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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성착취 떼가 발견한 법제도의 틈새
- 온라인 시민사회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신성연이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활동가)

웹하드카르텔이 폭로되면서 불법촬영물 유통으로 이윤을 얻는 성착취 산업이 오래 전부터 조직화
됐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번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으로 한 꺼풀 더 밝혀진 것은, 기업형 성착취를
본받는 수많은 소상공업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갓갓이나 박사처럼 서열을 갖춘 조직을
만들기도 하지만, 성착취물 거래로 소소하게 용돈을 벌며 커뮤니티 생활을 즐기는 계원으로 남기도
한다. 이처럼 온라인 성착취 네트워크의 최신 집결지였던 텔레그램에서 발견된 자들은 더 이상 성착취
물을 내려받기만 하는 수동형 구성원이 아니다. 소라넷에서부터 텔레그램까지, 성착취 현장을 거치며
교육받은 이들은 이제 모두가 생산자이자 소비자이자 유통망으로서 기능한다.
이 글에서는 사이버성폭력이 법제도 안에서 어떻게 방치되었는지, 이로써 시민됨에 실패한 이들
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본다.

유포협박
텔레그램 성착취는 유포협박으로 성립되었다. 성착취 정범들은 피해 여성의 촬영물을 확보한 뒤
이것을 주위에 퍼트리겠다며 윽박질렀다. 유포협박에는 많은 장치가 필요 없었다. “나는 네가 스스로
찍은 너의 몸 사진을 가졌다”는 말은 피해자에게 “문란한/음란한 여자”로 낙인찍힐 것이라는 두려움
을 조장한다. 이 두려움은 몹시도 합리적이다. 법원에서 성폭력으로 판결한 사건에서조차 피해자는
비난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이미 사회에 존재하는 피해자 낙인찍기는 이들의 협박을 조력했다.
유포협박으로 피해자를 옭아매려는 시도는 가해자들의 흔한 수법이다. 현재 성적 촬영물 유포
협박은 일반 협박 범죄로 해석된다. 불법촬영물이라면 성폭력처벌법에 해당될 수 있으나, 합의하에
촬영했거나 스스로 촬영한 경우는 제외된다. 그러나 협박 때문에 촬영에 나선 피해 사례가 너무나
많은 상황에서 이러한 해석은 결국 가해자의 손을 들어주는 결과를 낳는다. 연예인이었던 파트너에게
“[촬영물을 퍼트려] 인생 끝장나게 해줄” 것이라고 말한 최종범에게 재판부는 성폭력 혐의 없음을
선언했다. 당사자 여성의 주위에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은 그의 사회적 지위를 파괴하겠다는
협박이다. 이 협박이 오직 불평등한 젠더 관계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떠올리면, 유포협박을 성폭력
관점에서 처벌해야 하는 이유는 더욱 분명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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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백한 관전자는 없다
‘텔레그램 성착취 방에 모인 가해자들을 전부 더하면 26만 명이라더라’ 하는 이야기가 나오자 많은
남성들이 펄쩍 뛰었다. 여전히 텔레그램에 모여 상황을 지켜보는 자들도 불만을 쏟아냈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보는 것까지 문제 삼을 수 없다”였다. 남성문화에서 “야동”을 함께 소비
하는 것이 얼마나 보편적이며, 어떤 효능을 발휘하는지 더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단체 채팅방
등의 열린 공간에서 여성을 성기로 환원시키는 영상을 버젓이 공유하는 행동은 이것을 묵인하고 방관
하는 태도를 함께 키운다. 여성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 강인한 남성성이라는 왜곡된 관념은 21세기
까지도 수치심이나 부끄러움을 느끼는 데 실패했다.
성착취물을 보는 것 역시 피해를 일으키는 가해다. 시시때때로 변종하는 성착취 산업은 이제 스트
리밍 기술도 이용한다. 한 번 유포된 촬영물은 완전한 삭제가 어렵고, 이것이 피해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고려하면 성착취물을 내려받거나 스트리밍 방식으로 소비하는 것도 가해임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본인이 가진 성착취물을 언제든 유포할 수 있다는 점도 위험 요소다. 이런 바탕에서 ‘소지죄’
신설을 고민한다.

“음란”이 야기하는 문제들
현행법은 불법촬영물을 비롯한 성적 촬영물이나 성 표현물의 위법함을 따질 때 음란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1) 2019년 6월, 리얼돌에 관한 대법원 판결문에서는 미풍양속을 해치는 음란성을 “사회
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음란’이라는 개념은 사회와 시대적 변화에 따라 변동하는
상대적이고도 유동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모순된 설명이다. 음란은 대법원의 말처럼 “상대적이고도
유동적인 것”이므로 법적 개념이 될 수 없는, 관습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자의적 관념이다. 한국 근
현대사를 풍기문란 단속의 계보로 살핀 『음란과 혁명』의 저자 권명아 교수는 “음란은 개념이 아니라
풍속 통제라는 분류 장치가 생산한 분류 태그 같은 것”이라고 말한다.2)
무엇이 얼마나 음란한지는 보는 사람에 의해 규정된다. 따라서 음란성을 기준으로 성 표현물의
범죄성을 판단하려고 하면 그야말로 “느낌적 느낌”에 의존하게 된다. 결국 이것은 “레깅스 판결” 같은
황당한 일을 만들거나3) 해당 영상물에 등장하는 피해 여성의 모습을 봐야만 한다는 강박을 낳는다.
1) 성폭력을 음란의 관점에서 판단하려는 시도는 다음의 법률들에서 발견된다. 형법 제244조 음화제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2) 권명아 페이스북, 2020년 3월 29일.
3) 재판부는 ‘음란하지 않아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는 것’의 견본으로 스키니진을 들었고, 그것과 비교해 레깅스가 더
음란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했다. 박다해, 「“레깅스 불법촬영 무죄” 법원, 판결문에 피해 여성 사진
실었다」, 『한겨레』, 2019년 11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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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문제인 것은 “음란”이라는 말이 피해자를 공격하는 언어로 쓰이기도 한다는 점이다. 1975년,
『조선일보』는 「정조 38선서 연예 스캔들까지」라는 기사에서 “풍속사범의 역사가 해방 직후 미군이
여성의 정조를 유린한 사건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한다. 이 사건은 1947년에 미군과 내연 관계였던
18세 여성이, 미군이 미국으로 돌아가자 임신을 중단한 사실이 드러나 구속된 것을 말한다. 우익 단체
였던 대한독립촉성회는 이 사건에 대해 〈겨레의 정조의 옹호와 풍기의 단속을 부르짖어〉라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허영녀들을 “민족의 감시로써 깨끗한 삼천리강산으로부터 말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4)
이 기사에서 발견되는 여성의 위치는 성범죄 혹은 성적 범죄의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다. 정조
관념으로 여성을 옭아매는 관습이 생생한 상태에서 여성이 법적 권리를 가진 주체라고 헌법상 인정
되자, 아이러니하게도 이 진일보는 여성을 풍속사범 가해자로 낚아챘다.
사이버성폭력의 본질을 가장 잘 보여주는 지인능욕 범죄에서도5) 피해자의 음란성을 내세워 심리적
면죄부를 얻고자 하는 장면이 포착된다. 가해자들은 해당 여성의 이름과 나이를 비롯해 그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설명하고 아래에 포르노그라피 텍스트를 덧붙이는데, 모든 텍스트는 예외 없이
‘섹스 좋아하는 문란한 여자’, 즉 음란을 변주한다. 그들은 그 여성이 음란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고, 따라서 죄는 그들에게 있다고 말하고 싶어 한다. 이것은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몸가짐’을
지적하고, 성매매 여성들은 성폭력을 입을 수 없다는 등의 낙인을 찍는 목적과 같다.
성착취물을 음란성으로 판단하는 것은 성폭력 사건의 본질을 가릴 뿐더러 피해자를 공격하는
언어로 쓰일 수 있다는 점에서 폐기되어야 한다. 성착취는 음란의 문제가 아니라 성폭력 문제다.

온라인 시민사회의 재구성
텔레그램 성착취 건으로 검거된 범죄자들의 연령이 10대부터 시작되고, 그들이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은 온라인 성착취 집단의 재생산이 얼마나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보여주는 증거다.
성착취 현장을 학교 삼아 강간문화를 학습한 이들은 여성의 인격을 훼손하려는 목적으로 구성된
커뮤니티에서 여성을 더욱 폭력적으로 능욕하는 게임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다. 이 가운데 일부는
갓갓, 박사, 다크웹 〈웰컴투비디오〉의 운영자처럼 성착취를 ‘사업’으로서 받아들였다.
온라인 공간은 오프라인 공간의 문제점을 그대로 반영하거나 혹은 과장･확대된 형태로 나타난다.
물리적 세계가 기운 만큼 온라인 세계도 함께 기운다. 반성폭력 운동은 법제도가 성폭력을 성폭력으로
바라보고 처벌하기를 위급한 심정으로 촉구한다. 2019년 기준, 만 3세 이상 인구 가운데 최근 1개월
이내 1회 이상 인터넷을 사용한 사람의 비율은 91.8퍼센트였다.6) 지금 우리 사회에는 온라인 시민
사회를 재구성해야 한다는 위기의식이 필요하다.
4) 권명아 지음, 『음란과 혁명』, 책세상, 2013, 187쪽.
5) 지인능욕 범죄는 이제까지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에 근거해 처벌받았으나 앞으로는 올해 3월에 신설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생겼다.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2020년 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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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옥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연구위원)

1. 디지털 성범죄와 액체 공포
디지털 성범죄가 지니는 특성은 온-오프라인의 결합 양태를 더해, 이미지 파일의 무한복제 가능성에
있다. 이는 바우만이 정의한 액체성 공포, ‘유동하는 공포’의 요소와 맞물린다.1) 아래 인용문에서처럼
바우만은 액체 근대(liquid modernity)를 신뢰할 수 없는 사회와 노동을 통한 생존 불가로 인한
공포로 설명한다. 더 구체적으로 액체성 공포는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경계를 넘나드는
‘어떤 것’에 대한 공포이며, 이 액체는 침입자이며 무질서를 가져다주는 예측 불가한 무엇으로 사람을
패닉에 빠트린다. 텔레그램 성착취로 이어지는 소라넷, 다크웹, 불법촬영, SNS 상의 단톡방 및 온라인
커뮤너티에서 매일 같이 벌어지는 성희롱 등의 디지털 성범죄는 지금 디지털 세대의 여성에게는
그 누구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를 주입한다.

바우만은 ‘액체근대’에서 고체성과 액체성, 무거움과 가벼움의 은유를 사용하여 근대를 두 시기로 나눈
후, 근대를 시작부터 “견고한 모든 것을 녹이는” “액화” 과정으로 규정한다.2) ‘액체 근대’의 특징은
‘사회 없는 개인화’와 ‘노동에 대한 안전장치의 소멸’로 인한 가벼움, 그리고 이로 인한 공포이다. 개인은
고통의 ‘공적 이해 관심사’를 공유하거나, 공동의 문제로 응결하지 못한다. 그리하여 모든 것은 “자기
스스로에게 매질하는 것”으로 바뀐다. 최고 권력기구들이 소멸한 액체 근대에서 생존은 개인의 몫이다.
지속적인 불안과 불확실성 속에서, 그나마 의지할 것이라고는 매체가 만든 정보와 지식이다. 바우만의
위험사회는 위험이 지역적이나 계층적으로 한정되지 않으며, 예측과 통제가 불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2030 세상 읽기, 이진송, “일상화된 공포에서 살아남기”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605111438237682

2016년 강남역 여성 살인 사건은 한국 사회에서 가장 중차대한(significant) 사건으로 기록된다.
한 여성의 죽음에서 수많은 여성들은 그녀가 나일 수도 있었다는 시민의 연대 의식을 표했고, 행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일상 세계에서 그녀들의 행동은 이 사회가 여성에게 얼마나 적대적인지를 깨우치게
했다. 세월호의 추모 집회에서는 함께 위안하고 격려했던 주위의 사람들이, 강남역의 추모의 행위에는

1) 지그문트 바우만, 함규진 옮김, 2009, 『유동하는 공포』, 산책자.
2) 지그문트 바우만, 이일수 옮김, 2009, 『액체근대』, 도서출판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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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난의 언어가 난무했고, 추모 집회에 참여한 일부의 여성은 일상 세계에서 친밀한 관계의 남성들과
싸우고, 대학의 에브리타임에서 사진이 돌아다닌 후 조리돌림을 당하고, 직장에서 해고되는 경험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그리고 우리가 목격한 장면은 2016년 이대 시위와 2018년 불편한 용기에 참여한 여성은 모두
마스크를 쓴 익명의 개인들이었다. 공포정치의 핵심에는 사회에 대한 불신이다. 세월호 이후 국가는
없다, 안전은 개인의 몫이라는 정서는 20대 여성에게는 촛불시위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음에도
달라질 것은 없었다. 바우만이 설명하듯, 액체 근대에서 생존은 개인의 몫이라는 감각은 그 어떤
누구도, 사회도, 국가도 내 삶을 책임져질 수 없다는 공포로 규율된 개인들을 탄생시킨다.
아래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서울시에 거주하는 여성 중 43%는 디지털 성범죄의
직간접적인 피해의 경험을 지니고 있다. 한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는 4월 6일 기준 10,284명
인데 반해, 텔레그램 N번방에 가담자의 수는 26만명으로 추정된다는 사실만으로도 30대 이하 여성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여성이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된다는 통계치는 그리 놀랍지도 새롭지도
않다. 여성들이 한 명의 남성도 침입자이며 경계해야 할 공포의 매개자로 인식하게 하는 것은 텔레
그램 N번방을 출현시켰던 디지털 성범죄 뿐만 아니라 성매매 문화와 강간문화를 지탱해온 국가와
탁현민을 옹호한 한국의 남성 권력 집단이 지배하는 한국 정치･경제･사회의 구조에 그 일차적 원인이
있다.3)

3) “성매매, 성매매 알선 사이트, 불법 촬영물, ‘룸’이라는 이름의 변종업소, ‘벗방’과 같은 성인방송, 그리고 피해로
인해 파생된 디지털 장의사까지. 모두 성착취를 기반으로 굴러가는 산업이다. 하지만 이런 대규모 성착취 시장
규모에 대한 조사는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이뤄진 적이 없다. 일부 성매매 시장 규모에 대한 조사는 몇 차례 이뤄
졌으나 그마저도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 추정치에 불과하다.
여성가족부의 2010년 ‘성매매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1년 성매매 거래액은 6조6367억원에 이른다.
규모별로 보면 성매매 알선업체를 통한 액수가 5조4030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고 성매매 집결지 5765억원, 변
종 성매매 2547억원, 해외 성매매 2195억원이 뒤를 이었다.
이는 다른 산업과 비교했을 때 압도적인 규모다. ‘KB 자영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커피시장의 규모는 6
조8000억원(2018년) 수준이다.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영화 산업은 어떨까. 영화진흥위원회가 발간한 한국
영화산업 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영화시장의 전체규모는 2조3764억원이었다. 성매매 시장을 30조라
고 봤을 때, 커피시장의 4배, 영화시장의 13배 정도라는 수치가 나온다.”
경향신문, 2020.04.05., “커피 산업 4배 넘는 성착취 산업, 실태조사는 없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4050904001&code=940100&fbcli
d=IwAR2yjFDGAzCxPS-xQiuIWAfRSruaqFhoM1AQy48V9s5ECtSBz2opjP7Y8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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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조선일보, 2020.03.29. “N번방, 우리 옆의 괴물들… 모두가 공범이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27/2020032704709.html4)

2. 도덕화 프로젝트로서 페미니즘의 권위주의?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과거의 여성에 대한 성착취의 관행의 연속선상에서 이해해야 한다. 더불어
디지털 성범죄가 현존하는 법적 테두리에서도 양형 기준이 낮게 적용되어, 가해자들은 범죄임을 인식
하면서도 과거의 선례를 참고하여 법망을 피해 버젓이 성범죄를 자행해왔다는 점에서 남성 중심적인
제도에 의해 승인된 것과 다를 바 없다. 발제자가 언급한 것처럼 디지털 성범죄를 다루는 데 문제는
법의 실행주체가 디지털 환경의 변화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안 하고 있다는 데 있다. 피의자와
피해자 다수는 10대5)라는 점은 텔레그램 n번방에 대한 일부 기성 부모 세대들의 경각심을 일깨우
는데 도움이 되었을 터이나, 여전히 다수에게는 가해자의 악마화로 문제의 근원을 비껴간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20대 남성의 낮은 지지율로 20대 남성에 대한 연구는 전사회적으로 활발하게
논의된 반면, 20대 여성에 대한 연구는 여성학자 일부에 의해 이루어질 뿐 사회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020년 1월 2일 텔레그램 N번방에 대한 제2차 국민청원이 시작되었고, 2020년 1월
15일 리셋팀에 의해 국민동의청원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1월 말 숙명여대 트랜스젠더 여성의 입학
소식이 전해지면서, 텔레그램 N번방의 논의는 트랜스젠더 여성의 입학에 대한 찬반 여론으로 수면
아래 가라앉았다. 분명한 것은 N번방에 대한 청원의 열기와 트랜스젠더 여성의 입학에 반대하는 이들
4) 중앙일보, 2019.12.02., “서울 여성 절반, 디지털성범죄 직･간접 피해…대응은 7% 불과”
https://news.joins.com/article/23646660
5) 경찰에 따르면 2일 현재 ‘n번방’ 관련 피의자 140명 중 25명이 10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최대 2만명이 접속한
단체대화방을 운영하며 성착취물을 유포한 ‘태평양’ 이모(16)군과 제2의 n번방을 개설한 ‘로리대장태범’ 배모
(19)군 등 핵심 피의자 가운데에도 10대가 있었다.
국민일보, 2020.04.02. “일베･남초･지인 능욕… ‘n번방’ 잡고보니 10대 수두룩”
“이들 사건의 피해자는 총 103명이며, 이 중 10대는 26명 20대는 17명, 30대는 8명, 40대는 1명 등으로 파악
됐다. 나머지 51명은 경찰에서 접촉하지 못해 나이가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 전체 피해자 103명 중 '박사방' 피
해자만 7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토마토, 2020.04.02., “경찰 "'n번방 등' 피해자 103명 확인…10대 2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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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 상당한 교집합이 있다는 점이다.
주류 언론과 여성학자들, 여성운동단체는 당시 트랜스젠더 여성의 입학에 반대하는 여성들, 정확
하게는 자칭 래디컬 페미니스트들을 “혐오 세력”이라고 규정하는데 이견이 없었고, 그 페미니즘은
틀렸다고 선언한다. 소수자와 타자에 대한 배타적 언어의 사용을 혐오라고 규정한다면, 한국의 근대성은
혐오로 점철되어 있으며 한국인 = 혐오 집단이라고 정의해도 무리가 없다. 한국 사회는 이 변종의
페미니스트들을 궁금해하지 않았다. 여성학자들은 래디컬 페미니스트들에 대한 민속지학적 분석마저
포기했고, 여성운동가들은 이들의 절규를 외면했고, 대신 남성 지식인들과 함께 이들에 대한 도덕적
훈계의 오케스트라를 연주했다. 나 자신도 이러한 비판의 대상에서 예외일 수 없다.
정치적 옳음을 둘러싼 논의의 혼란 상태는 수사적 화려함 때문이 아니다. 정치적 옮음 운동의 가장
극단적이고 우스꽝스러운 표현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그러한 진전의 주요한 특징들을 제대로 이해
할 수 없게 한다. ... 정치적 옳음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그것이 삶의 방침에 새로운 에티켓을 제공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의 도덕화 프로젝트이다. 새로운 에티켓은 인간 행동을 규제하는
하나의 대안적 방법을 제공한다. 그것이 강조하는 책임 있는 행동은 항상 은연 중에 개인적 삶의 영역
으로 침투할 위협을 포함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새로운 에티켓이 개인적 삶에 침투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하는 것은 그것의 도덕적 충동이며, 그것에 신뢰할만한 권위를 부여하는 것은 전통적 도덕의 실패
이다. 새로운 에티켓은 바로 이 권위주의적 도덕에 기초하여 자신이 판결하고 검열하고 처벌할 권한을
가진다고 믿는다(푸레디, 2011: 290~291).6)
만약에 정체성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면, 이런 형태의 논쟁 전술은 완벽하게 합리적이다. 정체성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말은 공평한 대화의 장은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 그리하여 금기가 논쟁을 대체
한다. 평균보다 더 특권적인 우리의 캠퍼스들은 때때로 태곳적 종교의 세계에 머물러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특정 주제들에 대해서 발언하는 것은 오직 승인된 정체성 지위를 가진 자들에게만 허용된다.
특정 집단 – 현재는 트랜스젠더 집단 –은 일시적으로 토템에 준하는 중요성을 부여받는다. ... 명제들은
참이거나 거짓이라고 판정되는 것이 아니라 순결하거나 불결하다고 판정된다. 명제뿐 아니라 간단한
단어도 순결하거나 불결할 수 있다(릴라, 2018: 94~95).7)

도덕화 프로젝트의 관점에서만 래디컬 페미니스트를 접근하는 것은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성 전쟁
(Sex War)에 대한 무지를 방증하는 것이거나, 고의적 무시를 표현하는 것이다. 트랜스젠더 여성에
대한 반대 성명 이후 이들에 대한 도덕적 훈계는 지나칠 정도로 많았던 반면, 이들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거나 트랜스젠더 여성과 소위 시스젠더 여성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 및 이해관계의 충돌에 대한
논의 자체가 금기시 되었다. 이 둘 사이를 매개하고 구체적인 정책적 과제 도출을 위해 필요한 사회적
숙의의 시간도 공간도 허용되지 않았고, 트랜스젠더에 대한 중간 지대를 “가장 위험한 입장”으로
규정해버림으로써 공론장 자체를 봉쇄해버렸다.8)
6) 프랭크 푸레디, 박형신･박형진 옮김, 2011. 『우리는 왜 공포에 빠지는가?』, 이학사
7) 마크 릴라, 전대호 옮김, 2018, 『더 나은 진보를 상상하라』, 필로소픽
8) 경향신문, 2020.02.21. [가장 보통의 사람]"트랜스젠더 문제에 중립? 가장 위험한 입장“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22107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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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대 여성 주체의 시민권 회복으로부터
이들이 텔레그램 N번방의 20만명 이상의 국민 청원과 10만명 이상의 국민 동의 청원을 성공으로
이끈 주역이라는 점 또한 거의 언급되지 않는다. 청원을 이끌고, 국회 법사위에서 텔레그램 성착취
실태 보고서를 제출한 리셋팀과 더불어 리셋팀과 정책 협약을 맺은 여성의당에 대해서 절대 다수의
여성학자들과 여성운동단체 대표자들은 기이한 침묵을 유지한다. 이러한 여성계의 태도는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던 2018년 불편한 용기의 혜화역 시위에 대한 침묵의 연장선에 있다. 그러나 이 침묵과
무관심은 한국 사회의 근저에서 변화하고 있는 흐름을 사소화하거나 간과함으로써 여성 의제 및 사회
문제의 진단과 해결에 방해가 될 것이다.
이 여성들이 지니고 있는 공포의 감각과 사회의 불신은 디지털 성범죄와 사회에서 강요된 여성성,
성별임금격차 및 여성 고용의 불안정성에 의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20대 페미
니스트는 공포와 불신을 굴복하지 않고 탈코르셋와 4B(비혼, 비출산, 비연애, 비섹스)9)로 일상의
세계에서 온몸으로 저항하고 있다. 이민경(2019)은 탈코르셋 운동을 실천하고 있는 이들과 이들
밖의 세계 사이의 통역자를 자처하며, 탈코르셋 운동에 대한 질문은 “가장 옳은 관점을 찾아낼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이미 가진 관점과 감각을 출발점으로 삼는 순간부터 비로소 시작된다”는
점을 당부한다.

탈코르셋 운동은 결론을 끝까지 내리고 나서야 입장을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거나 논쟁을 위해 제시된
추상적 관념이 아니라, 내 몸으로 감각하며 풀어갈 수밖에 없는 운동이라는 사실이다. 머릿속으로 고민
할수록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며 원을 그릴 뿐이다. 내 몸이 위치한 현실, 현실에 위치한 내 몸에서
출발하지 않고서는 결코 탈코르셋에 관한 논의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니 앞서 내가 제기한 의문
들을 비슷하게 품고 있으리라 생각되는 독자들에게 당부드린다. 탈코르셋이라는 주제를 눈앞에 평면으로
펼쳐진 한 폭의 그림이 아니라 끊임없이 걸어나가야 하는 통로로 인식하시기를, 이때 움직임의 주체는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의 몸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이민경, 2019: 22~23).

“내가 너를 지킬게”, “더 이상 자매를 잃을 수 없다”고 외치는 이들이 수면 위로 부상시킨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해결과 디지털 성범죄 척결을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은 공포와 불신에 맞서 만들어
내고 있는 이 여성 정치 주체들의 온전한 시민권 확보에 있다. 혐오의 발화 대신 아닌 시민으로서
정당하게 요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 숙고하고 그를 위한 제도적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9) 비비탄의 강화 버전. 비혼과 비출산뿐 아니라 남성중심적 섹스, 불법촬영을 통해 돈을 버는 남성의 경제적 구조를
붕괴시키려면 비섹스와 비연애가 필연적이라는 의미이다. "남성이 불법촬영물 유포 → 웹하드 업체가 유통 →
남성이 소비 → 불법촬영 없는 숙박업소를 알려준다는 어플과 불법촬영하는 숙박업소 유착 → 디지털 장의사 등장
→ 남성이 만든 불법 촬영 기기 탐색기로 경제적 이익"이라는 구조를 붕괴시켜야 한다는 뜻이다.
https://femiwiki.com/w/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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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경은 『사람, 장소, 환대』에서 사람을 관계와 사회 내에서 ‘장소성(place, position)을 추구하며
성원권을 놓고 인정 투쟁하는 존재로 규정한다.(김현경, 2015) 저자는 사람과 인간을 구분한다. 사람은
“어떤 보이지 않는 공동체-도덕적 공동체-안에서 성원권”을 갖는다는 뜻이다. 즉 사람됨은 일종의
자격이며, 타인의 인정을 필요로 한다. 인간이라는 것은 자연적 사실의 문제이지, 사회적 인정의 문제가
아니다. 어떤 개체가 인간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보기 전에도, 이름을 부르기 전에도 그 고유한 특성에
의해 이미 인간일 것이다. 반면에 어떤 개체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사회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어야 하며, 그에게 자리를 만들어주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는 공간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게 된다. 사회란 다름 아닌 이 공간을 가리키는
말이다.
송재범, “교실, 혐오의 공간인가 환대의 공간인가” 2020.04.01.
https://21erick.org/column/3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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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입법 과제

이현숙 (탁틴내일 상임대표)

얼마 전 내한한 캐서린 맥키넌은 강연에서 ‘성희롱은 아동성폭력과 구조가 똑같다’고 말했습니다.
조정을 통해 신뢰를 얻어내고 의존하게 하고 신고하는 사람들을 공동체가 배신하기 때문입니다.
아동성폭력은 전체적인 젠더 위계질서체계에 기본이 되는 관습이고 강간과 성희롱, 성매매가 힘이
약한 사람들에게 강요되는, 힘이 강한 사람에 의한 성행위이고 권력이 있는 남성성과 권력이 없는
여성성을 구성하고 이 역학관계가 포르노그래피에서 성애화되는 관계이고 그것은 불법촬영도 포함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아동성폭력은 성별 위계질서 체제에 대해서 다른 그 무엇보다도 더
많이 알려주고 있고 가장 보호받아야할 아동조차 보호하지 못하는 사회에서 일반 여성들이 폭력으로
부터 보호 받는 것을 기대하긴 더욱 어렵습니다.
디지털 기술, 디지털 공간은 젠더 중립적인 기술 공간이 아니라는 김애라 연구위원의 의견에 전적
으로 동의합니다. 또한 윤덕경 연구위원이 제안한 보호법익 전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대해서
동의하며 형법 상 사생활 침해의 죄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동 대상 성범죄는 UN 등 국제 사회에서는 ‘성착취’로 규정하고 성폭력, 성매매, 성학대, 인신매매,
포르노그라피 등을 모두 성착취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은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로 ‘아동이용음란물’은 ‘성착취
혹은 성학대 이미지’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디지털 기술 및 온라인에 매개로 확산되는 아동 성착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고려하는 개념이
‘그루밍을 범죄화하기’입니다.
아동이용음란물의 문제점을 아동들의 삶은 성폭력뿐만 아니라 착취의 영구적인 기록에 의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며, 성적인 착취가 발생하는 경우, 성범죄자는 이를 필름이나 비디오에 기록하는데,
이 기록들은 다시 아동을 협박하여 또 다시 그들을 복종케 하는 '무기'가 되어 이러한 관계를 지속
하고 비밀을 유지할 수 있게 되며, 이렇게 기록된 이미지들은 다시 성범죄자들의 성적 환상을 '재현'
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런 이미지들이 온라인 공간에 공개되면 회수는 불가능해지며 영원히 유포될
수 있어, 아동은 이미지가 관람될 때마다 계속해서 희생됩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전 세계의 조직범죄1) 및 테러집단2)들이 활동자금 마련의 수단으로 아동포르
1) AM with Tony Easily, 일본 조직범죄집단 야쿠자와 아동 포르노그라피(호주 라디오방송 2009년 10월20일)
http://www.abc.net.au/am/content/2009/s2718553.htm(2010년 1월 28일 최종 접속)(국제실종착취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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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그라피를 적극 이용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동의 수가 많고, 접근성이 용이하며,
아동 포르노그라피는 제작이 쉽고 돈이 많이 들지 않고, 게다가 이를 소비하고자 하는 대규모 시장
이 존재하고, 그에 따르는 수익이 천문학적이고 무기나 마약 거래와는 비교할 수 없이 위험부담이
적은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아동포르노그라피를 포함한 성적 착취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논의해야 합니다. 해외 모델 법률 등을 참고하여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몇가
지 생각과 자료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1. 법률 용어에 대한 논의
○ 성착취 범죄로 개념 정의 ; 성매매, 성폭력, 아동이용음란물을 성착취 범죄로 통합 규율하고
구체적인 범죄 행위에 따라 형량 등 정리, 형법과 아청법에 성착취 범죄 명문화 필요, 그에 따른
초범 기준 변화
○ 성매매 알선을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로 : UN인신매매방지 선택의정서에 따르면 만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해지는 성매매 알선은 인신매매로 정의할 수 있음. 현행 하청법은 아동
매매와 성매매 알선이 구분되어 있는데 성매매 알선을 인신매매 범주에 포함해야 함.

2. 아동포르노그라피 관련 모델 법안
ICMEC가 2004년부터 UN, 인터폴, 각국 대사관, 마이크로소프트사 등의 협조를 얻어 아동이용
음란물 관련 입법제도에 관해 연구한 표준 법률안에 따르면 법률의 구성 요소를 아동포르노그라피의
정의, 범죄, 보고의무, 처벌 및 신고로 나누어 정리하고 있습니다.
○ 범죄
- 아동포르노그라피 범죄를 형법에 포함.
- 배포 의도와 관계없이 아동포르노그라피의 소지를 법으로 금한다.
- 인터넷에서 아동포르노그라피 이미지 다운로드, 관람 및 인터넷을 통한 아동포르노그라피
배포를 법으로 금해야 한다.
- 타인에게 아동포르노그라피 소스를 알려주는 자를 처벌한다.
센터에 파일 보관중), 쿤 가족재단(2010) 재인용.
2) Richard Kerbaj & Dominic Kennedy, 경찰 단속에서 드러난 아동포르노그라피와 무슬림테러리스트의 연관성
(타임지 온라인 2009년 10월 7일) http://www.timesonline.co.uk/tol/news/uk/crime/article495902.ece
(2010년 6월 28일 최종접속) 쿤 가족재단(2010)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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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포르노그라피에 자녀들을 참여시키는 것에 동의한 부모나 법적 보호자들의 행동을 법으로
금한다.
- 그루밍(grooming)3)은 법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
- 미수 범죄를 처벌한다.
※ 아청법에는 아동포르노그라피를 ‘아동이용음란물’로 정의하고 있으며 제작, 유포, 소지
등에 대한 처벌 조항이 있으나 시청 혹은 관람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어 개정 필요함.

○ 보고 의무
- 사법 당국이나 기타 관련기관에 신고하기 위한 의료 및 사회복지전문가, 교사, 법집행관, 사진
현상업자, 정보기술(IT)전문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신용카드사 및 은행들의 의무적 보고
의무 확립,
※ 아청법 제34조 ‘신고의무자에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확대 필요

○ 처벌 및 선고
- 포르노그라피에 관련된 아동들은 희생자로 보고 형사책임이 없음을 명시
- 판결 시 재범자, 조직범죄 참여자 및 기타 가중 요인에 대한 형량을 강화
- 재산을 몰수하여야 한다.
※ 논란이 되고 있는 아청법 ‘대상 청소년’ 조항이 대표적으로 아동을 희생자로 보지 않고
형사책임이 있음을 명시한 독소 조항임. 또한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과 유사한 경우 ‘조직
범죄 참여자’로 보고 가중요인으로 해야 함.

3. 국제 협약 비준
아동포르노그라피를 다루는 3가지 주요 국제적 법정장치는 아동 매매, 아동성매매 및 아동포르노
그라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UN) 선택의정서4), 사이버 범죄에 관한 유럽회의 협정5), 아동 착취 및
3) 아동 성범죄자가 성적인 관계를 위하여 아동을 ‘준비’시키는 초기 활동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2가지 형태의
그루밍이 있다. 첫 번째는 온라인으로 유욕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동에게 포르노그라피를 배포하는 것이나
보여주는 것이다.
4) 아동대상 성착취의 근절은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다. UN은 1996년 스톡홀름에서
아동 성착취 근절 세계대회를 열고 아동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성적 학대, 성을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 성매매,
아동포느로 등을 성착취(sexual exploitation)로 개념화하여 근절을 선언하였다. 이어 2001년, 2008년 3차례에
걸쳐 세계 대회를 개최하여 국가행동 계획 수립하고 국제 협력을 통해 아동 성착취 근절에 나설 것으로 촉구하고
있다.
5) 유럽의회 회원국들과 동 협정의 완성에 참여한 비회원국들의 승인 및 기타 비회원국들은 사이버 범죄 협정에
가입할 수 있음. 2010년 현재 29개 회원국과 1개의 비회원국이 비준하였고 13개 회원국과 3개 비회원국가가
가입하여 비준을 앞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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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학대로부터의 아동보호에 관한 유럽회의 협정6)이 있습니다. 사이버 범죄에 관한 유럽회의 협정과,
아동 착취 및 성적학대로부터 아동보호에 관한 유럽회의 협정(이하 란사로테 협약)은 EU 회원국
에서 만든 협약이긴 하나 가입국을 EU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사이버범죄협약은 많이 알려져 있으나
란사로테 협약은 잘 알려져 있지 않아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이 협약은 학대와 착취의 예방, 피해자를
위한 보호와 지원, 가해자에 대한 처벌, 국가적 국제적 법 집행 협력의 장려를 통해 아동의 최고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2007년 채택하여 2010년 7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정보통신 기술의 사용 증가와 내재된 위험에 대해 말하며 성적 목적을 가진 아동에 대한 제의를
독립적 범죄로 확립하였습니다. ‘그루밍’ 문제를 국제법에서 최초로 구현하여 ‘인터넷과 모바일 폰을
이용하는 방식인 아동을 그루밍하는 가장 위험한 방법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비밀수사와 같은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수사의 기소를 확립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34조에서는 각국이 아동 성학대 및 성착취 수사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이 목적을 위해 특별히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확보하는 조치를 도입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실제 나이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도 범죄 수사를 시작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합니다. 제36조에는 재판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들, 특히 판사, 검사, 변호사가 아동 권리와 아동
성학대 및 성착취에 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을 확보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협약에 맞게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협약을 비준함으로써 한층 강회된 아동 청소년 성보호 제도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4. 성적 동의연령(의제강간) 상향
성적 동의 연령을 상향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켜야 합니다. 그루밍이 수반되는 아동 성범죄는
피해자의 저항 없이 동의하여 일어난 것으로 보이며 심지어는 착취자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져 학대자와
관계가 깨질까 두려워해 신고하는 것을 반대하기도 합니다. 현행 법은 폭행 협박이 있거나 위계
위력이 있어야 성폭력으로 보며, 서로 사랑했다고 주장하는 성인 가해자에 대해 무죄로 판결한 사례도
있습니다.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관계가 대등하지 않았다면 폭력이며 판단이 어려운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오래 전부터 미성년자 의제강간이라 불리는 성적 동의연령의 기준을 상향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법 개정안이 발의된 적이 있음에도 여전히 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성적 동의 연령을 16세로
상향할 경우 16세 이상 아동 청소년에 대한 착취는 괜찮은가에 대한 고민이 있고 그래서 의제 강간
연령을 16세로 상향하되 16세 이상 19세 미만은 신뢰 관계 혹은 신뢰의 지위를 활용한 경우 범죄로
보는 것으로 보완하는 것도 방안 중의 하나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에 대한 연령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합니다.
6) 2007년 10월25일 서명을 시작하여 2010년 7월 1일 효력 발생, 협정의 구상에 참여한 회원국가와 비회원국가,
유럽연합 각국은 서명 권한이 있고, 협정에 참여하지 않은 비회원국가도 가입할 수 있음. 2010년 현재 7개 국가가
비준하였고 32개 국가가 서명하였고 비준을 앞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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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온라인 그루밍 범죄화
1) 그루밍의 정의7)
: 그루밍의 공통점은 (1) 다양한 조종적이고 통제적 기술을 사용하여 (2) 취약한 대상에게 (3) 대인
관계 및 사회적 배경에서 (4) 신뢰를 쌓거나 성적으로 유해한 행동을 정상화(normalize)하기 위해
(5) 착취를 원활히 하고 폭로를 막으려는 전반적인 목적을 갖습니다. 이 정의가 그루밍의 저변에 깔린
목적, 그루밍의 복잡성, 여러 가지 과정, 징후(manifestations),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 시작의
실제 역할을 더욱 잘 포착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그루밍 정의
온라인 그루밍을 위한 “아동” 정의
성행위에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의 법적 연령은 국가별로 상이하며 한 국가 내에서도 주별로 상이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세계적 차원에서 성학대로부터의 일관적이고 통합된 아동 보호를 어렵게 하는
요소입니다. 18세 미만의 사람은 성적 관계에 법적으로 동의할 수 있지만, 온라인 그루밍법을 목적
으로 한 “아동”은 “18세 미만인 모든 사람”으로 정의되어야 합니다. 이는 아동 보호에 관한 다른 국제
협약들과 동일하며 온라인 그루밍의 본질적 착취성을 감안한 것입니다.
법적 조항들은 아동성학대를 위한 온라인 그루밍 과정 중에 이용되는 다양한 단계와 기술을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조건들을 통합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피해 아동이 결과적으로 겪는 심각한 신체적,
정서적 피해 또한 고려해야합니다. 최소한 “온라인 그루밍”의 정의는 인터넷 또는 다른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아동에게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의 성행위를 강요하는 성인의 의사소통, 유인, 유혹, 제안,
제의 또는 유사한 행위를 다루어야 합니다. 사용될 수 있는 용어로는 그루밍, 온라인 그루밍, 성적
그루밍, 유인, 제의, 유혹, 조장, 조종, 성적 의사소통, 접촉 성범죄, 비접촉 성범죄 등이 습니다.

그루밍 및 온라인 그루밍 범죄를 형법에 포함
형사범죄 및 그에 상응하는 처벌 및 형량을 자세히 특정하는 조항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아동 성
착취를 전반적으로 금지하는 국가적 법안은 불충분합니다. 이와 유사하게, 법이 아동의 성적 그루밍을
“성착취”의 정의에 포함은 시키면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성적 그루밍과 그 형벌과 함께 제시하지
않는다면 이 법은 아동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합니다. 그루밍 과정은 강간, 성폭력, 희롱, 아동 성학
대물, 성적 비하 및 납치와 같은 다른 범죄들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그루밍 과정의 명시적 범죄화
7) '그루밍'과 아동 성학대: 기관, 인터넷, 가족 차원 / 앤 마리 맥앨린든 / 옥스퍼드대학교 출판부/2012. 'Grooming'
and the Sexual Abuse of Children - Institutional, Internet, and Familial Dimensions /Anne-Marie
McAlinden/2012. 탁틴내일(ECPAT Korea)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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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은 중요합니다.8)
오프라인/접촉 그루밍을 포함하는 법적 조항들은 필요한 보호조치를 제공할 수도 있지만 온라인
그루밍의 복잡성(intricacies) 또한 다루어져야 합니다. 온라인 그루밍은 가해자가 아동과 지속적인,
대개는 오랜 기간의 접촉을 가능하게 합니다.9) 가해자는 (보호자의) 통제를 받지 않는 수많은 아동
들과 연락을 취할 수 있으며 따라서 더욱 취약한 아동을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10) 가해자의 온라인
프로필에 등재된 나이, 외모 등의 개인 정보를 익명성 유지, 아동의 신뢰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변경
할 수 있습니다.11) 또한 온라인 그루밍은 아동이 오프라인 그루밍에서보다 더욱 빠르게 성행위에
참여하도록 가해자가 아동을 조종할 수 있게 합니다.12)
온라인 그루밍 범죄를 위한 특정 조항을 담은 명확한 법적 정의는 아동에 대한 추가적 착취 방지는
물론 법의 효율적 시행 확보를 도울 수 있습니다.

온라인 그루밍 과정을 범죄화
최근까지만 해도 인터넷 이용 성범죄 연구의 상당수에서는 그루밍을 가해 행동의 한 (부수적)
요소로 여기고 아동 성학대물의 특정 범죄 관계를 설명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온라인 그루밍을
“과정 자체가 가해offence specific process”로 간주하지 않았습니다.13) 이는 마찬가지로 법에서도
그루밍이 하나의 독립된 범죄가 아닌 또 다른 가해의 구성요소로 다루어졌습니다. 연구와 법 모두
에서 온라인 그루밍을 아동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성행위를 위해 행해지는 범죄로 인정하고 그
자체로 아동에게 피해를 주고 학대적이란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수많은
국가들이 그루밍 이후 아동과의 만남만을 범죄화하고 그루밍 행위는 단지 준비과정으로만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14) 만약 가해자가 성학대를 저지를 목적으로 만남을 활용할 의도가 있으면 아동을 만나
려는 시도는 범죄화될 수 있습니다.15) 비접촉 성학대는 유해하며 아동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합니다.
따라서 아동을 만날 의도가 있든 없든 간에 온라인 그루밍 과정을 범죄화하는 국가법이 반드시 제정
되어야 합니다.
온라인 가해자는 크게 두 분류로 “만남을 원하는” 또는 “판타지를 원하는” 특징을 가질 수 있습니다.16)
8) C. Emmanuel Ahia, supra note 8.
9) Online grooming and UK law: A submission by Childnet International to the Home Office 4, at
http://www.childnet.com/ufiles/online-grooming.pdf (last visited Aug. 20, 2017) (on file with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10) Id.
11) Explanatory Memorandum, Criminal Law (Child Grooming) Bill 2014, Ireland, supra note 58.
12) Online grooming and UK law, supra note 82.
13) Juliane Kloess et al., Online Child Sexual Exploitation: Prevalence, Process, and Offender
Characteristics 127, TRAUMA VIOLENCE & ABUSE (Apr. 2014) (on file with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14) Deon Minnie, supra note 79.
15) Renée Kool, supra note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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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을 원하는 가해자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동과의 만남인 반면 판타지를 원하는 가해자는 그루밍
과정 자체에 만족하며 의사소통을 온라인상으로만 한정합니다.17)
온라인 그루머들은 채팅방, SNS, 온라인 게임 플랫폼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아동들과 만납니다.18)
온라인 그루밍 과정은 가해자가 아동과 정기적으로 매일 접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며 이러한
만남의 빈도는 가해자가 아동의 가족 구성원이거나 돌보미가 아닌 이상 실제(오프라인) 세계에서는
불가능한 수준입니다.19) 그루밍 과정은 긴 시간 동안 발생할 수도 있고 가해자의 목표나 욕망에 따라
몇 분, 몇 시간, 또는 며칠 만에 성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20)
수많은 연구에서 그루밍 과정은 다양한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고 제시합니다. 이러한 단계에는
일반적으로 우정, 관계 형성 단계, 위험 평가, 둘만의 관계/고립, 그리고 성적 단계 등이 있습니다.21)
가해자가 아동과 라포를 형성하고 관계를 맺는 그루밍 초기 단계에서 관찰되는 어떤 그루밍 행동들은
독립적으로 봤을 때 “순수한 의도를 가진 전형적인 성인과 아동 간의 의사소통으로 보일” 수도 있습
니다.22) 그러나 강요, 조종의 요소와 의사소통에 성적 주제/내용의 도입, 아동을 대상으로 한 심각한
범죄/성착취를 저지르려는 의도는 명백합니다.23)
최초의 연락 후 그루머는 남들이 모르게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1:1 채팅방으로 피해자를 초대
할 수 있습니다.24) 관계의 성적 단계는 보통 가해자가 성적으로 노골적인 대화를 시작하고, 포르노
그래피적 내용을 아동에게 보내며 아동이 성적으로 노골적인 이미지나 비디오를 가해자에게 보내도록,
웹캠을 통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설득하는 이 지점에서부터 시작됩니다.25) 피해자가 성적으로 노골
적인 내용을 보내도록 조종하는 그루머의 능력(ability)은 띄워주기, 협박, 위협, 성적 게임, 기만,
뇌물 등의 전략을 통해 향상됩니다.26) 아동 성학대는 성적 내용에 아동이 노출되는 순간부터 발생
16) Ian A. Elliott and Anthony Beech, Understanding Online Child Pornography Use: Applying Sexual
Offence Theory to Online Sex Offenders 29, Ministry of Justice, UK (May 2016) (on file with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17) Id.
18) Dr. Mike McGuire and Samantha Dowling, supra note 19, at 4.
19) Online grooming and UK law, supra note 82.
20) Steven Webster et al., supra note 21, at 42. See also, Child Safety Online: Global Challenges and
Strategies Technical Report, supra note 20.
21) Rebecca Williams, et. al, Identifying Sexual Grooming Themes used by Internet Sex Offenders,
Feb. 2013 (on file with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See also,
Georgia M. Winters and Elizabeth L. Jeglic, Stages of Sexual Grooming: Recognizing Potentially
Predatory Behaviors of Child Molesters, DEVIANT BEHAVIOR 38:6 724-733 (2017) (on file with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22) Georgia M. Winters and Elizabeth L. Jeglic, Stages of Sexual Grooming: Recognizing Potentially
Predatory Behaviors of Child Molesters 725, DEVIANT BEHAVIOR 38:6 724-733 (2017) (on file
with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23) The National Center for Victims of Crime, Useful Definitions for Reporting on Child Sexual
Abuse, at http://victimsofcrime.org/media/reporting-on-child-sexual-abuse/useful-definitions (last
visited Aug. 2, 2017) (on file with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24) Online grooming and UK law, supra note 82, at 3.
25) Rachel O’Connell, supra note 57, at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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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따라서 학대는 가해자가 아동을 오프라인에서 한 번도 만나지 않고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27)

아동과 만남 의도와 무관하게 온라인 그루밍을 범죄화
어떤 국가들은 온라인 그루밍의 결과로 아동과 만나는 것을 범죄화하지만 온라인상에서만 일어나는
성착취 예방을 위한 법은 부재합니다.28) 온라인 환경에서만 발생하는 성착취를 범죄화하는 것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어떤 온라인 (성적) 제의들은 오프라인상에서 성적인 만남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많은 가해자들은 아동을 직접 만나지 않는 비접촉 범죄를 통해 성적 만족을 얻습니다.29)
온라인 그루밍은 성행위에 참여, 개인의 성적 정보에 대해 이야기하고 제공, 온라인 의사소통의
결과로 일어나는 다른 성적 접근(sexual advances) 등에 대한 요청 등 다양한 성적 행위를 포함
합니다.30) 예를 들어 가해자는 성적으로 노골적인 사진을 보내거나 받을 수 있고, 성적 행위를 하거나
웹캠을 통해 아동의 성적 행위를 관찰할 수도 있으며 채팅, 문자, 이메일을 통해 성적으로 노골적인
대화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동을 만나기 위한 명확한 의도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이미
아동이 그루밍을 당했거나 비접촉 온라인 성학대를 당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아동을 보호하기에 ”
너무 늦을” 수 있습니다.31)
영국의 아동착취및온인보호센터(CEOP)는 온라인 성범죄가 최근 몇 년간 아동이 성적인 사진을
찍도록 혹은 성적 대화나 영상 채팅에 참여하도록 강제하는 등 웹을 기반으로 한 행위에 초점이
맞추어졌다고 발견했습니다.32) 영국아동학대예방기구(NSPCC)의 2015년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
기술의 사용 이후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영국 내에서 3천 건이 넘게 발생했습니다.33) 이는
온라인에서 세 시간마다 한 명의 아동이 성학대를 당하는 것과 같습니다.34)
아동착취및온라인안전(CEOP)에 따르면 2012년 1,145건의 온라인 그루밍(온라인 아동 성착취)
건 중 오프라인에서 아동과의 만남 의도가 명백한 사건은 7퍼센트 미만인 반면 대부분의 사건들은
26) Helen Whittle et al., supra note 19, at 405.
27) Helen Whittle et al., supra note 2, at 60.
28) Enhancing Child Safety & Online Technologies: Final Report of the Internet Safety Technical
Task Force 20-22, Dec. 31, 2008, at https://cyber.law.harvard.edu/sites/cyber.law.harvard.edu/
files/ISTTF_Final_Report.pdf (last visited Jul. 20, 2017) (on file with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See also, Juliane Kloess et al., supra note 86, at 131.
29) Jo Bryce, supra note 101, at 15
30) David Finkelhor et al., Online Victimization: A Report on the Nation’s Youth, National Center
for Missing and Exploited Children, Jun. 2000, at http://www.unh.edu/ccrc/pdf/jvq/CV38.pdf (last
visited Jul. 20, 2017) (on file with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31) Explanatory Memorandum, Criminal Law (Child Grooming) Bill 2014, Ireland, supra note 58.
32) Threat Assessment of Child Sexual Exploitation and Abuse, supra note 105
33) Tom Pettifor, Paedophiles using the internet to commit child sex crimes every three hours,
MIRROR ONLINE (2016), at http://www.mirror.co.uk/news/uk-news/paedophiles-using-internetcommit-child-8242065 (last visited Sep. 15, 2017) (on file with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34)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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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환경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35) 예를 들어 아동착취및온라인보호센터(CEOP)는 2010년
“해티 작전(Operation Hattie),”이라고도 알려진 수사를 지휘했습니다. 해티 작전에서는 영국 아동
7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성학대/착취 행위를 저지른 쿠웨이트의 두 형제가 체포되었습니다.36)
두 가해자는 피해자를 오프라인에서 만날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37) 란사로테 협의회는 란사로테
협약 제23조의 의견으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아동에 대한 성적 제의가 반드시 직접 만남으로
이어져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해가 온라인상에만 머무를 수도 있음에도 아동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다.”고 재천명했습니다.38)
어떤 경우에서 온라인 그루밍은 또 다른 경종을 울리는 트렌드로 이어집니다. 가해자가 아동이 성적
으로 노골적인 자신의 영상/이미지를 보내도록 아동을 설득하고 더욱더 노골적인 내용을 보내도록
그 영상/이미지를 빌미로 협박하는 것입니다.39) 극단적인 경우에 피해자는 자신이 보낸 내용이
친구나 가족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가해자에게 돈을 지불하도록 협박을 받습니다.40)
전형적인 성적 협박은 다음과 같은 많은 요소들을 포함합니다.
• 용의자와 미성년자 간의 대개는 인터넷 또는 모바일 메신저 앱을 통한 접촉
• 미성년자가 성행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담은 이미지를 미성년자 스스로 또는 가해자가 웹캠이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해 제작
• 그 이미지들의 배포
• 미성년자가 더 많은 이미지를 제작하도록 설득하는 가해자의 시도
• 오프라인 접촉을 강제하거나 원활히 하기 위한 이미지 이용
35) Alarming New Trend in Online Sexual Abuse, CEOP Command, Feb. 4, 2013, at http://ceop.
police.uk/Media-Centre/Press-releases/2013/ALARMING-NEW-TREND-IN-ONLINE-SEXUAL-ABU
SE/ (last visited Jun. 20, 2017) (on file with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See also, Dr. Mike McGuire and Samantha Dowling, supra note 19, at 9; Threat
Assessment of Child Sexual Exploitation and Abuse, supra note 105, at 11.
36) Id.
37) Id.
38) Lanzarote Committee, Committee of the Parties to the Council of Europe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gainst sexual exploitation and sexual abuse (T-ES), Opinion on Article
23 of the Lanzarote Convention and its explanatory note 6, adopted Jun. 17, 2015, at
https://edoc.coe.int/en/sexual-exploitation-of-children/7064-lanzarote-committee-opinion-on-a
rticle-23-of-the-lanzarote-convention-and-its-explanatory-note.html (last visited Jun. 27, 2017)
(on file with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39) Glendale Man Who Admitted Hacking into Hundreds of Computers in Sextortion Case Sentenced
to Five Years in Federal Prison, US Attorney’s Office, Dec. 9, 2013,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Los Angeles Division, at https://www.fbi.gov/losangeles/press-releases/2013/glendaleman-who-admitted-hacking-into-hundreds-of-computers-in-sextortion-case-sentenced-to-five-y
ears-in-federal-prison (last visited Jun. 20, 2017) (on file with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40) Ari Mason and Tara Joyce, Woman Takes Lewd Video of Cheshire Teen, Demands Money: Cops,
NBC, Feb. 20, 2015, at http://www.nbcconnecticut.com/news/local/Cheshire-Teen-Falls-Victimto-Sextortion-Crime-292747121.html (last visited Jun. 20, 2017) (on file with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토론

49

• 미성년자가 추가 이미지 제작 또는 가해자의 기타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미성년자의 이미지를
인터넷에 게재 또는 친구나 가족에게 공개한다는 협박
• 아동이 성적 자해나 자살 등 자해 행위를 하도록 협박41)

정책 입안가들은 만남 의도 없는 온라인 그루밍을 범죄화하는 법을 개발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 이유는 범죄의 시작점을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42) 모든 국가들이 온라인 그루밍을 통한
아동을 성학대로부터 보호하는 법을 제정해야 하며 이 법들이 집행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호주와
캐나다 두 국가의 법은 가해자가 아동을 만날 의도가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으므로 본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두 나라의 법은 성행위 의도를 갖거나 성범죄를 저지를 의도를 가진 아동과의
의사소통에 초점을 둡니다.43) 이 두 국가의 법을 참고로 하여 모델 법률을 작성하는 것은 온라인
그루밍의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성착취로부터 아동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44)

아동에게 포르노그래피를 보여주는 행위를 범죄화
성행위에 대해 아동을 둔감하게 만드는 것은 그루밍 과정에서 중요한 단계입니다.45) 이 과정은
아동이나 아동과의 관계에 따라 느리게 또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간에 관계없이
목표는 아동을 성행위에 대해 편안하게 만들고 그 편안함을 아동이 어른과의 성관계가 정상적이고
받아들일만하다고 믿게 만든다는 점에서 동일합니다.46)
관계가 진전될수록 온라인 그루머들은 피해 아동의 어색함/불편함을 없애고 성행위를 “정상화”함
으로써 이에 둔감하게 만들고, 성행동을 가르쳐주기 위해 성인 포르노그래피나 아동 성학대물을 아동
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47) 아동에게 포르노그래피 이미지와 영상을 보여주는 것은 아동의 성적
호기심을 증가시킬 수 있고 성적 관계(relationship)를 진전시키는 성적 토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48)
가해자들은 아동에게 자위행위를 가르치고, 성적 자세를 취하고, 오랄 섹스를 행하고, 성관계 및
다른 성적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아동 포르노그래피를 이용합니다.49) 대개 가해자는 피해자를
41) Virtual Global Taskforce, Frequently Asked Questions, at http://virtualglobaltaskforce.com/
resources/faqs/ (last visited Jul. 31, 2017) (on file with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42) Deon Minnie, supra note 79, at 31
43) Criminal Code Act 1995, Australia, as amended, Article 272.15 (on file with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See also, Criminal Code, R.S.C., 1985, c. C-46,
Canada, Article 172.1 (on file with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44) Dr. Zsuzsanna Rutai, supra note 71.
45) Joy L. Daggs et al., supra note 43, at 242.
46) Deon Minnie, supra note 79, at 50.
47) C. Emmanuel Ahia, supra note 8, at 67.
48) Deon Minnie, supra note 79, at 49.
49) Raphael Cohen-Almagor, Online Child Sex Offenders: Challenges and Counter-Measures 196,
THE HOWARD JOURNAL OF CRIMINAL JUSTICE VOL. 52, NO. 2, May 2013 (on file with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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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성인 포르노그래피를 보여주고, 그다음으로 하드코어 포르노그래피, 아동의 더욱 가학적
이미지로 점차 강도를 높입니다.50) 그러한 포르노물 노출은 피해 아동이 자신의 사진이나 영상을
가해자에게 보내도록 조종 받을 수 있는 준비작업이 됩니다.51)
가해자가 아동의 사진이나 영상을 입수하면 그것들이 대중에게 공개될지도 모른다는 아동의 두려움을
비밀적, 복종적 환경을 강화하기 위해 이용합니다.52) 캐나다 아동보호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아동
그루밍의 93퍼센트에서 가해자가 아동에게 사진을 요구했고 그중 30퍼센트가 가해자의 요구를
따랐습니다.53) 같은 연구에서 온라인 그루밍 피해자의 24퍼센트는 가해자에게 협박을 받았으며 가장
흔한 것은 피해자 이미지 배포에 관한 협박이었습니다.54)
아동에게 포르노그래피 이미지를 보여주거나 보내는 것은 아동에게 상당한 트라우마를 야기하는
심각한 아동 성범죄로 반드시 인지되어야 하며 범죄화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보호하에 있는 아동 그루밍에 참여한 부모/법적 보호자 처벌
자신의 보호하에 있는 아동의 그루밍에 참여한 부모/법적 보호자는 아동 성학대를 저지르고 이
범죄를 지지합니다. 이 범죄는 명백히 신뢰, 부모의 의무, 양육의 책임을 위반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부모 자신들도 그루밍 되어 있을 수 있으며 이런 사례는 면대면 그루밍에서 좀 더 흔하게 발견됩니다.
또한 이러한 사례들은 자신의 자녀 그루밍에 연루된 부모들을 포함하는 사례들과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미국에서 2000년과 2001년 사이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체포의 18퍼센트(460) 건이
피해자의 가족 또는 지인을 포함했습니다.55) 이 체포 건 중 대략 절반이 가족 구성원(44퍼센트)
절반이 지인(이웃, 친척, 가족의 친구, 교사)(56퍼센트)였습니다.56) 대부분이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그루밍하기 위해 인터넷을 이용했습니다.57)
자신이 양육하는 아동에게 접근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그루밍 행위를 방조, 아동의 (온라인 및

50)
51)
52)
53)

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Child Safety Online: Global Challenges and Strategies Technical Report, supra note 20, at 43.

Id.
Deon Minnie, supra note 79.

Preliminary Findings Provide New Insight Into the Crime of Online Luring, Canadian Centre for
Child Protection, Oct. 19, 2012, at https://protectchildren.ca/app/en/media_release_online_luring
(last visited Jun. 20, 2017) (on file with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54) Id.
55) Kimberly Mitchell et al., The Internet and Family and Acquaintance Sexual Abuse, CHILD
MALTREATMENT, VOL. 10, NO. 1, Feb. 2005, 49-60, at http://www.unh.edu/ccrc/pdf/jvq/CV93.
pdf (last visited Jun. 30, 2017) (on file with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56) Id.
57)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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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그루밍을 통한 성학대에 참여한 부모 및 법적 보호자에 대한 처벌이 법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성학대를 통한 아동의 건강과 복지에 대한 피해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합니다.

온라인 그루밍을 독립적 범죄로 처벌
그루밍 또는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표준적 법적 정의 또는 정립된 용어조차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성적 그루밍 행동을 감지하고 찾아내는 것은 힘듭니다.58) 일반 대중, 부모, 보호자, 법 집행부가
그루밍 행동을 감지하고 효과적으로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 온라인 그루밍은 반드시 명확히 정의
되어야 하며 독립적인 범죄의 하나로 처벌 가능해야 합니다.59) 온라인 그루밍이 강간. 아동 성학대물
등과 같은 또 다른 성범죄의 한 요소로써만 처벌된다면 어떤 종류의 그루밍은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모든 관련 있는 성범죄에 더해 온라인 그루밍 역시 형사 처벌 대상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아동은 온라인 그루밍 가해자와 관련한 어떤 형사적 책임도 지지 않아야
피해 아동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그루밍 관여에 대해 어떤 책임도 추궁당하지 않아야 하며
국가법은 이 원칙을 명확히 서술해야 합니다. 온라인 그루밍 상황에서 착취당한 아동은 피해자입니다.
형사 책임은 아동의 나이/어림, 미숙함, 또는 삶의 상황을 이용하고 아동 착취에 책임이 있는 가해자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온라인 그루머에 대한 최저형 확립
아동 성범죄와 같이 특별히 심각한 범죄에 대해 최저형을 확립하는 것은 범죄의 심각성이 적절하고
일관적 형벌과 맞도록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입니다.60) 그러한 접근법의 이점은 온라인 그루밍
사례에서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최저형은 잠재적 범죄자들이 특정, 대개는 심각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억지 효과를 줍니다.61) 또한 최저형은 중범죄자 또는
58) Deon Minnie, supra note 79, at 34.
59) Id.
60) A Victim’s Guide to Sentencing, Victims of Violence, at http://www.victimsofviolence.on.ca/
victim-information-library/a-victims-guide-to-sentencing/#mandatory-minimum-penalties-mmps
(last visited Jun. 30, 2017) (on file with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61) Report to Congress: Mandatory Minimum Penalties in the Federal Criminal Justice System,
Chapter 5, at http://www.ussc.gov/sites/default/files/pdf/news/congressional-testimony-andreports/mandatory-minimum-penalties/20111031-rtc-pdf/Chapter_05.pdf (last visited Jun. 30,
2017) (on file with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See also, Evan
Bernick and Paul J. Larkin, Jr., Reconsidering Mandatory Minimum Sentences: The Arguments
for and against Potential Reforms, Heritage Foundation, Legal Memorandum No. 114, Feb. 10,
2014, at http://thf_media.s3.amazonaws.com/2014/pdf/LM114.pdf (last visited Jun. 30, 2017) (on
file with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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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범죄자들에게는 무거운 형량을 내리면서도 형벌에 있어 격차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62) 가해자
들은 형기 동안 무력한 상태(incapacitated)이므로 재범을 줄일 수 있고 대중을 그 기간 동안 보호
할 수 있다.63) 궁극적으로 그러한 요건들은 특별히 심각한 범죄에 대해 정의가 실현되도록 확립할
수 있습니다.64) 형벌은 그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해 효율적으로 일관성 있게 집행되어야 합니다.65)

재범자와 형벌 가중 요소에 대한 형량 강화
국가법은 재범자 또는 범죄 계획의 일부로 아동 온라인 그루밍을 감행한 가해자와 같은 극단적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확보해야 합니다. 재범자/재범에 대한 적당한 억지는 단순히 벌금형과
경범죄로 분류한 처벌로 끝나선 안됩니다.66)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형벌 가중 요소는 다음과 같은
양한 요소에 대한 형벌 가이드라인을 포함해야 합니다.67)
• 피해자의 나이
• 가해자와 피해자의 나이차
•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또는 심리적 상해
• 범죄의 계획 정도
• 피해자와의 의사소통의 지속 정도
• 잠정적 피해자의 숫자
• 온라인 그루밍 과정의 정교성
• 피해자에게 보내거나 요청한 성적 내용의 심각성
• 온라인 성학대 이후 오프라인 만남의 발생
• 다른 이와 공모(complicity, conspiracy)
• 권력적 위치의 남용
• (만약 있었다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이전 관계의 특성
• 피해자의 성적 이미지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 또는 공유하겠다는 협박(성적 협박)

62)
63)
64)
65)
66)

Id.
Id.
Id.

Child Safety Online: Global Challenges and Strategies, supra note 20, at 12.
Eva J. Klain, Prostitution of Children and Child-Sex Tourism: An Analysis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Responses 47, National Center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at
https://www.ncjrs.gov/pdffiles1/Digitization/189251NCJRS.pdf (last visited Jun. 30, 2017) (on file
with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67) Sentencing Council, Sexual Offences Definitive Guidelines, UK, effective from Apr. 1, 2014, at
http://www.sentencingcouncil.org.uk/wp-content/uploads/Final_Sexual_Offences_Definitive_Gui
deline_content_web1.pdf (last visited Jul. 7, 2017) (on file with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토론

53

6. 위장수사 도입 및 전담 기관 설치
위장 수사에서 붙잡힌 가해자를 효과적으로 기소하기 위해 실제 아동(a real child)이 관여할
필요가 없다고 법은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68) 또한 법은 위장 수사에 관여한 법 집행 관료의 보호와
책임(liabilities)을 명확히 정의해야 합니다(아래에 추가적으로 논의된다).69) 온라인 채팅에서 신빙성
있게 잘 대화하고 온라인 성범죄자들과 조심스럽게 대화하도록 수사관들이 특별히 훈련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는 함정 수사가 아니었다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가해자들을 부추기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며 함정수사의 방어를 위함입니다.70)
단순히 특정 행동을 범죄화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법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법 집행부에
수사를 진행하고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대한 정의를 확보하기 위한 필요한 권위를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수사, 체포, 기소 및 유죄 판정에 초점을 맞춘 조치들이 지속적이고 꾸준하게 평가되어야
하며 이때 목표는 이러한 전략들의 효능을 향상시키고 이 사건들의 성공적인 기소를 확보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수사 방식에서 함정 수사는 특히 온라인 학대를 포함하는 아동 성학대 및 착취의 발견, 예방,
기소에 있어 이점을 제공합니다. 위장 온라인 작전은 수사관들이 아동으로 가장해 채팅방에 들어가고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 들어가기 위해 오프라인 수사에서처럼 물리적 신분을 바꾸거나 위장 신분을
확보하기 위해 몇 달 간 투자를 해야 할 필요가 없는 선제적 방법입니다.71) 선제적 작전은 범죄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법 집행부 관료가 범죄 억지를 위해 활동하는 것이며 이는 범죄 발생
후에 대처하는 사후 조치와 반대 개념입니다.72) SNS, 채팅방, P2P 사이트, 유사한 포럼, 이미 그루밍
당한 아동의 프로파일 넘겨받기 또는 가짜 프로필 생성, 이미 알려진 성범죄자의 행위 모니터링과
같은 선제적 단속이 이용될 수 있습니다.73)
68) Australian Institute of Criminology, Online Child Grooming Laws, HIGH TECH CRIME BRIEF,
NO. 17 (Apr. 2008), at http://aic.gov.au/media_library/publications/htcb/htcb017.pdf (last
visited Jul. 20, 2017) (on file with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69) UN Office on Drugs and Crime (UNODC), Study on the Effects of New Information Technologies
on the Abuse and Exploitation of Children 57, 2015, at https://www.unodc.org/documents/
organized-crime/cybercrime/Study_on_the_Effects.pdf (last visited Jul. 25, 2017) (on file with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70) Louise Tickle, How Police Investigators are Catching Paedophiles Online, THE GUARDIAN, Aug.
22, 2012, at https://www.theguardian.com/social-care-network/2012/aug/22/police-investigatorscatching-paedophiles-online (last visited Jul. 25, 2017) (on file with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71) UNODC, supra note 193, at 43
72) Jon Taylor, Policing social networking sites and online grooming, INTERNET CHILD ABUSE:
CURRENT RESEARCH AND POLICY 126, 143, (Julia Davidson and Petter Gottschalk eds. 2011).
73) Id. at 143. See also, Gregor Urbas, Protecting Children from Online Predators: The Use of
Covert Investigation Techniques by Law Enforcement, University of Canberra, JOURNAL OF
CONTEMPORARY CRIMINAL JUSTICE 26(4) 410-425 (2010) (on file with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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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온라인 그루밍에 관련해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발생하는 만남의 부재 시에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성적으로 착취적인 의사소통은 피해자가 신고를 하거나 학대를 밝히고
나서, 또는 선제적 위장 경찰 수사의 결과로써만 경찰 당국에게 알려질 수 있습니다.74) 그러므로
온라인 위장 작전은 피해 아동이 신고하기 전에 법 집행부가 선제적으로 가해자 또는 잠재적 가해
자를 밝히는 것을 돕습니다.75) 함정 수사는 범죄 활동 발견을 넘어 신뢰성 있고 직접적(정황적
(circumstantial)과 반대되는) 증거를 제공함으로써 기소와 범죄 억지를 도울 수 있습니다.76)
호주 아동 학대 인터넷 유닛(CEIU)과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경찰은 정기적으로 온라인 잠복
수사를 시행했습니다. 이 잠복수사에서 체포 건은 2016년 거의 일주일에 1건이었으며77) 2017년 4월
기준 벌써 체포 8건이 보고되었습니다.78) 체포된 사람들은 십대부터 70대로 교사, 신부, 사제, 경찰
사관학교 학생 등으로 다양했습니다.79) 호주 아동 학대 인터넷 유닛(CEIU)은 가상의 아동(음란물)을
포함하는 사건도 있었지만 70%에 육박하는 대다수의 사건은 실제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였으며
자녀의 온라인 대화를 눈치챈 부모들에 의한 제보가 법 집행부로 신고되었다고 밝혔습니다.80) 이러한
수사에서 위장 경찰관은 채팅 사이트, SNS, 다른 앱을 샅샅이 뒤지며 가해자가 접근하기를 기다
립니다.81) 위장 경찰관들은 가해자와 성적 대화를 시작하지 않도록, (잠재적) 가해자가 덫을 놓지
않았다면 저지르지 않았을 범죄를 저지에 걸려 무죄를 주장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합니다.82)
법이 온라인 그루밍 근절을 위해 온라인 위장 수사를 허용해야만 한다. 또한 실제 아동이 관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명백히 하는 법이 제정되어야 한다.83) 온라인 위장 수사는 법 집행부가 온라인
74) Juliane Kloess, supra note 86, at 132.
75) Jon Taylor, supra note 196, at 145.
76)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The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s Compliance with the

Attorney General’s Investigative Guidelines (Redacted), Special Report (2005), Chapter Four: The
Attorney General’s Guidelines on FBI Undercover Operations 138, Office of the Inspector
General, at https://oig.justice.gov/special/0509/final.pdf (last visited Jul. 25, 2017) (on file with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77) Rachel Olding, Online grooming: Strike Force Trawler undercover police expose a dark world,
Dec. 19, 2016, THE SYDNEY MORNING HERALD, at http://www.smh.com.au/nsw/online-groomingstrike-force-trawler-undercover-police-expose-a-dark-world-20161215-gtc6oo.html (last visited
Jul. 28, 2017) (on file with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78) Nick Hansen and Sarah Crawford, Alleged Dee Why paedophile nabbed after ‘dad’ turned out to
be undercover cops, Apr. 21, 2017, THE DAILY TELEGRAPH, at http://www.dailytelegraph.com.
au/news/nsw/dee-why-paedophile-nabbed-after-dad-turned-out-to-be-undercover-cops/news-st
ory/87f9edf45cb1acd8a4599ddcc9e7164e (last visited Jul. 28, 2017) (on file with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79) Id.
80) Id.
81) Rachel Olding, supra note 201.
82) The Sting Operation: How Law Enforcement Catches Online Predators, Aug. 25, 2016, TeenSafe,
at https://www.teensafe.com/blog/sting-operation-law-enforcement-catches-online-predators/
(last visited Aug. 22, 2017) (on file with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83) Gregor Urbas, supra note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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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학대를 근절하고 그루밍 과정과 새로운 트렌드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며 온라인
가해자들 사이에 불안감을 조장하여 범죄 억지 역할을 할 수 있다.84) 이러한 점에서 캐나다, 그리스,
뉴질랜드 등 여러 국가들은 온라인 가해자 체포에 이용된 온라인 위장 수사가 재판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법을 연구하고 업데이트했다.85)

7.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

○ 아동 성범죄자 계정 차단
아이들이 즐겨하는 게임, 채팅 어플에 아동 성범죄자의 계정을 차단하여 아동에게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 방안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만합니다. 2012년 뉴욕 법무장관과 협약한
비디오 게임회사에서 뉴욕 주에 있는 3,500여명의 등록된 성범죄자의 계정을 삭제하였다고
합니다. 성범죄와 연결된 계정을 차단하는 ‘게임오버작전’에 동의한 기업에는 엑스박스 라이브를
소유한 마이크로소프트와 플레이스테이션 네트웤스를 소유한 소니도 있었다고 합니다.

○ 신고 의무자제도

84) Online Grooming and UK Law, supra note 82, at 10.
85) 5 men arrested in child luring sting operation, Feb. 26, 2013, CBC NEWS, at http://www.
cbc.ca/news/canada/nova-scotia/story/2013/02/26/ns-ice-child-luring-arrest.html (last visited Jul.
20, 2017 (on file with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see also
Crimes Amendment Act (No. 3) 2011, (on file with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see also Legislation – Grooming, at http://www.safeline.gr/en/legislation/
grooming (last visited Jul.. 2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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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입법 제안

Project ReSET

Ⅰ. 들어서며
디지털 성범죄는 다른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여성 차별적 문화의 산물이다.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성립 여부나 피해 경중을
판단하는 데에 음란성, 수치심 등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여성 차별적인 사회 분위기 개선을 어렵게
한다.

1. 법조문 및 법적 해석에서 드러나는 여성 차별
형법
•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2. 12. 18.]
•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위와 같이 현행에서 형법 제297조와 제297조의 2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삽입”이 중대한 기준
이 된다. 그러나 디지털 성범죄는 삽입이나 신체접촉이 없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에,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6도17733 판결]에서는 비록 직접적인 신체접촉은 없으나, “피해자를 도
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하였다고 판단, 이를 강제추행에 해당된다고
판결을 내린 바가 있다.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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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
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나이,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2] 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성적 자유 내지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죄로서 정범 자
신이 직접 범죄를 실행하여야 성립하는 자수범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을 도
구로 삼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다. 여기서 강제추행에 관한
간접정범의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로서의 타인에는 피해자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할 수 있다.
￭ 그러나 이러한 판결에 대해서도 법조문 해석에 있어 유추해석이 아닌가 하는 논란이 있으며,
이에 차라리 해당 판례와 같은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성 강요죄’를 입법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주장도 있다(양랑해, 2019).

2. ‘성적자기결정권’이라는 보호법익에 부합하지 못하는 현행 체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성폭력처벌법 )
[시행 2018. 12. 18.] [법률 제15977호, 2018. 12. 18., 일부개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19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 피해 촬영물 특성 중 촬영 내용>
(단위: 건)

구분

합계

성행위

유사
성행위

성적
부위

기타
부위

일상 사진
(합성･도용)

기타

2018

3,849
(100%)

690
(17.9%)

576
(15.0%)

841
(21.8%)

639
(16.6%)

615
(16.0%)

488
(12.7%)

2019

3,941
(100%)

378
(9.6%)

764
(19.4%)

1.254
(31.8%)

413
(10.5%)

1,033
(26.2%)

9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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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 사진이 사진 도용 등으로 피해촬영물이 된 경우가 2019년에는 26.2%에 달한다.
￭ 이상으로 성범죄에 있어 현행 법률 용어가 남성 중심적이라는 점에 대해 짚었다. 사회 내 여성
차별 완화를 위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정확한 용어를 사용한 법조문으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Ⅱ. 디지털성범죄방지를위한법제도개선방향제안
1. 법률 용어 확립, 변경의 필요성
￭ 현재 강력범죄(흉악) 중 성폭력에 대한 근거 조항은 [붙임 1]과 같다. 이에 대해 ReSET은 1)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여타 성폭력 범죄에 비하여 너무나 빈약한 점 2) 현재 디지털 성범죄
처벌 근거인 촬영죄와 통신매체이용 음란죄는 전체 디지털 기반 성 착취 범죄를 포괄적으로
처벌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 ReSET에서 자체적으로 도식화 한 가해 유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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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지/소비에 대한 처벌
￭ ReSET에서는 앞서 법무부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언급한 바 있다.
3.2 입법상의 미비점
3.2.1 디지털성범죄물소지죄처벌
- 현재 특정 플랫폼에 디지털 성범죄물이 유포되는 상황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면 유포 피해가 가중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는 디지털 성범죄물의 소지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처럼 소지 행위만으로는 처벌
받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디지털 성범죄물 유포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서는 소지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3.2.2 관전 행위에 대한 적극적 처벌의 필요성
- 관전 행위는 방조죄 혹은 교사죄로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성 착취 채널 안의 가담자들은 돈의
지불 여부에 관계없이 그 수익구조에 일조하였으며 또한 신고하지 않은 것 자체로 정범들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 또한 단순히 범죄행위를 방관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범죄자에게 특정한 행위를 하도록 사
주한 경우 교사죄로 처벌하여야 한다. 실제로 교사자가 교사한 행위가 정범에 의해 실행되었을 경우 교
사범이 된다.
- ReSET 법무부 브리핑 자료집 일부 발췌

3. 성 착취 목적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
￭ 디지털 성범죄는 개인정보 유출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2019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 삭제지원 현황 중 개인정보 유출>
(단위: 건)

개인정보 유출

구분

삭제
지원

합계

성명

주소

나이

소속

전화번호

2018

28,879
(100%)

6,700
(23.2%)

4,793
(71.5%)

622
(9.3%)

546
(8.1%)

533
(8.0%)

206
(3.1%)

2019

90,338
(100%)

21,514
(23.8%)

15,816
(73.6%)

763
(3.5%)

2,116
(9.8%)

2,773
(12.9%)

46
(0.2%)

*합계 내 괄호는 전체 삭제지원 건수 대비 비율임.
*성명, 주소, 나이, 소속, 전화번호의 비율은 합계를 100%로 상정했을 때의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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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포 협박에 대한 처벌
￭ 다음은 유포 협박에 대하여 현행법에서 그나마 적용 가능한 조문이다. 하지만 현재 수사기관에
서는 살인 협박에 준하는 것이 아닌 이상 적극적인 수사를 행하지 않고 있다.
형법
• 제283조(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018 온라인 성폭력 피해실태 및 피해자 보호 방안>에 따르면, 유포 협박 피해자들이 가장 기대
하는 도움이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임을 확인할 수 있다.
￭ <2018 온라인 성폭력 피해실태 및 피해자 보호 방안>

토론

67

￭ 또한 55.6%의 피해자가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 온라인 성폭력 피해실태 및 피해자 보호 방안>

￭ 유포 협박을 성폭력 처벌법 내 규정하여 강력한 처벌은 물론 성폭력 방지법에 따른 피해자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5. 온라인 상 언어 성폭력에 대한 처벌
￭ 가해자들 사이에서 일명 ‘지인 능욕’ 이라고 불리는 언어 성폭력 또한 처벌 공백에 해당한다.
현재로서는 모욕과 명예훼손으로 처리된다. 이는 각각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형법
•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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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ReSET은 디지털 공간에서 성적 속성이 있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발생한 경우 역시 성폭력 처
벌법으로 규정하여 공익 제보가 가능하도록 입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6. 청소년 등 취약 여성 대상 성 착취 방지

<한국여성인권진흥원(2019)온라인 기반 청소년 성 착취 체계 분석과 법･제도적 대응방안 연구보고서>

￭ 위는 “온라인 청소년 성 착취 실태를 알기 위해 채팅 앱 대화 자료를 빅데이터로 분석한 결과”
이다. 이를 통해 아동 청소년 등 취약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와 디지털 성범죄 가해는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이에, 의제강간 연령 상향과 관련한 계류법안이 다수 있으나, 제대로 통과된 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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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류법안
• 의안번호 2000830
• 의안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9인)
• 제안일자 : 2016-07-12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를 다른 성폭력범죄에 비해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동 규정에 대하여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도 판단력･자기방어능력이 부족
하므로 보호의 필요성이 높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특히 최근 정보통신 기기의 급속한 발달 및 보급으로 정보통신을 통한 아동･청소년의 성폭력범죄 피해
노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2014년 한국여성변호사회가 발표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 판례분석 결과에 의하면 19세 미만의
성폭력 피해자 중 13세 이상 16세 미만이 40.6%로 높은 비율로 나타남.
실제로 인터넷, 휴대전화 등을 통해 알게 된 사이에 발생한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비중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청소년의 경우 49.8%로 13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 13.2%, 16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인 경우
37.0%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성폭력범죄로부터 이들을 보호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현행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7조).

7. 피해자에 대한 사회인구학적 연구의 필요성
￭ 대검찰청의 범죄연구에는 범죄자와 피해자의 특성에 대한 연구가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범죄자에
대한 사회인구학적 연구에 비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회인구학적 연구는 부족한 수준이다. 이에
ReSET은 피해자 중심적인 입법과 지원제도 마련을 위해 피해자에 대한 사회인구학적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 예시는 대검찰청에서 연구하는 범죄연구의 범죄자와 피해자에 대한 특성 연구의 차이를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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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특성
1. 사회인구학적 특징
3-1-1 범죄자 성
3-1-2 범죄자 연령
3-1-3 범죄자 직업
3-1-4 범죄자 교육정도
3-1-5 범죄자 종교
3-1-6 범죄자 국적
3-1-7 범죄자 생활정도･혼인관계 및 미혼자의 부모관계
3-1-8-1 강도범죄자의 생활환경과 직업
3-1-8-2 절도범죄자의 생활환경과 직업
3-1-8-3 성폭력범죄자의 생활환경과 직업
2. 전과관련 특성
3-2-1 범죄자 전과
3-2-2 범죄자 남녀 및 성인･소년별 전과
3-2-3 범죄자 전회처분 상황
3-2-4 재범자 남녀 및 성인･소년별 전회처분 상황
3-2-5 재범자 재범기간 및 종류
3. 기타 특성
3-3-1 범죄자 범행동기
3-3-2 범죄자 범행 후 은신처
3-3-3 범죄자 자백여부

피해자 특성 및 피해결과
1. 피해자 특성
4-1-1 피해자 성별 연령
4-1-2 피해자 피해시 상황
4-1-3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
2. 피해결과
4-2-1 재산피해정도
4-2-2 재산피해 및 회수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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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마치며
이상으로 현행법이 남성 중심적인 해석 틀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사회 전반의 인식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는 점, 실제로 디지털 성범죄 가해유형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벌할
마땅한 법적 처벌 근거가 없다는 점에 대하여 이야기했다. 또한 피해자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는
발전된 피해자 지원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라도 피해자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다루었다.
토론문을 마치며, 현재 국제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한국 사회가 논의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국내법의 제개정만으로는 법망을 피해 해외 플랫폼으로 도피
하는 가해자들을 처벌하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국제사회가 디지털 성범죄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를 공유할 때 비로소 디지털 성범죄 처벌의 공백이 메꿔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피해자의 일상으로의 복귀를 고민하는 연대의 자세를 재차 당부한다. 피해자 지원제도는
물론 신고에서 처벌에 이르는 사법제도 전반이 피해자를 중심으로 두고 기능할 때 피해자의 회복이
앞당겨질 것이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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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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