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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음란물 또는 포르노그래피 소고
1)

曺 國*

“포르노그래피는 여성에게 선포하는 전쟁이며, 인간의 존엄이나 자아 그리고 

인간적 가치에 대한 끝없는 공격이다.”(Andrea Dworkin, 1981)

“자유와 평등을 사랑하는 여성에게, 빅 시스터는 빅 브라더만큼 환 받지 못

한다.”(Nadine Strossen, 1995)

Ⅰ. 들어가는 말

1980년대 초 미국에서 전개된 급진적 여성주의는 강간, 성매매와 함께 포르노

그래피를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반대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하

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음란물’의 규제와 처벌문제를 헌법 수정 제1조가 보장하

는 ‘표현의 자유’(freedom of expression)와의 길항관계를 고려하며 판단해왔고, 미

국 사회의 도덕적 우파, 보수주의자들은 이러한 연방대법원의 “진보적” 기준에 

대해 불만을 갖고 ‘음란물’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옹호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전

혀 뜻밖의 원군을 얻게 된 것이다. 보수주의와는 거의 모든 면에서 대척적(對蹠
的) 위치에 서 있는 급진적 여성주의자들이 포르노그래피 반대운동을 전개하 기 

때문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현행 법체제는 ‘음란물’(淫亂物) 처벌을 위한 법률을 구비하고 

있으며,1) 이러한 법률에 따라 우리 사회에서는 이른바 “하드 코어(hard-core)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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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컨대, 현행 형법은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
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 한 자”(제243조)와 “제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
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자”(제243조)를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
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그리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
한법률 제14조는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 도화, 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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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그래피”는 물론이고, “소프트 코어(soft-core) 포르노그래피” 역시 처벌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처벌은 종종 문학, 예술의 자유 등 ‘표현의 자유’(freedom of 

expression)를 침해하는 양태로 전개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근 급

진적 여성주의에 입각한 포르노그래피 반대운동의 문제의식이 우리나라에도 수

입되기 시작하 다고 보인다.2) 즉, 포르노그래피를 성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여

성에 대한 폭력”의 문제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단호한 법적 개입을 강조하는 입

장이 한국 여성주의 내에서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이 은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음란성’ 판단기준이 안착된 미국 사회에서 

등장한 급진적 여성주의의 포르노그래피 반대운동의 문제의식이, ‘표현의 자유’를 

무시․경시하는 ‘음란성’ 기준이 안착된 한국 사회에서는 어떻게 수용되어야 하는

가를 검토하기로 한다. 이하에서는 ‘음란성’에 대한 한국 법원의 판단기준을 비판

적으로 분석하고,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급진적 여성주의의 문제의식과 문제점을 

검토한 후,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또 다른 중요한 가치를 고려할 때 음란물 

또는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어떠한 법적 태도가 필요한지 의견을 제시하기로 한다.

Ⅱ. 한국 법원의 ‘음란물’에 대한 판단기준

1. 대법원 ― 성적 수치심과 도덕감 보호에 치중한 음란 기준과 그 문제점

대법원의 판결 중에는 과거 독일제국재판소의 이른바 “상대적 음란성”(relative 

Unzüchtlichkeit)3) 개념을 원용하여, 명화집에 실린 고야의 그림이더라도 이것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고, 전기통신사업법은 “음란한 부호․문언․음향․
화상 또는 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제53조 
제1항 제1호)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보호법은 음란물 등을 “청소년유해매체물”
로 규정하고(제10조), 이를 판매․대여․반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는 행
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제17조, 제50조 제1
호).

2) 급진적 여성주의를 전면수용하면서 일체의 포르노그래피의 금지를 주장하는 입장으로
는 강진철, “포르노그라피에 대한 법철학적 고찰”, 법철학연구 제1권(1998)이 있다. 그
리고 대표적인 급진주의 여성주의자이자 “반포르노그래피운동”의 주창자인 캐써린 맼
키넌과 안드레아 드워킨의 포르노그래피 관련 저술도 번역된 바 있다[안드레아 드워
킨(류혜련 옮김), 포르노그래피: 여자를 소유하는 남자들(Pornography: Men 
Possessing Women, 1981)(동문선, 1996); 캐서린 맥키넌(신은철 옮김), 포르노에 도전
한다(Only Word, 1993)(개마고원, 1997)].

3) RGSt 27, 114; RGSt 37,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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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냥갑에 붙여 판매되면 ‘음란물’이 되고,4) 공연윤리위원회의심의를 마친 화작

품이라 하더라도 그 장면의 일부가 포스터로 제작된 경우 ‘음란물’이 될 수 있다

는 입장을 발견할 수 있다.5) 이러한 판단기준은 무엇을 기준으로 ‘음란성’ 판단

을 할 것인가에 대한 지침을 주지 못하고, 그 결과 자의적 법집행의 위험을 내포

하고 있다.6)

그렇지만 대법원의 판결의 전체기조는 이러한 “상대적 음란성” 기준을 따르지

는 않고, ‘음란성’을 주로 보통 성인의 성적 수치감과 도덕감 보호라는 측면에서 

개념규정하면서, ‘음란성’ 판단은 성에 대한 묘사․서술의 정도․수법, 사회일반

인의 관념, 예술성․사상성의 수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즉,

“형법 제243조의 음화등의반포등죄 및 같은 법 제244조의 음화등의제조등죄

에 규정한 음란한 문서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

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

고 할 것이고, 문서의 음란성의 판단에 있어서는 당해 문서의 성에 관한 노골적

이고 상세한 묘사․서술의 정도와 그 수법, 묘사․서술이 문서전체에서 차지하

는 비중, 문서에 표현된 사상 등과 묘사․서술과의 관련성, 문서의 구성이나 전

개 또는 예술성․사상성 등에 의한 성적 자극의 완화의 정도, 이들의 관점으로

부터 당해 문서를 전체로서 보았을 때 주로 독자의 호색적 흥미를 돋구는 것으

로 인정되느냐의 여부 등의 여러 점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들의 사정을 

종합하여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것이 공연히 성욕을 흥분 또는 

자극시키고 또한 보통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

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7)

그리고 대법원은 문학작품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음란물’ 기준에 부합하면 

처벌의 대상이 되며,8) 이러한 “건전한 사회통념”, “일반 보통인의 성욕”, “보통인

4) 대법원 1970. 10. 30. 선고, 70도1879 판결.
5) 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1486 판결.
6) 김 환․이경재, 음란물의 법적 규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책―(형사정책연구원, 1992).

7) 대법원 1970. 10. 3. 선고, 70도1879 판결; 대법원 1975. 12. 9. 선고, 74도976 판결;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도2266 판결;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도1758 판결;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도2413 판결;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도937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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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 등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주체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

는 법관이므로 법관은 음란성을 판단함에 있어 일반 보통인의 정서를 규준으로 

하여 이를 판단하면 족하며 법관이 일일이 일반 보통인을 상대로 과연 당해 문

서나 도화 등이 그들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거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묻는 절차를 거쳐야

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9)

그런데 먼저 대법원으로 대표되는 국가가 형벌을 동원하여 보호하려는 성도덕

의 내용이 추상적이라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후일로 

미루겠으나, 임웅의 지적처럼, “‘공공의 성적 수치심․도의심’ 또는 ‘건전한 성풍

속’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없는 공공식(空公式)에 불과하며, 그 자체로는 형법적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10)는 점은 명기해두고자 한다.

여기서 필자가 주목하는 것은 이상과 같은 대법원의 ‘음란물’ 판단기준에 따르

면 해당 문서나 작품의 표현이 헌법의 보호 역 안에 있는가 여부를 판단할 때 

그 문서․작품의 예술성․사상성은 단지 하나의 고려요소로만 취급된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문서․작품에서의 성에 관한 묘사․서술이 노골적이고 상세한 경우는 

아무리 문학․예술성이 인정되더라도 ‘음란물’로 처벌될 위험성이 상존하게 된다.

예컨대, 중남미 에로티시즘 문학의 대표작중의 하나로 손꼽히는 알리시아 스테

임베르그(Alicia Steimberg)의 소설 아마티스타 (Amatista)에는 자위행위, 혼음, 

구강성교, 항문성교 등이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있다. 이 소설을 번역․출간한 출

판사에 대한 행정당국의 출판사등록취소 사건을 검토하면서 부산고등법원은, 이 

소설의 “우아하고 독창적인 예술성으로 인하여 포르노그래피와 에로티시즘의 차

이를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고, 따라서 “이 사건 소설은 성에 관하여 노골적으로 

묘사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예술성으로 인하여 성적 자극이 어느 정도 완화되고 

있어, 곧바로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라

고 판시하 으나,11) 대법원은 행정당국의 상고를 받아들여 아마티스타 를 ‘음란

물’로 판정한 바 있다.12)

8)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도2413 판결.
9)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도2266 판결.

10) 임웅, 비범죄화의 이론(1999), 91-92면.
11) 부산고등법원 1997. 6. 19. 선고, 96구11815 판결.
12)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112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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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대법원이 ‘음란물’로 판단한 장정일의 소설 내게 거짓말을 해봐 에도 

구강성교, 항문성교, 가학 및 피학적인 성행위, 1남 2녀간의 성교 등 기존의 문

학․예술작품에서는 보기 힘든 매우 노골적인 성행위 묘사와 서술이 있음은 사

실이다. 이러한 묘사와 서술이 법원이 상정하는 “보통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

심”,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과 충돌한다고 판단할 수 있겠으나,13) 이러한 성행

위에 대한 표현도 소설 전체의 맥락에서 보면 “자기모멸”14)을 위한 표현방식 또

는 “아버지 강박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가장 원초적 욕망의 표현”15)으로 읽

힐 수도 있다.

한편 이현세의 만화집 천국의 신화 의 경우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이 내려졌으

나, 한국의 대표적 만화가는 1997년 검찰조사가 시작되자 100권 분량으로 기획

했던 이 작품을 8권까지만 내고 집필을 중단하고 말았다. 수사기관과 제1심 법

원16)은 이 만화집에서 보이는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여성의 얼굴표정 묘사, 집단

성교, 구 이와 여인간의 성교 등을 문제로 삼았으나, 이는 우리 민족의 상고사

를 “신화적 상상력”으로 그리려 한 작가의 의도를 제대로 읽지 못한 것이었다.

또한 미술교사이자 화가인 김인규는 연출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몸을 표현

하기 위하여 셋째 아이를 임신한 부인과 함께 자신의 알몸의 육신을 드러낸 사

진 작품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렸다가,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되고 학교로부터

는 직위해제 당하 다.17) 검찰,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및 교육청의 눈으로 볼 때 

그 누드사진은 ‘음란물’에 불과했고,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나기까지 작가는 사회

적 비난에 시달려야 했다.

이상의 사건들은 작가의 작품에 대한 성급한 ‘음란물’ 적용이 어떠한 부작용을 

일으키는가를 잘 보여준 대표적인 예이다. 오정진의 지적처럼, “노골성과 비전형

성, 기존질서를 흐릴 것으로 우려되는 성 표현에 대한 엄격한 통제는 정상과 비

정상의 이분법에 입각한 우리 사회의 성 표현물 관련 규제의 보수주의적 성격을 

단면적으로 드러낸다”고 할 것이다.18) 음란물을 처벌하는 죄는 “성적 표현의 자

13) 대법원 2000. 10. 27. 선고, 98도679 판결.
14) 장정일, 장정일의 독서일기 3(하늘연못, 1997), 187-193면.
15) 구모룡, “오만한 사제의 위장된 백일몽: 장정일론”, 작가세계 봄호(1997), 50면.
16) 서울지법 2000. 7. 18. 선고, 98고단5625 판결.
17) 김인규 교사의 홈페이지는 http://www.ingyu.net/이다. 무죄판결을 내린 하급심의 판결
의 사건번호는 입수하지 못하 다.

18) 오정진, “포르노그라피에 관한 규범적 담론 연구”(서울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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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는 기본권의 제한법률”이기에 “기본권보호와 이익형량을 거쳐서 사회적 격리

를 필요로 하는, 범죄시하여야 할 반사회성을 갖고 있는가 여부”를 면 히 검토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19) 한국의 수사기관과 법원은 도덕적 엄숙주의에 기초하여 

“형법이라는 큰 쇠망치”20)를 휘둘 던 것이다.

2. 헌법재판소 ― ‘표현의 자유’를 고려한 보다 엄격한 음란 기준

(1) 변화의 시작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음란물출판사에 대한 등록취소 사건을 검토하면서 보다 

엄격한 ‘음란물’ 판단기준을 제시한다. 이렇듯 헌법재판소는 ‘음란성’ 판단에 대한 

기존의 대법원의 입장을 존중하면서도,21) 대법원과는 분명한 차이가 나는 ‘음란

성’ 판단기준을 제시하 다. 즉, 헌법재판소는 “음란”이란 “인간존엄 내지 인간성

을 왜곡하는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성표현으로서 오로지 성적 흥미에만 호소할 

뿐 전체적으로 보아 하등의 문학적, 예술적, 과학적 또는 정치적 가치를 지니지 

않은 것”이며, “사회의 건전한 성도덕을 크게 해칠 뿐만 아니라 사상의 경쟁메커

니즘에 의해서도 그 해악이 해소되기 어려워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한 보장을 

받지 않는” 것을 말한다고 설시하 다.22)

먼저 헌법재판소의 이 기준에 따르면 ‘음란물’이 되려면 단지 성적 표현이 노

골적이고 적나라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인간존엄 내지 인간성을 왜곡하는” 내

용이 들어 있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인간존엄 내지 인간성을 왜곡하는” 내용

의 성적 표현물의 예를 직접 들고 있지 않지만,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기존의 연

2000), 40면.
19) 강금실, “음란물 단속과 표현의 자유”, 대한변협 1997년 인권보고서(1998), 456면.
20) Joshua Dressler, “Where We Have Been, and Where We Might Be Going: Some 

Cautionary Reflections on Rape Law Reform,” 46 Clev. State L. Rev. 409, 414(1998).
21)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출판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제5조의2의 “저속”(低俗)의 
개념은 그 적용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보충적인 해석에 의한다 하더라도 그 의미내
용을 확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추상적이므로 위헌이지만, “음란” 표현은 지금까
지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구체적 기준이 일관되어 유지되어 왔으므로, 수범자와 법집
행자에게 적정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고 법적용자의 개인적 취향에 따라 그 의미가 달

라질 수 있는 가능성도 희박하므로 “음란” 개념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결정하 던 바, 이는 “저속” 표현은 헌법 제21조의 언론자유조항의 보호 역

에 속하지만, “음란”표현은 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헌법재판소 1998. 4. 
30. 95헌가16 결정).

22) Id.(강조는 인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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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작업의 분류에 따르자면 (i) 강간, 고문, 폭행, 상해 등을 포함하는 “폭력적 성

표현물”, (ii) 폭력은 행사되지 않지만 인간의 지위와 품위를 저하․손상시키는 

성표현물, 또는 일방의 성을 다른 성의 종속적 대상으로만 묘사하는 성표현물, 

(iii) 아동 포르노그래피 등 이른바 “하드 코어 포르노그래피”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23)

둘째, 헌법재판소의 기준은 문서․작품의 예술성․사상성 등을 ‘음란성’ 판단에 

있어 선결적․결정적 요소로 위치지우고 있다. 즉, 성적 표현물이 노골적이고 적

나라하며 또한 보통인의 성도덕을 크게 해친다 하더라도, 일정한 문학적, 예술적, 

과학적 또는 정치적 가치를 지니고 있고, 사상의 경쟁메커니즘에 의해서 그 해악

이 해소될 수 있다면 ‘음란물’ 규정을 피할 수 있는 것이다.

(2)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음란성’ 판단기준

사실 이상의 헌법재판소의 기준은 현대 민주주의 국가 형법의 ‘음란성’ 판단기

준과 대략 유사하다. 주요국의 입법 또는 판례를 보자면, 먼저 1959년 국의 

‘음란출판물법’(The Obscene Publications Act 1959)은 ‘음란성’(obscenity) 판단기

준으로는 도덕주의적 경향이 강한 이른바 “부패와 타락”(deprave and corrupt) 기

준을 채택하면서도(제1조 제1항),24) 당해 출판물이 “과학, 문학, 예술 또는 학문

의 이익이나 또는 일반적 관심사항의 대상이 되는 것을 근거로 하여 공공의 이

익을 위한 것”이면 처벌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조 제1항).

그리고 미국의 지도적 판결은 유명한 1973년 ‘Miller v. California 판결’25)이다. 

이 판결은 (i) 호색적 흥미(prurient interest)와 노골성에 대한 판단은 현시대의 지

역 공동체(contemporary community)의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며, 또한 (ii) 음란성

이 인정되려면 성적 행위의 묘사가 “명백히 노골적인 방식”(in a patently 

offensive way)으로 이루어져, 그 속에 “하드 코어”적인 요소가 있어야 함을 밝힌

23) U.S. Department of Justice, Attorney General's Commission on Pornography 321(1986).
24) 이 기준은 1868년 ‘Regina v. Hicklin 판결’[(1868) Q.B. 360]에 의해 애초 확립되었다.
25) 413 U.S. 15(1973). 이 판결 이전의 중요한 판결로는 먼저 1957년 ‘Roth v. Unites 

States 판결’[354 U.S. 476(1957)]과 1966년의 ‘Memoirs v. Massachusetts 판결’[383 
U.S. 413(1966)]이 있다. 미국 판례법상 음란성 판단기준에 대한 개관으로는 임지봉, 
“출판물과 연극․ 화․비디오물의 음란성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미국 판례법상 

음란성 판단기준―”, 법조 제525호(2000/6); 이건호, 성표현물의 음란성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Ⅱ) ― 미의 논의를 중심으로(형사정책연구원, 2001)를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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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6) 동 법원은 구체적 예를 열거하는데, 즉 (a) “정상이건 변태이건, 그리고 실

제이건 가상된(simulated) 것이건 간에 궁극적인 성행위를 명백하게 불쾌한 방식

으로 표현하거나 묘사하는 것, (b) 자위행위, 배설기능, 생식기의 추잡한(lewd) 노

출 등을 명백하게 불쾌한 방식으로 표현하거나 묘사하는 것” 등이 그 예이다.27) 

그리고 (iii) 동 판결은 당해 표현물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지한(serious) 문학성, 

예술성, 정치적 또는 학문적 가치를 결여”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도 ‘음란성’ 판단

기준임을 분명히 한다.28) 일본 최고재판소도 이와 같은 ‘Miller 판결’의 세 가지 

판단 기준을 수용하고 있다고 보인다.29)

또한 독일의 경우는 1969년 연방헌법재판소의 ‘패니 힐(Fanny Hill) 판결’로 

‘음란물’은 사회질서를 침해하거나 현저하게 위태롭게 만드는 경우에 한하여 형

법의 처벌대상이 된다고 밝힌 이후,30) 1973년에는 형법 개정으로 ‘음란성’    

Unzüchtigkeit)이라는 구성요건을 “포르노그래피”(pornographischer Schriften)로 대

체하여 처벌대상을 “하드 코어 포르노그래피”에 한정하여 규정한 바 있다. 현행 

독일 형법 제184조는 18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한 포르노그래피의 유통, 폭력적 

포르노그래피, 아동 포르노그래피나 동물과 인간의 성적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포르노그래피 등으로 처벌대상을 한정하고 있다.31)

3. 소결

향후 우리 수사기관과 대법원이 기존의 대법원의 기준을 고수할 것인지, 아니

면 헌법재판소의 기준을 채택할 것인지는 기다려보아야 할 것이나, 현재로는 전

자의 가능성이 많다고 보인다. ‘음란물’ 처벌을 통하여 도덕적 권위를 확보하려는 

국가의 욕망은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 자체가 금기의 대상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가 되었고, 성표현이 활발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성에 대한 표현을 낡은 “주자학적 성관념”32)이나 청교도적 

26) Id., at 24.
27) Id., at 25.
28) Id.
29) 最判昭和44․10․15刑集23卷10号1239頁; 最判昭和55․11․28刑集34卷6号433頁; 最判

昭和58․3․8刑集37卷2号15頁.
30) BGHSt, NJW  1970, S. 72 ff.
31) ‘음란물’에 대한 독일 판례의 입장에 대해서는 박미숙, 성표현물의 음란성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I)(형사정책연구원, 2001)를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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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념으로 재단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필자는 “하드 코어 

포르그노래피”가 아닌 성적 표현물에 대해서는 관용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필자가 특히 주목하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문학․예술작품이라

는 것 자체가 “보통인”, “정상”, “선량” 등의 개념과 충돌하는 실험적․전복적 본

성을 갖고 있는 것이기에, 해당 작품의 ‘음란성’ 판단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점

이다. 사실 기성의 도덕관념과 성관념에 대한 도전은 문학․예술인의 특권이라고

도 할 수 있으며, 문학․예술사는 그러한 도전 속에 의하여 문학․예술이 발전해

왔음을 보여준다. 현재 미문학사에서 고전으로 평가받는 T. 드라이저의 아메

리카의 비극 (An American Tragedy)33)도, D .H. 로렌스의 채털리 부인의 사랑

(Lady Chatterley's Lover)34)도, 그리고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즈 (Ulysses)35)도 

처음에는 ‘음란물’ 취급을 받았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필자는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에 비중을 두는 헌법재판소의 

‘음란성’ 판단기준에 공감을 표한다. 또한 음란에 대한 판단은 “일차적으로 어떤 

작품의 문학성․예술성 여부가 판단되고 나서 문학성․예술성이 부정되는 경우

에 비로소 음란성에 대한 판단이 행해져야” 하고, “이때 그 작품의 문학성․예술

성은 판사가 스스로 할 것이 아니라 문학가․예술가․평론가들에게 맡겨야 할 

것”이라는 이은 의 주장에 동의한다.36) 그리고 임지봉의 지적처럼, 이미 음란한 

표현물의 범람으로 인해 이미 “점잖지 못하게 된” 한국 사회에서 문학․예술작

품을 음란물로 규정해 작가를 처벌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처벌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이익도 거의 없다고 보인다.37)

Ⅲ. 급진적 여성주의의 반포르노그래피 운동의 의의와 문제점

이상에서 도덕적 엄숙주의에 의거한 ‘음란물’ 판단과 처벌은 필연적으로 문

학․예술의 자유의 위축을 초래할 수밖에 없음을 보았다. 그런데 1980년대 초 

32) 심희기, “문예작품의 음란성 판단기준”, 남법학 제4권 제1․2호(1998), 265면.
33) Commonwealth v. Friede, 171 N.E. 472(Mass. 1930).
34) Commonwealth v. Delacy, 171 N.E. 455(Mass. 1930).
35) United States v. One Book Called “Ulysses,” 5 F. Supp. 182(S.D.N.Y. 1933).
36) 이은 , “포르노, 문학작품, 그리고 법”, 오생근․윤혜준 공편, 성과 사회: 담론과 문
화(1998), 154면.

37) 임지봉, “출판물과 연극․ 화․비디오물의 음란성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법조 제
525호(2000. 6), 1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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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등장한 급진적 여성주의는 전혀 다른 관점에 서서 음란물 또는 포르노

그래피와의 투쟁을 전개해오고 있다. 포르노그래피를 여성에 대한 억압과 성차별

의 일환으로 보는 이러한 입장의 의의는 무엇이고, 또 그 문제점은 무엇인가?

1. “남성지배의 성애화(性愛化)”인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비판

― 드워킨과 맥키넌의 입장을 중심으로

급진적 여성주의의 입장에서 포르노그래피를 비판하는 대표적인 논자는 안드

레아 드워킨과 캐써린 맥키넌이다. 이들은 포르노그래피를 선과 악을 논하는 “도

덕”이 아니라 권력과 종속을 논하는 “정치”의 관점에서 분석․비판한다. 즉, 기

존의 ‘음란성’ 판단은 여성의 종속과 비하의 문제는 고려하지 않고 남성의 성욕

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폐기되어야 하며, 포르노그래피는 그에 따라 

침해받고 종속되는 여성의 입장에서 파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38)

그리하여 급진적 여성주의는 포르노그래피를 여성을 비하․성적 대상화하고 

여성의 비인간화․종속을 성애화하여 여성의 사회적 불평등을 고착시키는 남성

권력의 실천으로 파악한다. 작가인 드워킨의 정의를 빌자면, 포르노그래피는 “성

적 파시즘과 성적 테러리즘의 선전”,39) “여성에게 선포하는 전쟁이며, 인간의 존

엄이나 자아 그리고 인간적 가치에 대한 끝없는 공격”,40) “남성의 권력과 증오․

소유권․계급제도․새디즘․우월성이 성욕으로 표현된 것”41)인 것이다. 그녀의 

굳건한 동지이자 법학교수인 맥키넌 역시 포르노그래피를 “강요된 성교의 한 형

태”이며 “성적 불평등의 제도”라고 파악하며, “성매매와 함께 남성지배(male 

supremacy)를 제도화”하는 것으로 이해한다.42) 맥키넌은 말한다.

“포르노그래피는 강간, 폭행, 성희롱, 성매매 그리고 아동학대를 성애화

(sexualize)하고, 그럼으로써 이러한 행위들을 축하, 조장, 승인, 정당화한다. 보

38) Catharine A. MacKinnon, “Pornography, Civil Rights and Speech,” 20 Harvard C.R.- 
C.L.L. Rev. 1, 21(1985).

39) Andrea Dworkin, “Pornography: The New Terrorism,” 8 N.Y.U. Rev. L. & Soc. 
Change 215, 217(1978-1979).

40) 드워킨, 포르노그래피: 여자를 소유하는 남자들(각주 2), 27면.
41) Id., 43면.
42) Catharine A. MacKinnon, “Not a Moral Issue,” 2 Yale L. & Policy Rev. 321, 325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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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포르노그래피는 이러한 행위 모두의 동적인 공통점

(dynamic common)인 지배와 복종을 에로틱하게 만든다.”43)

이러한 관점에 기초하여 급진적 여성주의는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강력한 제재

를 정당화하는 논리를 제시한다. 이는 특히 맥키넌에 의해 이론화되는데, 그녀는 

먼저 포르노그래피를 특정 사상이나 견해를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기존

의 법적 해석을 거부한다. 그녀는 포르노그래피는 그 자체가 성적 학대이므로 그 

본성은 “표현”이 아니라 “행위”이고 따라서 헌법적 보호의 대상이 아니며, 포르

노그래피는 성폭력을 조장․야기하는 해악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포르노그래피에서 여성들은 윤간 장면을 찍기 위해 윤간 당한다. 여성들은 

윤간이라는 생각에 의해서 윤간당하는 것이 아니다. 섹스 화를 만들려고 여성

을 폭행하고, 성기를 삽입하고, 사지를 묶어 재갈을 물리고, 옷을 벗기고, 음부

를 벌려 래커와 물을 뿌리는 것은 포르노그래피 때문이지 거기에 담긴 사상 때

문이 아니다. … 포르노그래피를 보고 만들어진 남성, 포르노그래피를 보고 바

뀐 남성, 포르노그래피를 보고 충동을 느낀 남성들이 여성을 공격한다.”44)

그리고 맥키넌은 표현의 자유에 기초하여 포르노그래피의 제작, 판매, 시청을 

허용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남성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 여성에 대한 차별과 복속

이 용인될 수는 없다고 비판한다. 맥키넌은 반문한다: “수정헌법 제1조의 이름으

로 보장되는 남성의 이익과 쾌락에 반대하기 위하여 도대체 얼마나 많은 여성들

의 몸뚱아리가 더 쌓여야 된단 말인가?”45)

이상과 같은 급진적 여성주의의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비판은 반포르노그래피 

입법운동으로 전개된다. 맥키넌과 드워킨은 상술한 ‘Miller 판결’의 “지역공동체” 

기준을 활용하여 포르노그래피를 금지하기 위하여, 전국적 차원의 법률이 아니라 

특정 지역을 규율하는 시조례(Ordinance) 제정운동의 전략을 택하 다. 이들의 입

장이 반 된 ‘반포르노그래피 시조례’는 1983년 미네아폴리스에서 최초로 만들어

졌으나, 이 조례는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입법화되지 못하 다.46) 그러나 

43) MacKinnon, supra note 38, at 17.
44) 맥키넌, 포르노에 도전한다(각주 2), 38-39면.
45) Id., 47면.
46) 이에 대한 상세한 배경설명은 Paul Brest & Ann Vandenberg, “Politics, Femi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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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 인디애나폴리스에서는 조례 제정이 성공한다. 두 시의 조례는 대동소이하

므로, 입법화되고 이후 법원에서 위헌 여부가 다투어진 인디애나폴리스 시조례의 

내용을 보기로 하자.

먼저 인디애나폴리스 ‘반포르노그래피 시조례’는 포르노그래피를 “이하의 요소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고, 그림 또는 문자로 표현된 것으로 그래픽 방식으로 그

리고 성적으로 명백한 방식으로 여성을 종속시키는 것”47)이라고 정의한다. 즉,

(i) 여성이 고통이나 수치(humiliation)를 즐기는 성적 대상(sexual objects)으로 

묘사된 경우,

(ii) 여성이 강간당하면서 성적 쾌락을 느끼는 성적 대상으로 묘사된 경우,

(iii) 여성이 묶여있거나 옷이 찢기거나 절단되거나 신체에 상해를 입은 상태에

서 성적 대상으로 묘사된 경우,

(iv) 여성이 물건이나 동물에 의해 삽입되는 것을 묘사한 경우,

(v) 여성이 모욕, 상해, 고문의 시나리오 속에서 저질․저급(filthy or inferior)

하거나, 피 흘리거나, 타박상을 입거나, 또는 상처를 받도록 묘사되며, 이

러한 상황이 성적인 것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vi) 여성이 지배, 정복, 폭행, 착취, 소유, 또는 사용을 위한 성적 대상으로 묘

사되거나, 노예, 성적 복종 또는 전시의 모습으로 묘사되는 경우 등.48)

이상의 여섯 가지 요소에서 여성 대신 남성, 아동, 성전환자가 사용되는 경우

도 동일하게 포르노그래피로 정의된다.49) 맥키넌은 이상의 요소가 없는 성적 표

현물은 “에로티카”(erotica)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지만,50) 드워킨은 “에로티카”도 

“포르노그래피의 하위범주”라고 보고 있다.51)

동 조례는 이상과 같이 정의된 포르노그래피를 제작, 판매, 전시, 반포하는 행

and the Constitution: The Anti-Pornography Movement in Minneapolis,” 39 Stan. L. 
Rev. 607(1987)을 참조하라.

47) The Indianapolis-Marion County City-County Council General Ordinances No. 24, & 
35, 1984, § 6 (a), (c).

48) Id., § 2 (q) (1)-(6).
49) Id.
50) Catharine A. MacKinnon, Feminism Unmodified: Discourses on the Life and Law 176 

(1987).
51) 드워킨, 포르노그래피: 여자를 소유하는 남자들(각주 2), 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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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포르노그래피적 연기, 포르노그래피의 강요, 포르노그래피를 원인으로 한 폭

행 등을 불법으로 규정한다.52) 그리고 “여성의 복종에 반대하는 여성으로 행동하

는” 여성과 포르노그래피로 여성이 입힌 만큼 피해를 입었음을 입증한 남성에게 

포르노그래피의 금지를 신청할 권한이 있으며,53)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법원은 

행정당국으로 하여금 금전적 배상 또는 포르노그래피의 배포를 금지하는 가처분

이나 명령을 내릴 수 있다.54) 이 조례 자체에는 형사법규는 아니지만 “포르노그

래피로 상처받은 사람들이 성차별에서 구제되길 바라며 고소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놓은 것이다.55)

한편, 이러한 “여성파괴적 포르노그래피”는 물론이고, 이 보다 정도가 약하다 

할지라도 여성을 조금이라도 비하, 대상화, 왜소화하는 것은 모두 금지시켜야 한

다는 입장도 존재한다. 이들은 센티멘탈한 연속극, 로맨스 소설, “마초”적 스파이 

화 등도 여성의 종속과 남성의 지배를 전파하는 것이므로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56)

2. 의의와 문제점

이상과 같은 급진적 여성주의의 포르노그래피 비판은 그 이전의 ‘음란물’ 판단

에서 누락되어 있었던 여성의 종속의 문제를 전면화하 다는데 중대한 의의를 

갖는다. 자유주의자는 포르노그래피를 관능을 금지에서부터 해방시키는 자유의 

문제라고 정당화하지만, 다수의 포르노그래피는 남성의 성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만들어지고, 그 속에 여성은 철저하게 종속적인 존재, 학대와 굴욕을 즐거워하는 

존재로 설정되며, 제작과정과 소비과정에서 여성은 고통과 모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 대하여 급진적 여성주의는 처절한 고발을 행한 것이다. 사실 다수의 

포르노그래피가 이른바 “강간신화”(rape myth)57)에 기초하여 만들어지고, 또한 이

52) The Indianapolis-Marion County City-County Council General Ordinances No. 24, & 
35, 1984, § 2 (g) (4)-(7).

53) Id., § 4 (b).
54) Id., § 6 (a), (c).
55) 드워킨, 포르노그래피: 여자를 소유하는 남자들(각주 2), 33면.
56) 이 입장에 대해서는 심 희, “포르노의 법적 규제와 페미니즘”, 한국여성학 제10권

(1994), 135-136면을 참조하라.
57) “강간신화”의 내용은 (1) 여성은 강간당하고 싶은 환상을 갖고 있다, (2) 여성이 성교
에 대하여 “안돼”라고 말할 때, 그녀의 진정으로 뜻하는 것은 “돼”이다, (3) 여성이 
강간을 당할 것이라면, 그녀는 그것을 즐기는 편이 낫다, (4) 여성은 종종 성폭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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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조장하고 있음은 쉽게 확인될 수 있다. 요컨대, 급진적 여성주의가 기존의 ‘음

란물’ 판단기준에는 남성중심의 호색적 흥미가 중심이 되어 있고 여성에 대한 착

취와 모멸의 문제는 탈락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여성의 기본권 침해라는 구체적

인 금지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급진적 여성주의의 입장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먼저 포르

노그래피 일반이 성폭력을 조장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로빈 모간은 “포르노그래피는 이론이고, 강간은 실천이다”58)라고 단언하고 

있지만, 많은 학자들의 실증연구와 국가 차원의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해악성(害
惡性)에 대한 연구는 폭력적 “하드 코어 포르노그래피”나 아동포르노그래피의 경

우는 성폭력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만, 그 외의 포르노그래피와 성폭력을 인과

적으로 연결시킬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59) 그리고 포르노그래피를 합법

화한 덴마크, 스칸디나비아 국가, 독일의 경우 합법화 이후 강간발생율이 오히려 

떨어졌음이 확인되고 있기도 하다.60) 

강간을 도발․유혹한다, (5) 고상한 여성은 강간당하지 않는다, (6) 혼외 성교에 동의
한 적이 있는 여성은 난잡한 사람이며, 성교를 요구하는 어떤 남성에 대해서도 동의
를 할 개연성이 있다, (7) 흑인 여성은 난잡하다, (8) 여성이 진정 강간당하지 않으려
고 한다면 강간을 막을 수 있다, (9) 강간당한 여성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즉각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다, (10) 강간하는 남성은 정신병이 있거나 정서적으로 질병이 있는 사
람이며, 보통 남성은 강간을 하지 않는다, (11) 여성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람에 의
해서만 강간당한다, (12) 혼외 성교에 동의한 적이 있는 여성은 진실을 말할 것이라고 
믿을 수 없다, (13) “악성격”(bad character)을 가진 여성은 기꺼이 무차별적 혼외 성교
를 맺을 개연성이 있고, 따라서 진실을 말할 것이라고 믿을 수 없다, (14) 여성, 적어
도 일정 부류의 여성은 강간당해 마땅하다, (15) 강간을 신고하는 여성은 피고인, 남
성 일반, 남편 또는 과거의 연인에 대한 악의로 가득 차 있거나, 또는 자신이 성교에 
동의하 기에 부모, 남편, 연인으로부터 징벌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기에 종종 허위 고
소를 한다, (16) 여성이 강간당하 다고 의식적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강

간은 그녀의 환상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 (17) 극단의 강제력이 사용되지 않는 한 
동의 없는 성교는 단지 성교행위일 뿐이다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Beverly J. Ross, 
“Does Diversity In Legal Scholarship Make a Difference?: A Look At the Law of 
Rape,” 100 Dick. L. Rev. 795, 808-810(1996)].

58) Robin Morgan, “Theory and Practice: Pornography and Rape,” in Take Back the 
Night 134, 139(Laura Lederer ed., 1980).

59) 이에 대해서는 오정진, 각주 18 논문, 109-118면을 참조하라.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미의 국가차원에서 조직된 3대 위원회, 미국의 ‘존슨 위원회’, ‘미즈 위원회’ 및 국의 
‘윌리엄즈 위원회’의 활동과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김 환․이경재, 169면 이하에 수록
된 부록을 참조하라.

60) 이은 , 각주 36 논문, 156면; 오정진, 각주 18 논문, 1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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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포르노그래피와 성폭력간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주장은 “메타포” 수준

의 “통속적 인과관계”(folk causation)를 말하는 것 뿐으로 보인다.61) 그러나 오정

진의 지적처럼, 포르노그래피를 보면 성적 흥분이 되지만, 그렇다고 하여 이러한 

흥분이 바로 성폭력으로 직결된다는 볼 수 없으며, 성폭력 근절은 포르노그래피

와 성폭력을 연계시키는 사회적 조건 ―예컨대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존중의 결여 등―을 종식시키는 것이 진정한 해결이라 할 것이다.62)

둘째로, 급진적 여성주의가 도덕적 보수주의자와 동맹을 맺고 있다는 비판이

다.63) 급진적 여성주의의 포르노그래피 금지요청은 “여성을 희생자인 동시에 성

욕이 없는 존재로 묘사하고, 궁극적으로 성전반의 억압을 유도”64)하는 것이며, 

여성을 피해자의 지위로 고착시키고 성문제에 있어서 여성의 수동성을 강화한다

는 것이다.65) 실제 급진적 여성주의는 이성간의 성교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을 취

하고 있다. 드워킨은 자신의 소설 성교 (Intercourse)에서 이성간의 성교는 “여성

을 심리적으로 열등하게 만드는 수단”이며, 열등함 속에서 성교의 쾌락을 즐기는 

여성은 “협조자”(collaborator)라고 낙인찍고 있으며,66) 맥키넌도 “성교의 쾌감은 

자신의 복종을 즐기는 것”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67)

포르노그래피에는 분명 남성지배를 성애화하는 측면이 강하게 존재하지만, 또

한 “전통적 성적 습속을 경멸하고 성적 위선을 조롱하며 성적 욕구의 중요성을 

강조”68)하는 측면도 있는데, 이 속에 여성종속의 요소가 있다고 하여 무차별적으

로 전면 금지하는 것은 “여성은 단지 희생자가 아니라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

고, 성을 욕망하고, 추구하고, 즐기는 행위자”69)임을 무시하고 있다. 요컨대, 급진

61) Dan Greenberg & Thomas H. Tobison, “The New Legal Puritanism of Catharine 
MacKinnon,” 54 Ohio St. L.J. 1375, 1395(1993).

62) 오정진, 각주 18 논문, 112, 179면.
63) 포르노그래피를 둘러싼 여성주의 내부의 격렬한 대립에 대해서는 아트 레빈․캐슬린 
커리, “포르노그라피 논쟁과 여성운동”, 원용진 외, 대중매체와 페미니즘(한나래, 1993)
을 참조하라.

64) 이은 , 각주 36 논문, 157면.
65) 오정진, 각주 18 논문, 177면.
66) Andrea Dworkin, Intercourse 137, 143(1987).
67) MacKinnon, supra note 50, at 218.
68) Lisa Duggan, Nan D. Hunter, Carole S. Vance, “False Promises: Feminist Anti- 

Pornography Legislation,” 38 N.Y.L.S. L. Rev. 133, 156(1993).
69) Id., at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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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여성주의는 “모든 여성이 포르노그래피에 대해 동일하게 비판적인 입장을 가

지고 있다고 전제하고 … 포르노그래피를 여성억압의 중심에 둠으로써 다른 페

미니스트 의제를 쓸어버리고 새로운 도덕적 순결운동을 창출했다”는 비판은 수

긍이 간다.70)

이상의 두 가지 비판점은 사회학, 범죄학이나 여성학의 역이므로 보다 상세

한 논의는 필자의 능력 밖이지만, (형)법학의 관점에서 필자가 특별히 주목하고

자 하는 것은 급진적 여성주의의 포르노그래피 비판을 수용할 경우 필연적으로 

문학․예술의 자유의 침해가 예상된다는 점이다. 물론 맥키넌은 “여성이 종속되

어 있다면 그 작품이 다른 가치를 갖고 있다는 것이 왜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하

는가?”71)라고 강하게 반발할 것이다.

그렇지만 “맥키넌 식의 검열체제(censorship regime)에 내재해있는 해석문제”72)

는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상술한 인디애나폴리스 시조례식의 포르노그래

피에 대한 규제․처벌의 기준에 따르면, ―남녀간의 “평등한” 성행위를 묘사하

는 “에로티카” 이외에는― “하드 코어 포르노그래피”, “소프트 코어 포르노그래

피”는 물론, 여성비하․차별적 성적 표현이 들어 있는 상당수의 문학․예술작품

이 포르노그래피로 낙인찍힐 우려가 있다. 맥키넌이 용인하는 “에로티카”의 모습

이 불분명하고, 반포르노그래피 조례가 사용하는 “성적 대상”, “성적 복종”, “수

치”, “저질․저급”, “지배”, “정복” 등의 용어 자체가 추상적이므로 국가권력의 

남용이 예상되는 것이다. 인디애나폴리스 시조례 자체는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형

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급진적 여성주의의 시각을 한국 현실에 적용

하게 되면 바로 ‘음란물’ 처벌을 규정한 형법의 동원을 초래하는 것이기에 각별

한 주의가 필요한 것이다.

2002년 개봉되어 찬사와 비난을 동시에 받은 김기덕의 화 <나쁜 남자>를 

예로 들어보자. 이 화에서 깡패가 평범한 여대생을 창녀로 만드는데, 이 여성

은 남성이 부여한 자기정체성을 수긍하고 자신을 비참하게 만든 남성을 도리어 

측은하게 여기는 모습이 묘사되었던 바, 국내 여성주의 진 에서는 이 화가 

“모든 여성에게 가해지는 ‘공적 테러’”73)이라고 강력한 비판을 가하 다. 대표적

70) 오정진, 각주 18 논문, 185면.
71) MacKinnon, supra note 38, at 21.
72) Amy Adler, “What's Left?: Hate Speech, Pornography, and the Problem for Artistic 

Expression,” 84 Calif. L. Rev. 1499, 1531(1996).
73) ‘나쁜남자’ 특별좌담, <여성신문> 660호(2002.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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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주유신은, 김기덕의 화는 “여남간의 불평등과 적대성, 여성의 성과 신체

에 대한 극단적인 공격과 침해를 끈질기게 정당화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타자들

에 대한 어떤 성찰도 갖고 있지 않은 무책임한 사회적 배설 행위”이며 “페니스 

파시즘”의 소산이라고 맹공을 가한 바 있다.74) 생각건대, 상술한 인디애나폴리스 

시조례에 따르자면 이 화는 적어도 상술한 (i), (v), (vi)의 요소에 해당되어 반

여성 포르노그래피로 규정되고 화제작자, 감독, 상 관 업주 등은 각종의 제재

를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상술한 장정일의 내게 거짓말을 해봐 와 이현세의 천국의 신화 도 

포르노그래피로 규정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심청이 겪은 ‘매춘의 오디세이’를 통

해 남성의 세계를 적극적으로 헤쳐 나가는 그녀의 삶을 생생하게 묘사한 황석

의 신작 심청 도, 망가져가는 남창(男娼)의 삶에 대한 적나라한 묘사를 통하여 

우회적으로 남성지배 사회에 대한 비판을 시도한 신이현의 신작 잠자는 숲 속

의 남자 도 포르노그래피의 낙인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외국의 예를 들자면, 여성에 대한 강간과 성폭행의 세계를 상세히 묘사하여 독

자로 하여금 폭력적 이미지가 바로 여성에게는 성적 현실이 되는 세상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도록 하 다는 평가를 받는 카렌 핀리(Karen Finley)의 작품, 실제 

발생한 합동강간(gang rape)을 기초하여 만들어진 여성주의 정치활동가 수 코

(Sue Coe)의 작품 등도 반여성적 포르노그래피의 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75) 

그리고 여성의 외음부를 꽃처럼 묘사한 죠지아 오키프(Georgia O'Keeffe)의 작품, 

여성의 성기를 은유적으로 묘사한 접시를 전시한 쥬디 시카고(Juddy Chicago)의 

작품 <디너 파티>(Dinner Party) 등도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전락시킨 반여성적 

포르노그래피의 낙인을 받을 위험성이 있을 것이다.76)

또한 역설적이지만 이 기준에 따르면 급진적 여성주의의 여걸인 드워킨의 소

설도 포르노그래피로 판정될 수도 있다는 실험결과가 나온 바 있다.77) 그녀의 소

설 얼음과 불 (Ice and Fire, 1986)에는 여성이 자신의 남편에게 자신을 고문하

도록 가르치는 장면이 나오고, 자비 (Mercy, 1991)에는 여성이 강간당하는 장면

74) 주유신, “내가 김기덕을 비판하는 이유: 그의 화는 여성에 대한 성적 테러다”, 시네 
21(2002. 1. 18).

75) Adler, supra note 72, at 1526-1527.
76) 이 두 작품의 예술적 의미에 대해서는 The Expanding Discourse: Feminism and Art 

History 436-449, 451(Norma Broude & Mary D. Garrard eds., 1992)을 참조하라.
77) James Lindgren, “Defining Pornography,” 141 U. Pa. L. Rev. 1153, 1219-1220(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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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오기 때문이다. 실제 카나다 연방대법원은 1992년 ‘Regina v. Butler 판결’78)

에서 카나다 형법상의 음란물처벌조항79)의 합헌성을 인정하면서 포르노그래피가 

여성에 해악을 끼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여80) 급진적 여성주의로부터 찬

사를 받았으나,81) 이 판결에 따른 법집행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왔다. 이 판결

에 의거하여 수사기관이 압수한 표현물에는 여러 여성주의적 표현물 ―레즈비안 

잡지와 드워킨의 저작을 포함한―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82)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인디애나폴리스 시조례의 위헌성을 검토하 던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여성종속의 묘사가 그 종속을 구화하게 된다는 이 조례의 문

제의식에는 일정하게 동의하 지만,83) 이 조례에서 정의된 포르노그래피의 정의

가 명확하지 않고,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반대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서서 동 조례의 위헌을 결정한 것이다.

그리고 상술한 1992년의 ‘Butler 판결’도 (i) 문학적․예술적 또는 그와 유사한 

목적의 성표현물은 ‘음란물’의 범주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ii) 포르노그래피의 사

적인 소유는 허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 던 바, 이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

다.84)

Ⅳ. 맺음말

‘음란물’ 또는 포르노그래피의 핵심은 여성이 억압, 대상화, 비인간화되는 속에

서 남성지배가 성애화되는 것이라는 급진적 여성주의의 통찰은 탁월하며, 기존의 

성도덕 중심의 ‘음란성’ 판단의 남성중심성과 추상성의 문제점을 여지없이 드러

내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급진적 여성주의의 시각이 일체의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규제와 검열, 나아가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쪽으로 전개된다면 필연적으로 문학․

78) [1992] 1 SCR 452.
79) Criminal Code, R.S.C. ch. C-46 163(8)(1985)(Can.).
80) Id., at 507-508.
81) 맥키넌, 포르노에 도전한다(각주 2), 141-151면; Morrison Torrey, “The Resurrection of 

the Anti-pornography Ordinance,” 2 Tex. J. Women & Law 113, 123(1993).
82) Nadine Strossen, Defending Pornography 232-237(1995).
83) American Booksellers Association v. Hudnut, 771 F.2d 323, 329(7th Cir. 1985), aff'd 

mem., 475 U.S. 1001(1986).
84) [1992] 1 SCR 452, 486, 501, 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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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의 자유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필자는 ‘음란물’ 또는 포르노그래피의 문제를 성도덕 수호의 문제로 보는 도덕

주의적 입장에 반대하지만, 또한 남성지배와 여성종속의 표현 여부를 기준으로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규제․처벌을 추구하는 급진적 여성주의의 입장에도 반대

한다. 각 입장은 서로 간에는 판이한 잣대로 대상물에 대한 규제․처벌 여부를 

결정하지만, 서로 공통된 점은 각각의 잣대에서 어긋나기만 하면 “하드 코어 포

르노그래피”, “소프트 코어 포르노그래피”, 문학성․예술성 등을 세 히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음란물’ 또는 포르노그래피라고 규정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이때 형벌권을 휘두르는 국가로서는 각 입장의 차이는 중요하지 않으며, 어느 입

장을 원용하건 간에 처벌의 폭을 넓힐 수만 있다면 만족할 것이다.

필자는 (i) 강간, 고문, 폭행, 상해 등을 포함하는 “폭력적 성표현물”, (ii) 시체

와의 성교, 동물과의 성교 등 폭력은 행사되지 않지만 인간의 지위와 품위를 저

하․손상시키는 성표현물, 또는 일방의 성을 다른 성의 종속적 대상으로만 묘사

하는 성표현물, (iii) 아동 포르노그래피 등 인간존엄 내지 인간성을 왜곡하는 “하

드 코어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85) “하드 코어 

포르노그래피”도 ‘표현의 자유’의 일환일 수 있겠으나, 그 자유가 헌법상 최고의 

기본권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제10조)를 침해하면서까지 보장될 수는 없는 법

이다. 사실 급진적 여성주의의 요청은 이상의 부류의 성표현물을 처벌해야 한다

는 주장으로 흡수될 수 있다.

그러나 급진적 여성주의와 필자의 차이는, 필자는 포르노그래피 여부를 판단하

는데 있어 당해 성표현물의 예술성․사상성에 대한 판단이 선결되어야 하며, 그 

판단은 급진적 여성주의가 독점할 수는 없고, 그 성표현물의 예술성․사상성이 

인정되면 설사 그 성표현물 속에 포르노그래피적인 요소가 들어 있더라도 (형)법

적 개입을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점이다. 급진적 여성주의의 관점에서 볼 

85) 아동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제재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New York v. Ferber, 458 U.S. 
747(1982)을 참조하라. 김 환과 이경재는 동성애는 전통적 성풍속에 반하며 AIDS의 
원인이 되는 등 “사실적인 해악성”이 있으므로, 비폭력적 동성애 성표현물을 “하드 
코어 포르노그래피”에 포함시켜 금지․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김 환․이경

재, 140-141면). 그러나 합의에 기초한 성인간의 동성애 자체는 범죄가 아님은 물론이
고, 동성애가 현대 사회에 실재하는 애정생활의 한 형태이며, 또한 동성애자가 AIDS 
감염 확률이 높다는 점은 사실이나 동성애가 AIDS의 근원이라고는 확언할 수는 없다
는 것이 현재 학계의 정설이라고 할 때, 동성애를 표현한 성표현물이라고 하여 바로 
“하드 코어 포르노그래피”라 분류되어 금지의 대상이 분류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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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반여성적 요소가 있는 문학․예술도 분명 문학․예술이며, 그 반여성적 성격

에 분노하여 문학․예술 자체에 대한 금압을 시도해서는 안된다. 문학․예술에 

대하여 ― 어식 표현을 사용하자면― “정치적으로 올바른”(politically correct) 

작품만을 만들라고 강제할 수는 없는 법이며, 해당 작품의 반여성성에 대한 해결

은 (형)법 동원이 아니라 논쟁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86) 이러한 맥락에서 필

자는 다음과 같은 ‘미국시민자유연맹’(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회장인 네

이딘 스트로센의 말에 동의하고 있다:

“여성은 자유와 안전, 언론과 평등, 존엄과 섹슈앨리티 각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해서는 안된다. 여성은 우리의 정체성을 버리지 않으면서 성적 존재일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개인적 안전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성교의 흥분과 성적 표

현을 즐길 자격이 있다. … 자유와 평등을 사랑하는 여성에게, 빅 시스터는 빅 

브라더 만큼 환 받지 못한다.”87)

주제어: 음란물, 포르노그래피, 급진적 여성주의

86) 예컨대, 여성계간지 <이프>와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이 무대에 올린 ‘2002 이 란 모노

드라마 ― 자기만의 방’은 화감독 장선우․김기덕․이창동씨의 남성우월적 시각에 

대하여 비판을 가한 바 있다.
87) Strossen, supra note 81, at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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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scenity or Pornography Revisited

Kuk Cho
＊

88)

The definition of obscenity by the Korean Supreme Court is “moralistic” in 

the sense that the criminal sanction is to be taken if by the moral standards of 

society a material as a whole is judged to appeal to the prurient interest by 

containing detailed and offensive sexual depiction and description. The value of 

freedom of expression is partially considered in the definition and accordingly a 

number of literature and artistic expressions have been punished as obscene.

Recently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applied a new “liberal” standard, 

limiting the scope of punishable obscenity to “the sexual expressions that destroy 

human dignity,” and emphasized on the role of the “mechanism of ideas' 

competition” before punishing obscene materials. However, this new standards has 

not been practically accepted by law enforcement authorities and lower courts.

On the other hand, the radical feminist anti-pornography arguments by Andrea 

Dworkin and Catharine A. MacKinnon to some extent influenced Korean 

feminists. It is worth listening to the feminist voices; they wonder in defining 

obscenity why prurience counts but powerlessness does not, and why sensibilities 

should be protected from offense better than women from exploitation; 

importantly they argue, pornography, sexualizing the male dominance, causes 

harm, and the law should change to recognize and alleviate that harm.

However, it needs to take a caution against the interpretive problems inherent 

in the radical feminist censorship regime. The vague concepts in the radical 

feminist “anti-pornography ordinance” such as “sexual objects,” “filthy or 

inferior,” “domination,” “exploitation,” and so forth, inevitably give a wide 

discretion to the law enforcement authority, resulting in infringement upon the 

＊ Assistant Professor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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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dom of expression.

Criticizing both the Korean courts' moralist standards and the radical feminist 

arguments, this Article argues that criminal law should be applied only to the 

“hard-core pornography,” not to the sexually explicit literature and art expressions 

even if they contain pornographic elemen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