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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장 행동에 근거한 연쇄 강간범죄자의 유형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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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Canter 등(2003)의 연구 결과를 우리나라의 연쇄 성범죄자를 상으로 재검증

하고, 이를 토 로 한국의 연쇄 성범죄자 유형분류 모형을 탐색하고자 하 다. 분석을 하

여 2006년 1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서울 지역에서 2건 이상의 강간범죄를 지른 35명의 연

쇄 강간범죄자의 수사 자료를 수집하 다. 수집된 자료를 통한 범죄 장 행동의 분석 결과

Canter 등(2003)이 제시한 모형은 한국의 연쇄 강간범죄자에게 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한국의 연쇄 강간범죄자들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폭력 상호작용, 도구 상호

작용, 언어 상호작용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연구 결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로 일링을

한 분석 근거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첫째로 각 유형에 해당하는 추가 행동 변인을 탐색

하기 한 기 자료로서 활용가능할 것이며, 둘째로 유형별 범죄자의 특징, 과여부 내

용, 도주 후 행동 등의 분석 근거로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범죄자 로 일링, 연쇄 성범죄, 유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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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철․정남규․강호순 등의 연쇄살인범들

은 잔혹한 연쇄살인이 국내에서도 심각한 문

제로 인식되는 계기가 되었다. 연쇄살인을 비

롯한 강력 범죄가 발생하 을 시 이에 효율

으로 응하기 하여 경찰청에서는 범죄분석

요원을 채용하고 장에 배치하여 사건을 분

석하고 련 자료의 D/B를 구축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06년부터 수집된 로 일링을 한

D/B를 이용하여 연쇄 강간범죄의 유형을 분석

하기 해 수행되었다. 살인, 강간, 방화

연쇄성 범죄에 한 범죄자 로 일링 기법

은 수사 실무를 심으로 다양한 연구가 이루

어져왔으며, 연쇄 강간범죄의 경우에도 많은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

들이 범죄자의 동기를 심으로 이루어져왔으

며, 범죄 장 행동을 심으로 이루어진 국내

의 연구는 최근에 수행된 몇몇 연구가 있으나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기존의 동기 심의

유형 분류에서 범죄 동기는 범죄자가 검거된

이후에야 명확해지기 때문에 검거 이 의

로 일링을 해서는 유용하지 못하고, 어떤

경우에는 범죄자 스스로도 자신의 범행 동기

를 진술하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객 근거에 의한 유형 분류가 어렵다는 한

계가 존재한다(Häkkänen et al., 2004; Hill et

al., 1982; O'Sullivan & Kelleher, 1987; 김경옥,

2009). 이러한 에서, 장 행동에 근거한 범

죄자의 유형 분류는 사건 발생 직후 수집되는

장탐문, 기 수사사항, 목격자 진술 등의

정보에 의해 범죄자의 유형 추론이 가능하다.

이러한 근은 동기에 의한 유형 분류 보다는

범죄 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범죄자의 행동

차이를 근거로 유형을 분류하려는 시도(Canter

& Heritage, 1990; Kocsis & Cooksey, 2002;

Kocsis, Irwin & Hayes, 1998)로서 수사 실무

으로 더욱 유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분석의 주요 쟁 은 범죄자 범죄

장을 유형화(typology)하는 것이다. 즉 다수의

사건들에 걸쳐 공통 으로 나타나는 특징들을

분석해내고 이러한 특징들에 따른 유형을 범

죄자의 특성과 연결짓는 것이다(김경옥, 2009).

이를 하여 가장 많이 용되는 방법은 범죄

장 행동변인에 한 다차원척도분석(Multi-

Dimensional Scaling: MDS)을 수행하는 것이다.

외국에서는 이러한 방법론을 통한 근이 범

죄 장에 근거한 범죄자의 유형을 분류하는데

있어 매우 유용하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해

왔으며(Canter, 2004; Canter & Fritzon, 1998;

Salfati, 2000), 살인, 강간 방화 사건에

한 연구들이 이루어져왔다(Canter et al, 2003,

Canter & Fritzon, 1998; Salfati & Park, 2007). 국

내의 강력범죄에 한 장 행동 심의 유형

분류 연구도 지속 으로 이루어진 바 있는데

(김경옥. 2010; 김지선, 박지선과 최수형, 2009;

김지 , 박지선과 박 호, 2009; Salfati & Park,

2007), 외국에 비하여 련 분야의 연구가 부

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에서 본 연구에서는 연쇄 강간

범죄자의 장 행동을 심으로 유형을 분류

하고자 하 다. 먼 선행 연구의 결과가 한

국의 연쇄 강간범죄자에게도 용될 수 있는

가를 재검증하 으며, 다음으로 선행 연구에

서 용된 행동 변인 에서 한국의 연쇄 강

간범죄자의 범죄 행동에 합하지 않은 변인

들을 제거하여 분석함으로써 국내의 연쇄 강

간범죄자의 유형 모델을 탐색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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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강간 범죄자의

장 행동에 근거한 유형 연구

범행 특성을 통한 강간범죄자의 유형분류를

해 다양한 선행 연구의 검토가 필요하지만,

부분의 연구들이 강간범죄자의 특성 동

기에 을 둔 연구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연

구 목 에 합한 선행 연구인 Canter 등(2003)

의 연구를 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Canter 등(2003)은 피해자의 역할보다는 강간

범죄자의 범죄행동 특성에 을 둔 4가지

행동 주제와 강간범죄자의 3가지 폭력성 단계

를 고려한 모델을 제시하 다. 행동 주제는

성(hostility), 통제성(control), 도(theft),

여성(involvement)으로 분류된다. 성은 신체

인 공격이나 피해자의 품 를 떨어뜨리고

굴욕감을 주는 행동, 통제성은 피해자에 한

권력 행사 인 행동, 도는 목 성을 갖는다

는 에서 일반 인 통제 개념과 구분되는 행

동을 의미하며 여성은 피해자에 한 범죄

자의 진실하지 않은 가장된 친 감의 표 을

의미하는데 Canter와 Heritage(1990)는 여성을

친 감(intimacy)으로도 정의한 바 있다(Canter

등, 2003).

한편, Levy(1985)는 강간범죄자의 폭력성 단

계를 성 침해(sexual violation), 신체 침해

(physical violation)와 인격 침해(personal violation)

수 으로 구분하 다. 그리고 폭력성의 수

은 성 침해가 가장 폭력 인 단계이고 신체

침해와 인격 침해 순서로 높다고 제시하

행동 주제
폭력의 수

인격 침해 신체 침해 성 침해

성

(hostility)
피해자에게 성 인 말 요구

비하 언행

2회 이상 폭력

1회 폭력

의복 찢기

언어 폭력

항문성교

구강 성교

피해자의 참여 강요

통제성

(control)

피해자를 안다는 암시

복면 등 장

피해자 결박

피해자 가리기

피해자 재갈 물리기

신고하지 말라고

무기 사용

도

(theft)

신분증 등 취

피해자 물건 등 취

품 요구

물품( ) 등 취

여성

(involvement)
피해자를 안다는 암시

피해자 신원 확인

피해자 음부에 한 성행

피해자를 칭찬

피해자에게 키스

피해자에게 성 멘트 함

출처: Canter 등(2003)에서 연구 결과로 제시된 각 주제별 변인 분류표.

표 1. 폭력 침해수 과 행동주제에 따른 25개의 범죄 장 행동 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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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를 세부 으로 살펴보면, 구강 성교,

피해자 참여나 범죄자의 성 발언이나 키스

등의 행동을 포함하는 성 침해 수 , 둘째

로 언어 폭력, 물리 폭력, 항문 성교

피해자나 여성 비하 인 언행, 피해자 의복

찢기, 신고하지 말라는 , 품 요구 등의

행동을 포함하는 신체 침해 수 , 개인 인

물품으로 환 될 수 있거나 피해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물품 등의 취와 피해자를

알고 있다는 암시, 피해자에게 성 인 말을

요구하는 행동을 포함하는 인격 침해 수

으로 구분될 수 있다. Canter 등(2003)은 Levy

(1985)가 제시한 각각의 폭력성 수 에 해당하

는 변인들이 4가지 행동주제로 분류될 것이라

는 가설을 설정하 다.

Canter 등(2003)은 폭력성 단계와 행동 주제

의 복합 모델 가설을 제시하 다. 먼 행동

변인 빈도가 높은 변인들은 원의 심에

치하고, 빈도가 낮아짐에 따라 바깥쪽으로

치하게 된다. 즉, 발생 빈도가 높은 행동들

일 수록 폭력성 수 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행동 변인의 분포를 4가지 행동 주

제로 분류하 는데, 이러한 복합 모델을 통하

여 강간범죄자의 유형을 분류하고 그 범죄자

의 폭력성 수 을 분석할 수 있다.

Canter 등(2003)은 유죄 결을 받은 112건의

강간사건 피해자 진술서를 토 로, 강간범죄

자가 범죄 장에서 보이는 27개의 행동이 3

개의 폭력 수 과 4개의 행동주제로 나뉠 것

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검증한 결과 유형 분류

에 향을 미치지 못하는 질 삽입과 기습 인

공격을 제외한 25개의 행동변인이 4가지 행동

주제로 분류되었다(표 1).

방 법

연구 상 자료의 코딩

본 연구를 수행하기 하여 경찰청에서 운

하는 SCAS(Scientific Crime Analysis System,

과학 범죄분석시스템)에서 2006년 1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서울 지역에서 발생한 2회 이

상 강간범죄를 지른 35명의 연쇄 강간범죄

자 자료를 수집하 다.1) 본 연구를 수행하기

한 행동 변인은 선행 연구로 살펴본 Canter

등(2003)의 연구에서 제시한 27가지 행동 변인

을 구성하 다. 수사 자료의 검토를 통하여

변인에 해당하는 행동이 존재하는 경우는 ‘1’,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0’으로 코딩하 으며,

분석에 포함된 최종 변인은 부록에서 제시하

다.

분석방법

본 연구는 강간 범죄의 장 행동 특징을

심으로 연쇄 강간범죄자의 유형을 분류하기

하여 다차원척도분석 모델과 지역가설에 근

거하여 연구를 수행하 다. 다차원척도분석은

범죄행동 특징을 변인화하여 각 변인들이 공

동으로 발생하는 정도를 다차원 공간상의 거

리를 통해 가시 으로 나타내주는 기법이다.

각 행동 특징들은 공간상에 으로 나타나고,

두 들이 멀게 치하면 각 특징은 공동으로

발생하는 빈도가 은 것을 의미한다(Canter등,

2003). 다차원척도분석은 지역 가설(regional

1) SCAS는 경찰청에서 criminal profiling을 하여 운

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살인, 강도, 강간, 방화

연쇄성 범죄의 수사자료 피의자 면담 자

료 수집 분석을 한 D/B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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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othesis)에 근거하는데, 지역 가설은 각 유형

을 정의하는 특징들이 다차원의 공간상에서

구분되는 지역을 형성하는 것이다(Borg &

Shye, 1995). 즉, 같이 일어나는 행동 변인들은

거리상으로 가깝게 치하기 때문에 가상의

공간상에 몇 개의 구역(지역)이 나뉘어질 수

있다(Canter & Fritzon, 1998; Canter & Heritage,

1990). 다차원척도분석은 자료의 측정 수 에

따라서 비계량 척도분석과 계량 척도분석

으로 나뉘는데, 서열수 의 자료를 사용할 경

우는 비계량 척도분석이라고 하며, 등간수

의 자료를 사용할 경우는 계량 척도분석

이라고 한다(장익진, 1998). SSA(Smallest Space

Analysis, 최소공간분석)는 비계량 척도분석

기법으로서 본 연구는 SSA를 통하여 자료를

분석하 다.

다차원척도분석을 통하여 변인들간의 구조

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차원의 수를 결정하기

해서는 합도를 검토하는데, 합도의 기

으로는 일반 으로 스트 스 값을 사용한다.

즉, 변인의 근 성 자료와 분석 결과인 임의

의 차원에서의 거리가 얼마만큼 일치하느냐에

한 값으로 합도가 높으면 스트 스 값은

작아진다(장익진, 1998). SSA에서는 스트 스

값 신 소외계수를 사용하는데, 이는 변인들

의 실제 상 행렬이 SSA 공간상에 얼마나 잘

나타나있는가를 의미하며, 일반 으로 0.20이

하의 값이면 하다고 단된다(Alison &

Stein, 2001; Canter & Fritzon, 1998; Canter &

Heritage, 1990, 김경옥, 2009). 본 논문에서는

자료의 분석을 하여 HUDAP(Hebrew University

Data Analysis Package)을 사용하 으며, 다차원

척도분석을 하여 본 로그램에서 지원하고

있는 WSSA1(Weighted Smallest Space Analysis)을

이용하여 분석을 수행하 다.1) HUDAP은 한

을 지원하지 않으므로 분석을 하여 문

으로 변인명을 처리하 으며, 변인의 해석은

부록을 통하여 제시하 다.

결 과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

35명의 연구 상자는 모두 남성이고 연령

은 10 가 3명(8.6%), 20 가 15명(42.9%), 30

가 13명(37.1%), 40 와 50 가 각각 2명(5.7%)

으로 20 와 30 의 비 이 높게 나타났다.

직업은 무직이 20명(57.1%), 직업이 있는 경우

가 15명(42.9%), 결혼 여부는 재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32명(91.4%), 배우자가 있는 경우

가 3명(8.6%)으로 부분 미혼이거나 재 배

우자가 없는 경우로 나타났다. 과 계는

범죄경력자가 30명(85.7%)으로 부분 범죄

경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강도(24명,

68.6%), 폭력(23명, 65.7%), 강간(20명, 57.1%),

도(17명, 48.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강간

범죄 횟수의 경우, 5회 미만(22명, 62.9%), 5회

이상(13명, 37.1%)이었고, 강간범행시 추가 인

범죄행동은 강도(28명, 80.0%), 도(1명, 2.9%)

로 강도강간 형태의 범죄가 가장 많았고, 강

간 이후에 추가범행이 없는 경우는 6명(17.1%)

1) HUDAP은 Guttman이 개발한 방법론에 근거하여

제작된 로그램으로 고 인 통계가 갖는 정

상분포, 양 변수 등 실 으로 충족되기 어

려운 한계를 지 하고 실 인 방법으로 자료

를 분석하고자 개발된 로그램이다. 본 연구의

자료와 같은 이분 변수의 다차원 분석을 한

WSSA1(Weighted Smallest Space Analysis)은 변인들

사이의 상호 계 구조를 이해하기 한 기법으

로 분석 차는 SSA와 동일하다(Amar,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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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다.

선행 연구의 검증

본 논문에서는 Canter 등(2003)이 제시한 행

동변인이 한국의 연쇄 강간범죄자에게도 용

되는지를 검증하기 하여, 총 27개의 범죄자

행동변인이 Canter 등(2003)이 제시한 유형으로

분류되는가를 분석하 다. HUDAP의 WSSA1을

통하여 35건을 분석한 결과 3차원 모형에서

30회의 반복계산을 마지막으로 최종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소외계수 = .15로 모형의 합

도는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분석의

목 은 한국의 연쇄 강간범죄자들의 범죄

장 행동을 통한 유형분류가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하는가를 알아보기 한 것이므로, 선행

연구에서 같은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난

행동변인들은 동일한 주제(Facet)로 사 지정

하여 분석을 수행하는 Facet Diagram을 용하

다. 이 분석은 연구자의 지역 가설에 맞게

실제로 변인이 나 어지고 각 유형에 따라서

변인이 구별될 수 있는가를 검증하기 한 분

석이다.

각각의 색상별 분류는 선행연구에서 한 유

형에 속하는 행동변인들을 동일한 색으로 지

정하여 분석한 것이다. 즉, 같은 색의 변인들

은 동일한 유형에 속하는 행동으로 묶여져야

하지만, 분석 결과 동일한 유형에 속하는 행

동들이 일정한 지역을 형성하지 못하고 매우

이탈되어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의 주제

별 행동변인 분포와 비교하여 볼 때, 그림 1

에서는 Canter 등(2003)이 제시한 각 주제에 포

함되는 행동 변인들이 서로 다른 지역에 분포

함을 알 수 있다. 를 들어, 성 주제에

포함되는 비하 언행(demeans), 피해자의 참여

강요(forceVP), 구강 성교(fellatio), 언어 폭력

(verbalV) 등의 변인이 매우 이탈되어 공간상에

넓게 분포하여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통제

감에 해당하는 행동들은 Canter 등(2003)의 연

구 결과와 유사하게 묶여지는 것으로 나타났

적대  유형

통제  유형

절도 유형

관여  유형

그림 1. Canter등(2003)의 유형에 따른 행동변인의 다차원 공간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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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모형의 합도를 알아보기 하여 지역계

수(Regionality Coefficient)와 무선지역계수(Random

Regionality Coefficient)를 비교할 수 있는데, 지

역계수를 통하여 연구자가 지정한 변인의 분

류와 실제 변인들의 지역 분류의 맞춤 정도를

알 수 있고, 무선지역계수를 통하여 컴퓨터에

의해 변인들이 무선 으로 분류되었을 경우의

지역 분류와의 맞춤 정도를 알 수 있게 된다.

이때 두 계수 모두 1일 경우 완벽한 분류를

의미한다(김경옥, 2010). 분석 결과 지역계수는

0.49이고 무선지역계수는 0.47로 지역계수와

무선지역계수가 모두 낮게 나타나고 있어 모

형의 합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Canter 등(2003)이 제시한 유형분류는 한국의

연쇄 강간범죄 분류 모델로서 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연쇄 강간범죄자 유형 모델

HUDAP의 WSSA1에서는 산출된 모형의

합도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부 한 행동변

인을 제거하는 방식을 취하게 된다. 부 한

변인의 단은 산출된 모형에서 한 주제에 속

하는 변인들과 공간상으로 이탈된 변인을 우

선 으로 배제시키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최

27개 변인에서 모형의 합도를 해하는

5개 변인을 제거하고 최종 으로 22개 변인에

의한 모델을 산출하 다. 제거된 변인은 갑작

스런 공격(surp), 성기의 질삽입(vag), 피해자

에게 성 인 말 요구(sexualC), 비하 언행

(demeans) 그리고 피해자에게 키스하기(OSC)이

다. 이 에서 갑작스런 공격과 성기 질 삽입

행 는 주제에 계없이 공통으로 발생하는

빈도가 높은 행동변인으로 주제 분류에 향

을 미치지 않아 제거되었으며, 피해자에게 성

인 말을 요구하거나 비하 인 언행, 피해자

에게 키스하는 행 는 발생 빈도가 매우 낮고

공간상에서 이탈되어 나타났으므로 제거되었다.

분석 결과 3차원 모형에서 14회 반복 계산

을 마지막으로 최종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소

외계수는 .16으로 모형의 합도는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3개 역으로 변

인들이 분류되었으며 역별로 분류된 행동

특성들을 분석한 결과 3가지의 주제로 분류되

었다. 각 주제별 장행동 특성을 Canter 등

(2003)의 연구 결과와 비교 분석하여 주제를

해석하 다. 공격성과 성이 동시에 함축

된 행동을 보이는 성 주제와 유사한 특성

을 보이는 역을 폭력 상호작용으로 분류

하고, 통제성 주제와 유사한 특징을 보이는

역을 도구 상호작용을 분류하 다. 마지

막 역은 피해자와의 심리 교류를 주로 언

어 인 방법으로 시도하려는 언어 상호작용

으로 분류하 다. 언어 상호작용은 장 행

동으로 나타나는 변인 간에는 다소 차이가 있

으나, 맥락상 Canter 등(2003) 연구의 여성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다. 즉, Canter 등(2003)

의 연구를 한국 연쇄 강간범죄자들에 해 검

증한 결과에서는 행동변인 간 다소 차이가 있

었지만, 각각의 행동변인들이 의미하는 문화

차이와 범죄 장에서 범죄자와 피해자간

상호작용하는 맥락에서의 의미를 재해석하

을 때, 성, 통제성, 여성이 한국 유형

분류의 폭력 , 도구 , 언어 상호작용과 서

로 연 성이 있는 것으로 악되었다. 단,

도유형은 한국 유형분류에서는 폭력 상호

작용과 도구 상호작용 역 모두에 걸쳐 분

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주제별 변인간의 내 일 성을 분석하

기 하여 SPSS의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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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 분석 알 모형은 이분형 데이터의 경

우 KR-20과 동일한 값을 산출하므로 알 값

을 그 로 사용하 다. 각각의 주제별 신뢰도

는 폭력 상호작용(0.54), 도구 상호작용

(0.70), 언어 상호작용(0.62)으로 각각의 변인

들이 해당 주제를 신뢰롭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 표 2).

유형별 연쇄 강간범죄자 분류

본 논문의 주요 목 이 행동변인별 주제에

따른 연쇄 강간범의 유형분류가 실제 강간범

폭력  상호작

도구적 상호작

언어적 상호작

그림 2. 다차원 공간 모형의 주제 분석 결과

주 제 행동 변인

폭력

상호작용

2회 이상 폭력행사, 피해자 의복 찢기, 언어 폭력, 장하기, 품 요구, 항문 성교,

구강 성교, 피해자의 극 인 참여 강요, 피해자의 음부에 한 성 시도 행동

도구

상호작용

피해자의 것임을 알 수 있는 물품 취, 개인 인 물품으로 환 될 수 없는 물품 취,

피해자의 것임을 알 수 없는 품, 1회 폭력행사, 피해자 결박, 피해자 가리기, 피

해자 재갈 물리기, 신고하지 말라고 ․ 박, 무기 사용,

언어

상호작용

피해자에게 성 인 멘트하기, 피해자를 알고 있다는 암시, 피해자 신원확인, 피해자 칭

찬하기

표 2. 행동주제 역별 변인 분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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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구분하는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는지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해 35명의 연쇄 강

간범죄자가 각각의 주요 주제로 분류가능한지

검토하 다. 35명의 연쇄 강간범죄자는 3가지

행동주제 별로 분류된 행동변인에 의해 수

화되고, 각각의 주제로 분류되었다. 주요 주제

가 되기 해서는 나머지 2가지 주제 빈도의

합과 같거나 커야 하고, 이 게 되지 않은 경

우에는 혼합된 주제로 분류하 다. 35건 28

건(80.0%)이 주요한 주제로, 7건(20.0%)이 혼합

된 주제로 분류되었다. 주요 행동주제로 분류

된 80% 51.4%가 도구 상호작용, 25.7%가

폭력 상호작용, 2.9%가 언어 상호작용으

로 나타났고, 혼합 주제의 경우 14.3%가 폭력

․도구 상호작용, 5.7%가 도구 ․언어

상호작용으로 나타났다.

국내 연쇄 강간범의 경우 도구 상호작용

유형이 가장 많았고, 폭력과 도구, 도구와 언

어 상호작용 유형의 경우 혼합되어서 나타

나는 경우가 있었으나, 폭력과 언어 상호작

용 유형은 혼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두

유형간의 상이성이 다소 높은 것으로 분석

되었다. 결과 으로 3가지 유형분류기 으로

80.0% 정도의 연쇄 강간범죄자가 분류되어,

모형이 실제 사건의 범행 장에서 범죄 유형

을 분류하는 데 유용한 것임을 검증하 다.

한, 이러한 모형을 기 으로 연쇄 강간범죄

자의 동일성 여부를 구분하는데 기여할 수 있

을 것으로 보인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의 결과를 우리나

라의 연쇄 성범죄자를 상으로 재검증하고,

이를 토 로 한국의 연쇄 성범죄자 유형 모형

을 탐색하고자 하 다. Canter 등(2003)의 연구

에서 제시된 행동 변인에 하여 한국의 연쇄

강간범죄자 유형 분류를 시도한 결과, Canter

등(2003)이 제시한 모형은 한국의 연쇄 강간범

죄자 유형으로는 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재분석을 통하여 모형을 탐색한

결과, 폭력 상호작용, 도구 상호작용, 언

어 상호작용 유형이 분석되었다. Canter 등

(2003)의 연구 결과와 본 연구 결과를 비교하

면 Canter 등(2003)이 제시한 성 주제가 피

해자에 한 물리 는 언어 ․성 침해

행동을 모두 포함한다고 한다면, 폭력 상호

작용은 피해자에 한 물리 ․성 침해 행

만을 포함한다. 언어 상호작용 유형은 범

행 과정에서 언어 교류를 통해 피해자에게

성 침해를 가하고 범죄를 성공시키는데 언

어 책략을 많이 사용하는 행 를 의미한다

고 하겠다. 를 들어, ‘피해자에게 성 수치

심을 유발하는 언어 사용’, ‘피해자로 하여

성 언어 사용 강요’의 행동 변인의 경우

Canter 등(2003)의 연구에서는 성 주제로

분류되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언어 상호작

용으로 분류되었다. 한 ‘피해자의 음부에

한 성 시도 행동’ 변인의 경우 Canter 등

(2003)의 연구에서는 여성 주제에 포함되었

지만, 본 연구에서는 물리 ․성 침해 행

의 하나로 폭력 상호작용 유형에 포함되었다.

도구 상호작용의 경우 피해자의 행동을

구속하고 기회주의 취 행 를 포함한다.

Canter 등(2003)의 유형에서는 피해자의 행동을

구속하는 통제성과 취 행 인 도가 각각

다른 주제로 구분되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부분 동시 으로 발생되어 두 주제를 하나로

묶어 피해자를 강간 혹은 도 행 의 수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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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용하려는 의미에서 도구 상호작용이라

고 명명하 다. 즉, 행동 변인의 분포와 특성

을 고려하여 Canter 등(2003)의 연구에서 제시

된 성, 통제성, 여성, 도 주제별 분류

에서 성은 물리 폭력과 언어 폭력으

로 분리하여 구분하 으며 물리 폭력은 폭

력 상호작용으로 언어 폭력은 언어 상

호작용으로 명명하 다. 여성의 경우 성

침해행 와 언어 친 감으로 구분하여 성

침해 행 를 폭력 상호작용, 언어 친 감

을 언어 상호작용으로 분류하 으며, 통제

성과 도 주제의 경우 행 간 동시발생 빈

도가 높아 도구 상호작용이라는 하나의 주

제로 분류되었다.

본 연구는 다양한 행동 변인을 고려하여 연

구가 이루어지지 못하 다는 에서 한계가

존재한다. 국내 연쇄 강간범죄자에 한 수사

자료의 고찰을 통하여 국내 범죄자의 행동 특

성을 고려하여 변인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

하나 이를 고려하지 못하 다는 에서 연구

가 미비하 다. 다만, 한국의 연쇄 강간범죄자

분류 모형의 탐색을 한 연구라는 목 을 고

려할 때, 분석 결과는 행동 변인들이 일정한

주제를 형성하여 이를 근거로 유형 분류가 가

능하다는 것을 제시하 다.

본 연구 결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로 일

링을 한 분석 근거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첫째, 각 유형에 해당하는 추가 행동 변인을

탐색하기 한 기 자료로서 활용가능하다.

선행 연구의 검증 결과 우리나라의 성범죄자

유형 분류에 합하지 않은 변인들은 제외되

었으므로 최종 으로 남겨진 변인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향후 수사자료의 내용 분석을 통하

여 추가 행동변인들을 확인해 나가야할 것이

다. 변인들이 충분히 분류된다면, 사건발생 직

후 수집되는 정보(피해자 진술, 장정보 등)

를 통해 사건에 나타난 범인의 행동들이 악

가능하게 되며, 나타난 행동들이 어떤 유형으

로 분류되는가를 통하여 범인의 유형 분석이

가능해지게 된다. 둘째, 유형별 범죄자의 특징,

과여부 내용, 도주 후 행동 등의 분석

근거로서 사용될 수 있다. 로 일링이 비

받는 가장 큰 한계는 분석 의 개인 경험

지식에 근거하여 분석 결과가 제시된다는

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하여 수사

자료의 내용 분석 과학 범죄분류시스템

(SCAS)에 입력되고 있는 항목들을 변인화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된 유형에 따른 범죄자의 특

징, 과의 발 이 계, 도주 후 행동 등에

한 심층 연구를 수행함으로서 분석 의

단에 한 객 근거를 제시할 수 있게 된

다. 물론, 이러한 연구 결과가 사건에 한 분

석 결과 자체로 제시될 수는 없다. 다만, 로

일링의 주체인 분석 단의 오류 가능성

을 최소화하기 해서 분석 의 경험, 지식과

더불어 객 연구 결과가 단 과정에 고려

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연구의 의의

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우리나라의 연

쇄 성범죄자 유형을 분류하고 유형에 따른 범

죄자의 특징 범죄 행동을 분석하기 한

심층 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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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to Classify Serial Sex Offenders

Based on Crime Scene Actions

Go Sun-young Kim Kyeong-ok Jeong Yoen-dae Choi Dae-ho

Behavioral Science Team of Seoul Metropolitan Police Agency

This study aims to revarify the result of Canter(2003)'s research on serial sex offenders in the context of

Korean society, and to explore for typological model of serial sex offenders in Korea. As a result of this

research, the interactions between serial offenders and victims were classified into hostile, instrumental,

and verbal. This result corresponds with the earlier one of Canter's study and shows that this typology

can be considered as a useful base to categorize serial sex offenders. The result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an analytical base on two counts. To begin with, it will be useful as basic material to probe

additional behavioral factor that fits to each type and, moreover, to analyze characteristics, criminal

record, and behavior after flee of offender according to type. Although the result alone should not be

presented as final analysis, it can be used as objective basis to minimize the possible errors of individual

analyst.

Key words : serial sex offender, typology, criminal profi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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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명 full name 내 용

1 surp Surprise attack 갑작스런 공격

2 vag Vaginal penetration 성기 질 삽입

3 sexualC Forces victim sexual comment 피해자에게 성 인 말(언어, 화) 요구

4 knowingＶ Implies knowing victim 피해자를 알고 있다는 암시

5 stealsI Steals identfiable 피해자의 것임을 알 수 있는 물품(신분증) 취

6 stealsP Steals personal
개인 인 물품으로 환 될 수 없는 물품(피해자의

신원이 명기되지 않은 피해자 물건) 취

7 stealsU Steals unidentifiable 피해자의 것임을 알 수 없는 물품( ) 취

8 compli Compliments victim 피해자 칭찬하기

9 demeans Demeans victim 피해자 는 여성 비하 인 언행

10 multiple Multiple violence 2회 이상 폭력 행사

11 single Single violence 1회 폭력행사

12 tears Tears clothing 피해자 의복 찢기

13 verbalV Verbal violence 언어 폭력, 욕설

14 bindV Binds victim 피해자 결박

15 blindfold Blindfolds victim 피해자 가리기

16 wears Wears disguise 장하기(스타킹복면, 여장 등)

17 gags Gags victim 피해자 재갈 물리기

18 threatens Threatens not to report 신고하지 말라고 박

19 weapon Weapon use 무기(칼 등) 사용

20 demandG Demands goods 품 요구

21 identifies Identifies victim 피해자 신원(신분증)등 확인

22 anal Anal penetration 항문 성교

23 fellatio Fellatio 구강 성교

24 forceVP Forces victim participation 피해자의 극 인 참여 강요

25 cunnilingus Cunnilingus 피해자 음부에 한 성 인 행동, 시도

26 kiss Kisses victim 피해자와 키스하기

27 OSC Offender sexual comment 피해자에게 성 인 멘트하기(기분 좋으냐 등)

부록. 연쇄강간유형연구 행동 변인 분류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