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와 위 약식명령 발령 

전에 행해진 같은 법 위반의 

공소사실인 ‘영업으로 성매매를 

성매매알선 

성매매 

유사성교행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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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한 행위’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0 2011 대법원 

2011.06.30 선고 

2009 도 6717 

판결 

【식품위생법위반

】 

[공 2011 하,1552

] 

[1] ‘임의동행’의 적법성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수사기관이 

‘피고인 아닌 자’를 상대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피고인’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유흥주점 

업주와 종업원인 피고인들이 

이른바 ‘티켓영업’ 형태로 성매매를 

하면서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하여 

구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경찰이 피고인 아닌 갑, 

을을 사실상 강제연행한 상태에서 

받은 각 자술서 및 이들에 대하여 

작성한 각 진술조서는 위법수사로 

얻은 진술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성매매 

성매매행위 

유흥업소 

21 2011 대법원 

2011.08.25 선고 

2010 도 6297 

판결 

【성매매알선등행

위의처벌에관한법

률위반(성매매알

선등)】 

[공 2011 하,1977

] 

[1] 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1 항 

제 2 호 (다)목에서 정한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건물 임대 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도 건물 제공행위를 

중단하지 아니하고 계속 임대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건물 소유자인 피고인이 갑에게 

건물을 임대한 후 경찰청으로부터 

성매매 장소로 제공된다는 통지를 

받아 위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았는데도 

이를 계속 임대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고 하여 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성매매 

성매매알선 

성매매행위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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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011 대법원 

2011.10.13 선고 

2011 도 708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

에관한법률위반(

공동공갈)·업무방

해·폭력행위등처

벌에관한법률위반

(단체등의구성·활

동)·폭력행위등처

벌에관한법률위반

(집단·흉기등감금)

·협박】 

[공 2011 하,2402

] 

[1] 업무방해죄 보호대상인 

‘업무’의 의미 [2] 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폭력조직 간부인 피고인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갑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 앞에 속칭 

‘병풍’을 치거나 차량을 주차해 놓는 

등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성매매업소 운영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라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성매매알선 

성매매업소 

성매매의 

장소 

피해자 

윤락녀 

23 2011 대법원 

2011.11.10 선고 

2011 도 3934 

판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성매수등)】 

[공 2011 하,2599

] 

[1]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0 조 제 2 항에서 

정한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하여,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성매수자를 물색하고 있던 청소년 

갑과 성매매 장소, 대가 등에 

관하여 구체적 합의에 이른 다음 

약속장소 인근에 도착하여 갑에게 

전화로 요구 사항을 지시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0 조 제 2 항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성매매 

아동·청소

년의 

성보호 

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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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outh Korean Supreme Court Cases and 
Changing Rhetoric about Prostitution 

 
Michelle Lee Jones 
Korean Studies,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Before 2004 judges used the rhetoric of the 1961 Prevention of Prostitution, etc. Act, such 
as yunlaknyŏ (prostitute woman) and maech'unpu (prostitute) and other terms when they 
wrote about sex workers. The terms imply that the person selling their body is a woman, 
and carry a passive and immoral connotation. After the 2002 Gunsan Fire Incident caused 
the wrongful death of sex trafficked woman, awareness of sex trafficking and forced sex 
work increased.  

Feminist groups in South Korea used the discourse of victimization and 
trafficking to pressure the government to address the human rights issues connected to 
marriage migration and migrant hostesses. While lobbying for legal reforms, feminist 
organizers did not want to use terms that emphasized the body in a passive way, so they 
introduced more active and less stigmatizing language such as sŏngmaemaecha (person 
who sells sex). However, the 2004 Special Law on Prostitution does not achieve feminist 
ideology and instead continues to repress women’s human rights, particularly under 
imperialism, capitalism, patriarchy. 

Korean sex worker’s human rights NGO Giant Girls argues that criminalization 
has made sex work more unsafe, and that efforts to root out sex trafficking result in a 
harsh crackdown on sex work that targets women sex workers rather than sex traffickers. 
After extensive interviews with migrant sex workers, Sealing Cheng also points out that 
the narrative of sex trafficking in the South Korean media and legal system ignores the 
agency of sex workers. Thus, a sex worker is judged in a legal framework that does not 
aim to prevent human rights abuse through coerced sex trafficking, but in an environment 
of eradication with no option for agency or choice in sex work. Activists and scholars 
alike point out that domestic and international feminism must make listen to the voices of 
silenced and politically repressed women.  

In her article <Can the Subaltern Speak? (1988)> Spivak criticizes Foucault’s 
theoretical ‘subject’ by pointing out that he is blind to the real lived experience of the 
subaltern. If the subaltern are overlooked or ignored, they are pushed even more into 
silence, complicity and to the margins of society. Due to their elite social position and 
subjectivity, Supreme Court judges seem unable to fully acknowledge the perspective of 
subaltern sex workers. In order to explain this power relationship we require Spiva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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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tical intervention. Through governmentality the state is able to make the subaltern 
status that marginalizes sex workers while reclaiming women labelled as sex traffick 
victims back into the gendered social hierarchy. This thesis uses Spivak’s theory to 
evaluate the attitude that Supreme Court judges have about subaltern sex workers. In 
order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civil society and policymaking, we need 
greater social awareness of governmentality and the ways in which the government 
attempts to shape our ideas.  

This thesis uses the representative example of Supreme Court precedents 
prohibiting sex work to show the regulation of morality. The Supreme Court regulates 
women’s’ sexual lives through legal precedents and rhetoric. The Supreme Court 
classification of women as sex trafficking victims or criminal and immoral sex workers 
shows the shift toward increased state power and regulation of sexuality. This in turn can 
problematically affect gender relations in Korean society. 

Scholars have evaluated the 2004 Special Law on Prostitution in several ways, 
but we do not have many studies about the rhetoric of Supreme Court judges. It is 
important to evaluate the rhetoric of the Supreme Court judges related to the Special Law 
on Prostitution, because: First, researching elite and powerful social actors like judges 
reveals how they influence society. Second, this may offer new kinds of insight as to how 
sex workers are viewed by individual judges as reflected in their written judgments. 
Third, we can understand the process of how the legal system and social mindset is made 
to view sex workers by these texts. Finally, it is important to read Supreme Court 
precedents and court texts because they serve a unique position in society: judges are both 
instruments of government when they cite precedent and enforce sentencing, but can also 
be critics of the government when they interpret policy, overturn sentences and rule on 
the constitutionality of a law.  

This project examines 23 Supreme Court cases and demonstrates that after the 
diffusion of an international norm against sex trafficking and a domestic feminist social 
movement to lobby for the eradication of sex work, the court changes its rhetoric about 
sex work. Shifting rhetoric reveals the regulation of morality and sex work via 
prostitution eradication and sex worker marginalization. The Court adopts the rhetoric of 
sex abolitionist movements, emphasizing victim rhetoric and not acknowledging that 
some women identify as voluntary sex workers, but also repeatedly emphasizes not only 
the illegality – but also the immorality – of sex work.  

Recent Supreme Court precedents emphasize five points: First, the Court shifts 
terms to describe prostitutes but still characterizes prostitution as lewd. Second, the court 
reemphasizes that prostitution is a ‘violation of the social order.’ Third, the Court rhetoric 
to describe prostitution and define ‘acts similar to prostitution’ emphasizes not only sex 
acts but descriptions of sex workers. Fourth, the Court emphasizes the protection of 
victims and the prosecution of abusers. Finally, in limited cases, the Court affirms the 
rights of prostitutes. The cases reveal tensions between lower courts and judges, and test 
police powers amidst crackdown.  

In particular, these judges choose to emphasize the victimized position of sex 
trafficked women, and to stigmatize sex workers them as violators of the social order. As 
such, Supreme Court precedents remake a gendered structure that introduces a concep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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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 rights in order to ‘reclaim’ victimized women back into society, while maintaining 
that women who cannot prove a ‘victim’ status are debased and threatening to the social 
order. To conclude, the language of legislation has taken on a significantly more neutral 
tone toward sex workers, and the legislature has established programs to protect and 
rehabilitate the victims of sex trafficking. However, the evidence overwhelmingly shows 
that rather than focusing on sex traffick prevention, the police and Supreme Court are 
focused on eradicating prostitution and cracking down on sex workers. While media and 
legislative rhetoric frame all sex workers as victims, it is in the Supreme Court rhetoric 
that we can once again see the stigmatization of those who choose sex work. Via 
Supreme Court rhetoric and criminal punishment we can find that the international norm 
against sex trafficking has been localized in South Korea to reorganize gender hierarchies 
and regulate sexuality while putting sex workers in economic peril and physical danger. 
For a brief time, the Supreme Court may have taken small steps to recognize agency, 
economic freedom and choice in sex work, but after the 2004 Act the court 
overwhelmingly asserts that sex work is an immoral threat to the “social fabric” and “an 
obscene and shameful lowly occupation.” The law designed to respond to international 
norms condemning Korea’s inaction on sex trafficking ultimately results in vigilant 
policing, punishment and stigmatization of sex workers. 

Keywords: Supreme Court, prostitution, sex traffick, human rights, gender 
inequality, legal rhetoric 

Student Number: 2011-24284 


	I. 서론                                       
	1. 문제제기                                 
	2. 선행연구 검토                             
	1) 성매매에 대한 법체제: 전세계와 아시아 지역     
	2) 성매매 법률과 젠더논리                   

	3. 분석틀과 정의: 푸코와 스피박의 이론            

	II. 성매매특별법의 역사와 문제점                  
	1. 한국의 성매매규제의 역사                   
	2. 성매매특별법의 배경                       
	3.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성매매근절운동            
	4. 성매매특별법의 장점과 단점                  
	5. 성매매특별법의 현황: 성규정과 인권            

	III. 성매매특별법 관련 대법원의 판례 분석            
	1. 성노동과 인권                            
	2. 성매매에 대한 판례와 젠더의 문제             

	IV. 결론 및 연구의 의의                         
	참고문헌                                    
	부록: 대법원 판례                              
	Abstr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