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보호할 만한 피해자다움’은 없다.
준강간 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요구한다.
사회 각 분야와 전국 도처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의 함성이 터져 나온 미투 운동 이후,
성폭력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남성중심적인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라는 사실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힘입
어 수사·재판 과정에서는 ‘성인지 감수성’, ‘피해자 맥락 고려’의 중요성이 제기되면서
이를 판결문에 판단기준으로 판시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2차 피해와 피해후유증
을 양형판단에 반영하기도 하여 사법부 변화의 흐름을 일부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성폭력 사건의 수사·재판 과정과 결과를 보면 여전히 수많은 사건
피해자들에게 고소부터 재판에 이르는 과정은 험난하기만 합니다. 2019년 검찰청 처
분결과를 보면 강간사건의 검찰 기소율은 44.8%로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한국성폭
력위기센터를 통해 무료법률지원을 했던 준강간 사건의 기소 비율도 이와 크게 다르
지 않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들은 힘든 기억을 떠올려가며 용기를 내어 고소를 결심하고 가해자 처
벌을 호소하지만 검찰은 “법이 보호할만한 피해자다움”의 통념과 성폭력 피해자에 대
한 이해부족으로 여전히 절반도 넘는 성폭력 사건을 기소조차 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
니다. 어렵게 기소가 되더라도 가해자 논리를 편드는 무죄판결로 피해자들은 더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공동대책위원회에서 공동대응중인 사건의 경우에도 피해자는 ‘피해 당시에는 더 강하
게 저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 직후 즉시 현장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소를 하기까지 2일이 걸렸다’는 이유로, 두 차례나 불기소처분을 마주해야 했습니
다. 마침내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진 이후에도 “법이 보호할만한 피해자다움”을 요구하
는 재판부에 의해 ‘피해’라는 당사자의 경험이 철저히 삭제되고, 명백한 CCTV자료마
저 가해자 논리에 따라 부정된 것입니다.
피해자에게는 왜 2일이 지나서야 고소를 했는지를 질문하면서, 왜 법의 보호를 받아
야할 피해자가 정식재판이 열리기까지 1년의 시간을 기다려야만 했으며, 왜 그마저도
두

차례나 무죄판결로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정당한 호소를 외면했는지, 왜 처음 고

소한 날로부터 3년이라는 지난한 시간동안 정의회복을 위해 피해자가 마냥 기다려야
만 했는지 대한민국 사법부에 묻고 싶습니다. 이 질문에 대법원은 이제 상식적이고
공정한 재판으로 피해 당사자와 한국사회의 수많은 준강간 불기소처분 피해자들에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사회 보통의 준강간 사건에 대한 정의로운 판결을 내
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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