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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 스트룹 과제로 측정한

청소년 성범죄자의 인지  편향

 김   정   연          한   상   국          이   수   정†

경기 학교 범죄심리학과

냉담특질(CU)과 왜곡된 성의식은 청소년 성범죄의 주요 특징이다. 본 연구에서는 냉담특질

이 높은 청소년 성범죄자들이 성에 한 편향 사고가 심할 것으로 가정하 다. 성범죄로 법

원 탁 결정을 받고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탁 인 24명의 남자 청소년을 한국  CU 특

질척도(Korean Inventory of Callous-unemotional Trait, K-ICU)에 따라 ‘낮은 CU 집단’(K-ICU가 

앙값보다 낮은 집단)과 ‘높은 CU 집단’(K-ICU가 앙값보다 높은 집단)으로 나 어 DMDX로 

생성한 정서 스트룹 과제를 실시하 다. 주제자극(성행 , 성  매력 표 , 공격성, 정 , 

부정  정서에 한 단어)  성자극( 성단어)을 하나씩 제시하여 단어의 색상을 말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 다. 스트룹 과제의 주제자극에서 성자극의 평균 반응시간을 뺀 

값을 편향 수라고 하 다. 성 스트룹 편향 수는 높은 CU 집단(57.50; 표 편차 70.78)이 

낮은 CU 집단(-16.58; 표 편차 48.07) 보다 높았으며 그 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하 다

(p=0.011). 그러나 다른 주제자극을 이용한 스트룹 과제에서는 편향 수가 두 집단 간에 유

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높은 CU 집단이 성행  연상 자극에 한 선택  주의편

향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요어 : 정서 스트룹, 선택  주의편향, 청소년 성범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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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범죄는 우리 사회에서 오래된 사회

상이다(Loeber & Farrington, 2001). 특히 청소

년의 범죄  살인, 방화, 폭력, 강간은 강력 

범죄로 분류된다(Fagan & Piquero, 2007; Ikomi, 

2010; Loeber & Farrington, 2001). 우리나라 청

소년의 강력범죄  강간과 같은 성범죄는 지

속 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최수형, 박

수, 박상옥, 2014).

성범죄 청소년은 성과 련되지 않은 범

죄를 지른 청소년 보다 신체 , 성  공격

에 해서 허용 인 태도를 보 고(Davis & 

Leitenberg, 1987) 피해자에 한 성 , 물리  

공격의 고통 정도를 최소화 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한다(Blaske, Borduin, 

Henggeler, & Mann, 1989). 이는 자신의 행동으

로 인해 상해를 입게 되는 피해자에 한 감

정이입 능력이 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공

감능력의 결핍으로 해석할 수 있다(Malamuth 

& Brown, 1994; 이은진, 2009에서 재인용). 공

감능력 결핍은 정신병질의 특징  인 계 

장면에서 필요한 정서  요인의 취약함을 나

타내는 것이다(Frick, 2006; Frick & Marsee, 

2006). 사회  계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을 받아들이고 감정을 느낄 수 있어야 하는데

(Covell & Scalora, 2002) 성범죄자들은 피해자들

의 고통 호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 로 인식

하지 못한 채 가해행동을 한다. 이러한 행동

의 원인은 피해자에 한 공감이 결여 되어 

있기 때문이다(Fernandez, Marshall, Lightbody, & 

O'Sullivan, 1999: 고정애 & 박경, 2009에서 재

인용).

Frick(1998)은 이와 같은 공감능력의 결여를 

냉담, 무정서 특질(Callous-unemotional 이하 CU

특질)이라 개념화했다. CU특질이 높은 사람은 

공감능력이 부족하고, 타인의 부정  정서에 

한 인식의 부족과 두려움의 결핍, 높은 수

의 자극  보상을 추구하고, 처벌에 덜 민

감하며,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칠 부정

인 향에 해서 신경 쓰지 않는 등 자기

심 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CU특질이 높으면 비행 행동이 

심화되어 나타난다. 높은 수 의 CU특성을 지

닌 청소년은 다른 반사회  청소년에 비해 더 

이고 덜 공감 인 반응을 보이며(Loney, 

Frick, Clements, Ellis, & Kerlin, 2003; Pardini, 

Lochman, & Frick, 2003) 타인이 상하지 못하

는 험한 활동을 선호하고(Frick, Lilienfeld, 

Ellis, Loney, & Silverthirn, 1999), 처벌과 같은 

행 의 결과에 한 통찰이 부족하며(Fisher & 

Blair, 1998; O'Brien & Frick, 1996) 두려움을 덜 

느끼고(Rothbart & Bates, 1998), 충동 인 행동 

패턴을 나타낸다(Kagan, Reznick, & Snidman, 

1987). 한 피해자의 손상 정도에서도 높은 

CU특성을 지닌 청소년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폭력으로 상당한 손상을 입힌 반면, 낮은 수

의 CU특성을 지닌 청소년은 폭력 반응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덜 심각했다(Kruh, Frick, 

& Clements, 2005). 성범죄의 경우에도 CU특질

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피해자에게 

더 큰 상해를 입혔다(Lawing, Frick, & Cruise, 

2010).

청소년 성범죄의  다른 특징은 청소년 성

범죄자가 왜곡된 성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이다. 김은경(1997)에 의하면 성과 련된 내

용물을 많이 할수록 매체의 행동을 찰학

습하거나 매체에 한 주  해석에 따라 성

과 여성에 한 왜곡된 신념이 형성되고, 이

를 매개로 성 련 비행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 다.

청소년 성범죄자의 인지왜곡에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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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key(1992)는 myth information, 그리고 기이한 

믿음(bizarre beliefs)이라고 표 했으며 Yochelson

과 Samenow(1976)는 자신의 아주 작은 선의행

동이 범죄행동을 모두 무마시킬 수 있을 것이

라 믿고 있다고 설명했다. Kenny와 Keogh 그

리고 Seidler(2001)는 청소년 성범죄자  성과 

련된 범죄를 다시 지른 청소년이, 성과 

련된 인지왜곡  성  환상에 한 부분이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이를 통해 ‘인지 왜곡’과 

‘성  환상’ 요인은 성범죄 재범에 높은 향

을 주는 요인인 것을 확인했다.

이러한 왜곡된 신념의 원인은 ‘스키마

(schema)’의 형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Marshall, 

1996; Ward, Hudson, Johnston, & Marshall, 

1997). 개인은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기존

에 형성되어 있는 지식, 즉 스키마를 이용한

다(Williams, Watts, MacLeod, & Mathews, 1997). 

스키마는 환경을 지각하고, 지식을 구성하

고 있는 요소이며 형태와 사건에 한 개념

구조다(Glaser, 1984; Williams, Watts, Macleod, 

Mathews. 1997). 따라서 스키마는 행동 본

(behavioral script)을 구성하고, 신념을 형성하는 

것에 향을 다고 볼 수 있다(McGinn & 

Young, 1996).

성범죄자의 일탈행동의 원인인 왜곡된 신념

을 측정하기 해 자기보고식 질문(Curnoe & 

Langevin, 2002), 량 측정법(Quinsey, Steinman, 

Bergersen & Holmes, 1975) 등이 사용되어 왔으

나 기구사용 상황에서의 오류  사회 인 바

람직성을 보여주기 해 진실 된 응답을 하지 

않는 등의 문제 들이 제기되어 왔다(Price & 

Hanson, 2007). 이를 보완하기 해 인간의 정

보처리 과정  ‘주의(attention)’ 과정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 주의는 정보처리의 순차성(serial 

processing)이 핵심인데, 유기체가 표  정보를 

받아들이려고 최 의 비상태에 있는 경계기

능(vigilance function), 감각 기 이 받아들인 정

보  부분은 무시하고 몇몇을 택하여 의미

를 처리한 다음 반응하는 선택기능(selection 

function), 제한된 처리용량을 둘 이상의 과제에 

배정하는 기능(allocation function) 등이 있다(이

정모 외, 2009, pp. 137-138). 특히 선택  기능

은, 주의를 두지 않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완

히 무시되지는 않고 그 의미가 상당히 처리

된다(Treisman, 1964). 이러한 특성을 활용하여 

선택  기능의 성질을 밝히기 해 사용되는 

것이 스트룹 명명과제(Stroop naming task)다.

스트룹 과제는 Stroop(1935)이 창안한 신경심

리학  검사로, 단일 자극  주의를 기울이

지 않은 자극에 의해 주의를 기울인 자극의 

정보처리가 방해를 받는 것을 측정한다. 이를 

스트룹 간섭 효과(stroop interference effect)라고 

하는데, 스트룹 명명과제에서는 단어의 색깔

을 명명하기까지의 시간, 즉 반응 지연시간이 

길게 나타나는 것으로 표  된다. 이는 ‘자동

 처리’의 반응과 어떤 행동을 할 때 의식이

나 의도가 반드시 개입하고 주의의 여를 필

요로 하는 인지과정인 ‘의식  처리’의 반응이 

경합하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정모 외, 2009, pp.149).

이 때, 자동  처리과정은 의도 인 노력

이나 처리과정에 한 인식이 없이도 발생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Posner & Synder, 1975; 

Shiffrin & Schneider, 1977). Todorov와 Bargh 

(2002)는 자동  사고에 해서, 개인이 의식

하지 않은 채 실행하고 완료할 수 있고 자주 

연결 짓는 자극과 짝을 이루게 되며, 반복되

는 행동 패턴과도 연결이 되며 특정 행동의 

기폭장치 역할을 (triggering situations)할 수 있

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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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일련의 연구자들은 정서 처리 과정 

역시 자각이 없는 상태에서 자동 으로 일어

나며, 매우 자동 으로 경험 될 수 있다고 주

장한다(Bower, 1981; Zajonc, 1980; Niedenthal, 

1990; Kitayama 1990; 이수정, 권 모, 이훈구, 

1998). 한 Bower(1981)은 특정정서가 일단 

화되면, 정서가와 일치하는 정보에 근이 용

이해지며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게 되는 정서

일치효과(emotion congruence effect)를 설명했다. 

이는 정서와 련된 정보처리는 정서가와 일

치하는 정보에 좀 더 편향되어 자동 으로 처

리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정서정보의 처리와 련하여 찰되는 주의

편향효과는 과제수행과 련된 목표자극과 함

께 정서  내용을 담고 있는 방해자극을 동시

에 제시할 때 나타나는데, 이를 찰하기 

해 정서  스트룹 과제(emotional stroop task)를 

사용한다(Willam, Matchew & MacLeod, 1996; 최

문기, 2005).

정서 스트룹 과제(Emotional stroop task)도 

고  스트룹 과제와 마찬가지로 단어의 색

깔을 말하는 과제를 수행하지만, 이때는 불일

치한 정보의 간섭효과를 측정하기보다, 정서

의 간섭효과를 알아볼 수 있다. 정서의 간섭

효과는 연결주의 모형의 병렬분산처리(parallel 

distributed processing)로 설명할 수 있다. 병렬분

산처리에 따르면 정보는 여러 단 에 분산되

어 처리되는데, 이를 특정 정서를 처리하는 

과정에 용하면, 특정 정서 장애를 지닌 개

인이 서로 다른 종류의 정보를 동시에 처리하

는 과정에서 자신이 가진 장애와 련된 정보

에 주의를 기울이며, 장애와 련되지 않은 

정보를 처리할 때 보다 반응 속도가 느려지는 

간섭효과가 나타나게 된다(제갈은주, 안창일, 

2012 재인용). 이러한 을 이용하여 공포증, 

불안, 우울증 연구에서 정서 스트룹 과제를 

사용하여 주의 편향 효과를 측정할 때 사용하

는데, 를 들어 우울한 참가자들은 정서 스

트룹 과제에서 우울과 연 된 자극, 성 자

극, 조증과 련된 자극을 제시했을 때 우울

과 련된 자극에 한 반응 지연시간이 더 

길게 나타났다(Gotlib & McCann, 1984). 한 

알콜 독자, 폭력 범죄자, 성 범죄자, 강간 

피해자를 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실험에 참

가하는 개인의 특성과 련된 단어의 반응시

간이 더 느리게 나타남을 볼 수 있었다(Arnold 

& Cheek, 1986; Foa, Feske, Murdock, Kozak & 

McCarthy, 1991; Gross, Jarvik & Rosenblatt, 1993; 

Holle, Neely & Heimberg, 1997; Hope, Rapee, 

Heimberg & Dombeck, 1990; Klieger & Cordner, 

1990; Kramer & Goldman, 2003; Logan & 

Goetsch, 1993; Mattia, Heimberg & Hope, 1993; 

McNeil, Ries, Taylor, Boone, Carter, Turk, & 

Lewin., 1995; Waters & Feyerabend, 2000; Wertz 

& Sayette, 2001; Price & Hanson, 2007). 외상 후 

스트 스 증상이 있는 강간 피해자들을 상

으로 정서 스트룹 과제를 실시한 결과, 일반

인 과 련된 단어, 성 단어, 비단어

에 한 반응 보다 강간과 련된 단어의 색

깔을 말하는 것이 더 느리게 나타났다(Foa et 

al, 1991). 한 청소년 성범죄자와 폭력 범죄

자는 일반 청소년에 비해서 성 는 폭력과 

련된 단어의 색상에 한 응답이 느리게 나

타남을 확인했으며, 이 때 청소년 성범죄자는 

성과 련 주제에 해서 편향(bias)을 나타냈

다(Smith & Waterman, 2004). Price와 Beech, 

Micchell 그리고 Humphreys(2013)에서는 Smith

와 Waterman(2004), Price(2011)의 단어 자극을 

사용하여 청소년 성범죄자와 일반청소년, 

도  폭력 청소년 범죄자를 상으로 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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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룹 과제를 실시했다. 그 결과 Smith와 

Waterman(2004)의 자극에서 청소년 성범죄자가 

도  폭력 청소년 범죄자들 보다 성  단

어에 한 반응이 느리게 나타났다. Price(2011)

의 자극에서는 청소년 성범죄자가 도  폭

력 청소년 범죄자들에 비해 성  매력에 한 

단어에 유의미하게 느린 반응을 나타났다. 

한 신체 묘사와 련된 단어에 한 반응도 

일반 청소년들에 비해 유의미하게 느리게 나

타났으며 정  단어, 성행 와 련된 단어, 

성  매력에 한 단어에 한 편향도 청소년 

성범죄자가 일반 청소년에 비해 높게 나타났

다.

이처럼 정서 스트룹 과제에서 나타나는 긴 

반응 지연 시간은 특정 정서에 편향된 사고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성범죄자의 긴 

반응 지연 시간은 성과 련된 도식의 활성화

로 인한 편향  사고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추

측 할 수 있다. 한 정서가와 일치한 정보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는 선택  주의의 활성

화와 자주 연결 짓는 자극과 짝을 이루고, 반

복되는 행동패턴과도 연결될 수 있는 자동  

사고(automatic processing)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성범죄자의 경우에는 성과 련된 편향  사

고가 성과 련된 도식(스키마)을 형성하는 원

인의 하나로 볼 수 있다. 한 청소년 성범죄

에서 일탈 인 성  흥분이나 환상이 성범죄

의 재범과 깊은 연 이 있으므로 (Kahn & 

Chambers, 1991; Kenny, Keogh, & Seidler, 2001; 

Schram, Milloy, & Rowe, 1991; Weinrott, 1996; 

Worling & Curwen, 2000) 이에 한 이해가 성

범죄의 재발 방지를 해 매우 요하다. 왜

곡된 성 의식과 련된 요인 의 하나로 성

범죄의  하나의 특징인 냉담특질을 들 수 

있는데, 선행 연구들에서 냉담특질(CU)과 정신

병질(psychopathy)은 비정상 인 성 환상과 함

께 성폭력과 련된 자극에서 성 으로 흥분

하는 것과 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erin, 

Malcolm, Khanna & Barbaree, 1994; Knight & 

Sims-Knight, 2003; Lussier, Proulx & Levlanc, 

2005). 정신병질은 공감능력의 결여와 같은 

정서  결함으로, 강간과 상 계가 있으

며(Knight & Guay, 2006; Lalumière, Harris, 

Quinsey, & Rice, 2005; 윤정숙, 이수정, 2012), 

냉담특질(CU)은 높은 성  상화(sexualization)

성향이 있다(Knight & Sims-Knight, 2003). 높은 

성  상화 성향은 성 으로 더 집착하고 강

박 인 성  행 를 나타내는 것과 련되어 

있고(Knight, 1999; Lussier, Proulx & Levlanc, 

2005), 특히 청소년 성범죄자 사이에서도 일탈

인 성  흥분이나 환상은 성범죄의 재범과 

깊은 연 이 있다(Kahn & Chambers, 1991; 

Kenny, Keogh, & Seidler, 2001; Schram, Milloy, & 

Rowe, 1991; Weinrott, 1996; Worling & Curwen, 

200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냉담특질이 높은 

청소년 성 범죄자들이 성에 한 편향 사고가 

심할 것으로 가정하고, 이를 증명하기 해 

냉담특질의 정도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여, 자

동  사고  선택  주의편향을 이용한 정서 

스트룹 과제를 실시하여 성에 한 편향 수 

정도를 비교할 것이다.

방  법

연구 상

본 연구의 상은 강간, 특수강간,  강간, 

성추행 등 성범죄로 법원 탁 결정을 받고 서

울 소년분류심사원에 탁 인 남자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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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명이다. 실험참가자의 나이는 만 13세부터 

만 18세까지이며 평균 16세 다.

실험에 참가한 청소년들이 받은 ‘ 탁처분’ 

이란 소년법상 만10세 이상∼19세 미만의 범

죄를 지른 소년에 하여 사건을 조사 는 

심리하는데 필요하다고 소년부 사가 단할 

경우 내려지는 조치로서,  기간  법무부 

소속 기 (소년분류심사원 는 비행 방센터)

등지에 탁 결정을 내리며, 해당 기 에서는 

해당 학생들에 한 상담  생활태도, 보호

자의 보호 의지, 기타 소년의 범죄 요인 등을 

면 히 분석하여 법원 소년부 사의 최종 심

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후원하는 차를 

말한다. 탁소년은 범죄를 지른 뒤 찰, 검

찰, 법원 등의 사법 차를 거쳤다는 에서 

일반 청소년들과는 구분되며, 탁이 된다는 

것은 소년의 비행에 하여 심리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여겨져 내려지는 결정이기에 단

순한 보호와도 비된다.

차  측정도구

한국  CU특질척도(Korean Inventory of 

Callous-unemotional Traits; K-ICU)

청소년의 정신병질의 특징  정서  측

면을 측정하는 도구는 APSD(Antisocial Process 

Screening Device, Frick & Hare, 2001)가 있다. 

APSD는 만 6∼13세  보통 수 의 아동과 반

사회  행동을 하는 아동들을 구분할 수 있으

며 문항구조는 냉담/비정서(Callous-Unemotional: 

CU), 자기애(Narcissism: NAR), 충동성(Impulsivity: 

IMP)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냉담/비정서

(CU) 척도 수가 높게 측정된 아동이 반사회

 성격, 정신 병질  성격을 갖고 있다고 

단할 수 있다(이경숙, 이수정, 홍 근, 2013). 

하지만 APSD는 CU특질을 측정할 수 있는 문

항이 6개에 불과하다. 이는 수의 범 , 타당

성의 제한, 내  일 성이 간수 에 머물 

수 있다는 에서 한계가 있다(Essau, Sagawa, 

& Frick. 2006; Loney et al., 2003; 권은정, 손애

리, 황순택, 2010에서 재인용). 이러한 취약

을 보완하기 해 Frick(2003)은 Inventory of 

Callous(ICU)을 통해 보다 정 하게 CU특질을 

측정하고자 했다. ICU는 24개의 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하 요인은 냉담성(Callousness) 

11문항, 부주의/무신경(Uncaring) 8문항, 감정표

결여(Unemotional) 5문항으로, 수는 4  척

도(0 ;  그 지 않다, 1 ; 약간 그 다, 

2 ; 그 다, 3 ; 매우 그 다)로 평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권은정 등(2010)이 번안

하고 타당화 한 한국  냉담, 무정서 특질척

도(Korean Inventory of Callous-Unemotional traits: 

K-ICU)를 사용했다. 이때 24개 문항의 내  합

치도(Cronbach's α)는 .732 고 13세에서 18세

의 일반 청소년을 상으로 한 Essau 등(2006)

의 내  합치도(Cronbach's α)는 .77이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24개 문항의 내  합치도

(Cronbach's α)는 .719로 나타났다.

정서스트룹과제

실험도구

실험 참가자는 크게 두 그룹으로 나 어서 

진행했다. 한 그룹은 K-ICU에 응답했고 다른 

그룹은 스트룹 과제를 하는 그룹으로 진행되

었다. 스트룹 과제를 실시 할 때는 실험 장소

에 별도로 설치된 티션을 이용하여 스트룹 

과제 실험 집단이 독립된 공간에서 실험에 참

가할 수 있도록 했다. 스트룹 과제의 자극의 

제시, 반응의 측정, 실험의 통제에는 실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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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소 트웨어 DMDX(Forster & Forster, 2003)를 

이용하 다. 스트룹 과제는 컴퓨터에 연결된 

유선 마이크를 이용하여 컴퓨터 화면에 500ms

동안 제시되는 자극의 색상을 말한다. 이 때 

소음의 정도를 최소화 하기 해 각 실험 참

가자들은 각각 1m이상씩 떨어진 곳에서 반응

하 으며, 몸을 최 한 마이크에 가까이 한 

상태를 유지했다.

단어자극

각 단어 자극은, 1차 으로 심리학의 이해 

교양 수업에서 남학생  여학생 135명을 

상으로 성 행   이성 계와 련된 명사

와 동사를 설문조사 하여 이를 바탕으로 공통

으로 나온 단어의 빈도를 정리했다. 2차에

서는, 1차에서 얻었던 단어 빈도 자료를 국

립 국어원 빈도조사 자료와 조하며 자극의 

빈도와 자 수를 통제했다. 두 차례에 걸쳐 

선정된 단어 자극은 Price(2011)의 자극분류

를 참조하여 성행 를 연상시키는 단어자극

(Sex-associated word, 이하 SA,) 15개, 공격행 를 

연상시키는 단어자극(Aggressive word, 이하 AG) 

15개, 상에 해 성 매력을 표 한 단어

자극(Sexually attractive word, 이하 EA) 15개와 

각 주제에 응되는 성단어자극을 15개씩

(Matched sex-associated word, Matched aggressive 

word, Matched sexually attractive word), 부정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자극(Negative emotional 

word,이하 NEG) 15개, 정  감정을 나타내

는 단어자극 (Positive emotional word, 이하 POS) 

15개, 성단어자극(Neutral, word, 이하 NEUT) 

15개를 선택했다. 각 주제에 응되는 성단

어는 주제단어와 같은 성, 빈도수, 종류로 

통제했다. 단어의 색상은 Smith와 Waterman 

(2004)을 참조하여 하얀색, 란색, 빨간색, 

록색이 같은 비율로 제시했다.

분석방법

실험 참가자의 스트룹 과제 반응은 각각의 

자극별로 wav형식으로 녹음 되었다. 해당 

일은 자극이 제시된 후 참가자가 색상을 말하

는 순간까지의 시간을 측정, 기록하여 산출했

으며 이때 DMDX의 명명작업(naming task) 결

과의 분석을 돕기 해 만들어진 Check Vocal 

로그램을 이용했다.

본 연구에서는 SPSS 18.0을 사용하여 CU특

질의 높고 낮음에 따른 편향 정도의 차이를 

분석했다. 이 때, 편향 수는 스트룹 과제의 

주제자극(SA, AG, EA, POS, NEG)에서 성자

극(MSA, MAG, MEA, NEUT)의 평균시간을 뺀 

값을 사용했으며 이를 편향 수라고 명명했다. 

CU특질에 따른 집단 구분은 CU특질의 

수를 앙값(Median=19)을 심으로 앙값보

다 낮은 집단(N=12)을 ‘낮은 CU’, 높은 집단

(N=12)을 ‘높은CU’로 구분했다.

두 집단의 스트룹 과제에서의 편향 수 차

이를 알아보기 해 비모수 검정  Mann- 

Whitney U 검정을 실시하 다. 해당 검정을 

사용한 이유는 집단의 표본 수가 30미만이며 

각 주제의 스트룹 반응시간이 정규성을 만족

하지 못하 기 때문이다.

결  과

K-ICU 수는 6 에서 37 이었고 앙값

은 19 이었다. 낮은 CU그룹의 평균 나이는 

16세 고, 앙값은 14 이었다. 높은 CU그룹

의 평균 나이는 16세 으며, 앙값은 25 이

었다. 이 두 그룹의 차이는 t검정으로 비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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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CU 높은CU

　
낮은CU 높은CU

　
낮은CU 높은CU

평균반응시간(SD) 평균반응시간(SD) 평균 수(SD) 유의도

SA
220.58

(144.00)

354.58

(312.73)
MSA

237.17

(151.77)

297.08

(268.74)
B.S

-16.58

(48.07)

57.50

(70.78)
0.011

EA
234.17

(187.73)

305.67

(266.49)
MEA

209.42

(152.35)

287.00

(248.11)
B.S

24.75

(76.60)

18.67

(81.81)
-

AG
223.33

(147.75)

288.17

(243.70)
MAG

253.67

(185.58)

307.58

(272.48)
B.S

-30.33

(78.26)

-19.42

(64.48)
-　

POS
253.42

(184.22)

285.75

(235.64)
NEUT

255.00

(181.20)

281.75

(248.15)

B.S
-1.58

(126.36)

4.00

(131.36)
-　

NEG
210.25

(171.21)

294.50

(251.52)
B.S

-44.75

(137.47)

12.75

(75.23)
-　

주 1. 호 안은 표 편차임

SA: 성행 를 연상시키는 단어자극, AG: 공격행 를 연상시키는 단어, EA: 상에 해 성 매력을 표

한 단어자극, MSA: Matched sex-associated word, MAG: Matched aggressive word, MEA: Matched sexually 

attractive word, 각 주제에 응되는 성단어자극, NEG: 부정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자극, POS: 정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자극, NEUT: 성단어자극, B.S: Bias Scores 스트룹 편향 수

표 1. 스트룹과제 평균반응시간과 편향 수

때 통계 으로 유의미했다(t=5.871, df=22, p< 

.001).

K-ICU 수와 스트룹 편향 수의 상 계

를 살펴보기 해 비모수 상 분석을 실시한 

결과, K-ICU 수와 스트룹 편향 수 사이에 

유의미한 정  상 이 존재했다(rs=.49, p<.05).

표 1은 Mann-Whitney U 검정을 이용하여 

각 주제의 스트룹 과제의 평균 반응시간과 편

향 수를 나타낸 것이다. 평균 반응시간은 

체 으로 높은 CU특질을 나타내는 집단이 낮

은 CU특질을 나타내는 집단보다 더 느리게 

반응하 다. 하지만 각 스트룹 과제의 평균반

응시간 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편향 수는 ‘높은 CU’ 집단과 ‘낮은 CU’집

단으로 구분하여 비교한 결과, ‘성 스트룹’의 

부분에서 높은 CU특질 집단( 앙값 33, 범  

202, 평균순  16.17)이 낮은 CU특질 집단(

앙값 -1, 범  153, 평균순  8.83)보다 성 스

트룹 편향 수가 더 크게 나타났으며 이러

한 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미했다(U=28.00, 

N1=12, N2=12, z=-2.547, p< .05).

그림 1은 CU특질의 높낮음에 따라서 각 주

제의 스트룹 편향 수를 그래 로 나타냈다. 

낮은 CU집단은 부 편향을 나타냈으며 높은 

CU집단은 정  편향을 나타냈다. 이는 높은 

CU집단의 성행 를 연상시키는 자극(SA)에 

한 반응이 해당주제에 응되는 성자극

(MSA)에 비해서 반응시간이 길었던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 한 높은 CU집단과 낮은 CU

집단의 주제 자극(SA, EA, AG, POS, NEG)의 

평균반응 시간 차이를 살펴본 결과, 각 주제

간 반응 시간 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미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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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CU특질구분에 따른 스트룹 편향 수

SA: 성행 를 연상시키는 단어자극, AG: 공격행 를 연상시키는 단어, EA: 상에 

해 성 매력을 표 한 단어자극, NEG: 부정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자극, POS: 정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자극, NEUT: 성단어자극

않았으나 높은CU집단이 SA주제 자극에서 가

장 느린 반응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MRT(ms)= SA: 134, EA: 71, AG: 

64, POS: 32, NEG: 84, NEUT: 27).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성과 련된 자극으로 이루

어진 정서 스트룹 과제를 이용하여 CU특질 

정도의 차이에 따른 성범죄 청소년의 편향  

사고를 살펴보고 자 하 다. 그 결과 높은 CU

특질을 나타낸 성범죄 청소년 집단이 낮은 

CU특질을 나타낸 성범죄 청소년 집단보다 성 

행  련 자극에 해서 더 높은 편향 수

를 나타냈다. 이는 Smith 와 Waterman(2004), 

Price 등(2013)과 비슷한 패턴을 나타낸 것으로, 

개인의 다양한 스키마  ‘성 행  연상’ 스키

마에 한 선택 인 주의 편향이 나타난 것으

로 추측할 수 있다. 한 CU특질의 수 정도

로 구분한 집단 간의 특성을 살펴 볼 수 있다. 

높은 CU집단이 낮은 CU집단보다 인 계에

서 느낄 수 있는 ‘부정  감정’에 한 편향

수가 높았다. 이는 인 계에서 ‘부정  감

정’에 한 도식이 더 활성화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높은 CU집단이 낮은CU집단

에 비해서 인 계에서 더 냉담한 자세를 취

할 것이며 래 계에서도 잦은 갈등을 겪을 

것임을 상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

구에 참여한 집단이 청소년 성범죄자에 한정

되어 있으며 그 인원이 24명에 지나지 않았다

는 이다. 이는 CU특질의 고 로 구분한 집

단 간의 평균 반응시간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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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지 않았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성범죄를 지른 청소년들의 K-ICU 수가 일

반 청소년들의 K-ICU 수에 비해 편향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일반 청소년, 성범죄 외의 범죄를 지른 청

소년들을 통제집단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 

셋째, CU특질이 낮은 그룹은 ‘성 행  연상’ 

스키마에 한 선택 인 주의 편향을 보이지 

않았다는 결과는 본 연구의 가장 큰 한계 으

로, CU특질의 고 와 성범죄 여부사이의 상호

작용효과를 비롯하여 명확한 성 편향 사고의 

정도차이를 확인하기 해 더 많은 청소년 범

죄자를 상으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넷째,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의 성별이 남자로 

제한된 이다. 최수형 등(2014)에 따르면 최

근 여자 청소년의 성범죄 경향  가해자로 

조사  처분을 받은 여자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다. 청소년 강력범에서 여자 청소년의 비율

은 2002년 4.8%에서 2011년 9.3%로 약 두 배 

가랑 증가했다. 그  강간 범죄의 비율은 10

년간 증감을 반복했으나 2002년 1.1%에서 

2011년 4.7%로 10년간 4배 가까이 증가했다. 

따라서 차후의 연구에서는 성별에 차이를 둔 

연구가 진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한 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탁처분을 받은 성범죄 청소년을 상으로 실

험을 실시했던 과 함께 이들의 비행 력  

암수비행의 가능성, 강간과 같은 강력 범죄로 

조사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이들의 진  비행력은 상당히 높은 수 이

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은 샘 수이지만 성 

련 도식의 편향  활성화를 살펴보기 한 

실험의 목 에 합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 탁처분을 받은 성범죄 청

소년들을 상으로 반사회  행동에 한 

측력이 검증된 바 있는 CU 특질을 평가하고 

이러한 특질로 인해서 나타나는 성 련 편향

 사고의 차이 을 확인했다는 의의를 갖는

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비행 청소년의 

CU 특질  성 련 편향정도에 한 이해를 

통해 청소년 성범죄자의 치료를 한 로그

램을 만드는데 도움을  수 있을 것이다. 특

히 CU특질의 특성을 이해하며 친사회 인 

인 계를 맺을 수 있는 공감능력 향상 로그

램  성 련 사고의 편향에 해 주목하여, 

사고의 편향을 형성하는 개인의 도식을 수정

하기 한 로그램의 설정에 도움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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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gnitive Bias of Juvenile Sex Offenders Measured

by An Emotional Stroop Task

Jung Yeon Kim          Sang Kook Han          Soo Jung Lee

Forensic Psychology, Kyonggi University

Callous-unemotional (CU) trait and deviant sexual interest are two important factors underlying juvenile 

sex crime. We hypothesized that juvenile sex offenders with CU trait have more severe bias effect. This 

study involved 24 male adolescents who were placed on probation for sex crime and under custody of 

The Juvenile Protection Education Institution, Seoul, Korea. Based on K-ICU (Korean Inventory 

Callous-unemotional trait) score, we divided them into high ICU group (K-ICU score above median, 

N=12) and low ICU group (K-ICU score below median, N=12). Emotion stroop task was designed 

with DMDX. When different subject stimuli (sex-associated, aggressive, sexually attractive, positive 

emotional, negative emotional words) and neutral stimuli (neutral words) were presented one by one, the 

reaction time to tell the color of presented words was measured. In the stroop task using sex-associated 

words, bias scores (mean reaction time for subject stimulus - mean reaction time for neutral stimulus) 

was significantly larger in high CU group (57.50; standard deviation[SD], 70.78) than in low CU group 

(-16.58; SD, 48.07) (P=0.011).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bias scores between two groups in 

other subjects stroop task. In conclusion, juvenile sex-offenders with high callous-unemotional traits tend 

to show selective attention to sex-associated stimuli.

Key words : Emotional Stroop Task, Selective Attentional Bias, Juvenile Sexual Offen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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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 MSA EA MEA AG MAG

박다 빚다 능 등 침범 침수

빨다 뱉다 본능 본문 습격 숙면

싸다 쉬다 유혹 유도 박살 박쥐

핥다 훑다 쾌락 통찰 손상 소감

더듬다 닫히다 귀엽다 귀하다 할퀴다 고르다

벗기다 버티다 외롭다 우습다 덤비다 내뿜다

덮치다 데우다 수 다 싱겁다 르다 넓히다

뒤로하다 뒤바꾸다 경박하다 경이롭다 살인하다 색칠하다

사정하다 사업하다 문란하다 무난하다 고문하다 기부하다

삽입하다 상륙하다 순진하다 순조롭다 폭행하다 편집하다

애무하다 애용하다 순결하다 수월하다 침입하다 세탁하다

올라타다 운반하다 은 하다 의젓하다 박하다 표시하다

자 하다 자빠지다 음란하다 음산하다 반하다 연습하다

키스하다 키워지다 황홀하다 황량하다 괴롭히다 건 가다

포옹하다 포 하다 흥분하다 흡수되다 괴하다 측정하다

Positive Negative Nutral

정직 탐욕 구슬

성실 망신 단추

유쾌 심술 나물

배려 좌 울

이롭다 역겹다 여하다

재 다 귀찮다 정하다

친하다 해롭다 두껍다

하다 분실하다 보행하다

환 받다 학 받다 필기하다

신뢰받다 오하다 염색하다

헌신하다 상처받다 나열하다

칭찬하다 배반하다 다녀가다

감사하다 고통받다 운 하다

축하하다 고민하다 용하다

도와주다 의심하다 근무하다

부  록

스트룹과제 단어자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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