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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절도

<표 34> 절도범죄자의 성별 연령분포
단위 : 인원, %

성별
연령 남성 여성 계

14세 미만
246(89.1) 30(10.9) 276(100.0)

(0.3) (0.1) (0.3)

14-18세
32,261(88.7) 4,097(11.3) 36,358(100.0)

(38.4) (20.0) (34.8)

19-30세
17,779(80.6) 4,277(19.4) 22,056(100.0)

(21.2) (20.8) (21.1)

31-40세
10,245(78.1) 2,876(21.9) 13,121(100.0)

(12.2) (14.0) (12.6)

41-50세
10,752(74.2) 3,731(25.8) 14,483(100.0)

(12.8) (18.2) (13.9)

51-60세
8,378(70.1) 3,568(29.9) 11,946(100.0)

(10.0) (17.4) (11.4)

61세 이상
4,254(68.9) 1,919(31.1) 6,173(100.0)

(5.1) (9.4) (5.9)

미상
4(19.0) 17(81.0) 21(100.0)

(0.0) (0.1) (0.0)

계
83,919(80.4) 20,515(19.6) 104,434(100.0)

(100.0) (100.0) (100.0)

<그림 36> 절도범죄자의 성별 연령분포(미상제외)

○ 절도범죄자는 남성이 80.4%, 여성이 19.6%를 차지하고 있었음

○ 절도범죄자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14-18세가 34.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

었으며, 다음으로는 19-30세 21.1%, 41-50세 13.9%, 31-40세 12.6% 등의 비율을 나타내

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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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0세 범죄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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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절도범죄 피해자 성별 연령분포
단위 : 건, %

성별
연령 남성 여성 계

6세이하
5(45.5) 6(54.5) 11(100.0)

(0.0) (0.0) (0.0)

12세이하
1,278(76.2) 399(23.8) 1,677(100.0)

(0.7) (0.4) (0.6)

15세이하
4,809(76.7) 1,458(23.3) 6,267(100.0)

(2.5) (1.5) (2.2)

20세이하
12,730(65.5) 6,718(34.5) 19,448(100.0)

(6.7) (7.0) (6.8)

30세이하
35,163(68.4) 16,240(31.6) 51,403(100.0)

(18.4) (17.0) (17.9)

40세이하
44,723(69.5) 19,609(30.5) 64,332(100.0)

(23.4) (20.6) (22.4)

50세이하
44,638(64.9) 24,172(35.1) 68,810(100.0)

(23.3) (25.3) (24.0)

60세이하
32,025(63.9) 18,085(36.1) 50,110(100.0)

(16.7) (19.0) (17.5)

61세이상
15,268(63.9) 8,611(36.1) 23,879(100.0)

(8.0) (9.0) (8.3)

미상
576(84.8) 103(15.2) 679(100.0)

(0.3) (0.1) (0.2)

계
191,215(66.7) 95,401(33.3) 286,616(100.0)

(100.0) (100.0) (100.0)

※ 성별 불상자는 제외하고 분석함

<그림 37> 절도범죄 피해자 성별 연령분포(미상제외)

○ 절도범죄 피해자는 남성이 66.7%, 여성이 33.3%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음

○ 절도범죄 피해자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50세 이하가 24.0%로 가장 많았으며, 40세 이하 

22.4%, 30세 이하 17.9% 등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음

○ 절도범죄 피해자 중 남성은 40세 이하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으며, 여성은 50

세 이하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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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절도범죄 수법
단위 : 건, %

구분
범죄수법

발생건수 구성비

침 입 절 도

빈 집 절 도 32,724 11.3

사 무 실 절 도 4,265 1.5

공 장 절 도 1,347 0.5

상 점 절 도 16,425 5.7

숙 박 업 소 절 도 1,566 0.5

기 타 36,295 12.5

비침입절도

소 매 치 기 절 도 1,941 0.7

날 치 기 절 도 1,918 0.7

치 기 절 도 - 기 타 4,276 1.5

들 치 기 절 도 26,656 9.2

속 임 수 절 도 5,600 1.9

기 타 80,172 27.6

기 타 

차 량 절 도 8,926 3.1

오 토 바 이 절 도 22,001 7.6

자 전 거 절 도 16,047 5.5

축 산 물 절 도 436 0.2

기 타 13,988 4.8

미상 15,877 5.5

계 290,460 100.0

<그림 38> 절도범죄 수법

○ 절도 범죄 중 비침입절도(43.9%)가 침입절도(33.7%)에 비해 다소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음

○ 침입절도 중에서는 빈집절도가 가장 많았으며, 비침입절도 중에서는 들치기절도가 가장 많

았음. 그 밖에 오토바이 절도와 자전거 절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그래프와 분석내용은 미상을 제외한 수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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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절도범죄 발생시간
단위 : 건, %

구분
발생시간

발생건수 구성비

00:00~02:59 23,761 8.2

03:00~05:59 23,392 8.1

06:00~08:59 20,292 7.0

09:00~11:59 31,732 10.9

12:00~14:59 32,648 11.2

15:00~17:59 36,720 12.6

18:00~20:59 45,653 15.7

21:00~23:59 39,745 13.7

미상 36,517 12.6

계 290,460 100.0

<그림 39> 절도범죄 발생시간(미상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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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밤시간대인 21:00~23:59 시간대에 13.7%의 범죄가 발생하였음. 이후 꾸준히 감

소하여 아침시간대인 06:00~08:59 시간대에 가장 적게 발생하였다가, 다시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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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절도범죄 피해정도
단위 : 건, %

구분
피해금액

발생건수 구성비

 피해무       19,159 6.6

 1만원이하    9,581 3.3

 10만원이하   41,213 14.2

 100만원이하  137,197 47.2

 1,000만원이하 53,008 18.2

             1억원이하 5,770 2.0

10억원이하 268 0.1

10억원초과 23 0.0

미상   24,241 8.3

계 290,460 100.0

<그림 40> 절도범죄 피해정도

○ 절도범죄 중 100만원 이하의 피해가 보고된 범죄가 51.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1,000만원 이하 19.9%, 10만원 이하 15.5% 등의 비율을 나타내었음

○ 절도범죄로 보고되었으나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건은 7.2%의 비율을 나타냄

※ 그래프와 분석내용은 미상을 제외한 수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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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폭력

<표 39> 폭력범죄 유형별 분포
단위 : 건, %

구분
죄종

발생건수 구성비

상 해 62,342 19.9

폭 행 130,546 41.8

폭 력 행 위 46,725 14.9

손 괴 60,712 19.4

기 타 12,254 3.9

계 312,579 100.0

* 기타 : 체포감금, 협박, 약취유인, 공갈

<그림 41> 폭력범죄 유형별 분포

○ 폭력범죄의 분포를 살펴보면, 폭행 41.8%, 상해 19.9%, 손괴 1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 14.9% 등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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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0> 폭력범죄자 성별 연령 분포
단위 : 인원, %

성별
연령 남성 여성 계

14세 미만
151(74.8) 51(25.2) 202(100.0)

(0.0) (0.1) (0.1)

14-18세
25,035(76.2) 7,818(23.8) 32,853(100.0)

(7.4) (12.3) (8.2)

19-30세
69,580(83.9) 13,358(16.1) 82,938(100.0)

(20.7) (21.0) (20.7)

31-40세
70,576(87.4) 10,143(12.6) 80,719(100.0)

(21.0) (15.9) (20.2)

41-50세
89,446(85.2) 15,599(14.8) 105,045(100.0)

(26.6) (24.5) (26.2)

51-60세
61,728(83.4) 12,256(16.6) 73,984(100.0)

(18.3) (19.2) (18.5)

61세 이상
20,035(81.9) 4,440(18.1) 24,475(100.0)

(6.0) (7.0) (6.1)

미상
40(60.6) 26(39.4) 66(100.0)

(0.0) (0.0) (0.0)

계
336,591(84.1) 63,691(15.9) 400,282(100.0)

(100.0) (100.0) (100.0)

<그림 42> 폭력범죄자 성별 연령 분포(미상제외)

○ 폭력범죄자 성별을 살펴보면, 남성이 84.1%, 여성이 15.9%임

○ 폭력범죄자의 연령은 41-50세가 26.2%로 가장 많았으며, 19-30세 20.7%, 31-40세 20.2%, 

51-60세 18.5% 등의 순서로 나타났음

○ 성별에 따른 폭력범죄자의 연령을 살펴보면, 남성 여성 모두 41-50세의 비율이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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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폭력범죄 피해자 성별 연령분포
단위 : 건, %

성별
연령 남성 여성 계

6세이하
97(53.0) 86(47.0) 183(100.0)

(0.0) (0.1) (0.1)

12세이하
1,395(70.3) 588(29.7) 1,983(100.0)

(0.6) (0.6) (0.6)

15세이하
7,655(75.8) 2,439(24.2) 10,094(100.0)

(3.6) (2.6) (3.3)

20세이하
16,917(75.4) 5,509(24.6) 22,426(100.0)

(7.9) (5.8) (7.2)

30세이하
33,282(70.1) 14,222(29.9) 47,504(100.0)

(15.5) (15.0) (15.3)

40세이하
41,119(69.6) 17,972(30.4) 59,091(100.0)

(19.1) (18.9) (19.1)

50세이하
51,327(65.7) 26,841(34.3) 78,168(100.0)

(23.9) (28.3) (25.2)

60세이하
44,417(69.4) 19,620(30.6) 64,037(100.0)

(20.7) (20.7) (20.7)

61세이상
17,638(70.6) 7,334(29.4) 24,972(100.0)

(8.2) (7.7) (8.1)

미상
1,100(78.1) 309(21.9) 1,409(100.0)

(0.5) (0.3) (0.5)

계
214,947(69.4) 94,920(30.6) 309,867(100.0)

(100.0) (100.0) (100.0)

※ 성별 불상자는 제외하고 분석함

<그림 43> 폭력범죄 피해자 성별 연령분포(미상제외)

○ 폭력범죄 피해자는 남성이 69.4%, 여성이 30.6%로 나타났음

○ 폭력범죄 피해자의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50세 이하가 25.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

으며, 60세 이하 20.7%, 40세 이하 19.1%, 30세 이하 15.3%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성별에 따른 피해자의 연령을 살펴보면, 남성 여성 모두 50세 이하의 비율이 높았음



- 46 -

<표 42> 폭력범죄 발생시간
단위 : 건, %

구분
발생시간 발생건수 구성비

00:00~02:59 40,387 12.9

03:00~05:59 31,567 10.1

06:00~08:59 16,947 5.4

09:00~11:59 20,643 6.6

12:00~14:59 20,690 6.6

15:00~17:59 28,258 9.0

18:00~20:59 42,072 13.5

21:00~23:59 69,711 22.3

미상 42,304 13.5

계 312,579 100.0

<그림 44> 폭력범죄 발생시간

○ 폭력범죄는 21:00~23:59 시간대에 22.3%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이후 감소하여 

06:00~08:59 시간대에 5.4%로 가장 낮아짐.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1:00~23:59 시간

대에 최고치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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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폭력범죄자 범행시 정신상태
단위 : 인원, %

구분
정신상태　

검거인원 구성비

정 상 153,846 38.4

정 신 이 상 705 0.2

정 신 박 약 114 0.0

기 타 정 신 장 애 831 0.2

주 취 138,643 34.6

월 경 시 8 0.0

미 상 106,135 26.5

계 400,282 100.0

※ 정신장애：정신이상, 정신박약, 기타정신장애 등

<그림 45> 폭력범죄자의 범행시 정신상태

○ 폭력범죄는 정신장애 등의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0.6%), 정상적인 상황에

서 가장 많이 발생함(52.3%)

○ 그러나 주취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전체의 47.1%를 나타내고 있음

※ 그래프와 분석내용은 미상 및 월경시이상을 제외한 수치임



- 48 -

<표 44> 폭력범죄자 성별 피해자와의 관계
단위 : 인원, %

성별
피해자와의 관계

남성 여성 계

친 족
12,866(81.9) 2,846(18.1) 15,712(100.0)

(3.8) (4.5) (3.9)

친 구 · 애 인
16,838(78.8) 4,529(21.2) 21,367(100.0)

(5.0) (7.1) (5.3)

직 장 동 료
8,242(87.5) 1,174(12.5) 9,416(100.0)

(2.4) (1.8) (2.4)

이 웃 · 지 인
25,687(76.1) 8,047(23.9) 33,734(100.0)

(7.6) (12.6) (8.4)

타 인
155,066(86.7) 23,705(13.3) 178,771(100.0)

(46.1) (37.2) (44.7)

기 타
29,440(83.5) 5,820(16.5) 35,260(100.0)

(8.7) (9.1)

미 상
88,452(83.4) 17,570(16.6) 106,022(100.0)

(26.3) (27.6)

계
336,591(84.1) 63,691(15.9) 400,282(100.0)

(100.0) (100.0) (100.0)

<그림 46> 폭력범죄자 성별 피해자와의 관계(미상 제외)

○ 폭력범죄는 타인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비율이 44.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냄. 그 다음

으로 이웃이나 지인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비율이 8.4%, 친구나 애인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비율이 5.3%, 친족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비율이 3.9% 등으로 나타남.

○ 폭력범죄자 중 남성은 타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여

성은 친족, 친구‧애인, 이웃‧지인 등 면식관계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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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사기

<표 45> 사기범죄자의 성별 연령분포
단위 : 인원, %

성별
연령

남성 여성 계

14세 미만
6(75.0) 2(25.0) 8(100.0)

(0.0) (0.0) (0.0)

14-18세
4,708(80.8) 1,121(19.2) 5,829(100.0)

(2.7) (2.3) (2.6)

19-30세
23,723(76.0) 7,476(24.0) 31,199(100.0)

(13.8) (15.1) (14.1)

31-40세
37,956(78.3) 10,518(21.7) 48,474(100.0)

(22.1) (21.2) (21.9)

41-50세
54,642(79.0) 14,514(21.0) 69,156(100.0)

(31.9) (29.3) (31.3)

51-60세
39,333(76.1) 12,373(23.9) 51,706(100.0)

(23.0) (25.0) (23.4)

61세 이상
10,945(76.3) 3,406(23.7) 14,351(100.0)

(6.4) (6.9) (6.5)

미상
70(42.7) 94(57.3) 164(100.0)

(0.0) (0.2) (0.1)

계
171,383(77.6) 49,504(22.4) 220,887(100.0)

(100.0) (100.0) (100.0)

<그림 47> 사기범죄자 성별 연령분포(미상제외)

○ 사기범죄자 중 남성은 77.8%, 여성은 22.4%의 비율을 나타내었음

○ 사기범죄자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41-50세가 31.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으

며, 다음으로 51-60세 23.4%, 31-40세 21.9% 등의 분포를 나타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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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사기범죄 피해자 성별 연령분포
단위 : 건, %

성별
연령 남성 여성 계

6세이하
28(84.8) 5(15.2) 33(100.0)

(0.0) (0.0) (0.0)

12세이하
53(74.6) 18(25.4) 71(100.0)

(0.0) (0.0) (0.0)

15세이하
626(63.2) 365(36.8) 991(100.0)

(0.4) (0.5) (0.5)

20세이하
4,954(63.4) 2,857(36.6) 7,811(100.0)

(3.4) (4.0) (3.6)

30세이하
21,580(68.8) 9,778(31.2) 31,358(100.0)

(14.8) (13.7) (14.4)

40세이하
33,468(69.7) 14,572(30.3) 48,040(100.0)

(22.9) (20.4) (22.1)

50세이하
39,239(66.1) 20,139(33.9) 59,378(100.0)

(26.9) (28.2) (27.3)

60세이하
31,720(65.1) 17,036(34.9) 48,756(100.0)

(21.7) (23.9) (22.4)

61세이상
13,190(67.3) 6,413(32.7) 19,603(100.0)

(9.0) (9.0) (9.0)

미상
1,172(85.2) 203(14.8) 1,375(100.0)

(0.8) (0.3) (0.6)

계
146,030(67.2) 71,386(32.8) 217,416(100.0)

(100.0) (100.0) (100.0)

※ 성별 불상자는 제외하고 분석함

<그림 48> 사기범죄 피해자 성별 연령분포

○ 사기범죄 피해자는 남성이 67.2%, 여성이 32.8%를 나타내고 있었음

○ 사기범죄 피해자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50세 이하가 27.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

내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60세 이하 22.4%, 40세 이하 22.1%, 30세 이하 14.4% 등의 분포

를 나타내었음

○ 사기범죄 피해자 중 남성과 여성 모두 50세 이하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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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사기범죄 피해정도
단위 : 건, %

구분
피해금액　

발생건수 구성비

피해무 26,039 11.1

1만원이하 2,302 1.0

10만원이하 16,827 7.1

100만원이하 51,634 21.9

1,000만원이하 64,344 27.3

1억원이하 49,300 20.9

10억원이하 14,663 6.2

10억원초과 1,351 0.6

미상 8,906 3.8

계 235,366 100.0

<그림 49> 사기범죄 피해정도

○ 사기범죄의 피해 금액을 살펴보면, 1,000만원 이하가 28.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냄. 

그 다음으로는 100만원 이하 22.8%, 1억원 이하 21.8% 등으로 강도나 절도범죄에 비해 상

대적으로 피해금액이 많음

※ 그래프와 분석내용은 미상을 제외한 수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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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사기범죄자 연령별 피해자와의 관계
단위 : 인원, %

연령
피해자와의관계

14세미만 14세~18세 19~30세 31~40세  41~50세 51~60세 61세이상 미상 계

친 족
0 7 70 106 151 143 55 0 532

(0.0) (0.1) (0.2) (0.2) (0.2) (0.3) (0.4) (0.0) (0.2)

친구 ‧애인
0 34 447 648 548 339 75 0 2,091

(0.0) (0.6) (1.4) (1.3) (0.8) (0.7) (0.5) (0.0) (0.9)

직 장 동 료
0 0 93 217 209 116 22 1 658

(0.0) (0.0) (0.3) (0.4) (0.3) (0.2) (0.2) (0.6) (0.3)

이웃 ‧지인
0 18 376 1,099 1,886 1,666 490 1 5,536

(0.0) (0.3) (1.2) (2.3) (2.7) (3.2) (3.4) (0.6) (2.5)

타 인
2 2,973 8,022 8,381 9,978 6,426 1,507 2 37,291

(25.0) (51.0) (25.7) (17.3) (14.4) (12.4) (10.5) (1.2) (16.9)

기 타
0 1,745 8,804 12,852 16,948 11,680 2,790 4 54,823

(0.0) (29.9) (28.2) (26.5) (24.5) (22.6) (19.4) (2.4) (24.8)

미 상
6 1,052 13,387 25,171 39,436 31,336 9,412 156 119,956

(75.0) (18.0) (42.9) (51.9) (57.0) (60.6) (65.6) (95.1) (54.3)

계
8 5,829 31,199 48,474 69,156 51,706 14,351 164 220,887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그림 50> 사기범죄자 피해자와의 관계(미상제외)

○ 사기범죄에서 타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36.9%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웃이나 

지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5.5% , 친구나 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2.1%, 등으로 나타

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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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사기범죄 공범유무별 피해자 연령 분포
단위 : 건, %

공범수
연령

단독 공범 기타/미상 계

12세이하
36 13 4 53

(0.0) (0.1) (0.0) (0.0)

15세이하
537 61 24 622

(0.5) (0.3) (0.2) (0.4)

20세이하
3,893 535 182 4,610

(3.4) (2.4) (1.4) (3.1)

30세이하
14,275 2,160 1,483 17,918

(12.4) (9.7) (11.6) (11.9)

40세이하
21,882 3,863 2,587 28,332

(19.0) (17.3) (20.2) (18.8)

50세이하
28,761 6,011 2,819 37,591

(25.0) (26.9) (22.0) (25.0)

60세이하
24,384 5,317 2,389 32,090

(21.2) (23.8) (18.6) (21.3)

61세이상
9,611 2,257 1,215 13,083

(8.3) (10.1) (9.5) (8.7)

미상
11,825 2,093 2,133 16,051

(10.3) (9.4) (16.6) (10.7)

계
115,204 22,310 12,836 150,350

(100.0) (100.0) (100.0) (100.0)

<그림 51> 사기범죄 공범유무별 피해자 연령 분포(기타/미상제외)

○ 사기범죄의 공범유무별로 피해자의 연령을 살펴보면, 단독범의 피해자는 40세이하가 상대

적으로 많으며, 공범이 있는 경우 피해자는 50세이하가 상대적으로 많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