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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정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2조제5호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
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
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
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



형량비교

강간(형법 제297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청소년 강간(제7조 제1항)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청소년 매매(제12조)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음화제조 등(형법 제244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음란물 제작 등(제11조 제1항)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 30년-10년 신상정보 공개 및
최대 10년 취업제한



형량비교

음화반포 등(형법 제243조)

•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
시 또는 상영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벌칙(정보통신망법 제74조)

•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
연하게 전시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리 목적 아동음란물 배포 등(제11조 제2항)

• 10년 이하의 징역

아동음란물 배포 등(제11조 제3항)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 30년-10년 신상정보 공개 및
최대 10년 취업제한



형량비교

음화제조 등(형법 제244조)

• 음화반포 등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음란물 단순 소지 처벌 X

영리 목적 아동음란물 소지(제11조 제2항)

• 10년 이하의 징역

알면서 아동음란물 소지(제11조 제5항)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 30년-10년 신상정보 공개 및
최대 10년 취업제한



2011년아동음란물정의개정

2011년개정이전: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여…

2011년 9월 15일개정이후: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2011년아동음란물정의개정

•2011년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 또는 사람”
을 포함시켜 정의 확대

•실제 아동 보호를 위해 엄중히 적용되던 모든 규제가 만화
등 가상 아동음란물에도 똑같이 적용됨

•아동성범죄자로 신상등록 및 취업제한 적용

•음란성이 없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적용됨: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
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2011년아동음란물정의개정의효과(?)

•2011년 아동음란물 관련 사건 22배 증가!

※ 정보공개센터 대검찰청 정보공개청구 결과

연도 접수 기소 불기소 기타

2010 82 38 26 14

2011 100 58 23 21

2012 2,224 775 433 940





2012년아동음란물정의재개정

2011년개정: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2012년개정: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사법부의대응

•2013년 5월 성인 교복물 위헌제청(의정부) 

•2013년 6월 성인 교복물 위헌취지 무죄(안산지법) 

•2013년 8월 일본작품 블랙바이블 위헌제청(수원지법) 

•2014년 9월 대법원 1,2,3부 성인 교복물 무죄(“여성이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보이지 않아“) 

•2014년 9월 애니메이션 위헌취지 무죄(수원지법 성남지원) 



2015년헌재합헌결정

• 2015년 6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에 대해 합헌
결정(합헌 5, 위헌 4)
• (1)성인 교복물 사건에서 “죄형법정주의 위반, 표현의 자유, 청소년의 성적결
정권의 침해 및 청소년 전과자가 양산될 수 있다는 이유로 서울북부지법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사건(2013헌가17),

• (2) 만화 사건에서 “만화를 실제 아동이 등장하는 음란물과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2013헌가24) 등

• 합헌 의견:‘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은 실제로 이처
럼 오인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사람이 등장하는 경우를 의미한다는
전제 하에 아청법의 적용범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
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수준의 것에 한정



2019년CRC OPSC 지침

•2019년 9월 UN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아동매매, 아동성매매, 아
동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OPSC)’ 에 대한 지침을 발표

•지침은 선택의정서상 아동음란물의 범위를 실존하지 않는 아
동이나 아동으로 보이는 사람이 등장하는 표현물로 확대할 것
을 권고하고 있음

•오픈넷은 지침에 대해 UN 아동권리위원회와 UN 아동매매 및
성착취 특별보고관에게 한국의 사례를 알리는 의견서를 제출



아동형상리얼돌문제

•아동음란물 X
•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
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신
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
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 중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
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



아동형상리얼돌문제

※ [한국일보] 아동형상 리얼돌 금지 국가 그래픽=신동준 기자



아동형상리얼돌문제

아청법개정안(정인화의원대표발의)
“아동신체형상성기구”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아동
(영유아를 포함)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장난감·인형 등
의 물품을 말한다.”



감사합니다!
kkim@opennet.or.kr

8kkim8@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