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안내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예방 및 보호하기 위하여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일정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임
□ 제도개요
○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징역형(또는

치료감호)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된 날, 벌금형이 확정된 날
부터 일정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노무제공 포함)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 주요내용
<사전 성범죄 경력조회>
○ 지방자치단체장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사전에 반드시 성범죄 경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함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하려는 자나
취업중인 자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조회를 해야 함

<사후 성범죄 경력조회 점검ㆍ확인>
○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의 장은 성범죄
경력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 또는 기관에 취업
하였는지 점검·확인을 의무적으로 해야 함

□ 경력조회 미이행자(시설장) 및 성범죄자에 대한 조치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성범죄 경력조회 위반자 과태료 부과ㆍ징수
○ 성범죄자 운영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기관폐쇄, 등록·허가 등 취소
○ 성범죄자로 취업 중인 자 등 해임

□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분류

교육시설

시설현황

비고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타학교, 유치원
▸ 학교교과교습학원. 평생직업교육학원(성인대상제외),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 어린이집
▸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공동생활가정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 지역아동센터
▸ 의료기관〔지역보건법 제22조 적용(｢의료법｣에 대한 특례 : 보건의료원은 의료
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 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으로 보고, 보건소 및 보건지소는 같은 호에 따른 의원, 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으로 본다.) 등〕의료인(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청소년
관련시설

▸ 청소년보호·재활센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문화의집, 특화시설, 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성매매피해상담소, 청소년지원시설
▸ 공연장, 영화상영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문화원, 문화의집
▸ 과학관, 평생교육시설, 자연휴양림, 수목원, 사회복지관
▸ 야외음악당 등 공연시설

문화시설등

▸ 화랑, 조각공원 등 전시시설
▸ 지역문화복지시설
▸ 시민회관, 어린이회관, 공원, 광장, 고수부지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공용시설
로서 청소년활동 또는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시설
▸ 골프장, 스키장, 자동차경주장, 종합체육시설, 골프연습장, 수영장, 체력단련장,

체육시설

당구장, 썰매장,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빙상장, 승마장, 각종 체육도장 등 (무도
학원, 무도장 제외)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 연립주택, 아파트 등 공동주택관리사무소(경비업무 종사자)

▸ 경비업법인(경비업무 종사자)
기타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일반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멀티방), 청소년 ‘13.6.19
시행
게임제공업(일반오락실),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 청소년활동기획업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