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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청소년 성보호 정책의 장단기 계획 수립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향후 개선되고 추진되어야
할 청소년 성보호 관련 법령 및 정책 중에서 우선순위를 탐색하고 이의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제안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의 조사대상은 청소년 성보호 관련기관인 성매매 상담기관, 성매매 보호시설, 성
폭력 상담기관, 성폭력 보호시설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장전문가이다. 조사기간은 2007년 8월 13일부터
31일까지 3주간이고, 조사 실시와 회수는 이메일과 우편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총 202부의 설문지를 분석하
였다. 연구결과 청소년 성보호 정책의 세부영역별(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정책, 성범죄 피해청소년에
대한 정책, 청소년 성보호 정책추진 및 성범죄피해 예방교육에 대한 정책, 청소년 성보호 관련법령 개선방
안)로 정책추진의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난 것은 다음과 같다.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교육 및 치료 영역에서
는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자 정신과 치료의무화에 대한 요구가 많았고, 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
무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영역에서는 신고의무자에 대한 보호와 면책을 통한 신고제도 활성화에 대한 요구
가 많았다.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등록 및 처벌 영역에서는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의무
화 및 공개수위 강화에 대한 요구가 많았고, 피해청소년 치료 및 신상보호 영역에서는 사건을 최대한 빨리
처리해 청소년의 정신적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피해청소년을 위한 시설 및 프로그램
영역에서는 전국의 성보호 시설과 단체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
았고, 청소년 성보호 정책추진 및 성범죄피해 예방교육 영역에서는 청소년의 자기 결정능력 개발을 위한
성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청소년 성폭력 관련법령 개정영역에서는 성폭력범죄의 고소기간
을 폐지해 공소시효 완성 때까지 허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고, 그 밖의 청소년 성보호 관련법령 개정영
역에서는 삽입이나 접촉여부를 불문하고 학대 내지 착취라는 측면의 성적 행위까지 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주요어 : 청소년 성보호, 성보호 관련법령, 성보호 관련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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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우리나라는 사회적 약자인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여러 가지 법과 제도를 마
련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성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대표적인 법률
은 2000년도에 제정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청소년대상 성범죄로부터의
청소년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를 높이는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또한 그 동안 이
법률이 시행되면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가 심각한 범죄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최근에는 전면 개정을 통해 그 동안 실효성의 논란이 있어왔던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
개 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신상정보 등록대상과 기간, 열람대상과 기간 및 열람권자, 취업제한
시설과 기간 등을 확대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성범죄자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는 한편 성범죄자가
청소년에게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하였다. 또한 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를 친고죄에서 반의
사불벌죄로 변경하여 피해청소년의 신고 없이도 수사가 가능하게 되었고, 청소년이용음란물의
경우 단순소지만으로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그 동안 청소년 성보호를 위해 학계와 현
장에서 주장해오던 내용의 상당부분이 반영되었다.
이러한 전면 개정을 통해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성범
죄 피해자와 이들을 지원하고 있는 현장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된 것은 아니다. 그 동안 여성단
체에서는 ‘어린이․청소년 성범죄 공소시효 철폐’를 주장해 왔고, ‘반의사불벌죄’도 여전히 피해
자가 원치 않는 합의나 협박을 받을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주장한다.1) 이러한 주장 외에도 청소
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단순한 처벌로 이들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
에2) 이들의 성의식에 일대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고 이들에게 소아성애적 경
향3)이나 정신과적 질환이 있다면 이것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
다. 또한 성범죄 피해청소년에 대해서도 사법절차에 의해 새로운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수사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있다(청소년을 위한 내일여성센터, 2002). 이 밖에 최근에
는 인터넷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가 증가하면서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대처 방안4)을 모색하고

1) 여성단체에서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줄기차게 이러한 주장을 했지만 아
직까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한겨레신문, 2007.1.31).
2)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중에는 동종전과를 갖고 있는 경우가 11%를 차지하고 있다(국가청소년위원회,
2007).
3)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중에는 13세미만의 소아를 대상으로 한 경우가 30.8%를 차지하고 있다(국가청소년
위원회, 2007).
4) 영국의 성범죄법(Sexual Offences Act 2003)에서는 청소년에 대해 성관계를 목적으로 유인하는 행위, 소위
그루밍(grooming)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이와 같이 그루밍 단계에서도 단속이 가능하다면 청소년의 피해
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특히 인터넷 채팅을 통한 성매매 예방에 효과적일 것이므로 정부에서는 이러
한 제도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맹영임 외 11인, 2007).

- 88 -

이춘화․조아미 / 청소년 성보호의 개념 정립과 정책 방안에 관한 연구

있다.
이상과 같이 청소년 성보호 정책분야에는 아직도 개선해야 할 사안들이 산재되어 있다. 청소
년에 대한 성적인 학대나 착취가 사라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책들이 빠른 시간 내에 실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정책 집행기관의 인력이나 예산 등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제안들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청소년 성보호 정책의 장단기 계획
수립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정책추진의 우선순위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우, 정
책입안자들의 의견만이 반영되고, 청소년 성보호관련 현장전문가의 의견은 수용되지 않는 경우
가 대부분이었다. 효율적인 정책에서는 현장성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청소년 성보호
관련 현장전문가의 의견수렴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을 토대
로 향후 개선되고 추진되어야 할 청소년 성보호 관련 법령 및 정책 중에서 우선순위를 탐색하
고 이의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청소년 성보호의 개념
2000년 청소년성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우리 사회에서는 청소년의 성보호라는 용어가 자연스
럽게 회자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성보호의 개념은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채 사용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성보호는 청소년성보호법에서 용어정의를 통하여 제시되어야 하지만 동법에서는
제2조 용어의 정의에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나 ‘청소년이용음란물’등에 대한 정의만 내리고
있을 뿐 성보호의 정의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단지 동법 제1조(목적)를 통하여 청소년 성보호의
개념을 파악할 수 있을 뿐이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은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
하고 피해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절차를 마련하며 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
함으로써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이 법의 목적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성보호법 해설5)을 보면 청

5) 1. 청소년 본인, 청소년을 알선한 자 또는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 감독하는 자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이나 직무 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청소
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함. 2. 폭행, 채무, 고용관계 등을 이용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
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한 자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장소 자금 토지 건물 등을
제공한 자를 처벌함. 3. 청소년이 등장하는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 수입 수출한 자,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 및 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자에게 청소년을 알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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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성보호법의 주요 내용이 청소년 성매매, 포주업과 청소년 인신매매현상, 청소년 포르노현상
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청소년의 성보호와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는 대부분 청소년의 성보호에 대한 개념 정의
없이 연구를 수행해 왔다. 예외적으로 몇몇 연구에서 청소년의 성보호에 대한 개념 정의를 제시
하고 있으나, 청소년의 성보호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하지는 못했다고 본다. 예를 들
어, 김태현 외 3인(2002)은 ‘성보호는 성적활동(sexual activities)의 금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성
교육 등의 보호 프로그램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사춘기에 따르는 자신의 신체적․심리적․사회
적 또는 환경적 상황의 변화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시기와 대상․방법 등을 포함
한 성적활동들에 대한 올바른 결정을 갖는 능력을 함양시키는 것 또한 성보호 활동의 목적이라
할 수 있음. 또한 청소년의 성착취가 급증하는 추세에 따라 성인지적 관점(gender sensitive
perspective)에 입각한 성보호 정책의 수립이 요청되고 있음.’이라고 용어의 정의에서 밝히고 있으
나 이 개념정의는 성보호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성보호의 목적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도들은 청소년 성보호의 개념에 대한 관심을 모으고,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는 초석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의 성보호가 개념 정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목적만이 제시되는 이유는
성보호, 특히 성의 개념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국어사전에서 성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성은
명사로서 ‘① 사람이나 사물 따위의 본성이나 본바탕, ② 남성과 여성, 수컷과 암컷의 구별, 또
는 남성이나 여성의 육체적 특징≒섹스, ③ 남녀의 육체적 관계 또는 그에 관련된 일≒섹스’의
의미를 갖는다(krdic.naver.com). 성의 정의에서 보면 보호할 수 있는 성은 세 번째 의미를 가진 성
이다. 그나마 성은 개인적인 영역이므로 보호를 한다는 말이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에 청소년이라는 말이 붙어서 청소년의 성보호가 되면 성을 보호한다는 것이 가능하게 된
다. 즉,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 나타난바와 같이 만 19세 미만인 자의 성을 보호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보호해야 할 성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19세 미만 남녀의 모든 육체적 관계가 보호의 대상이 되는가 하면 그것은 아닐 것이다. 예를 들
어, 서로 좋아하는 18세 남녀의 육체적 관계를 보호해야 할 성으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가 제기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성과 관련된 당사자들의 연령과 보호해야 할 성의
내용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우선, 보호해야 할 성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자. 청소년성보호법에 의하면 청소년의 보호해
야 할 성은 성적 착취나 학대 행위이다. 그리고 성적 착취나 학대 행위에는 청소년의 성을 사거
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 및 청소년에 대한 성
자 등을 처벌함. 4. 청소년에 대하여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청소년을
간음 또는 추행한 자를 가중 처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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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 등이 포함된다. ECPAT(End Child Prostitution and Tourism)에서는 아동 성착취를 매춘, 포
르노그래피, 인신매매로 규정한 바 있다(www.ecpt.net/eng/index.asp). Johnson, C.(2006)는 아동 성착
취를 매춘(prostitution), 포르노그래피(pornography), 인터넷 범죄(internet crimes)로 구분한 바 있다.
김지선․이병희(2001)의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아니지만 성보호를 성매매, 성착취,
성학대를 중심으로, 김태현 외 3인(2002)은 성보호가 성폭력, 성매매, 성착취를 의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이민희․윤옥경․임지연(2001), 박영란(2004), 그리고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성보호 정책은 주로 성매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보호해야 할 성은 청소년성보호법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성적 착취나 학대
행위임이 드러난다. 그리고 여기에는 성매매, 포르노그래피, 성폭력, 인신매매, 섹스관광, 조혼
등이 포함된다.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 착취나 학대 행위의 경우
인신매매, 섹스관광, 조혼 등이 부각되지 않는 것은 성매매나 성폭력 등에 비해 일반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본다.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아동의 인신매매, 섹스관광 등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청소년의 성적 착취나 학대에 있어서 이보다 더 절실한
것이 성매매, 성폭력, 포르노그래피이므로 청소년 성보호의 개념 정의에 있어서도 이 부분에 초
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한편 청소년 성보호의 개념 정의를 위해서는 성착취, 성적 학대, 성매매, 성폭력, 포르노그래
피 등에 관한 개념 정의와 이들의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 성착취, 성적 학대, 성매매, 성폭력, 포
르노그래피 등에 관한 개념 정의를 통하여 이들의 관계를 [그림 1]과 같이 제시하였다. 이를 통
하여 청소년 성보호 영역들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성보호 대상 연령에 대해 고려해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만 19세 미만인 자(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 제외)6)이다. 한편 아동권리협약에

[그림 1] 성학대․성착취․상업적 성착취의 관계
6) 이를 연나이 19세미만이라고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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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만 18세 미만인 자이다. 독일에서는 대가를 제공하여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학대하는 경우,
그 대상연령을 16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18세 미만, 영국의 경우 16세 미만
의 미성년자의 성매매가 금지된다(권오명, 2005).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The Protect
Act of 2003에서는 18세 이하인 자와의 상업적 섹스, 16세 이하인 자와의 모든 섹스는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다. 나라마다 성매매 혹은 성관계가 금지되는 청소년의 연령이 다른 것은 나라마다
의 문화와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다. 청소년의 성매매 금지 연령이 다르기는 하지만 청소년의 성
을 보호하고자 하는 각국의 노력에는 차이가 없다. 여기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은 성
매매(상업적 성관계)의 금지 연령과 성관계의 금지 연령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에서는 이 부분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청소년의 성매매와 성관계는 다르게 접
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성보호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들의 상한 연령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연령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뉴욕 주에서는 고객과 해당 아동간의 나
이차이가 적어도 4세 이상이 되어야 처벌을 한다. 단, 11세 이하의 아동의 고객은 연령차이 없
이 처벌을 받는다(김지선․이병희, 2001). 물론 이것은 성매매에 해당하는 경우이나 성매매가 아
니더라도 연령차이가 많이 나는 관계에서의 성행동에 대해서는 고려해보아야 한다.
종합하면, 청소년 성보호는 연나이 19세 미만인 자를 성학대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학대에는 성착취, 상업적 성착취, 성매매, 포르노그래피, 인신매매 등이 포함되는데, 청소년 성
보호에서는 특히 성매매가 중요하다.
2. 청소년 성보호의 필요성
최근 세계 각국에서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
은 세계 각국에서 청소년의 성이 보호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지했기 때문이다. 청소년의 성에
대해서는 보호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과 성적 주체로 보는 시각이 있다(장필화 외 3인, 2002). 청
소년의 성을 보호의 대상으로 보면, 그들의 성을 문제시하고 순결을 강조하게 된다. 한편, 청소
년의 성에 있어서 청소년들을 성적 주체로 보면, 이들에게 책임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중요하
다고 주장하게 된다. 일반적인 청소년의 성을 논할 때는 이와 같은 청소년의 성에 대한 두 가지
견해가 모두 일리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특수한 상황에서의 청소년의 성을 고려할 때는 청소년
의 성을 보호의 대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청소년 성매매의 경우, 청소년들을 성적
주체로 인식하게 되면 청소년들은 성매매의 책임을 고스란히 질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는 청소년이 가진 특성이 고려되기 힘들다.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처음에는 성매매와 관련해서 시작되었으나 최근에
는 아동매매와 아동포르노까지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1990년대 말 Whose Daughter Next?
(Barnardo's, 1998)는 아동과 청소년이 매춘을 통해 학대받는 것을 보호하는 정책마련에 영향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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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여기에서는 매춘을 하는 아동이나 청소년을 어린 매춘부라기보다 학대의 피해자로 인식해
야 한다고 했다(Scott, S. & Harper, Z., 2006). 또한 성적으로 착취당한 청소년들은 범죄자라기보다
학대의 피해자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Department of Health, 2000; Home Office,
2004; Phoenix, J., 2002). 2004년 9월 24일 비준된 아동매매, 아동매춘 아동포르노에 관한 아동권
리협약 선택의정서(the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Child Sales,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에서는 아동매매, 아동매춘, 아동포르노를 세 개의 CSEC
범죄로 규정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성보호법 제정을 전후로 하여 적어도 법규정상으로는 성매매 청
소년에 대한 시각 및 관점에 있어서의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김지선․이병희, 2001). 일반
적인 성매매 행위에 대한 법률적인 규정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는 단
순 성매매 행위(성을 사고 파는 것)등 성매매 행위에 관련된 모든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청소년이란 특수한 연령을 고려하여 성매매 문제를 풍속이라는 사회적
법익의 침해라기보다는 청소년에 대한 보호의 견지에서 파악하였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청소년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여 성매매 행위에 대한 어른과 청소년의 사회적 책임이 다르다는 것을 전
제로 하고 있다. 청소년범죄자는 사회적 여건과 환경이 그들로 하여금 사회적으로 건전하고 관
습적인 사회화를 할 수 없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결과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청
소년범죄자들은 사회적으로 약탈된 병약자이므로, 환자를 벌할 수 없고 치료하고 보호를 해주어
야 하듯 이들 청소년범죄자도 처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며 오히려 치료하고 보호해 주어야
할 대상으로 이해되고 있다(이윤호, 1991).
이와 관련해서 논의되어야 하는 것이 최근 우리나라 청소년 성매매의 특징인 자발성이다. 다
른 사람의 강요에 의하지 않는 자신의 합의와 결정에 의해 성매매를 하는 청소년들이 점차 늘
어나고 있고, 좀 더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성매매를 받아들이고 있다(이영자,
1996; 김지선․이병희 재인용). 이러한 현상은 성매매 청소년을 피해자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기 어렵게 한다. 그러나 청소년 성매매를 둘러싼 사회 문화적 체계를 고려해본다면, 청소
년을 성인들이 만들어 놓은 사회의 구조적 문제의 피해자로 인식하고, 청소년 성매매를 개인적
인 책임의 문제로 돌릴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대응책을 만들어나가는 자세
가 필요하다. 성매매 청소년은 범죄자나 가해자가 아니고 피해자이며 적극적인 보호와 선도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도 성매매
피해자에 청소년을 포함시켰다.
한편, 최근 청소년의 성보호관련분야에서는 청소년의 성적자기결정권의 개념이 등장하고 있
다. 이것은 청소년의 성이 보호받아야할 것임과 동시에 청소년은 스스로 자신의 성에 대한 주체
적 결정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은 이제까지 청소년의 성을 수동적이고 피동적
으로만 바라보던 시각의 변화를 가져오게 했다. 청소년의 성적자기결정권은 인권의 한 하위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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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간주될 수 있다. 즉, 성적자기결정권은 생명권이나 보호권 등과 마찬가지로 인간이 가진
당연한 권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청소년에게 성적자기결정권이 있다고 해
서 이들의 성관련행동을 성인의 잣대에 맞춰서 판단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3. 선행연구 분석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연구들은 그동안 제한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다가 2000년 청소년성
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연구들은 아직까지
는 만족할만한 수준이 아닌 실정이고, 선행연구들은 청소년성보호법이 제정된 직후를 제외하고
는 성보호라는 보다 광의적인 접근보다는 성매매의 방지라는 다소 협의적인 접근에 초점을 맞
춘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 성보호의 영역에서 성매매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성매매가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민희․윤옥경․임지연(2001)은 청소년 성매매에 관한 실태조사, 외국의 청소년 성매매 대책,
청소년 성매매 대책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하여 청소년 성매매 대책을 민간차원과 정부
차원으로 나누어 제시했다. 민간 차원의 청소년 성매매 대책으로는 청소년의 건전한 아르바이트
기회 확대, 가출 및 소외청소년 지원 네트워크 활성화 등이, 그리고 정부차원의 청소년 성매매
대책으로는 가정․학교․사회 차원의 대책, 유해환경 개선 차원의 대책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
러나 이 연구는 청소년의 성보호라기보다는 청소년 성매매를 막을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마련
에 중점을 둔 것이다. 즉, 성매매 피해 청소년을 어떻게 보호해야 혹은 보호할 수 있는가에 대
한 대책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박영란(2004)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초점을 두고 법률제정에 따른 성
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체계 개선 등 다양한 후속조치 방안을 검토 개발하고, 시행령 및 시행규
칙 시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연구를 수행했다. 이 연구에서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
호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을 검토하고, 동법률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안을 제안
하고, 동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시안을 마련했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의 검토를 통해 개선안을 제출한 점은 성매매 피해자 보호의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
으나, 이 법 자체가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성보호법과 달리 성인도 포함하고 있어 청소
년의 성보호라기보다는 여성의 성보호가 더 적절하다고 본다.
윤덕경․박현미․장영아(2001)는 청소년성보호법을 비롯하여 윤락행위등방지법, 청소년보호법,
형법 등 미성년여성 성매매와 관련된 법제의 내용과 시행실태를 살펴보고, 미성년여성 성매매금
지에 관한 지침을 제시하거나 관련 법제를 두고 있는 국제기구 및 외국의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미성년여성 성매매 관련법제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이 연구는 박영란(2004)의 연구와는 달리 미성년여성의 성매매, 즉 청소년 성매매에 연구의 관심

- 94 -

이춘화․조아미 / 청소년 성보호의 개념 정립과 정책 방안에 관한 연구

을 제한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한편, 청소년의 성매매가 아니라 청소년의 성보호를 법적인 측면에서 접근한 연구도 있다. 김
지선․이병희(2001)는 청소년성보호법의 내용과 실태의 파악을 통하여 이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미 청소년 성보호와 관련된 법제를 성공적으로 시행하는 국제기구와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여,
청소년성보호법의 성공적인 집행과 정착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
서는 청소년성보호법상의 주요 쟁점, 청소년 성매매 관련자의 처리실태 및 문제점, 외국의 청소
년 성보호 방안, 우리나라의 청소년 성매매 방지대책을 각각 다루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소년성보호법상의 주요 쟁점에서는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제도, 청소년 성매매
여부를 규정하고 판단함에 있어 핵심적인 개념인 대가성을 둘러싼 논의들, 청소년성보호법을 적
용하는 과정에서 입법적인 미비점으로 인해 법규정에서 제외된 청소년에 대한 강간 등 상해․
치상과 강간 등 살인․치사죄 규정의 신설문제, 법 적용과정에서 기존의 법률해설과 달리 청소
년을 대상으로 하는 강간, 강제추행범죄에 친고죄를 적용한 대법원 판례가 있음으로 해서 제기
된 친고죄의 적용문제 등을 다루고 있다.
김태현 외 3인(2002)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성과 관련된 제반 문제가 국가적 차원에서 현실
적으로 해결되도록 하기 위해 청소년 성보호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해 청소년 성보호 인프라 구축의 구체적인 안으로
서 ‘청소년성보호센터(가칭)’의 설립 필요성 도출과 청소년 성보호센터의 기능과 위상, 그리고
역할 및 기존 행정체계, 시설과의 연관체계를 연구하여 제시했다.
한편, 이춘화․조아미(2004)의 연구는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하는 청소년을 도울 수 있는 치료
적 성격이 강한 전문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목적이었다. 이를 위하여 성매매 경험이 있는 청소년
을 대상으로 성매매 경험의 실태와 관련요인, 성매매에 이르게 되는 경로와 이의 상습화 과정을
도출하는 한편, 성매매 경험 청소년이 제안하는 성매매의 상습화 예방 및 치료 방안과 그 밖의
지원방안 등 그들의 욕구를 파악했다. 또한 국내·외의 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청소년 성매매의 상습화 예방을 위한 성교육 및 가치관 교육 프로그램과 신체적, 심리
적, 정신적 치료를 위한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 연구의 의의는 상습적인 성매매 청소년
을 위해 성매매의 상습화 예방 및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을 선구적으로 개발했다는 것이다. 이제
까지의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법과 제도적인 측면에서 청소년의 성보호에 대한 고려를 해온 반
면, 이 연구에서는 법과 제도적인 측면을 넘어 또 다른 방향으로 청소년의 성보호를 접근하려는
새로운 시도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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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조사 대상 및 절차
이 연구의 조사대상은 청소년 성보호 관련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장전문가이다. 여성가족
부로부터 성매매 상담기관 39개소, 성매매 보호시설 16개소, 성폭력 상담기관 121개소, 성폭력
보호시설 19개소, 성폭력 복합기관(원스톱서비스) 14개소의 연락처를 입수해 사전에 전화로 조사
에 대한 협조요청을 했다. 조사기간은 2007년 8월 13일부터 31일까지 3주간이고, 조사 실시와
회수는 이메일과 우편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 결과 총 202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고 회수된 설
문지 모두를 SPSS 12.0을 사용해 분석하였다.
조사대상 현장전문가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조사대상자는 총 202명이고, 이들의 소속기관
은 성매매상담소 4명, 성매매피해청소년지원시설 26명, 성폭력상담소 123명, 성폭력피해자보호시
설 12명, 성폭력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및 아동성폭력전담센터 3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집단
의 규모가 성매매기관보다는 성폭력기관이 많기 때문에 조사대상자의 비율도 성매매기관(14.9%)
보다는 성폭력기관(85.1%)이 많았다.
성별은 기관의 특성상 남성이 4명에 그쳐 대부분 여성 응답자로 구성되어 있다. 연령은 평균
38세인데, 연령대별로는 20대(최저 22세)가 15.9%, 30대가 41.3%, 40대가 33.3%, 50대가 8%, 60대
(최고 66세)가 1.5%를 차지하고 있다. 재직기간은 평균 3년 4개월인데, 기간별로는 1년 미만이
18.7%, 1년 이상 - 2년 미만이 19.2%, 2년 이상 - 3년 미만이 19.2%, 3년 이상 - 4년 미만이

<표 1> 조사대상자의 특성

소속기관

성별

구

분

인원수(명)

백분율(%)

합

계

202

100

성매매 상담기관

4

2.0

성매매 보호시설

26

12.9

성폭력 상담기관

123

60.9

성폭력 보호시설

12

5.9

성폭력 복합기관

37

18.3

남

4

2

여

198

98

연령(평균)

38세

재직기간(평균)

3년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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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4년 이상 - 5년 미만이 7%, 5년 이상 - 6년 미만이 8.1%, 6년 이상 - 7년 미만이 4.6%, 8
년 이상 15년 이하가 12.6%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조사도구
전문가 의견조사의 문항은 조사대상 현장전문가에 관한 일반적인 문항 외에 크게 네 영역으
로 구성되어 있다.7) 첫 번째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정책의 우선순위를 알아보는 문항이
다. 두 번째 영역은 성범죄 피해청소년에 대한 정책의 우선순위를 알아보는 문항이다. 세 번째
영역은 청소년 성보호 정책추진 및 성범죄피해 예방교육에 대한 정책의 우선순위를 알아보는
문항이다. 네 번째 영역은 청소년 성보호 관련법령 개선방안에 대한 우선순위를 알아보는 문항
이다.
측정은 이들 네 영역 내에서 다시 소영역을 나누어 각 영역별로 법령 개정 및 정책 추진의
우선순위를 기재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결과분석에서는 평균값 산출을 통해 전체 순위를 제시
하고, 이와 함께 조사대상자를 성매매기관 전문가와 성폭력기관 전문가로 나누어 이들의 순위를
따로 제시했다8).

Ⅳ. 연구결과
1.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정책
1)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교육 및 치료 정책영역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교육 및 치료 정책영역에서의 정책추진 우선순위에 대한 현장전문가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것은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자에게는 정신
과 치료의무화’이고, 2순위는 ‘상습 성범죄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 3순위는 ‘수강명령 의무화’
의 순이다. 성매매기관과 성폭력기관의 전문가 모두 전체 순위와 동일한 의견이었다. 현장전문
가들은 두 집단 모두 교육과 치료의 의무화에 우선순위를 높게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 문항은 현행 법령 및 정책 분석을 통해 발견한 문제점과 국제협약 및 외국 입법례 분석을 통해 얻은 시
사점으로부터 도출한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이춘화 외 3인, 2007, 참조).
8) 이와 같이 나눈 이유는 성폭력과 성매매가 모두 성범죄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피해자와
가해자의 특성이나 행위의 태양에 있어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가장 큰 차이는 이론적 배경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성매매의 자발성 부분이다. 또한 조사대상자는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성이
많은 정책에 우선순위를 높게 둘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집단 간 의견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9)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2007년 4월 24일 제정, 2007년 8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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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교육 및 치료 정책영역
전체

개선방안

성매매기관 성폭력기관

순위

순위

순위

①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범죄자에게 교육비용 부담

7

7

7

② 소수인원으로 교육 프로그램 운영

5

5

5

③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자에게는 정신과 치료 의무화

1

1

1

④ 전자팔찌를 통한 감시

6

6

6

⑤ 수강명령 의무화

3

3

3

⑥ 상습 성 범죄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

2

2

2

⑦ 소아성애 여부를 확인하는 정신과 진단 및 상담, 치료 명령

4

4

4

9)

2) 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정책영역
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정책영역에서의 정책추진 우선순위에 대
한 현장전문가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것은 ‘신고의무자에 대한 보호와
면책을 통해 신고제도 활성화’이고, 2순위는 청소년 관련 기관의 성윤리 의식 강화를 위한 교
육’, 3순위는 ‘강간살인죄와 같은 흉악범죄의 경우 사망 시까지 제한’의 순이다. 1순위의 경우는
성매매기관과 성폭력기관의 전문가 모두 동일한 의견이었으나 2순위와 3순위에서는 차이를 보
이고 있다. 성매매기관 전문가의 경우는 ‘강간살인죄와 같은 흉악범죄의 경우 사망 시까지 제한’
이 2순위이고, ‘취업제한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이 3순위이다. 성폭력기관 전문가
의 경우 ‘청소년 관련 기관의 성윤리 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이 2순위이고, ‘청소년 관련기관의
성범죄자 채용을 제한하기 위해 청소년관련기관장의 협의회를 통해 인력채용 시 자체모니터링
실시’가 3순위이다.
이 영역의 문항은 응답자 본인의 입장과도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신고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는 우선 신고의무자에 대한 보호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
러나 이 외에는 성매매기관 전문가의 경우 법적 규제의 강화를 우선시하고 있는 반면, 성폭력기
관 전문가의 경우 기관 자체의 의식 강화나 모니터링을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일 일부개정, 2008년 2월 4일 시행)’에 근거해 2008년부터 상습 성폭력범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일
명 ‘전자팔찌')를 채워 행적을 추적ㆍ감독할 수 있게 된다. 전자팔찌는 손목시계 모양을 하고 있으나 인
권문제 등을 감안, 눈에 띄지 않게 발목에 차도록 고안돼 있다. 성폭력 전과자는 자신의 위치와 동선이
항상 감시를 받게 되기 때문에 유사 범죄를 저지를 생각을 할 수 없고 재범을 하더라도 바로 검거될 수
있다. 다만 법무부는 인권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성범죄로 징역형을 마친 전과자의 경우, 두
번 이상 성범죄를 저질렀고 선고받은 형의 합계가 징역 3년이 넘으며 한 차례 처벌 후 5년 내에 재범한
경우 등으로 전자팔찌 착용 대상자 범위를 한정했다(국정브리핑, 2007.10.17, www.moj.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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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정책영역
전체

개선 방안

성매매기관 성폭력기관

순위

순위

순위

① 신고의무자에 대한 보호와 면책을 통해 신고제도 활성화

1

1

1

②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과태료 부과

7

6

7

③ 취업제한 기간을 현행 10년(개정법)에서 20년으로 연장

6

3

6

④ 강간살인죄와 같은 흉악범죄의 경우 사망 시까지 제한

3

2

4

4

5

3

2

4

2

5

7

5

⑤ 청소년 관련기관의 성범죄자 채용을 제한하기 위해 청소년관
련기관장의 협의회를 통해 인력채용 시 자체모니터링 실시
⑥ 청소년 관련 기관의 성윤리 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
⑦ 성범죄자 취업제한을 위한 관련기관의 자율규제를 위해 정부
와 지방자치단체의 페널티 또는 지원 정책 추진

차이는 성매매기관보다 성폭력기관이 모집단의 규모가 크고 상대적으로 더 조직화가 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3)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등록 및 처벌 정책영역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등록 및 처벌 정책영역에서의 정책추진 우선순위에 대한 현
장전문가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것은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의
무화 및 공개수위 강화(신상공개제도는 현재 개정 청소년성보호법에 의해 폐지됨)’이고, 2순위는
‘초범이라도 강력하게 처벌하고 재범의 경우 정상 참작을 하지 않는 ‘제로 톨러런스정책실시’, 3
순위는 ‘강간살인죄와 같은 흉악범죄의 경우 사망 시까지 등록 의무화’의 순이다. 성매매기관 전
문가의 경우 전체 순위와 동일하였으나, 성폭력기관 전문가의 경우 3순위는 동일한 의견이었으
나, 1순위와 2순위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초범이라도 강력하게 처벌하고 재범의 경우 정상
참작을 하지 않는 ‘제로 톨러런스 정책실시’가 1순위이고,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의무
화 및 공개수위 강화(신상공개제도는 현재 개정 청소년성보호법에 의해 폐지됨)’가 2순위이다.
성폭력기관 전문가의 경우 정상 참작을 하고 싶지 않을 만큼 패륜적인 사건들10)을 현장에서 자
주 접하기 때문에 제로 톨러런스 정책에 우선순위를 높게 두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10) 청소년대상 성범죄에 관한 공식통계에 의하면 청소년에 대한 강간의 13%가 친아버지에 의해 저질러지
고 있고, 의붓아버지가 가해자인 경우도 7.8%에 이르고 있다.(국가청소년위원회,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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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등록 및 처벌 정책영역
전체

개선 방안

성매매기관 성폭력기관

순위

순위

순위

1

1

2

5

4

5

③ 강간살인죄와 같은 흉악범죄의 경우 사망 시까지 등록 의무화

3

3

3

④ 처벌보다 개선을 위한 처우의 중요성 강조

6

6

6

2

2

1

4

5

4

①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의무화 및 공개수위 강화 (신
상공개제도는 현재 개정 청소년성보호법에 의해 폐지됨)
② 등록 기간을 현행 10년(개정법)에서 20년으로 연장하되, 국가
청소년위원회의 교육을 이수하면 감축

⑤ 초범이라도 강력하게 처벌하고 재범의 경우 정상 참작을 하
지 않는 ‘제로톨러런스’정책실시
⑥ ‘양형위원회’에 청소년대상 성범죄 선고형 상향조정 건의

2. 성범죄 피해청소년에 대한 정책
1) 피해청소년 치료 및 신상보호 정책영역
피해청소년 치료 및 신상보호 정책영역에서의 정책추진 우선순위에 대한 현장전문가의 의견
은 다음과 같다.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것은 ‘사건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여 청소년의 정신적 피
해 최소화’이고, 2순위는 ‘피해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사회복지 지원체계 마련’, 3순위는 ‘근친상
간 피해자의 경우 청소년이 원할 경우 19세까지 지원’의 순이다. 성매매기관과 성폭력기관의 전
문가 모두 전체순위와 동일한 의견이었다.
현장전문가들은 사법처리 절차가 장기화되고 그에 따라 조사가 반복되면서 청소년들에게 이
러한 과정 자체가 또 다른 인권침해가 되고, 또한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강화되는 사례
들을 자주 접하기 때문에 빠른 사건처리를 가장 우선시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2) 피해청소년을 위한 시설 및 프로그램 정책영역
피해청소년을 위한 시설 및 프로그램 정책영역에서의 정책추진 우선순위에 대한 현장전문가
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것은 ‘전국의 성보호 시설/단체를 체계적으로 운
영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고, 2순위는 ‘피해청소년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매뉴얼 개발’, 3순
위는 ‘성매매와 성폭행 여부에 따라 시설/프로그램의 차별화/특성화’의 순이다. 성매매기관 전문
가의 경우 1순위는 동일한 의견이었으나 2순위와 3순위의 경우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성매매
와 성폭행 여부에 따라 시설․프로그램의 차별화․특성화’가 2순위이고, ‘기존의 아동 성폭력 상
담기관을 청소년까지 확대 운영하고 이를 위해 기존의 성폭력상담 의료기관 활용’이 3순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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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피해청소년 치료 및 신상보호 정책영역
전체

개선방안

성매매기관 성폭력기관

순위

순위

순위

① 피해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사회복지 지원체계 마련

2

2

2

② 근친상간 피해자의 경우 청소년이 원할 경우 19세까지 지원

3

3

3

③ 피해청소년 부모에게 정신과 상담 제공

6

6

6

④ 피해청소년 부모에게 수강명령이나 준수사항 부과

7

7

7

5

5

5

⑥ 피해청소년이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촬영가이드라인 마련

4

4

4

⑦ 사건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여 청소년의 정신적 피해 최소화

1

1

1

⑤ 사건 파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대상청소년이 노출 되지 않도
록 파일번호 사용(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원본에만 남김)

<표 6> 피해청소년을 위한 시설 및 프로그램 정책영역
전체

개선방안
① 성매매와 성폭행 여부에 따라 시설/프로그램의 차별화/특성화
② 전국의 성보호 시설/단체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
템 마련
③ ‘청소년 성보호센터’의설치/운영 및 지역 청소년 성보호센터
로 지정된 민간시설/기관에 비용지원
④ 현재 3개소인 13세미만 아동 성폭력상담기관의 확충
⑤ 기존의 아동 성폭력 상담기관을 청소년까지 확대 운영하고
이를 위해 기존의 성폭력상담 의료기관 활용
⑥ 피해청소년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매뉴얼 개발

성매매기관 성폭력기관

순위

순위

순위

3

2

3

1

1

1

6

5

6

5

6

5

4

3

4

2

4

2

성폭력기관 전문가의 경우는 전체순위와 동일한 의견이었다. 성폭력기관 전문가의 경우 피해청
소년에 대한 지원에 있어 좀 더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원매뉴얼 개발에
우선순위를 높게 두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3. 청소년 성보호 정책추진 및 성범죄피해 예방교육 정책
청소년 성보호 정책추진 및 성범죄피해 예방교육 정책영역에서의 정책추진 우선순위에 대한
현장전문가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것은 ‘청소년의 자기 결정능력 개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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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청소년 성보호 정책추진 및 예방교육 정책영역
전체

개선방안

성매매기관 성폭력기관

순위

순위

순위

3

1

3

② 여성가족부 1366과 경찰 117전화의 연계를 통해 예산 절감

5

6

5

③ 경찰의 117 신고 보상금제도 홍보강화

6

5

6

④ 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한 청소년유해환경 정화

2

2

2

⑤ 청소년의 자기 결정능력 개발을 위한 성교육 실시

1

3

1

4

4

4

① 여성가족부의 성매매방지대책과 별도로 ‘청소년성매매방지대
책’수립

⑥ 남자청소년 피해자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해 실태파악 및 성
교육 실시

위한 성교육 실시’이고, 2순위는 ‘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한 청소년유해환경 정화’, 3순위는 ‘여성
가족부의 성매매방지대책과 별도로 ‘청소년성매매방지대책수립’의 순이다. 성매매기관 전문가의
경우 2순위는 동일한 의견이었으나 1순위와 3순위의 경우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성매매방지대책과 별도로 청소년성매매방지대책수립이 1순위이고, ‘청소년의 자기 결정능력 개
발을 위한 성교육 실시’가 3순위이다. 성폭력기관 전문가의 경우는 전체순위와 동일한 의견이었
다. ‘청소년성매매방지대책’수립에 대해 성매매기관 전문가들이 우선순위를 가장 높게 응답한 점
이 주목할 만하다. 이는 청소년 성매매가 성인 여성의 성매매와는 차이11)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
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4. 청소년 성보호 관련법령 개정
1) 청소년 성폭력 관련법령 개정
청소년 성폭력 관련법령에 대한 현장전문가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것
은 ‘성폭력범죄의 고소기간을 폐지해 공소시효 완성 때까지 허용’이고, 2순위는 ‘폭행/협박이 수
반되지는 않았지만 진지한 거부 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성폭행도 처벌’, 3순위는 ‘의제
강간의 연령기준을 13세 미만에서 16세미만으로 조정’의 순이다. 성매매기관 전문가의 경우는
‘폭행/협박이 수반되지는 않았지만 진지한 거부 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성폭행도 처벌’
이 1순위이고, ‘성폭력범죄의 고소기간을 폐지해 공소시효 완성 때까지 허용’이 2순위이며, 3순
위는 전체순위와 동일한 의견이다. 성폭력기관 전문가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고소기간을 폐지해
11) 현재의 성매매방지대책은 성매매 집결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청소년 성매매의 경우에는
성매수자와의 접촉방법에 있어 인터넷 이용이 대부분(88%)을 차지하고 있다.(국가청소년위원회, 2007)

- 102 -

이춘화․조아미 / 청소년 성보호의 개념 정립과 정책 방안에 관한 연구

<표 8> 청소년 성폭력 관련법령 개정영역
전체

개선방안

성매매기관 성폭력기관

순위

순위

순위

3

3

4

5

4

5

2

1

2

④ 성폭력범죄의 반의사불벌죄 규정(개정법) 폐지

4

5

3

⑤ 성폭력범죄의 고소기간을 폐지해 공소시효 완성 때까지 허용12)

1

2

1

⑥ ‘거세형’을 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형벌로 도입13)

6

6

6

① 의제강간의 연령기준을 13세 미만에서 16세미만으로 조정
② 남성과 성전환수술자의 성폭력 피해에 대해 유사성교행위에 의
한 강간죄 인정
③ 폭행/협박이 수반되지는 않았지만 진지한 거부 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성폭행도 처벌

공소시효 완성 때까지 허용’이 1순위이고, ‘폭행/협박이 수반되지는 않았지만 진지한 거부 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성폭행도 처벌’이 2순위이며, ‘성폭력범죄의 반의사불벌죄 규정(개정
법) 폐지’가 3순위이다.
3순위에서 성매매기관 전문가들은 의제강간 연령을 상향조정하는 것을 우선시 했으나, 성폭력
전문가는 청소년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조건 처벌하는 것을 우선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
매매의 경우 가해자가 청소년의 자발성을 들어 비난하는 경우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일 것이고,
성폭력의 경우 지금까지 가해자가 두려워 고소하지 못한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반의사불벌죄로
개정되었다 해도 역시 가해자의 위협으로 인해 처벌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일 것으로 분석된다.
2) 기타 청소년 성보호 관련법령 개정
그 밖의 청소년 성보호 관련법령에 대한 현장전문가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것은 ‘삽입이나 접촉여부를 불문하고 학대 내지 착취라는 측면의 성적 행위까지 청소년대
상 성범죄에 포함’이고, 2순위는 ‘가해자로서의 청소년에 대한 대책 수립’, 3순위는 ‘청소년 성매
매에 대한 대가성의 범위를 현행법과 같이 물리적인 측면에 한정하지 않고 심리적 측면까지 확
장’의 순이다. 성매매기관 전문가의 경우 1순위는 동일한 의견이었으나 2순위와 3순위에서는 차
12)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는 개정 청소년성보호법에 의해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가 되어 고소기간의
문제가 없지만 성인 여성에 대한 성폭력범죄는 여전히 친고죄이다. 성인 여성의 문제는 이 연구의 목적
에서는 벗어나 있지만 성범죄에 대한 가해자의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성인 여성에 대한 성폭
력범죄에 대해서도 친고죄 폐지 또는 고소기간 폐지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13) 본인의 동의를 받아 성적욕구를 떨어뜨리는 약을 처방하는 ‘화학적 거세’를 고려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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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기타 청소년 성보호 관련법령 개정영역
개선방안
① 청소년보호법의 성매매 관련규정도 청소년성보호법에서
규정
② 성인이 청소년으로 가장해 출연하는 음란물도 청소년이
용음란물의 범위에 포함

전체

성매매기관

성폭력기관

순위

순위

순위

5

5

5

6

6

6

4

4

4

2

3

2

1

1

1

3

2

3

③ 형 법외에 성폭력특별법, 청소년성 보호법등 특별법에
산재된 성범죄처벌 규정을 형법전으로 단일화하고 특별
법에서는 보호 조항만 규정
④ 가해자로서의 청소년에 대한 대책 수립
⑤ 삽입이나 접촉여부를 불문하고 학대 내지 착취라는 측
면의 성적 행위까지 청소년대상 성 범죄에 포함
⑥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대가성의 범위를 현행법과 같이
물리적인 측면에 한정하지 않고 심리적 측면까지 확장

이를 보이고 있다.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대가성의 범위를 현행법과 같이 물리적인 측면에 한
정하지 않고 심리적 측면까지 확장’이 2순위이고, ‘가해자로서의 청소년에 대한 대책 수립’이 3
순위이다. 성폭력기관 전문가의 경우는 전체순위와 동일한 의견이었다. 성매매는 대가성이 인정
된 경우에만 성매매로 인정되어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성매매기관 전문가의 경우 대가성의
범위를 가급적 확장하고자 하는 의견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Ⅴ. 논의 및 결론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령 및 정책의 추진에 있어 우선순위를 모색하기 위해 청
소년 성보호 분야 현장전문가의 의견을 알아보았다. 연구결과 각 소영역별로 우선순위가 가장
높게 나타난 정책 및 법령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13세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자에게는 정신과 치료를 의무화해야 한다. 이들에 대한 치
료를 위해서는 이를 담당할 수 있도록 ‘국립정신심리치료센터’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센터에서는 성범죄자에 대해 소아성애 여부를 확인하는 정신과 진단을 수행할 수 있다. 한편 청
소년대상 성범죄자가 형기를 마친 경우에도 정신과 진단을 통해 위험성이 판단되면 이 센터에
수용해 치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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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에 대한 보호와 면책을 통해 신고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
다.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지만, 그 보다는 청소년대상 성
범죄의 노출시스템을 ‘사회시스템’화 한다는 차원에서, 신고자에 대한 신원노출금지 등의 실질적
인 보호 장치와 민ㆍ형사상 및 행정상의 책임 면제 규정을 통해 신고의무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들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등록ㆍ열람이 되는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보다 상세화해야 한다. 현행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등록ㆍ열람이 되는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는 성명, 주소, 직장 등 기본 인적사항과 사진 정도로 성범죄를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청소년과 부모, 교육기관장 등이 실제로 성범죄를 예방하는데 상당한 정보가 될 수 있도록 신체
적인 특징에 관한 자세한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주소 외에 성범죄자가 소재하는 지역의 지
도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청소년 성보호 사건은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 정신적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청소년
성보호법 적용사건 중에서 청소년이 불가피하게 수사절차를 비롯해 재판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면, 사법기관의 인력 동원이나 예산 집행을 통해서 형사사법절차의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방안
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한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청소년관련
사건의 경우 시간과 인력의 투자를 통해 최대한 빨리 마무리지어야할 것이다. UN아동권리위원
회에서도 우리 정부에 대해 ‘아동ㆍ청소년 친화적인 사건처리를 위한 관련공무원 훈련’을 권고
하고 있다.
다섯째, 청소년 성보호 관련 기관 및 시설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청소년 성보호에 관해 특화되어 있는 전문 시설이나 기관의 설치 및 프로그램의 특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식으로 피해청소년 지원체계가 정비되어야 한다. 특히 그 대상영역이 성매매
행위냐 성폭력행위냐에 따라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차별화하거나 특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지원
체계가 정립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은 성폭력범죄 가해청소년에 대한 보
호처분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지원하는 시설이나 프로그램의 정비도 필요하다.
여섯째,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능력 개발을 위한 성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청소년의 성범죄
피해, 특히 성매매 예방을 위해서는 청소년의 자기결정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성교육이 강화되
어야 한다. 지금까지 주를 이루어온 금지 위주의 성교육은 청소년이 실제 상황에 처했을 때 대
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지 못하고 있다. 성교육의 다원화를 통해 청소년이 자율적 통제능력
을 갖출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맹영임 외 11인, 2007)
일곱째,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청소년이 성인이 될 때까지는 공소시효를 정지해야 한다.
청소년의 경우 성범죄 피해를 당하고도 그러한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고 지나가는 경
14) 참고로 2007년 8월 20일 프랑스 정부는 형기를 마쳤더라도 의사가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석방하지 않고
교도소 병원에 수용해 치료하도록 하는 어린이성범죄법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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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나 부끄러워서 숨기는 경우가 많다. 피해청소년이 성장하여 과거의 피해를 자각하거나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긴다 하더라도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가 처벌이 불가능해 질 수 있다.
여덟째, 삽입이나 접촉 여부를 불문하고 학대나 착취라는 측면의 성적 행위까지 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포함해야 한다. UN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우리 정부에 대해 ‘상업적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에 관한 국가행동계획 수립 및 공식통계 수집’을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권고사항을 이행하
기 위해서는 우리의 성보호 정책도 성학대 내지는 성착취라는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청
소년의 성을 상품화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서는 상업적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로 보아야 한다.
이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의 조사대상인 청소년 성보호 현장전문가는 성폭력 관련기관의 종사자와 성매매
관련기관의 종사자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내용에도 성폭력에 관한 사항과 성매매에 관한 사항이
혼재되어 있다. 성폭력과 성매매가 모두 성범죄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피해자와
가해자의 특성이나 행위의 태양에 있어 많은 차이가 있다. 또한 조사대상자는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우선순위를 높게 둘 수 있다.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해 연구결과에서 이 두
집단을 나누어 우선순위를 제시하기는 했지만, 후속연구에서는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과 성매매
를 나누어 각 영역별로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 성보호 관련 법령 및 정책 추진을 위한 우선순위 모색을 위해 청
소년 성보호 관련기관의 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했다. 그러나 실제 정책이 효율적으
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이를 실제로 집행할 공무원의 의견도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청소년 성보
호 관련정책을 집행하는 국가청소년위원회, 경찰, 검찰, 법무부 등의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하
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이 연구에서는 성폭력 및 성매매 피해청소년을 돌보고 있는 현장전문가의 의견만을 수
렴했으나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령 및 정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성범죄 피해 당사자인 청소년
의 의견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피해청소년 보호시설이나 관련 상담기관 이용청소년을 대상으
로 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국가청소년위원회 (2006). 성문화분과위원회 연구과제보고서. 서울: 국가청소년위원회.
국가청소년위원회 (2007). 제13차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자료 분석 보고서. 서울: 국가
청소년위원회.
권오명 (2005).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입법적 고찰.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제20집.
김지선․이병희 (2001). 청소년 성보호 현황과 대책연구. 서울: 청소년보호위원회.
- 106 -

이춘화․조아미 / 청소년 성보호의 개념 정립과 정책 방안에 관한 연구

김태현 외 3인 (2002). 청소년 성보호 인프라 구축 연구. 서울: 청소년보호위원회.
맹영임 외 11인 (2007).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 연구(설명자료). 서울: 국가청소년위원
회.
박영란 (2001). 가출․성매매관련 청소년 전문프로그램 기획․개발-성폭력경험 가출 청소년대
상 프로그램. 테마여행 프로그램모음집. 서울: 늘푸른여성정보센터.
심희기 (2002). 청소년 성보호법과 성매매 방지. 형사정책, 14(2).
윤덕경․박현미․장영아 (2001). 미성년여성 성매매관련법제의 시행실태와 과제. 서울: 한국여
성개발원.
이민희․윤옥경․임지연 (2001). 청소년 성매매에 관한 정책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이상민 역 (2001). 미국 연방 대법원 음란 포르노물 판례집. 서울: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이윤호 (1991). 소년보호처분의 효과분석.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춘화․조아미 (2004). 청소년 성매매의 상습화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 개발연구. 서울: 한국
청소년개발원.
이춘화 외 3인 (2007).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
구원.
장필화 외 3인 (2002). 성매수 대상청소년 심층조사 연구. 서울: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보호위원회 (2004). 아동의 상업적 성착취에 관한 동아시아 및 태평양지역 공약 이행
점검회의 참가보고서. 서울: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을 위한 내일여성센터 (2002). 아동성폭력 피해자와 청소년가해자 실태 및 대책. 서울:
청소년을 위한 내일여성센터.
최학봉 (2004). 아동의 성학대 피해 연구. 피해자학연구. 12(2).
Ayre, P. & Parrett, D. (2000). Young people and prostitution: An end to the beginning, Children and
Society. 14. pp.48-59.
Barnardo's (1998). Whose daughter next? children abused through prostitution. Barnardo's: Exxes.
Barrett, D. (1997). Child prostitution in Britain: Dilemma and practical responses. The children's Society:
London.
Cusick, L., Martin, A. & May, T. (2003). Vulnerability and involvement in drug use and sex work. HOR
268, Home Office: London.
Department of Health (2000). Safeguarding children in prostitution. HMSO: London.
Green, J. (1992). It's no game. National youth agency: Leicester.
Healy (1996). Invasion of privacy: a of john francis cuddy mystery, New York.
Home Office (2004). Paying the price. The stationery office: London.
Johnson, C. (2006). Medical, legal, and social science aspects of child sexual exploitation: A comprehensive

- 107 -

미래청소년학회지, 제5권 제1호

review of pornography, prostitution, and internet crimes, JAMA: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95(2), p.566.
Melrose, M., Barrett, D. & Brodie, I. (1999). One way street? Retrospectives on childhood prostitution,
The children’s society: London.
Pearce, J., Williams, M. & Galvin, C. (2002). It's someone taking a part of you: A study of young
women and sexual exploitation. The children's bureau: London.
Pearce, J. (2006). Who needs to be involved in safeguarding sexually exploited young people?. Child Abuse
Review, 15, pp.326-340.
Phoenix, J. (2002). In the name of prostitution: Youth prostitution policy reforms in England and Wales.
Critical Social Policy, 22, pp.353-375.
Scott, S. & Harper, Z. (2006). Meeting the needs of sexually exploited young people: The challenge of
conducting policy-relavant research. Child Abuse Review, 15, pp.313-325.
Tower, C. (1996). Understanding Child Abuse & Neglect, MA: Allyn & Bacon.

- 108 -

이춘화․조아미 / 청소년 성보호의 개념 정립과 정책 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s

A study on the concept of juvenile sex protection
and policies

Lee, Choon Hwa

Cho, Ami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Myongj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investigate priorities among juvenile sex protection related laws and
policies, and to suggest their plans in detail. The subjects were 202 experts in the field of youth sex
protection related institutions, which were prostitution counseling institutions, prostitution protection
institutions, sex violence counseling institutions, and sex violence protection institutions. The results of the
present study were as follows. First, in the case of policies for the offenders of a target of youths(under 13
years old), imposing obligation about psychological treatment is the highest requirement and so on while
in the area of policies for youth victims, the preparation of the system operating sex protection facilities
and organizations is highly requested. On the other hand, in the field of prevention education for sex
offence victim, sex education for youth's self-decision making ability development is the highest need,
whereas in the area of modification of sex violence related laws, avoiding accusation period of sex violence
in order to charge sex violators with responsibility is importantly considered. And other significant policies
were discussed.
Key words : juvenile sex protection, sex protection related laws, sex protection related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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