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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강간·강제추행

<표 28> 강간·강제추행 범죄 범행대상별 피의자 성별
단위：인원, %

범행대상
피의자성별

성인대상 아동청소년대상 계

남 성 15,143(98.7) 2,245(97.4) 17,388(98.5)

여 성 205( 1.3) 59( 2.6) 264( 1.5)

계 15,348(100.0) 2,304(100.0) 17,652(100.0)

<그림 31> 강간·강제추행 범죄 범행대상별 피의자 성별

○ 강간·강제추행 피의자는 남성이 98.5%로 거의 대다수를 차지함.

○ 여성 강간·강제추행 피의자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

았음



- 33 -

<표 29> 강간·강제추행 범죄 범행대상별 피의자 연령분포
단위：인원, %

범행대상
피의자 연령

성인대상 아동청소년대상 계

14세미만 4( 0.0) 1( 0.0) 5( 0.0)

14~18세 1,225( 8.0) 653(28.3) 1,878(10.6)

19~30세 4,022(26.2) 717(31.1) 4,739(26.8)

31~40세 3,561(23.2) 323(14.0) 3,884(22.0)

41~50세 3,598(23.4) 305(13.2) 3,903(22.1)

51~60세 2,020(13.2) 191( 8.3) 2,211(12.5)

61세이상 918( 6.0) 114( 4.9) 1,032( 5.8)

계 15,348(100.0) 2,304(100.0) 17,652(100.0)

<그림 32> 강간·강제추행 범죄 범행대상별 피의자 연령분포

○ 강간·강제추행 피의자의 성별분포를 살펴보면, 19~30세 피의자의 비율이 26.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으며, 41~50세 22.1%, 31~40세 22.0%, 51~60세 12.5% 등의 비율을 

나타내었음

○ 이중 성인대상 강간·강제추행 피의자는 31~40세, 41~50세, 51~60세 연령대의 피의자 비

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아동대상 강간·강제추행 피의자는 14세~18세, 19~30세 연령

대의 피의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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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0> 강간·강제추행 범죄 범행대상별 피해자 성별분포
단위：건, %

범행대상
피해자성별

성인대상 아동청소년대상 계

남 성 674( 3.9) 75( 3.7) 749( 3.8)

여 성 16,748(96.0) 1,977(96.3) 18,725(96.0)

계 17,422(100.0) 2,052(100.0) 19,474(100.0)

<그림 33> 강간·강제추행 범죄 범행대상별 피해자 성별분포

○ 강간·강제추행 피해자는 여성이 96.0%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분석 결과는 피해자 성별 결측치 24건을 제외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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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강간·강제추행 범죄 발생시간
단위：건, %

구분
발생시간

발생건수 구성비

00：00~02：59 2,614 13.4

03：00~05：59 2,761 14.2

06：00~08：59 1,838 9.4

09：00~11：59 958 4.9

12：00~14：59 748 3.8

15：00~17：59 1,349 6.9

18：00~20：59 1,976 10.1

21：00~23：59 3,110 16.0

미상 4,144 21.3

계 19,498 100.0

<그림 34> 강간·강제추행 범죄 발생시간

○ 강간·강제추행 범죄는 밤시간대인 21：00~23：59 시간대에 16.0%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

었으며, 새벽시간대인 03：00~05：59시간대에 14.2%, 심야시간대인 00：00~02：59 시간

대에 13.4% 등 상대적으로 많은 범죄가 발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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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강간·강제추행 범죄 범행대상별 피의자 범행시 정신상태
단위：인원, %

범행대상
범죄자 정신상태

성인대상 아동청소년대상 계

정 상 6,215(54.4) 1,312(70.7) 7,527(56.7)

정 신 이 상 204( 1.8) 37( 2.0) 241( 1.8)

주 취 5,011(43.8) 507(27.3) 5,518(41.5)

계 11,430(100.0) 1,856(100.0) 13,286(100.0)

※ 정신이상：정신이상, 정신박약, 기타정신장애

<그림 35> 강간·강제추행 범죄 범행대상별 피의자 범행시 정신상태

○ 강간·강제추행 범죄 당시 피의자가 정신이상 상태였던 경우는 1.8%에 불과했음. 강간·강

제추행 범죄에서 피의자가 정상인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는 56.7%를 나타내었음. 

○ 강간·강제추행 범죄에서 피의자가 주취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는 41.5%였음.

○ 이중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한 강간·강제추행 범죄는 70.7%의 피의자가 정상인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며,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강간·강제추행 범죄는 43.8%의 피의자가 주취상

태에서 범행을 저지름.

※ 분석 결과는 범행시 정신상태 결측치 4,366건을 제외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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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강간·강제추행 범죄 범행대상별 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
단위：인원, %

범행대상
피해자의 관계

성인대상 아동청소년대상 계

친 족 375( 3.3) 14( 0.8) 389( 2.9)

직 장 동 료 485( 4.2) 51( 2.7) 536( 4.0)

친 구 애 인 605( 5.3) 142( 7.6) 747( 5.6)

이 웃 지 인 1,057( 9.2) 229(12.3) 1,286( 9.7)

타 인 7,422(64.9) 1,084(58.3) 8,506(64.0)

기 타 1,485(13.0) 339(18.2) 1,824(13.7)

계 11,429(100.0) 1,859(100.0) 13,288(100.0)

<그림 36> 강간·강제추행 범죄 범행대상별 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

○ 강간·강제추행 범죄의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타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64.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으며, 이웃지인 9.7%, 친구애인 5.6% 등의 비율을 나

타내었음

○ 성인대상 강간·강제추행 범죄는 타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아동청

소년 대상 강간·강제추행 범죄는 이웃지인, 친구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상대적으

로 높았음

※ 분석 결과는 피해자와의 관계 결측치 4,364건을 제외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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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강도

<표 34> 강도범죄 피의자 성별 피의자 연령분포
단위：인원, %

피의자성별
피의자연령 남성 여성 계

14-18세 930(21.2) 214(42.0) 1,144(23.4)

19-30세 1,413(32.3) 90(17.6) 1,503(30.7)

31-40세 925(21.1) 71(13.9) 996(20.4)

41-50세 718(16.4) 78(15.3) 796(16.3)

51-60세 305( 7.0) 49( 9.6) 354( 7.2)

61-70세 78( 1.8) 8 (1.6) 86( 1.8)

71세이상 11 (0.3) 0( 0.0) 11 0.2)

계 4,380(100.0) 510(100.0) 4,890(100.0)

<그림 37> 강도범죄 피의자 성별 피의자 연령분포

○ 강도범죄 피의자는 남성이 89.6%로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 강도 피의자는 

10.4%에 불과함

○ 강도범죄자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20대(19세 포함)가 30.7%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

하고 있었으며, 14-18세 23.4%, 30대 20.4%, 40대 16.3% 등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

○ 여성 강도 범죄자들 중 14-18세의 비율은 42.0%로 전체 여성 강도범죄자의 절반가량을 나

타내고 있었으며, 20대(19세포함)의 비율도 17.6%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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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강도범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연령분포
단위：건, %

피해자성별
피해자연령

남성 여성 계

12세이하 12( 0.6) 4( 0.2) 16( 0.4)

20세이하 409(20.1) 198(10.3) 607(15.3)

30세이하 380(18.7) 462(24.0) 842(21.3)

40세이하 347(17.1) 331(17.2) 678(17.1)

50세이하 380(18.7) 441(22.9) 821(20.7)

60세이하 329(16.2) 305(15.8) 634(16.0)

61세이상 174( 8.6) 186( 9.7) 360( 9.1)

계 2,031(100.0) 1,927(100.0) 3,958(100.0)

<그림 38> 강도범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연령분포

○ 강도범죄의 피해자는 남성이 51.1%, 여성이 48.4%로 거의 비슷한 분포를 나타내고 있음

○ 강도범죄 피해자의 연령을 살펴보면, 30세 이하가 21.3%, 50세 이하가 20.7%, 40세 이하가 

17.1% 등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었음

○ 강도범죄 피해자 중 남성은 20세 이하와 60세 이하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

었으며, 여성은 30세 이하와 50세 이하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음

※ 분석 결과는 피해자 성별 결측치 23건 및 피해자 연령 결측치 19 건을 제외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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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강도범죄 발생시간
단위：건, %

구분
발생시간

발생건수 구성비

00：00~02：59 609 15.2

03：00~05：59 820 20.5

06：00~08：59 240 6.0

09：00~11：59 237 5.9

12：00~14：59 179 4.5

15：00~17：59 280 7.0

18：00~20：59 341 8.5

21：00~23：59 466 11.7

미상 822 20.6

계 3,994 100.0

<그림 39> 강도범죄 발생시간

○ 강도범죄는 새벽시간대인 03：00~05：59 시간대에 20.5%로 가장 높은 비율로 발생하고 있음.

○ 새벽시간대 이후 발생빈도는 급격히 감소하여 아침시간대인 06：00~08：59 시간대에서 

6.0%, 점심시간대인 12：00~14：59 시간대에서 4.5% 등의 비율을 나타냄.

○ 점심시간대 이후 발생빈도는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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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강도범죄 수법
단위：건, %

구분
강도범죄수법

발생건수 구성비

침 입 강 도

일 반 강 도 433 12.1

감 금 강 도 35 1.0

인 질 강 도 38 1.1

기 타  침 입 강 도 841 23.6

비 침 입 강 도

차내강도, 운전자 상대 강도 204 5.7

노 상 강 도 681 19.1

차 량 이 용 강 도 41 1.2

마 취 강 도 38 1.1

약 취   유 인  강 도 121 3.4

기 타  비 침 입 강 도 1,089 30.5

해 상 강 도 - -

강 도 강 간 44 1.2

계 3,565 100.0

<그림 40> 강도범죄 수법

○ 강도범죄는 비침입강도가 침입강도에 비해 많이 발생하였음.

○ 세부 유형별로 보면, 기타 비침입강도 30.5%, 기타 침입강도 23.6%, 노상강도 19.1%, 일반

강도 12.1% 등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음

※ 범죄 수법 분석은 발생원표를 기준으로 분석하였으며, 결측값은 429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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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강도범죄 공범유무별 범행도구
단위：건, %

공범수
범행도구

단독 공범 기타/미분류 계

총 기 1( 0.0) 6( 0.5) 0( 0.0) 7( 0.2)

칼 673(31.6) 180(16.5) 18(11.0) 871(25.7)

도 끼 , 낫 , 농 기 구 류 8( 0.4) 1( 0.1) 0( 0.0) 9( 0.3)

유 리 병 29( 1.4) 5( 0.5) 0( 0.0) 34( 1.0)

돌 23( 1.1) 4( 0.4) 0( 0.0) 27( 0.8)

몽 둥 이 21( 1.0) 48( 4.4) 5( 3.1) 74( 2.2)

공 구 75( 3.5) 25( 2.3) 2( 1.2) 102( 3.0)

줄 , 테 이 프 등 13( 0.6) 12( 1.1) 1( 0.6) 26( 0.8)

마 취 제 8( 0.4) 0( 0.0) 0( 0.0) 8( 0.2)

독 극 물 8( 0.4) 3( 0.3) 1( 0.6) 12( 0.4)

기 타 191( 9.0) 135(12.4) 22(13.5) 348(10.3)

소 지 무 1,079(50.7) 674(61.7) 114(69.9) 1,867(55.2)

계 2,129(100.0) 1,093(100.0) 163(100.0) 3,385(100.0)

<그림 41> 강도범죄 공범유무별 범행도구

○ 강도범죄에서 별다른 도구 없이 범행을 저지른 경우가 55.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음. 

○ 범행도구로 칼이 사용된 비율이 25.7%로 도구가 사용된 경우들 중 반 이상의 비율을 나타

내고 있었음

○ 공범유무별 범행도구를 살펴보면 단독범의 경우 칼을 사용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공범이 있는 경우에는 별다른 도구 없이 범행을 저지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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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강도범죄 피해금액
단위：건, %

구분
피해금액　 발생건수 구성비

피해무 1,457 36.5

1만원이하 153 3.8

10만원이하 420 10.5

100만원이하 970 24.3

1000만원이하 370 9.3

1000만원초과 131 3.3

미상 493 12.3

계 3,994 100.0

<그림 42> 강도범죄 피해금액

○ 강도범죄로 보고되었으나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기록된 비율이 36.5%를 나

타내고 있으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 사건 중에서는 100만원 이하의 피해가 발생

간 경우가 24.3%로 가장 높았음. 그 밖에 10만원 이하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가 10.5%, 

1000만원 이하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가 9.3% 등의 비율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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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절도

<표 40> 절도범죄 피의자 성별 피의자 연령분포
단위：인원, %

성별
연령 남성 여성 계

14-18세 28,607(32.0) 4,086(18.6) 32,693(29.4)

19-30세 19,480(21.8) 4,762(21.6) 24,242(21.8)

31-40세 13,085(14.6) 3,272(14.9) 16,357(14.7)

41-50세 13,798(15.4) 4,257(19.3) 18,055(16.2)

51-60세 9,459(10.6) 3,727(16.9) 13,186(11.8)

61-70세 3,673( 4.1) 1,401( 6.4) 5,074( 4.6)

71세이상 1,260( 1.4) 520( 2.4) 1,780( 1.6)

계 89,362(100.0) 22,025(100.0) 111,387(100.0)

<그림 43> 절도범죄 피의자 성별 피의자 연령분포

○ 절도범죄 피의자는 남성이 80.2%, 여성이 19.8%를 차지하고 있었음

○ 절도범죄 피의자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14-18세가 29.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

고 있었으며, 다음으로는 20대(19세 포함) 21.8%, 40대 16.2%, 30대 14.7% 등의 비율을 나

타내고 있었음.

○ 절도범죄 피의자 중 남성은 14-18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여성은 

40대 이상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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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절도범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연령분포
단위：건, %

피해자성별
피해자연령

남성 여성 계

12세이하 284( 0.2) 85( 0.1) 369( 0.2)

20세이하 6,970( 5.2) 3,600( 5.1) 10,570( 5.2)

30세이하 23,740(17.5) 11,631(16.6) 35,371(17.2)

40세이하 34,515(25.5) 15,242(21.8) 49,757(24.2)

50세이하 35,161(26.0) 19,587(28.0) 54,748(26.7)

60세이하 23,231(17.2) 13,354(19.1) 36,585(17.8)

61세이상 11,383( 8.4) 6,446( 9.2) 17,829( 8.7)

계 135,284(100.0) 69,945(100.0) 205,229(100.0)

<그림 44> 절도범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연령분포

○ 절도범죄 피해자는 남성이 65.9%, 여성이 34.1%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음

○ 절도범죄 피해자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50세 이하가 26.7%로 가장 많았으며, 40세 이하 

24.2%, 60세 이하 17.8%, 30세 이하 17.2% 등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음

○ 절도범죄 피해자 중 남성은 30세 이하와 40세 이하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으

며, 여성은 50세 이하와 60세 이하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음

※ 분석 결과는 피해자 성별 결측치 5,880건 및 피해자 연령 결측치 75,746건을 제외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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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절도범죄 수법
단위：건, %

구분
범죄수법 발생건수 구성비

침 입 절 도

빈 집   절 도 34,957 13.3

사 무 실  절 도 5,228 2.0

공 장  절 도 1,791 0.7

상 점  절 도 15,328 5.9

숙 박 업 소  절 도 1,892 0.7

기 타  침 입 절 도 43,103 16.5

비침입절도

소 매 치 기   절 도 2,381 0.9

날 치 기  절 도 2,518 1.0

치 기 절 도 - 기 타 3,766 1.4

들 치 기  절 도 18,056 6.9

속 임 수  절 도 3,596 1.4

기 타  비 침 입 절 도 56,335 21.5

기 타 

차 량 절 도 11,186 4.3

오 토 바 이  절 도 23,316 8.9

자 전 거  절 도 10,969 4.2

축 산 물  절 도 393 0.2

기 타  절 도 27,112 10.4

계 261,927 100.0

<그림 45> 절도범죄 수법

○ 절도 범죄 중 침입절도(39.1%)가 비침입절도(33.0%)에 비해 다소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음

○ 절도 수법을 세부유형별로 살펴보면, 기타 비침입절도 21.5%, 기타 침입절도 16.5%, 빈집

절도 13.3%, 오토바이 절도 8.9% 등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음.

※ 범죄 수법 분석은 발생원표를 기준으로 분석하였으며, 미입력된 19,435건을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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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절도범죄 발생시간
단위：건, %

구분
발생시간

발생건수 구성비

00：00~02：59 33,013 11.7

03：00~05：59 20,502 7.3

06：00~08：59 19,069 6.8

09：00~11：59 31,812 11.3

12：00~14：59 20,846 7.4

15：00~17：59 34,307 12.2

18：00~20：59 44,176 15.7

21：00~23：59 38,819 13.8

미상 38,818 13.8

계 281,362 100.0

<그림 46> 절도범죄 발생시간

○ 절도범죄는 저녁시간대인 18：00~20：59 시간대에 15.7%로 가장 많은 범죄가 발생하였으

며, 다음으로 밤시간대인 21：00~23：59 시간대에 13.8%의 범죄가 발생하였음.

○ 그 다음으로는 오후 시간대인 15：00~17：59 시간대에 12.2%, 새벽 시간대인 00：00~0

2：59 시간대에 11.7%, 오전 시간대인 09：00~11：59 시간대에 11.3%의 절도범죄가 발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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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절도범죄 피해금액
단위：건, %

구분
피해금액　 발생건수 구성비

 피해무       30,672 10.9

 1만원이하    10,566 3.8

 10만원이하   39,608 14.1

 100만원이하  112,626 40.0

 1000만원이하 50,018 17.8

 1000만원초과 6,602 2.3

 미상         31,270 11.1

계 281,362 100.0

<그림 47> 절도범죄 피해금액

○ 절도범죄 중 100만원 이하의 피해가 보고된 범죄가 40.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1000만원 이하 17.8%, 10만원 이하 14.1% 등의 비율을 나타내었음.

○ 절도범죄로 보고되었으나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건도 10.9%의 비율을 나타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