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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몇 십 년 동안 사이코패시를 측정하는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지

지하는 많은 연구들이 발표되면서 사이코패시 측정도구는 형사정책 현장에서 위험성 평가도

구 중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사이코패시 점수의 예측 타당도가 평가자의 특성 및 훈련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최근의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사이코패시 측정도구를 사

용한 평가자들에 대한 논의나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이코패시 측정도구

를 사용한 61개의 기존 연구들을 바탕으로 각 연구에서 사이코패시 측정도구를 사용한 평가

자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연구들은 사이코패시 측정도구를 누가 

사용하였는지, 평가자는 사이코패시 전문가 지침서에서 제시한 요건을 충족할 만한 학위 및 

훈련을 받았는지, 법임상 현장 경험이 있었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본 연구

는 위험성 평가 시 사이코패시 측정의 예측타당도 및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사이코패시 측

정도구를 사용하는 평가자들에 대한 적절한 교육 및 지속적인 훈련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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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적 경험이 풍부한 임상 전문가가 대학

원생이나 비숙련 임상가보다 성격 및 정신병

리 평가에 있어서 더 정확하고 신뢰로운 의

사결정을 한다는 일반적인 믿음에도 불구하

고, 임상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몇몇 선행 연

구들에서는 평가자의 경험 및 훈련이 정신병

리 평가 및 진단의 정확도에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하고 있다(Garb & 

Boyle, 2014).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자 재범 

위험성을 측정하는 사이코패시 측정도구인

Psychopathy Checklist-Revised(PCL-R; Hare, 2003)

을 사용한 최근 연구들은 평가자의 임상적 

경험과 훈련이 PCL-R의 예측타당도에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Boccaccini, 

Rufino, Jeon, & Murrie, 2017; Murrie, Boccaccini, 

Caperton, & Rufino, 2012). 예컨대, 성인 성범죄

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전문가 자격

증을 소지한 임상전문가가 평가한 PCL-R 점수

의 예측타당도가 PCL-R 평가를 훈련받은 박사

과정 대학원생의 점수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평가자의 경험과 훈련이 사이코패시 

측정도구의 예측타당도에 미치는 영향에도 불

구하고 대부분의 PCL 연구들은 PCL 도구를 

채점한 평가자들에 대한 세부정보를 제공하지 

않지 않으며, PCL 도구를 사용한 연구장면에

서는 대학원생, 학부생, 또는 연구보조와 같이 

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표준화된 평가를 훈련

받은 평가자들이 PCL 도구를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PCL 도구들이 연

구장면이 아닌, 실제 형사사법현장에서 사용

되는 경우 평가간의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Hawes, Boccaccini, & Murrie, 

2013).

Psychopathy Checklist Revised(PCL-R; Hare, 

2003)는 사이코패시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20개의 

문항을 훈련받은 평가자가 평가 대상자와의 

반구조화된 면담, 기록문서의 조사, 관련인의 

면담과 부가정보 수집을 통하여 채점한다. 평

가자는 각 문항에 대해서 0, 1, 2의 척도 중 

하나로 점수를 매기는데, 0점은 ‘개인에게 문

항이 적용되지 않을 때’, 1점은 ‘2점이 요구되

는 정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적용될 수 

있을 때’, 2점은 ‘대부분의 핵심적인 측면들이 

상당히 잘 들어맞을 때’의 의미를 가진다(조은

경 & 이수정, 2008, p42-68). 따라서 높은 점수

를 받을수록 평가 대상자가 전형적인 사이코

패시 특성에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총점

이 범위는 0-40점이 된다. 지난 수년간 범죄위

험요인으로서 사이코패시 특성을 검증하는 연

구들과 PCL-R의 높은 재범예측력을 지지하

는 연구들이 발표됨에 따라, PCL-R은 재범 

위험성 평가에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척도 중 하나가 되었다(Neal 

& Grisso, 2014; Singh et al., 2014). 또한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의 법정에서도 평가 대상자

의 재범 위험 정도를 지지하는 증거의 하나로

서 전문가에 의해 평가된 PCL-R 점수가 자주 

제출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DeMatteo et 

al., 2014). PCL-R의 재범 예측타당도에 관한 기

존 연구들을 대상으로 한 최근 메타분석 연구

에 의하면, 재소자들의 재범 및 교소내의 문

제행동의 예측하는데 있어서 PCL-R이 중간정

도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r = 

.24-.29, d = .50 -.55; Guy, Edens, Anthony, & 

Douglas, 2005; Edens, Campbell, & Weir, 2007; 



Leistico, Salekin, DeCoster, Rogers, 2008; Yang, 

Wong, & Coid, 2010). 이러한 결과는 PCL-R의 

전문가 지침서(Hare, 2003)에서 보고하는 예측

타당도다 더 낮은 결과이다. 많은 연구자들은 

PCL-R의 예측타당도의 효과크기가 연구 마다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각 연구에 사용된 

평가 방법이나, 연구 대상의 인종 및 성별, 또

는 연구가 진행된 장소 등의 차이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Leistico et al., 2008). PCL-R의 

예측타당도 효과크기의 차이 뿐 만 아니라, 

PCL-R를 평가하는 평가자들간의 신뢰도 또한 

연구에 따라 다르게 보고되고 있다. 예를 들

어, PCL-R 전문가 지침서(Hare, 2003)에 따르면, 

남성 범죄자와 남성 치료 감호 대상자를 대상

으로 한 연구에서 평가자간 신뢰도가 각각 .86

과 .88로 대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

나 PCL-R을 연구 장면이 아닌 임상 및 법정 

장면에서 사용했을 때 평가자간 신뢰도는 매

우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DeMatteo et 

al., 2014), 특히 미국의 법정에서는 변호인들

에 의해 임명된 서로 다른 전문가들의 PCL-R 

점수가 유의미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Boccaccini, Turner, Murrie, & Rufino, 2012). 예

컨대, 텍사스 성범죄자 중 민간위탁치료(Civil 

Commitment) 대상자 선발을 위한 위험성 평가 

시 PCL-R을 사용했을 때, 법원에서 임명한

(state-retained) 임상 전문가들이 피고측 변호인

에 의해서 임명된 임상 전문가들에 비해 일관

되게 더 높은(일반적으로 5점 이상) 점수를 주

는 것으로 나타났다(d>.83). 이러한 결과는 연

구장면과는 다르게 형사사법장면에서 PCL-R 

사용했을 때 평가자간 신뢰도가 낮아질 가능

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PCL-R 전문가 지침서는 PCL-R평가 전에 평

가자들이 얼마만큼의 법임상 현장에서의 실습

이나 훈련을 받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

하고 있지는 않으나, 대체적으로 평가자가 ‘사

회과학, 의학 또는 행동과학 분야의 석사 이

상의 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법임상 현장에

서 실습 또는 인턴쉽을 마쳤거나, 혹은 여러 

해 동안 법정 관련 업무의 경험이 있어 이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조은경 & 이수정, 2008, p17)’라고 권고하

고 있다. 이러한 권고 사항에도 불구하고, PCL

도구를 사용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PCL 도구를 

직접 채점한 평가자의 훈련정도나 임상 및 법

정 경험에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물론 PCL 도구를 사용한 평가자들에 대한 정

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PCL-R 전문가 지침

서의 권고 사항을 위반 했다고 이야기 할 수

는 없다. 그러나 미국 심리학회 및 한국심리

학회 논문 작성 지침서에 따르면(한국심리학

회, 2012;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09), 연구자들은 자신의 연구방법론을 작성

할 때, 독자들이나 연구자들이 각 연구에 작

성된 연구방법론을 통해서 반복검증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게 연구 방법 및 절차를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PCL 도구를 

채점한 평가자에 대한 정보부족은, 추후 연구

결과가 다른 연구장면이나 법임상 장면에 적

용되었을 때 과연 같은 결과를 생산 할 수 있

느냐라는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한다. 연구방법론의 구체적인 기술에 대

한 요구사항과, 평가자정보의 중요성에도 불

구하고, 대부분의 PCL 연구들은 도구들의 예

측타당도를 설명하는데 있어서는 구체적인 정

보를 제공하는 반면, PCL 도구를 평가한 평가

자대한 정보를 제한적으로 제공하거나 또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

최근 몇몇 선행 연구들은 사이코패시 측정



도구들의 사용에 있어서 충분한 훈련과 경험

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입증하고 있

다. 미국 법정 실무에서 사용된 PCL-R에 관

한 연구에 따르면, 35개 이상의 PCL-R 평가

를 해본 평가자(d=.66)가 그렇지 않은 평가자

(d=-.24)보다 폭력 재범을 예측하는데 있어서 

정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Murrie et 

al., 2012). 또한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평가한 

현장 연구에서도 임상 전문가 자격증을 갖고 

법임상 현장에서의 수년간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평가자의 PCL-R 점수가 심리학 박사 과

정 대학원생들의 점수보다 더 높은 재범예측

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Boccaccini et al., 

2017). 이러한 연구 결과들에 대해 몇몇 연구

자들은 법임상 경험이 적은 전문가들이 경험

이 많은 전문가들에 비해 PCL-R을 채점할 때 

지나치게 평가대상자이 범한 범죄의 특성(예:

성범죄)이나 PCL 채점을 위한 면담 시 평가대

상자로부터 받은 인상을 통해 점수를 채점하

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Hare, 

2003, p.20), 이는 평가자의 교육, 훈련 그리고 

임상 경험이 PCL-R의 예측 타당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법임상 경험이 많은 평가자와 경험이 

적은 평가자 간의 PCL 도구의 재범 예측 효과

를 비교하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며, PCL 도

구의 예측타당도 및 사용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에 비해, PCL 도구를 직접 채점하는 평가

자의 전문성 기준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

이다.

일반적으로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 임상

가들이 그에 비해 훈련이나 경험이 적은 대학

원생들이나 다른 전문가들보다 더 정확하고 

신뢰로운 정신병리적 평가를 할 것이라고 생

각되어진다. 따라서 임상적 수련은 이러한 가

정을 바탕으로 평가자들에게 정신병리와 관련

된 충분한 훈련과 평가자들의 전문가서로서의 

자격여부를 관리, 감독하여 전문가를 양성한

다(Garb & Boyle, 2014). 하지만 이러한 임상적 

경험과 훈련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일련의 

많은 연구들은 임상적 경험 및 훈련과 정신병

리적 평가의 정확성 사이에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고 보고하고 있다. 75개의 임상평가를 대

상으로 한 메타연구에 의하면(Spengler et al, 

2009), 임상 평가에 사용되는 도구(e.g. MMPI, 

WAIS)를 해석하는 정확성에 있어서 임상경험

이 더 많은 전문가들과 그렇지 않는 전문가들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Muller와 Davids(1999)의 연구에 따르

면, 임상경험이 조현병의 특징적인 증상(양성

과 음성 증상 모두)을 판단하는 정확도에 있

어서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사이코패시 평

가에 있어서 임상적 경험과 훈련은 매우 중요

하다. 특히, PCL-R이 법정에서 사용될 경우, 

그 결과는 한 개인을 사회에 위험한 존재로 

낙인 지을 수 있으며, 신뢰롭지 않은 위험성 

평가는 평가대상자의 치료, 교정 및 교화에 

필요로 한 시간 및 비용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평가자의 임상 지

식 및 경험이 어느 평가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사이코패시 평가 시에 진행되

는 면담은 구조화된 다른 면담들과 달리, 

PCL-R 전문가 지침서에 나와 있는 20개의 문

항을 채점하기 위해서 평가 대상자에게 심리



사회적 과거력, 정서적 문제, 행동 문제 및 범

죄 행동에 이르기까지 풍부하고 정확한 정보

를 이끌어내야 하기 때문에, 평가자가 평가 

대상자와의 라포(rapport)형성을 통해 유연하게 

면담을 진행해야 한다. 다시 말해, PCL-R 면담

은 20개의 준거를 채점하기 위해 필요한 중요

한 정보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여, 평가자들이 

평가 대상자들에게 예리하고 능숙하게 질문을 

사용하고, 풍부한 대답을 유도할 수 있는 능

력을 필요로 한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과 같

이, 임상 경험이 임상적 의사결정의 정확도에

는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많은 연구자들은 

풍부한 임상적 경험은 평가자들이 면담 대상

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이끌어 내는데 가장 중

요한 역할을 하는 요인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Brammer, 2002). 또한 PCL-R 항목 중에는 “피

상적 매력, 얕은 감정, 후회 또는 죄책감 결

여” 와 같은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을 요구하

는 항목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부 연구에서

는 PCL-R 채점 시 개별 항목에 있어서 평가자

간에 상당한 차이가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

다(Rufino, Boccaccini, & Guy, 2011). 이러한 연

구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임상수련을 통해 정

신병리학적인 풍부한 지식을 갖고, 법임상 현

장 경험을 통해 풍부한 훈련을 받은 평가자들

이 그렇지 않은 평가자들에 비해 PCL 도구를 

사용할 경우 채점에 필요한 정보를 더 정확히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평가자의 경험 외에도 PCL-R을 채점하는데 

있어서 평가자가 PCL-R의 사용 및 채점에 관

한 적절한 훈련을 받았을 경우, 평가자간 신

뢰도 및 PCL의 예측타당도가 향상될 수 있다

는 연구들도 보고되고 있다. 예를 들어, Ismail 

and Looman(2016)의 연구에서는 PCL-R을 개발

한 저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Darkstone 워크

샵에서 훈련을 받은 임상전문가들이 175명의 

성범죄자들을 평가했을 때 평가자간 신뢰도가 

.76에서 .94사이로 PCL-R평가서 지침서에 나와 

있는 것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PCL 훈련의 중요성을 다룬 연구를 보면(Blais, 

Forth, & Hare, 2017), PCL-R을 사용하는 연구자 

및 평가자는 PCL 도구의 신뢰롭고 타당한 사

용을 위해서는 PCL-R 지침서에 나와 있는 권

고사항에 따라 평가자들 간에 만족스러운 신

뢰도가 성취될 때 까지 다양한 PCL-R점수를 

반영하는 여러 가지 케이스를 대상으로 채점

하는 훈련을 통해 지속적인 신뢰도 검증을 해

야 한다고 권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권

고 사항에도 불구하고, 많은 PCL 연구들은 연

구장면이나 형사사법 현장에서 PCL 채점자들

이 PCL 도구를 사용하기 전에 적절한 훈련을 

받았는지, 받았다면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PCL과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PCL 연구들은 PCL 도구의 

재범예측 타당도나 신뢰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또한 최근의 평가자의 임상적 경험 

이 PCL-R 점수 타당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법임상 경험이 풍부한 

평가자와 그렇지 않은 평가자의 PCL 점수가 

재범예측에 있어서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예

측효과를 비교한 연구도 미비한 실정이다.  

현존하는 PCL 연구의 일반화 검증을 위해

서라도 PCL 채점을 한 평가자에 대한 정보 및 

그들의 자격요건을 아는 것이, 앞으로 비슷한 

임상 및 법정 환경에서 PCL을 사용 할 때 도

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존하는 



PCL 연구들을 분석하여, 각 연구들이 우리에

게 평가자에 대한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지를 

알아보려 한다.

다시 말해,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사이코패

시 측정도구를 사용한 재범 예측타당도 연구

들을 대상으로 PCL 도구를 채점한 평가자들의 

훈련 및 임상 경험에 관한 정보를 탐색하고, 

어떤 정보들을 제공하는지 요약하였다. 특히, 

평가자 정보 탐색을 위해 각각의 연구가 PCL

을 평가자들을 어떤 용어로 기록하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또한 각 연구의 평가자들의 법임

상 경험 정도 및 각 평가자들이 어떤 분야에

서 학위를 받았는지, PCL을 평가하기 위해 어

떤 특정한 훈련을 받았는지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이코패시를 측정하는데 사용되

는 대표적인 도구인 PCL-R 및 그와 같은 구성

개념을 측정하는 Psychopathy Checklist: Youth 

Version(PCL:YV; Forth, Kosson, & Hare, 2003), 

Psychopathy Checklist Screening Version(PCL:SV; 

Hart, Cox, & Hare, 1995)을 사용하여 재범 예

측 및 교도소 내 문제행동을 다룬 연구들을 

분석하였다. 

 방  법

PsychoINFO, 학위논문 초록, Psychology and 

Behavioral Science Collection, Social Science index

에서 PCL-R. PCL:YV, PCL:SV, Psychopathy를 검

색하여 사이코패시 관련 연구를 탐색했다. 본 

연구와 관련 있는 연구를 광범위하게 찾은 후

에 순방향 검색(forward-search) 및 역방향 검색

(backward-search)방법을 사용하여 본 연구에 포

함될 연구를 간추렸다. 100편 이상의 연구를 

개관한 결과, 사이코패시 점수와 재범의 문제

를 다룬 61개의 출간된 연구를 확인하였다. 

재범은 PCL-R 전문가 지침서에서 정의한 것과 

같이 일반재범에서부터, 폭력재범, 비폭력재범, 

성범죄재범, 교도소내 내 폭력 및 규칙위반 

등이 포함되었다.

각 연구는 임상심리학 박사과정 4년차인 

제 1저자에 의해 코딩되었다. 코딩 절차는 사

이코패시 척도의 예측타당도보다는 각 연구에

서 사이코패시 척도를 채점한 평가자에 대한 

정보에 집중되었다. 코딩 준거는 다음과 같다 

1) 사이코패시 척도의 종류(PCL-R, PCL:YV, 

PCL:SV), 2) 평가자를 설명하는데 사용된 용어, 

3) 평가자의 경험과 훈련에 관한 정보, 4) 평

가자의 학위 및 교육수준, 5) 채점방식(기록정

보, 면담, 혹은 둘 다). 또한 평가자의 학위, 

교육수준, 또는 훈련 및 경험과 관련된 변인

들도 코딩에 포함되었다. 연구자는 평가자들

을 설명하는데 사용된 용어를 바탕으로 연구

들을 다음 세 집단으로 분류하였는데, 첫 번

째 집단은 연구자들이 평가자들을 평가자, 코

더, 면담자(예: rater, coder, evaluator, interviewer)

와 같은 일반적인 용어로 설명한 집단, 두 번

째 집단은 각 연구에서 평가자를 연구조교, 

연구자, 저자(예: research assistant, researcher, 

author)와 같이 연구자로 설명한 집단, 마지막 

세 번째 집단은 각 연구에서 평가자에 관한 

교육 수준, 법임상 경험, 훈련 및 PCL 채점에 

필요한 훈련을 받았는지에 관한 최소한의 정

보를 제공한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결  과

본 연구는 PCL-R, PCL:YV, PCL:SV을 바탕으

로 재범연구를 실시한 61개 (N=11,005명)의 

독립된 PCL 연구들을 산출했다(표 1 참조). 사

용된 도구들을 비교해 보면, PCL-R을 사용한 

연구가 38개, PCL:YV를 사용한 연구가 15개, 

PCL:SV가 사용된 연구 8개가 본 연구에 사용

되었다. 61개의 연구 중에서 27개의 연구는 

오직 기록평가를 바탕으로, 30개의 연구는 기

록평가 및 면담을 바탕으로 PCL 도구를 채점

하였고, 나머지 4개의 연구에서는 PCL 도구를 

어떤 방식으로 채점하였는지를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61개의 연구 중에서 5개(8.2%)의 연구는 누

가 PCL 도구를 채점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을 

전혀 제공하지 않았다. 예컨대 이 5개의 연구

들은 PCL 도구를 채점하는 평가자를 설명하는 

평가자, 코더, 면담자와 같은 일반적은 용어 

자체가 연구 어디에도 없었으며, 평가자에 

대한 정보가 전무 하였다. 11개(18%)의 연구

에서는 PCL 채점을 했던 평가자들을 일반적

인 용어인 평가자, 코더, 면담자로 표기 하였

으며, 61개의 연구 중 16개 (26.2%)의 연구에

서는 평가자를 연구조교, 저자, 연구자라고 표

기 하였다.

또한 61개의 연구 중에서 31개(51%) 만이 

PCL 도구를 채점한 평가자에 대한 약간의 정

보를 제공하였는데, 예를 들어, 31편의 연구 

중 16개(51.6%)의 연구에서는 학부생, 대학원

생, 석사과정, 박사과정 학생 같이 평가자의 

교육 수준을 포함하여 평가자를 설명하였고, 

반면에 15개(49.4%)의 연구에서는 임상전문가, 

심리학자, 정신과 의사, 법정 심리학자, 병원 

의료진과 같이 평가자의 직업을 명시하여 평

가자를 설명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부분의 

사이코패시 관련 연구들이 평가자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평가자를 설명하지 않

거나, 평가자에 대한 제한된 정보만을 제공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61개의 연구를 대상으로 PCL 도구를 채점

하기 이전에 평가자들이 어떠한 법임상 경험

과 PCL 평가 훈련을 제공받았는지를 코딩하였

다. 61개의 PCL 연구 중에서 절반 이상인 34

개(55.7%)의 연구들이 평가자들의 PCL 채점 

및 훈련에 관한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

다. 몇몇 연구(8.2%)에서는 평가자들을 일반적

으로 ‘훈련된(trained)’으로 묘사하고 있지만, 어

떤 훈련을 어떻게 얼마나 받았는지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는 제공하지 않았다. 이에 비해, 

19개 (31.1%)의 연구는 각 연구의 평가자들이 

PCL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PCL 도구를 

개발에 참여한 잘 알려진 전문 훈련가, 예를 

들어 Robert Hare, Stephen Hart, Adelle Forth와 

같은 사람들에 의해 PCL 평가 훈련을 받았다

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의 평가자

들이 PCL 평가에 필요한 반구조화된 면담과 

기록 검토 모두에 관해 훈련을 받았는지에 대

한 정보는 알 수 없었다. 또한, 다섯 개(8.2%)

의 연구에서는 평가자들이 재범 위험성 평가, 

심리측정도구 및, 일반적인 심리학적 평가도

구에 관한 훈련을 받았다고 보고하였다. 그러

나 이러한 일반적인 재범 위험성 평가 훈련들

이 PCL 도구의 사용에 있어서 충분한 훈련













과 경험을 제공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알 수 

없었다.

종합해보면, 대부분의 사이코패시 측정도구

를 사용한 연구들은 평가자들이 PCL 도구 사

용에 있어서 충분한 훈련이나 경험이 있는지, 

PCL 도구를 사용하기 위한 정규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을 이수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대신에 평가자들이 PCL 평

가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육을 받았다는 제한

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었다. 이러한 평가자

의 법임상 경험 및 PCL 평가 훈련정도 대한 

정보 부족은 연구자들이 PCL을 유능하고 신뢰

롭게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을 갖추고 있

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각 연구에서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평가자

의 교육 수준을 코딩하였는데, 61개의 연구 

중 절반 이상의 연구인 33개(54.1%)의 연구는 

PCL 도구를 측정한 평가자의 교육 수준에 대

해서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다. 나머지 28

개의 연구 중 몇몇 연구들은 PCL 평가자를 저

자 또는 연구자로 설명하며 동시에 그들이 소

속되어 있는 학교나 시설의 정보를 제공하기

는 하지만, 이 정보로는 평가자의 정확한 교

육 수준이나 학위 수준을 밝혀낼 수는 없었다. 

단 4개(6.6%)의 연구만이 명확하게 박사학위

를 소지하고 있거나 박사과정에 있는 평가자

들에 의해서 PCL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보고

하였으며, 8개(13.1%)의 연구에서는 대학원생

들이 PCL 도구를 평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흥미롭게도, 세 편(4.9%)의 연구에서는 PCL 도

구를 채점한 주된 평가자들이 학부생들이었다. 

이 세 편의 연구 중 두 편의 연구에서는 학부

생들이 기록만을 바탕으로 PCL-R과 PCL:YV를 

각각 채점하였다. 반면 다른 한 연구에서는 

학부생들이 PCL:YV를 채점하기 위해 반구조

화된 면담과 기록검토를 실시하였다. 연구 장

면에서 PCL 평가를 위한 자격 요건은 임상이

나 법정 현장에서보다 덜 엄격하기 때문에 평

가자로 학부생들을 사용하는 것은 연구 목적

으로 가능하다. 하지만 학부생 연구자들을 사

용한 세 편의 연구 모두 학부생 평가자들이 

어떤 전문가에게 어떤 종류의 훈련과 어떤 방

식의 관리 감독을 받았는지를 명확하게 제시

하지 않았으며, 평가자들간의 신뢰도 또한 제

시하지하지 않았다. 61개의 연구 중 15개

(49.4%)의 연구는 숙련된 임상 전문가,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법심리학자, 교정국 직원, 병

원 의료진이 PCL을 평가했다고 보고하였으나, 

평가자의 교육수준을 추정할 수 있는 다른 전

문가들(예: 법심리학자, 임상전문가, 정신과 의

사)에 비해, 교정국 직원이나 병원 의료진의 

경우 그들이 어느 정도의 교육 수준을 가지고 

있는지 혹은 PCL 채점과 관련된 훈련을 받았

는지에 대한 정보는 제공되지 않았다. 그 밖

의 소수 연구에서는 임상 및 법심리 전문가와 

대학원생 혹은 특정 기관의 직원들이 함께 

PCL 도구들을 평가하였지만, 평가자 간의 신

뢰도를 제시하지 않은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많은 사이코패시 관련 연구

에서 연구자들이 평가자들에 대한 제한적이거

나 불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을 보여 줄 

뿐만 아니라, 연구자들의 PCL 사용에 있어서 

평가자들의 자격 요건을 심각한 고려 대상으

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많은 PCL 예측타당도 연구들이 법정이나 임상 

현장이 아닌, 연구 장면에서 연구 조교들이나 

대학원생들에 의한 평가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는 실제 법임상 장면에서의 

평가 신뢰도나 타당도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

다는 것을 시사한다.

논  의

지난 몇 십년동안 사이코패시 척도의 신뢰

도와 예측타당도를 뒷받침하는 상당한 연구가 

발표되었고, PCL-R은 재범위험성 평가도구로

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척도가 

되었다. 사이코패시 척도의 높은 신뢰도와 예

측타당도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몇 연구들은 

PCL을 채점하는 평가자들에 따라 PCL의 예측

타당도가 달라질 수 있으며, 평가자의 훈련과 

경험이 PCL 평가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PCL의 예측타당도

와 신뢰도에 대한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PCL를 평가하는 많은 연구들은 PCL을 평가하

는 평가자들에 대해서는 초점을 맞추지 않았

고, 평가자에 대해서도 매우 제한적인 정보만

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61개의 이미 

출간된 연구를 대상으로 PCL 관련 연구들이 

PCL 도구를 채점한 평가자들에 대해 어떤 의

미 있는 정보들을 제공하는지를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연구 결과들은 대부분의 

PCL 관련 연구들이 PCL 도구를 평가한 평가

자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정보를 제공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특히 61개의 

연구 중 절반이 연구 방법론이나 절차에서 평

가자를 전혀 언급하지 않거나, 평가자를 ‘평가

자, 면담자’ 및 ‘연구보조, 연구자’와 같은 일

반적인 용어로만 표현하여 평가자의 교육수준

이나 법임상 경험을 추측할 수 있는 어떠한 

단서도 제공하지 않고 있었다. 총 61개의 분

석 대상 연구들 중 단지 15개의 연구에서만 

평가자가 특정 학문분야의 전문가이거나 특정 

기관의 직원임을 밝히며 구체적인 용어로 평

가자를 표현하였다.

평가자의 교육수준 및 학위에 관해서는 

50% 이상의 연구가 평가자가 어떤 교육이나 

학위를 받았는지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전문

가들을 사용한 연구를 제외한 단 12개의 연구

에서만 평가자가 석사 수준 이상의 학위를 가

지고 있다고 밝혔다. 종합해 보면, 본 연구 결

과를 통해 PCL 도구를 사용한 대부분의 연구

는 재범 예측 타당도에 주목할 뿐, 정작 사이

코패시를 측정한 평가자의 교육 수준이나 경

험에 관해서는 전혀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

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더욱이 PCL-R 전

문가 지침서에 따르면 평가자가 PCL 도구를 

사용하기 앞서, 일정 이상의 학위나, 심리학 

대학원 과정 혹은 PCL 도구 사용을 위해 적합

한 전문가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PCL에 관련된 절반 이상의 

연구에서는 평가자가 PCL-R 지침서에 부합하

는 교육 수준, 학위, 혹은 전문가 자격을 가지

고 있는지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또

한 PCL-R 전문가 지침서가 PCL 도구를 활용하

기 위해서는 평가자들이 여러 해 동안 법임상 

현장에서의 실습 또는 여러 해 동안의 관련 

업무 경험이 있어야 함을 권고함에도 불구하

고, 본 연구에 사용된 61개의 연구 중 절반 

이상이 평가자들이 어떤 훈련과 경험을 가지

고 있는지 보고하지 않고 있다. 다만 몇몇 연

구들만이 평가자들을 ‘훈련된(trained)’으로 표

현하거나, 평가자들이 PCL 도구를 개발하거나, 

PCL 관련 연구를 했던 전문가나 1저자에 의해 

제공된 PCL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했다고 언급

하고 있다. 물론 PCL 도구를 채점한 평가자의 



전문가 자격에 대한 PCL-R의 권고사항을 각 

연구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 권고사항을 위

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다만 한국심리학

회 및 미국심리학회에서는 연구자들이 자신들

의 연구방법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독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추후 각 연구들의 

방법론을 바탕으로 반복검증이 가능해야 한다

고 권고하고 있다(한국심리학회, 2012; APA, 

2009). 그러나 대부분의 PCL 연구들은 평가자

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 독자

들은 기존에 출간된 PCL 관련 연구들을 통해

서는 PCL에 채점에 필요한 평가자의 교육, 훈

련, 경험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얻지 못한다. 

이는 기존의 PCL 연구들이 각기 다른 훈련과 

경험을 받은 평가자에 의해 다양한 연구현장

이나 법임상 현장에 사용될 때 반복검증이 가

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몇몇 연구자들은 PCL-R을 채점한 평가자

에 의해서 발행하는 오류는 PCL-R 평가 시 

발생할 수 있는 전체 오류의 30% 이상을 차

지할 만큼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Boccaccini, Turner, & Murrie, 2008). 또한 PCL-R 

지침서에 따르면 많은 연구들이 높은 평가자

간 신뢰도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지만, 

지침서에서 보고된  높은 신뢰도는 PCL 연구

에 필요한 비슷한 훈련 받은 연구 보조원 및 

대학원생들이 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구장면과 다

르게 형사정책 현장에서 PCL을 사용할 경우, 

서로 다른 임상 경험 및 훈련 배경을 가진 평

가자들이 PCL-R, PCL:YV, PCL:SV 사용에 있어

서 같은 방식으로 채점을 하는지는 알 수 없

다. 또한 이러한 전문가들이 PCL 도구들을 평

가하는데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훈련을 마쳤는지도 알 수 없다. 이러한 평가

자들에 대한 정보 부족은 PCL 연구들이 형사

사법 현장이나 연구현장에서 표준화된 훈련을 

받지 않은 평가자들이 PCL 도구를 사용했을 

때에 연구에 보고된 높은 예측타당도를 획득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최근 PCL-R개발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연구

에 따르면, 사이코패시 척도가 재범예측에 있

어서 신뢰롭고 타당한 결과를 보이려면, 평가

자들이 위험성 평가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충

분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에 의해 지속적인 관

리, 감독을 받아야 하며, 다양한 PCL-R 점수를 

반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케이스를 채점하는 

연습을 통해서 만족스러운 평가자간 신뢰도를 

획득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Blair, et al., 

2017).

어느 연구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도 몇 가

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본 연구가 한 

사람의 연구자에 의해서 분석되었다는 제한점

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가 평가자간 

신뢰도나 도구의 예측타당도와 같이 통계적인 

수치를 가지고 메타분석을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각 연구에서 PCL을 평가한 평가자들을 

어떤 식으로 보고하고 설명하였는지에 대한 

사실만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단일 연구자에 

의한 분석이 본 연구의 신뢰도에 심각하게 영

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본 

연구에 사용된 PCL 연구들은 평가자를 설명하

는데 있어서 매우 제한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경험이 많은 평가자와 

경험이 적은 평가자 간의 PCL 도구점수 차이 

비교 및 예측 타당도 효과를 검증할 수 없었

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PCL 도구의 예측

타당도에 평가자의 임상 경험 및 훈련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해봐야 할 것이다. 또

한 평가자의 임상 경험 및 훈련, 학위, 전문성 



이외에도 성별, 나이, 및 인종과 같은 평가자

의 인구통계학적 특징이 PCL 도구의 예측 타

당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연

구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형

사사법 현장에서 PCL 도구를 유능하고 신뢰롭

게 사용하기 위해서 평가자들은 필요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지속적인 훈련과 실습을 통하

여 적합한 수준의 평가 절차의 신뢰성을 달성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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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ignificant body of research have been published to support the predictive validity of psychopathy 

measures. But most PCL studies have not focused on the raters scoring these psychopathy measures. This 

study coded how often and what information was provided regarding raters who scored the psychopathy 

measures in 61 published PCL studies. Our findings are noteworthy for demonstrating that PCL studies 

have been less likely provide information about the raters using psychopathy measures to readers. 

Specifically, most of PCL studies did not provide any information about who scored the PCL, the rater’s 

level of training or experiences regarding risk assessment. Future study implication includes exploring the 

effect of rater’s training, experiences, and characteristics on variability on psychopathy measures enhance 

risk assessment practice in clinical and forensic sett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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