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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한국 사회는 이주 외국인의 증가로 다문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나, 이주 

외국인에 대한 내국인의 우범자 인식과 배타적 태도가 존재한다. 하지만, 

실제 범죄자 수와 인구 수를 근거로 내/외국인의 범죄율을 확인한 결과, 

외국인의 범죄율은 전체범죄와 강력범죄에서 모두 내국인의 범죄율보다 

최근 5 년간 일관되게 낮다는 사실을 검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외국인에 대한 우범자 인식이 ‘실제 범죄 발생비율’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 범죄에 대한 국내 언론보도의 

문화계발효과에 기인한다는 것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내/외국인의 ‘실제 범죄자 수’와 내/외국인 범죄자에 대한 

‘언론의 범죄 기사건수’를 비교 분석하고,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미디어 

이용량’ 변수가 ‘외국인 범죄 발생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기간은 최근 2011 년부터 2012 년까지, 분석 범죄 

종류는 ‘살인, 강간・강제추행, 절도, 사기’를 설정하였다. 경찰청 

경찰범죄통계에서 내/외국인 범죄자 수의 자료를 확보하였고, 

한국언론진흥재단 기사검색시스템(KINDS)에서 총 76,444 건의 범죄 

관련 기사(10 개 전국종합일간 및 4 개 텔레비전 뉴스)를 수집하는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중에서 21,866 건의 순수한 사건기사를 

확보하고, 이를 범죄자의 국적에 따라 분류하였다. 또한, 설문업체에 

의뢰하여 성별과 연령이 균등한 비율로 분포된 성인 198 명을 대상으로 

미디어 이용량과 외국인 범죄 발생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확보하였다.  

연구 결과, 실제 범죄자 수에 비교하여, 외국인 범죄자에 대한 범죄 

기사건수는 내국인 범죄자에 대한 범죄 기사건수보다 월등히 높고, 

외국인 국적별로는 중국인과 미국인(주한 미군)의 경우 다른 국적의 

외국인에 비교하여, 실제 범죄자 수보다 범죄 기사건수가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또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 미디어 이용이 사람들의 외국인 범죄 

발생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수로 확인되었으며, 외국인의 

국적별로, 개별 외국인 집단의 범죄 발생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실제 



 

 

범죄 발생비율이 아니라 언론에서 보도하는 기사의 비율과 더욱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이러한 모든 연구 

결과는 살인과 강간 ・강제추행의 강력범죄에서 강하게 나타나며, 절도와 

사기의 비강력범죄에서는 약하게 나타나거나,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한국 사회의 이주 외국인에 대한 우범자 인식은 실제 범죄 

발생비율이라는 객관적인 사실(the objective reality)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외국인 범죄에 대한 국내 언론보도라는 미디어 현실(the media 

reality)에 의해 형성되고 계발되는 주관적 현실(the subjective 

reality)임을 확인하였다. 논의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제기하는 물음과 

이에 대한 해석, 연구의 한계에 대하여 서술하고, 후속 연구를 

제안하였다. 

 

주요어: 외국인 우범자 인식, 외국인 범죄, 외국인 범죄에 대한 언론보도, 

문화계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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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문제제기 
 

제 1 절 한국 사회의 ‘외국인 우범자 인식’의 문제  
 

한국은 더 이상 ‘단일 민족국가’가 아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2007 년을 기점으로 100 만명을 초과하였고, 2012 년을 기점으로 

140 만명을 넘어섰다. 1  이는 한국 사회 구성원의 국적, 인종, 문화가 

다양해지고 있다는 것을 뜻하며, 한국이 보다 역동적이고 다문화적인 

사회로 변모해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동시에 

외국인 유입에 따른 문제점들이 새롭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중요한 문제점 중의 하나가 외국인 범죄와 외국인에 대한 

내국인의 우범자 인식이다.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의 숫자가 증가하면서, 외국인에 의한 범죄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외국인은 우범자이다.’라는 대중의 

인식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러한 인식이 사실에 기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확산돼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주 외국인에 대한 우범자 인식’에 대한 실증적인 조사 연구는 

아직까지 수행되지 않았지만, 외국인 우범자 인식의 존재와 그러한 

인식에서 파생할 수 있는 배타적 태도에 대하여는 여러 차례 

지적되었다(노성훈, 2013; 임양준, 2012; 채경진, 이상민, & 임학순, 

2013).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신의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국민정체성이 높을수록, 이주자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강할수록, 이주 

외국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는 정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김정규, 2013).  

한국 사회에서 이주 외국인에 대한 내국인의 배타적 태도와 이에 

기인한 차별과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제노포비아(xenophobia)라고 이를 수 있을 만큼 심각해지고 확산되고 

있다. 특히 2012 년 4 월 경기도 수원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일명 

‘오원춘 사건’에 이어 확산・심화된 국내 체류 중국인에 대한 비하의식과, 

같은 해 5 월 국회의원에 당선된 필리핀 출신 이자스민 의원에 대한 

                                                   
1
 통계청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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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적, 인종적 비난은 외국인 혐오증의 대표적인 사례로 부각되었다. 

또한, 이주 결혼 여성의 증가, 체류 외국인 2 세 아이들의 성장과 함께 

이들에 대한 내국인의 배타적 태도 역시 확대되고 있으며, 오프라인 

공간뿐 아니라 온라인 공간에서도 체류 외국인에 대한 반감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주 외국인에 대한 우범자 인식은 내국인들로 하여금 

이주민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를 갖게 할 뿐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주민 수용 정책이나 체류 외국인에 대한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다(Hayashi, 2011; Martinez Jr & Lee, 2000). 

사실 외국인에 대한 내국인들의 우범자 인식과 배타적 태도는 한국 

사회만의 특수한 문제는 아니다. 본래 사람들은 외모나 언어, 문화가 

상이한 외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영역으로 침투해오는 것에 대하여 

두려움을 느끼는 경향이 있고(Lofland, 1973), 기존에 거주하던, 

응집력이 높은 기득권 집단(the established)은 그들의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새롭게 정착하려는, 힘이 약한 외부 집단(the outsiders)을 

배척하고 낙인(stigmatization)찍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하였다(Elias & 

Scotson, 1994). 이주 외국인에 대한 내국인들의 우범자 인식과 배타적 

태도는, 20 세기 후반 이민자 급증을 겪었던 미국에서도 나타났고, 

근래에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나타난 현상이다(Espenshade & Belanger, 

1998; Hayashi, 2011; Martinez Jr & Lee, 2000).  

하지만, 한국 사람들의 경우 다른 국적과 다른 인종의 이주민을 

배척하는 정도가 다른 사회와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5 년부터 2008 년까지 전 세계 54 개국을 대상으로 시행된 

The World Values Survey(5th wave)에서, ‘이웃으로 원하지 않은 

사람들(unwanted neighbors)’에 대한 설문 결과, 한국 사람들은, 

이주민(immigrants)에 대하여는 응답자 중의 39%가 이웃으로 원하지 

않으며, 다른 인종(people of a different race)에 대하여는 응답자 중의 

36%가 이웃으로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Lakhani, Sacks, & Heltberg, 

2014). 이와 같은 이주민과 다른 인종에 대한 배타적 태도는 다른 

국가에 대한 동일한 설문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Fisher, 2013 May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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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한국 사회는 민족적 동질성(ethnic homogeneity)을 바탕으로 

강한 정체성을 형성해왔으며, 이는 한편으로는 한국 사회를 이끌어온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주 외국인에 대한 극단적 

배타성으로 변질될 수 있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Shin, 2006). 

그렇다면 중요한 문제는 ‘과연 외국인은 우범집단이라는 인식이 객관적 

사실에 기반하고 있는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외국인이 

우범자인지에 대한 사실 검증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리고 만약 이러한 

인식이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것이 아닐 경우, 즉 외국인이 범죄를 

저지르는 정도가 내국인에 비하여 실제로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에 대한 우범자 인식이 존재하고 있다면, 그러한 인식의 형성과 

확산을 어떻게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발생한다. 

이에 대하여 본 연구는 첫째, “외국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여기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이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하는 것인가?”, 둘째, 

외국인 우범자 인식의 형성 과정에서 미디어의 영향력, 구체적으로 

“외국인 우범자 인식이 외국인 범죄에 대한 언론보도의 

문화계발효과(cultivation effect)에 기인하는 것인가?”의 두 가지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의 방식으로 연구를 수행한다. 첫째, 

외국인에 대한 우범자 인식이 사실에 기초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실제 

범죄자 수’와 ‘인구 수’라는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한 ‘범죄자 비율’을 

비교・검토함으로써 확인한다. 둘째, 문화계발효과이론(the cultivation 

theory)을 위시하여, 범죄 발생 인식 및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미디어 연구, 이주민 및 소수 인종에 대한 미디어 연구 등의 기존 이론과 

연구를 검토함으로써, 본 연구가 지니는 의의를 설명한다. 셋째, 

내/외국인의 실제 범죄자 수와 범죄 기사건수를 비교하여 그 차이를 

분석하고, 미디어 이용이 사람들의 외국인 범죄 발생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본 연구는 다문화 사회에 진입한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 우범자 

인식’과 ‘언론의 외국인 범죄 보도’에 관하여 실제 범죄자 수와 실제 

기사건수라는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시행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닐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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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사실의 검증: ‘외국인은 과연 우범자인가?’ 
 

1. 사실 검증의 필요성  
 

한국 사회의 이주 외국인에 대한 우범자 인식이, 외국인의 범죄율이 

실제로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고 있거나 혹은 내국인의 범죄율보다 

높다는 객관적 사실에 기반을 둔 것인가, 아니면 이러한 사실에 기반을 

두지 않은 근거 없는 인식인가에 대한 검증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만약 외국인 범죄율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이 

외국인을 우범집단으로 여긴다면, 이는 근거 없는 부정적인 인식이라는 

점에서 하나의 문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만일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외국인 공포증 또는 외국인 혐오증이 한국 사회에서 형성, 

고착화되고 있다면, 언론학의 관점에서 ‘외국인 범죄에 대한 언론보도’가 

이러한 인식의 형성에 과연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발생한다고 하겠다.  

 

2. 검증의 방법 

 

‘외국인은 우범자인가’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지난 

5 년간 내국인과 외국인의 범죄자 수를 체류 외국인의 숫자를 고려하여 

확인한다. 구체적으로, 2008 년부터 2012 년까지 2  한국에서 발생한 

전체범죄와 강력범죄3의 ‘내국인, 외국인’ 범죄자 수를 확인하고, 이를 각 

해당년도의 인구 수로 나누어, 최종적으로 ‘범죄자 비율’이라는 지표로 

확인할 수 있다. 단순히 범죄자 수가 아니라 인구 수를 고려해야 하는 

이유는 외국인 범죄자 수의 증가가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범죄자 비율이 

높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전체 외국인의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 증가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내/외국인 범죄자 비율을 산출하기 위해, 첫째, 2008 년부터 

2012 년까지 최근 5 년간 내/외국인의 ‘범죄자 수’를 집계한다. 둘째, 각 

해당년도의 내국인/외국인 ‘인구 숫자’를 집계한다. 셋째, ‘범죄자 수’값을 

                                                   

2 2013년 범죄자 수는 연구시점까지 발표되지 않음 

3 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방화,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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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수’값으로 나누어, 근래 5 년간 내국인/외국인의 ‘범죄자 비율’을 

산출한다.  

이와 같은 ‘실제 범죄자 수’라는 객관적 자료를 이용하는 방법이 

지니는 장점은 후속적으로 범죄 발생비율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실제 

범죄 발생비율과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이는지를 수치상으로 확인할 수 

있고, 이를 연도별 추이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실제 

범죄자 수는 이것과 언론에서의 범죄 보도량과의 통계적인 비교를 

시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미디어 이용량과 사람들의 

범죄 발생 인식 조사를 바탕으로 한 문화계발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준다. 이러한 연구방법은 미국의 텔레비전에서 묘사되는 

범죄의 빈도와 실제 범죄 발생률을 비교하고, 이를 토대로 

문화계발효과를 검증한 기존의 연구에서도 수행된 바 있다(Diefenbach 

& West, 2001). 

자료의 수집은 (1) 실제 범죄자 수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수집된 

경찰청 경찰범죄통계의 ‘연도별, 국적별 범죄자 현황(2008 년-

2012 년)’을 따랐다. (2) 인구 수는, ‘총 인구 수’는 통계청 4 

‘장래인구추계’를, ‘체류 외국인 수’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2012)’를, 내국인 인구 수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10-2060)’ 를 따랐다. 참고로 2008 년, 2009 년, 

2011 년의 인구 수는 2010 년, 2012 년과 달리 집계를 하지 않기에 각 

년도의 '전체 인구 숫자' 및 '체류 외국인 인구 수'를 구한 후 그 값의 

차이로 추산한다. 그 결과는 다음의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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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내/외국인 범죄자 수, 인구 수, 범죄자 비율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범죄자 수(N)ª     

전체범죄 

내국인 2,075,174 2,088,296 1,795,003 1,703,544 1,700,901 

외국인 17,110 21,235 19,446 25,507 22,914 

소계 2,092,284 2,109,531 1,814,449 1,729,051 1,723,815 

강력범죄 

내국인 462,323 461,581 409,760 404,950 415,408 

외국인 4,871 5,576 6,055 8,132 8,663 

소계 467,194 467,157 415,815 413,082 424,071 

인구 수(N)       

 내국인b 47,790,134 48,013,523 47,990,761 48,383,923 48,558,897 

 외국인c 1,158,866 1,168,477 1,261,415 1,395,077 1,445,103 

 
소계 48,949,000 49,182,000 49,410,000 49,779,000 50,004,000 

범죄자 비율(%) d      

전체범죄 

내국인 4.34 4.35 3.74 3.52 3.50 

외국인 1.48 1.82 1.54 1.83 1.59 

소계 4.27 4.29 3.67 3.47 3.45 

강력범죄 

내국인 0.97 0.96 0.85 0.84 0.86 

외국인 0.42 0.48 0.48 0.58 0.60 

소계 0.95 0.95 0.84 0.83 0.85 

ª 경찰청 ‘연도별, 국적별 범죄자 현황(2008-2012)’ 

b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10-2060)’ 

c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연보(2012)’ 

d  범죄자 수÷인구 수×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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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증의 결과  

 

<표 1>의 ‘범죄자 수’에 따르면, 내국인 범죄자 수는 전체범죄와 

강력범죄 모두 2008 년, 2009 년보다 2010 년-2012 년에 다소 

감소하였지만, 외국인 범죄자 수는 5 년간 증감을 반복하며 다소 

증가하였다. 범죄 종류별로, 전체범죄 및 강력범죄의 외국인 범죄자 수의 

추이는 <그림 1> 및 <그림 2>와 같다.  

 

<그림 1> 외국인 범죄자 수(전체범죄)  
 

 
 

<그림 2> 외국인 범죄자 수(강력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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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표 1>의 ‘인구 수’를 살펴보면, 해당 기간 국내 체류 외국인 

숫자는 꾸준히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표 1>의 ‘인구 

100 명당 범죄자 수’에 기초한 ‘범죄자 비율’을 확인해 본 결과, 외국인 

범죄자 비율은 내국인 범죄자 비율에 비해 현격하고, 일관되게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과 <그림 4>에서 확인할 수 있듯, 외국인 

범죄자 비율은 전체범죄의 경우 내국인 범죄자 비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강력범죄의 경우에도 외국인 범죄자 비율이 소폭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내국인의 범죄자 비율보다 낮다. 결론적으로, 

객관적 통계자료에 의거하면, 외국인은 과거에도 그리고 현재에도 

내국인들에 비하여 범죄를 더욱 많이 저지르는 우범집단이 아니다. 

 

<그림 3> 내/외국인의 범죄자 비율(전체범죄) 

 

 
 

<그림 4> 내/외국인의 범죄자 비율(강력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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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외국인은 잠재적 범죄자’라는 우범자 인식은 사실에 기초하는 

객관적인 인식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것은 객관적 현실(the objective 

reality)이 아니라 내국인들이 형성하고 있는 하나의 주관적 현실(the 

subjective reality)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내국인들이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우범집단으로 

인식하는 현상은 어디로부터, 어떠한 과정을 거쳐 형성 또는 발생하는지, 

즉 “내국인은 왜 외국인을 위험하다고 인식하게 되었는가?”라는 의문이 

발생한다.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본 연구는 언론학의 관점에서 외국인 

범죄에 대한 국내 언론의 보도가 강력한 원인 중 하나라는 점을 

탐구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언론의 외국인 범죄 보도는 

내국인들로 하여금 외국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게 하는 

문화계발효과를 발생시키고 있을 것이라는 연구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본 연구는 세부적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을 추가로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 대상과 관련하여,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비교 분석뿐 

아니라, 이주 외국인 집단을 국적별로 구분하여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 결과, 한국 사람들은 이주 외국인의 국적에 따라 인식과 

태도를 달리 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외국인 범죄에 대한 

언론보도와 외국인 범죄 발생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또한 이주 외국인의 

국적별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문헌검토’에서 상술하였다.   

둘째, 범죄의 종류를 강력범죄와 비강력범죄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5  그 이유는 다음의 두 가지이다. 첫째, 외국인 범죄자 비율이 

                                                   

5 범죄의 정의와 종류에 관하여 설명하면, ‘범죄’는 형법상 법규를 어기고 저지른 잘못을 

일컬으며, 본 논문에서 ‘전체범죄’라고 표현한다. 이는‘형법범’과 ‘특별범’으로 구분되는데, 

형법범은 형법전에 해당하는 형법상 범죄이고, 특별범은 특별형법으로 규정되고 규율되는 

범죄이다. 그리고 형법범은 또한 강력범죄와 비강력범죄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 예로는 

강력범죄는 살인, 강도, 강간, 방화, 폭력이 있으며, 비강력범죄는 재산범죄, 위조범죄, 

공무원 범죄, 풍속범죄, 과실범죄, 기타 형법범죄가 있다. 특별범의 예로는 공직선거법 

위반, 건축법 위반, 관세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상표법 위반, 방역사업법 위반, 부동산 중개법 위반, 약사법 위반, 의료법 위반, 저작권법 

위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형식적 의의에서의 

형법은 ‘형법전(刑法典)’만을 지칭하며, 실질적 의의로 형법은 어느 법령에 있는지를 

불문하고 어떠한 행위가 범죄가 되고 그 범죄에 대하여 각각 어떠한 형벌을 과(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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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범죄보다 강력범죄에서 높게 나타난 것과 관련하여, 전체범죄를 

구성하는 ‘형법범죄’와 ‘특별범죄’ 중에서 외국인의 특성상 특수한 자격의 

소유나 상황을 전제로 하는 ‘특별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내국인보다 

낮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외국인 범죄자 비율은 강력범죄에서보다 

전체범죄에서 낮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범죄의 종류를 ‘형법범죄’ 

내에서의 ‘강력범죄’와 ‘비강력범죄’로 구분함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둘째, 

뉴스 미디어의 특성상 범죄 사건의 보도는 강력범죄와 비강력범죄에 

따라 보도량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문헌검토’에서 상술하였다. 

 

 

 

 

 

 

 

 

 

 

 

 

 

 

 

 

 

                                                                                                                                   

것인가를 정하는 법의 총칭으로서, 이러한 의미에서 ‘형법전’을 제외한 것을 

‘특별형법(特別刑法)’이라 한다(손동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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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문헌검토 
 

제 1 절 문화계발효과이론(the cultivation theory)  
 

외국인에 대한 우범자 인식은 객관적 사실과 자료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 집단에 대한 단순하고 주관적인 

스테레오타입(stereotype)에 불과할 수 있다. Walter Lippmann(1922)은 

이러한 ‘머릿속의 그림(pictures in our heads)’이 사회적 현실을 

구성하며, 이는 매스미디어에 의해 형성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매스미디어가 사회적 현실을 어떻게 묘사하느냐에 따라 사회적 현실에 

대한 인간들의 관념과 인식체계가 달라질 수 있다. 인간의 사회적 현실 

구성(construction of social reality)은 항상, 반드시 객관적 현실(the 

objective reality)에만 기초하여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매스미디어 등 

매개장치가 제공하는 상징적 현실(the symbolic reality)에 의하여 보다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1970 년대 George Gerbner 를 비롯한 미국의 매스커뮤니케이션 

연구자들은, 이처럼 매스미디어가 사회적 현실 구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매스미디어의 문화계발효과이론(the cultivation 

theory)을 제안하였다. 수용자들의 현실에 대한 관념(conception of 

reality)와 공통적인 인식(common perspective)은 긴 시간 동안 

정기적으로 노출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패턴에 의해 

배양(cultivate)되는 것으로서, 중시청자(heavy viewers)는 

경시청자(light viewers)에 비해 객관적인 현실이 아니라 텔레비전에 

의해 재현된 현실에 의거해서 현실을 지각하는 경향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문화계발효과 이론은 텔레비전과 폭력성(violence)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연구하며 체계화되었다. 구체적으로, Gerbner 등은 텔레비전 

세상이 실제보다 더 높은 폭력성을 가지며, 이는 수용자들에게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유발한다고 밝혔다(Gerbner & Gross, 1976a, 1976b; 

Gerbner et al., 1977; Gerbner, Gross, Morgan, & Signorielli, 1980; 

Gerbner, Gross, Signorielli, Morgan, & Jackson-Beeck, 1979). 

문화계발효과에 대한 연구는 메시지 체계 분석(message system 

analysis)과 계발효과 분석(cultivation analysis)으로 이루어진다.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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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 분석은 텔레비전에 의하여 표현되는 상징적 현실(the symbolic 

reality)이 사회적 현실(the social reality)을 어떠한 방식으로 다루고 

있는가를 조사, 분석하는 것이다. 계발효과 분석은 시청자가 

텔레비전에서 무엇을 어떻게 받아들이며 그 결과로서 시청자의 의식 

속에 어떠한 주관적 현실(the subjective reality)이 

배양(cultivate)되었는가를 분석하며, 또한 미디어 노출 정도에 따라 

그러한 주관적 인식의 차이가 나타나는가를 조사하는 것이다(Gerbner, 

Gross, Morgan, & Signorielli, 1986). 매스미디어가 제공하는 상징적 

현실이 시청자의 의식 세계 속에 계발되는 주관적 현실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텔레비전 이용량이 많아질수록 수용자는 사회 

현실에 대한 텔레비전적 편향을 내재화하게 된다는 것이다. 

Gerbner 를 필두로 하여 매스미디어의 문화계발효과를 검증한 선행 

연구들은 매스미디어의 획일적 메시지(uniform message)와 수용자의 

습관적 및 의례적 시청(habitual or ritualistic viewing) 등을 

문화계발효과를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설정하고, 총 시청량을 주요한 

변수로 사용하였다(Gerbner et al., 1979). 그러나 후속 연구들은 총 

시청량 이외에도, 프로그램 유형, 시청자의 개인차, 시청 동기 등의 

변수에 따라서 문화계발효과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을 밝혔다(Carveth 

& Alexander, 1985; Hawkins & Pingree, 1981a, 1981b; Potter, 1986; 

Tamborini, Zillmann, & Bryant, 1984). 

문화계발효과 연구는 주로 미디어와 수용자의 폭력성 인식, 수용자의 

두려움에 대하여 연구되었지만, 이외에도 다양한 주제를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국내에서는 탈북자들의 텔레비전 시청과 남한 현실인식에 

대한 연구(이민규 & 우형진, 2004), 인터넷 이용과 현실 위험 인식에 

대한 연구(이준웅 & 장현미, 2007), LA 지역 재외동포들의 한국 

뉴스미디어 노출과 모국에 대한 인식 및 평가에 대한 연구(백상기, 

이양환, 장병희, & 류희림, 2011) 등이 수행되었다. 범죄 인식과 

관련하여는, 성범죄 보도가 여성 수용자의 사회적 현실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고, 여성 시청자의 동일시 차원에서의 

텔레비전 시청이 실제 세상에서의 성범죄의 증감과 심각성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 결과가 보고되었다(이종혁 & 손현정,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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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미디어와 ‘범죄에 대한 인식 및 두려움’에 대한  

문화계발효과 연구 
 

미디어의 폭력성(violence) 혹은 미디어의 범죄에 대한 묘사가 

시청자들의 범죄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고,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증가시키는 현상에 대한 일련의 문화계발효과 연구들이 

수행되었다(Diefenbach & West, 2001; Romer, Jamieson, & Aday, 2003; 

Tamborini et al., 1984).  

특히 Diefenbach & West(2001)는 ‘범죄의 종류’를 구분하여 텔레비전 

시청행위(television viewing)와 시청자의 범죄 발생에 대한 

인식(estimation of crime) 사이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연구하였다. 

구체적으로, 범죄를 강력범죄와 비강력범죄로 구분하고, 실제 범죄발생 

건수를 확보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텔레비전에서 묘사되는 

강력범죄의 비율이 실제 발생하는 강력범죄 발생비율보다 높으며, 반면에 

텔레비전에서 묘사되는 비강력범죄의 비율은 실제보다 낮다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텔레비전 시청량이 많은 사람(heavier viewers)일수록 

시청량이 적은 사람들(lighter viewers)에 비하여 현실 세계에서의 

강력범죄(살인)에 대하여 높은 발생 인식을, 그리고 비강력범죄(절도)에 

대하여 낮은 발생 인식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실제 범죄 발생건수에 관한 통계자료와 시청자들에 대한 설문지 조사 

자료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통계적으로 강력하게 지지되었다.  

Romer, Jamieson, & Aday(2003)는 뉴스 미디어에서의 강력범죄 

묘사와 범죄에 대한 두려움(fear of crime) 사이의 관계를 문화계발효과 

이론으로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현실 세계에서의 강력범죄 발생률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뉴스 미디어에서는 강력범죄에 대한 극적인 

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편차에 의하여 사람들은 뉴스 미디어를 

이용하면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계발, 강화시켜 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하여 현실세계에서 강력범죄 발생률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public)은 강력범죄를 국가적 문제(national problem)로 

인식하고, 정치적 의제(agenda)로의 정립을 요구하는 태도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응답자들의 미디어 이용량을 측정할 때, 

미디어 종류(news sources)를 텔레비전 뉴스뿐 아니라 라디오 뉴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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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신문까지 포함하여, 총 9 가지 뉴스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미디어 

이용량을 측정하였다. 

 

 

제 3 절 이주민과 소수 인종에 대한 미디어 연구 및 범죄 

연구 
 

(1) 해외연구 
  

20 세기 후반 이민자가 급속하게 증가하였던 미국, 그리고 최근의 

일본에서는  이주민(immigrants)과 소수 인종(racial minorities)에 대한 

미디어의 편향된 묘사나 보도에 대한 여러 연구들이 

수행되었다(Campbell, 1995; Chiricos & Eschholz, 2002; Dates, 1993; 

Entman, 1990, 1992, 1994; Gilliam Jr & Iyengar, 2000; Hayashi, 2011; 

Keever, Martindale, & Weston, 1997; Peffley, Shields, & Williams, 

1996; Poindexter, Smith, & Heider, 2003; Roberts, 1975; Ziegler & 

White, 1990). 

특히, 미국의 텔레비전 뉴스에서 흑인은 위험하고 위협적인 존재로 

묘사되어 왔다는 연구들이 보고되었다. 매스미디어의 범죄 보도는 주로 

강력범죄 중심이며, 백인이 아닌 남성을 범법자로 묘사하는 보도가 

다수이고, 이러한 보도가 백인들로 하여금 흑인(African American)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 하고, 나아가 범죄에 대한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인식과 함께 흑인에 대한 엄격한 대응이 있어야 한다는 

태도를 형성하는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밝혔다(Gilliam Jr & 

Iyengar, 2000).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강력범죄에 대한 텔레비전 뉴스는 흑인 

범죄자(African American)를 백인 범죄자보다 더욱 자주, 그리고 보다 

위협적으로 묘사하며, 그러한 보도의 영향으로 범죄자에 대한 백인 

시청자들의 인식은 심각하게 편향되고, 인종적 스테레오타입(racial 

stereotype)이 더욱 활성화되는 것으로 밝혀졌다(Peffley et al., 1996).  

Entman 은 미디어에서 인종적인 소수가 다루어지는 방식과 그 영향에 

관하여 여러 연구를 수행하였다. 우선, 텔레비전에서 흑인을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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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으로 묘사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시청자들에게 흑인에 대한 정치적 

반대의 태도를 형성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구체적으로, 흑인에 관한 

텔레비전 내용의 76%가 ‘범죄’와 ‘정치’의 범주에 포함되며, 이러한 

보도는 흑인에 대한 백인의 반감을 자극하고, 흑인의 정치적인 요구에 

대한 반대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인종주의(modern racism)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Entman, 1990). 

Entman 의 다른 연구는 4 개 Chicago 방송국의 저녁 뉴스에 대한 

내용분석을 바탕으로 흑인에 대한 미디어의 양면적인 보도에 대해 

분석하였다. 한편으로는, 텔레비전에서 흑인에 대한 범죄나 정치 뉴스가 

보도되는 경우, 흑인은 백인보다 더욱 위협적인 존재로 묘사되고, 흑인 

활동가들은 백인 활동가보다 더욱 요구적인(demanding) 사람들로 

묘사되며, 이로 인해 인종주의(racism)가 유발되고 있음을 밝혔다. 다른 

한편으로는, 방송 뉴스가 흑인 시청자들을 고려하여 보도하고, 흑인 

저널리스트들을 보다 많이 고용함으로써 인종차별이 더 이상 사회문제가 

아님을 보여주고자 하지만, 이러한 양면적인 보도가 흑인에 대한 

적대감이나 반감을 감소시키지 않으며, 오히려 흑인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의 혼재가 또 다른 인종주의(modern white racism)를 야기하며, 

이는 흑인에 대한 적대감이나 거부로 나타난다는 것이 밝혀졌다(Entman, 

1992).  

Entman 의 또 다른 연구는 전국 방송뉴스(network news)에서의 

흑인에 대한 편향적인 묘사의 존재를 밝혔다. 전국 뉴스 채널인 ABC, 

CBS, NBC 를 30 일 동안 녹화하고, ABC 저녁 뉴스의 1 년치 원고를 

분석한 결과, 흑인은 백인에 비하여 더욱 부정적으로 묘사되는 반면, 

백인은 흑인에 비하여 더욱 다양한 모습과 긍정적인 모습으로 묘사되는 

편향된 시각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Entman, 1994). 

이외에 인종적 소수집단(minorities)내에서도, 인종에 따라서 

미디어에서 묘사되는 프레임이 다를 수 있고, 정보원으로 이용되는 

빈도도 다를 수 있음이 연구되었다.  구체적으로, 미국 뉴스 

프로그램(newscasts)에 대한 내용분석 결과, 라틴계, 아시아계 미국인, 

북미 원주민들은 뉴스 앵커나 리포터로 거의 등장하지 않는 반면, 

흑인들은 종종 앵커나 리포터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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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틴계, 아시아계 미국인, 북미 원주민들이 뉴스 정보원(news 

sources)으로 인터뷰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지만, 흑인들의 경우 다른 

인종, 민족들과 비교하여 더욱 많이 뉴스 정보원으로 등장하였음이 

밝혀졌다(Poindexter et al., 2003). 이러한 연구결과는,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에서도, 외국인 국적별로 언론에서의 보도경향과 

내국인들의 인식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비단 한 국가 내의 소수 인종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국가의 경계를 

초월하여서도 특정 민족 혹은 문화권에 대하여 미디어의 부정적인 

묘사와 특수한 프레임이 존재한다는 연구도 수행되었는데, 특히 서양 

언론에서 이슬람과 무슬림에 대한 묘사와 보도가 대단히 편협하고 

부정적이라는 사실이 지적되었다(Said, 1997). 

이민자와 소수 인종에 대한 미디어 연구와 함께, 그들에 대한 일반 

공중의 인식(public opinion)과 범죄 발생률 대한 연구들도 수행되었다. 

20 세기 후반, 이민자가 급속하게 증가하였던 미국에서는 이민자들이 

범죄를 많이 저지른다는 공중의 인식(public opinion)이 존재하였고, 

그러한 인식들은 이민자의 실제 범죄 발생률이라는 객관적인 현실에 

근거한 것이 아닌, 그릇된 고정관념(stereotype)이라는 해석이 

제기되었다(Espenshade & Belanger, 1998; Simon, 1985).  

또한 실제 범죄 발생률이라는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한 연구결과, 

미국 내의 이주민들이 저지르는 범죄 발생률은 사람들의 인식만큼 높지 

않고, 오히려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인들과 비교하여 범죄 발생률이 

비슷하거나 낮다는 사실이 검증되었고, 또한 이민자의 유입과 이로 인한 

문화적 다양성(cultural diversity)은 오히려 사회 전체의 범죄 발생을 

낮추는 효과도 있음이 연구되었다(Hagan & Palloni, 1999; Martinez Jr & 

Lee, 2000; Sampson, 2008; Sampson, Morenoff, & Raudenbush,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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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연구  
 

한국 사회는 많은 이주민의 유입과 함께 다문화 사회에 진입하였지만, 

현재까지 언론의 외국인 범죄 보도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지 않았고, 실제 

외국인 범죄자 수라는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외국인의 범죄 발생률과 

이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간의 차이를 분석하는 연구도 전무하다. 다만, 

노성훈 (2013)은 외국인 증가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분석한 연구에서, 

외국인 집단에 씌워진 범죄자 이미지를 제거하기 위해 외국인 범죄에 

대한 언론의 보도가 외국인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외국인 범죄’가 아닌 ‘외국인’혹은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미디어 연구는 부족하나마 수행되었다. 한 연구에서는, 미디어의 이주민 

재현이 이주민과 다문화 사회에 대한 수용자의 인식 및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수용자의 태도를 유형화하였는데, 구체적으로, 

다문화주의에 가까운 ‘감성적 지지’, 이주민을 동질화하며 외국인 범죄에 

민감한 ‘준법 강조’, 언론보도에 중립적인 ’객관적 상황 분석’이라는 

유형으로 분류하였다(김승환, 2013).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하여는, 외국인 노동자에 관한 언론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 뉴스에 대한 노출(exposure)이 수용자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관용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김우견, 2002). 또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주요 일간지 기사의 내용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이주 

노동자가 다소 부정적인 이미지로 묘사된다는 것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주 노동자에 대한 언론의 보도방향은 긍정적(16.8%)인 측면보다 

부정적(25.8%)인 측면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보도형태는 ‘고발형, 

문제제기형, 정보제공형’ 순으로, 그리고 이주 노동자의 보도 사진은 

‘단순 노동자, 범죄자, 환자, 시위자’ 순으로 많이 보도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임양준, 2012). 

또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에서도, 이주 외국인의 국적에 따라서 

내국인들의 인식과 태도가 다를 수 있다는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구체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한국에 거주하는 조선족, 미국인, 일본인보다, 

동남아시아인과 중국인에 대하여 더욱 큰 사회적 거리감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중국인에 대해서는 복수의 연구에서 일관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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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큰 사회적 거리감 혹은 부정적인 태도가 존재한다는 것을 

밝혔다(김병조 et al., 2011; 민지선 & 김두섭, 2013; 이명진, 최유정, & 

최샛별, 2010).  

또한, 이주 외국인의 국적뿐 아니라 피부색에 따라서도 한국 사람들의 

인식과 태도가 다를 수 있다는 연구가 보고되었다. 구체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이주 외국인의 피부색이 밝은 경우, 피부색이 어두운 경우보다 

더욱 작은 사회적 거리감을 나타내고(김병조 et al., 2011), 인종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한국 사람들의 내재적 태도가 개별 이민자에 대한 

평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한규섭, 박성진, 이혜연, 

& 이혜림, 2013). 

 

 

제 4 절 기존 연구의 한계 및 본 연구의 의의  
 

기존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첫째, 기존의 문화계발효과이론 연구는, 범죄의 종류를 구분하여 

미디어의 효과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멈추면서, 범죄를 저지르는 주체별로 

어떠한 보도의 차이가 존재하며, 이러한 차이가 미디어 이용자의 사회적 

현실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는 수행하지 않았다.  

둘째, 이주민과 소수 인종에 대한 기존의 미디어 연구는 미디어의 

편향된 보도와 그 사회적 영향에 대하여서는 많은 연구를 수행하면서도, 

문화계발효과를 통계적으로 검증하는 연구는 수행하지 않았다. 또한, 

실제 범죄 발생통계를 근거로, 미디어에서의 이주민에 대한 묘사가 

얼마나 부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다.  

셋째, 국내에서 ‘외국인 우범자 인식’ 혹은 ‘외국인 범죄에 대한 

언론보도’를 주제로 한 연구는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더욱이 이러한 

주제와 관련하여 ‘실제 범죄자 수’와 ‘실제 범죄 기사건수’라는 객관적 

통계 자료를 인용한 연구는 아직까지 전무한 상태이며, 나아가 외국인 

범죄에 대한 언론보도가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실제적으로 

미치는지에 대한 경험적 연구 또한 부재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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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중요한 학문적 의의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판단한다. 

첫째, 기존의 문화계발효과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연구의 대상을 

‘범죄의 종류’뿐만이 아니라 내국인 범죄자 및 외국인 범죄자라는 

‘범죄의 주체’로 확장한다.  

둘째, 이주민 및 소수 인종에 대한 언론의 편향된 보도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하나의 집단으로서 외국인이 아니라, 이주 외국인의 

국적별로도 언론의 보도와 사람들의 인식에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셋째, 다문화 사회에 진입한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 우범자 인식 및 

언론의 외국인 범죄 보도에 대한 연구가 매우 빈약한 현실을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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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문제 및 연구가설  
 

본 연구는 외국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여기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이 객관적인 사실에 토대를 둔 것이 아니라, 외국인 범죄에 대한 

언론보도의 문화계발효과(cultivation effect)에서 기인하는 것인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1>은 메시지 체계 분석(message system analysis)으로서, 

실제 범죄자 수를 기준으로, 내/외국인 범죄에 대한 언론의 보도 

기사건수를 비교 분석한다. 또한 외국인 국적별로도 실제 범죄자 수와 

범죄 기사건수를 비교 분석한다. <연구문제 2>는 문화계발효과 

분석(cultivation analysis)으로서, 미디어 이용량이 사람들의 외국인 범죄 

발생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고, 또한 외국인 국적별 범죄 

발생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실제 현실과 미디어 현실 중 어떠한 것에 

더욱 가까운 것인가를 분석한다. 추가적으로, ‘강력범죄’와 ‘비강력범죄’의 

범죄 종류에 따라서 어떠한 차이가 나는지 확인한다. 연구모형과 

연구문제 및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그림 5>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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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1> 내/외국인의 실제 범죄자 수와 언론의 범죄 기사건수 

사이에는 어떠한 관계가 존재하는가? 

 

<연구가설 1-1>  

실제 범죄자 수를 기준으로, 외국인 범죄자에 대한 범죄 기사건수는, 

내국인 범죄자에 대한 범죄 기사건수보다 많을 것이다. 

 

<연구가설 1-2>  

실제 범죄자 수를 기준으로, 외국인 범죄자에 대한 범죄 기사건수는, 

외국인 국적별로 차이가 나며 특정 국적에서 높게 나타날 것이다.  

 

 

<연구문제 2> 미디어 이용과 외국인 범죄 발생에 대한 인식 사이에는 

어떠한 관계가 존재하는가? 

 

<연구가설 2-1> 

미디어 이용량이 많은 응답자일수록,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범죄 사건 

중 외국인이 저지른 사건의 비율을 높게 지각할 것이다.  

 

<연구가설 2-2> 

외국인 범죄자의 국적별 발생비율에 대한 응답자들의 인식은, 실제 범죄 

발생비율보다는 언론의 범죄 기사비율과 더욱 높은 양적(+) 상관관계를 

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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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방법  
 

제 1 절 <연구문제 1>에 대한 연구방법 
 

1. 연구방법 개요 

 

<연구문제 1>의 <연구가설 1-1>과 <연구가설 1-2>를 검증하기 

위하여, 실제 범죄자 수와 언론에서 보도되는 범죄 기사건수를 

비교하였다. 구체적으로, 2011 년과 2012 년의 강력범죄와 비강력범죄를 

대표하는 범죄로 선정한 4 개 범죄의, ‘내/외국인 및 외국인 국적별 

범죄자 수’와 ‘내/외국인 및 외국인 국적별 범죄 기사건수’를 확인하여, 

두 수치를 비교 분석하였다.  

 

2. 연구대상의 설정 및 개념의 조작적 정의   

 

 ‘범죄자 수’는 ‘살인, 강간・강제추행, 절도, 사기’의 4 가지 범죄를 

대상으로 ‘총 범죄자 수, 내/외국인 및 외국인 국적별 범죄자 수’를 

조사하였다.6 

‘범죄 종류’의 설정에 대하여, 강력범죄와 비강력범죄를 대표하는 

범죄로 각각 ‘살인, 강간・강제추행’과 ‘절도, 사기’를 설정하였으며, 이와 

같은 설정 이유는 다음의 세 가지이다. 첫째, 살인과 강간・강제추행이 

다섯 가지 종류의 강력범죄 7  중에서도 매우 잔혹한 범죄이며, 특히 

폭력은 폭행, 상해, 협박, 공갈, 약취와 유인, 체포와 감금 등의 다양한 

상황을 포함하는 범죄로서, 범죄 기사의 수집과 분석이 어렵기 때문이다. 

둘째, 절도와 사기는 비강력범죄 중에서 발생건수가 가장 많은 범죄들로 

가장 일반적이고 대표적인 비강력범죄이기 때문이다. 셋째, 범죄 보도의 

문화계발효과를 연구한 기존의 연구에서 살인(murder)과 

절도(burglary)를 각각 강력범죄(violent crime)와 비강력범죄(non-

                                                   

6 강력범죄와 비강력범죄를 함께 보아야 하는 이유는 미디어에서는 강력범죄를 실제 

발생수준보다 높게, 비강력범죄는 실제 발생수준보다 낮게 묘사하며, 미디어 이용량이 

많을 사람일수록 현실에서 강력범죄 범죄가 많이 발생하며, 비강력범죄는 더 적게 

발생한다고 인식한다는 연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Diefenbach & West, 2001). 
7 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폭력, 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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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olent crime)의 대표적인 범죄 유형으로 설정한 바 있기 

때문이다(Diefenbach & West, 2001). 

‘외국인 국적별 범죄자 수’에 대하여, 총 10 개 국가8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국가 선정 기준은 2008 년부터 2012 년까지 최근 5 년간 

국내 체류 외국인 중에서 범죄자 수가 많아 범죄통계로 집계되는 16 개 

국가들 중에서, 발생건수가 많은 순서대로 6 국가를 선정하였고 이외의 

국가는 우리나라와 인접한 국가인 ‘일본, 러시아’, 그리고 실제 범죄 

발생건수가 비슷하지만 경제적, 지리적 위치가 다른 ‘캐나다, 스리랑카’를 

선정하였다. 16 개 국가 이외의 국적인은 피의자는 존재하지만, 경찰청 

범죄통계 상에서 ‘기타’로 합산되어 파악되지 않기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범죄 기사건수’는 언론에서 보도되는 범죄 사건의 기사 숫자를 

의미하며, 구체적인 기사 검색 방법에 대해서는 ‘3. 자료의 수집’에서 

설명하였다. 

 

 

 

 

 

 

 

 

 

 

 

 

 

 

 

 

 

                                                   

8 중국(조선족 포함), 베트남, 미국, 러시아, 일본, 몽골,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캐나다, 

스리랑카,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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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의 수집 
 

(1) 실제 범죄자 수 
 

실제 범죄자 수는 경찰청 경찰범죄통계의 2011 년, 2012 년의 ‘연도별, 

국적별 범죄자 현황’을 따랐다. 분석 기간을 2011 년, 2012 년으로 

설정한 것은, 외국인 범죄 발생 인식에 대한 설문이 실시되는 2014 년의 

사람들에게 이전의 뉴스 보도가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2014 년보다 앞선 몇 년간의 추이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2013 년의 

경우, 연구시점까지 경찰범죄통계 자료가 발표되지 않아 제외하였다. 

자료는 2014 년 9 월, 경찰청에 정보공개를 청구9하여 수집하였다. 

실제 범죄자 수 통계와 관련하여, 검찰청 ‘범죄분석’의 ‘내/외국인별 

범죄 발생통계’ 10 를 사용하지 않고, 경찰청의 자료를 사용한 이유는 

다음의 두 가지이다. 첫째, 경찰청의 자료가 통계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범죄자 유형 및 특성 분석에서 미검거 피의자인 기소중지자를 제외하고 

산출하였고, 둘째, 검찰청의 자료보다 더 많은 국적의 외국인 범죄자를 

공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2) 범죄 기사건수 
 

범죄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 기사검색 시스템에서 10 개 

전국종합일간과 4 개 텔레비전 뉴스의 2011 년, 2012 년의 ‘살인, 

강간・강제추행, 절도, 사기’에 대한 사건 기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 방식을 사용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한국언론진흥재단 기사검색시스템(KINDS)11에서 특정 

키워드 검색을 통하여 기사를 수집한 후, 둘째, 중복기사와 

비(非)사건기사를 제거하는 작업을 시행하여 순수한 사건기사를 확보하고, 

셋째, 범죄 사건의 범죄자를 기준으로 ‘총 범죄 기사건수, 내국인 범죄 

                                                   

9 http://open.go.kr/ 

10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사회-범죄-범죄분석통계-일반적범죄분석-범죄자내외국인별(1993~2012)’ 
11 http://www.kind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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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건수, 외국인 범죄 기사건수, 외국인 국적별 범죄 기사건수’를 

조사하였다. 

2014 년 8 월, 컴퓨터 언어 파이썬(Python)을 이용하여 KINDS 에서 

특정 키워드가 들어간 기사 모두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을 생성하여 

사용하였다. 수집된 기사는 엑셀(Microsoft Excel)을 이용하여 ‘제목, 

날짜, 언론사, 내용’의 항목에 따라 분류하였다. 이러한 방법에 의하여, 

총 76,444 건(2011 년: 33,934 건, 2012 년: 42,510 건)의 기사가 

수집되었다. 

이후 ‘4. 자료의 판단: 범죄 사건기사의 판단 기준’에 따라 

중복기사12와 비(非)사건기사를 제거하고, 최종적으로 21,866 건(2011 년: 

10,380 건, 2012 년: 11,486 건)의 순수한 사건기사를 확보하였다. 13 

KINDS 를 이용한 기사 검색 조건 및 기사건수 계산 방법은 <표 2>와 

같다. 사건기사를 판단하는 기준은, 기존의 연구에서 ‘특정 뉴스가 

범죄사건 기사인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별도의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기에, 연구자가 직접 기사의 분류 작업을 시행하며 작성하였다. 

 

 

 

 

 

 

 

 

 

 

 

 

                                                   

12 중복기사의 제거는 KINDS 에서 ‘동일한 기사’가 두 번 이상 검색 되는 경우에 한하며,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여러 차례 보도된 기사는 중복기사로 처리하지 않았다. 

13 예시로 2011 년 살인사건 기사 dataset 을 캡처한 화면을 부록에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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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KINDS 를 이용한 기사 검색 조건 및 기사건수 계산 방법 

 

 

 

 

 

 

 

검색 조건 

검색 단위 제목+내용 

검색 영역 

텔레비전 뉴스(SBS, KBS, MBC, KNN), 

전국종합일간(경항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아시아투데이) 

검색 기간 
2011 년 1 월 1 일부터 

2012 년 12 월 31 일까지 

검색 키워드* 살인, 강간, 절도, 사기 

 

* 검색 키워드에 관하여, KINDS 시스템은 위의 키워드만으로 관련된 범죄 

사건 기사를 함께 검색하여 제공하였다. 예를 들면, ‘살인’의 키워드로 검색 

시, ‘살해’, ‘죽이다’ 등의 단어가 들어간 기사까지 함께 검색되며, ‘강간’ 

키워드로 검색 시, ‘성폭행’, ’강제추행’, ‘성추행’ 등의 단어가 들어간 

기사까지 함께 검색되었다. 

 

범죄 기사건수 분류 

총 범죄 기사건수 
수집된 기사에서 중복기사와 비(非)사건기사를  

제거한 수 

외국인 국적별 

범죄 기사건수 

중국(조선족 포함), 베트남, 미국, 러시아, 일본, 

캐나다, 필리핀,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몽골, 기타 

외국인 범죄자의 기사건수 

외국인 범죄 

기사건수 
외국인 국적별 범죄 기사건수의 합 

내국인 범죄 

기사건수 
총 범죄 기사건수와 외국인 범죄 기사건수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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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의 판단: 범죄 사건기사의 판단 기준 

(1) 사건기사를 선택 기준으로 삼았다. ‘살인, 강간・강제추행, 절도, 

사기’라는 단어가 기사의 제목 혹은 내용에 언급되더라도, 범죄 사건과 

관련 없는 기사는 제외하였다. 또한, 구체적 범죄 사건을 보도하지 않고, 

단순히 범죄 발생의 추이를 보도하는 기사도 제외하였다. 단, 범죄 

사건을 보도하는 기사가 아니더라도, 기사의 내용에서 특정한 사건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경우 사건기사로 포함하였다.  

 

<표 3> ‘사건기사’를 기준으로 한 사건기사 분류 예시 

제목 언론사 날짜 기사내용 
포함

여부 

“ 농어촌 강력범죄 10

건 중 7건은 강간” 
KBS 

2012-

10-05 

농어촌 강력범죄 10건 가운데 

7건은 강간 관련 범죄인 것으

로 나타났습니다.(중략)김정환

기자 

X 

말다툼 벌이던 이웃 흉

기로 살해한 60대 검

거 

MBC 
2012-

10-05 

경기 파주경찰서는 오늘(4일) 

말다툼 끝에 이웃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60살 

곽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중략). 구경근 

O 

급증하는 성폭력 "강간

공화국 될라" 

아시아 

투데이 

2011-

12-13 

강간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

가 하루 55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중략) 이정필 기자 

X 

살인청부업자 친구를 

살해하다 
경향신문 

2011-

02-22 

액션연기를 전문으로 하는 배

우들의 필요와 수요가 점점 

축소되고 있는 추세다. (중략)

최원균 무비 가이더. 제목: 메

카닉 (The Mechanic) 제작연

도: 2011년 러닝타임: 92분 장

르: 액션 

X 

수원 20대女 피살 감

찰결과 “신고접수-탐

문-지휘… 112 총체적 

부실” 

동아일보 
2012-

04-09 

경기 수원시 20대 여성 피살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는 

112신고 접수 단계부터 지령, 

초동대처, 지휘보고 누락 등 

총체적 부실수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중략) 수원=남경현 

기자 신광영 기자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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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에서 발생한 사건을 선택 기준으로 삼았다. 외국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기사는 제외하였으며, 따라서 외국에서 한국인에 의해 

발생한 사건 기사도 제외하였다. 또한, 범죄자가 외국에서 범행을 저지른 

후 한국으로 귀국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았지만, 범죄자가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주한 후, 검거된 경우는 포함하였다.  
 

<표 4> ‘국내 발생 사건’을 기준으로 한 사건기사 분류 예시 

    

 

 

제목 언론사 날짜 기사내용 
포함

여부 

"징역 10년" 동두천 

여고생 성폭행 미군에 

중형 선고 

한국일보 
2011-

11-02 

경기 동두천시에서 여고생을 

성폭행한 미군에게 이례적으

로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

됐다. (중략) 김창훈 기자 

O 

필리핀으로 도주한 살

해 용의자 붙잡아 
MBC 

2012-

10-08 

경찰은 전당포 여직원을 살해

한 뒤 필리핀으로 도주한 혐

의로 42살 김 모 씨를 지난 

6일 필리핀 현지에서 붙잡았

습니다. (중략) 배주환 기자 

O 

美술집서 韓여성 시신 

발견‥경찰 '살인사건' 
MBC 

2012-

10-18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의 한 

술집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

이 나 이 술집을 운영하던 한

국인 여성의 시신이 다른 4구

의 시신과 함께 발견됐습니

다. (중략) 김효엽 기자 

X 

마약·성추행… ‘불량 

원어민 강사’ 감독 구

멍 

국민일보 
2011-

10-03 

지난 8월 1급 살인미수 혐의

를 받고 있는 갱단 출신 재미

교포 김모(33)씨가 서울 강남

에서 어학원을 운영하다 경찰

에 붙잡혔다. 김씨는 1997년 

미국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수

배령이 내려지자 국내에 들어

와 (중략) 임성수 기자 

X 

40분 늦은 피자 배

달...  고객 분노가 살

인으로 

KBS 
2012-

10-13 

멕시코에서 피자를 늦게 가져

왔다며 배달원을 감금한 뒤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중략)이효용 기자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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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기사는, 기사가 보도된 시점의 년도에 발생한 사건이거나, 그 

이전에 사건이 발생했더라도 기사가 보도된 시점의 년도에 발생한 ‘사건 

현황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를 선택 기준으로 삼았다. 가령 2011 년 범죄 

기사건수의 경우, 2011 년 1 월 1 일부터 2011 년 12 월 31 일까지 

발생한 사건에 대한, 2011 년 1 월 1 일부터 2011 년 12 월 31 일까지의 

보도 기사를 포함하였다. 다만, 2011 년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한 

보도는 원칙적으로 제외하였지만, 2011 년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2011 년에 발생한, 그 사건 현황의 변동(범인 검거, 공판, 기소, 

구형, 선고 등)에 대한 보도 기사의 경우 포함하였다.  

 

<표 5> ‘사건 시점’을 기준으로 한 사건기사 분류 예시 

제목 언론사 날짜 기사내용 
포함

여부 

부부싸움 끝에 아내 

살해 80대 영장 
KBS 

2011-

02-07 

부부싸움 끝에 아내 살해 80대 

영장 경기도 평택경찰서는 87살 

강모 씨를 부부 싸움끝에 아내

를 살해한 혐의로 붙잡아 조사

하고 있습니다. (중략) 이승훈 기

자 

O 

‘ 이태원 살인 ’  사건 

용의자 국내 송환 

결정 

KBS 
2012-

10-24 

15년 전 이태원 햄버거 가게에

서 벌어진 잔혹한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미국인 패터슨

이 송환돼 우리 법정에 서게 됐

습니다. (중략)박영환 기자 . 

O 

‘여중생 성폭행·살인’ 

김길태 무기징역 확

정 

KBS 
2011-

04-28 

‘여중생 성폭행·살인’ 김길태 무

기징역 확정. 대법원 1부는 여중

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뒤 살해

한 혐의로 기소된 김길태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중략) 김건우 기

자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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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합뉴스는 제외하였다. ‘오늘의 뉴스, 이 시각 주요 뉴스’와 같이 

여러 기사를 요약하여 짤막하게 묶어서 보도하는 뉴스는 제외하였다. 

 

<표 6> ‘종합뉴스 제외 원칙’을 기준으로 한 사건기사 분류 예시 

제목 언론사 날짜 기사내용 
포함

여부 

이 시각 주요뉴스 MBC 
2011-

10-02 

▶이국철, '신재민 사용' 카드 

내역 공개  ▶ 박지성 시즌 첫 

어시스트 ▶ 내년 나라빚 448

조 원, 적자성 채무 222조 원 

▶ 야권, 내일 후보 선출‥ ▶ 

10대 성폭행 미군 영장 (중략) 

X 

오늘의 주요뉴스 MBC 
2011-

10-19 

◀ＡＮＣ▶서울시장 보권선거

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

데 여야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

습니다.◀ＡＮＣ▶어제 MBC가 

단독 보도한 서울시내 구립 어

린이집의 아동 학대 (중략) 

X 

사회뉴스 종합 MBC 
2011-

10-19 

'구립 어린이집 아동 폭행' 경

찰 수사 착수 /서울 경찰청  

서울시, '폭력 어린이집' 근절 

대책 마련 (중략)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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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하나의 사건이 두 가지 이상의 범죄 종류에 포함되는 사건 기사는 

더욱 중한 범죄의 사건기사로 분류하였다. 예를 들어, 성폭행 후 살인을 

한 사건의 기사는 ‘강간’과 ‘살인’의 두 가지 키워드에서 모두 검색 

되지만, 이는 살인 기사에만 포함하였고, 강간・강제추행 기사에서는 

제외하였다. 

 

<표 7> ‘하나의 사건이 두 가지 이상의 범죄 종류에 포함되는 경우’의  

사건기사 분류 예시 

 

 

 

 

 

 

 

 

 

 

제목 언론사 날짜 기사내용 포함여부 

군산서 장애인 

성폭행후 살해

한 40대 검거 

SBS 
2011-

04-17 

전북 군산경찰서는 지체장

애인을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46살 김모 씨에 대

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

입니다. (중략) 최우철 기자 

O 살인 기사 

X 
강간・강제

추행 기사 

동료 노숙인 성

폭행하려다 살

해한 40대 중형 

SBS 
2011-

06-26 

광주지법 형사2부는 노숙

인 시설에서 함께 생활하는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살해

한 혐의로 기소된 40살 임

모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중

략) 박현석 기자 

O 살인 기사 

X 
강간・강제

추행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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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사의 내/외국인 분류에 있어서, 외국인 범죄 기사는 외국인이 

범죄자인 경우만 포함하였다. 범죄자가 내국인이고, 피해자는 외국인인 

사건에 대한 기사는 내국인 사건기사에 포함하였다. 

 

<표 8> ‘범죄자의 국적’을 기준으로 한 사건기사 분류 예시 

제목 언론사 날짜 기사내용 
포함

여부 
비고 

이혼 문제로 말다

툼 끝에…베트남

출신 아내 흉기로 

살해 

서울신문 
2011-

05-25 

(생략) 24일 청도경찰

서에 따르면 오전 1시 

10분쯤 청도군 청도읍 

한 원룸에서 임모(37)

씨가 베트남 아내인 황

모(23)씨를 흉기로 찔

러 살해했다. (중략)  

김상화기자 

O 
내국인 

범죄자 

불법 체류 외국인 

단속 공무원 지게

차로 덮쳐 

KBS 
2012-

02-24 

불법 체류 외국인, 단

속 공무원 지게차로 덮

쳐 출입국 관리소 직원

을 지게차로 치여 중상

을 입힌 불법 체류 외

국인이 살인미수 혐의

로 구속됐습니다. (중

략) 공웅조 기자 

O 
외국인 

범죄자 

 

사건기사 분류 작업 후, 최종적으로 분류된 2011 년과 2012 년의 범죄 

종류별 기사건수는 <표 9>과 같다. 

 

<표 9> 범죄 기사건수 

 

 2011 년 2012 년 

 수집 기사   범죄 기사  수집 기사 범죄 기사 

절도 4,182 2,012 3,976 1,807 

사기 10,225 2,949 9,339 3,123 

살인 11,190 2,540 14,362 3,374 

강간・강제추행 8,337 2,879 14,833 3,182 

합계 33,934 10,380 42,510 11,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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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문제 2>에 대한 연구방법 

 

1. 자료의 수집 

 

2014 년 9 월, 성인 남녀 384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업체 ㈜마크로밀엠브레인 14 에 의뢰하여, 응답자가 웹 페이지 상의 

설문지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설문 의뢰 시, 성별과 연령이 

균등하게 분포되도록 설정하였다. 총 384 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나, 응답대상자 조건이 아니거나 응답자가 설문을 중도 포기한 

경우를 제외하고 총 280 명이 응답을 완료하였고, 이 중에서 일정한 

구간을 한 번호로 응답하거나, 서술형 문항을 제대로 응답하지 않은 경우, 

응답시간이 너무 짧은 경우 등의 불성실한 응답으로 판단되는 데이터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98 명 응답자에 대한 설문 결과를 확보하였다. 

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적 분포를 살펴보면 성별은 남성이 

101 명(51%), 여성이 97 명(49%), 연령은 평균 39.6 세(SD = 11.0)로, 

20 대, 30 대, 40 대, 50 대가 약 25% 내외로 고른 분포를 보였다. 과거 

범죄 피해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40 명(20.2%), 없는 응답자가 

158 명(79.8%)이었다. 대학 재학 이상(78.7%)의 응답자가 고등학교 졸업 

이하(20.2%)의 응답자보다 많았고, 수도권에 거주(72.2%)하는 응답자 

비수도권에 거주(27.8%)하는 응답자보다 많았다. 기타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0>과 같다. 

 

 

 

 

 

 

 

 

 

 

                                                   

14 http://www.embra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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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측정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N = 198) 

인구통계학적 변수 빈도 퍼센트 

성별 
남 101 51.0% 

여 97 49.0% 

연령 

20대 45 22.7% 

30대 52 26.3% 

40대 45 22.7% 

50대 56 28.3%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3 1.5% 

고등학교 졸업 37 18.7% 

대학 재학 12 6.1% 

대학 졸업 123 62.1% 

대학원 재학 및 졸업 23 11.6% 

월 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17 8.6% 

100만원-200만원 38 19.2% 

200만원-300만원 44 22.2% 

300만원-400만원 27 13.6% 

400만원-500만원 35 17.7% 

500만원-600만원 16 8.1% 

600만원 이상 21 10.6% 

거주지역 
수도권 143 72.2% 

비수도권 55 27.8% 

범죄피해경험 
없다 158 79.8% 

있다 40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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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수의 측정 

 

(1) 독립변수: 미디어 이용량 

 

‘미디어 이용량’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미디어 이용량은 ‘귀하는 

평균적으로 하루에 텔레비전 뉴스를 얼마나 보십니까? (   분)’의 질문을 

통해 측정하였다. 매체의 종류별로 텔레비전 뉴스, 종이신문, 온라인 

뉴스(모바일 포함) 각각에 대해 위와 같은 물음을 통하여 미디어 이용 

시간을 측정하고, 각각의 이용 시간을 합한 총 미디어 이용 시간을, 

‘미디어 이용량’ 변수로 사용하였다.  

‘1 일 평균 이용 시간’으로 미디어 이용량을 측정하는 질문 방식은 

미디어 이용과 범죄 발생인식에 관한 기존의 문화계발효과 연구를 

참고하였으며(Diefenbach & West, 2001), 프로그램 유형에 따라 미디어 

이용량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뉴스’로 한정하여 질문하였다. 

매체의 종류를 텔레비전 뉴스뿐 아니라 종이신문과 온라인 뉴스까지 

포함한 것은, 외국인 범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텔레비전 뉴스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고, 또한 <연구문제 1>에서 

분석한 범죄 기사가 텔레비전 뉴스뿐 아니라 전국종합일간 기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2) 종속변수: 외국인 범죄 발생비율 인식,  

외국인 국적별 범죄 발생비율 인식 
 

외국인 범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외국인 범죄 발생비율 

인식’과 ‘외국인 국적별 범죄 발생비율 인식’을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외국인 범죄 발생비율’이란, 국내에서 발생한 특정 범죄의 전체 

발생건수에서 외국인이 저지른 사건의 비율을 의미하며, ‘외국인 국적별 

범죄 발생비율’이란, 동일한 분모에서 외국인 국적별로, 해당 국적의 

외국인이 저지른 사건의 비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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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범죄 발생비율 인식’의 측정은, 예를 들어 ‘살인’의 경우, ‘지난 

1 년 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살인 발생건수’와 ‘그 중 범죄자가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인 건수의 비율(%)’을 응답자가 추정하여 답하게 

하는 방식으로 측정하였다. ‘외국인 국적별 범죄 발생률 인식’의 측정은, 

‘그 중 범죄자가 다음 국적의 외국인인 건수’를 추정하여 응답하게 

하였고, <연구문제 1>의 연구방법에서 언급된 10 개의 국적을 응답 

항목으로 하였다. 이후, 앞서 언급했던 ‘지난 1 년 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살인 건수’에 대한 응답을 분모로 하여, ‘외국인 국적별 범죄 

발생비율 인식’을 산출하였다. 또한, ‘외국인 범죄 발생비율 인식’과 

‘외국인 국적별 범죄 발생비율 인식’은 살인, 강간・강제추행, 절도, 

사기의 4 가지 범죄를 대상으로 모두 측정하였다. 이와 같이 ‘지난 1 년 

간 범죄 발생 건수’로서 사람들의 범죄 발생 인식을 측정하는 방식은 

기존의 문화계발효과 연구를 참고하였다(Diefenbach & West, 2001). 

 

 

(3) 통제변수  
 

우선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로, 성별(더미변수, 여자=1), 

연령, 학력(중학교 졸업 이하, 고등학교 졸업, 대학 졸업, 대학 재학, 

대학원 재학 및 졸업), 소득수준(월 평균 가구소득으로 ‘100 만원 

미만’에서부터 ‘600 만원 이상’까지 총 7 단계), 범죄 피해경험을 

사용하였다. ‘범죄 피해경험’은 과거 ‘강도, 강간・강제추행, 폭력, 절도, 

사기’의 피해 유무를 응답하게 하였고, 응답자가 피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할 시 가해자의 내/외국인 여부를 응답하게 하였다. 추가적으로, 

인구통계학적 특성 이외의 통제변수로서 ‘해외 거주기간’과 ‘외국인 

접촉빈도’를 사용하였다. 해외 거주기간은 ‘귀하께서는 해외에 거주한 

기간이 얼마나 되십니까?’라는 질문으로 ‘없다, 6 개월 미만, 6 개월 이상-

1 년 미만, 1 년 이상-2 년 미만, 2 년 이상-3 년 미만, 3 년 이상’으로 

측정하였고, 해외 거주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에게는 거주 국가를 응답하게 

하였다. 거주 국가는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 중앙아시아, 유럽,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아니아’로 응답하게 하였고, 각 

항목별로 해당 국가들을 표시하였다. ‘외국인 접촉빈도’는 ‘단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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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주치는 것을 제외하고, 귀하께서는 평소 외국인 접촉 빈도가 어느 정도 

되십니까?’라는 질문으로 ‘거의 없다, 6 개월에 1 번, 2-3 달에 1 번, 

1 달에 1-2 번, 1 주일에 2-3 번, 매일’로 응답하게 하였고, 접촉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로 하여금 주로 접촉하는 국가를 응답하게 하였다. 

주 접촉국가에 대한 응답 항목은 앞선 거주국가에서 사용한 것과 같은 

항목을 사용하였다. 측정 변수의 기술 통계 분석 결과는 <표 11>과 같다. 

 
 

<표 11> 측정 변수의 기술 통계 분석 결과 

측정 변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독립변수     

 통합 미디어 이용량(분) 10 360 103.67 66.9 

매체 종류별 

종이신문 0 160 16.68 21.28 

텔레비전 0 180 42.63 34.58 

온라인 0 240 44.36 37.85 

종속변수   
  

살인  

발생 인식 

지난 1년간 발생건수 2 30,000 924.19 2,895.04 

외국인 발생비율(%) 1 80 20.28 14.73 

강간・강제추행  

발생 인식 

지난 1년간 발생건수 3 50,000 2,024.77 5,872.45 

외국인 발생비율(%) 1 99 24.13 17.85 

절도  

발생 인식 

지난 1년간 발생건수 3 100,000 7,275.44 19,703.15 

외국인 발생비율(%) 1 99 22.92 17.35 

사기  

발생 인식 

지난 1년간 발생건수 2 200,000 8,220.63 24,894.51 

외국인 발생비율(%) 1 99 18.78 16.03 

기타 통제변수      

외국인 접촉빈도(1~6) 1 6 2.74 1.78 

해외 거주기간(1~6) 1 6 1.71 1.32 

 



- 38 - 

 

3. 분석 방법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SPSS 버전 18 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가설 2-1>을 검증하기 위하여, 1 차 분석으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시행하였다. 

‘외국인 범죄 발생비율 인식’에 대한 미디어 이용량 변수의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1 단계 분석에는 인구통계학적 변수로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고, 2 단계 분석에는 ‘해외 거주기간’과 ‘외국인 접촉빈도’를 

추가하였고, 3 단계 분석에는 미디어 이용량 변수를 추가하여, 다른 

변수들의 영향력을 통제한 후 미디어 이용량 변수의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또한, 2 차 분석으로 일원변량분석을 시행하였다. 2 차 분석의 

목적은 미디어 이용 정도에 따른 집단 간 종속변수의 차이를 수치상으로 

비교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를 위해 미디어 이용량에 따른 누적 비율로 

집단을 3 등분(소이용, 중이용, 대이용)한 후, 일원변량분석을 시행하고 

Scheffe 사후검정(post-hoc analysis)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4 가지 범죄 종류별로 모두 시행하였다.  

<연구가설 2-2>를 검증하기 위하여, 1 차 분석으로 ‘외국인 국적별 

범죄 발생비율’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실제 발생비율’과 ‘범죄 

기사비율’과 나열하여 비교하였다. 2 차 분석으로, 세 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시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사람들의 인식’과 ‘실제 발생비율’의 

상관관계와 ‘사람들의 인식’과 ‘기사비율’의 상관관계를 Pearson 

correlation 값으로 각각 구한 후, 두 상관관계의 차이를 확인하고, 

그러한 차이의 통계적 유의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Fisher’s z-test 를 

시행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4 가지 범죄 종류별로 모두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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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결과  

   

제 1 절 <연구문제 1>에 대한 연구결과  
 

실제 범죄자 수를 기준으로, 범죄자의 국적에 따라서 언론에서 

보도되는 범죄 기사건수에 큰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외국인 범죄자의 경우, 내국인 범죄자에 비하여, 범죄자 수에 

비한 범죄 기사건수가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살인과 강간・강제추행의 강력범죄에서는 매우 현저하게 나타났지만, 

절도와 사기의 비강력범죄에서는 매우 약하게 나타났다. 비단, 

내/외국인뿐 아니라 외국인 범죄자의 국적별로도 차이가 나타났으며, 

구체적으로 중국인과 미국인(주한 미군)의 경우, 다른 국적의 

범죄자들보다 실제 범죄자 수에 비교하여 월등히 높은 기사건수가 

나타났고, 이러한 현상 역시 강력범죄의 경우에 매우 현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언론에서 보도되는 범죄 기사건수는 범죄자의 국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범죄자가 내국인 보다는 외국인인 경우에, 그리고 

외국인 중에서도 중국인과 미국인(주한 미군)인 경우에 많이 보도되며, 

이러한 현상은 살인과 강간・강제추행의 강력범죄에서 현저히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미디어 이용 정도에 따라서 외국인 우범자 인식에 

차이가 나타난다는 문화계발효과를 검증하는 하나의 주요한 근거가 

된다고 하겠다.  

 

 

 

 

 

 

 



- 40 - 

 

1. <연구가설 1-1> 에 대한 연구결과 
 

<표 12> 내/외국인의 범죄자 수와 범죄 기사건수 

a 경찰청 

b 한국언론진흥재단 기사검색시스템(KINDS) 

c 비강력범죄(절도+사기)와 강력범죄(살인+ 강간・강제추행)의 합산 

 

 

 

 

 

 

 

 

 

 

 

  2011년    2012년  

 전체 내국인 외국인  전체 내국인  외국인 

범죄자 수(N) a     
    

비강력범죄 323,494 320,562 2,932  325,321 322,576 2,745 

절도 109,180 107,537 1,643  104,434 102,880 1,554 

사기 214,314 213,025 1,289  220,887 219,696 1,191 

강력범죄 18,746 18,347 399  19,068 18,636 432 

살인 1,254 1,160 94  1,056 972 84 

강간・강제추행 17,492 17,187 305  18,012 17,664 348 

전체c 
342,240 338,909 3,331  344,389 341,212 3,177 

범죄 기사건수(N) b    
 

  

비강력범죄 4,961 4,831 130  4,930 4,784 146 

절도 2,012 1,980 32  1,807 1,775 32 

사기 2,949 2,851 98  3,123 3,009 114 

강력범죄 5,419 4,719 700  6,556 5,842 714 

살인 2,540 2,132 408  3,374 2,752 622 

강간・강제추행 2,879 2,587 292  3,182 3,090 92 

전체 10,380 9,550 830  11,486 10,626 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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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내/외국인의 범죄자 수와 범죄 기사건수의 비교  
 

<그림 6> 내/외국인의 범죄자 수와 범죄 기사건수 

 

 
Note. 2011년, 2012년 합산. 

 

내/외국인의 범죄자 수와 범죄 기사건수를 비교 분석한 결과, 전체 

범죄자 수에서 외국인 범죄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0.9%이지만, 범죄 기사 

건수에서는 외국인 범죄자가 저지른 사건에 대한 범죄 기사가 전체의 

7.7%를 차지하였다. 반면에, 내국인 범죄자는 실제 범죄자 수의 

99.1%를 차지하였지만, 범죄 기사건수에서는 92.3%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표 13>에서와 같이 2011 년과 2012 년에서도 

각각 유사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외국인 범죄자의 경우, 실제 범죄자 

비율에 비하여, 언론에서 보도하는 범죄 기사의 비율이 현저하게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13> 외국인 범죄자 수와 범죄 기사건수의 비교 

 2011년  2012년  합계 

 
전체 외국인 %  전체 외국인 %  전체 외국인 % 

범죄자 수 a 342,240 3,331 1.0  344,389 3,177 0.9  686,629 6,508 0.9 

기사건수 b 10,380 830 8.0  11,486 860 7.5  21,866 1,690 7.7 

a 경찰청 

b 한국언론진흥재단 기사검색시스템(KINDS) 

 

 1,690(7.7%)  

 6,508(0.9%)  

 20,176(92.3%)  

 

680,121(99.1%)  

0% 20% 40% 60% 80% 100%

기사건수 

범죄자 수 

외국인 내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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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 종류별 분석: 4 가지 범죄 종류별 

 

범죄의 종류별로 내/외국인의 범죄자 수와 범죄 기사건수를 비교 

분석한 결과, 범죄의 종류에 따라서 큰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살인에서는, 외국인이 차지하는 범죄자의 비율은 7.7%에 불과하지만, 

범죄 기사에서는 17.4%에 달하였다. 강간・강제추행에서는, 외국인이 

차지하는 범죄자 비율이 1.8%였지만, 범죄 기사에서는 6.3%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사기에서는, 외국인이 차지하는 범죄자 비율은 0.6% 였지만, 

범죄 기사에서는 3.5%를 차지하였고, 반면, 절도에서는 외국인이 

차지하는 범죄자 1.5%, 기사 비율이 1.7%로 비슷하였다. 요컨대, 외국인 

범죄자에 대하여, ‘살인 > 강간・강제추행, 사기 > 절도’의 순서로 범죄 

기사의 비율이 실제 범죄자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14> 외국인 범죄자의 실제 범죄자 비율과 범죄 기사비율의 비교 

 범죄자 수  범죄 기사건수 

 
전체 외국인 % 

 
전체 외국인 % 

절도 213,614 3,197 1.5 
 

3,819 64 1.7 

사기 435,201 2,480 0.6 
 

6,072 212 3.5 

살인 2,310 178 7.7 
 

5,914 1,030 17.4 

강간・강제추행 35,504 653 1.8 
 

6,061 384 6.3 

Note. 2011년, 2012년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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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범죄 종류별 분석: 강력범죄와 비강력범죄 
 

기존 연구결과, 뉴스는 강력범죄와 비강력범죄에 따라서 범죄 사건을 

보도하는 비율이 다르기에, 범죄의 종류를 강력범죄와 비강력범죄로 

구분하여 범죄자 비율과 범죄 기사 비율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살인과 강간・강제추행의 수를 합하고, 절도와 사기의 수를 합하여 

강력범죄와 비강력범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그림 7>과 같이 

강력범죄에서는 외국인 범죄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2.2%에 불과했지만, 

언론의 보도 기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1.8%에 달하여 큰 차이를 

보였다. 반면에 <그림 8>과 같이 비강력범죄에서는 외국인 범죄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0.9%이고, 보도 기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8%로서 

두 비율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매우 적게 나타났다. 

 

<그림 7> 내/외국인의 범죄자 수와 범죄 기사건수(강력범죄) 

 
Note. 2011년, 2012년 합산. 

 

<그림 8> 내/외국인의 범죄자 수와 범죄 기사건수(비강력범죄) 

 

Note. 2011년, 2012년 합산. 

 1,414(11.8%) 

 831(2.2%)  

 10,561(88.2%)  

 36,983(97.8%)  

0% 20% 40% 60% 80% 100%

기사건수 

범죄자 수 

외국인 내국인 

276(2.8%) 

5,677(0.9%) 

9,615(97.2%) 

643,138(99.1%) 

0% 20% 40% 60% 80% 100%

기사건수 

범죄자 수 

외국인 내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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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이와 같은 강력범죄와 비강력범죄에 따라서 내/외국인의 

범죄자 비율과 범죄 기사비율의 격차가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은 <표 

15>에서와 같이 2011 년과 2012 년 각각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외국인 범죄의 경우, 실제 범죄자 비율에 비하여 

언론에서 보도하는 범죄 기사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반면에 내국인의 

경우 실제 범죄자 비율에 비하여 범죄 기사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강력범죄에서 현저하게 나타났고, 비강력범죄에서는 

약하게 나타났다. 

 

<표 15> 외국인 범죄자 수와 범죄 기사건수 

 2011년  2012년  합계 

 전체 외국인 % 
 

전체 외국인 % 
 

전체 외국인 % 

비강력범죄            

범죄자 수 a 323,494 2,932 0.9 
 

325,321 2,745 0.8 
 

648,815 5,677 0.9 

기사건수 b 4,961 130 2.6 
 

4,930 146 3.0 
 

9,891 276 2.8 

강력범죄            

범죄자 수 18,746 399 2.1 
 

19,068 432 2.3 
 

37,814 831 2.2 

기사건수 5,419 700 12.9 
 

6,556 714 10.9 
 

11,975 1,414 11.8 

a 경찰청 

b 한국언론진흥재단 기사검색시스템(KI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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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내/외국인 범죄자의 언론 ‘보도비율’ 비교 
 

내/외국인별로 범죄 기사건수가 실제 범죄자 수에 비하여, 수치상 어느 

정도의 비율로 나타나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내/외국인별 범죄 

기사건수를 범죄자 수로 나눈 후, ‘보도비율’로써 확인하였다. 예를 들어, 

외국인 범죄 보도비율은 다음의 수식에 따른 값과 같다. 내/외국인 

범죄자의 언론 보도비율은 <표 16>에 제시된 바와 같다. 

  

외국인 범죄 보도비율 =  
외국인 범죄자 기사건수

외국인 범죄자 수
× 100 

 

 

<표 16> 내/외국인 범죄자의 언론 보도비율 

 
 

범죄자 수 a  범죄 기사건수 b  보도비율(%)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비강력범죄 643,138 5,677 
 

9,615 276 
 

1.5 4.9 

절도 210,417 3,197 
 

3,755 64 
 

1.8 2.0 

사기 432,721 2,480 
 

5,860 212 
 

1.4 8.5 

강력범죄 36,983 831 
 

10,561 1,414 
 

28.6 170.2 

살인 2,132 178 
 

4,884 1,030 
 

229.1 578.7 

강간・강제추행 34,851 653 
 

5,677 384 
 

16.3 58.8 

전체 c 680,121 6,508  20,176 1,690  3.0 26.0 

Note. 2011년 2012년 합산. 

a 경찰청 

b 한국언론진흥재단 기사검색시스템(KINDS) 

c 비강력범죄(절도+사기)와 강력범죄(살인+ 강간・강제추행)의 합산 

 

분석 결과, <표 16>에서와 같이, 내국인 범죄 기사는 범죄자 수에 

비교한 값, 즉 보도비율이 3% 수준에 그친 데 반하여, 외국인의 범죄 

기사는 보도비율이 26%에 달하였다. 특히, 강력범죄의 경우, 외국인 

범죄의 보도비율은 170.2%로, 내국인의 강력범죄 보도비율인 28.6%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반면, 비강력범죄의 경우, 외국인 범죄의 

보도비율이 4.9%, 내국인 범죄의 보도비율이 1.5%로 큰 차이가 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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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 결과적으로 실제 범죄자 수를 기준으로, 범죄자가 외국인의 

경우가 내국인인 경우에 비하여 언론에서 보도되는 기사 건수가 월등히 

높게 나타나며, 특히 살인과 강간・강제추행의 강력범죄에서 이러한 

차이가 현저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3. 종합 

<연구가설 1-1>에 대한 연구결과, 실제 범죄자 수를 기준으로, 외국인 

범죄자에 대한 기사건수는 내국인 범죄자에 비해 높게 나타나며, 

비강력범죄의 경우보다 강력범죄의 경우 이러한 현상이 현저하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연구가설 1-1>은 살인과 

강간・강제추행의 강력범죄에서 부분적으로 검증되었다.  

또한, <표 1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강력범죄의 경우 비강력범죄에 

비하여, 실제 범죄자 수보다 기사건수가 현저히 높게 나타나는 현상은, 

강력범죄의 경우 비강력범죄에 비하여 미디어에서 묘사되는 비율이 더욱 

높다는 기존의 문화계발효과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이 기존의 문화계발효과 연구에서 ‘사람들이 강력범죄가 실제보다 

더욱 많이 발생한다고 인식하였던 현상’의 근거가 되었던 것과 동일한 

맥락에서, <연구가설 1-1>의 검증 결과는 사람들이 외국인의 강력범죄 

발생을 실제보다 더욱 높게 인식하게 되는 문화계발효과의 주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하겠다. 

 

 

 

 

 

 

 



- 47 - 

 

2. <연구가설 1-2> 에 대한 연구결과 
 

<표 17> 외국인 국적별 범죄자 수와 범죄 기사건수 

 
외국인

전체 
 중국 

베트

남 
미국(미군) d 

러시

아 
일본 몽골 

우즈

벡 

필리

핀 

캐나

다 

스리 

랑카 

기

타 

범죄자 수(N) a 
 

           

비강력범죄 5,677  2,799 436 487 108 57 569 201 50 81 64 825 

절도 3,197  1,252 386 208 95 16 507 169 37 31 59 437 

사기 2,480  1,547 50 279 13 41 62 32 13 50 5 388 

강력범죄 831  322 79 51 12 8 65 57 15 13 42 167 

살인 178  103 32 1 2 1 8 3 5 1 7 15 

강간・강

제추행 
653  219 47 50 10 7 57 54 10 12 35 152 

전체 c 6,508  3,121 515 538 120 65 634 258 65 94 106 992 

 

범죄 기사건수(N) b  
           

비강력범죄 276  207 18 10(2) 9 0 3 7 0 2 0 20 

절도 64  29 11 3(2) 9 0 3 5 0 0 0 4 

사기 212  178 7 7(0) 0 0 0 2 0 2 0 16 

강력범죄 1414  891 29 423(421) 4 3 13 4 1 9 11 26 

살인 1030  838 21 125(125) 2 1 9 0 0 9 3 22 

  강간・강

제추행 
384  53 8 298(296) 2 2 4 4 1 0 8 4 

전체 1690  1098 47 433(423) 13 3 16 11 1 11 11 46 
 

Note. 2011년, 2012년 합산. 2011년과 2012년의 각각의 자료는 부록에 첨부. 

a 경찰청 

b 한국언론진흥재단 기사검색시스템(KINDS) 

c 비강력범죄(절도+사기)와 강력범죄(살인+ 강간・강제추행)의 합산 

d 괄호 안은 미군 범죄의 보도건수. 미군 범죄자 수는 별도로 집계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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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외국인 국적별 범죄자 수와 범죄 기사건수의 비교 
 

 

<그림 9> 외국인 국적별 범죄자 수와 범죄 기사건수 

 

 

Note. 2011 년, 2012 년 합산. 그림은 <표 18>를 바탕으로 한 것. 

 

<표 18> 외국인 국적별 범죄자 수와 범죄 기사건수 

 
내국인 중국 

베트

남 
미국 

러시

아 
일본 몽골 

우즈

벡 

필리

핀 

캐나

다 

스리

랑카 

기

타 

N             

범죄자 수 a 680,121 3,121 515 538 120 65 634 258 65 94 106 992 

기사건수 b 20,176 1,098 47 433 13 3 16 11 1 11 11 46 

% 
            

범죄자 비율 99.05 0.45 0.08 0.08 0.02 0.01 0.09 0.04 0.01 0.01 0.02 0.14 

기사 비율 92.27 5.02 0.21 1.98 0.06 0.01 0.07 0.05 0.00 0.05 0.05 0.21 

Note. 2011년, 2012년 합산. 

a 경찰청 

b 한국언론진흥재단 기사검색시스템(KINDS) 

 

 

 

88% 90% 92% 94% 96% 98% 100%

기사건수 

범죄자 수 

내국인 중국 베트남 미국 러시아 일본 

몽골 우즈벡 필리핀 캐나다 스리랑카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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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국적별로 범죄자 수와 범죄 기사건수를 살펴본 결과, 범죄자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기사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차이가 

국적별로 달리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특히, <그림 9>와 <표 18>에서 

확인할 수 있듯, 중국인과 미국인 범죄자의 경우 실제 범죄자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보다 범죄 기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월등하게 높게 

나타났다. 또한, 베트남인 범죄자의 경우, 범죄자 비율보다 범죄 기사 

비율이 소폭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른 국적의 외국인의 경우, 실제 

범죄자 수의 비율과 범죄 기사건수의 비율이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았다. 

또한, <연구가설 1-1>에 대한 연구결과에서 살펴보았듯, 내국인 

범죄자의 경우, 실제 범죄자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보다, 범죄 

기사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더욱 작았다. 결과적으로, 실제 범죄자 

수를 기준으로, 외국인 범죄자의 국적별로 범죄 보도 기사건수의 차이가 

존재하였으며, 특히 중국인과 미국인의 경우 실제 범죄자 비율에 비하여 

범죄 기사 비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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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보다 상세히 외국인 국적별 범죄자 수와 범죄 기사건수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내국인을 제외하고 외국인 범죄자 수와 

기사건수를 각각 100% 누적비율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그림 10>과 

<표 19>에서 확인할 수 있듯, 중국인과 미국인의 경우에만, 범죄자 수가 

차지하는 비율보다 기사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더욱 크게 나타났다. 

반면, 다른 모든 외국인 국가에서는 범죄자 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범죄 

기사건수가 차지하는 비율보다 더욱 크게 나타났다. 

 

<그림 10> 외국인 국적별 범죄자 수와 범죄 기사건수 

Note. 2011년, 2012년 합산. 그림은 <표 19>를 바탕으로 하였음. 내국인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음. 

<표 19> 외국인 국적별 범죄자 수와 범죄 기사건수 

 
 

중국 
베트

남 
미국 

러시

아 
일본 몽골 

우즈

벡 

필리

핀 

캐나

다 

스리

랑카 
기타 

범죄자 비율 48.0 7.9 8.3 1.8 1.0 9.7 4.0 1.0 1.4 1.6 15.2 

기사비율 65.0 2.8 25.6 0.8 0.2 0.9 0.7 0.1 0.7 0.7 2.7 

Note. 2011년, 2012년 합산. 내국인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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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외국인 범죄자의 국적별 언론 ‘보도비율’ 비교  

 

외국인 범죄자의 국적별로 범죄 기사건수가 실제 범죄자 수에 비하여 

수치상 어느 정도의 비율로 나타나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표 17>의 

범죄 기사건수를 범죄자 수로 나누어 ‘보도비율’을 확인하였다.  

 

<표 20> 외국인 범죄자의 국적별 언론 보도비율 

Note. 2011년, 2012년 합산. 

a 비강력범죄(절도+사기)와 강력범죄(살인+ 강간・강제추행)의 합산 

b 괄호 안은 미국인 범죄자를 모두 미군으로 가정했을 시, 미군의 보도비율.  

 

그 결과, 전체적으로 중국인 범죄자의 보도비율(35.2%)과 미국인 

범죄자의 보도비율(80.5%)은, 다른 국적의 범죄자에 비하여 월등히 높게 

나타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기타 국적 범죄자의 보도비율은 모두 약 

1%~12%이내였다.  

‘범죄의 종류’에 따라서도, 외국인 국적별 범죄자 수에 비교한 범죄 

기사건수, 즉 ‘보도비율’은 큰 차이를 보였다. 중국인과 미국인 범죄자의 

보도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현상은, 강력범죄에서 보다 현저하게 나타났고, 

반면 비강력범죄에서는 중국인과 미국인 범죄자의 보도비율이 다른 

국적의 보도비율과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강력범죄에서는 중국인 

범죄자의 보도비율이 276.7%, 미국인 범죄자의 보도비율이 829.9%로 

매우 높은 수치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강력범죄 중에서도 중국인의 경우 

살인에서, 미국인의 경우 살인과 강간・강제추행 모두에서 다른 국적과 

비교하여 매우 높은 범죄 보도비율이 나타났다. 

 

외국인 

전체 
 중국 

베트

남 
미국(미군)

 b
 

러시

아 
일본 몽골 

우즈

벡 

필리

핀 

캐나

다 

스리

랑카 
기타 

비강력범죄 4.9  7.4 4.1 2.1(0.4) 8.3 0.0 0.5 3.5 0.0 2.5 0.0 2.4 

절도 2.0  2.3 2.8 1.4(1.0) 9.5 0.0 0.6 3.0 0.0 0.0 0.0 0.9 

사기 8.5  11.5 14.0 2.5(0.0) 0.0 0.0 0.0 6.3 0.0 4.0 0.0 4.1 

강력범죄 170.2  276.7 36.7 829.4(825.5) 33.3 37.5 20.0 7.0 6.7 69.2 26.2 15.6 

살인 578.7  813.6 65.6 12500.0(12500.0) 100.0 100.0 112.5 0.0 0.0 900.0 42.9 146.7 

강간・강

제추행 
58.8  24.2 17.0 596.0(592.0) 20.0 28.6 7.0 7.4 10.0 0.0 22.9 2.6 

전체 a
 26.0  35.2 9.1 80.5(78.6) 10.8 4.6 2.5 4.3 1.5 11.7 10.4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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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중국인과 미국인 범죄자는 다른 국적의 범죄자에 비하여 

실제 범죄자 수에 비하여 범죄 보도건수가 높게 나타나며, 이러한 현상은 

강력범죄의 경우에 매우 현저하게 나타난다고 하겠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2011 년과 2012 년의 경우 각각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이에 추가적으로, 중국인과 미국인 범죄자 수와 기사건수를 

상세히 분석해보았다. 캐나다의 경우, 살인의 보도비율이 900%이지만, 

범죄자 수 1 명에 기사건수가 9 건인 것으로 나타났기에, 주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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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인의 범죄자 수와 범죄 기사건수  

 

<그림 11> 중국인 범죄자 수와 범죄 기사건수(살인) 

 

 

        

<표 20>에 따르면 중국인 범죄자의 경우, 다른 국적의 범죄자와 

비교하였을 때, 특히 ‘살인’에서 높은 보도비율이 나타났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2011 년과 2012 년로 나누어 상세히 분석한 결과, 중국인 범죄자 

수는 62 명에서 41 명으로 다소 감소하였고, 보도건수는 266 건에서 

572 건으로 증가하였다. 2012 년에 보도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과 

관련하여, 2012 년의 기사 중 2012 년 4 월 1 일 수원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인, ‘오원춘 사건’에 대한 기사가 419 건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에, 오원춘 사건을 제외하고 추가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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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중국인 범죄자 수와 범죄 기사건수(살인) 

 

 

중국인  전체(중국인 제외) 

2011년 2012년 2012년 a
  2011년 2012년 

범죄자 수 62 41 40 
 

1192 1015 

기사건수 266 572 153 
 

2274 2802 

  보도비율(%)
b
 429 1395.1 382.5 

 
190.8 276.1 

a 오원춘 사건을 제외하고 산출한 값. 

b 기사건수 ÷ 범죄자 수 × 100 

 

분석 결과, 2012 년의 경우 ‘오원춘 사건’에 대한 보도기사를 

제외하더라도, 2011 년과 마찬가지로 중국인 범죄자에 대하여, 다른 

국적의 외국인과 비교하여, 매우 높은 보도비율(382.5%)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2011 년과 2012 년 모두, 중국인의 보도비율은 

<표 21>에서 확인할 수 있듯, 비단 중국인을 제외한 ‘내/외국인 전체’의 

평균적인 보도비율보다 현저히 높은 수치일 뿐 아니라, <표 20>에서 

확인할 수 있듯, 내국인의 보도비율 및 다른 외국인 국적별(미국인 제외) 

보도비율보다 현저히 높은 수치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오원춘 사건에 

의한 보도기사 건수를 제외하더라도, 중국인 범죄자에 의한 살인에 

대하여는 매우 높은 보도비율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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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인의 범죄자 수와 범죄 기사건수  

 

미국인 범죄자의 경우, 모든 외국인 국적과 비교하여 전체적으로 가장 

높은 범죄 보도비율이 나타났다. 특히, 범죄의 종류별로는 살인과 

강간・강제추행의 강력범죄에서, 다른 국적의 외국인과 비교하여 가장 

높은 범죄 보도비율이 나타났다.  

하지만, 미국인 범죄에 대한 기사를 분석한 결과, 거의 모든 기사가 

주한 미군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기사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살인과 강간・강제추행의 경우에는 총 423 건 중 2 건을 제외한 421 건이 

모두 미군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사건기사였다. 구체적으로 살인의 경우, 

이태원 살인사건 기사(2011 년: 110 건, 2012 년: 15 건)가, 

강간・강제추행의 경우, 주한 미군에 의한 10 대 및 여고생 성폭행 사건 

기사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태원 살인사건의 경우 1997 년에 

발생하였으나, 2011 년 5 월 용의자 아더 패터슨이 검거되어 기사가 많이 

작성된 것이고, 강간의 경우 모두 2011 년과 2012 년에 각각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미국인’의 범죄자 수와 언론 보도건수에 관하여, 정확하게는 

‘주한 미군’의 범죄에 대하여 높은 보도비율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는, 현재 내/외국인 범죄자 현황에서 

미국인과 미군을 분리하여 집계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 미국인 범죄자 수 

중 미군의 숫자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미국인 범죄자 수 모두를 미군 

범죄자로 가정(미국인 민간인은 범죄자가 한 명도 없음)하더라도, 미군 

범죄자에 대한 보도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는, 

실제로는, 미군에 대한 보도비율이 <표 20>의 괄호 속의 보도비율보다 

더욱 높은 수치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요컨대, 미군의 강력범죄에 대하여는 매우 높은 보도비율, 즉 범죄자 

수에 비하여 매우 높은 범죄 기사건수가 존재한다. 보다 엄밀하게는, 

미군에 의한 ‘강간・강제추행’사건의 경우 실제 범죄자 수에 비하여 매우 

높은 보도비율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살인’의 경우, 대부분의 기사가 

1997 년에 발생했던 이태원 살인사건의 범인 검거에 대한 기사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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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미국인 범죄 기사 중 주한 미군 범죄 기사의 비율 

 범죄 기사건수 

 미국인 주한 미군 % 

비강력범죄 10 2 20 

절도 3 2 67 

사기 7 0 0 

강력범죄 423 421 100 

살인 125 125 100 

강간・강제추행 298 296 99 

전체 a
 433 423 98 

Note. 2011년, 2012년 합산.  

a 비강력범죄(절도+사기)와 강력범죄(살인+ 강간・강제추행)의 합산. 

 

 

2.3. 종합 

<연구가설 1-2>에 대한 연구결과, 실제 범죄자 수를 기준으로, 외국인 

범죄자의 국적별로 범죄 기사건수에 큰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중국인과 미국인(주한 미군)에 대하여는 다른 국적의 

범죄자들보다, 범죄자 수에 비교하여 월등히 높은 보도건수가 존재하였고, 

이러한 현상은 강력범죄에서 매우 현저히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가설 

1-2>는 살인과 강간・강제추행의 강력범죄에서 부분적으로 검증되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사람들이 특정 국적의 외국인에 의한 범죄 발생을 

실제보다 높게 인식하게 되는 문화계발효과의 주요한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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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문제 2>에 대한 연구결과 

 

미디어 이용량이 외국인의 범죄 발생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수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미디어 이용량이 많을수록 전체 범죄 

발생 건수에서 범죄자가 외국인인 사건이 차지하는 비율, 즉 ‘외국인 

범죄 발생 비율’을 높게 추정하였다. 다만, 이처럼 미디어 이용량에 

따라서 외국인 범죄 발생비율을 높게 인식하는 현상은, 살인과 

강간・강제추행의 강력범죄에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절도와 사기의 

비강력범죄에서는 미디어 이용량 변수가 미치는 영향력이 낮거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외국인 국적별 범죄 발생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외국인의 

국적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며, 특정한 국적의 외국인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외국인 국적별 범죄 발생에 대한 사람들의 평균적인 

인식은 실제 범죄 발생비율이 아니라 언론에서 보도하는 범죄 기사의 

비율과 더욱 큰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와 

같은 현상 역시, 살인과 강간・강제추행의 강력범죄에서 나타났고, 

비강력범죄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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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가설 2-1>에 대한 연구결과  

 

1.1. 미디어 이용량과 외국인 범죄 발생비율 인식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미디어 이용량이 외국인 범죄 발생비율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시행하였다. 첫째, 1 단계 모형에서는 우선 인구통계학적 

변수가 외국인 범죄 발생비율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2 단계 모형에서는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통제한 후, ‘해외 

거주기간’과 ‘외국인 접촉빈도’ 변수를 추가하여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셋째, 3 단계 모형에서는 다른 변수들의 영향력을 통제한 후, 독립변수인 

‘미디어 이용량’변수를 추가하여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을 4 가지 범죄 종류별로 모두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미디어 

이용량이 외국인 범죄 발생비율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범죄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인에서는 다른 변수들의 영향력을 통제한 후 독립변수인 

미디어 이용량 변수가 추가된 3 단계 모형이, 2 단계 모형에 비하여 

설명력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고(△R² = .048, p < .01), 미디어 이용량 

변수가 외국인 범죄 발생비율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β 

= .228, p < .01)로 확인되었다. 강간・강제추행에서도, 미디어 이용량 

변수가 추가된 3 단계 모형이, 2 단계 모형에 비하여 설명력이 매우 

유의미하게 증가하였고 (△R² = .100, p < .001), 미디어 이용량 변수가 

외국인 범죄 발생비율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β = .326, p 

< .001)로 확인되었으며, 미디어 이용량 변수의 영향력이 4 종류의 범죄 

중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반면, 절도에서는 미디어 이용량 변수가 추가된 3 단계 모형이, 2 단계 

모형에 비하여 설명력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고(△R² = .033, p < .01), 

미디어 이용량 변수가 외국인 범죄 발생비율 인식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는 변수(β = .189, p < .01)로 나타났지만, 살인과 강간・강제추행과 

비교하였을 때, 미디어 이용량 변수가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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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의 설명력(R² = .084) 또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또한, 

사기에서는 미디어 이용량 변수가 추가된 3 단계 모형이, 2 단계 모형에 

비하여 설명력이 소폭 증가하였으나(△R² = .017, p < .10) 모형의 

설명력(R² = .037)이 매우 낮고, 미디어 이용량이 외국인 범죄 발생비율 

인식에 미치는 영향도 작게 나타났기에(β = .133, p < .10), 미디어 

이용량 변수가 외국인 범죄 발생비율 인식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아님을 확인하였다. 

요컨대, 미디어 이용량이 많을수록 외국인 범죄 발생비율 인식이 

높아지는 현상은 살인과 강간・강제추행에서 강하게 나타나며, 절도에서는 

약하게, 사기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살인과 

강간・강제추행에서는, 미디어 이용량이 많은 사람일수록,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전체 범죄 발생건수 중 외국인이 저지르는 사건의 비율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들 간의 다중 공선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VIF 는 모두 1.5 미만이면서 1 에 가깝고, 개별 

공차도 0.7 이상이면서 1 에 가깝게 나타났다. 각 범죄 종류별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는 <표 23, 24, 25, 2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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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미디어 이용량이 외국인 ‘살인’ 발생비율 인식에  

미치는 영향 분석(N = 198) 

 

 

모형 1 모형 2 모형 3 

B β t B β t B β t 

상수 27.208 
 

4.618*** 24.911 
 

4.131*** 21.634 
 

3.623*** 

인구 

통계학적 

변수 

성별 2.585 .088 1.208 3.457 .118 1.610 4.041 .137 1.922† 

연령 -.075 -.057 -.742 -.105 -.079 -1.014 -.129 -.097 -1.268 

학력 -1.407 -.092 -1.243 -1.218 -.080 -1.066 -1.163 -.076 -1.043 

소득 -.277 -.034 -.417 -.218 -.026 -.322 -.431 -.052 -.648 

범죄피해

경험 
4.778 .131 1.812† 4.481 .122 1.712† 3.696 .101 1.441 

기타 

통제변수 

해외 

거주기간    
-.982 -.088 -1.140 -1.059 -.095 -1.259 

외국인접

촉빈도    
1.414 .171 2.347* 1.269 .153 2.154* 

독립변수 
미디어 

이용량       
.050 .228 3.244** 

R² .046 .075 .124 

△R² 
 0.029† 0.048**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살인에서, 미디어 이용량이 외국인 범죄 발생비율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첫째, 1 단계 

모형에서 인구통계학적 변수로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모형의 

설명력(R² = .046)이 낮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2 단계 모형에서 ‘해외 거주기간’과 ‘외국인 접촉빈도’ 변수를 

추가하여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설명력(R² = .075)이 2.9% (p < .10) 

증가하였고, 외국인 접촉빈도(β = .171, p < .05)가 외국인 범죄 발생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외국인 접촉빈도가 

높을수록 전체 살인사건 중 외국인이 저지르는 살인 건수의 비율을 높게 

추정하였다. 하지만, 모형의 설명력은 여전히 낮았다. 마지막으로, 3 단계 

모형에서 다른 변수들의 영향력을 통제한 후, 독립변수인 ‘미디어 이용량’ 

변수를 추가하여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모형의 설명력(R² = .124)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4.8% (p < .01) 증가하였고, 미디어 이용량(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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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8, p < .01)이 외국인 범죄 발생 인식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살인에서는, 미디어 이용량이 외국인 ‘살인’ 

발생인식에 영향을 주는 변수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 24> 미디어 이용량이 외국인 ‘강간・강제추행’ 발생비율 인식에 

미치는 영향 분석(N = 198) 
 

 

모형 1 모형 2 모형 3 

B β t B β t B β t 

상수 42.996 
 

6.045*** 40.278 
 

5.533*** 34.605 
 

4.949*** 

인구 

통계학적 

변수 

성별 -1.936 -.054 -.750 -.884 -.025 -.341 .127 .004 .052 

연령 -.144 -.089 -1.174 -.181 -.112 -1.445 -.221 -.137 -1.865† 

학력 -2.954 -.160 -2.162* -2.717 -.147 -1.971† -2.622 -.142 -2.009* 

소득 -.622 -.062 -.776 -.545 -.054 -.665 -.913 -.091 -1.172 

범죄피해 

경험 
4.462 .101 1.402 4.109 .093 1.301 2.751 .062 .916 

기타 

통제변수 

해외 

거주기간 
 

  
-1.215 -.090 -1.169 -1.348 -.099 -1.369 

외국인 

접촉빈도 
 

  
1.697 .169 2.334* 1.447 .144 2.097* 

독립변수 
미디어  

이용량 
 

     
.087 .326 4.795*** 

R² .053† .082 .182 

△R² 
 .029† .100***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강간・강제추행 역시, 살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첫째, 1 단계 모형에서 인구통계학적 변수로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학력(β = -.160, p < .05)이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모형의 설명력(R² = .053, p < .10)이 낮았다. 

둘째, 2 단계 모형에서 ‘해외 거주기간’과 ‘외국인 접촉빈도’ 변수를 

추가하여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설명력(R² = .082)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2.9% (p < .10)증가하였고, 외국인 접촉빈도 (β = .169, p 

< .05)가 외국인 범죄 발생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전히 설명력이 낮았다. 마지막으로, 3 단계 모형에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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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들의 영향력을 통제한 후, 독립변수인 ‘미디어 이용량’ 변수를 

추가하여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모형의 설명력(R² = .182)이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하게 10% (p < .001)증가하였고, 미디어 

이용량(β = .326, p < .001)이 외국인 범죄 발생 인식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강간・강제추행에서는, 미디어 

이용량이 외국인 범죄 발생인식에 영향을 주는 변수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 25> 미디어 이용량이 외국인 ‘절도’ 발생비율 인식에  

미치는 영향 분석(N = 198)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절도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1 단계 모형에서 인구통계학적 변수로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모형의 

설명력(R² = .044)이 낮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2 단계 모형에서  ‘해외 거주기간’과 ‘외국인 접촉빈도’ 변수를 

 

모형 1 모형 2 모형 3 

B β t B β t B β t 

상수 28.598 
 

4.119*** 27.770 
 

3.861*** 24.581 
 

3.420*** 

인구 

통계학적 

변수 

성별 2.352 .068 .933 2.829 .082 1.105 3.397 .098 1.342 

연령 .113 .072 .946 .090 .057 .726 .067 .043 .548 

학력 -1.674 -.093 -1.255 -1.498 -.083 -1.100 -1.444 -.080 -1.077 

소득 -1.397 -.144 -1.785 -1.308 -.135 -1.617 -1.514 -.156 -1.892† 

범죄피해 

경험 
.287 .007 .092† .174 .004 .056 -.589 -.014 -.191 

기타 

통제변수 

해외 

거주기간    
-.803 -.061 -.782 -.878 -.067 -.868 

외국인 

접촉빈도    
.712 .073 .991 .571 .059 .805 

독립변수 
미디어 

이용량       
.049 .189 2.622** 

R² .044 .051 .084 

△R² 
 

.007 .033** 



- 63 - 

 

추가하여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모형의 설명력이 거의 증가하지 

않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R² = .007, p 

> .10). 마지막으로, 3 단계 모형에서 다른 변수들의 영향력을 통제한 후, 

독립변수인 ‘미디어 이용량’ 변수를 추가하여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모형의 설명력(R² = .084)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3.3% (p < .01) 

증가하였고, 미디어 이용량(β = .189, p < .01)이 외국인 범죄 발생 

인식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살인과 

강간・강제추행의 회귀분석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미디어 이용량 변수의 

회귀계수는 상대적으로 작고, 모형의 설명력 또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절도에서는, 미디어 이용량이 외국인 범죄 

발생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되었지만, 변수가 미치는 영향력이 

살인과 강간・강제추행의 경우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 26> 미디어 이용량이 외국인 ‘사기’ 발생비율 인식에  

미치는 영향 분석(N = 198) 
 

 

모형 1 모형 2 모형 3 

B β t B β t B β t 

상수 19.996 
 

3.078** 19.588 
 

2.901** 17.509 
 

2.571* 

인구 

통계학적 

변수 

성별 2.429 .076 1.030 2.514 .079 1.046 2.884 .090 1.203 

연령 .098 .067 .872 .098 .068 .845 .083 .057 .719 

학력 -1.375 -.083 -1.102 -1.388 -.084 -1.086 -1.353 -.082 -1.064 

소득 -.328 -.037 -.448 -.347 -.039 -.457 -.482 -.054 -.635 

범죄피해 

경험 
-.205 -.005 -.070 -.255 -.006 -.087 -.753 -.019 -.257 

기타 

통제변수 

해외 

거주기간 
 

  
.019 .002 .020 -.030 -.002 -.031 

외국인 

접촉빈도 
 

  
.164 .018 .244 .073 .008 .108 

독립변수 
미디어 

이용량 
 

     
.032 .133 1.804† 

R² .020 .021 .037 

△R² 
 

.000 .017†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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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첫째, 

1 단계 모형에서 인구통계학적 변수로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모형의 

설명력(R² = .020)이 낮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2 단계 모형에서  ‘해외 거주기간’과 ‘외국인 접촉빈도’ 변수를 

추가하여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모형의 설명력에 거의 변동이 

없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R² = .000, p 

> .10). 마지막으로, 3 단계 모형에서 다른 변수들의 영향력을 통제한 후, 

독립변수인 ‘미디어 이용량’ 변수를 추가하여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모형의 설명력(R² = .037)이 소폭으로 1.7% (p < .10) 증가하였고, 미디어 

이용량(β = .133, p < .10)이 외국인 범죄 발생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고, 모형의 설명력 또한 매우 낮았다. 따라서 

사기에서는, 미디어 이용량이 외국인 범죄 발생비율 인식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아님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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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미디어 이용량에 따른 집단 간 외국인 범죄 발생비율 인식의 

차이(일원변량분석)  

 

추가적으로 미디어 이용 정도에 따른 집단 간 외국인 범죄 발생비율 

인식의 차이를 수치상으로 비교하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을 시행하였다. 

이를 위해, 미디어 이용량에 따른 누적 비율로 집단을 3 등분(소이용, 

중이용, 대이용)한 후, 일원변량분석을 시행하고 Scheffe 사후검정(post-

hoc analysis)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의 <표 27>과 같다. 

추가적으로 일원변량분석의 결과를 <표 28>의 실제 외국인 범죄 

발생비율과도 비교하였다.15 

 

 

 

 

 

 

 

 

 

 

 

 

 

 

                                                   

15 ‘실제 외국인 범죄 발생비율’은 ‘실제 외국인 범죄자 비율’을 대안적으로 사용한 것이다. 

실제 범죄 발생건수를 범죄자의 내/외국인 및 외국인 국적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에(범인 미검거, 범인 불특정 사건 등), 경찰청 범죄통계는 외국인 

범죄 현황과 관련하여, 범죄자를 내/외국인 및 외국인 국적별로 분류한 ‘국적별 범죄자 

현황’을 제공하고 있다. ‘실제 범죄자 비율’은 범죄자 1 명이 한 해에 1 건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전제에서, ‘실제 범죄 발생비율’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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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미디어 이용량에 따른 집단 간 외국인 범죄 발생비율 인식의  

차이(일원변량분석) 

Note 1. df = 2. * p < .05 ** p < .01.  

Note 2. 동일한 첨자를 포함하지 않은 평균치들은 p < .05 수준에서 서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표 28> 실제 외국인 범죄 발생비율 

 
2011 

 
2012 

 
합계 

 
전체 외국인 % 

 
전체 외국인 % 

 
전체 외국인 % 

살인 1,254 94 7.5 
 

1,056 84 8.0 
 

2,310 178 7.7 

강간・강제추행 17,492 305 1.7 
 

18,012 348 1.9 
 

35,504 653 1.8 

절도 109,180 1,643 1.5 
 

104,434 1,554 1.5 
 

213,614 3,197 1.5 

사기 214,314 1,289 0.6 
 

220,887 1,191 0.5 
 

435,201 2,480 0.6 

Note. ‘실제 외국인 범죄자 비율’을 대안적으로 사용한 것. 

 

 
평균(SD) F 에타제곱 

살인    

소이용(N=66) 17.09(12.9) a 

3.797* .037 중이용(N=69) 20.02(15.7) ab 

대이용(N=63) 24.05(14.9) b 

강간・강제추행   

소이용(N=66) 20.30(15.0) a 

5.406** .053 중이용(N=69) 22.50(16.4) ab 

대이용(N=63) 30.00(20.7) b 

절도    

소이용(N=66) 20.33(15.7) a 

2.604 .026 중이용(N=69) 21.82(17.3) a 

대이용(N=63) 26.90(18.6) a 

사기  
  

소이용(N=66) 16.57(13.9) a 

1.232 .012 중이용(N=69) 19.05(19.7) a 

대이용(N=63) 20.92(13.7)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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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27>에서 확인할 수 있듯, 살인과 

강간・강제추행에서는 미디어 이용량에 따른 외국인 범죄 발생비율 

인식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에 절도와 

사기에서는 미디어 이용량에 따른 집단 간의 외국인 범죄 발생비율 추정 

값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살인에서는, 미디어 이용량이 많은 집단일수록 외국인 범죄 

발생비율 추정치의 평균이 상승하였다(p < 0.05). 그리고 이러한 평균의 

상승은, <표 28>의 실제 범죄 발생비율과 비교하여볼 때, 실제 외국인 

범죄 발생비율(7.5%)과 가까워 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멀어지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강간・강제추행에서도, 살인과 같이 미디어 이용량이 많은 집단일수록, 

외국인 범죄 발생비율 추정치의 평균이 상승하였고, 살인에서보다 더욱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 < .01). 또한, 이러한 평균의 상승은 

실제 외국인 범죄 발생비율(1.7%)과 더욱 멀어지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평균값의 상승 폭도 살인의 경우보다 더 큰 폭으로 나타났다.  

반면, 절도에서는, 미디어 이용량이 많은 집단일수록 외국인 범죄 

발생비율 추정치의 평균은 상승하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 

> .07). 사기에서도, 미디어 이용량이 많은 집단일수록 외국인 범죄 

발생비율 추정치의 평균은 상승하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 

> .20).  

추가적으로 Scheffe 사후검정을 시행한 결과, 살인과 

강간・강제추행에서는, 미디어의 소이용과 대이용 두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p < .05)가 나타났지만, 소이용과 중이용 집단, 

그리고 중이용과 대이용 집단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절도와 사기에서는, 소이용, 중이용, 대이용의 세 집단 간에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일원변량분석의 

결과에서도, 미디어 이용량에 따른 집단 간 외국인 범죄 발생비율 인식의 

차이는 범죄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살인과 강간・강제추행의 강력범죄에서는, 미디어 이용량이 

많은 집단일수록 외국인 범죄 발생비율을 높게 인식하는 현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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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지만, 절도와 사기의 비강력범죄에서는 미디어 이용량에 따른 

외국인 범죄 발생비율 인식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1.3. 종합 
 

<연구가설 2-1>에 대한 연구결과, 미디어 이용량이 외국인 범죄발생 

인식에 양(+)의 방향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즉, 미디어 이용량이 많은 집단일수록 외국인 범죄 발생비율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살인과 강간・강제추행과 같은 

‘강력범죄’에서는 미디어 이용량이 많을수록 외국인 범죄 발생비율 

인식이 높아졌지만, 절도와 사기와 같은 ‘비강력범죄’에서는 미디어 

이용량에 따라 외국인 범죄 발생비율을 높이 인식하는 효과가 낮거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가설 2-1>은 살인과 ・강제추행의 

강력범죄에서 부분적으로 검증되었다.  

무엇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연구가설 1-1>의 검증 결과와 더불어, 

미디어 현실(the media reality)에서의 외국인 범죄에 대한 기사비율은 

실제 현실(the objective reality)에서의 외국인 범죄자 비율보다 높고, 

따라서 미디어 이용량이 많을수록 외국인 범죄 발생비율을 실제보다 

더욱 높게 지각한다는 문화계발효과 검증의 강력한 근거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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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구가설 2-2>에 대한 연구결과  

 

2.1. ‘외국인 국적별 범죄 발생비율’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실제 범죄 발생비율, 기사비율과의 비교 

 

 ‘외국인 국적별 범죄 발생비율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실제 외국인 

범죄 발생비율’ 16  및 ‘범죄 기사비율’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응답자들의 ‘외국인 국적별 범죄 

발생비율 인식’ 17 을, 전체 범죄자 수에서 개별 국적의 외국인 범죄자 

수의 비율인 ‘실제 외국인 국적별 범죄 발생비율’ 18  과 전체 범죄 

기사건수 중에서 개별 국적의 외국인 범죄자에 대한 기사 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인 ‘외국인 국적별 범죄 기사비율’ 19 과 비교 20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을 4 가지 범죄 종류별로 모두 시행하였다.  

우선, 모든 범죄에서 외국인 국적별 범죄 발생비율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실제 범죄 발생비율’을 비교하여 본 결과, ‘사람들의 인식’은 

모든 국적에서 ‘실제 범죄 발생비율’보다 매우 높은 수준에서 분포하였다. 

다시 말하여,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범죄 중 10 개 국가의 

외국인들이 저지르는 비율을 실제보다 매우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분포는 4 가지 종류의 모든 범죄에서 일관되게 

나타났다. 특히 중국인에 대하여는 다른 국적의 외국인보다 월등히 높은 

범죄 발생비율 인식이 나타났고, 그 인식 수준은 실제 범죄 발생비율보다 

현저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국인에 대하여는 

강간・강제추행에서, 실제 범죄 발생비율 보다 월등히 높은 발생비율 

                                                   

16  ‘실제 외국인 국적별 범죄 발생비율’ 또한 ‘실제 외국인 국적별 범죄자 비율’을 

대안적으로 사용한 것이다.  
17
 응답자의‘추정 외국인 국적별 범죄 발생건수/ 추정 전체 범죄 발생건수*100’의 

평균값 
18
 외국인 국적별 범죄자 수/ 전체 범죄자 수*100 

19
 외국인 국적별 범죄 기사건수/ 전체 범죄 기사건수*100 

20
 ‘실제 외국인 범죄 발생비율’과 ‘범죄 기사비율’의 2011 년과 2012 년 자료 중, 범죄 

발생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가 시행된 2014 년과 시간적으로 더욱 근접한 2012 년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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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이 나타났고, 이외에도 필리핀인에 대해서는 4 개 범죄 모두에서, 

실제 발생비율이 비슷한 다른 국적(우즈베키스탄, 러시아)의 외국인과 

비교하였을 때, 다소 높은 범죄 발생비율 인식이 나타났다. 

다음으로 외국인 국적별 범죄 발생비율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범죄 기사비율’을 비교하여 본 결과, ‘사람들의 인식’은 전반적으로 ‘범죄 

기사비율’보다 높은 수준에서 분포하였다. 다시 말하여, 사람들이 

생각하는 외국인 국적별 범죄 발생비율은, 범죄 기사에서 각 국적의 

범죄자가 차지하는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다만 예외적으로 살인에서는 

‘중국인’에 대하여, ‘사람들의 인식’보다 ‘범죄 기사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인식’과 ‘범죄 기사비율’의 국적별 분포가 

‘사람들의 인식’과 ‘실제 범죄 발생비율’의 분포보다 더욱 근접하고, 더욱 

유사한 패턴으로 나타났고, 특히 강간에서는 ‘사람들의 인식’과 ‘범죄 

기사비율’이 상당히 유사한 패턴을 나타내었다. 예외적으로, 필리핀인에 

대하여는 전체적으로 높은 범죄 발생비율 인식이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외국인 국적별 범죄 발생비율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실제 범죄 발생비율’과 ‘범죄 기사비율’보다 높은 수준에서 분포하였고, 

국적별로는 중국인, 미국인, 필리핀인에서 현저히 높은 발생비율 인식이 

나타났다. 또한 ‘사람들의 인식’의 분포는 ‘실제 범죄 발생비율’보다 ‘범죄 

기사비율’의 분포와 더욱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여, 

사람들이 생각하는 외국인 국적별 범죄 발생비율은 각 국적 외국인의 

실제 발생비율이나 기사의 비율보다 더욱 높으며, 실제 발생비율보다는 

언론의 범죄 기사건수에서 나타나는 비율의 분포에 더욱 근접했다. 

하지만, 이러한 단순한 비교분석으로는 정확한 상관관계 수치를 비교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사람들의 인식’과 ‘실제 범죄 

발생비율’ 및 ‘범죄 기사비율’ 사이의 상관관계 분석을 시행하였다. 

범죄 종류별로 ‘외국인 국적별 발생비율 인식’과 실제 외국인 범죄 

발생비율’및 ‘범죄 기사비율’의 비교 분석 결과는 다음의 <그림 12, 13, 

14, 15> 및 <표 29, 30, 31, 3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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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살인’의 외국인 국적별 발생비율(%) 

 
Note. 그림은 <표 29>를 바탕으로 한 것. 

 

<표 29> ‘살인’의 외국인 국적별 발생비율(%) 

 
중국 베트남 미국 러시아 일본 몽골 우즈벡 필리핀 캐나다 

스리

랑카 

사람들의 인식a 
9.13 3.10 3.80 2.03 1.15 1.34 1.54 3.49 0.87 1.87 

실제 범죄 발생비b 
3.88 1.61 0.00 0.19 0.09 0.28 0.19 0.19 0.09 0.57 

 범죄 기사비율b 16.95 0.27 0.44 0.06 0.03 0.00 0.00 0.00 0.27 0.09 

a 응답자(N=198)의 외국인 국적별 범죄 발생비율 인식의 평균값. 

b 2012 년의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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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강간・강제추행’의 외국인 국적별 발생비율(%) 

 
Note. 그림은 <표 30>를 바탕으로 한 것. 

 

<표 30> ‘강간・강제추행’의 외국인 국적별 발생비율(%) 

a 응답자(N=198)의 외국인 국적별 범죄 발생비율 인식의 평균값. 

b 2012 년의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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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베트남 미국 러시아 일본 몽골 우즈벡 필리핀 캐나다 
스리

랑카 

사람들의 인식 a 7.66 3.33 6.83 2.16 1.61 1.26 1.26 3.00 1.52 1.56 

실제 범죄 발생비율b  0.67 0.13 0.13 0.03 0.02 0.17 0.16 0.03 0.05 0.09 

범죄 기사비율b 1.13 0.13 1.16 0.00 0.06 0.06 0.06 0.03 0.00 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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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절도’의 외국인 국적별 발생비율(%) 

 
Note. 그림은 <표 31>를 바탕으로 한 것. 

 

<표 31> ‘절도’의 외국인 국적별 발생비율(%) 

a 응답자(N=198)의 외국인 국적별 범죄 발생비율 인식의 평균값. 

b 2012 년의 수치. 

 

 

 

 

0.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사람들의 인식 실제 범죄 발생비율 범죄 기사비율 

 
중국 베트남 미국 러시아 일본 몽골 우즈벡 필리핀 캐나다 

스리

랑카 

사람들의 인식 a 8.57 3.65 2.53 1.52 1.22 1.52 1.39 3.46 0.85 1.74 

실제 범죄 발생비율b 0.60 0.17 0.10 0.04 0.01 0.22 0.09 0.02 0.02 0.02 

범죄 기사비율b 1.11 0.06 0.06 0.06 0.00 0.17 0.28 0.00 0.0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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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사기’의 외국인 국적별 발생비율(%) 

 
Note. 그림은 <표 32>를 바탕으로 한 것 

 

<표 32> ‘사기’의 외국인 국적별 발생비율(%) 

 

a 응답자(N=198)의 외국인 국적별 범죄 발생비율 인식의 평균값. 

b 2012 년의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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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베트남 미국 러시아 일본 몽골 우즈벡 필리핀 캐나다 

스리

랑카 

사람들의 인식 a 10.84 2.93 2.57 1.33 1.43 1.12 1.30 2.76 0.99 1.09 

실제 범죄 발생비율b 0.33 0.01 0.07 0.00 0.01 0.01 0.01 0.00 0.02 0.00 

범죄 기사비율b 3.17 0.13 0.16 0.00 0.00 0.00 0.00 0.00 0.0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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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외국인 국적별 범죄 발생비율’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실제 발생비율, 기사비율과의 상관관계 비교 

 

외국인 국적별 범죄 발생비율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실제 범죄 

발생비율보다 기사 비율과 더욱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람들의 인식’과 ‘실제 범죄 발생비율’의 상관관계와 

‘사람들의 인식’과 ‘범죄 기사비율’의 상관관계를 Pearson 

correlation 으로 비교하였다. 이후, 두 상관관계 간 차이의 통계적 

유의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Fisher’s z-test 를 시행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4 가지 범죄 종류별로 모두 시행하였고, 그 결과는 <표 33>과 같다. 

 

<표 33> ‘외국인 국적별 범죄 발생비율’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실제 발생비율, 기사비율의 상관관계 비교(N = 10) 

 
상관관계(Pearson Correlation) 

 

Fisher's Z 
P 

(one-tailed) 사람들의 인식 a 

-실제 범죄 발생비율 b 
 

사람들의 인식 

-범죄 기사비율 b 

 

살인 .880** < .915***  .34 .366 

강간・강제추행 .696* < .943***  1.69* .045 

절도 .879** > .858**  -.16 .436 

사기 .969*** < .977***  .28 .389 

df = 8 , * p < .05 ** p < .01 *** p < .001 

a 전체(N=198) 응답자의 외국인 국적별 범죄 발생비율 인식의 평균값을 사용. 

b 2012 년의 수치를 사용  

 

상관관계 분석 결과, 살인과 강간・강제추행의 강력범죄에서는, 

<연구가설 2-2>가 예측하는 방향과 일치하게, ‘사람들의 인식’과 ‘실제 

범죄 발생비율’의 상관관계보다 ‘사람들의 인식’과 ‘범죄 기사비율’의 

상관관계가 더욱 높고, 통계적으로 더욱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Fisher’s z-test 를 시행한 결과, 강간・강제추행에서 두 상관관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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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절도와 사기의 비강력범죄에서는 <연구가설 2-2>와 일치하지 

않게, 두 상관관계의 차이가 반대의 방향으로 나타나거나, 그 차이가 

모호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절도에서는 ‘사람들의 인식’과 ‘범죄 

기사비율’의 상관관계보다 ‘사람들의 인식’과 ‘실제 범죄 발생비율’의 

상관관계가 더욱 높게 나타났고, 사기에서는 ‘사람들의 인식’과 ‘범죄 

기사비율’의 상관관계가 ‘사람들의 인식’과 ‘실제 범죄 발생비율’의 

상관관계보다 소폭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차이가 거의 없었다. 

 

 

2.3. 종합 

<연구가설 2-2>에 대한 연구결과, 외국인 국적별 범죄 발생비율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살인과 강간・강제추행의 강력범죄에서는 실제 

범죄 발생비율보다 언론에서 보도하는 범죄 기사비율과 더욱 높은 

양(+)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절도와 사기의 

비강력범죄에서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외국인 범죄에 대한 언론보도가 ‘외국인 국적별 범죄 

발생비율’에 대한 사람들의 평균적인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절도와 

사기의 비강력범죄보다, 살인과 강간・강제추행의 강력범죄에서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연구가설 2-2>는 살인과 

강간・강제추행에서 부분적으로 검증되었다.  

또한 이러한 연구 결과는 <연구가설 1-2>의 검증과 더불어, 미디어 

세계(media world)에서 외국인 국적별 범죄 기사비율은 실제 세계(real 

world)에서의 외국인 국적별 범죄 발생비율과 차이가 있고, 외국인 

국적별 범죄 발생비율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실제 세계보다는 미디어 

세계와 더욱 유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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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논의 및 결론 
 

제 1 절 결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내국인에 비하여 범죄자 

비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국인은 외국인을 위험하다고 

인식하는가’라는 외국인 우범자 인식의 문제에 대하여, 언론학의 

관점에서 언론의 범죄 뉴스 보도가 강력한 원인임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외국인 범죄에 대한 뉴스 기사가 내국인들로 하여금 외국인을 

우범집단으로 인식하게 하는 문화계발효과를 발생시키고 있을 것이라는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가설을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실제 범죄자 수에 비교하여, 외국인 범죄자에 대한 범죄 

기사건수는 내국인 범죄자에 비하여 월등히 높고, 외국인 국적별로도 

중국인과 미국인(주한 미군)의 경우 다른 국적과 비교하여 범죄 

기사건수가 현저히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미디어 이용이 

외국인 범죄 발생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수로 확인되었으며, 

구체적으로 미디어 이용량이 많을수록 전체 범죄에서 외국인 범죄자가 

차지하는 비율, ‘외국인 범죄 발생비율’을 높게 추정하였고, 외국인 

국적별 범죄 발생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또한 실제의 발생비율이 아니라 

범죄 기사의 비율과 더욱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이러한 모든 연구결과는 살인과 강간・강제추행의 

강력범죄에서 강하게 나타나며, 절도와 사기의 비강력범죄에서는 약하게 

나타나거나,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살인과 

강간・강제추행의 강력범죄에 한하여 <연구가설 1-1, 1-2, 2-1, 2-2>가 

검증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우범자 인식은, 실제 범죄 

발생비율이라는 사실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 범죄에 대한 뉴스 

보도에 의해 형성되는 주관적 현실(the subjective reality)이며, 이는 

미디어 세계(media world)에서 표현되는 상징적 현실(the symbolic 

reality)에 의해 배양되는 것으로서, 실제 세계(real world)의 객관적 

현실(the objective reality)과는 매우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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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본 연구가 제기하는 물음과 이에 대한 해석 
 

이러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물음을 제기한다. 첫 번째 

물음은 ‘그렇다면 왜 외국인 범죄자의 경우 내국인 범죄자에 비해 높은 

범죄 보도비율이 존재하는가’이다.  

이에 대하여, 다음의 두 가지의 해석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언론학의 관점에서 뉴스 가치(newsworthiness)라는 속성에 

기인한 자연적인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발생하는 모든 범죄 사건이 

뉴스가 되는 것이 아니며, 그 중에서 뉴스 미디어에서 기사화가 되는 

범죄 사건은 ‘일반적(ordinary)’인 사건보다는 ‘특수한(novel, exceptional, 

unusual)’사건이다(Chermak, 1995; Chibnall, 1977; Ericson, Baranek, & 

Chan, 1987; Hartley, 1982). 

예를 들어, 똑같은 범죄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절도 사건보다 살인 

사건이 기사화가 더욱 많이 되고, 똑같은 강력범죄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가족 간, 친구 간, 연인 간 발생하는 사건이 보도가 더욱 많이 되고, 

성범죄 피해자가 아동인 경우 기사화가 많이 되는 것은, 그러한 ‘특수한’ 

상황에 주목하는 인간과 뉴스의 속성 때문이다. 따라서 범죄자가 

‘외국인’인 것은 ‘내국인’인 경우보다 더욱 주목이 따르는 특수한 

상황으로서, 뉴스 보도의 가치(newsworthy)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뉴스 가치에 기인한 ‘외국인 범죄의 높은 

보도비율’이라는 자연적인 현상이 야기하는 것은 ‘이주 외국인에 대한 

우범자 인식’이라는 비이성적인 현실 인식이라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둘째, ‘이주 외국인’이라는 외집단에 대한 내집단의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 현상이다. 다른 나라에서 이주해 오는 외국인에 대한 기존 

사회 구성원의 배타적 태도와 미디어 속의 부정적인 이미지 형성은, 

20 세기 후반 이민자가 급증하였던 미국에서도 나타난 현상이고, 근래의 

일본에서도 나타나고 있다(Hayashi, 2011; Peffley et al., 1996). 

무엇보다 한국 사회의 경우 민족적 동질성(ethnic homogeneity)이 매우 

높으며, 다른 사회에 비하여 구성원들이 이주민에 대하여 강한 배타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Lakhani et a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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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중심주의(ethnocentrism)를 바탕으로 이주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는 보다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Shin, 2006).  

따라서 외국인 범죄에 대한 높은 보도비율은, 외국인이라는 외집단에 

대한 내집단의 사회적 배제 현상으로서 외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을 

형성하는 작용(social stereotyping)이자, 낙인찍기(stigmatization)의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외국인에 대한 우범자 인식과 

배타적 태도가 모든 국적의 외국인에 대한 현상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 결과, 외국인 중에서도 다른 국적의 외국인에 비하여 

중국인과 주한 미군의 범죄에 대하여 높은 보도비율이 존재하는 것은, 

외국인 중에서도 특정한 집단에 더욱 강한 배척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에 대하여 한국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큰 사회적 거리감과 부정적인 인식 및 태도를 갖고 있다는 

일련의 연구 결과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김병조 et al., 2011; 

민지선 & 김두섭, 2013; 이명진 et al., 2010). 또한, ‘외노자(외국인 

노동자), 짱깨, 조선족’과 같은 어휘가 오늘의 우리 사회에서 가지는 

부정적인 함의와도 무관하지 않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외국인 범죄에 대한 높은 보도비율과 외국인 우범자 인식은 

어떠한 사회적 문제(social problem)를 야기할 것인가’라는 두 번째 

물음이 제기된다.  

이주민에 대한 차별(discrimination)이다. 미국에서는 텔레비전 뉴스의 

흑인 범죄에 대한 보도가 미국 사회의 백인들로 하여금 흑인들에 대하여 

배타적 태도를 갖게 하고, 나아가 그들의 정치적 요구에 반대하고, 

그들의 범죄에 보다 엄한 처벌을 요구하는 움직임으로 나아갔다(Entman, 

1990; Gilliam Jr & Iyengar, 2000). 또한 일본에서는, 일본 내 외국인에 

대한 뉴스 매체 속의 ‘테러리스트 담론(terrorist discourse)’이 정부의 

이주민 정책에도 영향을 주었다(Hayashi, 2011).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외국인 범죄에 대한 국내 뉴스 매체의 높은 보도 경향은 이주민에 대한 

편견을 고착화시켜, 향후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에 대한 집단적 배척, 

고용에서의 차별 등을 야기할 수 있고, 나아가 이민 2 세대로부터의 

집단적 반감이 표출될 수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러한 차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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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적의 외국인이 아니라 특정 국적의 외국인 집단에 국한될 

가능성이 높다. 

요컨대 본 연구는, 외국인 범죄자에 대한 높은 보도비율이 뉴스 

가치라는 속성에 기인하는 자연적인 현상이지만, 이러한 현상이 야기하는 

것은 외국인에 대한 비이성적인 배타적 태도이며, 이러한 사회적 현상은 

이주민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회적 배제의 현상에서 이해할 수 

있고, 이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라는 점을 

시사한다.  

 

 

제 3 절 연구의 한계 및 본 연구의 의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한계가 있으며, 따라서 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첫째, 설문조사의 측정 시점과 관련하여, 응답자들의 미디어 이용량과 

외국인 범죄 발생 인식에 대한 조사 결과는 하나의 시점에서 측정한 

횡단면 자료(cross sectional data)이며, 범죄 발생 인식의 측정 대상 

시점과 비교 대상인 2011 년, 2012 년의 실제 범죄통계 및 기사 건수 

사이의 시간적인 격차(time gap)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만약 2011 년 혹은 2012 년에 시행한 1 차 설문조사 결과와 2014 년의 

2 차 설문조사 결과를 사용하여. 시간적인 흐름에 따른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를 측정한 종단면 자료(longitudinal data)를 사용했다면, ‘미디어 

이용에 의한 문화계발효과’를 검증하는 보다 강력한 연구 결과를 확보할 

수 있지만, 2014 년 이전에 설문조사를 시행하지 않은 점과 연구시점까지 

2012 년까지의 범죄통계가 공개된 점 등 연구의 물리적인 한계가 

존재하였다. 다만, 본 연구에 응답한 198 명을 대상으로 동일한 설문을 

시행하여 패널 데이터(panel data)를 확보한다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응답자들의 인식의 변화를 확인하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둘째, 외국인 우범자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연구 결과, 외국인 범죄 발생비율 인식에서, 뉴스를 

상대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대이용’ 집단에서 외국인의 범죄 발생비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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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높게 추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뉴스를 상대적으로 적게 

이용하는 ‘소이용’ 집단에서도 외국인 범죄 발생비율을 실제보다 높게 

추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외국인의 국적별로도 필리핀인의 

경우, 다른 국적에 비하여 실제 범죄 발생비율이 낮고 범죄 기사비율도 

낮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범죄 발생비율 인식은 다소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고려하지 못한, 외국인 우범자 인식에 

영향을 주는 기타의 요인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한 요인들로는, 외국인 범죄 발생 인식의 형성에 있어서 미디어 

채널 이외의 대인적 채널(interpersonal network)과 이주 외국인의 

‘국적’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인식을 제시할 수 있다. 후자의 구체적 

요인으로는 이주 외국인의 종교, 인종, 이주민의 한국 사회에서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이 있다. 

이 외에 ‘외국인 접촉빈도’ 또한 외국인 범죄 발생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일 가능성이 대두된다. 본 연구결과 ‘미디어 이용량’ 이외에 ‘외국인 

접촉빈도’ 또한 외국인 범죄 발생비율 인식에 양(+)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는데, 외국인의 접촉빈도가 높을수록 외국인의 범죄 

발생비율을 높게 인식한다는 연구 결과는, 기존의 ‘전체 범죄 발생률’을 

종속변수로 하는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 바 있으며(노성훈, 2013), 

여전히 그 이유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다만 기존의 연구 

결과에서는 외국인 밀집 지역의 범죄율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는 점을 제기하였으나, 본 연구 결과 외국인의 범죄자 

비율은 내국인의 범죄자 비율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났기에, 외국인 

밀집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범죄율이 높을 수 있다는 

점에는 더욱 엄밀한 검증이 요구된다.  

셋째, 본 연구는 외국인 범죄에 대한 언론보도를 ‘범죄 기사건수’라는 

양적 측면에서 분석한 연구(quantitative study)이다. 하지만, 뉴스에서 

‘외국인 범죄자’를 어떠한 프레임(frame)으로 묘사하며, 어떠한 담론을 

형성하고 있는지에 연구 또한 필요하다. 이러한 질적 측면의 

연구(qualitative study)는 비단 외국인 범죄자에 국한되지 않고, ‘이주 

결혼 여성, 외국인 근로자, 이민 2 세대’ 나아가 ‘이주 외국인’ 전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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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이들이 미디어에서 어떠한 프레임으로 묘사되는가에 대한 

연구로 확장될 수 있다. 

이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외국인 범죄에 대하여, 실제 범죄자 수와 언론의 실제 범죄 기사건수라는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시행된 최초의 연구이며, 연구 결과 실제로 

외국인 범죄에 대하여 내국인 범죄보다 높은 보도비율이 존재하며, 뉴스 

미디어가 사람들의 외국인 우범자 인식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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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후속연구 제안  

 

본 연구는 언론의 범죄 보도가 수용자들로 하여금 범죄 발생에 대한 

특정한 인식을 형성하며, 그러한 인식이 실제 현실과 차이가 있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차이가 어떠한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는가 라는 

커다란 연구의 흐름에 놓여 있다. 그와 같은 흐름에서, 다음의 주제에 

대한 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1) ‘정신질환과 범죄’에 대한 언론보도 

 

범죄 보도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범죄를 많이 저지르는 

집단으로 인식되거나, 혹은 연쇄살인범이나 아동성폭행 등의 

강력범죄자가 ‘정신질환’의 병력이 있다거나 혹은 그러할 가능성을 

제기하는 언론의 보도 경향이 존재한다. 이러한 경향은 범죄의 발생의 

원인을 ‘특수한 개인의 문제이다.’라는 인식을 형성하고 확산함으로써, 

범죄 발생의 사회 구조적인 원인이나 예방에 대한 논의로 이르게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정신질환’과 ‘범죄 발생’에 대한 명확한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신질환’의 병력이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범죄 발생률이 높은 집단으로 낙인찍는 문제와도 

닿아있다. 사실 강력범죄자를 정신질환과 연관 짓는 것은, 그들에 대한 

범죄 처벌의 양형을 낮추게 되는 근거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도 

위험할 수 있다.  

따라서 ‘정신질환’과 ‘범죄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미디어에서 정신질환자를 어떠한 방식으로 묘사하는지, 또한 

강력범죄 사건의 ‘범죄자’와 ‘정신질환’을 어떻게 연관 짓는가에 대한 

미디어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는 언론학의 관점에서 우리 사회가 

정신질환자를 어떻게 인식하고 대우하는지, 또한 ‘매스미디어’ 혹은 

‘뉴스’라는 매체를 통하여 정신질환과 범죄에 대한 어떠한 

고정관념(stereotype)을 형성하는지에 대한 연구라고 하겠다. 나아가, 

이와 같은 연구 흐름은, ‘동성애’와 ‘범죄 발생’에 대한 미디어 연구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한다. 구체적으로 ‘동성애’ 성향의 범죄자가 범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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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지를 시, 범죄 발생의 원인과 관련성이 적은 ‘동성애’에 초점을 맞추는 

언론의 보도 경향21의 문제와도 관련된다. 

 

(2) 세월호 사고 이후 사건・사고에 대한 언론보도와 한국 사회 

구성원의 위험 인식 

 

기존의 문화계발효과 연구결과, 범죄 뉴스에 대한 노출량이 높아질수록 

사람들의 범죄 발생에 대한 인식과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증대된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범죄 기사를 포함한 사건・사고에 

대한 언론의 보도가 많아지면, 사람들의 위험인식과 불안감이 증대될 수 

있다. 2011 년 3 월 11 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는, 사람들이 

어떠한 종류의 미디어를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두려움의 증가(heightened 

concern)가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밝혀졌다(Sugimoto et al., 2013).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2014 년 세월호 참사 이후, 범죄 사건을 

포함한 각종 사건 및 사고의 기사 건수가 과도하게 증가하였거나, 혹은 

사건 및 사고 기사가 포털의 프론트 페이지 및 신문의 1 면에 실리는 

비율이 높아졌는지, 또한 이러한 현상이 사람들의 사건 및 사고 발생에 

대한 인식이나 일상 생활에서의 불안감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 이유는 한국 사회의 ‘사건 및 사고에 대한 경각심’ 혹은 ‘사회의 

안전 문제’와는 별개로, 사건 및 사고 기사가 뉴스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거나 뉴스와 포털의 전면에 등장하는 경우가 많아짐으로써, 범죄 

사건이나 사고 발생에 대한 사람들의 위험 인식과 불안감이 증대되고, 

이에 따라 사람들의 건강이 위협받는지는 않은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표 34>와 같이, 단순히 ‘사고’라는 

키워드가 포함된 기사 건수가 2014 년의 경우 이전의 5 년보다 약 

6 내지 7 배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1

 “동성애자 마약파티? 언론의 뿌리깊은 동성애 혐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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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연도별 ‘사고’ 키워드 포함 기사 건수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a 

18,200 25,936 26,459 18,876 30,278 138,130 

     
1/1-4/15 4/16-11/18 

     17,433 120,697 

     
 

‘세월호’ 포함 b ‘세월호’ 제외 

     
 

76,670  44,027 

Note 1. ‘사고’라는 키워드가 포함된 기사의 건수로서, 순수한 사고 보도 기사의 숫자가 

아님.  

Note 2. 검색엔진: 한국언론진흥재단 기사검색시스템(KINDS),  

       검색 범위: 전국종합일간, 검색 영역: 전체. 

a   2014 년 1 월 1 일부터 11 월 18 일까지 검색한 것임. 

b  ‘세월호’라는 단어가 포함된 기사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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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기사 수집의 예시 
 

<그림 16> 2011 년 ‘살인’ 기사 dataset 캡처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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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1 년, 2012 년 외국인 국적별 범죄자 수와 언론 보도건수  
 

<표 35> 외국인 국적별 범죄자 수와 범죄 기사건수(2011 년) 
  

 

외국인 

전체 

 

중국 
베트

남 
미국(미군)

 d
 

러시

아 
일본 몽골 

우즈

벡 

필리

핀 

캐나

다 

스리

랑카 

기

타 

범죄자 수(N)
 a

 

          

비강력범죄 2,932  1449 230 235 59 26 315 88 22 31 36 441 

절도 1,643  630 210 106 52 5 278 72 16 15 36 223 

사기 1,289  819 20 129 7 21 37 16 6 16 0 218 

강력범죄 399  161 38 27 4 3 32 26 8 3 19 78 

살인 94  62 15 1 0 0 5 1 3 0 1 6 

강간・강

제추행 
305 

 

99 23 26 4 3 27 25 5 3 18 72 

전체 c 3,331  1610 268 262 63 29 347 114 30 34 55 519 

범죄 기사건수(N) b 

          

비강력범죄 130  88 13 4(1) 8 0 0 2 0 2 0 13 

절도 32  9 10 2(1) 8 0 0 0 0 0 0 3 

사기 98  79 3 2(0) 0 0 0 2 0 2 0 10 

강력범죄 700  283 16 371(371) 2 0 11 2 0 0 2 13 

살인 408  266 12 110(110) 0 0 9 0 0 0 0 11 

강간・강

제추행 
292 

 
17 4 261(261) 2 0 2 2 0 0 2 2 

전체 830  371 29 375(372) 10 0 11 4 0 2 2 26 

a 경찰청 

b 한국언론진흥재단 기사검색시스템(KINDS) 

c 비강력범죄(절도+사기)와 강력범죄(살인+ 강간・강제추행)의 합산 

d 괄호 안은 미군 범죄의 보도건수. 미군 범죄자 수는 별도로 집계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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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외국인 국적별 범죄자 수와 범죄 기사건수(2012 년) 

a 경찰청 

b 한국언론진흥재단 기사검색시스템(KINDS) 

c 비강력범죄(절도+사기)와 강력범죄(살인+ 강간・강제추행)의 합산 

d 괄호 안은 미군 범죄의 보도건수. 미군 범죄자 수는 별도로 집계되지 않음 

  

 
 

 

외국인 

전체 

 

중국 
베트

남 
미국(미군)d 

러시

아 
일본 몽골 

우즈

벡 

필리

핀 

캐나

다 

스리

랑카 

기

타 

범죄자 수(N) a 
 

           

비강력범죄 2745  1350 206 252 49 31 254 113 28 50 28 384 

절도 1554  622 176 102 43 11 229 97 21 16 23 214 

사기 1191  728 30 150 6 20 25 16 7 34 5 170 

강력범죄 432  161 41 24 8 5 33 31 7 10 23 89 

살인 84  41 17 0 2 1 3 2 2 1 6 9 

강간・강

제추행 
348  120 24 24 6 4 30 29 5 9 17 80 

전체 c 3177  1511 247 276 57 36 287 144 35 60 51 473 

범죄 기사건수(N) b  
           

비강력범죄 146  119 5 6(1) 1 0 3 5 0 0 0 7 

절도 32  20 1 1(1) 1 0 3 5 0 0 0 1 

사기 114  99 4 5(0) 0 0 0 0 0 0 0 6 

강력범죄 714  608 13 52(50) 2 3 2 2 1 9 9 13 

살인 622  572 9 15(15) 2 1 0 0 0 9 3 11 

강간・강

제추행 
92  36 4 37(35) 0 2 2 2 1 0 6 2 

전체 860  727 18 58(51) 3 3 5 7 1 9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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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South Korea has changed from its ethnic homogeneity into a multi-cultural 

society with a mounting number of immigrants. However, there exists the 

perception that immigrants are high-crime prone, associated with the 

exclusive attitude toward them. The actual crime statistics reveal that that 

perception is not fact-based; the percentage of criminals among foreigners in 

South Korea has consistently been much lower than that of native Koreans 

from 2008 to 2012. This paper aims to examine whether the media coverage 

on crime by foreigners in South Korea has cultivated the native Koreans’ 

perception that the foreigners in South Korea are high-crime prone. 

 

Research Questions 

For message system analysis, first, the percentage of foreigners among 

criminals in South Korea was compared with the percentage of news reports 

on foreign-offender crimes among all news reports on crime in South Korea, 

and second, “reporting rates” of crimes committed by foreigners and native 

Koreans, which is the number of news reports on crime divided by the actual 

number of criminals, were compared. For cultivation analysis, the 

association between news media consumption and the respondents’ estimates 

of percentage of foreigner-offended cases among all crime cases was 

exam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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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s 

“Murder, Rape & Sexual Assault” and “Burglary, Fraud” were selected as 

representative types of violent crime and non-violent crime respectively. 

Concerning data collection, first, the number of criminals with their 

nationalities from 2011 to 2012 was collected from the crime statistics of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through a request for information disclosure 

in September, 2014. Second, all of the 76,444 crime-related news stories 

from ten national daily newspapers and four television news stations in 

South Korea, between 2011 and 2012, were collected, and then 21,866 news 

reports specifically on crimes among them were identified, and these were 

finally classified according to the offender’s nationalities. Third, through a 

survey conducted by an on-line research company Macromillembrain in 

September, 2014, 198 respondents with almost equal distribution of gender 

and age were asked questions measuring their news media consumption and 

their perception of crime by foreigners in South Korea.  

 

Results 

Even though the percentage of foreigners among criminals was 0.9 % (N = 

6,508), the percentage of news reports on foreign-offender crimes among all 

news reports on crime was 7.7 % (N = 1,690). On the other hand, the 

percentage of native Korean criminals was lower in the news reports (92.3%, 

N =20,176) than in the criminal statistics (99.1%, N =680,121). The 

overrepresentation of foreign-offender crime was consistent in 2011 and, 

2012 respectively, was much higher in the violent crime category, much 

lower in the non-violent crime category, and was especially higher for 

Chinese and U.S criminals than for any of the other eight categories of 

foreigners in South Korea. Consistent with these findings, examining the 

“reporting rate” showed the existence of overrepresentation of foreign-

offender in news reports. 

 

The results of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the total 

viewing hours of news media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viewer’s estimation 

of the percentage of the crimes committed by the foreigners, specifically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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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ard to Murder (△R² = .048, β = .228, p < .01), and Rape & Sexual Assault 

(△R² = .100, β = .326, p < .001), but less in regard to Burglary (△R² = .033, β 

= .189, p < .01), and not at all in regard to Fraud (△R² = .017, β = .133, p 

< .10). The results of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and Fisher’s z-test showed 

that respondents’ estimation of the percentage of crimes by each foreigner 

group had a higher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 percentage of news reports 

than the actual crime statistics, specifically in Murder, Rape & Sexual 

Assault.  

 

Conclusion 

The perception that foreigners in South Korea are high-crime prone is a 

subjective reality that was cultivated by the media reality - the news 

coverage on foreigner’s crime -, and is inconsistent with the objective reality. 

These findings imply that the newsworthiness - unusualness, novelty, 

exceptionality - of foreign-offender crime might lead to overrepresentation, 

but it also cultivates native Koreans’ unreasonable stereotypes of foreigners 

in South Korea. These stereotypes may be related to the concept of social 

exclusion, which is associated with ethnic homogeneity in South Korea, and 

can ultimately lead to a xenophobic attitude and discrimination toward 

immigrants. 

 

Keywords: Media coverage on foreign-offender crimes in South Korea, 

News reports on crime by foreigners, Perception of crime by 

foreigners, The cultivation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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