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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발생하는 성폭력 범죄는 그 유형이 다양하고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성폭력 범죄는

재범과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범죄의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다. 성폭력 범죄는 범죄의

발생 장소나 시간, 유형이 다양하고 복잡하지만 이들 관계를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온톨로지를 설계

한다면 적절한 대처방안을 고려 할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성폭력 범죄를 방

지하는 접근법과 효과적인 대처방안을 제시하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성폭력 범죄의

실태를 알아보며 성폭력 범죄 분석을 위한 용어들을 개념화하고 연관 관계를 정의하여 온톨로지를

설계하였다.

ABSTRACT

The number of sexual violence assault cases has been increasing in various types. Because of a second

conviction and high probability of committing crime after sexual violence shows seriousness of the crime.

Even though sexual violence crimes are related to various and complicated crime occurred place or time, If

we build an ontology for this, we could help to consider effective plan for sexual violence crime. For this,

the prevention of sexual violence crime approach and support system are required. In this paper, we study

the survey of sexual violence crime. Also we define the classes and attribution to design the ontology for

sexual violence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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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발생한 성폭력 범죄는 매우 심각한 상황

에 이르렀다. 대검찰청의 연구보고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성폭력 범죄는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

이고 있으며 그 중에서 주목할 점은 성폭력범죄

는 재범에 쉽게 노출되어 있다는 점이다. 대검찰

청의 성폭력 범죄통계에 따라 성폭력 범죄자의

전과를 살펴보면 재범이 61.6%로 나타났고 재범

자 중 동종 전과자는 60.8%로 성폭력 범죄가 재

범에 쉽게 노출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 할 수

있다[1]. 성폭력 범죄는 범죄의 발생 장소나 시간,

유형들이 다양하고 복잡하다. 이들 관계를 효과적

으로 표현하는 지원체계를 설계한다면 성폭력 범

죄의 대처방안을 제시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온톨

로지는 다양한 분야로 응용되어 개발될 수 있다.

한국 한의학 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의학

지식 정보자원 중 약재들에 관한 데이터가 증가

함에 따라 온톨로지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구축하

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개발한 사례가 있다[2]. 한

의학 분야 외에 군사 정보 시스템에도 온톨로지

를 적용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군에서는 다양

하고 복잡한 데이터가 존재하고, 군 장교들이 상

황을 판단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군사정보시스템

을 위한 온톨로지 기반 사용자 프로파일은 개념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여 군사 정보 시스템에 활

용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다[3].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성폭력 범죄 사건을 분석할 수 있

는 온톨로지 기반을 설계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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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성폭력 범죄 온톨로지 흐름도

Ⅱ. 성범죄 분석

다양한 유형의 성폭력 범죄 사건의 분석은 성

폭력 범죄 사건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들과 이들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에 대한 분석으로 나눠진다.

기본적인 구성요소로는 법률, 범죄 유형, 범죄 사

실이 있다. 법률은 형법이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을 가지며 범죄 유형은 강간,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강제추행, 위계 위력에 의

한 간음 추행, 강도강간 등을 가진다. 강도강간

과 같은 특정 강력 범죄의 처벌은 특정강력범죄

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준용된다. 범죄사

실의 환경적 사실은 시간에 따른 발생시간, 발생

장소, 범죄자 전과 등을 가진다. 발생시간은 새벽,

아침, 오전, 오후, 저녁, 밤으로 구체화된다. 발생

장소는 숙박업소, 목욕탕, 노상, 주거지, 기타 등

으로 세분화 되고 범죄자 전과는 초범인지 재범

인지에 따라 구분을 달리 한다. 그리고 직업, 동

기, 공범관계를 통해 소년범과 범죄자를 달리 가

지게 된다. 예를 들어 범죄자는 공범관계로 직장

동료를 가질 수 있겠지만 소년범의 경우는 그렇

지 않게 된다.

Ⅲ. 성범죄 분석

3.1. 성폭력 범죄 분석 온톨로지 설계

이 논문에서는 성폭력 범죄사건 분석을 지원하

는 온톨로지를 설계한다. 온톨로지의 구축을 지원

하는 도구로 스탠포드 대학의 마크 뮤센 그룹에

의해 개발된 Protege를 사용한다. Protege는 다양

한 엘리먼트들을 사용자 요구사항에 맞게 잘 정

의할 수 있게 해 주고, 강력한 플러그인 기능을

통화여 이용자 고유의 기능 확장을 가능하게 한

다[4][5].

3.2. 클래스 정의 및 리스트

Crime_Fact 클래스는 범죄사실을 나타내기 위

한 클래스이며, Crime_Type 클래스는 범죄유형의

목록을 나타내는 목록 클래스이며, Law 클래스는

법률 집단 클래스를 나타낸다. 세 개의 메인 도메

인 클래스는 각각은 Subclass를 가지며 세부적으

로 구체화한다. 설계에 따라 Law 클래스는 형법,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례법등을

Subclass로 가지며 Crime_Type 클래스는 크게 5

개의 Subclass로 나눠진다. 강간, 강제추행, 위계

위력에 의한 간음 추행, 준강간 강제추행, 강도강

간을 Subclass로 가진다. Crime_Fact 클래스는 공

범 관계, 범죄 동기, 직업, 범죄자 사실, 소년범

사실 등을 Subclass로 가지며 구체화된다.

그림 2. Class 와 Subclass의 리스트

3.3. 속성(Property) 리스트

성폭력 범죄 분석 온톨로지는 두 클래스의 인스

턴스들 사이에 의미적 관계를 설정함으로써 설계

할 수 있다. hasCrime_Type은 Crime_Type 클래스

와 Law 클래스와 관계를 가진다. 도메인이 Law

이며 법을 기반으로 한 범죄의 유형을 가진다. 범

죄의 유형 중 Act on Sexual Protection of Minor

and Child(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관계를 가진다.

hasAccomplice_Relation 은 범죄사실 중에서 범죄

자와 소년범의 공범관계를 설명한다.

hasEnvironment_Fact는 Environment_Fact 범위

안에서 환경적 사실을 설명한다. 범죄자 사실과 소

년범 사실에 적용되며 발생시간, 계절별 발생빈도,

발생장소 등의 유형을 가진다. hasIntent는

Accidental Intent, Curiosity, Temptation을 멤버로

가지는 Intent 클래스와 관계를 나타내며 범죄의

동기를 설명한다. Intent 클래스는 Criminal_Intent

클래스와 Juvenile_Intent 클래스관계가 설정된다.

hasOccupation은 직업을 설명하며 범죄자의 경우

에는 Criminal_Fact 클래스에서

Criminal_Occupation 클래스와 관계를 설정하여

소년범의 경우에는 Juvenile_Fact 클래스에서

Juvenile_Occupation 클래스와 관계를 설정한다.

그림 3. 속성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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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성폭력 범죄 분석 온톨로지

그림 4는 기술한 설계에 따른 성폭력 범죄 분석

을 위한 온톨로지 구조이다. 성폭력 범죄사건 분석

을 위한 온톨로지는 성폭력 범죄 분석을 위한 중요

개념들을 정의하고 이들 사이에 상위-하위 관계 등

을 정의함으로써 성폭력 범죄 사건과 그 개념들을

나타낸다.

그림 4. 성폭력 범죄 분석 온톨로지

3.5. 성폭력 범죄 분석 온톨로지 OWL

OWL 명제는 클래스의 구성과 구성들의 관계를 기술

하며, 명제의 집합으로 이루어진 온톨로지는 구문적으로

정의 되지 않은 사실의 논리적 유추를 가능하게 한다.

클래스와 속성, 제약사항을 기술한다. 그림 5는 범죄유

형의 OWL 부분이다. 범죄유형이 다른 범죄 유형과 중

첩되지 않는다.

그림 5. 범죄유형 OWL 부분

그림 6은 범죄사실의 OWL 부분이다. 범죄사실중 공

범관계를 나타내 범죄자와 소년범의 공범관계를 분류한

다.

그림 6. 범죄사실 OWL 부분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성폭력 범죄 분석을 위한 온톨

로지 설계를 연구하였다. 성폭력 범죄사건 분석을

위한 용어들을 개념화하여 클래스로 만들고 클래

스 간의 프로퍼티 관계를 설정하였다. 실제 상황

에서의 경험적인 지식이나 직관 이외에 체계적인

사건 범죄 분석을 지원할 수 있다면 성폭력 범죄

예방과 2차적인 사건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성

폭력 범죄사건 분석 온톨로지를 통해 사건의 예

방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접근법을 기대

해 본다. 더 나아가 판례정보를 활용하고 성폭력

범죄사건 이외의 형사사건을 대상으로 한 온톨로

지를 구축한다면 분석뿐만 아니라 수사지원을 위

한 시스템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본 논문은

이를 위한 기반과 함께 향후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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