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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이 연구는 국내 성도착증의 사례에 대한 신유물론 페미니즘적 분석을 통해 

과학철학자 이언 해킹(Ian Hacking)이 제시한 루핑효과(looping effect)가 

정신뿐만 아니라 물질의 차원에 걸쳐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루핑효과에 

따르면 사람에 대한 범주는 그 범주가 적용된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며 의미의 

변화를 거친다. 사람에 대한 범주, 일명 인간종(human kind)은 그것이 적용되는 

사람들과 전문가들의 자기인식, 행동, 선택들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범주화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은 역으로 초기 인간종의 정의가 수정되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루핑효과 

이론은 정신의학, 심리학, 인류학 같이 인간을 다루는 학문이 그 연구 대상과 

영향을 주고받는 양상을 분석할 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다만 해킹은 

루핑효과가 일어나는 장을 담론과 정신에 한정시킴으로써 루핑효과에 사람의 

물질적인 몸 또는 그 밖의 비인간이 관여할 여지를 사전에 차단한다. 이 바탕에는 

정신과 육체에 대한 이원론적 사고와 물질의 수동성에 대한 전제가 있다. 

신유물론 페미니즘은 정신과 육체의 이분법을 탈피하고 물질의 역동성을 

드러내기에 적합한 이론적 틀을 제공함으로써 해킹식 루핑효과의 한계를 

넘어서는 돌파구가 된다. 우선 엘리자베스 그로츠(Elizabeth Grosz)의 

뫼비우스의 띠(Möbius strip) 모델은 정신과 신체를 꼬임과 역전의 관계로 

개념화하는데, 이는 일원론과 이원론 모두를 극복하는 방식으로 두 차원의 

연속성을 탐구하는 데 유용하다. 또한 카렌 버라드(Karen Barad)의 행위적 

실재론(agential realism)에서, 인간과 비인간을 포함한 개별 요소들은 

선험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인 물질-담론적 실천을 통해 경계 

그어진다. 이때 핵심이 되는 점은 관찰 도구와 관찰 대상이 존재론적으로 얽혀 

있다는 것이다. 그로츠와 버라드의 접근법에서, 새로운 인간종이 그 대상과 

상호작용하는 양상은 의식세계에 국한되지 않고 필연적으로 물질세계를 

포함하게 된다. 

이 연구는 신유물론 페미니즘의 접근법에 입각하여 국내 성도착증 인간종의 

루핑효과에 물질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보인다. 성도착증 인간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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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과 2010년 사이 악명을 떨친 일련의 아동 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서 

탄생하였다. 성폭력 범죄자 일부는 성욕과 관련된 병리적인 문제가 있다는 

판단하에서, 중증 정신질환자만을 대상으로 삼던 치료감호 제도가 성도착증이 

진단된 성폭력 범죄자에게 확장된 것이었다. 이 당시만 해도 성도착증은 온전히 

정신의 병으로 파악되었고, 그런 점을 강조하기 위해 법률에서 ‘정신성적 장애’로 

불리기도 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이렇게 만들어진 국내 성도착증 인간종이 새로운 

가능성들의 연쇄 반응을 일으키고, 결국 성도착증의 초기 정의를 변화시켰다는 

것이다. 즉, 하나의 루핑효과 고리가 완성되었다. 첫째로, 법적, 의학적 범주로서 

성도착증의 확립은 성도착증 환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를 정당화해주었고, 

2010년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성충동약물치료법이 통과되었다. 화학적 거세는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차단하는 약물을 투여하여 비정상적인 

성욕을 억제한다는 취지를 지닌 요법이었다. 둘째로, 성도착증 환자로서 

대우받고 그렇게 자신을 인식하게 된 여러 치료감호소 수용자가 자발적으로 

화학적 거세 임상시험에 자원하는 일이 발생했다. 마지막으로, 화학적 거세 

임상시험이 실시되는 과정에서 테스토스테론이 성적 욕구와 충동을 유발하는 

단일한 생물학적 요인으로서 경계 그려졌고, 이렇게 유의미한 개별 물질이 된 

테스토스테론은 예측 못한 고유의 저항을 발생시키기도 했다. 이러한 사건들을 

계기로 성도착증의 의미는 테스토스테론과 결부되었고 성도착증은 마음뿐 

아니라 신체의 병으로 재정의되었다. 본 사례는 루핑효과가 대상자의 심리 

변화와 같은 정신적 과정뿐만 아니라, 물질적 신체의 재구성과 능동적 힘에 

기초하여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주요어 : 루핑효과, 이언 해킹, 신유물론 페미니즘, 행위적 실재론, 정신질환, 

성도착증, 테스토스테론 

학   번 : 2019-2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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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서론 

 

2006년과 2010년 사이에 발생한 일련의 잔혹한 아동 성폭력 사건은 아이를 둔 

전국의 부모를 분노와 두려움으로 들끓게 만들었다. 2006년 2월에는 용산 

초등학생 살해 유기사건이 일어났고, 이듬해에는 제주 초등학생 성추행 사건, 그 

해 말에는 안양 초등학생 납치 살해 사건이 발생했다. 2009년 가을에는 

오늘날까지도 회자되는 조두순 사건이 전국민의 공분을 샀다. 방송사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 사건을 취재하고 보도했으며, 시민은 조두순을 강력 처벌하라는 

온라인 서명운동을 벌였다. 다음 해인 2010년에는 약 넉 달의 간격을 두고 김길태 

사건과 김수철 사건이 터졌다. 각종 언론기관은 앞다투어 두 사건을 조명하고 

앞선 사건들과 연관 지으며 아동 성폭력을 그 시대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만들었다. 어느새 한국은 아이들이 맘 놓고 뛰놀 수 없는 우범지대가 되어 있었다. 

 우리는 이해하기 어렵고 불안을 자아내는 상황에서 새로운 개념이나 이름을 

개발해내는 경향이 있다. 왜 미지의 괴물들이 끊임없이 죄 없는 어린아이를 

노리고 있는가? 이때 제시된 하나의 해답은 바로 이들이 ‘성도착증’을 앓고 

있다는 것이었다. 성도착증 환자는 질 나쁜 범죄자이기 전에 아동에게 성적 

욕구를 느끼는 정신질환자이기 때문에, 마땅한 치료를 해주어 재범을 막아야 

한다는 발상이었다. 2007년 법무부는 기존 치료감호 제도를 성도착증 환자에게 

확장하는 개정안을 제출했고, 이것이 2008년에 통과되면서 성도착증 환자라는 

새로운 범주에 대한 법률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2010년에는 김길태 사건, 김수철 

사건이 불안을 가중시키면서 성도착증 환자를 대상으로 삼는 

‘성충동약물치료법’이 입법되었다. 성도착증 환자의 일탈적이고 조절되지 않는 

충동을 억제하기 위해, 남성호르몬 분비를 차단하는 항남성호르몬제를 투여하는 

시술, 일명 화학적 거세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법이었다. 이 ‘화학적 

거세법’은 앞서 확립된 성도착증을 시술 대상으로 지목함으로써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었다.  

주목할 점은 2008년에 등장한 성도착증의 정의가 2010년대를 거쳐 

변화하였다는 것이다. 초기의 성도착증 환자는 일탈적인 성적 기호과 더불어 

강렬하고 잘 제지되지 않는 성적 욕구와 충동을 가진 사람을 가리켰다. 이때 

성도착증은 온전히 정신적인 요인에 기인한 질환으로서, 당시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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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도 명시하였듯이 “신체적이 아니라 정신적, 심리적으로 성적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을 의미했다.1 또한 성도착증 진단을 받고 치료감호소에 

수용되기 시작한 성폭력 범죄자들은 이러한 정신적, 심리적 정의를 자신의 

정체성으로 수용하였다. 그러나 2010년대에 들어서 성도착증 환자들은 

정신적뿐만 아니라 물질적 차원에서 재구성되었다. 이들 일부에게 화학적 거세가 

시범적으로 실시되는 과정에서 테스토스테론이 성욕과 성충동을 유발하는 

물질로서 지목되기 시작하였고, 이렇게 독립적인 물질로 분리된 테스토스테론이 

예상치 못한 시점에 급작스럽게 솟구치는 고유의 힘을 발휘하여 참여자들에게 

혼란을 가져오기도 한 것이다. 이와 같은 사건들을 계기로 성도착증 환자는 

테스토스테론의 흐름에 영향받는 몸으로 재구성되었다. 한편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성도착증의 기존 정의 또한 수정되었다. 성도착증은 성충동 조절 문제와 

더불어 테스토스테론의 비정상적인 양 또는 작용과 관련된 정신 질환으로 

재정의되었다. 이에 따라 의사, 판사, 재판관 등은 성폭력 범죄자 또는 성도착증 

환자를 대하고 평가할 때 그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고려하게 되었다. 

오늘날 국내 성도착증과 화학적 거세를 다루는 문헌 대부분은 성범죄 현상에 

대해서는 뚜렷한 문제의식을 지니는 반면에, 성도착증은 선험적으로 주어지거나 

지나치게 모호한 개념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법학자 박상기는 

성폭력 범죄가 성도착증 환자가 아니라 평범한 일반인에 의해, 그리고 질병적 

원인이 아닌 사회환경적 요인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환자 

집단만을 겨냥하는 화학적 거세를 반대한다. 다만 그는 성도착증 범주 자체는 

미리 고정된 개념으로 상정하며, 성도착증 환자로 판명된 자에게는 화학적 

거세가 “성범죄를 제어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받아들인다.2 그에 비해 법학자 

 
1  임인규,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검토 보고”,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 (2008), 6쪽. 
2 박상기, “소위 化學的 去勢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의 문
제점”, 『형사정책연구』21(3) (2010), 215쪽. 다른 몇몇 학자도 소수의 특수한 성범죄

자에게 관심과 정책이 집중되는 현상을 지적한 바 있다. 예를 들어 언론학자 양정혜는 
성범죄가 조두순 같은 소수의 정신질환자에 의해 발생한다는 인식을 강화하는 언론의 
프레이밍을 문제 삼는다. 이러한 프레이밍 때문에 “실제로 아동들을 성적으로 학대하

는 가족과 친족들은 비가시적인 존재로 수면 아래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마찬
가지로 여성학자 권인숙, 영문학자 이화연은 성폭력의 현실과 위험성을 과장, 왜곡하
고, 특히 소수의 성범죄자를 악의 집단으로 취급하여 과도한 두려움을 자극하는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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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혜는 성도착증과 화학적 거세의 갑작스러운 출현에 보다 주목하며, 충분한 

의학적 근거 없이 성폭력 범죄가 질병으로 의료화되었다고 비판한다. 그렇지만 

김지혜는 한편으로는 정신의학에서는 질병을 원인이 아닌 증상에 따라 분류하기 

때문에 “무엇을 병으로 규정할 것인지가 매우 애매하며 해석적이다”라고 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화학적 거세의 집행에서 의사가 맡는 일이 전문가보다는 법원의 

명령을 따르는 “테크니션”(technician)에 가깝다고 단정하며, 성도착증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회피한다. 이는 법원과 병원, 그리고 화학적 거세 

대상자의 몸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성도착증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변화시켰다는 점을 간과하는 것이다.3 

 본 글은 과학철학자 이언 해킹(Ian Hacking)의 루핑효과(looping effect)를 

뼈대로 삼으며 성도착증의 범주가 국내에 도입되고, 이후에는 그 정의가 바뀐 

역동적인 과정에 주목한다. 다만 본 논문은 해킹이 제시한 루핑효과 이론을 

그대로 수용하는 대신, 루핑효과가 정신적인 차원에 국한되지 않고 물질세계를 

망라하여 일어날 수 있는 현상임을 보일 것이다. 루핑효과는 사람에 대한 범주가 

그 범주가 적용되는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사람에 대한 범주, 

일명 인간종(human kind)은 대상자의 자기인식(self-awareness)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그로 하여금 감정과 행동을 변화시키도록 유도하고, 역으로 이러한 

변화는 인간종의 초기 정의가 수정되도록 만든다. 사람에 대한 분류와 분류된 

 

과 정부의 행태를 비판한다. 이러한 두려움 형성은 여성을 수동적이고 의존적으로 만
들어 오히려 여성의 성폭력 대처능력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이들 학자가 성폭력 범
죄 대처에 대해 꼬집는 점은 본 글도 관심 갖는 주제로서, 이후 3절에서 소수 흉악범에

게 지나치게 집중된 관심이 일으킨 파장을 다룰 것이다. 양정혜, “뉴스 미디어가 재현
하는 범죄현실: 아동대상 성폭력 범죄의 프레이밍” 『언론과학연구』 10(2) (2010), 
374쪽.; 권인숙, 이화연, “성폭력 두려움과 사회통제”, 『아시아여성연구』 50(2) 

(2011), 85-118 쪽. 
3 김지혜, “형사법과 의료의 잘못된 만남: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 『법과 사
회』46 (2014), 517, 533쪽. 한편 경찰행정학자 허경미는 미국 정신의학계가 제시한 

성도착증에 관한 연구 결과를 더욱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내 법원이 성도착증을 
독자적으로 해석하고 성도착증에 대한 “정신의학적, 생화학적 판단”을 충분히 중요시
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은 미국에서 생산한 성도착증 지식이 그 

자체로 가장 신뢰할 만하고 한국에 그대로 이전될 수 있다는 제한적인 전제를 깔고 있
는 것이다. 허경미, “성도착사범 처벌의 한계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0(1) (2011), 3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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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일종의 ‘고리’(loop)를 통해 양방향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다.4 그러나 

본 글은 해킹이 제시한 루핑효과의 작용 원리를 문제삼는다. 해킹의 서술은 

사람을 정신과 물질의 차원으로 나누고 루핑효과를 전자에 한정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의약품이나 체내 호르몬 같은 물질이 루핑효과에 개입할 가능성을 

사전에 봉쇄한다. 

본 글은 신유물론 페미니즘의 접근법을 차용하여 루핑효과에 심리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작용이 얽힐 수 있음을 보일 것이다. 우선 신유물론 

페미니즘은 정신과 물질을 분리 불가능한 관계로 파악하는 접근법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페미니스트 철학자 엘리자베스 그로츠(Elizabeth Grosz)의 

뫼비우스의 띠(Möbius strip) 모델은 사람의 정신과 신체를 이질적인 동시에 

연속적인 두 차원으로 개념화하는데,5 이 모델은 성도착증 환자의 몸에서 두 

차원의 선험적 분리 없이 남성호르몬의 작용을 추적하는 데 사용된다. 또한 

철학자 카렌 버라드(Karen Barad)의 행위적 실재론(agential realism)은 인간과 

비인간, 주체와 대상을 비롯한 개별 요소들의 선험적 분리를 상정하는 대신, 이를 

특정한 물질-담론적 현상과 장치를 통해 만들어지는 것으로 파악한다. 따라서 

과학의 연구 대상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어떤 도구가 사용되느냐에 따라 상이한 

존재론적 속성을 띨 수 있다.6 행위적 실재론의 관점은 국내에서 테스토스테론이 

성도착증의 생물학적 원인으로 지목된 것이, 선험적으로 존재하던 개별 물질의 

‘발견’이 아니라 화학적 거세라는 특정한 장치를 통한 ‘구성’의 결과였음을 

보이는 데 차용된다. 

본 연구가 과학기술학(STS) 분야에서 갖는 의의는 이언 해킹의 인간종 및 

루핑효과 이론에서 간과되었던 물질세계를 가시화하고, 루핑효과의 기본 틀을 

유지하되 그 한계점을 극복할 방법을 신유물론 페미니즘에서 모색한다는 것이다. 

레이첼 쿠퍼(Rachel Cooper)와 리코 하우스발트(Rico Hauswald)를 비롯한 몇 

 
4 Ian Hacking, “The looping effects of human kinds”, Dan Sperber, David Premack, 

Ann James Premack, Causal Cognition: A Multidisciplinary Debate (Walton Stree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pp. 351-394.  

5 엘리자베스 그로츠 지음, 임옥희, 채세진 옮김, 『몸 페미니즘을 향해: 무한히 변화하는 

몸』 (꿈꾼문고, 2019).  
6  Karen Barad, Meeting the Universe Halfway, (Durham and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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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철학자가 인간종과 자연종의 경계가 불명확하고,7 루핑효과에 본질주의의 

전제가 있다는 등의 비판을 내놓았지만,8 루핑효과 개념의 보완 방안으로 그것에 

물질의 가변성을 통합시킬 것을 제시한 학자는 없었다. 반면 본 연구는 신유물론 

페미니즘의 관점에 입각하여 루핑효과에서 의미의 작용과 더불어 물질의 생산과 

저항을 드러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사람 몸에 대한 생물학 및 의학 분야의 경험적 

데이터를 중요한 연구 자원으로 삼지만, 과학 또한 사회와 맞물려 만들어지는 

실천적인 과정임을 감안하여 과학자의 해석을 그 자체로 권위 있고 완결된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는 과학의 경험적 지식을 외면하거나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대신 그것과 생산적이고 창의적으로 관계 맺는 것을 의미한다.   

이 글은 성도착증을 중심으로 루핑효과가 일어난 과정을 단계적으로 

추적한다. 우선 2절은 이론적 배경과 방법론을 다룬다. 해킹의 인간종 및 

루핑효과 개념을 먼저 소개하고, 이 개념들이 학문적 지식과 사람의 

상호구성(co-construction)을 살피는 데 유용하지만 물질세계를 인위적으로 

배제한다는 한계가 있음을 보일 것이다. 이를 보완하는 접근법으로 정신과 

물질의 분리 불가능한 관계와 물질의 생산성에 대한 페미니즘 신유물론의 

학자들의 논의를 소개한다. 이어지는 3절은 국내에서 성도착증 인간종이 새로이 

만들어진 과정을 분석한다. 2006년과 2010년 사이에 일어난 잔혹한 범죄 

사건들과 각 가해자에게 집중된 관심이 성도착증이 확립되는 계기가 되었음을 

보일 것이다. 절의 후반부에서는 법무부와 국회에서 치료감호법 개정안과 

성충동약물치료법이 어떻게 수정되고  통과되었는지 살핀다. 

이어지는 4절은 2009년을 기점으로 공주시의 국립법무병원 또는 

치료감호소에 성도착증 환자가 수용되고 치료된 과정을 다룬다. 치료감호소의 

의료진은 성도착증을 성적 기호의 일탈이자 성적 충동 조절의 장애로 이해하였고, 

이에 맞춰 환자들 또한 자기자신을 성욕 및 성충동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고장난’ 사람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렇게 형성된 정체성은 새로운 현상들로 

이어졌다. 2010년 치료감호소 내에서 실시된 화학적 거세 임상시험에 많은 

 
7 Rachel Cooper, “Why Hacking is Wrong about Human Kinds”, The British Journal 

for the Philosophy of Science 55 (2004), pp. 73-85. 
8 Rico Hauswald, “The Ontology of Interactive Kinds”, Journal of Social Ontology 

2(2) (2016), pp. 20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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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도착증 환자가 지원하였고, 화학적 거세가 실시되는 과정에서 테스토스테론이 

이들의 정서적 상태를 좌우하는 물질로서 경계 그어진 것이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성도착증 환자의 몸은 호르몬적으로 재구성되었다.  

5절은 남성호르몬의 등장으로 인해 성도착증의 정의가 초기의 형태에서 

변화하였음을 보인다. 우선 치료감호소의 의사와 환자 모두 성도착증의 증세를 

남성호르몬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하고 높은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개입의 

대상으로 보게 되었다. 아울러 지방법원, 대법원, 헌법재판소도 성도착증을 

남성호르몬과 연관 지어 파악하기 시작하였다. 즉, 성도착증 환자의 몸이 

물질적으로 재구성됨으로써 성도착증의 초기 정의가 바뀌는 루핑효과가 일어난 

것이다. 이어지는 결론에서는 본 사례가 기존 인간종 및 루핑효과 개념에 지니는 

함의를 되돌아보고, 성폭력의 문제를 단일 요소로 환원시키는 실천의 문제점을 

꼬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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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이론적 배경 

 

본 절은 이언 해킹의 인간종 및 루핑효과 개념을 소개하고 그 한계점을 지적한다. 

인간종은 사람에 대한 범주를 의미하며, 루핑효과는 인간종이 그 대상자들과 

상호작용하며 변화를 겪는 현상을 가리킨다. 그러나 해킹의 서술은 루핑효과의 

발생 범위를 심리적인 차원에 한정시키고, 루핑효과에 물질의 재구성과 그 

능동적 힘이 개입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한다. 이는 오늘날의 다양한 인간종, 

예를 들어 특정한 정신질환과 그것을 지닌 환자의 상호구성에 유전자, 호르몬, 

항정신병약 같은 물질이 관여하는 양상을 포착하기 어렵게 만든다. 본 절은 

정신질환과 관련된 물질 세계를 조명하고 인간종과 루핑효과를 보다 풍부하게 

규명하는 데에 페미니즘 신유물론 이론이 도움된다고 주장한다. 특히 엘리자베스 

그로츠의 뫼비우스의 띠 모델, 엘리자베스 윌슨(Elizabeth Wilson)의 장 

페미니즘(Gut Feminism), 카렌 버라드의 행위적 실재론을 면밀히 살필 것이다. 

 

2.1. 이언 해킹의 인간종과 루핑효과  

 

이언 해킹은 1980년대의 저술부터 사람에 대한 분류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유형의 사람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주목하지만, 그가 인간종(human kind)의 

개념을 처음 등장시키는 것은 1995년이다. 인간종은 사회과학, 심리학, 

정신의학과 같이 사람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 학문 분야에서 사람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기 위해 사용하는 범주이다. 해킹이 제시하는 인간종의 예시로는 

다중인격장애와 자폐증을 비롯한 정신질환 외에도, 청소년, 동성애, 아동학대가 

있다. 9  학자 집단은 인간종을 생산해냄으로써 사람을 분류하고 사람에 대한 

 
9 인간종의 핵심 의미는 사람의 분류이지만, 그것은 사람의 행동 또는 감정의 분류가 될 
수도 있다. 가령 동성애와 아동학대는 사람을 묶는 범주는 아니지만 행위를 묶는 범주

로서 해킹에 의해 인간종으로 간주된다. 해킹은 오늘날의 아동학대 인간종이 1960년
대에 미국에서 등장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 이전에도 ‘아동을 향한 잔인한 행위’(cruelty 
to children)라는 개념이 있었지만, 그것은 사회에 대한 위협으로 치부되지 않았으며 가

해자 또한 특별한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았다. Ian Hacking, The Social 
Construction of What? (Cambridge, Massachusetts and London, England: Harvard 
University Press, 1999), pp. 13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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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화된 법칙과 인과관계를 끌어낼 수 있다. 이는 분류된 사람의 행동을 

예측하고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 가령 특정 자극에 

어떻게 반응할지 또는 어떤 개입이 가장 효과적일지 내다보는 데 유용하기 

때문이다.10  

해킹이 사람에 대한 범주를 인간종으로 명명한 것은 그것을 자연과학의 

‘자연종’(natural kind) 개념과 대비시키면서, 사람을 탐구하는 인간과학과 

자연을 탐구하는 자연과학의 차이를 짚어내려는 시도의 일환이다. 해킹에 따르면 

인간과학이 취급하는 인간종은 그것으로 분류된 사람들을 변화시키지만 

자연과학의 자연종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 우선 물질을 구성하는 소립자인 

쿼크(quark)의 경우를 보자 보자. 쿼크를 ‘쿼크’라고 이름 붙이는 일은 그것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데, 쿼크는 그것이 뭐라고 불리는지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성질은 흙, 물, 전자, 비타민C을 비롯한 다른 모든 자연종에도 

해당한다.11 

반면 인간종은 그것에 포섭된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비인간과 달리 인간은 자신에게 부여되는 명칭 또는 정의에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S라는 사람을 특정한 인간종 I라고 부르는 일은 

S로 하여금 자아를 인식하는 방식, 감정, 행동 등을 변화시키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S가 I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응할지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I의 틀에 더욱 순응하는 방향으로 생각과 행동을 조정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I에 반감을 가지고 아예 새로운 태도를 발달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는 특히 ‘범죄자’를 비롯한 상당수의 인간종에 부정적인 가치판단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여기서 더 나아가, 해킹은 S가 I로 분류됨으로써 행동과 

 
10  Ian Hacking, “Five parables”, Richard Rorty, J. B. Schneewind, and Quentin 

Skinner, Philosophy in History: Essays on the historiography of philosoph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4), pp. 103-124.; Ian Hacking, “The 
Invention of Split Personalities”, Human Nature and Natural Knowledge: Essays 
Presented to Marjorie Grene on the Occasion of Her Seventy-Fifth Birthday 
(Dordrecht, Holland: D. Reidel Publishing Company, 1986), pp. 63-86.; Hacking, 
“The looping effects of human kinds”.; Ian Hacking, Rewriting the Soul: Multiple 
Personality and the Sciences of Memory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5). 

11  Hacking, “The looping effects of human ki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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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뿐만 아니라 과거 또한 변화시킬 수 있다고 역설한다. 같은 과거라도 I의 

영향하에서 새롭게 해석하고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의 핵심은 

새로운 묘사가 새로운 행위의 가능성을 들여온다는 것이다. 해킹은 “의도적인 

행위는 특정한 서술적 묘사하에서 이뤄지는 행위”라는 분석철학자 엘리자베스 

앤스콤(Elizabeth Anscombe)의 명제를 원용한다. 즉, 어떤 사람의 행위가 

의도적이려면, 그 행위를 설명하는 묘사 A가 존재하고, 그 사람은 A를 

의도하면서 행위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A가 아직 세상에 나타나지 않았다면 

A를 의도적으로 행할 수 없다. 이에 해킹은 새로운 인간종이 새로운 행동에 대한 

묘사를 불러들임으로써 기존에 없던 행위의 가능성을 열어준다고 주장한다. S는 

인간종 I를 우연히 접하거나 전문가에게 부여받음으로써 새로운 묘사를 습득하고 

이전에는 하지 못했던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런 가능성은 미래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소급 적용되어 S는 과거 또한 새로이 경험하게 될 수 있는데, 

예컨대 유년 시절에 부모 또는 친척과 겪은 일을 아동학대로 재해석하게 된다. 

해킹은 이처럼 사람에 대한 범주가 만들어지고 퍼짐으로써 새로운 유형의 사람이 

만들어지는 현상을 ‘사람의 형성’(making up people)이라고 부른다.12 

아울러 해킹은 인간종은 그 범주로 분류된 사람들과 상호작용함으로써 

루핑효과(looping effect)를 일으킨다는 이론을 제시한다. 인간종에 포섭된 

사람들이 그로 인해 변모하게 된다면, 역으로 그 인간종의 초기 정의가 수정될 

필요가 생긴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19세기 후반에 처음 등장한 동성애자 

인간종은 정신질환이자 범죄로 규정되었다. 그러나 동성애자로 분류된 사람들은 

의료계와 공권력으로부터 인간종에 대한 주도권을 빼앗기 위해 게이 해방운동을 

벌였고, 그 결과로 동성애자 범주는 의료적, 형사적 맥락 밖에서 재정립되었다. 

루핑효과라는 명칭은 이처럼 인간 범주와 그 대상이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끝없는 순환고리를 가리킨다.13  

해킹이 제시하는 루핑효과의 대표적인 사례는 다중인격장애(multiple 

personality disorder)이다. 1970년대 초반만 해도 다중인격장애는 약 백 년 전에 

 
12 Hacking, “The looping effects of human kinds”. 해킹이 차용한 앤스콤의 저술은 

다음의 책이다. G.E.M. Anscombe, Intention (Oxford: Blackwell, 1957). 
13 Hacking, “Kinds of People: Moving Targets”, Proceedings of the British Academy 

151 (2007), pp. 285-318.; Hacking, Rewriting the S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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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짝 유행했던 정신장애로, 좀처럼 보기 힘들어 정식으로 보고된 경우가 손에 

꼽을 만큼 진기한 현상이었다. 그러다 몇 건의 두드러진 다중인격장애 사례가 

유명세를 타게 되면서, 더 많은 정신과 의사가 다중인격장애를 진단하고 동시에 

더 많은 사람이 그 증세들을 나타나게 되었다. 한편 다중인격장애의 유발 원인을 

모색하던 연구자들은 그 병인(病因)을 당시 사회문제로서 주목받고 있던 

아동학대와 연결 지었다. 학대를 당한 아동이 트라우마의 기억과 정서적 충격을 

분리시키고 절연하기 위해 여러 개의 인격을 발달시킨다는 이론이었다.  

다중인격장애에 대한 이 새로운 지식이 퍼지자, 사람들은 이번에는 과거에 

학대당한 경험을 새로이 기억해내고 자신이 그러한 트라우마에 대한 

대응기제(對應機制)로서 여러 개의 인격을 발달시켰다는 서사를 내놓게 되었다. 

이에 1980년대부터 다중인격장애 환자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한 

명의 환자가 보고하는 인격의 수도 과거의 두세 개를 훨씬 뛰어넘어 수십 개 또는 

심지어 백 개까지 늘어나게 되었다. 이후 다중인격장애는 어린 시절의 학대 

트라우마로 인해 발생하며 열 개가 넘는 인격을 수반할 수 있는 질환으로 

재정의되었다. 즉, 정신질환에 대한 새로운 관념이 새로운 유형의 사람을 낳고, 

이 집단은 다시금 나름의 진화를 거듭하여 그 정신질환에 대한 기존 관념을 

바꾸게 만드는 루핑효과가 일어난 것이다.14  

1990년대 후반에 해킹은 자연종 개념의 타당성에 회의를 갖게 되면서 

자연종과 짝을 맞추기 위해 고안했던 인간종 개념의 존립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된다.15 이에 해킹은 사람에 대한 범주와 자연에 대한 범주를 아예 폐기하는 대신 

인간종을 ‘상호작용적 종’(interactive kind), 자연종을 ‘무신경한 종’(indifferent 

kind)의 개념으로 대체한다. 그러나 적어도 인간종에 한해서 그 본질적 의미는 

그대로 유지된다. 예를 들어 상호작용적 종은 사람에 대한 범주를 가리키고, 그 

명칭은 범주와 그에 분류된 사람들이 상호작용한다는 점에 기인한다. 또한 

해킹은 상호작용적 종에 관하여 범주가 사람을 바꾸고 사람은 다시 범주를 

바꾸는 루핑효과가 일어난다는 주장을 그대로 내세운다. 무신경한 종의 경우에도 

 
14 Hacking, Rewriting the Soul.  
15 해킹이 자연종 개념을 폐기하게 된 이유는 다음의 논문에 나와 있다. Ian Hacking, 

“Natural Kinds: Rosy Dawn, Scholastic Twilight”, Anthony O’Hear ed., Philosophy 
of Scien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pp. 20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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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상호작용적 종과 대조를 이루는 구도는 기존 자연종과 동일하다. 해킹은 

무신경한 종의 대상이 그것에게 부여된 이름에 반응하지 못한다는 점, 즉 

무신경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무신경한 성질은 수동적인 성질과는 다른데, 

일례로 플루토늄은 그것이 ‘플루토늄’으로 불린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무신경하지만, 방사선을 방출하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수동적이지는 않다는 것이다.16 이처럼 인간종을 폐기한 해킹이 인간종의 정의와 

특성을 상호작용적 종에서 그대로 보존하기 때문에, 본 글은 편의상 

인간종이라는 용어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후 해킹은 인간종의 루핑효과가 일어나는 방식의 범위를 확장시켜 

인간종의 생성과 루핑효과가 개인의 수준이 아니라 집단의 수준에서 일어난다고 

설명한다. 사람 S를 인간종 I로 분류하는 일은, S뿐만 아니라 각종 전문가와 

기관의 관여를 수반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전문가 집단은 I를 만들고 연구한 뒤에, 

I에 대해 생산한 지식 및 이론들을 다듬고, 가르치고, 적용한다. 이때의 지식은 

학계에서 잘 확립된 지식일 수도 있지만 아직 엄밀히 시험되지 않거나 대중의 

흥미를 자극하기 위해 고안된 지식일 수도 있다. 또한 지식의 생산과 보급이 

일어나는 장소는 단순히 병원만이 아니라, 환자 단체, 교육 프로그램, 텔레비전 

방송 등을 아우른다. 예를 들어 미국의 방송인인 오프라 윈프리(Oprah 

Winfrey)는 자신의 토크쇼를 통해 다중인격장애를 대중에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하였다. 이처럼 인간종의 루핑효과는 범주와 그 대상자 외에도 광범위한 

유형의 전문가, 지식, 공간에 걸쳐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17 또한 이런 점 때문에 

루핑효과는 인간종 대상자의 의식적인 반응 없이도 일어날 수 있다. 가령 

자폐증이 있는 아이는 자폐증의 특성상 주변인들과 정서적으로 교감하거나 잘 

소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폐증에 대한 이론은 자폐증 환자의 

 
16 Ian Hacking, “Taking Bad Arguments Seriously: Ian Hacking on psychopathology 

and social construction”, London Review of Books 19(16), 1997.08.21, 

https://www.lrb.co.uk/the-paper/v19/n16/ian-hacking/taking-bad-arguments-
seriously.; Hacking, The Social Construction of What?, pp. 103-107.; Hacking, 
“Kinds of People: Moving Targets”. 또한 해킹은 상호작용적 종을 고안해낸 뒤에도 

몇 차례 인간종이라는 용어를 병용한다. 참고: Hacking, The Social Construction of 
What?, pp. 105, 148.  

17 Hacking, “Kinds of People: Moving Targets”. 



 

 12 

가족과 주변인들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이들을 매개로 하여 환자의 

행동들에도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이다.18 

해킹이 루핑효과의 유무를 기준으로 인간종과 자연종(또는 상호작용적 종과 

무신경한 종)을 대비시키는 데에는 인간과학과 자연과학을 구분 짓는 차이를 

규명하려는 목적이 존재한다. “나는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사이의 기본적인 

차이로서, 자연과학에서 사용하는 분류는 무신경한 종인 반면, 사회과학에서 

사용하는 분류는 대체로 상호작용적 종이라는 점을 제안한다. 자연과학의 

대상들은 고정되어 있다. [반면] 루핑효과 때문에 사회과학의 대상들은 이동 중에 

있다”. 19 해킹에게 인간과학과 자연과학은 무엇보다도 루핑효과의 현상을 

일으키느냐의 여부를 기준으로 나뉜다. 

인간종과 루핑효과 개념은 인간을 연구하는 학문, 또는 인간과학의 역학을 

분석할 틀을 마련해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사람이 자신에 대한 분류와 

묘사에 늘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반응하고 기존 이론에 수정을 야기한다는 

사실은 인간과학의 지식이 시대와 문화과 함께 변하는 양상을 분석하는 데 

유용하다. 특히 정신질환의 경우 왜 특정 질환이 어느 시기에 유행병처럼 

번졌다가 사라지는지, 그리고 왜 역사적 상황과 지역에 따라 상이한 정의와 

증세를 갖추는지 분석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루핑효과의 개념은 

사회구성주의에서 한 걸음 나아간 것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사회구성주의가 

정신질환 지식의 사회적 구성, 즉 지식에 대한 사회의 일방적인 영향을 보이는 

데 그친다면, 루핑효과는 지식을 통한 사람의 형성과 사람이 다시 지식을 바꾸는 

양방향적인 구성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다만 해킹의 서술은 정신질환을 비롯한 인간종이 사람을 재구성하는 양상의 

복합성을 포착하는 데 한계를 지닌다. 해킹은 루핑효과를 사실상 담론적이고 

정신적인 차원에서만 발생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사람에 대한 범주가 생물학적 

몸 또는 외부 물질과 변화를 주고받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때문이다. 해킹이 

 
18 Hacking, The Social Construction of What?, pp. 114-115.  
19 Ibid., p. 108. 여기서 해킹은 사회과학(social sciences)이라는 말을 쓰지만, 그가 의미
하는 사회과학은 사회학, 정치학, 인류학 등을 가리키는 좁은 의미의 사회과학이 아닌, 

심리학, 정신의학, 임상의학 등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의 인간과학(human sciences)이
다. 해킹이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을 대비시키면서 부각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을 다루는 
학문과 비인간을 다루는 학문의 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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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의 물질적인 차원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일례로 해킹은 

자폐증의 아직 알려지지 않은 생물학적인 원인으로서 P(또는 여러 요인 P1, P2, 

P3)가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이때 P는 특정한 유전자일 수도 있고, 신경학적 결함, 

생화학적인 불균형일 수도 있다. 보다 중요한 점은, 해킹에게 P는 생물학적 

존재로서 그것에 부여되는 명칭이나 그것을 둘러싼 사회적 활동에 변형되거나 

반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즉, P는 일종의 자연종이기 때문에 인간종 고유의 

현상인 루핑효과에 관여할 수 없다.20 P 외에도 “자각이 없는” 모든 생물학적 

객체는 해킹식 루핑효과에 포함되지 않는다.21 예를 들어 해킹은 우울증에 걸린 

환자가 심리행동치료를 받음으로써 세로토닌 수치가 높아지고 우울 증세가 

완화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또한 유방암 환자가 지지집단에서 활동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함양함으로써 암의 진행이 늦춰지는 경우가 있다고 언급한다. 

그러나 P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세로토닌이나 유방 종양의 변화는 외부 활동에 

의식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루핑효과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킹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한 생물학적 물질의 변화를 인간종의 루핑효과와는 

“현저히 다른 현상”으로 규정하고 이를 “바이오루핑”(biolooping)이라고 

명명한다. 그는 바이오루핑과 인간종의 루핑효과가 “나란히” 일어날 수는 있지만, 

언제까지나 이 둘은 별개의 현상으로 취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22 

이처럼 해킹이 의미하는 인간종의 루핑효과는 담론과 정신의 수준에 

한정되어 발생하는 현상이다. 다시 자폐증으로 돌아가자면, 해킹에게 자폐증의 

루핑효과를 일으키는 것은 자폐증의 ‘전형’(stereotype)과 자폐증을 진단받게 

되는 환자 주체들이다. 자폐증의 전형은 자폐증에 대한 현재의 지식 또는 관념과 

더불어 전형적인 자폐증 환자에 대한 묘사와 사례 등을 아우른다. 23  이러한 

전형의 특징은 사회적으로 구성될 수 있기 때문에 가변적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20 Ibid., pp. 115-124.  
21 Ibid., p. 119.  
22 Ibid., pp. 109-110, 123.  
23  이 설명은 자연종 용어의 의미를 의미론적 표시(semantic marker), 구문론적 
표시(syntactic marker), 전형(stereotype), 외연(extension) 네 가지로 나눈 힐러리 
퍼트넘(Hilary Putnam)의 모델에서 빌려온 것이다. 해킹이 말하는 자페증의 전형은 

퍼트넘 모델의 전형에 해당하고, 자폐증의 생물학적 속성 P는 퍼트넘의 외연에 
해당한다. Hilary Putnam, Mind, Language and Real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5), pp. 196-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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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핑효과는 자폐증 환자들이 자폐증 전형에 영향받음으로써 새로운 경험과 

행동의 가능성을 부여받아 변화하고, 역으로 그 전형에 수정을 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 대한 물질세계의 개입은 매우 간접적인 형태로만 

허락된다. 가령 해킹은 추후 생물학적 원인 P의 발견이 자폐증 환자와 그 가족의 

행동, 그리고 자폐증의 진단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제시하지만, 그것은 이미 

존재하는 신체적 요인의 발견과 지식에 국한된 것이지 신체적 요인 자체와의 

상호작용 또는 상호구성을 수반하는 식의 역학은 아니다. 즉, 생물학적 신체 및 

그 외의 비인간은 자폐증의 전형과 자폐증 환자들이 상호작용하는 모든 과정에 

무신경하기 때문에 루핑효과 이전과 이후 모두 동일한 형태로 존속하는 

것이다(그림 1). 이런 이유에서 해킹은 자폐증이 상호작용적 종인 동시에 

무신경한 종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24  

 
그림 1. 해킹의 루핑효과를 나타낸 도식. 왼편에서 인간종 A의 전형이 A로 분류된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루핑효과가 일어나는 반면, 오른편에서 A의 신체적 요인 P는 

루핑효과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P에 관해 새로이 발굴된 지식이 루핑효과에 예상치 

 
24 Hacking, The Social Construction of What?, pp. 115-124. 한편 과학철학자 리코 
하우스발트는 해킹이 자폐증의 신경병리적 요인을 P에 대응시킴으로써 암묵적으로 

본질주의를 들여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본질주의는 어떠한 종류에 해당하는 모든 
인식 대상이 특정한 속성을 지닌다는 철학적 견해이다. 하우스발트가 보기에 해킹은 
자폐증의 안정적인 속성으로 P를 지목함으로써 이를 일종의 존질로 규정하였다. 이때 

본질주의적 관점에서, 어느 인간종에서 강한 루핑효과가 일어난다는 것은 그 본질의 
변화 또한 수반해야 한다. 그러나 본질이 변하는 일은 본질주의의 정의상 종 또한 
변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느 인간종에 강한 루핑효과가 일어나는 동시에 그 

본질인 P가 보존된다는 해킹의 논리는 모순적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같은 하우스발트의 
주장은 P를 고정시키는 것이 인위적이라고 지적하는 본 글의 문제의식과 일부 공명한다. 
Rico Hauswald, op. 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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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지만 P 자체는 고정된 상태로 존속한다. 해킹의 The Social 

Construction of What? 참고하여 필자가 그린 것.  

 

해킹 본인은 인간종과 자연종의 구별이 과학철학의 실재론 대 반실재론 논쟁에 

함의가 있음을 부인하지만,25 사실 루핑효과에서 자연종의 철저한 배제는 자연에 

대한 그의 실재론적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 해킹에게 인간 주체와 그 존재 양식은 

사회적 관계와 활동에 의해 재구성될 수 있는 대상이지만, 비인간은 그 본질이 

고정되어 있고 수동적인 존재물이다. 따라서 유전자, 세로토닌, 종양 같은 

비인간은 ‘구성’보다는 ‘발견’의 대상으로서 그 모습이 학문의 궤적에 따라 새로 

만들어지거나 변형되지 못하고, 인간종에 반작용을 일으키지도 못하는 것이다.26 

실제로 인간종 개념을 등장시키기 전의 저작에서 해킹은 인간은 역사성을 

가지지만 비인간은 그렇지 않다고 역설한 바 있다. 인간과 인간이 행위하는 

방식의 형성에는 당시의 역사적 배경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만, 비인간 현상, 

가령 광전 효과(photoelectric effect)는 그것을 유도하는 실험적 방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시대를 초월”(timeless)한다는 것이다.27 광전 효과에 대한 이 주장은 

과학 이론의 사실 여부는 보류하지만 과학 실험의 존재자(entity)는 실재한다고 

보는 해킹의 ‘존재자 실재론’(entity realism)과 맞닿아 있다.28 해킹은 적어도 

자연과학에 한해서는 대상의 형태가 고정되어 있다는 생각을 고수하기 때문에 

인간과학의 역동적인 변화로부터 늘 자연과학의 대상을 분리시켜 놓는 것이다. 

이처럼 루핑효과를 담론과 정신의 차원에 한정시키는 해킹의 논의에는 두 

가지 한계가 있다. 첫째는 정신과 물질을 따로 존재하는 두 실체로 보는 

데카르트식 이원론을 연상케 한다는 것이다. 데카르트에 기반한 근대철학의 

이분법에서 정신과 물질의 이분법적인 구분은 객체와 주체, 자연과 사회, 

생리학과 심리학의 대립구도와 상응한다. 상호작용적 종과 무신경한 종에 대한 

 
25 Hacking, “The looping effects of human kinds”, p. 390.  
26 Hacking, The Social Construction of What?, p. 121.  
27 Hacking, “Five parables”, p. 124.  
28 존재자 실재론에서 실재성의 기준은 조작 가능성으로, 어느 대상을 조작할 수 있다면 
그것은 실재한다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그것[전자(電子)]을 흩뿌릴 수 있다면 그것은 

실재하는 것이다.”라는 해킹의 명제는 이 기준을 잘 보여준다. 이언 해킹 지음, 이상원 
옮김, 『표상하기와 개입하기: 자연과학철학의 입문적 주제들』 (한울 아카데미, 2005), 
68-72, 340-3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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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의 서술은 이런 이분법적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데, 루핑효과가 

발생하는 상호작용적 종은 정신, 주체, 사회, 심리학의 영역에, 다른 한편으로 

루핑효과가 일어나지 않는 무신경한 종은 육체, 객체, 자연, 생물학의 영역에 쉽게 

배치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자폐증이 상호작용적 종인 동시에 무신경한 종이라는 

해킹의 주장은, 마치 자폐증에 정신적 차원과 물질적 차원이 별개로 존재하며 

독립된 작동 원리를 지닌다는 인상을 준다.  

둘째 한계는 물질세계를 고정되어 있고 예상치 못한 변화를 낳을 수 없는 

수동적인 환경으로 여긴다는 것이다. 존재자 실재론에 입각한 해킹의 

물질세계에서 개별 요소들은 각각의 속성을 내재하고 미리 분리된 채 주어지기 

때문에, 이들은 ‘발견’의 대상은 될 수 있지만 ‘구성’의 대상은 될 수 없고,29 

창의적인 변화의 원천이 되지도 못한다. 버라드는 해킹이 “세계가 서로 다른 

명확한 속성을 지닌 개별 존재자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표상주의 철학의 

형이상학적 가정을 따른다고 지적하기도 한다.30  이런 점에서 해킹은 지식과 

사람의 상호구성성을 조명함으로써 사회구성주의의 제약을 극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상호구성성은 사람의 정신과 정신질환에 한정되고 비인간 

물질세계의 변동성은 배제하는 인간중심주의적인 것이다. 비인간의 가변성과 

행위성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점에서 해킹의 루핑효과는 정신질환과 그 환자의 

다방면적인 상호작용을 풍부하게 규명하는 데 한계를 지닌다. 

 

2.2. 신유물론 페미니즘과 물질적 몸 

 

이 글은 신유물론 페미니즘의 이론적 논의를 차용하여 인간종의 루핑효과가 

담론과 물질의 세계 모두를 포괄하여 일어날 수 있음을 보일 것이다. 우선 해킹이 

루핑효과의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한 다중인격장애로 다시 돌아가보자. 해킹은 

다중인격장애의 정의와 묘사가 변하고 퍼짐으로써 한편으로는 환자들이 과거의 

트라우마를 새롭게 끄집어내고, 다른 한편으로는 나타내는 인격의 수와 특성을 

변화시켰음을 보였다. 해킹은 이 현상을 “의미론적 전염”(semantic contagion) 

개념으로 설명한다. 어느 행위에 ‘아동학대’ 같은 명칭을 부여하기 시작하면, 

 
29 Hacking, The Social Construction of What?, p. 121.  
30 Barad, op. cit., p.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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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대한 묘사가 비슷한 다른 행위로 ‘전염’됨으로써 더 많은 행위가 아동학대의 

틀에 맞추어 재해석되고 재경험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환자에게 

아동학대로 인한 다중인격장애의 진단을 내리면, 의미론적 전염에 의해 그 

환자는 예전에는 아동학대로 인식하지 않은 기억을 더욱 회상해내어 아동학대의 

틀에 짜맞추고, 그것을 다중인격을 유발한 트라우마로 삼아 더욱 많은 인격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주목할 점은, 이와 같은 의미론적 전염은 그 명칭이 

시사하듯이 오직 기존 행위의 재해석이나 새로운 행위에 대한 심리적인 구상과 

같은 담론적이고 정신적인 차원에 한정된다는 것이다.31 

그러나 인간종으로서 다중인격장애에는 아직 충분히 조명받지 못한 

생물학적 측면이 존재한다. 다중인격장애가 유행한 1980년대의 의학 기록을 

보면 환자의 여러 인격이 서로 다른 생리학적인 증세를 나타낸 사례가 등장한다. 

예를 들어, 어느 다중인격장애 환자는 다른 인격들에서 상이한 시력을 가졌다. 한 

인격에서는 평균 이상의 시력을 보였지만, 다른 인격에서는 안경이 필요할 

정도로 시력이 나빴고, 다시 원래 인격으로 되돌아가자 시력이 복구되었다는 

것이다.32 시력 외에도 다중인격장애 환자들에서 여러 가지 흥미로운 생리학적 

현상이 보고되었다. 1988년의 한 리뷰연구에 따르면, 인격들은 하나의 

의약품에도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고, 오른손잡이와 왼손잡이를 오가기도 하며, 

빛 자극을 주었을 때 대뇌의 신경세포에서 상이한 전기적 변화를 나타내기도 

했다.33 이런 다양한 사례는 정신질환의 구성에 대한 분석이 심리적 수준에 머물 

수 없음을 시사한다.  

신유물론 페미니즘은 인간종의 루핑효과를 신체의 영역까지 확장시키는 데 

유용한 개념적 틀을 제공한다. 신유물론은 과학기술학에 존재론적 

전회(ontological turn)를 일으킨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데카르트 이원론에 

입각한 서구 근대주의와 언어적 전회(linguistic turn) 이후의 후기근대주의 

모두와 차별화된다. 신유물론의 중요한 특징은 자연과 사회, 정신과 육체, 객체과 

주체와 같은 이분법들을 거부한다는 것이다. 이 배경에는 인류세, 오존층, 초음파 

 
31 Hacking, Rewriting the Soul. P. 238, 255-257.  
32 Scott D. Miller, “Optical Differences in Cases of Multiple Personality Disorder”, 

The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77(8) (1989), pp. 480-486.  
33 Philip M. Coons, “Psychophysiologic Aspects of Multiple Personality Disorder: A 

Review”, Dissociation 1(1) (1988), pp. 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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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같은 오늘날의 현상이나 기술이 그러한 이분법에 잘 들어맞지 않고 

그보다는 다양한 세계가 얽힌 것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있다. 아울러 

이 패러다임은 언어와 실재 사이의 간극을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후기구조주의와도 차이를 보인다.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Ludwig 

Wittgenstein)과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 같은 철학자들이 언어-게임이나 

담론의 힘을 조명했다면, 신유물론 학자들은 언어와 물질의 상호작용에 주목한다. 

언어적 실천은 물질적 결과를 낳고, 역으로 물질은 지식의 형태에 제약을 가하는 

것이다. 이는 근대의 표상주의로 회귀하지 않는 동시에 극단적 사회구성주의의 

상대주의를 돌파하려는 시도라고 말할 수 있다.34 오늘날 신유물론의 흐름을 

주도하는 핵심적인 한 축이 신유물론 페미니즘이다. 신유물론 페미니즘은 기존 

페미니즘 연구가 생물학적 몸과 그 밖의 물질에 충분히 주목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하였다. 언어적 전회에 영향받은 페미니즘은 여성의 젠더가 

어떻게 사회적으로 구성되는지 보게 해주었지만, 담론의 힘을 과대평가함으로써 

“여성 삶의 물질적 실체, 여성의 몸, 여성의 생물학”을 상실하였다는 것이다.35 

이런 문제의식에서 신유물론 페미니즘은 페미니즘에게 생산적이고 정치적인 

힘으로서 물질을 되찾아줄 방법을 모색한다. 

신유물론 페미니즘은 앞서 지적한 해킹의 두 가지 한계를 극복하는 데 

유용하다. 해킹이 정신질환의 생물학적 차원을 간과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에게 

세로토닌을 비롯한 “뇌의 어떤 화학적 상태”는 루핑효과를 발생시키는 사람의 

 
34 Susan Hekman, “Constructing the Ballast: An Ontology for Feminism”, Stacy 

Alaimo, Susan Hekman, Material Feminisms, (Bloomington, Indiana: Indiana 
University Press, 2008), pp. 85–119.; Noela Davis, “New Materialism and 
Feminism’s Anti-Biologism: A Response to Sara Ahmed”, European Journal of 
Women’s Studies 16(1) (2009), pp. 67-80.  

35 Hekman, op. cit., p. 102. 몸과 정신을 구분한 데카르트에서 시작한 서양 근대철학은 
몸과 정신을 구분하고, 순수한 정신을 객관성의 조건으로 삼고 몸보다 우월한 것으로 

여겼다. 정신적으로 사유하는 데에 변덕스러운 몸은 방해물로 작용할 뿐이었다. 동시에 
몸과 정신의 이분법은 여성과 남성의 이분법에 대응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남성은 
정신적인 존재로서 개념적이고 이론적인 지식을 생산하는 반면, 여성은 ‘몸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사유하는 데에 제약받는다고 여긴 것이다. 이처럼 여성의 
몸을 장애물로서 부각하고 경시한 서양철학의 역사 때문에 초기 페미니즘은 여성의 
몸과 생물학에 대한 논의에 반감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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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세계와 따로 존재한다.36 즉, 해킹이 생각하는 정신질환은 ‘정신적인 것’과 

‘생물학적인 것’이라는 분리 가능한 요소들의 집합에 머무는 것이다. 신유물론 

학자들이 해체하고자 하는 근대주의의 산물이 바로 이와 같은 몸과 마음의 

철저한 분리이다. 신유물론적 관점에서, 정신과 물질, 사회와 자연은 필연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사회가 제거된 자연 또는 자연이 제거된 사회란 없다. 또한 앞서 

지적했듯이 해킹은 생물학적인 몸을 고정되고 수동적인 바탕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그에 반해 신유물론 페미니즘에서 생물학적인 몸을 비롯한 비인간 

물질은 그 형태가 미리 결정되거나 정신과 사회의 지배를 받는 질료가 아니다. 

물질은 그 가능성이 예측할 수 없게 열려 있으며 정신과 사회의 구성에 

능동적으로 참여한다.37 『생동하는 물질: 사물에 대한 정치생태학』(Vibrant 

Matter: A Political Ecology of Things)의 저자 제인 베넷(Jane Bennet)의 말을 

빌리자면, 물질은 “생동하고, 생기적이고, 역동적이고, 활기 넘치고, 진동하고, 

떨리고, 곧바로 소실되고, 흐르고” 있다. 또한 “때때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형태로 분기하거나 예상할 수 없던 발달 경로를 선택”한다.38 이처럼 물질을 사회 

및 정신과 공동 구성되는 것으로 파악하는 동시에 예측 불가능한 행위성의 

원천으로 여긴다면, 생물학적 결정론와 더불어 인간중심주의를 극복할 수 있게 

된다. 

엘리자베스 그로츠는 물질적 몸과 사회가 밀착되어 여성과 남성의 성적 

특수성을 생산한다고 주장하는 신유물론 페미니즘 학자이다. 생물학적인 몸과 

사회적 배경을 상호구성의 관계로 파악하는 그로츠의 논의는 성적으로 특수한 

몸뿐 아니라 시대적으로 특수한 몸의 생산을 분석하는 데 적용될 수 있다. 

특히『몸 페미니즘을 향해: 무한히 변화하는 몸』(Volatile Bodies: Toward a 

Corporeal Feminism)에서 그로츠는 주체성의 개념에서 주변부에 머문 몸을 그 

중심에 옮겨놓기 시도한다. 그로츠에게 몸은 외부의 영향을 있는 그대로 

투사하는 스크린이 아니지만 자연적인 특성으로 인해 주체성을 발생시키는 

고정된 힘도 아니다. 그보다 몸은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지리학적 각인의 

 
36 Hacking, The Social Construction of What?, p. 123.  
37 Claire Colebrook, “On Not Becoming Man”, Material Feminisms, pp. 73-74.; 

Noela Davis, op. cit.   
38 제인 베넷 지음, 문성재 옮김, 『생동하는 물질』 (현실문화, 2020), 27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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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이자 생산 혹은 구성의 장소”로서, 문화적인 개입으로 인해 변형되지만 

역으로 문화에 자연적인 보완을 제공해주는 불완전한 힘이다.39 이처럼 몸의 

내부와 외부가 필연적으로 서로에 의존함을 보이는 것은, 몸의 재현을 강조하는 

사회구성주의를 탈피하는 동시에 본질주의로 회귀하지 않으려는 시도라고 말할 

수 있다. 다만 이런 방식으로 “지식 체계의 생산, 재현의 체제, 문화적인 생산, 

사회경제적인 교환”에 대한 몸의 기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몸과 마음의 

관계를 재이론화하여야 한다. 40  몸에서 정신을 분리시키고 정신이 몸을 

초월한다고 보는 시각이 전복되어야만 몸에 대한 봉쇄를 풀고, 개인별로 특수한 

몸들의 생산과 그런 몸들의 생산적인 기능을 살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로츠는 

몸과 마음의 양극화를 탈피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체화된 주관성”이나 

“심리적 육체성” 같이 과학 안팎 모두에서 친숙하지 않은 개념을 고안하기도 

한다.41 이런 관점을 고지하면 인간종의 루핑효과 사례를 분석할 때도 생물학적인 

몸을 루핑효과 밖으로 밀어낼 수 없게 된다. 몸과 마음이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인간종과 사람이 서로를 만들어내는 과정은 심리적인 층위에 제한되지 

않고 반드시 몸의 변형과 개입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몸과 정신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서양 근대철학과 해킹식 루핑효과를 

보완하는 데에 그로츠의 ‘뫼비우스의 띠 모델’은 유용한 방향성을 제공한다. 

뫼비우스의 띠는 안쪽과 바깥쪽 면의 구별이 없고 경계가 하나밖에 없는 이차원 

도형으로서, 띠의 어느 지점에서 출발해도 계속 나아가면 반대면을 거쳐 첫 

위치로 돌아오게 된다는 특징이 있다. 이런 특성에 착안한 그로츠의 뫼비우스 띠 

모델은 몸과 마음을 동일시하거나 어느 하나로 환원시키지 않지만 아예 분리된 

것으로도 가정하지 않는다. 몸과 마음은 이질적인 두 실체이지만 한 면은 다른 

면으로 “꼬임이나 역전을 통해” 서로 바뀔 수 있다. 42  이런 식의 개념화는 

“주체성을 정신적인 깊이와 육체적인 피상성의 결합으로서가 아니라 삼차원 

공간에서 그 각인과 회전이 깊이의 모든 효과를 산출하는 표면으로 이해”하게 

해준다. 이때 주체성은 물질적인 것으로 이해될 수 있고 동시에 물질성은 “언어, 

 
39 그로츠, 앞 책, 74쪽.   
40 같은 책, 67쪽.  
41 같은 책, 71쪽.  
42 같은 책, 18쪽.; 전혜은, 『섹스화된 몸』(새물결, 2010). 



 

 21 

욕망, 의미화”의 작동을 포함할 수 있게 된다.43 이와 같은 접근법은 몸과 마음의 

일원론과 이원론 모두를 극복하면서 주체성을 그 둘의 상호구성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는 강점이 있다.   

비록 뫼비우스 띠 모델을 명시적으로 차용하지는 않지만, 사람의 정신적인 

차원과 물질적인 차원의 긴밀한 유기성과 상호구성성을 잘 보여주는 학자로 

엘리자베스 윌슨이 있다. 윌슨은 기존 페미니즘이 여성의 우울증과 관련하여 반-

생물학주의(antibiologism)의 경향을 보였다는 문제의식을 지닌다. 반-

생물학주의는 생물학 지식을 아예 부정하는 태도라기보다, 생물의 영역과 사회의 

영역을 분리하고, 전자를 고정되거나 수동적인 것으로 여기고 후자만을 논쟁과 

정치의 대상으로 삼는 태도이다.44  이런 태도를 견지하는 페미니즘 학자들은 

우울증에 관한 생물학 연구를 진지하게 여기지 않거나 있는 그대로 수용하였다. 

이에 반해 윌슨은 여성의 몸에 대한 생물학적 연구를 회피하거나 정복해야 하는 

대상으로 삼는 대신, 항우울제에 관한 약학 연구를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생물학이 외부에서 보이는 것보다 훨씬 역동적이고 

불확정적(indeterminate)임을 드러낸다. 윌슨은 특히 뇌로 대표되는 중추 

신경계가 아닌 말초 신경계, 특히 장(腸)의 신경계에 초점을 맞추고, 장의 기능이 

마음의 상태와 불가분하게 얽혀 있음을 보인다.45 

윌슨은 여성의 몸이 항우울제를 흡수하는 과정을 추적하면서 장이 ‘마음의 

기관’(organ of mind)이라는 주장을 펼친다. 윌슨이 살피는 약은 항우울제의 한 

유형인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SSRI)이다. SSRI는 입으로 삼켜진 뒤에 뇌로 

직행하지 않는다. 그보다 위장관 내강(內腔)을 통해 혈관계로 들어가고, 간에서 

처리된 후 전신 순환을 통해 몸 전체의 조직들로 확산된다. 이 과정에서 SSRI는 

뇌뿐만 아니라 아니라 말초 신경계의 신경 조직까지 다다르고, 특히 내장의 

신경과 상호작용함으로써 사람의 우울 상태에 작용한다. 우울증의 증상으로 식욕 

부진이나 폭식, 피로 같은 신체적 상태가 지목되는 데에는 사실 이와 같은 내장 

전반의 동적인 작용이 있는 것이다. 윌슨은 이처럼 말초 신경계를 통해 우울증을 

 
43 그로츠, 앞 책, 480-481쪽.  
44  반-생물학주의의 대표적인 예시로 성(sex)와 젠더를 나눈 뒤, 성을 정치적으로 
무의미한 것으로 여기고 젠더만을 논쟁의 주제로 삼는 것을 들 수 있다. 

45 Elizabeth A. Wilson, Gut Feminism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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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냄으로써 생물학과 정신의 경계가 보이는 것보다 훨씬 비확정적이며 몸 

전체에 걸쳐 있음을 보인다.46 그의 논의는 정신과 육체를 각각 뇌와 그 외의 

신체에 대응시키는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둘의 관계를 훨씬 더 복합적인 것으로 

파악한다는 점에서 그로츠가 추구하는 뫼비우스의 띠 모델과 공명한다.  

그로츠와 윌슨이 몸에 주안점을 두고 물질과 정신의 불가분성을 조명한다면, 

페미니즘 철학자인 캐런 버라드는 생물학을 비롯한 과학적 실천 전반에서 물질, 

담론, 정신, 인간, 비인간 모두가 얽혀 있음을 강조한다. 버라드가 제시하는 

행위적 실재론은 특이하게도 닐스 보어(Niels Bohr)의 양자물리학 이론을 거시 

수준으로 확장시킨 것이다. 행위적 실재론에서 세계는 ‘내부-작용’(intra-

action)하는 현상들로 이루어져 있다. 요소들 간의 존재론적 분리를 상정하는 

상호작용과 달리 내부-작용은 그런 분리를 전제하지 않는다. 내부-작용하는 

현상에서, 물질과 담론, 인간과 비인간은 선험적으로 주어지거나 확정된 형태로 

떠다니지 않고, 존재론적으로 불확실한 상태에서 뒤엉킨 채로 존재한다. 이때 

행위성은 각각의 개별 요소에 귀속된 속성이 아니라, 내부-작용에 걸쳐 있고 

매순간 바뀌는 존재의 가능성과 다름 없다. 이에 버라드는 행위성이 내부-작용을 

통한 ‘행위’(doing)이자 ‘존재’(being)라고 말한다.47  

이와 같은 현상으로부터 “‘존재물’들의 명확한 경계와 속성”을 산출해내는 

것이 ‘장치’(apparatus)이다. 이때의 장치는 통상적인 의미의 실험 도구에 

한정되지 않는 것으로, 그 경계가 열려 있는 물질적인 배치이자 담론적 실천이다. 

장치는 ‘행위적 절단’(agential cut)을 통해서 개별 요소들, 가령 인간과 비인간, 

물질과 담론을 존재론적으로 분리해내고 경계 짓는다. 따라서 버라드에게 

존재하는 개별 요소들은 선험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현상의 내부-작용과 

장치가 맞물려 현상이 특정한 단면으로 잘린 결과인 것이다.48  

버라드는 장치의 경계가 열려 있음을 보이는 사례로 슈테른-게를라흐 

실험(Stern-Gerlach experiment)을 든다. 이는 물리학자 오토 슈테른(Otto 

 
46 Ibid.; Elizabeth A. Wilson, “Organic Empathy: Feminism, Psychopharmaceuticals, 

and the Embodiment of Depression”, Stacy Alaimo, Susan Hekman, Material 
Feminisms, (Bloomington, Indiana: Indiana University Press, 2008), pp. 373-399.  

47 Barad, op. cit., p. 178.  
48 Ibid., p. 148, 183-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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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rn)이 값싼 시가를 피우면서 내뿜은 황(黃) 연기가 의도치 않게 눈에 보이지 

않던 숨은 은 원자 빔을 황화(黃化)하고 가시화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결과를 얻은 

역사적 사건이다. 여기서 슈테른의 넉넉하지 않은 형편과 흡연 습관은 공간 

양자화(space quantization)의 증거를 시야에 들어오게 하여, 즉 실험 결과를 

실체화함으로써 장치의 일환으로 기능하였다. 이에 대해 버라드가 강조하는 점은 

슈테른의 시가가 실험 결과를 산출해내는 장치인 동시에 남성성과 계급을 

구축하는 장치였다는 것이다. 이 사례는 장치가 언제나 일반적인 실험 도구와 

같은 순수한 ‘과학적’인 도구에 제한되지 않고, 실험실 내외의 요소들을 아우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과학의 영역과 사회의 영역, 인간과 비인간 모두가 

공통의 장치들을 통해 같이 구성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버라드는 이처럼 모든 

단계에서 물질과 의미가 함께 개입하고 나란히 생성됨을 강조하기 위해 현상과 

장치에 대해 ‘물질-담론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49  

중요한 점은 만약 기존과 다른 물질-담론적 장치가 사용된다면 물질적 실체 

또한 재배치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사람 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만약 

우리가 사람의 몸에 대해 새로운 의학 이론이나 관찰 도구를 사용한다면 그 몸은 

기존과 다른 형태와 특징을 지니게 된다. 버라드는 인간 또는 비인간 몸을 

형성하는 ‘원자’(atom)들까지도 몸의 필연적인 속성이 아니라, 특정한 물질-

담론적 현상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50 이런 관점에서 다시 해킹의 인간종으로 

돌아가보자. 인간종에 대한 지식과 그 대상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앎의 

방식과 앎의 대상은 상호적인 관계에 있다. 앎의 방식은 선험적으로 존재하는 

 
49 버라드는 슈테른의 시가가 실험 결과를 만드는 동시에 젠더를 만드는 장치였다고 

이야기한다. 싸구려 시가를 피는 일은 황(黃) 연기를 내뿜어 은 원자 빔을 
황화(黃化)하는 실행인 동시에, 계급화된 남성성을 수행(perform)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이때 버라드가 주장하는 바는 연구자의 사회적 지위가 실험 결과를 결정하는 

요인이라는 것 또는 실험실 체계에 사회적 가치가 스며든다는 것과는 다르다. 그보다는 
젠더 수행성(gender performativity)과 자연의 수행성(nature’s performativity)이 구분 
불가능하게 엉켜 세계를 형성해나간다는 것이다. Ibid., pp. 161-168. 

50 어떻게 몸을 형성하는 원자들까지도 몸의 필연적인 속성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 
버라드는 커피 머그잔을 드는 손을 예시로 든다. 누구가가 손으로 머그잔을 들면, 
눈으로는 손과 머그잔 사이의 경계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그 경계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의 선이 아니라 밝은 빛과 어두운 빛의 연쇄가 나타나고, 아울러 손에 
해당하는 원자 수 x개와 머그잔에 해당하는 원자 수 y가 정해져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Ibid., pp. 15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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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을 관찰하는 도구가 아니라 그것을 특정한 형태로 실체화하는 실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정한 인간종과 관련된 앎의 방법이 그 인간종과 연관된 

사람들의 몸에 적용된다면, 그 몸의 생물학적 구조 또한 재구성될 여지가 있는 

것이다.  

여성에게 정치적 힘을 실어주기 위해 시작된 신유물론 페미니즘을 인간종 

개념 전반에 대한 보완으로 삼는 것이 적절한가? 본 글이 살피는 사례는 성폭력 

범죄라는 여성주의적 주제와 관련되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남성으로만 

구성된 성도착증 환자 집단을 중심으로 일어난 일이기도 하다. 필자는 신유물론 

페미니즘이 발전시킨 이론이 여성성과 더불어 남성성을 재사유하고 여성의 몸 

외에도 모든 몸을 분석하는 데 유용하다고 평가한다. 예를 들어 그로츠가 

무엇보다 강조하는 점은 자연에 의해 하나의 보편타당한 몸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수의 몸이 사회와 불가분하게 얽혀 구성됨으로써 각각이 역사적이고 

문화적으로 특수한 복수의 몸으로 형성된다는 것이다. 그는 몸이 섹스화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인종적, 문화적, 계급적 특이성과 상호교직되어” 있으며 동일한 

성별의 구성원들 사이에도 몸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51  신유물론 

페미니즘이 몸에 대한 연구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가령 버라드의 행위적 

실재론은 페미니즘 연구에서 얻은 통찰을 토대로 삼지만, 그것은 물질과 담론, 

자연과 사회, 원인과 결과의 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재개념화이다.52 마찬가지로 

과학기술학자 임소연은 신유물론 페미니즘이 인간 주체 또는 몸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에 수반되는 “사물이나 도구, 기계, 지식, 이미지 등 수많은 존재”를 두루 

 
51 그로츠, 앞 책, 66-67쪽.  
52  아울러 버라드는 과거와 현재의 관계에 대한 통념에 도전한다는 점에서 해킹과 
공명하는 면이 있다. 버라드는 양자 물리학의 이중슬릿 실험에서, 루비듐 원자가 슬릿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슬릿에 기록된 통과 데이터를 보존하거나 지움으로써 그것이 

입자였는지 파동이었는지 소급하여 정할 수 있다는 연구를 논한다. 물리학자들은 이를 
과거를 바꾸는 능력으로 보지만, 버라드는 이것을 ‘시간성의 형성’(making of 
temporality)으로 해석한다. 즉, 이 이중슬릿 실험은 이미 일어난 과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시간 자체를 만들고 기록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버라드는 ‘과거’, 
‘현재’, ‘미래’가 명확한 순서를 따르지 않고 내부-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처럼 과거의 미결정성과 과거의 재구성을 제시하는 버라드의 논의는 새로운 

묘사하에서 과거가 재구성된다는 해킹의 주장과 비슷한 문제의식을 지닌다. Rick 
Dolphijn, Iris van der Tuin, New Materalism: Interviews and Cartographies 
(London: Open Humanities Press, 2012), pp. 5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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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피고, “과학기술과 인간이 존재론적이고 연결되고 얽혀있음”을 생성의 

과정으로서 연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53 이런 면에서 페미니즘 학자의 논의가 

여성이나 젠더 같은 주제에만 유효하다고 여기는 입장은 페미니즘의 의제와 적용 

범위를 너무 좁게 해석한 것이다. 이런 관점에 기초하여 3절부터는 신유물론 

페미니즘의 이론 틀을 사용하여 남성 성범죄자에게 적용된 성도착증 인간종과 

화학적 거세의 사례를 분석할 것이다. 

 

 
53 임소연, “과학기술과 여성 연구하기: 신유물론 페미니즘과 과학기술학의 안-사이에서 

‘몸과 함께’”, 『과학기술학연구』 19(3) (2019), 19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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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범죄자에서 환자로: 아동성범죄 공포와 

성도착증의 등장 
 

어떠한 정신질환이 새로이 등장하거나 주목을 받게 되는 데에는 특정한 시대적 

혼란 또는 사회적 문제가 관련 있는 경우가 자주 있다. 일례로 1970년대 미국의 

다중인격장애는 당시 사회적 문제로서 주목받기 시작한 아동학대와 연관 

지어짐으로써 일종의 유행병처럼 퍼졌다54 . 한국의 성도착증 또한 2006년과 

2010년 사이에 발생한 일련의 아동성범죄 사건들과 떼어놓고 이해할 수 없다. 

조두순 사건을 비롯하여 한국 사회에 큰 충격과 공포를 안긴 이 사건들은 낯선 

사람에 의한 아동 성폭력이 전국 곳곳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현상이라는 인상을 

낳았고 어린 자녀를 둔 전국의 부모를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다. 성범죄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새로운 인간종으로서 성도착증은 이러한 혼란에 대한 해석과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노력에서 비롯한 것이었다. 또한 성도착증 인간종이 확립된 

이후에는 이들에 대한 의료적 처치로서 화학적 거세가 제정되었다. 본 절은 

2006년과 2010년 사이에 발생한 악명 높은 범죄 사건들이 전국적으로 과잉된 

공포를 자아냈고, 이런 사회적 분위기와 맞물려 성도착증 인간종과 화학적 

거세가 도입되었음을 보일 것이다.  

 

3.1. 2006-2010년의 아동성범죄 공포 

 

아동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기 시작한 것은 2006년이었다. 그해 2월에 

일어난 용산 초등학생 사건은 집 앞 비디오 대여점에 테이프를 반납하러 온 

초등학생을 근처의 신발 가게 주인인 김장호가 살해하고 경기도에 유기한 

일이었다.55 2007년 3월에는 유사한 성격의 제주 초등학생 사건이 발생했다. 

 
54 Hacking, Rewriting the Soul.  
55  성혜미, “용산초등생 살해범에 무기징역(종합2보), 연합뉴스, 2006.04.13, 

https://www.yna.co.kr/view/AKR20060413005000004.; 성혜미, “용산초등생 
성폭행살인사건 1년…’용서할 수 없다’”, 한겨례, 2007.02.22,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9213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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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 학원을 마치고 학원 차량에서 내려 귀가하고 있던 초등학생을 근처 

과수원에 살던 송영철이 유인하여 성추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과수원 근처에 은폐한 일이었다.56 곧이어 아동성범죄자가 중대한 사회문제로 

대두한 계기는 ‘혜진·예슬양 사건’으로도 알려진 안양 초등학생 사건이었다. 

2007년 크리스마스에 대리운전기사였던 정성현이 이웃의 두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뒤에 살해하고 야산에 암매장한 일이었다.57 정성현이 붙잡힌 지 채 몇 

주가 지나지 않아서는 일산 초등학생 납치 미수 사건이 발생하였다. 일산 고양시 

아파트의 엘리베이터에서 아동 성폭행 전과자였던 이명철이 초등학생을 

폭행하고 납치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이었다.58  

이어서 2009년에는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에게 생생하게 회자되는 조두순 

사건이 유명해졌다. 이는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에서 조두순이 초등학생을 

교회 화장실로 끌고 가 강간하고 상해를 입힌 사건이었다. 59  발생 직후에는 

특별히 주목받지 못한 이 사건은 거의 일 년이 지난 2009년 9월에 KBS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 소개되면서 큰 사회적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이듬해 

2010년 2월과 6월 각각에는 김길태 사건과 김수철 사건이 전국민의 공분을 

자아냈다. 전자는 김길태가 집에 혼자 있던 예비 중학생을 빈 집으로 끌고 가 

강간, 살해한 뒤에 시신을 물탱크에 은닉한 일이었다.60 후자는 일용직 노동자인 

김수철이 초등학생을 자기 집으로 유인하여 강간하고 상해를 입힌 사건이었는데, 

이후 김수철은 미성년자가 나오는 음란동영상을 시청하고 성적 충동을 느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였다.61 이들 일곱 건의 사건에는 두 공통점이 있었다. 

하나는 등하굣길, 집 근처 비디오 가게,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같이 지극히 

 
56  유현민, “’사람이 저럴 수가’ 지승 양 살해 현장검증, 한겨레, 2007.04.25,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05254.html.  
57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 2008노1708, 2008.10.17.  
58  우영식, “‘일산 초등생 납치미수’ 사건 발생에서 검거까지”, 한겨례, 2008.04.01,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79242.html.; 선정민, “일산 

성폭행 미수범 15 년형 선고... 신상정보 5 년간 공개·열람”, 조선일보, 2008.05.23,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5/23/2008052300624.html.  

5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형사부, 2009고합6, 2009.03.27.;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 

2009노794, 2009.07.24.; 대법원, 2009도7948, 2009.09.24.  
60 부산지방법원, 2010고합164, 2010.06.25. 
6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고합320, 201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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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적이지만 부모의 눈길이 채 미치지 못한 곳에서 발생하였다는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가해자 대부분이 피해자와 면식이 없는 성범죄 전과자였다는 

것이었다.  

이들 사건은 일상적인 공간에서 모르는 타인에 의해 발생했다는 점 때문에 

더욱 충격을 자아내고 자극적으로 보도되었다. 우선 약 4년의 기간 동안 아동 

성폭력에 대한 언론 보도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는 무엇보다도 “아동 성폭력” 

키워드를 담은 국내 주요 언론사의 뉴스기사 개수의 추이에서 나타난다. 뉴스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해보면, 기사 수가 2005년에는 300개 미만이던 관련 기사 

수가 용산 사건과 제주 사건이 보도된 2006년에는 약 700개까지 올라갔다. 

2007년에는 약 600개로 떨어진 기사 수는 안양 초등학생 사건과 일산 

엘리베이터 사건이 일어난 2008년에는 이전 해의 세 배 넘게 늘었다. 2009년에는 

조두순 사건이 주목받으면서 그 증가세가 유지되었다. 마지막으로 2010년에는 

김길태 사건과 김수철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기사 개수가 전 해의 두 배가 

넘도록 약 4700개까지 치솟았다. 즉, 2006년과 2010년 사이에 아동 성폭력과 

관련된 뉴스기사의 수가 거의 7배 늘어난 것이다(표 1).62  

 

 
62 기사 수는 더 적지만 유사한 키워드인 “아동 성범죄”와 “아동 성폭행”으로 뉴스기사 

분석을 해도 거의 동일한 증가세가 나타난다. 예를 들어, “아동 성범죄”와 관련된 
뉴스기사 수는 2006년의 393에서 2010년 2804로 늘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빅카인즈(BIGKinds), 뉴스분석-키워드 트렌드, https://www.bigkind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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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아동 성폭력” 키워드를 담은 국내 주요 언론사의 뉴스기사 개수 추이. 기사의 수가 

2006년에 조금 올랐다가, 2008년에 급등하고, 2010년에는 4년 전에 비해 거의 7배 높게 

치솟은 것을 볼 수 있다. 필자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빅카인즈 뉴스빅데이터를 분석한 

것이다.63  

 

언론의 관심이 커지면서 낯선 흉악범에 의한 아동 성폭력은 가장 시급한 

사회문제로 부상하였다. 본래 강력범죄는 독자의 이목을 잘 끌기 때문에 언론이 

선호하는 주제 중 하나인데, 기자는 특히 “거리의 낯선 일탈자가 가해자일 때 

대대적인 관심을 할애”하는 경향을 보인다.64  이미 언급했듯이 앞선 일곱 개 

사건은 가해자 모두가 피해자와 모르는 사이인 데다가 전과자라는 특징이 있었다. 

예를 들어 용산 사건의 범인은 4세 아동을 추행한 전력이 있는 전과 9범이었으며, 

제주 사건의 범인은 아동 유괴 미수 전력이 있는 전과 23범이었다. 조두순, 

김길태, 김수철은 각각 전과 18범, 전과 8범, 전과 12범이었다.65 상습적인 아동 

 
63 같은 자료. 
64 양정혜, 같은 글, 348쪽.  
65  이진희, “영화 ‘도가니’가 친고제 폐지 계기, 전과 9범 성폭행에 전자발찌 도입”, 
한국일보, 2018.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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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범이 대로를 활보하며 혼자 있는 아동을 노렸다는 내용은 자극적인 보도의 

주제가 되었다.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언론사들은 어린이가 일상적인 

공간에서 성범죄 전과자의 표적이 될 수 있음을 반복 보도하였다. 가령 용산 사건 

직후 연합뉴스는 어린이가 “혼자 심부름이나 친구와 약속때문에 집을 나서면 

매일 오가는 자신의 동네”에서 성범죄자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고 서술했고,66 

한겨레21은 “이제 대한민국에 어디든 안전지대는 없다. 아이는 공포에 떨고 

부모는 불안에 떤다”고 선언했다67. 그러나 사실 이런 묘사는 그 시기의 성폭력 

현황과 잘 맞아떨어지지 않는 것이었다. 당시 대부분의 아동 성폭력은 거리의 

낯선 이가 아니라 주변인이나 가족에 의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었다.68 이런 

점에 미루어볼 때 어린이는 집 안이나 학교 안보다 바깥의 거리에서 더 

안전할지도 몰랐다. 그러나 몇 건의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해 어느새 한국은  

아이들이 편하게 뛰놀 수 없는 거대한 우범지대가 되어 있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3080456768085.; 권호, “지척에 
살던 전과23범 못 잡아”, 중앙일보, 2007.04.26, 
https://www.joongang.co.kr/article/2707529#home. 

66 강훈상, “성범죄 감소…어린이 대상은↑(종합)”, 연합뉴스, 2006.02.20, 
https://www.yna.co.kr/view/AKR20060220008400004. 

67 신윤동욱, 박수진, “가난한 아이들이 위험하다”, 한겨레21, 2008.04.10, 

http://legacy.www.hani.co.kr/section-
021003000/2008/04/021003000200804100705028.html. 

68  예를 들어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0년 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당시 모든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가 아는 사람일 확률은 약 85%였고, 아동 및 청소년의 경우 
성폭력 사건의 약 절반은 같은 학교 또는 동네의 또래나 선후배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었다. 또한 그 근래에 아동 성범죄의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긴 했지만, 낮은 

신고율이라는 아동 성범죄의 특성 때문에 신뢰도가 낮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잦은 
언론보도에 의해 신고율이 증가했을 가능성도 있었다. 한국형사정책원은 아동 성폭력 
범죄 168건 중 1건 정도만 입건된다고 지적하며 “‘처벌의 엄격성’ 강화만으로는 범죄 

억제효과가 제한적”이며 “신고율 향상을 유도하고, 성폭력범죄 수사력의 향상”을 
노려야 한다고 보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어지는 글에서 보겠지만 입법자들은 신고율 
및 수사력 개선보다는 처벌 강화에 주력하는 행태를 보였다. 여성가족부, “2010년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 (2010), 6, 20쪽.; 황지태, “범죄피해율과 공식범죄발생률간의 
비교분석”, 『형사정책연구 통권』 83 (2010), 7-51 쪽.;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국내·외 아동성범죄 특성 분석 연구결과 발표”, 보도자료, 2010.08.01. 아동 유괴범죄의 

경우에도 대체로 낯선 이에 발생한다는 관념이 있었지만 사실 2010년 무렵 유괴범죄 
건수의 60%는 면식범에 의한 것이었다. 전성훈, “아동 유괴범죄 60% 면식범 소행”, 
연합뉴스, 2010.01.24, https://www.yna.co.kr/view/AKR201001230667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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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의 과잉 보도는 시민사회의 반응이 피드백되면서 더욱 강화되었다. 

우선 미지의 공격자에 대한 자극적인 기사들은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의 불안을 

필요 이상으로 가중시켰다. 특정한 사고 유형에 대한 과잉 보도는 그것이 

실제보다 자주 일어난다는 인상을 낳기 때문인데, 이는 사람들이 살인이나 

비행기 추락에 의한 사망 가능성을 실제보다 과대평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69 

역으로 이렇게 과장된 현안에 대한 부모의 대처는 다시금 더 많은 보도를 

양산해냈다. 예를 들어 일산 엘리베이터 사건 직후 SBS는 “학교 앞 하교길은 

걱정스러운 마음에 아이들을 데리러 온 학부모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고 

보도하였다.70  김길태 사건 이후에는 “김길태 노이로제”에 걸린 부모에 대한 

보도가 나왔는데, 딸의 귀가가 늦어지면 경찰에 신고하는 부모가 과거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는 내용이었다. 71  이처럼 잦은 성범죄 보도는 대중의 공포를 

자아내고, 거꾸로 대중의 공포는 더 많은 언론보도를 유도하였다. 이와 같은 

악순환 속에서 아동 성범죄는 하나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극대화되었다. 

당시 찾아볼 수 있던 또 다른 경향은 범죄 사건이 연달아 터질 수록 대중의 

관심이 사회 전반이 아닌 개별 범죄자로 수렴했다는 것이다. 이는 각 사건이 

대중적으로 불린 이름에서 가장 잘 나타났다. 초기의 사건은 ‘용산 초등학생 살해 

유기사건’, ‘안양 초등학생 납치 살해 사건’ 같이 장소 및 피해자 중심의 명칭이 

붙여졌지만, 후반의 사건은 ‘조두순 사건’이나 ‘김길태 사건’과 같이 가해자 

위주의 이름으로 불렸다. 남녀의 불평등한 권력 관계나 성교육 미비 같은 

거시적인 문제보다는 소수의 일탈적인 개인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었다. 그리고 

이에 맞추어 언론은 소수 흉악범을 일종의 ‘악마집단’이자 공공의 적으로 

만들었다.72 예를 들어, 조선일보는 일산 엘리베이터 사건의 범인을 “‘짐승’이자 

 
69 Paul Slovic, Baruch Fischhoff, Sarah Lichtenstein, “Why Study Risk Perception?”, 

Risk Analysis 2(2) (1982), pp. 83-93. 
70 SBS 인터넷뉴스부, “대낮 초등생 덮친 성폭행 전과자 '아이들이 위험하다'”, SBS 뉴스, 

2008.04.01,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0398300. 
71 이 기사에 의하면, 부산경찰에 접수된 미귀가 신고의 건수가 이전 달에 비해 47% 가량 
늘었다고 한다. 박중석, “딸 가진 부모 ‘김길태 노이로제’ 시달린다”, 노컷뉴스, 

2010.04.14, http://www.nocutnews.co.kr/news/4160549?c1=191&c2=193.  
72 권인숙, 이화연, “성폭력 두려움과 사회통제”, 『아시아여성연구』 50(2) (2011), 85-

118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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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마’ 같은 인간”으로 묘사하였고, 73  SBS는 김길태를 “심장이 없는 사람”, 

“인면수심”으로 표현하였다. 동아일보는 김수철의 사진을 공개하며 “짐승만도 

못한 김수철”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74 아울러 조두순이 국내에 막 도입되었던 

사이코패시 체크리스트(PCL-R) 검사에서 사이코패스로 판정됨으로써 

‘사이코패스’라는 명칭이 유행을 탔고, 이후 김길태, 김수철 또한 사이코패스라고 

불리게 되었다.75  이런 자극적인 묘사 양식들은 아동성범죄가 일반 남성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심각한 정신적 결함이 있는 일탈자에 의해 벌어진다는 인식을 

심어주었다. 

또 주목할 점은 조두순, 김길태, 김수철 같은 개별 범죄자들에 대한 각종 신상 

정보와 가짜 소문이 온라인 공간에서 활발하게 공유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조두순의 경우 가해 사건의 내막을 담은 선정적인 가짜 소문이 인터넷 카페, 

블로그, 네이버 지식인을 비롯한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 널리 퍼졌다.76 아울러 

이 가짜 소문을 전달하는 게시물 상당수는 하이퍼링크를 통해 독자를 

다음(Daum)의 온라인 공론장이었던 아고라의 한 서명 운동으로 인도하였는데, 

이는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아고라 청원이었다. 이 청원이 

8일 만에 약 47만 명의 서명을 확보하였다는 사실은 조두순 사건이 일으킨 

 
73 조선닷컴, “일산 초등생 납치범, 13년 전에도 ‘짐승’이었다”, 조선일보, 2008.04.01,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4/01/2008040101065.html.  
74 윤혜림, "’김길태, 심장이 없는 사람’...감정없는 '냉혈인간'”, SBS 뉴스, 2010.03.13, 

http://v.media.daum.net/v/20100313204820004?f=o.; 전성호, “’내 친구 살려내!’ 
인면수심 김길태에 분노 폭발”, SBS 뉴스, 2010.03.16, 
http://v.media.daum.net/v/20100316211230813?f=o. 

75  김계연, “조두순, 죄책감 없고 사이코패스 성향 강해”, 한겨례, 2010.01.11,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98146.html.  

76 이는 피해자가 받은 각종 성적 학대와 상해를 노골적으로 묘사한 글이었는데, 사실 그 

내용은 상당히 과장되어 있는 허위 정보로서 판결문에 실린 범행 사실과 일치하지 
않았다. 그러나 많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 글이 수술 흉터가 있는 피해자의 신체 
사진와 나란히 게재되면서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대해 조두순 사건을 

취재한 KBS의 박진영 기자는 인터넷에 “눈 뜨고 보기 힘든 소설들이 올라와 있다”고 
말하며 허위 정보 유포를 자제하기를 부탁하기도 했다. 권박효원, "이게 전부 아니다, 
더 비참한 사건 많다", 오마이뉴스, 2009.10.01,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mp.aspx?CNTN_CD=A00012282
83. 그러나 2022년 오늘날까지도 조두순 사건에 대한 허위 정보는 유튜브 동영상 
등으로 재생산되어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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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여파의 크기를 보여준다.77 한편 김길태와 김수철의 사진들이 인터넷에 

급속히 확산되기도 하였다. 우선 김길태의 경우, 경찰이 김길태를 검거, 압송할 

때 이례적으로 얼굴을 노출시켰다. 따라서 지저분한 머리와 수염, 그리고 자신의 

뒷통수를 때린 한 시민을 노려보는 김길태의 모습을 담은 여러 사진이 촬영되고 

유포되었다.78 3개월 뒤에는 검거 과정에서 경찰과 몸싸움을 벌여 얼굴이 멍들고 

붓고, 팔에는 문신을 한 김수철의 사진을 영등포경찰서가 언론에 제공했다.79 

이렇게 여과 없이 내보내진 사진들은 낯선 흉악범에 의한 아동 성폭력을 더욱 

생생하고 두려운 것으로 만들었다.  

나라의 관심이 소수의 흉악범에게 집중되고, 아동성범죄의 원인이 이들 

개인의 사악함으로 환원됨으로써, 가해자의 감시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시민의 주장도 거세졌다. 아동 성폭력 대부분이 일탈적인 사회부적응자로 인해 

발생한다면 이들을 찾아내 격리시키고 응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책으로 

보였기 때문이었다. 예를 들어 2010년 여성가족부의 용역으로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이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96.6%가 “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61.1%가 미성년자 

강간범에게 “성충동억제제”보다 강력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80 시민 

상당수가 아동성범죄자에 대해 약물치료 또는 그보다 엄중한 처단을 원했던 

것이다. 한편 온라인 공간에서는 응징에 대한 요구가 더욱 맹렬하게 몰아쳤다. 

예를 들어, 아고라의 청원의 의견 게시판에서 익명의 글쓴이들은 “짐승”, 

“사형시켜야 마땅”, “확실한 거세”, “돌로 짓이겨 거세”와 같은 표현으로 

조두순을 인면수심의 악마로 표현하고 강력한 형벌을 요구하였다.81 2010년에는 

 
77 사랑실천(닉네임), “아동성폭행은 살인행위! 법정최고형+피해보상까지하라”, 다음 아
고라 청원, 
https://web.archive.org/web/20091003102057/http://agora.media.daum.net/petit

ion/view?id=82124. 
78  권경훈, “[김길태 검거] 더이상 가려주지 않는다”, 조선일보, 2010.03.11,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3/11/2010031100114.html.; 

연합뉴스, “경찰, 압송과정서 김길태 얼굴 이례적 노출”, 연합뉴스 방송자료, 
2010.03.11, https://tv.kakao.com/channel/3893/cliplink/22286022.  

79  연합뉴스, “경찰 '김수철' 얼굴 사진 직접 공개”, 연합뉴스, 2010.06.11, 

https://www.yna.co.kr/view/AKR20100611002000004. 
80 여성가족부, “2010년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 196-198쪽.  
81 사랑실천(닉네임), “아동성폭행은 살인행위! 법정최고형+피해보상까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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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출신입니다. 성폭행범 전자발찌 절대반대합니다”라는 게시글이 인터넷 

커뮤니티인 네이트판에서 40만의 조회수를 달성하였다. 본인이 교도소에서 

징역형을 살다 나온 전과자라고 주장하는 글쓴이는, 아동을 노리는 성폭행범은 

특수한 부류의 범죄자로서 “거세하지 않는 이상 절대 아동에 대한 성욕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거세 또는 사형만이 답이라고 주장하였다. 댓글란에서는 

흉악범에게는 인권이 없으니 사형시켜야 한다는 글이나 “싹둑싹둑”과 같이 

거세의 뜻을 내포하는 표현들이 몇 백 명의 추천을 받았다.82 악질 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국민의 법감정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그리 특이한 일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많은 사람이 일제히 특정 집단에 대한 사형과 거세를 

주창하는 것은 분명 보기 드문 현상이었다. 

 

3.2. 치료감호법 개정과 화학적 거세의 입법화 

 

몇몇 잔혹한 아동 성폭력 사건이 날마다 뉴스에 나오고 그 가해자들이 악명을 

떨치게 되면서, 아이를 둔 부모의 공포는 계속해서 증대되었다. 이러한 어지러운 

분위기에서 정치인과 전문가들은 납득할 수 있는 원인과 해결책을 모색하였다. 

왜 성욕을 자제하지 못하는 악마 같은 자들이 거리를 누비며 어린아이를 노리고 

있는가? 하나의 설득력 있는 설명은 바로 아동 성폭행범이 

소아성기호증(小兒性嗜好症)이 있는 성도착증 환자라는 것이었다. 이에 따르면 

아동 성폭력범은 아동에 대한 성적 끌림과 충동이 제어되지 않은 심각한 

정신질환이 있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치료를 받아야 했다.  

아동성범죄자 일부를 성도착증 환자로 범주화하려는 움직임은 2006년 초 

용산 초등학생 사건 직후부터 조금씩 나타났다. 일례로 용산 사건의 피해 아동을 

상담했던 해바라기 아동센터의 최경숙은 사법기관이 “아동에 성적 집착을 

보이는 ‘소아기호증’ 등 정신의학적 문제를 감안하지 않고 아동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가해자들을 정신상태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하기 

위한 “과학적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83 한편 법무부는 같은 달 공개한 

 
82  느티나무집(닉네임), “교도소 출신입니다. 성폭행범 전자발찌 절대반대합니다”, 
네이트 판, https://pann.nate.com/talk/201498780. 

83  "경찰, 초등생 살해범 성추행 합의유도"(종합), 연합뉴스, 2006.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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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 근절 및 피해자보호 대책”에서 성폭력 범죄자에게 소아기호증 등의 

성도착증이 있다면 치료가 병과될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또한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정신병 등의 의심이 드는 경우” 정신감정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치료감호가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공포했다.84 

이어서 2006년 12월에 법무부는 치료감호 제도를 성도착증 환자에게 

확장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치료감호 제도는 심신장애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범죄를 행한 사람들을 교도소 대신 국가가 운영하는 정신병원인 

국립법무병원에 수용하여 치료하는 제도로, 본래 조현병, 정신지체, 조울증 환자 

같은 중증 심신장애자 또는 약물 또는 알코올 중독 환자를 대상으로 삼았다. 

법무부는 이 제도를 성도착증이 있는 성폭력 범죄자를 포함하도록 확대하기로 

한 것이었다. 이듬해 4월에 법무부는 여성가족부, 국가청소년위원회, 

한국심리학회와 공동으로 “성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제도 도입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을 주최하였다. 첫 번째 발표자는 국립법무병원의 최상섭 원장이었다. 

최상섭은 “소아기호증 등 성도착 증세를 보이는 집단”이 높은 재범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치료감호 제도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이들을 

포함시키도록 치료감호법을 개정하고 이들을 의료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85  또 다른 발표자는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의 이수정 교수였다. 

이수정은 성도착증이 있는 범죄자들이 “자신의 선호에 맞는 잠재적 피해자를 

포착했을 때,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기 매우 어렵거나, 심한 경우 아예 통제할 수 

없다”고 하면서, 최상섭과 마찬가지로 성도착증이 있는 범죄자들에게 

치료감호를 실시하는 것에 찬성하였다.86 마지막으로 외국인 연사로 참여한 미국 

샘 휴스턴 주립대학교의 형사행정학 교수 홀리 밀러(Holly Miller)는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윈스콘신 같은 주에서 반사회적 성격장애나 성도착증 같은 정신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성폭력 흉악범을 징역형 이후에도 법무병원 같은 특수 

기관에 위탁한다고 보고했다.87 이런 주장들은 국내의 성도착증 범죄자가 법의 

 

https://www.yna.co.kr/view/AKR20060221006900004.  
84 법무부, “성폭력 범죄 근절 및 피해자보호 대책”, 2006.02.28., 6쪽.  
85 법무부, 여성가족부, 국가청소년위원회, 한국심리학회, “성범죄자에 대한 치료사법적 

대안모색”, 2007.04.04, 11-12쪽. 
86 같은 글, 60, 62쪽. 
87 같은 글, 67-8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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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에 숨어 있으며, 그를 겨냥하는 법의 마련이 절박하다는 생각에 힘을 

실어주었다. 

본격적으로 정부는 2007년 11월 “소아성기호증(小兒性嗜好症), 

성적가학증(性的加虐症) 등 성적(性的)인 성벽(性癖)이 있는 

정신성적(精神性的) 장애자로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를 치료감호 대상자에 

추가하는 규정을 담은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범죄를 저지른 정신성적 장애자들은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반면 치료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이들을 교육하고 치료하여 “재범률의 감소와 

사회방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88 정부의 개정안은 ‘정신성적 장애자’가 

법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하나의 인간종으로 다듬어지는 것을 의미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정부의 개정안이 국내외에서 더 통용되던 ‘성도착증’(paraphilia) 

대신 ‘정신성적 장애’(psychosexual disorder)라는 다소 생소한 개념을 

차용했다는 것이다. 정신성적 장애라는 용어는 프로이트 심리학에서 파생한 

것으로, 정신질환의 범주로서는 1980년에 출판된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 

3판(DSM-III)에서 성도착증을 비롯한 여러 성 관련 장애를 아우르는 범주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쓰인 표현이었다.89  그렇다면 왜 정부의 개정안은 굳이 

 
88 정부,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7949, 2007.11.26. 
89 DSM-III에서 정신성적 장애의 범주는 네 하위범주로 구성되는데, 기재된 순서대로 

(1)성 정체성 장애(gender identity disorder, 스스로의 해부학적 성과 심리적 성 사이에 

괴리를 느끼는 것), (2)성도착증(paraphilia, 성적 흥분을 위해 유별나거나 기괴한 상상 
또는 행위가 필요한 것), (3)정신 성기능 장애(psychosexual dysfunction, 성욕 또는 
성적 흥분이 심각하게 떨어지는 것), (4)그 외의 정신성적 장애(other psychosexual 

disorder)이다. 정부의 개정법률안에서 사용된 정신성적 장애의 개념은 사실상 이 중 
두 번째에 해당하는 성도착증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APA),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3rd 
ed.(DSM-III)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80), pp. 261-
283. 이후 1987년에 출판된 DSM-III의 개정판 DSM-III-R에서는 성도착증을 
‘정신성적 장애’가 아닌 ‘성적 장애’(sexual disorder)의 범주에 묶었고, 1993년의 ICD-

10는 ‘성도착증’과 더불어 거의 동일한 의미로 ‘성적 선호의 장애’(disorders of sexual 
preference)를 병기하여 사용했다.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APA),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3rd ed. rev,(DSM-III-R)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87), pp. 279-296.; World 
Health Organization(WHO), The ICD-10 Classification of Mental and Behavioural 
Disorders 10 (Genève: World Health Organization, 1993), pp. 35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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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도착증 환자’라는 익숙한 말 대신 과거의 ‘정신성적 장애자’를 고수하였을까? 

이는 ‘정신’을 앞세운 명칭을 통해 장애의 원인이 신체가 아닌 정신에 있음을 

부각하기 위함이었다. 앞서 DSM-III가 정신성적 장애의 개념을 사용하면서 

제시한 설명은 “질환의 발달에서 심리적 요인이 가장 큰 병인학적(etiological) 

의미를 지닌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신체 변화에 기인한 “기질적 요인”(organic 

factor, 器質的要因)에 의한 장애는 심리적 증상을 보이더라도 이 범주에 해당할 

수 없다는 규정도 있었다. 90  마찬가지로 이 개정안의 검토를 맡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임인규 위원은 정신성적 장애라는 말이 “근본원인에 있어서 

신체적이 아니라 정신적, 심리적으로 성적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였다. 91  정신성적이라는 표현은 정신의 측면을 앞세운다는 점에서, 

수용자에 대한 “특수한 교육·개선” 및 정신과적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치료감호 

제도의 취지에 더 부합했던 것이다.92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습적으로 어린이를 노리는 일탈적인 

성범죄자에 대한 공포라는 당시의 특수한 상황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개정안 발의의 계기가 된 용산 사건과 제주 사건의 가해자에게는 

아동성범죄 전과가 있다는 공통점이 있었고, 따라서 이들이 아동을 성범죄의 

희생양으로 삼는 동기는 한 순간의 실수보다는 내재된 습성에 가까워 보였다. 이 

개정안이 최근의 특정 사건들과 관련 있다는 사실은 2008년 2월에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잘 드러났다. 법무부장관 정성진은 “2006년 2월 용산 

초등학생 성추행 후 살해사건, 2007년 4월 제주 초등학생 성추행 후 

 
90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APA),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3rd ed.(DSM-III), p. 261. 기질적 요인은 노화, 신체장애, 알코올 
등의 신체적 변화로 인해 뇌의 기능이 저하되는 것을 가리킨다.  

91  임인규,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검토 보고”,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 (2008), 6쪽. 이 보고서의 저자는 정신성적 장애의 개념이 ICD-10를 
참고한 것이라고 서술하지만, 사실 ICD-10는 성도착증을 분류하는 데 정신성적 
장애의 개념이 아닌 ‘성적 선호의 장애’를 사용한다. ICD-10에서 ‘정신성적 발달 

장애’(psychosexual development disorder)라는 유사한 개념이 잠깐 등장하지만 이는 
성도착증이 아니라 성조숙증 같이 성적 발달과 관한 장애를 이르는 것이다. World 
Health Organization(WHO), The ICD-10 Classification of Mental and Behavioural 
Disorders 10, p. 352.  

92 법무부 치료처우과,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7655호, 2005.08.04 제정, 
2005.08.0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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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유기사건 등 심각한 성폭력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개정안의 

발의 배경으로 지목하면서, 이런 부류의 사건들 중 가해자가 정신성적 장애자인 

경우를 골라내어 “치료적 처우를 통한 성행개선 및 사회방위”를 꾀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의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였던 법제사법위원회의 임인규 또한 

이것이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성폭력 범죄 근절”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 개정 취지는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93  몇 달 후 

치료감호법 개정안이 의결되는 데에는 안양 사건과 일산 엘리베이터 사건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2008년 3월에 두 사건이 연달아 화제가 되고 전국민을 

충격에 빠뜨리면서, 그해 5월에 여러 성폭력 관련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되었기 

때문이다. 정부의 치료감호법 개정안은 이들 법안과 한데 묶여 통과되었다.94 

법안심사에 참여한 정치인들은 정신성적 장애자라는 범주가 무엇보다도 

하나의 정신질환임을 명확히 하였다. 특히 이는 사춘기 이전의 아동에게 

비정상적인 성적 욕망을 느끼는 소아성애증 환자를 염두에 두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박기준은 이 개정안이 “사안이 중해 가지고 정말 

소아성기호증이 있는 사람들… 거의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정도의 아주 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런 사람에게는 정상인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 핵심이었다. 한나라당의 주성영 

의원 또한 정신성적 장애가 “정신장애자의 일종”임을 강조하였고, 같은 당의 

박세환 의원은 그러한 장애자가 “성적인 그런 면과 관련되어서는 하여튼 뭔가 

정상적인 게 아니다”라고 첨언했다. 95  물론 성범죄자 사이에서 정신성적 

장애자를 판별하는 일에서는 신중해야 했다. 이 때문에 개정안은 검사가 

치료감호를 청구하기 전에 범죄자의 정신 상태에 대해 의사의 감정을 의뢰하는 

 
93 국회사무처, “제271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제2차”, 2008.02.12. 
94 이 시기에 통과된 다른 개정안으로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있었다. 전자는 전자장치 부착 기간을 늘리고 특정 장소에 관해 

출입금지를 규정하는 것이었고, 후자는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상향조정하는 것이었다. 국회사무처, “제273회 국회 국회본회의 회의록 
제6차”, 2008.05.22, 1-4쪽.; 법무부 치료처우과,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9111호, 2008.06.13 일부개정. 
95 국회사무처, “제273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제1차”, 

2008.05.20, 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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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의무화하였다.96 그리고 이 개정안이 5월 21일 국회본회의에서 첫 번째로 

통과되면서, ‘정신성적 장애자’ 치료감호의 법률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97 

이후부터 ‘정신성적 장애자’로 분류된 범죄자가 환자의 신분으로 

국립법무병원에 수용될 수 있게 되었다.  

아동성범죄자 일부가 정신성적장애라는 새로운 인간종으로 분류되고 나자 

이들 집단에 대한 추가적인 처분을 도입하는 일도 용이해졌다. 대표적으로 

정신성적장애를 이론적 기반으로 삼음으로써 화학적 거세가 정당화될 수 있었다. 

치료감호법 개정안이 의결된 지 몇 달 만에, 한나라당의 박민식 의원은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여 아동 성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에게 “성욕을 조절할 수 있는 호르몬 주사를 

주기적으로 투여”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여기서 ‘성도착증 환자’는 치료감호법에 

규정된 정신성적장애자 및 전문의에 의해 “성적 이상 습벽으로 인하여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자”를 가리켰다. 이 법률안의 제안 이유는 아동에 

대한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억제하기 어려운” 환자에게는 

“처벌보다는 치료”를 재공하는 것이 재범 방지에 효과적이라는 점이었다. 98 

그러나 아직 아동성범죄에 대한 법감정이 화학적 거세까지는 미치지 않은 

상태였다. 약 두 달 후에 이뤄진 법안 심사에서, 화학적 거세 법안은 더 많은 자료 

수집과 공감대 검증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유보되었다.99 

화학적 거세 법안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계기는 2009년 온 국민의 분노와 

공포를 일으킨 조두순 사건이었다. 조두순 사건에 대한 거센 여론을 계기로 

법제사법위원회는 네 명의 전문가 진술인을 초청하여 2009년 11월 19일에 

화학적 거세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진술인 중에는 조두순 사건 

피해자의 주치의였던 소아정신과 전문의 신의진도 있었다. 이 공청회의 

참여자들은 화학적 거세 제도의 실효성과 법적 성격에 대해 엇갈리는 의견을 

 
96 정부,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3쪽.  
97 국회사무처, “제273회 국회본회의 회의록 제6차”. 
98 박민식 외,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877, 

2008.09.08. 
99 국회사무처, “제278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제2차, 

200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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냈고, 법안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다시금 보류되었다. 100  법안의 

마지막 추동력이 된 것은 2010년에 일어난 김길태 사건과 김수철 사건이었다. 

김수철이 붙잡힌 지 2주가 지난 6월 23일에 정부와 한나라당은 당정회의에서 

화학적 거세 법안을 활성화하기로 발표했고, 얼마 후에는 민주당과도 의사를 

일치시켰다. 6월 28일과 29일 이틀에 걸쳐 의원들은 법안을 수정하고 의결하는 

절차를 밟았고, 29일 저녁 법안은 국회본회의에서 180명 중 137명의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발의 후 약 2년 동안 계류돼 있던 법안이 이틀 만에 수정되고 

가결되었다는 점은 졸속 입법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였다.101 

정신성적 장애자 범주에 대한 논의로 돌아가기 전에, 화학적 거세 법안이 

당시 한국 시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외치던 ‘물리적 거세’에서 영향받았음을 짚고 

넘어가겠다. 앞서 조두순, 김길태, 김수철 사건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개별 

범죄자들의 신상과 잔인한 범죄행각에 관심을 집중시키게 됨으로써, 이들에 대해 

강화된 처벌 또한 요구하게 되었음을 보였다. 이때 자주 등장한 표현 중 하나가 

아동성범죄자를 ‘거세해야 한다’ 또는 ‘[성기를] 잘라버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런 여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어린이의 보호자를 자처하는 것은 가부장 

지도자로서의 입지를 다지는 하나의 방법이었다. 당시 박민식, 최병국 등의 

한나라당 의원들이 화학적 거세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은, 여론에 편승하여 아동 

성폭력 위험을 부풀리는 동시에 범죄자에 대한 강경 대응을 내세움으로써 

존재감을 키우는 방식이었다. 2009년의 공청회에서 박민식은 아동 성폭력범들의 

만행에 대해 “적이 지금 총칼을 들고 내 목에 칼을 겨누고 있”는 “절박한 

상황”이며, 이런 위기상황에는 “무기”가 필요하다고 표현하였다.102 이때 화학적 

거세는 물리적 거세를 완화하고 의료화한 대안으로, 거세 개념이 지니는 

처벌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를 유지하는 동시에 환자에 대한 의료 행위로서 

정당화될 수 있었다. 당시 일부 참여자들이 화학적 거세와 물리적 거세를 

동일선상에 놓았다는 사실은 이들의 발언에서 시사된다. 최병국 의원은 “이렇게 

 
100 국회사무처, “제284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제11차”, 2009.11.19. 네 명의 
진술인은 소아정신과 전문의 신의진, 심리학자 조은경, 법학자 김희균, 한상훈이었다. 

101 국회사무처, “제291회 국회본회의 희의록 제8차”, 2010.06.29, 35-37쪽.; 법무부 

치료처우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법률 제 10371호, 
2010.07.23 제정, 2011.07.24 시행.; 김지혜, 같은 글.  

102 국회사무처, “제284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제11차”, 14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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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하게 할 게 아니고 물리적 거세를 해보는 게 어떻습니까?”라는 돌발 질문을 

던졌고,103 공청회 진술인으로 참여했던 법학자 김희균은 “저는 거세라는 이름을 

빼는 데 반대합니다. 넣어야 됩니다. 거세를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거세까지 당신들한테 옵션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거세 개념에 함축된 

의미를 보존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했다. 또 다른 공청회 진술인이었던 

소아정신과 의사 신의진은 “중세에도 문제가 있으면 거세를 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104 정리하자면, 화학적 거세는 난데없이 나타난 방책이 아니라, ‘성범죄자를 

거세하라!’라고 외치던 국민의 요구를 가급적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대안으로 

조정한 결과였다. 

이처럼 화학적 거세가 물리적 거세의 대안으로 도입되는 과정에서, 성도착증 

인간종과 화학적 거세는 상호구성되었다. 우선 화학적 거세는 2008년 

치료감호법 개정안을 통해 만들어진 ‘정신성적 장애자’ 범주를 토대로 삼아 

의료로서의 성질을 확보할 수 있었다. 앞서 정신성적 장애자, 특히 

소아성애자에게 특수한 정신적 문제가 있으며, 여타 치료감호 대상자와 비슷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해놓은 덕분이었다. 심사 과정에서 의원들은 일부 

성범죄자가 근본적으로 정신질환자이며 이들에 대한 화학적 거세가 형벌이 아닌 

치료임을 재차 강조하였다. 감기에 걸린 사람에게 감기약을 주는 것과 같이, 

성도착증 환자에게 충동 억제 치료를 해주는 것은 그저 의학적인 대응이라는 

것이었다. 법안 초안에 있던 ‘화학적 거세’ 용어가 이후 ‘성충동 약물치료’로 

대체된 것도 화학적 거세의 의료적 측면을 부각하기 위함이었다. 거세라는 말은 

그 효과가 영구적이라는 인상을 주고 거부감, 수치심을 일으키는 반면에, 

약물치료라는 말은 “중립적이고 의학적인 치료 개념”을 반영한다는 

판단이었다.105  

 
103 같은 글, 16쪽. 
104 같은 글, 5 쪽. 
105 국회사무처, “제291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제2차”, 

2010.06.28. 다만 정확히는 2009년에 한상훈이 “성충동 조절치료”라는 표현을 최초로 
제안했고, 이것이 이듬해의 심사에서 “성충동 약물치료”로 수정된 것이었다. 
국회사무처, “제284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제11차”, 13쪽. 사실 입법자들은 

제도적인 이유에서 화학적 거세의 응보적인 측면을 완강히 부정해야 했다. 화학적 거세 
제도가 징역형에 추가적으로 부과되는 보안처분에 해당했기 때문에, 화학적 거세가 
형벌에 가까운 것으로 밝혀진다면 헌법에 명시된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위반할 것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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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위원: 내가 아프면 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병원에 가면 

치료받는 방법이 뭐냐? 치료받는 방법은 쉽게 이야기하면 약 먹고 

주사 맞는 겁니다. 이것도 지금 호르몬 주사요법, 화학적 거세, 말은 

거창하지만 약물 먹고 또 주사 맞는 건데….106 

 

손범규 위원: 만약에 징역도 살리고 그리고 성기능을 완전히 없애 

버리는 영구불변의 화학적 거세를 하거나 물리적 거세를 하면 그거야 

이중처벌이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사람 치료해 주겠다는데 그게 

어떻게 처벌입니까?107 

 

동시에 화학적 거세가 도입됨으로써 정신성적 장애자의 범주 또한 영향받았다. 

우선 ‘정신성적 장애자’가 더 포괄적인 ‘성도착증 환자’ 범주로 흡수되었다. 본래 

정신성적 장애자는 치료감호법의 틀 내에서 정의된 개념으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소아성기호증, 성적가학증 등 

성적 성벽이 있는” 장애자를 가리켰다. 108  그러나 화학적 거세 법률안은 

치료감호소에 수용되는 환자 외에도, 치료감호보다는 교도소 형이 더 적합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이나 욕구”가 있다고 판단되는 

범죄자를 화학적 거세의 대상에 포함하고자 했다. 따라서 이들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성도착증 환자’가 도입된 것이었다. 이 법에 의하여 성도착증 환자는 

치료감호를 명령받은 정신성적 장애자와 “전문의의 감정에 의하여 성적 이상 

습벽으로 인하여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자로 판명된 자”를 

포괄하였다.109 이어지는 4절에서 더 보겠지만 이후 화학적 거세의 맥락 밖에서도 

대부분의 경우 ‘정신성적 장애자’ 대신 ‘성도착증 환자’라는 범주가 쓰이게 

 

때문이었다. 다만 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박민식과 신의진을 비롯한 심사 참여자와 

대중매체는 화학적 거세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106 국회사무처, “제284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제11차”, 15 쪽. 
107 같은 글, 32 쪽. 
108 법무부 치료처우과,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9111호.  
109 법무부 치료처우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371
호. 2010.07.23 제정. 



 

 43 

되었다.  

아울러 ‘성도착증 환자’는 더 구체적이고 확고한 인간종이 되었다. 

정확하게는, 순간순간에 끓어오르는 비정상적인 성욕과 충동을 자제하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하게 되었다. 이러한 충동성이 부각되어야만 화학적 거세가 반드시 

필요한 조치로서 정당화될 수 있는 면도 있었다. 다만 이때의 비정상적인 성욕 

및 충동은 구체적인 신체적 요인이 있는 실체가 아니라 아직 추상적이고 

정신적인 층위에 머무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성도착증 환자의 범주는 우선 

2009년 공청회에 진술인 신분으로 참여한 전문가들에 의해 만들어졌다. 일례로 

법학자 김희균은 화학적 거세에 적합한 대상이 “성에너지를 도저히 주체할 수 

없어 가지고 저절로 성에너지가 막 발산되어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라고 

주장하였다.110 또한 소아정신과 의사 신의진은 이 같은 대상이 정상인에 비해서 

“성적 각성이 굉장히 일탈적으로 되어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으며, 이것이 

“행동학적인 분류”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물리적인 어떤 원인”이 없다고 

지적하였다. 신의진은 이러한 “성적인 충돌 조절 안 되는 사람” 또는 “성적인 

일탈자”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하였다.111 ‘화학적 거세’라는 

표현이 ‘성충동 약물치료’로 개명된 것도 처분의 의료적 측면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지만 동시에 성도착증 환자들에게 정상적인 통제 능력이 없다는 합의가 

있기 때문이었다. 

성도착증 환자라는 범주는 2010년에 전례 없는 관심을 받으며 ‘괴물’과 

‘사이코패스’ 등으로 묘사된 김길태, 김수철과 연관 지어지면서 더욱 부정적인 

뉘앙스를 띠게 되었다. 국회에서 성충동약물치료법이 의결될 무렵에, 성도착증 

환자는 도저히 억제할 수 없는 일종의 ‘악마적인 습성’이 내재된 사람이 되어 

있었다.  

 

이한규 수석전문위원: 그런데 그때 공정회에서도 전문의사가 

말하기를 정말 그렇게 와서 호르몬을, 자기 충동 때문에 해달라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증언도 했고요. 체코 같은 경우도 57명 정도가 직접 

 
110 국회사무처, “제284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제11차”, 2 쪽.  
111 같은 글, 6, 17, 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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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약물치료를 해달라, 너무 억제가 안 된다….112 

 

소위원장 주성영: 그동안 조두순 사건부터 세 차례의 큰 사건이 

있었는데 그 범행 사례를 한번 보십시오. 한 행위 수법이나 그 사람이 

처해 있는 환경 이런 것을 볼 때 분명히 약물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심리적인 치료가 병행되고, 이번의 김수철 같은 경우는 ‘내 속에 

악마가 있다, 나를 좀 어떻게 해 달라’고 본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113 

 

성도착증 환자에게 강렬하고 걷잡을 수 없는 충동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 만큼, 

이에 맞추어 화학적 거세 법안 또한 2008년의 초안에서 크게 두 가지가 

수정되었다. 첫째로, 대상자의 동의 없이 화학적 거세를 선고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성도착증 환자들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심지어는 “뱃속에 

악마가 자라고 있다”고 얘기하는 만큼, 이들의 동의가 없더라도 충동을 억제하는 

약물을 투여해주는 것이 재범을 방지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판단이었다. 114 

둘째로, 법이 적용되는 사건 피해자의 나이가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상향되었다. 성도착증 환자의 비이성적인 충동이 꼭 유아만을 향할 이유는 없어 

보이기 때문이었는데, 예를 들어 주성영 의원은 성도착증 환자가 “노인에 대한 

공격적인 증상”을 보일 수도 있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절충안으로서 피해자의 

나이가 16세 미만으로 조정된 것이었다.115 이런 변화는 성도착증 환자가 단지 

소아기호증이 아닌 더 광범위한 인간종으로 파악되기 시작했음을 나타내기도 

했다.116 

 
112 국회사무처, “제291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제2차”, 

9 쪽. 
113 같은 글, 9 쪽. 
114 국회사무처, “제291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제3차”, 

4-7, 28-30쪽.  
115 같은 글, 28-30쪽. 
116 실제로 이후 2012년에는 새누리당이 추진한 성충동약물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피해자의 연령 제한이 아예 사라졌다. 성도착증 환자가 16세 이상의 사람에게 성폭력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이유였다. 국회사무처, “제311회 국회 아동·여성 

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 회의록(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2012.10.17, 59-
62쪽.; 법무부 치료처우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557호, 2012.12.18 일부개정.  



 

 45 

이처럼 2006년과 2010년 사이에 악명을 떨친 몇몇 잔인한 아동 성폭력 

사건과 맞물려 성도착증 인간종이 확립되고, 이어서 화학적 거세가 처음으로 

국내에 들어오게 되었다. 이는 국내에서 성도착증에 대해 경험적 연구나 

역학조사를 실시한 효과라기보다, 국가적 재난과도 같은 상황에서 설명과 

해결책을 동시에 모색한 과정의 결과에 가까웠다. 그 때문인지 이 시기 

정치인들과 법학 및 의료 전문가들이 묘사한 성도착증의 원형(原型)은 성적 

각성과 충동성이 높고 악마 같은 습성이 내재한, 한없이 과격하고 다소 

비현실적인 질환이었다. 아울러 당시만 해도 정치인들과 전문가들은 

성도착증이라는 문제가 신체적인 성질에 기인한 것이 아닌, 온전히 정신적 또는 

심리적인 차원에 국한된 현상임을 강조하였다. 이어지는 절에서 보겠지만, 이후 

성도착증 인간종이 실제 범죄자에게 적용되고 화학적 거세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그 정의와 원인에 대한 이해 또한 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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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성도착증 환자의 정신적·물질적 재구성 

 

아동성범죄의 공포 속에서 등장한 성도착증 인간종은 치료감호소로 더 잘 알려진 

국립법무병원을 중심으로 새로운 유형의 사람을 만들어냈다. 우선 2008년에 

치료감호법이 개정됨으로써, 치료감호소는 성범죄자 중에서 성도착증 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는 자를 수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어서 성범죄자 사이에서 

성도착증이 진단되는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치료감호소에 새로이 입소한 

성도착증 환자들이 자신을 성적 충동을 조절하는 데 곤란을 겪는 장애자로 

인식하게 되었다. 성도착증 인간종이 실제 성도착증 환자들을 형성하기(making 

up)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화학적 거세에 대한 높은 참여율로 이어졌다. 

치료감호소에 성도착증 환자가 늘어나고 이들의 병에 대한 자각과 치료 의지가 

높아지면서, 이 중 많은 이가 화학적 거세를 받겠다고 자발적으로 응한 것이었다. 

그리고 화학적 거세가 실시되는 과정에서 성도착증 환자의 몸이 호르몬적으로 

재구성되고 성도착증의 정의가 테스토스테론을 포함하게 되었다. 

 

4.1. 치료감호소의 성도착증 환자 수용 

 

치료감호소로 불리는 공주시의 국립법무병원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에서 

정신질환이 있는 이들을 수감하기 위해 1987년에 개설된 법무부 소속 

국가기관이었다. 이 병원은 심신장애 또는 심신미약이 원인이 되어 범죄를 행한 

사람에게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를 제공하였다.117 따라서 치료감호소는 

범죄자 수용소와 동시에 정신병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였다. 다만 본래 

치료감호소는 조현병, 정신지체, 조울증과 같이 일상에서의 판단능력을 크게 

저해하는 정신질환이 진단된 범죄자를 대상으로 삼는 곳이었다. 2008년을 

기준으로 723명의 수용자 중 약 절반인 395명이 조현병이었고, 그 뒤로 67명이 

조울증 환자, 56명이 정신지체자였다. 치료감호소 대상자에 성도착증 환자가 

포함되기 시작한 것은 2008년에 개정된 치료감호법 이후였다. 이러한 변화는 

 
117 법무부 치료처우과,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 76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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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소가 성도착증에 대한 많은 지식이 새로이 구축해야 함을 의미했다.  

성도착증이라는 말이 2000년대 말에 들어서야 처음 쓰이기 시작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2008년 이전의 ‘성도착증 환자’는 2008년 이후의 ‘성도착증 

환자’에 비해 그 수가 현저히 더 적었을 뿐만 아니라 그 성격과 증상이 사뭇 

달랐다. 또한 성도착증에 대한 임상적 연구가 진행된 적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느슨하게 정의된 개념에 가까웠다. 2008년 이전의 성도착증 환자는 성적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여 타인을 공격하는 남성보다는 이성에게 매력이 떨어지는 

위축된 인물에 가까웠다. 한 사례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한동세가 1970년 

『신경정신의학』에 게재한 “한국인의 성도착증”에 의하면, 1959년과 1969년 

사이 서울대학병원 정신과의 외래 환자와 입원 환자를 통틀어서 성도착증이 

진단된 자는 11명에 불과했다. 저자는 “성도착증 환자가 일년에 한명꼴 밖에 

안된다는 것”은 “이 나라에 성도착증이 희소함을 말해주고” 있다고 서술하며, 

미국이나 유럽과 “얼마나 현격(懸隔)한 차이가 있는가!”라고 감탄하였다. 또한 

성도착증 환자 11중 무려 8명이 동성애자였으며 이 중 3명은 여성이었다.118 

나머지 3명은 피학증, 노출증, 성욕과다증 환자였다. 이들 대부분은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영위하거나 남들과 원만하게 어울리는 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입원 

치료를 받을 정도는 아니라고 평가되었다. 성도착증 환자의 존재가 눈에 띄게 

드물었을 뿐 아니라 그나마 소수의 성도착증 환자는 폭력성이나 범죄성이 아닌 

동성애적 성향 때문에 문제되었던 것이다.119  

성도착증 환자를 사교성과 자신감이 떨어지는 사람으로 보는 시각은 

성도착증을 주제로 삼은 1976년의 연재물에서도 나타난다. 의학 전문 잡지인 

『건강소식』에 연재된 “성도착증 이야기”에서, 경희대학교 의과대학의 

정동철은 소아기호증, 가학증, 동성애 등을 하나씩 소개하였다. 정동철의 

글에서도 성도착증 환자는 본질적으로 병리적인 인물이라기보다는 성적 매력이 

 
118  동성애자를 정신질환자로 규정하는 것은 당대 국내외 정신의학계에서 일반적인 
일이었다. 예를 들어 미국 심리학회(APA)는 1973 년까지 동성애를 성도착증으로 

분류하였다. Alain Giami, “Between DSM and ICD: Paraphilias and the 
Transformation of Sexual Norms”, Archives of Sexual Behavior 44(5) (2015), pp. 

1127–1138.  

119 한동세, “韓國人의 性倒錯症”, 『신경정신의학』 9(1) (1970), 25-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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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지고 볼품 없는 사람에 가까웠다. 예를 들어 소아기호증이 있는 사람은 “차마 

동년배의 이성에게는 자신이 없는 데다 불안하기마저 하”고, “발기부전의 성적 

문제”을 겪는 경우가 많아서 아이들을 노린다는 것이었다. 또한 이들은 “평소 

전연(全然) 모르는 아이를 택하기보다 일가친척, 친지, 이웃 간에 평소 안면이 

있던 아이”를 선택한다고 묘사되었다.120  이는 주류에 융화되지 못한 사회적 

낙오자의 모습과 같았지, 통제할 수 없는 강렬한 성적 충동 때문에 모르는 

어린이를 공격하는 범죄자의 모습이 아니었다. 

1987년 치료감호소가 설립된 이후에도 한동안 성도착증은 유의미한 진단 

범주로 간주되지 않았으며 흉악범의 성적 충동과 연관 지어지지도 않았다. 이는 

1995년과 1997년 사이 치료감호소에 정신감정이 의뢰된 60명의 강간범 및 

강간미수범을 살핀 연구 “감정의뢰된 강간사건에 대한 정신의학적 고찰”에서 잘 

드러난다. 감정된 가해자 60명 중 절반이 넘는 인원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 중 성도착증이 진단된 이는 2명에 불과했다. 

반면 13명이 알코올 관련장애, 10명이 정신분열증, 9명은 정신지체로 

분류되었다. 또한 흥미로운 점은 논문의 공저자들이 정신의학과 전문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신병을 성범죄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보다는 

“급속한 사회적 변화와 더불어” 범람하는 “성에 대한 정보”가 강간의 증가를 

일으킨다고 주장하였다.121 즉, 이 시기의 성도착증은 범죄자들 사이에서 거의 

진단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범죄를 야기한다고 간주되지도 않았다. 

대략적으로만 정의되었던 명칭이 인간종으로 도약하는 것은 전문가들이 그에 

대한 학문적 관심을 기울이고 일관된 규칙성을 이끌어내기 시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122  이런 의미에서 한국에서 ‘성도착증 환자’가 단일한 인간종으로 

확립되기 시작한 시기는 2008년 이후라고 말할 수 있다. 앞선 3절에서 보았듯이, 

 
120 정동철, “성도착증 이야기-소아기호증”,『건강소식』8(8) (1976), 47-49쪽.  

121 저자들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 관해서는 “아버지나 교사 같이 믿었던 사람의 
회유나 위협”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서술하기도 하였다. 나상욱, 최상섭, "감정의뢰된 

강간사건에 대한 정신의학적 고찰”, 『대한법의학회지』22(1) (1998), 63-73쪽.  

122 Ian Hacking, “Degeneracy, Criminal Behavior, and Looping”, D. Wasserman, R. 
Wachbroit eds., Genetics and Criminal Behavio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p.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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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후반에 관심을 끈 몇 건의 잔혹한 아동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2008년 

치료감호법 개정을 통해 ‘정신성적장애자’가 법률적 개념으로 도입되었고, 

2010년에는 성충동약물치료법을 통해 ‘정신성적장애자’가 ‘성도착증 환자’ 

범주로 흡수되었다. 이때 국회의 회의들을 통해 구축된 성도착증 환자의 

전형(典型)은 ‘성에너지’가 높고 잘 조절되지 않으며 심지어는 일종의 ‘악마적’인 

습성이 내재돼 있는 사람이었다. 이와 같은 격화된 묘사가 치료감호소에서 

그대로 유지되지는 않았다. 미국 정신의학협회(APA)의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DSM)과 해외의 임상적 연구와 결합되면서 더 완화되고 체계적인 형태를 

갖추어나가게 된 것이다. 

의사와 임상심리사를 비롯한 치료감호소의 의료진은 무엇보다도 APA에서 

출판하는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DSM)을 주요 진단기준으로 삼았다. 

성범죄자를 정신과적으로 검진하는 기본적인 방법이 의사의 개인면담인데, 이때 

가장 많이 쓰이는 진단 도구가 DSM이기 때문이었다. 초반에는 DSM 4판의 

기술정정판(DSM-IV-TR)을 사용하다가, 2013년 이후에는 새로 발행된 DSM 

5판(DSM-5)으로 대체하였다. 123  DSM-5에서 성도착증의 진단 기준은 

수정되었지만 근본 개념은 유지되었다. 우선 DSM-IV-TR은 성도착증이 

물건이나 아동과 같이 비정상적인 대상, 또는 본인이나 상대에게 고통이나 

모욕감을 주는 행위와 관련하여 “반복적이고 강력하고 성적으로 각성시키는 

환상, 성적 욕구, 또는 행동”이 나타나고, 이것이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기능적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심각한 고통 또는 손상”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124 이와 다르게 DSM-5은 ‘성도착증’과 ‘성도착 장애’를 구분하고, 

전자가 후자에 대한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라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DSM-5의 ‘성도착 장애’와 DSM-IV-TR의 ‘성도착증’ 의미는 대체로 같았는데, 

DSM-5에서 그 진단 기준은 수정되었지만 근본 개념은 유지되었기 때문이다. 

 
123  이준형 외, “성적 가해자의 정신과적 진단 및 임상특성: 성중독·성적과다, 
우울·불안증상을 중심으로”,『대한법의학회지』 37(1) (2013), 27-33 쪽.; 이장규, 
이수정, 임명호, “성도착증과 성도착 장애의 평가”, Anxiety and Mood 12(2) (2016), 

87쪽.  

124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APA),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4th ed. text rev.(DSM-IV-TR),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00), pp. 566-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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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M-5에서 ‘성도착증’은 비정상적인 대상 또는 행위에 대해 “강렬하고 

지속적인 성적 관심을 가지는 것”을 의미했고, 이것이 의료적 개입이 필요한 

‘성도착 장애’로 판정되기 위해서는 본인에게 “고통이나 손상”을 일으키거나 

또는 타인에게 “개인적 위해나 위해의 위험”을 수반해야 했다.125 DSM-IV-

TR과 DSM-5 모두에서 핵심이 된 사항은 성욕이 부적절한 상황과 관련 있고 

이것이 자기자신 또는 타인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이었다. 또한 두 편람이 명시한 

성도착증의 하위 진단 유형은 총 8가지로 동일했는데, 관음증, 노출증, 

마찰도착증, 성적피학증, 성적가학증, 소아성애증, 물품음란증, 

복장도착증이었다.126 

다른 한편 치료감호소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성도착증 환자’는 DSM에 

비해서 충동성의 측면을 더 강조하였다. DSM-IV-TR과 DSM-5가 충동에 대한 

얘기를 빼놓은 것은 아니었다. DSM-IV-TR은 성도착증 환자가 “충동 조절의 

문제를 수반할 수 있다”고 서술하였고, 127  DSM-5 또한 성도착증의 일부 

하위유형에 관하여 도착적인 “충동 또는 환상”이 있다고 언급하였다.128 다만 

DSM에서 충동 조절의 어려움이 성도착증 진단의 주요 요소는 아니었다. 그에 

반해 국내 의사들은 국회에서 구축한 성도착증의 전형(典型)을 상당부분 

수용하여, 성도착증 환자의 성적 충동이 강력하고 잘 억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 가지 이유는 치료감호소에 수용되는 성도착증 환자 

모두 범죄 행위를 실제로 저지른 사람이기 때문이었고, 또 다른 이유는 화학적 

거세가 ‘성충동 약물치료’로 명명되면서 성충동을 의료적 개입의 대상으로 

 
125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APA),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5th ed.(DSM-5(TM))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Publishing, 2013), pp. 685-686.  

126 APA, DSM-IV-TR.; APA, DSM-5. 마찰도착증은 대중교통 등에서 자신의 몸을 

남에게 비비는 증상을 가리키고, 물품음란증은 특정한 물건 또는 특이한 신체 기관에 
높은 관심을 가지는 것, 복장도착증은 이성의 옷을 착용하는 것에서 성적 흥분을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DSM-5 에서는 성도착증이 성도착증 장애로 재개념화되면서 세부 

유형들도 관음장애, 노출장애, 마찰도착장애, 성적피학장애, 성적가학장애, 

소아성애장애, 물품음란장애, 복장도착장애로 불렸다.  

127 APA, DSM-IV-TR, p. 663.  
128 APA, DSM-5, pp. 689, 692, 695, 696, 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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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했기 때문이었다.129 예를 들어 치료감호소의 의료진은 세 편의 논문에서 

성도착증 장애가 “충동 조절 장애의 형태”라는 점을 명시하였는데, 이 중 하나인 

“성도착증과 성도착 장애의 평가”라는 리뷰논문에서는 성도착증이 “과다한 

성욕이 중독적, 충동적, 강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130 

성도착증을 충동 문제로 규명하는 경향은 치료감호소의 성폭력범죄자들이 받은 

심리치료 프로그램에도 반영되었다. 2009년을 기준으로 이들은 성인식 교육과 

성지식 교육 외에도, “충동·분노조절 프로그램”을 통해서 “긴장을 이완시켜 각성 

수준을 낮추”거나 “모델링, 역할연습 등으로 충동, 분노를 감소”시키는 연습을 

하였다. 131  2012년에 개발되어 일부 정신성적 장애자에게 사용된 “확장 

심리치료프로그램” 또한 자기조절과 분노조절 훈련을 포함하였다. 성범죄 

가해자는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충동적으로 폭발하거나 

감정을 억압”하고 때로는 “즉각적이고 충동적인 반응”의 경향을 보인다는 

이유였다.132 

치료감호소가 성도착증이라는 인간 범주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실제 성도착증 환자가 형성되었다. 우선 법원이나 검찰에 의해 

정신감정이 의뢰된 성폭력 범죄자 사이에서 성도착증이 진단되는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앞서 보았듯이 1995년과 1997년 사이에 치료감호소에서 정신 

 
129 다만 화학적 거세를 부르는 용어를 “성충동 조절치료”로 수정하자고 제일 먼저 제안한 
사람은 정신의학 전문의가 아니라 법학자인 한상훈이었다. 제 284 회 국회(정기회), "제 

11 차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2009.11.19, 13쪽. 

130 이준형 외, 앞 글, 31 쪽.; 강석훈, 이재우, 임명호, “성적 가해자 혹은 성도착증의 
향정신성 약물치료”, 『대한정신약물학회지』 24(2) (2013), 60쪽.; 이장규, 이수정, 

임명호, 앞 글, 86, 87쪽.  

131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범죄예방기획과, “정신성적 장애 성폭력범죄자 치료감호소 

첫 입소—성폭력범죄자 치료 본격 개시”, 법무부 보도자료 (2009). 

132  송원영, 노일석, 이태준, “치료감호소의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자에 대한 확장 

심리치료 프로그램”, 법무부 보호법제과 보고서 (2012). 이는 본래 화학적 거세 
대상자들의 교육 목적으로 건양대학교에 연구용역을 주어 만든 것이었지만, 이후 그 
외의 정신성적 장애자에게도 사용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변화 동기가 부족하거나 성적 

일탈성의 수준이 심각하고 성충동이 심하며, 대인불안, 충동성, 공격성, 분노 및 알코올 
등의 문제가 심각한 성범죄자”에게 확장 프로그램이 적용되었다고 한다. 이태준, 
“치료감호 분야에서의 성범죄자 심리치료”,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3(1)』(2013), 10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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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을 받은 강간범 및 강간미수범 60명 중 성도착증을 진단받은 이는 2명에 

불과했다. 133  이러한 낮은 비율은 2000년대 초에도 마찬가지였다. 2001년과 

2007년 사이 치료감호소에서 정신 감정을 받은 성범죄자 214명 중에서 

“성도착증 관련 장애”를 진단받은 자는 10명에 그쳤다.134 성도착증이 진단되는 

경우가 적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유로 치료감호소에 입소하는 자도 매우 드물었다. 

1987년 치료감호소가 개청한 이래 2006년까지 성폭력을 저지르고 입소한 

수용자는 총 189명이었는데, 이들 중 성도착증이 감정된 자는 2%를 겨우 넘는 

4명에 불과했다.135  

그렇지만 2008년 치료감호법 개정을 기점으로 성폭력 범죄자들에게 

성도착증이 진단되고 치료감호가 선고되는 비율이 빠르게 늘어났다. 이러한 진단 

대부분은 치료감호소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는데, 검사가 형사사건 피고인에 대해 

정신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85% 넘게 치료감호소에 의뢰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성도착증 진단이 급격하게 증가한 데에는 성도착증이 

치료감호 대상에 포함되면서 그에 대한 치료감호소 의사의 높아진 경각심이 

있었다. 또한 이는 어느 정도 계획된 수순이었는데, 치료감호소는 2008년 말에 

성도착증 환자를 주로 돌보는 용도로 100병상 규모의 인성치료재활센터를 

개관하였고, 2011년에는 무려 200병상으로 신축하였기 때문이다. 136 

인성치료재활센터에 성도착증 환자가 최초로 입소한 것은 2009년 5월이었다. 

그는 23세의 강간범으로, 법무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학창시절부터 컴퓨터를 

이용하여 포르노를 보면서 성적 망상을 키워”오고 결국 비정상적인 성적 선호를 

가지게 된 자였다. 137  이 자를 포함하여 2009년 ‘정신성적장애’ 범주하에 

 
133 나상욱, 최상섭, 앞 글.  

134 김정현 외, “성범죄자 치료 프로그램이 심신장애 성범죄자의 인지 및 정서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 『신경정신의학』 46(6) (2007), 584쪽.   

135  이 기간 동안 성폭력으로 입소한 수용자 중 가장 많이 진단된 병은 
정신분열증(28.6%)이었고, 그 뒤에 정신지체(20.1%)와 양극성 
장애/조증삽화(10.1%)가 따랐다. 법무부, 여성가족부, 국가청소년위원회, 

한국심리학회, “성범죄자에 대한 치료사법적 대안모색”, 2쪽.  
136 박준휘, 권수진, 라광현, “치료감호소 인력운용의 효율화 방안”, 법무부 용역보고서 

(2018), 18, 24쪽.  

137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범죄예방기획과, 같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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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소에 입소한 범죄자는 6명이었다. 이를 시작으로 총 성도착증 수용자 

수가 2010년에는 20명, 2011년에는 40명을 넘어 계속 오르다가 2017년에는 

98명에 이르렀다(표 2).138 

 

 
표 2. 치료감호소의 유형별 수용인원.139 

 

아울러 과거에 다른 병명으로 입소했던 환자에게도 성도착증이 새로이 발견되기 

시작하였다. 2011년 중순에 단국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집단은 

치료감호소에 방문하여 성폭력을 저지르고 감금되어 있던 170명의 환자 중 

50명에게 정신검사를 시행하였는데, 이 중 절반이 넘는 36명에게 성도착증을 

진단하였다. 다른 정신질환을 중복으로 진단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50명 

중 36명은 이례적으로 높은 수치였다. 이에 대해 저자들은 한편으로는 “성적 

가해자의 다수는 성도착증을 동반하고 있다”고 설명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성도착증을 비롯한 신경증(neurosis)의 유병률이 실제로 증가하였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140  

성도착증이 치료감호소에서만 발견되기 시작한 것은 아니었다. 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는 2010년 8월부터 약 9개월에 걸쳐 서울서부검찰청에 의해 

성폭력 가해자 22명에 대한 정신 감정을 의뢰받았다. 이 동안 세브란스병원의 

정신과 의사들과 임상심리사들은 22명 중 8명에게 성도착증을 진단하였다. 이 

중 5명은 소아성애증, 남은 세 명은 노출증 또는 마찰도착증으로 판정되었다. 

전문가들은 ‘인지’, ‘무계획’, ‘운동’의 세 영역에서 충동성을 판단하는 바렛 

충동성 척도(Barratt Impulsivity Scale)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가해자의 충동성을 

 
138 법무부 치료처우과, “치료감호소 수용자 현황”.  

139 같은 자료. 
140 신경증은 정신증(psychosis)와 대비를 이루는 개념으로, 정신의 기능적 장애와 심리적 
고통을 수반하지만, 조현병처럼 망상이나 환청 등을 동반하지는 않는 병을 가리킨다. 

이준형 외, 앞 글, 27-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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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하였다.141 

세브란스 병원의 연구에서 눈에 띄는 또 다른 점은 성폭력 가해자의 혈청 

남성호르몬 농도, 정확히는 테스토스테론 농도를 측정하였다는 것이다. 이 

시기는 성충동약물치료법이 국회에서 막 통과된 직후로서 남성호르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때였다. 저자들은 의뢰된 성폭력 가해자 모두의 테스토스테론 

농도를 재고, 그것이 가해자의 각종 특성과 어떤 상관관계를 지니는지 

분석하였다. 그러나 분석 결과 테스토스테론은 충동성을 비롯한 대부분의 심리적 

변인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성폭력 재범군이 초범군보다 

높은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나타냈지만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고, 

심지어 아동 대상 가해자 집단과 성인 대상 집단의 남성호르몬 수치가 보인 

차이는 더 적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들은 화학적 거세의 목적이 

남성호르몬 수치를 낮추는 것인 만큼 “성폭력 재범군에서 혈청 테스토스테론 

농도와 충동성이 높은 경향을 보인 본 연구 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결론을 

내리며 앞으로 남성호르몬 농도에 더 주목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테스토스테론 수치의 의의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은 이후 화학적 거세의 효과성을 

해석하는 방식까지 이어졌다.142 

 

4.2. 화학적 거세 임상시험의 시작 

 

화학적 거세는 테스토스테론의 생성을 억제하거나 테스토스테론과 수용체의 

결합을 막는 약물, 일명 항남성호르몬제를 투여하는 요법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그 목적은 혈청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거세 수준으로 낮추는 데 

있다. 물리적 거세가 남성호르몬과 정자를 생성하는 고환을 절제(切除)하는 

시술이라면, 화학적 거세는 생화학적인 방법으로 남성호르몬을 몸에서 제거하는 

 
141 바렛 척도의 사용은 성폭력 범죄자에게 충동과 관련된 문제가 있다는 관점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했다. 다만 바렛 검사에서 가해자 집단의 충동성 점수는 정상인의 평균 점수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소아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의 충동성 
점수가 성인 대상의 가해자보다 낮게 나왔다. 신경백 외, “국내 성폭력 가해자의 

정신의학적, 심리학적 특성”, 『신경정신의학』 51(4) (2012), 170–77쪽.  

142 같은 논문, 1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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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법인 것이다. 성인 남성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2.6ng/mL과 10ng/mL 사이면 

정상으로 판단되는데, 항남성호르몬제는 그것을 0.5ng/mL 이하로 낮추는 

효과가 있다.143 다만 항남성호르몬제 투여가 중단되면 그 수치가 가역적으로 

되돌아간다. 성폭력 범죄자나 성도착증 환자(혹은 둘 다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화학적 거세를 실시하는 데에는, 남성호르몬의 대표격인 테스토스테론이 남성의 

성적인 욕구와 행위를 관장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그 기능을 저해하면 이들의 

성적인 생각 또한 약화시킬 수 있다는 관념이 깔려 있다.144 

성호르몬의 역사를 추적한 넬리 아우드슈른(Nelly Oudshoorn)에 따르면, 

남성호르몬과 여성호르몬은 20세기 초에 호르몬이 생리작용을 조절하는 

전달물질로 해석된 이후 활발하게 연구되었다. 호르몬이 생리적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한 생리학자들은 호르몬의 작용을 통해 개체 발달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또한 난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을 여성호르몬으로, 고환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을 남성호르몬을 지정하고 난 뒤에는, 전자는 여성적인 성질을, 후자는 

남성적인 성질을 조절한다고 해석하였다. 남성호르몬과 여성호르몬이 각각 

남성성과 여성성을 발현시킨다고 파악한 것이다.145  

남성호르몬과 여성호르몬이 각각 남성성과 여성성을 발현한다는 패러다임은 

갖은 도전에도 불구하고 견고하게 유지되었다. 예를 들어 1920년대에 들어서 

여성에게서 남성호르몬이, 그리고 남성에게서 여성호르몬이 검출되는 

 
143 Carl Burtis et al., Tietz Textbook of Clinical Chemistry and Molecular Diagnostics 

4th edition, (Philadelphia: W.B. Saunders Co., 2006), p. 2129. 다만 연구자에 따라 

정상 범위를 5-6ng/mL 으로 좁게 규정하는 경우도 있고, 2.8-11ng/mL 로 넓게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 Tsutomu Nishiyama, “Serum testosterone levels after medical 
or surgical androgen deprivation: A comprehensive review of the literature”, 

Urologic Oncology: Seminars and Original Investigations 32(1) (2014), 38.e17-

38.e28.; Abbott, “Testosterone”, Architect Testosterone Package Insert (2006). 

144  Florence Thibaut et al., “The World Federation of Societies of Biological 
Psychiatry(WFSBP) Guidelines for the biological treatment of paraphilias”, The 
World Journal of Biological Psychiatry, 11(4) (2010), pp. 604-655.  

145 이는 난소와 고환에 대한 오랜 관념이 성호르몬으로 이전된 결과이기도 했다.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인류는 고환을 남성성의 원천으로, 난소를 여성성의 원천으로 

여겼는데, 두 신체 기관이 지니는 상징성이 그곳에서 분비되는 성호르몬으로 옮겨간 
것이었다. Nelly Oudshoorn, Beyond the Natural Body: An Archaeology of Sex 
Hormones,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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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칙현상이 쌓이기 시작했다. 또한 남성호르몬과 여성호르몬 분자가 단 한 개의 

수산기(-OH) 차이만 보이는 매우 유사한 스테로이드 화합물이고, 생합성을 

통해 전자가 후자로 쉽게 전환될 수 있음이 드러났다. 이어서 1930년대에는 

성호르몬들이 꼭 성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뇌하수체, 간, 질소 대사, 몸무게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이런 이유에서 상당히 일찍부터 일부 

연구자는 여성호르몬과 남성호르몬에 대한 이원론적 관념과 ‘성호르몬’의 

명칭을 파기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미 성호르몬 패러다임이 공고히 

자리잡은 뒤였다. 생물학계는 성호르몬 패러다임을 폐기하는 대신 조금 조정하여, 

두 성호르몬이 각각의 상대적인 양에 따라 여성적이거나 남성적인 성질을 

비례적으로 발달시킨다는 생각을 발전시켰다. 이에 따라 두 호르몬의 비율에 

따라 ‘남성적인 여성’ 또는 ‘여성적인 남성’을 통해 설명하는 틀이 만들어졌다.146 

이처럼 성호르몬의 등장 이래 화학적으로 개념화된 몸을 아우드슈른은 

‘호르몬적 몸’(hormonal body)이라고 부른다. 그에 따르면 호르몬적 몸은 

자연에서 발견된 것이 아니라, 성호르몬 패러다임 안에서 많은 과학자 및 

이해관계자가 특수한 방법론과 도구를 활용하여 인위적으로 만든 생산물이다.147 

오늘날에도 성호르몬이 다면적이고 모순적인 영향들을 가져온다는 연구가 

아무리 많이 제시되어도, 여성호르몬이 여성적인 성질 그리고 남성호르몬이 

남성적인 성질을 유발한다는 생각은 끈질긴 생명력을 가진다. 이런 이유에서 

테스토스테론을 둘러싼 무수한 미신을 폭로하는 책을 저술한 레베카 조던-

영(Rebecca M. Jordan-Young)과 카트리나 카르카지스(Katrina Karkazis)은 

테스토스테론을 “좀비”라고 칭한다. 테스토스테론에 대한 고정관념이 이미 너무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증하는 각종 연구와 대안적 모델이 

제시되어도 그것이 ‘남성적’인 호르몬이라는 관념은 결코 폐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테스토스테론이 성욕 외에도 폭력성, 힘(power), 위험 

수용(risk-taking), 운동 기량(athleticism) 등의 남성적인 특성과 연관 있음을 

보이는 여러 연구에서 갖은 방법론적 오류가 발견되었지만, 그 주장들은 아직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진다.148 

 
146 Ibid., pp. 9-10. 
147 Ibid., pp. 137-138.  
148 Rebecca M. Jordan-Young, Katrina Karkazis, Testosterone : An Unauthor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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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호르몬이 남성적인 성욕과 충동성을 매개한다는 관념은 이른 시기부터 

남성호르몬을 제한하여 성욕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로 이어졌다. 최초의 화학적 

거세는 1944년 미국 텍사스 공중보건병원(Public Health Service Hospital)의 

로버트 푸트(Robert Foote)가 보고하였다. 그는 “정신 성적 불균형 또는 부족함”, 

특히 “과도한 성적 충동”을 겪는 환자 유형을 치료하기 위해 당시 고환의 

남성호르몬 생성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던 

디에틸스틸베스트롤(diethylstilbestrol, DES)을 투여하였다. 이때 DES를 

투여받은 환자 중 한 명은 “상습적 자위”와 “극심한 성적 집착”의 문제를 겪고 

“정신증이 있는 성적 사이코패스”로 진단받은 미국 해군의 군인이었다. 푸트는 

이 환자가 DES를 투여받음으로써 성적인 증세가 완화되고 성격 또한 성실하고 

친절해지는 효과를 보았다고 보고하였다.149 

이후에도 성욕과 관련된 문제를 겪는 환자들에게 화학적 거세가 산발적으로 

실시되었다. 일례로 1960년대 말에는 독일의 U. 라셰트(U. Laschet)와 L. 

라셰트(L. Laschet)가 성범죄자를 포함한 110명의 남성에게 처음으로 

시프로테론 아세테이트(cyproterone acetate, CPA)를 투여하는 임상시험을 

행하였다. CPA는 테스토스테론이 몸속 기관에 작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약물이었다. 두 연구자는 CPA가 “변태성욕의 심리적 및 행동적 치료”에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150  1970년에는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의 존 머니(John 

Money)가 성도착증이 있는 성폭력 범죄자들에게 혈중 테스토스테론 농도를 

낮추는 프로게스틴 계열 약물 메드록시프로게스테론(medroxyprogesterone 

acetate, MPA)을 시험적으로 투여하였다. 피험자 대부분은 노출증, 소아기호증, 

복장도착증과 더불어 동성애적 성향이 있었고, 연구자는 MPA를 통해 그러한 

‘그릇된’ 성적 행동을 저지하고자 했다. 이들 중 3명은 MPA를 통해 성도착증 

증세가 줄어드는 효과를 보았지만, 남은 5명은 호전되지 않았다고 보고되었다.151 

 

Biography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2019), p. 63.  
149 Robert M. Foote, “Diethylstilbestrol in the Management of Psychopathological 

States in Males: I. Preliminary Report”, The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99(6) (1944), pp. 928-935.  

150  U. Laschet, L. Laschet, “Psychopharmacotherapy of Sex Offenders with 
Cyproterone Acetate”, Pharmacopsychiatry, 4(2) (1971), pp. 99-104.  

151 John Money, “Use of Androgen-Depleting Hormone in the Treatment of Male S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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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1985년 존 브래드포드(John Bradford)는 항남성호르몬제를 사용한 

사례들을 리뷰하면서 CPA와 MPA 등이 성욕과 성적 지향 모두를 치료하는 

방안이라고 평가하였다.152 

1990년대부터는 미국 일부 주에서 화학적 거세를 인정하는 법이 통과되었다. 

우선 1996년 캘리포니아 주는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자에 대한 MPA 치료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듬해 1997년 플로리다 주는 

피해자의 나이에 대한 제한 없이 성폭력 범죄자에게 MPA를 투여할 수 있다고 

법률화하였다. 곧이어 조지아, 오레곤, 아이오아, 플로리다 등이 따라서 총 9개 

주가 되었다. 비슷한 시기에 입법된 이 법률들이 대상자를 치료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평가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플로리다는 

원칙상 화학적 거세 명령을 내려야 하는 사건들 대다수에 명령을 내리지 

않았으며, 오레곤은 화학적 거세 대상자로 선정된 범죄자 과반수에게 시술을 

실제로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53  다만 오레곤에서는 MPA를 투여받은 

범죄자들의 재범률이 그렇지 않은 범죄자들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결과를 담은 

2006년의 보고서가 큰 주목을 받았다.154 

앞선 3절에서 보았듯이 국내의 성충동약물치료법은 2010년 7월에 제정되고 

그 시행 날짜가 일 년 후인 2011년 7월로 공포되었다. 법률이 시행된다는 것은 

법률에 효력이 생겨 강제적인 화학적 거세 치료가 가능해지는 것을 의미했다. 

성충동약물치료법은 테스토스테론이 남성의 성욕을 관장한다는 관념하에서, 

성도착증이 있는 성폭력 범죄자의 “성욕을 조절”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Offenders”, The Journal of Sex Research 6(3) (1970), pp. 165-172.  
152  John M. W. Bradford, “Organic Treatment for the Male Sexual Offender”, 

Behavioral Sciences and the Law 3(4) (1985), pp. 355-375. 
153 또한 이들 주의 법률은 조금씩 달랐는데, 피해자의 나이를 제한하느냐의 여부 외에도, 
대상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와 치료 기관 등에 관하여 차이를 보였기 

때문이다. Charles Scott, Elena del Busto, “Chemical and Surgical Castration”, 
Richard Wright ed., Sex Offender Laws Failed Policies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mpany, 2009), pp. 306-313.; 이종혁, “미국의 성폭력범 약물치료제도 

운영실태”, 국외훈련검사 연구논문집 제 27집.  

154  Barry M. Maletzky et al., “The Oregon depo-Provera program: a five-year 
follow-up”, Sexual Abuse: A Journal of Research and Treatment 18(3) (2006)., pp. 

30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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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함이었다. 155  또한 미국 일부 주에서 이미 화학적 거세 관련 법률이 

입법되었다는 점은 성충동약물치료법 법률안의 심사과정에서 정당화의 근거로 

쓰일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성충동약물치료법 법안을 대표발의한 박민식 의원은 

캘리포니아 주의 선례를 가리켰고,156 법무부차관 황희철은 오레곤 주에서 MPA 

투여가 재범률을 떨어뜨린 사례를 근거로 화학적 거세의 효능에 대해서 “굉장히 

실효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157 

다만 성충동약물치료법이 통과된 초기에 화학적 거세의 주요 집행 기관으로 

정해진 치료감호소에는 사전 지식이나 경험이 거의 없었다. 그때까지 한국에서 

성욕 감퇴의 의도로 화학적 거세가 실시된 적이 없었고, 미국에서는 화학적 거세 

약물이기 이전에 여성용 피임약으로 더 잘 알려져 있던 MPA 또한 국내에서는 

생소한 편이기 때문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치료감호소의 일부 의료진은 미국의 

실무자에게 화학적 거세 방법과 주의사항 등을 배우기 위해 텍사스, 메릴랜드, 

뉴욕 등으로 연수를 다녀왔다. 이때 만난 인물 중에는 존스홉킨드 대학의 

프레더릭 벌린(Frederick Berlin)이 있었다. 벌린은 존스롭킨스 성적장애 

클리닉(Johns Hopkins Sexual Disorders Clinic)의 설립자로서, 아동성애, 

노출증, 관음증 등을 전문으로 하는 성도착증 전문가였다. 이후 벌린의 논문은 

성도착증을 연구하는 데에 자세히 참고되었다. 그러나 화학적 거세의 경우, 

한국의 의료진은 당시 미국에서 화학적 거세가 거의 실시되고 있지 않고 미국 

전문의의 실무경험 또한 적어서 많은 도움이 되지는 않았다고 평가한다.158 

 
155 법무부 치료처우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법률 제 

10371호. 

156 박민식 외,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877, 

2008.09.08.  
157 국회사무처, “제 291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법안심사 제 1소위원회) 제 3차”, 

2010.06.29, 8쪽.  

158 또한 연수를 떠난 직원들은 일탈적인 성적 기호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 중 
하나인 음경체적 변동검사(penile plethysmography)를 배우기도 하였다. 이는 특정 
자극에 대한 음경의 길이와 크기 변화를 측정함으로써 그 자극에 대한 성적 반응을 

가늠하는 기구이다. 그러나 한국에 돌아왔을 때 음경체적 변동검사는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받지 못하여 결국 사용되지 않았다. 구교철 개인 인터뷰 
2020.10.14.; 이재우 개인 인터뷰, 2020.11.11.; Frederick Saul Berlin, “Frederick Saul 

Berlin Profile”, https://www.hopkinsmedicine.org/profiles/details/frederick-ber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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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에서 돌아온 국립법무병원 의사들은 성충동약물치료법이 효력을 

발생시키기 이전인 2011년 초에 임상연구의 차원에서 화학적 거세를 시험적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피험자 집단을 한데 모아 동일한 시기에 약물을 

투여하기보다, 성폭력으로 입소한 수용자 일부에게 화학적 거세를 권유해보고 

동의하는 자에 한해 원하는 시점에 약물을 주기로 한 것이다. 또한 이 시기에 

치료감호소는 개청 이래 처음으로 성폭력으로 입소한 모든 환자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검사하기 시작했다. 테스토스테론이 화학적 거세를 통한 개입의 대상이 

된 이상 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쌓을 필요가 생겼기 때문이었다. 이 와중에 

2011월 3월 최초로 화학적 거세에 자발적으로 응한 사람이 나타났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추행을 저지르고 소아기호증을 판정받은 27세 남성이었다. 

치료감호소는 본 환자에게 한 달에 한 번씩 주사로 류프로렐린 

아세테이트(leuprorelin acetate, LA)를 투여하였다.159  

류프로렐린 아세테이트는 GnRH(gonadotropin-releasing hormone, 

생식샘자극호르몬방출호르몬) 작용제(agonist)의 일종으로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 GnRH 작용제, 또는 GnRH 유사체는 몸속 

GnRH의 작용을 모방하는 약물을 일컫는다. 본래 뇌분비학에 의하면 GnRH는 

뇌하수체의 GnRH 수용체를 단속적(斷續的)으로 자극하여 

황체형성호르몬(LH)과 난포자극호르몬(FSH)을 비롯한 

성선자극호르몬(gonadotropin)의 분비를 촉진시킨다. 이어서 성선자극호르몬은 

고환에 있는 라이디히 세포(Leydig cell)를 자극하여 테스토스테론을 비롯한 

남성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한다. 그렇다면 GnRH를 모방하는 GnRH 작용제는 

왜 남성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억제하는 데 쓰일까? 그것은  

GnRH 작용제가 GnRH 수용체를 단속적이지 않고 연속적(連續的)으로 

자극함으로써 초기에는 성선자극호르몬 분비를 늘리지만, 이후 역설적이게도 

 
159  김도훈, “화학적 거세...나도 이제 사람이고 싶다”, 국민일보, 2011.08.25,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5288909. 이 기사는 국민일보의 
기자가 치료감호소에 직접 방문하여 처음으로 화학적 거세에 지원한 익명의 성도착증 
환자 세 명과 당시 원장이었던 이재우와 인터뷰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인터뷰가 

진행된 시기는 아직 화학적 거세의 강제 집행이 이뤄지기 전이었고, 인터뷰에 응한 
재소자들은 각자 자신이 치료감호소에 와서 본인의 정신상태에 대한 마음가짐이 
어떻게 변하였고, 어떤 동기로 화학적 거세를 선택하였는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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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RH 수용체의 변형을 일으켜 GnRH에 대한 반응성이 줄어들게 만들기 

때문이다.160 이에 따르는 부수적인 효과 중 일부가 성선자극호르몬 분비 저하와 

테스토스테론 농도의 감소인 것이다.161 

첫 피험자에 대한 류프로렐린 치료는 성공적으로 보였다. 약물을 

투여받으면서 성적인 욕구와 생각이 담담해진 것이다. 이 환자는 “성에 관한 

생각이 전혀 안” 들고 “일부러 이상한 상상을 해보려고 해도 3~4초 정도 지나면 

바로 끝”난다고 보고하였다. 162  이후 이 환자의 치료 사례를 전해들은 다른 

수용자가 하나둘씩 화학적 거세에 자발적으로 응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화학적 

거세의 실체에 대해 알지 못하고 부작용에 대해 위압감을 느끼던 사람들이, 

항남성호르몬제를 주사받아도 생명에 위협이 되지 않고 효과가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화학적 거세의 자발적 참여자는 점차 늘어나, 2011년 8월 

무렵에는 25명이 자발적으로 화학적 거세를 받게 되었다. 2013년 1월에 이르자 

56명이 자발적으로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었다. 이들 대다수는 치료감호소 입소 

전후에 소아기호증, 노출증, 관음증, 마찰도착증 같은 성도착증의 세부유형을 

진단받은 자였다.163 

이처럼 많은 수용자가 스스로 화학적 거세에 응하게 된 데에는 무엇보다도 

의사의 진단과 더불어 스스로를 성충동의 조절에 병리적인 문제를 겪는 환자로 

여기는 변화된 자기인식이 있었다. 과거에 김수철이 “내 안에 악마가 사는 것 

같다”고 표현한 적은 있었지만, 164  성범죄자가 자신을 성과 관련된 정신과적 

문제가 있는 환자로 묘사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반면 2008년 이후 의료 

 
160 과도하게 자극된 수용체가 변형을 일으키는 것을 수용체의 ‘탈감각화’(desensitization)
라고 부른다.  

161 P. Michael Conn, William F. Crowley, Jr., “Gonadotropin-releasing hormone and 
its analogs.” Annual review of medicine 45 (1994), pp. 391-405.; 곽철, 
“전립선암에서 남성호르몬박탈요법의 최신 개념: 남성호르몬 수용체를 표적하는 

새로운 접근법들”, 『대한비뇨기종양학회지』7(3) (2009), 125-130쪽.  
162 김도훈, 앞 글.  
163 Kyo Chul Koo et al., “Effects of Chemical Castration on Sex Offenders in Relation 

to the Kinetics of Serum Testosterone Recovery: Implications for Dosing Schedule”, 
Journal of Sexual Medicine 11(5) (2014), pp. 1316–1124. 

164  김진화, “초등생 ‘성폭행’ 현장 검증…주민들 분노”, KBS News (2010.06.15),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211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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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에 의해 성도착증 환자로 분류되고 취급받은 성범죄자 집단은 

성도착증에 대한 치료감호소의 지식을 자신의 내부로 받아들여 정체성으로 

통합하였다. 해킹이 설명한 바와 같이, 자신의 병명에 대한 새로운 설명과 달라진 

자기인식이 이후의 존재방식과 선택들에 영향을 미친 것이었다.165 ‘거세’라는 

말에 담긴 강한 어감과 호르몬 주사 치료의 침투적인 성격에도 불구하고, 몇 년 

앞서 도입된 성도착증의 범주와 이것이 적용되면서 그에 맞추어 진화된 정체성을 

갖게 된 수용자들은 화학적 거세에 자원하였다.  

사실 이는 2010년의 방송에서 미리 예견된 바 있었다. 성충동약물치료법이 

제정된 직후인 2010년 8월에 KBS의 탐사보도 프로그램인 추적 60분은 “화학적 

거세–욕망의 괴물을 잠재울 수 있나?”라는 제목의 회차에서 직접 치료감호소에 

방문하여 진행한 익명의 음성 인터뷰를 공개하였다. 이때 한 30대 수감자는 

화학적 거세를 받고 싶은 “절실한 이유”를 털어놓아다. 그는 본인은 평소에 

주변인들에게 착하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얌전한 사람이지만, 유독 성욕 

조절과 관련된 병리적 문제 때문에 성범죄를 저질렀으며, 그것을 바로잡을 

가능성을 화학적 거세에서 보았다고 고백했다.166 

 

아, 저게 나한테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겠구나. 내가 사실 

화학적 거세를 하지 않으면 다시 재범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는데 

화학적 거세를 하게 된다면 재범할 수 있는 그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거든요…. 술을 안 먹어도 (성욕 때문에) 미치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화학적 거세 치료를) 꼭 하고 (싶어요). 가족들이라든가 

친지들이라든가 친구들이라든가, (너는) 정말 착한데 이상하다. 너 왜 

그러는지 이해를 못 하겠대요.167 

 

이후 화학적 거세에 자원한 수용자 대부분은 스스로를 의료적 도움이 절실한 

정신질환자로 여기는 사람이었다. 이는 2011년 국민일보가 치료감호소에서 

 
165 Hacking, The Social Construction of What?, pp. 103-104.  
166  KBS2, 《추적 60분》498회 “화학적 거세-욕망의 괴물을 잠재울 수 있나?”, 

2010.08.04 방영분. 괄호의 사용과 그 내용은 방송에서 제공한 자막과 동일하다.  
167 같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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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거세 대상자 몇몇과 실시한 인터뷰에서 잘 드러난다. 이 중 한명이 앞서 

언급한 최초 지원자였다. 그는 자신이 어린이에게 끌리는 “병”에 걸렸고, 

“삐뚤어진 호기심”을 상상에 멈추지 못하고 “행동으로 옮겨”가는 

정신장애자라고 설명하였다. 또 다른 수용자는 성폭력 3범으로서, 징역형을 두 

번 살고 나와 저지른 세 번째 범죄에서 치료감호 선고를 받은 자였다. 기자에 

따르면 이 수용자는 치료감호소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자신의 문제가 

성도착증임을 알게” 되었고, “정상적으로 절제, 통제가 안 돼 결국 스스로 화학적 

거세를 택한” 경우였다. 이 환자는 자신의 충동 장애를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에 

비유하기도 하였다.168 

 

감춰진 성욕구가 무섭다. 정상적으로 생활하다가도 밤늦은 시간, 

여성이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장소에선 ‘또 다른 내’가 나와서…. 

브레이크가 고장 난 차가 고속도로를 달리면 어떻게 되겠는가. 나는 

성적으로 브레이크가 고장 난 사람이다. 약물 치료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 남들이 나를 동물원이나 실험실의 원숭이로 볼지도 

모른다. 하지만 많이 망가진 사람이 치료를 통해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주고 싶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나섰다…. 전자발찌와 화학적 요법 

등은 성범죄자들을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성년자와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더 강력한 조치가 있다면 병행되어야 한다.169 

 

화학적 거세에 대한 수용자의 의지는 당시 치료감호소에서 군 대체복무를 지내던 

의사 구교철의 회고에서도 드러난다. 구교철은 비뇨기과 전문의였지만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화학적 거세 임상시험 결과를 담은 논문을 대표저자로서 

집필하였다. 그는 화학적 거세 지원자 대부분이 자신의 정신적 문제를 자각하고 

있으며 치료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고 기억하고 있었다. 

 

성범죄자라고 하면 되게 악마스럽게 느껴지고 그렇잖아요. 그들을 

옹호하고자 하는 건 아닌데, 제가 실제로 만나봤을 때는, 그들도 자기가 

 
168 김도훈, 앞 글.  

169 김도훈, 앞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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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지른 범죄이긴 한데 많이 후회들을 하고 있고, 본인이 그러고 싶지 

않아 하는 환자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약물 치료를 함으로써 

사회에서 복귀해서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다고 하면, 본인이 정말 

치료받고 좋아지고 싶어서 스스로 주사를 맞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170 

 

이처럼 성도착증을 진단받고 그 정의에 부합하는 대우를 받은 수용자들은 

자기자신을 심각한 정신질환자로 인식하게 된 것이었다. 이들이 치료감호소 입소 

전에 정확히 어떤 정신적 문제를 겪었는지는 알기 힘들지만, 이후 부여된 

성도착증이라는 진단명과 그에 걸맞은 충동·분노조절 프로그램 같은 심리 치료는 

형용하기 어려운 추상적인 심리적 고통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바꾸어 주었다. 해킹이 제시한 바와 같이, 인간은 비인간과 달리 자신에게 

부여되는 명칭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로 인해 자아를 인식하는 방식과 행동을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렇게 형성된 성도착증 환자는 장애에 대한 

해결책을 화학적 거세에서 찾았다. 치료감호소의 의사 또한 같은 의식을 

공유했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화학적 거세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것이었다. 

이는 인간종이 당사자 외에도 그 주변 인물의 감정, 태도, 행동에 영향을 줌으로써 

집단 수준에서 사람을 재구성한다는 해킹의 지적과도 맞닿아 있다. 이어지는 

글에서는 화학적 거세를 통해 자원자들의 몸의 물질적 구성이 어떻게 

재배치되었는지 볼 것이다. 

 

4.3. 테스토스테론의 출현과 호르몬적 몸의 탄생 
 

화학적 거세에 자원한 치료감호소의 수용자들이 시험적으로 류프로렐린을 

투여받고 반응의 경과를 관찰받는 과정에서, 이들은 정신뿐 아니라 물질적, 

육체적 차원에서 재구성되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두 차원은 구분 불가능한 

관계에 있었다. 본 논문의 핵심인 위의 주장을 전개하기에 앞서, 화학적 거세를 

시험적으로 시도한 것의 임상적 효과를 현상적인 수준에서 소개하겠다. 이는 

 
170 구교철 개인 인터뷰, 2020.10.14. 



 

 65 

당시 국립법무병원의 원장이었던 이재우와 구교철을 비롯한 치료감호소의 

의사들이 공동으로 발표한 2013년과 2014년의 두 논문을 토대로 한 것이다.  

우선 화학적 거세 피험자 대다수가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거세 수준으로 

떨어짐과 동시에 감소된 성욕과 자위 빈도를 보고하였다. 피험자는 류프로렐린은 

3개월 동안 투여받은 A집단 38명과 6개월 동안 투여받은 B집단 18명으로 나뉠 

수 있었다. 의사들은 이들 모두의 혈청 테스토스테론, LH, FSH 농도를 

장기적으로 추적했는데, 약물 투여 도중 2주에 한 번씩 세 가지 호르몬을 

측정하는 것 외에도, 투여가 중단된 이후에도 한 달에 한 번씩 일 년 동안 그 

경과를 기록했다. 측정 기록에 따르면 피험자들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약물치료 

2주차에 시작점보다 높게 치솟는 ‘플레어 현상’(flare effect)을 보였다가, 4주차 

즈음에 거세 수준으로 떨어졌다. 예를 들어 A집단 참여자들의 수치는 평균 

4.95ng/mL에서 시작하여 8.81ng/mL까지 치솟았다가 0.31ng/mL로 떨어졌고, 

유사하게 B 집단 참여자들의 수치는 5.81ng/mL에서 12.21ng/mL까지 찍었다가 

0.46ng/mL까지 내려갔다. 또한 피험자 상당수는 성욕의 변동을 묻는 

질문지에서 성욕이 줄어들었다고 답변하였다. 성적 생각의 빈도와 강도, 자위 

빈도가 감소했는지 묻는 항목 각각에서, A집단과 B집단 모두에서 70%가 넘는  

참여자가 그렇다고 대답한 것이다. 저자들은 이러한 임상적 효과가 “성적 충동과 

흥분이 본질적으로 테스토스테론에 의해 매개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해석하였고, 남성호르몬 억제를 통한 “성충동의 감소가 재범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하였다.171 

그러나 이보다 더 흥미로운 현상은 약물투여가 중단된 직후에 일어났다. 원래 

GnRH 작용제 투여 초기에 GnRH 수용체를 과잉 자극하면서 테스토스테론이 

일시적으로 높이 치솟는 플레어 현상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었지만, 약물투여가 

중단되고 나서의 플레어 현상에 대해서는 국외에서도 보고된 바가 없었다. 

그보다는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서서히 화학적 거세 이전 수준으로 복구된다고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A 집단에서, 3개월의 류프로렐린 투여가 중단된 직후에 

 
171 Kyo Chul Koo et al., “Treatment Outcomes of Chemical Castration on Korean Sex 

Offenders”, Journal of Forensic and Legal Medicine 20(6) (2013), p. 565.; Kyo Chul 
Koo et al., “Effects of Chemical Castration on Sex Offenders in Relation to the 
Kinetics of Serum Testosterone Recovery: Implications for Dosing Sche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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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토스테론 수치가 급격히 반동하는 ‘제2의 플레어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약물투여 이전에는 평균 4.95 ng/mL, 종료 시점에는 0.31ng/mL이던 이들의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중단 이후 2개월 동안 평균적으로 8.81ng/mL까지 

치솟았다가 다시 점차 떨어졌다. 또한 테스토스테론의 갑작스러운 치솟음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일부 피험자는 “걷잡을 수 없는 성적 경렬함과 환상을 

주관적으로 보고”하였다. 이는 의사들이 내다보지 못한 현상이었다. 앞서 

약물투여에 의해 남성호르몬의 거세 효과가 일어나고 성욕이 감퇴한 것은 예측한 

바와 같았지만, 약물투여 중단 직후 남성호르몬이 반등하고 성욕 또한 

끓어오르게 된 것은 예상과 달랐다. 172  또한 마치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에 대응하여 성적 충동 또한 격화되거나 잠잠해지는 

인과성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에 의사들은 테스토스테론이 “발기와 사정 같은 

무의식적인 성 기능” 외에도 “흥미, 환상, 충동 조절 같은 성적 기능의 동기적이고 

감정적인 측면들”을 “조절하는 핵심 결정 요인”이라는 설명을 제공했다.173 

이처럼 치료감호소의 수용자 집단에게 화학적 거세가 시험적으로 적용되는 

과정에서, 이들의 몸과 마음이 처음에는 전문가들이 의도한 대로, 이후에는 

의도하지 않는 방식으로 반응하였다. 약물투여 도중에는 테스토스테론 분비가 

억제되면서 성도착증 환자들의 성욕이 완화되었지만, 약물투여 중단 이후에 

테스토스테론이 예상치 못하게 치솟으면서 억제되었던 성욕이 분출되는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이었다. 이는 테스토스테론의 행위성이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발현된 것을 의미하기도 했다. 이어지는 절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이후 

성도착증의 의미는 테스토스테론과 긴밀히 결부되었다. 여기에서는 우선 정신과 

신체를 꼬임과 굴절의 관계로 이론화하는 엘리자베스 그로츠의 뫼비우스 띠 

 
172 이에 관련하여 의사들은 두 가지 가설을 제시했다. 하나는 3개월의 기간이 수용체의 
완전한 탈감각화를 일으키기에 부족하였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앞서 저해되었던 

테스토스테론 농도가 시상하부와 뇌하수체의 테스토스테론 수용체의 
과민감화(hypersensitization)를 일으켜 이후 GnRH 의 과다분비를 야기하였다는 
것이었다. 다만 의사들은 이는 가설에 불과하고 정확한 원인은 불분명하다고 덧붙였다. 

Kyo Chul Koo et al., “Effects of Chemical Castration on Sex Offenders in Relation 
to the Kinetics of Serum Testosterone Recovery: Implications for Dosing Schedule”, 

p. 1322. 

173 Ibid., p. 1322. 



 

 67 

모델을 들여와서, 몸과 마음의 관계성, 그리고 물질의 가변성을 탐구해보고자 

한다.  

치료감호소 수용자의 몸을 뫼비우스 띠로서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테스토스테론에 관한 네 가지 특징을 살피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이 특성들은 

테스토스테론이 몸속 다양한 신체 기관, 세포, 분자 등과의 연계를 통해서만 

기능함을 보여준다. 첫째 특징은 테스토스테론이 뇌에서 고환까지 이어지는 

물질의 그물망에서 관계적으로 존재한다는 점이다. 테스토스테론은 시상하부-

뇌하수체-생식선 축(hypothalamic-pituitary-gonadal axis)으로 불리는 

역동적인 시스템의 일부이다. 이 피드백 시스템에서는 테스토스테론 외에도 

GnRH, FSH, LH 같은 호르몬들, 레이디히 세포 등이 상호적으로 신호를 

주고받는다. 앞서도 간략히 소개했지만 시상하부에서 분비된 GnRH는 

뇌하수체에서 FSH와 LH의 생성을 자극하는데, FSH는 정세관의 지주세포를 

자극하여 정자 형성을 유도하고, LH는 고환의 레이디히 세포를 자극하여 

테스토스테론을 비롯한 안드로겐(androgen, 또는 남성호르몬)의 합성을 

촉진한다. 이러한 연쇄에 대한 제어 장치로서 안드로겐은 시상하부와 뇌하수체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되먹임하여 GnRH, LH, FSH의 분비를 억제하기도 

한다.174 이러한 정교한 피드백 시스템은 환경 변화에 맞추어 호르몬의 농도를 

조절하고 항상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항상성은 체내 생리적 상태와 

생체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을 의미한다. 테스토스테론은 이와 같이 

다양한 호르몬과 세포가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신호를 주고받는 그물망에서 

그저 하나의 구성요소이다. 

둘째 특징은 테스토스테론이 단독으로 활동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우선 

 
174  C. Marc Luetjens and Gerhard F. Weinbauer, “Testosterone: biosynthesis, 

transport, metabolism and (non- genomic) actions”, Eberhard Nieschlag, Hermann 
M. Behre, Susan Nieschlag eds., Testosterone: Action, Deficiency, Substitution 4th 
e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2), pp. 15–32.; S. Vadakkadath 

Meethal and C. S. Atwood. “The Role of Hypothalamic-Pituitary-Gonadal 
Hormones in the Normal Structure and Functioning of the Brain.” Cellular and 
Molecular Life Sciences 62(3) (2005), pp. 257–270.; Ettore Caroppo, “Male 

hypothalamic-pituitary-gonadal axis”, Larry I. Lipshultz, Stuart S. Howards, Craig 
S. Niederberger eds., Infertility in the Male 4th ed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pp.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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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토스테론 대부분은 유리된(free) 상태로 몸속을 이동하지 못하고 단백질과 

결합한 상태로 혈장을 순환한다. 순환하는 테스토스테론 대부분은 당단백질인 

성호르몬-결합-글로불린(SHBG) 또는 단백질인 알부민(albumin)과 결합되어 

있는데, 어떤 분자와 결합했느냐에 따라 생물학적 성질이 달라진다. 유리된 

상태의 테스토스테론은 총 테스토스테론의 1-2%에 불과하다. 175  그러나 

치료감호소에서 기록되고 분석된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단백질과 결합한 것과 

유리된 것 모두를 포함한 총 테스토스테론(total testosterone) 농도였다. 한편 

테스토스테론이 단백질과 분리되어 표적세포 안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단독으로 

세포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테스토스테론은 세포질에 있는 

안드로겐 수용체(androgen receptor, AR)와 결합한 테스토스테론-AR 

복합체의 형태로만 세포핵으로 들어가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할 수 있다. 176 

호르몬과 수용체의 결합이 유전자 발현 조절의 선행조건이기 때문에, 

테스토스테론이 아무리 많아도 AR 기능이 비활성화되어 있다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다. 177  정리하자면 테스토스테론 혼자서는 혈관을 순환하지 않고, 

목적지가 되는 세포에 들어가지 못하며, 유전자 발현과 세포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도 못 한다. 

셋째 특징은 테스토스테론이 영향을 미치는 기관이 몸 전체에 걸쳐 있다는 

것이다. 테스토스테론과 결합하여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AR은 몸 곳곳에 

포진해 있는데, AR은 뇌의 주요 영역들 외에도 뼈, 근육, 지방, 심혈관계, 면역계, 

 
175 Burtis et al., op. cit., pp. 2127-2129. 
176 세포핵은 세포 내의 기관이고 세포질은 세포에서 핵을 제외한 물질이다. 세포핵은 

DNA 염기서열로 된 유전정보를 담고 있다. 유전자 발현은  전사(轉寫)와 번역의 
단계를 통해서 진행된다. 전사는 DNA 염기서열 정보를 mRNA로 복제하는 활동을 
가리키고, 번역은 mRNA의 정보에 따라 아미노산을 결합시켜 단백질을 합성하는 

활동을 가리킨다. 여기서 AR-테스토스테론 복합체의 역할은 전사인자로서 
기능하면서 DNA 전사의 단계를 조절하는 것이다. DNA 전사는 세포 성장과 증식, 
세포 주기 진행, 단백질 합성 등의 활동으로 이어진다. C. Marc Luetjens, Gerhard F. 

Weinbauer, “Testosterone: biosynthesis, transport, metabolism and (non- genomic) 
actions”, pp. 24-26.  

177 실제로 AR에 돌연변이가 있어서 몸이 테스토스테론에 반응하지 못하는 질환으로서 

안드로겐 저항성 증후군(androgen insensitivity syndrome, AIS)이 존재한다. Rachel 
A Davey, Mathis Grossmann, “Androgen Receptor Structure, Function and Biology: 
From Bench to Bedside”, The Clinical Biochemist 37(1) (2016),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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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립선 세포에 분포되어 있다. 이는 테스토스테론과 관련된 신체작용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중에는 남성 성기능에 기여하고 흔히 ‘남성적’으로 

분류되는 성질만 있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테스토스테론은 근육 발달, 체모 

성장, 목소리 굵기 같이 남성적인 특성과 자주 묶여 언급되지만, 그것은 사실 심장 

수축운동, 골밀도, 골수 줄기세포, 지방 축적, 인슐린 농도, 상처 치유와도 관련이 

있다.178 정신의 영역으로 넘어가면 그 목록은 더욱 길어진다. 테스토스테론은 

성적 욕구 외에도, 폭력성, 수면의 질,179 활력, 공간지각 능력,180 불안감, 기억력, 

우울감, 181  지배적인 성격, 반사회적인 행동 182과 연관지어진 바 있다. 또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내분비학 교과서는 테스토스테론이 “진취적이고 

적극적이며 활발한 성격이 되게”한다고 설명하며 그것을 일종의 자양강장제로 

묘사하고 있다.183 이쯤 되면 테스토스테론과 무관한 신체적 또는 심리적 특성을 

찾는 것이 더 어려울 정도이다. 

마지막 특징은 우리가 테스토스테론에 기인한다고 여기는 많은 성질이 사실 

여성호르몬의 작용일 수도 있다는 점이다.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테스토스테론은 

뇌, 고환, 지방조직, 뼈, 근육, 관 조직 등 몸 전체에 퍼져 있는 

아로마테이스(aromatase) 효소를 통해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라디올(estradiol)로 

전환된다. 몸의 곳곳에서 테스토스테론이 에스트라디올로 전환되고, 이렇게 

생합성된 에스타디올이 세포 활동을 조절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남성의 

건강에서 아로마테이스과 에스트라디올이 지닌 중요성은 작지 않다. 예를 들어 

아로마테이스가 정상 수준보다 적은 남성에서, 낮은 골밀도, 불임, 당뇨병 같은 

 
178  Ibid., p. 9.; 백재승, 김수웅, “남성의 생식과 성기능”,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편찬,『내분비학』전정판,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701쪽. 

179 John Bancroft, “The behavioral correlates of testosterone”, Eberhard Nieschlag, 

Hermann M. Behre, Susan Nieschlag eds., Testosterone: Action, Deficiency, 
Substitution 4th edi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2), pp. 87-122. 

180 Michael Zitzmann, “Testosterone and the brain”, The Aging Male 9(4) (2006), pp. 

195-199. 
181 Peter Celec, Daniela Ostatniková, Július Hodosy, “On the effects of testosteone on 

brain behavioral functions”, Frontiers in Neuroscience 9(12) (2015), pp. 1-17.  
182 Allan Mazur, Alan Booth, “Testosterone and dominance in men”, The Behavioral 

and Brain Sciences 21(3), pp. 353-363.   
183 백재승, 김수웅, 같은 글, 70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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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건강이상이 발견된다.184 아울러 에스트라디올은 성욕과도 관련이 있다. 

테스토스테론 결핍이 있는 성인 남성 또는 실험 쥐에게 테스토스테론이 아닌 

에스트라디올을 투여해도 성욕과 성적 활동이 올라간다. 심지어 고환 기능이상과 

에스트라디올 결핍이 있는 어느 환자에게는, 테스토스테론 투여만으로는 효과가 

없고 테스토스테론과 에스트라디올을 병용해야만 성욕이 증진되었다고 한다.185 

이처럼 테스토스테론의 작용으로 알려진 효과 상당부분이 실질적으로는 

에스트라디올의 효과일 가능성이 있고, 따라서 남성호르몬 수치와 상관관계를 

지닌 특성 중 얼마만큼이 사실상 여성호르몬의 효과인지 알기 힘든 것이다.186 

이런 이유에서 남성호르몬이 남자다움, 여성호르몬이 여자다움을 관장한다는 

관념은 분자들의 움직임과 변화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된다.   

다양한 분자와 세포의 시스템 속에서 관계적으로 존재하고 수많은 신체 

기관에 작용하는 테스토스테론의 활동을 쫓다 보면, 몸과 마음의 관계가 

그로츠식의 뫼비우스 띠와 흡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차원이 서로에게 

연결되고 꼬이는 관계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일례로 테스토스테론과 우울감의 

관계를 보자. 테스토스테론 농도가 떨어지면 우울감이 증가하고, 역으로 

테스토스테론을 보충하면 우울감이 감소한다는 것이 학계에서 널리 

받아들여진다. 187  그러나 사실 테스토스테론과 우울감의 관계는, 단순히 

호르몬이라는 생물학적 요인이 뇌의 정신활동에 바로 변화를 일으키는 선형적인 

 
184 Willem De Ronde, Frank H de Jong, “Aromatase inhibitors in men: effects and 

therapeutic options”, Reproductive Biology and Endocrinology 9(93) (2011), pp. 1-
2. 아로마테이스에 의해 테스토스테론이 에스트라디올로 전환되는 생합성 단계는 그저 

부수적인 효과가 아니라 시상하부-뇌하수체-생식선 축의 항상성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시상하부-뇌하수체-생식선 축은 남성호르몬뿐만 아니라 여성호르몬의 
되먹임 신호를 받아야 이전 단계에 있는 호르몬들의 분비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에스트라디올은 뇌하수체에 작용하여 생식샘 자극 호르몬(LH와 FSH) 
분비가 적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제한한다. Caroppo, op. cit.  

185 Michael Schulster, Aaron M Bernie, Ranjith Ramasamy, “The role of estradiol in 

male reproductive function”, Asian Journal of Andrology 18 (2016), pp. 435-440.  
186 Bancroft, op. cit., p. 88.  
187 Andreas Walther, Jonas Briedenstein, Robert Miller, “Association of Testosterone 

Treatment With Alleviation of Depressive Symptoms”, JAMA Psychiatry 76(1) 
(2019), pp. 31-40.; Peter Celec, Daniela Ostatniková, Július Hodosy, “On the 
effects of testosteone on brain behavioral functions”, pp.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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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만으로 포착되지 않는다. 그보다 더 다양하게 휘고 꺾이는 연쇄 

작용들이 몸과 마음을 매개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테스토스테론의 감소는 

대사작용에 변화를 일으켜 지방 축적을 유도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축적된 

지방세포는 역으로 테스토스테론을 여성호르몬으로 바꾸는 합성과정을 

촉진하는데, 이는 성호르몬들 간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우울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188   한편 늘어난 우울증상과 심리적 스트레스는 시상하부-뇌하수체-

생식선 축의 활동을 저해하여 LH와 테스토스테론의 분비를 감소시킨다는 

기록이 있다.189 마치 뫼비우스 띠처럼, 어느 한쪽에서 시작하여 그 움직임을 쭉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반대쪽을 거쳤다가 다시금 원위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다. 

비슷한 의미에서 테스토스테론 농도가 떨어진 사람에게 테스토스테론을 

보충하면 우울증상이 완화되는 원리 또한 불명확하다. 제시된 하나의 기제는 

테스토스테론이 뇌의 신경전달물질 방출에 영향을 주어 기분을 개선한다는 

것이다. 190  그러나 이 외에도 테스토스테론이 몸을 활동적으로 움직이게 할 

동기를 주어 운동의 효과로 기분을 좋게 한다거나, 식습관과 칼로리 섭취량을 

변화시켜 정서상태를 향상시킨다는 등의 가설이 제시되었다.191 어느 연구자는 

테스토스테론 농도와 우울감의 관계성의 바탕에 수면장애가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한다. 그의 연구에서 수면 무호흡증을 앓는 환자 집단이 정상인 집단보다 더 

낮은 테스토스테론 농도와 더 높은 우울증상을 나타냈는데, 환자 집단에게 두 달 

동안 수면장애 치료를 실시하니 혈청 테스토스테론 농도가 정상 수준으로 

올라가고 아울러 우울한 상태가 호전되었다고 한다. 192  이와 같이 

테스토스테론과 우울감의 관계는 선형적인 인과관계 또는 상관관계로 규명될 수 

 
188 D. M. Kelly, T. H. Jones, “Testosterone and obesity”, Obesity Reviews 16(7) (2015), 

pp. 581-606.; Patricia T. Monteagudo et al., “The Imbalance of sex hormones 

related to depressive symptoms in obese men”, The Aging Male 19(1) (2016), pp. 
20-26. 

189 U. Schweiger et al., “Testosterone, Gonadotropin, and Cortisol Secretion in Male 

Patients With Major Depression”, Psychosomatic Medicine 61(3) (1999), p. 295. 
190  Jenna McHenry et al., “Sex Differences in Anxiety and Depression: Role of 

Testosterone”, Frontiers in Neuroendocrinology 35(1), pp. 45-46.  
191 D. M. Kelly, T. H. Jones, “Testosterone and obesity”, pp. 15-16.  
192 R. M. Bercea et al., “Serum testosterone and depressive symptoms in severe OSA 

patients”, Andrologia 45(5) (2013), pp. 34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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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이 아니다. 그 대신 신체의 차원과 정신의 차원을 오가는 흐름들에 그 둘이 

쉽게 가늠할 수 없는 방식으로 얽혀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뫼비우스 띠로서 몸과 마음의 또 다른 사례로 테스토스테론과 공격성의 

관계를 재고해볼 수 있다. 성호르몬 패러다임이 도래한 순간부터 테스토스테론은 

‘남성적’인 성향의 대표격인 공격성과 연결 지어졌고, 수많은 학자가 

테스토스테론과 공격성의 관계를 보이는 연구에 뛰어들었다. 이런 연구를 

포괄적으로 검토하는 2019년의 논문은 테스토스테론 수치와 공격성의 

상관관계가 약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결론 내린다. 193  그러나 이 

경우에도 둘의 관계는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불확실하다. 

‘공격성’의 값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측정할 수 있다고 전제하더라도, 그것은 

테스토스테론이 뇌까지 흘러 작용한 효과인 동시에 신체 전반에서 수많은 

중간단계를 거친 간접적인 결과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공격성은 

테스토스테론이 유발한 골격 발달, 목소리 높낮이의 변화, 체모 성장이 일으킨 

부수적 효과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이러한 ‘남성적인’ 신체 변화에 대한 주변 

인물의 태도가 당사자의 성격과 상호작용한 결과일 수도 있다. 거꾸로 공격을 

유도하는 위협적인 사회적 상황이 시상하부-뇌하수체-생식선 축의 활동과 

테스토스테론 수치에 반응을 일으켰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테스토스테론이 

공격성을 유발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공격적인 상황이 테스토스테론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하나의 연구에서 이런 가능성 모두를 규명하거나 하나씩 

분리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존재론적 불확정성은 호르몬과 우울감, 

호르몬과 공격성뿐만 아니라, 활력, 수면의 질, 성욕 등 모든 성질과의 관계에 

해당한다. 비슷한 이유에서 조던-영과 카르카지스는 테스토스테론과 정신의 

관계가 시작과 끝, 끊임이 없는 고리와 같다고 이야기한다. 

 

T(테스토스테론)가 성욕을 비롯한 성적 기능과 완전히 관련 없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관련들이 복잡하고 제한되었음에 주의하려는 

것이다…. T의 분산된 효과들은 관찰 가능한 신체적 변화들, 상황과 

 
193 S. N. Geniole et al., “Is testosterone linked to human aggression? A meta-analytic 

examin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baseline, dynamic, and manipulated 
testosterone on human aggression”, Hormones and Behavior 123 (2020), pp.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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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에 대한 반응들 그 이상을 포함하고, 몸의 표면, 사회적 세계, 체내 

생리적 작용, 감정적 상태 등을 연결시키는 영향의 순환고리를 

생성한다.194 

 

몸과 마음의 뫼비우스 띠에서 생물학적 차원과 정신적 차원을 엄밀히 구별하는 

것은 임의적일 수밖에 없고, 테스토스테론 수치와 특정한 성질 간에 일대일 

상관관계를 규정하는 일은 일일이 규명할 수 없는 수많은 중간단계를 생략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복잡성 속에서 성도착증 환자의 '테스토스테론 수치' 

그리고 '성욕'이라는 개별 요소들 사이의 인과관계는 어떻게 그려진 것일까? 카렌 

버라드의 행위적 실재론은 이를 설명하는 데 유용한 개념적 틀이 된다. 우선 앞서 

보인 테스토스테론의 관계적이고 포괄적인 성격들, 그리고 뫼비우스 띠로서의 

몸과 마음은 버라드식의 내부-작용하는 현상으로도 파악할 수 있다. 

테스토스테론과 여타 분자, 세포 간의 경계, 그리고 신체적 변화와 심리적 상태 

간의 경계가 역동적이고 비확정적인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신체와 

정신이 얽히고설킨 관계망으로부터 테스토스테론을 성욕을 유발하는 단일 

행위자로 경계 지은 것이 바로 버라드식 '장치'로서 화학적 거세였다. 즉, 

이전에는 요소들 간의 경계가 모호한 상태에서 행위성이 불확정적으로 몸 전체에 

분산되어 있었다면, 화학적 거세의 '행위적 자름'을 통해 테스토스테론과 성욕이 

독립된 실체들로 규정되고 둘 사이의 인과관계가 산출된 것이다.  

장치로서 화학적 거세는 좁게 보자면 GnRH 작용제를 투여하고 

테스토스테론 수치와 성욕을 측정하는 행위었지만, 동시에 특수한 형태의 

정치사회적 실천이기도 했다. 우선 화학적 거세는 성폭력 범죄라는 현상을 

소수의 병리적인 개인으로 환원시키는 실천의 일환이었다. 사실 성폭력 범죄 

대다수는 가족, 친구, 학교 선배 같은 가까운 사람에 의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점점 더 개별 흉악범들로 이목을 집중시켰고, 성범죄가 일반 남성과는 

사뭇 다른 정신병질적 일탈자에 의해 발생한다는 인상을 강화하였다. 2008년 

국내 성도착증의 범주는 이런 소수의 일탈자를 골라내어 병원에서 치료하자는 

취지에서 등장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조두순, 김길태, 김수철이 

 
194 Jordan-Young, Karkazis, op cit., pp. 23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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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면서 국민의 공분은 더욱 거세졌다.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들에 

분개하던 시민은 강력한 응징을 요구했고, 이때 자주 사용한 표현은 그들을 

‘거세하라’ 또는 ‘[성기를] 자르라’는 것, 즉 물리적으로 거세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물리적 거세는 헌법에 명시된 신체의 자유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었고, 이에 대한 보다 실현 가능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의료 

용어로 포장된 성충동약물치료법이었다. 이마저도 위헌의 소지가 다분했던 

성충동약물치료법이 정당화될 수 있던 것은 앞서 등장한 성도착증의 의료 범주 

덕분이었다. 성도착증이 의학적 개입이 필요한 전문적 범주로 확립되었기 때문에, 

화학적 거세가 그에 대한 치료로서 당위성을 부여받을 수 있던 것이었다. 역으로 

성충동약물치료법의 도입은 성도착증의 정의에서 충동 조절의 어려움이 전보다 

부각되는 효과를 낳기도 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화학적 거세가 대상자의 신체 내에서도 성범죄의 원인을 

소수의 독립된 요소로 환원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우선 화학적 거세는 

대상자의 몸에 GnRH 작용제를 투여하여 시상하부-뇌하수체-생식선 축의 

균형을 와해하는 시술이었다. GnRH 작용제는 GnRH에 대한 수용체의 

반응성을 감소시키는데, 이는 성선자극호르몬인 LH와 FSH의 분비를 억제하여 

이들의 영향을 받는 세르톨리 세포과 레이디히 세포의 정자 생성 및 

테스토스테론 합성 활동을 저해한다. 테스토스테론의 감소는 이런 효과들 중 

하나였다. 그리고 시상하부-뇌하수체-생식선 축의 활동 저하와 테스토스테론 

감소는 그 작용을 받는 신체 기관들과 정신상태 작동 모두에 광범위한 교란을 

일으킨다. 이런 전반적인 교란이 개인에서 야기하는 변화 일부는, 남성호르몬 

생산이 저하되는 질환인 성선기능저하증(hypogonadism)에 대한 저술에서 엿볼 

수 있다. “사춘기후에 발생한 성선기능저하증의 증상들은 성기능 장애, 활력 및 

체력 감소, 우울한 기분, 과민성 증가, 집중 곤란, 콜레스테롤 수치 변화, 빈혈증, 

골다공증, 안면홍조를 포함한다”.195 실제로 치료감호소의 논문을 보면 화학적 

거세 피험자 집단에서 안면홍조, 체중 증가, 골밀도 감소, 우울감, 탈모, 근육통, 

고환 크기 축소와 같은 여러 종류의 변화가 나타났다고 보고되었다. 그러나 이 

 
195 Peeyush Kumar et al., “Male hypogonadism: Symptoms and treatment”, Journal 

of Advanced Pharmaceutical Technology and Research 1(3) (2010), p.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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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들은 부작용(adverse effect)으로 묶여 간략하게 언급되는 데 그쳤다.196 

그러나 화학적 거세의 명시적인 목적은 무엇보다도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억제함으로써 성욕을 감퇴시키는 것이었다. 의사들은 테스토스테론의 수치 변동 

그리고 그에 따른 성적인 생각과 자위 빈도의 변화를 개입과 측정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는 테스토스테론을 성욕에 작용하는 단일하고 중요한 물질적 행위자로 

격상시키는 일이었다. 물질의 형태가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장치의 

“경계를 긋는 실행”을 통해서 재배치된다는 버라드의 제언에 입각한다면,197 단일 

물질이자 행위자로서의 테스토스테론은 선험적으로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화학적 거세의 개입을 통해 기존과 다른 존재론적 지위를 얻게 된 것이었다.  

물론 이는 신체가 화학적 거세라는 외부의 각인에 대한 수동적인 존재 또는 

‘빈 서판’이었다고 말하는 것과 다르다. 그보다는 뫼비우스 띠로서 내부-

작용하는 몸과 그에 가해진 실천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테스토스테론이 

유의미한 단일 행위자로 격상되었다는 이야기이다. 도나 해러웨이(Donna 

Haraway)의 말을 빌리자면, “세포, 유기체, 유전자는 속된 실재론적 의미로서 

‘발견’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꾸며지는 것도 아니다…. 세계는 

특정한 방식으로 형태를 갖추는 것이지 아무렇게나 형태를 갖출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른 말로 설명하자면, 세포, 유기체, 유전자 같은 생물학적 개체는 그 

자체로 자명한 존재자가 아니라, 많은 인간과 비인간이 그것을 둘러싸고 과학 

지식, 기술, 실행, 역사를 만든 결과이다. 그렇다고 해서 유전자를 비롯한 신체적 

대상이 그저 ‘사회적으로 구성’되었다고 단언하기도 힘든데, 그런 대상들이 

몸속에서 단백질이나 효소 같은 분자와 복합체를 이뤄 실제로 활동함을 부정할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198  

실제로 화학적 거세라는 장치를 통해서 경계 지어지고 개입의 대상이 된 

테스토스테론은 나름의 방식으로 저항을 발생시켰다. 류프로렐린 투여라는 

 
196 Kyo Chul Koo et al., “Effects of Chemical Castration on Sex Offenders in Relation 

to the Kinetics of Serum Testosterone Recovery: Implications for Dosing Schedule”, 
p. 1322. 

197 Barad, op. cit., p. 140. 
198  Donna Haraway, 

Modest_Witness@Second_Millennium.FemaleMan_Meets_OncoMouse 
(Oxfordshire: Routledge, 1997), p.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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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적 자극이 3개월 동안 가해지고 중단된 것에 대한 반응으로, 테스토스테론이 

점차 회복하는 대신 예기치 못하게 솟구치는 ‘제2의 플레어 효과’를 일으킨 

것이다. 이는 자연이 인간 마음대로 빚어지는 사회적 구성물이 아니라,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인간과 인간이 조립한 기계에게 

‘되받아친다’(punches back)”는 사실을 잘 보여주었다.199 이런 점에서, 성도착증 

환자의 몸에서 유의미한 비인간으로 분리된 테스토스테론은 우연성이나 

역사성이 배제될 수 있는 선험적인 실체가 아니였지만, 온전히 사람의 의도나 

사회적 힘에 의해 구성된 허구도 아니었다. 

장치로서의 화학적 거세에 의해 성도착증 환자의 몸은 테스토스테론을 

중심으로 작동하는 몸으로 재구성되었다. 아우드류슨의 용어를 빌리자면 

성도착증 환자의 몸이 ‘호르몬적 몸’으로 재탄생했다고 말할 수 있겠다. 화학적 

거세가 처음 실시된 2011년 이전에는 성도착증 환자의 몸에 지금과 같은 

테스토스테론이 존재하였고, 성도착 증세를 인과적으로 유발하였다고 말할 

이유가 없다. 몸과 마음의 관계가 불가분한 뫼비우스 띠로서의 몸, 물질들이 

비확정적으로 내부-작용하던 몸에서, 테스토스테론이 성욕을 유발하는 단일 

행위자로 경계 그어지고 기능하기 시작한 것은 화학적 거세라는 특수한 장치가 

개입하고 나서부터였다. 다른 말로 하자면, 화학적 거세를 통해 신체 전체에 

불확정적으로 퍼져 있던 행위성이 테스토스테론이라는 개별 요소에 내재하는 

성질로서 응결된 것이었다. 이는 그저 표상(representation) 또는 발견의 문제가 

아니라, 신체의 물질적 구성이 재배치되는 유형의 변화였다. 이어지는 절에서는 

테스토스테론의 등장으로 인해 성도착증의 정의가 호르몬과 중첩되었음을 보일 

것이다.  

  

 
199 Hekman, op cit.,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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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호르몬적 몸과 루핑효과의 완성 

 

해킹의 루핑효과에 따르면 인간종은 그 인간종에 포섭된 사람과 

상호작용함으로써 기존 정의가 변한다. 마찬가지로 한국의 성도착증 인간종은 

화학적 거세에 의해 그 대상자가 ‘호르몬적 몸’으로 재구성됨으로써 초기 의미가 

수정되었다. 성도착증 환자의 정체성과 테스토스테론이 결부됨에 따라, 성도착증 

인간종 또한 테스토스테론의 비정상적인 양 또는 활동에 원인을 두는 신체적 

병으로 재정의된 것이다. 예를 들어 높은 남성호르몬 수치는 높은 성욕과 

충동성으로 해석되었다. 본 절은 성도착증이 재정의됨에 따라, 국립법무병원과 

더불어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성범죄자에 대한 치료와 형을 정하는 데에 

테스토스테론을 고려하게 되었음을 보일 것이다. 

 

5.1. 의사와 환자가 보는 호르몬적 몸 

 

국립법무병원에서 성도착증의 의미는 테스토스테론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재정립되었다. 앞선 절에서 보았듯이, 화학적 거세가 실시되면서 테스토스테론이 

성도착증 환자의 성욕과 충동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경계 지어지고 환자로서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인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새로이 정의된 성도착증은 성 

인식이 왜곡되고 성적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는 정신적 결함을 의미하는 동시에, 

과도하게 분비되거나 비정상적으로 활동하는 테스토스테론에 의해 유발될 수 

있는 질환이었다. 이와 같이 수정된 정의가 엄밀히 명문화되거나 모든 상황에 

엄격하게 적용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는 의사가 환자를 대하고 치료하는 

데에, 그리고 환자가 자기 자신을 파악하는 데에 안정적이고 신뢰할 만한 

표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했다. 

우선 국립법무병원의 정신과 의사는 성도착증을 진단하거나 수용자에 대한 

치료를 정할 때 테스토스테론을 고려사항에 포함시키게 되었다.200 예를 들어 

 
200 치료감호소는 2010년 화학적 거세를 도입하면서, 화학적 거세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성폭력 범죄로 입소한 모든 환자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측정하고 그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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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환자가 성도착증 증세를 나타내는 동시에 높은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보이면, 

전문의는 그 환자가 심각한 성도착증 환자라는 확신을 더욱 가지는 경향을 

보였다. 남성호르몬 수치가 성도착증의 존재를 뒷받침해주는 일종의 생물학적 

표지자(biological marker)가 된 것이다. 이런 경향은 2010년 11월부터 약 5년 

동안 국립법무병원의 원장으로 재직한 이재우 정신과 전문의의 회고에서 

나타난다. 이재우는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성폭력으로 입소한 환자들을 담당하는 

인성치료재활센터를 주로 보았다. 이때 수용자들 중에서 성욕 조절의 어려움 

때문에 본인이 괴로워하고,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상대적으로 높게 측정되면 

화학적 거세를 한번 받아보기 제안했다고 한다.201 

 

(치료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성욕이 자꾸 올라와서 자신도 괴로운 

경우지. 전체 환자의 테스토스테론 레벨을 재. 그래서 수치가 낮은 

사람은 그렇게 권유를 안 해. 높은 사람은 가능성이 있거든. 너가 

성폭력으로 여기 들어왔는데, 보니까 너가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높아.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약물 치료를 하는 게 좋겠어.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그 사람이 잘 받아들여. 에휴, 알았어요, 맞을게요. 근데 낮은 

사람한테는 그렇게 말을 못 한다는 거지.202 

 

수용자의 상태를 판단할 때, 그가 어떤 성도착 증세를 나타내고 얼마만큼의 

주관적인 고통을 보고하는지 보는 동시에 그 생물학적 근거로서 테스토스테론을 

참고하게 된 것이다. 이재우 원장은 테스토스테론이 ‘남성성’을 매개한다고 

설명하며 성호르몬 패러다임의 계보를 잇기도 했다. 테스토스테론은 “남성 

호르몬이기 때문에, 남성적인 게 있다”는 것, 즉 남성적인 성질을 발달시킨다는 

관념이었다. 따라서 이재우는 환자의 테스토스테론을 거세 수준으로 낮추면 

성욕을 더이상 느끼지 않고 “여자를 봐도 그냥 여자구나”라고 담담하게 넘어가게 

된다고 표현하였다.203 이처럼 치료감호소의 의사는 남성호르몬에 대한 기대와 

함께 남성호르몬이 성욕과 성충동을 일으킨다는 인과관계를 지침으로 삼아 

 
201 이재우 개인 인터뷰, 2020.11.11. 
202 같은 자료. 
203 이재우 개인 인터뷰, 20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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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를 판단하였다.  

성도착 증세를 테스토스테론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는 관점은 2010년대 

후반까지도 유지되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국립법무병원에 근무한 임경옥 

정신과 과장은 이재우 원장과 마찬가지로 테스토스테론을 통해 성도착증을 

읽어내는 모습을 보였다. 임경옥은 일대일 임상면담에서 성도착증이 심각하다는 

인상을 준 환자에게서 사후에 높은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발견된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다만 그는 환자를 진단하는 데에는 무엇보다도 일대일 면담이 

가장 중요함을 역설하였다. 이는 성도착증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 기준이 

숫자로 표현될 수 있을 만큼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환자의 병력, 범죄 전력, 

주관적 고통, 신체적 요인과 의사들의 암묵지를 포함하는 복합적인 것임을 

반영했다.204  

 

(성도착증 환자라는 인상이) 확 오는 환자들이 있어요. 확 오는 환자가 

있어서, 제가 그냥 첫 면담에서 면담 끝에 성충동 약물치료를 당신은 

필히 받아야 할 것 같다. 그게 당신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하고서는, 

본인도 동의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면밀히 의무기록을 검토해본 결과 

테스토스테론 농도가 정상인보다 훨씬 높더라고요. 제가 정신과 의사고 

그런 환자들을 보다보니까 그런 면담만으로도, 첫 면담, 한번만으로도 

느낌이 오는 환자들이 있어요… 진단내리는 데 제일 중요한 건 정신과 

의사가 면담을 하고 느낀 인상이에요.205 

 

임경옥 과장은 테스토스테론과 성욕의 인과관계에 근거하여 성충동약물치료가 

효과를 발생시키는 기제(機制)를 설명하기도 했다. 화학적 거세 약물인 GnRH 

작용제를 처음 투여하면 초반에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일시적으로 치솟았다가 

떨어지는 플레어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에 상응하여 환자의 성욕 또한 급격히 

올랐다가 가라앉는다는 것이었다. “(테스토스테론) 농도가 갑자기 상승을 했을 

때 이것에 민감한 환자들은 성욕을 주체를 못하게” 되는데, 환자에게 그런 효과가 

일시적이니 며칠 지나면 괜찮아진다고 설명을 해주면 이후 “테스토스테론 

 
204 임경옥 개인 인터뷰, 2020.10.15. 
205 같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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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도가 확 떨어지니까” 실제로 괜찮아지는 원리였다.206 이처럼 치료감호소의 

의료진은 성도착증 환자의 성욕을 심리적인 차원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테스토스테론의 물질적 작용과 결합되어 있는 성질로 파악하게 된 것이었다. 

높은 남성호르몬 수치를 과도한 성욕 및 충동성과 대응시키는 관점은 이후 

서서히 없어졌다. 의료진이 긴 기간에 걸쳐 관찰해보니, 치료감호소에 입소하는 

성도착증 환자의 평균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일반 남성에 비해 특별히 높지 않기 

때문이었다. 우선 비교를 위한 수치를 제공하자면, 테스토스테론 농도의 

정상범위를 좁게 규정하면 5-6ng/mL, 넓게 규정하면 2.8-11ng/mL이고, 

한국의 미즈메디병원이 2004년에 건강한 성인 남성 75명의 평균 테스토스테론 

농도를 구한 값이 5.64ng/mL이었다. 207  그리고 2009년부터 10년 동안 

치료감호소에 성도착증으로 입소한 범죄자 115명의 평균 테스토스테론 농도는 

5.85ng/mL로 대다수가 정상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 208  성도착증 환자의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유별나게 높다고 보기 힘들었기 때문에, 치료감호소의 

의료진은 성도착증의 중증도가 남성호르몬 농도에 비례한다는 생각을 완화하게 

되었다. 다만 농도와 상관없이 남성호르몬을 성도착증의 유발 요인으로 보는 

 
206 같은 자료. 물론 이와 같은 성도착증의 재정의는 테스토스테론과 성욕 간에 단순한 
선형관계를 확신하는 것보다 미묘했다. 성도착증을 진단하는 모든 경우에 높은 

테스토스테론이 필요조건이나 충분조건이 된 것은 아니었다. 또한 치료감호소에서 
임상심리학자로 근무한 이장규는 성도착증 평가에 대한 리뷰연구에서 남성호르몬이 
성범죄자의 “재범율을 예측하는 데 유용”하지만 “성도착 장애와 양적인 일치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라고 서술했다. 이장규, 이수정, 임명호, 앞 글, 89쪽. 
207  오기원 외, “건강한 성인남성에서 혈청 갑상선자극호르몬 농도와 혈청 

Osteoprotegerin 농도 및 골밀도의 관련성”, 『대한내과학회지』 66(6) (2004), 606-

616쪽.  
208 심지어 54명의 소아성애장애자 집단의 평균 농도는 5.41ng/mL로 그 외 성도착증 환
자의 평균값 6.30ng/mL보다 유의미하게 낮았다. 문지용 외, “성범죄를 저지른 소아성

애자의 임상적 특징”, 『신경정신의학』 60(2) (2021), 120-125쪽. 사실 외국의 선행
연구와 비교해봐도 성폭력 범죄자의 남성호르몬이 특별히 높지 않다는 점은 놀라울 게 
없었다. 2018년 캐나다의 범죄학자 집단이 20개의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실시한 메

타연구에 따르면, 성범죄자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일반인과 유의미하게 다르지 않았
다. 이에 저자들은 “성범죄자에게 화학적인 문제가 있다는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리
며, 만약 화학적 거세가 효과적으로 보인다면 그것은 “비정상적인 의학적 질환”을 치료

했기 때문이 아니라 성 기능을 아예 억제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Jennifer S. Wong, 
Jason Gravel, “Do Sex Offenders Have Higher Levels of Testosterone?”, Sex Abuse 
30(2) (2018), pp. 147-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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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는 계속되었다. 예를 들어 치료감호소가 2021년에 발표한 논문은 성도착 

장애가 “혈중 테스토스테론을 포함하여 여러 내분비적 그리고 신경화학적인 

이상들과 뇌의 구조적이고 기능적인 변화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서술하며, 사실상 테스토스테론을 성도착증의 일차적 원인으로 

앞세웠다. 209  즉, 시간이 지나면서 치료감호소는 테스토스테론 농도가 

성도착증의 심각성과 비례한다는 생각을 폐기하였지만, 성도착증이 

테스토스테론의 물질적 작용과 결합되어 있다는 관념은 2020년대에도 그대로 

유지하였다.210  

한편 환자의 경우 스스로가 심각한 성도착증 환자라는 자각을 갖는다는 것은 

자신의 몸에 남성호르몬이 흐르고 있으며 이것이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과 같았다. 정신의학계에서 환자가 자신에게 병이 있음을 인식하고 

자신의 문제를 이해하는 것을 병식(病識)이라고 부르는데, 성도착증에 대한 

병식을 얻은 환자가 본인의 몸에 흐르는 호르몬을 개입의 대상으로 여기게 된 

것이었다. 특히 병식을 얻고 치료 의지를 다진 수용자가 자의로 화학적 거세를 

요청하는 일이 여러 차례 발생하였다. 이는 성도착증 환자가 자신의 정신적 

문제를 테스토스테론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하고, 그 해결책을 테스토스테론 

억제에서 찾게 되었음을 나타냈다. 

환자의 이런 관념은 무엇보다도 치료감호소에서 출소함과 동시에 성충동 

약물치료를 받기로 동의한 환자의 수에서 드러났다. 2011년 7월에 

성충동약물치료법이 시행되면서 성폭력 범죄자에게 징역형 또는 치료감호가 

끝나고 난 후 민간에서 화학적 거세를 받도록 명령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때 

화학적 거세가 명령될 수 있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는 범죄를 저지른 

 
209 같은 논문, 120쪽.  
210 2022년의 이메일에서 임경옥 전 정신과 과장은 성도착증 환자의 혈중 테스토스테론 
농도가 정상범위에 머무르는 이유를 ‘과도한 안드로겐 효과’를 통해 설명하였다. 일부 
성도착증 환자는 유전적 또는 발달적인 문제로 인해 안드로겐 수용체가 일반인보다 민

감해서, 소량의 테스토스테론에도 수용체가 과도하게 반응한다는 가설이었다. 따라서 
이들의 테스토스테론 농도는 평균값보다 높을 필요가 없었다. 임경옥은 ‘과도한 안드
로겐 효과’에 주목한다면, 높지 않은 테스토스테론 농도에도 불구하고 성도착증 환자

가 과도한 성적 욕구와 행동, 높은 공격성을 보이는 이유가 설명된다고 일러주었다. 다
만 임경옥은 “혈중 테스토스테론 농도가 높으면 성적 욕구와 행동, 공격성 등이 많아지
는 것은 거의 분명하다”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임경옥 개인 이메일, 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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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에게 피고사건 재판을 맡은 법원이 형과 함께 화학적 거세를 선고하는 

것이었고, 둘째는 치료감호 종료를 앞두고 있는 국립법무병원 수용자에게 

치료감호심의원회가 치료감호 출소를 허락함과 동시에 보호관찰의 기간 내에서 

화학적 거세를 받도록 결정하는 것이었다. 211  그러나 사법부와 

치료감호심의위원회 모두 대상자의 의지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약물치료 명령을 

부과하는 데 소극적이었다. 특히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대부분의 경우 독단으로 

결정을 내리기보다 국립법무병원의 전문의를 통해 전달받은 수용자의 견해를 

참작하여 결정을 내리는 경향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 의한 화학적 거세 명령은 2010년대에 걸쳐 거의 비어 

있는 기간 없이 이뤄졌다. 그 명령 횟수는 우선 2012년의 1건으로 시작하여 

2013년, 2014년에 2건, 5건으로 올랐다. 2015년에는 치료명령이 없다가, 다시 

2016년과 2018년 사이에 5, 6, 7건으로 꾸준히 올랐다. 그러다 2019년에는 그 

수가 무려 16에 다다랐다(표 3).212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성충동 

약물치료 결정 

0 1 2 5 0 5 6 7 16 4 

표 3. 치료감호소 수용자에 대한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성충동 약물치료 결정 횟수. 

연도별로 치료감호가 가종료됨과 동시에 출소 후 보호관찰의 기간 내에서 화학적 거세를 

받게 된 수용자의 수를 나타낸다.213  

 

이와 같은 꾸준한 명령 횟수는 그만큼 많은 수용자가 화학적 거세 제안에 

응하거나 직접 요청하였음을 반영했다. 임경옥에 따르면 가종료 심사를 앞둔 

 
211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각 수용자에 대해 6개월마다 치료감호의 가종료 여부를 

심사하는 위원회로, 판사, 검사, 법무부 공무원 등 6명 이내와 전문의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위원회는 심사를 통해 수용자의 치료감호를 종료시키면서 
보호관찰과 함께 성충동 약물치료를 명령할 수 있었다. 법무부 치료처우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법률 제 10371호, 2010.07.23 제정. 
212 김주환, “'화학적 거세' 도입 9년간 총 49명 집행…조두순은 해당 안돼”, 연합뉴스, 

2020.10.01, https://www.yna.co.kr/view/AKR20200929167500004.;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에 직접 문의, 2021.03.29, 
https://www.cppb.go.kr/bbs/cppb/69/545527/artclView.do .  

213 같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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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게 성충동 약물치료에 대한 의향을 물으면 “경험상 거의 90% 받겠다고” 

대답하였다. 중요한 점은 이들이 ‘내가 정신성적장애자구나’라는 병식이 생긴 

환자였다는 점이다. “병식이 없는 분들은 치료를 거부하고, 병식이 있는 분들은 

맞겠다고” 하는 경향이 있던 것이다.214 이와 같은 적극성이 화학적 거세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했다고 보기는 힘들었다. 이재우는 성충동 약물치료 도입이 

활발하게 논의되던 당시 방송에서 이를 대대적으로 다뤘기 때문에, 수용자가 

텔레비전을 통해서 그것에 “무슨 부작용이 있고” 등에 대해 배웠고, 오히려 

“우리(의사들)보다 잘 알았다”고 회고하였다.215 또한 같은 병실 가까운 병실에서 

화학적 거세를 먼저 받고 있는 환자의 모습을 다들 가까이서 직접 볼 수 있었고, 

원한다면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약물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할 수도 있었다. 

따라서 화학적 거세에 대한 환자의 자발적 요청은 정보 부족보다는 성도착증에 

대한 병식과 치료 의지에서 비롯한 것에 가까웠다. 또한 이는 의사와 마찬가지로 

환자가 성도착증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테스토스테론을 지목하게 되었음을 

나타냈다. 

성도착증을 중심으로 의사와 환자 사이에서 루핑효과는 치료감호소의 내부 

이야기를 담은 차승민 정신과 전문의의 『나의 무섭고 애처로운 환자들』에 잘 

드러나 있다. 차승민은 2010년대 후반부터 치료감호소에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 책을 저술하였는데, 이 시기의 의사와 환자 집단이 성도착증을 

테스토스테론과 연관시켜 보았음을 밝힌다. 예를 들어 저자는 마찰도착증을 

진단받고 수용된 W의 사례를 다룬다. 충동성을 조절하는 치료를 받다가 퇴원을 

논의하게 된 시점에 W는 “남성호르몬 수치가 너무 높아” 퇴원 이후 성충동 

약물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이후 치료 효과가 좋아 자발적으로 연장 신청을 

했다고 한다. W의 사례 외에도 전문가와 환자 모두 성도착증 증세를 

남성호르몬과 연결시켰다는 내용이 있다. 성범죄자가 오래 입원한다고 해서 

“성충동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퇴원을 앞둔 시점에는 의사 “거의 

대부분 성충동 약물치료를 권유하였다”고 한다. 환자 집단 또한 병식이 생긴 

이후에는 이에 적극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인다. 퇴원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스스로를 제어하기 위한 좋은 기회”로 여기기 때문에, “대부분은 성충동 

 
214 임경옥 개인 인터뷰, 2020.10.15.  
215 이재우 개인 인터뷰, 20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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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치료에 흔쾌히 동의했다”는 것이다.216 실무자의 이런 경험담은 성도착증에 

대한 의사와 환자 모두의 관점에 테스토스테론이 중첩되었음을 나타낸다. 의사는 

환자의 남성호르몬 수치가 높으면 의료적으로 개입해서 바로잡아야 할 대상으로 

여겼고, 마찬가지로 환자는 남성호르몬 저하를 수단으로 삼아 자신의 충동성을 

억제하고자 한 것이다. 이 바탕에는 성도착증 증세와 테스토스테론 분비가 한데 

엉켜 있다는 새로운 합의가 작동하고 있었다. 

 

5.2. 테스토스테론의 법정 출석 

  

‘성도착증 환자’의 정의가 테스토스테론을 포함하도록 변화한 곳은 

치료감호소만이 아니었다. 성폭력 범죄자를 재판하는 법정에서도 성도착증을 

테스토스테론과 관련 있는 것으로 재정의하게 되는 루핑효과가 일어났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전환이 사법부가 성충동 약물치료를 도입하는 데에 

소극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났다는 것이다. 3절에서 보았듯이 2010년에 

통과된 성충동약물치료법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화학적 

거세를 선고하여 교도소 또는 치료감호소 출소 이후 약물을 투여받도록 강제할 

수 있었다. 그러나 법원은 성충동 약물치료를 갈수록 드물게 선고하였고, 그 중 

일부는 피고인의 자발적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표 4). 217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는 화학적 거세의 맥락 밖에서도 피고인의 성도착증 증세를 

테스토스테론과 얽힌 것으로 파악하게 되었다. 많은 부분 이는 법원이 

성도착증에 대한 치료감호소의 관점을 수용했기 때문이었다. 이미 언급했듯이 

검찰 또는 법원은 필요하다고 느낄 시에 형사사건 피고인의 정신감정을 

전문의에게 의뢰할 수 있었는데, 총 정신감정의 약 85%에서 90%는 

 
216 차승민, 『나의 무섭고 애처로운 환자들』(아몬드, 2021), 108-111쪽.  
217 박성훈, 유진, “성충동 약물치료의 성과 및 발전방안 연구”, 법무부 연구용역보고서 

(2018), 45-47. 박성훈과 유진의 이 보고서는 검사의 성충동약물치료 청구가 법원에서 
인용된 사례 17건을 분석하였다. 인용 사례 중에서 가장 두드러졌던 인용 이유는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이었지만, 그 외에도 피고인 
스스로가 “약물에 의한 치료명령을 받게 하여 달라고 원심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요청하고 있는 사정”과 같이 피고인 본인이 약물치료를 요구한 경우가 몇 차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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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소에 위탁되었다. 218  따라서 많은 경우 판사는 치료감호소 의사의 

진단서를 받아들고 재판에서 사용하였다.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법원의 성충동 약물치료 판결 0 0 6 6 6 4 0 1 2 2 

표 4. 성폭력 피고인에 대한 법원의 성충동 약물치료 판결 횟수. 대체로 판사는 

성충동약물치료를 선고하는 데에 소극적이어서, 검사가 성충동약물치료를 청구하여도 

이를 판사가 기각하는 일이 자주 발생했다.219  

 

우선 형사재판의 현장에서 성도착증 인간종이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앞서 보았듯이, 2008년 치료감호법이 성도착증 환자를 

포함하도록 개정되기 이전 성도착증은 치료감호의 대상이 아니었을뿐더러 

피고인의 정신감정에서 자주 진단되지 않았다. 220  또한 2000년대 말 

성충동약물치료법의 입법화를 가속화한 흉악범 정성현, 김수철, 김길태, 조두순 

등에게도 성도착증이 진단된 경우는 없었다. 그러나 2010년대에 들어서 성폭력 

범죄 피고인에게 여러 유형의 성도착증이 진단되고 재판에서 고려되는 경우가 

크게 증가했다.  

범죄자가 어떤 성도착증을 앓고 있는지는 범죄자의 인격과 범행 배경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대표적으로, 2012년에 발생한 ‘나주 성폭행 사건’의 

범인에게 성도착증의 일종인 소아기호증이 진단되었다. 나주 사건은 게임 및 

음란물에 중독되어 있던 20대 남성인 고종석이 평소 안면이 있던 초등학생을 

이불채 납치하여 성폭행한 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었다. 고종석은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심각한 상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제2의 조두순’으로 

불릴 만큼 앞선 흉악범들과 유사한 면이 있었다. 다만 그들과 달리 고종석은 

 
218 박준휘, 권수진, 라광현, 앞 글, 24쪽.  
219 김주환, 앞 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에 직접 문의. 
220 법무부, 여성가족부, 국가청소년위원회, 한국심리학회, “성범죄자에 대한 치료사법적 
대안모색”, 3쪽. 다만 2001년, 2006년에 피고인들에게 여성물건애와 소아기호증이 
진단된 경우들이 보고되었다. 신종철, “만취는 심신미약 상태, 성도착증 심신미약 

아니다”, 오마이뉴스, 01.05.11.,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04
1557.; 서울고등법원, 2006노898, 200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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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도착증인 비폐쇄적 유형의 소아기호증”을 진단받고, 이 사건 또한 

“소아기호증이 원인이 되어” 저질렀다는 평가를 받았다.221 소아기호증 외에도 

여러 성도착증 질환이 등장하였다. 예를 들어, 2014년 어느 범죄자는 교복을 입은 

학생들을 따라가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되었는데, 이후 자신의 주거지에서 다수의 

여성용 옷과 속옷을 보관하며 직접 착용하기도 했다는 점이 밝혀졌다. 이 

피고인은 전문의 정신감정에서 성도착증의 하위 범주에 해당하는 노출증과 

여성의상도착증을 진단받고 판사에게 치료감호를 선고받았다.222 또 다른 사례로 

랜덤채팅을 통해 지속적으로 여성을 만난 피고인에게는 “성 중독”이 발견되었고, 

혼잡한 장소에서 여러 차례 성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는 

“마찰색욕증”(마찰도착증)이 진단되었다. 223  다만 이런 진단이 법원에 의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장애로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성도착증이 형사책임능력을 약화할 만큼 심각한 장애로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224 

치료감호소와 마찬가지로 법원에서도 성도착증 증세와 성욕을 

테스토스테론과 관련된 것으로 재정의하는 루핑효과가 일어났다. 2010년대 

이후의 형사재판 판결서를 보면 법원이 피고인이 성도착증 환자인지 여부를 

참작할 때 피고인의 남성호르몬 수치를 고려사항으로 삼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치료감호소의 현장에서는 남성호르몬 수치가 높은 경우가 주로 

주목받았다면, 반대로 법원에서는 그 수치가 낮은 경우가 자주 참고되었다. 특히 

피고인의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정상 또는 정상 미만이라는 점은 성도착증 장애가 

심각하지 않다는 근거로 쓰였다. 예를 들어, 대전지방법원은 한 피고인의 

소아기호증 질환이 일반적인 의미의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데에 

 
221 이 재판에서 고종석과 변호인은 성도착증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하였지만 그 

수준이 “정신병적 상태”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한 
고종석은 치료감호를 선고받는 대신 무기징역과 함께 위치추적전자장치와 화학적 
거세를 명령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2012고합942, 2013.01.13. 

222 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4고합244, 2014.07.17. 
2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부, 2018 고합 52, 2018.10.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 1 형사부, 2016고합24, 2016.07.15. 

224 형법 제10조에 따르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면 안되며, 그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자의 경우 감형할 
수 있다. 법무부 형사법제과, “형법”, 법률 17571호, 2020.12.0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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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모든 호르몬이 정상범위의 중간값 정도"로 검출되었다는 점을 

참고했다.225  또한 수원지방법원은 한 속옷 절도 미수범에 대해 “남성호르몬 

결핍이라는 희귀성 질환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226  반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평균보다 높은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것은 피고인의 의지 박약을 보여주었다. 

수원지방법원은 어느 지하철 성추행범에 대해 “호르몬 이상으로 인한 충동조절 

장애”를 겪고 있고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를 받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삼았다.227  

장차 남성호르몬이 감소할 가능성이 성충동약물치료를 숙고하는 데 참고 

요인이 되기도 했다. 대표적인 선례가 된 재판은 앞서 언급한 ‘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었다. 범인 고종석은 1심, 2심에서 무기징역과 성충동 

약물치료를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이 재판에서 주목할 점은 대법원이 

약물치료를 부과할 때 지켜야 할 엄격한 요건을 규정하는 과정에서 성도착증과 

테스토스테론을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화학적 

거세를 명령하는 시점과 출소 이후 그것이 실제로 집행되는 시점의 시간적 

간극을 가리키며, “성충동 호르몬 감소나 노령화 등으로 성도착증이 자연스럽게 

완화되거나 치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만약 범행 

시점에는 성도착증 환자로 진단받았다고 할지라도 그런 사실이 출소 시점에도 

유효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고종석이 평소 아동 

음란물을 보며 왜곡된 성적 환상을 키워왔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소아기호증 환자라는 이유로 원심판결의 화학적 거세 명령을 파기하지 않았다.228 

다만 대법원이 테스토스테론 감소와 성도착증 완화를 일치시켰다는 점과 

남성호르몬을 ‘성충동 호르몬’으로 일컫었다는 점 모두 성도착증에 대한 변화된 

정의를 시사했다. 성도착증을 충동의 문제로 보는 기존 관점을 유지하는 동시에 

이를 테스토스테론의 분비와 연관된 것으로 파악하게 된 것이었다. 

비록 대법원의 재판에서는 남성호르몬의 감소 가능성이 원심판결을 

 
225 대전지방법원, 2014고합51, 2014.06.20. 
2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고단544, 2019.09.10.  
227 수원지방법원, 2019고단4208, 2019.10.31.  
228 대법원, 2013도12301, 201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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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지만, 그 판결문은 추후의 재판에서 여러 번 인용되며 

남성호르몬의 감소와 성도착 증세의 완화를 일치시키는 관점의 선례가 되었다. 

예를 들어, 여성 속옷을 절도하거나 강제 추행을 저지르는 등의 전과가 있던 한 

남성은 2014년에 9세 아동을 성추행한 혐의로 법정에 다시 서게 되었다. 이 

남성의 정신감정을 맡은 의사는 남성에게 여성물건애(女性物件愛, 페티시즘)와 

소아기호증을 진단하였고, 검사는 성충동 약물치료를 청구하였다. 다만 판사는 

앞선 대법원의 판결을 참조하여, 약물치료 집행 시점 이전에 “성호르몬의 감소, 

노령화, 규범적 가치관의 형성 등으로 기존의 성도착증 증상이 자연스럽게 완화 

내지 저하”될 수 있다는 점을 가리키며 화학적 거세 청구를 기각하였다. 229 

마찬가지로, 대구고등법원은 한 미성년자 성추행범에 대해 징역형 도중에 

“성충동 호르몬 감소나 노령화 등으로 성도착증이 자연스럽게 완화되거나 

치유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며 화학적 거세 청구를 기각하였다.230 이들 

법원이 끝내 성충동약물치료를 선고하지 않은 데는 테스토스테론이 감소되면 

성도착증 또한 어느 정도 고쳐질 것이라는 관점이 있었다. 

어느 한 법원은 출소 시점까지 테스토스테론이 얼마나 감소할지 수학적으로 

계산하여 화학적 거세 집행 기간을 정했다.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소아기호증을 진단받은 어느 아동 성추행범에게 5년의 징역형과 함께 성충동 

약물치료를 선고하였다. 5년이라는 약물치료 기간은 판사가 “남성 호르몬은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연1~1.2%씩 수치가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는 점”과 

피고인이 출소 시점에 45세 정도라는 사실 모두를 고려하여 도출한 것이었다.231 

다만 이런 계산법이 기간을 정하는 유일한 기준으로 기능한 것은 아니었다. 같은 

법원은 치료감호소를 도주하고 바로 강간을 저지른 한 성도착증 환자에 대해서는, 

17년의 형을 마치면 60세이고 그만큼 남성호르몬이 감소했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했지만, 죄질이 더 무거웠기 때문에 7년 간의 화학적 거세를 명령하였다.232 

그러나 이 모든 사례에서 두드러지는 점은, 법원이 피고인의 성도착증 중증도를 

판단하는 데 그 사람의 현재 또는 미래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고려하게 

 
229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4고합530, 2015.04.08, 9쪽.  
230 대구고등법원 제 1형사부, 2017노506, 2018.03.29, 26-27쪽. 
231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2고합512, 2016.02.05, 7쪽.  
232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5고합298, 201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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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는 점이었다. 마치 참고인에 법정에 소환되는 것처럼, 테스토스테론이 

일종의 참고물(參考物)로서 법정에 출석하게 된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 또한 성도착증에 대한 변화된 정의를 받아들였다. 

헌법재판소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중 어느 데도 속하지 않는 독립 기관으로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곳이다. 2013년에 대전지방법원은 

성충동약물치료법이 헌법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고 대상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 제청을 하였다. 구체적인 사유로는 

“약물에 의한 성호르몬의 조절·통제로 피치료자의 공격적인 성적 행동을 예방할 

수 있다는 치료효과에 대하여 국내에서 과학적으로 검증된 실증적 연구결과가 

없다”는 점, 약물치료 선고 시점과 집행 시점의 간극을 고려하지 않는 점, 

약물치료가 대상자의 신체와 정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동의를 요하지 

않는 점이 있었다.233 

헌법재판소는 다수의견에 의해 성충동약물치료법이 일부는 합헌이고 

일부는 위헌이라고 판단하였다. 우선 화학적 거세가 성도착증을 치료하려는 

목적이고, 전문가의 지도하에 이뤄지며, 그 효과가 가역적이라는 점을 가리키며 

‘수단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균형성’이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형을 오랜 기간 살게 되는 경우, 대전지방법원이 지적한 대로 출소 시점에는 

화학적 거세가 불필요한데도 집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성충동약물치료법을 그대로 적용하되 

불필요한 치료를 막을 수 있도록 일부 조항을 개정할 것을 명령하였다.234  

중요한 점은 헌법재판소가 성도착증 증세 발현 과정의 중심에 남성호르몬을 

위치시키고 이를 ‘수단의 적절성’을 뒷받침하는 주요 근거로 삼았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우선 성도착증 환자의 성범죄가 마음속 성적 환상을 실현함으로써 

범죄가 발생한다고 서술하였다. “성도착증 증세를 가진 사람의 경우 성적 환상이 

자위행위를 통해 강화”되고 그러한 환상이 더욱 세밀해지고 기괴해질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자제력이 약해지면서” 성폭력을 저지르게 된다는 논리였다.235 이때 

 
233  헌법재판소,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등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13헌가9, 2015.12.23.  

234 같은 글.  
235 같은 글.; 헌법재판소가 이 주장을 펼치는 데에 어떤 연구를 참고했는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비슷한 얘기를 수잔 놀렌-혹스마(Susan Nolen- Hoeksema)의 이상심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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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남성호르몬이 그러한 성적 환상이 “충동 또는 실행으로 옮겨지는 

과정의 핵심”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남성호르몬은 성폭력을 일으키는 일종의 

촉매로 기능하고, 화학적 거세는 그런 물질의 “생성 및 작용을 억제”하는 

요법이기 때문에 재범 방지에 적합한 수단이라는 논리였다. 236  이 결정례는 

헌법재판소가 치료감호소와 일부 법원과 마찬가지로 성도착증 환자를 

호르몬적으로 파악하게 됐음을 보여주었다. 심지어는 테스토스테론을 성도착증 

환자의 환상을 범죄로 발현시키는 일종의 기폭제로 보았다는 점에서, 여타 

기관보다 호르몬의 행위성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용했다고 말할 수 있었다. 

물론 헌법재판소의 모든 재판관이 이러한 정의를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다. 

성충동약물치료법의 조항 모두가 헌법을 위반한다는 의견을 제기한 세 명의 

재판관은 화학적 거세가 성도착증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한다고 

반박하였다. “성도착증의 발생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고, 인간의 

성행동이나 성도착적 행동이 남성호르몬에 의하여 좌우된다고 단순화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항남성호르몬제가 “성도착증의 병리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치료제는 아니다”라는 주장이었다. 또한 이들은 화학적 거세에 대한 

국외 연구들 중 소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하거나 대상자의 동의를 얻고 시행된 

것이 많기 때문에 “성충동 약물치료의 재범 억제 효과에 관한 신뢰할 만한 

연구자료를 찾기 어렵다”고 반발하였다. 테스토스테론의 분비량과 성도착증의 

중증도를 일치시키는 관점을 거부한 것이다. 만약 테스토스테론 억제가 실제로 

성도착증과 성적 충동을 저하시킨다고 해도, 이들이 보기에 그 원리에 

의존하기에는 미심쩍은 면이 있었다. 세 명의 재판관은 성폭력범죄의 동기가 

성충동에 한정되지 않으며, 그 외에도 “정서적 욕구 또는 통제욕구”, “분노, 

열등감, 고립감, 공감능력의 부재, 남성 중심적이고 폭력적인 성의식, 미약한 

 

교과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책에 의하면 어느 사람이 특정 성적 자극을 받으면서 

자위행위를 반복하면, 고전적 조건형성에 의해 그 성적 자극과 성적 흥분이 짝 지어진다. 
특히 성도착증 환자는 잦은 자위를 통해 성적 흥분을 강화하고, 이런 흥분을 자아내는 
자극을 정상적인 성적 상황뿐 아니라 왜곡된 대상 및 상황들로 확장시킨다는 내용이다. 

Susan Nolen-Hoeksema, Abnormal Psychology. 5th ed., (New York City: 
McGraw-Hill, 2011), p. 413.  

236 헌법재판소, 앞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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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준수 의식 등”이 성폭력을 저지르는 원인이 된다고 지적하였다. 237  이들의 

주장은 성폭력 범죄를 소수의 정신질환자와 개별 체내 물질들로 환원시키는 

지배적인 흐름을 거스르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는 결국 소수 의견에 그쳤고 

성충동약물치료법은 합헌으로 결정되었다. 많은 판사와 재판관의 눈에 

성도착증은 이미 테스토스테론과 떼어놓고 이해할 수 없는 질환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237 같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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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결론 

 

성도착증 환자의 원형이 만들어지고 화학적 거세가 도입되는 데 작지 않은 

역할을 한 조두순은 12년의 형을 살고 2020년 12월 12일 출소하였다. 본 글은 

조두순이 수감되어 있던 12년의 기간 사이에 만들어진 새로운 인간종을 

살펴보았다. 그것은 과도하고 왜곡된 성욕을 느끼며 성범죄에 대한 충동성을 

억제하지 못하는 성도착증 정신질환이었다. 성도착증의 범주는 전문가에게는 

성범죄자 일부를 분류하고 치료법을 구상하는 데 지침이 되었고, 성폭력 

범죄자에게는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앞으로의 할일을 고르는 데 도와주는 틀이 

되었다. 그러나 이 12년 동안 성도착증의 개념은 동일한 형태로 유지되지 않았다. 

초기에만 해도 성도착증의 문제는 온전히 담론적이고 심리적인 차원의 

장애였는데, 이후 테스토스테론과 긴밀히 얽혀 있는 장애로 재정의된 것이다.  

이렇게 재정의된 성도착증은 이후 조두순에게 다시 적용되었다. 2020년 

중순부터 전국의 크고 작은 언론사들은 출소를 앞둔 조두순에 대한 각종 

뉴스거리, 가령 조두순의 성장 배경, 범죄 전력, 심지어는 가짜 뉴스를 쏟아냈다. 

이는 2009년 조두순이 처음 주목받은 당시와 비슷한 반응이었다. 그러나 

이전에는 조두순이 주로 ‘희대의 악마’로 표현되었다면, 출소 무렵에는 악마적인 

인물인 동시에 테스토스테론이 과다 분비되는 성도착증 환자로 인식되었다. 예를 

들어 더불어민주당의 이수진 의원은 조두순에게 화학적 거세를 실시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목적으로 만든 성충동약물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만 13세 미만의 아이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범죄자의 경우, 판결 당시에 화학적 

거세를 선고받지 않았더라도 출소 직전에 동의 없이 화학적 거세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었다.238 이수진은 조두순 사건 당시 손해배상금 판결을 내린 

판사였는데, 조두순이 “성적 충동에 의한 성도착증 환자”이며 “약물로 성적 

욕구를 다스리지 않고서는” 교화가 안 된다고 판단한 것이었다.239 한편 조두순 

사건 피해자의 주치의를 맡았던 소아정신과 전문의 신의진 또한 대중매체에 여러 

 
238  이수진,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https://www.lawmaking.go.kr/mob/nsmLmSts/out/2104560/detailR. 
239  김광일, “[인터뷰]조두순 배상판결했던 이수진 ‘화학적 거세해야’”, 노컷뉴스, 

2020.10.09, http://photo.nocutnews.co.kr/news/5425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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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출연하며 화학적 거세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두순이 

“성욕이 과잉하고 그것을 행동화”하는 사람이라며 그에 대한 우려를 대대적으로 

표명했다.240 이들의 주장에는 성도착증이 조두순 같은 흉악범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신병리적 범주이며, 성도착 증세의 바탕에 테스토스테론이 

작동하고 있다는 새로운 생각이 깔려 있었다. 조두순이 교도소 독방 CCTV에서 

나오는 전파로 인해 성욕을 느끼고, 한 시간에 팔굽혀펴기 1000개를 한다는 

자극적인 소문 또한 성도착증과 남성호르몬을 통해 조두순을 읽어내려는 새로운 

시도와 무관하지 않았다.241 

성도착증의 정의가 바뀐 것은 성도착증 인간종이 불러들인 일련의 가능성에 

따른 결과였다. 우선 성도착증이라는 범주는 그 치료로서 화학적 거세가 

도입되는 장을 마련하였다. 또한 변화된 정체성을 갖추게 된 여러 성도착증 

범죄자들이 화학적 거세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다. 이후 화학적 거세가 

시험적으로 실시되는 과정에서, 내부-작용하던 몸으로부터 테스토스테론이 

성욕과 성충동을 유발하는 단일 물질로서 경계 지어지고, 이렇게 출현한 

테스토스테론은 예상치 못한 저항을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이처럼 성도착증 

인간종이 창출해낸 사건의 연쇄는 성도착증의 재정의를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성도착증의 의미는 단순히 성욕과 성충동의 조절 문제를 겪는 정신질환을 넘어서, 

그 바탕에 테스토스테론이 작용하고 있는 생물학적인 병으로 재정의되었다. 

중요한 점은 화학적 거세가 테스토스테론을 중요한 행위소로 출현시키는 

장치인 동시에 다른 요소를 배제하는 장치였다는 것이다. 버라드에 따르면 어느 

장치의 ‘행위적 절단’은 특정한 형태의 세계를 실체화함과 함께 다른 모든 

잠재적인 형태의 세계들을 실재성에서 배제한다.242 이런 점에서 화학적 거세에 

의한 행위적 절단은 신체 안팎에서 배제의 실천이기도 했다. 우선 신체 밖에서, 

 
240 “나영이 주치의 ‘CCTV 전파에 성욕? 조두순은 안 변했다’”, 노컷뉴스, 2020.12.08, 

https://www.nocutnews.co.kr/news/5460914.; 정아란, “신의진 ‘통영초등생 살해범 
화학적 거세 필요’”, 한국경제신문, 2012.07.24,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2072489568. 
241 뉴시스, “‘출소 일주일 앞둔’ 조두순, 교도소 CCTV 전파로 음란행위”, 동아일보, 

2020.12.06, 

https://www.donga.com/news/Culture/article/all/20201206/104306790/1. 
242 Barad, op. cit.; Gregory Hollin et al., “(Dis)entangling Barad: Materialisms and 

ethics”, Social Studies of Science 47(6) (2017), pp. 93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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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거세는 여론에 편승하여 성폭력 범죄를 재빨리 조치하기 위해 성범죄와 

젠더 권력의 문제를 소수의 정신이상자로 수렴시키는 작업의 일환이었다. 이는 

단순히 이미 존재하고 있는 성도착증 환자들을 찾아내는 활동이 아니라, 

성도착증의 범주를 만들고, 다듬고, 적용한 뒤에, 그것을 내면에 통합시킨 

환자들에 대한 치료법을 모색해나가는 실행이었다. 즉, 성범죄의 원인과 

해결책을 함께 만들어놓고 사회가 더욱 안전해졌다는 착각을 일으키는 것과 

같았다. 동시에 ‘일반 남성’의 탈을 쓰고 아동에게 성폭력을 저지르는 가족, 동료, 

교사들, 그리고 젠더화된 위계질서, 미비한 성교육,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같은 

복합적인 요인들은 충분한 자원 없이 비가시화된 채로 남게 되었다. 신체 

안에서도 화학적 거세는 배제의 장치로 작동하였다. 성욕을 일으키는 개별 

요소로서 남성호르몬을 응결시키는 작업은, 남성호르몬과 관계 맺고 작용하는 

GnRH, 생식샘자극호르몬, 여성호르몬, 단백질, 세포, 신체 기관들, 그리고 

이들과 불가분하게 엉켜 작용하는 정신과 사회의 역학을 배제시키는 작업이기도 

했다.  

한편 이와 같은 이중의 배제 작업은 여성과 아동을 수동적인 역할에 

고착시키는 것이었다. 성폭행이 거리의 낯선 정신병리자에 의해 발생한다면, 

이에 여성과 어린이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행실을 최대한 조심하면서 남성의 

보호에 의존하는 것에 그치기 때문이다. 성범죄의 욕구가 몸속의 남성호르몬에 

의해 발생한다는 관념 역시 여성을 무력하게 만드는 데 기여하였다. 여성학자 

허라금이 지적하듯이 “여성에게 남성성은 단순한 사회, 심리, 문화적인 차이로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배 권력으로 경험”되는데,243 남성의 성욕이 

‘생물학적’이고 개인의 의지로 조절할 수 없는 것이라면 교육이나 인식 

개선으로는 전복 불가능한 벽으로 느껴질 수 밖에 없다. 이는 결국 가부장 

정치인과 공권력에 대한 의존이 강화되는 것을 의미하였다. 이처럼 화학적 

거세는 신체의 물질적 구성을 재배치하는 작업인 동시에 남성와 여성의 전통적인 

역할을 공고히 하는 실행이었던 것이다. 이 사례는 버라드가 슈테른-게를라흐 

실험을 통해 주장한 것처럼, 자연을 만드는 실천과 문화를 만드는 실천, 과학을 

만드는 실천과 젠더를 만드는 실천이 따로 존재하지 않고 공유된다는 것을 

 
243 허라금, “남성성에 관하여”,『여/성이론』(2) (2000), 9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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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준다.244 

성도착증 범주의 도입과 화학적 거세가 성폭력 범죄의 발생률을 줄였다고 

보기도 힘들다. 대검찰정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 발생건수는 2011년과 

2020년 사이에 35.8%나 증가하였다. 주목할 점은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이나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같은 디지털성범죄의 비중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는 것이다.245 특히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메신저 앱을 통해 수많은 

성착취물이 제작되고 유포된 ‘N번방 사건’은 우리 사회의 수준 낮은 성 인식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적게는 몇만 명, 많게는 몇십만 명이 가담한 이 사건은 

성범죄가 소수의 정신병리자가 아니라 왜곡된 성관념과 여성혐오적인 문화를 

공유하는 대규모 남성 집단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런 

이유에서 성범죄를 특정한 정신질환 탓으로 돌리거나, 남성의 성욕을 생물학적인 

것으로 정당화해주는 일은 더욱 조심해야 할 것이다.  

사회의 문제를 개인 내부에 있는 특이한 정신질환 또는 물질로 환원시키고 

손쉽게 처리하려는 태도는 우려를 자아낸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너무 많은 

현상을 정신질환의 범주에 끼워넣으려 하고 있다. 주의집중에 어려움을 느끼는 

어른에게는 ‘성인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말을 잘 듣지 않는 

아동에게는 ‘반항 장애’, 성욕이 낮은 여성에게는 ‘여성 성적 관심/흥분 장애’의 

명칭을 부여한다. 가장 두드러지는 현상은 우울감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남발되는 

‘우울장애’의 진단이다. 이와 같이 온갖 정신질환이 범람하는 현상의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로, 해킹의 저술과 본 글이 보여주었듯이 정신질환을 

비롯한 인간종들은 추상적인 개념으로 머물지 않고 전문가 및 환자들의 

자기인식과 사후의 선택들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즉, 새로운 정신질환이 

등장함과 함께 새로운 유형의 인간이 구성되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는 

또 다른 질환을 개발해내는 데 급급하여, 그것이 어떤 사람을 만들어낼지는 

충분히 숙고하지 않는다. 

둘째로, 개별 인물, 정신질환, 물질에 집중하는 일은 보다 큰 그림을 보는 

 
244 Barad, op. cit., pp. 167-168.  
245 예를 들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는 2011년 1565건에서 2020년 5005건까지 세 배 
넘게 늘어났다. 대검찰청, “10년 동안 범죄 발생 및 범죄자 특성 추이”, 『범죄분석』, 
13-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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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어렵게 만든다. 성폭력 범죄는 소수의 정신이상 일탈자가 벌이는 

일이라기보다, 젠더 권력, 성에 대한 왜곡된 지식, 성교육 부족과 같은 거시적인 

문제점들과 얽혀 있는 현상이다.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소수의 흉악범에 

매몰되어 이들 중심으로 정책을 짜고 자원을 배분하는 일은 장기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 한다. 비슷한 지적이 물질의 세계에도 적용된다. 테스토스테론을 비롯한 

몸속의 소수 호르몬은 단독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다른 수많은 물질과 전달 

체계가 얽힌 시스템 속에서 관계적으로 기능한다. 심지어 우리가 테스토스테론의 

작용으로 알고 있는 효과 일부는 여성호르몬의 효과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우리는 테스토스테론, 세로토닌, 도파민, 옥시토신 같이 유명하고 상징적인 

소수의 개별 물질에 몰두함으로써 이들에게 너무 많은 행위성을 허락해주고, 

사람의 몸이 평면적인 구조를 갖게 만들어 변혁의 가능성과 다양성을 제한한다.  

주의해야 할 점은 사회의 모습이 필연적인 궤적을 따르지 않는 것처럼, 

물질의 세계 또한 그 모습이 미리 정해져 있는 고정된 지형이 아니라는 것이다. 

가령 여성호르몬이 여성의 감정을 좌지우지한다는 전제하에 여성호르몬을 계속 

측정하고 의료적 개입의 대상으로 삼으면, 여성의 몸은 실제로 여성호르몬이 

지배적인 몸으로 재구성되지만, 그런 실천이 없으면 사뭇 다른 몸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이는 여성호르몬이 실제로 하는 일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는 다르다. 

여성호르몬을 비롯한 몸 안팎의 물질들이 우리의 사회와 밀접히 얽혀 많은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오히려 더 책임감을 갖고 풍부하게 상호작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사회의 세계와 물질의 세계가 불가분하게 얽혀 상호구성된다는 

점을 유념하며, 두 세계를 어느 한 세계로, 또는 어느 한 요소로 환원시키지 

않으며 총체적으로 탐구할 필요가 있다. 물질적이지 않은 사회가 없듯이 

사회적이지 않은 물질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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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takes a feminist new materialist approach to the case of chemically 

castrated paraphilias in Korea with the aim of demonstrating that Ian 

Hacking’s looping effect can take place not only through cognitive but also 

material processes. According to the theory of looping effect, classifications 

of humans interact with the classified, because humans can become aware of 

how they are categorized and may therefore transform their feelings and 

behaviour. Such transformations may feed back into the category and lead to 

its revision. This makes humans a ‘moving target’ and differentiates them from 

indifferent entities like quark and plutonium. Hacking’s elaboration of how 

exactly the looping effect happens, however, strongly resembles Cartesian 

mind-body dualism. He tends to separate the mental and the corporeal 

dimensions in humans and limit the looping effect to the former, as according 

to him biochemical elements like genes and serotonin are incapable of 

knowing how they are classified. Such a dualistic approach to human 

classifications is unable to fully account for the unpredictable and productive 

nature of matter, for instance the dynamic role of the physical body in me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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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nesses. 

Feminist New Materialism serves as a way of rethinking the looping effect, 

especially in deconstructing mind-body and material-discursive dichotomies 

implied in Hacking’s narrative. One theorist that is paid special attention in 

this paper is Elizabeth Grosz. Her Möbius strip model represents the relation 

between mind and body as twists and rotations in three-dimensional space, 

so that the two are neither identical nor completely detached. Another thinker 

that provides important insights is Karen Barad. In her theory of agential 

realism, the difference between matter and discourse, subject and object is not 

pregiven but rather emerges from particular intra-actions and apparatuses. 

Both theorists provide resources for challenging a priori mind-body and 

language-matter dichotomies, and thus for expanding looping effect’s 

conceptual possibilities whilst maintaining its theoretical utility.  

This paper explores the looping effect of ‘paraphilia’ in Korea with the 

theoretical tools of Grosz and Barad, and shows that the looping effect can 

fully involve the shifting and formative powers of the material world. 

Paraphilia emerged as a meaningful category in Korea after a series of high-

profile child sexual abuse cases between 2006 and 2010. Under the 

assumption that a considerable number of child rapists was in fact suffering 

from pathologic sexual urges, the Korean government had pushed forward 

legislation to extend hopstialization of mentally ill criminals in the Forensic 

Psychiatric Institution to include sex criminals that were judged paraphilic. 

One thing to note is that in this initial phase paraphilia was defined as a solely 

psychological disorder and was even termed ‘psychosexual disorder’ in the 

law to specifically highlight this aspect. 

The establishment of paraphilia as an official category led to a series of 

related events which eventually fed back into its original definition. Firstly, 

the establishment of paraphilia as a legal medical concept served to justify the 

subsequent legalization of chemical castration, which had never been 

attempted in Korea before but was proposed by conservative politicians a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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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s of temporarily treating paraphilic sex criminals. Secondly, many of the 

newly diagnosed and hospitalized paraphilics in the Forensic Psychiatric 

Institution that had grown to regard themselves as mentally ill volunteered to 

take part in the Institution’s clinial trials of chemical castration. These 

participants were injected monthly doses of antiandrogen and asked about 

reductions in sexual interest. Lastly, in this process testosterone was separated 

as an individual molecule reponsible for sexual desire and behaviour. And at 

one point it surged unexpectedly as if it were resisting crude manipulation. 

During this succession of events paraphilia was redefined as a disorder caused 

by an excessive amount or activity of testosterone, hence as an illness with a 

biochemical basis. The implication of this case study or ‘loop’ is that the 

looping effect may take place not only through cognitive mechanisms such as 

self-awareness, but also through the variable and active force of bodily 

processes. 

 

Keywords: looping effect, Ian Hacking, feminist new materialism, agential 

realism, mental disorder, testosterone 

Student Number : 2019-22015 


	1. 서론
	2. 이론적 배경
	2.1. 이언 해킹의 인간종과 루핑효과
	2.2. 신유물론 페미니즘과 물질적 몸

	3. 범죄자에서 환자로: 아동성범죄 공포와 성도착증의 등장
	3.1. 2006-2010년의 아동성범죄 공포
	3.2. 치료감호법 개정과 화학적 거세의 입법화

	4. 성도착증 환자의 정신적물질적 재구성
	4.1. 치료감호소의 성도착증 환자 수용
	4.2. 화학적 거세 임상시험의 시작
	4.3. 테스토스테론의 출현과 호르몬적 몸의 탄생

	5. 호르몬적 몸과 루핑효과의 완성
	5.1. 의사와 환자가 보는 호르몬적 몸
	5.2. 테스토스테론의 법정 출석

	6.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startpage>8
1. 서론 1
2. 이론적 배경 7
 2.1. 이언 해킹의 인간종과 루핑효과 7
 2.2. 신유물론 페미니즘과 물질적 몸 16
3. 범죄자에서 환자로: 아동성범죄 공포와 성도착증의 등장 26
 3.1. 2006-2010년의 아동성범죄 공포 26
 3.2. 치료감호법 개정과 화학적 거세의 입법화 34
4. 성도착증 환자의 정신적물질적 재구성 46
 4.1. 치료감호소의 성도착증 환자 수용 46
 4.2. 화학적 거세 임상시험의 시작 54
 4.3. 테스토스테론의 출현과 호르몬적 몸의 탄생 64
5. 호르몬적 몸과 루핑효과의 완성 77
 5.1. 의사와 환자가 보는 호르몬적 몸 77
 5.2. 테스토스테론의 법정 출석 84
6. 결론 92
참고문헌 97
Abstract 108
</bo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