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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범죄자 로 일링을 한 장행동특성 고찰

고 선 †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

부분의 인간은 살인을 하지 않고, 그래서 일반 으로 살인자는 틀림없이 ‘이상한 사람일 것’이라고 여긴다. 하지만

부분의 살인에서 정신 요소와 연 된 살인은 소수이고, 그 밖의 여러 다른 요소가 련이 되어 있다(Howitt, 2002).

사실 통계 으로 살인 범죄로 인한 사망은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 경우보다 훨씬 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살인

범죄를 두려워하고 가장 강력한 범죄행 하나로 다루고 있다(이윤호, 2002). 이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생명에 한 일 뿐만 아니라 살인의 결과로 래되는 피해가 원히 원상회복 될 수 없고 살인으로 인한 피해가

족들에 한 갖가지 피해도 엄청난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이수정, 2010). 많은 학자들은 이러한 살인 범죄는 빈약한 사

회 경제, 가족 해체, 그리고 실패한 사회공동체로부터 발생하며, 그들 일부는 폭력문화를 찬양하거나 정당하다고 여기

는 공동체로부터 발생된다고 주장한다(Sampson, Raudenbush, & Earls, 1997; Sampson & Wilson, 1995). 사회, 문화 혹은

개인 인 수많은 변수들은 실제 살인사건이 발생했을 때 함께 공존하고 있으며, 살인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 들도 그

러한 것을 모두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 살인 사건의 수사 시 사건 장을 한 많은 수사 들은 사건 장을

보고 처음 떠오르거나 인식되는 직 에 의해 사건을 이해, 용의자를 선정하는 등의 수사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최

살인사건 장 임장 시에 갖는 직 력이 사건의 본질과 일치할 경우는 사건 해결시간이 단축되지만, 불일치하는 경우

는 수정하는 동안 미제사건이 되거나 혹은 범인이 도주하여 범인검거에 실패할 험성이 항상 존재한다는 문제 을

지니고 있다. 보다 객 이고 경험 인 자료가 수사 들에게 제공될 수 있다면 살인 범죄 장에 최 임장 시 수사

들의 주 직 에 의한 불확실성의 오류를 일 수도 있을 것이다. 수사 들의 직 에 의한 불확실한 수사방향성

의 오류를 일 수 있는 방법 하나인 범죄 장에서 나타난 범죄자 장행동 분석을 실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실제 살인 범죄의 장에서 나타난 범죄자의 장행동분석을 실시하기 한 선행 작업으로 살인범죄의 특성 살인

수사의 개념과 살인범죄의 장행동분석의 이론 토 를 검토해보았다. 특히, 과학 이고 객 인 살인범죄 수사가

가능하도록 실제 살인범죄의 행동분석을 한 행동변인들에 해 구체 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

들에 비추어 국내 살인범죄의 장행동이 어떻게 구분되는가를 확인해보고자 살인범죄에 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존

의 연구들을 살펴본 것이다. 따라서 차후 연구는 이러한 특성들이 실제 사례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와 외국의 사례

알코올이 반 된 살인범죄 장과 일반 인 살인범죄 장특성은 어떤 차이를 보이는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

이다. 마지막으로, 살인 범죄자의 어떤 특성들이 범죄 장에서 독특한 행동특성으로 드러나는지 범죄자의 심리 , 사

회 문화 특성에 근거한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요어 : 살인의 특성, 살인 수사, 범죄자 로 일링, 범죄자 유형, 살인범죄 장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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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살인범죄 실태를 살펴보면 2001년부

터 해마다 1,000여건으로 변동없이 거의 그

로 유지되다가 2009년부터 상승하여 발생하

다(강은 , 박형민, 2008). 살인범죄는 통상

체 범죄 발생률의 0.2% 정도에 해당되며 검거

율1)은 99%에 해당된다. 사실 통계 으로 살인

범죄로 인한 사망은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

경우보다 훨씬 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살인범죄를 두렵고 가장 강력한 범죄행

하나로 다루고 있다(이윤호, 2002). 이는 살인

이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생명에 한

일 뿐만 아니라 살인의 결과로 래되는 피해

가 원히 원상회복 될 수 없고 살인으로 인

한 피해가족들에 한 갖가지 피해도 엄청난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이수정, 2010).

부분의 인간은 살인을 하지 않고, 그래서

일반 으로 살인자는 틀림없이 ‘이상한 사람

일 것’이라고 여긴다. 하지만 부분의 살인

에서 정신 요소와 연 된 살인은 소수이

고, 그 밖의 여러 다른 요소가 련되어있다

(Howitt, 2002). 이는 폭력범죄에서의 정신

혹은 다른 개인 인 요소를 무시한다는 것이

아니라, 살인이라는 범죄행 는 어떤 한 개인

의 정신 요소에 의한 것이 아닌 복잡 다양

한 상황 요소와의 조합의 결과임을 강조하

는 것이다.

많은 학자들은 살인 범죄는 빈약한 사회 경

제, 가족 해체, 그리고 실패한 사회공동체로부

터 발생하며, 그들 일부는 폭력문화를 찬양하

거나 정당하다고 여기는 공동체로부터 발생된

다고 주장한다(Sampson, Raudenbush, & Earls,

1997; Sampson & Wilson, 1995). 한 문화

1) 검거율은 당해 해결한 사건의 비율로, 년에

발생한 사건도 당해 년에 해결할 경우 당해년에

검거율을 포함시킨다.

맥락에서 타인에 한 높은 공격성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지에 해 설명한 Leyton(1986)

에 의하면 즉각 인 원인에 의한 살인은 욕망

이나 범죄의 기술 때문이 아니고 폭력이

하다는 메시지를 가르치는 문화 내에서 나타

난다고 주장하 다. 그러나 무도 복잡하게

기능하는 사회에서 이러한 사회 문화 인 이

유만으로 살인범죄를 이해하는 데는 많은 한

계가 있다. 왜냐하면 인터넷의 확산으로

인은 공격성에의 노출을 포함한 유사한 메시

지와 정보 달로 인해 매우 유사한 문화 속

에 살게 된다. 이 게 다수의 사람들이 유

사한 문화 속에 생활하지만 다양한 스트 스

와 어려움 속에서도 부분의 사람들은 살인

하지 않는다. 즉, 살인이라는 행 에 있어 범

죄의 개인차는 무시할 수 없는 요한 변수로

서 작용하게 된다.

사회, 문화 혹은 개인 인 수많은 변수들

은 실제 살인사건이 발생했을 때 함께 공존하

고 있으며, 살인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 들도

그러한 것을 모두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 살인 사건의 수사 시 사건 장을 한

많은 수사 들은 사건 장을 보고 처음 떠오

르거나 인식되는 직 에 의해 사건을 이해,

용의자를 선정하는 등의 수사 활동을 시작하

게 된다. 물론 경험과 지식에 의한 직 수사

의 률이 그리 낮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 경험에 한 설명은 틀릴 수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될 수도 있으며

(Ericsson, & Simon, 1980; Fiske, 1980), 경험에

해 느끼는 확실성은 타당성을 보장하지 못

한다(Myers, 1990). 사실 자신감과 정확성간의

상 이 낮다(Paese, & Sniezek, 1991; Sniezek, &

Henry, 1990; Fiske, & Neuberg, 1990).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사 들은 확증 가설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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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략2)을 사용하기 때문에(Einhorn, & Hogarth,

1978) 사건에 한 스스로의 단력(의사결정

력)을 지나치게 과신하게 된다. 문제는 최

살인사건 장 임장 시에 갖는 직 력이 사건

의 본질과 일치할 경우는 사건 해결시간이 단

축되지만, 불일치하는 경우는 수정하는 동안

미제사건이 되거나 혹은 범인이 도주하여 범

인검거에 실패할 험성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이다. 보다 객 이고 경험 인 자료가 수

사 들에게 제공될 수 있다면 살인 범죄 장

의 최 임장 시 수사 들의 주 직 에

의한 불확실성의 오류를 일 수도 있을 것이

다. 수사 들의 직 에 의한 불확실한 수사방

향성의 오류를 일 수 있는 방법 하나인

범죄 장에서 나타난 범죄자 장행동 분석을

실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실제 살인 범죄의 장에서 나타

난 범죄자의 장행동분석을 실시하기 한

선행작업으로 살인범죄의 특성 살인수사의

개념과 살인범죄 장행동분석의 이론 토

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2) 사 기 는 사 이론이 있는 경우 사람들은

그 기 에 부응하는 정보를 수집하려 드는 데

이를 확증 가설검증방략이라 한다.

살인범죄의 개념 법 이해

타인에 한 죽음을 의미하는 살인에는 반

드시 불법 인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를

들어 갑작스럽게 도로에 뛰어든 무단 횡단하

는 사람을 치어 사람이 사망하는 상해의 의도

없는 사고와 같은 용서 가능한 살인, 강도범

과의 격투 에 강도범이 사망하는 자기방어

와 같이 정당화될 수 있는 살인행 가 있을

것이다. 한 수배 인 범인을 추격하거나 체

포하는 도 범인이 사망하는 경찰 의 업무

살인, 쟁터에서 병사가 조국을 해

을 살해하는 행 등이 있다. 이 듯 살인을

포함한 기타 폭력행 에 한 것은 그것의 합

법성 여부, 사회 으로 지탄받는지 지지받는

지의 여부와 계산된 행동인지 아닌지에 해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이윤호, 2002).

범죄학에서 심 상은 와 같은 살인이 아

닌, 타인에 의한 불법 인 죽음인 범죄 살

인행 (Mannle, & Hirschel, 1988)가 해당된다(이

윤호, 2002; 이수정, 2010). 살인의 규정은 어

느 나라를 막론하고 법률로서 규정되는 구성

요건이 해당되며, 법하며 유책한 행 로 범

가 정해져야만 한다(공정식, 2005; 이수정,

2010). 그 로 과실치사와 비과실치사를 들

그림 1. 사망 원인별 비교: 교통사고 vs 살인사건(경찰백서,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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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 것인데, 살인과 과실치사의 주요한

차이 은 사람을 죽이려는 고의성 여부에 있

다. 즉, 과실치사는 죽일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은 무모함과 부주의한 행동이 다

른 사람을 죽일 수 있음을 함축하고 있다. 이

에 비해 비과실치사는 사 계획 없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범죄자의 원래 의도가

살인은 아니었으나 특정 상황에서 무 흥분

하고 감정이 격해져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

게 되어 사람을 죽이는 경우에 해당된다.

일반 으로 기본 인 살인죄에 한 형량은

사형, 무기 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되

어 있으며, 그 외 존속살해는 사형, 무기 는

7년 이상의 징역, 아 살해의 경우 동기를

참작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탁․승낙

살인, 자살교사 방조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살인미수의 경우 앞서

나열한 모든 죄에 있어 미수에 그친 경우도

기수범과 동일하게 처벌한다. 한 특별법상

의 살인규정으로는 특정가 처벌법상으로 미

성년자 약취유인살인․치사죄 등이 있고, 이

는 본범에 더해 형이 가 되는 규정으로 구성

되어 있다(표 1).

살인은 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낮

지만 회복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피해라

는 때문에 한 범죄로 다루어지고 있으

며, 법률 으로는 고의여부가 매우 요한

단기 이 된다(이수정, 2010).

법조 죄명 개념 규정

제88조 내란목 살인 국토를 참 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 으로 사람을 살해한 죄

제250조 제1항 살인 살인의 가장 기본 인 규정

제250조 제2항 존속살해 존비속 계에서 비속이 존속을 살해하는 경우

제251조 아살해 직계존속이 분만 는 분만직후의 아를 살해하는 경우

제252조 제1항 탁․승낙살인 피해자의 탁 는 승낙을 받아 살해하는 경우

제252조 제2항 자살교사 방조 사람의 자살을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죽음을 이르게 한 경우

제253조 계에 의한 탁살인
피해자의 탁이나 승낙을 받거나 자살교사 방조의 형태를 띄고

있으며 력을 사용하는 경우

제254조 살인미수 의 모든 규정에 의하여 미수에 그친 경우

제255조 살인 비․음모 살인범죄를 범할 목 으로 음모한 경우

제301조의2 강간살인
폭행 는 박으로 부녀자를 강간하는 범죄 살인의 고의에 의

해 사람을 살해한 경우

제288조 강도살인

폭행 는 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

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 취득하게 한 강도의 범죄 살

인의 고의에 의해 사람을 살해한 경우

(이수정, 2010)

표 1. 형법상 살인 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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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의 특성

살인은 동질 행동이 아니다. 즉, 살인범들

은 동기, 환경 요소, 인구학 , 내 역동

면에서 동일하지 않으며, 성, 사람, 정서와 돈,

재산은 물론 약물이나 알콜에 기인한 살인 등

각기 복잡 다양한 조화의 다른 요소가 살인의

원인이 된다(Roberts, et al., 2007). 살인률이

쟁기간 동안 가장 증가하며 살인 이외의 다른

폭력 범죄에서 보여지는 특성들은, 범 한

사회 사건이 개개인의 범죄 행동에 유의미

하게 향을 미치는 증거라 할 수 있다

(Pozgain, Mandic, & Barkic, 1998). 한 동기와

결과의 인과 계로 비교해볼 때, 살인의 행

는 칭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결과로 나

타나는 살인은 극단 으로 심각한 인간행동이

지만 매우 사사로운 부부 싸움, 말다툼이 살

인으로 끝나는 경우가 이를 변해 다(공정

식, 2005). 한 다른 범죄(강도, 강간 등) 에

발생하는 우연한 살인 등 살해 동기는 없었지

만 결과 으로 살인이 야기되는 등 살인은 매

우 복잡 다양한 요소나 상황들의 결합으로 이

루어진다. 한 일반인들이 쉽게 오해하기 쉬

운 것 하나인 사형제도와 범죄와의 련성

을 볼 때 사형제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살

인은 억제되지 않는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살

인은 억제되지 않는 격정 범죄로 특징되기

도 하며, 미국의 경우 사형제도가 폐지된 주

의 살인 발생률이 사형제도가 존치된 주보다

오히려 더 높다는 사실은 살인에 한 사형의

억제효과는 기 보다 거나 없다는 것을 의

미한다(이윤호, 2002). 사회의 이목이 집 되는

사형집행 직후에 어느 정도 일시 인 억제

향을 받게 될지도 모르지만 상당수의 살인 범

죄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인을 범하게 된

다(Phillips, 1980). 이처럼 사형제도 조차도 살

인범죄율을 억제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살

인 범죄 부분이 계산된 행동의 산물이라기

보다는 폭발 인 감정의 압박에 의해 질러

지는 격정의 범죄이기 때문이다(Chambliss,

1969).

통상 신체 상해가 은 범죄일수록 낯선

사람에 의해 행해질 확률이 높은 반면 신체

상해가 큰 범죄일수록 낯선 사람에 의해 질

러질 확률이 오히려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Thio, 1983). 일반 으로 우리는 낯선 사람으

로부터의 공격과 살해의 에 해 많은 두

려움을 갖고 있다. 하지만 부분의 다른 범

죄들과는 달리 살인의 경우 낯선 사람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는 극히 희박하며, 오히려 많은

경우 면식자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

다(이윤호, 2002). 일반 으로 강도나 강간 등

의 다른 범죄와 동반해서 발생하는 살인은

형 으로 낯선 타인과 연루되는 반면, 분쟁이

나 립과 같이 감정이 연루된 상황의 경우

서로 알고 있는 개인 간의 살인일 경우가 많

다. 즉, 물질 취득을 주요 동기로 하는 강도

살인 등을 제외한 부분의 살인사건은 가

족 등 근친 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Mulvihill, Tumin, & Curtis, 1969), 단한 감정

이 수반되는 살인에 있어 아무 감정을 느끼지

못한 낯선 이방인이 살해하는 경우는 비교

많지 않다고 할 수 있다(Levi, 1981). 이는 부

분의 시간을 가까이서 보내는 이들이 가족이

고 이들이 즐거움은 물론 좌 과 상처의 주요

근원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Mulvihill et al.,

1969). 이런 에서 Thio(1983)는 살인은 가족

문제 혹은 가족사(Family affair)라고 칭하기도

했다. 시 가 변화하여 가족 외 친구나 애인,

직장 동료 등 지인 계의 폭이 넓어졌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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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살인 범죄자와 피해자의 계가 부분 가

족이었던 과거와 다소 차이가 생길 수는 있으

나, 다른 범죄들과 달리 살인범죄의 경우

부분의 피해자와 가해자는 아는 사람인 경우

가 많다. 체로 살인 피해자는 사람들의 동

정심의 상이 되고 연약한 살인피해자가 강

하고 공격 인 가해자에 의해 살해되었을 것

이라고 생각한다(이윤호, 2002). 하지만, 이런

일반 인 가정들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를 들어 가정폭력 피해로 인한 배우자를 살

해한 여성의 주된 살인 동기는 남편의 학

다. 그들은 치료 로그램을 찾은 폭력피해

여성들과 비교했을 때 더 심하게 구타당하

고, 도구를 이용한 학 는 물론 성 계 강요,

더 심각한 신체 상해 더 많은 죽음에의

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Browne, 1987;

Dutton, Hohnecker, Halle, & Burghardt, 1994;

O'keefe, 1998). 한 지난 30년 동안 살인사건

을 진시키는 가장 요한 요소는 분쟁이었

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살인 범행 당시 피

해자 유발요소가 살인동기에 미치는 향이

크다는 증거이기도 하다(UCR, Annual, 1976-

1994). Wolfgang(1958)이 지칭한 피해자 유발살

인(victim-precipitated homicides)에 따르면 살인

범죄자는 피해자의 자극에 매우 민감하고 범

행당시 피해자의 언어 혹은 물리 공격으

로 인해 피해자를 살해하게 된다. 이는 피해

자와 가해자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발생 당

시 가 먼 흉기를 사용하 는가에 의해

서도 단 가능하다(Wolfgang, 1958; 박순진,

2000). Wolfgang은 심지어 이 게 스스로 자

한 살인 피해자는 암묵 으로 살해당하기를

원했을 지도 모를 일이라고 가정하며, 이런

의미에서 피해자에게 일종의 선의를 베푸는

것으로 표 하기도 하 다(Thio, 1983). 물론

정말 피해자가 죽고자 했던 가정이 옳을 수도

있지만 이는 왜 피해자 스스로 자살하지 않았

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하고(이윤호, 2002), 나

아가 이러한 가정은 피해자 유발론을 정당화

하여 살인 범죄에 한 형사책임 여부에 논란

의 소지가 될 수 있다. 발생 상황에 따른 피

해자 유발 개념은 최근 살인을 이해하는 요

한 개념으로 주목받고 있다(Block, 1993; Felson,

& Messner, 1998; Polk, 1997; Savitz, Kumar, &

Turner, 1993; Sobol, 1997)

살인 범죄의 원인

살인 범죄의 원인은 생물학 , 사회․문화

원인에서부터 심리 원인까지 각각을 깊

이 있게 다루는 것만으로도 하나의 논문이 될

정도로 다양하기 때문에 본 논문 주제에 합

한 심리 원인만을 간단히 설명하기로 한다.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연쇄살인이 공동체나

사회문제 체로 고려됨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포함한 심리학 측면의 견고한 이해는 아직

도 부족하며(Bartol, 1999), 더욱이 유사한 동기

를 가지고 있음에도 개개인들의 행동은 다르

게 나타나기 때문에(Drukteinis, 1992; Holmes, &

Holmes, 2001) 범죄에 한 심리학 이해를

완벽하게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살인에 한 가장 보편 인 심리학 이론

으로 좌 과 폭력성의 계를 들 수 있는데,

공격성은 항상 좌 의 결과라는 가정에서 시

작한다(Dollard, Miller, Doob, Mowrer, & Sears,

1939). 여기서 좌 은 목표성취 시도의 쇄를

의미하며, 기 하는 목표를 요한 요소로 보

고 사람들은 무엇인가 기 한 것을 성취하지

못했을 때 좌 하고 이런 좌 에 해 응한

다는 것이다. 한편 수정된 좌 공격가설에 따



고선 / 살인범죄자 로 일링을 한 장행동특성 고찰

- 141 -

르면 공격 인 행동은 개인이 의도 으로 방

해받는다고 생각될 때 발생하고, 반 로 자신

이 방해받는 것이 정당한 방법이나 수단이라

면 자기-억제가 일어난다고 주장한다(Berkowitz,

1989). 그런데 문제는 공격성이 좌 의 결과라

고 하지만 항상 좌 감이 공격성을 야기하지

는 않는다는 것이다. 즉 좌 이 공격 인 행

동가능성을 증 시킬지는 모르겠으나(Berkowitz,

1965) 인간이 좌 감을 느낄 때마다 항상 공

격 으로 응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때문

에 좌 공격이론은 비 의 상이 되고 있다.

우발 이고 충동 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 살

인범의 성격 특성이다(김진 , 2002). 성격은

변화가능성이 은 지속성을 갖고 있으며, 살

인범의 심리 특성에 해서는 성격 연구들

이 주를 이루고 있다(Watson, 2001). Megargee

(1966)에 의하면 가장 공격 인 두 집단은 과

잉통제형과 통제결함형 성격의 소유자이다.

과잉통제형은 그들이 좌 하거나 화가 치 었

을 때 폭력 인 행동을 하는 것을 주로 억제

하는 것이며 반면 통제결함형은 분노에 직면

했을 때 자주 폭력행 에 연루된다. Blackburn

(1971)은 극도의 공격성을 보이는 살인범은 분

노를 억제하는 유형으로, 내성 이고 과잉통

제형이었다고 보고하 다. 일반 으로 과가

많은 살인범의 경우 어린 시 과잉행동장애

를 지니거나 싸움을 좋아하며 짜증을 잘 내며

더 외향 인 성격특징을 지니고 있었다(Tupin,

Mahar, & Smith, 1973). 하지만 범자는 무능

하고 외롭고 좌 과 같은 기분을 주로 느끼

며 내향 이고 심 괴로움을 많이 겪은 유

형임이 밝 졌다(Blackburn, Weiss, & Lamberti,

1960). 나아가 Lee, Zimbardo, & Bertholf(1977)의

연구에서 10명의 범 살인자 8명은 ‘수

어하는 성격’을 지녔다고 보고하 다.

Andrews, Bonta, & Hoge(1990)와 Gendreau,

Little, & Goggin(1996)의 연구에서는 성격이 범

죄행동을 측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요인들

하나라는 것이 주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험에 처한 성격속성은 일반 으로 불안

는 신경과민보다는 오히려 반사회 사고와

정신병질과 련되어 보인다(Andrews, & Bonta,

2003). 최근에는 살인범을 포함한 범죄인의 심

리 특성 일반 으로 잘 변화하지 않고

지속 으로 잠재되는 것으로 보고되는 정신병

질이나 기질 불안 등을 심으로 범죄성을 측

정하는 연구들이 각 받고 있다(공정식, 2005).

Petherick(2003)은 살인사건의 범죄 장을 보면

범인의 성격 특성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들을 두 가지로 구분하 다. 첫째는 계획

이고 매우 잘 정돈되어 있고 피해자 선택에

있어 낯선 자를 선택하고 시체를 교묘하게 유

기하는 정신병질 유형이 해당된다. 두 번째

는 범죄 장이 우발 이고 폭발 인 폭행흔

과 비구조화된 특징이 발견되고 피해자 선택

에도 어떤 식으로든 살인 범죄자와 련이 있

는 경우가 많다고 하며 시체를 사건 장에

그 로 방치하는 특성을 지니는 정신증 유

형에 속하는 살인범이다. Levenson, Kiehl., &

Fitzpatrick(1995)의 연구에서 추론하 듯 정신병

질과 불안은 서로 연 이 있으며, 정신병질자

의 반사회 행동이 나타나는 데는 유 요

인이나 기질 요인이 선행요인으로 작용하고

여기에 환경이 작용하여 반사회 행동이 드

러나게 하기도 하고 안 드러나게 하기도 한다

는 것이다(이수정, 허재홍, 2004). 한 배우자

의 극심한 학 결과 남편을 살해한 여성들의

변호논리가 되는 매 맞는 아내 증후군과 학

에 기인하여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극심한

공포와 불안이 살해동기가 되는 경우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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듯 불안은 심리 자극, 기질, 행동 동기,

일이나 곤경 따 에 쫓기고 있는 상태로 규정

된다(Endler, 1983). 결과 으로, 반사회 행동

은 불안을 일으키는 상황들에 의해 더 심해지

며(Warren & staff, 1966; Palmer, 2002) 불안이

험요인으로서 요하다는 견해는 여러 연

구들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Listwan, Sperber,

Spruance, & Van Voorhis, 2004).

살인범죄의 수사

모든 주요 범죄 하나인 살인수사는 경찰

력의 가장 커다란 노력을 요구하며, 범죄수사

과정에서 언제나 수사 을 괴롭히는 문제는

범인을 확인하고 가려내는 일이다. 범행 장

을 목격한 사람이 있더라도 잘못 보았을 수도

있고 한 같은 장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목

격자들 사이에 의견이 다를 수도 있다. 범인

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명백한 근거가 없을

때 경찰은 그 근거가 될 단서를 찾아내야 한

다(Innes, 2005). 살인 범죄 장의 피상 인 평

가는 자연 인 죽음인가 아니면 사고에 의한

죽음인가 하는 질문에서부터 시작된다. 이어

모든 살인수사를 해서 다음의 단계가 입증

되어야 하는데, 첫 번째는 인간의 죽음이 있

어야 한다(이것은 사체배치를 한 노력을 미

리 꾀한 살인 가해자의 경향성을 설명한다는

사실로, 사체가 없는 경우는 어려울 것이다)는

것이다. 한 타인의 불법 인 행동 혹은 행

동 실패에 기인한 죽음, 마지막으로 불법 인

행동이 죽음의 원인이 되어야 한다(Becker,

2000). 살인사건 해결의 향력을 설명하는 두

가지 요한 이 있다(Litwin, 2004; Puckett,

& Lundman, 2003). 하나는 성별, 연령이나 인

종 등을 포함하는 피해자의 특성이 경찰의

수사 활동을 이끈다는 것으로(Black, 1980;

Paternoster, 1984; Perterson, & Hagan, 1984), 이

측면은 범죄의 갈등이론(Quinney, 1977; Turk,

1969)과 피해자들의 기 보다 훨씬 덜 호의

인 경찰의 반응3) 등을 포함한 법 시스템

에서 제안되는 Black(1976)의 법 행동이론

(Behavior of Law theory)을 기 로 한다. 만약

경찰이 사회 약자인 피해자를 평가 하 했

다면 그런 살인사건 해결에는 수사 인 노력

을 덜 들일 것이다. 즉, 여성, 청소년과 소수

민족 피해자의 살인사건은 남성, 성인이나 백

인 피해자 수사보다 노력을 덜 기울일 것이라

는 견해이다.

하나 측면은 경찰은 살인사건 해결 시

조직과 공공 사회의 압력을 강하게 받기 때

문에 모든 살인사건에서 최 한 기꺼운 태도

로 반응하고 피해자 특성에 한 고려없이

수사 활동을 한다는 것이다(Byunm, Cordner,

& Green, 1982; Gottfredson, & Hindelang, 1979;

Klinger, 1997). 즉, 경찰은 인종, 연령 등의 피

해자 특성 신 목격자나 다른 제 3자에 의해

제공되는 물리 증거와 정보의 요성을 강

조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 범죄 수사에서 범죄자에 한 정보가

많거나 목격자가 많은 경우, 혹은 친척이나

가까운 친구에 의한 살인사건은 해결이 좀 더

쉽다(Litwin, 2004; Reidel, & Rinehart, 1996). 칼

이나 손으로 살해한 것보다 화기나 독살에 의

한 살인사건 해결이 더 어렵고, 피해자와 가

까운 이 부족하여 물리 증거(범죄자의

3) 피해자는 자신의 사회 지 에 한 고려 없이

경찰(사법기 )들에게 기 하는 바가 있을 테지

만, 실제로 존경할만한 사회 지 를 갖지 않

은 사람에 해서는 피해자들이 기 하는 것만

큼 호의 이지 않는 경찰의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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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카락, 흔, 지문 등)가 부족할 경우 미제

사건으로 남을 수 있다(Geberth, 1996; Litwin,

2004). 결과 으로 피해자 특성에 한 수사

의 재량이 검거율에 향을 미친다는 것과 신

체 증거 정보와 련된 즉각 인 상황

특성을 얼마나 잘 악하느냐 하는 것이 살인

사건 해결에 매우 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이

다(Roberts, 2007). 살인사건 수사에 해 Fisher

와 Baca(2004)는 수사 은 방 한 양의 증거

수집, 목격자, 용의자, 범죄 장에 참 한 수

사 , 범죄병리학자 범죄학자 등을 통한

다양한 정보를 잘 어울려 조직화해야하는 책

임을 지고 있다고 강조하 다. 즉 수사 이

객 이고 체계 으로 범행 장을 읽는 것은

매우 요한 능력이며, 최근 국내 실무에도

활용하고 있는 범죄자 로 일링은 Fisher와

Baca가 강조한 수사 의 능력 요한 부분

을 함축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

하면, 범죄자 로 일링은 범죄 장의 행동

이해 바탕을 시작으로, 범죄 장의 분석과

유․무형 증거의 설명을 통하여 범죄자의 성

격유형을 악해내고 다른 범죄와의 연 성을

밝히는 것(Douglas, Ressler, Burgess, & Hartman,

1986; Pinizzotto, & Finkel, 1990; Rossomo, 2000)

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범죄자 로 일링은

결과 으로 실수와 억측으로 가득 찬 육감과

다년간의 경험으로 축 된 일화 정보를 바

탕으로 자료들을 억측해온 것이며(Pinizzotto, &

Finkel, 1990) 과학 방법론에 근거하기보다는

수사 과 심리학자들의 경험에 의존하여 이

루어지고 있다는 비 (Baumgartner, Ferrari, &

Palemo, 2008)이 아직까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듯 범죄자 로 일링의 과학 이고 객

인 방법론 기 부재에 한 문제는 끊

임없는 논쟁 상이 되어왔다. 사실, 살인수사

와 련된 수많은 심리학 로 일링은 특

별한 실험 과학 인 방법론에 의해 설계 되었

다기 보다는 오히려 주 으로 실행되어져

왔다. 그러나 이러한 비 에도 불구하고 살인

범죄 장과 련된 범죄자의 분류체계 설계는

이런 체계를 지지할만한 원리에 한 연구와

좀 더 철 한 과학 인 근을 가능하게 하고,

이 의 차를 보다 분명히 설명할 수 있게

하는 근간이 된다(Salfati, 2000)는 에서 높은

기여가치를 지니고 있다.

살인 범죄의 유형

살인범의 성격과 내면의 동기를 설명할 목

으로 범죄학자나 사법기 의 연구자들은 살

인범 특성의 본질을 이해하기 한 노력으로

살인 범행의 사회-인구학 맥락이나 합한

살인 유형의 수나 분류테마를 개발해 오고 있

다(Roberts, Zgoba, & Shahidullah, 2007). 그러한

범죄자 유형 연구는 피해자-가해자 계를

바탕으로 한 1950년 펜실베니아 학의

Wolfgang의 연구로부터 시작되었다. 가장 오

래되고 폭넓게 알려진 살인의 유형 하나

는 1970년 Douglas, Mullany, Teten, Ressler,

Burgess와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이하

FBI)의 행동과학부, FBI의 폭력범죄분석을

한 국가기 (National Center for the Analysis of

Violent Crime, 이하 NCAVC)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범죄 장행동의 이해로부터 시작되

는 이 유형은 체계 (Organised) vs 비체계

(Disorganised) 살인범으로 구분된다. FBI의 이분

법 유형론의 주요 제는 행동특성과 그에

상응하는 범죄자의 특징에 한 범죄해석에

있다. 체계 인 범주는 체계 인 범죄자 특성

에 상응하는 조직 ․체계 이고 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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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범죄를 포함하며 형 으로 성도착 범죄

가 이에 포함될 수 있다. 반면 비체계 범주

는 무질서하고 우연 이며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범죄자 특성을 보이는 것을 포함한다

(Kocsis, Cooksey, & Irwin, 2002). 이분법 유형

론은 4가지 제에 근거하는데 첫째, 범죄

장은 범죄자의 성격을 반 하고, 한 범죄자가

지른 행동방식은 유사하다는 것이다. 셋째,

범죄자가 범행을 지르는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을 의미하는 인증(Signature)은 동일한 일

성을 보이며, 마지막으로 범죄자의 성격은 변

하지 않는다. 따라서 범죄자의 성격특성은 동

일한 혹은 유사한 범행방식을 갖는 원인이 된

다는 것이다(Holmes, & Holmes, 1996).

NCAVC에서는 최 의 범죄 장지표에 근거

한 살인동기에 따른 4가지 유형을 개발하 다.

청부살인, 갱이 연루된 살인, 보험이나 상속,

강도 살인 등의 범죄자의 계획 살인이 첫

번째 유형이고 두 번째는 가정폭력이 련된

살인, 정치 혹은 종교 살인, 는 안락사

등의 개인 원인에 의한 살인이 있다. 세 번

째, 강간살인, 아동 강간, 아동 연쇄 살인과

같은 성 살인과, 마지막으로 숭배와 련된

살인, 즉 극단론자나 테러리즘과 련된 집단

이 원인이 된 살인으로 분류한다. 한 FBI에

의해 사용된 범죄분석매뉴얼(Crime Classification

Manual, CCM)에서는 6개의 카테고리로 살인

을 분류 한다; 단독 살인, 2인 살인, 3인 살인,

mass, spree, 연쇄 살인. Holmes & Holmes(1998,

2001)는 살인범, 특별히 연쇄살인범을 4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는데, 살인을 하는 데 있어

어떤 인 존재로부터 명령을 부여받았다고

여기며 신 혹은 악마나 천사의 이름으로 살인

을 하는 망상형 살인범이 첫 번째 유형이다.

직무수행(미션형)은 정권이나 집단을 설립하고

자 하는 지구상의 미션에 의해 추동되는 범죄

자들로 그들은 사회악을 제거하기 해 자신

만이 세운 합리성에 의해 살인한다. 쾌락

살인범은 스릴과 욕망, 즐거움을 해 살해하

며, 이들에게 있어 살인은 자신의 쾌락원리의

표 일 뿐이다. 마지막으로 좌 된 마음과 성

격 통제를 회복하기 한 방법으로 피해자에

게 그들의 힘이나 통제를 상징화하기 해 살

인을 하는 권력형 살인범이 있다. 10년 이상

살인범 유형의 쟁 을 연구해온 Fox와 Levin

(2006, 2005, 1996)은 주요 유형에 따라 연쇄살

인, 량살인, 연속살인의 3가지 유형으로 살

인을 분류하 다. 나아가 이 3가지 유형을 기

본으로 권력 기본형, 복수형, 충성형, 이익추

구와 테러에 의한 살인범 등 총 5가지의 동기

유형을 개발했다. 한 Robert등은 동기

근원과 특수성 보다는 경험 분석에 의한 범

죄자 특성과 그들의 련성, 구조 이고 객

인 범죄자 특성이라는 맥락을 기 로 둔 재

범 측을 한 유형론을 개발하 다. 그 결

과로 만들어진 4개의 유형은 언쟁이나 논쟁에

기인한 살인, 범죄 의 살인, 가정폭력 혹

은 범죄자와 련된 친 한 트 에 의한 살

인과 음주운 으로 인한 과실치사 등의 우연

한 범죄 유형이 해당된다(Roberts et al., 2007).

최근의 상당히 요한 살인연구는 국 리

버풀 학의 수사심리학 센터의 Salfati에 의해

개발된 모델을 기 로 하여 일반화되고 있다.

Salfati(2001; Salfati, & Grey, 2002)는 36개의 범

죄 장 지표를 기 로 표 살인과 도구

살인으로 살인범을 분류하 다. 분노에 의해

야기된 표 살인은 강간, 방화나 물리

공격과 련되어 극도의 폭력, 다량의 상처와

다양한 무기의 사용, 질식, 피해자의 사지

단과 같은 범죄 장으로 특성화된다. 반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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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테마의 범죄 장 행동은 피해자에게 직

으로 단일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일반

으로 성이나 돈과 같은 숨겨진(일차) 목 달

성을 해 피해자를 이용한다. 즉 이런 범죄

자는 피해자와의 인격 인 결을 비해 오

지 않고, 그래서 장 무기를 사용하거나 손

의 힘 혹은 때리거나 발로 차서 피해자를 공

격한다. 결과 으로 좀 더 경제 으로 이득이

될 만한 무엇인가를 얻기 한 목 으로 범행

하다가 살해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Salfati,

2000). 분석의 이런 단편을 하나의 테마에서만

한정 으로 찾을 수 없고, 표출 는 도구

행동패턴 모두와 일치를 이루는 하나의 특

성을 지닌 사례를 두고 분류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다. Berkowitz(1993)의 제안처럼

폭력 범죄자는 표출 혹은 도구 으로 양분

되는 두 개의 카테고리 의 하나에 산뜻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항할 때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강도 살

인 등의 에서 볼 수 있듯이, 표출 혹은

도구 인 유형론(특히, 도구 살인은 차갑고

계산 이다)의 제안과 범죄 장의 특성이 항

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Block, 1977). 다만 이

러한 분류는 범죄 장과 살인범죄자의 특성

사이의 계를 지표화함으로서 로 일링 등

수사 차의 타당성에 도움을 해 시도되는

것들이다.

장행동분석

범죄 련 분야의 많은 실무가나 학자들은

연쇄살인범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동기를 강

조할 목 으로 계속 으로 연쇄살인범을 분

류하는 많은 시도들을 해오고 있다(Canter, &

Wentink, 2004). 수사 심리학 근은 범죄

장의 범죄자 행동 특징과 피해자와의 상호

계에서 나타난 특징을 변인화하여 경험 으로

수행함으로써 기존의 유형론들이 통계 으로

타당한가를 검증하는 방식을 취한다. 일반

으로 통계 분석은 검거된 범죄자에 한 정

보와 해결사건을 통해 얻어진 정보를 근거로

하여 다양한 범죄들의 특징에 해 일반 구

조를 산출해내는 방식을 취하게 되는데, 특정

사건에서 수집된 피해자 진술 범죄 장의

특징에 한 통계 검증을 용하여 분석이

이루어진다(Canter, 2004). 살인범죄를 다차원의

개념 인 교차와 유형 체계 분류를 시도했던

Wolfgang(1958)에 따르면 많은 살인은 서로 아

는 사람들 간의 폭력 사이클이 상승하다가 궁

극 으로 발생하는 행동을 표하는 것이며

표 으로 피해자가 발한 살인이라는 개념

을 강조했다. 하지만 Wolfgang이 실험한 수많

은 변인 후속 연구나 형사사법체계에 유의

미하게 요한 향을 미친 것은 피해자-가해

자간의 계 분류뿐이다(Smith, & Zahn, 1999).

한 범죄자의 동기에 한 추론보다 피해자

와 범죄자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느냐에 따

라 찰 가능한 행동특성을 바꾼다(Santtila,

Pakkanen, Zappalà, Bosco, Valkama, & Mokros,

2008)는 것이 최근의 살인범죄 연구에 한

결과들이다. 이 듯 살인은 개인 간의 처리과

정에서 발달하며, 이 처리과정은 개개인이 산

출해낸 결과물과 그들 간의 련성으로 본다.

Salfati는 범죄가 발생하는 동안 피해자를 향한

범죄자의 행동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하는

질문에 한 답을 찾을 때 살인이라는 본질에

한 이해가 가능할 것이라며 이에 해 상호

처리과정이라는 다른 형태를 제안하고 있

다. 즉, 살인의 ‘형태’는 다양하고 그것은 범죄

장 자체에 반 될 것이며, 피해자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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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의 선택과 행동이 범죄 장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다. 최근의 범죄자 로 일링에

서 강조되는 것들은 범죄 장에서의 범죄자행

동(Almond, Duggan, Shine, & Canter, 2005;

Canter, & Fritzon, 1998; Fritzon, Canter, &

Wilton, 2001; Häkkänen, Puolakka, & Santtila,

2004; Kocsis, & Cooksey, 2002; Santilla,

Häkkänen, Alison, & Whyte, 2003; Wachi,

Watanabe, Yokota, Suzuki, Hoshino, Sato, &

Fujita, 2007)으로, 많은 사례에서 나타난 특성

들과 직 으로 함께 발생하는 것들을 평가

하여 유형화 가정을 검증한다. 이 방법은 평

가에 필요한 모든 성격 특성의 연합 사이에

서 함께 발생하는 빈도를 요구하고, 함께 발

생하는 패턴들을 시각 으로 표 하여 일차

인 가정을 직 으로 평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가 가능하게 하는 방법

하나가 다차원척도(Multi-Dimension Scaling;

MDS) 차이다. 다차원척도분석은 변인들

같이 발생하는 변인들을 기하학 공간 상의

거리값으로 표 해내는 기법이며, 범죄행동

에 한 다수의 연구에서 MDS 모델은 매우

효율 인 것으로 확인되어져 왔다(Canter, &

Heritage, 1990; Canter, & Fritzon, 1998; Salfati,

2000).

살인범죄의 장 행동분석을 한 Salfati는

다음과 같은 근거로 기 변인을 선정하 는데

첫째, 행동은 범죄 장에서부터 분명하게

찰가능하며 쉽게 오인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

다. 둘째, 행동은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유형

과 피해자의 상처가 어디에서 발견이 되었는

지와 같은 범죄 장을 반 하고 있다. 셋째,

행동은 피해자를 향한 범죄자의 행동이 어떠

한가를 고려하여, 피해자의 을 가리거나 묶

는 것과 같이 좀 더 제거 혹은 통제되는 상호

작용과 더불어 오버킬과 같은 여의 강도를

참조한 좀 더 특화된 행동을 지표로 한다. 이

러한 변인들은 한 사례에서 각각 행동의 부재

혹은 존재라는 양분된 형태로 기록되어 부호

화될 수 있을 것이다(Salfati, 2003). 살인범죄

의 장행동을 통한 범죄자의 행동분석 연구

(Salfati, 2000; Salfati, & Haratsis, 2001; Santtila,

Canter, Elfgren, & Häkkänen, 2001; Salfati, &

Dupont, 2006; Santtila et al., 2008)에서 요하

게 다 졌던 변인들은 크게 사체발견 장소

이동, 사체 상태, 의복 상태 성 요소, 상

해부 , 공격도구(사인), 통제의 흔 , 범행도

구와 재산 훔침 등 9개의 범주로 구분된다

(표 2).

사체 발견 장소 이동에서 제일 요한

변수는 살인이 이 진 장소와 동일한 장소에

서 사체가 발견되었는지, 발견되었다면 어디

에서 발견되었는지에 한 내용이 주를 이룬

다. 한 살해 후 많은 사례에서 범죄자는 범

죄 장으로 부터 사체를 운반하고 사체를 숨

긴다. 이런 행동들의 심에는 범죄자가 피해

자와 범죄 장으로부터 스스로를 분리할 필요

를 느끼는 것이고, 이런 요소들은 범인특정에

도움을 수 있다. 즉 이런 행동은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이 계를 가정해 볼 수 있

다거나, 최소한 범죄자가 어느 정도라도 피해

자를 알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가정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Salfati, 2000) 사체 발견

장소 이동에 한 변인은 범죄 장요소에

서 매우 요하게 다 지는 부분이다. 한

사체 의복의 상태는 살인범죄의 상황에 따

라 매우 복합 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각

기 요한 변수로 작용된다. 피해자의 질이나

항문 삽입, 낯선 상을 상 로 하는 강간, 다

른 성 증거를 남기는 것(정액)과 더불어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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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행동변인

사체발견

장소

이동

- 살인 장소와 동일한 장소에서의 사체 발견(Santtila et al., 2001; Salfati, & Dupont, 2006; Santtila

et al., 2008; Salfati, 2000, Salfati, & Haratsis, 2001)

- 사체 발견 장소(건물 외부, 도시, 교외, 인 드문 곳 등) (Santtila et al., 2008)

- 사체발견 어렵도록 숨겨 놓음(Salfati, 2000; Salfati, & Haratsis, 2001; Santtila et al., 2001; Salfati,

& Dupont, 2006; Santtila et al., 2008)

- 사체를 물에 버림(Santtila et al., 2001; Salfati, 2000; Santtila et al., 2001; Santtila et al., 2008)

- 사체 시(Salfati, & Haratsis, 2001; Salfati, & Dupont, 2006)

- 피해자 살아있는 동안에 강제로 이동(Santtila, et al., 2008)

- 살해 장에서 사체 이동(Salfati, 2000; Salfati, & Haratsis, 2001; Santtila et al., 2001; Salfati, &

Dupont, 2006)

사체상태

- 몸의 일부 제거(Santtila et al., 2001; Santtila et al., 2008)

- 피해자의 얼굴이 숨겨져 있는 경우(Salfati, & Haratsis, 2001)

- 피해자의 몸을 자름(토막)(Salfati, & Haratsis, 2001)

- 무언가로 몸을 덮거나 가림(Salfati, 2000; Salfati, & Haratsis, 2001; Santtila et al., 2001; Salfati, &

Dupont, 2006; Santtila et al., 2008)

- 얼굴만 덮거나 가림(Salfati, & Haratsis, 2001; Salfati, & Dupont, 2006)

- 생식기를 드러낸 채 발견(Santtila et al., 2008)

의복상태

- 완 히 옷을 입은 채 발견(Santtila et al., 2008)

- 옷이 부분 으로 입 진 채 발견(Salfati, 2000; Salfati, & Haratsis, 2001; Santtila et al., 2001;

Salfati, & Dupont, 2006)

- 알몸인 채로 발견(Salfati, 2000; Salfati, & Haratsis, 2001; Santtila et al., 2001; Salfati, & Dupont,

2006; Santtila et al., 2008)

- 피해자의 옷을 갈아입힘(Salfati, & Dupont, 2006)

- 의복 훼손(Salfati, 2000; Santtila et al., 2001; Salfati, & Dupont, 2006)

성 요소

- 유두, 음경 등의 물리 상처/성 행동(Salfati, 2000; Santtila et al., 2001; Salfati, & Dupont,

2006; Santtila et al., 2008)

- 성기삽입 성공 혹은 시도(Salfati, 2000; Salfati, & Haratsis, 2001; Santtila et al., 2001; Salfati, &

Dupont, 2006; Santtila et al., 2008)

- 항문삽입 성공 혹은 시도(Salfati, 2000; Salfati, & Haratsis, 2001; Santtila et al., 2001; Salfati, &

Dupont, 2006; Santtila et al., 2008)

- 구강성교 성공 혹은 시도(Salfati, & Haratsis, 2001; Santtila et al., 2008)

- 피해자에게 이물질 삽입(Salfati, 2000; Salfati, & Dupont, 2006; Santtila et al., 2008)

- 사정여부(Santtila et al., 2008)

- 검시를 통해 드러난 성 행동(Santtila et al., 2008)

- 시간의 증거(Santtila et al., 2001)

상해부

- 머리와 얼굴의 상처(Salfati, 2000; Salfati, & Dupont, 2006;Salfati, & Haratsis, 2001; Santtila et al.,

2001; Santtila et al., 2008)

- 몸통의 상처(Salfati, 2000; Salfati, & Haratsis, 2001; Santtila et al., 2001; Salfati, & Dupont, 2006;

Santtila et al., 2008)

표 2. 살인범죄 행동분석 연구에서 사용된 살인범죄의 장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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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행동변인

상해부

- 팔 다리에 상처(Salfati, 2000; Santtila et al., 2001; Salfati, & Dupont, 2006; Santtila et al., 2008)

- 목의 상처(Salfati, 2000; Salfati, & Haratsis, 2001; Salfati, & Dupont, 2006)

- 목구멍(인후)에 상처(Salfati, & Haratsis, 2001; Santtila et al., 2008)

- 다량의 상처가 몸의 여러 군데에 분포(Salfati, 2000; Salfati, & Haratsis, 2001; Santtila et al., 2001;

Salfati, & Dupont, 2006; Santtila et al., 2008)

- 몸의 한 부분에만 상처 있음(Salfati, & Dupont, 2006; Santtila et al., 2008)

- 한 장소에 다량의 상처 있음(Salfati, & Haratsis, 2001; Salfati, & Dupont, 2006)

공격도구

- 찌름 날카로운 물건에 통(Salfati, 2000; Salfati, & Haratsis, 2001; Santtila et al., 2001; Salfati,

& Dupont, 2006; Santtila et al., 2008),

- 무딘 도구(Salfati, 2000; Salfati, & Haratsis, 2001; Santtila et al., 2001; Salfati, & Dupont, 2006;

Santtila et al., 2008),

- 손의 힘에 의한 상처(Salfati, 2000; Santtila et al., 2001; Salfati, & Dupont, 2006; Santtila et al.,

2008)

- 숨 막힘에 의한 질식(베개나 천 등으로 질식)(Salfati, 2000; Salfati, & Haratsis, 2001; Santtila et

al., 2001; Salfati, & Dupont, 2006; Santtila et al., 2008)

- 목 조름에 의한 질식(교살)(Salfati, & Haratsis, 2001; Salfati, & Dupont, 2006; Santtila et al., 2008)

- 약물 혹은 독살(Salfati, 2000; Salfati, & Dupont, 2006)

- 발로 차거나 때림(Santtila et al., 2008)

- 오버킬(Salfati, & Haratsis, 2001; Santtila et al., 2001; Santtila et al., 2008)

통제흔

- 피해자 팔다리 결박(Salfati, 2000; Salfati, & Haratsis, 2001; Santtila et al., 2001; Salfati, & Dupont,

2006; Santtila et al., 2008)

- 피해자 가림(Salfati, 2000; Salfati, & Dupont, 2006; Santtila et al., 2008)

- 피해자에게 재갈 물림(Salfati, & Dupont, 2006;Santtila et al., 2008)

- 소음제거를 해 사용된 물건(Santtila et al., 2008)

- 피해자 고문흔 (Santtila et al., 2008)

- 범행 인종이나 화기 망가뜨림(Santtila et al., 2001)

재산훔침

- 신원확인 되는 물건 훔침(Salfati, 2000; Santtila et al., 2001; Salfati, & Dupont, 2006)

- 신원확인 되지 않는 물건 훔침(Salfati, 2000; Salfati, & Dupont, 2006)

- 가치 있는 물건 훔침(Salfati, 2000; Salfati, & Haratsis, 2001; Salfati, & Dupont, 2006)

- 뒤진(물색) 흔 과 같은 도나 강도 련된 행동(Santtila et al., 2001; Santtila et al., 2008)

범행도구

기타

- 장에 범행도구 가져옴(Salfati, 2000; Salfati, & Haratsis, 2001; Santtila et al., 2001; Salfati, &

Dupont, 2006)

- 장에서 사용하던 무기로 살해(Salfati, 2000; Santtila et al., 2001; Salfati, & Dupont, 2006;

Santtila et al., 2008)

- 장에서 범행도구 발견(Santtila et al., 2001; Santtila et al., 2008)

- 사체 혹은 범행 장에 방화(Salfati, 2000; Salfati, & Haratsis, 2001; Santtila et al., 2001; Salfati, &

Dupont, 2006)

- 정액이나 지문, 족 닦기 등 범인에 의해 괴된 증거(Santtila et al., 2008)의 법 인식(Salfati,

2000; Salfati, & Haratsis, 2001; Santtila et al., 2001; Salfati, & Dupont, 2006)

- 어두울 때 범행 (Salfati, & Haratsis, 2001; Salfati, & Dupont, 2006)

표 2. 살인범죄 행동분석 연구에서 사용된 살인범죄의 장행동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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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자의 옷을 손상시키고, 피해자의 의복을 부

분 으로 벗겨놓거나 알몸으로 남겨 두는 행

동이 함께 발생할 수 있다. 이런 행동들은 낮

은 빈도이기는 하나 범죄자가 피해자를 인격

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개인 목 으로 사용하기 한 궁극

인 상물로 봤다는 성 부분을 포함하는 도

구 범죄 장의 테마를 가정한다(Salfati,

2000). 실제 공격도구를 가지고 상해하면 공격

도구가 없는 경우보다 죽음의 가능성은 증가

하며(Kleck, & McElrath, 1991), 공격도구 존재

만으로 공격 인 행동을 유발하고 공격도구

의 사용이 어떤 유형보다 더 심각한 해를 끼

칠 수 있다(Brennan, Moore, & Shepherd, 2006)

는 공격도구의 선택과 사용에 한 의견들

(Wilkinson, & Fagan, 2001; Sheley, & Wright,

1993; Brennan, & Moore, 2009; Khoury-Kassabri,

Astor, & Benbenishty, 2007; Hemenway, Kennedy,

Kawachi, & Putnam, 2001; Stretesky, Pogrebin,

Unnithan, & Venor, 2007; Stretesky, & Pogrebin,

2007; Barlas, & Egan, 2006)이 있다. 이와는 달

리 공격도구의 선택과 사용에 범행 동기나 범

죄자와 피해자 계 등 단순한 측면으로 이러

한 복잡한 행동을 히 설명할 수 없다

(Nabi, 2002; Guerra, Huesmann, & Spindler,

2003)는 주장 등 공격도구와 범죄행동과의 논

쟁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피해자 질식과 함께 약물 혹은 독살(Salfati,

2000; Salfati, & Dupont, 2006)은 범죄자가 감정

으로 많은 애착을 지니고 있는 군가를 죽

이는 간 인 방법으로 보이며, 이런 방법으

로 살해당하는 피해자들은 상처 입기 쉬운(나

약한) 피해자들로 아이들이나 노인과 같은 사

람들이다(Salfati, 2000). 피해자를 구속(속박)한

다는 것은 범죄 상황에서 통제를 좀 더 용이

하게 하고, 특히 비 조 이고 강인한 피해자

들을 상 로 할 때는 으로 필요하다.

모든 살인범들의 4% 정도만이 피해자를 구속

하고 구속은 통제뿐만 아니라 성 인 요소 모

두를 반 하는 것이다(Kenneth, Rober, &

Joseph, 1997). 한 드문 행동이기는 하나 피

해자 질식, 약물이나 독살 가리기 등의

행동은 범죄자가 피해자와 련되어 있음을

간 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특히 가림은 범죄자가 피해자를 비인격화하

기 해서이고, 그래서 범죄를 완 히 할 수

있다(Salfati, 2000). 즉, 범죄를 용이하게 하기

해 범죄자는 피해자를 통제하는 것이다. 그

리고 범죄자가 강도 등의 목 으로 살인하고

있거나 피해자를 살해한 후에 피해자에게 뭔

가 훔칠 것을 결정했다면, 결과 으로 좀 더

경제 으로 이득이 될 만한 무엇인가를 얻기

한 목 으로 살인하게 된다. 잘못 들어간

주거 침입범(burglaries gone wrong)과 같이 범죄

자는 성이나 돈과 같은 숨겨진 목 을 차후에

달성하기 해 피해자를 살해하는 것이다.

장으로 무기를 가져왔다는 것은 범죄자가

피해자와의 결을 상했거나 이 에 폭력

결과 련된 경험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며,

이럴 경우 통상 표 공격성의 테마로 분류

된다. 반면 성이나 돈과 같은 목 달성을

해 피해자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범죄자는 피

해자와의 인격 인 결을 비해 오지 않는

다. 이럴 경우 범죄자가 피해자를 죽일 때

장에 있는 무기를 사용하거나 손의 힘(교

살이나 때림)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공격하는

등 도구 인 공격성이라는 테마로 분류된다

(Salfati, 2000). 하지만, 장기 투옥경험으로 인

해 돈을 훔치거나 성폭력을 하고 난 뒤 피해

자 살해까지를 최 범행목 으로 두어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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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범행도구를 비하는 강도 살인범의

범행에서, 이런 이분법 인 분류테마는 자칫

피해자와 가해자의 계를 오해하게 만들어

수사에 혼선을 가 시킨다. 범죄자가 법의학

증거를 남기지 않았거나 제거한 경우는 범

죄 증거 제거의 필요성을 아는 범죄 경험이

풍부한 범죄자이거나 어떤 형태로든 피해자와

범죄자가 련된 아는 범죄자라는 지표가 될

수 있다. 이 듯 하나의 행동에도 매우 상이

한 해석이 가능하며, 이를 활용할 가능성도

매우 상이하다.

결론 제언

본 연구는 국내 살인범죄의 장행동분석을

실시하기 한 선행작업으로 살인범죄와 살인

범죄 수사에 해 살펴보았다. 특히, 과학 이

고 객 인 살인범죄 수사가 가능하도록 실

제 살인범죄의 행동분석을 한 행동변인들에

해 구체 으로 살펴보았다.

살인의 각기 다른 유형은 각각 다른 패턴

상 과 원인을 지녔으며 동질 인 집단으

로 다 지지 않는다. 한 체 살인을 근거

로 한 분석 결과가 살인범죄 유형화를 일반

화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 하지만

이와 함께 매우 요한 것은 다른 장소나 시

에 수행된 연구에서, 살인의 하 유형간의

상 혼합이 서로 다른 결과를 발생시킬 잠

재성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살인범에 한

동질 인 집단으로의 분해과정을 먼 거치지

않는다면, 살인범의 한 유형을 결정하는 데

있어 잠재 으로 요한 결정인자를 쉽게 놓

쳐버릴 수 있다. 이러한 명백한 인식 없는 유

형화 연구는 결과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데 어

려움을 야기하므로 우선 으로 체 살인범죄

자들을 상으로 한 비교연구를 수행하게 된

다(Smith, & Zahn, 1999). 달리 말하자면 본문에

서 살펴봤던 수많은 행동변인들은 시 문

화 차이에 따라 선행연구들과는 다른 국

내 살인범죄의 특성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부분의 범죄자들은 범행을 결정할 때 범

죄를 성공 으로 끝마치기 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와 검거를 피하기 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Beauregard, & Bouchard, 2010)에 한

해답을 가져야 할 것이다. 즉 하나는 범죄과

정에서 범죄에서 빠져나갈 때 필요한 략이

고, 두 번째는 수사를 피하기 한 략이다

(Cornish, & Clarke, 2002). 범죄자들이 요시

여기는 이러한 들은 범죄 장에서 범죄자의

요한 특성으로 반 될 것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에 비추어 국내 살인범죄의

장행동이 어떻게 구분되는가를 확인해보고

자 살인범죄에 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본 것이다. 따라서 차후 연구는

이러한 특성들이 실제 사례에서 어떻게 나타

나는지와 외국의 사례들과는 어떤 차이를 보

이는 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한

알코올은 마약에 비해 살인과의 련성이 더

높다고 논의되고 있으며(Smith, & Zahn, 1999),

Fagan(1990)의 연구결과는 알코올이 인간 폭

력행 의 매제가 될 수 있다는 가정을 확인

해 다. 기존의 살인범죄 장분석 연구에서

알코올에 근거한 장행동변인은 발견하기 어

려웠으나 알코올이 반 된 살인범죄 장과

일반 인 살인범죄 장특성은 차이를 보일

것이다. 물론 알코올에 허용 인 우리문화에

서는 알코올 변수가 체 행동을 오염시키는

결과를 야기 시킬 험성이 있으나 이러한

험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행동변수와 알코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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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련성을 함께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살인 범죄자의 어떤 특성들이

범죄 장에서 독특한 행동특성으로 드러나는

지 범죄자의 심리 , 사회 문화 특성에 근

거한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는 연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범죄 장의 행동 이

해와 이를 통한 범죄자의 특성 이해가 단계

으로 이루어진다면, 살인 범죄의 수사는 물론

방에 있어 보다 구체 인 행동 안도 제

시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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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 hardly ever Homicide, so people think to that people is strange. But most of Homicide is in a minority

related mental factor and is involved in the other many factor(Howitt, 2002). Statistically, nevertheless the number

of deaths of Homicide more than that of traffic people afraid of Homicide and thought one of the most dangerous

crime(Lee, 2002). Because damage bring Homicide as well as threat of life is hard to take recover fully and the

damage of family of the deceased will be huge(Lee, 2010). Many scholar argue that these Homicide crime brings

to poor socio-economic, family disorganization and failure community, one of them argue that brings to community

admire or do justice to a culture of violence(Sampson, Raudenbush, & Earls, 1997; Sampson & Wilson, 1995). A

many variables of social, culture, and personal coexist together when the Homicide take place, the officer(detective)

of must be know that. But when the Homicide case investigation many detective start to investigation such as

understand of cases or select the suspect by first idea or intuition. If intuition of appearance on the crime scene

match up with the essentials of the case the case will be short, on the contrary to this the officer cannot help

having unsolved cases. Therefore if it possible offer to the officer with more objective and empirical study, the

error of uncertainty of investigation of Homicide cases will be can reduce. This is pre-study for crime scene

behavior analysis appeared homicide crime scene, the causal, the feature and the investigation of Homicide, besides

review theoretical foundation of crime scene analysis of homicides. Especially, this study review behavioral variables

of homicide crime scenes force to possible scientific and objective investigation. When Criminal decides the offence,

they must be have the answer what is the need of finish the crime and how exits the crime scene and attempts

the avoid detection(Beauregard, & Bouchard, 2010). Thus criminal should to that in the strategy with how exits

the crime scene and attempts the avoid detection(Cornish, & Clarke, 2002). In the crime scene reflect the feature

of the criminal with thought highly of crime. This study review previous studies for that crime scene behavior of

Korean homicides verify whether of difference or not. Hereafter, the study need to analysis with real homicide

crime cases, besides it's necessary to study of relation betwe en alcohol and feature of homicide crime, get wired

DB on psychological, social and cultural feature of homicide offender.

Key words : Feature of homicides, Homicide investigation, Criminal profiling, Offender classification, Crime scene behavior of

Homicid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