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ᄋᄋ 攝導所의 自傷痕 둥을 겸한 文身率은 1982年 6

I. 緒

月에 22.3%,

論

同年 12月에 27.2% 를

1983年 8月에는

28.5% 보임 으로써 總 在所者中 그‘들이 차지하는 比率
오늘날 文身이 精神病理的 現象임 을 再 a 할 ■必要가

은 높으며 그들의 83% 이상이 각종 强力犯 내지 財產

없듯이 自傷行爲는 더더욱 여러가지 側面에서 不建全

犯으로 服役하고 있다. ■壯丁身證檢査나 軍人을 對象으

性이 指摘되여 왔다. 自害는 憂S 症患者의 內句化, 精

로 한 自傷痕者나 文身에 대한 연구가 폭 넓게 이루어

神分列症患者(이정균，1982) ，報復感에 대한 逆反應,

진 바 있고(김종주，1979: 김종길，19S1; 김경중 둥，

敎育水準이 낮고 比較的 智能이 낮은 者, 勇氣,

19S2；오세원, 1933; 박희주, 1980；배대균, 1982) 둥

效果,

展示

남을 調節하는 즉 命令者와 技 命令者 間 둥에

에 의하며 ᅳ般ᄉ에 대한 文身調査가

있었고 攝導所

서 많이 觀察되 며 여러가지의 精神力動學的 意味를 지

文身 受刑者에 대한 實態와 罪質에 대한 ■調査가 이루

62. 5% (김경 중，

어진 바 있다(배대균, 1982, 1983). 이상과 같은 調査

니고

있다.

그들중

ᄉ格障碍者가

1982) 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반면 憂憑神經症에 서 부

에서 自傷이 混合된 者들이 많으므로

文身에 대한 연

爆發性 性恪障碍 혹은 自虐症患者 둥

구로서 自傷痕 者를 代辯할 수도 있겠으나 自傷痕만 가

각종 精神疾患、
에 서 나타나며 특히 文身인 경우 두드러

진자도 많이 있으므로 그들에 대한 별도의 調查가 이

터 精神分列症,

진 精神病理를 갖지 않은
길，1981), 국방부령

者들에 서도 發見되 며 (김증

329호(1980) 의

性格障碍項目에

自傷痕과 文身을 포함시킨 가운데 많은 壯丁들이 軍服
務를 하고 있으며 그들에 대한 軍ᄉ들의 태도도

賛反

루어져야 하며 지금까지 그들의 罪質에 대한 調查연구
가 이루어진 바 없다.
저자는 自傷痕만 가진자들의 罪質을

調查하여 이미

調查된(배대균, 1982) 文身單獨 受刑者의 罪質과 比較
考察하고져 하였으며，거기서 相好間 同質性임이 發見

兩論이다(오세원, 1982).
실제 自傷痕 者의 41.5% 가 前科經檢을 가졌고(김경

되 었으므로 이에 브고하는 바이다.

중 , 1982), 일반 壯丁중에서도 상당수가 前科者였음이
밝혀졌고(김종주, 1979), C. Lombroso는 犯罪者의 社

11 . 調 査 對 象 과 方法

會的 특징을 自傷痕이나 文身을 들고 있고(刑事政策，
1976) ，일반인의 認識은 不定的이며 그 일예로 경찰에
서는 그것들을 暴力輩 혹은 각종

犯罪者 檢擧의 豫測

因子르 삼고 있으며, 自傷 所有者들 자신도 숨기며 부
끄러워 하고 除去하고자

한다(배대균， 1980,

1982,

1983).
* 本 論文 의 要 旨 는 ! 983年 10月 22日 第 26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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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年 8月 ᄋᄋ燒導所 旣決囚 1,127名中 自傷만 가
진자를 調査對象으로 하여 自傷率, 自傷年齡， 學力,
再犯回數 및 罪質 등을 調查하였으며 罪質調査는 法律
上 罪名을 개개인 마다 신상명세서에 의거 調査하였으
며 刑法上 罪名이 너무 많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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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관계로 法務部에 서

정하는 類型別 罪名으로 구분하여 檢討하고 이를 自傷
群, 혹은 調査群으로 칭하였다.
自傷群의 結果와

比較檢討하기 위한 對照群으로서

저자가 이미 調査, 발표한(배대균, 1983) 矮導所 文身
受刑者 234名 (17.2% )을

對象으로 삼았다(당시 總 受

:刑者는 1,357名).

여기서 1983年 8月의 調查集團에서

나타난 文身 所有者를 對照群으로 삼지 못했음은 最初
宣吿 당시의

Table 1. Age Distribution of First Experience
of Self-Injury
self-injured group
No(%)

罪名調查 둥 몇가지 항목에 미비점이 있
age

었기 때문이다.
- 위에서 언급된 總 對象者中 文身 所有者 234名(17.2
:•%)이 本 調査에서 對照群아 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첫째로 이번 總 對象者 1,127名中

文身을 가진자 150

名(13.3%)과의 有意도 檢査에서 有意差가 없었으며,

tattooed group
No(%)

13—15

7( 8.2)*

16

5( 5.9)

8( 4.2)

17

10(11.9)

22(11.5)

18

9(10.8)

32(16.7)

6( 3.1)

들째로 罪質 둥 분류 方法이 本 調查 方法과 同一하였

19

16(19.1)

30(15.6)

고，文身年齡, 敎育背景，再犯回數， 最初宣吿 당시의

20

11(13.2)

27(14.1)

罪名 및 現在服役年齡 등이 같았으므로 本 調查對象인

21

5( 6.0)

20(10.4)

自傷群과의 比較檢討 즉 對照群으로

22

4( 4.8)

15( 7.8)

23

3( 3.6)

11( 5.7)

24

삼아도 무방하리

과 판단하였다.
그라고 本 調査에서 나타난 自傷과 文身을. 겸한 受
刑 者 (7.4% )와 自傷이나 文身이 없는 806名(71.5% )의
罪質도 동시에 比較考察 했으며,

前者를 自傷痕을 겸

•합 文身群으로, 後者를 非自傷集團으로 각각 칭하였다.

4( 4.8)

7( 3.7)

25

4( 4.8)

6( 3.1)

26

2( 2.4)

4( 2.1)

27

1( L D

—

한가지 添言할 것은 自傷群과 文身群을 比較함에 있

28

1( 1.1)

2( 1.0)

■어서 文身群의 結果와 自傷을 겸한 文身群의 것과 별

29

1( 1.1)

—

상이점이 없을 때는 文身群 대신 自傷을 겸한 文身群
을 對照群으로도 삼았으며 어떤때는 편리상 自傷群，

30

—

31

1( 1.1)

1( 0.5)

84(100)

191(100)

■文身群 및 자상을 겸한 文身群을 함께 묶어 自傷集團

Total

.으로 自傷群과 比較하기로 하였다.

—

•

* p<.01
J •結

果

자는 없었고 文身群과 自傷群에서 有意差는 없으나 無
學이 약간 높은 듯 하였으며 ( 9 .7% ：6 .7 % ), 대체로 국

1) 自傷率 : 總 受刑者 1，127名中 自傷痕만 가진자가
:83名 (7.4% )이 였고， 自傷에 다 文身을 겸한자가
(7.8)였으며， 文身만 가진자가

88名

150名(13.3% )으로써

文身도 自傷痕이라고 볼 때 總 自傷率은 28.5%였다.
위의 각 類型別 自傷率을 백분율로 보면 自傷單獨이

민학교나 중등교육을 받은자가 양자 공히 90% 를 上迴
하였다.

다만 自傷을 겸한 文身群에 서는 이들과 비 숫

하나 국민학교 敎育을 받은자 보다 중등교육을 받은자
가 약간 많았다 (P C .0 5 ).

그러나 自傷群과 文身群 및

自傷과 文身을 겸한 群과의 集團別 有意差가 없었으며

'26.0%, 自傷에 다 文身을 겸한자가 27.0% ， 文身單獨

대체로 自傷集團은 .敎育水準아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

시 47.0%로 나타남으로써 自傷集團中에는 文身을 가

났다 (P<C05).

.진자가 가장 많고(74.0% )， 그 다음이 文身과 自傷을

4)

自傷群에서는 强力犯 (5 4 .2 % ) 과

財產犯 (35.0% )

.겸한자이고， 自傷單獨이나 自傷에 다 文身을 겸한자의
比率은 비슷하다.

이 특이하게 많은데 그 중에서도 强力犯이 더 많으며

2) 自傷年齡 : 自傷群와 自傷最初經驗 年齡은 13歲부

였다. 文身群에서도 强力犯과 財產犯 比率은 自傷群과

( p < .0 5 ) 그 외의 罪名은 모두

9名 (1 0 .8 % ) 에 불과하

터 시 작되 어 점차 상승하여 후기 청소년기 (18〜21歲)

비슷한 比率을 브이나 ( P < . 05), 强力祀은 文身群이더

-에 最高로 많았고 그 후 年齡을 더해감에 따라 급속도

적다. 그대신 過失犯 등 기타 잡다한 犯行이 더 높게

로 감소하였으며 양자 공히 最高齡者는 31歲까지도 觀
察할 수 있었고 이러한 現象은 文身群에서도

나타났다 ( P < . 05).

同一한

自傷을 겸한 文身群에서는 强力群 (42..0%) 과 財產犯

■•結果를 보였으나 다만 自傷群은 對照群보다 초기 청소

(41.7% )의 比率아. 같고 過失犯 둥 여타범 은 :文身群의

년기에서 더 빨리, 더 많이, 시행한 점이 다르다(P<.
; . 3) 敎育背景 : 自傷痕群은 대학 둥 고등교육을

수치와 비슷하다.

그러 나 財產犯 犯罪率은

35.0% ：

34.7% ：46.7%로서 自傷을 겸한 文身群에 서 가장 높

4)1).
받은

으며 (P<.01) ， 非自傷群의 比率과 비슷하다(46.7% :

all of above

self-injured
with tattooed
No(%)

none of above

education

Self-injured
group
No(%)

tattooed
Group
No(%)

Non

8( 9.7)

14( 6.0)

6( 6.8)

=

28( 6.9)

86(10.7)

=

185(45.7)

336(41.7)

=
=

192(47.4)

356(44.1)

E.S.

36(43.4)

112(47.9)

37(42.1)

M.H.

39(46.9)

108(46.1)
—

45(51.1)
—■

234(100)

88(100)

College

—
83(100)

No(%)

—

28( 3.5)

405(100)

M .H .= Middle & High School

E.S.= Elementary School

No(%)

806(100)

P<. 05

Table 3. Group Distribution of Nature & Category of Offenses
all of above

self-injured

tattooed only

self-injured

none of above

group
No(%)

No(%)

No(%)

Crime of property

29(35.0)**

81(34.7)*

41(46.7)*

=

151(37.3)

397(49.2)**

Crime of Violence

45(54.2)**

100(42.8)*

37(42.0)

=

182(44.9)*

255(31.6)

26(11.2)*

1( l . l )
2( 2.3)

=

29( 7.2)*

20( 2.5)

3( 1.2)

=

5( 1.2)

14( 1.9)

offenses

Negligence

w ith tattooed

2( 2.4)

Crime of Forgery

—

No(%)

No(%)

Violation of public
morals

3( 3.6)

2( 0.8)

1( 1.1)

=

6( 1.5)

15( 1.8)

Others

4( 4.8)

22( 9.3)*

6( 6.8)

=

32( 7.9)

104(12.9)*

**p<. 01

88(100)

234(100)

83(100)

=

405(100)

805(100)

*p < . 05
합산하면 역시 自傷

强力犯 내용은 3群 모두 다른 罪質에 비하여 暴力이

集團이 37.3% 非自傷集團이 49.2%로서 非自傷集團에

월등히 높은데 (56.8% ：40.1% ：65.8%) 그 중 自傷에

49.296). 그러나 3群의 財產犯을

다 文身을 겸한자들에서 가장 높고(P<.05), 文身單獨ᅪ

서 훨씬 높다.
非自傷集團은 强力犯(31.6%) 보다

財產犯(49.2%)

이 매우 많게 나타나는데 (P < .01) 이러한 現象은 自傷

差異를 보인다(p<.01). 두번째로 强盜가 각각 17.6%,
: 37.6% ：14.6%로써 文身群에서 가장 높고,

集團과는 反對現象으로 좋은 對照를 이룬다.
文身群에서 過失犯이

群이 제일 낮았으며 非自傷集團에서는 23.6%로서 큰

他群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데

集團은 7.1%로써 가장 낮다(p<0.01).

非自傷

非自傷集團에'

서 殺ᄉ이 33.4%룰 나타냈으나 위의 3群에서는 없거

이것은 非自傷集團에서도 매우 낮다.
비하여 높으며 (P<.

나 自傷을 겸한 文身群에서 最高 4.8%를 보임으로싸

05), 自傷을 겸한 文身群과는 별 差異가 없었다. 그러
나 非自傷集團의 기타 犯罪率은 自傷集團의 어느群 보

현저한 對照를 이룬다.
結論的으로 自傷集團은 대체로 殺ᄉ을 하지 않은 것

다도 더 높게 나타났음으로써 여러

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罪名도 7.8%에 불과하며 罪名

여타의 犯罪 종류도

自傷群에

형태의 犯罪가 있

음을 의미한다(Table 3).
5)

類型別 罪名의 내용은 모든 群에서 窃盜가

擴散度의 폭이 좁고 반대로 非自傷集團은 폭넓은 罪名
월둥 을 가지고 있다.

히 많아서 全 犯罪의 7096 이상을 차지한다(78.1% ：
69.4% ：76.6%). 그대신 詐欺,

橫領 등 여타의 犯罪

6)

自傷集團 모두가 初犯者보다 2犯 이상이 많다.

즉 2犯 이상이 自傷集團에서는 87.6% 인데 반해 非自

行爲는 거의 없고 기타의 잡다한 犯罪는 비숫하였으나

傷集團은 58.6%에 불과하다.

(12.5^ ：12. 596 ：12.8%) 詐欺가 文身群에 서 약간 높

集團은 初犯보다

은 듯하다.

에서는 初犯者에 서 2犯,

그 내용에 있어서 自傷

2〜5犯이 월등히 높은데 非自傷集國
2犯에 서 3犯으로 내 려가면서,

self-injured
group
content of offenses No(%)

tattooed only
No(%)

.

o

69. 4)
5. 2 )
1

그

25(78.1)
3(9.37)
一
4(12.5)

- /UN _\
/
,
_

9

_
.

)/
\1/ V
7 .5

2

Larceny
Imposture
Usurpation
Others

ᅵ

Crime of
Property

self-injured
with tattooed
No(%)

2.
12

all of above

none of above

No(%)

No(%)

36(76.6)
5(10.6)
ᅳ
6(12.8)

= 111(73.5)**
= 19(12.9)
=
2( 1.3)
= 19(12.6)

289(56.7)
80(15.7)
22( 4.3)
119(23.3)
510(100)

32(100)

72(100)

47(100)

151(100)

29(56.8)
9(17.6)

66(40.7)
61(37.6)

27(65.8)* =
6(14.6) =

122(48.0)**
76(29.9)**

70(23.6)
21( 7.1)

4( 7.8)

10( 6.1)

_

=

14( 5.5)

5( 1.7)

3( 5.8)

11 ( 6.7)
4( 2.4)
10( 6.1)

=
=
=

16( 6.2)
6( 2.3)
20( 7.8)

20 ( 6.8)
99(33.4)**
81(27.4)**

Crime of
Violence
Violence with
Injury
Robbery
Bodily injury
resulthing in death
Robbery, Adulation
with Deniform
Homicide
Others

Total
**p<. 01

一

6(11.7)

2( 4.8)
2( 4.8)
4( 9.6)

51(100)

162(100)

41(100)

=

254(100)

296(100)

83(100)

234(100)

88(100)

=

405(100)

806(100)

*p < . 05
Table 5. Group Distribution of Convicted Frequency

frequency

N o (^ )

No(%)

.3(14.8)
=
50(12.4)
334(41.4)
•7(30.7)
= 107(26.4)
8
L4(15.9)
=
68(16.8)
9
L5(17.0)
=
77(19.0)
5
L0(11.4)82.2 ^ = 48(11.9) 87.6%
4 (4 .5 )
=
16(3.9)
2 (2.3)
=
12( 2.9)
3
1(1 .1 )
=
10(2.5)
1
4( 1.0)
1
2( 2.3) =
13( 3.2)

.
.
.

.
.
.
.
806(100)
.

ᄋ 6
5

3( 3.7)

22. 7 )
'3(：
：
2 ( 18.0)
i3(：22. 7 )
14. 5) 93.2%
i4(：
8 ( 3.4)
8 ( 3.4)
8 ( 3.4)
4( 1.7)
8 ( 3.4)

none of above

I/ \ / \
N
—/7
\y2\
—3
/\
\
—/
—/
7
2/9
4 )7 S
5

ᅳ

No(%)

all of above

self-injured
with tattooed
No(%)

5
2
/l\ rf\ _/
\ .— _
_
\. /_\ - «/l\ -..
1 8 2 3. 6 5 1 6 0'
3 7 4
4 2 T 1
2

21(25.3)
27(32.5)
12(14.5)
9(10.8)
4( 4.8) 74.1%
4( 4.8)
2( 2.4)
1( 1.2)

tattooed only

2

1
2
3
4
5
6
7
8
9
10

self-injured
group
No(%)

0

83(100)

234(100)

88(100)

=

405(100)

2

pC.01
현저하게 줄어 들었다. 즉 自傷集團의 경우 일단 犯法

수는 적으나 계속 前科를 남기게 된다 (Table 5).
7)

Table 6은 最初 有罪 判決 당시의 罪名과 現在의

行爲로 인한 有罪宣吿를 받으면 再祀率은 87.6%에 달
하고 非自傷集團의 경우는 그 反對이다. 그러나 非自

罪名을 比較檢討함으로써

傷集團도 5犯 이상이 되 었을 때는 自傷集團과 같이 그

위한 것이다(여기서 文身群의 最初

罪의 變質有無를 살펴보기
有罪 判決 당시의

S-I.G. O.F.C.
No(%)

offenses

S-I. T.G. O.F.C.
No(%)

A ll of above O.F.C.
No(%)

None of above O.F.C.
No(%)

Crime of Property

29(35.0)

35(42.2)

41(46.7)

35(39. 9) = 70(40.9)

70(40.9)*

397(49.2)

353(43.7)

Crime of Violence

45(54.2)

40(48.2)

37(42.0)

43(48.8) = 82(48.0)

83(48.6)*

255(31.6)

288(35.7) 各

Crime of Forgery

3( 3.6)

2( 2.4)

1( 1.1)

= 4( 2.3)

2( 1.2)

15( 1.8)

22 ( 2.7)

Negligence

2( 2.4)

2( 2.4)

2( 2.3)

5( 5 .6)= 3( 1.8)

4( 2.3)

20( 2.5)

17( 2.1)

Violation of public
morals
Others

—

一

1( 1.2)

1( 1.1)

2( 2.3)= 2( 1.2)

6( 3.5)

14( 1.9)

4( 4.8)

3( 3.6)

6( 6.8)

3( 3.4) = 10( 5.8)

6( 3.5)

105(13.0)

83(100)

83(100)

88(100)

*P<C. 01

S-I.G.=Self-Injured Group
O.F.C.= Offenses of First Conviction

88(100) =171(100)

171(100)

806(100)

33( 4.0)
93(11.8)*806(100)

S-I.T.G.=Self-Injured W ith Tattooed Group
P. 0 . = Present Offenses

Table 7. Group Distribution of First Convicted Age
Self-injured group
Self-injured with tattooed group
none Of above
age
group
Self-injured

F.C.A.

under 20

21—30

31—40

41—50

51—60

61—70

No(%)

No(%)

No(%)

No(% )

No(%)

No(%)

23(25.7)

Self-injured
w ith tattoed

F.C.A.

None of above

F.C.A.

N=83(100%)
N=88(100%)
N=806(100%)

54(65.0)

6( 7.2)

34(38.6)

48(54.7)

3( 3.4)

2 ( 2 . 2)

1( 1.1)

131(16.2)

457(56.8)

125(15.7)

72( 8.8)

20( 2.5)

1( 0.1)

F.C.A.= First Convicted Age
Table 8. Group Distribution of Present Serving Age
Self-injured group
Self-injured with tattooed group
none of above
age

under 20

group

21—30

N=83(100%)
N=88(100%)
N=806(100%)

31—40

41—50

51—60

61—70

No(%)

No(%)

No(%)

No(%)

N (% )

No(%)

Self-injured

P.S.A.

2(2.4)

52(62.7)

23(27.7)

5( 6.0)

1(1.2)

一

Self-injured
with tattooed

P.S.A.

2(2.2)

69(78.5)

12(13.7)

3( 3.4)

2(2.2)

一

None of above

P.S.A.

16(1.9)

413(61.4)

184(22.8)

129(15.9)

56(7.0)

8(1.0)

P.S.A.=Present Serving Age
罪名을 調查하지 못했으므로 自傷을 겸한 文身群의 結

犯이 더 많았고 現在에도强力犯으로

果를 對照群으로 삼았음을 언급해 둔다).

많다 (P<.01).

自傷群에서는 初犯에 서 現罪에 이르기까지 强力犯이
많으며, 對照群에서는 最初宣吿 당시는 양자간에 별

이르기까지 强力犯보다는

差異가 없으나 現罪는 역시 强力犯(48.8% )으로 服役

으로 罪質의 變質이 없었음을 보여 준다. 이러한 現象

하는 者가 더 많다.

위의 2群을 自傷集團으로 묶어서

比較해도 역시 最初宣吿 당시부터 財產犯보다는 强力

非自傷集團에서도 最初宣吿

服役中인 者가ᅳ

당시 罪名부터

現罪에ᅳ

財產犯이 더 많아서 結論的•

은 傳造犯을 위시한 기타 犯罪率에서 똑같은 現象을
보여 주었다.

8) 自傷群과 自傷을 겸한 文身群의 20代 이하에서의
最初 • 犯罪 宣吿率은

入이나 自傷, 文身 등을 엄격히 제제하고 經濟事犯 둥

27.8% ：38.6%로서 自傷群에 서

非自傷受刑者 보다 要注意ᄉ物로(攝正用語로서 要視察

犯罪宣吿率이 적다. 그러나 非自傷集團(806名)에서 20

者라고 함) 항상 감시를 하는 등 편중된 감이 없지 않

16.2%에 불과해서 自傷集團과는

다. 矮正 일선 근무자글은 그들이 소위 “社會，
’ (석방되'

代 미만의 宣吿率은

좋은 對照를 이룬다. 20代에 와서는 그와 反對로 自傷

어 일정한 일자리 없이 방황하고 있는 시기를 뜻함)에

群에 서 最初 宣吿率이 最高로 높으며 (62.7% )，文身을

서의 狂亂의 先入見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攝導所

점한 自傷群과 非自傷集團과는

에서 악순환을 되풀이 하게 된다. 이러한 現象은 自傷

差異가 별로 없으며，

30代에 와서는 對照群과 더불어 最初 宣吿率은 급격히

痕者들의 不健全性에 대한 정확한 定義가 없고 그나마

감소한다(7.1% ：3.4%).

도 罪質을 위시한 그 주변에 대하여 연구된 바 없으므.

40代에 와서는

自傷集團은

거의 없는 반면 非 自傷集團은 20代와 30代보다는 적으
나 역시 8.8%의 初犯者가 있었고 이것은 50代， 60代

로 구체적으로 접근을 못해서이다.

까지 擴散되 었다 (Table 7).

나 일반인으로 부터 自傷痕者들의 자료를 얻기 힘들고

9) 現在 服役中ᄉ者는 20代가 모든

集團에서 공히

自傷痕에 대한 연구는 여러 각도에 서 이루어 져 왔으
그래서 强制集團 즉 攝導所 내지 反强制集團(軍徵集對■

높으나 그 중에서는 自傷을 겸한 文身群에서 더 높다.

象者 흑은 軍ᄉ)에 서만이 가능 했으므로 精神逆動學的

30代에 와서는 20代보다 현저히 줄어드나 自傷群의 非

접근에 의한 연구는 빈약 했으며 現在로서는 피상적 인

自傷集團에서는 계속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調查에 불과한 자료들이 였다.

非自傷集團에서는 40代가 15.9%,

50代 (7.0% )까지

연장되 나 自傷集團은 40代 이상에 와서는 공히 현저히
줄어들거나 없어진다.
20代 이하의 服役者가 모든

그러나 실제 攝導所에서는

自傷痕 所有者와 文身受-

刑者들에 대한 攝正方向을 同一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철저하게 自意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이나, 橋導所內에

集團에서 적은 이유는

少年 燒導所로 移監되 었기 때문이 며 잠깐 머물고 있는
자 둘이다 (Table 8).

서 일으키는 問題性과 徵罰(矮導所自體에서 주는 攝導■
的 의미에서의 罰 내용이 서로 비슷하며, 自傷痕의 많
은수가 文身을 同伴하고 있으며, 身體面의 自傷痕分布■

W. 考

가 文身 호발 부위와 同ᅳ하며 (김종주, 1979; 김경중，
1982；배대균， 1983). 本 調查에서 나타난 自傷痕 單■

察

獨(26% )과 文身單獨(47%) 사이를 왕래하는
墙導所에서는 自傷痕者와 文身 所有者를 同ᅳ시하고

自傷과-

文身을 겸한자(27% )들의 相好間 친화성을 들수 있고，

非自傷集團 受刑者와는 달리 r카운샐링」과 지도 둥 그

또 그 傷痕이 영원히 남는다는 점에서 매우

들의 攝導에 각별히 유의하고 있다.

뒤에 언급되겠지만 犯罪面에서도 차이점이 별로

自傷痕은 文身과 더불어 除去術을 할 수 없음으로써

유사하며
없음

으로써 較正面에서 同一시함은 타당하다 하겠다.
自害行爲 年齡과

犯罪와의 관계에 있어서 自害群아

이들이 出所 했을 때 ᄉ格 自體의 問題性은 다음 問
題로 남겨두고도 自傷痕이나 文身 둥의 身體的 缺陷때

文身群보다 더 일찍 自害行爲를 經驗하게 되었는데도.

문에 燒導所에서 어렵게 배운 직업기술

20代'이하의 最初宣吿率은 각각 25.7%,

소용없게 되고 이것이 곧 再犯의
策,

같은 능력이

原因이 됨을(刑事政

1976) 상기하면서 그 예로 감호소의 常習窃盜 및

自害群은 먼저

Werkman의 분류(Arieti, 1974) 중 自傷이

暴力犯들의 文身率은 全在所者의 약 80%에 달하고 있
다(저자의 비 공식 조사 결과).
刑事政策에서 法務部는 Alfred-Adler의 身體的 열

그 比率이 높았음이 다른 점이다.

학설을 適用하고 있으며 그래서 不順施術 및 文身團束
指示를 하는 둥 노력하고 있으며 (法務部 보안 832ᅳ
17392, 1980.9.9；보안 832—17756,
832—20959, 1980.12.28),

1980.9.12；보안

또 그들의 犯罪가 거의 强

力犯이며 財產犯 둥 社會不安의 要因이 되고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있다는

그러나 現在의 矮正對策의 실제는 陰莖에 不純物 挿

즉

社會에 머물러 있을 수 있었옴이 흥미로우며， 自害者■
를 위한

둥감에서 초래된 좌절一공격 (Frustration-Aggression)

38.6%로

問題 청소년이 되었으면서도 더 오래

제일 적다는 초기 (13〜14歲)와

중기 (15〜17歲)에서도.

文身群은 自害를 늦게 하면서도 自傷群보다 더 많은
犯罪를 저지르게 된 셈이된다.
20代 즉 후기 청소년기에 와서는 양 集團 모두가 自•
傷率이 급격히 상승하고 犯罪率도 최고도에 달한다.
自傷群과 文身群의 最初 犯罪率은
反對現象이

20代이하 때와는-

나타남으로써 (65.0% : 54.7%)

犯罪率의

逆轉現象이 나타났으며，이 年齡層은 犯罪極期라고 힐:
수 있다.

양자모두 21歳~22歲를 기준으로 하여 自傷率의 급

累犯者들은

初犯者보다

知的水準이 낮다함은(刑事政

격한 降下現象을 보이며 30代에 와서는 완전히 소멸됨

策, 1976) 敎育水準이 낮음과 일맥상통하며 따라서 累

으로써 30代에서

犯者가 될 가능성은 더 짙으며，非自傷集團 보다 높은
敎育水準은 낮은 再犯率과 일치한다.

初犯率이 현저하게 L줄어드는

現象

(7.2% ：3.4%')과 일치한다 하겠다.
非自傷集團의 20代이하에서 最初犯罪率은
보 다 현저하게 낮음으로써

自傷集團

좋은 對照를 이루나

刑事政策中에서는 初犯者는 4〜 5犯의 晃犯 者로 전락

역시

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는데 이것은 非自傷群에는 해당

■20代에 와서는 서로 極期를 이루고, 30代에 와서는 狙

되는 것이 극히 적고 自傷群이나 文身을 포함한 自傷

罪率이 현저하게 감소하나 自傷集團보다는 훨씬 더 높

集團에 서는 두드러진 ᅵ現象이며 따라서 刑事政策上 自

윰으로써 그 犯罪率은 自傷集團의 낮은 比率과의 逆現

傷痕 둥을 가진자의 再犯 가능성에 대하여

象이 일어 났으며, 이것은 40代에 는 물론 60代까지 확

한다.

유의 해야

自傷群의 犯罪 양상은 文身群과 같이 窃盜나 强盜가

산되어 간다.
즉 自傷集團은 20代이하와 ^20代에서 犯罪行爲를 종

대부분을 차지하고， 반면에 橫領이 나

여타의 財產犯

ᅵ식하는 結果를 보이는 반면에 非自傷集團에 서는 청소
년기 부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연장됨으써 刑事政策

순성이 나타나고(刑事政策에서는

上 自傷群과 非 自傷群間의 年齡別 犯罪率에 중요한 의

함) 非自傷集團은 근대화의 White-Color化에 따라 窃

미를부여한다 하겠다.

盜 둥 소박한 犯罪는 상대적으로 줄고 좀처럼 認知도

受刑者의 年齡別
(Table 8).

이러한現象은

現在服g 中人

집계에서도 꼭 같이 나타나고

있다

類型이 非自傷集團보다

월등히 적음으로서 罪質의 단

檢擧도 안되는 詐欺犯,

소박한 犯罪 形態라

橫領 등 여 러종류의 White-

Color 犯罪類가 많아졌으며 따라사 暴力 및 强盜 둥의

現在服役中ᄉ 受刑者의 年齡別 분포는 모든

集團이

20代에 서 全 犯罪에 걸쳐 最高 犯罪 구성울I ： 보이 고
다음이 30代인데 이 는 刑 I ：
玫策(1973) 에서 밝 ^ 통계
와 일치한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는 이상 모든 集裏의
最初犯罪 年齡에 는 적 용되 지'않는다. 왜 냐하면 自傷詳
과 自傷과 文身을• 겸한자들은

23代게 最高

구성 율■!：

보이 나 그 다음은 33代가 아난 23代 이 하의 청소년이•
였다.

犯罪率이 낮아졌음은 당연한 논리이다. 그러 나 自傷集
團에서 殺人이 없거나 극히 적은(0〜4.8%) 것은 그들
이 暴惡하며 따라서 罪質도 극한적 일 것이 라는 예상을
뒤엎고 오히려 非自傷集團에서

33.4% 의 높은 殺ᄉ率

은 自傷集團이 더 유순함을 뜻한다.
흔히 깡폐 사회의 의리나 맹종성, 단순성 둥 그들은
그들 특유의 계율속에 살고 있으며, 한편 우발적 인 殺
ᄉ을 제외 하고는 그곳에 따르는

自傷集還의 再犯率은 매우 높은게 이것은 刑 * 玫策

여러가지 知的 발휘

(1976) 에서 全 刑法犯中 14.7% 가 前科者 즉 85.3% 가

가 그들의 敎育水準에 않맞둣이 보다 敎育水準이 높은
非自傷集團에서 殺ᄉ이 많은 것은 이해가 간다. 마치

初犯者라는 뜻인데 本 調査의 自傷薛과 文身詳의 初^

精神疾患의 殺ᄉ이 아닌, 대부분의 殺ᄉ事件이 謎題事

率 (25.3% ：6.8% )과 再犯率(74.7% ：93.2%) 및 非自

件으로 남아 있는 것은 바로 이 런 사유에 서다. 따라서

傷集團의 初犯率 41.4%, 再犯率 53.6%를 보임으로써

殺人事件 해결에 있어서 최소한

매우 상이한게 그 사유는 알수 없으나 우인 1974年判

所有者들에 게 많은 시 간을 낭비 히1야 할 必要性은 매우

의 刑事政策이 1976年에 再判된 것이고 아울러 급변해

줄어드는 셈이 된다.

가는 시대적 要因과 犯罪者들의 의식상태 등이 원인이
될런지 연구 되어야 할 과제아다.
自傷群의 初 JE후은 文身詳과 對.爾！: 이루겄는데 (25.
내지 청소년기의 窃盜,

結論的으로 自傷群의 暴力과 文身群의 强盜는

모두

强力犯이긴 하나 殺ᄉ行爲와는 별 무관하다-

3% ：6.8%), 前者의 경우 初犯 당시 受刑中에 文身者
들 보다는 攝導效果

自傷痕者들이나 文身

暴力 둥

각 群別의 最初 罪名과 現在 罪名
再犯에 따른 罪質變質과정

調査로써 그들이

調查에서 同一ᄉ物에 대한

연속적 인 罪質 변화 과정 을 調查하지 못했으므로 즉

청소년기의 自我 同一性 : 형성 과정 중의 일단의 실수

本 調査 방식으로는 同一ᄉ物에 서 罪質

로 간주될 수 있으나 물론

나타날 수 있기에 완벽한

再犯의 경우는 전혀 그 뜻

이 다르다, 90% 이상의 再犯率을 가진 文身群은 再犯
率이 보다 적은 自傷群과 별도의 考察이 있어야 하겠
으나 어쩌 면 文身者들은 ᅵ
더 깊은 精神病理속에 파묻힌
것인가에도 의문이 간다.
自傷集團은 非自傷集團보다 월등히 再犯率이 높은데

交叉

現象이

變質 過程 調査가 이루어졌

다고 볼 수는 없다. . 그러 나 Table 6에 서와 같이 差가
없이 財產犯은 財產犯으로, 强力犯은 强力祀으로 계속
훌러 왔으며 즉 同一人이
사료된다.

同一罪質을 고수해 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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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身群에서는 强盜가 많았

다. 財產犯中에는 3群모두 窃盜가 제일

많고(73.5%)

强力犯에는 暴力이 많았고(48.0%) 殺ᄉ犯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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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自傷集團은 窃盜와 暴力이 각각 56.7% ：23.6%로
세 自傷集團보다

훨씬 적고 그 대신 殺ᄉ과(33.4%)

强ᄉ犯 범주에 속하는 각종 犯罪가 많았다(27.4%).
4. 自傷群은 文身을 겸한 自傷群보다 20代 이하에 서
■의 犯罪率이 높고, 20代에 서는 自傷集團과 非自傷集團

----- Abstract---------------------------

A Survey of Criminality in Self-Inju
red Prisoners

모두가 最高犯罪 구성율을 나타내었고, 30代에 와서는
身群을 포함한 모든

自傷集團에서 犯罪率이 현저히

줄어들었으며，非自傷集團은 60代까지도 지속되었다.
5. 自傷群과 自傷을 겸한 文身群에서 最初 宣吿 罪
名과 最終 宣吿 罪名間에 罪質 變質 現象은 없었고 非
启傷集團도 同一하였다.

A lot of persons having self-injured, tattooed or
self-injured with tattooed body have been found
in low social class.
Actually, they do not like to expose themselves
to examiner, so many difficulties

are confronted

6. 自傷群과 文身群 및 自傷을 겸한 文身群 全體의

to investigate what they are. But by a few rese

初犯者率은 12.4%, 再犯者率은 87.6% 였으나 그 중에

archer, some statistical and psychodynamic data

서도 自傷群의 初犯者率이 제 일 많았고(25.3%) 文身群

could be obtained from strapping fellows, milita

은 6.8% 였으며 그대신 再犯者率은 93.2%였다.

ry service men and wrist-cutting patients.

그러 나 非自傷集團의 初犯者와 累犯者 比率은

각각

■41.4% ：58.6%로 自傷群보다 犯罪幅이 훨씬 좁다.
7. 結論的으로 自傷痕者와 文身所有者 및 自傷을 겸

Until now, as we have a low opinion of social
and personal problems of self-injured person,

no

survey about the nature of crime for the self-inj

없었으며， 犯罪面에서

ured persons have been reported, even not studied

自傷痕 所有者와 文身을 가진 자를 同一現象으로 보아

about prisoners. The author tried to survey them

한文身群의 罪質上 有意差는

who were kept in Masan correctional institution.

•도 무방하다.

The offences were analized as follow：the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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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
A ll the investigated data which came from self

injured group were,

compared with tattooed pri

soner, self- injured with

tattooed,

and

prisoner

who have no scars on body.

with tattooed body decreased, but the crime of
the non self-injured criminal group continued
to their sixties or more.

Thu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5. The nature of crime had not any changeable

1. The self-injured criminals gain more experie

phenomena between the first criminal’s sente

nces of self-injury in their younger age and

nces to their crime charge and the last,

the percentage or the frequency of crime was

the similar phenomena could be found in the

found lower than those who had

tattoos on

their bodies, while the first crime cases were
lower than tattooed.

and

non self-injured criminal group.
6. The possible percentage of the first crime in
the groups of both the self-injured criminals

2. The educational level of both the self-injured
and the tattooed prisoners were almost

the

and the tattooed with

self-injured criminals

was 12.4% of all the crimes, and their possi

same or a little more educacated when comp

bility of the second conviction was

ared with that of non self-injured prisoners.

but of all the crimes the possible percentage of

3. The nature of crimes of the above mentioned

the first conviction

was found

87.6%,

most in the

three groups was found no remarkable indic

group of the self-injury(25.3%) and

ations, and their main patterns of crime were

group of the tattooed and their possible perc

violences, next, the

crime of property (total

entage of the second conviction was 93.2%,

82.2%) ；the self-injured group convicted more

but the percentage of the first offender and

injuries, the tattooed group

more robberies.

Of the property criminals, the

above three

groups convicted larcency most(73.5%),

and

the repeated offender in the non self-injured
criminal group was foud each

their violence crime rate(48.0%), but homici

conviction of the non
was lower when

self

injured group, it revealed that 57.1% of larc
ency and 23.6% of violence；it is much lower
frequency of crime compared with that of the
self-injured

group(33.4%) of homicide

and

27.6% of the other crimes).

41.4%

56.6%. It means that the rate of the

de was not found remarkably.

In non

6.8% in

self-injured

compared with

self-injured criminal group

and

second

criminals,
that of the

and the

tattooed

criminal group.
7. In conclusion, no remarkable difference or in
dication of the

nature of crime was

found

among those who had the self-injured scars

4. Under the age of twenty, the self-injured cri

on their body and those who had tattoos and

minals were found more than the self-injured

those who had the above two body character

criminals who had tattoos on their body, in

istics, so it may be concluded that

the

self

their twenties, the self-injured criminal group

injured criminals and the tattooed criminals*

and the non self-injured criminal group showed

belong to the same category of the criminal

the peak composition on crime, and in their

phenomena.

thir.ties, the number of self-injured criminal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