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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최근 아똥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하여 사회의 경각심이 높아지고 치안당국도 관련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하지만 아동 성범죄와 관련한 연구와 정책은 대부분 현황집계와 범죄자의 신상공개나 전자위치 추적 장치 둥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아동 성범죄에 대한 이전 연구들에서 간과한 지라학적 특성에 주목하는데， 이는 범행이 대부분 범죄자 

의 주거지와 피해자의 주거지가 가까운 곳에서 발생하고 타 범죄 유형과는 달리 유인 장소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아똥 성범죄 수사와 예방을 위해 공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여， 국내 아동 성범죄의 공간적 특성을 보다 정 

밀하게 규명하고， 범죄수사에 지리적 프로파일령의 도입을 위해 국내 아동 성범죄의 공간적 규칙성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01년 7월부터 2007년 6월까지 전국 아동 성범죄자 신상공개 심의대상자들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아 

통 성범죄와 관련된 장소들의 지리적 데이터를 구축하고 분석하였다. 분석내용과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똥 성범죄자 

와 피해자， 범행환경 특성을 빈도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전체 범죄자 중 범죄 전력이 있는 범죄자는 69%였으며， 

피해자의 96%는 여성이었다. 피해자와 대상관계가 없는 범죄자 중 41.9%가 유연장소로써 놀이터 길가 공원을 선택하였 

고， 범죄자의 29.1%가 범행장소로 써 놀이터 길가 공원을， 23.3%가 피해자의 집을 선택하였다. 둘째， GIS와 공간통계 기 

법을 이용하여 아통 성범죄의 공간적 분포와 이례지역 및 군집지역을 탐색하고， 그 지역에서 발생한 범죄의 특정을 살펴보았 

다. 아동 성범죄는 인구가 많은 대도시 지역에서 범죄 밀도가 높게 나타나지만， 지역의 인구수를 고려하면 소도시에서 아똥 

성범죄 발생률이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아통 성범죄는 전체 인구집단에 비해 매우 적은 사건이고 범죄는 지역적으로 군집되 

어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확률적으로 이례적인 값을 보이는 지역과 핫스핏 지역 및 콜드스핏 지역을 탐색 

하였다. 셋째， 범죄자의 주거지， 범행장소， 유인장소， 피해자의 주거지， 피해자의 학교간의 공간적 거리를 파악하여， 국내 아 

통 성범죄를 사례로 범죄자의 거주지를 추정하는 지리적 프로파일링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범죄자의 주거지를 중심으로 

전체 범죄의 95%가 78km이내에서 발생하였으며 100m이내에서 17.7%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실에 기반하여 국내 아동 성 

범죄를 사례로 확률 거리접근 방법을 통해 지리적 프로파일링을 수행한 결과， 거리엎}는 3.4m, hit score는 0.06%, 탐색비 

용은 0.1014km2로 정확도가 99.94%로써 매우 높게 파악되었다. 본 연구는 국내 처음으로 아통 성범죄에서 나타나는 장소들 

에 관해 파악하고 공간적 분포를 살펴보았다는데 의의가 있다. 특히 유인장소는 아동 성범죄의 취약 장소로써， 유인장소에서 

의 범행 기회가 차단되면 범죄도 감소하기 때문에 아동 성범죄 예방차원에서 유인장소에 대한 정보는 중요하다. 아동들과 그 

부모들은 취약장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경찰이나 CCIV 퉁을 이러한 장소에 배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리적 프로파 

일링은 아동 성범죄 뿐 아니라 다른 범죄 유형에도 적용 가능함으로 모든 범죄와 관련된 장소들의 데이터를 하나의 시스댐으 

로구축하고관리하면효과적인수사대웅과사전 예방을할수 있을것이다. 

주요어 : 아똥 성범죄， 지리적 프로파일링， 상대적 위험도 지도， 확률 지도， 범행 이동거리， 범죄 GIS, 환경 범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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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의 지리적 프로파일링에 관한 연구 

Absttaα : Lately, there has been much focus 때이1 sexual abuse against children. Law authorities are continuously trying to 

increase their efforts on ta힘ng countermeasures against such crimes. Previous studies and policies on chi1d sexual abuse have 

resulted in mainly basic statistical faαs， publicity of juveni1e-sex-criminals’ personal affairs, and equipment such as electronic 

tracking devices. πlÌs study focuses on the geographical aspeαs of child sexual abuse, such a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nvironmental background of the offender and that of the victirn, as well as the irnportance of the encounter site. In addition, 
this study also elaborates on the necessity of spatial approaches in investigations and preventive measures against chi1d sexual 

abuse. 까lis study will begin to take a closer and more accurate examination of the spatial characteristics of child sex offenders 

in Korea, and bring to light the spatial patterns of such offenders in order to introduce and expand on the idea of geographic 

profiling for criminal investigations. Firstly, characteristics of the offender, victim, and crime environment have been 

examined through what is called a frequency analysis. The results are as follows. Among all offenders, 65)010 have previous 

crin1inal records. Also, among all victirns, 96% are females. In cases where the victirn has no connection whatsoever with the 

offender(Stranger offenders of victirns), 41.5)0/0 have taken place in playgrounds, streets, and public parks. These encounter 

sites are in fact places of vulnerabi1ity, thus, in order to isolate such opportunities of criminal acts and to prevent fu벼ler 

sexual assaults, it is necessary to circulate as much information as possible based on these potential areas.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both parents and children to be aware of such potential areas of sexual violence and increase the number of 

patrolmen guarding the streets, as well as installing surveillance cameras within the areas. Second, after analyzing the spatial 

patterns of child sexual offenders, the results are as follows. ηlere seems to be a high crime density of child sexual abuse in 

metropolitan regions, but when putting the population rate into consideration, smaller cities have shown high probability 

rates of child sexual abuse. However, we also need to consider the fact that compared to the mass population, the rate child 

sexual abuse cases is considerably low. Also, it is shown that child sexual abuse usually follows the rule 

Key Words : child sexual abuse, geographic proming, relative risk map, probability map, crime trip distance, crirne GIS, 

Environmental Crimi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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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목적 

지난 2006년 2월 서울 용산에서 발생한 11세 허 

모양과 2007년 안양의 이모양 우모양의 아동 성 

추행 살인사건을 계기로 아동 성범죄에 관한 사회 

적 관심이 커지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아동 성범죄 

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2008년 2월 22일， ‘어 

린이 성폭력 추방의 날 ‘을 지정하였고 2008년 9월 

30일， 전국 22개 교도소에서 가석방되는 성폭력 

범죄자 53명의 위치를 추적하고 감시할 수 있는 전 

자발찌의 착용이 의무화 되었다.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정책실(구 국가청소년위원회)은 2000 

년 7월부터 ’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을 시행 

하여， 동 법률의 시행령에 따라 청소년 대상 성범 

죄 중 고 위험군에 대해서 신상공개를 실시하고， 

저 위험군에 대해서는 재범방지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국가청소년위 원회 2007). 이와 더불어 2001 

년부터 6개월 단위로 아동 성범죄의 실태를 분석 

하여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이처럼 현재 아동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연구 

나 정책은 범죄자에 초점을 맞추어 그들에 대한 선 

상공개나 전자 위치 추적 장치 등의 방안을 수립 

하는데에 한정되어 있다. 하지만 아동 성범죄는 범 

행이 대부분 범죄자의 주거지와 가까운 곳에서 발 

생하는 특정 이 있는데 용산에서 발생한 아동 성범 

죄의 경우 피해자 허모양의 주거지와 범죄자의 주 

거지는 500m, 안양에서의 피해자 이모양과 우모 

양의 주거지와 범죄자의 주거지는 130m밖에 떨어 

져있지 않았다. 절도 등의 범죄와는 다르게 아동 

성범죄는 아동이 범죄자와 처음 만나고 유인되는 

장소가 나타나는 고유의 특성이 나타난다. 아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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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에게 유인되는 아동 성범죄의 취약 장소가 

차단되면 범행이 일어날 확률이 줄어드는 만큼 유 

인되는 장소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 

그러나 아동 성범죄의 공식통계자료를 발간하는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정책실의 보고서나 이 

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가 해당범죄의 범죄자와 피 

해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만을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범행장소에 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분 

석결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유인장소 

에 관한분석은찾아보기 어렵다 신상공개제도또 

한 아동 성범죄자에 관한 정보를 관할구역의 구민 

만이 직접 경찰서를 찾아가서 열람할 수 있는데， 

실제로 아동이나 성범죄자의 생활과 활동반경은 

‘관할구역’ 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관할 

구역 경계에 있는 구민들은 제대로 된 정보를 알 

수 없는 문제점 이 발생한다. 

이러한 배경을 종합해 보면， 아동 성범죄 예방과 

수사를 위해 공간적인 접근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아 

동 성범죄의 공간적 특성을 규명하고 지리적 프로 

파일링을 적용을 위해 아동 성범죄의 공간적 규칙 

성을 밝히는 것이며， 구체적인 세부 연구목적은 다 

음과같다. 

첫째， 아동 성범죄는 아동이 범죄자와 처음 접촉 

하여 범죄자에게 유인되는 장소가 나타날 것이고， 

이러한 장소와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의 특정한 

시 · 공간적 특성을 파악한다. 

둘째， 범행장소의 공간적 분포가 대도시 지역에 

서 집중되어도 인구수에 비해 확률상 이례적으로 

높거나 낮은 지역이 있을 수 있고， 범죄가 군집되 

는지역이 있을수있으므로이를탐색한다 

셋째， 범죄자의 주거지와유인장소， 범행장소， 피 

해자의 주거지간에는 특정한 지리적 거리 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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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이며， 이를파악하여 범죄자의 주거지가 있 

을만한 위치를 효과적으로 추정한다. 

이 연구는 국내에서 최초로 아동 성범죄의 공간 

적 패턴을 밝히고， 다른 유형의 범죄와는 다르게 

아동 성범죄에서만 나타나는 유인장소를 포함하 

여 범행과 관련된 장소들을 x, y 좌표의 마이크로 

데이터를 통해 분석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 

가있다. 

2) 연구의 내용과방법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내용과 절차로 구성 

된다. 

첫째 , 문헌연구를 통해 아동 성범죄 연구의 중요 

성을 파악하고， 아동 성범죄의 특성 및 연구동향을 

살펴본다. 아동성범죄의 예방과수사를위해 공간 

적 접근의 필요성을 밝히고 이와 관련된 연구들을 

파악한다. 특히 범죄의 공간적 행태와 관련된 수사 

전략인 지리적 프로파일링에 대하여 살펴보고 아 

동 성범죄가 범행 특성상 지리적 프로파일링 분석 

시 매우적합한범죄 유형임을밝힌다. 이러한지 

리적 프로파일링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최근 범 

죄분석 에 사용되고 있는 GIS를 이용한 지도화 방 

법과 공간통계 방법론을 파악하여 연구방향을 설 

정한다. 

둘째，아동성범죄자，피해자의 일반적특성과유 

인장소， 범행장소 등 범행 환경적 요소의 시 · 공간 

적 특성을 살펴본다. 이는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 

소년정책실에서 관리하는 아동 성범죄의 일반현 

황 자료를 이용하며， 아동 성범죄의 판결내용을 참 

고하여 유인장소에 대한 내용을 추출한다. 

셋째， 인구수를 고려하여 아동 성범죄의 공간적 

분포와 확률적으로 이례적인 값을 보이는 지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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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집지역을 탐색한다. 인구나 사회경제적인 자료 

들은 모두 행정구역 단위로 집계되어 있으므로 범 

죄현황 또한 행정구역 단위로 집계하여 면 

(polygon)데이터를 통한 분석을 수행한다. 이와 

더불어 지역별 인구수의 차이와 작은 관찰값에 의 

한 문제(small numbers problem)를 고려하기 위해 

단계구분도， 아동 성범죄 발생률 지도， 상대적 위 

험도 지도， 확률지도의 방법을 통해 다양하게 시각 

화 하고 각 방법들의 특성을 비교한다. 또한 범죄 

는 주변지역의 영향을 받아 범죄율이 높은 지역의 

주변은 범죄율이 높아질 수 있는데， 이러한 공간 

효과를 고려하여 G-통계량을 통해 범죄가 군집된 

핫스핏(hot spot)지역과 범죄 위험성이 의외로 낮 

은 콜드스맛(cold spot)지역을 탐색한다. 그리고 

핫스핏 지역과 콜드스핏에서 발생한 아동 성범죄 

의 특성을 판결 내용문을 통해 비교한다. 

마지막으로 범죄자의 주거지와 유인장소， 범행 

장소， 피해자의 주거지간에는 특정한 지리적 거리 

관계가있을것이며 이를파악하여범죄자의주거 

지가 있을만한 위치를 효과적으로 추정한다. 이는 

각 장소의 상세한 주소를 x ， y좌표로 변환하여 분 

석한다. 그리고 범죄 예방 차원에서 아동의 일상 

활동 반경이 피해자의 학교， 유인장소， 피해자의 

주거지를 연결한 지역이라고 가정하고 그 중심점 

과범죄자의 주거지간의 거리 관계를파악하여，아 

동들이 이동하는 장소들이 범죄자에게 얼마나 많 

이 노출되어있는가를 살펴본다. 앞서 파악된 장소 

간 거리 관계를 이용하여 국내 아동 성범죄 사례에 

지리적 프로파일링을 적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생성 변환 시각화 통 

계 적 분석 을 위 해 ArcG IS 9. 2, Microsoft Office 

2007 , SPSS 12.0K, CrimeStat III 3.1을 이용하였다. 



3) 연구의 범위와자료구축 

본 연구에서는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정책 

실에서 관리하는 2어1년 7월부터 2007년 6월까지 

의 신상공개 심의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데이터를 

통해 피해자가 13세미만이고， 범죄유형이 강간， 강 

간미수， 강제추행(성매수， 성매수알선， 음란물제 

작 제외)인 사건만을 추출하였다. 

이를 통해 범죄자 주거지의 상세한 주소를 파악 

할 수 있었고， 범행장소와 유인장소는 판결 내용문 

을 참고하여 상세한 주소를 추출한 후 이 주소를 

x, y의 지리적 좌표로 변환하는 과정인 지오코딩 

(geocoding)을 수행하였다. 하지만 피해자에 관한 

정보는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경찰진술서를 통해 

피해자의 주소와 피해자의 학교를 파악하여 지오 

코딩 하였다. 경찰진술서 에서 2006년과 2007년의 

자료는 피해자의 상세한 주소를 기록하지 않아 

2006년과 2007년의 피해자의 주거지와 학교주소 

는 분석 자료에서 누락되었다. 

판결내용을 보고 13세 이상의 사건이 잘못 분류 

되어 있는 경우， 시간이 잘못 기술되어 있는 경우 

등은 판결 내용문을 참고하여 정정하였다. 그 결과 

구축된 데이터는 총 2 ，787건 이다. 연도별 발생건 

수는 그 해에 일어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판결을 확정 받고 신상공개 대상자로 판별 받은 시 

점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아동 성범죄의 특성을 파 

악하는데 이러한 시점으로 인한 차이는 크게 없을 

것이라고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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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과 연구동향 

1) 아동성범죄 

(1 ) 정의와 특성 

우리나라의 형법상 범죄는 검찰과 경찰의 분류 

가있으며 이러한분류는범죄를크게 형법범과특 

별법범죄로 분류되고， 세부 죄명은 통일하지만 이 

를 분류하는 과정은 상이하다. 이에 따르면 아동 

성범죄는 강력범죄로 분류될 수 있다. 

아동 복지법 제 2조 제 4호는 ‘아동학대’ 를“보호 

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 

정신적 ·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 

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라고 말하며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금지조항을 두 

고 있다. 이에 따르면 아동 성학대 (child sexual 

abuse)의 개념은 ‘성적 착취’ , ‘성적 오용’ , ‘성폭 

력’ 과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되어지며， 특정의 성 

적 행위만을 의미한다기보다는 노출증에서부터 

성희롱， 성기접촉， 성교까지 광범위한 의미를 지니 

고 있다고 볼 수 있다(강은영 2000). 이러한 아동 

성학대를 일걷는 말은 보통 ‘어린이 성폭행’ , ‘어 

린이 성추행’ , ‘어린이 성범죄’ , ‘아동 성폭행’ , 

‘아동 성추행’ , ‘아동 성범죄’ , ‘아동 학대’ 등이 

혼용해서 사용되고 있다(박기범， 2어6). ‘어린이’ , 

‘o똥(兒童， c비ld)’ 의 단어 모두 어린아이를 지칭 

하며 사전적 의미는 유아기와 청소년기의 중간， 즉 

6-12세 정도의 어린이를가리키는말이나실제 ‘어 

린이’ 나 ‘아동’ 의 성범죄에 관한 연구들은 유아 

(助兒)를 포함하기도 한다(박기범， 2006). 본 연구 

에서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을 대상으로 분석을 하 

였으나 ‘아동’ 이라는 명칭이 언어적 간결성적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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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서 볼 때 법제나 학술용어로써 어울린다고 사 

려되어 많은 연구들(박기범， 2006; 곽대경 곽영 

길， 2006; 허경미， 2008 등)에서 유아와 아동을 포 

함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아동 성범 

죄’ I)로 통일하여 지칭하였다 

(2) 연구동향 
현재 아동 성범죄의 연구는 일반현황과 법령에 

관한 연구들， 범죄자의 심리에 관한 연구들， 대책 

방안에 관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먼저 아동 성범죄의 일반현황에 대해 보건복지 

가족부 아동청소년정책실이 2000년 7월부터 ‘청 

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을 시행하여 동 법률의 

시행령에 따라 청소년 대상 성범죄 중 고 위험군에 

대해서 신상공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에 대한 자 

료의 분석보고서를 일 년에 두 차례 발간하고 있 

다. 분석보고서는 아동 성범죄의 일반적 현황， 아 

동 성범죄자의 특성 아동 성범죄의 범행 및 피해 

관련특성을 파악하여 통계수치를 보여준다. 

범죄자의 심리에 관한 연구들(고려진 · 이수경， 

2008; 검은주， 2007; 이수정 · 전주희， 2007)은 소 

아기호증(pedophilia)자나 친족 성범죄자들 등 아 

동 성범죄자의 심리적 특성에 대해 파악하고 있다. 

이들의 특정은 스스로 소아기호적 성향을 인정하 

려 하지 않고， 자신들의 행위가 피해 아동을 괴롭 

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심지어 피해 

아동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특정을 지니고 있다. 

아동 성범죄의 대책방안에 관한 연구들(곽대 

경 · 곽영길， 2006; 김은주， 2007; 박기범 , 2006; 허 

경미， 2008)은 아동 성범죄자들의 재범을 막기 위 

1) 강간， 강간미수， 강제추행 행위를 포함 

한 방안이나 피해아통의 2차 피해에 대한 보호방 

안에 관한 법률을 제언하였다. 또한 이경혜 외 

(2003)는 아동이 성범죄의 위험에서 벗어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식 비공식적인 교육 

과정을 통해 체계적인 성범죄 예방교육의 필요성 

을 밝혔으며， 최근에는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 

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최응렬 외， 2007; 강태수， 

2006)와 성범죄자의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통한 전 

자감시제도(문정민， 2008)에 관한 연구들이 이루 

어지고있다. 

(3) 공간적 접근의 필요성과 관련연구 

국내외에서 범죄의 공간적 특성을 분석한 연구 

들이 다양한 범죄 유형을 사례로 지속적으로 연구 

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들은 연구목적과 수집된 

데이터의 형태에 따라크게 두가지로나누어 살펴 

볼수있다. 

첫째는 행정구역이나 관할 경찰서동에서 집계된 

면(polygon)데이터 형태의 범죄유형별 범죄발생 

건수를 이용하여 공간적 분포를 파악하고，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지 역적 특성을 밝히는 연구이다. 둘 

째는 범죄가 발생한 장소， 범죄자의 주거지， 피해 

자의 주거지 등 범죄와 관련된 위치의 점(point)데 

이터를 이용하는 연구들로 범죄자가 범행을 위해 

이동하는 거리를 분석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최근 범죄 수사 차원에서 범죄자가 있 

을만한 곳을 파악하기 위해 범행장소 등 범죄와 관 

련된 위치 데이터를 분석하여 특정한 거리 방향 

별로 수사의 집중력을 분산시키는 지리적 프로파 

일링 수사기법의 발달로 이어지고 있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 8조 2에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 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강간， 강제 
추행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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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매우 적합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으며， Holmes 

and Holmes(2002)또한 살인 강간 · 어 린이 성학 

대와 같은 범행들이 일어날 경우 범죄자의 움직임 

과 범행장소의 특성은 중요할 뿐 아니라 예측가능 

하다고 하였다(임준태 , 2004 재 인용). 

지리학에서도 사회 지리학내에서 범죄에 의한 

주거지 분화와 관련된 사회문제를 다루게 되면서 

범죄의 공간적 특성이 1970년대 본격적으로 연구 

되었으며(Herbeπ ， 1982; 이경희， 1992) , 공식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범죄의 공간적 분포를 지도화 하 

고도시의 환경적 요인을통해 그특정을파악하려 

는 생태주의 적 접근(ecological approach)과 행동 

의 결과인 공간패턴에 우선하여 실제로 범죄자들 

이 행동하는 방식을 이해하려한 행태주의적 접근 

(behavioral approach)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가운데 환경범죄학이 위의 지리적 접근 

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체계적으로 발전하게 되었 

다. 환경범죄학은 범죄행위를 환경적 영향(지리 

지역， 시간， 피해대상， 범행에의 방해요소 등)하에 

이루어지는 범죄자의 선택적 결과물로 이해하고， 

그 메커니즘을 파악하고자 하였다(Rossomo 

2000). 일상 활동이론(routine activity theorγ) , 합 

리 적 선 택 이론(rational choice theory) , 유형 이론 

(pattem theory) 등도 환경범 죄학의 영향권에 속하 

고， 지리적 프로파일링 역시 환경범죄학으로 영향 

을 받은 결과이다(권창국， 2004). 

하지만 최근까지 범죄에서의 공간적 특성에 관 

한 연구는 상당히 협소하게 정의된 범죄행위의 범 

위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분석에 활용 가능한 자료 때문이었다 

(Rachel , 2008). 아직까지 이동 성범 죄의 공간적 접 

근에 관한 연구는소수이며，국내연구에서는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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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어렵다. 

2) 지리적 프로파일링 

(1 ) 이론적 배경 

지리적 프로파일링의 이론적 배경은 일반적으로 

일상활동이론(routine acrivity theory)과 합리적 선 

택 이론(r따ional choice theory) 및 유형 이론(crime 

paπem theory)이 거론된다(Rossomo ， 200이. 

일상활동이론은 범죄가 범죄자와 피해자의 이동 

과활동이 범죄가발생하기에 적합한환경이 갖추 

어진 시간과 공간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인식하였 

으 며 , 범 죄 는 동 기 화 된 범 죄 자 (motivated 

offenders) , 적 당한 목표물(suitable targets) , 범 죄 

행 위 에 대웅할 수 있는 감시자의 부재(the absence 

of capable guardians against a violation) 의 3가지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Cohen & 
Felson, 1979). 일상 활동이론에 따르면 범죄자， 범 

행대상， 범행기회는 상호작용적이며 이 중 하나의 

요인이 존재한다면 다른 요인을 촉진시키는데， 동 

기화된 범죄자는 적당한 대상이 없으면 범행을 하 

지 않고， 감시자의 존재는 대부분의 범죄자를 단념 

시킬 것이고 매력적인 범행대상에 대해 접근이 제 

한될 것이다(김상균， 2004). 즉 범죄에 대한 기회 

구조는 “범 죄 = (범 죄자 + 목표물 -감시자)(장소 + 

시간)" 같은 수식으로 요약될 수 있다(Rossmo ， 

2000). 지리적 프로파일링은 이러한 일상 활동이 

론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범죄를 범죄자， 대상， 환 

경의 요소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Rossmo ， 200이. 

합리적 선택이론은 인간이 의사결정과정 상에서 

여러가지 대안중시간적 제약，가치，노력，수반되 

는 불이익이나 위험 등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이익 

이 되는 방향으로 최선을 추구하여 선택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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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Clarke & Felson, 1993). 일상 활동이론이 잠 

재적 범죄자(motivated criminals)의 존재를 전제 

로 범죄발생의 필요조건으로서 시간과 장소 조건 

의 합치 (convergence)라는 점에 착안하여 특정층 

의 행동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음에 비해， 합리적 

선택이론은각개인의 행동을형성하는상황적 또 

는환경적인압력에보다중점을둔다. 

범죄패턴이론은 범죄의 분포를 설명하기 위해 

일상 활동이론， 합리적 선택이론과 환경적인 원리 

들이 결합되었고 범행을 위한 목표 선정은 물리적 

이고 사회적인 환경과 범죄자의 상호작용에 의해 

영 향을 받는다(Brantingham & Brantingham, 
1993). Brantinham부부의 연구에 의하면 ‘패턴 

(pattem)’ 은 대상(objects) ， 변화(processes) , 관념 
Gdeas)의 인식할 수 있는 상호연관성(물리적 또는 

개념적)을 설명하는데 사용된다. 

범 행 장소의 선 택 모델 (model of offense site 

selection)로 범죄자는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한 의 

사결정과정에서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범행 

장소로써 자신이 이미 인지하는 장소를 선택하는 

경향이 강하고 불규칙적으로 선택하지 않는다(김 

상균， 2005). 또한 범행대상은 범죄자의 인지공간 

〈그림 1) 범죄자의 범행장소 탐색 

출처 : Rossmo(2000), p.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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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arenes of space) , 그 적합성(grain or profit)과 

위 험 (probaility of observed or apprehended)을 평 

가하여 결정되며， 이러한 범행대상은 그 가시성， 

특이성， 상정성 둥에 따라 범죄자에 의하여 그 적 

합성이 검색， 선정， 평가되고 합리적 선택에 따른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피해자화 된다(Rossmo ， 

200이. 특히 장소의 인지성에 따른 범행장소의 선 

정은 이른바 범죄자에게 형성된 심상지도(mental 

maps)와 관계가 있는데 이는 범죄자의 주거지， 직 

장， 사회활동 장소 등의 활동공간이나 다수의 활동 

공간을 연결하는 연결망에 의해 형성된다. 또한 랜 

드마크， 관광지， 중요 건물등을 중심으로 하는 숙 

지된장소등도개인의 인지공간의 일부분이 될수 

있다(Rossmo ， 2000). (그림 1)은 이를 표현한 것 

이다. 

이를 중심으로 잠재적 범죄자는 자신에게 적합 

한 피해대상을 찾으며 범행에 적합한 이른바 ‘안 

전 지 대 (comfort zone) ’ 를 형 성 한다(Keppel ， 

1989). 또한 범죄자는 피해대상을 찾는 과정에서 

자신의 안전 지대에서 점차 이탈하게 되는데， 활동 

공간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안전지대에서 멀어짐 

에 따라 점차 범죄발생량과 범죄가능성은 줄어들 

없Z징용* 

혔~^’ 7i 협 

〈그림 2) 완충지대를 가지는 거리조락 함수 
출처 : Chainey et 8 1.(2006), p. 104 



게 되 며 이 를 ‘거 리 조락 함수(distance-deca y 

function)’ 라 한다(권창국， 2004). 하지만 범인의 

주거지를 중심으로 가까운 곳에서 오히려 범죄 발 

생률이 떨어지는 ‘완충지역(buffer zone)’ 이 나타 

나며， 이러한 현상은 범죄자가 검거 등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자신의 주거지 근처에서는 활동을 자제 

하기 때문이다(Rossmo ， 2000). (그림 2) 는 이를 

표현한것이다. 

(2) 정의와 특성 

프로파일링은 동일인에 의한 범죄는 공통적인 

특정을 가지고 있다는 가정에 기초하여 범죄자의 

준비행적， 범죄행위의 특성， 피해자의 특성， 범죄 

후의 행적 동을 파악하여 범죄자의 유형을 추정하 

는 수사기법이다(곽대경， 2001). 프로파일링에는 

언어 프로파일링， 연관성 프로파일링， 지리적 프로 

파일링 등이 있으며 이러한 프로파일링은 범죄자 

의 신원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유형을 파악하는 

것이다(유영현 유영재， 2008). 이 중 지리적 프로 

파일링은 가장 있을 볍한 범죄자의 주거지 혹은 일 

하는장소를 예측하기 위한 것으로， 범죄자가가장 

있을 법한 장소를 예측하여 범인을 찾아내는 것을 

도와주는 수사기법의 일종이다(Rossmo ， 200이. 이 

는 Brantingham부부의 모델이 범죄가 발생할 장 

소를 예측하기 위해 범죄자의 일상공간을 이용한 

다면， 반대로 범행장소를 토대로 범죄자의 주거지 

를 파악하는 것이다. 범죄장소의 유형(범죄자와 

피해자가 만나는 장소， 공격이 이루어지는 장소， 

범행장소， 시체 유기 장소 등) , 간선도로 · 고속도 

로， 물리적 심리적 장애물들， 주변토지의 이용상 

태， 이웃주민들의 인구통계적 특성(성비， 인종구 

성， 소득수준， 범죄율， 연령층， 직업 등) , 피해자의 

일상적 활동등의 요소들이 지리적 프로파일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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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고려된다(Rossmo ， 200이. 

(3) 지리적 프로파일링 모델 

지리적 프로파일링의 역사는 1979년 H이바 공간 

분석과 지도화의 응용으로 지리적 프로파일링을 

개발함으로써 시작되었다. 그 후 1986년 LeBeau가 

범죄자 수사를 위해 탐색지 역을 좁히기 위해서 지 

리통계적 분석과 범죄패턴연구의 잠재성을 인식 

하였으며， 1990년 Rossmo에 의해 종합적인 지리 

적 프로파일링 모델이 개발되었다(Pal ， 2007). 

범죄자의 주거지를 추정하기 위한 알고리즘은 

크게 두 가지 접근 방법으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 

는 범죄발생 위치들로부터 지리적인 중심 위치를 

찾는 공간 분포 접근 방법이고， 두 번째는 연구지 

역내의 모든 위치에서 범죄 발생 위치와의 거리에 

따른 확률을 계산하여 범죄자의 주거지가 존재할 

확률값을 구동}는 확률거 리 (probability distance)접 

근 방법 이다(Kocsis ， 2007; 홍동숙 외 ,2008). 

(4) 연구동향 

일반적으로 범죄프로파일링의 대상이 되는 범죄 

는살인，강간，방화범죄 정도라고할수있으며 이 

중에서도 특히 연쇄적이거나 성적인 도착 증세를 

나타내는 범죄의 경우 프로파일링은 수사에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된다(박철현 2004). 하지만 아동 

성범죄가 대부분 범죄자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경향이 있어 지리적 

프로파일링에 매우 적합한 유형임에도 불구하고， 

아동 성범죄에 지리적 프로파일링은 적용한 연구 

는찾아보기힘들다. 

지리적 프로파일링은 범죄학에서 오랫동안 연구 

된 주제인 범행 이동거리의 원리에 기반하고 있다. 

많은범죄유형에 대한범행 이동거리 연구가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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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Canter and Larkin(1993)은 영국의 연쇄 강간사 

건을 분석한 결과 범죄자들은 범죄를 저지르기 위 

하여 자신들의 집에서 이동한 평균 최소거리는 

1.53마일(약 2.46km) 정도였으며 , Aiken et 

와'.(1994)은 영국에서 발생한 성적 동기에 의한 어 

린이 연쇄살인사건을 분석한 결과 범죄자의 주거 

지로부터 5마일(약 8km) 이내에서 범죄의 91.6% 

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밝혔다. Canter and 

Gregory(1994)는 영국에서 발생한 251건의 연쇄 

강간범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86%사건들 

의 범인의 집이 범행장소들을 포함하는 원안에 존 

재한다고 밝혔다. Holmes and Homes(2002)는 살 

인 강간 어린이 성학대와 같은 연쇄 범행들이 

저질러지는 경우， 범죄자의 움직임과 범행장소의 

지리적 특성은중요하며 예측가능함을밝혔다. 최 

근 Pekka et al. (2008)은 이탈리아의 Milan도시에 

서 발생한 살인과 강간， 강도， 기업 범죄자의 주거 

지로부터 범행장소까지의 범행 이동거리를 측정 

한 결과， 살인의 경우 범행 이동거리는 1빼1 ， 강간 

은 2km인 반면에 강도와 기 업범죄는 약 6km로 나 

타났다. 이러한 연구들을 보변 범행 이동거리는 

Okm(범죄자 주거지에서 범행이 발생)부터 최대 

40km사이였고， 대부분의 연구들이 범죄자주거지 

와 상대적으로 가까운 곳에서 범행이 많이 일어났 

음을보여주고있다. 

국내에서 지리적 프로파일링을 이용한 연구는 

미미하지만 최근 범죄학 등을 중심으로 관심이 증 

가하고 있다. 국내에서 아동 성범죄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어 모든 범죄 유형에 대해 연 

구들의 동향을 살펴보았다. 

이경희(1992)는 1988년부터 1990년에 서울시에 

서 발생한 살인 강도 · 방화 강간 폭행범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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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분석한 결과 강도 절도 둥의 재산범죄의 이 

동거리는 평균 11.7없1로 폭행범죄의 평균이동거 

리O.7km)보다 상대적으로 길다는 것을 밝혔다. 

김상균(2005)은 2003년과 2004년 천안과 아산에서 

발생한 총 97건의 침입절도범의 범행을 위한 이동 

거리를 분석한 결과 평균 이동거리는 침입절도가 

약 3.99km, 폭력은 약 1.99km로 나타났다. 임준태 

(2005)는 연쇄살인에서 범인과 피해자가 최초로 

접촉한 장소， 시체를 유기한 장소， 범행을 저지른 

장소 및 범인의 주거지 간에는 일정한규칙성이 있 

음을 밝혔다. 이와 더불어 신재헌(2008)은 2어6년 

도 남대문 경찰서 관할 지역 내에서 발생한 절도사 

건을 분석한 결과， 범죄자의 주거지와 범죄 발생지 

간의 거리가 5km이상 10km미만의 범행 이동거리 

를 가지는 범죄자가 가장 많음을 밝혔다. 또한 평 

균 이동거리는 78.4km로서 차량 및 기차로 이동시 

1시간내외의 거리임을밝혔다. 

위와 같은 범행 이동거리를 파악한 연구에서 더 

나아가 지리적 프로파일링기법인 센트로그래피와 

확률거리접근방법을 이용한 연구는다음과같다. 

박철현(2004)은 동래연쇄방화사건을 사례로 하 

여 센트로그래피를 이용하여 범죄자의 주거지를 

추정한 결과 범죄자의 주거지 주변 750m이내에서 

방화는 나타나지 않았고， 반경 2kmol내에서 방화 

를 한경우가 약 80010로 나타났다. 그리고 모든 사 

건은 반경 3km이내에서 발생하였음을 밝혔다. 또 

한 공간평균을 기준으로 1 표준편차 내에 전체 범 

행의 66.7%가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쇄방화범 

의 경우 센트로그래피의 적용이 무리가 없다고 보 

았다. 또한 홍동숙 외 (2008)는 범죄활동의 거점이 

두 개 이상일 수 있고 범죄자는 특정방향을 선호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적합한 연쇄 범죄의 거점 위 



치를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 

였다. 

하지만 모든 연구에서 범죄 유형별 연구대상 

지역별로 범행 이동거리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 

에 다양한 범죄 유형과 지역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 성범죄의 경우에도 

기타범죄와구분되는행동적 지리적특성을감안 

한 연구의 펼요성이 제기된다. 

범행과 관련된 장소간의 거리 관계의 중요성 및 

이론적 배경이 튼튼함에도 불구하고， 범행 위치의 

공간적 특성에 대한 비현실적인 가정 íl으로 인해 

실제 범죄 분석에 적용되기 어렵고범죄자주거지 

예측 결과 또한 낮은 정확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위의 연구들은 지리적 프로파일링에서 가장 중요 

한 요소인 거리를 측정하기 위해 종이지도 위에서 

직접 자로거리를재거나 인터넷에서 제공하는지 

도를 통해 거 리를 구하는 등 정교하지 못한 방법을 

사용하고있다. 

지리적 프로파일링 증거가 단순히 수사를 위해 

도움 뿐 만 아니라 법적 증거로 인정받기 위한 논 

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프로파일링에 대한 신 

뢰성 확보가 중요하다(신재헌 2008). 이러한 신뢰 

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확도와 정밀도를 높일 

수 있는 GIS와 공간통계기법을 이용하는 것이 필 

요하다. 범죄 분석과 범죄발생 사후의 효과적 수사 

대응 및 사전 예방을 위해 데이터를 저장 관리하 

고 분석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와 분석시스템은 검 

찰청 , 경찰청 등의 법집행 기관 및 수사기관이 GIS 

와 공간통계기법을 쉽게 활용 가능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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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GIS의 이용과 공간통계 연구 

(1 ) 범죄분석에서의 GIS의 이용 

범죄양상이 복잡해지고 다양화 되면서 범죄 발 

생을 단순한 통계가 아닌 공간적 개념으로 확인하 

는 등 과학적인 범죄 분석의 펼요성이 중요해지고 

있다. 과학기술과 지리정보시스댐 (GIS ，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이 발달하면서 공 

간데이터를저장 분석 시각화할수있는능력 

이 향상되었다. 이에 따라 강력한 범죄분석 방법론 

들이 개발되었고， 많은 경찰서에서 컴퓨터를 이용 

한 범죄 지도화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고 있으며 필 

요성 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Rossmo ， 200이. 

범죄 군집화와 핫스맛 분석이 범죄 지도화 방법 

론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고 범죄를 센서스， 

도시계획，공원，지가등과비교 분석하여지도화 

하기도 한다. 이 에 따라 IACA(International 

Asociation of Crime Analysts)는 볍 · 시 행 에서 GIS 

전문가의 필요성이 지난 15년간 10배 이상 증가하 

였다고 추정하였다(Waters ， 1998; Rossomo , 

2(00). 

범죄분석을위한 GIS의 이용은 1990년대 이후미 

국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는데， 1996년 미국 법무연 

구소(NIJ ，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에서 설립한 

범 죄 지 도 연 구 센 터 (CMRC , Crime Mapping 

Research Center)는 순찰경찰， 탐정， 경찰 관리자 

들이 빠르게 지역의 범죄 패턴과 경향을 이해하고 

다양한 GIS범죄지도를 통합하여 시공간 차원에서 

분석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그리고 일리노 

이 경찰에서 개발한 시공간 범죄분석 (STAC ， 

3) 홍동숙 외(2008)은 GIS에서 일반적으로 다루는 도로， 강 둥의 공간 정보를 고려하고 추가적인 속성들의 연계를 통해야만 범죄자 
주거지 예측 정확도가 향상되며 이를 연구의 한계로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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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tial and Temporal Analysis of Crime)소프트웨 

어는 범죄 핫스핏의 존재 위치 크기를 연구하 

기 위해 처음으로 고안된 시스댐 중 하나이다 

(Block, 1993). 뉴욕 경찰은 ComStat 소트프웨어를 

사용하여 많은 성과를 올렸으며 , 뉴욕 주에 속한 2 

개의 카운티에서는경찰이 올바른판단을내릴수 

있도록 ‘GeoMIND’ 를 운영한다(Innes ， 2005). 

또한각지역사회의 범죄 협회들은그지역에서 

발생한 범죄 정보를 웹을 통하여 공유하고 전문가 

에 의해 분석된 범죄 패턴과 경향 등의 결과를 지 

역 주민등이 볼수 있도록하고 있다 아동성범죄 

에 대해 미국의 아동 납치 및 연쇄살인 수사지원센 

터 (CASMIRC, Child Abduction and Serial Murder 

Investigative Resources Center)는 아동보호 및 연 

쇄살인， 연쇄강간으로부터 아동 및 부녀자를 보호 

하고 사건을 해결하는데 주목적이 있으며， FBI등 

이 수사 공조를 통해 지원 및 연방 법 집행 지원， 

교육 및 다른 여러 전문 지식을 이용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신재헌， 2008). 

현재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경찰서간 효율적인 

정보 공유 체계 확립을 위해 범죄정보관리시스댐 

(CIMS, Crime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이 

운영되고 있으나， 지리적 프로파일링에 관련되어 

있는 프로그램은 부실한 상태이다(신재헌， 2008). 

(2) 범죄분석에서의 공간통계 접근 

지역의 범죄분포는 인구밀도， 도시의 익명성에 

의한 범행 기회의 증가 등에 의해 설명될 수 있으 

며， 주변지역의 영향을 받아 범죄율이 높은 지역 

주변 또한 범죄율이 높을 수 있다. 범죄의 공간적 

패턴을 이해하기 위해 공간적 의존성과 공간적 이 

질성을 고려한 연구가 1990년대 이후 컴퓨터 정보 

기술의 발달로 GIS와 공간통계분석의 통합이 수월 

해지면서 증가하고 있다(Chainey & Latcliffe , 

2006). 

이와 같은 분석을 위한 기볍 중 공간적 자기상관 

(spatial autocorrelation)과 공간적 상관(spatial 

association)분석은 공간적 패턴과 변이 (variation) 

의 탐색 같은 지리적인 자료의 분포 매커니즘을 이 

해하기 위한 기본적이며 핵심적인 탐색적 분석기 

볍 (ESDA, Exploratory Spatial Data Analyssìs)에 해 

당한다(Xia & Fotheringham, 1993; 유은혜 , 1999). 

〈표 1) GIS와 공간통계를 이용한 범죄연구 

황선영 주거침입 성북구 
표준편차타원체， Quadrat분석， 상대적 위험도， 포아송 확률지도， 

(2001) 절도 (1995) 베이지언 추정， Moran’ s 1, Greary’ C， NND분석， K함수 최근린 

분석， K-means군집， LISA 
박명규 살인，강간， 성북구 표준편차타원체， NNI， K함수， Kernel추정， K-means 군집 폭행 
(2003) 절도，강도， (2000-2002) Network분석， 범죄예측지도 구현 

김창윤 주거침입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K-means군집， 상대적 위험도， Moran’ s 1, 표준편차타원체， 
(2004) 절도 용산구(2000-2004) 밀도면 

신우람 
강도，강간 

강남구 일부지역 커널확률밀도， 최근린 분석， 최근린계층군집， K-mean군집， 

(2005) (2000-2003) Moran' s 1 

윤영진 강도，강간， 관악구， 금천구， 동작구， 
I Getis-Ord Gi 

(2007) 절도，폭력，방화 성동구(2001-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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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적 자기상관(spatial autocorrelation)접근은 점 

들의 위치와 속성값을 모두 고려하면서 공간적인 

패턴을 발견할 수 있는데， 한 지점에서 측정된 사 

건의 값들이 이웃한 곳에서 측정된 사건의 값과 비 

슷한지 혹은 아닌지에 관련되어 있다. 만약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면 한 지점과 이웃한 지점의 

값은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반대로 음의 상관관계 

가 존재하거나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포 

인트들의 값은 이질적으로 나타난다(Bailey & 
Gatrell, 1995). 

Levine(2007)은 CrimeStat프로그램을 통해 국지 

적 공간연관관계를 측정할 수 있는 국지 Moran 

1 (Ansellin , 1995)등의 LISA(Local Indicators of 

Spatial Association)기능을 구현하였다. 

공간적 분포에 있어서 범죄의 발생강도가 높은 

지역들이 군집되어 있는 지역들을 핫스맛(hot 

spot) , 낮은 지역들이 군집되어 있는 지역들을 콜 

드스핏(cold spot)이라고 지칭한다. 범죄 핫스맛은 

범죄사건이 집중되고 있는 현상이 확인되는 경계 

를 갖는 장소나 작은 규모의 지 역으로 요약된다 

(Anselin et a1. , 2000; Levine, 2007). Chaineyand 

Ratc1표fe(2006)은 강도와 절도 발생지 역 에 대해 밀 

도면 분석 (kemel density)과 LISA 기법 중 하나인 

K션 (Ord & Getis , 1995)를 수행하였고(손학기 , 
2007 재 인용)， Kim and 0' Kelly(2008)는 Kulldoff 

의 scan statistic와 Tango test를 사용하여 강도와 

절도범죄의 시공간 핫스맛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 

한 ]ohnson et a1. (2007)은 오스레일리아， 네덜란 

드， 뉴질랜드， 영국， 미국을 Knox test를 통해 강도 

범죄의 시공간적 패턴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Ceccato and Oberwittler(2008)는 독일의 콸른 

(Cologne)과 탈린(Tallinn)지 역 에서 발생한 강도 

범 죄를 Nearest Neighbour Hierachical(NNH)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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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스핏 지역을 탐색하고， 상대적 위험도를 지도화 

하였다. 

국내연구에서 공간통계를 이용하여 범죄를 분석 

한 연구들에 대해 범죄유형과 연구지역 · 분석방 

법을 〈표 1) 에 요약 · 정 리 하였다. 

3. 아동 성범죄의 특성과 분석 

1) 아동성범죄 특성 

(1 ) 아동 성범죄의 일반적 특성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 

를 저지른 총 2 ，787명의 신상공개대상자 중 범죄 

자와 피해자의 대상관계를 알 수 있는 2 ，781명의 

특성은다음과같다. 

피해자와 서로 모르는 관계인 범죄자는 1 ，752명 

으로 전체의 62.6%이며， 친족관계에 있는 범죄자 

는 17.3% , 피해자와 이웃관계이거나 경비원은 

15.6%를 차지한다(그림 3). 

직업을알수있는총 2 ，730명의 범죄자들은무직 

이 848명으로 31% , 일용노동자가 470명으로 

17.2%, 판매서비스직이 350명으로 12.8%을 차지 

하였다(그림 4). 또한 동종전력을 포함한 범죄전력 

이 있는 아동 성범죄자가 전체의 약 69%로 나타났 

~~~융 개앙 1t.，~..썼 :;<<- 뺏ι 캉싹~ 한껴“~“t혼 

;“ ;l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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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범죄자와 피해자의 대상관계별 범죄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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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직업별 범죄자 수 - 빈도 상위10 

〈그림 5) 범죄자의 범죄전력 

다(그림 5). 

총 2 ，781명의 아동 성범죄자에 의한 피해자에 대 

한 분석은 피해자가 된 모든 아동을 포함시키는 것 

이 원칙이나， 아동 성범죄자 1인당 피해자가 다수 

인 경우에는 수사 및 재판기록에 모든 피해자에 대 

한 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범죄자 한 명당 피해자가 다수 일 경우， 피해자 

들 중 정보 누락이 가장 적은 피해자 한 명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하여 분석하였다. 피해자의 총 수가 

범죄자가 실제 피해를 입힌 피해자의 총 수와 일치 

하지 않는다는 점은 피해자 특성 분석 에 한계로 작 

용하지만 대략적인 추세를 파악하는데 무리는 없 

다고판단된다. 

피해자의 성별은 여성이 96%로 압도적으로 많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피해자의 수가 증가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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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시간대별 피해자의 연령분포 

림 6) 은 시간대별 피해자수의 연령별 분포를 

100%기준 누적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피해자의 84.1%이 초등학생 이였고 시간대별로 

보면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하교시간인 12시부터 

18시 사이에 일어난 범죄가 초등학생 대상 범죄의 

61.9%를 차지하였다. 하지만 범죄자와 피해자와의 

대상관계에 따라 범행시간의 특성이 달라지는 것 

을볼수있었다. 

범죄자와 피해자의 대상관계가 없거나 기타인 

경우 피해자는 보통 초등학교 하교시간인 12시부 

터 18시 사이에 59.2%가 발생하였고， 범죄자와 피 

해자가 친부， 의부를 포함한 친족관계일 경우 20 

시에서 오전 3시 사이에 54.8%가 발생되었다. 친 

족에 의한 아동 성범죄는 피해자가 집에서 활동하 

거나 잠을 자는 시간에 많이 발생한 반면 피해자 

와 관계가 없는 범죄자에 의한 범죄는 아동들이 

야외 에서 활동하거나 통학하는 시간에 많이 발생 

하였다. 

하지만 친족에 의한 아동 성범죄는 공간적 차원 

에서의 접근보다는 범죄자에 대한 심리적 측면이 

나 가정환경 풍의 접근을 통해 파악한 것òl 아동 

성범죄를 줄이는데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범죄자와 피해자의 대상관계가 없 

거나 기타인 경우만을 따로 분류하여 범행환경 요 

소별 특성을 빈도분석 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시간대별 피해자수는총 1 ，686건 이였으며，분석 

결과 전체 대상관계에서와 패턴은 비슷하며 15시 

에범행이가장많이 일어났음을알수있다. 

유인장소의 분포는 놀이터와 길， 공원동의 비율 

이 41.9%였으며(그림 7) , 시간대별로 분석하면 일 

반적으로 초등학교 하교시간인 12시에서 18시 사 

이에 밀집되어 있는 것을볼수 있다(그림 8). 

범행장소는 놀이터， 길， 공원 등이 29.1%, 피해자 

의 집， 경비실이 23.3%, 상점， 업소 등이 20.6%, 범 

죄자의 집이 12，4%를 보인다(그림 9). 시간대별로 

분석해보면 전체 대상관계의 분포패턴과 비슷하 

나 범행장소가 범죄자의 집인 경우， 20시 이후에 

증가했던 전체 대상관계의 분포와 달리 다른 장소 

〈그림 7) 유인장소별 아동 성범죄 현황 
- 대상관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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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시간대별 유인장소의 아동 성범죄 현황 
- 대상관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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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경향을 보인다(그림 10). 또한 전체적인 대 

상관계에 의한 빈도분석 결과로 눈에 띄지 않았던 

찜질방이 오전 2시에서 5시까지 급격하게 늘어나 

는것을볼수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절에서 아동 성범 

죄의 공간적인 특성을 살펴보았다. 피해자의 96% 

가 여성이기 때문에 지역의 인구사회학적 통계를 

반영한 공간 분석을 할 시， 모집단을 13세미만 여 

성인구수로 해야 할 필요성이 나타났다. 또한 

84.1%가 초등학생이고 피해자의 하교시간에 범죄 

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다니는 초등학 

교의 위치를 포함하여 공간 분석을 해야 할 필요성 

이나타났다. 

〈그림 9) 범행장소별 아동 성범죄 현황 
- 대상관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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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시간대별 범행장소의 아동 성범죄 현황 
- 대상관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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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동 성범죄의 공간적 특성 

범죄발생을 점의 형태로 가시화해보면， 범죄 발 

생이 특정지역에 집중하거나 전체적으로 균등하 

게 분포되는 등의 공간적 패턴을 개략적으로 파악 

할 수 있다(박기호， 2000). 핀랩(pin map)은 가장 

기본적으로 점의 형태로 공간적 패턴을 지도화하 

는 방법으로 2001년부터 2007년까지 발생한 이동 

성범죄의 전국적인 공간적 분포를 핀맴으로 지도 

화하면 〈그림 11>과 같다. 하지만 이러한 핀맴은 

지역에 넓게 분포되어 있어 한눈에 군집 등을파악 

하기 힘들고， 동일한 장소에서 또 다른 범죄가 발 

생할 경우 지도상에 그 패턴을 명확하게 보여줄 수 

없다는단점이 있다(황선영， 2001). 

이와 더불어 서울， 인천， 경기도를 핀맴과 단계구 

분도의 복합적인 형태인 커널밀도분석을통해 시 

각화한것은 〈그림 12>와같다. 

커널밀도분석을 통해 범행장소， 유인장소， 피해 

자의 학교를 살펴본 결과 서로 유사한 분포를 보 

‘a) 

〈그림 11) 아동 성범죄의 장소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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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수도권에서 발생한 아동 성범죄의 범행장 
소， 유인장소， 피해자의 학교 밀도 

이고있는데 이는단순밀도분석이긴하나범행장 

소， 유인장소， 피해자의 학교 간에 밀접한 상관성 

이있음을나타낸다. 

연도별 범행빈도를 수도권을 중심으로 보면， 서 

울시 강북구와 구로구， 인천지역을 중심으로 특별 

한 변화 없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연도별로 아동 

성범죄를분석하게 되면，매우적은범행건수로분 

석이 수행되기 때문에 데이터가 없는 지역이 많이 

발생한다. 그렇게 되면 통계분석 수행 시 하나의 

발생빈도 때문에 결과 값의 변동이 커져 분석결과 

를 신뢰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2001년 7월부터 2007년 6월까지 연도별 범행건수 

를 모두 통합하여 분석하였다. 

아동 성범죄의 인구통계학적인 분석을 하거나 

지 역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인구， 사회 , 경 

제학적 요소들을 이용해야 한다. 하지만 이에 관한 

통계자료는 행정구역단위로 집계되어 있기 때문 

에， 아동 성범죄의 발생현황 또한 행정구역 단위로 

집계하여 분석해야 한다. 하지만 작은 범행건수로 

인해 읍면동 단위로 집계를 하게 되면 값이 없는 

데이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본 분석 에서는 시 

군구 행정구역단위로 아동 성범죄 발생건수를 집 

계하여분석하였다. 

2001년부터 2007년 동안발생된 아동 성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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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앞 절에서도 밝혔듯이 아동 성범죄는 

범죄자와 피해자와의 대상관계가 없거나 기타인 

경우가 62.6%에 달하고， 아동 성범죄 예방차원에 

서 대상관계가 친족인 경우보다 대상관계가 없는 

범행의 경우를 중심으로 공간적 분포와 특성을 파 

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이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림 14)는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의 범죄자와 피해자간의 대상관계가 없거나 기타 

인 총 1 ，302건의 아동 성범죄의 공간적 분포와 발 

생률을보여준다. 

분석 결과는 전체 대상관계를 중심으로 한 아동 

성범죄의 분포와 유사하며 대도시지역에서 아동 

성범죄 발생건수가 많고， 전남 보성군， 전북 순창 

군， 강원도 고성군 등 시군구 단위의 소도시 지역 

에서 0댐 성범죄 발생률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각 지 역의 인구 크기의 차이로 데이터 값 

을 비교하기 위해 수를 비율화 하는 것은 두 가지 

” & 

‘b} 

、t

‘* 

짧
 藏

‘f ’ 

f 

전국적인 발생현황을 시군구 행정구역단위로 집 

계하여 점 심볼로 지도화하면 〈그림 13(a))와 같 

다. 그 결과 지역 인구수가 많은 대도시 지역을 중 

심으로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 

는데 이는 인구수에 의해 영향을 받았거나 대도시 

지역이 가진 환경적 영향 때문일 수 있다. 이렇게 

센서스나 행정구역과 같은 면 단위의 자료의 분포 

패턴을 보다 직관적으로 판단하고자 할 때 분류지 

도(classified map) , 상대적 위험도(rela띠ve risk)지 

도， 확률지도(probability ma p) , 베이지언 지도 

(empirical bayes estimation map)등이 이용된다 

(유은혜， 1999). 

앞 절에서 밝혔듯이 아동 성범죄의 피해자 대부 

분이 여성이므로본분석에서는 14세 이하 여성 인 

구를이용하였다. 이에따라통계청의 2005년 인구 

총조사의 14세 이하 여성 인구를 기준으로 아동 성 

범죄의 1만명 당 발생률4)을 구하여 지도화하면 <

그림 13(b))와같다. 이렇게 지리적인 변화를나타 

내기 위해 비율이나 백분율을 통하여 지도화 하는 

것은 분석에 있어서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다 

(Bailey & Gatrell, 1995). 

〈그림 13) 아동 성범죄의 공간적 분포 

〈그림 14) 아동 성범죄 발생률 - 대상관계 없음 

4) (시군구별 아동 성범죄 발생건수 / 시군구별 만 14세미만 인구수)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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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이 있다. 첫째， 인구수가 작으면 인구수가 

클 때에 비해 자료수집의 오류로 인해 발생하는 문 

제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둘째， 인구수가 작으면 

분모의 값이 작아 이 렇게 계산된 비율들은 큰 분모 

로 계산된 비율보다 더 큰 분산을 가지게 되어 비 

율 값 자체에 평균과 분산간의 의존성이 있다 

(Haining, 2003; 이미혜， 2004). 이에 따라 발생률 

은 인구 요소를 효과적으로 반영시키는 척도는 될 

수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 지역의 인구 변동을 고 

려하면서 이례적인 지역을 부각시키기 위한 여 

러 방법들이 있다. 이 중 상대적 위험도(relative 

risk)는 단위 지 역별 사건의 발생 수(Y‘ )를 평균 

값 썩慧))을 가지는 포O냥 랜덤 변주 로 가 
정한 후， 단위 지역별 상대적 위험도를 추정하는 

것으로， 이를 지도화 하면 〈그림 15)와 같다. 이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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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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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아동 성범죄의 상대적 위험도 

I ，~"꽉[>.'Ii>- ，7， 
5) l'i=t~"펀 yj<lL lll: 포。냥평균값， ι: 범죄발생수 

때 짜는각지역의 인구수를나타낸다.즉지역 전 

체의 평균발생률로인해 해당지역에 예측되는값 

과 실제 발생수와의 비를 통해 상대적인 위험도 

('1펀 )를 추정한다(Bailey & Ga떼 1995) 

상대적인 위험도의 결과 또한 대도시보다 비도 

시 지 역에서 더 아동 성범죄의 위험도가 심각한 것 

으로 나타났다. 아동 성범죄의 상대적 위험도 값이 

높은 지역은 전남 보성군， 전북 순창군， 강원도 고 

성군， 부산 강서구 등 이 였다. 상대적 위험도 값이 

낮은 지역은 강원도 삼척시， 강원도 정선군， 경기 

도 과천시， 경기도 양평군， 경남 고성군 등 이였으 

며， 이는 1만명 당 아동 성범죄 발생률 분석 결과 

와같은것을알수있다. 

아동 성범죄가 인구집단에 비해 매우 적은 수로 

발생하기 때문에 범죄 한건의 차이로해당지역의 

발생수가 과대평가 될 수 있는 ‘작은 수의 문제 

(Small Number Problem)’ 가 발생한다(이미혜， 

2004). 예를 들어 전남 보성군의 경우 2001년부터 

2007년까지 피해자와 대상관계가 없는 범죄자에 

의한아동성범죄는 5건이였다.따라서 수간의 변 

동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발생률이나 기뱃값에 

대한관찰값의비율대신 이례적인값이나타할확 

률을 지도화 할 수 있는데， 이를 확률지도 

(probability map)5)라 한다. 

확률지도는 아동 성범죄가 각 공간 단위별로 자 

주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므로， 포아송 분포를 따 

른다는 가정하에 실제 자료가 유의한 값인지 아닌 

지를 포아송 분포의 값과 비교하여 극단적 값을 

가지는 지 역을 표현하는 것이다(그림 16). 이 중 P 

값이 0.05이하의 지역들이 유의한 이례적인 지역 

-82-



c 

g 

't' 

μ옳옳-싸짧싫 

〈그림 16) 아동 성범죄의 확률지도 

이다. 

유의한 지역들 중 높은 확률값을 나타내는 지역 

과 낮은 확률값을 나타내는 지 역을 분리하여 〈그 

림 17)과같이지도화하였고 〈표 2)은이에해당 

하는 지 역을 나타낸 것이다. 

결과를 보면 낮은 확률값을 나타내는 지역끼리， 

높은 확률값을 가지는 지 역끼 리 밀집하여 있는 것 

을볼수 있는데， 이는주변지역의 효과를고려한 

이례지역 탐색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특이할 

점으로 대구광역시 북구와 서구， 경기도 성남시 분 

당구와 중원구는 인접지역이면서도 이례적으로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이 경계를 이루고 있다. 이 

에대해서는추후연구로어떤요인으로인해 이러 

한 결과가 나왔는지 지 역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통 

해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地理學論輩 제53호 (2009.3) 

c 

짧쫓쫓 繼·냥옳..J 

〈그림 17) 아동 성범죄의 확률지도 
- 이례적으로 높은 지역， 낮은 지역 분류 

이러한 공간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하고 해석해야 한다. 또한 포아송 분포 자체가 

상호 독립적인 변수들을 위한 값이기 때문에 확률 

〈표 2) 아동 성범죄의 이례지역 시군구 

인천시 남동구(23건)， 전라 

남도보성군(5건)，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15건)， 부산 

시 강서구(4건)， 대구시 서 

구(12건)， 전라북도 순창군 

(3건)， 강원도 고성군(3건)， 

서울시 중랑구(19건)， 강원 

도 춘천시 (14건)， 강원도 태 

백시 (4건) 

대구시 북구(4건)， 대전시 

서구(6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2건)， 경기도 용인시 

(12건)， 경기도 성남시 분당 

구(5건)， 경기도 안양시 동 

안구(4건)，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5건)， 대전시 중구(2 

건) 

그러나 확률지도는 한 지점에서 측정된 값이 이 지도상의 확률값은각지역의 값들간의 차이라기 

웃한 곳에서 측정된 값과 유사성을 보이는 공간의 보다 포아송 분포 모텔에서 얼마나 적합한지 아닌 

특정을 반영하지 못한다. 실제로 극단적인 값들은 지를측정한 것이다(이미혜，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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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시각화 방법들에 따른 결과를 보면， 아동 간단위 주변으로 높고 낮은 값들이 혼합되어 나타 

성범죄가발생할확률이 높은지역들은군집되어 나면 G/(φ값은 0에가깝다(황선영， 2008). 

있는경향이 보였다. 이와같이 범죄는주변지역의 G-통계량 값이 실제로 유의미한지를 검정해야 

영향을 받아 범죄율이 높은 지 역 주변의 범죄율 또 하는데， 이는 randomization을 가정하고 기뱃값과 

한 범죄율이 높은 특성이 있는데， 이를 고려한 아 분산을 구하고 유의미한 z-score를 구한 후 지도화 

동성범죄의 이례지역을파악할필요가있다. 할수있다(그림 18). 

따라서 공간적 자기상관성을 고려하여 아동 성 결과를 보면， 값이 0보다 높을수록 핫스맛 지역 

범죄의 핫스맛과 콜드스핏을 포함하는 이례지역 이며 0에 가까울수록 임의적 분포를나타낸다. 또 

을 탐색하고， 그 지역에서 발생된 아동 성범죄의 한 높은 음의 값을 가질 수록 콜드스핏 지역을 나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타낸다. 핫스핏지역은 전남 보성군， 전북 순창군， 

공간적 자기상관성을 고려한 전국 아동 성범죄 

의 국지적인 군집지역을 탐색하기 위해 통계량을 

사용하였다. 앞서 밝혔던 이례지역이 확률적으로 

이례적인 값이 나타나는 지역을 탐색하였다면， 높 

은 값들을 지녔거나 낮은 값들을 갖는 곳들이 군집 

되어 있는 지역을 탐색하는 것이다. Gi*(이는 핫스 

맛이나 콜드스핏을 탐색하고자 할 때 사용되며 

Getis and Ord(199S)의 공간적 연관의 국지적 통계 

치 G/(이는 다음과 같다(수식 1). 그러나 x순 양의 

값과 음의 값을 모두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분모값이 0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수 

정되어 사용된다(수식 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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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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εu‘i)d) ‘.r j -;l'ε찌(씨 
G:(d)= -, 니 C 、 ; J샤‘ (수식 2) 

(3== 람:펀〈찌난 

위의 식에서 K값었는거리 d이내에 있는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공간단위 i와 j의 근런가중치이며， 

X순 공간단위 i의 값， X는 X의 평균 값， n는 관측개 

체의 수를 의미한다. 주변 값들이 평균값이거나 공 

* 

~ 

*~ff~ 

'4' ‘熱
륭뺀얄훌톨~’g 

〈그림 18) 아동 성범죄의 군집탐색 

강원도 고성군， 부산 강서구 등이 였으며 콜드스맛 

지역은 강원도 삼척시， 강원도 정선군， 경기도 과 

천시， 경기도 양평군， 경상남도 고성군 등이 나타 

났다. 이 중 보성군， 순창군， 고성군， 부산광역시 

강서구， 태백시는 이전 절에서 분석된 확률지도에 

서도 이례지역으로 판정된 곳이다. 이러한 지역은 

주변지역과의 관계로 인해 이례적으로 아동 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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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발생율이 높은지역이 된가능성이 높다. 이러 

한지역은아동성범죄에 영향을미치는요인이 지 

역적 특성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역의 사회경 

제학적 특성과의 관계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이를 

본 연구에서는분석하지 않았으나추후 연구할만 

한 가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z-score가 2.0이상인 지역들에서 

발생하는 아동 성범죄의 특정을 파악하기 위해 이 

지역에포함되어 있는총 30건의 ö}동성범죄와콜 

드스핏으로 나타난 지역의 0똥 성범죄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아동 성범죄가 군집적으로 나타난 지역 

의 범죄자는 무직이 많았고， 범죄 발생 요일은 일 

요일， 범죄 발생시간은 오후 2시로 높게 나타났다. 

유인장소와 범행장소는 피해자의 집과 학교가 상 

대적으로많았는데， 이점은본 연구의 분석이 피해 

자와 모르는 관계에 있는 범죄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특히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결과로아동 성범죄의 위험이 높은 지역 

에서의 범죄의 특성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으 

나 이와 같은 지역이 시군구의 소도시인 점과 판결 

내용을참고해 볼때 두가지 특정이 있음을알수 

있다. 첫째， 일요일 오후 2시경에 범죄가 많이 발 

생하고 그 지역이 시군구 소도시인 점을 미루어볼 

때 범죄자는 외지에서 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으 

로 놀러온 외지인을 타켓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된 판결내용 중 하나는 다음과 

같다. 

‘'200x.x.xx.xx:xx경 口 口군 xx면 xxè/ 소재에서， 

바닷가에 가족들과 함께 놀러온 피해자 ooo(여，9 

세)가 백사장에서 돌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욕정 

을 일으켜， 과자를사준다며 위 피해자에게 접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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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손목을 잡고 위 xxxx 으로 데리고 가 위 피해자 

를 안고 창문을 통해 g 건물 안으로 들여보낸 다 

음， 겁에 질려 울면서 서 있는 피해자를 범죄자의 

무릎에 앉히고 “할아버지와 뽀뽀하자”라며 혀를 

내말게 강요하여 강제로 피해자의 혀를 수회 빨고， 

계속하여 상의를 걷어 올린채 $딴으로 피해자의 

9}.쪽 유방을 만지는 등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 

로추행함 

둘째， 유인장소와 범행장소로 피해자의 주거지 

가 많이 선택 된 것으로 미루어볼 때， 대도시와 달 

리 주거지간의 경계가 개방되어 있는 소도시에서 

피해 아동이 범죄자에게 쉽게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된 판결내용문 중 하나는 다음 

과같다. 

“범죄자는 2빼;xx.xx.xx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 

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 

을 발령받아 200x.x.x. 위 명령이 확정된자로， 

200x.x.x.xx:00경 피해자 αJQ(여，12세)의 잡 마당 

에서 피해자가 혼자서 잡을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 

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손으로 피해자의 가 

슴을 I화 만지고， 방에 들어갔다자 냐오는 피해자 

를 다시 불러 1 ，000원권 지폐 1장을 건네주며 가슴 

을 만지고 껴안는 등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 

함 

2) 지리적 프로파일링 분석 

(1 ) 범행 이동거리 분석 

본 절에서는 먼저 아동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중 

심으로 범행장소， 유인장소， 피해자의 주거지간의 

거리를 분석하였다. 장소간의 거리는 유클리디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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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범죄자의 주거지와 범행장소간의 거리 

〈그림 20) 범죄자의 주거지와 유인장소간의 거리 

“”’ 01 ‘i효j 거잉 

〈그림 21) 범죄자의 주거지와 피해자의 주거지간의 거리 

거리， 즉 장소간의 직선거리에 의해 계산되었고， 

4km이내의 결과를 100m 단위의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내였다. 

범죄자의 주거지와 범행장소간의 거리분석은 피 

해자와 범죄자의 대상관계가 없거나 기타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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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 ，313건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전 

체 범죄의 95%는 78km내(약 서울시 중심점으로부 

터 경기도와 충청남도 경계에 이르는 거리)에 있 

었다. 이를 4km 거리내의 히스토그램으로 표현하 

면 〈그림 19) 와 같으며 범죄자의 주거지로부터 



4km이내에 범죄의 약 66%가 발생한 것을 볼 수 있 

다. 또한 2km이내에서 전체의 약 54% ， lkm이내에 

서 약 43%가 발생하였다. 100m이내에 약 17.7%, 

500m이내에 약 52.3%가 발생하였다. 최대거리는 

약 489때였는데， 이는 서울에 사는 피해자가 제주 

도에 관광차 방문했을 때 제주도 관광지에서 범행 

을당했던사건이였다. 

범죄자의 주거지와 유인장소간의 거리는 총 

1 ，252건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범죄 

자의 집으로부터 2kmòl내에 전체의 52.8%가 발생 

하였으며 1km이내가 전체의 약 42%를 차지한다 

(그림 20). 100m이내에서는 전제 범죄의 15.82%, 

500m이내는 31.7%가 존재하였다. 

이와 더불어 범죄자의 주거지와 피해자의 주거 

지간의 거리분석은 총 1 ，258건을 대상으로 분석하 

였으며 그 결과， 4km이내에서 약 58.4%， 2kmò l내 

에서 약 45.6%가 발생하였고 1kmòl내가 약 34.1% 

를 차지하였다(그림 21). 

이밖에도 이전 절에서 범행환경 특성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피해자가 하교하는 시간에 범행빈도 

가 높은 것을 볼 수 있었다. 현재 학교 중심으로 아 

동 성범죄 예방을 위한 CCIV설치나 아동 어린이 

지킴이 집 등의 방안들이 수행되고 있기 때문에 피 

해자의 학교와 아동 성범죄 관련 장소간의 거리 관 

地理學論흙 제53호 (2009.3) 

계를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피해자의 학교를중 

심으로 범죄자가 피해자를 유인한 장소， 범행장소， 

범죄자의 주거지， 피해자의 주거지간의 거리를 분 

석한결과는다음과같다. 

피해자의 학교와 유인장소간의 거리분석은 총 

638건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전체 범죄의 95% 

가 24.6kmò l내에서 발생하였다. 또한 학교로부터 

4kmòl내에 84.6% ， 2km이내에 전체의 75%가발생 

하였으며， 1km이내가 전체의 60.8%를 차지한다 

(그림 22). 

피해자의 학교와 범행장소간의 거리분석은 총 

669건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학교로부터 4km 

이내에 83.6% ， 2km이내에 전체의 73.5%가 발생하 

였으며 1km이내가 전체의 56.8%를 차지한다(그림 

23). 

피해자의 주거지를 중심으로 범행장소의 거 리를 

측정한 결과， 총 669건 중 피해자의 집으로부터 

4km이내는 83.6% ， 2kmò l내는 전체의 약 73.5%가 

발생하였으며 1km이내가 전체의 56.8%를 차지한 

다(그림 24). 

(2) 범죄자 주거지 추정 

범죄자의 주거지를 추정하기 위한 알고리즘은 

크게 두 가지 접근 방법으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 

〈그림 22> 피해자의 학교와 유인장소와의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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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예쩍 "~I 

〈그림 23) 피해자의 학교와 범행장소간의 거리 

“'"이얘 "'1 져경 

〈그림 24) 피해자의 주거지와 범행장소간의 거리 

째는 범죄발생 위치들로부터 지리적인 중심 위치 

를 찾는 공간 분포 접근 방법이고， 두 번째는 연구 

지역내의 모든 위치에서 범죄 발생 위치와의 거리 

에 따른 확률을 계산하여 범죄자의 주거지가 존재 

할 확률값을 구하는 확률거 리 (probability 

distance)접근 방법 이다(Kocsis ， 2007; 홍동숙 외 , 
2008). 

센트로그래피는 공간평균(spatial mean)을 이용 

하는 방법으로 일종의 무게중심의 개념으로 공간 

적으로 흩어져있는 지점들에 대한 제곱거리의 합 

을 최소로 하는 점을 측정하는 것이다(수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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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η 
κ없협~ 

εμγf 
/κt%:룹γ 

(수식 3) 

SMx : 공간평균의 X좌표 

S찌 : 공간평균의 y좌표 
C: 범행장소의총수 

Xm 낀1: n번째 범행발생장소의 좌표 

공간평균이 구해지면 각 범행장소간 거리에 기 

초하여 표준거리(SD ， standard distance)7} 구해지 

는데 이는 구해진 공간평균과 각 범행장소간의 직 

선거리의 제곱합을 범행장소 총 수로 나눈 후 제곱 

근을 취한다(수식 4). 아동 성범죄가 정규분포를 



이룬다고 가정하면 표준거리를 이용함으로써 반 

경 lSd안에 68%의 아동 성범죄가 분포하며， 반경 

2Sd내에 95%의 아동 성범죄가 분포한다고 볼 수 

있을것이다. 

5:1해털 (수식 4) 

C: 범행장소의총수 

타 : 공간평균과 n번째 범행장소간의 거리 

하지만 Rossomo(2000)는 공간평균을 이용하는 

방법이 @하나의 위치만을 이용하고，(Z)공간적인 

특이 사례에 경우 왜곡이 심하게 되며，@이론적으 

로 범죄의 발생장소는 범죄자의 이동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이동이나 분포에 

의해서도 결정되기 때문에 추정결과의 왜곡을 가 

져올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박철현， 2004 재인용).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확률거리 접근방법을 살펴보고 아동 성범 

죄자의 주거지 추정을 수행하였다. 

확률거리 접근방법은 범죄자의 거점으로부터 거 

리가 먼 지역일수록 범죄 발생수가 줄어든다는 거 

리조락모텔을 기반으로 하며 범죄자의 거점으로 

부터 거리와범죄 발생횟수의 관계에 대한다양한 

수식을 이용하여 탐색 영역안의 모든 위치에 대해 

범죄자의 거점이 될 확률을 구한다(Rossomo 

2000; 홍동숙 외 ,2008). 

확률거리 접근방법을 통한 범죄자의 주거지 추 

6) X(xl , x2), Y(yl , y2)의 두 점이 있을 때， 거리 d는， 

7) X(xl , x2), Y(yl , y2)의 두 점이 있을 때， 거리 d는， 샀첼쳤{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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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 중요한 과정은 적절한 거리조락 함수를 파 

악하는 것과 범죄자의 범행 이동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것01다(Kent et al. , 2006). 먼저 

범죄자의 이동을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유클리디 

언거 리끼 맨하탄거 리(Mahattan distance)끼 도로 등 

네트워크에 기반한 최단거리， 시간거리가 있다 

(Kent et al. , 2006). 

거리조락 함수를 파악하는 과정은 확률거리 접 

근방법 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로 이는 두 가지 방법 

으로 파악할 수 있다. 첫째， 5개의 수학적 

(mathematical) 함 수 (Linear , Negative 

Exponential , Normal , Lognormal , Truncated 

Negative Exponential)를 이용하는 것이고 둘째， 

연구 지역에서 발생한 경험적인 범행 데이터를 이 

용등}는 방법이다. 경험적인 범행 데이터를 이용하 

는 방법이 가장 쉽게 사용되고 일반적으로 사용되 

나， 경험적 범행 데이터가부적절한 데이터로구성 

되거나 특정한 형태가 요구되면 수학적 함수가 사 

용된다(Levine ， 2007). 

수학적 함수는 전통적으로 거리조락을 설명하는 

방법으로써， 현재 CGT, DRAGENT, CrimeStat 프 

로그램에서 수행할 수 있다. CGT는 Truncated 

Negative Exponential 함수를 이용하고 DRAGNET 

은 Negative Exponential 함수， CrimeStat은 이용자 

가 5개 중 적절한 함수를 선택하여 파라미터를 정 

의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같은 수학적 함수의 수 

식은 다음과 같다(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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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거리조락 함수 수식 

Negative 
Exponential 

Normal 

Lognormal 

Truncated Negative 

Exponential 

f‘“，)~ 1\"(’‘ ... ( 

f(d‘사; 

f(d~l)m 

u.앙ar 

f(d,! ’=0+8.“ =8- ‘1ij , tbr 0$(1) :i<ip 

Nt'galiv“ Expon잉ntial: 

• c.‘ f1dν}'!':':A* t.i .... ",; ‘ ι、r X; 2" ιIp 

출처 : Levine(2007) 재 인용 

dií: 범죄자의 주거지 J와 범행위치 i간의 거리 
f( d,j) : i지역에서 범행을 저지른 범죄자가 거주할만한 위치에 

대한확률값 
D: 분석자에 의해 입력되는 중심 거리(mean distance) 
Sd: 거리의 표준편차 
A: 계수(coefficient) 

B: 기울기 
C: 지수(exponent) 

적절한 거리조락 함수와 거리 측정 방법을 선택 

하는 것은 지리적 프로파일링에서 중요하기 때문 

에 이와 같은 함수와 거리 측정 별 지리적 프로파 

일링의 정확도를 평가한 연구들이 최근에 이루어 

지고 있다. 이는 두 가지 방법으로 지리적 프로파 

일링의 정확도를 평가하는데， 하나는 거리오차 

(error -distance)로써 예측되는 범죄자의 주거지의 

셀(cell)의 중심점과 실제 범죄자 주거지의 직선거 

리를 측정한 것이며 이는 지리적 프로파일링의 공 

간적 정확도를 평가하는 것이다(Kent et a1., 

2003). 다른 하나는 탐색비용(search-cost)으로 전 

체 연구지역 면적에서 hit scoreH)를 계산함으로써 

정의된다. 

하지만수학적 함수는다음과같은문제점이 있 

다(Levine ， 2007). 먼저 CrimeStat의 ]TC(Joumey

to-Crime)의 경우 격자(grid) 형태로 연구 범위가 

설정되어 각 격자와 범행장소간의 거리가 계산된 

결과값이 입력되는데，거의모든도시들은완벽하 

게 대칭적인 격자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다. 또한 

대부분 대도λl 지역에서 중심지의 인구밀도가 높 

아 이동이 중심지의 높은 토지이용률을 보이는 지 

역으로 협}는 경향이 있는데， 수학적 함수는 이를 

고려하지못한다. 

수학적 함수의 대안으로 연구지역의 범죄자의 주 

거지와 범행장소에 대한 X, Y좌표 데이터가 있으 

면， 경험적 거리조락 함수를 계산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는 범죄자의 주거지와 범행장소에 대한 거 

리함수를 커널(kemel)추정을 통해 계산하는데， 다 

차원항으로써 단순한 수학적 함수보다 데이터를 

더 적절하게 나타낼 수 있다. 또한 거리 조락함수 

를 파악할 때 공간적 자기상관을 포함하는 공간통 

계 방법론을 이용하여 거리조락 함수를 파악하면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전통적으로 일정거 

리만큼 떨어진 공간자료들의 유사성을 반베리오그 

램(semi、rariogram)을 통해 많이 사용해오고 있다. 

지리적 프로파일링 기법은 원래 연쇄적으로 범 

행을 저지르는 범죄자의 지리적 행동 양식이 비슷 

하다는 전제하에 연쇄 범죄를 분석하거나， 범죄와 

관련된 장소가 적어도 5건 정도 파악되었을 때 이 

용된다(Rossomo ， 2000; 임준태 , 2004). 이 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CrimeStat땐 3.19)을 이용하여 한명 

의 아동 성범죄자에 의해 발생한 4건의 연쇄 범행 

8) 전체 격자에서 셀의 수에 대해 실제 범죄자 거주지에 할당된 셀의 값보다 높거나 같은 셀 수. hit score의 값이 낮을수록 지리적 프 
로파일링의 예측효용성은높고정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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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례로범죄자의 주거지를추정해 보았다. 

Kent 앉 al. (2006)의 연구 결과， 거리 측정 방법에 

따른거리화가거의 없는것으로밝혀졌71 때문 

에본분석에서 유클리디안거리를이용하여 범행 

이동거리를 측정하였다. 또한 다차원항으로써 단 

순한 수학적 함수보다 데이터를 더 적절하게 나타 

낼 수 있는 경험적 거리조락 함수를 이용하였다. 

이는 전국의 범죄자 거주지와 범행장소의 x， y좌 

표 기반의 경험적인 데이터를 이용하여 커널 밀도 

추정을 통해 구하였다. 커널 밀도 추정에서 중요한 

단계는 최적의 커널폭(bandwidth)을 설정하는 것 

인데 본 분석에서는 앞 서 아동 성범죄자의 범행 

이동거 리 분석 에서 뚜렷한 변곡점 이 나타났던 

100m를 커널폭으로 결정하였다. 

분석 사례는 한 명의 범죄자가 모두 4건의 범행 

을 저지른 사건으로 범행경위는 다음과 같다. 

범죄인은 가. 200XXX 18:00경 口 口시 00동소 

재 ∞초등학교 ∞위에서 놀던 피해자 α)()(여， 

8세)을 강제로 위 ∞에서 내려주면서 손으로 피 

해자의 잉똑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냐. 같은달 5.16:30경 口 口시 00농협 앞길을 지냐 

던 피해자 αJO(여，10세)를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 

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 

에 비비는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다.같은날 

η:30경 위 소재 00초등학교후문에서 놓고있는 

피해자 OOO(여，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을 

지나면서， 오른쪽어깨로 피해자 오른쪽가슴을 부 

딪치고， 손으료 피해자의 배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고， 라.같은달 8.13:00경 D 口시∞동 2XX-

地理學論옳 제53호 (2009.3) 

X소재 앞길에서 000를 발견하고 오른손으로 가 

슴을 만지는등 미성년자인 피해자를추행함. 

앞에서 수행한 범행 이동거리 분석에서 아동 성 

범죄의 95%가 범죄자의 주거지로부터 78km이내 

에서 발생하였기 때문에 본 분석 에서는 연구 범위 

를 가장 외곽에 있는 범행장소를 중심으로 78km 

이내의 지 역을 선택하였다. 하지만 커널 밀도 추정 

시 , 연구 지 역의 경계 효과(boundary effect)JO)를 고 

려하기 위해 90km까지 연구 범위를 확대하였다. 

이를 통해 측정된 범죄자 주거지 확률값을 2차원 

과 3차원으로지도화하면 〈그림 25)와같다. 

〈그림 25) 아동 성범죄자의 주거지 확률 

9) http://www.icpsr.umich.edu/CRIMESTAT 에서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아 이용할 수 있다. 
10) 연구지역이 다른 지역에 둘러싸여 있지 않은 경우， 가장자리 지역에서 나타나는 왜곡(황선영，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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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 프로파일링 결과의 정확도를 파악하기 이터를 이용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범죄자의 상세 

위해 거리엎}를 측정한 결과는 3.4m였다. 즉 실 한 주소를 파악하였고， 판결 내용문을 참고하여 범 

제 범죄자의 주거지와 측정된 범죄자 주거지 확률 행장소와 유인장소를 추출하였다. 또한 경찰진술 

값이 가장 높은 지점간의 거리는 3.4m밖에 차이가 서를 통해 피해자의 주소와 피해자가 다니는 학교 

나지 않았다. 또한 hit score는 0.00061 1)으로 지리적 를 파악하여 이를 x, y 좌표를 갖는 지리적 데이터 

프로파일링의 정확성은 99.94%를 나타냈다. 이 에 로 지오코딩 하였다. 

따른 탐색비용을 측정한 결과， 0.10141Z)km2로 정 먼저 국내 아동 성범죄자와 피해자의 일반적 특 

확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성과 유인장소， 범행장소의 시 · 공간적 특성을 빈 

4. 결론과 제언 

현재 아동 성범죄의 현황과 예방에 관한 연구나 

정책이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 범죄자에 초점을 

맞추어 그들에 대한 신상공개나 전자 위치 추적 장 

치 등의 방안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아동 성 

범죄를 살펴보면 이전 연구들에서 중점적으로 다 

루지 않았던 특정 이 크게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첫 

째， 대부분 범죄자의 주거지와 피해자의 주거지가 

가까운 곳에서 범행이 발생하고 둘째， 타 범죄 유 

형과 다르게 범죄자와 피해자가 처음 접촉하고 유 

인하는 장소가 나타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공간적 접근을 통한 아동 성범죄 분석 

이 범죄의 예방과수사를효과적으로지원할수있 

다고 인식하고， 국내 아동 성범죄의 공간적 특성을 

규명하고 지리적 프로파일링을 적용을 위해 국내 

아동 성범죄의 공간적 규칙성을 밝히는 것을 목적 

으로하였다. 

연구자료는 보건복지부 아동청소년정책실에서 

관리되는 2001년 7월부터 2007년 6월까지의 전국 

아동 성범죄자 신상공개 심의대상자들에 대한 데 

도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와 토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 성범죄자의 직업은 무직이 31%로 가 

장많았고특히，동종범죄를포함한범죄전력이 있 

는 범죄자는 전체의 약 69%나 되었다. 또한 아동 

성범죄의 피해자는 960/0가 여성 이였으며， 84.1% 

가초등학생이였다. 

둘째， 아동 성범죄자와 피해자의 대상관계에 따 

라 범행시간， 유인장소， 범행장소의 특성이 달라졌 

다. 피해자와서로모르는관계인 범죄자가저지른 

아동 성범죄는 전체의 62.6%였으며， 이 중 약 60010 

가 12시부터 18시 사이에 발생하였다. 친부， 의부 

를 포함한 친족에 의한 범죄는 전체의 17.3%로 20 

시부터 오전 3시에 55%가 발생하였다. 하지만 친 

족에 의한 아동 성범죄의 경우 공간적 접근보다는 

범죄자에 대한 심리적 측면이나 가정환경 등의 접 

근을 통해 파악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여 

범죄자와 피해자간 대상관계가 없는 아동 성범죄 

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셋째，아동성범죄는절도둥의 다른범죄 유형과 

는 달리 대부분 범행에서 범죄자와 피해자가 처음 

만난 장소， 즉 유인장소가 나타나며 이는 실제 범 

행이 일어난장소와는다른특정을보인다. 범죄자 

11) 실제 범죄자 주거지에 할당된 셀 값보다 높거나 같은 셀의 수 / 전체 셀의 수 = 2/293000 
12) 전체 탐색지역 면적*hit score = 169km2 * 0.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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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피해자간의 대상관계가 없는 사건을 중심으로 

전체 범행의 41. 5Wo에서 놀이터와 대로변 등의 길， 

공원이 유인장소로 나타났으며， 특히 보통 초등학 

교 하교시간인 12시에서 18시 사이에 밀집되어있 

다. 유인장소는 아동 성범죄의 취약 장소로써 유인 

장소에서의 범행 기회가 차단되면 범행 또한 감소 

하는 만람， 아동 성범죄 예방 차원에서 유인장소에 

대한 정보는 중요하다. 따라서 아동들과 그 부모들 

은취약장소에대한경각심을높이고가디언의 역 

할을 하는 경찰이나 CCIV등을 이러한 장소에 배 

치해야할것이다. 

아동 성범죄의 공간적 분포와 특징을 시군구 단 

위로 집계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 성범죄는 인구가 많은 대도시 지역에 

서 범죄 밀도가 높게 나타나지만， 지역의 인구를 

반영하면 시군구 단위의 소도시에서 아동 성범죄 

발생률이 높게 나타났다. 아동 성범죄는 인구집단 

에 비해 매우 적은 사건이 발생하여 범죄 한 건의 

차이가지역의 발생수를과대평가할수있기 때문 

에 각 지역의 인구 변동을 고려하여 예측 되는 값 

과 실제 발생수의 비를 통해 상대적 위험도를 추정 

하고， 아동 성범죄가 포아송 분포를 따른다는 가정 

하에 이례적인 값이 나타날 확률을 지도화 하였다. 

둘째， G-통계량을 이용하여 아동 성범죄의 발생 

이 군집되어 있는지역을탐색하고， 이러한지역에 

서 발생한 아동 성범죄의 특정을 비교분석하였다. 

핫스핏에서 발생한 아동 성범죄는 콜드스핏 지역 

에서 발생한 범죄에 비해 범죄자의 직업이 무직이 

많았고， 일요일 오후 2시에 많이 발생되었다. 또한 

유인장소와 범행장소가 피해자의 집이거나 학교 

인 경우가 많았는데， 핫스핏 지역이 소도시지역이 

고 판결 내용문을 미루어 볼 때 대도시 지역과 달 

리 주거지간 경계가 개방되어 있어 범죄자에게 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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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노출된 피해자와 외지에서 놀러온 피해자를 대 

상으로 한 범죄들이 주를 이루었다. 이는 지역별 

아동 성범죄 예방이나 수사 방법이 다르게 적용되 

어야함을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범죄자의 주거지， 범행장소， 유인장 

소， 피해자의 주거지， 피해자의 학교간의 지리적 

거리를 파악하여， 국내 아동 성범죄를 사례로 범 

죄자의 거주지를 추정하는 지리적 프로파일링 분 

석을 수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범죄자의 

주거지를 기점으로 분석한 결과 아동 성범죄는 범 

죄자의 거주지로부터 100m를 중심으로 완충지 역 

을 가지는 거리조락 함수가 나타났고， 전체 범행 

의 95%가 반경 78km(약 서울시 중심점으로부터 

경기도와 충청남도 경계에 이르는 거리)이내에서 

발생하는 특정이 있었다. 범죄자의 주거지로부터 

2km이내에서 전체 범죄의 54%가 발생하였고， 

100m이내에서도 약 17.7%나 발생하였다. 범죄자 

의 주거지와 유인장소간의 범행 이동거리 분석 결 

과， 전체 범죄의 95%는 82.4km내에서 발생하였으 

며 이는 범행장소간의 거리에 비해 더 긴 것을 알 

수있었다. 

둘째， 범죄자의 주거지와 피해자의 주거지간의 

거리 분석 결과， 전체 범죄의 약 58.4%가 4km이내 

에서 발생하였고， 범죄의 95%가 148kmo l내에서 

발생하였다. 이는 현재 신상공개 정보가 관할구역 

별로 이루어지는 현행방법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 

한다. 즉 서울시의 동간 평균거리는 737m이고 구 

간 평균거리는 3.8km이기 때문에 구 경계에 주거 

하는 주민은 말할 것도 없이 구 중심에 주거하는 

주민 또한 제대로 된 정보를 파악할 수 없다는 문 

제점이 있다. 

셋째， 국내 아동 성범죄를 사례로 확률 거리접근 

방법을 통해 범죄자의 거주지를 추정하는 지리적 



아동 성범죄의 지리적 프로파일링에 관한 연구 

프로파일링 분석을 수행한 결과 99.94%의 높은 정 니터 링 하면서 효과적인 수사 대웅과 사전 예방을 

확도를 보였으며， 이는 아동 성범죄 수사에서 지리 할 수 있을 것이다. 

적 프로파일링 적용이 유용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지리적 프로파일링의 정확도는 앞서 밝혔던 아동 

성범죄와 관련된 5개의 장소들 간의 경험적 데이 

터를 이용하여 지리적 프로파일링을 수행한 후， 그 

결과를 중첩하면 높아질 것이다. 또한 격자로 이루 

어진 연구 지역 중 인구 밀도가 높거나 산이나 강 

등으로 인하여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을 포함하는 

셀 값에 가중치를 주어 확률을 조정하면 지리적 프 

로파일링의 정확도는 더 향상될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 처음으로 이동 성범죄에서 나타 

나는 장소들에 관해 파악하고 이를 x, y 좌표의 지 

리적 데이터로 구축하여 현황을 살펴보았다는데 

의의가 있다. 특히 유인장소에 대한 최초의 분석이 

며， 이러한유인장소의 특성은아동성범죄를 예방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국 

내 아동 성범죄의 공간적 특성과 범죄와 관련된 장 

소간 거리의 관계를 파악하과 하였으나 이러한 

분석이 효과를거두기 위해서는범죄 분석을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 

요하다. 현재 국내의 범죄 시스댐은 데이터의 관 

리， 데이터의 가시화， 데이터의 공간 분석 기능을 

제공하지만 이 세 가지 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박기호 2000). 이를 위한 초기 단 

계로써 현재 아동 성범죄를 파악하기 위해 구축하 

는 데이터 에 본 연구에서 파악한 아동 성범죄와 관 

련된 장소들에 대한 지리적 정보를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지리적 프로파일링은 아동 성범죄에 국한 

된 것이 아니라 다른 범죄 유형에도 적용 가능하 

다. 국외의 경우처럼 아동 성범죄 뿐 아니라 다른 

범죄 유형에 따른 범행 관련된 장소들의 데이터 또 

한 하나의 시스템에 구축되면 모든 범죄 유형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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