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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강도

<표 23> 강도범죄자의 성별 연령분포
단위 : 인원, %

성별
연령

남성 여성 계

19세미만
766(90.3) 82(9.7) 848(100.0)

(25.0) (31.4) (25.5)

19-30세
1,026(94.4) 61(5.6) 1,087(100.0) 

(33.5) (23.4) (32.7)

31-40세
635(95.2) 32(4.8) 667(100.0)

(20.7) (12.3) (20.1)

41-50세
416(90.4) 44(9.6) 460(100.0)

(13.6) (16.9) (13.8)

51-60세
172(85.1) 30(14.9) 202(100.0)

(5.6) (11.5) (6.1)

61세이상
45(80.4) 11(19.6) 56(100.0)

(1.5) (4.2) (1.7)

미상
1(50.0) 1(50.0) 2(100.0)

(0.0) (0.4) (0.1)

계
3,061(92.1) 261(7.9) 3,322(100.0) 

(100.0) (100.0) (100.0)

<그림 25> 강도범죄자의 성별 연령분포(미상제외)

○ 강도범죄자는 남성이 92.1%로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 강도범죄자는 7.9%에 

불과함

○ 강도범죄자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19-30세가 32.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

었으며, 19세미만 25.0%, 31-40세 20.7%, 41-50세 13.6% 등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

○ 여성 강도범죄자들 중 19세미만의 비율은 31.4%로 전체 여성 강도범죄자의 1/3가량을 나

타내고 있었으며, 19-30세의 비율도 23.4%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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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강도범죄 피해자 성별 연령분포
단위 : 건, %

성별
연령

남성 여성 계

12세이하
8(80.0) 2(20.0) 10(100.0)

(0.6) (0.1) (0.4)

15세이하
50(79.4) 13(20.6) 63(100.0) 

(4.0) (1.0) (2.4)

20세이하
213(58.4) 152(41.6) 365(100.0) 

(17.2) (11.4) (14.2)

30세이하
233(41.4) 330(58.6) 563(100.0)

(18.8) (24.7) (21.8)

40세이하
203(49.8) 205(50.2) 408(100.0) 

(16.4) (15.3) (15.8)

50세이하
204(43.2) 268(56.8) 472(100.0) 

(16.5) (20.0) (18.3)

60세이하
206(46.8) 234(53.2) 440(100.0) 

(16.6) (17.5) (17.1)

61세이상
121(48.2) 130(51.8) 251(100.0)

(9.8) (9.7) (9.7)

미상
1(20.0) 4(80.0) 5(100.0) 

(0.1) (0.3) (0.2)

계
1,239(48.1) 1,338(51.9) 2,577(100.0) 

(100.0) (100.0) (100.0)

<그림 26> 강도범죄 피해자 성별 연령분포(미상제외)

○ 강도범죄 피해자는 남성이 48.1%, 여성이 51.9%로 거의 비슷한 분포를 나타내고 있음

○ 강도범죄 피해자의 연령을 살펴보면, 30세 이하가 21.8%, 50세 이하가 18.3%, 60세 이하가 

17.1% 등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었음

○ 강도범죄 피해자 중 남성과 여성 모두 30세 이하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남성은 20세이하 여성은 50세 이하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음



- 29 -

<표 25> 강도범죄 발생시간
단위 : 건, %

구분
발생시간

발생건수 구성비

00:00~02:59 381 14.7

03:00~05:59 594 23.0

06:00~08:59 136 5.3

09:00~11:59 135 5.2

12:00~14:59 169 6.5

15:00~17:59 155 6.0

18:00~20:59 228 8.8

21:00~23:59 349 13.5

미상 440 17.0

계 2,587 100.0

<그림 27> 강도범죄 발생시간(미상제외)

○ 강도범죄는 새벽시간대인 03:00~05:59 시간대에 23.0%로 가장 높은 비율로 발생하고 있음

○ 새벽시간대 이후 발생빈도는 급격히 감소하여 아침시간대인 06:00~08:59 시간대에서 5.3%, 오

전시간대인 09:00~11:59 시간대에서 5.2% 등의 비율을 나타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새

벽시간에 최고치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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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강도범죄 수법
단위 : 건, %

강도범죄수법 발생건수 구성비

침입강도 1,027 39.7

비침입강도 1,355 52.4

강도강간 20 0.8

미상 185 7.2

계 2,587 100.0

<그림 28> 강도범죄 수법

○ 강도범죄의 수법을 살펴보면, 비침입강도가 52.4%, 침입강도가 39.7%, 강도강간 0.8% 등으

로 비침입강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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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강도범죄 공범유무별 범행도구
단위 : 건, %

공범수
범행도구

단독 공범 기타/미상 계

총기 1(0.1) 3(0.5) 0(0.0) 4(0.2)

모의총기 2(0.1) 4(0.6) 0(0.0) 6(0.3)

칼 532(34.9) 103(16.3) 7(8.4) 642(28.7)

도끼, 낫, 농기구류 2(0.1) 0(0.0) 0(0.0) 2(0.1)

유리병 28(1.8) 5(0.8) 0(0.0) 33(1.5)

돌 18(1.2) 5(0.8) 1(1.2) 24(1.1)

몽둥이 20(1.3) 42(6.7) 2(2.4) 64(2.9)

공구 74(4.8) 14(2.2) 3(3.6) 91(4.1)

줄,테이프등 10(0.7) 8(1.3) 3(3.6) 21(0.9)

마취제 2(0.1) 1(0.2) 00.0) 3(0.1)

독극물 10(0.7) 1(0.2) 3(3.6) 14(0.6)

기타 139(9.1) 79(12.5) 13(15.7) 231(10.3)

소지무 688(45.1) 366(58.0) 51(61.4) 1,105(49.3)

계 1,526(100.0) 631(100.0) 83(100.0) 2,240(100.0)

<그림 29> 강도범죄 공범유무별 범행도구

○ 강도범죄에서 별다른 도구 없이 범행을 저지른 경우가 49.3%로 절반가량의 비율을 나타냄 

○ 범행도구로 칼이 사용된 비율은 28.7%로 도구가 사용된 경우들 중 가장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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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강도범죄 피해정도
단위 : 건, %

구분
피해금액　

발생건수 구성비

피해무 430 16.6

1만원이하 114 4.4

10만원이하 376 14.5

100만원이하 862 33.3

1,000만원이하 349 13.5

1억원 이하 79 3.1

10억원 이하 17 0.7

10억원 초과 2 0.1

미상 358 13.8

계 2,587 100.0

<그림 30> 강도범죄 피해정도(미상제외)

○ 강도범죄로 보고되었으나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기록된 비율이 16.6%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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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경우가 33.3%로 가장 높았음. 그 밖에 10만원 이하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가 14.5%, 

1,000만원 이하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가 13.5% 등의 비율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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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강간·강제추행

<표 29> 강간·강제추행 범죄자의 성별 연령분포
단위 : 인원, %

성별
연령

남 여 계

14세미만
15(88.2) 2(11.8) 17(100.0)

(0.1) (0.5) (0.1)

14세~18세
2,043(95.2) 104(4.8) 2,147(100.0)

(11.6) (28.0) (11.9)

19~30세
4,720(98.1) 92(1.9) 4,812(100.0)

(26.8) (24.8) (26.7)

31~40세
3,796(98.9) 43(1.1) 3,839(100.0)

(21.5) (11.6) (21.3)

41~50세
3,670(98.2) 67(1.8) 3,737(100.0)

(20.8) (18.1) (20.7)

51~60세
2,354(98.0) 49(2.0) 2,403(100.0)

(13.3) (13.2) (13.3)

61세이상
1,041(98.7) 14(1.3) 1,055(100.0)

(5.9) (3.8) (5.9)

미상
2(100.0) 0(0.0) 2(100.0)

(0.0) (0.0) (0.0)

계
17,641(97.9) 371(2.1) 18,012(100.0)

(100.0) (100.0) (100.0)

<그림 31> 강간·강제추행 범죄자의 성별 연령분포(미상제외)

○ 강간·강제추행 범죄자의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19-30세 범죄자의 비율이 26.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으며, 31-40세 21.3%, 41-50세 20.7%, 51-60세 13.3% 등의 비율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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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0> 강간·강제추행범죄 피해자 성별 연령분포
단위 : 건, %

 성별
연령

남성 여성 계

6세 이하
17(11.0) 138(89.0) 155(100.0)

(2.1) (0.7) (0.8)

12세 이하
97(10.4) 834(89.6) 931(100.0)

(11.7) (4.4) (4.7)

15세 이하
85(4.7) 1,707(95.3) 1,792(100.0)

(10.3) (9.1) (9.1)

20세 이하
178(3.5) 4,937(96.5) 5,115(100.0)

(21.5) (26.2) (26.0)

30세 이하
175(2.7) 6,341(97.3) 6,516(100.0)

(21.1) (33.7) (33.1)

40세 이하
134(6.0) 2,093(94.0) 2,227(100.0)

(16.2) (11.1) (11.3)

50세 이하
81(4.8) 1,617(95.2) 1,698(100.0)

(9.8) (8.6) (8.6)

60세 이하
53(5.7) 871(94.3) 924(100.0)

(6.4) (4.6) (4.7)

61세 이상
7(2.3) 297(97.7) 304(100.0)

(0.8) (1.6) (1.5)

미상 
1(14.3) 6(85.7) 7(100.0)

(0.1) (0.0) (0.0)

계
828(4.2) 18,841(95.8) 19,669(100.0)

(100.0) (100.0) (100.0)

※ 성별 불상자는 제외하고 분석함

<그림 32> 강간·강제추행 범죄 피해자 성별 연령분포(미상제외)

○ 강간·강제추행 피해자는 30세 이하가 33.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20세 

이하가 26.0%의 비율을 나타내었음. 그러나 20세 이하의 범주는 5세간격(16~20세)인데 반

해, 30세 이하는 10세간격(21~30)이기 때문에 범주의 간격을 고려하면 20세 이하의 피해자

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볼 수 있음.

○ 그 다음으로는 40세 이하 11.3%, 15세 이하 9.1%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 역시 범주의 간격

을 고려하면 40세 이하의 피해자보다는 15세 이하의 피해자가 더 많은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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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강간·강제추행 범죄 발생시간
단위 : 건, %

구분
발생시간

발생건수 구성비

00:00~02:59 2,278 11.6

03:00~05:59 2,675 13.6

06:00~08:59 1,654 8.4

09:00~11:59 1,073 5.5

12:00~14:59 1,142 5.8

15:00~17:59 1,423 7.2

18:00~20:59 1,799 9.1

21:00~23:59 3,248 16.5

미상 4,378 22.3

계 19,670 100.0

<그림 33> 강간·강제추행 범죄 발생시간(미상제외)

○ 강간·강제추행 범죄는 밤시간대인 21:00~23:59 시간대에 16.5%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

으며, 새벽시간대인 03:00~05:59시간대에 13.6%, 심야시간대인 00:00~02:59 시간대에 

11.6% 등 상대적으로 많은 범죄가 발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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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강간·강제추행 범죄자의 범행시 정신상태
단위 : 인원, %

구분
정신상태

검거인원 구성비

정 상 7,744 43.0

정 신 이 상 60 0.3

정 신 박 약 51 0.3

기 타 정 신 장 애 195 1.1

주 취 5,862 32.5

미      상 4,100 22.8

계 18,012 100.0

※ 정신장애 : 정신이상, 정신박약, 기타정신장애

<그림 34> 강간·강제추행 범죄자의 범행시 정신상태

○ 강간·강제추행 범죄자가 정신이상 상태였던 경우는 2.2%에 불과했음. 강간·강제추행 범

죄에서 범죄자가 정상인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는 55.7%를 나타내었음. 

○ 강간·강제추행 범죄에서 범죄자가 주취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는 42.1%였음.

※ 그래프와 분석내용은 미상을 제외한 수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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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피해자와의 관계

남성 여성 계

친 족
511(98.3) 9(1.7) 520(100.0)

(2.9) (2.4) (2.9)

친 구 ․ 애 인
892(94.9) 48(5.1) 940(100.0)

(5.1) (12.9) (5.2)

직 장 동 료
358(99.7) 1(0.3) 359(100.0)

(2.0) (0.3) (2.0)

이 웃 ․ 지 인
1,926(98.5) 30(1.5) 1,956(100.0)

(10.9) (8.1) (10.9)

타 인
9,258(98.3) 161(1.7) 9,419(100.0)

(52.5) (43.4) (52.3)

기 타
721(98.4) 12(1.6) 733(100.0)

(4.1) (3.2) (4.1)

미 상
3,975　 110　 4,085(100.0)

(22.5) (29.6) (22.7)

계
17,641(97.9) 371(2.1) 18,012(100.0)

(100.0) (100.0) (100.0)

<표 33> 강간·강제추행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
단위 : 인원, %

<그림 35> 강간·강제추행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미상제외)

○ 강간·강제추행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통해 범행 대상을 살펴보면, 타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52.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으며, 이웃‧지인 10.9%, 친구‧애인 5.2% 등의 

비율을 나타내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