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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Fisting is an uncommon sexual activity, and death due to fisting is very rare. In the
present report, we describe a case of a woman who died from fisting by her male partner. A 38-year-old woman went to a motel with a man after consuming alcohol, and
there they kissed each other. As desired by woman, the man inserted his fingers into
her vagina and anus, and later inserted his fist and forearm into her vagina and anus.
After 20-30 minutes of fisting, the woman became unconscious and died. The autopsy confirmed the presence of perineal and vaginal lacerations with massive internal
pelvic soft tissue injury with uterine artery rupture. A partial tear was noted at the rectosigmoid junction. The cause of death was hypovolemic shock due to uterine artery
rupture. Following court trials, the assailant was sentenced to 4 years of imprisonment
for the felony of inflicting bodily injury resulting in death.
Key Words : Sexual activity, Autopsy, Death, Fisting, Uterine artery

론

인간은 생식 외에도 쾌락을 목적으로 성관계를 하며, 다양한
성적행위를 시도한다. 성적행위에는 성교체위, 구강성교, 성적
환상, 자위행위, 항문성교 등이 있으며, 소수 사람들이 행하는
성적행위라고 해서 반드시 비정상적이나 변태적인 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1) 피스팅(Fisting)이란 흔하지 않는 성적행위로
유사성행위이며, 질이나 항문에 손을 삽입하는 행위이다.2) 일
반적으로 피스팅에 대해 단어 그대로 주먹을 넣는 것으로 생각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손 부위를 넣는 것을 통틀어 의
미한다. 손목으로부터 한층 더 위까지 삽입하는 것도 가능하
며, 팔꿈치까지 팔을 넣거나 2개의 손을 넣을 수 있는 사람도
있다. 이러한 피스팅은 질, 회음부, 항문 및 결장의 열창이나 천
공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손상이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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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6) 또한 드물게는 질에 통과하는 공기로 인해 공기색전증
으로 사망할 수도 있으며, 특히 임신기간에는 위험성이 매우
높아지게 된다.7) 본 증례는 성적행위의 일종인 남자의 피스팅
으로 인해 여성이 사망한 매우 드문 사례로 재판결과와 함께
보고하고자 한다.

증 례
피해자는 38세의 출산 경험이 있는 이혼 여성으로, 퇴근 후
식당에서 직장 동료인 가해자(38세)와 함께 합석하여 술을 마
셨다. 술에 취한 피해자가 식당에서 나오다가 식당 앞 계단에
서 발을 헛디뎌 한차례 넘어졌고, 가해자의 부축을 받아 모텔
로 가게 되었다. 모텔 방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외음부와 항
문에 손을 삽입하는 유사성행위를 하였고, 약 20�30분 후에
불을 켜니 피해자가 의식이 없었고, 가해자의 손과 몸, 피해자

ⓒCopyright 2013 by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Medicin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
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57

158

Korean Journal of Legal Medicine│2013;37:157-160

의 외음부와 몸, 이불, 방바닥 등에 피가 많이 묻어있었다고 한
다. 이를 목격한 모텔주인의 신고로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
였으나 사망하였고, 부검 등의 사후검사가 시행되었다.

1. 부검
부검은 사망 당일 시행되었다. 외음부의 외부에는 질 왼쪽
가쪽과 질의 경계를 넘어 아래 항문으로 수직열창(길이 7�8
㎝, 깊이 5�6 ㎝), 질 내 열창(길이 4�5 ㎝, 깊이 1.5 ㎝) 등이
있었다. 내부에는 오른쪽, 위쪽으로 질 점막과 근육 등의 광범
위한 열창, 항문에서 왼쪽, 상부 점막과 근육 등의 광범위한 열
창이 있었다. 자궁의 왼쪽 후면으로 연결된 자궁동맥이 파열되
어 있었고(Fig. 1), 구불결장 이하 부분에서 부분적으로 직장이
절단되어 있었다(Fig. 2). 복벽의 배꼽부위 위쪽으로 부분적인
피하출혈, 우하복부에 부분적인 조직출혈이 있었으며, 약 100
㎖ 가량의 혈액이 있었다. 후복막강 내에 광범위한 출혈이 있
었고 복벽의 근육층과 대장에 부분적인 조직괴사가 있었다. 이
외에도 오른쪽 대음순의 피하출혈과 부종, 양쪽 소음순 주위의
점막탈락과 부분적인 출혈이 있었다. 절단된 직장 일부는 모텔
방안에서 발견되었다. 양쪽 넓적다리부위와 샅굴부위 전면에
는 가해자의 교흔이 식별되었다.
피해자가 식당 앞 계단에서 넘어져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마부위 오른쪽, 양쪽 마루부위, 미간 왼쪽에 피하출혈이 있었
고 인중부위 오른쪽, 코부위 오른쪽 가쪽, 입술 오른쪽에 표피
박탈이 있었다.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형성된 복장뼈의 골절이
있었고, 오른쪽 흉강 내에는 약 30 ㎖ 가량의 혈액이 있었다.
혈액과 위내용물에서 약물이나 독극물은 검출되지 않았고,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3%였다. 부검 결과 사인은 자궁동맥의

Fig. 1. External examination in scheme shows vertical 7�8 ㎝
perineal laceration and 4�5 ㎝ vaginal wall laceration.
Internally, the uterine artery was ruptured at the posterior part
of the uterus with surrounding soft tissue injury.
http://www.kjlm.or.kr

파열에 의한 대량 실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이었다.

2. 가해자 및 참고인 진술(수사결과)
가해자는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는 직장동료이며 얼굴만 알
고 지내던 사이라고 하였다. 사건 당일 퇴근 후 식당에서 피해
자와 합석하여 술을 마셨다. 식당 영업이 끝나서 식당에서 나
오던 중 피해자가 식당 앞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져 얼굴
에서 피가 났고, 가해자가 피해자를 부축하여 모텔로 데리고
와서 피해자의 얼굴에 묻은 피를 닦아주었다. 서로 성적 키스
를 하다가 피해자가 성관계를 요구하자 가해자가 자신은 아내
외에는 하지 않는다며 거부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손
으로 해달라며 가해자의 손가락을 자신의 외음부에 직접 삽입
하였고, 피해자가“계속 해 달라, 더 세게 더 세게.”
라고 요구하
여 가해자는 질과 항문에 팔꿈치까지 팔을 삽입하였고 동시에
질과 항문에 손을 삽입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피
해자가 말이나 행동으로 하지 말라고 거부한 적은 없었고, 몸
을 떠는 증상을 보였다. 약 20�30분이 흐른 뒤 신음을 내던
피해자가 반응이 없고‘이 정도면 되었겠지.’
라는 생각에 불을
켜니 피해자의 외음부와 몸, 가해자 자신의 손과 몸에 피가 묻
어있었다고 하였다. 이에 놀라서 손을 씻고 주위에 도움을 요
청하였다고 한다. 가해자는 진술조사과정에서 우는 모습을 보
이거나,“미치겠다, 술이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다.”
는 등의 말
을 하였다.
참고인 조사는 가해자의 직장동료, 모텔 주인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사건 당일 가해자의 직장동료가 먼저 모텔로 돌아
와서 쉬고 있는데, 가해자가 피해자를 부축하며 들어와 직장동
료에게 다른 방에서 자라고 하여 위층 모텔 방에서 쉬고 있었

Fig. 2. The schematic sagittal view of the pelvic cavity shows
tear of the rectum below sigmoid col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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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하였다. 잠시 후 모텔을 순찰하던 모텔주인이 방안에서
물소리가 들려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로 알몸
상태로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즉시 직장동료에게 알리고
119와 담당지구대에 신고하였다고 한다. 가해자의 직장동료와
모텔주인은 서로 한결같이 진술하였다.

3. 재판결과
1심 재판부에서는 남녀 사이에 통상적으로 행해질 수 있는
성행위의 정도를 훨씬 넘어 피해자의 음부에 주먹을 집어넣고
더 나아가 피해자의 자궁 후면에 손이 닿을 정도로 팔꿈치까지
자신의 손을 집어넣었던 점, 그 과정에서 강한 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항문에 손을 삽입하여 피해자의 장기를 만지고 피해
자의 직장을 움켜잡고 강한 힘으로 항문 밖으로 잡아당겨 직장
조직의 일부를 떼어냈었던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였고, 그 혈흔이 모텔 방 전체에 남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3%로 감정되었으
나, 피해자가 식당 앞 계단에서 넘어진 후 부축 없이 스스로 일
어나 큰 도로 쪽으로 걸어갔고, 가해자의 부축을 받기는 하였
으나 스스로 모텔방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는 참고인 진술을 바
탕으로 피해자가 주취로 인하여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
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
였다. 또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의
사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
증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검사가 적용한 준강제추행치사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다만 예비적 공소사실인 상해치사
죄에 대해 징역 5년형을 선고하였다.8) 이후 상급심(2심 및 대
법원)에서 가해자가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과도한
성행위 도중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되어 최종
징역 4년형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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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손을 넣었고, 이후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손상으로는 질
열창, 질 벽 뒤쪽에서 자궁경부까지 8 ㎝ 열창, 방광과 직장에
좌상, 복강 내 75-100 ㎖의 혈액이 관찰되었는데, 사망원인은
질 열창으로 인한 출혈 및 쇽으로 판단하였고, 검시관은 이 증
례를 살인으로 판단하였다.6) Torre (1987)는 젊은 성인 여성
이 남편의 항문 피스팅으로 인해 회음부와 직장의 열창이 발생
하였고, 패혈증으로 진행되어 3일 후 사망한 사례를 보고하였
다.5)
피스팅과 유사한 성적행위로는 이물질 삽입이 있다. 이물질
삽입은 여성의 자위행위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외국에서는 이
물질의 일종인 인공음경을 사용하는 여성의 수가 급속히 증가
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1) 질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자위행위
로 인해 사망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일종의 자기색정사로 볼
수 있다. 자기색정사는 혼자 성적 쾌감을 즐기다 죽음에 이르
는 사고사를 의미하며, 남성에게 흔하고 여성에서 보고 된 사
례들은 흔하지 않다.12) 자기색정사의 전형적인 방법은 질식사
이며, 몇몇 사례에서는 이물질을 삽입하거나, 감전, 비전형적인
질식사 방법 혹은 복합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13) Benard
등 (1990)은 당근을 이용한 자위행위로 질에 삽입한 당근이
자궁내피임장치를 자극하여 자궁내막을 손상시키고, 손상된
부위로 공기가 유입되어 공기색전증으로 사망한 사례를 보고
하였다.14)
본 사례는 상급심 재판을 준비하던 변호사가 자문 요청하는
과정에서 알려졌고, 재판결과 상해치사죄로 인정되었다. 질 내
피스팅으로 인한 심각한 합병증인 질 벽의 열창으로 인한 과다
출혈, 그리고 항문 피스팅으로 인한 하부대장의 손상 및 주위
혈관 손상이 병합된 사례이다. 결국, 과도한 유사성행위로 인
해 사망까지 초래한 극히 이례적인 사례이다. 더욱이 손으로
직장까지 뜯어내는 행위는 일반적인 성적행위로는 이해하기
어렵다. 가해자에게 성도착증이나 성적 콤플렉스 등과 관련한
정신의학적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본 사례를 이해하는데 도움
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찰

본 증례는 성적행위의 일종인 남자의 피스팅으로 인해 여성
이 사망한 경우이다. 16�59세의 오스트레일리아 여성과 남성
을 대상으로 한 성적행위에 대한 연구에서 대상자 중 5% 미만
이 폰섹스, 변장, 가학 피학성 변태 성욕, 항문 혹은 질의 피스팅,
항문의 구강성교 등을 한다고 보고하였다.9) 피스팅은 이성 간의
성적행위 혹은 자위행위에 사용되며 질의 피스팅은 다소 일반
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항문의 피스팅은 주로 동성애의
성적행위에서 사용되며, 여성의 경우 드물게 발생한다.10, 11)
피스팅으로 인해 실제로 사망에 이르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
이다. Dawn (1989)은 16세 여자 청소년의 사례를 보고하였는
데, 남자와 술을 마신 후 성관계를 하던 중 남자가 질에 팔뚝까
http://dx.doi.org/10.7580/kjlm.2013.37.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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