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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여성가족위원회

이 보고서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정책연구개
발용역과제 계획에 의해 수행된 것이며, 이 보고서에 수록된 내
용은 연구자 개인적인 의견이며 국회여성가족위원회의 공식적
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연구요약

1. 연구목적
◦ 젠더 폭력이란 사회·문화적 요인에 기반 한 성차별과 불평등으로 인해 여성과 사회적 약
자에게 가해지는 신체적, 성적, 정서적 폭력과 통제, 경제적 피해 등을 지칭하는 용어로,
좁게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를, 넓게는 신종 범죄인 스토킹, 인신매매, 데이트폭력, 사
이버 성폭력, 여성 증오범죄 등을 아우르는 개념임. 국내 형사사법기관은 젠더폭력 피해
통계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으며, 여성가족부에 의해 발표되고 있는 ‘젠더 폭력’ 통
계1) 역시 이러한 형사사법기관의 통계자료를 재가공하여 활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국내
젠더 폭력 범죄의 실태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공식 통계 자료가 사실 상 전무한 상
황임. 특히 가장 위중한 범죄인 살인범죄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일부분으로 분류되고 있는
강간살인 또는 강간치사를 제외한 젠더폭력 인명피해 통계가 전혀 관리되고 있지 않은 실정임
◦ 따라서 본 연구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 예방 정책 수립 및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 확
충의 근거자료로 활용 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젠더 폭력 통계자료의 구축을 위해 국내
형사사법기관(경찰청, 검찰청, 법원)들에 의해 수집되고 있는 젠더폭력 통계 자료들의 양
적, 질적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해외 선진국 통계 관리 기관들의 젠더 폭력 통계 작
성(Counting), 분류(Classifying), 수집항목(Content of the Items) 실태를 조사함으로서,
국내 통계작성기관들이 보다 명확하게 젠더 폭력 현황을 점검 할 수 있도록 통계 산출·관
리 시스템 상의 개선 방안을 제시함
2. 연구내용
◦ 국내 형사사법기관들의 젠더 폭력 통계 수집, 산출, 관리, 및 활용 현황 검토
- 국내 수사기관 별로 수집, 제공되고 있는 젠더 폭력 통계의 차별성 및 활용상의 문제점 파악
◦ 해외 선진국(미국, 일본, 캐나다, 국제기구 등)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 통계 산출·관리
시스템 조사
- 국가별로 수집되고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 통계 중 질적, 양적 우수성이 뛰어나
국내 도입이 필요한 통계 항목, 관리 시스템 체계를 선별하여 소개
◦ 국내 형사사법 시스템 내에 해외 선진국에서 관리 되고 있는 통계자료 및 관리 시스템을
1) ‘젠더 폭력 통계’는 여성정책연구원 (이인선, 장미혜, 황정임, 윤덕경, 2017)의 “여성폭력 통계 개선방안 연
구”에 근거하여 3년마다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실태조사 자료와 형사사법기관의 공식 통계를 기반으로 하
여 매년 여성가족부에서 보고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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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 논의
3. 연구방법
◦ 문헌 연구를 통해 국내 형사사법기관의 범죄통계(젠더 폭력) 산출, 관리 방식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외 젠더 폭력 통계 산출·관리 기관의 사이트(Homepage), 통계 작성
매뉴얼(Handbook), 통계 산출 결과물(Outcomes), 분석보고서(Annual Report on the
Gender-Based Violence), 해당 통계 자료 활용 논문(Relevant Articles) 검토 및 비교 분석
등을 통해 해외 선진국의 젠더폭력 통계 산출, 관리, 정책적 활용 현황 조사
4. 연구결과
가. 국내 형사사법기관의 젠더 폭력 통계 수집·관리 현황
1) 경찰청 범죄통계의 특성 및 문제점
◦ 국내의 대표적인 범죄통계 산출기관으로, 전국 경찰관서에서 작성된 범죄통계원표(발생,
검거, 피의자원표)자료를 연 1회 보정, 2차 가공한 자료를 매년 책자의 형태로 대국민 공개
◦ 경찰 범죄통계에서 차용하고 있는 범죄유형분류법(Classifying)의 한계점
- 사건 특성이 아닌 형법상의 죄명(위반행위속성)을 기준으로 통계를 분류하기 때문에 살인과
성범죄 발생건수에 대한 과소추정 및 해당범죄의 피해자정보 유실문제 함께 발생
§ (살인) 살인범죄2)의 범주에 치사범죄(상해치사, 폭행치사 등)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살인범죄 발생건수가 축소되고, 범죄로 인해 사망한 여성 피해자의 정보(연령, 피해 시
상황, 가해자와의 관계)가 함께 소실 됨
§ (성범죄) 성범죄 범주에 강간/강제추행 죄만이 포함되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등)위반은 성
풍속 범죄로 분류되어 있어 성범죄 발생건수가 축소 될 뿐 만 아니라, 해당 범죄들을
성범죄로 분류한 대검찰청 통계와의 연계 활용이 불가함
- 다양화, 지능화, 가속화 되고 있는 현대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한 통계항목의 부재
§ (피해자수) 행정적 효율성을 위해 사건 당 1명의 대표 피해자의 정보만을 입력하여
2) 경찰청 살인통계의 범주에는 살인, 영아살해, 존속살해, 촉탁/승락살인, 자살교사/방조, 위계/위력/촉탁/승
락살인, 특가법(보복살인등)만이 포함되어 있다.

- ii -

§
§
§

§
§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전체 피해자 수를 파악하기 어려움
(피해자정보)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의 확충을 위해 필요한
피해자 정보(직업, 범죄로 인한 신체·정신적 피해 상황 등)를 수집할 수 있는 항목의 부재
(피의자검거건수) 사건 관련 피의자들 중 한명만이라고 검거한 경우 사건해결(검거)
건수에 집계 되므로, 사건 해결(Clearance Rate)이 과대추정 되는 결과 발생
(가정폭력통계) 범죄통계원표에는 항목이 존재하나, 가정폭력의 정의가 분명하지 않고,
필수 입력항목이 아니라 정확한 수치 추산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원데이터(Raw
data)는 물론, 2차 가공물로 구성된 책자에서도 해당 통계를 공개하고 있지 않음
(가해자와의 관계) 가정폭력범죄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필수 수집해야 하는 가해자
와의 관계가 애인, 동거친족만으로 구분되어 있어 관련 정책 수립에 활용이 어려움
(신종 젠더폭력 범죄) 여성혐오범죄, 스토킹, 사이버 디지털 성범죄, 데이트폭력 등
현대의 신종 젠더폭력 범죄 발생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 항목의 부재

2) 대검찰청 범죄분석의 특성 및 문제점
◦ 통계 작성규칙 및 수집항목은 경찰청의 범죄통계와 동일하나, 경찰통계자료에 검찰과
특별사법경찰이 직수한 기록을 더해 제공함으로써 경찰청 통계에 비해 보다 정확하게
법집행기관이 인지한 범죄의 발생, 검거, 송치결과 현황을 제공
- 성범죄 통계 관련,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기타 강간·강제추행만을 포함하고 있는
경찰청 성범죄 범주와 달리 검찰청은 보다 다양한 13개 유형의 성범죄3)를 포함함
◦ 대검찰청 범죄분석에서 차용하고 있는 범죄유형분류법(Classifying)의 한계점
- 범죄를 형법범(8개의 세분화된 분류 유형)과 특별법범(가나다순으로 죄목 정렬)으로
구분함으로서 경찰청 통계와 마찬가지로 사건 특성에 따른 통계 분류 불가, 특정 범죄
(살인, 가정폭력 등) 발생건수 과소 추정 문제 발생
- 경찰청과 통계를 산출하는 방식 및 집계항목은 동일하나, 분류체계가 상이하여 기관
간 젠더 폭력 통계 연계 분석 및 수치 비교 분석이 어려움
3) 대법원 사법연감의 특성 및 문제점
◦ 각급 법원으로부터 자료를 제공 받아 매년 책자의 형태로 통계를 공개하며,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을 구분하는 범죄 통계 분류체계를 차용하고 있음
- 경찰청과 검찰청4)과 달리 가정폭력에 관한 공식통계를 발표하고 있으며, 가해자와 피
3) 검찰청 성범죄에는 강간, 강제추행, 간음, 강간등, 강간등살인, 강간등상해, 강간등치상, 강간등치사, 특
수강도강간등, 카메라등이용촬영, 성적목적의장소침입, 통신매체이용음란, 공중밀집장소추행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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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자와의 관계를 보다 세밀하게 분류하여 집계 및 공개함
◦ 대법원 범죄(젠더 폭력) 통계의 한계점
- 가정폭력을 제외한 젠더 폭력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자료를 제공하지 않음
- 가정폭력 가해자의 대략적인 수치 및 피해자와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를 제
공하나, 2017년 가정폭력행위자 가정구성원 별 인원의 합이 가정보호 사건 접수 건수
의 10%에 달하였던 점을 감안, 통계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 국내 젠더폭력 통계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실제 사례
강서구 아파트 살인사건 피해자의 딸이 해당 사건에 대해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작
성한 글로, 국내 여성 대상 범죄 통계의 한계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음
◦ 2018년 10월 경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강서구 아파트 살인사건 피해[자]의 딸입
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함
- 청원 작성자는 자신이 강서구 아파트 살인사건 피해자의 딸이며, 자신의 모친은 부
친의 끔찍한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 하였다고 밝힘
- 청원 작성자의 모친과 친정 가족들은 이혼 후에도 4년여 동안 부친의 살해협박과
주변가족들에 대한 위해시도 등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음을 호소함
- 이로 인해 작성자의 모친은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불가능 하였고, 다섯 번의 거주지
(보호시설 포함) 변경에도 부친이 찾아와 살해위협을 했다고 밝힘.
- 작성자는 자신의 부친은 치밀하고 무서운 사람이며, 사전답사와 계획된 범행으로
모친을 살해한 것이라고 주장
- 또한 자신의 부친은 심신미약이 아니며, 또 다른 가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친에 대한 엄중한 처벌(사형)을 요청함
◦ 해당 사건은 한 달 만에 20만 명 이상의 국민 추천으로 세간에 알려지게 되었으며, 이
로 인해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많아지는 계기가 됨

4) 검찰청은「범죄분석」이 아닌 통계청 사이트(공공데이터포털)에 별도로 가정폭력 송치결과 통계를 공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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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강서구 아파트 살인사건 피해[자]의 딸입니다”에 대한 청원답변>

출처: 청와대 국민소통 광장 내 청원답변 56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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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아파트 살인사건 피해자 딸의 청와대 국민 청원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설명

◦ 2017년 가정폭력 관련 112신고 건수는 27만 9천 건(일일 평균 765건)으로, 2013년에
비교하여 대략 12만 건이 증가
- 여성가족부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 국민청원 답변 인터뷰 내용(2018)에 의하면 가정
폭력 상담소 상담 건수도 2017년 기준 17만 건으로 2013년 대비 5만 건 가량 증가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가정폭력 사건 발생 시 신고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고율이 전체 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여성가족부, 2016).
- 이러한 암수범죄의 발생은 형사사법기관에 알려진/수사한 사건만을 집계하는 국가
공식 범죄 통계의 가장 큰 한계점이라 할 수 있음
강서구 아파트 살인사건은 공공장소에서 일어난 명백한 살인 사건이기에 살인으로 분
류되어 ‘살인죄’ 성립
- 하지만 만약 거주지 내에서 발생한 지속적인 폭행으로 인한 인명피해일 경우, 이는
가정폭력이 아닌 죄명 상 상해치사 또는 폭행치사로 분류되어 젠더 폭력 통계에서
누락될 가능성이 있음
- 국내 형사사법기관의 통계 기록 규칙에 따르면, 살인으로 분류되더라도 이미 이혼한
상태이면 범행동기가 가정불화로 기입되지 않음. 피해자의 가해자와의 관계 역시 친족

❏

- v -

으로 분류되기보다는 타인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음
- 해당 사례 외에도, 여성정책연구원이 권고한 ‘젠더 폭력 범죄’에는 특례법 기준, 성폭
력, 가정폭력, 성매매만이 포함되며 그 외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젠더 범죄’
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다는 점, 가정폭력 통계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
비하다는 점, 가장 기초적인 피해자 통계인 가정폭력에 의한 인명피해(상해치사 또
는 폭행치사) 자료가 관리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의 문제점 존재
◦ 이와 같이 국내 공식통계가 갖는 한계점에 대해 이해하고, 더 나아가 해외 선진국의
젠더 폭력 범죄 통계 산출, 관리, 공개, 활용 실태 등을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국내 젠
더 폭력 통계 산출, 관리 시스템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나. 해외 선진국에서 수집하고 있는 젠더 폭력 통계의 수집방식·관리시스템의 특성
1) 형법 죄명이 아닌 사건 특성을 반영한 범죄유형분류 체계 및 건수 계상 방식 사용
❏

해외 선진국은 젠더 폭력 통계의 수집에 있어 국내와 같이 형법 기준의 분류체계를 갖거
나 특례법(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위주로 통계를 집계하지 않고, 사건특성을 반영한 통
계 분류체계를 차용함. 더불어 상대적으로 중한 범죄 (살인, 가정폭력, 성폭력 등)의 통계
관리에 있어 경합범죄를 각각 개별적으로 기록함으로서 위계적분류법(한 사건에서 다양한
위법행위 발생 시 가장 중한 죄만을 기록)을 사용하는 국내 형사사법기관 보다 명확한 범죄
통계 기록·관리 시스템을 갖춤

◦ 美연방수사국의 국가사건-기반보고시스템 National Incident-Based Reporting System(NIBRS)
의 경우 젠더 폭력 범죄 발생 건수 계상에 있어 위계적 분류법을 사용하지 않고 한 사건
에서 발생한 모든 위법행위를 기록함으로서 보다 상세하고 정확한 통계의 집계를 가능케
함 (예를 들어 여성 피해자를 남치 후 강간하여 살해한 범죄 발생시, 3건의 범죄 발생 기
록) 또한 이렇게 집계한 통계를 사건 특성을 고려하여 분류하는데, 살인 범죄는 사전 계획
여부와 살해 의도 여부에 따라 모살, 주의고살, 부주의고살, 정당화되는 살인으로 분류되
며, 성범죄는 강제적 성범죄(강간, 강제추행, 도구사용성폭행, 강제애무)와 비강제적 성범
죄(근친상간, 의제강간)로 분류됨
◦ UN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제표준범죄분류(ICCS)의 경우, 국가별 비교 통계를 산출하기 위
해 법률이 아닌 범죄행위 유형에 따라 분류를 구분 짓고 있으며, 세 가지 분류체계 구성
원칙(상호배타성, 포괄성, 통계적 실행가능성)을 강조(황지태, 김지영 박희정,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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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배타성(mutual exclusivity) - 하나의 사건은 다른 분류와 중복 없이 하나의 분류
체계에만 포함되어야 한다는 원칙
- 포괄성(exhaustiveness) - 전체 범죄유형이 분류체계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
- 통계적 실행가능성(statistical feasibility) - 타인으로부터 작성된 사건 관련 내용이 정
확하고 일관성 있게 분류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
2)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에 대한 통계 항목의 세분화
❏

국내 형사사법기관과 달리 해외 수사기관들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매우 상세히 기록

◦ 국내의 경우 범죄 피해자에 대해 매우 제한적인 정보(성별, 연령, 피해 시 상황, 가해자와
의 관계)만을 수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계가 불분명하고 낙후된 통계 항목들을 사용
함으로서 작성자의 판단이 애매한 경우 관습적으로 ‘기타’로 표기하는 관행이 조장되고,
결과적으로 젠더 폭력 관련 주요정보의 손실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 발생 (이인선 등,
2017).
- 예를 들어, 가정폭력 사건에서 피의자가 남편, 피해자가 아내인 경우, 작성할 수 있는
피해자와의 관계 항목5)이 매우 제한적임. 현실을 가장 유사하게 반영하는 항목은 ‘동거
친족’ 또는 ‘애인’에 해당하지만, 작성자 입장에서 배우자를 동거 친족으로 칭하는 것이
옳은 판단인 것인가라는 의문점 제기하게 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항목 내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를 작성하여야 하다 보니 담당 수사관의 개별적인 판단에 의
해 ‘동거친족’ 또는 ‘기타’로 표기하게 됨
◦ 캐나다 연방 통계청 Statistics Canada의 경우 가해자와의 관계를 現/前배우자, 現/前혼
인관계, 現/前혼인관계, 現/前내연관계, 現/前 남자친구/여자친구, 現/前 불륜관계, 現/前
그 외의 내연관계, 친부모, 의붓부모, 입양부모, 수양부모, 친자녀, 의붓자녀, 입양자녀, 수
양자녀, 형제자매, 직속가족 외 모든 혈육관계, 혼인관계(사실혼 포함), 친한 친구, 낯선 사
람, 그 외의 사람(상사, 이웃, 사업적이나 범죄적 관계 포함), 現/前연인, 기타 친밀 관계,
非배우자 가족 관계, 기타, 미상으로 분류하고 있어 사실상 거의 모든 대인관계를 포함하
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하단 표 참고)
◦ 일본의 경찰통계 평성29년 범죄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친부모, 양부모, 계부·
계모, 배우자(그 중 여성), 친자식, 양자, 의붓자식, 형제자매, 그 외 친족, 지인/친구, 직장
5) 국내 경찰청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를 국가, 공무원, 고용자, 피고용자, 직장동료, 친구, 애인, 동
거친족, 거래상대방, 이웃, 지인, 타인으로만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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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 기타, 면식 없음, 법인·단체·피해자없음으로 나누어 명시하고 있으며 다양한 가족
형태를 반영하여 관계를 표시하고, 특히 배우자여부에서 여성을 따로 표시하여 여성 피해
자의 경우를 강조하고 있음
◦ 美연방수사국의 국가사건-기반보고시스템 National Incident-Based Reporting System(NIBRS)
의 경우 거의 모든 피해자, 가해자, 피체포자 정보를 기입하도록 되어 있음
- NIBRS는 가해자의 연령, 성별, 인종 관련된 가해자 숫자들 외에도 피해자 유형, 연령, 성
별, 인종, 민족 거주인 지위, 추가 정당방위적 살인 정황(살인인 경우), 가해자(들)에 대한
피해자의 관계(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며, 가해자와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체포인의 개
인 정보 및 체포 관련 부가정보를 수집하도록 되어 있음
3) 해외 국가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신종범죄’ 관련 공식통계 분류의 다양성
❏

국내의 형사사법기관과 달리6) 해외 통계 산출·관리기관은 신종 젠더 폭력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항목을 신설하여, 시의성 있는 형사정책 수립 마련에 근거자료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이들의 원천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관련 범죄에 대한 학술연구를 촉진함

◦ 美 연방수사국의 경우, NIBRS 통계자료의 정확성과 일관성 유지를 위해 FBI 형사사법정
보 서비스과(Criminal Justice Information Service)는 범죄통계작성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데이터 작성 주(States)의 자발적인 참여하에 3년마다 통계 품질 관리 감사
(UCR Quality Assurance Review)를 시행함.
- 미국의 UCR과 NIBRS의 원천 데이터(Raw data)는 모두 공개되고 있으며, 사법통계국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BJS) 홈페이지7) 또는 사회과학 연구를 위한 대학 공
동체기관(Inter-University Consortium for Political and Social Research; ICPSR)
홈페이지8)에서 엑셀 파일 또는 통계프로그램의 저장파일 형태로 다운로드 받아 활
용 가능
◦ 그 외에도 유엔, 캐나다, 일본의 경우 각 국가 별 시행되고 있는 범죄통계 수집 시스템을
통하여 범죄 관련 기본 정보 외에도 다양한 자료를 수집함
6) 국내의 경우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롭고 다양하게 발생하는 신종범죄의 특성의 파악하기 위해 공식 통계
항목을 신설하기보다, 빈번하게 ‘특례법’을 제정하여 개별 죄명 기록에 따른 부분적 대책을 수립하는 경향
이 있다.

7) 사법통계국(Bureau of Justice Statistics; BJS) 홈페이지 주소 http://bjs.gov/
8) 사회과학 연구를 위한 대학 공동체기관(Inter-University Consortium for Political and Social
Research; ICPSR) 홈페이지 주소 http://www.icpsr.umich.edu/icpsr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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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CS의 배우자의 의지에 반하는 성폭행, 캐나다의 자녀에 대한 성적 위반이나, 일본의
범행동기로 원한 또는 정신 장애와 같은 다양한 항목을 포함함으로써 일반범죄 및 신
종범죄에 대한 보다 폭 넓은 자료 수집 가능
◦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 범죄통계체계와 비슷하기 때문에, 신종범죄의 경우 특별법을 제정
하여 처벌하고 있으나, 2000년대에 들어 스토커 및 디지털 성범죄 등 여성폭력범죄가 급
증하여 ‘스토커행위등의규제등에 관한 법률’, ‘개인성적화상피해방지법’을 제정하여 가해를
처벌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공식적 범죄통계 책자인『평성29년 범죄』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생활안전의 확보에 관한 통계로 스토커·배우자
폭력 등에 관한 통계, 인신매매에 관한 통계, 풍속관계사범에 관한 통계를 경찰단계에서
제시하고 있음.
<국가 별 피해자 관련 공식통계 분류 항목>

살
인
죄
종
상
해
및
폭
행

미국의 국가
사건-기반 보고
유엔의
시스템
국내 경찰청 국제표준
National
범죄통계 
범죄통계분류체 Incident-Base
계 (ICCS)
d Reporting
System
(NIBRS)
Ÿ 살인
Ÿ 고의살인
Ÿ 영아살해
Ÿ 고의살인미수
Ÿ 존속살해
Ÿ 과실치사
Ÿ 촉탁/승락
Ÿ 자살교사방조
살인,
Ÿ 불법낙태죄
Ÿ 살인
Ÿ 자살교사/
Ÿ 기타 살인 및
Ÿ 非과실치사
방조,위계
치사
Ÿ 위력/촉탁/
승락살인, (※ 살인과
Ÿ 특가법(보
치사를 함께
복살인) 분류)
Ÿ 상해(치사)
Ÿ 폭행
Ÿ 과실치사
Ÿ 폭행(치사)
Ÿ 협박
Ÿ 정당방위
Ÿ 체포
Ÿ 기타 폭행
Ÿ 납치/유괴
감금(치사)
또는 협박 Ÿ 강제적인
Ÿ 협박
Ÿ 미성년자
동성애
Ÿ 약취
유괴
Ÿ 강제적인
유인
Ÿ 자유박탈
애무
- ix -

캐나다 연방
통계청
Statistics
Canada

§
§
§

Ÿ
§
§
§

살인
그 외의 기타
사망
살인미수
무기 또는
신체 상해
자녀에 대한
성적 위반
가중 폭행
3단계
폭행 2단계

일본 경찰청
평성29년
범죄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살인
영아살해
살인예비
자살관여
강도살인
강도살해
강도치상
폭행
상해
상해치사
외설
공연외설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폭력행위
등
공갈
손괴

Ÿ
Ÿ

Ÿ

Ÿ

Ÿ

Ÿ
Ÿ
Ÿ

Ÿ

성
범
죄

Ÿ
Ÿ
Ÿ
Ÿ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기타
강간 강제

Ÿ
Ÿ
Ÿ
Ÿ
Ÿ

기타
자유침해
강제노동
기타 노예 및
착취
인신매매
강요 또는
공갈
기타 강요
부주의 행위
위해행위
기타
위해행위
괴롭힘
스토킹
기타 공포 및
정신적 고통
유발행위
피해자특성에
기인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
피해자신념에
기인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
기타
명예훼손
또는 모욕
차별
사생활침해
기타 상해 및
치상
폭행 강간
폭행외 강간
의제 강간
기타 강간
신체적
성폭행
非신체적
성폭행

§
§
Ÿ
Ÿ
Ÿ
Ÿ

Ÿ

Ÿ
Ÿ
Ÿ

가중폭행
단순폭행
위협
상업적성행
위의
인신매매
非자발적
노역의
인신매매
애무**9)
동성애**
스토킹

§
§
§
§

§
Ÿ
§

§
§
§
§

Ÿ
Ÿ
Ÿ
Ÿ
Ÿ

성폭행
강제추행
강제적인
강간
근친상간
법정 강간

(무기 또는
신체 상해)
폭행 1단계
다른 폭행
강제 감금
또는 납치
인신 매매
위협 발언
음란하고
괴롭힘을 주는
대화
성적 활동의
상품화
기타 폭력적인
형법 위반
상대의
동의없이
상대방의 사진
및 영상 유포
아동 포르노
매춘
인신매매
스토킹

Ÿ
Ÿ
Ÿ
Ÿ
Ÿ

Ÿ
§
§
§

성폭행 1단계
성폭행 2단계
가중 성폭행
3단계

Ÿ
Ÿ
Ÿ
Ÿ
Ÿ
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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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감금
약취유인
인신매매
과실상해
과실치사
스토킹

강제성교등
강제외설죄
강도살인
강도살해
강도강간
강도 준강
도
강도치상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기타 성폭행
기타 성폭력
성인 대상
성적 착취
아동대상
성적 착취
아동이용
음란물
아동 성매매
아동에 대한
성적 접근
기타
아동대상
성적 착취
기타 성적
착취
기타 성적
침해

성풍속범죄 -

Ÿ

성
별
피
해
자
와
의
관
계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남성
여성
국가
공무원
고용자
피고용자
직장동료
친구
애인
동거친족
거래상대방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남성
여성
現/前동거인
친밀한 관계
가까운 관계
배우자
이전 배우자
現/前파트너
現/前동거
파트너
동성 파트너

Ÿ
Ÿ
Ÿ

§
Ÿ
Ÿ
Ÿ
Ÿ
Ÿ
Ÿ

남성
여성
미상
누락(가해자
만 해당)
現/前배우자
사실혼
배우자
남자친구/여
자친구
동성애 관계
가족
자식
의붓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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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Ÿ

Ÿ
Ÿ
Ÿ
Ÿ

Ÿ
Ÿ

남성
여성
現/前배우자
現/前혼인관계
現/前내연관계
現/前
남자친구/여자
친구
現/前
불륜관계
現/前 그 외의

Ÿ

강도 강제
성교등

Ÿ

풍속범

Ÿ
Ÿ
Ÿ

Ÿ
Ÿ
Ÿ
Ÿ

Ÿ
Ÿ

남성
여성
불명
친부모
양부모
계부 계모
배우자(내
연 과거
포함)*10)
교제상대(
과거포함)*
친자식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이웃
지인
타인

Ÿ

가족 구성원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손주
형제자매
의붓형제자
매
부모
양부모
조부모
신혼
직계가족
외의 가족
구성원
지인
남자친구/여
자친구의
자식
베이비시터
친구
고용주
고용인
이웃
그 밖의
지인
낮선 사람
미상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범
행
동
기

Ÿ
Ÿ
Ÿ
Ÿ
Ÿ
Ÿ
Ÿ
Ÿ

보복
우발적
생활비마련
도박비마련
허영사치심
사행심
가정불화
호기심
유혹
현실불만
부주의

§
§

-

§
§
§
§
§
§

내연관계
친부모
의붓부모
입양부모
수양부모
친자녀
의붓자녀
입양자녀
수양자녀
형제자매
직속가족 외
모든 혈육관계
혼인관계(사실
혼 포함)
친한 친구
낯선 사람
그 외의
사람(상사,
이웃,
사업적이나
범죄적 관계
포함)
現/前연인
기타 친밀
관계
非배우자 가족
관계
기타
미상
불만, 분노
또는 절망
언쟁 또는
말다툼
은폐 목적
질투
복수
기타
뚜렷한 동기
없음
미상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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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
의붓자식
형제자매
그 외 친족
지인/친구
직장동료
기타
낯선 사람
법인 단체
피해자없음
면식 없음*
관계(행위
자) 불명*
밀접한
관계자

생활곤란
보험금목적
빠칭코의존
도박의존
유흥비마련
채무변제
직무적범죄
일시적사용
대상물자체
의
소유·소비
목적
그 외의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이욕
개호·간병
피곤
육아고민
병세
원한
분노
성적욕구
복종
장난·호기
심 스릴
자기과시
약물
음주상태·
정신장해
또는 그 외
그외
동기불명

다. 결론 및 제언
1) 국내 젠더 폭력 범죄 통계 개선 방안
❏

❏

❏

국내의 경우 죄명(형법과 특별법) 기준으로 통계를 수집, 관리함으로서 상당수의 젠더 폭력
범죄 자료(특히 젠더폭력으로 인한 사망자 수)자료가 누락되거나 과소 추정되는 등의 문제
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보다 정확하게 젠더 폭력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범죄유형분류 체계
신설 및 작성지침의 수정(대표 피해자가 아닌 모든 피해자의 수를 기록 등)이 필요
국내 형사사법기관의 통계 항목은 작성지침이 모호하거나(예를 들어 한건의 가정폭력 사
건에서 아내와, 자녀 등 다수의 피해자 발생시, 대표피해자를 어떻게 선별할 것인지에 대
한 규정이 없음), 통계 항목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낙후된 것 등(가정폭력여부에 대한 명
확한 개념 인식부족, 가해자와의 관계 통계에서 배우자를 선별할 수 없는 등)의 문제를 가
지므로, 정책 근거자료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해당 통계 항목들에 대한 개선 작업이 필요
국내 형사사법기관의 통계항목의 모호한 부분의 개선과 함께 필수입력항목(가해자 및 피

9) **로 표기된 항목은 미국 NIBRS UCR 프로그램 사용 시 성범죄의 경우 추가로 작성하게 된다.

10) *로 표기된 항목은 일본 경찰청 통계 중 스토커범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분류에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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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자의 성별, 피해자 정보,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가정폭력여부 등)을 명확하게 할 필요
가 있으며, 구체적이고 명확한 매뉴얼 작성과 통계작성관련 교육을 실시하여 정확한 통계
수집을 통한 여성 폭력 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 방안 마련 필요
❏

국내 형사사법기관의 공식 통계는 1960년대에 만들어진 ‘범죄통계원표’에 기반하여 자료
를 산출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선진국과 달리 스토커 범죄, 데이트 폭력, 여성혐오 범죄
와 같은 신종범죄의 발생 실태에 대한 통계를 산출하지 못함. 예를 들어 최근 급증하고 있
는 여성혐오범죄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정책 수립의 근거자료
로 활용될 수 있는 통계자료의 구축이 필수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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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젠더 폭력에 관한 담론이 처음 본격화 된 것은 1993년 UN총회에서 여
성에 대한 폭력 철폐선언(UN Declaration of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연설 중 ‘젠더에 기반한 폭력’이란 용어가 등
장하면서 부터이다. 이 연설은 국가로부터 폭력을 당한 여성의 권리침해
에 관한 공정한 조사와 가해자 규제 법안의 발전을 촉구함으로써 젠더폭
력이 여성 개인에게 주어지는 일종의 무작위적(random) 시련이 아니라,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위가 낮은 여성의 정치·사회·경제적 위치에
의해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범죄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장미혜, 황정임, 이미정 외, 2017).
국내의 경우 90년대 후반부터 젠더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지
원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졌다. 제도적으로 젠더폭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1996년 ‘여성발전기본법(법률 제5136호)’을 제정해 성차별 의식의
해소 및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를 모색한 바 있고, 이후 16번의 개편을
거처 2015년에 여성의 권익 향상 목적의 ‘양성평등기본법(법률 제12698
호, 2014. 5. 28 전부개정 및 2015. 7. 1. 시행)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양
성평등기본법에서 양성평등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
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이라 정의되었는데, 특히 해당 법률은 모든 국민, 특히 아직까지 사회
적 약자에 해당하는 여성이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 없이 모든 사적·공적
영역에서 평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법적 제도적 장치와 재
원을 마련한 책무를 진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 여성가족부장관이 헌법
상 양성평등 이념의 구현이라는 입법 취지에 맞추어 5년마다 양성평등정
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제화 한 것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
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정부의 정책 활동은 명확한 수치적 근거 기반 예산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장기적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하
며, 젠더폭력의 예방, 가해자 처벌, 피해자 보호에 관한 유의미한 정책

생산 또한 젠더폭력의 실태에 관한 독자적인 통계 수집·관리 시스템 없
이 시행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향후 젠더 폭력 방지제도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통계데이터의 구축을 위해 국내 사법기관(경찰청, 검
찰청, 법원)의 젠더폭력 통계 수집, 관리 시스템의 특성과 이들이 지닌
문제점을 검토하고, 해외 선진국의 젠더 통계 관리, 활용 방식을 조사하
여 이들을 국내 형사사법 정책 시스템 내에서 최적의 방식으로 도입하려
면 선행되어야 하는 요소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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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청 『범죄통계』
가. 경찰청 「범죄통계」 자료 수집 내용 및 방식
국내에서 가장 대표적인 범죄통계 생산기관인 경찰청의 「범죄통계」
는 전국 경찰관서에 작성한 3종의 형사사건 범죄통계원표(발생통계원표,
검거통계원표, 피의자통계원표) 자료를 수사국에서 보정하여 매년 책자
의 형태로 대국민 공개하는 통계자료이다11). 이 세 가지의 통계원표를
통해 범죄분석통계의 입력이 진행된다. 범죄분석통계는 각급 수사기관
(검찰, 경찰, 해양경찰, 특별사법경찰)에서 범죄 발생 시 발생통계원표를
바탕으로 관련내용을 기입하고, 수사 종결 시 검거통계원표 및 피의자
통계원표를 KICS(형사사법포털)을 통해 전산 입력하여 자료를 수집한다.
통계자료의 작성 및 입력, 관리, 송부요령, 누락 및 왜곡 금지 등의 관리
규칙은 “경찰 범죄통계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훈령에 근거하고 있
다. 3종의 범죄통계원표 중 가장 먼저 기록하는 발생원표는 수사기관이
피해신고, 고소, 고발, 자체 인지 등에 의해 범죄의 발생을 확인한 후 형
사입건을 한 경우 작성하며, 발생 당시의 사건 특성과 피해자 정보를 기
록한다. 이 통계는 전국에서 발생한 범죄사건 중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사건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국에서 발생한 모든 범죄사건의 기록
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경찰에 고소·고발된 사건과 송치의견이 불기
소인 사건까지 포함된 자료이다. 따라서 이 수치는 검찰 인지사건까지를
포함하는 최종 형사처분 건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범죄수법, 공범
수, 검거단서, 회수품 등에 관하여 기록하는 검거원표는 수사기관이 입건
한 형사사건 중 피의자 또는 공범사건의 피의자 중 한 명이라도 검거한
경우 작성하며, 이후 다른 피의자를 검거하더라도 별도의 원표를 추가로
작성하지 않는다. 피의자원표는 피의자의 성명, 연령, 성별, 직업, 전과
11) 통계의 기본단위는 사건수와 인원이며, 발생원표와 검거원표로부터 얻는 통계의 단위는 건(사
건 수)으로, 피의자원표로부터 얻은 통계의 단위는 명(인원)으로 표기하고 있다.
II. 국내 사법기관의 젠더 통계 수집․관리 현황 5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기록하며, 각 피의자별로 작성 한다12).
각 범죄통계 원표별 수집하고 있는 항목의 목록과 세부사항은 각각 <표
Ⅱ-1>과 <표Ⅱ-2>에 설명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경찰청 「범죄통계」
는 전문적인 교육·훈련을 받은 경찰관들이 수사에 착수한 행위만을 기록
한 정보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의 상식에 근거한 사건 접수통계에 비해
보다 정확하게 형법상의 범죄개념을 적용한 신뢰도가 높은 통계라는 특
성을 갖는다. 경찰청 범죄통계 분류체계는 각 죄명을 위반행위 속성(범
죄행위의 내용적 특징)과 법익침해유형(범죄 행위의 결과적 특징)에 따
라 구분하여 총 15개의 죄명(강력, 절도, 폭력, 지능, 풍속, 특별경제, 마
약, 보건, 환경, 교통, 노동, 안보, 선거, 병역, 기타범죄)으로 구분 한
다13). 특별법의 경우, 위반행위 속성과 법익침해유형에 따라 분류하되,
기존의 형법범죄의 법정형을 가중/감경하는 형태의 특별법은 형법범죄에
통합하고, 범죄구성요건을 신설/제한하는 특별법은 별도로 제시하는 구
성을 갖는다14). 정보 공개에 있어 경찰청은 범죄통계원표 자료의 원표
(raw data)를 공개하는 대신 매년 경찰청 「범죄통계」 책자를 발간하여
당해 연도 하반기에 공공기관, 국회, 대학 등에 제공하며, 책자와 동일한
내용(2차 처리된 통계자료)을 사이버 경찰청 홈페이지와15) 국가통계포탈
의 통계 데이터베이스 조회 시스템에 공개하고 있다. 연구목적의 통계
자료를 요청하는 시민의 경우 사이버 경찰청 홈페이지의 정보공개, 공공
12) 피의자 원표는 피의자의 검거여부, 또는 법인여부에 관계없이 작성되는데, 예를 들어
피의자가 검거되지 않은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하는 사건에도 피의자원표를 작성한
다.
13) 위반행위속성은 가해자의 가해행위를, 법익침해유형은 피해자의 피해상황을 기준으
로 하는 분류체계이다. 치안 정책에 직접적 관련성을 갖는 것은 범죄 행위자 이므로
경찰청 범죄통계는 위반행위 속성을 제1 분류 원칙으로 한다. 예를들어 손괴죄의 경
우 물건의 현상이나 효용을 낮춘다는 점에서 재산 범죄로 분류 될 수 있지만, 위반행
위속성 기준에서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 발생을 초래할 수 있는 폭력적인 파괴행위
로 분류 되므로 폭력범죄의 일종으로 분류한다(강지현 등, 2012).
14) 경제, 약물, 보건, 환경, 교통, 공안, 병역범죄 등이 범죄구성요건을 신설/제한하는 형
태의 특별법 분류에 해당함
15) www.police.go.kr

데이터 개방 서비스를 통해 보다 상세한 통계 내역을 제공 받을 수 있
다.
하단의 <표Ⅱ-1>은 각 통계원표가 수집하고 있는 항목 목록을 나열한
것이다. 발생원표의 경우 형사입건이 된 이후 작성되는 표인 만큼, 피해
자와 관련 있는 목록들을 수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검거원표의 경
우 피의자가 검거된 후 알아낼 수 있는 정보를 요구하는 항목들이(범행
도구입수방법, 장물처분방법 등) 특징적으로 나열되어있다. 피의자원표의
경우 각 피의자에 대한 정보를 적는 원표로서 피의자의 죄명, 범행당시
연령, 성별, 직업, 공무원소속여부 등의 개인적 정보를 요구하는 항목이
다른 원표들에 비해 비교적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Ⅱ-1> 경찰청 범죄통계원표(발생원표, 검거원표, 피의자원표)의 통
계 수집 항목
종류

항목
발생지수사기관, 죄명, 발생년월일시, 인지년월일시, 발생부터
인지까지의 기간, 범죄수법, 발생일 특수사정, 범행시일기,
미신고이유, 피해자성별, 피해자연령, 피해자피해시상황,
발생원표 수사단서,
발생지, 발생장소, 재산피해정도, 재산피해품명, 재산피해품액수,
신체상해정도, 신체사망남자명수, 신체사망여자명수,
외국인피의자여부, 외국인국적, 외국인신분 등
검거수사기관, 죄명, 검거년월일, 발생년월일, 발생부터 검거까지의
기간, 범죄수법, 침입구, 침입방법, 검거인원법인여부,
검거원표 검거인원남자명수, 검거인원여자명수, 기수미수구분, 공범수,
범행도구종류, 범행도구조치 ,범행도구입수방법, 검거단서,
장물처분방법, 장물금전소비용도, 회수품명, 회수정도 등
최종검거수사시관, 죄명, 범행시연령, 성별, 직업, 공무원소속,
공무원계급, 공무원직무관련성, 외국인신분, 전과,
재범보호처분, 재범기간, 재범종류,
피의자원표 재범전회처분내용,
공범과의관계, 피해자와의관계, 범행후은신처, 마약류등상용여부,
범행시정신상태, 범행동기, 학력, 생활정도, 종교, 혼인관계,
부모관계, 검거자, 조치, 자백여부, 송치의견, 사건처리기간
출처: 여성폭력통계개선방안연구, 2017. pp.101-105. 범죄통계원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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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Ⅱ-2>에서는 각 범죄통계원표의 항목별 상세 수집내역을 확인해보
면, 발생원표는 특히 피해 시 상황이나 미신고이유를 상세히 확인함으로
써 추가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때 쓰일 수 있다. 다만,
신체피해상황이 상해와 사망 정도로만 나뉘어 있어, 상세피해를 기록할
수 있는 재산피해상황과 대비가 되는 부분이다. 검거통계 원표의 경우
죄명에 가정폭력이 포함되어 있어 젠더 폭력으로써 활용할 가능성이 있
으나 수사관들이 가정폭력 유무의 부분을 임의로 판단하고 입력하는 경
우가 있어, 가정폭력에 대한 정의를 확고히 하고 이에 대한 입력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피의자통계에서 주목해야할 점은 피해자와의
관계에 부부가 없고,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지표는 ‘동
거친족’ 뿐이라는 점이다. 관계의 세분화를 통해 피해자가 어떤 관계선상
에서 범죄 피해를 입는지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표Ⅱ-2> 경찰청 범죄통계원표 별 상세 수집내역

발생통계원표 수집내용
작성일자
수사기관
가정폭력/학교폭력/형법/특별법
유/무
발생일자
인지일자
발생일로부터 인지일까지의 기간
강도/절도/사기/침입절도/빈집/사무실/공장/상점/숙박업소/기타/
소매치기/날치기/들치기/차량이용절도/속임수절도/기타/가짜속임
/알선사기/부동산사기/차용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
발생일 상황배경
범행 시 날씨
신고/미신고/피해자신고/고소/고발/자수/진정투서/타인신고/불신
검문/피해품발견/변사체/탐문정보/여죄/기타/나머지는모두인지
피해근소/부정물자/명예보호/보복우려/범인이친족친우/피해품회
미신고이유
수기대난/유실로착각/절차착각/신고지원거리/피해사실몰라서/기
타
피해자
성별/연령/국적/신분
피해자 피해시 상 취침중/일하는중/부재중/담화중/혼잡중/보행중/딴데정신잃어서/
황
속아서/기타/미상
작성연월일
발생지수사기관
죄명
외국인피의자
발생년월일
인지년월일
발생부터 인지까
지
기간
범죄수법
발생일특수상황
범행시일기
수사단서

발생지역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부천/수원/성남
단독주택/상점/학교/해상/아파트,연립,다세대/시장/고속도로/노상/
숙박업소/유흥접객업소/사무실/공장/공사장,광산/창고/역,대합실/
발생장소
지하철/유원지/금융기관/의료기관/종교기관/산야부대/구금장소/
공지
피해액/피해품/화폐/자동차/유가증권/귀금속/전기전자제품/오토
재산피해상황
바이,자전거/가구류/의류/기계류/농임산물/축산물/수산물/잡화/기
타
신체피해상황
상해/사망/남녀수/상해정도
검거통계원표 수집내용
작성년월
작성일자
검거수사기관
검거한 수사기관명
죄명
가정폭력/학교폭력/형법/특별법
검거년월일
검거일자
발생부터 검거까
지
발생일로부터 검거일까지의 기간
기간
강도/절도/사기/침입강도/노상강도/차내강도/해상강도/차량이용
강도/약취강도/마취강도/인질강도/강도강간/기타/침입절도/소매
수법
치기/날치기/속임수절도/차량이용절도/알선사기/부동산사기/매매
가장/차용사기
침입구
침입방법
검거인원
한국인/성별/법인/외국인/성별/법인/기수/미수/예비음모
공범수
단독/2명/3명/4명/5명/10명이하/20명이하/기타
총기/모의총기/칼/도끼/낫/유리병/돌/몽둥이/공구/줄(끈)/마취제/
범행도구 종류
독극물/컴퓨터/기타
범행도구 조치
압수/미발견
현행범/피해자신고/고소/고발/자수/민간체포/진정투서/타인신고/
검거단서
신문/불심검문/탐문정보/안면식별/감식자료/변사체/범죄수법/발
자국/검사지휘/타기간이송/범행도구발견/장물/전과조회/기타
장물처분방법
매각/증여/폐기
금전소비용도
유흥/오락/생활비/도박/학비/증여/소지중/기타
화폐/자동차/유가증권/귀금속/전기전자제품/오토바이,자전거/가구
회수품
류/의류/가구류/농임산물/축산물/수산물
회수품 금액
회수액수
회수정도
회수한 금액 총합
피의자통계원표 수집내용
작성년월
작성일자
검거수사기관
검거수사기관
죄명
가정폭력/학교폭력/형법/특별법
피의자
성명/주민번호/범행시연령/성별
자영업자/피고용자/전문직/공무원/학생/주부/전의경/공익요원/법
직업
인/무직자/미상/교원/경비원/금융기관직원/의사/변호사/교수/종교
가/언론인/예술인
공무원
소속/계급/직무관련성
국적/신분/미군인(sofa)/불법체류/불법입국/외교관/일반외국인/미
외국인
군인가족/미군초청계약자/미군속/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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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재범
보호처분
재범기간
재범종류
공범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후 은신처
마약류등상용여부
범행시정신상태
범행동기
학력
생활정도
종교
혼인관계
부모관계
검거자
조치
자백여부
구속별
불구속별

없음/1범/2범/3범/4범/5범/6범/7범/8범/9범이상
전화처분내용/즉결심판/기소유예/선도유예/수배중/보호처분/선고
유예/집행유예중/보석,형집행정지중/가석방/형집행종료/감호소출
소/기타
횟수/없음
1개월이내/3개월이내/6개월이내/1년이내/2년이내/2년이내/3년이
내/3년초과
동종/이종
단독범/공범/학교동창/교도소,소년원동료/직장동료/친인척/군동료
/동네친구/고향친구/애인/기타
국가/공무원/고용자/피고용자/직장동료/친구/애인/동거친족/거래
상대방/이웃/지인/타인
자기집/공범집/숙박업소/현장검거/외국/야외/미상/지인집/친족집/
애인집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본드,신나등환각물질/알코올/해당없음
정상/정신이상/정신박약/기타정신장애/주취/월경시이상
보복/우발적/생활비마련/도박비마련/허영,사치심/사행심/가정불화
/호기심/유혹/현실불만/부주의
초졸, 중졸, 고졸, 대졸 등
상/중/하
불교/기독교/천주교/원불교/천도교/기타종교/종교무
유배우자/동거/이혼/사별/미혼
실부모,양부모/계부모/실부계모/실부무모/실모계부/실모무부/계부
무모/계모무부/무부모
수사,형사/외근,112차/교통/검문소/경찰/방범원/경비원/피해자/민
간인/기타
검찰구속(송치)/검찰불구속(송치)
자백/일부자백/부인/묵비
현행범체포/긴급체포/사전영장/체포
불구속입건/영장요구검사기각/영장요구판사기각/적부심석방/검사
구속취소
(구속)기소/(불구속)기소/소년보호송치/기소유예/기소중지/불기소
피의자송치의견 (혐의없음)/불기소(죄가안됨)/불기소(공소권없음)/공소보류/이송
(군부대등)/참고인중지/가정보호송치
경찰/1개월이내/3개월이내/6개월이내/검찰/1개월이내/3개월이내
사건처리기간
/6개월이내/6개월초과/10일이내/20일이내
출처: 여성폭력통계개선방안연구, 2017. pp.101-105. 범죄통계원표 재구성

나. 경찰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젠더폭력 통계
젠더폭력은 사회구조적 시각에서 성별 간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불
평 등에 의해 발생하는 범죄를 지칭하는 용어로, 좁게는 가정폭력, 성폭
력, 성매매를, 넓게는 신종 범죄인 스토킹, 인신매매, 데이트폭력, 사이버

성폭력, 여성 증오범죄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경찰청의 15종 범죄통계 자
료 중 광의적 의미에서 젠더 폭력의 유형과 실태를 보여주는 자료는 강
력범죄(살인기수, 살인미수,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기타강간·강제추
행), 폭력범죄(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폭력행위, 공갈, 손괴),
성풍속범죄(풍속, 기타풍속범죄), 그리고 기타범죄(성매매) 통계이다16).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위의 통계 지표들은 젠더폭력 예방/피해자 보호 정
책 수립의 자료로 활용되기 어려운 몇 가지 한계점을 갖는다.
첫째, 형법 조문에 기반하여 가해자의 가해행위-위반행위속성을 기준
으로 통계를 분류·공표하기 때문에 젠더폭력에 의한 범죄 발생·피해 현
황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즉 가장 단순한 형태의 피해통
계인 젠더폭력에 의한 사상자 수조차 산출되지 않는다. 하단의 <표3>에
제시된 것과 같이 경찰 범죄통계 내 살인의 범주에는 살인, 영아살해, 존
속살해, 촉탁·승낙살인, 자살교사·방조, 위계·위력·촉탁·승낙살인, 특가법
상 보복살인이 포함되었을 뿐,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사망케했다는 “행
위영역”적 측면에서 포함되어야 하는 치사범죄(상해치사, 강간치사, 아동
학대 치사 등)는 포함되지 않는다17). 이러한 죄종 구분방식은 피해자가
사망한 젠더폭력(성폭력, 가정폭력 등) 사건이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 또
는 폭행치사 등으로 분류되어 전체 사망자의 규모를 축소하는 결과를 낳
는다. 실제로 2013년 형사정책연구원에 의해 수행된 경찰청 통계의 사망
사건을 상세 분석한 것을 살펴보면, 2011년 1,204건으로 집계된 살인범죄
16) 범죄 중분류 기준에 있어, 강력범죄는 의 8가지 유형을, 폭력범죄는 의 8가지 유형을, 풍속범
죄는 의 3가지 유형을 포함한다. 경찰청 범죄유형별(대분류-중분류-소분류) 상세 죄명 구분은
경찰청 사이트 (http:// www. police. go.kr)-정보공개-경찰범죄통계-부록을 참고하기 바란다.
17)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죄는 크게 고의범과 결과적 가중범으로 분류되는데, 치사사건은
“고의에 의한 살인”에 해당하지 않는 결과적 가중범으로 분류되어 살인 통계에서 제외 되었다.
즉 「2017 범죄통계」의 살인범죄 안에는 강도,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기타 강간·강제추행
등, 방화, 폭행, 상해, 협박, 공갈, 약취유인, 체포감금, 과실치사상, 실화및업무상실화죄, 유기와
학대의 죄, 낙태의 죄, 폭력행위등,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가법(도주차량), 특가법(위험운전
치사상)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상해치사와 강간치사 통계는 각각 상해와 강간의 중분류 체계에
흡수되어 있으며, 살인통계 범주(강력범죄)에서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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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통계가 의도적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 유형으로 분류기준
을 전환하였을 때 2,882건으로 증가 한다는 것, 또한 남성 가해자의 1/4
가량이 동거친족 또는 애인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 등을 알 수 있
다(강지현 등, 2012).
더불어 경찰청의 위반행위속성 기준의 범죄 유형분류는 최근 다양한
방식으로 분화, 급증하고 있는 성범죄 현황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지
못한다는 한계점을 갖는다. 경찰청의 범죄통계 분류 규칙에 따르면 형법
상 강간, 강체추행의 범죄는 개인적 법익으로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
하는 유형인 반면, 성매매, 음란물 제작, 배포 등의 범죄는 사회적 법익
으로서 사회풍속을 해하는 유형이기 때문에 강력범죄가 아닌 성풍속 범
죄 또는 기타범죄 통계로 관리되고 있다는 설명이 있으나18), 이는 성매
매업 종사자가 사회·경제적인 긴급구조와 재활 시스템을 필요로 하는 젠
더 폭력의 피해자라는 점(박찬걸, 2015), 리벤지 포르노 등 급증하는 디
지털 성범죄가 다른 여타의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삶에 사회적,
심리적으로 막대한 부적 영향력 끼친다는 점 등에서(허경미, 2017)19), 성
풍속범죄/기타범죄가 아닌 성범죄의 한 유형으로 인식·관리되는 것이 필
요하다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성희롱 및 성적학대행위에 대한 특별법(아
동 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 복지법 등)을 모아 「성희롱/성적학대」
소분류로, 강도강간범죄 등 결합범 성범죄를 기존의 강도 범죄 분류에서
성범죄의 하위분류로 재배치하는 등의 분류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하겠다
(이인선, 장미혜, 황정임, 윤덕경, 2017).
18) 경찰청 성풍속 범죄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음란물유포), 성폭력범죄
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
장소침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직접적
인 신체접촉이 없고 적극적인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분류되지 않는 범죄들을 해당 카테고리
로 분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19) 성희롱 및 성적 학대 행위 처벌 규정 관련 특별법(아동복지법, 항공보안법, 남녀고용 평등법
등)등이 존재하므로, 성희롱과 성적 학대행위를 성범죄의 하위유형에 속하는 소분류로 별도 관
리하는 분류 체계 변화가 필요하다.

<표Ⅱ-3> 경찰청 「범죄통계」의 범죄유형 상 살인범죄와 치사범죄의
분류
경찰청의 범죄 분류체계
소분류
살인,영아살해,
존속살해,
촉탁/승락살인, 자살교사/방
살인
조, 위계/위력/촉탁/승락살인, 특가법(보복살인)
강도
강도살인·치사
강간
강간살인·치사
유사강간
유사강간살인·치사
강력 강제추행
범죄 기타 강간·강제추행 강제추행살인·치사
강간등살인·치사
등
현주건조물등방화치사
방화
가스등방출(치사·상)
가스등공급사용방해(치사·상)
상해치사
상해
존속상해치사
폭행치사
특수폭행치사
폭력 폭행
범죄
존속폭행치사
체포·감금치사상(중·특수·상습)
체포·감금
존속체포·감금치사상(중·특수·상습)
약취·유인
피약취자·치유인자·피매매자(살해·치사)
교통 교통사고
특가법(위험운전치사상)
범죄
기타 과실치사상의죄
범죄
출처: 여성폭력통계개선방안연구, 2017. pp.101-105. 범죄통계원표 재구성
대분류

중분류

둘째, 경찰청의 젠더폭력 관련 통계의 항목 내용은 철저하게 가해자
중심일 뿐만 아니라, 현대 젠더 폭력 범죄의 특성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20). 경찰청에서 범죄 피해자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항목은
<표Ⅱ-4>에서 나타나듯 총 4가지로, 피해자의 성별, 연령, 피해시 상황,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에 대해서만 수집하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원
천데이터를 공개하고 있지 않아 최소한의 교차비교 분석만이 가능한 자
료라 할 수 있다. 더불어 피해자와의 관계 항목(친족, 친구·애인, 직장동
20) 국내 사법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범죄피해자의 인적사항에 관해 필요 최소
한의 정보만을 수집 해야 한다는 것을 반영한 결과이다(경찰의 참고인 조사 시 과도한 개인정
보 수집에 관한 결정례, 201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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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이웃·지인, 타인, 기타, 미상)은 범주들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통계 수
집 규칙 중 포괄성과 배타성의 원칙을 위배(이웃, 직장동료도 넓은 의미
에서 타인에 포함되는 등)하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인간관계를 반영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의 「범죄통계」의 경우, 피해자
와의 관계를 친부모, 양부모, 계부·계모, 배우자, 친자식, 양자, 의붓자식,
형제자매, 그 외 친족, 지인/친구, 직장관계자, 기타, 면식없음, 법인, 단
체, 피해자없음 등으로 세분화하고 있고, 특히 ‘배우자’ 대 ‘비배우자’에
의한 범죄피해 통계 자료를 별도로 제공하는 차별성을 갖는데, 이를 통
해 일본 정부가 가정 내에서 여성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안전을 위협당
하는 상황을 정책적으로 방지하고자 관련 통계를 수집하는 데 관심이 크
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젠더폭력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통계는
관계의 유형(배우자, 전배우자, 애인 등)에 따라 수사 방식, 사법 지원의
형태, 피해자 보호 조치의 절차와 방식이 달라지는 핵심 자료이기 때문
에 국내 수사기관 통계 시스템에서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 하겠
다.
<표Ⅱ-4> 경찰청 「범죄통계」에서 제공하는 범죄유형별 피해자 정보

강력
범죄

폭력
범죄

경찰청 「범죄통계」 피해자 통계 항목
피해자
피해자 피해시
범죄자와
죄종
성별*연령
상황
피해자와의 관계
살인기수등
국가
살인미수등
공무원
강도
6세 이하
취침중
고용자
강간
12세
이하
일하는중
피고용자
유사강간
15세 이하
부재중
직장동료
강제추행
20세 이하
담화중
친구
기타 강간·강제추행 30세 이하
혼잡중
애인
등
40세 이하
보행중
동거친족
50세 이하
딴데 정신
기타친족
방화
60세 이하
잃어서
거래상대방
절도
60세 초과
속아서
이웃
상해
미상
기타
지인
폭행
불상
미상
타인
체포·감금
기타
협박
미상
약취·유인

폭력행위등
공갈
손괴
직무유기
직권남용
증수뢰
지능 통화
범죄 문서·인장
유가증권인지
사기
횡령
배임
풍속 성풍속범죄
범죄 도박범죄
특별경제범죄
마약범죄
보건범죄
환경범죄
교통범죄
노동범죄
안보범죄
선거범죄
병역범죄
기타
출처: 여성폭력통계개선방안연구, 2017. pp.101-105. 범죄통계원표 재구성

셋째, 現 경찰청 범죄통계 관리 시스템은 명확하지 않은 작성 규칙에
기반하고 있으며 일관성 있는 통계의 생산을 촉진하는 작성자 교육을 시
행하고 있지 않다. 예를 들어 경찰 범죄 발생통계 작성규칙에 따르면 한
사건에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더라도 대표 피해자 한 명에 대한 정보
만을 수집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대표 피해자를 선정하는 명확한 기준
이 없어 대표성이 있는 피해자의 특성을 수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전
체 젠더폭력 피해자의 수를 산정하지 못하는 등의 과소표집문제가 함께
발생하고 있다21). 또 다른 예로 가정폭력 통계의 경우, 발생통계원표에
“가정폭력여부”를 체크하는 항목이 존재하나, 가정폭력의 정의 자체가
21) 통계 항목 간 구분의 모호성 및 상세 항목의 부재는 결측치(미상, 기타 등)의 증가를 초래하
고, 이는 또한 통계 데이터의 정확도를 감소시키고 활용성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온다(이인선,
장미혜, 황정임, 윤덕경,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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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하지 않아 작성자의 주관적 평가에 의존하는 등 신뢰도가 낮은 자료
가 산출되고 있어 공식 통계에서 제외한 채로 피의자 통계원표에서 “피
해자의와의 관계(동거친족에 의한 폭행, 살인 등)”등을 통해 가정폭력 발
생의 근사치를 어렴풋이 추정하고 있는 실정이다22). 마지막으로 피의자
통계원표의 재범종류(동종/이종) 항목의 경우, 가정폭력 가해자의 지속,
반복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 지표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을 금고
형 이상의 형사처분 결과인 전과를 기초로 작성하는 것인지, 범행 당시
직전의 전회처분내용(가석방, 기소유예, 보석, 선고유예, 수배 중 등)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인지조차 명확하지 않다. 즉, 경찰 범죄 통계를 젠
더폭력 정책 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유형을 젠더
폭력(증오범죄, 온라인 성범죄 등) 특성을 반영하는 통계 항목의 신설뿐
만 아니라 기존의 통계 작성 기준을 일관성 있게 재정립하고, 해당 기준
에 맞게 통계를 입력, 수정하도록 통계 작성자를 교육하는 과정이 반드
시 도입되어야 한다고 하겠다.

2. 대검찰청『범죄분석』
가. 대검찰청 「범죄분석」 자료 수집 내용 및 방식
범죄통계 개선에 관한 대검찰청 예규(제 348호)에 근거하여 관리되고
있는 대검찰청의 「범죄분석」은 작성규칙 및 통계 수집항목이 경찰청의
22) 가정폭력범죄의 발생과 검거현황은 경찰 「범죄통계」 책자에서 제공되지 않는다. 이는 가정
폭력의 가해자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으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폭행 또는 상해 등으로 처벌하는 방식에 기인하여 해당 죄목에 편입시켜 분류하
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정폭력처벌법을 기준으로 가정폭력 통계를 집계할 경우, 가정폭력
의 범주 안에 아동학대, 유기, 방임 등은 포함되는 반면, 배우자 폭행이나 존속폭행 등의 범죄
는 범주 안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여 배우자에 의해 폭행당하는 가정폭력피해 여성의
수치를 집계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 참고로 경찰청 발생, 검거범죄통계원표의 가정폭력 여부
항목은 가정폭력의 발생, 검거건수를 집계할 수 있는 유일한 항목이나, 필수입력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로서의 정확도와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범죄통계」와 동일하나, 경찰통계자료에 검찰과 특별사법경찰이 수사
한 기록을 더해 자료를 합산하고, 이들에 대한 검찰의 처분결과를 함께
제공함으로서 경찰청 통계에 비해 보다 정확하게 수사기관이 인지한 범
죄의 발생, 검거, 송치결과 현황을 보여준다는 차별성을 갖는다. 위반행
위속성을 죄종 분류 규칙으로 활용하는 경찰청과 달리 검찰청은 모든 죄
명을 형법범과 특별법범으로 구분23)하는 이원화된 분류 체계를 사용한
다. 이후 형법범은 8개의 분야로 나누어 소분류하고, 특별법범은 가나다
순으로 죄목을 정렬하는 방식을 활용하는데 경찰 통계자료와 마찬가지로
피해결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통계 분류방식으로 인해 젠더 폭
력 범죄의 발생 및 피해 현황을 파악하려는 목적에서 활용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을 갖는다(김은경 외, 2009).

나. 대검찰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젠더폭력 통계
아래 <표Ⅱ-5>의 검찰청 통계 수집항목에서 알 수 있듯이 경찰청과
동일하게 범죄통계원표자료에 기반 하여 통계자료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
에 경찰청과 통계 내용상의 측면에서 큰 차이점은 없다. 다만 경찰 범죄
통계에 비해 성폭력 범죄의24) 구분이 좀 더 세분화 되어 있는데 강간,
23) 검찰청 「범죄분석」은 형법범죄의 분류체계에 있어 기본적으로 형법 각 장의 분류를 따르고
형법범죄의 법정형을 가중 또는 감경하는 특별법에 해당하는 범죄는 형법범죄에 포함하여 형
법의 해당 장으로 분류한다. 다만 특별법의 조항 중 형법에 해당하는 장이 없는 경우 특별법
의 독립된 항목으로 분류하거나 기타 특별법으로 분류한다. 형법범죄에 포함된 특별법범죄에
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 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
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아동학대범죄처벌등에
관한특례법,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금에관한특별법, 국민체육진흥법 (도박개장
등), 한국마사회법(도박개장 등),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등이 해당한다. 2018년 기준 검찰청 형법범죄는 8개의 중분류, 48개의 소분류, 99개의 세분류
로 구성되어 있다. 상세한 분류체계 기준은 2018 대검찰청 「범죄분석」 책자를 참고하기 바
란다.
24) 검찰청은 2015년부터 성폭력 범죄를 형범범죄(대분류)-강력범죄(중분류)-성폭력(소분류)-13종
세부항목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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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 강제추행, 기타강간·강제추행의 4종의 소분류 체계를 가진 경
찰청과 달리 검찰청은 강간, 강제추행, 간음, 강간 등, 강간 등 상해, 강
간 등 치상, 강간 등 살인, 강간 등 치사, 특수강도강간 등, 카메라 등 이
용 촬영, 성적목적의 장소침입, 통신매체 이용음란, 공중 밀집장소 추행
을 포함한 13종의 소분류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분류방식(강도강
간과 같은 결합범죄, 강간 등 치사 와 같은 치사범죄, 통신매체 이용음란
과 같은 온라인 성범죄들을 모두 성폭력범죄의 범주 안에 포함시키는 분
류법)은 성폭력범죄에 관해 보다 포괄적인 통계의 수집을 가능하게 함으
로서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성폭력 범죄의 전반적인 동향을 파악, 대
응책을 모색하는데 활용 가능한 유용한 자료라 할 수 있다.
<표Ⅱ-5> 대검찰청 「범죄분석」의 통계 자료 목록
구분

범
죄
통
계
표

세부사항
1. 범죄의 발생 및 검거 현황
가. 범죄의 발생 검거상황(총괄)
나. 범죄의 발생 검거상황(검찰총괄, 검찰청별)
다. 범죄의 발생 검거상황(경찰)
라. 범죄의 발생 검거상황(해양경찰)
마. 범죄의 발생 검거상황(특별사법경찰)
2. 범죄의 수사 및 검거 단서
가. 범죄의 수사단서
Ⅰ. 범죄발생 나. 범죄의 검거단서
검거 및 처리 3. 범죄처리기간
가. 범죄발생부터 인지까지의 기간
나. 범죄발생부터 검거까지의 기간
다. 범죄사건 처리기간
4. 범죄자에 대한 검찰 처분
가. 범죄자 조치 상황
나. 범죄자 구속 불구속 상황
다. 범죄자 처분결과(총괄, 검찰청별, 법인체)
라. 범죄자 구속 불구속별 처분결과
1. 범죄발생시간 및 장소
가. 범죄발생 월
나. 범죄발생 요일
다. 범죄발생 시간
Ⅱ. 범행특성 라. 범죄발생 장소
마. 범죄발생지
바. 범죄발생 지역
2. 범행수법 및 도구
가. 강도 절도 및 사기 수법

나. 절도범죄의 발생장소와 수법
다. 침입강도의 침입구와 방법
라. 침입절도의 침입구와 방법
마. 범죄자 범행도구 입수방법
바. 살인범죄의 범행도구 입수방법
사. 강도범죄의 범행도구 입수방법
아. 절도범죄의 범행도구 입수방법
자. 폭력범죄의 범행도구 입수방법
차. 성폭력범죄의 범행도구 입수방법
카. 장물 처분 방법
타. 금전소비 용도
3. 공범
가. 범죄의 공범수
나. 범죄의 공범수와 범행도구
다. 살인범죄의 공범수와 범행도구
라. 강도범죄의 공범수와 범행도구
마. 절도범죄의 공범수와 범행도구
바. 폭력범죄의 공범수와 범행도구
사. 성폭력범죄의 공범수와 범행도구
아. 범행도구 조치상황
자. 범죄자 공범관계
4. 범행당시 범죄자의 상태
가. 범죄자 마약류 등 상용여부
나. 범죄자 성별 범행시 정신상태
1. 사회인구학적 특성
가. 범죄자 성
나. 범죄자 연령
다. 범죄자 직업
라. 범죄자 교육정도
마. 범죄자 종교
바. 범죄자 국적
사. 범죄자 생활정도 혼인관계 및 미혼자의 부모관계
아. 강도범죄자의 생활환경과 직업
절도범죄자의 생활환경과 직업
Ⅲ. 범죄자 자.
차.
성폭력범죄자의 생활환경과 직업
특성
2. 전과관련 특성
가. 범죄자 전과
나. 범죄자 남녀 및 성인 소년별 전과
다. 범죄자 전회처분 상황
라. 재범자 남녀 및 성인 소년별 전회처분 상황
마. 재범자 재범기간 및 종류
3. 기타 특성
가. 범죄자 범행동기
나. 범죄자 범행후 은신처
다. 범죄자 자백여부
특성
Ⅳ. 피해자 1.가.피해자
피해자
연령
특성 및 피해 나. 피해자 성별
피해시
상황
결과
다.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
II. 국내 사법기관의 젠더 통계 수집․관리 현황 19

2. 피해 결과
가. 재산피해정도
나. 재산피해 및 회수상황
다. 신체피해 상황
라. 신체피해(상해) 정도
출처: 대검찰청 「범죄분석」의 범죄통계표 항목, 여성폭력통계개선 재인용

성폭력 범죄가 어떻게 13개 항목으로 나뉘는지, 그리고 ‘강간 등’에 포
함되는 법률에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지는 <표Ⅱ-6>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Ⅱ-6> 검찰청 범죄분석 성폭력 범죄 세부항목

강간, 강제추행, 간음, 강간 등*, 강간 등 상해, 강간 등
강간 등 살인, 강간 등 치사, 특수강도강간 등, 카
세분류 13개 항목 치상,
메라 등 이용촬영, 성적 목적의 장소침입25), 통신매체이
용음란, 공중밀집 장소추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절도
강간, 주거침입 강간 등
동 제6조 제4항 장애인 준강간 등
‘강간 등’에 포함되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준강간
죄명
등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 동법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출처: 이인선, 장미혜, 황정임, 윤덕경 (2017). 재구성

경찰청과 동일한 통계수집 항목을 가지고 있는 검찰청 통계자료를 젠더
폭력 통계로서 활용 시 가장 큰 문제점은 죄종 분류체계(경찰청은 위반
행위속성에 기초한 15종의 대분류 체계를 가진 반면 검찰청은 형법과 특
별법으로 이분화된 2종의 대분류 체계를 갖는다)가 달라 경찰청 통계와
의 연계가 어렵다는 것이다. 성범죄, 가정폭력 등 다양한 유형의 젠더 폭
력 사건을 접수-> 수사-> 송치-> 기소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두 기관의
통계를 연속성 있게 관리할 경우, 보다 정확하게 범죄동향을 파악하여
적절한 대응책을 모색하는 것이 가능하나 기관별 범죄분류체계가 상이하
25) 2017년에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로 변경

다 보니 동일한 젠더 폭력 사건(예를 들어 성범죄)에 대한 경찰과 검찰
간 범죄 수사 기법, 처리 현황, 대응정책의 효과성 등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각 사법기관의 업무 특성상 해당 기관만이 수
집할 수 있는 소수의 항목(경찰의 경우 접수 통계, 검찰의 경우 처분결
과 통계가 이에 해당한다)을 제외한 통계자료를 동일한 죄종 분류기준에
근거하여 운영하는 통합적인 통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3. 대법원 『사법연감』
가. 대법원 「사법연감」 자료 수집 내용 및 방식
대법원 「사법연감」은 대법원내규 제360호에 의거하여 통계자료를 관
리하는데 매년 발간하는 책자에는 각급 법원으로부터 보고받아 취합한
통계자료들이 수록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민사사건과 형사사건 통계를
별도 관리하며, 수집내용은 소송과 관련되어 최소한의 정보를 포함 한다.
통계 건수의 계상에 있어, 민사는 1개의 사건이 기각과 파기(취소)로 각
각 종결되었을 경우 파기(취소)로 분류하며, 상소심에서 소취하와 상소취
하를 구분하지 않고 합산하여 처리한다. 처리기간은 접수일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정지 중의 일수는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며, 병합소송사건
의 경우 일부판결이 있을 경우에는 전부판결이 있을 때까지 미제사건에
포함하여 취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형사사건의 경우 인원수를 기준
으로 통계 자료를 기재하며, 경합사건(여러 가지 사건들의 죄가 동시에
형량에 적용되는 사건)의 경우 가장 중한 대표범죄만을 기입하고, 형법
범죄와 특별법범죄의 경합사건은 형법범죄 죄명을 기준으로 기록한다.
기소죄명과 처분죄명이 다를 경우, 접수통계에는 기소죄명을, 처리결과에
는 처분죄명을 기재한다. 하단의 <표Ⅱ-7>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사법
연감의 통계 분류체계는 민사, 가사, 행정, 특허, 선거, 형사, 소년보호 사
건 등으로 구분 되며, 각 건이 1심인지, 항소심인지, 상고심 외 합의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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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인지, 불구속인지 등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다.
<표Ⅱ-7> 대법원 「사법연감」의 통계 분류체계

소송사건
비송사건
구분
선 형사 소년 합계 동기 가족
법원 총 계 합계 민사 가사 행정 특
관계 공탁
허 거
등록
18,069,5
6,742,7
4,826,9
161,2
49,77
1,59
1,614,4
88,6
11,326,7
10,835,6
288,79
202,2
총계
26 83 44 85 7 0 59 63 65 43 85 0 68
대법원 62,075 62,075 20,434 1,035 5,527 362 58 34,529 130 - - 고등법원 71,949 71,949 23,804 1,245 10,67 1,22 1 34,999 - - - 계
2 8
지방법원 17,935,5 6,608,75 4,782,70 159,00 33,57
1,544,93 88,53 11,326,74 10,835,6 288,79 202,2
계
02
9
6
5
8
3 85 0 68
-항소심 142,064 142,064 60,448 4,131 - - - 76,2165 1,2695
계 17,793,4 6,466,69 4,772,25 154,87 33,57 - - 1,468,71 87,26 11,326,74 10,835,6- 288,79- 202,2-제1심
38 5 8 4 8
9 6
3 85 0 68
계
출처: 대법원 「사법연감」, 2017.

나. 대법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젠더폭력 통계
통계를 수집하여 정책에 반영할 목적보다는, 사법부의 인적·물적 조직
현황과 사법행정 운영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목적에서 작성하고
있는 대법원의 「사법연감」은 젠더 폭력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를 특별히 제공하고 있지 않다. 다만 가정폭력에 관한 공식통계를 제공
하지 않는 경찰청의 「범죄통계」 또는 대검찰청의 「범죄분석」과 달리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와 맺고 있던 관계의 유형을 집계하여 공개한
다는 특이점을 갖는다(<표Ⅱ-8> 참조). 아무런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
경찰청, 검찰청에 비해 가정폭력가해자의 대략적인 수치 및 피해자의 관
계유형을 짐작할 수 있는 자료임에는 분명하나, 정책적으로 활용하기에
충분히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2017년 사
법연감의 가정보호 사건의 접수 인원수는 18,971명인 반면 ‘가정폭력행위

자 가정구성원 별 인원’의 합계는 2,062명에 불과해 집계과정에서 정보의
유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Ⅱ-8> 2017 대법원 「사법연감」 가정폭력행위자 가정구성원별 인원 표
가정구성원
합계
배우자관계
직계존·비속관계
계부모와자의관계
또는적모와서자의관계
동거하는친족관계
동거인(사실혼관계)
배우자관계있었던자
출처: 대법원 「사법연감」, 2017.

인원수
2,062
1,433
309
1
20
253
46

비 율 (%)
100.0
69.5
15.0
0.0
1.0
12.3
2.2

4. 요약
범죄 현상과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그 국가의 합리적 형사정
책 수립을 위한 기본 요소이다. 그리고 범죄 현상과 실태를 파악하는 대
표적인 방법 중 하나는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보고 및 발행하는 범죄통계
를 얼마나 정확하고 일관성 있게 작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국내
의 범죄통계는 크게 3가지로, 경찰청에서 발행하는 범죄통계, 대검찰청에
서 발행하는 범죄분석, 대법원에서 발행하는 사법연감으로 나눌 수 있다.
경찰청의 범죄통계는 3종의 형사사건 범죄통계원표(발생통계원표, 검
거통계원표, 피의자통계원표)를 제공한다. 첫째로 발생통계원표는 형사입
건이 되어 수사가 진행된 사건일 경우에 작성되기 때문에 범죄분석통계
의 수치 결과와는 상이할 수 있다. 둘째로 검거통계원표는 입건된 형사
사건의 피의자가 입건되었을 경우 작성하며, 공범이 있다면 그 중 한 명
이라도 입건할 시 작성에 들어가고, 이후의 추가 입건에 대한 작성은 하
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 피의자통계원표는 피의자의 신상에 관해 기록
되고, 각 피의자별로 작성한다. 경찰청의 범죄통계원표들은 피의자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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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행위속성을 기준으로 작성되는 점, 철저하게 가해자 중심의 통계 항목
내용을 반영하고 젠더폭력 범죄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점, 그리고
명확하지 않은 작성 규칙에 기반하고 일관적인 통계 작성자 교육을 실시
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젠더폭력 방지 정책 수립의 자료로 활용되기는
어렵다. 또한, 범죄통계원표 입력 시 포함 항목들을 제대로 입력하지 않
아 중요 통계항목을 분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젠더폭력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가정폭력유무’항목이 이에 해당된다.
대검찰청의 범죄분석은 경찰청 통계보다 정확하게 수사기관이 인지한
범죄의 발생, 검거, 송치결과 현황을 보여주고, 모든 죄명이 이분법적(형
법범과 특별법범)으로 나뉜다는 특징이 있다. 경찰청의 범죄통계에 비해
성폭력 범죄에 대해 더 세세하게 구분되어 있어 보다 포괄적인 통계 수
집을 가능하게 하지만, 경찰청과 같이 피해자의 피해결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젠더 폭력에 관련된 자료로써의 한계를 가진
다. 또한, 대분류 체계가 경찰청과 동일하지 않아 같은 통계적 선상에서
의 연계가 어려워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법원의 사법연감은 각급 법원으로부터 보고받아 취합한 통계자료들
이 수록되고 민사와 형사사건의 별도 관리 및 소송과 관련된 최소한의
정보를 포함하는 것이 특징이다. 사법부의 체계적 관리와 조직현황 및
운영내역 파악이 목적이라 젠더폭력현황 근거 통계자료로써 활용되기는
어렵다. 가정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유형을 집계 및 공개한다는 점
이 경찰청이나 대검찰청의 통계에 비해 주목할 만한 특징이지만, 이 역
시 대략적인 수치이고 누락되는 자료가 상당수 있는 관계로 근거자료로
써 이용되기에는 미미한 효과가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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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국제표준 범죄통계 분
류체계(ICCS)』의 통계 항목 및 관리 방식
가. UN 『국제표준 범죄통계 분류체계』 설명

통계 작성용 국제범죄분류 원칙과 체계에 관해 가장 오랫동안 연구해
온 국제기구 중 하나인 유엔은 2012년 마약과 범죄 사무국(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UNODC)의 주관 하에 국제 표준
범죄통계 분류체계(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Crime for Statistical
Purposes; ICCS) 개발하여 30여개의 회원국에게 공표했다. 작성 매뉴얼
에 따르면, 해당 통계분류체계는 각 나라마다 법률 체계가 상이하다는
점을 감안, “범죄행위유형”을 기준으로 표준화된 자료를 생산하도록 설
계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객관적이고 정밀한 방식의 국가별 범죄 통계
비교 분석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ICCS는 형법조문을 기준으
로 범죄유형을 분류함으로서 젠더폭력의 실태파악에 활용되기 어려운 국
내 형사사법기관의 통계자료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차용하기 적합한
통계 분류, 관리모형이다26). <표 Ⅲ-1>에 나타나듯이 UNODC의 ICCS
는 행위/사건과 관련된 정책분야, 대상, 심각성, 범행방식이라는 4가지
기준에 따라 범죄행위들의 11종의 유형으로 구분했다. 해당 유형에는 1)
살인 및 치사, 2) 상해 및 치상, 3) 성폭력, 4) 재물강취, 5) 단순 재물침
해, 6) 향정신성의약품 및 마약관련 행위, 7) 사기·기망·부패행위, 8) 공
공질서·공무침해, 9) 공안 및 안보위해, 10) 환경위해, 11) 기타범죄가 포
함 된다. 그 중 젠더 관련 범죄는 1) 살인 및 치사, 2) 상해 및 치상과
3) 성폭력이 있다.
26) 동일한 행위가 국가별 매우 상이한 법적 규정에 의하여 전혀 다른 범죄로 간주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한 국가에서는 범죄인 행위가 다른 한 국가에서는 범죄가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각 국의 형사사법상의 차이점은 결국 국가별 범죄통계 비교분석의 부정확성을 야기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2년 UNODC는 법률적 정의보다 범죄 가해자의 행위(Criminal offense)
를 기준으로 통계를 분류하는 새로운 관리 기준을 ICCS를 통해 제시한다.

<표 Ⅲ-1> ICCS의 11종 중 젠더 관련 범죄 대분류 및 각 분류에 대한
상세 설명
ICCS 대분류
각 분류에 대한 상세 설명
1. 살인 및 치사 (Acts leading to death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또는
or intending to cause death)
사망을 야기할 의도로 하는 행위
2. 상해 및 치상 (Acts causing harm
사람에게 해악을 가하는 행위 또는
or intending to cause harm to the
해약을 가할 의도로 하는 행위
person)
3. 성폭력 (Injurious acts of a sexual
성적 성격의 유해행위
nature)
출처: 2015년 UNODC의 ICCS 재구성(국제표준범죄분류체계(ICCS)의 국내적용방안
기초연구, 2016에서 재인용 ([부록 1] 참고).

1) ICCS 대분류 – 살인 및 치사
첫째, ICCS의 11종 범죄 유형 중 젠더폭력 관련 범죄 항목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또는 사망을 야기할 의도로 하는 행위(범주 01
중 살인, 고의살인미수, 과실치사)를 포함하고 있다. 고의살인은 살인, 명
예살인, 상해치사 및 여성살해를 포함하고 있다. 여기서 살인(murder)은
타인을 크게 다치게 하거나, 죽일 의도를 가지고 있는 불법적인 죽음을
가하는 것을 의미(사전계획 또는 살의 즉, 계획적 범행 의사가 있는 경
우를 포함)한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와 여성폭력문
제 이해 및 해결(understanding and addressing violence against
women)에 의하면 명예살인(honour killing)은 간통, 혼외 성관계 또는
임신과 같이 즉각적인 확인이 어려운 성적 또는 행동적 범죄 관련 가족
또는 가까운 관계에 의한 불법적 살인을 뜻한다(황지태, 김지영, 박희정,
2016에서 재인용).
상해치사(serious assault leading to death)는 자신의 행동으로 하여금
타인의 목숨을 위태롭게 한다거나 혹은 중상 발생 가능성을 인지하고 저
지른 폭행에 의한 불법적 죽음을 의미한다. 여성살해(femicide)는 특별한
사건이 아닌 여성혐오로 성별이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살해하는 경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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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고 있다. 고의살인미수 분류는 자신의 행동으로 하여금 타인의 목
숨을 위태롭게 한다거나 혹은 중상 발생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고
의로 타인을 죽이려는 시도를 한 경우를 의미한다. 이에는 살인미수 및
여성 살해 미수를 젠더 관련 유형으로 포함하고 있다. 과실치사는 행위
자로 하여금 의도치 않은 타인의 죽음을 불러일으킨 경우를 뜻하며, 이
는 부주의치사 외 과실치사, 부주의치사, 교통사고에 의한 과실치사 또는
그 밖의 과실치사로 매우 세분화해서 분류되고 있다. 부주의치사 외 과
실치사는 과실치사 및 타인의 중상해를 의도하지 않은 상해 치사를 포함
하고 있으며, 부주의치사는 형사적 부주의에 의한 과실치사, 기업 살인,
교통치사 등이 있다. 그 밖의 과실치사는 중대한 과실치사 또는 업무상
과실치사의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
<표 Ⅲ-2> ICCS 대분류 범주 중 살인 및 치사 관련 범죄 분류체계
범주01 살인 및 치사
0101 고의살인
죽음 또는 중상을 야기할 의도로
사람에게 불법적인 죽음을 가함

0102 고의살인미수
죽음 또는 증상을 야기할 고의를
갖고 사람에게 불법적 죽음을
야기하려 시도

포
함

제
외
포
함

살인; 명예살인; 죽음에 이르는 중한
폭행(상해치사)27); 테러활동에 기인한
죽음; 지참금 살인; 여성살해;
영아살해; 고의살인; 비사법적 살인;
법집행당국이나 기타 국가공무원의
무력사용에 기인한 살인
법적 개입에 의한 죽음; 자기방어의
정당살인; 고의살인미수 (0102); 고의적
요소 없는 살인은 과실살인 (0103);
부주의치사 외 또는 과실 치사 (01031);
자살교사 또는 자살방조 (0104),
불법영아살해 (0106), 안락사 (0105)
살인미수; 테러활동에 기인한
살인미수; 태아살해미수; 여성살해미수

제 불법태아살해를 위한 조달 또는 이의
외 실행 (0106)

0103 과실치사

운전에 의한 죽음을 일으키는
포 난폭
치사; 소분류로 나뉜 과실치사
함 과실
관련 범죄 항목 모두 포함

다른 사람에게 의도치 않게 불법적
제
죽음을 야기
외
부주의치사 외 과실치사 포
함
죽음이나
증상을
야기할
01031 고의 없이 일반적으로
제
상해를 입힐 의도를 갖는 외
불법적 살인
부주의치사
포
함
피해자를 고의적으로
01032 겨냥하지 않은
부주의하거나 불수의의 제
외
행위가 야기한 의도치
않은 죽음
교통사고에 의한
포
과실치사
함
피해자를 고의적으로
010321
겨냥하지 않은
운전업무중 부주의, 제
무모, 혹은 불수의적 외
행위가 야기한
의도치 않은 죽음
그 밖의 과실치사
포
피해자를 고의적으로 함
겨냥하지 않은
010322
부주의 혹은
제
불수의적 행위가
야기한 의도치 않은 외
죽음

죽음에 이르는 중한 폭행 (0101);
고의살인 (0101)
과실 치사; 중상해를 의도하지 않은
상해 치사
0103에 나열된 모든 항목에 적용
형사적 부주의에 의한 과실 치사; 기업
살인; 교통치사; 010321-010322에 나열된
모든 항목에 적용
죽음에 이르지 않은 과실행위 (0206)‘
0103에 나열된 모든 항목에 적용
난폭운전으로 인한 죽음;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죽임; 음주 또는 약물복용
운전에 의한 죽음; 교통치사
죽음을 야기하지 않는 교통관련 과실
(02063); 죽음을 야기하지 않는 향정신성
약물복용 후 운송수단운행 (02072);
01032에 나열된 모든 항목에 적용
중대한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치사
01032에 나열된 모든 항목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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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5년 UNODC의 ICCS Version 1 범주 01 살인 및 치사부분 재구성;
(국제표준범죄분류체계(ICCS)의 국내적용방안 기초연구, 2016에서 재인용([부록 2]
참고).

2) ICCS 대분류 – 상해 및 치사
둘째, ICCS의 11종 범죄 유형 중 젠더폭력 관련 범죄 항목은 사람에게
해악을 가하는 행위 또는 해약을 가할 의도로 하는 행위 중 젠더에 관련
된 범주는 폭행 및 협박, 인신매매, 공포 및 정신적 고통 유발행위, 차별,
사적영역에 대한 침해 및 기타 상해 및 치사로 분류된다. 폭행 및 협박
은 폭행(중한 폭행 및 가벼운 폭행 포함), 협박(중한 협박 및 가벼운 협
박 포함) 기타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분류된다. 여기서 의미하는 중한 폭
행은 타인에게 중상해를 입힌 경우로 부상, 가중 폭행, 가중 사유 아래
위해, 구타, 산 공격(acid attack), 여성 성기 절단, 중독, 무기를 사용한
폭행, 강제 불임, 무력사용을 통한 인간의 혈액, 장기, 조직세포 강취를
포함하며, 가벼운 폭행은 경미한 상해를 가하는 행위로 단순 폭행, 밀치
기, 찰싹 때리기, 차기, 때리기; 약물투여(drugging) 및 약 타기(spiking)
를 포함한다. 협박은 위협이 실행될 수 있다고 믿어지는 경우로 모든 종
류의 위협적 행위를 말하며, 중한 협박, 즉 죽음이나 중대 상해 협박 또
는 가족, 친구 또는 타인에 대한 죽음 또는 중대 상해 협박을 포함한다.
가벼운 협박은 가벼운 상해 협박 또는 가족이나 친구에 대한 가벼운 상
해 협박을 포함하고 있다. 인신매매는 동의를 얻지 않은 사람을 이용하
여 금전 또는 이익을 챙기는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 범죄를 말한다. 이는
성인과 아동 인신매매로 나뉜다. 성적착취목적 인신매매, 강제노동목적
인신매매, 장기적출목적 인신매매 및 기타 목적 인신매매로 세분화되어
분류되고 있다. 공포 및 정신적 고통 유발행위는 사람의 행동 또는 행위
에 의한 공포 또는 정신적 고통을 의미한다. 따돌림, 사이버 집단 괴롭
27) 국제표준범죄분류체계(ICCS) 버전1에서의 ‘죽음에 이르는 중한 폭행’은 국내 범죄명 분류에서
‘상해치사’로 분류되어 있다.

힘, 非성적희롱, 계속해서 전화걸기를 포함하며, 괴롭힘(직장 내 괴롭힘
혹은 기타 괴롭힘), 스토킹(사이버 스토킹 포함) 또는 기타 공포 및 정신
적 고통 유발행위를 포함한다. 사적영역에 대한 침해는 타인의 사생활
침해(사생활 침해, 우편물에 대한 비밀 침해 혹은 전화기 감청) 또는 기
타 권리에 불법적이고 부적절한 침해(사체손상, 장기나 신체 조직 적출
묵적 인신매매에 이르지 않는 신체부위매매, 무덤훼손 사체의 불법적 사
용 또는 무덤파기)를 의미한다. 기타 상해 및 치상은 신체적 또는 정신
적 학대를 포함한다.
<표 Ⅲ-3> ICCS 대분류 범주 중 젠더 관련 상해 및 치사 관련 범죄
분류 체계
범주 02

상해 및 치상

나열된 모든 포함항목에
포함 02011-02019에
적용
0201 폭행 및 협박
죽음에 이르는 중한 폭행(상해치사)
상해 또는 치상을 야기하거나 그
성적 특성을 지닌 모든 유해 행위
제외 (0101);
위협을 위한 무력사용
(03); 재물강취 (04); 무력사용을 통한
사람의 특정행위 강요 (0205)
폭행
202111-020112에 나열된 모든
포함
02011 사람 신체에 가해진 의도적
포함항목에 적용
제외 0201에 나열된 제외항목에 적용
또는 무모한 완력 사용
중상해 입힘; 부상; 가중 폭행; 가중 사유
아래 위해; 구타; 산 공격(acid attack);
중한 폭행
사람에게 중한 신체적 포함 여성 성기 절단; 중독; 무기를 사용한
폭행; 강제 불임;57) 무력사용을 통한
020111
상해를 야기하는
인간의 혈액, 장기, 조직세포 강취
의도적 또는 무모한
중대 신체 상해 위협 (020121); 고문
완력 사용
제외 (11011); 02011에 나열된 제외항목 모두
적용
경미한 상해를 가함; 단순 폭행; 밀치기,
포함
찰싹 때리기, 차기, 때리기;
가벼운 폭행
약물투여(drugging) 및 약타기(spiking)
상해를 입히지
020112
않았거나 경미한
상해의 협약 (020122); 02011에
제외 경미한
상해를 야기하는
나열된 제외항목 모두 적용
의도적 또는 무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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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력 사용
나열된 포함항목 모두
포함 020121-020122에
적용
무력사용을 통한 사람의 특정행위 강요
(0205); 증인, 판사, 또는 법집행공무원
협박
협박(08061); 투표에 영향을 미치고자
위협이
실행될
수
있다고
투표권자 협박(08071);
02012 믿어지는 경우 모든 종류의
제외 재물갈취 협박 (0401); 성적 특성을 지닌
위협적 행위
모든 유해 행위 (03); 착취를 위한
무력협박을 통해 인신의 모집, 운송, 이전,
은닉, 또는 인수 (0204); 0201에 나열된
제외항목 모두 적용
중한 협박
죽음이나 중대 상해 협박, 가족, 친구
죽음 또는 중한 위해를 포함 또는 타인에 대한 죽음 또는 중대 상해
야기할 고의를 갖고
협박
020121
협박
제외 02012에 나열된 제외항목 모두 적용
- 020212에 정의된
협박
가벼운 협박
상해 협박, 가족이나 친구에 대한
포함 가벼운
가벼운
위해를
야기할
가벼운
상해 협박
020122
고의를 갖고 협박
제외 02012에 나열된 제외항목 모두 적용
- 02012에 정의된 협박
기타 폭행 또는 협박
설명 또는
02019 02011-02012에
분류되지 않은 상해나 치상을 제외 0201에 나열된 제외항목 모두 적용
야기 또는 협박하는 행위
성인 인신매매, 아동 인신매매;
0204 인신매매
나열된 포함항목 모두
사람을 모집, 운송, 이전, 은닉 또는 포함 02041-02049에
적용
인수하며, 그 방법은 무력이나 기타
강압적 양태의 사용 또는 협박,
기망, 권력이나 취약한 지위
노예 (02031); 강제노동 (02032); 노동법에
남용, 금전 또는 이익을 주거나
반하는 행위 (0808); 강제 결혼 (020292);
받는 것이고, 이는 착취를 목적으로
성적 특성의 모든 해로운 행위 (03); 상해
타인에 대한 통제를 갖는 사람의 제외 및 협박 (0201); 자유침해 행위 (0202);
동의를 달성하기 위함이다. 착취
공공질서에 어긋나는 성적 침해 행위
는 최소한적 의미에서 다음을
(0802); 밀입국 및 기타 이민 범죄 (0805)
포함한다. 타인의 소추 또는 기타
성적 착취 양태의 착취, 강제노역,

노예 또는 그와 유사한 관행, 노예
상태(servitude) 또는 장기적출
성적착취목적 인신매매
성적착취 인신매매(TIP); 타인의 매춘을
성적착취 목적의
포함 착취하는 인신매매(TIP); 상업적
성적착취의 인신매매(TIP)
02041 인신매매(TIP)
인신매매(TIP)에 이르지 않는 성인
- 0204에 정의된
제외
성적착취 (03021); 0204에 나열된
인신매매(TIP)
제외항목 모두 적용
- 0302에 정의된 성적착취
강제노동 인신매매(TIP); 노예 또는 그와
강제노동목적 인신매매
유사한 관행; 계약노예(indentured
02042 강제노동 목적 인신매매(TIP) 포함 servitude) 인신매매(TIP); 가사
- 02032에 정의된 강제노동
인신매매(TIP)
제외 0204에 나열된 제외항목 모두 적용
인신매매(TIP); 간 적출목적
장기적출목적 인신매매
포함 장기적출목적
인신매매(TIP)
인신매매(TIP)
건강 위협 행위 (02061); 건강 및 안전
02043 장기적출목적
- 0204에 정의된
제외 침해 행위 (0902); 0204에 나열된
인신매매(TIP)
제외항목 모두 적용
기타 목적 인신매매
강제결혼 목적 인신매매(TIP); 이상성행위
설명 또는
포함 목적 인신매매(TIP); 범죄 실행 목적
02049 02041-02043에
분류되지 않은 기타 목적의
인신매매(TIP)
제외
0204에 나열된 제외항목 모두 적용
착취를 위한 인신매매(TIP)
따돌림(bullying); 사이버 집단
비(非) 성적희롱;
포함 괴롭힘(cyber-bullying);
0208 공포 및 정신적 고통
계속해서 전화걸기; 02081-02089에 나열된
유발행위
포함항목 모두 적용
통제된 사회적 신념 및 규범의 표현 관련
사람의 행동이나 행위에 의해
행위 (08032); 타인의 평판, 존중,
야기된 공포 또는 정신적 고통
- 정신적 고통은 최소한 정신의 제외 자신감을 해치거나 적대적 또는 불쾌한
의견 또는 느낌을 유발하는 사람의
또는 심리적인 고통을 의미
의도적 발언, 행위 또는 의사소통 (구두나
기타) (0209)
괴롭힘; 불쾌한 자료 공유;
포함 020811-020819에 나열된 포함항목 모두
적용
괴롭힘
성희롱(sexual harassment) (030122);
02081 사람을 괴롭히거나 괴롭힐
무력사용, 협박, 위협, 기밀누설 발설 협박,
의도가 있는 행위
제외 명예훼손 협박을 통한 일련의 특정 행위
요구 (0205); 폭행 및 협박 (0201); 사람의
평판을 해할 의도의 의사소통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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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811
020819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또는 고용과
관련된 동료, 상사 등에
의한 괴롭힘
기타 괴롭힘
직장과 관련이 없으며
고용과 무관한 사람에
의한 괴롭힘

포함
제외
포함
제외
포함

0208에 나열된 제외항목 모두 적용
직장 괴롭힘; 직장 내 집단
괴롭힘(mobbing); 직장 내 따돌림
02081에 나열된 제외항목 모두 적용
직장 외 집단 괴롭힘이나 따돌림;
스토킹에 이르지 않는 위협적 전화; 사적
불법 침해; 불
안이나 공포를 야기하는 행위
02081에 나열된 제외항목 모두 적용
사이버 스토킹; 스토킹
성적 특성의 스토킹 (030122); 개인
사생활에 대한 불법적이고 부적절한 침해
(0211); 0208에 나열된 제외항목 모두
적용
심리적 폭력

스토킹
02082 사람을 쫓아다니거나
제외
지켜보면서 원치 않는 소통
기타 공포 및 정신적 고통 포함
유발행위
설명 또는
02089 02081-02082에
제외 0208에 나열된 제외항목 모두 적용
분류되지 않은 행동이나
행위에 기인한 공포나 정신적
고통
나열된 포함항목 모두
포함 02111-02119에
적용
사생활 침해가 아닌 컴퓨터 데이터나
0211 사적영역에 대한 침해
시스템 침해 (0903); 타인의 의사소통을
개인의 사생활이나 기타 권리의
제외 부적절하게 추적이나 감시 (02082); 성적
불법적이고 부적절한 침해
사생활이나 성적특성의 기타 행위 침해
(03); 재산 침해(0509)
침해; 우편물에 대한 비밀 침해;
포함 사생활
02111 사생활침해
전화기
감청
사생활 침해 또는 침범
제외 0211에 나열된 제외항목 모두 적용
사체손상; 장기나 신체 조직 적출 목적
기타 침해
이르지 않는
02111에 설명 또는 분류되지 포함 인신매매(TIP)에
신체부위매매; 무덤훼손; 사체의 불법적
02119 않은 개인의 사생활이나 기타
사용; 무덤파기
권리의 불법적이고 부적절한
제외 0211에 나열된 제외항목 모두 적용
침해
0219 기타 상해 및 치상
포함 신체적 또는 정신적 학대
0201-0211에 설명 또는 분류되지 제외 0201-0211에 나열된 제외항목 모두 적용
않은 상해 및 치상 행위
출처: 2015년 UNODC의 ICCS Version 1 범주 02 상해 및 치상부분 재구성(국제표준범

죄분류체계(ICCS)의 국내적용방안 기초연구, 2016에서 재인용([부록 3] 참고).

3) ICCS 대분류 – 성폭력
셋째, ICCS의 11종 범죄 유형 중 젠더폭력 관련 범죄 항목은 성적 성
격의 유해행위(범주 03의 모든 하위범죄)에 해당한다. 성폭력은 상대방
이 원치 않는 성적 행위, 성적 행위 목적의 시도, 원치 않는 성적 관심의
연락이나 의사소통을 포함한다. 이는 강간(폭행 강간, 폭행 외 강간, 미
성년자 또는 금치산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한 성교의제 강간 또는 기타
강간을 포함), 성폭행(신체적, 非신체적 또는 기타 성폭행을 포함) 및 기
타 성폭력으로 분류된다. 성적 착취는 성매매나 성행위에 기인한 금전적,
사회적, 정치적 이득을 의미하며, 이는 성인 대상, 아동대성 성적 착취
(아동이용 음란물, 아동 성매매, 아동에 대한 성적 접근, 기타 아동대상
성적 착취 포함) 및 기타 성적 착취로 세분화되어 분류된다. 기타 성적
침해는 위의 분류에서 포함되고 있지 않은 성적 침해를 뜻한다.
<표 Ⅲ-4> ICCS 대분류 범주 중 성폭력 관련 범죄 분류 체계
범주 03

성폭력

0301
성폭력
유효한
동의가기망,
없거나
위협, 무력,
사기,
강압,
약물이나
술의
사용
또는
권력남용이나
취약한
지
위에
기인한
동의에
의한
원치
않는
성적
행위,
성적
행위
목적의
시도,
원치
않는
성적
관심의
연락
이나 의사소통

나열된 포함항목 모두
포함 03011-03012에
적용
취약한
지위, 권력 혹은
신뢰 남용
행위
또는
무력사용이나
무력협박을
통하여
성매매나
성행위에
기인한
금전적,
사회적,
정치적
이득
(0302);
강압않는
(0205);
강간과
노출증에
이르지
제외 근친상간과
같은
공공성기준에
반하는
성매매범죄,
음란물범죄
등
기타
행위(0802);
폭행 않는
및 협박
(0201);
성폭력에
이르지
노예
및 착취
(0203);
성적착취
목적
인신매매(TIP)
(02041); 괴롭힘 및 스토킹 (0208)
나열된 포함항목 모두
포함 030111-030119에
적용

강간
유효한사기,
동의가
없거나
위협,
강압,
기망,
약물
03011 무력,
이나
술의
사용
또는
권력이
제외 0301에 나열된 제외항목 모두 적용
나
취약한
이익의
수수에지위의한남용성교또는
폭행
030111
무력에강간의한 유효한 포함 신체 완력에 의한 성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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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112
030113
030119
03012
030121
030122
030129
03019

동의 없는 성교
폭행외 강간
무력에
의하지없는않는
유효한
동의
성
교
의제 강간
미성년자
또는여부와
금치
산자의
동의
무관한 성교
기타
강간
030111-030113에
설
명
또는
분류되지
않
은
강간
-간 03011에 정의된 강

성폭행
강간에
이르지성행위
않는 시도
원치 않
는
성행위,
또
는
원치
않는
성적
관심의
연락이나
- 03011에의사소통
정의된 강간
신체적
성폭행
사람의
신체적
접촉
에
의한
성폭행
-폭행03012에 정의된 성
비신체적
성폭행 접촉
사람의
신체적
에
의하지 않는 성폭
행
-폭행03012에 정의된 성
기타
성폭행
030121-030122에
설
명
또는
분류되지
않
은
성폭행
-폭행03012에 정의된 성
기타
성폭력 설명 또는
03011-03012에
분류된
- 0301에성폭력
정의된 성폭력

제외
포함
제외
포함
제외

의제
강간모두
(030113);
제외항목
적용 03011에 나열된
성관계
사기;않는
약물사용
강간;성교
완력을 목적
사용하지
비동의적
의제
강간모두
(03013);
제외항목
적용 03011에 나열된
미성년자와 성교; 금치산자와 성교
02011에 나열된 제외항목 모두 적용

제외 03011에 나열된 제외항목 모두 적용
약물사용반하는
성폭행;성폭행;
성희롱;무력한
배우자사람을
포함 의지에
대상으로
하는 성폭행;
030121-03019에
나열된 포함항목
모두 적용
제외 강간
모두 (03011);
적용 0301에 나열된 제외항목
성폭행; 원치
않는
포함 약물사용
성적접촉(groping
or
fondling);
지위남용 성폭행
제외 03012에 나열된 제외항목 모두 적용
포함 성희롱, 성적 위협
제외 03012에 나열된 제외항목 모두 적용
포함 관음증
제외 03012에 나열된 제외항목 모두 적용

제외 0301에 나열된 제외항목 모두 적용
나열된 포함항목 모두
포함 03021-03029에
적용
강간
(03011);
성폭력
(0301);
강간과같은
0302
성적
착취권력 혹은 신뢰 남용
노출증에
이르지
않는
근친상간과
취약한
지위,
공공성기준에
반하는
성매매범죄,
행위
또는 성매매나
무력사용이나
무력협박
음란물범죄
등
기타
행위
(0802); 지위
을
통하여
성행위에
기인
제외
남용
(07033);
폭행
및
협박(0201);
한 금전적, 사회적, 정치적 이득
성폭력에
이르지목적
않는인신매매(TIP)
노예 및 착취
(0203);
성착취
(02041); 괴롭힘 및 스토킹 (0207);

성적
착취
03021 성인대상
성인대상
성적착취
- 0302에 정의된 성적착취

포함

아동대상 성적 착취
성적착취
03022 아동대상
-- 0302에
정의된
성적착취
국내법규에
정의된
아동

포함

아동이용
음란물
아동
음란물
생산음란
그
리고/또는
아동
물
소지,전시,배포,판매를
방송,
030221
전파,
목적으로
아동
확보,
주선,
이용
또는
통제
-아동국내법규에 정의된
아동
성매매아동 모집,
성매매에
유인이나
확보 또는
030222
아동
성매매의
성적
서비스
확보
-아동국내법규에 정의된
아동에
대한 성적 접
근
성적
목적의 만남으
로
이어지는
실질적
030223
행위를
수반하는
아
동과의
연락
-아동국내법규에 정의된
기타
아동대상 성적
착취
030221-030223네
설
명
또는
분류되지
않
030229
은
성적
착취
-적 0302에
정의된 성
착취
-아동국내법규에 정의된
기타
성적 착취 설명 또는
03021-03022에
03029 분류되지 않은 성적 착취
- 0302에 정의된 성적 착취
0309
기타 성적설명
침해또는 분류되지
0301-0302에

제외

제외
포함
제외

의제범죄 (11021)
성매매자
모집, 유인
알선; 윤락업소
유지, 또는
관리 확보;
또는 성매매
고의적
재정지원;
타인의
성매매를
위해
또는 기타 장소를 고의적으로 대여건물
0302에 나열된 제외항목 모두 적용
아동
음란물
소지,모집,
아동유인
음란물
생산,
아동을
성매매에
또는
성매매 알선; 아동 성매매를 위해 확보;
건물
또는
기타
장소를
고의적으로
대여;
030221-030229에
나열된 포함항목 모두
적용
의제
강간모두
(030113);
제외항목
적용 0302에 나열된
아동
음란물
소지;
아동
음란물
공유;
아동
음란물
생산;
아동
음란물
다운로드,
또는 기타 아동으로부터
아동 학대 자료성적확보영상 확보
음란물
제외항목범죄
모두(08022);
적용 03022에 나열된

아동의
성적
서비스에
대한 지불,확보;
성매매에
아동
모집,
유인이나
알선,또는
아동고의적
성매매재정지원;
윤락업소아동
포함 성매매
유지,
관리
성매매
목적의
고의적으로
대여건물이나 기타 장소를
제외 03022에 나열된 제외항목 모두 적용
사이버접촉;
인터넷을
통한노출;
아동과 연락
후
명확히
성적인
자료에
포함 점진적으로
명확히
성적인개인적으로
자료에
노출시키기
위해
아동과
접촉
제외 0302에 나열된 제외항목 모두 적용
성추행;
아동음란물을
유혹; 아동으로
포함 아동
하여금
성행위나
보도록 강제;
아동 성 관광
제외 03022에 나열된 제외항목 모두 적용
제외 0302에 나열된 제외항목 모두 적용
제외 성폭력 (0301); 성적 착취 (0302); 강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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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3);
강간과
이르지반하는
않는
근친상간과
같은노출증에
공공성기준에
성매매범죄,
음란물범죄
등폭행
기타및행위
(0802);
지위
남용(07033);
않은 성적 침해
(0201); 성폭력에 이르지 않는 노예 협박
및
착취
(0203);
성적
착취
목적
인신매매(TIP)
스토킹 (0207) (02041); 괴롭힘 및
출처: 2015년 UNODC의 ICCS Version1 범주 03 성폭력부분 재구성(국제표준범죄분류체
계(ICCS)의 국내적용방안 기초연구, 2016에서 재인용.

2. UN 『국제표준 범죄통계 분류체계』와 국내 경찰청
범죄통계와의 범죄 유형 비교
앞서 언급하였다시피 젠더 폭력 예방 정책 수립을 위해 국내 형사사법
기관에서 생산된 범죄통계를 활용할 경우, 명확한 피해 현황과 대책수립
을 위해 기존의 형법 조문 기준에서 행위 유형별로 통계 분류체계를 수
정하는 것을 불가피한 일이다. UNODC에서 개발한 ICCS는 해당 작업에
서 즉시 활용될 수 있는 행위유형기준의 통계 분류 체계라 할 수 있는
데, 2016년 형사 정책 연구원에서 ICCS의 국내 적용 방안 연구의 일환
으로 경찰청의 죄명을 ICCS 기준에 맞추어 가분류한 바 있어 본문에서
ICCS의 젠더폭력 관련 분류체계에 경찰청의 죄명들이 어떻게 분류될 것
인지에 대해 간단히 논의해보고자 한다.

가. ICCS와 국내 경찰청 범죄통계 죄명 분류 비교 – 살인 및
치사

ICCS의 첫 번째 범주인 살인 및 치사 분류체계에 경찰청 범죄통계
에서 관리 중인 죄명을 분류 적용해 본 결과, 강력범죄의 살인은 고의살
인 범주에, 강력범죄의 살인미수는 고의살인미수 범주에, 과실치사상의
죄는 과실치사 범주에 재배치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하단의
<표 Ⅲ-5>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국내 경찰청 범죄통계에 의하면
살인은 강력범죄로 분류되며 비교적 다양한 죄명으로 분류되어 있다. 그

러나 과실치사는 기타 범죄로 적용되어 과실치사상의죄가 성립되게 된
다. 그러나 ICCS처럼 과실치사인 부주의치사 외 과실치사 및 부주의치
사처럼 세분화 되어 있지 않다.
<표 Ⅲ-5> ICCS 살인 및 치사 분류체계의 국내 통계 적용방안
ICCS <살인 및 치사>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범죄명
고의살인
0101
Intentional homicide
고의살인미수
Attempted
0102
intentional
homicide
과실치사
0103
Non-intentional
homicide
부주의치사 외
과실치사
01031
Non-negligent
manslaughter
부주의치사
01032
Negligent
manslaughter
교통사고에 의한
010321 과실치사
Vehicular homicide
그 밖의 과실치사
010322 Non-vehicular
homicide
자살교사방조
Assisting or
0104
instigating
suicide
자살방조
01041
Assisting suicid
01049
기타 자살교사방조

경찰청 범죄통계 죄명 분류표
범죄명
강력범죄>살인기수>살인
강력범죄>살인기수>영아살해
강력범죄>살인기수>존속살해
(추가: 강도살인, 강간살인 등)
강력범죄>살인미수등
기타범죄>과실치사상의죄

교통범죄>교통사고>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인피교통사고)

강력범죄>살인기수>자살교사·방
조
강력범죄>살인기수>자살교사·방
조
(강력범죄>살인기수>촉탁승낙살

III. 해외 선진국의 젠더폭력 통계 수집․관리 현황 39

Other acts of
assisting or
인
instigating suicide
안락사
0105
Euthanasia
불법낙태죄
0106
기타범죄>낙태의죄
Illegal feticide
무장분쟁관련 불법
살인
0107
Unlawful killing
associated
with armed conflict
기타 살인 및 치사
Other acts leading
0109
to death
or intending to
cause death
출처: 황지태, 김지영, 박희정, 2016, “ICCS 살인 및 치사 분류체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제표준범죄분류체계(ICCS)의 국내적용방안 기초연구에서 재인용.

나. ICCS와 국내 경찰청 범죄통계 죄명 분류 비교 – 폭행 및
협박

다음으로 ICCS의 두 번째 범주인 상해 및 치상 분류체계(폭행 및 협박)
에 경찰청 범죄통계에서 관리 중인 죄명을 분류 적용해 본 결과, 폭력
범죄 중 폭행은 폭행으로, 폭력범죄 중 상해는 중한폭행으로, 폭력범죄
중 협박은 협박으로만 분류되어 ICCS처럼 중한, 가벼운 협박 및 기타
폭행 또는 협박 등으로 세분화되어 분류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Ⅲ-6> ICCS 상해 및 치상 분류체계 – 폭행 및 협박
ICCS <상해 및 치상>
중 분 소 분 세 분 범죄명
류 류 류
폭행 및 협박
0201
Assaults and threats

경찰청 [범죄통계]
범죄명
폭력범죄

폭행
폭력범죄>폭행>폭행
Assault
02011 중한 폭행
폭력범죄>상해>상해(중)
1
Serious assault
02011 가벼운 폭행
폭력범죄>폭행>폭행
2
Minor assault
협박
02012
폭력범죄>협박>협박
Threat
02012 중한 협박
1
Serious threat
02012 가벼운 협박
2
Minor threat
기타 폭행 또는 협박
02019
Other assaults or threats
출처: 황지태, 김지영, 박희정, 2016, “ICCS 상해 및 치상 분류체계 – 폭행 및 협박”,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제표준범죄분류체계(ICCS)의 국내적용방안 기초연구에서
재인용.
02011

다. ICCS와 국내 경찰청 범죄통계 죄명 분류 비교 – 상해 및
치상

ICCS의 상해 및 치상 분류체계에서 신체의 자유침해에는 포함하고
있는 범죄 유형에 의하면 젠더통계로 명시되기는 다소 어렵지만, 매우
깊은 연관이 있음은 틀림없기에 이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자 한다. 경
찰청 범죄통계에서 관리 중인 다른 죄명을 분류 적용해 본 결과, 폭력
범죄 중 미성년자 약취 유인은 미성년자 유괴로, 폭력범죄 중 체포·감금
은 자유박탈, 납치, 불법감금, 차량 항공기를 이용한 범죄로 분류 되는
것을 알 수 있다.그 외의 신체의 자유침해, 부모에 의한 유괴, 기타 가족
에 의한 유괴, 법정대리인에 의한 유괴, 기타 사람에 의한 유괴, 기타 자
유박탈, 불법입양, 결혼강요 및 기타 자유침해와 같은 세분화된 소분류에
대한 법률은 국내 경찰청 범죄통계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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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7> ICCS 상해 및 치상 분류체계

ICCS <상해 및 치상>
경찰청 범죄통계
중 분 소 분 세 분 범죄명
범죄명
류 류 류
신체의 자유침해
0202
Acts against liberty
미성년자 유괴
폭력범죄>약취∙위인>약취
02021
Abduction of amino
∙유인(미성년자)
02021 부모에 의한 유괴
Parental abduction
1
가족에 의한 유괴
02021 기타
Abduction
by another family
2
member
02021 법정대리인에 의한 유괴
Abduction by a legal guardian
3
02021 기타 사람에 의한 유괴
Other abduction of a minor
9
자유박탈
02022
폭력범죄>체포·감금
Deprivation of liber
02022 납치
폭력범죄>체포·감금
Kidnapping
1
02022 불법감금
폭력범죄>체포·감금
Illegal restraint
2
02022 차량 항공기 등 납치
폭력범죄>체포·감금
Hijacking
3
02022 기타 자유박탈
Other deprivation of liberty
9
기타 자유침해
02029
Other acts against liberty
02029 불법입양
Illegal adoption
1
02029 결혼강요
Forced marriage
2
02029 기타 자유침해
Other acts against liberty
9
출처: 황지태, 김지영, 박희정, 2016, “ICCS 상해 및 치상 분류체계 – 신체의 자유침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제표준범죄분류체계(ICCS)의 국내적용방안 기초연구에서 재인
용.

라. ICCS와 국내 경찰청 범죄통계 죄명 분류 비교 – 인신매매

ICCS의 상해 및 치상 분류체계(인신매매)에 경찰청 범죄통계에서
관리 중인 죄명을 분류 적용하여 본 결과, 폭력범죄 중 인신매매가 성적
착취목적의 인신매매/강제노동목적의 인신매매/장기적출 목적의 인신매
매 등에 분류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내 경찰청 범죄통계는 앞서 언
급한 것과 같이 인신매매를 폭력범죄로 다루고 있기는 하나, ICCS 대비
매우 제한적인 범죄 분류를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ICCS의 성적착취
목적 인신매매는 강제노동목적 인신매매와 구분되어 분류되고 있는데 반
해 국내 경찰청에서는 모두 폭력범죄 내의 약치∙유인으로 분류되고 그
안의 ‘인신매매 등’으로 표기된다.
<표 Ⅲ-8> ICCS 상해 및 치상 분류체계 – 인신매매
ICCS <상해 및 치상>
중 분 소 분 세 분 범죄명
류 류 류
인신매매
0204
Trafficking in persons
(TIP)
성적착취목적 인신매매
02041
TIP for sexual
exploitation
강제노동목적 인신매매
02042
TIP for forced labour or
services

경찰청 범죄통계
범죄명
폭력범죄>약취∙유인>인신매매
폭력범죄>약취∙유인>인신매매
등
(노동력착취·성매매·성적착취·장
기적출)
폭력범죄>약취∙유인>인신매매
등
(노동력착취·성매매·성적착취·장
기적출)
폭력범죄>약취∙유인>인신매매
등
(노동력착취·성매매·성적착취·장
기적출)

장기적출목적 인신매매
TIP for organ removal
기타 목적 인신매매
02049
TIP for other purposes
출처: 황지태, 김지영, 박희정, 2016, “ ICCS 상해 및 치상 분류체계 – 인신매매”, 한국
형사정책연구원 국제표준범죄분류체계(ICCS)의 국내적용방안 기초연구에서 재인용.
02043

마. ICCS와 국내 경찰청 범죄통계 죄명 분류 비교 – 부주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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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S의 상해 및 치상 분류체계(부주의행위)에 경찰청 범죄통계에서
관리 중인 죄명을 분류 적용해 본 결과, ICCS와 국내 경찰청 범죄통계
의 범죄유형이 매우 상이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부주의행위는 부주
의행위, 보호의문위반(아동 보호의무위반, 기타 피보호대상자 보호의무위
반 및 기타 보호의무위반을 포함), 업무상 주의의무위반, 교통상 부주의
또는 기타 부주의행위로 분류된다. 이에 반해 국내 경찰청 공식통계는
ICCS의 기타 부주의행위 제외( 기타범죄 내의 과실치사상의죄가로 분
류)한 모든 ICCS의 부주의행위 관련 범죄 유형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Ⅲ-9> ICCS 상해 및 치상 분류체계 – 부주의행위

ICCS <상해 및 치상>
경찰청 [범죄통계]
중 분 소 분 세분류 범죄명
범죄명
류 류
부주의행위
0206
Negligence
보호의무위반
02061
Negligence in situations of persons
under care
아동 보호의무위반
020611 Negligence in situations of children
under care
기타 피보호대상자 보호 의무위반
020612 Negligence in situations of other
dependent persons under care
기타 보호의무위반
020619 Other negligence in situations of
persons under care
업무상 주의의무위반
02062
Professional negligence
교통상 부주의
02063
Negligence related to driving a vehicle
기타 부주의행위
기타범죄>과실치사
02069
Other acts of negligence
상의죄
출처: 황지태, 김지영, 박희정, 2016, “ ICCS 상해 및 치상 분류체계 – 부주의행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제표준범죄분류체계(ICCS)의 국내적용방안 기초연구에서

재인용.

바. ICCS와 국내 경찰청 범죄통계 죄명 분류 비교 – 위해행위

ICCS의 상해 및 치상 분류체계(위해행위)에 경찰청 범죄통계에서
관리 중인 죄명을 분류 적용해 본 결과, ICCS의 위해행위는 국내 경찰
청 범죄통계에서 폭력범죄 내의 상해로 분류되며, 음주 후 운송수단운
행은 교통범죄 내의 교통사고 외로 분류되고 도로교통법(음주운전)이 적
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외의 건강에 대한 위해행위, 향정신성약품
복용 후 운송수단운행, 불법마약복용 후 운행, 향정신성약품복용 후 운행
및 기타 위해행위에 대한 국내 범죄명은 세분화되지 않고 있는 것을 확
인 할 수 있다.
<표 Ⅲ-10> ICCS 상해 및 치상 분류체계 – 위해행위
ICCS <상해 및 치상>
중 분 소 분 세분류 범죄명
류 류
위해행위
0207
Dangerous acts
건강에 대한 위해행위
02071
Acts that endanger health
향정신성약품복용 후
운송수단운행
Operating a vehicle under
02072
the influence of
psychoactive
substances
음주 후 운송수단운행
020721 Operating a vehicle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불법마약복용 후 운행
a vehicle under
020722 Operating
the influence of illicit
drugs
향정신성약품복용 후 운행
020729 Operating a vehicle under
the influence of other

경찰청 [범죄통계]
범죄명
폭력범죄>상해

교통범죄>교통사고외>도로교통
법(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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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ychoactive substances
기타 위해행위
02079
Other dangerous acts
출처: 황지태, 김지영, 박희정, 2016, “ICCS 상해 및 치상 분류체계 – 위해행위”, 한국형
사정책연구원 국제표준범죄분류체계(ICCS)의 국내적용방안 기초연구에서 재인용.

사. ICCS와 국내 경찰청 범죄통계 죄명 분류 비교 – 공포 및
정신적 고통 유발행위

상해 및 치상 분류체계(공포 및 정신적 고통 유발행위)에 경찰청 범
죄통계에서 관리 중인 죄명을 분류 적용해 본 결과, 국내는 스토킹 범
죄를 기타범죄 내의 경범죄처벌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 외의 공포 및 정신적 고통
유발행위, 괴롭힘(직장 내 괴롭힘 및 기타 괴롭힘) 및 기타 공포 및 정신
적 고통 유발행위에 대한 국내 범죄명은 세분화 되어 다루고 있지 않다.
<표 Ⅲ-11> ICCS 상해 및 치상 분류체계 – 공포 및 정신적 고통 유발행위
ICCS <상해 및 치상>
경찰청 [범죄통계]
범죄명
범죄명
공포 및 정신적 고통 유발
행위
0208
Acts intended to induce
fear or emotional distress
괴롭힘
02081
Harassment
직장 내 괴롭힘
020811 Harassment in the
workplace
괴롭힘
020819 기타
Other harassment
기타범죄>경범죄처벌법
스토킹
기타범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02082
Stalking
정보보호
등에관한법률위반(기타)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기타 공포 및 정신적 고통
유발행위
02089
Other acts intended to
induce fear or emotional
distress
출처: 황지태, 김지영, 박희정, 2016, “ICCS 상해 및 치상 분류체계 – 공포 및 정신적
고통 유발행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제표준범죄분류체계(ICCS)의 국내적용방안 기초
연구에서 재인용.

아. ICCS와 국내 경찰청 범죄통계 죄명 분류 비교 – 성폭력

마지막으로 ICCS의 세 번째 범주인 성폭력에 경찰청 범죄통계에서
관리 중인 죄명을 분류 적용해 본 결과, 성폭력은 강력범죄 내의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또는 기타 강간 및 강제추행 등으로 세분화되어 분
류하고 있다. 강간은 강력범죄 내의 강간, 폭행강간은 강력범죄 내의 강
간상해·치상은, 준강간은 강력범죄 내의 폭행 외 강간, 의제강간은 강력
범죄 내의 미성년자 및 장애인에 대한 강간·간음, 기타 강간은 강력범죄
내의 유사강간으로 분류된다. ICCS는 성폭행을 신체적 성폭행, 非신체적
성폭행, 기타 성폭행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내의 범죄명은
세분화되어 분류되지 않고 있다. 성적 착취는 성인대상 성적 착취 또는
아동대상 성적 착취로 분류된다. 성인대상 성적착취는 기타범죄 내의 성
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 성매매 강요 등)로,
아동이용음란물은 풍속범죄 내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
(음란물제작배포), 기타범죄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청소년), 아동 성매매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
반(매매)으로 분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법학자들의 보편적인 합의
가 이루지지 않은 가안 이기는 하나, 앞서 논의된 것과 같이 ICCS 분류
기준을 활용하여 국내 형사사법기관의 형법 조문 중심의 통계를 재분류
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다수의 젠더 폭력 통계 항목들이 기존에 생산된
자료들에 근거하여 새롭게 수집, 활용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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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2> ICCS 성폭력 분류체계

ICCS <성폭력>
경찰청 범죄통계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범죄명
범죄명
성폭력
강력범죄>강간,
유사강간,
0301
Sexual violence
강제추행, 기타 강간·강제추행 등
강간
03011
강력범죄>강간
Rape
강간
030111 폭행
강력범죄>강간>강간상해·치상
Rape with force
외 강간
030112 폭행
강력범죄>강간>준강간
Rape without force
강력범죄>강간>장애인에 대한
의제
강간
030113 Statutory rape
강간·간음
강력범죄>강간>미성년자의제강간
기타
강간
030119 Other rape
강력범죄>유사강간
성폭행
03012
Sexual assault
성폭행
030121 신체적
Physical sexual assault
성폭행
030122 비신체적
Non-physical sexual assault
기타 성폭행
030129 Other sexual assault not
elsewhere classified
기타 성폭력
03019
Other acts of sexual
violence
성적 착취
기타범죄>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0302
Sexual exploitation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기타범죄>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성인대상 성적 착취
처벌에 관한
03021
Sexual exploitation of
법률위반(성매매),(성매매 강요
adults
등)
아동대상 성적 착취
03022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풍속범죄>성풍속범죄>아동·청소
아동이용
음란물
030221 Child pornography
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
기타범죄>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성매매
030222 아동
처벌에 관한
Child prostitution
법률위반(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매매)

아동에 대한 성적 접근
030223 Sexual grooming of
children
기타 아동대상 성적 착취
030229 Other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기타 성적 착취
03029
Other acts of sexual
exploitation
기타 성적 침해
0309
Other injurious acts of a
sexual nature
출처: 황지태, 김지영, 박희정, 2016, “ICCS 성폭력 분류체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제
표준범죄분류체계(ICCS)의 국내적용방안 기초연구에서 재인용.

다. UNODC의 ICCS 요약 및 국내 경찰청 범죄통계의 비교

유엔이 개발한 국제 표준 범죄통계 분류체계는 각 나라마다 법률 체계
가 상이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범죄행위유형을 기준으로 표준화된 자료를
생산하도록 설계되었다. 이는 30여개의 회원국에 공표되었으며, 보다 더
객관적이고 정확한 방식의 국가별 범죄통계 비교 분석이 가능하다고 설
명하고 있다. ICCS는 행위/사건과 관련된 4가지 기준(정책분야, 대상, 심
각성, 범행방식)에 따라 범죄행위들의 11종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중 젠더 관련 범죄행위는 살인 및 치사, 상해 및 치상 및 성폭력을
포함하고 있으며, 각 유형은 중분류로 나눠 세분화 된다. 살인 및 치사는
고의살인, 고의살인미수, 과실치사(부주의치사 외 과실치사, 부주의치사
및 그 밖의 과실치사) 및 불법낙태죄로 세분류되며, 상해 및 치상은 폭
행 및 협박(중한 폭행, 가벼운 폭행, 중한 협박, 가벼운 협박 및 기타 폭
행 또는 협박), 신체의 자유침해, 노예 및 착취, 인신매매, 강요, 부주의
행위, 위해행위, 공포 및 정신적 고통 유발행위 및 기타 상해 및 치상으
로 분류된다. 성폭력에는 성폭력, 성적 착취 및 기타 성적 침해로 세분화
III. 해외 선진국의 젠더폭력 통계 수집․관리 현황 49

된다. 이처럼 UNODC의 국제적 공식통계의 통일성을 위한 대책마련인
ICCS는 범죄유형을 행위/사건 중심으로 매우 세분화하여 분류하고 있는
반면 국내 경찰청 범죄통계은 법령 중심으로 범죄유형을 분류하고 있
다. 법률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많은 범죄유형은 ‘미상’ 또는 ‘기타’로 표
기되어, 다수의 사건자료를 잃게 되는 것이다. 이에 ICCS 대비 국내 경
찰청 범죄통계의 문제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라. 국내 경찰청 범죄통계의 문제점

첫째, 앞서 언급하였다시피, 국내 경찰청을 통해 수집되는 발생통계원
표, 검거통계원표 및 피의자통계원표는 가해자중심으로 작성이 되는 시
스템이다. 이에 사건에 연루된 가해자의 상세한 내용은 위의 3가지 통계
원표를 통해 수집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가해자를 기반으로 사건을 조사
하다보니 피해자에 대한 자료 수집은 사실상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고 볼 수 있다.
§

§

발생통계원표 – 피의자에 대한 조사내용은 작성연월일, 발생지수사
기관, 죄명, 외국인 피의자, 발생 년월일, 인지 년월일, 발생부터 인지
까지 기간, 범죄수법, 발생일 특수상황, 범행 시 일기, 수사단서 및 미
신고이유, 발생지역, 발생장소 등으로 매우 다양하나, 수사기관이 범
죄발생통계원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피해자 정보는 피해자의 성별,
연령, 국적, 신분, 피해자 피해 시 상황 및 신체 피해상황과 같이 매
우 간단한 내용들이다.
검거통계원표 – 발생통계원표는 피의자에 대한 조사내용만이 다뤄진
다. 작성년월, 검거수사기관, 죄명, 검거 연월일, 발생부터 검거까지
기간, 주법, 침입구, 검거인원, 공범수, 범행도구 종류, 범행도구 입수
방법, 범행도구 조치, 검거단서, 장물처분방법, 금전소비용도, 회수품,
회수품 금액 및 회수정도와 같이 가해자에 대한 내용은 비교적 자세

§

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피의자통계원표 – 3가지 통계원표 중 피의자통계원표만이 피의자와
피해자와의 관계를 작성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관계 분류가 매우 제
한적이기에 피의자와 피해자에 대한 매우 중요한 조사정보를 잃게 되
는 것이다. 선택할 수 있는 피해자와의 관계 분류는 거래상대방, 고용
자, 공무원, 국가, 피고용자, 기타친족, 동거친족, 애인, 이웃, 지인, 직
장동료, 친구, 타인 및 기타로 매우 한정적이다. 예를 들어, 가정폭력
에 의한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일 경
우, 배우자(남편 또는 아내) 선택란이 없어 가정폭력 관련 중요한 자
료를 놓치게 되는 일이 적지 않게 일어나게 된다.

둘째, 국내는 법령을 중심으로 법 집행기관이 통계자료를 수집하는 국
가임에도 불구하고, 분류되는 죄명이 매우 제한적이다.
§

§

§

ICCS에서 표기하고 있는 고의살인은 경찰청의 「범죄통계」 강력범
죄 분류 내의 살인기수(살인, 영아살해 존속살해, 강도살인 및 강간살
인), 고의살인미수는 강력범죄 분류 내의 살인미수, 과실치사는 강력
범죄가 아닌 기타범죄 분류 내의 과실치사상의죄, 부주의치사 외 과
실치사, 불법낙태죄는 기타범죄 분류 내의 낙태의죄로 분류된다.
상해 및 치상은 폭행 및 협박이 폭력범죄로 분류되며 협박은 중한 협
박과 가벼운 협박으로 나뉘는 ICCS와 다르게 세분화 되지 않고 있
다.
성폭력에 해당하는 범죄는 강력범죄로 분류되며 그 외의 성적 착취
관련 범죄는 기타범죄로 분류된다.

국내의 이러한 제도는 정확성이 높은 통계산출에 매우 제약적이며, 이
에 국내 통계는 UNODC의 ICCS와 같은 통계 수집을 위한 법적근거 강
화, 수사, 법 집행기관 통합 통계 시스템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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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 유럽연합 가입 국가들 간 젠더 관련 범죄 정의, 통계 항목 및
관리 방식
지난 20여 년 동안, 유럽위원회에서는 젠더 관련 범죄, 특히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 (Violence Against Woman, VAW)’에 있어 그 심각성
을 강조하여 왔으며, 이러한 폭력은 성차별의 한 형태로 보는 것을 넘어
서 여성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받아들여 왔다. 유럽위원회
의 기록들은 이와 같이 여성을 향한 폭력은 ‘여성과 남성간의 힘 불균형’
으로부터 만들어진 결과임을 재차 재확인하며, 안보와 민주주의에 중대
한 장애물임을 주장해왔다. 유럽의 연구원들과 정치인들은 성차별을 기
반으로 한 폭력, 특히 가정 폭력 (Domestic Violence), 친밀한 관계 간
폭력 (Intimate Partner Violence)에 대항하기 위한 분석의 필요성을 인
식하게 되었으며, 국제 및 EU 수준에서 이에 맞서기 위한 여러 조치들
이 이루어졌다. 그 일환으로써 2009년 이후에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
력과 관련된 데이터의 수집과 모니터링에 있어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다
(The Policy Department for Citizen's Rights and Constitutional
Affairs for the FEMM Committee, 2016).
데이터 수집과 분석에 가장 큰 역할을 한 유럽연합 기본권리기구 (EU
Fundamental Right Agency, FRA)와 유럽 성평등기관 (The European
Instituted for Gender Equality, EIGE)의 통계를 통하여 유럽은 어떠한
방식으로 젠더 관련 통계를 관리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에 앞서 ‘여
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과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개입을 위한 유럽 협의
회의 조약인 Istanbul Convention (2011)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성을 대
상으로 한 폭력’에 포함되는 범죄유형의 정의를 설명하려 한다.

가. 이스탄불 협약 (Istanbul Convention, 2011) -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종류

이스탄불 협약, Istanbul Convention (2011)에서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을 ‘인권 침해 및 여성에 대한 차별의 한 형태로써, 공개적 또는 사
적인 발생 원인과 관련 없이, 이러한 행위는 위협, 강압, 또는 독단적인
자유 박탈을 포함함으로써, 여성에게 신체적, 성적, 심리적 또는 경제적
해를 입히거나 고통을 유발시키는 등 모든 성차별을 기반으로 한 폭력행
위’ 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에 Istanbul Convention (2011)28)에서 제공하
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은 아래의 표와 같이
확인할 수 있다 (하단 <표 Ⅲ-13> 참고). 이러한 협약을 통하여 젠더관
련 범죄를 따로 분류함으로써 그에 대한 심각성과 제재의 필요성을 재환
기 시키고 있으며 모든 유럽연합 가입 국가들의 서명을 목표로 하고 있
다.
<표

Ⅲ-13>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 유형
유형

가정 폭력

성폭행

정의
§ 친밀한 관계 간 폭력이라고도 칭하지만 가해자가 가족
구성원 (예를 들어 아버지나 오빠)이나 여성일 수도 있으며,
또한 동성애 관계에서도 발생함(Istanbul Convention, 2011)
§ “가해자가 피해자와 같은 거주지를 공유하거나 공유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가족이나 가정 단위 또는 전 배우자나 배우자,
또는 파트너 간에 발생하는 신체적, 성적, 심리적 또는 경제적
폭력의 모든 행위” (Istanbul Convention, 2011)
§ 전세계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정의는 없음
§ “성폭행이라 특징되어지는 행위는 다음과 같음: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성적인 신체 부위나 물체로 질, 항문 또는 구강에
삽입하는 것; 동의 없이 다른 사람과 성적인 성격을 띄는 기타
행위를 하는 것; 동의 없이 누군가를 제 3자와 성적인 성격을
띄는 행위를 하게 유도하는 것 ” (Istanbull Convention, 2011)

28)
하지만 정의하는
모든 유럽연합
국가들이인해
Istanbul
Convention에
서명한
것은
아니며,
각 국마
다
다르게
범죄유형들로
통합적인
통계를
얻는
데에
있어
한계점이
존재
하고
있음을
유의
할
필요성이
있다
(The
Policy
Department
for
Citizen's
Rights
and
Constitutional Affairs for the FEMM Committee,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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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강간, 낯선 사람들에 의한 강간, 무력충돌 중 조직적인
강간, 성희롱, 강제 매춘과 성매매, 아동 결혼, 피임할 권리를
거절, 강제 낙태와 여성의 성적 청렴29)에 반한 폭력적인 행위,
여성 생식기 절단 및 처녀성을 위한 의무적 검사 포함 (WHO,
2010)
동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함, 자유의 의지에 의한 결과인지 평가
§ 피해자들은 제 3국과 유럽연합국에서 오게됨
§ 다양한 유형: 성착취를 위한 인신매매; 강제 노역; 강제 절도와
구걸; 개인 노예 사용 목적을 위한 인신 매매 (The Policy
Department for Citizen's Rights and Constitutional Affairs for
the FEMM Committee, 2016)
§ 심리적과 감정적 학대; 모욕, 지속적인 수치/굴욕, 집안 내
감금, 각종 위협 등. 더욱 알아채기 어려움
§ 스토킹: 모든 유럽 연합국들이 정확하게 똑같은 정의를
사용하지는 않음, 괴롭힘 및/또는 위협적인 행동의 유형들을
포함함; 예시로는 사람을 따라다님, 밤낮을 가리지않고 전화를
함, 이메일, 팩스, 편지나 물건을 보냄, 타인의 재산을 훼손하는
행위 등 (The Policy Department for Citizen's Rights and
Constitutional Affairs for the FEMM Committee, 2016)
§ 인터넷은 여성을 향해 새로운 유형의 심리적 폭행을 행할 수
있게 허용함
§ 사이버 스토킹: 이메일, 문자 메시지, 소셜 미디어 또는 기타
온라인 통신 매체를 통한 스토킹
§ 사이버 괴롭힘(희롱): 소셜 미디어와 채팅방에서 불필요하고,
공격적이며, 성적으로 노골적인 이메일이나 문자메세지, 적절치
못한 불쾌한 접근을 받음
§ 고정관념적인 표현: 여성의 불평등한 위치를 보여줌, 성
고정관념의 사용을 증가시키며 새로운 형태의 VAW를 조장함,
쉽게 공유되고 퍼지는 특성.
§ 밀매자들이 인신매매를 하기 위해 새로운 피해자를 찾는데
있어 인터넷을 중요한 도구로 이용함 (The Policy Department
for Citizen's Rights and Constitutional Affairs for the FEMM
Committee, 2016)
§ 가정 폭력과 명예 범죄와 같은 다양한 유형의 VAW에서 볼
수 있음.
§ 예시; 밀쳐지거나 힘껏 떠밀림, 머리채가 붙잡히거나 당겨짐,
따귀를 맞음 등
§ 강제 낙태 또는 불임 시술: 여성의 사전 및 정보에 입각한
동의없이 낙태 시술 진행; 사전에 고지된 동의나 절차 이해 없이
자연스럽게 생식할 수 있는 여성의 능력을 중단하는 목적이나
효과를 가진 수술을 하는 것 (Istanbul Convention, 2011).
§ 소수민족의 문화를 보호함, 그러나 고문과 같고 기본 권리
침해에 해당하는 관습은 거절함
§ 여성 할례: 비의료적인 이유로 여성 외부 생식기의 부분적 및
§

인신 매매

심리적, 감정적
학대 및 스토킹

ICT와
소셜
미디어에서의
위협

신체적 폭행
여성의 삶에
악영향을 미치는
전통적, 문화적

전체적 제거 또는 여성 생식기의 다른 손상을 입히는 것을
포함한 모든 절차(WHO, 2008).
§ 명예적 범죄: "가족의 명예를 지키거나 보호할 필요성의
결과로 저질러졌다는 이유로 그 해당 범죄의 가해자에 의해 그
행위가 정당화되거나 설명되는 (또는 완화되는) 범죄 " (Istanbul
관습
Convention, 2011)
§ 강제 결혼: 국제적인 정의는 없음, 요점은 당사자들 중 한
사람 또는 두 사람의 완전하고 자유로운 동의 없이 결혼이
이루어지거나, 또는 심각한 사회적 또는 가족의 압력으로 인해
결혼 생활을 끝내거나 떠날 수 없는 경우의 결혼 (The 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2014)
출처: The Policy Department for Citizen's Rights and Constitutional Affairs for the
FEMM Committee. (2016).

나. 여성 대상 폭력 (VAW)의 통계
1) 유럽 성평등 기관, The European Institute for Gender Equality (EIGE)
가) 유럽연합 국가들의 통합적인 행정 통계와 한계점
유럽 성평등기관, The European Institute for Gender Equality
(EIGE)은 VAW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여 왔다. 특히, EIGE는
성차별을 기반으로 한 폭력 사건 수에 대한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수집하
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다수의 연구를 발표하여
왔다. 각 유럽연합 국가들을 비교하고 분석하는 보고서들은 EU 기관 및
연합 국가들이 취해야 하는 조치나 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을 위한 전략
적인 틀을 제시하는 등, 앞으로 유럽연합 국가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에 큰 도움이 되었다 (The Policy Department for
Citizen's Rights and Constitutional Affairs for the FEMM Committee,
2016).
29)
성적 기혼자
청렴이란모두에게
부부 목적과
성관계의 의미에
부합하는
성행위
생활을
하는대한것으로,
미혼자와
다른
방법일지라도
동일한
의미이며,
둘
다
결혼에
성관
계를
요구하며
배우자에게
몸과
마음을
충실히
하는
것을
가리킴(Love
&
Fidelity
Network., 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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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GE가 2016년 발표한 ‘Administrative data collection on rape,
femicide and intimate partner violence in EU Member States’는 유럽
연합 국가들의 통합적인 행정 통계들이 무슨 이유로 취약한지 자세히 설
명하고 있다 (European Institute for Gender Equality, 2016). 이 보고서
에 따르면, ‘administrative data’, 즉 통합 행정통계 데이터는 경찰, 사법
기관,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기관 또는 VAW와 관련되어 있는 기관
에서 수집한 정보들을 취합하여 구성하게 된다. 각 국의 수집된 정보를
취합하는 단계에서 발생하게 되는 문제점들로부터 통합된 행정 통계들은
영향을 받게 된다. 유럽연합국일지라도 각 국에 따라 1) 범죄 유형 분류
나 범죄의 정의가 다름, 2) 수집하는 정보의 깊이, 예를 들어 범죄 양상,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성별 등 이 다름, 3) 기관마다 중요
시하는 정보가 다름, 4) 같은 정보를 수집한다고 할지라도 공개하는 범
위가 다르거나 발표되는 보고서 종류가 다름 (European Institute for
Gender Equality, 2016)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통합된 유럽연합 행정 통
계는 보고되어 있는 정보의 양이 현저히 적어지게 되어, 각 국가의 개별
적인 통계를 보는 것보다 VAW에 관한 통계를 해석함에 있어 한계가
따르게 되는 것으로 보여진다(하단 <표 Ⅲ-14>, <표 Ⅲ-15> 참고).
<표 Ⅲ-14> 경찰분야의 친밀한 관계 간 폭력에 대한 자료수집 격차 개요
VAW 유형
친밀한
관계
력 간 폭

피해자의
성별과관계
피해
자와
가해자의
자세히
가능한포함된
데이터이용
16
(벨기에,
체코,아일랜
덴마크,
에스토니아,
31) 스페인, 프랑스,
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헝가리,
몰타,
네덜란
드,
오스트리아,
포르
투갈,
핀란드,
영국),
키프로스,
룩셈부르크,
폴란드,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스웨덴)

피해자와
가해자의이용관
계가능한
묘사 없지만
데이터30)
10(불가리아, 그리스, 크
로아티아, 이탈리아32)

불가능한
데이성
터,이용또는
피해자의
별 기록 없음
2(덴마크, 로마니아)

30)
보고되어 있으나, 특정한 유형분류가 없거나, 어떤 유형으로 분류되었
는지수집되었다고
확인할 수 없었음

출처: European Institute for Gender Equality.(2016). Administrative data collectionon
rape, femicide and intimate partner violence in EU Member States.
<표

Ⅲ-15> 사법 분야의 친밀한 관계 간 폭력의 자료수집 격차 개요

피해자의
성별과 피
피해자와
가해자의
이용피해자의
불가능한성별데이터,
또없
해자와 가해자의
관 관계
묘사
없지만
이
는
기록
계
자세히
포함된
음
이용 가능한 데이터 용 가능한 데이터33)
7(프랑스, 스페인, 라 7(에스토니아, 크로아 14(벨기에, 불가리아, 체코,
비타,
리투아니아,
티아,
키프로스,
네덜 덴마크,
독일,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헝가리,
란드,
폴란드,
슬로바
그리스,
이탈리아,
몰타,슬
로마니아)
키아, 스웨덴)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로베니아, 핀란드, 영국)
출처: European Institute for Gender Equality.(2016). Administrative data collectionon
rape, femicide and intimate partner violence in EU Member States.
VAW 유형
친밀한
관계
폭력 간

예를 들면, 친밀한 관계 간 폭력 (intimate partner violence)과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할 때, 경찰과 사법기관에서 수집하는 정보의 양 (예: 피해
자 성별,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이 각 국마다 다른 것을 위와 같이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에서는 파트너, 과거 파
트너, 가족구성원과 같은 분류가 대부분임을 보고하고 있다. 더불어 이
EIGE의 보고서는 유럽연합국 내 통합되어져 있지 않은 정보수집 체계나
기준, 다른 타임라인체계, 다른 접근성과 명확성 등을 한계로 제시하며
(European Institute for Gender Equality, 2016) 이후의 발전 방향이나
개선되어야 할 점을 제안하고 있다. 즉 유럽연합 국가 중 한 국가에서는
피해자의 성별이나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나
모든 국가가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유럽연합의 통합 통계에서는 모든 정
보까지는 확인 할 수 없을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현 젠더관련 통계
와 같은 양상의 한계점이지만, 유럽연합의 경우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설명은 이후 다루어질 것이다.
31)
아일랜드는
어지지
않음 이 항목에 포함될 수 있으나, 관계에 관한 데이터는 체계적으로 보고되
32) 살인 데이터에만 관계 유형 분류가 자세히 보고되어져 있음
33)
보고되어 있으나, 특정한 유형분류가 없거나, 어떤 유형으로 분류되었
는지수집되었다고
확인할 수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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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각 국의 세부적인 통계 정보 – 예시 국가: 룩셈부르크, 영국,
포르투갈
EIGE에서는 제공하고 있는 유럽연합 국가들의 다양한 통계를 살펴보
면, 유럽 연합의 통합적 통계와 그에 따른 자료를 제공하는 세부 국가의
데이터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는 각 유럽연합 가입 국가마
다 다른 통계 방법이나 관리 방식을 쓰고 있어 유럽연합의 통합적인 통
계를 만들었을 때 생기는 한계점을 보완해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으로
보여 진다. 예를 들어, 룩셈부르크의 친밀한 관계 간 폭력 통계 같은 경
우 유럽연합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현재 파트너, 과거 파트너 또는
아는 사람이나 관계는 없음) 굉장히 간단히 분류되어 있지만, 세부 정의
를 확인하였을 때 룩셈부르크의 데이터 원표 자체는 피해자와 가해자와
의 관계(배우자, 동거자, 부모, 친/입양 자녀 (본인의 또는 배우자/파트너
의)로 자세히 분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단 <표 Ⅲ-16> 참고).
<표 Ⅲ-16> 친밀한 관계 간 폭력에 대한 유럽연합 통계 내
룩셈부르크와 룩셈부르크 원표-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
§
§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유럽 연합의 통합적 통계 내 룩셈부르크
룩셈부르크의 통계
과거의 파트너
현재의 파트너
아는 사람이나 관계는 없음

§
§
§
§

배우자
동거자
부모님
친/입양 자녀(본인의 또는 배우자
/파트너의 )

출처: European Institute for Gender Equality.(2016). Administrative data collectionon
rape, femicide and intimate partner violence in EU Member States.

다른 예시 국가로 영국의 경찰로부터 수집된 살인 통계를 열람할 수
있으며 이 데이터로부터 친밀한 관계 간의 폭력으로 인한 살인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영국의 경우 유럽연합 통계를 보았을 때는 피해자와 가해
자의 관계가 제한되어졌지만, 국가 자체의 통계 내에서는 피해자의 성별

과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친밀한 관계는 불륜관계, 現/前사실혼관계,
現/前동거자, 現/前배우자, 現/前남자친구/여자친구)가 자세히 구분되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하단 <표 Ⅲ-17> 참고). 이는 배우자나
동거자를 따로 분리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피해자와 가해자 관계의 분류
와는 사뭇 다른 것을 알 수 있으며, 가정폭력에 의한 살인에 대한 인식
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Ⅲ-17> 살인 통계에 대한 유럽연합 통계 내 영국과 영국 원본
자료-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표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유럽 연합의 통합적 통계 내 영국 34)
영국의 통계
§ 과거의 파트너
§ 배우자
§ 현재의 파트너
§ 동거자
§ 아는 사람이나 관계는 없음
§ 부모님
§ 친/입양 자녀(본인의 또는 배우자/
파트너의 )
출처: European Institute for Gender Equality.(2016). Administrative data collectionon
rape, femicide and intimate partner violence in EU Member States.

또한 EIGE에서 제공하는 행정 통계 시스템을 통하여 열람이 가능한
유럽연합 국가의 행정 통계 중 영국에서의 범죄 통계: 폭력 범죄와 성
범죄의 통계를 살펴보면 유럽연합의 통합 통계보다 세분화되어져있는 분
류를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의 성별에 따른 피해자와 주요 용의자의 관
계(파트너/과거 파트너, 다른 가족, 다른 지인, 낯선 사람, 용의자 없음)
와 만 16세 이하의 피해자와 주요 용의자 관계(아들/딸, 다른 가족/친구/
지인, 낯선 사람, 용의자 없음)를 아래와 같이 확인 할 수 있다 (하단
<표 Ⅲ-18> 참고). 16세 이하 피해자를 따로 구분하여 보고함으로써 두
가지의 주된 범죄 양상이 다른 것을 인지하고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으
로 보여 진다.
34)
가해자살인,성별(여성,
남성),남성
피해자와
가해자의
성별(남성에
의한남성에
여성 살인,
여성에살인
의
한
여성
여성에
의한
살인,
남성에
의한
남성
살인),
의한
여성
동기(성폭력, 명예적 살인, 인신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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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8> 폭력 범죄와 성범죄 통계

16세 이하의 피해자 중 피해자와
주요 용
피해자와 주요 용의자의 관계 35)
의자의 관계36)
§ 파트너/ 과거의 파트너
§ 아들 또는 딸
§ 다른 가족
§ 다른 가족/친구/지인
§ 다른 지인
§ 낯선 사람
§ 낯선 사람
§ 용의자 없음
§ 용의자 없음
출처: Flatley, J. (2013). Focus on violent crime and sexual offences; Home Office,
Homicide Index

살해 방법 (날카로운 물체, 무딘 물체,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 목조름)
과 피해자의 외관상의 인종 (백인, 흑인, 동양인, 기타)로 분류하여 기록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진다 (하단 <표 Ⅲ-19> 참고). 이후 살해 방
법 같은 경우 더 세분화된 유형(예를 들어 총격이면 어떤 종류의 총으로
살해되었는지)으로 분류되어 조사되어지고 있다.
Ⅲ-19> 2009-10부터 2011-2012까지 기록된 명백한 살인 방법과
피해자들의 외관상의 인종
<표

살해 방법
피해자 외관상의 인종
§ 날카로운 물체
§ 백인
§ 무딘 물체
§ 흑인
§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
§ 동양인
§ 목조름, 질식시킴
§ 기타
§ 총격
§ 이 외의 방법
출처: União de Mulheres Alternativa e Resposta. (2012). OMA-Observatório de
Mulheres Assassinadas da UMAR: Dados 2012.

앞서와 같이 EIGE에서 열람이 가능한 국가 중 한 곳인 포르투갈은 피
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상세히 기입한 국가 중 한 곳이다. 예를 들어
살인미수와 살해당한 여성에 대한 통계를 보면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배우자, 이전 배우자, 파트너, 과거 파트너, 친밀한 관계, 직접적인 자식
35) 피해자 성별 (여성, 남성)
36) 연도 (2009/10, 2010/11, 2011/12)

등)가 비교적 상세히 분류되어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하단 <표 Ⅲ
-20> 참고). 이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범주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인간관계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젠더폭력
관련 통계와는 현저히 비교되는 부분이다.
<표 Ⅲ-20> 포루투갈의 살인미수와 살해당한 여성에 대한 통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37)
§ 배우자
§ 이전 배우자
§ 파트너
§ 과거 파트너
§ 친밀한 관계
§ 직접적인 자식
§ 다른 가족 관계
§ 직접적인 우세자
출처: Flatley, J. (2013). Focus on violent crime and sexual offences; Home Office,
Homicide Index

더불어 포르투갈에서 보고한 2011년 경찰로 신고 된 가정 폭력의 통계
를 보면 이 또한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배우자, 파트너, 이전 배우자,
이전 파트너, 연인관계 등) 상세한 유형으로 분류해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이하게도 이 통계에서는 피해자의 특수한 상황(나이, 장애, 질병
등)으로 인해 무방비한 경우를 구분하여 그와 관련된 특징을 소분류 해
놓은 것을 볼 수 있다 (하단 <표 Ⅲ-21> 참고). 이전의 배우자/파트너,
연인관계 또는 특수한 경우를 구분하여 포함한 것은 배우자와 파트너 관
계 자체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와 비교하였을 때 굉장히 세분화
하여 가정폭력을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
<표 Ⅲ-21> 2011년 경찰에 신고 된 가정폭력 통계
§
§
§

배우자
파트너
이전 배우자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37) 피해자와 가해자 간 이전의 사이 (가족, 친밀한 파트너, 낯선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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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파트너
연인 관계
다른 가족 관계
피해자가 특수하게 무방비한 경우38)
출처: MINISTÉRIO DA ADMINISTRAÇÃO INTERNA (2012). Violência Doméstica 2011. Relatório anual de monitorização. Ocorrências participadas às Forças de
Segurança (FS); Estruturas especializadas- FS; Atribuição do estatuto de vítima e
decisões finais em processos-crime.
§
§
§
§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EIGE에서 제공하는 유럽연합의 통합적인 통계
를 제공함으로써 VAW와 관련된 자료를 총체적으로 비교 분석할 수 있
다는 장점이 있으나, 각 국가마다 사용하는 범죄유형 분류 방법이나 피
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등의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자료들을 통합하였을
때 사라지게 되는 자료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 확인되어 진다. 하지만
EIGE에서 각 국가 별로 세분화하여 통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자세한
통계 자료들은 다시 재확인 할 수 있도록 체계화 하여놓음 으로써 이러
한 제한점을 극복하고 더욱 질 높은 데이터를 제공하고자 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 유럽연합 통합 통계 데이터 열람 가능 범주와 경로
가) The European Institute for Gender Equality (EIGE)
EIGE 의 웹사이트39) 에 들어가게 되면, 젠더와 관련된 다양한 통계들
을 조사할 수 있게 되어있으며, 세부 항목(예를 들어 성폭력, 신체적 폭
력, 심리적 폭력, 경제적 폭력, 친밀한 관계 간 폭력 등)을 선택하면 그
에 따른 설문조사서나 행정 통계를 구분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있
다. 찾고자하는 데이터를 선택하면 유럽연합국 중 정보를 제공하는 곳의
38)
피해자가
특수하게
무방비한
유형 (나이, 장애, 질병, 임신 또는 금전 의존과
관련하여
가해자와
동거하는
다른경우의
가족 관계)
39) EIGE 의 웹사이트 주소는 https://eige.europa.eu/gender-statistics/dgs 이며, 다양한 젠더 관련
범죄에 대한 통계(행정통계 또는 서베이)를 확인할 수 있다.

테이블이 나타나며 각 국의 데이터 파일들이 엑셀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게 되어져 있으나 굉장히 한정적인 데이터이다. 하지만 각 국의 파일
들의 출처나 범죄유형, 피해자-가해자와의 관계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해당하는 국가의 열람 허용 범위나 조사 범위/유형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자료의 정도가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각국의
데이터들을 따로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자신이 원하는 정도의 자료를
가진 국가를 찾는데 도움이 되며, 이는 제한되어진 통계의 한계점을 보
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진다. 이러한 목록은 여러 국가의 통
계를 관리하는 것에 있어서도 이후 통합하는 과정에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그림 Ⅲ-1] 참고).
[그림 Ⅲ-1] 친밀한 관계 간 폭력 관련 통계 열람 가능한 국가 목록

출처: Indicator: Available national administrative data on intimate partner violence |
Gender Statistics Database | EIGE. (2018)

본문에서 이와 같은 경로로 확인한 통계자료와 같이, EIGE에서 제공
하는 유럽연합에서의 성차별을 기반으로 한 폭력에 대한 행정 통계 시스
템은 각 국에 해당하는 열람 가능한 행정 통계를 검색하여 따로 개별 확
인 할 수 있게 되어있다. 해당하는 문서가 어떤 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어디까지 열람이 가능한지 설명하고 있으며 해당사이트로 넘어가 다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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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앞서 소개한 영국에서 범죄통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폭력
범죄와 성 범죄의 통계를 확인하려면 아래와 같은 경로를 통할 수 있다.
어떠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영국의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를 포함 하고 있다. 제공된 웹 사이트로
들어가 확인 한 바, 영국에서는 데이터의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 가능하
도록 제공함으로써 더욱 자세한 정보(범죄가 이루어진 장소, 시간, 음주
유무 등)를 확인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는 각 나라마다 제공하는 정도
의 데이터가 다를 것 이므로, 모든 유럽국가가 원 자료를 공개할 것으로
보여 지지는 않는다([그림 Ⅲ-2]와 [그림 Ⅲ-3] 참고).
[그림 Ⅲ-2] EIGE를 통해 열람 할 수 있는 국가의 통계 - 영국

출처: "Focus on: Violent Crime and Sexual Offences (Part of Crime Statistics)", 2013

본래의 웹 사이트나 보고서를 열람하지 않고서도 어느 정도의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유형에 대한 분류를 정리해서 보여주고 있다(하단 [그림
Ⅲ-3] 참고). 예를 들어 친밀한 관계 간의 폭력은 파트너 학대(성적이지

않은), 가족 간의 학대(성적이지 않은) 그리고 누군가에 의한 성폭행이나
스토킹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지며, 가정 폭력 같은 경우 파
트너 학대(성적이지 않은), 가족 간의 학대(성적이지 않은), 그리고 현재
나 이전의 파트너 또는 가족 구성원에 의한 성폭행이나 스토킹이 포함되
어 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Ⅲ-3] EIGE를 통해 열람 할 수 있는 국가의 통계 – 영국 2

출처: "Focus on: Violent Crime and Sexual Offences (Part of Crime Statistics)", 2013

제공된 웹 사이트로 들어가 확인하게 되면, 영국에서는 데이터의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 가능하도록 제공함으로써 더욱 자세한 정보(범죄가 이
루어진 장소, 시간, 음주 유무 등)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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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4] 열람 가능한 영국의 폭력 범죄와 성범죄 2011/12 통계

출처: "Focus on: Violent Crime and Sexual Offences (Part of Crime Statistics)", 2013

본문에서 설명한 또 다른 예시 국가 포르투갈의 경우 EIGE의 웹사이
트 자체에서 제공하는 정보(예로, 어떠한 젠더 관련 범죄를 포함하는지,
데이터를 수집하는 목적, 가해자와 피해자의 세부 정보 범위와 피해자
가해자의 관계 등)를 활용 할 수 있다. 또한 출처가 표기되어있어 링크
를 받아 실제 보고서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확인 할 수 있게 되어져 있었
지만 데이터의 원자료를 제공하지는 않고 있다. 이 경로가 아닌 다른 공
식 포르투갈의 통계 사이트를 통하여 원자료를 제공하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하단 [그림 Ⅲ-5], [그림 Ⅲ-6], [그림
Ⅲ-7] 참고).

[그림 Ⅲ-5] EIGE를 통해 열람 할 수 있는 국가의 통계 – 포르투갈

출처: "Record Related to Attempted Murder and Murdered Women (No official
name)", 2013

아래의 그림은 피해자의 정보 범위와 피해자와 가해자 관계의 범위(배
우자, 이전배우자, 파트너, 이전파트너, 친밀한 관계, 직접적인 자식, 다른
가족 관계, 직접적인 우세자)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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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6] 통계의 관한 세부정보와 데이터 포함여부 1– 피해자의
정보 범위와 피해자 가해자 관계 포함 유무 및 유형

출처: "Record Related to Attempted Murder and Murdered Women (No official
name)", 2013

피해자뿐만 아닌 가해자의 정보 또한 어느 정도의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고, 재범의 유무와 피해자와 가해자 관계가 포함되어있는지 어떠한 유
형이었는지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Ⅲ-7]통계의 관한 세부정보와 데이터 포함여부 2 가해자의
정보 범위, 재범유무와 피해자 가해자 관계 포함 유무 및 유형

출처: "Record Related to Attempted Murder and Murdered Women (No
official name)", 2013

사건관련의 정보 범위 또한 간단하게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코드
시스템은 사용이 되었는지, 사건 관련하여 어떤 정보(날짜/시간, 상해/피
해, 장소 등), 기타 정보 (살인 사건, 살인 미수로 소분류 되어져 각각 어
떤 정보가 기입되어 있는지와 판결 등)에 대하여 간략히 확인 할 수 있
도록 정보가 제공되어져 있다.
[그림 Ⅲ-8] 통계의 관한 세부정보와 데이터 포함여부 3 – 사건관련의
정보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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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Record Related to Attempted Murder and Murdered Women (No official
name)", 2013

이와 같이 유럽연합 국가들의 통합적인 통계뿐만이 아닌 각 국가들의
통계에 대한 정보와 본래의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웹 사이트 또한 제
공하고 있음으로써, 통합되는 과정 내에서 생긴 단점들을 보완하고자 하
는 노력을 볼 수 있다. 더불어 이와 같은 관리를 통하여 유럽 연합 국가
들이 모두 공통된 정보와 체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계속된 검토를 하
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나) EUROSTAT
Eurostat40)은 룩셈부르크에 있는 통계 기관으로써 유럽연합 국가들의
공식 통계를 취합하여 유럽연합 수준의 통계를 국가와 지역별로 비교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통계청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EU 여러 기관에 각종 통계 정보를 제공하고, 통계 기준을 설정
하여 유럽연합 국가들과 가입 후보국, 유럽 자유 무역 연합 가입국가 간
의 통계 방법의 조화를 이루고자하는 것이 이곳의 목적이다. 데이터는
각 국가의 통계청에서 조사 및 분석되어 이곳으로 전달되어지며, 이후
비교 분석을 하는 과정을 거친 뒤 하나의 자료로 취합되어 진다. 다양한
분야의 통계 정보를 발표하고 있고, 유일한 유럽 권역 전체 통계 자료의
제공자로써, 각 국의 통계 데이터 조정과 시스템 표준화하는 역할을 하
고 있다 ([그림 9] 참고).

40) Eurostat 웹사이트는 https://ec.europa.eu/eurostat/web/main/home 이다.

[그림 9] Eurostat-UNODC 데이터 통합 체계
경찰
검찰
법원
교도소

국가적
담당기관

공동 설문

EU
부분

UN
부분

출처: Dupre. (2018). Joint Eurostat-UNODC datacollection:Implementing revised CTS.

따라서 Eurostat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자신이 원하는 키워드를 찾아
검색하여 그와 관련된 통계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자
신이 원하는 포맷의 형태(xls, csv, htm, pc axis, spss, tsv, pdf)로 다운
로드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하였던 원인과 동일한
한계들로 부터 얻을 수 있는 데이터의 정보들은 제한되어있다 (하단에
[그림 10] 참고)

III. 해외 선진국의 젠더폭력 통계 수집․관리 현황 71

[그림 10] Eurostat 데이터 탐색기- 살인 데이터 검색 목록 1

출처: "Search - Eurostat", n.d.

예를 들어 의도적인 살인에서의 피해자-가해자 관계와 그들의 성별에
관한 통계를 유럽연합수준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자료자체는 가족이나
친척, 친밀한 관계와 같이 단순한 분류유형으로 되어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하단 [그림 11] 참고). 이는 통합적으로 취합하는 과정에서 자
료의 정보가 제한적인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 정보의 양이 줄
어드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분류와 유형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자체 데이터를 확인하는 것이 훨씬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 데이터로부터 어느 나라가 어떠한 정보에 대한 수집여
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데이터 자체를 원하는 정보대로 재가공하여
비교 분석 가능하다.

[그림 11] 살인 통계- 피해자와 가해자 관계 및 성별

출처: "Intentional homicide victims by victim-offender relationship
and sex - number and rate for the relevant sex group", 2018

이처럼 유럽연합 국가의 통합적인 분류 체계와 이를 바탕으로 한 통계
자료에는 분명한 한계점이 있다. 그러나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유럽연합
국들의 범죄 통계를 총체적으로 관리 및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시스
템 및 통일된 분류체계,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위한 연구와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지는 바이며, 정확하고 자세하며
신뢰할 수 있는 통계 데이터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제적인 수준의 법적 방안을 모색
하고 있는 것을 보여 진다.

다. 유럽연합 통합 통계의 한계점을 통한 개선방안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유럽연합국들에서 일어나는 여성에 대한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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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강간, 여성 살인, 친밀한 관계 간 폭력과 같은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책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중의 하나인 EIGE의 보고서 ‘데이터 수집을 위한 용어 및 지표
: 강간, 여성적, 친밀한 파트너 폭력’ (Terminology and indicators for
data collection: Rape, femicide and intimate partner violence) (EIGE,
2017)는 유럽연합의 각 국가들이 강간, 여성살인, 그리고 친밀한 관계간
의 폭력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떤 것을 통계적인 면에서 수집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설명하고 있으며, 또한 통합적인 통계 수집을 위한 체계적
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제시하는 등을 보여주고 있다.
반복하여 지적하였듯, 유럽 연합의 각 국가들은 모두 같은 정의를 사
용하거나, 같은 정보를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통합적인 통계를 만들어내
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EIGE는 현존하고 있는 각
국에서의 강간, 여성살인, 그리고 친밀한 관계 간의 폭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획일적인 기준(uniform definition)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 조
사는 이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아 초안을 개발하였으며,
Istanbul Convention, 피해자 권리 지침(The Victims’ Rights Directive)
와 국제표준범죄분류체계(ICCS)의 국제적인 틀에 맞춰 조정되었다. 따라
서 이 기준은 유럽연합의 각 국가들을 통합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부분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 보고서에서 제시
한 강간, 여성살인, 그리고 친밀한 관계 간의 폭력에 대한 통합적인 정의
는 다음과 같다 (하단 <표 Ⅲ-22> 참고).
<표 Ⅲ-22> 강간, 폭력 및 친밀한 파트너 폭력을 측정하기 위한 개발
된 태도 및 지표 개요
폭력 유형
강간

정의
지표
무력, 강압 또는 피해자 18세 이상의 강간 피해
의 취약성을 이용하여, 여성 연간 수
신체나 물체를 사용한
질, 항문, 또는 구강에

여성살인

일반(General)

신체적 폭력
친밀한
관계 간
폭력

성폭력
심리적 폭력

경제적 폭력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성적인 삽입.
친밀한 파트너에 의한
여성의 살해와 여성에게
해를 주는 행위의 결과
로 여성의 죽음. 친밀한
파트너는 가해자가 피해
자와 동일한 거주지를
공유했거나 공유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전
또는 현재 배우자 또는
파트너로 구분
가해자가 피해자와 동일
한 거주지를 공유했거나
공유했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이전 또는 현재 배
우자 또는 파트너 간 발
생하는 신체적, 성적, 심
리적 또는 경제적 폭력
행위
불법적인 물리적 힘의
결과로 파트너 또는 이
전 파트너에게 물리적
피해를 주는 행위나 행
동. 물리적 폭력은 심각
하거나 경미한 폭행, 자
유 박탈과 고살
(manslaughter) 등의 형
태
동의 없이 이루어진 모
든 성적 행위나 행동.
성폭력은 강간과 성폭력
의 형태
파트너 또는 이전 파트
너에게 심리적 피해를
주는 행위나 행동. 심리
적 폭력은 강요, 명예
훼손, 언어 모욕 또는
희롱 등의 형태
파트너에게 경제적 피해
를 주는 행위나 행동.
경제적 폭력은 재산상의
손해, 금융 자원, 교육,
노동시장에 대한 접근
제한, 또는 위자료와 같
이 경제적 책임을 지지

18세 이상의 친밀한 관
계로 부터의 여성 살해
피해자와 18세 이상의
살해 피해자(여성)

행정 기관에 의해 기록
되어진 18세 이상 친밀
한 관계 간 폭력 피해
여성의 연간 수
행정 기관에 의해 기록
되어진 18 세 이상 친밀
한 관계 간 신체적 폭력
피해 여성의 연간 수
행정 기관에 의해 기록
되어진 18세 이상 친밀
한 관계 간 성폭력 피해
여성의 연간 수
행정 기관에 의해 기록
되어진 18세 이상 친밀
한 관계 간 심리적 폭력
피해 여성의 연간 수
행정 기관에 의해 기록
되어진 18세 이상 친밀
한 관계 간 경제적 폭력
피해 여성의 연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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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등의 형태
출처: EIGE, (2017). Terminology and indicators for data collection: Rape, femicide and
intimate partner violence.

이와 같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EIGE는 유럽, 국제 및 회원국의
정의 검토를 진행한 뒤, 강간, 여성살인, 친밀한 관계 간 폭력에 대한
공통 구성 요소(법적 정의를 특징지을 수 있는 특정 요소)들을 선정하였
으며, 이는 국제, 유럽 및 국가 구성요소들과 비교 가능성과 관련성을 기
준으로 채택되었다. 채택된 구성요소들은 자료를 수집하는 보고하는 기
관들을 대상으로 하여 어느 구성요소가 포함되고 불포함 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조사하는 데에 이용되었으며, 이는 앞으로 최소한의 기준을 찾아
통합된 조화로운 표준체계를 개발하는 것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
여진다. (하단 <표 Ⅲ-23> 참고). 이는 분명하지 않은 가정폭력의 정의
로 인해 가정폭력 발생의 근사치를 추정할 수밖에 없는 국내의 실정에도
꼭 필요한 작업으로 생각 되어 진다.
<표 Ⅲ-23> 폭력유형 별 정의에서 채택된 구성요소 목록
§
§
§
§
§
§
§
§
§

강간
물리적 힘, 강압, 또는
속임수의 사용
취약점 활용
비동의
질을 통한 삽입
다른 형태의 삽입(항문,
구강, 그 외)
물체의 사용
다른 신체부위를 이용한
삽입
결혼/친밀한 관계의
강간이 악화되는 상황
강제 불임 수술

§
§

§
§
§
§
§
§
§

여성 살인
고의적 살인
성별을 기반으로 한
행위 및/또는 여성을
살인
파트너/배우자 살인
친밀한 관계 간
폭력으로부터의 죽음
여성 할례로 인한 죽음
안전하지 못한 낙태와
관련된 죽음
명예적 살인
여성 태아
살해(foeticide)
남편이나 시댁으로부터

친밀한 관계 간 폭력

§
§
§
§
§

신체적 폭력
성폭력
심리적 폭력
경제적 폭력
친밀한 관계 간 폭력의
기타 구성 요소

계속된 괴롭힘과
고문으로 인해
살해되거나 자살을
선택한 여성의
사망(Dowry-related
death)
출처: EIGE, (2017). Terminology and indicators for data collection: Rape, femicide and
intimate partner violence.

아래의 표는 강간과 여성 살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유럽연합
및 국제의 여러 기관들이 어떠한 정의를 가지고 있는지 검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최소한의 범위를 확인하고 젠더 상황에 더 민감
한 표준화 된 정의를 찾고자 하는 목적이다. 또한 이로부터 궁극적으로
는 유럽연합 내에서 어떠한 정의를 사용하여 통합적인 관리를 하는 것이
가장 실현 가능성 있는지를 확인함에 있다. 특히 세 곳 외의 모든 기관
이 ‘비동의’에 관한 부분을 강간의 정의 요소로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강간에서 동의에 관한 유무를 묻지 않는 우리나라의 경우와는 두드러지
게 비교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표 Ⅲ-24> 참조).
<표 Ⅲ-24> 강간의 주요 유럽 및 국제 정의 요소 – 기관 별

European
Sourcebook
of
Crime and
Criminal
Justice
Statistics

물리적 힘
물리적 비사용 (예,
질 물체의 다른
힘과
속임수/사
비동의 위협 기, 저항에 성교 이외의 사용 신체부위
삽입
의 사용
사용 대한 요건
없음)
∨

단 무력한
사람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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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UNI)
Eurostat
EU-wide
survey
(FRA)
Istanbul
Convention
(Co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Parliamentar
y Assembly
(CoE)
Statistical
Guidelines
on
Violence
against
Women
(UN)
CEDAW
Committee
World
Health
Organisation
(WHO)
Rome
Statute’s
Elements
of Crimes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
(ICTY)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

∨
∨

∨

∨

∨

∨

암시적

∨

∨

∨

∨

∨

∨

∨

∨

∨

암시적 암시적 암시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암시적 암시적

of Crime for
Statistical
Purposes
(ICCS)
출처: EIGE, (2017). Terminology and indicators for data collection: Rape, femicide and
intimate partner violence.

더불어 여성 살인을 따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통계를 분류하려는 노력
과 친밀한 관계나 이전 파트너로부터 발생된 살인 또는 성폭력이 포함된
살인을 따로 정의하는 점은, 피해자의 성별을 기록하는 것에서 그치거나
피해자가 사망하더라도 젠더폭력(성폭력, 가정폭력) 사건이 살인으로 분
류되지 않는 문제점과는 젠더 기반 폭력의 심각성을 마주하는 자세에서
부터 두드러진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표 Ⅲ-25> 참고).
<표 Ⅲ-25> 여성 살인의 주요 유럽 및 국제 정의 요소 – 기관 별

고
의
적
살
인

European
Parliament
European
Sourcebook

성
별
기
반

∨ ∨

폭
력
의
연
속
성
의
배
경

종속
,
소외
,
위험
의
위치

이전
파트
너나
친밀
한
관계
간
폭력
에
의한
여성
살인

성폭
력이
포함
된
여성
살인

명
예
적
살
인

여성
할례
에
관련
된
죽음

여
성
태
아
살
해

∨

안전
하지
못한
낙태
와
관련
된
죽음

남편이
나
시댁으
로부터
계속된
괴롭힘
과
고문으
로
인해
살해되
거나
자살을
선택한
여성의
사망

∨
III. 해외 선진국의 젠더폭력 통계 수집․관리 현황 79

of Crime
and
Criminal
Justice
Statistics
(HEUNI)
Eurostat
∨
Parliamentar
y
Assembly ∨ ∨ ∨ ∨ ∨
(CoE)
Vienna
Declaration ∨ ∨
∨
∨ ∨ ∨
∨
on Femicide
(UN)
World
Health
∨
Organisation ∨ ∨ ∨ ∨ ∨ ∨ ∨
(WHO)
Special
Rapporteur
on Violence ∨ ∨ ∨ ∨ ∨
∨ ∨ ∨ ∨
∨
against
Women
(UN)
High
Commission
er
∨ ∨
∨ ∨
∨
for Human
Rights (UN)
International
Classificatio
n of Crimes
for
∨
Statistical
Purposes
(ICCS)
출처: EIGE, (2017). Terminology and indicators for data collection: Rape, femicide and
intimate partner violence.

또한 이 보고서에서는 보완되어야 할 개선점을 위해 여러 가지 방법들
을 제안하는데, 특히 Eurostat에서 보다 세부적이면서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유럽연합의 자료 편집과정에 범죄 행동적인 특징을 기
록할 수 있는 ICCS의 범죄 유형 코드를 사용하여 추가적인 범죄유형 정
보들을 포함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하단 <표 Ⅲ-26> 참고). 현재 ICCS
코드의 사용과 각 국가의 코드와 ICCS 코드의 비교가 확실히 진행되어
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어져 있어 통합적으로 통계를 모을 때 어
려움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 지고 있다. 이를 위하여 모든 국가들이
ICCS 코드의 사용과 정리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표 Ⅲ-26> ICCS 범죄유형 코드를 이용한 추가적인 범죄 정보 목록
범죄
ICCS codes
하위요소
과실치사
신체적 폭력 0103
02012 협박 (심각 & 경미한 위협)
0302 성적착취
성폭력 03021 성인 대상 성적착취
03029 기타 성적 착취
02012 위협
괴롭힘(희롱)
친밀한 관계 간 폭력
심리적 폭력 02081
02082 스토킹
0205 강제
020321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해를 끼
행위: 가정 내 강제노동
경제적 폭력 치려는
05022 개인 재산 절도
05042 개인 재산에 대한 손해
요소
0106 불법 낙태죄/ 하위
0108
살인:
불법 여성 태아 살 01081여성
고의적 여성
인
살인
친밀한 관계 0109 기타 살인 및
여성 살인
간 여성살인 치사/죽음을 야기하 01082 고의적 여성
시도
거나 죽음에 이르게 살인
01083 비고의적 여
하려는 행위
성 살인
출처: EIGE, (2017). Terminology and indicators for data collection: Rape, femicide and
범죄 상위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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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imate partner violence.

또한 정의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에서 누락되어있는 피해자-가해자의
관계 정보 수집을 필수화하기 위하여 유럽연합국 내 친밀한 관계 간 폭
력/가정폭력에 관련하여 어떤 관계들(예. 동거인, 이전 동거인, 친밀한 관
계, 가까운 관계, 배우자, 이전 배우자, 파트너, 이전 파트너, 동거 파트
너, 이전 동거 파트너, 동성 파트너, 가족 구성원)을 포함하고 있는지가
조사되었다. 여성 살인과 관련하여서도 범죄유형 분류, 행정기관 기록 수
집 여부, 통계 자료에 분류 방식, 피해자의 성별과 나이, 피해자와 가해
자의 관계들이 비교분석 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41) (<표 Ⅲ
-27>42) 참고).
<표 Ⅲ-27> 유럽연합 가입 국가들의 여성 살인 데이터 이용 가능한
범주 비교 예시 – 12개 국가
유럽
연합
가입
국가

피해자여성 기타 행정
통계 데이터 분류 가능한 의피해자
통계
성별
가해자
살인
범위
데이터
및 나이 관계
살인 (존속살인/태아
살해/독살/분노
예벨기에 아니오 살인 경찰
살인/기타/명시되지
예/예 명시되지
않음)/암살(존속살인/태아
않음
살인/독살/분노살인/기타)
예불가리 아니오
검찰
정보
없음
예/예
명시되지
아
않음
성적
살인/인간관계에
의한
예-친밀
체코 예
경찰 살인/청부 살인/기타 살인 예/예 한 관계
41) 자세한 정보는 EIGE (2017) Terminology and indicators for data collection: Rape, femicide
and intimate partner violence.보고서 내 부록에 첨부되어있는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eige.europa.eu/sites/default/files/documents/ti_pubpdf_mh0116141enn_pdfweb_20171204
114037_0.pdf)
42) 표에서는 13개의 국가만 예시로 보여주었으나 실제 보고서에서는 모든 유럽연합 가입국가의
비교분석이 이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https://eige.europa.eu/sites/default/files/documents/ti_pubpdf_mh0116141enn_pdfweb_20171204
114037_0.pdf)

덴마크 아니오 살인 경찰
독일

예

경찰

프랑스

예

경찰/
검찰

크로아
티아

예

경찰

이탈리
아

예

경찰

리투아
니아

예

경찰

헝가리 아니오

경찰/
검찰

네덜란
드

예

경찰/
검찰

영국

예

경찰

정보 없음
살인미수 포함 살인과
과실치사(manslaughter)
기타 이유로 인한
살인/자발적인 구타
치사(voluntary assault
resulting in death) (경찰);
파트너에 의한 살인(murder
by partner) (검찰)
살인/과실치사(negligent
homicide)/신체 상해/심각한
신체 상해/특히 심각한
신체 상해/살인
미수/부주의로 인한
죽음(causing death
by negligence)
강도 또는 절도에 의한
자발적 살인/자발적인
마피아스타일 살인/공격에
의한 자발적 살인/살인
미수/태아 살인/비고의적
살인(unintentional
homicide)/과실치사(mansla
ughter) /차 사고에 의한
과실치사(manslaughter by
car accident)
살인(murder)/고의
살인(murder in state of
passion)/부주의에 의한
살인(negligent homicide)
살인/과실치사(manslaughte
r)/살인미수/신체 상해로
인한
죽음(경찰);살인/과실치사(
manslaughter)/살인
미수(검찰)
살인(murder)/과실치사(ma
nslaughter) (경찰);
살인(homicide)/살인
미수/과실치사(manslaughte
r)/과실치사 미수(attempted
manslaughter)(검찰)
살인

예/예
예/예

아니오
예친밀한
관계

예/예

예-친밀
한 관계

예/예

예-친밀
한 관계

예/예

예-친밀
한 관계

예/예

예-친밀
한 관계

예/예

예-명시
되지
않음

예/예

예-친밀
한 관계

예/예

예-친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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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관계
완성된 살인(completed
murder),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
과실치사(voluntary and
involuntary manslaughter),
예-명시
스웨덴 아니오 살인 경찰/
태아
살인,
구타로
인한
예/예
되지
검찰
죽음(경찰);
않음
살인(murder)/과실치사(ma
nslaughter)/구타로 인한
치명적 결과(assault with a
lethal outcome) (검찰)
출처: EIGE, (2017). Terminology and indicators for data collection: Rape, femicide and
intimate partner violence.

현재까지 모든 국가들이나 통계기관들이 이와 같은 제안에 동의를 하
거나 따르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있어서 더욱 많은 국가들이 Istanbul
Convention에 가입을 완료하고, 통일된 정의 및 통합적인 분류 시스템을
갖추어 더욱 체계적인 통계 수집을 가능케 하고, 궁극적으로는 젠더 관
련 폭력, 즉 여성에 대한 폭력을 예방 및 근절하기 위한 계속된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앞서 말하였듯이 국내 또한 동일한 젠
더 폭력 범죄에 관하여 경찰과 검찰 간 범죄 수사 기법이나, 처리 현황,
대응정책의 효과성 등을 비교하고 분석하는 것이 체계 시스템적으로 불
가능하게 되어있는 것을 고려하였을 때, 이러한 유럽연합의 움직임은 중
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보여 지며, 새로운 젠더관련 범죄 유형과 정의,
기존의 통계 작정 기준을 재정립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진다.

라. The EU Fundamental Rights Agency (FRA)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 피해자 조사 (EU-wide survey)

배우자로부터 신체적 혹은 성적으로 학대를 받은 전체 여성 중 약 3분
의 1 정도의 여성만 신고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질적으로 일
어나는 폭행에 비해 현저히 낮은 신고율 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게다

가 고소나 신고는 체계적으로 기록되지 않으며, 이와 관련된 데이터들을
유럽 연합국들 간 비교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진다. 문제 해결을 위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및 법적 대응을 반전
시키고 그에 대한 추세와 진행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데이터
가 필수적이다 (European Commission, n.d). 지난 2014년, 유럽연합 기
본권리기구 (EU Fundamental Right Agency, FRA)에서 성차별 기반 폭
력경험에 대하여 42,000명의 여성들과 진행한 인터뷰를 토대로 발표한
첫 번째 유럽연합의 전반적인 조사보고서, ‘EU-wide survey on
women's experiences of violence’는 유럽연합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에 관한 데이터 및 정보수집에 있어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The Policy Department for Citizen's Rights and Constitutional
Affairs for the FEMM Committee, 2016).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유무나
경험에 관련된 일을 밝히는 자체가 현실적으로 힘든 국내의 실정에서는
맞지 않는 것이 사실이나 유럽연합 국가들의 통합적인 통계를 이루어 내
기까지 큰 역할을 한 피해자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 유형
을 분류하고 무엇에 중점을 두었는지 참고하기에 좋은 자료일 것이라고
여겨진다.

1) 자료 수집방법
설문지는 VAW와 관련된 학술 전문가 및 실무자, 정부 대표자, 정책
전문가, 그리고 비전문기구 특별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 차례의 미팅에
걸쳐 제작되었으며, 파일럿 스터디를 먼저 진행하였다. 이후 각 유럽연합
국마다 만 18세 이상 74세 이하인 최소 1500명의 여성이 임의적으로 선
발되었으며, 여성 인터뷰 진행자가 인터뷰 대상자의 자택에서 직접 대면
하여 설문지에 있는 질문을 하고 답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데이
터가 수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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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 수집으로 확인된 범죄 유형
이 조사연구의 경우 앞서 설명한 Istanbul Convention(2011)에서 정의
하고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의 범죄 유형들 중 대부분의 요소를
포함하여 보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 신체적 폭력과
성폭력- 파트너(가정폭력 포함)와 비 파트너 관계유형; 심리적 폭력 –
파트너 관계 유형; 세 번째, 스토킹과 성희롱 – 사이버 괴롭힘(희롱)
포함. 이 외에도 신체적 폭력과 성폭력으로 인한 결과, 어린 시절의 폭력
경험, 피해의 공포와 그로인한 영향, 15세 이후로 부터의 경험과 서베이
를 하기 12개월 이전 동안의 경험, 그리고 폭력과 관련된 태도와 인식에
대한 결과가 보고되어져 있다. Istanbul Convention(2011)에서는 명시되
어져 있는 항목 두 가지, 인신매매, 여성의 삶에 악영향을 미치는 전통적
/문화적 관습(여성 할례, 명예적 범죄, 강제결혼 포함)가 이 보고서에서
는 제외되어져 있는 이유는 유럽연합의 현재 제정법과 정책들이 국경을
초월하는 성격을 내포한 이와 같은 폭력을 다루는데 훨씬 더 초점을 맞
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European Union Agency for
Fundamental Rights, 2014).
3) 통계의 세분화
가) 신체적 또는 성폭력
신체적 또는 성폭력을 당한 여성들이 그들의 경험에 대해 설명한 것을
보고하고 있다. 어떠한 신체적/성적 폭력 형태를 경험하였는지, 가해자와
의 관계는 어떠한지, 또는 친밀한 관계 간의 폭력은 따로 분류하여 보고
하여 더욱 자세한 통계 정보를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어, 만 15세 이후
파트너나 타인에게 다양한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여성의 통계를 보면 피
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現/前파트너, 파트너가 아닌 사람, 모든 유형의
파트너 및/또는 非파트너)는 비교적 상세하게 적혀있지 않은 것으로 보

이나, 신체적 폭력 유형(밀침/떠밈, 손으로 내리침, 무언가를 집어던짐,
화상, 머리카락을 쥐거나 당김, 머리를 무언가로 때림, 주먹/둔탁한 물체
로 때리거나 발로 참 등)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반복된 피해경험이 있는 여성들을 위하여 몇 가지의 유형들을 경험 했는
지에 대한 항목이 있으며 중복되는 항목들이 있는지를 확인하나, 어떤
유형들이 중복되었는지는 알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Ⅲ
-28> 참고).
<표 Ⅲ-28> 만 15세 이후, 파트너나 타인에게 다양한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여성 통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현재의 파트너
과거의 파트너
파트너가 아닌 사람
모든 유형의 파트너 및/또는
비파트너

신체적 폭력 유형
밀침/떠밈
손으로 내리침
무언가를 집어던짐
화상
머리카락을 쥐거나 당김
머리를 무언가로 때림
주먹/둔탁한 물체로 때리거나 발로 참
잘리거나, 찔리거나 총에 쏘임
숨이 막히게 하거나 목을 조름
위의 항목 중 그 어느 것도 아님
위의 항목 중 밀침/떠밈을 제외하고
그 어느 것도 아님
출처: FRA gender-based violence against women survey data set, 2012
§
§
§
§

§
§
§
§
§
§
§
§
§
§
§

또한 만 15세 이후 파트너 및 타인에게 성폭력을 경험한 여성의 통계
를 보면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現/前파트너, 모든 파트너(현재 및 과
거), 非파트너, 모든 파트너 및/또는 非파트너)는 비교적 간단한 관계 묘
사가 되어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성폭력 행위 유형(강제적인 성관
계, 강제적인 성관계 시도, 자신의 의지와 반대된 성관계, 어떤 일이 일
어날지 모르는 상황으로 인한 동의 이후 성관계)은 만 15세 이후의 사건
과 12개월 이내의 사건 분류되어져 보고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표
Ⅲ-29>43) 참고). 이는 어떠한 관계로부터 어떤 유형의 성폭력을 많이 경
험하게 되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여성에게 가해질 수 있는 피해 상황을 더
43) 만 15세 이후의 사건과 12개월 이내의 사건 분류하여 보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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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기여를 하는 자료가 되고 있다.
<표 Ⅲ-29> 만 15세 이후 파트너 및 타인에게 성폭력을 경험한 여성 통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성폭력 유형
현재의 파트너
§ 강제적인 성관계
과거의 파트너
§ 강제적인 성관계 시도
모든 파트너(현재 및
§ 자신의 의지와 반대된 성관계
과거)
§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으로
§ 비 파트너
인한 동의 이후 성관계
§ 모든 파트너 및/또는
비파트너
출처: FRA gender-based violence against women survey data set, 2012
§
§
§

더불어 친밀한 관계 간에서의 폭력 경험을 따로 분류하여 보고하고 있
다. 통계에 따르면 동거의 여부, 임신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여성들은 친
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도 폭력위험에 노출되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파트너에게 신체적/성적 폭력을 경험한 여성들 중 사건이 일어
난 시점 동거여부에 관한 통계에선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현재의 파트
너, 과거의 파트너)로 분류하여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Ⅲ
-30> 참고).
<표 Ⅲ-30> 파트너에게 신체적/성적 폭력을 경험한 여성들 중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난 시점 동거여부 통계
동거의 여부
피해자와의 관계
동거 중
§ 현재의 파트너
비 동거 중
§ 과거의 파트너
무응답
출처: FRA gender-based violence against women survey data set, 2012
§
§
§

더불어 폭력적인 파트너와 만나는 중 임신 여부와 그 당시 폭력을 행
사하였는지에 대한 통계에선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現/前파트너)로 분
류되어 나타나 있다. (하단 <표 Ⅲ-31>44) 참고).
44)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현재의 파트너, 과거의 파트너)

<표 Ⅲ-31> 폭력적인 파트너와 만나는 중 임신 여부와 폭력성 통계
임신을 한 상황에서의 폭력성
임신 중 파트너의 폭력
임신 중 파트너의 폭력 없음
무응답
출처: FRA gender-based violence against women survey data set, 2012
§
§
§

現/前파트너가 아닌 사람으로 부터의 신체적/성적 폭력 가해자의 성별
(남성, 여성, 모두, 비응답)은 최소한의 정보(가해자의 성별)로 분류 되어
져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표 Ⅲ-32> 참고).
<표 Ⅲ-32> 15세 이후, 현재나 과거의 파트너가 아닌 사람으로 부터의
신체적/성적 폭력 가해자의 성별
가해자의 성별
§ 남성
§ 여성
§ 양 성별 모두
§ 무응답
출처: FRA gender-based violence against women survey data set, 2012

6세 이후 경험한 폭력의 유형에 따라 파트너가 아닌 가해자의 유형(보
스/상사, 동료, 고객/환자, 선생님/코치/트레이너, 학생 등)과 피해 장소
(본인의 집, 다른 집/아파트, 이외의 거주지, 학교/직장, 카페/레스토랑/펍
/클럽/디스코, 상점, 차 등)는 상세하게 나타내어 어느 특정한 가해자에
의해서나, 특정한 장소에만 국한되어 폭행이 발생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표 Ⅲ-33>45) 참고).
<표 Ⅲ-33> 非파트너 폭력 가해자의 유형과 피해 장소
§
§
§

가해자의 유형
상사/관리자
직장 동료/ 협력자
의뢰인/고객/환자

§
§
§

피해 장소
본인의 집
다른 집/아파트
이외의 거주지

45) 폭력 유형(신체적 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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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선생님/트레이너/코치
다른 학생/ 동료 학생
의사/의료계 종사자
친척/ 가족 구성원(파트너가 아닌)
친구/지인
아는 다른 사람
모르는 다른 사람

학교/직장
카페/레스토랑/펍/클럽/디스코
가게
차안
대중교통수단 안
다른 실내장소
길가, 광장, 주차장, 또는 다른
공공장소
§ 공원, 숲속
§ 다른 외부장소
§
§
§
§
§
§
§

출처: FRA gender-based violence against women survey data set, 2012

나) 심리적 폭력행위
심리적 폭력 유형(제어 행위, 학대적 행위, 경제적 폭력, 블랙메일/자녀
폭행 등) 큰 항목으로 구분되어져 자세한 세부 내용으로 다시 소분류 되
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더불어 현재 파트너로부터 심리적 폭행을 입은
경우의 통계는 가해자와의 관계 모습 (경제권)이나 가해자의 성향 (음주
성향, 폭력성)을 확인함으로써 친밀한 관계 간에서 발생되는 심리적 폭
력에 대한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표 Ⅲ-34>46) 참고).
<표 Ⅲ-34> 현재의 파트너에게 심리적 폭행을 경험한 여성의
가해자와의 관계와 성향
가해자의 성향
당신은
가계
수입의
사용에
관하여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느끼는가
47)
§ 당신의 파트너는 얼마나 종종 술에 취할만큼 술을 마시는가 48)
§ 당신의 파트너는 가족 외의 사람에게 신체적으로 폭력적이었던 적이 단 한번
이라도 있었는가49)
출처: FRA gender-based violence against women survey data set, 2012
§

46) 현재의 파트너에게서 심리적 폭행을 받았는지에 대한 여부(예, 아니오)
47) 문항 예시(예, 아니오)
48)
예시(음주 안함/취할만큼 마시지 않음, 두달에 한번 또는 그 이하, 한달에 한번
또는문항
그 이상)
49) 문항 예시(예, 아니오)

다) 성희롱
다양한 유형의 성희롱 유형(부적절한 시선, 수치심을 자극하는 신체
외형적 평가, 성적인 제안이나 농담 등) 와 피해자에 대한 정보(피해 당
시 나이, 교육수준, 직업 등)를 따로 조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Ⅲ-35>50), <표 Ⅲ-36> 참고). 어떠한 특징을 가진 피해자들에게
피해가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표 Ⅲ-35> 지난 12개월 동안 성희롱을 받은 횟수와 유형

성희롱 유형
§ 위협을 느낄 만큼의 부적절한 응시 또는 곁눈질
§ 불쾌할 만큼의 외형적 특징에 관한 성적인 코멘트
§ 불쾌할 만큼의 성적으로 선정적인 코멘트 또는 농담
§ 불쾌할 만큼의 사생활에 관한 거슬리는 질문
§ 반갑지않은 접촉, 껴안음, 또는 키스
§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 네트워크 웹사이트나, 인터넷 채팅방에서의
§ 부적절한 진행
§ 불쾌할 만큼의 원치 않는 성적으로 노골적인 이메일 또는 문자
§ 메세지
§ 누군가가 자기 자신을 외설적으로 당신에게 노출시킴
§ 누군가가 성적으로 노골적인 그림, 사진 또는 선물을 보여주거나
§ 보냄으로써 불쾌감을 느낌
§ 당신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성인 음란물을 보게 함
출처: FRA gender-based violence against women survey data set, 2012

<표 Ⅲ-36> 다양한 유형의 심리적 파트너 폭행을 당한 여성 통계
§
§
§
§
§

제어 행위
일반적 관심을 넘어서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하여
알고자 함
그녀가 다른 남자/여자와
이야기하면 화를 냄

§
§
§
§
§

학대적 행위
가족의 재정문제와 개인적으로
쇼핑하는 것을 막음
사적으로 그녀를 과소평가하거나
굴욕감을 주는 것
공적으로 그녀를 과소평가하거나

50) 문항 예시(6회 이상, 2-5회,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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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욕감을 주는 것
고의적으로 그녀를 겁주고
§
§ 위협하기 위한 행동하는 것
§
§ 신체적으로 상처 주겠다고
§ 위협하는 것
§ 집 밖을 나가는 것 금하고, 차키를
§ 빼앗거나 가두는 것
§ 그녀가 아끼는 누군가를 죽이거나
§ 상처 주겠다고 위협하는 것
§ 그녀가 원치 않음에도 성인 음란물을 보
게 하는 것
경제적 폭력
블랙메일/ 자녀 폭행
§ 가족의 재정문제와 개인적으로 쇼 § 자녀를 그녀로부터 빼앗겠다는 위협
핑하는것을 막음
§ 자녀를 아프게함
§ 집 밖에서 일하는 것을 금지함
§ 자녀를 아프게 하겠다는 위협
출처: FRA gender-based violence against women survey data set, 2012
§
§

그녀가 바람을 피웠을 것이라
의심하기 시작함
그녀가 친구를 만나지 못하게 함
그녀가 가족이나 친척과 연락하는
것을 제지함

§
§

아래의 표와 같이 피해자가 인터뷰를 하기 12개월 이전의 직업군 또
한 굉장히 세분화하여 조사하는 것으로 보여 지며, 이는 어떤 직업군으
로부터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는지, 또는 어떤 지위를 가진 피해자가 있
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다.
<표 Ⅲ-37> 인터뷰하기 12개월 이전, 15세 이후의 총 성희롱 피해자의
직업군
피해자의 직업
최고 관리층, 책임자 또는 최고 경영진 (상무이사, 또는 다른 책임자)
전문직 (변호사, 의사, 회계사, 건축가 등)
중간 관리층 (부서 책임자, 기술자, 선생님)
경영주, 회사 소유주 (온전한 또는 동업자)
감독관
고용직; 사무직이 아닌 서비스직(병원, 레스토랑, 경찰, 소방대 등)
고용직; 사무직이 아닌 이동직(영업사원, 운전사 등)
고용직; 사무직
가게 주인, 기능 보유자, 그 외의 자영업자
그 외(특별한 기술이 없는 육체적 노동자/ 종업원)
숙련된 육체 노동자
보수를 받는 일은 한 적 없음
농부, 어부
출처: FRA gender-based violence against women survey data set, 2012
§
§
§
§
§
§
§
§
§
§
§
§
§

15세 이후 성희롱 피해 경험 통계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현재
파트너, 과거 파트너, 직장 내에서의 관계, 학교에서의 관계, 친척 및 가
족, 연인, 친구,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과 성희롱의 유형(원치 않는 접
촉/끌어안음/키스, 부적절한 시선, 성적인 발언/농담, 성적인 사진/그림/
선물을 보내는 등)으로 분류하여 조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Ⅲ-38>51)).
<표 Ⅲ-38> 15세 이후 성희롱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와 유형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현재의 파트너
이전의 파트너
고용 직장에서의 누군가
학교에서의 누군가
친척, 가족 구성원
연인
친구
아는 누군가
모르는 사람
출처: FRA gender-based violence against women survey data set, 2012
§
§
§
§
§
§
§
§
§

라) 어린 시절의 폭력 경험
15세 이전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여성들의 통계는 가해자와의 관
계(아버지, 의붓 또는 양아버지, 남성 친인척, 남성 선생님/의사/성직자,
남성 친구, 남성 이웃, 모르는 남성, 이하 여성 또한 동일)와 가해자의
성별(여성, 남성)에 따라 구분이 되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나나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의 경우 앞서와 같이 겹치는 항목이 많은 것을 볼 수 있
다(<표 Ⅲ-39>52) 참고).
51) 성희롱 유형(위협을 느낄 만큼의 부적절한 응시 또는 곁눈질, 불쾌할 만큼의 외형 특징에 관
한 성적인 코멘트, 불쾌할 만큼의 성적으로 선정적인 코멘트 또는 농담, 불쾌할 만큼의 사생활에
관한 거슬리는 질문, 반갑지않은 접촉, 껴안음, 또는 키스,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 네트워크 웹사이
트나, 인터넷 채팅방에서의 부적절한 진행, 불쾌할 만큼의 원치않는 성적으로 노골적인 이메일 또
는 문자 메세지, 누군가가 자기자신을 외설적으로 당신에게 노출시킴, 누군가가 성적으로 노골적인
그림, 사진 또는 선물을 보여주거나 보냄으로써 불쾌감을 느낌, 당신이 원치않음에도 불구하고 누
군가가 성인 음란물을 보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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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39> 15세 이전 폭력 경험이 있는 여성 통계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아버지
§ 어머니
의붓- 또는 양아버지
§ 의붓- 또는 양어머니
남성 친척
§ 여성 친척
남성 선생님, 의사, 성직자
§ 여성 선생님, 의사, 성직자
남성 친구
§ 다른 여성
남성 지인, 이웃
모르는 남성
출처: FRA gender-based violence against women survey data set, 2012
§
§
§
§
§
§
§

4) 이외의 피해자조사
앞서 소개하였던 FRA로 부터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 서베이는
유럽연합의 통합적인 첫 번째 서베이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였지
만 이후 진행된 다양한 조사(예, EIGE의 양성 평등 지표 조사, FRA의
유럽연합 내 여성의 인권 보고서: 성차별, 성적 혐오표현, 여성에 대한
성 기반 폭력, 유럽안보 협력기구(OSCE)의 여성의 복지와 안전관련 서
베이 등)에도 이용되어지면서 앞으로의 조사를 위한 기반을 다지는데도
도움이 되었다. 특히 OSCE의 여성 복지와 안전관련 서베이에서는 FRA
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 서베이에서 사용한 설문지와 연구방법을 사
용하여 남동 유럽권과 동부유럽 내 분쟁과 분쟁 후의 상황에서 폭력에
대한 여성의 경험과 희생자들의 상황에 관한 결과 조사를 진행하고 있
다. 아직 이 프로젝트는 진행 중에 있어 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는 아
직 발표되지는 않았으나 분쟁 중에서의 여성에 대한 폭력에 초점을 맞추
어 결과분석 보고서가 작성되어질 것이며, 이와 관련된 정책 개발이나
Istanbul Convention 보고서를 위한 도움이 되어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
다 (OSCE, n.d.).

52) 폭력의 유형(신체적 폭력, 성폭력, 심리적 폭력)

5) 정보 열람 가능 범주와 경로
가) The EU Fundamental Rights Agency (FRA)
웹사이트53)에서 설문지 질문 항목별로 구분하여 유럽연합국들끼리 비
교하거나 특정한 나라로 설정하여 볼 수 있도록 설정 되어있으나, 여러
국가들에서 진행된 데이터를 한 곳으로 모아 분석하게 되어 데이터 자체
가 한정적인 것으로 보여 진다. 하지만 각 국으로부터 해당 질문마다 한
응답들을 모아놓은 자료를 엑셀 파일로 제공하고 있어 쉽게 다운로드 및
재가공 할 수 있다 ([그림 12] 참고).
[그림 12] FRA 웹사이트, 서베이 데이터 탐색기

출처: "Survey on violence against women in EU (2012)", 2014
53)웹사이트(https://fra.europa.eu/en/publications-and-resources/data-and-maps/survey-data-expl
orer-violence-against-women-survey?mdq1=dataset)로 들어가면 서베이 데이터를 재가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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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결론 및 제언

유럽연합의 범죄 통계 경우 각각의 유럽연합 가입 국가들이 범죄에 대
한 정의와 수집 방법, 통계 체제 등 모두 다른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연합의 통합적인 통계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체적인 한계점으로 인하여 통계 면에서 제한점이 생기고 누락되는 데
이터들이 많은 것으로 보여 지고 있다. 예를 들어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
계가 최소한의 분류로만 분류되어지고 있는 점을 한가지로 들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각국의 범죄 통계를 통합적으로
관리 및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과 통일된 분류체계 등을 개발
하며,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기관을 발전시키기 위한 계속된 연구
와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사건중심이 아닌 법률중심으로 이루어져있는
국내 상황에서는 통계적인 부분, 특히 젠더 관련 범죄에서 누락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지는 바 유럽연합이 범죄 통합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유형의 손실을 막기 위하여 어떤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지 재확인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첫째, 유럽연합은 이스탄불 협약(2011)통하여 다양한 범죄 유형의 ‘여
성에 대한 폭력’을 정의함으로써 젠더 관련 범죄(예. 가정폭력, 성폭행,
인신매매, 심리적/감정적 학대 및 스토킹, 사이버 상의 범죄, 신체적 폭
행, 관습적 범죄 등)를 따로 분류하고 그에 대한 심각성과 제재의 필요
성을 재 환기 시키고 있다. 현재 모든 유럽연합 가입국가들의 서명을 목
표로 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체계적인 데이터 수집 방법과 분류 체계,
통계 수집의 획일화를 이루고자 함에 있다. 국내 같은 경우 형법 조문에
기반 된 통계 분류로 인해 젠더 폭력에 의한 범죄 피해 발생이나 피해
현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것에 반해 유럽연합의 경우 자체적으로 따로 분
류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통계를 산출하기 때문에 젠더 관련 범죄의 심
각성을 파악하거나 실질적인 피해 현황을 조사하는데 있어 훨씬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Eurostat 같은 경우 유럽연합의 통계청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유럽연합 여러 기관에 각종 통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
며, 그에 따른 기준을 설정하여 유럽연합 국가 간의 통계 방법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분석되어진 각 국가의
통계를 전달받아 비교 분석을 하는 과정을 거친 뒤 하나의 자료로 취합
하여 제공 및 발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유일한 유럽 권역 전체 통계청
으로 각 국의 통계 데이터 조정과 시스템을 표준화하는 일을 하고 있다.
하지만 모두 제 각각의 수집 및 분류 방식과 정의를 사용하고 있는 현재
의 상황으로 인해 통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분류 유형
이 간소화 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어 진다.
이를 위하여 Eurostat-UNODC의 협력을 통하여 데이터 품질을 향상시
키고 중복을 줄이고자 함에 있으며, 유엔 범죄 동향 조사 및 형사 사법
제도(UN-CTS), 국제 범죄 분류(ICCS)와 일치하여 각 유럽연합 가입 국
가들로부터 공식 통계를 수집 및 취합하여 유럽연합 수준의 통계를 국가
와 지역별로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서 강조하였듯, 국내 또한
동일한 젠더 폭력 범죄에 관하여 경찰과 검찰 간 범죄 수사 기법이나,
처리 현황, 대응정책의 효과성 등을 비교하고 분석하는 것이 체계적인
시스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있다. 또한 이로 인해 젠더 폭력 범죄의
통계가 누락되거나 사건의 심각성이 줄어들며, 범죄 발생과 피해 현황을
명확히 확인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또한 새
로운 젠더관련 범죄유형의 통계 항목을 신설하거나, 기존의 통계 작성
기준이나 범죄 유형의 정의 등을 일관성 있도록 재정립하는 작업이 반드
시 도입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셋째, 앞서 설명한 누락되는 데이터의 손실을 막기 위하여 각 유럽연
합 가입 국가마다 젠더 관련 폭력, 특히 여성에 대한 폭력(강간, 여성 살
인, 친밀한 간계 간 폭력)에 대하여 어떤 정의 및 구성요건을 사용하고
어떤 방식으로 데이터 수집과 분류를 하는지 비교 분석을 하여 획일화
시키려는 과정에 있다. 이 과정을 통하여 최소한의 기준을 찾아 통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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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로운 표준체계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러 유럽 및 국
제기관의 경우 거의 모든 기관이 ‘비동의’에 관한 부분을 강간의 정의 요
소로 포함하고 있었는데, 이는 강간에서 동의에 관한 유무를 묻지 않는
우리나라의 경우와는 두드러지게 비교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었다. 또
한 여성 살인을 따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통계를 분류하려는 노력과 친밀
한 관계나 이전 파트너로부터 발생된 살인 또는 성폭력이 포함된 살인을
따로 정의하고 있는 부분은, 피해자의 성별을 기록하는 것에서 그치거나
피해자가 사망하더라도 젠더폭력(성폭력, 가정폭력) 사건이 살인으로 분
류되지 않는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는 국내 실정과는 젠더 기반 폭력의
심각성을 마주하는 자세에서부터 두드러진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더불어 Eurostat에서 보다 세부적이면서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
하여 유럽연합의 자료 편집과정에 ICCS 코드의 사용을 권장함으로써 범
죄 행동적인 특징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여 추가적인 범죄유형 정보들을
포함되어지도록 하고 있다. 현재 ICCS 코드의 사용과 각 국가의 코드와
ICCS 코드의 비교가 확실히 진행되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어져
있어 통합적으로 통계를 모을 때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 지고
있어 모든 가입 국가들이 ICCS 코드의 사용과 정리를 강화할 것을 요
구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통합된 통계가 더욱 정확하고 자세하며
신뢰가 높은 데이터를 포함하여 이에 대한 범죄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
고, 궁극적으로는 다양한 방식으로 발생하고 있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제적 수준의 법적 방안을 모색하
려는 움직임으로 보여 진다.
넷째, 통합되는 과정에서 많이 손실되는 부분은 피해자-가해자 관계
유형의 데이터였지만 따로 제공 되어지는 각 국가의 데이터를 확인하였
을 때, 우리나라와 비교할 경우 굉장히 세분화 하여 분류하는 것으로 확
인되어 졌다. 예를 들어 영국의 ‘친밀한 관계 간의 폭력으로 인한 살인데
이터’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유형이 친밀한 관계는 ‘불륜관계,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실혼관계, 동거자, 배우자, 전남자친구, 전여자친

구, 전배우자, 전사실혼관계, 전동거자‘로 자세히 구분되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배우자나 동거자를 따로 분리하고 있지 않는
우리나라와는 크게 비교되는 부분이었다. 또한 이것은 가정폭력에 의한
살인에 대한 인식을 적극 반영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범
주가 불분명하여 다양한 형태의 인간관계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우리
나라의 젠더폭력 관련 통계와는 현저히 다른 부분이다. 또한 포르투갈의
살인미수와 살해당한 여성에 대한 통계를 확인하면 이전의 배우자/파트
너, 연인관계 또는 특수한 경우의 유형을 포함하여 구분하고 있었으며
이는 배우자와 파트너 관계 자체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와 비교
하였을 때 굉장히 세분화하여 가정폭력을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이처럼 세분화 되어진 데이터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누실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각 유럽연합 가입 국가들이 친밀한 관계 간 폭력/가정폭력
또는 여성 살인과 관련하여 범죄 유형 분류, 행정기관 기록 수집 여부,
통계 자료에 분류 방식, 피해자의 성별과 나이,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를 비교하고 분석하여 통합시키려는 노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지고
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통계는 수사 방식에서부터 피해자 보호까
지 다양한 곳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자료이다. 따라서 피해자와 가해
자의 관계 유형 수집에 있어 굉장히 한정적인 국내 수사기관 통계 시스
템 또한 반드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4. 일본 『범죄통계』의 통계 항목 및 관리 방식
일본의 범죄통계는 형사사법절차의 흐름 및 각 기관의 역할에 따라 자
료가 수집·관리 되고 있는데 전체적인 생산, 관리구조는 한국의 형사사
법기관의 그것과 매우 유사하다. 이는 한국의 범죄통계 생산, 관리체계
1962년 일본 경찰의 범죄통계원표 수집 체계를 참고로 하여 구축되었기
때문이다(김은경 외, 2015). 일본에서 공표되는 공식 범죄통계는 『경찰
통계』, 『검찰통계』, 『교정통계』, 『보호통계, 『사법통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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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통계는 경찰청에서 주관하나, 검찰통계·교정통계·보호통계 등은 법무
성54)이 주관하고 있으며, 사법통계는 최고재판소에서 공표하고 있다. 일
본, 특히 경찰청의 범죄 통계 수집 방법 및 수집 내용을 확인하여 우리
나라 범죄 통계와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분석하고, 국내의 범죄 통계의
개선방안을 고찰하고자 한다.
앞서 언급 했듯이 일본 법무성에서는 검찰통계, 교정통계, 소년교정통
계, 보호통계, 사법통계 등 총 12종의 통계를 작성하여 월보 및 연보의
형태로 공개하고 있다. 이 중 가장 대표적인 형사사법기관의 범죄통계인
일본 경찰청 「범죄통계」는 월보 및 연보의 형식으로 주기적으로 공개
되고 있는데 ‘범죄통계세칙’의 규정에 따라 전국 지방 경찰본부에서 보고
된 범죄통계원표의 수집항목 분석을 담고 있다55).
기본적으로 일본은 경찰법, 범죄통계규칙, 범죄통계세칙, 각 지방 경찰
의 훈련 내지 예규에서 경찰통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경찰법(1964
년 6월 8일 제정 법률 제162호)에 규정되어 있는 경찰 조직 임무를 살펴
보면, 경찰법 제5조 제 1항에서 ‘국가 공안위원회는 국가 공안에 관한 경
찰운영을 관장하고, 경찰교육, 경찰통신, 정보기술의 해석, 범죄감식, 범
죄 통계 및 경찰장비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며, 또한 경찰행정에 관한 조
정을 행하여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유
지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덧붙여 『범죄통
계』에 관한 사무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 공안위원회가 경찰청을 관리하
54) 국내의 법무부를 뜻한다.
55) 일본 경찰청에서는 「범죄통계」외에 범죄에 대한 현황과 정책적 대응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찰백서 와 범죄백서 도 발행하고 있다. 경찰백서 는 경찰청내의 각 부국에서 작성
한 것을 국가공안위원회와 경찰청이 공동으로 편찬하며, 범죄백서 는 법무성과 다른 기관에
서 자료를 받아 법무성 법무종합연구소 연구부가 편집하여 발간한다. 경찰백서 와 범죄백서
는 매년 사회적 이슈가 되는 범죄나 그에 대한 정책으로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범죄통계서
라기 보다는 범죄동향과 범죄자 또는 피해자의 처우를 제시하고, 그에 대한 수사기관이나 행
정기관의 대책이나 정책 등을 소개하는 관보의 성격을 가진다(김은경 외, 2015).

도록 지정한 규칙이 있다(제5조 제4항 제21호). 일본 경찰청의 『범죄통
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범죄통계규칙(1965년 9월 16일 제정 국가
공안위원회 규칙 제4호)과 범죄통계세칙(1971년 10월 6일 제정 경찰청
훈령 1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통계용어의 정의(제2조), 원표의 종류
및 작성(제3조, 제4조, 제5조), 범죄건수의 결정 기준(제6조), 원표의 작성
자(제7조) 및 심사(제8조), 원표의 송부(제9조) 및 보고(제10조), 원표 및
부책의 보존(제11조), 경찰청의 처리 등이 이에 포함된다.
한국 경찰청의 범죄통계원표는 발생, 검거, 피의자 원표의 3종으로 구
성되는 반면, 일본은 총 12 종의 원표가 존재한다. 일본통계세칙 제3조에
서 12종 범죄통계원표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는데 크게 사건표와 피의자
표로 나누어진다. 사건표는 형법범인지정보표, 형법범검거정보표, 특별법
범검거정보표, 교통사고사건인지·검거표, 뺑소니사건검거표, 교통법령위
반사건건거표 및 압수물건정보표 등 7종의 통계표를 포함하는 반면, 피
의자표는 형법범피의자정보표(성인), 형법범피의자정보표(소년), 특별법
번피의자정보표, 약물관계피의자보조표 및 타기관이송피의자보조표 등 4
종의 통계표를 포함한다.
일본 경찰청에서 발간한 범죄통계 책자인 평성 29년 범죄56)에 따르
면, 일본 경찰청은 죄명을 형법범과 특별법범으로 나누어 관리하는 이분
법적 통계 분류체계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의 검찰청에서 사용하
는 것과 동일한 분류방식이라 할 수 있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5). 형
법범은 다시 흉악범, 폭력범, 절도범, 지능범 및 풍속범 등 5종의 중분류
로 나누어지는데 이중 흉악법은 살인(살인죄, 영아살해죄, 살인예비죄,
자살관여·동의살인죄), 강도(강도살인죄, 강도살해죄, 강도강간죄,강도·준
강도죄), 방화 및 강간을 포함하고, 폭력범은 흉기준비집합, 폭행, 상해
(상해죄, 상해치사죄), 협박 및 공갈죄를 포함하며, 풍속범은 도박과 음란
56) 일본 경찰청에서 발간하는 공식 범죄 통계 책자의 제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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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음란죄, 공연음란죄,음란물반포등죄)죄를 포함한다. 이밖에 기타 형
법범에는 과실상해죄, 과실치사죄, 유기죄, 체포감금죄, 약취유괴·인신매
매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이 포함되어 있다.
<표 Ⅲ-40> 일본 경찰청 평성 29년 범죄 의 통계(형법범 대 특별법
범) 수집내용
형법범

특별법범

교통범죄
소년범죄

총괄
인지현황
검거현황
범죄피해현황

수집내용
인지의 단서, 발생시간대, 발생요일, 발생장소등
검거활동(공범형태, 피의자 특정의 단서, 신병조치), 범
행의 광역성 등(도주시 교통수단, 범행 부현의수), 범
행공용물, 동기∙원인등(직접동기, 원인, 정신장애등의
유무), 피의자 신상(직업, 연령,성별), 전과등(전회처분,
전과수)
피해재물(피해품, 피해액, 피해회복액), 피해자(사상, 연
령, 성별, 피의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총괄
선거위반
경범죄∙소폭력
풍속관련사범
매춘범죄
총포/도검류소지등 단속법
화약류단속법
환경관련사범
출자 수입, 예수금 및 금리등의 단속에 관한 법률(출자법)
관세법∙외국환 및 외국무역 관리법
약물사법
외국인등록법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택지건물거래업법
죄종, 위반형태, 차종, 뺑소니 사건의 도주 동기
연령, 학식, 전회 처분, 비행장소, 동기 ․ 원인, 보호
범죄소년
자 태도
촉법소년
복지범죄 등 연령, 학식, 비행장소, 동기 ․ 원인, 보호자 태도
소년 복지를 해하는 범죄, 조례 위반
지위, 계열, 연령, 전과 수

폭력단범
죄
공무원범
소속
죄

외국인범 국적, 내일외국인
죄
도난의 피해 회복건수, 회복률, 보호취급현황, 행방불명자, 자살자,
기타 차량
인구
출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5).

1) 일본 경찰청 통계 중 특정죄종별 사상별 피해자 수
젠더폭력 통계와 관련하여 일본 경찰청의 통계 수집 항목 중 주목해야
할 부분은 피해자 통계이다. 국내 경찰청 범죄통계의 경우 피해자 성별
에 따른 신체피해 통계를 제공하고 있으나 살인, 강도, 성폭력(강간, 강
제추행), 폭행, 상해 등 특정 범죄 대분류 유형에만 제한되어 있으며, 피
해의 정도도 사망 또는 상해 두 분류로만 나누어져 있다. 즉 상세 죄명
에 따른 피해자 성별, 연령, 피해정도를 확인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일
본 경찰청의 경우 보다 자세하게 피해자 및 피해정도 통계를 제공하는
데, 죄종과 사상자별 피해자수, 죄종별 피해자의 연령, 죄종별 피해자 성
별, 피해자의 직업별 범죄발생건수,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별 검거건수,
피해자의 세대구성별 인지건수를 등이 이에 해당한다. 아래의 <표 Ⅲ
-41>를 통해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사망, 중상, 경상 등 좀 더 세분화 되
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Ⅲ-41> 일본 경찰청 통계 중 특정죄종별 사상별 피해자 수

총수
사자(死子) 중상자(重傷者) 경상자(輕傷者)
죄종
전체 여성 전체 여성 전체 여성 전체 여성
형법범 총수 27,490 10,162 710 281 2,644 868 24,136 9,013
살인죄
850 359 290 160 210
66 350 122
영아살해
9
6
8
6
1
자살관여·동의살인
12
10
8
7
4
3
죄
강도살인죄
21
5
9
4
7
5
1
강도치상죄
731 290
94
41 637 249
강도·강제성교등
10
10
2
2
8
8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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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교등죄
133 132
4
상해죄
24,346 8,661
82
27 12,073
- 상해치사죄
84
27
82
27
1
강제외설죄
308 306
1
1
16
과실상해죄
250 137
46
과실치사죄
16
6
15
5
1
출처: 「평성29년 범죄」 중에서 주요범죄만 구성

4 129 128
635 22,191 7,999
1
16 291 289
36 204 101
1
-

<표 Ⅲ-42>에서는 보다 폭넓은 젠더 폭력 죄종별(강제성교, 상해치사
등) 피해자의 수와 연령을 공개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표 Ⅲ-42> 일본 경찰청 통계 중 죄종별 피해자의 연령*성별 인지건수

피해자수
0-5세
6-12세
죄종
총수
여
여성
성
형법범 총수 915,042 719,621 242,141 562 263 15,159 5,341
흉악범
4,840 4,445 2,347 50 23 113 98
살인
920 914 390 47 22 18 11
살인
878 878 370 36 16 18 11
영아살해
11
11
6 11 6
강도
1,852 1,707 657 - 6
4
강도살인
20
20
5 - 강도치상
701 701 281 - 강도·강제성교
28
28
28 - 1
1
등
강도·준강도 1,103 958 343 - 5
3
강제성교등 1,109 1,109 1,094 3 1 88 83
폭행
31,013 31,013 13,122 131 52 721 310
상해
23,286 23,286 8,446 228 89 385 105
상해치사
82
82
27 11 4
1
1
풍속범
9,699 6,634 6,359 58 54 986 862
외설
9,501 6,634 6,359 58 54 986 862
강제외설
5,809 5,809 5,609 58 54 896 780
공연외설
2,721 825 750 1 1 90 82
출처: 「평성29년 범죄」 중에서 주요범죄만 구성

13-19세
여성

100,842 34,714

510
33
31
120
41
6
73
351
3,120
2,539
2
2,091
2,091
1,838
253

417
12
10
58
13
6
39
346
1,526
707
2,032
2,032
1,788
244

또한 일본의 경찰통계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에 대한 통계를
국내(국가, 공무원, 고용자, 피고용자, 직장동료, 친구, 애인, 동거친족, 이
웃/지인, 타인, 기타로 구분)에 비해 보다 다양하게 수집하고 있는데, 구

체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를 친부모, 양부모, 계부·계모, 배우
자(성별표기), 친자식, 양자, 의붓자식, 형제자매, 그 외 친족, 지인/친구,
직장동료, 기타, 낮선 사람, 법인·단체·피해자 없음으로 세분화하여 구분
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표 Ⅲ-43>, <표 Ⅲ-44> 참고).57) 국
내 피해자 통계 집계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인 다수의 ‘미상’자료관
련, 일본에서는 피해자가 명확하지 않은 사건을 ‘기타’ 또는 ‘법인·단체·
피해자 없음’ 항목으로 구분함으로서 피해자가 없는 경우를 자료상에서
보다 명확히 함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일본 경찰 통계는 피해자의 연령
(65세미만, 65세 이상으로 구분)에 따라 범죄 발생장소가 자택인 경우 피
해자의 세대구성에 대한 정보(독립세대, 부부만으로 세대구성, 그 외의
세대, 불명, 자택이외의 피해)를 함께 제공한다. 아래의 <표 Ⅲ-43>에서
는 부모의 경우도 실부모와 양부모, 의붓부모로 나누는 둥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세세한 분류가 되어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Ⅲ-43> 일본 경찰청 통계 중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자료 I
계
형법범총수 316,412
흉악범
4,007
살인
846
살인
807
영아살해
11
강도
1,500
강도살인
17
강도상해
545
강도·강제성
28
교등
강도·준강도
910

의 배우자
형
실부 양부 붓
양
의붓
제
친자
여성
모 모 부
자 자식 자
모
매
1,914 61 58 7,738 6,965 1,373 177 127 994
229
4 4 206 118 113 22 11 54
116
2 3 157 87 81 - 1 36
115
1 3 153 83 68 - 1 34
- - - - - 11 - - 7 - - 7 6 1 - - 1 - - - - - - - 3 - - 5 4 - - - - - - - - - - - 3 - - 2 2 1 - - -

57) 일본 범죄통계는 다양한 가족형태를 반영하여 피해자와의 관계를 표시하고 특히 배우자여부에

서 여성을 따로 표시하고 있다. 이는 남성 배우자에 의한 가정 내 폭력의 발생 건수를 용이하
게 파악하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실례로 일본은 ‘배우자로부터의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범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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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교등
977 - - - 4
감독자성교
13 - - - 등
풍속범
6,931 - - - 1
외설
6,760 - - - 1
강제외설
4,218 - - - 1
-감독자외설
12 - - - 공연외설
1,709 - - - 출처: 「평성29년 범죄」 형법범에 관한 통계자료

4
1
1
1
-

25
3
22
22
22
6
-

22
6
32
32
32
3
-

10
4
16
16
16
3
-

8
4
4
4
-

<표 Ⅲ-44>은 피해자 가해자 간 관계에서 분류되지 않은 관계를 그
외로 표기할 뿐 아니라, 면식이 없는 경우와, 법인·단체·피해자없음으로
세분화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Ⅲ-44> 일본 경찰청 통계 중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자료 Ⅱ

그 외 지인친구 직업관계 그 외 면식없음 법인·단
체·피해
가족
자
자없음
형법범총수
1,243 17,467
7,667 9,732 154,496 113,365
흉악범
72
633
172
348
1,835
304
살인
22
197
43
82
100
살인
22
194
41
77
98
영아살해
강도
10
90
25
63
1,169
129
강도살인
2
4
3
7
강도상해
2
49
9
25
452
강도·강제성
4
1
23
교등
강도·준강도
6
33
15
35
686
129
강제성교등
18
291
89
115
395
감독자성교
등
풍속범
29
479
318
407
3,400
2223
외설
29
479
318
407
3,400
2052
강제외설
29
479
318
386
2,934
-감독자외
설
공연외설
3
21
466
1219
출처: 「평성29년 범죄」 중에서 주요범죄만 구성

2) 일본 경찰청 통계 중 여성 피해자 관련 통계
<표 Ⅲ-45>는 전체 피해자 중 여성 피해자의 수와 그 비율 관련 통계
가 년도 별로 나타나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표 Ⅲ-45> 일본 경찰청 통계 중 여성 피해자 관련 통계
인지
건수
남성
비율
여성
비율
출처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1,500,475 1,404,846 1,303,397 1,214,506 1,132,543 1,061,851
991,684 935,587 870,623 819,883 761,497 713,405
66.1 66.6 66.8 67.5 67.2 67.2
508,791 469,259 432,774 394,623 371,046 348,446
33.9 33.4 33.2 32.5 32.5 32.8
「평성29년 범죄」 형법범에 관한 통계자료

2014
974,013
650,931
66.8
323,082
33.2

2015
874,094
584,760
66.9
289,334
33.1

2016
787,929
527,758
67.0
260,171
33.0

2017
719,621
477,480
66.4
242,141
33.6

<표 Ⅲ-46>에서는 <표 Ⅲ-47>에서 더 세분화 되어 각 범죄 당 여성
피해자가 인지된 건수와 여성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각 범죄의 전체 피해
자 중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는지를 알아 볼 수 있게 정리해 놓았
다.
<표 Ⅲ-46> 일본 경찰청 통계 중 주요죄종별 여성 피해자 인지건수 (건)
살인
강도
강제
성교
등
폭행

인지
사건
여성
비율
인지
사건
여성
비율
인지
사건
여성
비율
인지
사건
여성
비율

2008
1,294
526
40.6
3,996
1,554
38.9
1590
1590
100.0
31,670
11406
36.0

2009
1,092
430
39.4
4,160
1,621
39.0
1415
1415
100.0
29,670
1,0601
35.7

2010
1,065
412
38.7
3,733
1,595
42.7
1293
1,293
100.0
29,636
10,840
36.6

2011
1,045
407
38.9
3,389
1,374
40.5
1,193
1,193
100.0
29,319
10,555
36.0

2012
1,024
429
41.9
3,433
1,406
41.0
1,266
1,266
100.0
31,863
11,985
37.6

2013
930
388
41.7
3,097
1,295
41.5
1,409
1,409
100.0
31,545
11,860
37.6

2014
1,047
423
40.4
2,838
1,106
39.0
1,250
1,250
100.0
32,372
12,849
39.7

2015
921
390
42.3
2,249
941
41.8
1,167
1,167
100.0
32,543
13,481
41.4

2016
889
376
42.3
2,111
797
37.8
989
989
100.0
31,813
13,242
41.6

2017
914
390
42.7
1,707
657
38.5
1,109
1,094
98.6
31,013
13,122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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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2,8386 26,545 26,634 25,922 28,053
사건
상해 여성
8,124 7,641 7,949 7,441 8,980
비율 28.6 28.8 29.8 28.7 32.0
인지 2,583 2,283 2,248 2291 3,203
사건
협박 여성
1050 882 944 892 1543
비율 40.7 38.6 42.0 38.9 48.2
인지
강제 사건 7,137 6,732 7,068 6,929 7,321
외설 여성 6954 6,612 6,905 6,767 7,144
비율 97.4 98.3 97.7 97.7 97.6
인지
공연 사건 913 838 964 761 1,018
외설 여성 848 778 887 707 945
비율 92.9 92.8 92.0 92.9 92.8
인지
체포 사건 409 362 356 315 309
감금 여성 202 180 164 162 149
비율 29.4 29.7 46.1 51.4 48.1
약취 인지 155 156 186 153 190
사건
유인· 여성
117 125 147 125 162
인신
매매 비율 75.5 80.1 79.0 81.7 85.3
출처: 「평성29년 범죄」 형법범에 관한 통계자료

27,864
8,958
32.1
3,393
1,634
48.2
7,654
7,446
97.3
1,230
1,156
94.0
304
145
47.7
185
138
74.6

26,653
9,169
34.4
3,699
1,945
52.6
7,400
7,186
97.1
1,126
1,130
92.2
304
159
52.3
198
161
81.3

25,183
8,825
35.0
3,671
1,877
51.1
6,755
6,596
97.6
1,138
1,039
91.3
341
181
53.1
191
144
75.4

24,365
8,696
35.7
3,656
1,829
50.0
6,188
5,941
96.0
962
883
91.8
295
152
51.5
228
188
82.5

23,286
8,446
36.3
3,820
1,955
51.2
5,809
5,609
96.6
825
750
90.9
294
151
51.4
239
203
84.9

<표 Ⅲ-47>는 살인, 상해, 폭행의 건에서 여성피해자가 얼마나 검거 되
었고, 피의자와의 관계는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보여주고 있는 표이다. 이
역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비교적 최근 자료들로 구성되어있다.
<표 Ⅲ-47> 일본 경찰청 통계 중 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별 여성
피해자 등 검거 건수
여성피해
자검거건
살 수
인 배우자
배우자이
외
상 여성피해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425 360 349 350 351 344 365 344 329 341

126 98 111 88 95 106 90 82 87 87
299 262 238 262 25 238 275 262 242 254
5,771 5,560 5,828 5,558 6,927 6,936 7,431 7,360 7,334 7,324

자검거건
수
해 배우자 1,264 1,209 1,434 1,323 2,053
배우자이 4,507 4,351 4,394 4,235 4,874
외
여성피해
자검거건 6,283 6,366 6,791 6,820 7,909
폭 수
행 배우자 971 1,008 1,353 1,403 1,980
배우자이 5,312 5,358 5,438 5,417 5,929
외
출처: 「평성29년 범죄」 형법범에 관한 통계자료

2,008 2,538 2,504 2,486 2,482
4,928 4,893 4,856 4,848 4,842
7,764 9,150

10,032 10,330 10,662

1,966 2,750 3,467 3,705 3,855
5,797 6,400 6,565 6,625 6,807

일본 경찰의 성폭력 범죄통계 분류 관련, 국내(강간과 강제추행만을
포함)에 비해 보다 폭넓게 성폭력 범죄(강제성교등죄, 강제외설죄 등)를
규정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58). 특히 강간죄의 경우 별도의 통계를
보다 상세히 기록하는데 성폭력범죄 죄종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면
식없음, 면식있음, 지인/친구, 직장관계자, 그 외)가 이에 해당한다(<표
Ⅲ-48> 참고).
<표 Ⅲ-48> 일본 경찰청 통계 중 강제성교 등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2008 2009 2010 2011 2012
검 서 건 수 1,216 1,068 995 929 1,023
(건)
면식없음
686 621 584 542 528
면식있음
530 447 411 387 495
지인,친구 267 236 215 189 285
직장관계자 72 55 57 53 61
가족
54 49 32 43 57
그외
137 107 107 102 92
출처: 「평성29년 범죄」 형법범에 관한 통계자료

2013 2014 2015 2016 2017
1,084 1,029 1,059 926 977
543 505 479 398 395
541 524 580 528 682
283 272 305 266 291
79 73 94 80 89
50 60 56 71 87
129 119 125 111 115

58) 일본은 2017년 형법 개정을 통하여 강간죄를 강제성교등죄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성교, 항문
성교 또는 구강성교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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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피해자가 미성년자의 외설목적 약취유인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
자와 가해자의 면식여부 정보 또한 별도로 제시하고 있다 (<표 Ⅲ-49>
참고).
<표 Ⅲ-49> 일본 경찰청 통계 중 미성년자 외설목적 약취유인검거건수
및 피해자와 가해자의 면식여부

2008 2009 2010 2011 2012
미성년자약취유인검거 29 31 39 34 47
건수
초등학생
16 20 19 21 29
면식있음
4 9 7 7 11
-그중 가족 3 6 3 5 8
면식없음
12 11 12 14 18
중학생
3 9 15 6 5
면식있음
2 4 8 2 3
-그중 가족 0 0 2 1 1
면식없음
1 5 7 4 2
고등학생
10 2 5 7 13
면식있음
5 2 1 4 4
-그중 가족 1 0 0 1 2
면식없음
5 0 4 3 9
외설목적약취유인검거 42 40 44 39 46
건수
초등학생
24 17 20 21 23
면식있음
3 2 3 6 5
-그중 가족 0 0 0 0 0
면식없음
21 15 17 15 18
중학생
5 11 14 6 10
면식있음
2 1 0 1 3
-그중 가족 1 0 0 0 0
면식없음
3 10 14 5 7
고등학생
13 12 10 12 13
면식있음
0 3 0 3 1
-그중 가족 0 0 0 0 0
면식없음
13 9 10 9 12
출처: 「평성29년 범죄」 형법범에 관한 통계자료

2013
44
25
13
7
12
12
4
0
8
7
5
1
2
42
16
5
0
11
6
1
0
5
20
3
0
17

2014
54
31
9
4
22
14
7
1
7
9
7
0
2
40
25
3
0
22
7
2
0
5
8
2
0
6

2015
55
25
8
5
17
18
9
0
9
12
8
1
4
35
19
1
0
18
2
1
0
1
14
2
0
12

2016
80
36
18
11
18
27
10
1
17
17
10
1
7
42
24
3
0
21
6
4
0
2
12
0
0
12

2017
76
29
12
7
17
27
15
2
12
20
14
0
6
39
15
4
0
11
11
1
0
10
13
4
0
9

일본 경찰청은 또한 국내 경찰청의 성풍속범죄 통계에 비교될 수 있는
생활안전통계(스토커, 배우자폭력, 인신매매, 풍속관계사범59))를 수집, 공

개하고 있다60). 이중 스토커 범죄 통계의 경우, 2000년 제정된 스토커
행위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으며, 해당 특별법 위반에 대
한 발생, 검거, 검거인원을 비롯하여 스토커 피해로 인한 상담 건수, 피
해자와 가해자의 연령, 성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범행 동기, 법령에
따른 경고·금지명령 건수 등을 기록하고 있다(<표 Ⅲ-51>~<표 Ⅲ-55>
참조)61). 스토커 범죄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는 배우자, 교제상대,
지인/친구, 직장관계자, 면식 없음, 기타(종업원, 인근주민 등), 밀접관계
자(사회생활에서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가족, 친구 등)등으로 세분화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배우자와 교제상대는 현재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과
거의 관계인지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스토커범죄의 동기에 대한 정보도
구체적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특별법인 스토커규제법에 저촉되는 동기(호
의의 감정, 호의에 보답 받지 못한 원한의 감정)와 저촉되지 않는 동기
(정신장해(피해망상포함), 직장·상거래 문제, 그 외 원한의 감정, 기타)로
나누어진다. 스토커 규제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스토커 행위 통계(1호 따
라다니기·기다리지, 2호 감시, 3호 만남·교제 요구, 4호 난폭한 언행, 5호
계속되는 전화나 문자, 무언전화, 6호 물건보내기, 7호 명예훼손행위, 8호
성적수치심 훼손하는 행위) 및 검거 될 당시 경합 범죄의 죄명(상해, 폭
행, 협박, 주거침입, 기물파손, 방화, 강도, 업무방해, 부정접근금지법위반,
개인성적화상피해방지법 위반 등62)) 또한 함께 기록하도록 되어 있다.
59) 매춘방지법위반, 외설사범, 게임기 등 사용 도박사범 등에 관한 통계자료를 지칭하며 이 중 외
설사범 통계는 일본 형법 제174조 공공외설죄, 제175조 외설물반포 등에 대한 인지사건수와
검거건수를 포함한다.
60) 2018년에 제정되어 2019년 12월에 시행예정인 ‘여성폭력방지법’에서 ‘여성폭력’을 여성의 신체
적·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가정폭력, 성폭력, 성
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의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여성폭력의 일종으로 인식하고 있다(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 제1호). 또한 해당
법안 제12조에서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성희롱 실태조사에서 누락된 여성폭력에 관한 여
성폭력실태조사를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3조에서 여성폭력 발생 현
황 등에 관한 통계를 정기적으로 수집·산출하고 공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1) 국내의 경우 스토커, 데이트폭력 관련 법안들은 2010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발의되고 있지만
국회에서 통과된 바는 없다.
62) 복수의 죄명으로 검거된 경우에는 법정형이 높은 죄명으로 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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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 경찰청 통계 중 스토커범죄 관련 통계
아래의 <표 Ⅲ-50>과 <표 Ⅲ-51>에서 일본 스토커 범죄 피해자의 성
별 및 연령을 확인할 수 있다.
<표 Ⅲ-50> 일본 경찰청 통계 중 스토커범죄 피해자 성별

2013
2014
2015
2016
2017
남성
2,036
2,432
2,341
2,557
2.698
여성
19,053
20,391
19,627
20,180
20,381
출처: 「평성29년 범죄」 스토커 사안 및 배우자로부터의 폭력 사안 등의 대응상황

<표 Ⅲ-51> 일본 경찰청 통계 중 스토커범죄 피해자의 연령

2013
2014
2015
2016
2017
10대
1,941
2,102
2,043
2,065
2,295
20대
7,180
8,042
7,519
7,985
8,030
30대
5,674
5,940
5,674
5,658
5,645
40대
3,755
4,041
3,851
4,163
4,304
50대
1,310
1,487
1,516
1,499
1,523
60대
552
569
558
507
554
70대이상
164
199
214
273
250
연령불명
80
28
23
21
29
밀접관계자
433
415
570
566
449
출처: 「평성29년 범죄」 스토커 사안 및 배우자로부터의 폭력 사안 등의 대응상황

<표 Ⅲ-52> 및 <표 Ⅲ-53>에서는 스토커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의 성
별 및 연령을 확인할 수 있게 표로 정리해 놓았다.
<표 Ⅲ-52> 일본 경찰청 통계 중 스토커범죄 가해자 성별
2013
2014
2015
2016
2017
남성
18,316
19,693
18,819
19,089
19,093
여성
2,145
2,460
2,429
2,584
2,749
불명
628
770
720
1,064
1,237
출처: 「평성29년 범죄」 스토커 사안 및 배우자로부터의 폭력 사안 등의 대응상황

<표 Ⅲ-53> 일본 경찰청 통계 중 스토커범죄 가해자의 연령

2013
2014
2015
2016
2017
10대
773
894
858
865
877
20대
4,057
4,350
4,079
4,235
4,205
30대
5,377
5,534
5,158
5,041
4,803
40대
4,467
4,844
4,557
4,785
4,812
50대
2,080
2,309
2,261
2,424
2,606
60대
1,396
1,545
1,510
1,430
1,501
70대이상
523
654
615
681
786
연령불명
2,416
2,693
2,930
3,276
3,489
출처: 「평성29년 범죄」 스토커 사안 및 배우자로부터의 폭력 사안 등의 대응상황

일본 경찰청은 스토커 범죄에서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세분화하
였다. 특히 배우자의 경우 내연의 관계와 과거 배우자까지 포함한 모습
을 확인할 수 있다(<표 Ⅲ-54> 참고).
<표 Ⅲ-54> 일본 경찰청 통계 중 스토커범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2013
2014
2015
2016
2017
특정한 사람
20,656 22,408 21,398 22171 22,630
배우자(내연·과거포
1,923
1,959
1,690
1712 1,698
함)
교제상대(과거포함)
10,933 11,641 10,888 10667 10,350
지인친구
2,432
2,593
2,722
3002 3,035
직장관계자
2,091
2,367
2,490
2677 2,540
면식 없음
1,221
1,322
1,281
1597 1,716
기타
1,069
1,264
1,130
1083 1,494
관계(행위자)불명
987
1,262
1,197
1433 1,797
밀접관계자
433
415
570
566
449
출처: 「평성29년 범죄」 스토커 사안 및 배우자로부터의 폭력 사안 등의 대응상황

아래의 <표 Ⅲ-55>는 스토커범죄의 동기를 나누어 조사한 결과이다.
규명할 수 없는 이유의 경우 불명으로 자료가 수집되었고, 그 외의 원한
의 감정이나 기타 등으로 스토커 규제법에 저촉되지 않는 동기들을 수집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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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55> 일본 경찰청 통계 중 스토커범죄 동기

2013 2014 2015 2016 2017
스토커규제법에 저촉되는 동기
19,426 20,749 19,755 20,244 20,275
호의의 감정
14,341 15,363 15,419 15,738 15,904
호의 보답 받지 못한 원한의 감 5,085 5,386 4,336 4,506 4,371
정
스토커규제법에 저촉되지 않는 동
526
620
670
644
702
기
정신장애(피해망상포함)
78
107
85
78
93
직장·상거래 문제
21
23
42
30
23
그 외의 원한의 감정
159
137
193
203
210
기타
268
353
350
333
376
불명
1,137 1,454 1,543 1,849 2,102
출처: 「평성29년 범죄」 스토커 사안 및 배우자로부터의 폭력 사안 등의 대응상황

<표 Ⅲ-56>의 경우 일본 경찰청이 스토커 범죄 행위 행태를 1호에서
8호의 단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으며 그 외의 기타를 추가
함으로써 분류한 행태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 스토킹 행위를 한 경우도
자료로 남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Ⅲ-56> 일본 경찰청 통계 중 스토커범죄 행위 행태별 발생상황

2013 2014 2015 2016 2017
1호 따라다니기·기다리기 등
10,854 11,379 11,352 11,643 12,050
있다고 말하는 행 1,571 1,479 1,362 1,428 1,219
2호 감시하고
위
3호 만남·교제요구
11,034 10,987 10,426 10,946 9,883
4호 난폭한 행동
4,556 5,474 4,166 4,468 3,680
5호 무언전화·계속되는 전화,문자 6,554 7,767 6,608 6,321 7,322
6호 오물 등을 송부
154 174 139 180 181
7호 명예훼손하는 행위
934 874 861 929 762
8호 성적수치심을 훼손하는행위
1,189 1,135 1,134 1,253 1,212
기타(스토커규제법 규정되어있지 않은 괴롭히
326 344 528 676 463
는 행위)
출처: 「평성29년 범죄」 스토커 사안 및 배우자로부터의 폭력 사안 등의 대응상황

또한, <표 Ⅲ-57>에서는 형법범과 특별법범으로 나누어 원표를 만드
는 일본에서 특별법범으로 규정되는 스토커범과 관련된 검거 내역을 확

인할 수 있다. 스토커 규제법위반이 여타 범죄보다 많은 것으로 확인되
며, 상해, 폭행,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의 경우도 많은 비율을 차지하
고 있다.
<표 Ⅲ-57> 일본 경찰청 통계 중 스토커 관련 범죄 검거 죄종별 내역

2014
2015
2016
2017
형법범·특별법범
1,574
1,917
1,872
1,919
살인 (기수)
2
5
0
1
살인 (미수)
13
9
11
11
상해
227
213
197
180
폭행
153
179
169
165
협박
286
465
362
363
강요
34
62
57
69
공갈
22
35
16
30
체포감금
20
26
30
17
강간
8
14
23
21
강제추행
29
27
39
54
절도
48
89
95
79
주거침입
263
309
315
345
재물손괴
147
155
150
169
명예훼손
22
33
30
38
폭력행위등처벌법위반
34
30
32
24
총도법위반
57
64
55
44
경범죄법위반
33
34
31
21
민폐방지조례위반
69
60
88
107
기타
107
108
173
181
스토커규제법위반
402
613
677
769
스토커행위죄
392
598
647
735
금지명령등위반
10
15
30
34
출처: 「평성29년 범죄」 스토커 사안 및 배우자로부터의 폭력 사안 등의 대응상황

가정폭력 통계 관련, 일본 경찰청은 2001년 제정된 ‘배우자로부터의 폭
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63) 배우자 폭력 통
계를 수집하고 있다. 배우자 폭력에 해당하는 상세 죄명에는 배우자폭력
63) 우리나라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가정에서의 폭력에 대한 처벌
을 실시하고 있다. 일본의 ‘배우자로부터의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혼인
관계, 사실혼 관계 뿐만이 아니라 주거를 같이 하며, 교제하는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까지 대
상으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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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법에 의한 보호명령위반, 살인(기·미수 포함), 상해치사, 상해, 폭행,
협박, 강간, 강제외설, 주거침입, 체포감금, 손괴, 공무집행방해, 현조건조
물등방화, 폭력행위등처벌법위반, 그 외 형법범, 그 외 특별법범 등이 있
다. 수집되고 있는 항목에는 가해자, 피해자의 성별, 연령, 상담당사건수,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혼인관계와 내연관계, 거주를 함께 하는 동거
인), 가정폭력방지법에 기초한 보호명령에 관하여 재판소에서 경찰에 통
지한 사건 수, 가해자에 대한 지도경고 건수 등이 있다. 아래의 <표 Ⅲ
-58>~<표 Ⅲ-60>은 2013년부터 2017년도까지의 배우자폭력 피해자 및
가해자의 성별 및 연령을 나타낸다. 그중 <표 Ⅲ-58>~<표 Ⅲ-59>은 피
해자의 성별 및 연령을 나타내고 있다.

4) 일본 경찰청 통계 중 배우자폭력 관련 통계
<표 Ⅲ-58> 일본 경찰청 통계 중 배우자폭력 피해자 성별

2013
2014
2015
2016
2017
남성
3,281
5,971
7,557
10,496
12440
여성
46,252
53,101
55,584
59,412
60015
출처: 「평성29년 범죄」 스토커 사안 및 배우자로부터의 폭력 사안 등의 대응상황

<표 Ⅲ-59> 일본 경찰청 통계 중 배우자폭력 피해자 연령

2013
2014
2015
2016
2017
10대
789
1,206
1,272
1,325
1,359
20대
10,187
13,294
14,272
15,696
16,508
30대
15,875
18,122
18,636
20,524
20,873
40대
12,571
14,475
15,833
17,350
18,066
50대
4,457
5,523
5,975
6,962
7,491
60대
3,341
3,666
3,864
4,251
4,093
70대 이상
2,294
2,753
3,225
3,512
4,038
연령불명
19
33
64
15
27
출처: 「평성29년 범죄」 스토커 사안 및 배우자로부터의 폭력 사안 등의 대응상황

<표 Ⅲ-60>과 <표 Ⅲ-61>은 배우자폭력을 가한 가해자들의 성별 및
연령대를 알 수 있게 표기해 놓았다.
<표 Ⅲ-60> 일본 경찰청 통계 중 배우자폭력 가해자 성별
남성
여성

2013
46,251
3,282

2014
53,090
5,982

2015
55,050
7,591

2016
59,425
10,483

<표 Ⅲ-61> 일본 경찰청 통계 중 배우자폭력 가해자 연령

2017
59,939
12,516

2013
2014
2015
2016
2017
10대
387
665
757
802
818
20대
7,723
10,398
11,540
13,164
13,959
30대
14,907
17,463
18,216
20,056
20,231
40대
13,562
15,617
16,806
18,285
19,021
50대
5,622
6,697
7,031
8,176
8,497
60대
4,183
4,608
4,675
4,951
4,896
70대 이상
3,063
3,519
3,994
4,372
4,900
연령불명
86
105
122
102
133
출처: 「평성29년 범죄」 스토커 사안 및 배우자로부터의 폭력 사안 등의 대응상황
출처: 「평성29년 범죄」 스토커 사안 및 배우자로부터의 폭력 사안 등의 대응상황

배우자폭력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나눈 것을 보여주는 <표
Ⅲ-62>는 일본이 혼인 및 내연관계 뿐 아니라 동거관계(함께 생활하며
교제하는 사이)까지 배우자폭력의 범위에 포함시켰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Ⅲ-62> 일본 경찰청 통계 중 배우자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2013
2014
2015
2016
2017
혼인관계
40,605
45,551
48,193
53,446
55,338
내연관계
8,928
6,119
5,722
5,767
5,574
함께 생활하며 교제하는
7,402
9,226
10,695
11,543
사이
출처: 「평성29년 범죄」 스토커 사안 및 배우자로부터의 폭력 사안 등의 대응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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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63>의 항목들을 통해 배우자폭력과 관련된 검거 건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있고, 이중 상해와 폭행이 월등히 많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표 Ⅲ-63> 일본 경찰청 통계 중 배우자폭력의 검거건수 및 죄종별
내역

2013
2014
2015
2016
2017
형법범·특별법범 검거
4,300
6,875
7,914
8,291
8,342
살인 (기수)
3
3
3
2
1
살인 (미수)
58
99
96
100
90
상해치사
1
1
2
0
3
상해
1,999
2,890
1,963
2,991
2,934
폭행
1,771
3,202
4,091
4,409
4,510
협박
97
144
143
153
149
강간
2
4
10
4
11
강제추행
1
4
1
5
0
주거침입
44
58
59
62
63
체포감금
7
27
18
20
21
물품손괴
90
100
99
116
109
공무집행방해
32
32
현주건조물등방화
14
15
폭력행위처벌법위반
77
164
169
172
238
총도법위반
31
29
49
46
38
그외
119
150
211
165
128
보호명령위반
110
120
106
104
80
출처: 「평성29년 범죄」 스토커 사안 및 배우자로부터의 폭력 사안 등의 대응상황

5) 일본 경찰청 통계 중 개인 성적영상 관련 통계
최근 국내에서 온라인 성범죄(몰래카메라, 리벤지포르노 등)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고 대응책 마련을 위해 관련 통계의 수집 또한 함께 강조되
고 있는 추세인데 일본에서도 성적 화상과 관련된 범죄가 빈번히 발생하
고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개인성적화상피해방지법(私事性的畵像被害放支
法)을 제정한 바 있다. 개인성적화상피해방지법은 관계에서의 성적 화상
과 관련하여 협박, 아동매춘, 아동포르노 금지법 위반, 강요, 스토커규제
법위반, 명예훼손, 음란물 반포, 그 외의 형법범·그 외 특별법범 위반 행

위를 대상으로 하며, 관련하여 일본 경찰청에서 수집하고 있는 통계에서
가해자 및 피해자의 성별과 연령, 성적 화상 관련 범죄와 관련한 상담내
용(화상을 공표한 경우, 화상을 공표한다고 협박한 경우, 화상을 보내오
는 경우, 화상을 소지·촬영한 경우, 그 외화상 송신을 요구하는 경우 등
으로 구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배우자, 교제상대, 인터넷에서만난
지인/친구, 인터넷 이외의 경로로 알게 된 지인/친구, 직장관계자, 관계
(행위자)불명, 그 외의 경우) 등이 있다 (<표 Ⅲ-64>~<표 Ⅲ-69>참조).
일본은 <표 Ⅲ-64>및 <표 Ⅲ-65>과 같이 성적영상 관련 상담건수와
그 내용에 대해 공개하는 것은 이에 대한 피해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응체계를 연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
을 것이다.
<표 Ⅲ-64> 일본 경찰청 통계 중 개인 성적영상 관련 범죄 상담 등
건수
상담등건수

2014
110

2015
1,143

2016
1,063

2017
1,243

출처: 「평성29년 범죄」 스토커 사안 및 배우자로부터의 폭력 사안 등의 대응상황

<표 Ⅲ-65> 일본 경찰청 통계 중 개인 성적 영상관련 범죄 상담 내용
2014
2015
2016
2017
화상을 공개당했다
18
188
196
238
화상을 공개한다고 협박당함
42
502
451
514
화상을 보내왔다
22
245
229
255
화상을 촬영당했다, 화상을 가지고 33
343
297
362
있다
기타
6
28
20
24
출처: 「평성29년 범죄」 스토커 사안 및 배우자로부터의 폭력 사안 등의 대응상황

<표 Ⅲ-66>는 개인의 성적영상에 관련된 범죄 피해자의 성별과 연령
에 대해 공개하고 있다. 남성에 비해 여성이 월등히 많은 피해 정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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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66> 일본 경찰청 통계 중 개인 성적 영상 관련범죄 피해자의
성별·연령
2014
2015
2016
2017
남성
11
102
84
105
여성
99
1,041
979
1,138
19세 이하
24
223
236
307
20대
41
434
442
468
30대
16
257
194
214
40대
16
170
140
183
50대
7
42
40
60
60대
1
7
6
6
70대 이상
0
3
2
2
연령불명
5
7
3
3
출처: 「평성29년 범죄」 스토커 사안 및 배우자로부터의 폭력 사안 등의 대응상황

또한 <표 Ⅲ-67>을 보면 알 수 있듯, 개인 성적 영상 관련 범죄에서
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피해의 정도를 파악하고 있
음이 보인다. 이 중 배우자와 교제상대의 경우 과거의 상대를 포함시키
고 있다.
<표 Ⅲ-67> 일본 경찰청 통계 중 개인 성적 영상관련범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2014
2015
2016
2017
배우자(과거포함)
2
53
32
36
교제상대(과거포함)
68
725
736
765
지인친구(인터넷관계)
14
130
118
164
지인친구(그외)
10
113
105
136
직장관계자
1
21
13
34
불명
12
44
33
57
그외
3
57
26
51
출처: 「평성29년 범죄」 스토커 사안 및 배우자로부터의 폭력 사안 등의 대응상황

<표 Ⅲ-68>은 성적 영상에 관한 검거내역을 공개함으로써 협박이나,
아동매춘·아동음란물금지법위반, 강요, 개인성적화상피해방지법위반 검
거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Ⅲ-68> 일본 경찰청 통계 중 개인 성적 영상에 관한 검거상황
죄명별 분류

2014
2015
2016
2017
형법·특별법범 검거
7
250
238
226
협박
1
69
69
56
아동매춘·아동음란물금지법위반
1
56
35
39
강요
3
25
33
37
스토커규제법위반
0
18
27
26
명예훼손
0
15
13
4
음란물 반포
0
6
7
5
그외
2
61
54
59
개인성적화상피해방지법위반검거
0
53
48
57
출처: 「평성29년 범죄」 스토커 사안 및 배우자로부터의 폭력 사안 등의 대응상황

마지막으로 성매매 범죄 통계 관련, 일본 경찰청은 1956년에 제정한
매춘방지법을 근거로 매춘 권유, 주선, 매춘계약, 장소제공 등, 매춘업,
그 외의 범행에 대한 발생통계를 수집하고 있다. 국내 경찰청에서 ‘성매
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성매매, 성매매 강요
등, 성매매 광고, 성매매 알선 등의 위반 등의 범죄 발생, 검거, 피의자
인원 통계를 관리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하겠다.
<표 Ⅲ-69> 일본 경찰청 통계 중 매춘방지법위반 행태(건수)
2013
2014
2015
2016
매춘방지법위반
1030
817
812
570
권유 등
241
256
262
208
주선 등
398
344
312
160
매춘을 시키는 계약
283
134
157
133
장소제공 등
84
70
66
60
매춘을 시키는 업
5
6
6
3
그외
9
7
9
6
출처: 「평성29년 범죄」 풍속환경의 현황과 풍속관계사법의 처리상황

2017
460
220
117
75
50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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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논의 및 제언
일본의 범죄통계는 한국 형사사법기관에서 제공하는 범죄통계와 전체
적으로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죄명을 형법범과 특별법범으로 이분법적
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점은 국내의 대검찰청에서 발행하는 범죄분석과
동일하나, 일본의 경우 총 12종의 공식적인 범죄통계를 월보 및 연보의
형태로 공개한다는 점에서 국내에서 구성되는 3종의 원표들보다 세세한
범죄통계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은 경찰법, 범죄통계규칙과 세칙, 각 지방 경찰의 훈련 내지 예규
에서 경찰통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통계용어의 정의, 원표의 종류 및
작성, 범죄 건수의 결정 기준, 원표의 작성자 및 심사, 경찰청의 처리
등)이 서술되고 있고, 이를 통해 일본 정부가 범죄통계의 중요성에 얼마
나 초점을 놓고 있는지 알 수 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대검찰청이나
법무부에서는 범죄통계의 수집에 대한 수사기관의 권한이나 의무로 규정
및 명시한 내용의 법률을 찾아볼 수 없고, 대통령령과 대검찰청 예규 등
에서 범죄통계에 대한 법적 근거를 일부 찾아볼 수 있는 실정이다. 이는
공식적 범죄통계가 치안정책목적이나 학술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활용
도를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획일화된 규제를 통해, 보다 체계
적인 통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피해자 통계를 살펴보면, 국내는 범죄의 종류를 특정 범죄(살인, 강도,
성폭력, 폭행, 상해 등) 위주로 분류가 제한되어있고, 피해의 정도도 사
망과 상해로 간단하게 나누어져 있다. 또한, 성폭력은 강간과 강제추행만
확인 가능하고, 폭력 안에 가정폭력이 포함되어 있어 제한된 정보만 확
인할 수 있다. 반면, 일본의 피해자 통계를 살펴보면 피해의 정도가 사
망, 중상, 경상 등으로 좀 더 세분화되어 있고, 죄종의 경우도 더 세세하
게 나뉘어져 있어 보다 폭넓은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파악할 때, 국내의 경우 제한된 관계 유형이 제한되어
있고(국가, 공무원, 고용자, 피고용자, 직장동료, 친구, 애인 등), 특히 가
정폭력을 집계할 수 있는 항목은 동거친족 정도에서 그친다. 일본의 경
우 배우자를 비롯하여 양자, 의붓자식, 낯선 사람, 직업관계자, 면식 없음
등으로 세분화하여 구분하여 관계를 보다 명확히 정의하려 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법인·단체·피해자 없음 항목은 자칫 누락될 수 있는 항목들
까지 통계적으로 집계한 것을 보여준다. 일본의 성폭력 범죄 통계의 경
우 강제성교등죄, 강제외설죄 등으로 자세히 분류되어 있어 특정 자료를
수집하는데 용이하다. 또한, 배우자폭력 통계를 따로 집계함으로써 가정
폭력에 대한 피해자 및 가해자의 성별, 연령, 관계, 죄종까지 세세하게
알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는 종합적으로 볼 때, 일본의 젠더 통계에서는
국내보다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정도나,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유형
등에서 더 풍부한 자료를 얻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전통범죄에 초점이
맞춰진 1960년대 이후로 정체되어있는 국내의 원표 또한 각 범죄의 특성
에 따른 세세한 통계정보를 기입하도록 하여 통계의 정확성이나 적정성
을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통해 살인이나 폭력과 같이 피해자
와 가해자의 상호작용 속에서 일어나는 범죄에 대한 정보를 충당하고,
범죄현상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다.

5. 호주의 젠더폭력 통계항목 및 관리 방식
가. 호주의 젠더 관련 범죄유형 분류

호주는 대인범죄 분류를 크게 살인, 최근에 저지른 성범죄(현재 다루
고 있는 사건 90일 이내), 과거 성범죄 전과(현재 다루고 있는 사건 90일
후), 성범죄, 가족관계, 가족 외의 관계, 폭행, 위협적인 행동과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자유박탈로 나눈다. 살인은 모살, 살인미수/살인음모, 과실
(과실치사)과 운전으로 인한 살인으로 분류된다. 성범죄에는 성폭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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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공격적 성범죄로 분류한다. 폭행은 심각한 폭행, 일반 폭행,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폭행으로 나뉘며, 위협적인 행동은 실질적 위협적인 행동
또는 무기를 이용하여 상대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상황으로 분
류된다. 자유박탈은 유괴 또는 상대의 동의 없이 감금하는 것으로 세분
화되고 있다(<표 Ⅲ-70> 참고).
<표 Ⅲ-70> 호주 경찰청 젠더 관련 범죄 형 분류표
범죄 유형
대분류

범죄 유형 소분류
설명
타인을 불법으로 죽이거나, 불법적으로
모살
죽이려하거나, 음모를 꾸미는 행위
불법적으로 타인을 죽인 경우:
§ 의도적 살인
§ 타인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위험이 있거나
살해
그런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신체적 위험을
야기할 의도가 있는 경우
§
불법 목적의 기소,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살인
있는 성질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망
살인 시도 또는 불법 살인 시도 또는 다른 사람과의 살인 공모
살인 음모
타인의 인명을 불법적으로 해 한 경우, 분류상
과실치사
살해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운전으로 인한 죽일 의도 없이 과실, 무모, 태만한 운전의
결과로 타인을 불법적으로 살인한 경우
살인
최근
범죄 발생 90일 내 신고된 성범죄
성범죄발생
과거
범죄 발생 90일 이후 신고된 성범죄
성범죄발생
타인을 상대로 성적인 성격의 행위 또는 성적인
의도를 갖고 저지르는 행위. 비동의 혹은
심리적 또는 신체적 제한 상황에서 동의가 있는
경우
타인에 대한 성적인 성격의 물리적인 접촉 또는
성범죄
성폭행
접촉의 의도. 비동의 혹은 심리적 또는 신체적
제한 상황에서 동의가 있는 경우
성폭력 이외의 성행위 관련 범죄. 포함: 아동
비공격적 성범죄 포르노, 신뢰·지배 관계 형성 뒤 이루어지는
성범죄(Grooming), 매춘 조달, 고의적 노출 등
현재 배우자 또는 동거인(Partner), 前파트너,
부모, 자녀 보호자 및 관련 당사자와 함께
가족 범죄
거주하거나 정기적으로 머물러있는 아동 등
‘가족’ 범주에 포함된 사람들과 관련된 범죄
상위 가족 포함 범주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非가족 범죄
가족 혹은 타인과 관련된 범죄
폭행
다른 사람에 대한 무력의 사용 또는 무력

사용의 위협이 그 당시 실제 발생 가능하다고
인지되는 경우
§ 무력 사용으로 인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 심각한 신체적 상해;
- 실질적 신체 상해;
심각한 수준의
- 상처 또는 부상을 입힌 경우;
- 심한 정신적 행동 혼란 또는 장애를 입힌
폭행
경우;
§ 폭행의 의도로 타인에게 약물을 복용 혹은
투여한 경우;
§ 공무원 폭행
신체적 상해를 초래하지 않는 수준의 힘의 사용
일반 폭행
또는 타인에 대한 무력 사용
신체적 상해를 수반하는 경찰관에 대한
경찰관 폭행
직접적인 폭력 또는 폭행
처벌 혹은 해를 입힐 의도로 컴퓨터, 통신장치,
서면 혹은 녹음장치를 통한 대외적 공표 및
위협적 행동
선언으로 신체, 재산 또는 평판에 해를 입히는
행위; 또는 해를 입히려는 의도
위협적 행동
타인에게 두려움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공격적인 무기 또는 도구로 무장
무기를 통한 위협 위험하거나
혹은 무장한 척하여 위협하는 경우. 화기의
발포로 공포 혹은 두려움을 준 경우
다음의 목적으로 의지에 반하는 납치 및 개인적
자유의 박탈을 행한 경우:
§ 혜택 혹은 이득을 취하기 위한 목적
§ 손해를 입힐 목적
납치/유괴
§ 행동을 방지, 방해 또는 강요할 의도
자유의 박탈
법적 보호자로부터의 16세 미만 아동의 납치
혹은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 아동을 유인하고
꾀어내어 은신 시키는 행위
의지에 반하여 타인을 불법적으로 억류하는
자유의 박탈
행위
출처: Year to date annual crime statistics. Western Australia (WA) Police Force,
2019.

나. 호주 연방 범죄 통계청의 전체 범죄 통계 종류 (2019)

호주 연방 범죄 통계청은 호주형사정책연구소에 의하여 범죄별 피해자
/가해자 관련 통계를 산출하여 보고하고 있으며, 살인과 같은 범죄 통계
는 보다 더 세분화된 통계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다(<표 Ⅲ-71> 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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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71> 호주 연방 범죄 통계청에 의한 전체 범죄 통계 종류(2019)
피해자 관련 통계
가해자 관련 통계
§ 범죄 종류 별 피해자
§ 범죄가 일어난 장소
§ 성별 및 연령대
§ 범죄에 사용된 무기 종류
§ 범죄의 종류
§ 피해자의 연령대 및 성별
§ 평균 연령대
§ 물리적 폭력 피해자의 연령
§ 미성년자와 성인 가해자 범죄율 비교
§ 물리적 폭력 피해자 성별 및
§ 미성년자 가해자 연령별 범죄율
가해자와의 관계
§ 재산 관련 범죄 종류 및 장소
출처: Crime Statistics Australia. Australia Institute of Criminology, 2019.

다. 호주 연방 범죄 통계의 젠더 관련 범죄(가족폭력, 가정폭력, 그리
고 성범죄의) 정의

호주 연방 범죄 통계청에 발행된 호주 보건복지부의 2018년 호주 가족
폭력, 가정폭력과 성범죄 보고서(2018)에 의하면, 가족/가정폭력 및 성범
죄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이며, 특히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
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한다.
가족 범죄란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가족 내 범죄를 일컫는 말로,
가족 구성원 중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강압적인 힘을 가하거나 통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現/前친밀한 관계 사이에서 자주 일어나고 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가정폭력이라 한다. 또한, 성범죄는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적 행동을 동의 없이 행하는 범죄를 말한다. 이는 피해자의
現/前내연 관계인 상대, 그 외의 지인 또는 낯선 사람에 의해 피해를 입
는다. 또한, 이러한 범죄에 더 취약한 대상은 만 25세 이상 44세 이하의
여성이 대다수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호주 정부는 국가 살인범죄 모
니터링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호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살인사건에 대한
통계자료 수집 및 감시를 시작하였다. 그 예시로 2009-10에서 2013-14년
살인범죄 경향에 대한 경찰 조사 기반 통계자료에 따르면, 호주에서 일

어나는 살인사건의 70% 이상이 피해자의 거주지 내에서 일어나는 것으
로 밝혀졌다.

라. 한 사건에 한 명 이상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 대표피해자 선정
방법

국내는 한 명 이상의 피해자가 있을 시,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의 수
사 진행 방식에 따라 대표피해자가 결정되는데 반해 호주의 경우, 가장
가깝다고 판단되는 피해자와 가해자 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대표피해자로
표기된다. 예를 들어, 혼인 관계가 아닌 한 가정 내 살인 사건이 일어나
가족 구성원인 여성과 그의 자녀가 가해자인 성인 남성에 의해 살해되
면, 이 사건은 친밀한 관계를 대상으로 한 살인사건으로 구분된다. 피해
자들은 한 명의 피해자, 두 명의 피해자 또는 세 명의 피해자로 분류되
며, 캐나다 통계와 유사한 방법으로 국가 내 각 주별로 나눠 구분하고
있다.

마. 국가 살인범죄 모니터링 프로그램

2012-14년 사이 호주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 보고서에 의하면 살인 사
건은 가정 내 살인 사건과 지인에 의한 살인 사건, 낯선 사람에 의한 살
인 사건 및 신원 분류 미상 총 네가지로 구분 되어 진다 (Bryant &
Bricknell, 2017). 가정 내 살인 사건은 가족 구성원의 죽음과 연관된 사
건 또는 가족 관계를 이루는 다른 대상을 포함한다. 이는 네 가지 소분
류로 나뉘며 다음과 같다(<표 Ⅲ-72> 참고).
<표 Ⅲ-72> 호주의 가정 내 살인 사건의 가족 관계 분류

가정 내 살인 사건의 가족 관계 분류
1. 친밀한 관계 대상 살 피해자와 가해자가 사건 당시 現/前친밀한 관계인 경우를
해
(Intimate Partner) 의미하며, 동성애나 혼외 관계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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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이 있거나 양육권이 없는 부모(또는 의붓부모)가 자
2. 자식살해 (Filicide) 녀를 살해한 경우(만 1살 미만의 유아를 살해하는 유아살
해 포함)를 의미한다.
양육권이 있거나 양육권이 없는 부모 또는 의붓부
3. 존속살해 (Parricide) 자녀가
모를 살해 한 경우를 의미한다.
형제자매가 다른 형제 또는 자매를 살해한 경우를 의
4. 형제살해 (Sibilicide) 한
미한다.
출처: Australian Institute of Criminology. 2012-13 to 2013-14: National Homicide
Monitoring Program Report. 2017. p. 3

그 외의 가족 살인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앞서 언급된 관계 외의
가족 관계인 경우를 의미하며, 사촌, 이모/삼촌, 할아버지/할머니 등을 포
함한다. 지인에 의한 살인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아는 사이인
경우, 가족 관계 또는 함께 동거하는 가정 내 관계는 제외한다. 낯선 사
람에 의한 살인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모르는 경우 또는 알게
된 지 24시간 이내 인 경우의 모든 사건을 포함한다.
그리고 이렇게 나눠진 피해자 가해자 간의 관계를 바탕으로 살인 사건
피해자의 성별과 비율을 <표 Ⅲ-73>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Ⅲ-73> 호주 연방 범죄 통계청 통계 중 피해자 성별에 따른 살인
사건 분류
피해자 성별에 따른 살인 사건 분류
남
여
합계
피해자 수 비율 피해자 수 비율 피해자 수
가정 내 살인
친밀한 관계
27
21
99
79
126
자식
18
56
14
44
32
존속
12
46
14
54
26
형제
7
78
2
22
9
다른 가족
11
55
9
45
20
구성원
가정 내 집계
75
35
138
65
213
지인에 의한 살인
116
83
24
17
140
낯선 사람에 의한
58
92
5
8
63
살인

신원 분류 미상
79
82
17
18
96
합계
328
64
184
36
512
출처: Australian Institute of Criminology. 2012-13 to 2013-14: National Homicide
Monitoring Program Report. 2017. p. 20

바. 그 외 살인 범죄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통한 통계 자료

호주형사정책연구원은 국가 살인 범죄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통하여 살
인 사건의 범죄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및 이에 따른 범죄 발생 빈
도, 가정 내 살인 사건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소분류별 빈도, 살인사
건 범죄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및 시간대별 패턴, 살인사건 당시 범
행 장소 및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살인사건 당시 가해자의 범행 동
기, 살인사건 당시 알코올 또는 약물 복용 여부, 살인사건 피해자 정보
및 살인사건 가해자 정보에 대한 통계를 산출하고 있다.
1) 살인 사건의 범죄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및 이에 따른 범죄 발
생 빈도는 아래의 [그래프 1] 예시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호주형사정책
연구원(2017)에 따르면 살인 사건은 대부분 가정 내 또는 지인에 의해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프 1] 살인 사건의 범죄 종류별 빈도의 예

출처: Australian Institute of Criminology. 2012-13 to 2013-14: National Homic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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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itoring Program Report. 2017. p. 4.

2) 가정 내 살인 사건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소분류별 빈도는 살
인 사건의 범죄 종류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가정 내 살인 사건
은 친밀한 관계, 자식살해, 존속살해, 그 외의 가족과 형제자매 살해 다
섯 개의 소분류로 나뉜다. 이는 대다수의 살인 사건은 가족 및 지인에
의하여 일어나며, 특히, 가정 내 살인 사건의 과반수이상이 친밀한 관계
에 대한 범죄임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래프 2] 호주 가정 내 살인 사건 소분류별 빈도의 예

출처: Australian Institute of Criminology. 2012-13 to 2013-14: National Homicide
Monitoring Program Report. 2017. p. 6.

3) 살인사건 범죄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및 시간대별 패턴 분류
항목은 00:00시부터 23:50시까지 다섯 시간 간격으로 되어 있으며 그 외
의 분류로는 미상 또는 명시되지 않음으로 나누고 있다.
또한, 사건 발생 요일별로 구분하며 불명일 경우에는 미상으로 분류된

다. 그 예시로 국가 살인 범죄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통해 산출된
2012-14년 호주 살인 사건 통계표에 의하면 살인 범죄가 가장 많이 일
어나는 요일은 일요일 또는 목요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살인 사건의 3분
의 1 이상이 저녁 6시 이후 12시 전, 사건의 4분의 1이 저녁 12시 이후
오전 6시 이전에 일어났으며, 이는 살인사건에도 시간대별 패턴이 실제
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4) 살인사건 당시 범행 장소 및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가 장소는
거주지, 길거리 및 열린 공간, 그 외의 장소 및 미상으로 크게 분류되며,
장소는 각각 세 가지로 나뉜다(<표 Ⅲ-74> 참조).
<표 Ⅲ-74> 살인 사건 발생위치 분류
대분류

주거지역

§
§
§
§
§

거리 또는 공개된 장소

§
§
§
§
§
§
§

기타

§
§
§
§
§

출처: AIC NHMP 2012-14

§

상세 장소

피해자 집안
가해자 집안
기타 주택 내
공개된 장소 또는 수로
길거리, 도로, 고속도로
스포츠 구장 또는 시설
대중교통 시설
택시 또는 유사 운송시설
주차장 또는 차고
병원 또는 의료 시설
쇼핑몰
휴양, 오락 시설
직장, 업무 시설
개인 소유 자동차 내
교정 시설 (감옥, 구치소 등)
요양원
정신과 시설
기타 혹은 명시되지 않은 장소

5) 살인사건 당시 가해자의 범행 동기 – 살인 사건의 범행 동기는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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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질투, 유기, 관계종료, 가정 내 말다툼, 돈, 약물, 알코올 관련 언쟁,
그 외의 언쟁, 성적 욕설,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망상, 보조 자살/동의한
자살,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함, 눈에 띄는 범행 동기가 없는 경우, 또는
미상/미보고로 나뉜다 (<표 Ⅲ-75> 참고).
<표 Ⅲ-75> 2012-14년 살인 사건 가해자 범행 동기 분류

살인 사건 가해자 범행 동기
복수
§ 기타 언쟁
§ 질투
§ 성적 욕설
§ 관계 종료에 따른 범행
§ 망상
§ 가정 내 언쟁
§ 보조 및 합의에 의한 자살
§ 돈
§ 관계 종료를 위한 범행
§ 약물
§ 뚜렷한 동기 없음
§ 알코올 관련 언쟁
§ 미상/미보고
출처: Australian Institute of Criminology. 2012-13 to 2013-14: National Homicide
Monitoring Program Report. 2017. p. 13.
§

6) 살인사건 당시 알코올 또는 약물 복용 여부 – 범행 당시 피해자와
가해자의 알코올 및 약물 복용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알코올과 약물
각 항목으로 분류되며, 복용 여부 관련 소분류는 동일하다. 피해자가 알
코올/약물을 복용하지 않은 경우, 가해자가 알코올/약물을 복용하지 않
은 경우, 어떠한 알코올이던 복용한 경우, 피해자의 알코올/약물 복용 여
부 미상 또는 알려지지 않은 경우 및 가해자의 알코올/약물 복용 여부
미상 또는 알려지지 않은 경우로 분류된다.
7) 살인사건 피해자 정보 – 관할구역별 피해자의 수, 피해자 성별, 연
령(만 1세 미만부터 65세 이상), 토착 민족64) 관련 개별적 통계 자료, 고
용상태, 과거 범죄 전과와 사망원인을 포함한다.
특히, 사망원인은 자창(찔린 상처), 구타, 총상, 약물 남용(가해자에 의
64) 오래 전부터 특정한 지역에 거주하던 사람들 (예: 원주민) 을 의미한다. 캐나다와 마찬가지로,
이에 대한 내용은 국내와 연관이 적은 관계로 이 보고서에서 모두 제외하였다.

해 복용), 범죄적 과실, 높은 곳에서 아래로 민 경우, 교살/질식사, 교수
형, 독살/독약투입, 연기 흡입/화상, 그 외의 원인(차에 치이거나, 흔들린
아이증후군도 포함), 익사/익수와 언급되지 않거나 미상으로 분류된다
(<표 Ⅲ-76> 참조).
<표 Ⅲ-76> 2012-14년 살인 사건 당시 피해자의 사망 원인
§
§
§
§
§
§
§

피해자 사망 원인 분류
자창 (찔린 상처)
§ 교수형
구타
§ 독살/독약투입
총상
§ 연기흡입/화상
약물 남용 (가해자에 의한 복용)
§ 기타 원인 (차에 치이거나,
범죄적 과실
흔들린아이증후군도 포함)
추락사 (높은 곳에서 민 경우)
§ 익사
교살/질실사
§ 미상

출처: Australian Institute of Criminology. 2012-13 to 2013-14: National Homicide Monitoring
Program Report. 2017. p. 28.

8) 살인사건 가해자 정보 – 살인사건 종류, 관할구역별 가해자 수, 가
해자 성별, 연령(만 1세 미만 이상 65세 이상), 토착 민족 관련 개별적
통계 자료, 가해자의 범죄 전과, 가해자 자살, 가해자의 가정폭력 전과와
가해자의 정신질환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호주 범죄 통계자료는 호주 연방 통계청(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ABS) 및 호주 보건 복지 연구소(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에서 관리하는 범죄 및 사법 데이터 수집 모음과,
생산성위원회(Productivity Commission)에서 발표 한 데이터에서 재현된
다. 이렇게 산출된 범죄 관련 통계 자료는 호주 연방 통계청65), 호주형사
정책연구원 웹사이트66)에서 국가적 공개 통계 자료로 확인 가능하며, 지
역 별 범죄 통계는 뉴 사우스 웨일즈 범죄 통계 및 조사국(Bureau of
65) http://www.abs.gov.au/Crime-and-Justice 에서 국가적 범죄통계 열람이 가능하다
66) http://crimestats.aic.gov.au/ 에서 국가 범죄통계 열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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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e Statistics and Research)67) 또는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경찰
(Western Australia Police Force)68)에서 열람 가능하다.

사. 호주의 범죄 피해자 통계

호주 또한 캐나다와 유사하게 일반사회조사(General Social Survey;
GSS)를 통해 범죄 피해자 통계를 수집하고 있다. 이는 호주 연방 정부
통계국(Bureau of Statistics; ABS)의 무작위 전화걸기 방식으로 대상자
와의 인터뷰 진행을 통해 범죄 피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며, 2002년을 기
준으로 새롭게 시행하는 다목적 설문조사이다. GSS는 4년에 한번 설문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무작위로 선정된 만 18세 이상의 대상자는 사
회적 문제에 대하여 호주 연방 통계국 소속 면접관의 질문에 답하게 된
다. 범죄 관련 질문은 폭행, 무단침입 및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끼는지와
같은 다양한 질문에 답하는 방식이다. 이 외에도 GSS와 비슷한 방법의
자료 수집 방법으로 여성 안전 조사(The Women’s Safety Survey;
WSS)가 있으며, 이는 1996년에 호주 연방 통계국에 의하여 처음 조사가
실시되었다. 또한 설문조사를 우편 발송을 통해 진행하는 국가 범죄 및
안전 조사(The National Crime and Safety Survey; NCSS)가 있다.
NCSS는 3년마다 한번 씩 실시 될 예정이며, 이 도구는 각 가정의 범죄
및 안전 정보를 수집하고, 범죄 분류, 인구, 장소 및 시간에 대한 움직임
을 조사할 수 있도록 특별히 개설되었다고 한다(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04).

아. 결론 및 제언

1) 호주는 가족 범죄가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가족 내 범죄이자,

67) https://www.bocsar.nsw.gov.au/Pages/bocsar_crime_stats/bocsar_lgaexceltables.aspx 에서 지
역 별 범죄통계 열람이 가능하다.
68) https://www.police.wa.gov.au/Crime/CrimeStatistics 에서 지역 별 범죄통계 열람이 가능하다.

가족 구성원 중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강압적인 힘을 가하거나 통제하는
행위’라고 정확하게 명시되어있는 점이 특징이다. 이에 반해 국내에는 가
정폭력을 지칭 및 정의하는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있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므로 사건 당시 입력자의 개인적 기준에 따라 가정폭력의 발생 여부
가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국내 역시 가정폭력에 대
한 정확한 정의를 만들어 판단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호주는 가정 내 살인 사건에 한 형제자매가 다
른 형제 또는 자매를 살해한 경우로 정의되는 형제 살해까지 분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단순히 살인에서 존속살해로만 구분되는 실정이기 때
문에 호주처럼 더 자세한 소분류를 통해 분류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
다.
2) 두 번째로 호주는 살인을 살해, 살인 시도, 치사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국내에서는 살인 사건을 상세하게 구분하고 있지 않
다. 이는 국내에서 범죄 발생을 통계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국내의 범죄통계에서 개선해야 할 점이라고 볼 수 있
다.
3) 다음으로 호주의 범죄 통계는 가장 가깝다고 판단되는 피해자와 가
해자 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대표 피해자로 표기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
다. 예를 들어, 혼인 관계가 아닌 가정 내의 살인이 일어난 상황에서 가
족 구성원인 여성과 그의 자녀가 가해자인 성인 남성에 의해 살해되었다
면 이 사건은 친밀한 관계에 의한 살인으로 구분되는 것이다. 하지만 국
내는 한 사건에 한 명 이상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 담당하는 경찰관의 수
사 진행 방식에 의해 대표 피해자가 정해지고 있다. 이러한 국내의 통계
는 주관적인 범죄 통계의 수집이므로 신뢰성이 낮은 자료라고 할 수 있
기 때문에 호주와 같이 명확한 기준에 의해 자료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렇게 정의된 관계에서 일어나는 살인의 피해자의 수를 성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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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그 수 와 비율을 알 수 있어, 이러한 점 또한 젠더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통계를 공식적으로 제공함을 알 수 있다.
4) 마지막으로 호주는 성범죄의 유형을 범죄 발생 90일 내 신고된 성
범죄인 최근 발생 성범죄와 범죄 발생 90일 후 신고된 과거 발생 성범
죄, 성범죄로 크게 분류하고 있다. 이와 달리 국내에서는 성범죄를 상세
하게 구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정 기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는 않
고 있기 때문에 성범죄에 관한 분류체계에 개선할 점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6. 캐나다의 『여성대상범죄』의 통계항목 및 관리 방식
가. 캐나다 연방정부 통계청 - 『여성대상범죄』의 통계항목 및
관리 방식

캐나다 형법에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이나 배우자 폭력을 분류하
는 특정한 범죄 분류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Johnson, 2006). 그렇기 때
문에, 대부분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폭행, 성폭행, 성희롱, 폭력적
위협, 강제적인 감금 및 살인 관련 법규에 의하여 분류되고 있다. 캐나다
연방 통계청에 의하여 산출된 통계 자료 또한 캐나다 형법을 기반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이에 포함되지 않은 학대 범죄 분류도 존재한다. 이러
한 분류되지 않은 범죄 유형을 포함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 유형은
다음과 같다(Statistics Canada, 2006).
1) 신체적 폭력범죄 – 협박, 신체적 외상 유무에 무관한 주먹 또는
무기로 타인을 때리는 행위 등 포괄적인 의미로 학대를 일컫는 행동을
말하며, 이는 형법에 표기되어 있다.

2) 성범죄 – 상대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어떠한 형태의 성
적 행위나 강간을 포함한 강제적 성행위 및 성적 접촉을 의미하며, 이
역시 형법에 표기되어 있다. 특히 '성폭행'이란 단어는 넓은 범위의 범죄
적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 이를 테면, 원치 않는 성적 접촉에서부터 무기
가 사용된 성범죄까지 매우 다양하며, 행위의 심각성 정도 또한 세단계
로 분류된다.
3) 심리적 혹은 정서적 학대 – 형법에 포함되지 않은 범죄 유형
의 하나로 모욕,굴욕적, 상대를 깔아뭉개는 언행 또는 고함을 지르는 행
위 및 과도한 질투심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동물학대 및 타인의 재
산파괴 등의 행위와 같은 형법에 표기되어 있는 범죄적 행위 또한 다루
고 있다.
4) 재정적 학대 (경제적 학대 또는 물질적 착취) - 제한된 가족
자원 사용권한, 상속권, 구직 기회 또는 급료 점령 등이 포함된다. 절도,
사기 및 강요성이 확인되지 않는 한, 이러한 학대 행위는 형법에 포기되
어 있지 않다.
5) 배우자 학대 – 배우자 학대는 現/前배우자 또는 사실혼인 상
대가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신체적 범죄나 성적 범죄, 정서적 또는 재정
적 학대 및 동성 간의 배우자 관계를 포함하고 있다. 친밀한 관계 대상
에 의한 폭력 분류에는 배우자 범죄와 現/前애인에 의한 범죄도 포함 된
다.
6) 배우자 폭행 – 형법에 의해 측정되는 범죄이며, 신체적 혹은
성적인 폭력과 협박 등을 포함하고 있다.
7) 배우자 살인 – 혼인 관계이거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상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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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경우를 의미하며, 제 1 등급 살인69)과 2 등급
살인70) 및 과실치사를 포함하고 있다.
8) 범죄적 괴롭힘 및 스토킹 – 타인을 대상으로 한 강박적인 행
동을 의미하며, 끈질기거나 악의적이며, 상대방이 원치 않는 감시 및 개
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가 동반 될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 이는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다. 이 중 범죄적 괴롭힘
은 형법에 표기되어 있다.
9) 인신매매71) – 인신매매는 형법에 표기되어 있는 범죄이며,
인간을 대상으로 상대를 속이거나, 강요 또는 강제적인 모집, 이주, 혹은
감금을 행함으로써 개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성매매 및 강제적인 노동 착
취를 하는 범죄적 행위를 뜻한다. US State Department (2005)에 따르
면, 매년 60만 명에서 80만 명이 전 세계적으로인신매매 알선의 피해자
로 밝혀졌으며, 그 중 80%는 여성과 소녀들로 밝혀졌다.
특히, 신체적 폭력범죄, 성범죄, 배우자 폭행/학대, 배우자 살인 및 스
토킹관련 범죄는 각각 범죄 유형별로 분류되어 캐나다 연방 통계청에 년
도 별 산출된 통계자료가 보고되고 있다. 신체적 폭력범죄 또는 배우자
살인과 같이 피해자/가해자 구별이 비교적 분명한 범죄에 대한 통계는
법 집행기관 근거 조사 제도에 의하여 사건에 대한 자료가 수집되는 반
면, 스토킹과 같이 구별이 불분명한 범죄 통계는 피해자 설문 조사를 통
하여 범죄 관련 자료를 수집한다(피해자 설문 조사에 대한 예시 및 설명
은 제도에 대한 혼돈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하단에 따로 분류하였다).
69) 1 등급 살인은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희생으로 정의된다. 즉, 가해자가 미리 치밀한 계획을
세우거나 “피해자를 범할 상황을 기다리는 중” 일어난 살인을 일컫는다.
70) 2 등급 살인은 1 등급 살인과 달리 계획적으로 살해를 범하지는 않았으나, 의도적인 살인
또는 상대방의 생명에 대하여 신중하지 못한 무모함에 의한 살인을 일컫는다. 2 등급 살인은 1
등급 살인과 과실치사의 중간 지점이라 할 수 있다.
71) 이 보고서에서는 인신매매에 대한 통계 자료의 부재로 모두 제외 되었다.

나. 캐나다 연방정부 통계청 - 공식통계 산출시 사용되는 경찰 조사
기반 자료

1) Uniform Crime Reporting Survey (UCR)
1962년도 캐나다 경찰국 협회의 도움을 받아 개발된 UCR Survey 캐
나다 버전은 앞서 언급한 미국의 UCR을 캐나다에 맞게 재구성한 경찰
을 통해 처리된 사건들의 자료 수집 제도이다. 캐나다 경찰을 통한 범죄
사건에 대한 자료는 매년 UCR Survey을 통하여 캐나다 연방 통계청에
수집된다. 이 설문조사는 범죄 사건의 수, 사건 해결 수 및 형사피의자
(가해자)의 신상정보와 같은 범죄 관련 많은 내용을 세분화하여 다루고
있다.
2) The Incident-Based Uniform Crime Reporting (UCR2) Survey
경찰에 신고 및 접수되는 모든 범죄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포함
하는 조사 방법이다. UCR2 캐나다 버전은 미국의 NIBRS와 유사한 제
도이며, UCR 캐나다 버전 대비 피해자, 가해자 및 사건에 대한 특징 및
정황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2001년에는 아홉 개의 주에 소속된 154 경
찰서를 대상으로 UCR2 조사를 진행하여 세밀한 범죄사건 관련 통계자
료를 수집하기도 하였다(Kong, Johnson, Beattie & Cardillo, 2003).
캐나다 연방 통계청은 법 집행기관에 신고 접수된 살인사건의 피해자
및 가해자의 정보 수집을 다루는 ‘The Homicide Survey (살인사건 조
사)’와 젠더 기반 폭력 관련 법정 소송 사건을 케이스별로 정리한
‘Integrated Criminal Courts Survey (통합적인 형사 법원 조사)’ 등 다양
한 범죄기록 수집 제도를 사용하여, 매년 범죄통계를 산출 및 보고하고
있다(Savage,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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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캐나다 연방 통계청을 통하여 열람 가능한 젠더 기반 범죄 통계
자료
1) 캐나다의 여성 가해자 대상 통계 자료
살인 용의자의 연령 범위는 만 12세부터 65세 이상이다.

<표 Ⅲ-77> 캐나다 살인 가해자 연령별 구분 (2007~2017년 범죄 통계
발표 기준)
연령 분류 (만 연령 기준)
12세 이상 ~ 17세 이하
§ 18세 이상 ~ 24세 이하
§ 25세 이상 ~ 34세 이하
§ 35세 이상 ~ 44세 이하
§ 45세 이상 ~ 54세 이하
§ 55세 이상 ~ 64세 이하
§ 65세 이상
출처: Juristat Article. Statistics Canada, 2017.
§

살인 용의자와 피해자와의 관계는 혼인관계 (現/前 혼인관계 또는 사실
혼 관계 포함), 내연관계 (現/前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 불륜관계와 그
외의 내연관계 포함), 부모 (친부모, 의붓부모, 입양부모 및 수양부모 포
함), 자녀 (친자녀, 의붓자녀, 입양자녀 및 수양자녀 포함), 다른 가족 구
성원 (형제자매, 직속가족 외 모든 혈육관계, 혼인관계 (사실혼 포함), 입
양 또는 위탁 돌봄 포함), 친한 친구, 낯선 사람, 그 외의 사람과 미상으
로 나누고 있다.
<표 Ⅲ-78> 캐나다 살인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구분 (2007~2017년
범죄 통계 발표 기준)
§
§

피해자 기준 관계 구분
배우자
§ 친지 관계
연인 또는 그 외 친밀한 관계
§ 낯선 사람

부모
§ 기타
§ 자녀
§ 관계 미상
§ 직계존비속 외 혈연관계
출처: Juristat Article. Statistics Canada, 2017.
§

2) 캐나다 여성과 형사 사법제도 관련 통계 자료
앞서 언급되었던 가해자 관련 통계와 유사하게 여성과 형사 사법제도
관련 통계에서도 여성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를 다양한 범죄 분류와
함께 비교하였으며, 살인사건에 연루된 대다수의 여성 피해자 역시 평소
에 가깝게 알고 지내던 사람 (예: 남편 또는 내연관계 등)에 의해 살해
된 것으로 나타났다. (Mahony, Jacob & Hobson, 2017).
<표 Ⅲ-79> 캐나다 살인 피의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구분 (2007~2017년
범죄 통계 발표 기준)
피해자 기준 관계 구분
§ 배우자
§ 친지 관계
§ 연인 또는 그 외 친밀한 관계
§ 낯선 사람
§ 부모
§ 기타
§ 자녀
§ 관계 미상
§ 직계존비속 외 혈연관계
출처: Juristat Article. Statistics Canada, 2017.

3) 캐나다 경찰 조사 기반 소녀 및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 관련 통계
자료
Conroy (2018)는 캐나다 경찰 조사 기반의 대부분의 범죄에서 가해자
와 피해자와의 관계는 피해자의 성별에 따라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부분의 소녀와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친밀한 관계 상대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캐나다 연방 통계청은
2017년 소녀와 젊은 여성 범죄 피해자 중 열에 여섯 (57%)은 가족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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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내연관계 또는 친구에 의하여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래
프 3] 참고).
[그래프 3] 2017년 경찰 조사 기반 캐나다 소녀 및 젊은 여성 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 유형 및 가해자의 피해자와의 관계.

출처: Juristat Article. Statistics Canada, 2017.

[그래프 3]에서 어린 소녀는 만 11세 이하의 소녀를 뜻하며, 성숙한 소
녀는 만 12세 이상 17세 이하, 그리고 젊은 여성은 만 18세 이상 24세
미만의 여성을 뜻한다. 또한,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는 가족 (부모,
現/前혼인 관계, 형제자매, 자녀와 그 외의 가족 포함), 친밀한 관계(現/
前내연 관계), 친구(피해자와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된 친구 관계 및 룸메
이트 포함), 지인, 낯선 사람과 그 외의 사람(상사, 이웃, 사업적이나 범
죄적 관계 포함)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외에도 범죄 피해자의 성별과 나이를 대상으로 세분화된 연령 분류,
범죄 분류, 가해자의 성별 및 연령,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발
생 장소, 무기사용 여부, 범죄에 의한 부상 정도, 사건 종결 여부 및 살

인 사건에 대한 년도 별 세분화된 정보(피해자 성별 및 연령, 가해자의
성별 및 연령,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가해자의 과거 범죄 전과, 사
건 당시 알코올 및 약물 중독 여부, 피해자의 사망 원인과 가해자의 범
행 동기에 대한 통계를 분류하여 다루고 있다(Statistics Canada, 2018).
4) 가정폭력 관련 통계 자료
가정 폭력을 대상으로 한 2017년 캐나다 연방 정부 경찰 조사 기반 통
계청 자료는 크게 세 분류로 나뉜다. 이는 유아 및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 통계, 친밀한 관계를 대상으로 가정폭력 통계, 그리고 노인을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 통계이며 각 통계자료는 세분화되어 보고되고 있
다. 유아 및 아동과 친밀한 관계를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 통계를 예시로
상세히 살펴 볼 것이며, 각 관계별 차이점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따로
명시하였다.
캐나다 경찰 조사 기반 유아 및 아동을 대상으로 한 2017년 가정폭력
통계는 전 년도 대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가정 폭력 피해 유아 및
아동 중 열에 여섯은 부모에 의해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이들 외에도 대
다수의 피해 아동과 가해자의 관계는 부모 외 가족 및 지인 인 것으로
나타났다 (Burczycka, Conroy & Savage, 2018). 또한, 유아 및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경찰 조사 기반 가정폭력은 신체적 폭행이 전체의 56%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성폭행이 32%로 신체적 폭행 다음으로
많이 범하는 범죄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캐나다는 유아 및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분류가 어떻게 세분화되어 분류되며, 얼마나 자세하
게 수집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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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기반 피해 유아 및 아동에 대한 통계는 다음과 같다:
(1) 피해 아동의 성별
피해 아동의 성별은 남과여로 분류 된다.
(2) 피해 아동의 연령
피해 아동의 연령은 5살 이하, 만 6살 이상 11살 이하, 만 12살 이상 14
살 이하, 만 15살 이상 17살 이하로 나뉜다.
(3) 피해 아동과 가해자와의 관계
피해 아동과 가해자와의 관계는 가족관계, 가족 외의 관계 또는 미상으
로 나뉘며, 이는 각각 더 세분화된 소분류로 나뉜다.
<표 Ⅲ-80> 경찰 조사 기반 캐나다 유아 및 아동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분류

여성 피해자

남성 피해자

피해자 성별 및 가해자와의 관계 분류
부모
형제
가족 관계
기타 혈연관계
배우자
연인 또는 그 외 친밀한 관계
친구
조금 아는 사이 (안면 정도는 있는 사이)
비가족 관계
위계, 권력자
낯선 사람
기타
관계 미상
부모
형제
가족 관계
기타 혈연관계
배우자
연인 또는 그 외 친밀한 관계
친구
조금 아는 사이 (안면 정도는 있는 사이)
비가족 관계
위계, 권력자
낯선 사람

관계 미상

기타

출처: 피해자 성별 및 가해자와의 관계 분류 재구성 Juristat Article. Statistics Canada,
2017.

<표 Ⅲ-80>에서 부모 및 형제자매의 의미는 친부모, 친형제자매, 의붓
부모, 의붓형제자매, 양부모, 양형제자매와 수양부모, 수양형제자매를 각
각 포함하고 있다. 직계 가족 외 가족은 앞서 언급된 직계 가족 외의 혈
육관계인 가족 구성원과 혼인 관계 (사실혼 관계 포함) 및 입양 관계 또
한 모두 포함 한다. 배우자는 現/前혼인 관계나 사실혼 관계의 상대를
의미하나, 피해자가 만 15세 이하인 경우 미상으로 분류된다. 또한, 가족
외 관계에서 연인 또는 내연관계에는 現/前애인관계 또는 그 외의 내연
관계를 의미하며, 여기서 그 외의 내연관계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대상으
로 범죄를 저지르기 전 둘 간의 성적인 관계나 상호간의 성적 매력을 느
낀 관계를 의미한다(만 12세 이하 피해자 제외: 미상으로 분류). 친구는
룸메이트를 포함하며, 지인은 웃을 포함하고 있다. 권위적인 인물에는 신
뢰가 가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나, 가족이 아닌 권위적인 상대 또는 권위
적인 상대를 대상으로 한 범죄를 포함한다. 그 외의 분류에는 사업적 관
계와 범죄적 관계(예를 들어, 마약 및 성매매와 같은 불법적 행동에 의
한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를 포함하고 있다.
(4)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가족 범죄의 유형
살인과 그 외의 치사, 살인 미수, 성범죄(성폭행 및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으로 분류), 신체적 폭행, 폭행 및 폭행 가능성에 대한 협박을 동
반한 범죄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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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81> 경찰 조사 기반 캐나다 유아 및 아동 피해자 대상 가족
범죄 유형
범죄 유형 분류

살인 또는 기타 인명 피해 범죄
살인 미수
§ 성폭행
성범죄
§ 아동 성범죄
신체적 폭행죄
기타 폭행 및 폭력적 위협, 협박
출처: 유아 및 아동 피해자 대상 가족 범죄 유형 재구성 Juristat Article. Statistics
Canada, 2017.

살인과 그 외의 치사에는 1급살인, 2급살인, 과실치사, 영아살해, 피해자
를 죽음에 이르게 한 범죄적 치사(상해 치사)와 그 외의 범죄를 포함하
고 있다. 살인미수는 살인 음모를 포함하며, 성폭행은 성폭행 세 단계72)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은 형법에 의하여 따
로 분류되며, 성적 간섭, 성적 접촉과 성 착취는 포함되나 성폭행 세 단
계와 그 외의 아동 피해자에게만 특별히 적용되지 않는 성범죄73)는 포
함되지 않는다. 신체적 폭행에는 신체적 폭행 세 단계 모두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가장 경미한 방법의 일반폭행(밀치기, 손바닥으로 때리기,
주먹으로 때리기와 얼굴을 서로 대면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언어적 위협
포함) 1단계와 1단계보다 좀 더 심각한 2단계 폭행(무기, 협박 또는 심각
한 신체적 훼손 포함)과 3단계인 가중폭행(부상, 불구, 심각한 외상 또는
피해자의 목숨을 위태롭게 한 경우)으로 나뉜다. 위에 언급된 폭행 외의
모든 폭행 및 협박은 따로 분류된다.
72) 캐나다 법무부에 의하면 성폭행의 세 단계는 경상 또는 신체적인 손상이 없는 1단계, 무기, 협
박 또는 심각한 신체적 훼손이 동반된 성폭행을 의미하는 2단계와 부상, 불구, 심각한 외상 또
는 피해자의 목숨을 위태롭게 한 경우의 3단계로 나뉜다 (Brennan & Taylor-Butts, 2008).
73) 그 외의 성범죄는 근친산간, 항문성교 및 수간을 포함하고 있다 (Statistics Canada, 2008).

(5) 사건 수사 종결 여부
범죄 유형 별 사건 종결 여부를 종결되지 않음, 기소, 그 외의 종결 (피
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처벌 거부, 경찰 권한 밖의 이유, 경찰 재량권에
의한 수사 종결 또는 그 외를 포함)로 분류된다.
<표 Ⅲ-82> 2017년 경찰 조사 기반 캐나다 유아 및 아동 피해자 대상
사건 종결 구분
종결 유형

미제
형 선고에 의한 사건 종결

§

기타 종결 유형

§
§
§

피해자 또는 원고의 고소 취하 또는 추가 조사 중단 요청
에 의한 종결
경찰 권한 밖의 이유
경찰 재량권에 의한 수사 종결
기타 사유에 의한 종결

출처: Juristat Article. Statistics Canada, 2017.

(6) 사건에 사용된 무기의 종류 및 피해자의 부상 정도
무기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부상 및 죽음을 나타내는 협박 또는 위협
행위를 행한 경우, 무기 없이 신체적 힘을 가한 경우, 무기를 사용한 경
우 또는 미상으로 크게 분류되며, 무기를 사용한 경우에는 총, 칼 또는
구멍을 뚫거나 자를 수 있는 물건의 사용, 몽둥이 또는 그와 유사한 뭉
툭한 물건과 그 외의 무기로 나뉜다. 그 외의 무기로는 폭발물, 불, 자동
차, 독극물과 구분되어 있지 않은 무기를 모두 포함 한다.
피해자의 부상정도는 부상을 당하지 않았거나, 부상을 당하였거나 미상
으로 나뉘며,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경미한 신체적 부상(간단한 응급처
치 정도의 부상) 또는 심각한 신체적 부상 또는 죽음(전문적인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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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83> 2017년 경찰 조사 기반 캐나다 유아 및 아동 피해자 대상
사용된 무기 및 부상 정도
사용 무기 구분
무기 미사용
§
협박
§
물리적 가해
§
무기 사용
§
- 총기
§
- 칼 또는 날카로운 흉기 사용
- 몽둥이 또는 그와 유사한 뭉툭한
물건
- 기타 무기 (폭발물, 불, 자동차 등)
§ 미상
출처: Juristat Article. Statistics Canada, 2017.
§
§
§
§

부상 유형 분류
부상 없음
부상 있음
경미한 부상
심각한 부상 또는 사망
미상

(7) 가해자의 정보
앞서 언급한 유아 및 아동 피해자 관련 통계와 유사한 방식으로 가해자
의 정보를 산출한다. 가해자의 성별, 사건 당시 연령 및 피해자와의 관계
에 대한 통계를 개별적으로 산출 및 보고하고 있다. 가해자의 연령은 유
아 및 아동 피해자 대상 범죄 통계이기에 피해자보다 높은 연령대(만17
세 이하에서 65세 이상) 인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표 Ⅲ-84> 2017년 경찰 조사 기반 캐나다 유아 및 아동 피해자를
범한 가해자 정보
가해자 성별 및 피해자와의 관계 분류
부모
형제
가족 관계
기타 혈연관계
배우자
연인 또는 그 외 친밀한 관계
여성 가해자
친구
아는 사이 (안면 정도는 있는 사이)
비가족 관계 조금
위계, 권력자
낯선 사람
기타
관계 미상
남성 가해자 가족 관계
부모

비가족 관계
관계 미상

형제
기타 혈연관계
배우자
연인 또는 그 외 친밀한 관계
친구
조금 아는 사이 (안면 정도는 있는 사이)
위계, 권력자
낯선 사람
기타

출처: Juristat Article. Statistics Canada, 2017.

(8) 캐나다 각 주별 유아 및 아동 피해자 성별 및 발생 빈도
캐나다는 국내와 달리 국가가 각 주(예: 퀘백, 온타리오, 밴쿠버 등 13
개의 주)로 분류 되어 있으며, 유아 및 아동 피해자 관련 가족 범죄 및
타인에 의한 범죄 통계 또한 동일하게 각 주별로 분류되어 산출하고 있
다.
(9) 유아 및 아동 피해자 도시/지방 발생 빈도 비교
아동의 성별, 연령 그리고 사건이 발생 장소(도시 또는 지방)를 통계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대부분의 아동 관련 범죄는 도시에서 많이 일어나
고 있으며, 가족폭력은 도시에 살고 있는 만 6세 이상 11세 이하의 아동
들에게 많이 일어나고, 가족이 아닌 가해자에 의한 폭력은 만 15세 이상
17세 이하 청소년들에게 유독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 유아 및 아동 피해자 광역 도시별 발생 빈도 비교
도시 또는 지방과 동일하게 광역도시(밴쿠버, 빅토리아, 토론토 등 13개
도시) 별로 지역을 분류하였다.
(11) 유아 및 아동 살인 피해자 연령 및 가해자의 범행 동기
살인 피해유아 및 아동은 개별적으로 통계를 산출하여 표기한다. 살인
피해유아 및 아동은 광범위하게 가족관련 살인과 가족과 연관이 없는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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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으로 나뉜다. 범행 동기는 여덟 가지 소분류로 나뉘며, 이는 다음과 같
다.
<표 Ⅲ-85> 2017년 경찰 조사 기반 캐나다 살인 피해유아 및 아동
연령 및 가해자의 범행 동기
가해자 범행 동기 분류
불만, 분노 또는 절망
§ 언쟁 또는 말다툼
§ 은폐 목적
§ 질투
§ 복수
§ 기타
§ 뚜렷한 동기 없음
§ 미상
출처: Juristat Article. Statistics Canada, 2017.
§

<표 Ⅲ-85>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범행 동기는 불만, 분노 또는 절망,
언쟁 또는 말다툼, 은폐74), 질투, 복수, 그 외의 동기(금전적 이득, 자비
살인과 성폭행 포함), 뚜렷한 동기 없음(정신질환 및 치매 포함)과 미상
으로 분류된다.
Savage(2018)는 캐나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일어난 범죄를 경찰 조사
기반 자료를 통하여 확인하여 본 결과, 여성 노인 피해자가 58%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이들 중 대다수는 배우자에게 피해를 당하였다고 설명
하였다. 또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 가족폭력은 느리나,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캐나다 당국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가족폭력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상세한 자료를 수집하
고 있다고 밝혔다. 캐나다 연방 통계청에서 산출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 통계의 종류는 유아 및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 통계 종류(피해자
74) 어떠한 증거 (임신이나 출산) 또는 또 다른 범죄의 증거를 숨기기 위하여 살인을 범하는 것을
의미한다 (Homicide Survey, 2018).

성별, 연령,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등)와 매우 유사하나, 가족 관계
를 나누는 분류에 자녀가 포함 된다는 점에서 두 대상 간의 차이점을 찾
아볼 수 있다.
<표 Ⅲ-86> 2017년 경찰 조사 기반 캐나다 노인 대상 범죄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가족 관계

비가족 관계
관계 미상

가해자와의 관계 분류
직계비속
배우자
형제
기타 혈연관계
연인 또는 그 외 친밀한 관계
친구
조금 아는 사이 (안면 정도는 있는 사이)
위계, 권력자
낯선 사람
기타

출처: Juristat Article. Statistics Canada, 2017.

(12) 친밀한 관계에 대한 폭력
現/前혼인 관계 배우자, 사실혼 관계, 연인 관계와 그 외의 친밀한 관
계75) 사이에서 일어나는 범죄를 일컫는다. 예를 들어, 2017년 캐나다 경
찰 조사 기반 통계에 의하면 전체 신고 접수된 3분의 1인 30%가 친밀한
관계에 대한 폭력이었다. 특히, 대다수의 친밀한 관계에 대한 폭력 피해
자는 여성이며, 이는 열 명의 여성 피해자중 여덟 (79%)은 친밀한 관계
에 대한 폭력 피해자임을 나타냈다. 또한,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의 연
령대가 이러한 폭력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대다수의 여성
피해자는 친밀한 관계인 가해자로부터 신체적 폭행을 당하는 것으로 밝
혀졌다.
75) 이는 다른 모든 관계를 제외하고, 성관계나 상호간에 성적 매력을 느낀 관계를 뜻한다. 하룻밤
을 같이 즐기는 원나잇스텐드나 잠시 동안의 짧은 성적 관계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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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87> 2017년 경찰 조사 기반 캐나다 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분류
친밀한 관계

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 분류
現배우자
배우자
前배우자
現연인
연인 관계
前연인
기타 친밀 관계

非배우자 가족 관계
기타
낯선 사람
미상
출처: Juristat Article. Statistics Canada, 2017.

친밀한 관계에 대한 폭력 피해자 통계 또한 유아 및 아동과 노인 피해
자 통계와 유사한 통계 자료를 수집 및 산출하고 있다. 피해자와 가해자
와의 관계에서는 다른 통계와 달리 친밀한 관계, 배우자가 아닌 가족관
계, 그 외의 관계, 낯선 사람 및 미상으로 나뉜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확
인 할 수 있다.
친밀한 관계는 배우자76)(現/前혼인 관계 포함), 애인 관계77)(現/前애인
관계 포함)와 그 외의 친밀한 관계78)를 포함하고 있다. 배우자가 아닌
가족 관계는 혈육 관계에 있는 다른 가족 구성원, 혼인(사실혼 포함) 또
는 입양 관계를 포함하고 있다. 혈육 관계에 있는 다른 가족 구성원으로
는 형제자매, 할아버지/할머니, 삼촌, 이모, 사촌과 인척 관계 등이 있다.
그 외의 관계는 위의 명시된 관계 외에 모든 배우자가 아닌 관계, 애인
이 아닌 관계와 가족이 아닌 관계를 포함한다. 친구, 지인, 사업적 관계,
범죄적 관계와 신뢰와 권위를 기반으로 한 관계(선생님과 학생, 의사와
환자 등)를 의미한다. 친밀한 관계에 대한 폭력 가해자의 정보도 피해자
76) 혼인관계, 별거, 이혼과 현/전 사실혼 관계를 뜻하며, 만 15세 이상 89세 이하의 피해자를 포함
한다.
77) 현/전 남자친구와 여자친구를 뜻하며 혼인관계와 같은 연령대의 피해자를 포함한다.
78) 피해자가 성적 관계나 사건 전 가해자와의 상호적 성적 매력을 느낀 경우를 의미한다.

와 동일한 관계 분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또한, 친밀한 관계에 대한 폭력에 의한 피해자 살인율 통계는 매년 이
루어지고 있으며,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는 크게 배우자 관계, 애인 관
계와 친밀한 동성애 관계에 의한 살인 피해자로 분류한다. 배우자 관계
는 혼인 관계 배우자와 사실혼 관계로 나눠 통계가 산출된다.
이와 같이, 캐나다는 국가 연방 통계청을 통해 젠더 관련 통계를 매년
마다 수집 및 공개하고 있다. 국내의 통계와 달리 대다수의 통계 자료는
피해자 초점 통계 자료로 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처럼
피해자, 가해자 그리고 사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정리하여 표기하고
있다. 이러한 통계 자료들의 원표는 모든 사람에게 공개 되지는 않으나,
통계 원표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연구목적 프로포졸과 신청서를 제출하면
제공 받을 수 있다.

5)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 관련 설문지(1993 Violence Against Women
Survey; VAWS)
가) VAWS: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 관련 설문지
UN의 국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 관련 설문지(International
Violence Against Women Survey; IVAWS)를 기반으로 1993년도에 캐
나다 연방 통계청은 여성 관련 범죄 자료 수집을 위하여 여성을 대상으
로 한 범죄 관련 설문지(Violence Against Women Survey; VAWS)를
실시하였다(Statistics Canada, 1994). 캐나다 연방 통계청은 이 설문조사
의 궁극적 목적을 여성들의 실내 및 실외에서의 안전을 검토하고 두려
움, 성희롱, 성폭력, 신체적 폭력에 대한 인식과 낯선 사람, 애인/남자친
구, 남자 지인, 남편과 사실혼 배우자/동거인의 위협 여부에 대하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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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함이라 설명하였다. 캐나다에 거주하고 영어 또는 불어를 이해하
고 말할 수 있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대상으로 무작위 전화걸기 방식을
통하여 진행하였고, 대략 12,300번의 전화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VAWS
는 캐나다 사회 속에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신체적이고 성적인 폭력에
대하여 이해하고 관찰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캐나다 연방
통계청은 밝혔다(Statistics Canada, 2006). 이를 통하여 얻어진 결과의
변화 추이 확인 및 관찰하기 위하여 캐나다 연방 통계청은 1993년에 진
행되었던 VAWS의 유사한 질문들을 일반사회조사(General Social
Survey; GSS)에 포함시켜 5년마다 측정하여 피해자 조사 기반 범죄 통
계를 산출 및 캐나다 연방 통계청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나) 캐나다인의 안전을 위한 피해자 중점 일반사회조사(General
Social Survey; GSS) on Canadians’ Safety (Victimization)
앞서 언급하였듯이 캐나다 연방 통계청은 1988년을 시작으로 5년에 한
번 씩 일반사회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GSS 실시의 궁극적 목표는 캐나
다인의 범죄에 대한 개인적 경험, 피해와 연관된 위험 요인조사, 경찰에
직접적인 신고율, 배우자 폭력의 본질과 정도, 범죄에 대한 두려움 및 범
죄와 사법체계를 향한 국민의 인식을 통계치로 산출하는 것이다. GSS는
앞서 언급한 VAWS와 유사하게 전화 설문조사로 이루어지며, 대상 연령
은 18세 보다 이른 15세이다. 캐나다 연방 통계청은 이를 통하여, 경찰
조사 기반 프로그램의 특성상 배재 될 수 있는 암수범죄를 포함한 정확
한 범죄통계 산출을 위하여 UCR과 GSS를 함께 사용하고 있다.
다) 캐나다 연방 통계청 공식통계와 국내 경찰청 범죄통계의 비교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캐나다는 연방정부 통계청을 통하여 법 집행기
관과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피해자 조사 자료를 수집하여 공식통계를 산
출 및 보고한다. 신체적 폭력범죄, 성범죄, 배우자 폭행 또는 학대, 배우

자 살인, 스토킹 및 인신매매 등과 같이 형법을 기반으로 통계치를 산출
하는 캐나다 연방 통계청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이나 배우자 폭력을
분류하는 특정한 범죄 분류가 표기되어 있지 않으나, 형법 및 그 밖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 유형인 심리적 혹은 정서적 및 재정적 학대로
분류되어 있다. 그 중 배우자 살인 및 폭력범죄와 같이 피해자와 가해자
구별이 비교적 분명한 범죄에 대한 통계는 법 집행기관인 각 지역 경찰
청에 의하여 수집된 자료를 통하여 공식통계를 산출하는 반면, 스토킹과
같이 구별 짓는 것이 어려운 범죄 통계는 피해자 설문 조사를 통하여 수
집한 자료를 이용하여 공식통계를 산출하고 있다. 각 지역 경찰청은
UCR 제도 또는 미국의 NIBRS와 유사한 제도인 UCR2 제도를 이용하여
경찰 기반 조사 자료를 수집한다. UCR2 제도는 기존의 UCR 제도가 다
루지 않았던 피해자, 가해자 및 사건에 대한 특징 및 정황을 모두 포함
하고 있는 UCR 제도의 새로운 버전이다. 이러한 제도를 통하여 캐나다
연방 통계청은 법 집행기관에 신고 및 접수된 살인사건 수집 및 법정 소
송 사건을 케이스별로 정리하여 매년 공식범죄통계를 산출 및 보고하고
있다.

라) 국내 경찰청 범죄통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캐나다 연방정부 통계청은 매년 공식살인통계를 별도로 수집 및 산출하
여 공개하고 있다. 통계자료는 살인 용의자의 연령 범위(만 12세~65세
이상), 살인 용의자와 피해자와의 관계는 혼인관계(現/前 혼인관계 또는
사실혼 관계 포함), 내연관계(現/前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 불륜관계와
그 외의 내연관계 포함), 부모(친부모, 의붓부모, 입양부모 및 수양부모
포함), 자녀(친자녀, 의붓자녀, 입양자녀 및 수양자녀 포함), 다른 가족
구성원(형제자매, 직속가족 외 모든 혈육관계, 혼인관계(사실혼 포함), 입
양 또는 위탁 돌봄 포함), 친한 친구 낯선 사람, 그 외의 사람과 미상으
로 나누고 있다. 이렇게 캐나다 연방 통계청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통계
III. 해외 선진국의 젠더폭력 통계 수집․관리 현황 155

자료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매우 세분화하여 분류하고 있으나, 국
내가 분류하고 있는 관계의 유형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 외에도 캐나다 연방정부 통계청 대비 국내 경찰청
범죄통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1) 공식통계에 피해자 조사 자료 적극 활용
캐나다는 경찰조사기반 제도인 UCR 또는 UCR2 외에도 Violence
Against Women Survey와 같은 피해자 조사를 통해 공식통계 자료를
수집 및 산출하고 캐나다 통계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특히,
살인 및 폭행과 같은 통계자료를 개별적으로 산출하여 보고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형사정책연구원에서 피해자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공식통
계로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자료들을 공식통계에 포함하여 놓칠
수 있는 암수범죄
(2) 피해자에 대한 자료 수집 방법
캐나다 통계청은 공식통계 산출 시 피해자에 대한 정보 외에도 피해자
와 가해자와의 관계를 상세히 표기하고 있다. 이는 피의자의 재범 위험
가능성 및 피해자의 취약점을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소중한 정보로 사용
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경찰청 범죄통계는 경찰단계에서 사건조사 시
입력할 수 있는 정보의 제한이 있기에 많은 정보를 잃고 있는 것이다.
보다 더 정확하고 정밀한 공식통계 산출을 위해서 경찰 조사 시 가해자
의 정보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7. 미(美)연방수사국 『국가사건-근거보고시스템(NIBRS)』의
통계 항목 및 관리 방식
가. 美 연방수사국(FBI)의 범죄통계 작성·관리규칙

미국의 대표적인 범죄통계 작성기관인 美 연방수사국(FBI)은
UCR/NIBRS 프로그램을 통해 1929년부터 미국 전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범죄에 대한 기록을 작성·관리해 왔다. 범죄통계의 정확도 확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명확한 수치화(Counting)기준 및 분류
(Classifying)체계의 수립인데, 이 중 분류체계는 美 수사기관이 어떤 범
죄를 수사하고 있는지에 대한 범죄 유형별 구분법을 지칭하고, 수치화는
분류된 사건들의 건수를 계상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1) 경찰 조사-기반 보고(Uniform Crime Report; UCR)
(1) 먼저 범죄 유형분류 규칙에 있어 美 연방수사국은 이분법적 범죄유
형(Part1, Part2) 분류체계를 활용하고 있으며 상세내용은 하단의 <표
Ⅲ-88>에 제시 되어있다. 형법 죄명 기준(위반행위속성)의 분류체계를
갖는 한국 경찰청과 달리, 美 연방수사국은 사건 특성을 기준으로 범죄
통계를 작성·분류하는데 두 기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살인 범죄 통계에
서 찾아 볼 수 있다. UCR Part1 범죄의 첫 번째 유형인 살인(Criminal
Homicide)은 크게 모살(Murder)와 고살(Manslaughter)로 구분되는데, 모
살(Murder)은 다시 악의적인 목적의 사전 살인계획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1급모살(First Degree Murder)과 2급모살(Second Degree Murder)
로 나누어진다. 고살(Manslaughter)은 모살과 달리 살인할 의사
(Intension To Kill)는 없었으나 유의적으로 발생한 고살(Nonnegligent
Manslaughter)만을 포함함으로서 부주의가 아닌 고의 살인 통계만을 수
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79) 부주의고살 외에도 자살(Suicide), 정당화
할 수 있는 살인(Justifiable Homicide), 사고사(Death Caused by
Accidents), 살인미수(Attempts to Murder)80)가 살인통계에서 제외되어
79) 고살(Manslaughter)은 크게 주의고살(Nonnegligent Manslaughter)과 부주의고살(Negligent
Manslaughter)로 나누어지는데 예를 들어 살인을 할 의사는 없었는데 격정적으로 휘두른
팔에 피해자가 맞고 죽은 경우 주의고살, 교통사고 상 실수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부주의
고살이라고 할 수 있다(박정선, 2012).
80) 상해치사(Assaults to Murder)는 UCR 분류체계에서 가중폭행(Aggregated assault)으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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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이를 보면 美 연방수사국의 고의살인 통계 수집 규칙의 엄격성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국내 경찰청의 살인 통계81)는 자살교사/방
조가 포함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치사범죄(강도살인, 강간살인·치사, 상
해치사, 폭행치사 등82))가 모두 제외되어 있어 살인범죄 통계를 과소추
정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국내 형법상 살인 및 강간 범죄
분류체계의 개선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표 Ⅲ-88> FBI UCR 프로그램의 범죄 통계 분류체계 (Part1, Part2 범죄)

Part 1
범죄

Part 2
범죄

범죄유형구분
모살과 주의고살
(Murder & Nonnegligent
manslaughter)
강간
(Forcible Rape)
강도
(Robbery)
가중폭행
(Aggravated Assault)
무단침입
(Burglary)
절도
(Larceny-Theft)
차량절도
(Motor Vehicle Theft)
방화
(Arson)
단순폭행
(Simple Assault)

정의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행위
타인의 의지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성교하는
행위
강제로 완력이나 폭력을 사용하여
그리고/또는 타인을 두려움에 떨게 하여
타인의 관리, 소유, 통제 하에 있는 물건을
빼앗거나 빼앗으려하는 행위
타인의 육체에 심한 상처를 입힐 목적으로
공격하는 행위, 미수행위 포함
중죄를 범하거나 절도를 행하기 위해
구조물에 불법적으로 침입하는 행위
타인이 소유하거나 소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재산을 빼앗거나, 가져가거나, 끌고가거나,
타고가는 행위
차량절도행위 또는 그러한 시도행위
거주지, 공공빌딩, 자동차, 비행체, 물건 등에
고의로 불을 붙이거나 시도행위
무기가 사용되지 않은 폭력행위 또는
시도행위

류된다.
81) 국내 경찰청 살인통계의 범주에는 살인, 영아살해, 존속살해, 촉탁/승락살인, 자살교사/방조,
위계/위력/촉탁/승락살인, 특가법(보복살인등)이 포함되어 있다.
82) 강도살인은 강력범죄의 강도 범주에, 강간살인·치사는 강력범죄의 강간 범주에 포함되어 있
다.

날조/위조
속일 목적으로 진짜와 닮은 가짜를 만들거나,
(Forgery/Counterfeiting)
변경, 유동, 소유하는 행위
사기
거짓으로 돈 또는 재산을 전환하거나
(Fraud)
획득하는 행위
횡령
특정인의 관리, 보관, 통제 하에 있는 돈을
(Embezzlement)
전환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장물
장물을 사거나, 받거나, 소유하는 행위, 또는
(Stolen Property)
시도행위
가족 및 자녀에 대한 범죄
부양의무 불이행, 방치,
(Offenses Against Family & 가족 및 자녀에 대한
유기, 학대
Children)
약물남용위반
약물의 불법적 소유, 판매, 사용, 재배, 제조와
(Drug Abuse Violations)
관련된 위반행위
도박
불법도박을 장려, 허가, 참여하는 행위
(Gambling)
기물파손
고유주, 관리자의 동의 없이 공적/사적 재산,
(Vandalism)
동산을 고의로 파괴, 상해, 손상시키는 행위
출처: FBI UCR Handbook(2004) & 박정선(2012)

(2) 다음으로, FBI의 범죄건수 추산 방식에 대해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UCR 작성 매뉴얼에 따르면, 동일시간, 동일장소에서 개인 또는 집단에
의해 발생한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통계를 작성할 때 미국 법집행관은
먼저 단 건의 위반행위가 있었는지 여러 건의 위반행위들이 있었는지를
구분한다(offenses of law occur singly as opposed to many being
committed simultaneously). 하나의 사건에서 단 건의 위반행위가 있던
경우(A Single-Offense Situation), 법집행관은 그것이 Part1 범죄인지
Part2 범죄인지를 추가 분류하고, Part1 범죄에 해당하면 기록을 작성,
Part2 범죄에 해당하면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만 기록을 작성한다.
(3) 발생시간과 장소가 동일한 한 사건에서 한명 또는 여러 명의 피의자
에 의해 다수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A Multiple-Offense Situation),
법집행관은 각각의 위반사항들 중 어느 것이 Part1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구분하고, 다수의 위반사항들이 Part1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하단
의 [표 2]에서 설명되고 있는 위계적분류법(Hierarchy Rule)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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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1 범죄들 중 가장 위계가 높은 범죄 하나만을 기록하도록 한다. 예
를 들어 두 명의 범죄자가 중고차가게에 무단침입하여 금고의 현금을 약
탈하고, 차고에서 두 대의 차량을 훔쳐 도망간 사건의 경우, 5순위의 무
단침입, 6순위의 절도, 7순위의 차량범죄를 순차적으로 저지른 것을 알
수 있으나, 동일장소, 동일시간에 동일한 범죄자들에 의해 범죄가 발생한
것을 감안, 위계적 분류법을 적용하여 가장순위가 높은 Part1 범죄인 무
단침입만을 기록한다. 부가적으로 위계적분류법은 통계기록상에만 적용
되는 규칙으로, 기소되는 범죄의 건수(Number of Charges)와는 관련이
없으며, 정당한 살인(Justifiable Homicide), 차량절도(Motor Vehicle
Theft), 방화(Arson)범죄에는 위계적분류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표 Ⅲ-89> UCR 범죄 유형 분류
UCR 제도 범죄 분류1
1. 살인 위반행위
Offenses

모살과 유의적 고살 Murder and
Homicide a.Nonnegligent
Manslaughter
b. 부주의적 고살 Manslaughter by Negligence
a. 강제추행 Rape by Force
b. 강제추행미수 Attempted to Commit
2. 강간 Forcible Rape
Forcible Rape
a. 총기 사용 위반 Firearm
b. 칼 또는 절단 기구 Knife or Cutting
Instrument
c. 그 외의 위험한 무기 Other Dangerous
3. 강도 Robbery
Weapon
d. 폭력적인-팔―손, 주먹, 발 등
Strong-arm―Hands, Fists, Feet, etc.
a. 총기 사용 위반 Firearm
b. 칼 또는 절단 기구 Knife or Cutting
Instrument
4. 가중폭행 Aggravated Assault c. 그 외의 위험한 무기 Other Dangerous
Weapon
d. 폭력적인-팔―손, 주먹, 발 등
Strong-arm―Hands, Fists, Feet, etc.
a. 강제침입 Forcible Entry
5. 무단침입 Burglary
b. 강제적이지 않은 불법침입 Unlawful Entry

―No Force
c. 강제침입미수 Attempted Forcible Entry

6. 절도 위반 행위(자동차 절도
제외) Larceny-theft(except motor
vehicle theft)
a. 자동차 Autos
7. 자동차절도 Motor Vehicle Theft b. 트럭 및 버스 Trucks and Buses
c. 그 외의 운송수단 Other Vehicles
a.―g. 건물 Structural
8. 방화 Arson
h.―i 운송수단 Mobile
j. 그 외 기타 Other
출처: UCR: Uniform Crime Reporting Handbook Revised (2004). U. S. Department of
Justice.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4) 동일한 개인 또는 집단이 서로 다른 유형의 범죄를 짧은 시간(a
short period of time)안에 연속성을 가지고 상이한 장소에서 저지른 경
우(separation of time and place between the commission of several
crimes), 각각의 범죄위반이 개별분류 및 건수화 되는 시간과 장소의 분
리법(Separation of Time and Place Rule)이 적용된다. FBI UCR 작성
매뉴얼의 예시에 따르면, 한명의 범죄자가 등산 중인 부부를 총기로 협
박한 끝에 외진 장소에서 남편을 살해하고, 범죄자의 집으로 아내를 납
치하여 강간한 사건에 대하여 UCR 통계를 작성할 경우, 전체 2건--1건
의 살인(Criminal Homicide)과 1건의 강간(Forcible Rape)--범죄가 기록
되며, 두 범죄(살인과 강간) 사이에 시간과 장소의 분리가 발생하였기 때
문에 중한 죄만을 기록하는 위계적 분류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무장강도
가 은행을 털다 출동한 경찰을 피하기 위하여 건너편 백화점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탈취한 사건이나 피의자가 이틀에 걸쳐 5명의 피해자를 나
이프로 협박하여 지갑을 빼앗은 경우도 같은 맥락에서 2건의 범죄—1건
의 강도(Robbery, Firearm)와 1건의 차량절도(Motor Vehicle Theft,
Auto)--와 5건의 범죄—5건의 강도(Robbery, knife)--로 각각 분류되어
기록된다. 국내 경찰청의 경우, 범죄 발생건수의 정확한 추산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실무적 편의성을 위해 보다 적은 수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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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을 작성하는 위계적분류법(Hierarchy Rule)을 보편적으로 적용하고 있
을 것이라는 가정만 존재하는 실정이다. 특히 거주지에서 수개월에 걸쳐
꾸준히 폭행을 당하다 끝내 사망한 피해자에 관한 가정폭력 통계의 경
우, 위계적분류법을 적용할 경우 1건의 폭행치사/상해치사로 분류되어
통계가 소실되는 점을 감안, 범죄 피해 실태 파악을 위해 시간과 장소의
분리법을 부분 적용하여 통계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1930년대 구성된 UCR 프로그램이 현대범죄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반
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직면하게 된 美 연방수사국은 1985년 사건기반
통계자료인 NIBRS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기존의 UCR에서 수집되고 있
는 통계 항목(범죄발생건수, 종결여부, 피해품의 유형과 가치, 피의자의
나이, 성별, 인종) 보다 상세한 범죄통계 정보를 수집하고자 노력하였다.

나. 국가 사건-기반 조사 시스템(National Incident-Based Reporting
System; NIBRS)
(1) NIBRS는 UCR과 범죄분류체계, 건수추산방식, 그리고 수집항목내
용에서 차별성을 갖는데, 먼저 범죄분류규칙에 있어 기존의 8종의 Part1
과 9종의 Part2범죄로 나누어지던 분류법이 22종의 A군 범죄와 11종의
B군 범죄로 좀 더 상세하게 개선 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A군 범죄는
방화(Arson), 폭행(Assault Offenses)83), 뇌물(Bribery), 무단침입
(Burglary/Breaking and Entering), 위조/날조(Counterfeiting/Forgery),
재물손괴(Destruction/Damage/Vandalism of Property), 약물/마약범죄
(Drug/Narcotic Offenses),84) 횡령(Embezzlement), 사기(Fraud)85), 도박
83) 폭행은 가중폭행(Aggravated Assault), 단순폭행(Simple Assault), 위협(Intimidation)으로 구분
된다.
84) 약물/마약범죄는 약물/마약 위반(Drug/Narcotic Violation), 약물장비위반(Drug Equipment
Violation)으로 구분된다.
85) 사기는 거짓 허위/사취/신용사기(False Pretenses/Swindle/Confidence Game), 신용카드/ATM사기

(Gambling)86),
살인(Criminal
Homicide),87)
유괴/납치
(Kidnapping/Abduction), 절도(Larceny/Theft Offenses)88), 포르노그래피
/음란물(Pornography/Obscene Material), 매춘(Prostitution Offenses)89),
강도(Robbery), 강제적 성범죄(Forcible Sex Offenses)90), 비강제적 성
범죄(Non-forcible Sex Offenses)91), 장물범죄(Stolen Property
Offenses), 무기법위반(Weapon Law Violations)을 포함한다. B군 범죄는
부정수표(Bad Checks), 통금/호객/부랑위반(Curfew/Loitering/Vagrancy
Violations), 무질서행위(Disorderly Conduct), 음주운전(Driving Under
Influence), 주취(Drunkenness), 비폭력적 가정범죄(Non-Violent Family
Offenses), 주류법위반(Liquor Law Violations), 엿보기(Peeping Tom),
가출(Runaway), 사유지무단침입(Trespass of Real Property), 기타범죄
(All Other Offenses)를 포함한다.
<표 Ⅲ-90> NIBRS 범죄 분류 - A군 위반행위
1. 방화 Arson
2. 폭행 위반행위 Assault
Offences
3. 뇌물 Bribery

집단 A 범죄 분류
가중폭행 Aggravated Assault
단순폭행 Simple Assault
위협 Intimidation

(Credit Card/Automated Teller Machine Fraud), 신분사기(Impersonation), 복지사기(Welfare
Fraud), 통신사기(Wire Fraud)로 구분된다.
86) 도박은 내기/노름(Betting/Wagering), 도박장의 운영/판촉/보조(Operating/Promoting/Assisting
Gambling), 도박장비위반(Gambling Equipment Violation), 스포츠게임조작(Sports Tampering)
으로 구분된다
87) 살인(Homicide Offenses)은 모살과 주의고살(Nonnegligent Manslaughter), 부주의고살
(Negligent Manslaughter), 정당화되는 살인(Justifiable Homicide)으로 구분된다.
88) 절도는 소매치기(Pocket-picking), 지갑절도(Purse-snatching), 상점절도(Shoplifting), 건물내절
도(Theft From Building), 자동판매기로부터 절도(Theft From Coin Operated Machine or
Device), 자동차로부터절도(Theft From Motor Vehicle), 자동차부품/악세서리절도(Theft of
Motor Vehicle Parts or Accessories), 기타절도(All Other Larceny)로 구분된다.
89) 매춘은 매춘(Prostitution), 매춘의 보조/판촉(Assisting/Promoting Prostitution)으로 구분된다.
90) 강제적 성범죄는 강간(Forsible Rape, 강제추행(Forcible Sodomy), 도구사용성폭행(Sexual
Assault with An Object), 강제애무(Forcible Fondling)으로 구분된다.
91) 비강제적 성범죄는 근친상간(Incest)와 의제강간(Statutory Rape)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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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무단침입/강제침입 Burglary/Breaking and Entering
5. 위조/날조 Counterfeiting/Forgery
6. 재물의 손괴/손상/고의적 파괴 Destruction/Damage/Vandalism of Property
7. 약물/마약 위반행위
약물/마약 위반 Drug/Narcotic Violations
약물 장비 위반 Drug Equipment Violations
Drug/Narcotic Offenses
8. 횡령 Embezzlement
9. 강탈/공갈 Extortion/Blackmail
거짓 허위/사취/신용사기 False
Pretenses/Swindle/Confidence Game
신용카드/ATM 사기 Credit Card/Automated
10. 사기 위반행위 Fraud Offenses Teller Machine Fraud
신분위장 Impersonation
복지사기 Welfare Fraud
통신사기 Wire Fraud
내기/노름 Betting/Wagering
도박의 운영/판촉/보조
11. 도박 위반행위 Gambling
Operating/Promoting/Assisting Gambling
도박 장비 위반 Gambling Equipment
Offenses
Violations
스포츠 기록변경 Sports Tampering
모살과 유의적 고살 Murder and
12. 살인 위반행위 Homicide
Nonnegligent Manslaughter
Offenses
부주의적 고살 Negligent Manslaughter
정당한 살인 Justifiable Homicide
13. 유괴/납치
Kidnaping/Abduction
소매치기 Pocket-picking
지갑치기 Purse-snatching
상점절도 Shoplifting
건물 내 절도 Theft From Building
발생된 절도 Theft From
14. 절도 위반행위 Larceny/Theft 자동판매기에서
Coin-Operated
Machine
or Device
Offenses
자동차로부터 절도 Theft From Motor
Vehicle
자동차 부품 및 액세서리 절도 Theft of
Motor Vehicle Parts or Accessories
다른 모든 절도 All Other Larceny
15. 자동차절도 Motor Vehicle Theft
16. 포르노그래피/음란물
Pornography/Obscene Material
매춘 Prostitution
17. 매춘 위반행위 Prostitution
매춘의 보조 또는 판촉 Assisting or
Offenses
Promoting Prostitution

18. 강도 Robbery

강간 Forcible Rape
Forcible Rape
19. 강제적인 성적 위반행위 Sex 강제추행
도구사용
성폭행 Sexual Assault With An
Offenses, Forcible
Object
강제 애무 Forcible Fondling
20. 비강제적인 성적 위반행위 Sex 근친상간 Incest
의제강간 Statutory Rape
Offenses, Nonforcible
21. 장물 위반행위 (수령 등) Stolen
Property Offenses (Receiving etc.)
22. 무기법 위반 Weapon Law
Violations
출처: 2019. 1 National Incident-Based Reporting System User Manual. U. S.
Department of Justice 2018.

<표 Ⅲ-91> NIBRS 범죄 분류 – B군 위반행위

집단 B 범죄 분류
6. 가정 위반행위, 비폭력 Family
1. 부정수표 Bad Checks
Offenses, Nonviolent
7. 주류법 위반 Liquor Law Violations
2. 통금/빈둥댐/방황 위반
Curfew/Loitering/Vagrancy Violation 8. 훔쳐보기 Peeping Tom
9. 가출 Runaway
3. 무질서 행위 Disorderly Conduct
10. 부동산 무단침입 Trespass of Real
4. 음주운전 Driving Under the Influence Property
11. 다른 모든 위반행위 All Other
5. 주취 Drunkenness
Offenses
출처: 2019. 1 National Incident-Based Reporting System User Manual. U. S.
Department of Justice 2018.

(2) 범죄 건수추산 방식(Countering)에 있어, NIBRS는 UCR과 달리 위
계적분류규칙(Hierarchy Rule)을 사용하지 않는다. 즉 한명 또는 집단의
범죄자들에 의해 동일시간/장소에서 다수의 범죄행위가 발생한 경우, 범
죄의 경중에 관계없이 각각의 위반행위가 전부 개별적으로 기록된다.
예를 들어 범죄자가 피해자의 자동차를 절도하여 안에 탑승 중이던 피해
자를 납치한 끝에 외진장소에서 강간을 한 경우, 차량절도, 납치, 강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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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 범죄가 모두가 기록된다. 또한 기수와 미수범죄가 혼재되어 있던
UCR과 달리 NIBRS는 기수와 미수를 구분함으로서 범죄의 완수 여부를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마지막으로 NIBRS는 UCR에 비해 훨씬 상세한 통계항목을 수집한
다. A군 범죄는 총 53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여섯 개의 차트들(행정편,
위반행위편, 재산편92), 피해자편, 가해자편, 피체포인편)에 기반 하여 기
록되는데, 이 중 행정편은 전체사건과 관련된 행정적 정보(사건번호, 사
건일시, 종결여부, 종결날짜)를 포함한다. 위반행위편은 하나의 사건에서
발생한 모든 위반행위들에 대한 정보로서 범죄 심각성을 기준으로 최대
10건까지 기록할 수 있는데, 각 사건의 사건번호, UCR 위반행위코드, 미
수/기수여부, 무기사용여부, 범행동기, 발생장소, 출입방법, 가해자 갱단
가입유무93), 사용무기/완력유형 등의 정보가 이에 해당한다. 피해자편은
한 사건 당 최대 999명의 개별 피해자들에 대한 정보를 별도 기록할 수
있는 차트로서, 주로 피해자의 연령, 성별94), 인종95), 민족, 거주지, 가중
폭행/살인/정당화 살인 발생장소, 상해유형, 관련된 가해자의 수, 가해자
와 피해자와의 관계 정보를 포함한다. 가해자편은 피해자 편과 유사하게
한 사건 당 최대 99명의 개별 가해자들에 대한 정보를 별도 기록할 수
있는 차트로서, 가해자의 나이, 성별, 인종 정보를 포함한다. 피체포인편
은 한 사건 당 최대 99명의 체포된 가해자들에 대한 정보를 기록할 수
있는 차트로서 체포날짜, 체포유형, UCR 체포위반행위코드, 피체포인 무
장여부, 피체포인 연령, 성별, 인종, 민족, 체류지위, 18세 이하 피체포인
의 처분 등의 정보를 포함한다.
92) 재산편의 상세항목에 대한 설명은 본 연구용역의 주제와 관련성이 낮아 생략하도록 한다.
93) 갱단 가입여부는 각 위반행위에 대해 최대 3개까지 활동유형을 입력할 수 있다.
94) 피해자의 성별은 남자, 여자, 알수없음 을 포함한다.
95) 피해자의 인종은 백인, 흑인, 미국인디언/알래스카원주민, 아시아/태평양군도민, 알수없음을 포함한다.

<표 Ⅲ-92> NIBRS에서 수집되는 부가정보 상세목록

NIBRS 부가정보 목록
1. 고유번호 (ORI Number)
27. (피해자의) 성
2. 사건번호 (Incident Number)
28. (피해자의) 인종
3. 사건 날짜/시간
29. (피해자의) 민족
4. 예외적 종결
30. (피해자의) 거주인 지위
5. 예외적 종결 날짜
31. 가중폭행/살인 상황
6. UCR 위반행위 코드
32. 추가 정당방위적 살인 정황
7. 위반행위 미수/완결
33. 상해의 유형
8. 사용혐의 가해자(들)
34. 관련된 가해자 숫자(들)
8A 편견 동기
35. 가해자(들)에 대한 피해자의
9. 위치 형태
관계(들)
10. 출입한 건물의 수
36. 가해자 (연속) 번호
11. 출입방법
37. (가해자의) 나이
12. 범죄 활동 유형/갱 정보
38. (가해자의) 성별
13. 관련된 무기/완력 유형
39. (가해자의) 인종
14. 재산 손실/등 유형
40. 피체포인 (연속) 번호
15. 재산 (Property Description)
41. 체포(처리)번호
16. 재산의 가치
42. 체포 날짜
17. 복구된 날짜
43. 체포의 유형
18. 도난당한 자동차의 수
44. 다수의 피체포인편 지시자
19. 복구된 자동차의 수
45. UCR 체포 위반행위 코드
20. 의심되는 약물 유형
46. 피체포인이 무장했음
21. 추정된 약물 양
47. (피체포인의) 나이
22. 약물 측정 유형
48. (피체포인의) 성별
23. 피해자 (연속) 번호
49. (피체포인의) 인종
24. UCR 위반행위 코드(들)에 연결된 50. (피체포인의) 민족
피해자
51. (피체포인의) 거주인 지위
25. 피해자 유형
52. 18세 이하 피체포인의 처분
26. (피해자의) 나이
출처: 박정선, 2008, “NIBRS 자료요인과 자료 값의 기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NIBRS의
소개와 범죄통계 개선방안에서 재인용.

(4) NIBRS 통계자료의 정확성과 일관성 유지를 위해 FBI 형사사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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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서비스과(Criminal Justice Information Service)는 범죄통계 작성 교
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데이터 작성 주(States)의 자발적인 참여하에
적어도 3년에 한번 씩 통계 품질 관리 감사(UCR Quality Assurance
Review)를 시행한다. UCR과 NIBRS의 원천 데이터(Raw data)는 모두
대외 공개용으로, 자료를 원하는 사람은 사법통계국(Bureau of Justice
Statistics; https://bjs.gov/) 또는 사회과학 연구를 위핸 대학 공동체기관
인 ICPSR(Inter-University Consortium for Political and Social
Research; https://www.icpsr.umich.edu/ icpsrweb)에 엑셀 또는 통계프
로그램의 저장파일 형태로 요청하여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8. 미 주정부 『여성대상범죄(VAW)』의 통계항목 및 관리 방식
가. Violence Against Women(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 분류

미국은 1994년 이래 여성폭력법(Violence Against Women Act;
VAWA)을 제정해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성폭력 및 스토킹과 같은 여성
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없애고자 노력하고 있다. VAWA는 법무부 내
여성 폭력 방지 사무실(Office on Violence Against Women; OVW)을
설립하는데 이바지 하였으며, OVW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감소시키려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성폭력 및 스토킹의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OVW에 의해 분류되는 젠더 폭력은 다음
과 같다. 1) 가정폭력 - 現/前배우자 또는 연인, 現/前동거인 등이 범한
중범죄 또는 경범죄를 의미한다.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행위는 관할권
의 국내 또는 가정폭력 법에 의거해 처벌받는다. 2) 성폭력 – 연방법,
주법, 또는 부족법에 의해 금지된 합의되지 않은 성행위를 의미하며, 피
해자가 동의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를 포함한다. 3) 데이트폭력 - 피해자
와 애정을 표현하거나 친밀한 사회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범한 폭력을
의미하며, 이러한 관계의 존재는 관계의 기간, 관계의 유형, 관계에 관련

된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의 빈도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4) 스토킹 - 특
정 사람을 대상으로 안전을 두려워하게 하거나,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을 수 있도록 하는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 버지니아 주 젠더 통계

버지니아 주 경찰국(The Virginia Department of State Police)은 1999
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버지니아 주 범죄통계(Crime in Virginia)를 발행
하고 있다. Virginia State Police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2017년까지 발행
된 버지니아 주 범죄통계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의 다른 주 또
는 도시와 달리, 버지니아 주는 버지니아 주 범죄통계표(Virginia Crime
Data Tables)를 통해 버지니아 주의 범죄통계 원본을 공개하고 있으며,
PDF 파일로 다운로드도 가능하다. 통계를 표뿐만 아니라 도표로도 제공
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통계를 한 눈에 알아보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
<표 Ⅲ-93>을 보면 버지니아 주 범죄통계에서 분류되는 범죄 유형이
우리나라에 비해 매우 세부적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범죄 유형은 크게 대인범죄(Crimes against Persons)와
재산범죄(Crime against Property)로 분류된다. 사람에 대한 범죄는 살인
과 비 과실치사, 과실치사, 정당방위, 납치/ 유괴, 강제적인 강간, 강제적
인 동성애, 성폭행, 강제적인 애무, 근친상간, 법정 강간, 가중 폭행, 단순
폭행, 위협, 상업적 성행위의 인신매매, 비자발적 노역의 인신매매로 분
류하고 있다. 재산에 대한 범죄는 방화, 뇌물 수수, 절도/ 무단 침입, 위
조, 재산의 파괴/ 손해/ 파손, 도용, 강탈/ 협박, 사기/ 신용사기, 신용카
드/ 현금자동입출금기 사기, 사칭, 복지 사기, 전자금융 사기, 신분 도용,
해킹/ 컴퓨터 침입, 강도 등을 포함한다.
우리나라의 범죄분석은 범죄 유형의 분류를 형법상 분류체계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통계 자료를 이해하는데 문제점이 발생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형법에서 강간은 강간죄는 물론이고 강제추행 등도 포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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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에 통계자료에 강간이라고 표기한다면 통계를 접하는 사람들은
오해를 하게 된다. 이와는 달리 버지니아 주의 범죄 유형은 NIBRS
UCR 프로그램의 양식을 기준으로 법과는 독립적으로 정의되고 분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더불어 버지니아 주는 성범죄의 경우 애무, 동성애 등
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 성범죄에 대한 실상을 최대한 파악하고자 노력하
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Ⅲ-93> 버지니아 주의 범죄 유형

사람에 대한 범죄
재산에 대한 범죄
살인과 비 과실치사
방화
과실치사
뇌물 수수
정당방위
절도/ 무단 침입
납치/ 유괴
위조
강제적인 강간
재산의 파괴/ 손해/ 파손
강제적인 동성애
도용
성폭행
강탈/ 협박
강제적인 애무
사기/ 신용사기
근친상간
신용카드/ 현금자동입출금기 사기
법정 강간
사칭
가중 폭행
복지 사기
단순 폭행
전자금융 사기
위협
신분 도용
상업적 성행위의 인신매매
해킹/ 컴퓨터 침입
비자발적 노역의 인신매매
강도
출처: Crime in Virginia, Virginia State Police, 2017.

버지니아 주 범죄통계는 피해자와 가해자간의 관계가 우리나라에 비해
자세하게 명시되어있고 피해자의 성별도 제시되어있다. <표 Ⅲ-94>를
통해 피해자와 가해자간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 現/前배우자, 사실혼 관
계, 남자친구/여자친구, 동성애 관계, 가족, 자식, 의붓자식, 손주, 형제자
매, 의붓형제자매, 부모, 양부모, 조부모, 신혼, 직계가족 외의 가족 구성
원, 지인, 남자친구/여자친구의 자식, 베이비시터, 친구, 고용주, 고용인,

이웃, 그 밖의 지인, 낯선 사람, 미상으로 상세하게 분류되고 있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경찰청의 범죄통계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항목의 범주들
간 경계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여 통계에 반영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검찰청의 범죄분석의 경우도 피의자통계원표에
피해자와의 관계를 기재하는 수준에만 머무르고 있으며, 피해자가 여러
명일 때 주된 피해자 1명의 자료에 대해서만 수집하고 있어 다른 정보들
은 누락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버지니아 주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동성애 관계, 남자친구/여자친구의 자식, 베이비시터 등
과 같이 세분화 하여 통계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통계수집
과정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표 Ⅲ-94> 버지니아 주의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친밀한 관계
조부모
現배우자
신혼
前배우자
직계가족 외의 가족 구성원
사실혼 배우자
지인
남자친구/ 여자친구
남자친구/여자친구의 자식
동성애 관계
베이비시터
가족
친구
자식
고용주
의붓자식
고용인
손주
이웃
형제자매
그 밖의 지인
의붓형제자매
낯선 사람
부모
미상
양부모
출처: Crime in Virginia, Virginia State Police, 2017.

버지니아 주 범죄통계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피해자의 성별과
함께 제시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성별은 여성, 남성, 미상으로 분류된다.
무기 유형은 총기, 위험한 무기, 자동차/선박, 질식, 신체 무기, 독약/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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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화재/폭발물, 기타, 미상, 없음으로 분류되며, 이는 우리나라에 비해
매우 세분화 되어있다. 이는 특히 총기 유형을 보면 알 수 있는데, <표
Ⅲ-96>을 보면 총기는 총기(명시되지 않은 종류), 자동화된 총기, 권총,
자동 권총, 소총, 자동 소총, 엽총, 자동 엽총, 기타 총기, 기타 자동화된
총기로 구분해 설명하고 있다. 또한 버지니아 주 범죄통계는 무기 유형
을 가해자의 성별과 함께 제시하고 있으며, 가해자의 성별은 여성, 남성,
미상, 누락으로 분류된다.
<표 Ⅲ-95> 버지니아 주의 무기 유형

무기 유형
총기
위험한 무기
자동차/ 선박
질식 (익사, 교살, 호흡 곤란, 가스)
신체 무기 (손, 주먹, 발, 팔, 이 등)
독약/ 마약
화재/ 폭발물
기타
미상
없음
출처: Crime in Virginia, Virginia State Police, 2017.

<표 Ⅲ-96> 버지니아 주의 무기 유형 - 총기 유형
총기 유형
총기 (명시되지 않은 종류)
자동화된 총기 (명시되지 않은 종류)
권총
자동 권총
소총
자동 소총
엽총
자동 엽총
기타 총기
기타 자동화된 총기
출처: Crime in Virginia, Virginia State Police, 2017.

버지니아 주 범죄통계는 피해자의 성별 및 나이와 같은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자치주(County)와 함께 제시하고 있다. <표 Ⅲ-97>를 통해 피해
자가 여성일 경우에는 나이를 18세 미만, 18세 이상, 미상으로 분류하고,
피해자가 남성일 경우에는 나이를 18세 미만으로만 분류하고 있다는 것
을 볼 수 있다. 버지니아 주 범죄통계는 Amelia County, Caroline
County 등 스물여덟 개의 자치주를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범죄통계원표는 피해자에 관한 측면이 중요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와 범죄에 대한 정보에만 집중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발
생통계원표에는 피해자의 성별과 연령 등을 기재하고 피의자통계원표에
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기재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버지니아
주도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지는 않지만, 피해자와
무기유형의 자료를 함께 제시하는 것처럼 통계자료를 여러 방식으로 활
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해자 정보가 부실한 점을 보완하고 다양한 통
계자료 활용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
<표 Ⅲ-97> 버지니아 주의 피해자에 대한 정보

피해자 성별
피해자 연령
18세 미만
여성
18세 이상
남성
미상
출처: Crime in Virginia, Virginia State Police, 2017.

다. 시카고 도시 젠더 통계

시카고 경찰국(Chicago Police Department; CPD)은 1965년부터 현재
까지 매년 범죄통계 보고서(Annual Reports)를 발행하고 있으며, CPD의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2017년까지 발행된 범죄통계 보고서를 확인 할 수
있다. 시카고 경찰국은 버지니아 주와 달리 범죄통계 원표를 공개하고
있지 않으나, 범죄통계 연말 보고서를 PDF 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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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98>를 보면 시카고는 범죄 유형이 버지니아 주 대비 매우 단
순하게 나누어져 있고, 범죄 유형을 크게 폭력 범죄와 재산 범죄로 분류
하고 있다. 폭력 범죄는 살인, 강간, 강도, 가중 폭행, 가중 구타, 인신매
매로 구성되고 있으며, 재산 범죄는 주거침입, 절도, 자동차 절도, 방화로
분류된다. 구체적으로 강간은 총기를 이용한 가중 강간, 총기 외의 다른
무기를 이용한 가중 강간, 무기를 사용하지 않은 가중 강간, 가중 강간이
아닌 강간, 그 외의 강간, 강간 미수로 소분류 되고 있다. 강도는 총기를
이용한 강도, 총기 외의 다른 무기를 이용한 강도, 무기를 이용하지 않은
강도, 차량 강탈, 가중 강도, 강도 미수를 포함한다. 가중 폭행은 총기를
이용한 가중 폭행, 총기 외의 다른 무기를 이용한 가중 폭행으로 나누어
진다. 가중 구타는 다른 무기를 이용한 가중 구타, 총기를 이용한 가정
내 가중 구타, 총기 외의 다른 무기를 이용한 가정 내 가중 구타, 무기를
이용하지 않았으나, 심각한 부상을 입힌 가중 구타, 무기를 이용하지 않
았으나, 부상을 입힌 가정 내 가중 구타, 그 외의 다른 가중 구타, 총기
를 이용한 가중 구타로 분류되어 진다. 인신매매는 상업적 성행위의 인
신매매와 비자발적 노역의 인신매매로 구분하고 있다. 침입 절도는 불법
침입, 무단 침입, 주택 침입, 불법 침입 미수를 포함한다. 절도는 500달러
즉, 한화로 대략 56만 3천원(2019년 2월 기준)이하의 절도, 500달러(한화
56만 3천원) 초과의 절도, 소매치기 절도, 날치기 절도, 건물에서의 절도,
그 외의 다른 절도, 절도 미수의 소분류로 나누어진다. 차량 절도는 자동
차 절도, 다른 운송수단 절도, 차량 절도 미수로 나누고 있다. 방화는 가
중 방화, 불에 의한 방화, 폭발에 의한 방화, 그 외의 다른 방화, 방화 미
수를 포함한다. 그리고 버지니아 주와는 달리 전 년도 대비 범죄의 증감
여부에 대한 통계를 퍼센트(%)로 제공하고 있다.

<표 Ⅲ-98> 시카고 경찰국 범죄 유형 분류

폭력 범죄
재산 범죄
살인
§ 강간
§ 침입 절도
§ 강도
§ 절도
§ 가중 폭행
§ 자동차 절도
§ 가중 구타
§ 방화
§ 인신매매
출처: Annual Report 2017, Chicago Police Department, 2017.
§

<표 Ⅲ-99>에 의하면 시카고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버지니아
주에 비해 단순하게 보고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성별
또한 제공하지 않는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는 국내 범죄통계와 유사
하게 연인, 가족, 친구, 지인, 기타 아는 사람, 관계없음/낯선 사람, 미상
으로만 분류해 설명하고 있다. 버지니아 주와는 달리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관계의 변화를 전년도 대비 퍼센트(%)로 제시하고 있다.
<표 Ⅲ-99> 시카고 경찰국 범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분류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연인
가족
친구
지인
기타 아는 사람
관계 없음/ 낯선 사람
미상
출처: Annual Report 2017, Chicago Police Department, 2017.

<표 Ⅲ-100>을 통해 시카고는 살인, 강간, 강도로 범죄 유형에 따라
구분하며, 피해자에 대한 인종과 성별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인종은 동양인, 흑인, 히스패닉, 백인, 미상으로 분류하고, 성별
은 여성과 남성으로 분류해 제시하고 있다. 버지니아 주와는 달리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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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 대한 정보 변화를 전년도 대비 퍼센트(%)로 파악할 수 있도록 보
여주고 있다.
<표 Ⅲ-100> 시카고 경찰국의 범죄 피해자에 대한 정보 분류
피해자 인종

피해자 성별

동양인
흑인
§ 히스패닉
§ 남성
§ 백인
§ 여성
§ 북미 원주민
§ 미상
출처: Annual Report 2017, Chicago Police Department, 2017.
§
§

시카고는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범죄 유형별로 제시하고 있으며, 범죄
유형은 살인, 강간, 강도, 가중 폭행/ 구타, 인신매매를 포함하고 있다.
<표 Ⅲ-101>을 보면 시카고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나이 정보를 공개하
였으나, 버지니아 주와는 달리 성별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 이
에 반해, 피해자와 가해자의 나이를 0-17세, 18-21세, 22-30세, 31-40세,
41-50세, 51세 이상으로 버지니아 주에 비해 자세하게 분류하여 설명하
고 있다. 버지니아 주 대비 피해자와 가해자의 나이 정보에 대한 변화를
전년도와 비교해 퍼센트(%)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다.
<표 Ⅲ-101> 시카고 경찰국의 범죄 관련 연령 분류

피해자 연령
가해자 연령
0 ~ 17
0 ~ 17
18 ~ 21
18 ~ 21
22 ~ 30
22 ~ 30
31 ~ 40
31 ~ 40
41 ~ 50
41 ~ 50
51 ~
51 ~
출처: Annual Report 2017, Chicago Police Department, 2017.

라. 미국피해자 설문지 조사

NISVS는 성폭력, 친밀한 관계 대상 폭력 및 스토킹에 대해 미국의 성
인 여성이나 남성을 대상으로 조사하며, 무작위 전화걸기 방식
(Random-Digit-Dial; RDD)을 통해 전국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50개 주
의 18세 이상의 영어 및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조사 대상이 되며,
유선전화와 휴대전화 모두를 이용하는 이중 전략 프레임을 통해 조사가
진행된다. 이러한 조사를 통해 가장 최근에는 NISVS 2015 보고서가 작
성되었으며, NISVS 2015는 2015년 4월에서 9월 사이에 실시된 10081건
의 인터뷰를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다. 구체적으로
응답자의 구성을 살펴보면 여성은 5758명이 응답했고, 남성 4323명이 답
했으며, 조사는 32%가 유선으로 진행되었고 68%는 휴대전화로 행해졌
다. 설문조사는 구체화된 행동에 대한 질문을 활용하여 성폭력, 친밀한
관계 대상 폭력 및 스토킹에 대한 경험을 평가하게 된다. CDC는 설문
조사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목록을 NISVS State Report 2010-2012에
싣고 있다(<표 Ⅲ-102> 참고).
<표 Ⅲ-102> NISVS 설문지 문항
NISVS 설문지 문항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 앞에서 성적인 부위를 노출하거나 자위한 적
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성적인 부위를 그들에게 보여준 적이 있습
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에게 성적인 사진이나 영화를 보도록 한 경험
있습니까?
1. 성폭행 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공장소에 있을 때 당신을 괴롭히며 불안하게 한
경험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적인 방식으로 당신에게 키스한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성적인 부위를 애무하거나 만졌던 적이 있
습니까?
당신이 술에 취했거나 마약에 취했거나 의식을 잃어 동의를 하지 못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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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과 성관계를 한 경험이 있습니까?
당신이 술에 취했거나 마약에 취했거나 의식을 잃어 동의를 하지 못했을
때 (남자일 경우) 당신이 항문섹스를 했던 경험이 있다면 이는 그들의
항문에 당신의 성기를 넣었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당신이 술에 취했거나 마약에 취했거나 의식을 잃어 동의를 하지 못했을
때 당신이 항문섹스를 받은 적이 있다면 이는 당신의 항문에 그들이 성
기를 넣었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당신이 술에 취했거나 마약에 취했거나 의식을 잃어 동의를 하지 못했을
때 당신이 구강성교를 하게 만든 적이 있다면, 이는 당신이 입안에 그들
의 성기를 넣게 한 것을 의미합니까?
당신이 술에 취했거나 마약에 취했거나 의식을 잃어 동의를 하지 못했을
때 당신이 구강성교를 받은 경험이 있다면, 이는 그들이 입안에 당신의
성기를 넣었음을 의미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체적인 힘이나 위협을 사용해서 당신에게 신체
적인 해를 입혀 당신이 성관계 하도록 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남자일 경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체적인 힘이나 위협을 사용해서
당신에게 신체적인 해를 입혀 당신이 항문섹스를 하도록 한 적이 있습니
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체적인 힘이나 위협을 사용해서 당신에게 신체
적인 해를 입혀 당신이 항문섹스를 받도록 한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체적인 힘이나 위협을 사용해서 당신에게 신체
적인 해를 입혀 당신이 구강성교를 하도록 한 경험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체적인 힘이나 위협을 사용해서 당신에게 신체
적인 해를 입혀 그들이 손가락이나 물건을 당신의 질 (여성일 경우) 이
나 항문에 넣도록 한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체적인 힘이나 위협을 사용해서 (남자일 경우)
성관계를 하려고 시도했던 적이 있지만 성관계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체적인 힘이나 위협을 사용해서 구강섹스나 항
문섹스를 시도했던 적이 있지만 성관계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거나 미래에 대한 약속을 하거나 관계
를 끝내겠다고 위협하거나 소문을 퍼뜨리겠다고 위협하는 것을 통해 질,
구강, 항문섹스를 하도록 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해 지치게 하거나 불만
을 표시함으로써 질, 구강, 항문섹스를 하도록 한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사나 선생님과 같은 그들의 지위를 이용해 질,
구강, 항문섹스를 하도록 했던 적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멀리서 당신을 봤거나 도청 장치나 카메라 및
2. 스토킹 얼마나
GPS를 통해 당신을 감시했던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원하지 않았을 때 집이나 직장, 학교와 같
은 장소에 접근하거나 나타난 경험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집이나 차에 몰래 들어가서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당신을 두렵게 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남겼던 적이 있습니
까? 이는 문자와 음성 모두를 포함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원하지 않는 전화를 걸었던 적이 있습니
까? 이는 전화끊기도 포함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이스페이스나 페이스북과 같은 웹사이트를 통해
당신이 원하지 않는 이메일이나 메시지를 보냈던 경험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카드, 편지, 꽃,
선물을 남겼던 적이 있습니까?
연인 또는 섹스 파트너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험해 보이는 방식으
로 당신에게 매우 화를 냈던 적이 있습니까?
연인 또는 섹스 파트너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패배자나 실패
자라고 말하거나 불충분하다고 이야기 했던 적이 있습니까?
3. 표현적 연인 또는 섹스 파트너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못생겼다거나
공격성 뚱뚱하다거나 미쳤다거나 멍청하다고 불렀던 경험이 있습니까?
연인 또는 섹스 파트너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당
신을 모욕하거나 수치스럽게 하거나 놀렸던 적이 있습니까?
연인 또는 섹스 파트너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당신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연인 또는 섹스 파트너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족이나 친구들과 당
신이 대화하거나 보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까?
연인 또는 섹스 파트너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입을 옷이나 먹
을 것이나 사귈 친구와 같은 결정을 내렸던 경험이 있습니까?
연인 또는 섹스 파트너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어디에 있고 무
엇을 하는지 요구함으로써 당신을 추적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연인 또는 섹스 파트너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에게 신체적으로
4. 강압적 위협을 가해서 해를 끼쳤던 적이 있습니까?
통제
연인 또는 섹스 파트너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화가 났을 때 당신에게
자살을 하겠다고 협박했던 적이 있습니까?
연인 또는 섹스 파트너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에게 애완동물을
해칠 것이라고 위협하거나 애완동물을 멀어지게 하겠다고 협박했던 경험
이 있습니까?
연인 또는 섹스 파트너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사랑하는 누군
가를 해칠 것이라고 위협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연인 또는 섹스 파트너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사랑하는 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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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 해쳤던 적이 있습니까?
연인 또는 섹스 파트너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자녀를 당신으
로부터 멀어지게 하겠다고 위협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해당될 경우)
연인 또는 섹스 파트너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나가고 싶을 때
집을 나가는 것을 막았던 경험이 있습니까?
연인 또는 섹스 파트너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사용하기 위해
돈을 버는 것을 막았던 적이 있습니까?
연인 또는 섹스 파트너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에게 중요한 무언
가를 파괴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연인 또는 섹스 파트너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너를 가질 수 없
다면 아무도 그러지 못한다.”와 같이 말했던 적이 있습니까?
연인 또는 섹스 파트너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성일 경우 임신을 원
않을 때 임신을 시도 했던 적이 있습니까? 남성일 경우 임신을 원
5. 생식과 하지
하지
않을
임신을 시도했던 적이 있습니까? 또는 당신이 임신을 통제
성 건강의 하는 것을 때
막으려고 시도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통제
연인 또는 섹스 파트너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콘돔을 사용하
기를 원했을 때 콘돔을 사용하는 것을 거부했던 적이 있습니까?
연인 또는 섹스 파트너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에게 손찌검을 했
던 경험이 있습니까?
연인 또는 섹스 파트너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밀거나 힘껏 밀
쳤던 경험이 있습니까?
연인 또는 섹스 파트너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주먹이나 단단
한 것으로 쳤던 적이 있습니까?
연인 또는 섹스 파트너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발로 찼던 경험
이 있습니까?
연인 또는 섹스 파트너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머리를 당겨서
6. 신체적 다치게 했던 적이 있습니까?
폭력
연인 또는 섹스 파트너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무언가에 부딪
히게 했던 적이 있습니까?
연인 또는 섹스 파트너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목을 조르거나
질식시킴으로써 당신을 해치려고 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연인 또는 섹스 파트너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때렸던 경험이
있습니까?
연인 또는 섹스 파트너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부러 당신을 화나게
했던 적이 있습니까?
연인 또는 섹스 파트너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에게 칼이나 총을
사용했던 적이 있습니까?
출처: Black at el. (2011) The National Intimate Partner and Sexual Violence Survey

(NISVS):2010 Summary Report.

마. 결론 및 논의

국내 범죄통계는 형사사법기관의 통계관리 목표와 지침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제한점이 존재하는데, 이는 범죄통계에 대한 보고서를 범죄 발
생건수와 검거건수로 단순히 구성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통해
알 수 있다. 사실 이러한 간단한 통계도 정확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국내
는 미국과 달리 살인 사건을 살인, 치사. 미수 등으로 구분하고 있지도
않다. 더불어 국내의 통계는 가장 많이 도난당하는 물품은 무엇인가와
같이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의문을 가지는 데에는 아무런 해답을 주지 못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일부 자료는 수집도 이루어지지 않고 피해품
과 같은 자료는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 미국에서
는 범죄에 대한 전반적인 추세와 상황이 보고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
정 범죄에 대해서는 특별 보고서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통계원표가 가지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데, 통계 원표의
내용이 강도와 같은 전통적인 범죄에 집중하고 있어 현재 발생하는 범죄
를 반영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국내 실정과는 달리 미국은 UCR
프로그램에서 NIBRS로의 변화를 통해 구성 내용을 향상시킨 것을 보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범죄통계의 내용은 미국의 경우
다양하지만 국내의 범죄통계는 한 가지 범죄통계 원표만을 사용하고 있
기 때문에 앞서 말했듯이 사이버 범죄와 같은 다양한 현대의 범죄를 반
영하기는 힘들다.
세 번째 차이점은 국내의 범죄통계는 정확도가 현저히 떨어질 뿐만 아
니라 내용이 부족해 범죄 현상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에 활용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이다. 범죄통계의 내용이 현재의 범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
을 뿐만 아니라 정보도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다른 연구에 활용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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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실정이다. 국내에서는 수사기관들이 수집한 통계자료를 다른 학
자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어 범죄통계를 활용하고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의 사법통계국은 범죄에 대한 심층 분석과
각 사건에 대한 정보를 학자들에게 제공하고 FBI에서는 인터넷으로 범
죄통계를 일반인에게 공개하면서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내 범죄통계의 수집 과정에서 미국과 달리 통계자료를 수
집하고 분석할 인력이나 기관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범죄통
계를 전담하는 조직이나 전문가가 존재하지 않지만, 미국은 법무부 내에
사법통계국을 두고 범죄학자와 통계학자를 고용하여 범죄에 대한 다양한
통계 자료를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인력 문제 또한 보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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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결론 및 제언
가. 결론

본 연구에서는 국내 형사사법기관에서 관리되고 있는 젠더 폭력(성폭
력, 가정폭력, 성매매, 이외 여성의 인명피해와 관련된 범죄사건) 통계의
수집방식과 내용, 한계점 등에 대해 논의하고, 국내 통계의 활용도 제고·
개선 방향 제시를 위해 해외 선진국들의 젠더폭력 통계 생산·관리 현황
에 대하여 검토해 보았다. 젠더 폭력 통계의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국내
형사사법기관들은 통계를 생산하는 목적, 대상, 시기가 모두 상이하여 내
용적 측면에서 각각의 독특한 특성을 갖는다. 범죄사건의 수사부터 송치
까지의 역할을 담당하는 경찰청은 범죄의 양상을 정확히 분석하여 치안
정책에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젠더 폭력 범죄행위의 내용적 특징에 기
반 하여 사건 중심의 통계를 관리하는 반면, 공소의 제기와 유지에 중점
을 두고 있는 대검찰청은 형법과 특별법으로 이분화 된 죄명 중심의 통
계를 따로이 관리하고, 법률적 판단에 따라 최종 판결을 내리는 법원은
사법부의 사건접수, 처리내역에 요약에 방점을 둔 사법행정 중심의 통계
를 관리하고 있다. 젠더 폭력의 예방, 가해자 처벌, 피해자 지원 등 다양
한의 방향의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사건의 수사, 공소, 판결의 모든 사
법적 절차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연속성 있게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유감스럽게도 현 형사사법기관들의 통계는 서로 다른 죄종분류체계와 수
집항목의 불일치 등으로 인하여 사건의 처리과정을 일관되게 살펴보기가
불가한 상황이다.
단편적인 일례로, 상습적인 가정폭력 끝에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 할 경우, 범죄 현황 파악과 대응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1) 지속적인
가정 내 폭력 이루어져왔으며, (2) 그 결과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각각

의 정보가 필요하나, 現 통계 관리 시스템 내에서 경찰은 이를 1건의 상
해사건96)으로, 검찰은 1건의 강력사건97)으로, 법원은 1건의 형사사건98)
으로 기록하는 등 정보의 유실(가정폭력여부, 피해자 사망여부), 피해결
과(사상자수)의 축소, 수사-기소-재판결과 정보 연동 불가라는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젠더 폭력 통계 생산 ·관리
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99) 젠더 폭력에 관한 형사사법
기관의 죄종분류체계를 “위법행위”를 중심으로 재개편하고, 수사에서 재
판에 이르기까지의 통계기록을 연속성 있게 연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대안으로는, 본 연구의 3절 선진국 사례에서 논의되었듯이, 일본에서
‘배우자로부터의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가정폭력 사건의 상세 통계를 수집, 관리하게 된 사례를 참
고하고, 국제기구(UN)에서 개발한 법률 기반이 아닌 범죄행위 기반 통
계 분류 유형(ICCS)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선행될 때, 형사사
법기관 통합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보다 명확하게 젠더폭력 범죄의 실태
를 파악하고, 대응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가능해 질 것이다.
다음으로, 점점 더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는 현대 젠더폭력 범죄의 특
성을 적절하게 반영한 통계항목의 신설 및 기존 통계 항목의 개선이 필
요하다. 대표적인 국내 젠더통계 생산기관인 경찰청과 검찰청의 경우, 성
폭력 범죄의 발생, 검거, 검거인원, 발생장소,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과
연령과 같이 정형화된 젠더폭력 범죄에 대한 단편적인 정보만을 제공하
고 있어 새로운 유형의 젠더폭력 범죄(온라인 스토킹, 리벤지 포르노, 여
성증오범죄 등)에 대한 정보 수집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
다.
96) 경찰청 범죄통계는 위반행위속성을 기준으로 통계를 관리하며, 상해치사를 폭력범죄 중 상해범죄로 분류
한다(폭력범죄>상해>상해치사).
97) 검찰청 범죄분석은 형법과 특별법의 이분체계로 통계를 관리하며, 상해치사를 형법범죄 중 강력범죄로 분
류한다(형범범죄>강력범죄(폭력)>상해>상해치사)
98) 법원 사법연감은 죄명별 접수통계를 관리하며, 상해치사를 형사공판사건>형법범>상해와폭행의죄로 분류
한다
99)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체단체의 장은 젠더 폭력 통계를 제공하고 품질유지를 유지를 위한 감사를 시
행해야하는 것을 규정하는 법안을 지칭한다(이인선, 장미혜, 황정임, 윤덕경,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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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국내 형사사법기관에 의해 집계되고 있는 젠더폭력 통계의 정
확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범죄통계 관리 전문인력과 통계 감사
프로그램의 도입이 필수적이다. 기실 국내 사법기관의 젠더통계를 포함
한 범죄통계 전반의 생산체계 및 관리시스템의 개선 필요성은 이미 오래
전부터 학계에 의해 꾸준히 지적되어 온 부분이다(강지현 등, 2012; 탁종
연 2007). 젠더폭력에 초점을 둔 다양한 통계 항목을 신설, 기록한다 하
더라도, 각 항목의 정의·작성요령을 정확하게 규정한 작성지침, 작성자를
대상으로 한 주기적인 교육, 통계품질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점검하는 전
문 인력의 활용 없이는 통계의 품질을 담보할 수 없으며, 이러한 불안정
한 통계를 기반으로 수립된 정책 역시 적절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영국 경찰의 경우, 통계 작성 규칙 준수를 통한 양질의 통계
생산을 목표로 각 관서에 범죄통계관리관(FCR) 제도를 적용 중이며, 이
들은 범죄통계 관련 정책의 실행, 범죄통계기록의 일관성과 정확성 점검,
통계작성 지침과 정책교육, 통계관련 중앙부처 협의 등의 업무를 담당함
으로서 영국 범죄 통계 관리절차의 정확성과 신뢰도 향상에 크게 기여하
고 있다(김한균, 2012). 젠더폭력의 다양화와 심각성을 감안하여 국가 차
원에서의 대응 필요성이 고조되고 있는 지금, 국내의 젠더통계 생산기관
들도 한국 형사사법체계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적인 범죄통계 품질관리
시스템의 도입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 하겠다.
이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국내 범죄통계의 문제점을 보다 구체적으
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명확한 책임과 법률규정이 미비하다는 것이다. 이는 통계 자
료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과정 전반의 문제로 명확한 목표가 부재한 상태
에서 범죄 사건을 다룰 경우, 범죄 사건은 그저 수치를 기록하는 단순
업무의 연장선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는 통계 자료를 수집하는 담당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 기관과 국가의 책임으로도 볼 수 있다. 정확
한 기록에 대한 기본 원칙 및 매뉴얼을 확립함과 동시에 어떤 정책 또는
어떤 치안 대책을 마련하는 데에 활용할 것인지 그 목적성을 확실히 규
IV. 결론 및 제언 185

정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범죄통계원표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젠더범죄통계의 통계입력
항목은 여전히 이전 세대에 머물러 있으며, 지금까지 별다른 개선이 이
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원표 입력시, 여성 인명피해 상해 분류 신
설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특히 피해자의 연령·범죄 피해 장소
등과 교차분석 될 경우 매우 다양한 정보값을 도출해 낼 수 있는 유효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세 번째,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을 제시해야 한다. 발생원표에서 피해
자의 성별, 연령 입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가해자의 성별을 명시
적으로 제시하라는 내용은 「범죄통계개선」에서 확인이 어려웠다. 물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인권위의 규정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이후 범죄 예
방을 위한 정책 수립 과정에서 ‘어떤’ 가해자가 ‘어떤’ 피해자를 대상으로
‘어떠한’ 상황에서 범죄 발생을 경험하게 되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네 번째,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에 대한 세부적인 기재가 필요하다.
발생원표와 피의자원표에서 가정폭력 및 학교폭력의 경우 원표 작성 시
에 가정폭력, 학교폭력 유무를 선택하여 입력하도록 되어 있다. 발생원
표, 검거원표, 피의자원표 모두에서 입력하도록 되어 있다. 가정폭력여부
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
되어야 할 것이다. 발생원표에서 피해자의 성별, 연령 입력에 대하여 규
정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주된 피해자에 관하여만 입력
하고, 연령은 만 나이를 입력하도로 되어 있다. 피해자를 알 수 없거나,
자연인이 아닌 경우에는 입력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는 피의자원표에서 수집하며 ‘범죄행위로 인한
직접적이고 주된 피해자를 기입할 것이며 피해자가 없거나 특정할 수 없
는 경우에는 입력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경찰단계부
터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파악하고 통계에 반영하고 있다. 이는 국
내 젠더 통계 분류에서도 매우 필요한 작업으로 특히 ‘배우자’ 항목은 국

외 자료에서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수치를 드러나므로, 국내 자료에
서도 본 항목을 사용하여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조명할 시, 이전보
다 더욱 활용 가능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젠더폭력 통계 관리방안에 관한 국내 연구가 희소한 상
황에서 형사사법기관의 젠더폭력 통계 관리시스템의 개선을 위해 해외
선진국의 통계 수집, 관리, 활용 실태를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한국의
젠더 폭력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료의 축적과 실증적 증거에 기
반을 둔 정책(Evidence-Based Practice)의 수립과 실행을 위하여서는 보
다 정확한 범죄 발생에의 통계 보고가 꼭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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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 1] 경찰청에서 공개하는 범죄통계 범죄분류

대 분 중 분 소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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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간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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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 강간살인, 강간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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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준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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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거침입(강간, 준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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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사강간살인·치사 명)(살인, 치사)
유사 미성년자의제유사 형법 제305조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강간 강간
형법 제305조의2상습 (형법 제305조 각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제6조 제2항
(장애인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제7조 제2항
유사성행위
(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제7조 제2항 (유
사성행위)
제4항 (준

유사성행위)
제3조 제1항
주거침입유사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거침입(유사강간, 준유사강간)]
제3조 제1항
특수절도유사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절도(유사강간, 준유사강간)]
제3조 제2항
특수강도유사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특수강도(유사강간, 준유사강간)]
아동학대처벌법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상습(제2
반(상습유사강간) 조 4호 바목의 해당 죄명)]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강제추행
형법 제300조 (형법 제298조)미수
강제추행(상습) 형법 제305조의2 상습(형법 제298조, 제300조)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
준강제추행
형법 제300조 (형법 제299조)미수
준강제추행(상습) 형법 제305조의2 상습(형법 제298조, 제300조)
강제추행상해·치상 형법 제301조 (제298조, 제300조 각 죄명)(상해, 치상)
제301조의2 (형법 제298조, 제300조 각 죄명)(살
강제추행살인·치사 형법
인, 치사)
업무상위력등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제10조 (업무상
한추행
위력등에의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제5조 제2항
친족관계에의한강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제추행
제3항 (친
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제6조 제3항
강제 장애인에대한강제 (장애인강제추행)
추행 추행·추행
제 6 항
(장애인위계등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제7조 제3항 (강
제추행)
제4항 (준
청소년에대한강제 강제추행)
추행·추행
제5항 (위
계등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제8조 제2항 (장
애인추행)
미성년자추행(심신 형법 제302조 (미성년자, 심신미약자)추행
미약자)
형법 제305조의2 상습(형법 제302조)
제305조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강제추행상해,
미성년자의제강제 형법
강제추행치상, 강제추행살인, 강제추행치사)
추행
형법 제305조의2 상습(형법 제305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제7조 제3항
13세미만미성년자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강제추행·추행
제5항 (13세
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제11조 (공중밀
의추행
집장소에서의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제4조 제2항
특수강제추행(준) (특수강제추행)
제 3 항
(특수준강제추행)
제3조 제1항
주거침입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거침입(유사강간, 준유사강간)]
제3조 제1항
특수절도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절도(유사강간, 준유사강간)]
제3조 제2항
특수강도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특수강도(유사강간, 준유사강간)]
아동학대처벌법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제6조 [상습
반(상습강제추행· (제2조 4호 바목의 해당 죄명)]
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제8조 (강간등
치상))
강간등상해·치상 (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제9
조 (강간등상해·치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제9조 (강간등
치사))
강간등살인·치사 (살인,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제10
조 (강간등살인·치사)
(4)
친족관계에의한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친
기타
족관계에의한강간등)
강간· 간등
장애인에대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제6조 제4항
강제 등
(장애인준강간등)
추 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제7조 제4항 (준
등
강간등)
청소년에대한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제9조 [강간등(상
등
해·치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제10조 [강간등
(살인·치사)]
미성년자의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미성
등
년자의제강간등)
주거침입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제3조 제1항

(주거침입강간등)
제3조 제1항
특수절도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절도강간등)
제3조 제2항
특수강도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특수강도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
및피해자보호등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관한법률위반

[부록 2] 검찰청에서 공개하는 범죄통계 범죄 분류
중분류

강
력
범
죄
흉
악

소분류 세분류 죄명
형법 제297조 강간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형법 제299조 준강간, 유사강간
형법 제300조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9조 각
죄명)미수
형법 제305조 미성년자의제강간등
형법 제305조의2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9조,
제300조, 제305조 각 죄명)상습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특수강
간
제3항 특수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 제1항 (친족관
계)강간
강간
제3항 (친족관계)준강간
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1항 (장애
폭
인)강간
력
제2항 (장애인)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1항 (13세미
기
만)강간
존
제2항 (13세미만)유사성행위
의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강간
강
제2항 유사성행위
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형법 제297
조, 제297조의2, 제299조,
제300조, 제305조 각 죄명)상습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미성
년자의제강간등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
형법 제300조 (형법 제298조, 제299조 각 죄명)미수
제302조 (미성년자, 심신미약자)추행
강 제 추 형법
형법
제305조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행
형법 제305조의2 (형법 제298조, 제299조, 제300조, 제
302조, 제305조 각 죄명)상습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2항 특수강
제추행

제3항 특수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 제2항 (친족관
계)강제추행
제3항 (친족관계)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3항 (장애
인)강제추행
제6항 (장애인)위계등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3항 (13세미
만)강제추행
제5항 (13세미만)위계등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업무상위력등
추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3항 강제추행
제5항 위계등추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8조 제2항 장애인추
행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형법 제298
조, 제299조, 제300조,
제302조, 제305조 각 죄명)상습
형법 제302조 (미성년자, 심신미약자)간음
형법 제303조 제1항 (피보호자, 피감독자)간음
제2항 피감호자간음
형법 제305조의2 (형법 제302조, 제303조 각 죄명)상습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5항 장애인
위계등간음
제7항 장애인피보호자간음
간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5항 13세미
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5항 위계등간
음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장애인간
음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형법 제302
조, 제303조, 제305조 각 죄명)상습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4항 장애인
강간등 준강간등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4항 준강간등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친족

강간등
살인

강간등
상해

강간등
치상

강간등
치사

관계에의한강간등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미성
년자의제강간등
형법 제301조의2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299조, 제300조 각 죄명)강간등(살인)
형법 제305조 미성년자의제(강간살인, 강제추행살인)
형법 제305조의2 (형법 제305조 각 죄명)상습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9조 강간등(살인)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강간등(살인)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형법 제301
조의2, 제305조 각 죄명)상습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강간
등(살인)
형법 제301조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
299조, 제300조 각 죄명)강간등(상해)
형법 제305조 미성년자의제(강간상해, 강제추행상해)
형법 제305조의2 (형법 제305조 각 죄명)상습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8조 강간등(상해)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9조 강간등(상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형법 제301
조, 제305조 각 죄명)상습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강간
등(상해)
형법 제301조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
299조, 제300조 각 죄명)강간등(치상)
형법 제305조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강제추행치상)
형법 제305조의2 (형법 제305조 각 죄명)상습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8조 강간등(치상)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9조 강간등(치상)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형법 제301
조, 제305조 각 죄명)상습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강간
등(치상)
형법 제301조의2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299조, 제300조 각 죄명)강간등(치사)
형법 제305조 미성년자의제(강간치사, 강제추행치사)
형법 제305조의2 (형법 제305조 각 죄명)상습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9조 강간등(치사)

특수강
도강간
등
카메라
등이용
촬영
성적목
적의장
소침입
통신매
체이용
음란
공중밀
집장소
추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강간등(치사)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형법 제301
조의2, 제305조 각 죄명)상습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강간
등(치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주거침
입강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강간 등
제2항 특수강도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
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성적목적다중
이용장소침입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성적목
적공공장소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
음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
추행

[부록 3] 범죄통계원표(발생원표): 세부항목 및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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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발생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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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범죄통계원표(검거원표): 세부항목 및 분류
검거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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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범죄통계원표(피의자원표): 세부항목 및 분류

피의자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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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ICCS의 11종 범죄 대분류 및 각 분류에 대한 상세 설명
ICCS 대분류
1. 살인 및 치사 (Acts leading to
death or intending to cause death)
2. 상해 및 치상 (Acts causing harm
or intending to cause harm to the
person)
3. 성폭력 (Injurious acts of a
sexual nature)
4 재물강취 (Acts against property
involving violence or threat against a
person)
5. 단순 재물침해 (Acts against
property only)
6. 향정신성의약품 및 마약관련 행위
(Acts involving controlled
psycho-active substances or other

각 분류에 대한 상세 설명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또는
사망을 야기할 의도로 하는 행위
사람에게 해악을 가하는 행위 또는
해약을 가할 의도로 하는 행위
성적 성격의 유해행위
사람에 대한 폭력 또는 협박을 수반한
재산 침해 행위
재산 침해 행위
규제대상인 향정신성 약물 또는 기타
약물과 관련된 행위

drugs)
7. 사기·기망·부패행위 (Acts involving
fraud, deception or corruption)
8. 공공질서·공무침해 (Acts against
public order, authority, and provisions
of the State)
9. 공안 및 안보위해 (Acts against
public safety and state security)
10. 환경위해 (Acts against the natural
environment)
11. 기타(Other criminal acts not
elsewhere classified)

사기, 기만 또는 부패와 관련된 행위
공공질서, 권위 및 국가 법률에 반하는
행위
공공 안전 및 국가 보안에 반하는 행위
자연환경에 해가 되는 행위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타 범죄행위

[부록 7] ICCS 대분류 범주 중 살인 및 치사 관련 범죄 분류체계
범주01 살인 및 치사
0101 고의살인
죽음 또는 중상을 야기할 의도로
사람에게 불법적인 죽음을 가함

0102 고의살인미수
죽음 또는 증상을 야기할 고의를
갖고 사람에게 불법적 죽음을
야기하려 시도
0103 과실치사

포
함

제
외
포
함

살인; 명예살인; 죽음에 이르는 중한
폭행(상해치사)100); 테러활동에 기인한
죽음; 지참금 살인; 여성살해;
영아살해; 고의살인; 비사법적 살인;
법집행당국이나 기타 국가공무원의
무력사용에 기인한 살인
법적 개입에 의한 죽음; 자기방어의
정당살인; 고의살인미수 (0102); 고의적
요소 없는 살인은 과실살인 (0103);
부주의치사 외 또는 과실 치사 (01031);
자살교사 또는 자살방조 (0104),
불법영아살해 (0106), 안락사 (0105)
살인미수; 테러활동에 기인한 살인미수;
태아살해미수; 여성살해미수

제 불법태아살해를 위한 조달 또는 이의
외 실행 (0106)

포 난폭 운전에 의한 죽음을 일으키는
함 과실 치사; 소분류로 나뉜 과실치사
다른 사람에게 의도치 않게 불법적
관련 범죄 항목 모두 포함

죽음을 야기
부주의치사 외 과실치사

제 죽음에 이르는 중한 폭행 (0101);
외 고의살인 (0101)
포 과실 치사; 중상해를 의도하지 않은
함 상해 치사

증상을 야기할
01031 죽음이나
고의 없이 일반적으로
제
상해를 입힐 의도를 갖는 외 0103에 나열된 모든 항목에 적용
불법적 살인
부주의치사
부주의에 의한 과실 치사; 기업
포 형사적
살인; 교통치사; 010321-010322에 나열된
함
피해자를 고의적으로
모든 항목에 적용
01032 겨냥하지 않은
제 죽음에 이르지 않은 과실행위 (0206)‘
부주의하거나 불수의의
외 0103에 나열된 모든 항목에 적용
행위가 야기한 의도치
않은 죽음
교통사고에 의한
인한 죽음; 교통법규
포 난폭운전으로
과실치사
위반으로
인한
죽임; 음주 또는 약물복용
함 운전에 의한 죽음;
교통치사
피해자를 고의적으로
010321
겨냥하지 않은
죽음을 야기하지 않는 교통관련 과실
운전업무중 부주의, 제 (02063); 죽음을 야기하지 않는 향정신성
무모, 혹은 불수의적 외 약물복용 후 운송수단운행 (02072);
행위가 야기한 의도치
01032에 나열된 모든 항목에 적용
않은 죽음
그 밖의 과실치사
포 중대한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치사
피해자를 고의적으로 함
겨냥하지 않은 부주의
010322
혹은 불수의적 행위가 제
야기한 의도치 않은 외 01032에 나열된 모든 항목에 적용
죽음
0104 자살교사방조
의도적으로 자살을 용이하게 하거나
교사하는 불법적 행위

포 01041-01049에 나열될 모든 항목에 적용
함

자살방조
01041

01049

죽기를 바라는 사람의
고의적 죽음이며, 필요
지식이나 방법 또는 이 둘
모두를 제공하는 등 그
죽음을 방조하는 타인에
의해 용이하게 그 스스로
죽임을 가함
기타 자살교사방조
01041이 설명하지 않는
타인의 자살에 이르는
행위

0106 불법낙태죄
불법적인 태아의 죽음으로 사람이
고의적으로 입수하거나 실행
0107 무장분쟁관련 불법 살인
전쟁범죄에 이르지는 않지만
무장분쟁 상황 내 불법 살인
- 1101이 정의하는 전쟁범죄
0109 기타 살인 및 치사
0101-0107 분류에 설명되지 않은
타인에 의한 살인을 야기 또는 이를
의도하는 행위

포 안락사에 이르지 않는 의사 조력 자살;
함 조력 자살
고통 없는 죽음이나 치유 불가한
제 고통에서 구할 의도를 가진 타인에 의한
외 죽음 (0105); 죽기 위한 조력 제공 실패
(0109)
포 설득이나 다른 방식을 통해 자살교사
함

포
함
제
외
포
함
제
외
포
함

불법 낙태; 국내 법률이 정하는
낙태범죄들; 사체유기를 통한 출산
은닉; 고의 유산 및 사산; 불법 낙태
시술(procure); 낙태관련 법규에 반하는
낙태; 강제 낙태
합법적 낙태/합법적 태아살해; 불충분한
의료기술로 실행한 낙태 (02071)
국내 법률로 형사상 범죄인(그리고
형사상 범죄로 소추되는) 전투원에 의한
살인이지만 전쟁범죄에는 이르지 않음
고의살인으로 분류되는 무장분쟁 시 살인
(0101); 전쟁범죄에 이르는 무장분쟁
관련 살인 (11013)
구조의무 위반에 따른 죽음

100) 국제표준범죄분류체계(ICCS) 버전1에서의 ‘죽음에 이르는 중한 폭행’은 국내 범죄명 분류에
서 ‘상해치사’로 분류되어 있다.

[부록 8] ICCS 대분류 범주 중 상해 및 치사 관련 범죄 분류 체계
범주 02

상해 및 치상

0201 폭행 및 협박
상해 또는 치상을 야기하거나 그
위협을 위한 무력사용
0201 폭행
신체에 가해진 의도적
1 사람
또는 무모한 완력 사용
020111

중한 폭행
사람에게 중한 신체적
상해를 야기하는 의도
적 또는 무모한 완력
사용

나열된 모든 포함항목에
포함 02011-02019에
적용
죽음에 이르는 중한 폭행(상해치사)
성적 특성을 지닌 모든 유해 행
제외 (0101);
위 (03); 재물강취 (04); 무력사용을 통
한 사람의 특정행위 강요 (0205)
나열된 모든 포함항목
포함 202111-020112에
에 적용
제외 0201에 나열된 제외항목에 적용
중상해 입힘; 부상; 가중 폭행; 가중 사
유 아래 위해; 구타; 산 공격(acid
포함 attack); 여성 성기 절단; 중독; 무기를
사용한 폭행; 강제 불임;57) 무력사용을
통한 인간의 혈액, 장기, 조직세포 강취
중대 신체 상해 위협 (020121); 고문
제외 (11011); 02011에 나열된 제외항목 모두
적용
경미한 상해를 가함; 단순 폭행; 밀치기,
포함 찰싹 때리기, 차기, 때리기; 약물투여
(drugging) 및 약타기(spiking)

가벼운 폭행
상해를 입히지 않았거
020112
나 경미한 상해를 야
기하는 의도적 또는 제외 경미한 상해의 협약 (020122); 02011에
나열된 제외항목 모두 적용
무모한 완력 사용
나열된 포함항목 모두
포함 020121-020122에
적용
무력사용을 통한 사람의 특정행위 강요
(0205); 증인, 판사, 또는 법집행공무원
협박
협박(08061); 투표에 영향을 미치고자 투
0201 위협이 실행될 수 있다고 믿
협박(08071);
2 어지는 경우 모든 종류의 위 제외 표권자
재물갈취 협박 (0401); 성적 특성을 지닌
협적 행위
모든 유해 행위 (03); 착취를 위한 무력
협박을 통해 인신의 모집, 운송, 이전,
은닉, 또는 인수 (0204); 0201에 나열된
제외항목 모두 적용
중한
협박
죽음이나 중대 상해 협박, 가족, 친구 또
020121
포함
죽음 또는 중한 위해
는 타인에 대한 죽음 또는 중대 상해 협

를 야기할 고의를 갖
고 협박
- 020212에 정의된 협
박
가벼운 협박
가벼운 위해를 야기할
020122
고의를 갖고 협박
- 02012에 정의된 협
박
기타 폭행 또는 협박
0201 02011-02012에 설명 또는 분
9 류되지 않은 상해나 치상을
야기 또는 협박하는 행위
0202 신체의 자유침해
사람의 움직임이나 자유를 제한하
거나 박탈

박
제외 02012에 나열된 제외항목 모두 적용
상해 협박, 가족이나 친구에 대
포함 가벼운
한 가벼운 상해 협박
제외 02012에 나열된 제외항목 모두 적용
제외 0201에 나열된 제외항목 모두 적용

나열된 포함항목 모두 적
포함 02021-02029에
용
노예 및 착취 (0203); 인신매매(TIP)
제외 (0204); 표현의 자유나 통제에 반하는 행
위 (0803); 모든 성적 행위 (03)
나열된 포함항목 모두
포함 020211-020219에
미성년자 유괴
적용
해방을 담보로 불법이익을 요구하려는
0202 미성년자를 법정대리인 또는
1 양육권자로부터 불법적으로 제외 목적으로 사람을 불법감금 (020221); 불
법입양 (020291); 0202에 나열된 제외항
분리, 은닉, 또는 감금
목에 모두 적용
부모에 의한 유괴
의한 국제적 유괴, 부모에 의한
배타적 양육권이 없는 포함 부모에
국내적 유괴
부모에
의한
미성년자
020211
유괴
- 미성년자 유괴는 제외 02021에 나열된 제외항목 모두 적용
02021에 정의됨
기타 가족에 의한 유
괴
부모가 아닌 배타적
020212
양육권이 없는 친족에 제외 02021에 나열된 제외항목 모두 적용
의한 미성년자 유괴
- 미성년자 유괴는
02021에 정의됨
법정대리인에 의한 유
020213
제외 02021에 나열된 제외항목 모두 적용
괴

부모나 친족이 아니며
배타적 양육권을 갖지
않은 법정대리인에 의
한 유괴
- 미성년자 유괴는
02021에 정의됨
기타 사람에 의한 유
괴
020211-020213에 설명
또는 분류되지 않은
020219
다른 종류의 미성년자 제외 02021에 나열된 제외항목 모두 적용
유괴
- 미성년자 유괴는
02021에 정의됨
유괴; 불법적 속박; 차량납치;
자유박탈
나열된 포함항목 모두
0202 사람이나 사람들을 그 의지 포함 020211-020229에
적용
2 에 반하여 불법적으로 구금
유괴 (02021); 0202에 나열된
제외 미성년자
제외항목 모두 적용
납치
사람이나 사람들을 그 포함 납치; 고속납치(express kidnapping)
의지에 반하여 불법적
으로 구금 (무력사용,
협박, 사기나 유혹을
미성년자 유괴 (02021); 인신매매(TIP)
통하여)하는 것을 말
020221
하며, 불법이득, 기타 제외 (0204); 불법입양 (020291); 인질납치
(020222); 02022에 나열된 제외항목 모두
경
적용
제적 이득이나 해방을
대가로 요구한 물질적
이익 또는 구속하기
위한 행동 제약
불법감금
인질납치; 불법 감금; 불법적인 자유박
포함
사람이나 사람들을 그
탈; 불법적 구금; 강제실종
미성년자 유괴 (02021); 인신매매(TIP)
의지에 반하여 불법적
(0204); 불법입양 (020291); 강제결혼
으로 구금 (무력사용,
020222
협박, 사기나 유혹을 제외 (020292); 해
방을 대가로 불법이익을 요구한 목적으
통하여)하는 것을 말
로 한 불법구금 (020221); 02022에 나열
하며, 해당 인물은 다
된 제외항목 모두 적용
른

지역으로 운송되지 않
음

020223

차량 항공기 등 납치
무력사용 또는 무력위
협을 통해 운송수단과
그 탑승자에 대한 불
법적 장악

기타 자유박탈
020221-020223에 설명
020229
또는 분류되지 않은
자유박탈
기타 자유침해
0202 020221-020223에 설명 또는
9 분류되지 않은 자유침해
행위
불법입양
불법 아동 입양 또는
020291
입양을 목적으로 한
아동 대상 불법적 주
선, 조력, 조정
결혼강요
유효한 승낙이 없거나
위협, 무력, 사기, 강
020292
압, 사기, 마약이나 술
의 사용, 권력남용이
야기한 승낙 또는 취
약한 위치 상 결혼
기타 자유침해
020291-020292에 설명
020299
또는 분류되지 않은
자유침해 행위
0203 노예 및 착취
인신매매(TIP)에 이르지 않으나 경

자동차, 버스, 선박, 기타 자동차
포함 항공기,
납치
전자 또는 통신 관련 납치 (0903); 공해
에서 사적 선박이나 항공기의 승무원이
나 탑승객이 사적 목적을 위해 선박이나
탑승한 사람들이나 재물을 대
제외 항공기에
상으로 저지른 폭력, 감금, 강간, 또는
약탈 (11012); 자동차 절도 또는 다른 종
류의 절도 (0502); 강도 (0401); 02022에
나열된 제외항목 모두 적용
제외 02022에 나열된 제외항목 모두 적용
강제결혼; 02091-02039에 나
포함 불법입양;
열된 포함항목 모두 적용
제외 0202에 나열된 제외항목 모두 적용
포함 입양 사기; 불법 입양
미성년자 유괴 (02021); 인신매매(TIP)
인질납치 (020222); 02029에 나
제외 (0204);
열된 제외
항목 모두 적용
포함 강제결혼, 아동결혼
미성년자 유괴 (02021); 강제결혼을 위한
인신매매(TIP) (02049); 인질납치
제외 (020222); 노예
및 착취 (0203); 02029에 나열된 제외항
목 모두 적용
미성년자 유괴 (02021); 인신매매(TIP)
인질납치 (020222); 02029에 나
제외 (0204);
열된 제외
항목 모두 적용
나열된 포함항목 모두 적
포함 02031-02039에
용
제외 인신매매(TIP) (0204); 성적 착취

제적으로 또는 다른 이익을 위해
착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이동을 막
거나 제한
노예
소유권 행사에 부속하는 권
리로 사람의 지위나 상태를
낮출 의도를 갖고 사람을 불
법적으로 포획, 취득, 또는
0203 처분; 노예를 팔거나 교환할
1 목적으로 노예 취득에 포함
되는 모든 행위; 팔거나 교
환할 목적으로 취득한 노예
의 판매나 교환에 의한 모든
처분 행위 그리고 노예의 거
래나 운송 관련 모든 행위
강제노동
0203 처벌의 위협을 통해 요구되
2 며 장본인은 자발적으로 제
공하지 않는 불법적 노동
가정 내 강제노동
제3자적 개인 가정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020321
한 강제노동
- 02032에 정의된 강
제노동
기업 내 강제노동
산업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강제노
020322
동
- 02032에 정의된 강
제노동
군대 내 강제노동
정부나 군대에 서비스
를 제공하기 위한 강
020323
제노동
- 02032에 정의된 강
제노동
020329
기타 강제노동

(0302); 강제결혼 (020292); 노동법에 반
하는 행위
(0808)
노예; 채무 노예 (debt bondage); 예속된
(bonded labour or servitude); 강
포함 노동
제노동
(involuntary servitude)
처벌의 위협을 통해 요구되며 장본인은
제공하지 않는 불법적 노동
제외 자발적으로
(02032); 0203에 나열된 제외항목 모두
적용
나열된 포함항목 모두
포함 020321-020329에
적용
노예 (02031); 강제노동을 위한 인신매매
제외 (TIP) (02042); 0203에 나열된 제외항목
모두 적용
포함 가정 내 강제노동; 가정 내 노동착취
제외 02032에 나열된 제외항목 모두 적용
건설, 제조, 오락, 어업, 노동착취
포함 농업,
공장, 농장에서 강제노동
제외 02032에 나열된 제외항목 모두 적용
포함 노동캠프에서 불법적 노동
징집 또는 징병 (110135); 02032
제외 소년병
에 나열된 제외항목 모두 적용
포함 강제구걸

020321-020323에 설명
또는 분류되지 않은
강제노동
- 02032에 정의된 강
제노동
기타
노예
및 착취
0203 02031-02032에
분
9 류되지 않은 노예설명및 또는
착취
0204 인신매매
사람을 모집, 운송, 이전, 은닉 또는
인수하며, 그 방법은 무력이나 기타
강압적 양태의 사용 또는 협박, 기
망, 권력이나 취약한 지위
남용, 금전 또는 이익을 주거나 받
는 것이고, 이는 착취를 목적으로
타인에 대한 통제를 갖는 사람의
동의를 달성하기 위함이다. 착취
는 최소한적 의미에서 다음을 포함
한다. 타인의 소추 또는 기타 성적
착취 양태의 착취, 강제노역, 노예
또는 그와 유사한 관행, 노예
상태(servitude) 또는 장기적출
성적착취목적 인신매매
성적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0204 (TIP)
1 - 0204에 정의된 인신매매
(TIP)
- 0302에 정의된 성적착취
강제노동목적 인신매매
0204 강제노동 목적 인신매매
2 (TIP)
- 02032에 정의된 강제노동
장기적출목적 인신매매
0204 장기적출목적 인신매매(TIP)
3 - 0204에 정의된 인신매매
(TIP)
0204 기타 목적 인신매매

제외 02032에 나열된 제외항목에 모두 적용
제외 02032에 나열된 제외항목에 모두 적용
성인 인신매매, 아동 인신매매;
포함 02041-02049에 나열된 포함항목 모두 적
용
노예 (02031); 강제노동 (02032); 노동법
에 반하는 행위 (0808); 강제 결혼
(020292); 성적 특성의 모든 해로운 행위
제외 (03); 상해 및 협박 (0201); 자유침해 행
위 (0202); 공공질서에 어긋나는 성적 침
해 행위 (0802); 밀입국 및 기타 이민 범
죄 (0805)
포함
제외
포함
제외
포함
제외
포함

성적착취 인신매매(TIP); 타인의 매춘을
착취하는 인신매매(TIP); 상업적 성적착
취의 인신매매(TIP)
인신매매(TIP)에 이르지 않는 성인 성적
착취 (03021); 0204에 나열된 제외항목
모두 적용
강제노동 인신매매(TIP); 노예 또는 그
와 유사한 관행; 계약노예(indentured
servitude) 인신매매(TIP); 가사 인신매
매(TIP)
0204에 나열된 제외항목 모두 적용
장기적출목적 인신매매(TIP); 간 적출목
적 인신매매(TIP)
건강 위협 행위 (02061); 건강 및 안전
침해 행위 (0902); 0204에 나열된 제외항
목 모두 적용
강제결혼 목적 인신매매(TIP); 이상성행

02041-02043에 설명 또는 분
류되지 않은 기타 목적의 착
취를 위한 인신매매(TIP) 제외
포함

위 목적 인신매매(TIP); 범죄 실행 목적
9
인신매매(TIP)
0204에 나열된 제외항목 모두 적용
강압; 강탈; 공갈; 02051-02059에 나열된
포함항목 모두 적용
강압에 의한 성행위 유발과 성적 특성을
띤 유해 행위 (03); 무력사용 협박이나
0205 강요
무력협박을 통해 재물갈취 (0401); 인신
무력사용, 협박, 위협, 기밀누설 협
매매(TIP) (0204); 노예 및 착취 (0203);
박, 명예훼손 협박을 통한 일련의
제외
폭행 및 협박(0201); 공포나 감정적 고통
특정 행위 요구
유발 목적의 행위 (0207); 증인, 판사, 또
- 0209에 설명된 명예훼손
는 법집행공무원 협박 (08061); 투표에
영향을 미치고자 투표권자 협박 (08071);
명예훼손 또는 모욕 (0209)
강요
또는
공갈
포함
개인, 기업, 또는 기관 강탈
0205 서면 또는 구두 협박에 의한
제외 0205에 나열된 제외항목 모두 포함
1 일련의 특정 행위 요구
기타 강요
포함
0205 02051에 설명 또는 분류된
제외 0205에 나열된 제외항목 모두 적용
9 강요 행위
- 0205에 정의된 강요
나열된 포함항목 모두 적
0206 부주의행위
포함 02061-02069에
용
개인의 부주의, 무모한 또는 소홀한
의한 치사 (01032); 위험 행위
행위에 기인한 신체적 위해 또는 제외 부주의에
에 의한 신체적 위해 야기 또는 위해 발
그 가능성
생 (0207)
보호의무위반
020611-020619에 나열된 포함항목 모두
포함
보호 의무를 갖는
적용
0206 법적으로
사람이
부주의로
인해
신체
1 적 위해를 입히거나 그럴 가 제외 0206에 나열된 제외항목 모두 적용
능성
아동 보호의무위반 포함 보호 아동 방치; 아동방치; 아동유기
아동을 대상으로 법적
으로 보호 의무를 갖
는 사람이 부주의로
020611
인해 신체상 위해를 제외 02061에 나열된 제외항목 모두 적용
입히거나 그럴 가능성
- 국내법규에 정의된
아동

020612

020619

기타 피보호대상자 보
호의무위반 성인 부양
자를 대상으로 법적으
로 보호 의무를 갖는
사람이 부주의로 인해
신체상 위해를 입
히거나 그럴 가능성
기타 보호의무위반
020611-020612에 설명
또는 분류되지 않은
법적으로 보호 의무를
갖는 사람이 부주의로
인해 신체상 위해를
입히거나 그럴 가능성

노인 방치; 치료중인 성인이 방치; 치료
포함 중인 노인 방치; 부양을 필요한 노인 유
기
제외 02061에 나열된 제외항목 모두 적용
포함 가족 관련 방치;
애완동물에 대한 적절한 보호 관련 부주
제외 의 (10091); 02061에 나열된 제외항목 모
두 적용

업무상 주의의무위반
포함
해당
직역의
합리적인
사람
0206 이라면 실행했을 직무상 의
2 무 이행에 실패하여 야기된
신체 위해 또는 그 가능성 제외
포함
교통상 부주의
운행 중의 부주의,
0206 운송수단
또는 소홀한 행동으
3 무모함
로 인한 신체적 위해 또는
제외
그 가능

처방전상 의료 부주의; 의료절차의 중대
한 부주의 행위; 직무상 배임; 직업상 의
무 이행에 있어 중대한 부주의 행위; 항
공기 조종사, 선박 선장 그 외 직업상
운송 수단 조작인의 태만에 의한 과실
죽음에 이르는 직무상 주의의무위반
(010322); 0206에 나열된 제외항목에 모
두 적용
부주의한 운송수단 운전 또는 작동; 운
전 중 문자 보내기; 자동차 작동 중 주
의의무 관련 태만; 신체 상해를 야기한
뺑소니
항공기 조종사, 선박 선장 그 외 직업상
운송 수단 조작인의 태만에 의한 과실
(02062); 향정신성의 약품복용 후 운송수
단운행 (02072); 부주의운전에 의한 치사
(010321); 0206에 나열된 제외항목 모두
적용
부상자 구호의무 위반; 보행자 태만 범
죄 (negligent pedestrian offences)

기타 부주의행위
02061-02063에 설명 또는 분 포함
0206 류되지 않은 부주의, 무모
9 또는 소홀함에 의해 신체 위 제외 0206에 나열된 제외항목 모두 적용
해가 있거나 신체 위해를
입히거나 그럴 가능성
0207 위해행위
포함 02071-02079에 나열된 포함항목 모두 적

사람의 위험함 행위나 어떤 행위가
용
해를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행위나 행동의 기인한 치사 (01);
을 알고 실행한 행위에 의하여 발 제외 위험
과실 행위에 의한 신체 위해 (0206)
생한 신체 위해나 위해 가능성
식품이나 약품 변조; 유해 식품이나 음
료 판매; 중독으로 오용 가능성 있는 접
포함 착제, 용액 또는 기타 물질의 알선, 판매
건강에
대한
위해행위
또는 배포;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
0207 위해행위가 야기한 건강위험
(HIV/AIDS)의 불법적 전염
1 또는 야기 가능성
직무상 의무 태만으로 사람의 건강을 해
(02062); 약품과 처방전 물품 위조
제외 침
(07022);
0207에 나열된 제외항목 모두 적용
술이나 약물 섭취 후 운송수단운행 중
포함 치사; 020721-020729에 나열된 포함항목
모두 적용
향정신성약품복용후 운송수
향정신성 물질 섭취 후 운송수단운행 중
단운행
치사 (010321); 상해를 야기하지 않는 교
0207 향정신성 약품 또는 기타 통
통위반
2 제 약물복용 후 운송수단을
통제 약물이나 전구물질 관련 위
운행하면서 사람에게 신체적 제외 (0907);
법행위
(0601);
차량절도와 폭주 또는 기
위해 야기 또는 야기 가능성
타 자동
차의 불법적 사용 (02063); 0207에 나열
된 제외항목 모두 적용
음주후 운송수단운행 포함 음주 후 운전; 음주 후 사고유발
음주 후 운송수단운행
020721
중 사람에게 신체 위 제외 술 관련 위법행위 (0602); 02072에 나열
된 제외항목 모두 적용
해를 야기하거나 야기
가능성
불법마약복용후 운행 포함 불법마약복용 후 운전; 불법마약복용 후
불법마약복용 후 운송
사고유발
통제약물 또는 전구물질 관련 위법행위
020722
수단운행 중 사람에게
신체 위해를 야기하거 제외 (0601); 02072에 나열된 제외항목 모두
적용
나 야기 가능성
향정신성약품복용후
운행
운행하지 않는 통제약물 또
020729
향정신성 약품복용 후 제외 운송수단을
는 기타 향정신성 약품 관련 행위 (06);
운송수단운행 중 사람
02072에 나열된 제외항목 모두 적용
에게 신체 위해를 야

기하거나 야기 가능성
기타 위해행위
포함 사람 잡는 함정(mantrap) 설치
또는 02071-02072
0207 위해행위
에
설명
또는
분류되지 않는 제외 0207에 나열된 제외항목 모두 적용
9 행위에 의해 신체
위해나 그
가능성이 있음
따돌림(bullying); 사이버 집단 괴롭힘
(cyber-bullying); 비(非) 성적희롱; 계속
0208 공포 및 정신적 고통 유발행 포함 해서 전화걸기; 02081-02089에 나열된
위
포함항목 모두 적용
통제된 사회적 신념 및 규범의 표현 관
사람의 행동이나 행위에 의해 야
련 행위 (08032); 타인의 평판, 존중, 자
기된 공포 또는 정신적 고통
- 정신적 고통은 최소한 정신의 또 제외 신감을 해치거나 적대적 또는 불쾌한 의
견 또는 느낌을 유발하는 사람의 의도적
는 심리적인 고통을 의미
발언, 행위 또는 의사소통 (구두나 기타)
(0209)
괴롭힘; 불쾌한 자료 공유;
포함 020811-020819에 나열된 포함항목 모두
적용
성희롱(sexual harassment) (030122); 무
0208 괴롭힘
력사용, 협박, 위협, 기밀누설 발설 협박,
괴롭히거나 괴롭힐
1 사람을
협박을 통한 일련의 특정 행위
의도가 있는 행위
제외 명예훼손
요구 (0205); 폭행 및 협박 (0201); 사람
의 평판을 해할 의도의 의사소통 (0209);
0208에 나열된 제외항목 모두 적용
직장 내 괴롭힘
직장 괴롭힘; 직장 내 집단 괴롭힘
포함
직장 내 또는 고용과
(mobbing); 직장 내 따돌림
020811
관련된 동료, 상사 등 제외 02081에 나열된 제외항목 모두 적용
에 의한 괴롭힘
직장 외 집단 괴롭힘이나 따돌림; 스토
기타 괴롭힘
이르지 않는 위협적 전화; 사적 불
직장과 관련이 없으며 포함 킹에
020819
법
침해;
불
고용과 무관한 사람에
안이나 공포를 야기하는 행위
의한 괴롭힘
제외 02081에 나열된 제외항목 모두 적용
포함 사이버 스토킹; 스토킹
성적 특성의 스토킹 (030122); 개인 사생
스토킹
0208 사람을 쫓아다니거나 지켜보
대한 불법적이고 부적절한 침해
제외 활에
2 면서 원치 않는 소통
(0211); 0208에 나열된 제외항목 모두 적
용
0208 기타 공포 및 정신적 고통 포함 심리적 폭력

유발행위
02081-02082에 설명 또는 분
9 류되지 않은 행동이나 행위
에 기인한 공포나 정신적 고
통
0209 명예훼손 또는 모욕
타인의 평판, 존중, 자신감을 해치
거나 적대적 또는 불쾌한 의견 또
는 느낌을 유발하는 사람의 의도적
발언, 행위 또는 의사소통 (구두
나 기타)
피해자특성에 기인한 명예훼
또는 모욕
0209 손
특성이나 속성에
1 피해자의
기인한 모욕
- 0209에 정의된 모욕

제외 0208에 나열된 제외항목 모두 적용
포함
제외
포함
제외

포함
피해자신념에 기인한 명예훼
또는 모욕
0209 손
신념이나 가치에
2 피해자의
제외
기인한 모욕
- 0209에 정의된 모욕
기타 명예훼손 또는 모욕
설명 또는 분
0209 02091-02092에
류된
비방
또는
9 - 0209에 정의된모욕비방 또는
모욕
0210 차별
사람이나 집단의 인종, 피부색, 나
이, 성별, 언어, 종교, 견해, 혈통 또
는 국가나 민족에 기인한 차별, 배
제, 제한 또는 선호이며, 이는
동등한 인식, 인권의 향유나 행사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는
공적인 삶의 다른 분야에서의 기본
적 자유를 저해하거나 막음
0210 개인에 대한 차별

포함

중상; 명예훼손; 모욕; 비방; 명예 손상;
02091-02099에 나열된 포함항목에 모두
적용
명예훼손 협박을 통한 일련의 특정 행위
요구 (0205); 사람의 평판을 해할 의도
없는 부적절한 행동 (0208)
중상; 명예훼손; 모욕; 비방; 명예 손상
명예훼손 협박을 통한 일련의 특정 행위
요구 (0205); 사람의 평판을 해할 의도
없는 부적절 행동 (0208)
종교, 정치적 관점, 사회적 관점 또는 경
제적 관점에 기인한 모욕
피해자의 신념과 가치가 동기 요인인 범
죄는 동기 태그(motive tag)를 활용하여
식별한다; 신념이나 가치에 기반을 두고
불법적 차별, 배제, 제한 또는 선호
(0210); 0209에 나열된 제외항목 모두 적
용
비방이나 모욕이 기록되지 않은 경우의
중상, 명예훼손, 모욕, 비방, 명예손상

제외 0209에 나열된 제외항목 모두 적용
개인차별, 집단차별, 신념과 가치 또는
특징에 기인한 차별;
포함 특성과
02101-02109에 나열 된 포함항목 모두
적용
제외 표현의 자유나 통제 관련 행위 (0803)
포함 고용 차별, 임금 차별, 거주 차별

개인에 대한 차별 및 불법
1 처우
제외 집단 차별 (02102)
- 0210에 정의된 차별
집단에 대한 고용 차별, 임금 차별, 거주
차별; 성별, 나이, 장애, 인종, 성적 지향,
집단에 대한 차별
포함
종교,
0210 사람들의 집단에 대해 공통
정치적 관점, 사회적 관점 또는 경제적
2 적으로 차별과 불법 처우
관점에 기인한 집단 차별
- 0210에 정의된 차별
표현의 자유나 통제 관련 행위
제외 집단의
(0803); 개인차별 (02101)
기타 차별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차별을 행하도록
포함
0210 02101-02102에 설명 또는 분
타인을 장려
9 류된 차별 및 불법 처우
제외 0210에 나열된 제외항목 모두 적용
- 0210에 정의된 차별
나열된 포함항목 모두 적
포함 02111-02119에
용
사생활 침해가 아닌 컴퓨터 데이터나 시
0211 사적영역에 대한 침해
스템 침해 (0903); 타인의 의사소통을 부
개인의 사생활이나 기타 권리의 불
제외 적절하게 추적이나 감시 (02082); 성적
법적이고 부적절한 침해
사생활이나 성적특성의 기타 행위 침해
(03); 재산 침해(0509)
침해; 우편물에 대한 비밀 침해;
0211 사생활침해
포함 사생활
전화기
감청
1 사생활 침해 또는 침범
제외 0211에 나열된 제외항목 모두 적용
기타 침해
사체손상; 장기나 신체 조직 적출 목적
설명 또는 분류되지 포함 인신매매(TIP)에 이르지 않는 신체부위
0211 02111에
않은
개인의
사생활이나 기
매매; 무덤훼손; 사체의 불법적 사용; 무
9 타 권리의 불법적이고
부적
덤파기
제외
0211에 나열된 제외항목 모두 적용
절한 침해
0219 기타 상해 및 치상
포함 신체적 또는 정신적 학대
0201-0211에 설명 또는 분류되지 제외 0201-0211에 나열된 제외항목 모두 적용
않은 상해 및 치상 행위

[부록 9] ICCS 대분류 범주 중 성폭력 관련 범죄 분류 체계

범주 03
성폭력
0301 성폭력
03011-03012에 나열된 포함항목 모두
유효한 동의가 없거나 위협, 무력, 포함 적용
사기, 강압, 기망, 약물이나 술의 사 제외 취약한 지위, 권력 혹은 신뢰 남용 행위

또는 무력사용이나 무력협박을 통하여
성매매나 성행위에 기인한 금전적, 사회
적, 정치적 이득 (0302); 강압 (0205);
용 또는 권력남용이나 취약한 지위
강간과 노출증에 이르지 않는 근친상간
에 기인한 동의에 의한 원치
과 같은 공공성기준에 반하는 성매매범
않는 성적 행위, 성적 행위 목적의
죄, 음란물범죄 등 기타 행위(0802); 폭
시도, 원치 않는 성적 관심의 연락
행 및 협박 (0201); 성폭력에 이르지 않
이나 의사소통
는 노예 및 착취 (0203); 성적착취 목적
인신매매(TIP) (02041); 괴롭힘 및 스토
킹 (0208)
강간
030111-030119에 나열된 포함항목 모두
유효한 동의가 없거나 위협, 포함 적용
무력, 사기, 강압, 기망, 약
03011 물이나 술의 사용 또는 권
력이나 취약한 지위 남용 제외 0301에 나열된 제외항목 모두 적용
또는 이익의 수수에 의한
성교
폭행 강간
포함 신체 완력에 의한 성교
030111
무력에 의한 유효한 제외 의제 강간 (030113); 03011에 나열된 제
외항목 모두 적용
동의 없는 성교
폭행외 강간
목적 사기; 약물사용 강간; 완력
포함 성관계
무력에
의하지
않는
을
사용하지
않는 비동의적 성교
030112
의제
강간
(03013);
03011에 나열된 제
유효한 동의 없는 성 제외
외항목 모두 적용
교
의제 강간
포함 미성년자와 성교; 금치산자와 성교
미성년자 또는 금치
030113
산자의 동의 여부와 제외 02011에 나열된 제외항목 모두 적용
무관한 성교
기타 강간
030111-030113에 설
명 또는 분류되지 않
030119
제외 03011에 나열된 제외항목 모두 적용
은 강간
- 03011에 정의된 강
간
성폭행
약물사용 성폭행; 성희롱; 배우자 의지
강간에 이르지 않는 원치 포함 에 반하는 성폭행; 무력한 사람을 대상
03012 않는 성행위, 성행위 시도
으로 하는 성폭행; 030121-03019에 나
또는 원치 않는 성적 관심
열된 포함항목 모두 적용
제외 강간 (03011); 0301에 나열된 제외항목
의 연락이나 의사소통

030121

030122

030129

03019

- 03011에 정의된 강간
신체적 성폭행
사람의 신체적 접촉
에 의한 성폭행
- 03012에 정의된 성
폭행
비신체적 성폭행
사람의 신체적 접촉
에 의하지 않는 성폭
행
- 03012에 정의된 성
폭행
기타 성폭행
030121-030122에 설
명 또는 분류되지 않
은 성폭행
- 03012에 정의된 성
폭행
기타 성폭력
03011-03012에 설명 또는
분류된 성폭력
- 0301에 정의된 성폭력

0302 성적 착취
취약한 지위, 권력 혹은 신뢰 남용
행위 또는 무력사용이나 무력협박을
통하여 성매매나 성행위에 기인한
금전적, 사회적, 정치적 이득
성인대상 성적 착취
03021 성인대상 성적착취
- 0302에 정의된 성적착취
성적 착취
03022 아동대상
아동대상 성적착취

모두 적용
성폭행; 원치 않는 성적접촉
포함 약물사용
(groping or fondling); 지위남용 성폭행
제외 03012에 나열된 제외항목 모두 적용
포함 성희롱, 성적 위협
제외 03012에 나열된 제외항목 모두 적용
포함 관음증
제외 03012에 나열된 제외항목 모두 적용

제외 0301에 나열된 제외항목 모두 적용
나열된 포함항목 모두
포함 03021-03029에
적용
강간 (03011); 성폭력 (0301); 강간과 노
출증에 이르지 않는 근친상간과 같은
공공성기준에 반하는 성매매범죄, 음란
등 기타 행위 (0802); 지위 남용
제외 물범죄
(07033); 폭행 및 협박(0201); 성폭력에
이르지 않는 노예 및 착취 (0203); 성착
취 목적 인신매매(TIP) (02041); 괴롭힘
및 스토킹 (0207); 의제범죄 (11021)
성매매자 모집, 유인 또는 확보; 성매매
윤락업소 유지, 관리 또는 고의적
포함 알선;
재정지원; 타인의 성매매를 위해 건물
또는 기타 장소를 고의적으로 대여
제외 0302에 나열된 제외항목 모두 적용
음란물 소지, 아동 음란물 생산,
포함 아동
아동을 성매매에 모집, 유인 또는 확보;

030221

030222

030223

030229

성매매 알선; 아동 성매매를 위해 건물
또는 기타 장소를 고의적으로 대여;
- 0302에 정의된 성적착취
030221-030229에 나열된 포함항목 모두
- 국내법규에 정의된 아동
적용
강간 (030113); 0302에 나열된 제
제외 의제
외항목 모두 적용
아동이용 음란물
아동 음란물 소지; 아동 음란물 공유;
아동 음란물 생산 그 포함 아동 음란물 생산; 아동 음란물 다운로
리고/또는 아동 음란
드, 아동으로부터 성적 영상 확보 또는
물 소지, 배포, 방송,
기타 아동 학대 자료 확보
전파, 전시, 판매를
목적으로 아동 확보,
주선, 이용 또는 통 제외 음란물 범죄 (08022); 03022에 나열된
제외항목 모두 적용
제
- 국내법규에 정의된
아동
아동 성매매
아동의 성적 서비스에 대한 지불, 성매
성매매에 아동 모집,
매에 아동 모집, 유인이나 확보; 성매매
유인이나 확보 또는 포함 알선, 아동 성매매 윤락업소 유지, 관리
아동 성매매의 성적
또는 고의적 재정지원; 아동 성매매 목
서비스 확보
적의 건물이나 기타 장소를 고의적으로
- 국내법규에 정의된
대여
제외
03022에 나열된 제외항목 모두 적용
아동
아동에 대한 성적 접
사이버접촉; 인터넷을 통한 아동과 연락
근
후 명확히 성적인 자료에 노출; 점진적
포함
성적 목적의 만남으
으로 명확히 성적인 자료에 노출시키기
로 이어지는 실질적
위해 아동과 개인적으로 접촉
행위를 수반하는 아
동과의 연락
- 국내법규에 정의된 제외 0302에 나열된 제외항목 모두 적용
아동
기타 아동대상 성적
아동 성추행; 아동 유혹; 아동으로 하여
착취
포함 금 성행위나 음란물을 보도록 강제; 아
030221-030223네 설
동 성 관광
명 또는 분류되지 않
은 성적 착취
- 0302에 정의된 성 제외 03022에 나열된 제외항목 모두 적용
적 착취

- 국내법규에 정의된
아동
기타 성적 착취
설명 또는
03029 03021-03022에
분류되지 않은 성적 착취 제외 0302에 나열된 제외항목 모두 적용
- 0302에 정의된 성적 착취
성폭력 (0301); 성적 착취 (0302); 강압
(0203); 강간과 노출증에 이르지 않는
근친상간과 같은 공공성기준에 반하는
0309 기타 성적 침해
음란물범죄 등 기타 행위
0301-0302에 설명 또는 분류되지 제외 성매매범죄,
(0802);
지위
남용(07033); 폭행 및 협박
않은 성적 침해
(0201); 성폭력에 이르지 않는 노예 및
착취 (0203); 성적 착취 목적 인신매매
(TIP) (02041); 괴롭힘 및 스토킹
(0207)

[부록 10] ICCS 살인 및 치사 분류체계의 국내 통계 적용방안
ICCS <살인 및 치사>
중 분 소 분 세 분 범죄명
류 류 류
고의살인
0101
Intentional homicide
고의살인미수
0102
Attempted intentional
homicide
과실치사
0103
Non-intentional homicide
부주의치사 외 과실치사
01031
Non-negligent
manslaughter
부주의치사
01032
Negligent manslaughter
01032 교통사고에 의한 과실치사
1
Vehicular homicide
01032 그 밖의 과실치사

경찰청 [범죄통계] 죄명 분류표
범죄명
강력범죄>살인기수>살인
강력범죄>살인기수>영아살해
강력범죄>살인기수>존속살해
(추가: 강도살인, 강간살인 등)
강력범죄>살인미수등
기타범죄>과실치사상의죄

교통범죄>교통사고>교통사고처
리특례법(인피교통사고)

2
0104
01041
01049
0105
0106
0107
0109

Non-vehicular homicide
자살교사방조
Assisting or instigating
suicide
자살방조
Assisting suicid
기타 자살교사방조
Other acts of assisting or
instigating suicide
안락사
Euthanasia
불법낙태죄
Illegal feticide
무장분쟁관련 불법 살인
Unlawful killing
associated
with armed conflict
기타 살인 및 치사
Other acts leading to
death
or intending to cause
death

강력범죄>살인기수>자살교사·방
조
강력범죄>살인기수>자살교사·방
조
(강력범죄>살인기수>촉탁승낙살
인
기타범죄>낙태의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