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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보수주의와 도덕적 후견주의에 따라 금욕주의적 성 관념을 형벌을 통하여 

강요하려던 판례 경향은 점차 변화하고 있다. 그렇지만 성기 노출이 수반되는 적나

라한 성 표현물이나 표현행위는 ‘하드 코어 포르노그래피’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형

사처벌 대상이 되고 있다. 형법 제243조 및 제244조 등 형법상 ‘음란성’ 해석에 있

어서 판례는 문학성ㆍ예술성이 있더라도 음란성은 ‘부정’되지 않고 ‘완화’될 뿐이라

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 표현에 대한 형사처벌은 성이라는 인간의 근

원적 욕망을 규제하려는 것이며, 그 규제는 문학과 예술 등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

약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점 등에서 매우 신중해야 한다. 예술성은 약하고 상업성

은 강한 B급 이하의 성표현물이라고 하더라도, 나름의 사회적 기능이 있다. 성기가 

노출된 표현물에 대한 평가는 성기 그 자체가 아니라 성기 표현의 맥락에 맞추어져

야 한다.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성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문학성이나 예술성이 떨어지

는 성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하드 코어 포르노그래피’가 아니라면 그 평가와 수용을 

성인 시민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 국가의 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형사처

벌이 아니라 전시회나 공연 출입, 표현물의 배포와 판매 등을 성인에 한정하는 행정

법적 수단을 사용하는 것으로 족하다. 한편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 적용은 경범죄

처벌법 제1조 제41호의 과다노출죄와의 역할 구별에 유의하며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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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는 말: 도덕적 보수주의에 기초한 음란성 판단의 
문제점

2003년 필자는 도덕적 보수주의 입장에 서서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는 

음란성 판단기준을 적용하는 대법원의 입장을 비판함과 동시에, 포르노그

래피를 여성에 대한 억압과 성차별로 보고 금지를 요청하는 ‘급진적 여

성주의’(radical feminism)의 입장을 비판하는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1) 
당시 필자는 양 입장은 판이한 철학 위에 서 있지만, 어떤 성표현물이 

자신의 잣대에서 어긋나기만 하면 ‘하드 코어 포르노그래피’인지 ‘소프트 

코어 포르노그래피’인지를 불문하고 또한 문학성ㆍ예술성ㆍ사상성 여부를 

세밀히 따지지 않고 규제ㆍ처벌하려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고 비판한 

후, 폭행, 상해, 강간 등을 수반하는 폭력적 성표현물이나 아동 포르노그

래피 같은 ‘하드 코어 포르노그래피’는 엄격히 처벌되어야 하지만, 그렇

지 않은 ‘소프트 코어 포르노그래피’의 경우는 그 표현물의 문학성ㆍ예술

성ㆍ사상성에 대한 판단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며 이것이 조금이라도 있

다고 판단되면 그 표현물이 노골적이고 적나라하며 보통 성인의 성도덕

을 해친다고 하더라도 처벌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2)

필자는 ‘보통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과 ‘선량한 성적 도의 관념’에 

 1) 조국, “음란물 또는 포르노그래피 소고”, 법학 제44권 제4호(서울대학교 법학연

구소, 2003.12) 참조.
 2) 조국, “음란물 또는 포르노그래피 소고”, 159-1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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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는 대법원의 음란성 판단기준은 필연적으로 문학과 예술 분야에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대표적인 예로 중남미 에

로티시즘 문학의 대표작 중의 하나인 아르헨티나 작가 알리시아 스테임

베르그(Alicia Steimberg)의 소설 <아마티스타>(Amatista)3)와 한국의 대표

적 소설가 중 한 명인 장정일의 소설 <내게 거짓말을 해봐>4)는 구강성

교, 항문성교, 혼음 등이 상세히 묘사된다는 이유로 음란물로 낙인찍혔다. 
그리하여 두 작가는 ‘음란물 제조자’가 되고 말았다. 게다가 <아마티스

타>를 발간한 대표적인 문학전문출판사인 ‘열음사’는 음란성 시비가 일자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책을 전량 수거하여 소각해야 했고, 그럼에도 

출판사 등록이 취소되기까지 하였다.5) 최근 2012년 9월에는 간행물윤리

위원회는 서구에서 고전으로 공인된 마르키 드 사드의 소설 <소돔의 120
일>을 음란성이 강한 ‘유해간행물’로 판정하였고,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

광부가 배포 중지와 즉시 수거ㆍ폐기 조치를 내리는 일이 발생했다.6) 이
후 많은 비판이 제기되자, 10월 재심의를 통해 ‘유해간행물’에서 ‘청소년 

유해간행물’로 변경하여 ‘19세 미만 구독불가’ 표시를 하고 비닐로 포장

해 판매할 수 있게 하였다.
문학적 대참사라고 불려야 마땅한 이상의 사태는 문학성이나 예술성이 

있어도 음란물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유지되는 한 발생할 수밖

에 없는 결과였다. 이러한 판례의 입장은 <내게 거짓말을 해봐>를 음란

물로 판단했던 2000년 대법원 판결의 다음과 같은 설시(說示)에서 선명

히 드러난다. 

“형법 제243조 및 제244조에서 말하는 ‘음란’이라 함은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과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을 현저히 침해하기에 적합한 것을 가

리킨다 할 것이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

 3) 대법원 1997.12.26. 선고 97누11287 판결.
 4) 대법원 2000.10.27. 선고 98도679 판결.
 5) 단, 출판사등록취소처분은 대법원에 의하여 재량권 남용이라는 판단이 내려진다.
 6) 한겨레, 2012.9.18자, <http://www.hani.co.kr/arti/culture/book/552321.html>, 검색

일: 20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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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되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문서 전

체를 대상으로 하여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며, 문학성 내지 

예술성과 음란성은 차원을 달리하는 관념이므로 어느 문학작품이나 예

술작품에 문학성 내지 예술성이 있다고 하여 그 작품의 음란성이 당연
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다만 그 작품의 문학적ㆍ예술적 

가치, 주제와 성적 표현의 관련성 정도 등에 따라서는 그 음란성이 완

화되어 결국은 형법이 처벌대상으로 삼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뿐이다.”7)

문학성ㆍ예술성이 있더라도 음란성은 ‘부정’되지 않고 ‘완화’될 뿐이라

는 입장은 법률적 판단을 문학적ㆍ예술적 판단 위에 위치시키면서 전자

에 따라 후자를 통제ㆍ억지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다른 판결에서 대

법원은 음란은 “법관이 일정한 가치판단에 의하여 내릴 수 있는 규범적

인 개념”이며, “그 최종적인 판단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당해 사건을 담당

하는 법관”임을 분명히 한 바 있다.8) 즉, 표현물에 대한 문학전문가나 예

술전문가의 판단이 무엇이든 간에 법관은 이를 참조할 뿐이며 이에 구속

되지 않고 독자적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학과 예술은 그 본성

상 그 사회 평균인―또는 엘리트이자 법률전문가인 법관―의 관념, 문화, 
도덕, 윤리, 제도를 조롱하고 그에 도전하는 역할을 하기 마련인 바, 규
범적 판단의 독주(獨走)는 반(反)문화ㆍ예술적 또는 몰(沒)문화ㆍ예술적 

결과를 낳기 쉽다.
성에 대한 관념은 시대별로 개인별로 다양하며, 극단적인 성 혐오증으

로부터 쾌락주의에 이르기까지 그 편차가 매우 크다.9) 대법원은 법관이 

‘사회의 평균인’ 입장에서 음란성을 판단한다고 하지만, 음란물 범죄에서 

 7) 대법원 2000.10.27. 선고 98도679 판결(밑줄은 인용자). 이 판결 이전 대법원은 

마광수 교수의 소설 <즐거운 사라>를 음란물로 판정하면서, 예술성ㆍ 사상성에 

의해 성적 자극이 ‘완화’될 수 있지만 종합판단을 통하여 음란성은 판단되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대법원 1995.6.16. 선고 94도2413 판결]. 
 8) 대법원 1995.2.10. 선고 94도2266 판결. 
 9) 최상천, “<즐거운 사라>가 증언하는 누더기 ‘자유민주주의’”, 월간 사회평론ㆍ

길 제95권 제8호(1995), 1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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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실제는 도덕적 보수주의로 무장한 

엘리트일 가능성이 높은 대법관이나 판사의 관념과 문화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진다.10) 임지봉 교수는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대법관들은 자신들이 “일반 보통인”이라 믿고 이러한 판단을 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일반 보통인”이라면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를 상상하면

서 판단을 하겠지만, 대법관의 정서는 애초에 “일반 보통인”의 그것과

는 거리가 멀 수밖에 없고 대법관의 “일반 보통인” 입장에 선 상상도 

사실은 “일반 보통인”의 그것과 동떨어진 것이 될 수밖에 없다.”11) 

그리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 ‘선량한 성적 도의 관념’ 등은 그 내

용이 정확히 무엇인지 확인하기 어렵고 문언상 그 포섭범위가 매우 넓기

에 음란성의 판단대상이 무한대로 확장된다.12) 이인호 교수의 비판처럼, 
이 개념이 상정하는 성적 표현의 해악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성인의 

시민이 형성하는 사상의 자유 시장에서 해소될 수 있다. 

“만약 우리 시민사회의 보통의 성인 시민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성

적 수치심”을 초래하는 표현에 접하여 이를 자체적으로 해소할 수 없

다고 판단하는 것이라면, 이는 국가가 우리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모독

하는 것이며 ‘시민’이 아닌 ‘신민’ 내지는 ‘백성’으로 취급하는 것에 다

름 아니다.”13) 

10) 음란성 판단 기준의 외국법 기준으로 많이 소개되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1973년 

Miller v. California 판결[413 U.S. 15(1973)]이 호색적 흥미(prurient interest)와 

노골성에 대한 판단은 지역 공동체(contemporary community)의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을 때, 이 지역공동체 기준의 의미는 다름 아니라 음란성 

판단을 ‘사회의 평균인’인 배심원의 판단에 맡긴다는 의미이다[임지봉, “출판물

과 연극ㆍ영화ㆍ비디오물의 음란성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미국 판례법상 음란

성 판단기준을 중심으로”, 법조 통권 제525호(2000.6), 125-126쪽].
11) 임지봉, “대법원의 음란성 판단기준에 대한 비판적 검토: 김인규 교사사건 판결

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민주법학 통권 제29호(2005.12), 478쪽.
12) 이용식, “성적 표현의 형법적 통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 형사정책 제18권 제1

호(2006. 6), 363쪽.
13) 이인호, “음란물 출판사 등록 취소 사건”, 헌법실무연구 제1권(1998.4), 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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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논문은 2003년 논문의 관점을 유지하면서, 1990년대 이후 헌법재

판소와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그림, 사진, 영상 및 연극 등 시각적 성 

표현물 및 표현행위에 대한 음란물 판정기준을 검토ㆍ비판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먼저 엄격한 음란물 판단기준을 선창(先唱)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살펴본 후, 시각적 성 표현물에 대한 주요 대법원 판례를 비판적

으로 분석한다. 이어 알몸 노출이 수반되는 연극이나 상품 홍보에 대한 

공연음란죄 적용 판례를 검토한다. 

II. 헌법재판소의 엄격한 음란성 판단 기준
1. 헌법재판소 1998.4.30. 95헌가16 결정―문학적, 예술적, 과학적 

또는 정치적 가치의 우선성
1998년 헌법재판소는 <세미-걸>이라는 제목의 화보집을 발행한 출판

사의 등록이 취소되자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호의 위헌성이 다투어진 사건을 검토하면서, ‘건전한 사회통념’, ‘보통

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 등을 기준으로 음

란성을 판단하는 대법원14)보다 엄격한 음란물 판단기준을 제시했다. 
즉, 헌법재판소는 ‘음란’은 “인간존엄 내지 인간성을 왜곡하는 노골적

이고 적나라한 성 표현으로서 오로지 성적 흥미에만 호소할 뿐 전체적으

로 보아 하등의 문학적, 예술적, 과학적 또는 정치적 가치를 지니지 않은 

것”으로서, “사회의 건전한 성도덕을 크게 해칠 뿐만 아니라 사상의 경쟁

메커니즘에 의해서도 그 해악이 해소되기 어려”운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

다.15) 이 기준에 따르면 성적 표현이 노골적이고 적나라하다고 음란물이 

14) 대법원 1970.10.3. 선고, 70도1879 판결; 대법원 1975.12.9. 선고, 74도976 판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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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도
937 판결 등 참조.

15) 헌법재판소 1998.4.30. 95헌가16 결정(강조는 인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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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존엄 내지 인간성을 왜곡하는” 내용이 들어 있어

야 음란물이 된다. 폭력적 성표현물이나 아동 포르노그래피 같은 ‘하드 

코어 포르노그래피’가 그 예이다.16)

헌법재판소의 기준에서는 당해 표현물이 문학적, 예술적, 과학적 또는 

정치적 가치를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느냐가 음란성 판단에 있어 결정적 

의미를 가진다. 그러한 가치가 일정 정도라도 있다면, 그 표현물이 사회

의 건전한 성도덕을 해친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아니라 사상의 경쟁

메커니즘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론이다.17) 상술한 2000
년 <내게 거짓말을 해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문언을 빌어 말하자면, 
헌법재판소는 문학성이나 예술성이 있으면 음란성은 단지 ‘완화’되는 것

이 아니라 ‘부정’되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단,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엄
격한 의미의 음란표현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에 의해서 보호되지 않는다”
고 보았다.18)

2. 헌법재판소 2009.5.28. 2006헌바109, 2007헌바49ㆍ57ㆍ83ㆍ129
(병합) 결정―언론ㆍ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 안에 있는 음란
표현

그런데 2009년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음란 화상 또는 

영상을 올려 ‘(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
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 사건에서, 95헌가16 결
정이 제시한 음란성 판단기준을 확인하면서도 음란표현은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95헌가

16) 95헌가16 결정의 취지가 ‘하드 코어 포르노그래피’ 금지에 있음은 헌법재판소 

2009.5.28. 2006헌바109, 2007헌바49ㆍ57ㆍ83ㆍ129(병합) 전원재판부결정의 반

대의견에 의해서도 명시적으로 확인된다.
17) 조국, “음란물 또는 포르노그래피 소고”, 146-147쪽.
18) 헌법재판소 1998.4.30. 95헌가16 결정(강조는 인용자). 이 점에서 동 결정은 미

국 연방대법원의 1973년 Miller v. California 판결[413 U.S. 15(1973)]과 같은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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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결정 내용을 변경한다. 즉,

“음란표현이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

석할 경우 음란표현에 대하여는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제한에 대한 헌

법상의 기본원칙, 예컨대 명확성의 원칙, 검열 금지의 원칙 등에 입각

한 합헌성 심사를 하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기본권 제한에 대한 

헌법상의 기본원칙, 예컨대 법률에 의한 제한,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 

원칙 등도 적용하기 어렵게 되는 결과, 모든 음란표현에 대하여 사전 

검열을 받도록 하고 이를 받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을 하거나, 유통목

적이 없는 음란물의 단순소지를 금지하거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음란물출판에 대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행위 등에 대한 합헌성 심사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결국 음란표현에 대한 최소한의 헌법상 보호마

저도 부인하게 될 위험성이 농후하게 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19)

이러한 입장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등 위헌제청 

사건에 대한 2002년 결정에서 예고되어 있던 것이었다. 당시 헌법재판소

는 “‘청소년이용음란물’ 역시 의사형성적 작용을 하는 의사의 표현ㆍ전파

의 형식 중 하나임이 분명하므로 언론ㆍ출판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의사표현의 매개체라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20)다고 파악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엄격한 의미의 음란성 판단기준을 취하면서도 그러한 음

란표현을 애초부터 헌법적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보았

다. 이 점에서 동 결정은 음란물로 주 헌법의 보호대상이라는 미국 오레

곤 주 대법원의 1987년 Oregon v. Henry 판결21)과 입장이 동일하다. 동 

결정의 실천적 의미는 (i) 음란표현에 대한 사전 검열, (ii) 유통목적이 없

는 음란물의 단순소지의 금지, (iii) 법률에 의하지 않은 음란물 출판에 

대한 불이익 부과 등의 경우는 합헌성 심사를 받을 기회가 주어져야 한

다는 것이다.

19) 헌법재판소 2009.5.28. 2006헌바109, 2007헌바49ㆍ57ㆍ83ㆍ129(병합). 
20) 헌법재판소 2002.4.25. 2001헌가27(강조는 인용자). 물론 동 결정은 청소년음란

물 제작ㆍ수입ㆍ수출 등을 형사처벌로 금지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보았다.
21) 302 Ore. 510; 732 P.2d 9 (Ore. 1987).



시각적 성 표현물 및 표현행위의 음란성 판정 기준 비판 / 조국 403

음란표현도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 있다고 말하는 것은 “그 규제에는 

구체적인 이익에 대한 침해가 있을 것을 요구”한다는 의미이다.22) 대법

원 판례가 거론해 온 ‘보통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과 ‘선량한 성적 

도의 관념’ 등은 너무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법익 침해의 확정이 어렵다. 
이전의 95헌가16 결정이 ‘하드 코어 포르노그래피’에 해당하는 표현물만 

금지해야 한다는 엄격한 의미의 음란성 판단기준을 제시했지만, 수사기관

과 사법부는 이 기준에 따라 실무를 운영하지 않았다. 제4장에서 상술하

듯이 2008년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엄격한 음란성 기준을 공식적으로 

채택한 후에도 ‘하드 코어 포르노그래피’에 미치지 못하는 표현에 대해서

도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 2009년 헌법재판소 결정은 이 점을 직

시하면서 음란물이라는 이유로 합헌성 심사가 쉽게 회피되는 상황을 막

으려 하였다고 보인다. 

III. 1990년대 이후 시각적 성표현물에 대한 대법원 주요 판례
헌법재판소의 95헌가16 결정 이전은 물론, 그 이후에도 오랫동안 대법

원은 도덕적 보수주의에 기초한 음란물 판정을 계속한다. 이하에서는 

1990년대 이후 대법원이 음란성을 인정한 주요한 시각적 성표현물 판례

를 간략히 정리ㆍ평가하기로 한다. 

1. 전라ㆍ반라 사진 또는 성교 사진을 포함한 영화 포스터와 사진첩
1990년 영화 <사방지> 사건23)에서 대법원이 음화라고 규정한 포스터

는 상반신을 드러낸 여자들이 서로 껴안은 채 한 여자가 다른 여자의 뺨

이나 가슴 부분을 입술로 애무하는 장면이 들어가 있고, 스틸 사진은 여

자 2명이 상반신을 드러내 놓은 채 서로 부둥켜안고 누워 있는 장면, 나

22) 박상진, “음란물죄의 비판적 고찰”, 비교형사법연구 제7권 제1호(2005), 173쪽.
23) 대법원 1990.10.16. 선고 90도1485 판결.



민주법학 제51호 (2013. 3)404

신으로 유두를 노출시킨 채 물속에 비스듬히 앉아 있는 여자의 목에 다

른 여자가 손을 대고 애무하고 있는 장면, 한 여자가 다리를 벌리고 서 

있고 상반신을 드러낸 다른 여자는 그 앞에 앉아서 서 있는 여자의 다리 

사이를 쳐다보고 있는 장면 등이 들어가 있었다. 이 영화는 공연윤리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국내 여러 극장에서 상영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
법원은 포스터와 스틸 사진만큼은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정서를 해치

고 건전한 성풍속이나 성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음화에 해당한

다”24)고 판단했다. 
1991년 <월간 부부라이프> 사건25)에서 대법원은 “성교체위 10선”이란 

글과 함께 전라 또는 반라의 여자가 성교장면을 연상케 하는 여러 가지 

자세를 취하고 있는 사진, “부부여 충만한 섹스 데이트를”이란 글과 함께 

남자가 여자의 유두를 빨고 있는 장면과 남녀의 성행위 장면의 사진 등

을 게재한 잡지를 음란물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설시했다. 

“오늘날 잡지를 비롯한 대중매체가 민주화와 개방의 바람을 타고 자극

적이고 선정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라고 하여

도 정상적인 성적 정서와 선량한 사회풍속을 침해하고 타락시키는 정

도의 음란물까지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그 한계는 분명하게 그어져

야 하고 오늘날의 개방된 추세에 비추어 보아도 위 판시 각 간행물은 

위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다.”26)

1995년 <에이스> 사진첩 사건27)에서 대법원은 소피 마르소, 브룩 쉴

즈, 마돈나, 샤론 스톤, 마릴린 몬로 등 외국의 유명 여배우 또는 여자 

24) 위의 판결.
25) 대법원 1991.9.10. 선고 91도1550 판결.
26) 위의 판결.
27) 대법원 1995.6.16. 선고 94도1758 판결. 같은 판결에서 대법원은 일본 여배우 

미야자와 리에의 누드 사진첩인 <산타페>는 예술성이 강하다는 이유로 음란성

을 부정하였고, 미야자와 리에의 사진을 모아 수록한 <엘르>도 음란성을 부정

하였다. 그리고 여배우 유연실 씨의 음부가 보이지 않는 전라 또는 반라 사진

을 수록한 <이브의 초상>도 음란성을 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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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드모델들이 전라로 말 등(馬上)에 눈을 감고 누워 성적 감정에 도취한 

듯한 표정을 짓고 있는 사진, 전라로 양다리를 벌리고 누워 성적 감정에 

도취되어 있는 듯한 모습을 머리 부분에서부터 찍은 사진, 전라로 다리를 

벌리고 양손을 국부에 대고 머리를 뒤로 젖히고 성적 감정에 도취한 듯

이 눈을 감고 있는 사진, 전라의 모습으로 엉덩이를 높이 들고 머리를 

바닥에 대고 엎드려서 유혹하는 눈빛으로 앞을 바라보고 있는 사진, 전라

로 바닥에 누워 자위를 하며 성적 만족감을 느껴 눈을 지그시 감고 있는 

사진들을 모아 편집한 사진첩을 음화라고 판단했다.
1997년 <오렌지 걸> 사진첩 사건28)에서 대법원이 음화라고 판단한 사

진첩에는 여성 모델이 비키니 수영복 차림으로 서서 한쪽 손을 팬티 속

에 넣어 국부를 만지는 모습의 사진, 음모의 일부가 보이는 전라의 상태

로 침대 위에 눈을 감고 누워 있는 모습의 사진, 수영복 차림 또는 속이 

비치는 잠옷과 끈 형태의 팬티 차림으로 침대 또는 방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있는 모습을 뒤쪽에서 촬영하여 엉덩이와 국부 부위를 유난

히 강조한 사진, 전라로 엎드린 자세에서 다리를 벌리고 엉덩이를 치켜세

워 얇은 천으로 국부 주변을 가리고 있는 모습을 뒤쪽에서 촬영하여 역

시 천으로 가려져 있는 국부 부위를 강조한 사진, 여자가 사무실에서 성

적 감정에 도취된 표정으로 자신의 유방이나 국부를 만지면서 옷을 하나

씩 벗어 나가다가 전라로 되어 책상 위에 누워 국부 위에 종이를 대고 

눈을 감고서 손으로 국부를 만지는 모습의 일련의 사진들이 수록되어 있

었다. 대법원은 “사진첩에 남자 모델이 전혀 등장하지 아니하고 남녀 간

의 정교 장면에 관한 사진이나 여자의 국부가 완전히 노출된 사진이 수

록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29) 음란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이상의 표현물이 ‘하드 코어 포르노그래피’에 해당하지 않음은 분명하

며, 성기노출이 없기에 ‘소프트 코어 포르노그래피’ 중에서도 노골성이나 

적나라함이 낮은 수준에 속한다. 그리고 현재 성인인 시민은 이 정도의 

성표현물은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사진, 영화, 동영상 등을 통하여 쉽게 

28) 대법원 1997.8.22. 선고 97도937 판결. 
29) 위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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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할 수 있다. 이상의 표현물은 예술성은 약하고 상업성은 강한 B급 이

하의 성표현물이지만, 이를 통하여 성욕의 자극을 바라는 사람에게는 “충
분히 의미 있는 존재”30)이다. 요컨대, 성 표현물 중 B급은 B급대로, C급

은 C급대로 사회적 기능이 있다.31) 그리고 이 정도의 표현물은 온라인상

으로는 물론이고 오프라인에서도 얼마든지 입수할 수 있는 바, 이를 음란

물로 규정하는 것은 법률의 규범력과 실효성의 추락을 자초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표현물을 혐오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다수의 

시민은 일상의 부분으로 수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대법원이 이 정도의 표

현물을 “정상적인 성적 정서와 선량한 사회풍속을 침해하고 타락시키는 

정도의 음란물”이며,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정서를 해치고 건전한 성

풍속이나 성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금욕주의적 성 관념을 대중에게 강제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러

한 성 표현물은 XX세 미만을 대상으로는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비닐로 

포장하여 내용을 볼 수 없게 하는 행정적 규제가 내려지면 족하다. 

2. 화가 최경태 씨의 ‘여고생—포르노그라피2’전―대법원 2002.8.
23. 선고 2002도2889 판결

2001년 5월 화가 최경태 씨는 ‘여고생—포르노그래피2’라는 작품 전시

회를 개최하였다가 간행물윤리위원회로부터 고발되었다. 최 씨에게는 음

란물 전시ㆍ판매 및 음란문서 제조ㆍ교사ㆍ판매ㆍ배포죄로 유죄판결이 

내려지고 2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며, 그의 작품 31점은 압류된 

후 불태워졌다. 유죄판결을 확정한 대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제작한 이 사건 도화는 교복을 입은 여고생이 성인 남자의 

성기를 빨고 있는 모습, 교복을 입은 여고생이 팬티를 벗어 음부와 음

30) 박상진, “음란물죄의 비판적 고찰”, 170쪽.
31) 안경환 교수는 마광수 교수의 <즐거운 사라>가 문학성이 없는 음란물이라고 

규정하면서도, “성적 묘사에 관한 공식적인 하수도”의 필요성은 인정한다[안경

환, “문학작품과 음란물의 한계”, 법과 사회 제9호(1994), 249-2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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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를 노출시킨 모습 등을 극히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들이고, 
이 사건 문서 역시 그 표지 안쪽에 청소년 성매매를 옹호하는 듯한 문

구를 기재하고 위 그림들을 그대로 수록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주장하

는 바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는 모두 보통 사람들의 성적 수

치심과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을 침해하는 음란한 도화 및 문서에 해당

한다.…”

‘여고생—포르노그래피2’라는 전시회 제목과 대법원 판결의 문언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문제가 된 그림들의 적나라함과 노골성은 상술한 포스

터와 사진첩보다 훨씬 강하다. 실제 이 작품들을 보는 사람들은 거북하고 

불편함을 느낄 것이다. 이런 점만을 보자면, 최경태 씨는 여고생의 성기

에 변태적 흥미를 느끼고 여고생의 성매매를 조장하는 음란물을 그리는 

저급 화가로 인식되기 쉽다. 그런데 최 씨는 1980년대 이후 소외받은 민

중의 모습을 형상화한 그림을 그린 ‘민중미술’ 계열의 주요 작가였다. 그
랬던 그가 2000년대 들어서면서 ‘포르노그래피 중독자’라고 자처하면서 

‘포르노그래피’를 그리기 시작했다. 그가 ‘여고생—포르노그래피2’로 형사

처벌을 받을 때 진보적 정치세력이나 시민사회단체의 옹호나 지원도 없

었다. 그렇다면 그는 왜 이런 고립무원, 비난, 낙인을 자초하는 그림을 

그렸을까?

“작은 시골마을에서도 교복차림으로 담배를 피우는 여학생, 비 오는 날 

우산도 안 쓰고 비에 젖은 모습으로 야타족을 기다리는 여학생을 어렵

지 않게 만날 수 있다. … 휴대전화 비용이나 옷값을 위한 여학생 매

춘을 인정한다는 게 아니라 그림을 통해 원조교제를 비롯한 우리의 성 

풍속과 자본주의 소비문화를 드러내놓고 이야기하고 싶다.”32)

최 씨는 성을 사고파는 자본주의 사회의 병폐를 가장 적나라하게 비판

할 수 있는 소재로 성을 파는 여고생을 택했다. 겉으로는 도덕과 윤리를 

내세우지만 그 뒤로는 ‘원조교제’란 이름의 미성년자 성매매가 만연한 사

32) 문화일보, 2002.2.3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
c&sid1=103&oid=021&aid=0000018187>, 검색일: 20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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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현실, 성인 여성의 몸을 넘어 여고생의 몸을 탐하는 남성의 육욕을 통

렬하게 비판하고자 한 것이다.33) 
물론 제작의도와 무관하게 그의 작품이 성 상품화와 청소년 성매매를 

묵인하고 있지는 않은가, 작품의 표현방식이 제도의도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하고 필수적이었는가 등의 문제 제기는 필요하다. 그렇지만 이러한 

비판과 논쟁 대신 형벌을 동원하는 것이 적절한 대응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러한 작품에 대한 국가의 올바른 대응은 전시회 출입, 도화집

의 배포와 판매 등을 성인에 한정하는 행정지도 및 규제이다.

3. 미술교사 김인규씨 사건―대법원 2005.7.22. 선고 2003도2911 판결
이상의 B급 사진첩이나 최경태 씨의 작품에 대한 처벌은 사회적 주목

을 많이 받지 못했다. 그런데 2000년 발생한 태안 안면중학교 미술교사 

김인규 씨 사건은 사회적 논쟁은 물론 법적 논쟁을 야기한다. 김인규 씨

는 교사 생활 도중 자신이 제작한 그림, 사진, 동영상 등을 2001년 1월 

경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는데, 그 중 남성과 여성의 성기를 묘사한 

그림과 김 씨 부부의 나체 사진이 음란물이라고 학부모들이 항의를 하였

고 이어 김 씨는 긴급체포되어 구속수사를 받고 기소된다. 또한 학교에서

는 직위해제 및 정직 3개월 징계를 받는다. 당시 김 씨는 2회 개인전, 다
수의 기획전에 참여하고, 중앙미술대전 입상과 제4회 신세계미술상 수상 

경력이 있던 경력 작가였다. 김 씨는 1심과 2심에서는 무죄판결을 받았

으나,34)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고 피고인의 작품을 구분하여 음란성 여부

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35)

33) 최 씨는 대법원의 유죄판결 이후에도 여러 번의 전시회에서 여고생의 몸—성기

를 드러내지 않은—을 그린 그림을 발표했으며, 경기도 미술관은 최 씨의 작품 

중 교복을 입은 채 담배를 손에 들고 풍선껌을 씹고 있는 여고생을 그린 <버
블 프린세스>를 구입했던 바, 그의 문제의식은 미술계에서 공식 인정되고 있다

[오마이뉴스, 2008.12.13자,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
x?CNTN_CD=A0001030020>, 검색일: 2013.1.9.].

3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2.12.27. 선고 2001고합54 판결; 대전고법 2003.5.2. 
선고 2003노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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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중을 작게 하여 그린 성기 그림 또는 과장되게 묘사하여 현실
감이 떨어지는 성기 그림

대법원은 피고인의 표현물 중 이하의 세 가지는 음란물이 아니라고 판

단한다. 첫째는 진한 남색의 플라스틱제 환자용 변기 바닥의 한 가운데에 

남자의 성기가 자리 잡은 모습(발기되지 않은 모습)을 그린 것으로, 대법

원은 그림 전체에서 성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고 성기가 두드러져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보통 사람에게 성적 흥분이나 수치심을 불러일으킨

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둘째는 ‘남자라면’이라는 작품으로, 소년 

얼굴의 근육질 주인공이 자신의 발기된 성기를 노출하고 힘을 자랑하는 

모습의 만화이다. 대법원은 주인공의 근육질과 성기가 매우 과장되게 묘

사되어 있어 현실감이 떨어지고 공상적이라는 느낌을 쉽게 주므로 음란

물이 아니라고 보았다. 세 번째 ‘포르노나 볼까’라는 동영상은 여자의 음

부 주변의 일부분, 둔부, 성적 감정에 도취된 듯한 얼굴 일부, 신체의 일

부분 등을 찍은 사진 일곱 장과 하얀 여백을 매우 빨리 움직이게 한 것

이다. 대법원은 제목과 달리 이 동영상을 보면 포르노를 보려는 사람이 

통상 기대하는 장면은 전혀 등장하지 않으므로 음란물이 아니라고 판단

했다. 
이상의 세 작품은 ‘하드 코어 포르노그래피’는 물론 ‘소프트 코어 포르

노그래피’에도 미치지 못하는 성표현물이다. 이러한 표현물이 ‘보통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이나 ‘선량한 성적 도의 관념’을 해친다고 본다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이며, 이 정도의 표현물이 형사처벌의 대상

으로 규정되어 기소되었다는 것은 형벌권의 남용이다. 

(2) 사실적이고 정밀한 성기 그림 및 작가 부부의 나체 사진
반면, 대법원은 문학성ㆍ예술성이 있더라도 음란성은 ‘부정’되지 않고 

‘완화’될 뿐이라는 2000년 <내게 거짓말을 해봐> 판결의 입장을 재확인

하면서, 피고인의 표현물 중 이하의 세 가지는 음란물이라고 판단하고 원

35) 대법원 2005.7.22. 선고 2003도29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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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을 파기한다. 이하에서 세 표현물에 대한 유죄판결을 비판적으로 검토

한다. 
첫째, ‘그대 행복한가’라는 작품은 여자가 양다리를 크게 벌리고 누워

서 그 성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모습을 그 성기의 정면에 바짝 근접하

여 묘사한 그림이다. 대법원은 성기 묘사가 “매우 정밀하고 색채도 사실

적”이며, “여자의 성기만 전체 화면에 크게 그려져 있어 여성의 성기로부

터 받는 이미지가 그림 전체를 압도ㆍ지배”하고 있기에 보통 사람이 이 

그림을 보았을 때 피고인이 내세운 작가적 의도보다는 성적 수치심을 느

끼거나 호색적 흥미를 갖게 되기가 쉽다고 판단한다. 그리고 이 그림은 

“그러나 그것(앞의 글에 의하면 붓을 든 것, 즉 그림 그리기 내지는 예술

적 작업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임)도 안식처가 되지 못했다. 나의 작업은 

다시 육신에서 출발되었다. 충동된 욕망을 어찌하지 못하는…”이라는 설

명이 붙은 ‘육신1-1996’이라는 카테고리의 일부로서 게시되어 있고, 이 

그림이 게시된 화면에는 “견디기 어려운 나의 육신의 덩어리 일부가 나

의 그림이다”라는 설명이 나와 있지만 이 정도로는 보통 사람이 작품의 

예술성이나 작가인 피고인의 예술적 의도를 간파하기 어렵기에 예술성에 

의하여 음란성이 완화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한다.
둘째, ‘남근주의’라는 작품은 남성의 발기된 성기 및 분출되는 정액을 

마치 사진을 보는 듯 매우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는 그림으로, “거기에서 

힘에의 의지를 느꼈지만”이라는 설명이 부가된 ‘육신2-1997’이라는 카테

고리 아래에 게시되어 있었다. 대법원은 이 작품에 대하여 ‘그대 행복한

가’와 동일한 평가를 한다. 즉, 성적인 이미지가 그림 전체를 지배하고 

있고 성기 묘사가 고도로 정밀하고 색채도 사실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면

서, 이 그림을 보는 보통 사람은 성적 상상을 하거나 수치심을 느끼는 

외에 다른 사고를 할 여백이 크지 않고, 이 그림이 게시된 화면에는 그 

그림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바에 관하여 별다른 설명이 없어 보통 사람으

로서는 작품의 예술성이나 작가인 피고인의 예술적 의도를 간파하기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대법원이 성기를 상세히 묘사한 그림의 음란성을 검토한 것은 처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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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을 것인데, 이 그림이 불편하고 거북스러웠을 것이다. 대법관들은 교사

인 피고인이 왜 이런 그림을 그렸는지 자체를 이해하기가 힘들었을 것으

로 추정한다. ‘그대 행복한가’와 ‘남근주의’는 사람들이 드러내기를 꺼려

하는 성기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는 점에서 도덕적 보수주의자에게는 물

론 보통 사람들에게도 충격이나 당혹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필

자는 이 두 작품의 의도는 점잖음의 이면에 숨겨져 있는 또는 억눌려 있

는 사람들의 근원적 욕망을 정면으로 드러내고, 그 점잖음을 야유하려는 

데 있다고 본다. 성기 표현물에 대한 평가는 성기 그 자체가 아니라 성

기 표현의 맥락에 맞추어져야 한다.
프랑스 오르제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는 사실주의 화가 귀스타브 꾸르

베의 ‘세상의 근원’은 ‘그대 행복한가’와 마찬가지로 여성의 양다리 사이

의 성기 묘사로 화면을 채운 작품이다. 매우 정밀하고 사실적임은 물론이

다. 구스타프 크림트의 제자이자 오스트리아 대표 화가인 에곤 쉴레의 

‘검은 머리 소녀’도 여성 성기를 적나라하게 그리고 있다. 이러한 외국의 

작품은 예술로 평가되고 도화집에 수록되는데, 국내 화가의 유사 작품은 

음란물이 되어 폐기되어야 한다는 것은 예술적 사대주의이다. 그리고 제

주도 성(性)조각공원과 강원도 삼척시의 남근조각공원에 전시되어 있는 

거대하고 사실적인 남근 조각이 처벌대상이 되는 것이 우스꽝스러운 일

이듯이, ‘남근주의’의 남성 성기 묘사가 처벌대상이 되는 것도 그러하다.
대법원은 ‘그대 행복한가’와 ‘남근주의’에 대한 작가의 예술적 의도가 

충분히 표현되지 않다고 지적한다. 대법원의 논리에 따르게 되면, 화가는 

적나라한 성 표현물을 전시할 때는 장문의 글로 매우 상세하게 자신의 

의도를 서술해 놓아야 형사처벌을 모면할 수 있다.36) 그러나 화가가 자

36)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경신 교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2011년 7월 12일 제18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발기된 

남성 성기 사진 7장과 벌거벗은 남성의 뒷모습 사진 1장이 음란정보라고 6 대 

3으로 의결되자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인 ‘박경신 자료

실’(http://blog.naver.com/kyungsinpark)에 “검열자 일기 #4 이 사진을 보면 성

적으로 자극받거나 성적으로 흥분되나요?”라는 제목으로 동 사진과 함께 성행

위에 관한 서사가 포함되지 않은 성기 이미지 자체를 음란물이라고 보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 제1심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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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작품을 전시할 때 작품 설명을 김인규 씨 정도로 짧게 하는 것이 

통례인 바, 대법원의 요청은 화가들에게 성표현물을 그리는 것을 조심하

고 억제하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과 다름없다.
셋째, ‘우리 부부’라는 제목의 사진은 김인규 씨와 만삭인 피고인의 처

가 벌거벗은 몸으로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정면 가까이에서 촬영한 것

인데, 두 사람의 음부와 음모가 드러나 있다. 이 사진은 ‘나체1’부터 ‘나
체7’까지 전개되는 형식으로 표현된 ‘나체미학’이라는 카테고리의 마지막 

것으로, 김 교사는 자신의 의도를 “그동안 예술이나 사진이 인간의 신체

적 아름다움을 특정한 시각적인 규격으로 고정시켰으며 그로 인해 그에 

이르지 못한 보통사람들은 자신의 신체를 추한 것으로 여겨 자신의 몸에 

대해 억압적인 태도를 갖게 되었다”, “신체의 아름다움은 단지 외형이 아

니라 그에 얽힌 역사, 경험, 삶의 흔적이며 그것들을 바라보는 순간 아름

다움을 체험할 수 있으므로 있는 그대로의 신체의 아름다움을 느끼자” 
하고 밝혀 놓았다. 

사진 속 부부의 몸은 포르노그래피, 영화, TV 드라마, 상업광고 등에 

나오는 사람들의 몸이 아니다. 우리 사회 중년 부부의 평범한 몸―연예인

이나 모델 기준으로는 초라한 몸―을 가감 없이 보여준다. 이 사진에서 

섹시함이나 음탕함을 느끼기란 정말 힘들다. 오히려 작가의 의도처럼, 이 

사진은 상품화된 신체미의 기준을 비판하고, ‘몸짱’, ‘식스팩’, ‘S라인’, 
‘V라인 얼굴’ 만들기 열풍에 빠져 있는 우리 사회를 향하여 무엇이 진짜 

아름다운 몸인가를 알려 주고자 한 것이다. 그런데 대법원은 그런 제작의

도를 인정하다고 하더라도 “꼭 홈페이지 개설자 본인 부부의 나신을 그

렇게 적나라하게(얼굴이나 성기 부분 등을 적당히 가리지도 않은 채) 드

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2.7.13. 선고 2012고합151 판결)은 유죄판결을 내리면

서, 그 이유로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물 말미에 관련 정보통신 심의규정과 함

께 위 사진들을 음란물로 보는 것에 반대한다는 피고인의 의견을 기재하고 있

기는 하나, 그 주된 취지는 성행위에 관한 서사가 없는 성기 사진 자체를 음란

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론적인 의견만을 간단하게 제시하고 있을 뿐”(강
조는 인용자)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 판결은 제2심(서울고등법원 제5형
사부 2012.10.18. 선고 2012노2340 판결)에서 파기되었지만, 김인규 교사 대법

원 판결의 영향이 드러난다.



시각적 성 표현물 및 표현행위의 음란성 판정 기준 비판 / 조국 413

러내 보여야 할 논리적 필요나 제작기법상의 필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

렵”다고 판단하면서, 음란성을 인정하였다. 아무리 최고 법원의 최고위 

법률가라고 하더라도, 경력 화가가 선택한 기법이 부적절하다고 이렇게 

간단히 평가할 수는 없다. 게다가 ‘나체미학’이라는 주제 하에서 만들어

진 사진에 대하여 왜 얼굴이나 성기를 적당히 가리지 않았냐는 비판은 

이해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 사진은 파기된 원심판결도 지적한 것처럼 제4회 광주비엔날

레에 전시되고 5ㆍ18 자유공원 내에 상설적으로 전시될 만큼 예술성이 

인정된 것이었다.37) 임지봉 교수는 비판한다.

“광주비엔날레 작품 심사위원들과 5ㆍ18 자유공원 전시품 심사위원들, 
그리고 광주비엔날레와 5ㆍ18 자유공원 내의 미술작품들을 돌아보며 

김인규 교사의 ‘우리 부부 사진’에서 별 성적 흥분이나 수치심을 느끼

지 않고 오히려 예술가적 혼이나 실험정신을 감지했던 우리 사회의 

“일반 보통인”은 그러면 다 음란한 마음을 품은 음란의 동조자들이란 

말인가.”38) 

‘그대 행복한가’, ‘남근주의’, ‘우리 부부’, 세 작품에 대하여, 1심 판결

을 내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의 세 명의 법관 및 2심 판결을 내린 대

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의 세 명의 법관은 모두 음란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이 최종 해석권한을 갖는다는 원론은 차치(且置)해 두고 말하자면, 
여섯 명의 법관이 공히 음란성이 없다고 판단할 정도의 표현물을 형사처

벌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이 온당한 것인지 의문이다. 필자는 다음과 같

은 김인규 교사의 항변에 공감한다.

“물론 제 표현에 대해 동의하지 않고 불쾌함만을 느끼실 분도 많다고 

본다. 그렇지만 저는 예술이 유쾌하면 존재해도 되고 불쾌하면 존재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왜냐하면 예술은 문화에 새로운 생명을 

37) 대전고법 2003.5.2. 선고 2003노31 판결.
38) 임지봉, “대법원의 음란성 판단기준에 대한 비판적 검토: 김인규 교사사건 판결

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478-4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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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어넣는 일종의 문화 실험소이기 때문이다. 관습은 계속 변하는 것이

고 문화는 고정불변한 규범이 아닌 살아 있는 생명이다. 기존의 가치 

관념에 도전 없는 문화는 죽은 것이다.”39)

IV. 대법원 2008.3.13. 선고 2006도3558 판결: 한계 있는 전환
1. 헌법재판소 1998.4.30. 95헌가16 결정 기준의 수용
2008년 대법원은 1998년 헌법재판소 결정을 수용하여 음란성 판단기

준을 대폭 수정하고 음란 개념의 범위를 축소ㆍ제한하는 판결을 내린

다.40) 이 판결에서 일본 성인영화의 판권을 소유하는 회사의 대표인 피

고인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로 약칭)로부터 18세 관람가 DVD 
또는 VHS로 등급 분류를 받은 동영상을 편집ㆍ변경함이 없이 그대로 인

터넷 포털 사이트의 VOD관에 제공하였다. 이 동영상들은 남녀 간의 성

교나 여성의 자위 장면 또는 여성에 대한 애무 장면 등을 묘사한 것으로, 
남녀 성기나 음모의 직접적인 노출은 없고 여성의 가슴을 애무하거나 팬

티 안이나 팬티 위로 성기를 자극하는 장면을 가까이에서 촬영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형사법이 도덕이나 윤리 문제에 함부로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

고 특히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내밀한 성적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로 제한함으로써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또는 행복추구권이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 … ‘음
란’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

으로서…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관찰ㆍ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

39) 프레시안, 2005.9.20자,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
0050920105833>, 검색일: 2003.1.9.

40) 박길성, “대법원의 음란성 판단기준에 대한 비판적 검토: 김인규 교사사건 판결

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사법 제5호(2008.9), 190-1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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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존중ㆍ보호 되어야 할 인격

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ㆍ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문학적ㆍ예술적ㆍ사

상적ㆍ과학적ㆍ의학적ㆍ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하는 것을 뜻한다고 

볼 것이고, 표현물의 음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러한 동영상들은 전체적으로 관찰ㆍ평가해 볼 때 그 

내용이 상당히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는 것은 사실이라고 할지라

도, 이를 넘어서서 형사법상 규제의 대상으로 삼을 만큼 사람의 존엄

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ㆍ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

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41)

대법원은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ㆍ왜곡”하였는지 여

부를 음란성 판단의 중요한 기준으로 채택하였는바, 1998년 헌법재판소 

결정이 채택되었음을 분명히 드러난다. 대법원의 입장 전환의 의미는 

2006도3558 판결을 제3장에서 소개한 대법원 판결과 비교해 보면 선명

히 드러난다. 제3장에서 소개한 포스터나 사진첩과 2006도3558 판결의 

비디오물은 모두 ‘소프트 코어 포르노그래피’ 정도의 표현물이다. 그런데 

성표현물의 노골성이나 적나라함을 기준으로 보자면, 후자가 전자보다 더 

심하며 적어도 비슷한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이 달라진 것은 

성 표현물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의 변화 속에서 대법원이 1998년 헌법재

판소의 기준을 10년이 지난 후 비로소 채택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는 성

기를 노출하지 않는 시각적 성표현물에 대한 관용이었다.

2. 한계
먼저 2006도3558 판결은 1998년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준을 수용하면

41) 대법원 2008.3.13. 선고 2006도3558 판결. 



민주법학 제51호 (2013. 3)416

서도, 상술한 98도679 판결(<내게 거짓말을 해봐> 판결) 등 대법원 판례

가 사용해 온 판단기준, 즉 ‘사회의 평균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 
등을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그리고 2006도3558 판결은 문학성 내지 

예술성이 있다고 하여 음란성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완화될 뿐

이라는 98도679 판결의 논지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밝

히지 않았다.42) 
‘하드 코어 포르노그래피’ 이외에는 비범죄화하라는 1998년 헌법재판

소 결정의 요청과 대법원의 ‘사회의 평균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 
기준 사이에는 긴장이 존재한다. 만약 후자의 기준이 보수적 도덕주의에 

따라 이해된다면 헌법재판소의 요청은 유명무실하게 된다. 상대적으로 표

현의 자유를 강조하는 2006도3558 판결 이후에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을 더 많이 허용하는 98도679 판결 등의 기준은 살아 있다. 그리하

여 2006도3558 판결에도 불구하고, 문학성이나 예술성이 있다면 음란성

은 부정되어야 하며 음란표현도 헌법적 보호영역에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요청은 형사사법 현실에서 온전히 수용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하드 코

어 포르노그래피’에 미치지 못하는 성표현이 범죄화되는 일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과잉범죄화는 성기가 노출되는 그림, 사진, 영상 및 

연극 등 시각적 표현물ㆍ행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 
다음으로 2006도3558 판결은 앞서 언급한 94도2266 판결의 결론, 즉 

음란성 판단의 주체는 법관이라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즉, “법원이 영화

나 비디오물 등의 음란성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참작사유로 삼을 수는 있겠지만,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18세 

관람가로 등급분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영화나 비디오물 등의 음란성

이 당연히 부정된다거나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판단에 법원이 기속된다고 

볼 수는 없다.” 

42) 이 점에서 박길성 부장판사는 “대법원이 전원합의체판결을 통하여 음란 개념에 

관한 종전 대법원판례를 폐기하고 종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개념을 적극적으

로 정의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소 아쉬움이 없지는 아니하다”
고 지적하고 있다(박길성, “대법원의 음란성 판단기준에 대한 비판적 검토”, 
1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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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위는 사법기관이 아니라 행정기관이다. 그러나 이 위원들이 법관

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과 영상물의 성격을 충분

히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다.43) 이
들은 독일의 조세법원이나 사회보장법원 등 대법원에 참여하는 전문가들

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다. 2006도3558 판결이 수용한 95헌가16 결정의 핵

심취지는 ‘하드 코어 포르노그래피’가 아닌 성표현물에 대해서는 사법적 

개입을 최대한 억제하라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음란과 같은 규범적 구성

요건요소에 대한 최종판단은 법관이 해야 한다는 원론으로 답하는 대법

원의 태도는 안이하다. 문화예술평론가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영등위라는 

국가기관이 18세 관람가라고 결정한 성 표현물의 경우 법관은 그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영등위 결정을 신뢰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형법 제16조에 따라 책임이 조각되어야 한다.44) 

V. 전라 여성이 등장하는 연극 또는 상품홍보와 공연음란죄
그림, 사진, 영상으로 표현되는 알몸 노출이나 성적 행위에 비하여 실

제 사람이 나와 알몸이나 성적 행위를 보여주는 것은 성적 자극과 흥분

을 더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성적 표현행위를 규율하기 위하여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가 있다. 그러나 동죄의 적용 역시 표현의 자유 보장 

43) 영등위 위원은 “문화예술ㆍ영상물등ㆍ청소년ㆍ법률ㆍ교육ㆍ언론 분야 또는 비

영리민간단체 등에서 종사하고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대한민국예술

원법에 의한 대한민국예술원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

촉”(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2항)하며, 현재 위원들은 

①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보호위원회, ② 영화진흥법에 의한 영화진흥위

원회, ③ 변호사법에 의한 대한변호사협회, ④ 방송법에 의한 방송위원회, ⑤
기타 공연ㆍ음반ㆍ비디오ㆍ게임 및 교육관련 법인ㆍ비영리민간법인으로 대한민

국예술원회장이 정하는 단체에서 대한민국예술원회장에게 추천하도록 되어 있

다(영등위규정 제3조).
44) 천진호, “디지털 콘텐츠 음란물에 대한 음란성 판단의 주체와 법률의 착오”, 형

사법연구 제19권 제3호(2007), 519-522쪽.



민주법학 제51호 (2013. 3)418

차원에서 신중해야 한다. 

1. 1995년 연극 <미란다>―대법원 1996.6.11. 선고 96도980 판결45) 

연극 <미란다>는 존 파울즈의 소설 <콜렉터>를 연극으로 각색한 작품

으로, 여배우의 알몸 노출 연기로 화제를 불러일으켰는데 연출자는 공연

음란죄 위반으로 처벌받았다. 이 연극에서 완전 나체의 여주인공과 팬티

만 입은 남자주인공은 관람석으로부터 4-5ｍ 거리 내에 설치되어 있는 

무대 위 침대에서 격렬하게 뒹구는 장면을 연기하였고, 이어 남자 주인공

이 여자 주인공을 폭행하여 실신시킨 다음 침대 위에 쓰러져 있는 그녀

에게 다가가서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그녀의 양손을 끈으로 묶

어 창틀에 매달아 놓고 자신은 그 나신을 유심히 내려다보면서 자위행위

를 하는 장면을 7-8분 동안 연기하였다. 이러한 나체상태의 연기 때에는 

무대조명이 어둡게 조절되었다. 
대법원은 이 연극의 “성에 관한 묘사, 연출의 정도가 지나치게 상세하

고 노골적”이며 “정상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거나 그 

호색적 흥미를 돋구기에 충분한 것”으로 평가하고, 문제 장면은 원작에도 

없는 내용을 연출가인 피고인이 각색하여 상세히 묘사한 것이거나 극단

적으로 과장한 것으로 “무대 위의 조명 정도 또는 작품의 사상성, 예술

성에 의한 성적 자극의 완화 정도가 그로 인하여 관객들의 성에 관한 건

전한 관념을 해하지 않게 할 정도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음란성이 인정

된다고 판단했다.46) 
대법원도 문제 장면을 통하여 “연극의 사상성과 예술성이 다소간 표

45) 2002년 필자는 단순한 성기노출은 경범죄처벌법의 대상이고, 성행위 또는 자위

행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성기노출이라면 형법의 대상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연극 <미란다>는 후자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조국, 
“공연음란죄의 내포와 외연,” 형사판례연구 제10호(박영사, 2002), 281쪽]. 경범

죄처벌법과 형법의 대상을 구분해야 한다는 점은 유지하지만, <미란다>가 공연

음란죄에 해당한다는 견해는 변경한다.
46) 대법원 1996.6.11. 선고 96도9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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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되었음은 인정한다. 헌법재판소 95헌가16 결정에 취지에 충실하자면 

이 경우 음란성이 부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상성이나 예술성

이 있다고 음란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완화될 뿐이라는 입장을 취하

고 있었기에, 음란성을 인정하는 결론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 연극에서 문제 장면은 일부에 불과하다. 나체 성교와 자위가 등장하는 

장면도 연극 전체의 맥락에서 수용ㆍ해석되어야 한다. 대법원의 시각에 

따르면, 한국이 낳은 세계적 예술가로 칭송받는 백남준의 작품 <젊은 페

니스를 위한 교향곡>(1962년 창작, 1986년 초연)도 음란표현행위가 될 

것이다. 이 작품의 무대에는 큰 흰 종이가 드리워져 있고 그 뒤에 남자 

열 명이 선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의 성기로 종이에 구멍을 뚫고, 관객들

은 그 장면을 보게 된다. 
한편, 대법원은 문제 장면들은 원작에도 없는 것인데 연출가인 피고인

이 각색하여 상세히 묘사하거나 극단적으로 과장한 것이며, 이러한 장면

들이 주제를 표현하기 위하여 필요불가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한

다. 필자도 이러한 지적에는 공감하며, 이 연극의 예술적 수준과 완성도 

등에 대한 비판과 검토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실 연출가가 문제 장면

을 연출한 의도 중의 하나는 상업적 흥행일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 

정도의 연극을 음란물로 규정하고 연출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 
일본 성인영화 수준의 성행위 장면을 담은 동영상의 음란성을 부정한 

2006도3558 판결의 관점에서 96도980 판결을 돌아보자면, 연극 <미란

다>를 음란물이라고 규정하는 것은—영화와 연극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

라도—과도하다. 대법원의 다른 지적처럼, 연극에서의 성적 표현은 방송

이나 영화에서의 성적 표현보다 “성적 자극의 전달이 즉감적, 직접적”인 

것은 사실이다.47) 그러나 이러한 성적 자극에 동의하는 성인만이 출입하

는 공연장에서 이루어지는 연극 공연은 “원치 않는 성인의 선택가능성을 

어렵게 하거나 수용을 강요하는 상황”48)이 존재하지 않는다. 상술한 미

47) 대법원 1996.6.11. 선고 96도980 판결.
48) 김병수, “영화ㆍ영상물의 음란성 판단기준”, 법학연구 제46권 제1호(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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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1987년 Oregon v. Henry 판결의 문언을 인용하자면, 이러한 공연에는 

“원하지 않는 관람자, 피할 수 없는 관중(captive audience), 미성년자, 공
연에 포위된 이웃”49)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대법원의 입장은 추상적인 성적인 도의관념이나 공연장에 입장하

지 않는 시민의 성적 수치심도 형벌권을 사용하여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다. 그러나 이는 시민의 자율적 판단능력을 무시하는 국가의 도덕적 후견

주의(moral paternalism)이다. <미란다> 이후 공연된 여러 편의 노출 연

극 중 대표적인 것으로 <교수와 여제자> 시리즈가 있는데, 이 작품은 

‘29세 미만 관람금지’를 내걸고 여배우의 적나라한 노출, 성교 및 자위 

연기로 화제가 되고 인기를 끌었지만 처벌대상에 오르지 않았다. 국가가 

<미란다>의 성 표현이 우려된다면 이 연극을 음란물로 규정하고 연출자

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교수와 여제자>의 경우처럼 ‘XX세 미만 관

람금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면 족했다. 

2. 전라 여성모델의 요구르트 홍보―대법원 2006.1.13. 선고 2005
도1264 판결 

2003년 피고인들은 새로 개발한 요구르트를 홍보하기 위하여 화랑에 

일반 관람객 70여 명 및 기자 10여 명 등을 입장시킨 상태에서 전라의 

여성 모델들이 알몸에 밀가루를 바르고 무대에 나와 분무기로 요구르트

를 몸에 뿌려 밀가루를 벗겨내는 행위를 하게 하였기에 공연음란죄로 기

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비록 성행위를 묘사

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하는 행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반 보통인

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

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
하다고 판단하였고, 이러한 행위가 “요구르트로 노폐물을 상징하는 밀가

루를 씻어내어 깨끗한 피부를 탄생시킨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19쪽.
49) State v. Henry, 302 Or. 510, 525(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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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예술로서의 성격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위 

행위의 주된 목적은 요구르트 제품을 홍보하려는 상업적인 데에 있었고, 
이 사건에서 이루어진 신체노출의 방법 및 정도가 위와 같은 제품홍보를 

위한 행위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넘어섰으므로, 그 음란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50)

필자는 이러한 전라 모델의 행위는 예술로서의 성격은 극히 약한 상업

용 홍보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는 대법원의 판단에 동의한다. 상업광고도 

표현의 자유의 보호를 받아야 하지만, 그 보호의 정도는 문학이나 예술 

표현에 비하여 약할 수밖에 없다.51) 따라서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형

사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데 문제행위가 ‘보통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과 ‘선량한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나, 성교나 자위행위 등 성적 

표현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인간존엄 내지 인간성을 왜곡하는”52) 내용이 

들어 있지도 않기에 음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문제행위는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1호의 

과다노출죄의 적용대상이다. 후자는 음란성이 없는 알몸노출에 대한 제재

를 규정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은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함부

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속까지 들여다보이는 옷을 입거나 또는 가

려야 할 곳을 내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는 것

이다. 두 죄는 사회유해성 차원에서 다른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50) 대법원 2006.1.13. 선고 2005도1264 판결. 
51)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다. “상업광고에 대한 규제에 의한 표

현의 자유 내지 직업수행의 자유의 제한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도출되는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여야 하지만, 상업광고는 사상이나 지식에 
관한 정치적, 시민적 표현행위와는 차이가 있고, 인격발현과 개성신장에 미치는 

효과가 중대한 것은 아니므로, 비례의 원칙 심사에 있어서 ‘피해의 최소성’ 원
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것인지’를 심사하는 정도

로 완화되는 것이 상당하다.”[헌법재판소 2005.10.27. 2003헌가3(강조는 인용

자)].
52) 헌법재판소 1998.4.30. 95헌가16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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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나 알몸이 노출되었다고 바로 공연음란죄를 적용하는 것은 형법체계

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이다.

VI. 맺음말
도덕적 보수주의와 도덕적 후견주의에 따라 금욕주의적 성 관념을 형

벌을 통하여 강요하려던 판례 경향은 헌법재판소 95헌가16 결정과 이를 

수용한 대법원 2006도3558 판결 이후 점차 변화하고 있다. 그렇지만 여

전히 ‘하드 코어 포르노그래피’에 미치지 못한 성 표현에 대한 처벌은 계

속되고 있다. 이러한 해석과 정책으로는 “통제의 효율성 측면에서 비능률

적일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타율적인 제재에 익숙해짐으로써 도덕적 

자율성의 둔화를 초래할 것”53)이다. 
성 표현에 대한 형사처벌은 성이라는 인간의 근원적 욕망을 규제하려

는 것이며, 그 규제는 문학과 예술 등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을 초래

할 수밖에 없다는 점 등에서 매우 신중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대법원 

판례의 기준에 따르면 남녀의 성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춘화’를 그린 

조선시대 김홍도와 신윤복은 음란물 제조자의 낙인을 받고 처벌되어야 

할 것이다. 생각건대, “윤리적 표상이 다원화된 사회에서는 (형)법이라는 

강제수단을 동원하여 형이상학적ㆍ전통윤리적 성도덕을 지키고자 하는 

국가권력”54)은 경계대상이다.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성 표현이라고 하더라

도, 문학성이나 예술성이 떨어지는 성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하드 코어 

포르노그래피’가 아니라면 그 평가와 수용을 성인 시민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살고 있는 성인 시민은 이 정도의 

표현물을 충분히 소화하면서 살 수 있는 의식과 능력이 있다. 성 표현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형법이 아니라 행정법적 수단을 사

53) 이용식, “성적 표현의 형법적 통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 368쪽.
54) 주승희, “음란물에 대한 형사규제의 정당성 및 합리성 검토”, 형사판례연구 제

15호(2007), 1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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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는 것으로 족하다. 그리고 입법론으로는 성 표현의 음란성 판단은 기

성의 도덕에 순응적인 경향을 갖기 쉬운 법관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양한 

도덕관념이 반영될 수 있는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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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scenity of Visual Sexual Materials

Kuk Cho
Professor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Law

In its landmark decision of 1998, the Constitutional Court limited 
the scope of punishable obscenity to “the sexual expressions that 
destroy human dignity,” and emphasized the role of the 
“mechanism of ideas’ competition” before punishing obscene 
materials. However, the Supreme Court has maintained its moralist 
stance in obscenity cases although it eventually accepted the 
Constitutional Court’s position in principle in 2008. The Supreme 
Court has often punished visual sexual materials, including 
photographs, posters, paintings and theater plays, which contain 
detailed and offensive sexual descriptions, genital exposure in 
particular, even if they are not “hard-core pornography.” The Court 
even punished a photograph of naked art teacher and his pregnant 
wife, rejecting the art teacher’s defense that it was his intention to 
criticize the art and photography trend, which confines bodily 
beauty of a person in a particular shape. This photograph was later 
invited to the 4th Kwangju Biennale to be exhibited in the 5.18 
Freedom Park.

This Article argues that visual sexual materials which incorporate 
value of literature or arts should not be interpreted as obscene; 
judges should take professionals’ opinion on literature or arts much 
more seriously when making a normative evaluation of such 
materials; genital exposure in sexual materials should not be 
understood out of its context and simply viewed as obscene but 
should be interpreted and evaluated in the light of its contexts; 
even B-level sexual expressions lacking the value of literature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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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s should not be easily judged and punished without considering 
their social function; proper state control of visual sexual materials 
that do not contain “hard-core pornography” should be 
administrative, not criminal, for instance, prohibition of minors’ 
access.

Key phrases: obscenity, pornography, sexual expression, genital exposure, 
freedom of expres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