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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조사는 경찰청과 대검찰청에서 집계·발표하는 범죄관련 공식통계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범죄피해 실태와 추세를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조사입니다. 

형사사법기관에서 발표하는 공식통계는 범죄자 중심의 자료인데 비해 범죄피해

조사는 피해자 중심으로 범죄 및 범죄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파악하여 범죄

에 대해 보다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 1994년부터 전국규모의 범죄피해조사를 수행해 오

고 있으며, 지난 2009년 조사내용과 방법의 전면적 개편 및 조사대상을 대폭 확

대함으로써 ‘전국범죄피해조사’가 통계청으로부터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된 바 있

습니다. 

본 연구는 개편 이래 시행된 세 번째 [전국범죄피해조사]로서, 2012년 한해를 

기준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개편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제1차(2008년 

기준)와 제2차(2010년 기준) 조사수행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하여 

조사결과의 정확성, 유용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 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범죄피해의 실태, 범죄자의 특성, 범죄피해자의 특

성, 범죄피해로 인한 향 및 범죄피해의 취약성 요인 등을 심층 분석하 습니

다. 본 연구결과가 보다 효과적인 형사정책, 범죄피해자 보호정책 및 범죄예방

대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일반

인 및 학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사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축하 으므

로 범죄학 및 피해자학 분야의 이론 발전을 위해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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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목적 및 의의

본 연구는 2009년에 국가승인통계로서 전면 개편된 [전국범죄피해조사]의 정례

적인 조사(2년 주기)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으로서, 2009년 제1차 피해조사(2008

년 기준), 2011년 제2차 피해조사(2010년 기준)에 이은 제3차 피해조사(2012년 

기준) 사업이다.

연구의 핵심 목적은 설문조사를 통하여 2012년 한해 동안 발생한 주요 범

죄유형별(신체피해, 재산피해, 주거침입 등)에 대한 기초적인 피해율, 신고율 및 

범죄로 인한 손실비용 등을 파악하고, 범죄피해의 취약성 요인들을 밝히며, 

범죄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과 태도 등에 관한 자료들을 기초통계분석을 통

하여 제시함과 동시에 관련 자료를 DB화하여 전문연구자 및 일반인들에게 제공

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기존 1,2차 조사체계상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조사결과의 정확성, 유용성,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조사방법론을 지속적으로 모

색하는 것 또한 본 연구의 주요 목표이다.

2. 연구내용

 조사방법의 개선·보완사항

조사명칭 등의 변경 : 열악해지는 조사환경에서 응답자의 적극적인 협조와 

불응률을 낮추기 위하여 조사명칭을 기존 [전국범죄피해조사]라는 명칭에서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로 변경하고, ‘가구주’ 용어 역시 ‘가구대표응답자’라
는 용어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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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선별질문체계(스크리닝 질문)의 수정·보완 : 범죄피해 선별질문의 

일관성, 타당성, 및 범죄피해 보고율을 제고하기 위해, 검토과정을 거쳐 

1~2차 조사에서 사용된 선별질문 및 지문방식을 전면 수정. 특히 범죄유형

을 상상하게 만드는 기존 선별질문제목을 보다 중립적 용어로 대체, “속임

관련, 물품관련, 침입관련, 손괴관련, 장소관련, 방법관련, 지인관련, 추행관

련 등”으로 변경하고, ‘괴롭힘 관련피해’ 선별질문과 ‘성폭력관련피해(2차조

사 추가)’ 선별질문을 삭제함. 또한 기존 3단계의 응답방식을 1.5단계로 변경

‘사기피해’ 관련 질문의 개선 및 미수보고 제외 : 가장 대표적인 사기유형

인 보이스피싱관련 피해경험을 보완하여 추가하고, 사기 범죄의 특성상 미

수피해경험을 인지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본 조사에서는 속임 

피해의 경우에는 미수경험은 보고에서 제외하도록 질문변경. 

상습피해(반복피해)의 개념의 확정 : “상습피해는 비슷한 수법으로 5회 이

상 반복적인 피해(예를 들어, 스토킹,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를 당했으나 

각 사건을 잘 구별할 수 없는 경우”로 확정하 고, 이 경우 사건조사표는 

피해가 가장 심한 사건을 기준으로 한 건만 작성하도록 조사지침 수정 

조사가이드라인 및 범죄피해사건 수 결정방법의 개선 : 가장 핵심적 변화

는 기존 상습피해여부를 사건조사표에서 확인하도록 한 것으로부터, [기초

조사표]의 스크리닝 질문과 범죄피해여부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상습피해여

부 및 피해수를 고려하여 최종 작성될 사건조사표 수를 확정해서, 응답자

에게 해당 수만큼 사건내용을 보고하게 만들도록 조사지침 변경

일부 조사문항 및 조사표의 수정·변경 : 응답 피로도를 증가시켜 응답의 

질에 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문항이나 지문방식, 동일개념을 측정하는 

중복측정 문항, 종속변수와의 이론적 연계성이 낮거나 측정타당도가 떨어

지는 문항 등을 재검토한 결과, 기초조사표에서는 기존의 9개 문항을 삭제

하고 25개 문항을 보완·조정하 고, 사건조사표의 경우에는 삭제3개, 보

완 31개, 신규문항 7개를 새로이 첨가

새로운 범죄유형의 분류체계의 개발 및 판별조건식의 변경 : 기존 가구범

죄와 개인범죄로 구분하는 방식에서는 가구에서 일어나 폭행이나 강도를 

가구범죄로 파악하지만, 실제로는 개인범죄와의 구분이 모호하며, 개인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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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가구가중치 적용문제, 나아가 전체 범죄피해 발생율 추정 등에 난점이 

제기된 바 있음.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의 분류체계(가구범

죄와 개인범죄로 이분화)를 폐기하고, 동 조사의 모델인 미국범죄피해조사

(NCVS)를 참고하여, 폭력피해와 재산피해의 두 범주로 구분하고, 가구침입

범죄는 별도로 특수 분류를 적용하여 별도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분석체계 

재구조화. 공표범죄유형은 대분류로서 신체피해와 재산피해로 2가지로 정

하고, 중분류는 상대표준오차 등을 고려, 강간, 강도, 폭행, 소매치기, 절도, 

손괴, 사기, 주거침입 등 8 가지로 구분 

 주요 분석내용

새로운 범죄유형 분류체계에 따른 주요 범죄 피해율과 도시규모별 범죄피

해율

범죄피해가 발생하는 구체적인 양상과 과정

범죄피해로 인한 신체, 재산, 정신 피해결과 및 범죄피해로 인한 소요비용 

및 시간손실 등의 사회적 비용

신고율 및 사건처리과정에 관한 피해자들의 경험 및 만족도

범죄피해의 취약성 요인

범죄에 대한 인식 및 태도와 관련 요인들 : 범죄추세에 대한 인식, 범죄에 

대한 두려움, 범죄예방활동

    

3. 연구방법

 모집단

목표모집단 : 조사기준 시점(2013년 5월 29일)에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

는 가구 및 만 14세 이상 가구원

조사모집단 :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의 일반조사구 중 보통조사구(1) 

및 아파트조사구(A)의 모든 가구 및 만 14세 이상 가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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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집방법 : 확률비례추출방법(PPS)에 의해 표본 조사구를 추출하고 추출된 

조사구내에서 계통표집을 통해 10가구를 추출

 자료수집방법 : 면접조사와 자기기입조사 병행

 총 조사표본수

총 성공 가구 수 : 6,300가구

총 성공 개인 수 : 13,317명

 조사 기간

사전 설명회 및 조사원 교육 : 2013년 5월 20일 ~ 5월 25일(6일간) 

조사기간 : 2013년 5월 29일 ~ 6월 12일(15일간)

 조사대상시점 및 조사기준시점

조사대상시점 : 2012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조사기준시점 : 2013년 5월 29일

 조사수행체계

연구팀 : 전체 조사기획 및 준비단계에서 설문설계, 조사지침서 작성, 내검

규칙 설정 등 조사수행전략을 수립

통계청 통계대행과 : 실사 

공동작업 : 조사원 및 조사관리자 교육과 실사 및 자료검증작업

4. 주요 분석결과

1) 주요 범죄유형별 피해율 및 피해결과

2012년 주요범죄 피해율 : 본 조사에서 측정한 8대 주요범죄(강도, 강간, 

폭행, 상해, 사기, 절도, 손괴, 주거침입)의 피해경험이 있는 사람은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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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 동안 519명으로 전체(13,317명)의 3.9%로 나타났다. 총 피해건수는 

601건(4.5%)으로, 피해 경험있는 개인당 평균 1.16건의 피해를 당했다. 이

는 2012년도 우리나라 만 14세 이상의 추계 인구인 약 4천3백만명에 대비

해 볼 때, 인구 10만 명 당 4,600.2건에 해당하며, 지난 한해 동안 신체 또

는 재산피해가 백구십만 건 이상 발생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폭력성범죄 피해율 : 13,317명의 표본 중 92건으로 42,936,210명 중 323,959

건, 백분율로는 0.8%, 인구 10만 명 당 피해발생비로는 754.5건(천명 당 

7.5건)으로 추정된다. 폭력성 범죄피해를 세분화할 경우, 지난 2012년 한해 

동안 성폭력 범죄는 인구 10만 명 당 173.5건(0.2%), 강도 범죄는 65.7건

(0.1%), 폭력(협박/폭행/상해 등)범죄는 515.3건(0.5%) 피해가 발생한 것으

로 추산된다. 신체피해는 동 지역, 여자, 20대이하, 미혼자의 피해율이 높

았고, 신체피해의 가해자는 아는 사람이 30%로 나타났다.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는 읍면지역, 여자, 30대, 배우자없는 기혼자들이 더 많이 경험하 다.

재산범죄 피해율 : 13,317명의 표본 중 509건으로, 42,936,210명 중 1,651,196

건, 백분율로는 3.8%, 인구 10만 명 당 피해발생비로는 3,845.7건(천명당 

38.5건)으로 추정된다. 재산 범죄피해를 세분화할 경우, 지난 2012년 한 해 

동안 소매치기범죄는 인구 10만 명 당 103.4건(0.1%), 주거침입범죄는 

1,076건(1.1%), 일반절도는 1,224.9건(1.2%), 손괴범죄는 628.4건(0.6%), 사

기범죄는 813건(0.8%)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 재산피해는 동 지

역, 월평균 소득 300만원대 가구, 가구원수가 4명이상, 단독주택 가구의 피

해율이 높았다.

가구대상범죄 피해율 : 가구대상 범죄로는 주거침입이 연관된 범죄유형들 

및 차량관련 범죄가 이에 해당된다. 대표적 유형으로는 주거침입강도, 주

거침입절도, 주거침입손괴, 단순주거침입, 차량절도, 자동차손괴 등이 있다. 

2012년 한해 동안 이와 같은 범죄피해를 겪은 가구는 153가구로서 전체

(6,300가구)의 2.5%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추계 가구수인 천팔백만가

구 중 사십오만 가구이상에 해당된다. 가구대상 범죄피해를 세분화했을 때 

가장 많이 발생한 피해는 주거침입절도(1.2%) 고, 다음이 자동차손괴(0.8%)

다. 가구침입범죄는 읍면지역, 월평등 소득 100만원미만 가구, 단독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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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의 피해율이 높았고, 발생시간은 주간이 야간보다 10.3% 정도 높게 나

타났다. 

상습범죄피해 : 중복피해가 서로 분명하게 구별되는 두 가지 이상의 범죄

피해를 의미한다면, 상습피해는 매우 유사한 양식의 범죄피해를 동일한 가

해자로부터(단, 경우에 따라서는 동일 가해자가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음) 

여러 차례(본 조사에서는 5차례 이상으로 측정) 경험한 것을 의미한다. 상

습피해의 대표적 사례로는 지속적인 가정폭력이나 학교폭력, 심각한 유형

의 스토킹범죄피해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번 조사결과, 상습피해를 겪은 

사람은 지난 한해(2012년) 동안 적게는 5건에서 많게는 36건까지 경험한 

사례가 있었다. 상습피해자 수는 9명으로 전체의 0.1% 다. 이러한 상습피

해 발생건수는 앞서 전체 범죄피해율(에는 포함하지는 않았는데, 만일 이

들 피해건수들을 모두 합산할 경우, 전체 피해건수는 601건에서 688건으로 

늘어나며, 피해율은 4.6%에서 5.2%로 증가된다. 

2012년 주요범죄 피해비용 : 지난 한 해(2012년) 동안 발생한 재산범죄의 

평균 피해금액을 보면, 절도범죄(총 236사례)의 경우 피해약은 약 89만원, 

손괴범죄의 경우(60사례)엔 약 32만원 정도로 조사되었고, 사기범죄(108사

례)의 경우는 평균피해액이 1천만원 남짓한 액수(최소 3천원에서 최대 3억

원까지의 범위)여서 조사된 모든 유형 중 금액상으로는 가장 큰 액수 다. 

재산범죄 피해액 중 피해자들이 가해자들로부터 제대로 배상을 받은 경우

는 사실상 거의 없는 수준에 가까웠다. 한편, 신체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총 

20사례)의 치료비 평균을 살펴보면, 약 30만원으로 나타났지만, 정신적 피

해정도는 재산피해에 비해 더 높아 피해비용을 단순하게 추산하는 데는 한

계가 있다. 또한 신체피해에 대한 배상 역시 제대로 이루어진 사례는 거의 

없었다.

경찰 신고율 : 본 조사 대상범죄의 피해발생 신고율은 24.7% 다. 재산피

해범죄(23.5%)에 비해 폭력피해범죄의 신고율(32.2%)이 상대적으로 높았

다. 폭력피해 범죄에서는 폭행피해의 신고율(40.5%)이 가장 높았고 성폭력

피해의 신고율(8.4%)이 가장 낮게 나타난 반면, 재산피해범죄는 사기피해

의 신고율(36.0%)이 가장 높았고 손괴피해의 신고율(11.4%)이 가장 낮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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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성폭력피해의 신고율을 제고하는 방안이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 다. 한편, 2008년 이후 범죄피해 신고율에 

대한 추이를 살펴본 결과, 조사 연도별로 계속해서 범죄피해 신고율이 증

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이러한 추세는 경찰의 적극적인 활동에도 

기인한 바 있겠지만 민주적인 사회분위기의 성숙으로 인한 신고의식의 증

가는 물론 IT통신기술의 발달과 민간경비인력의 적극적인 활동 등과 관련

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고사건 처리만족도 : 재산피해에 대한 경찰조치에 불만족을 보이는 정도

가 폭력피해에 대한 경찰조치의 경우보다 높았다. 또한 신고사건처리 과정

에서의 시간손실을 분석한 결과, 흥미로운 점은 신고자들이 경찰단계에서 

시간손실이 있었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검찰, 법원단계에서의 시간손실에 

대한 인식보다 높았으나, 실제 시간손실 일수는 폭력피해와 재산피해 사건

처리 모두에 있어서 법원단계에서 가장 길었고, 특히 신체피해 사건의 경

우 경찰단계에서의 시간손실 일수가 가장 짧았다.

2) 2012년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들

지역특성에 따른 범죄피해 : 재산범죄의 경우, 이웃 간의 유대관계가 강

할수록 일반절도피해와 주거침입범죄피해 가능성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

났다. 예상과 달리 지역문제에 대한 이웃들의 참여의지가 높을수록 재산범

죄피해 가능성이 높았다. 재산범죄피해에 취약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

이 다른 지역에 비해 범죄문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물리적 무질서와 사회적 무질서 모두 재산

범죄피해율에 유의미한 향을 미쳤다. 거주지역이 물리적으로 무질서하다

고 응답한 사람의 5.8%가 재산범죄피해를 경험한 반면 무질서하지 않다고 

한 응답자의 2.8%만이 피해를 당했다. 지역경찰의 범죄예방활동과 범죄통

제역량의 수준도 재산범죄피해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 다. 경찰활동이 

효과적이라고 인식한 집단의 재산범죄피해율이 2.6%로 비효과적이라고 인

식한 집단의 6.8%보다 상당히 낮았다. 지역의 범죄발생 추세에 관하여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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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가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재산범죄피해율이 4.5%로 불변 또는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3.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폭력범죄의 경우, 이웃관계, 이웃참여, 물리적 무질서의 수준에 따른 피해

율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사회적 무질서 수준에 따른 피해율

은 무질서지역이 2.1%, 보통인 지역이 0.6%, 질서지역이 0.3%로 그 차이

가 유의미했다. 경찰활동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 또한 피해율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활동이 효과적이거나 보통수준이라고 

인식한 응답자의 0.5%만이 폭력피해를 당한 반면 비효과적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1.2%가 한 번 이상의 폭력피해를 경험했다. 또한 거주지역의 범죄

가 증가한다고 인식한 집단의 폭력범죄피해율이 다른 집단보다 유의한 수

준에서 높게 나타났다.

가구특성에 따른 범죄피해 : 주거침입범죄와 관련해서, 주택유형이 단독주

택인 가구의 3.3%, 연립/다세대주택 가구의 2.1%가 주거침입범죄를 경험한 

반면 아파트 가구의 0.6%만이 주거침입범죄피해를 당했다. 취약한 방범수

준은 주거침입범죄피해의 위험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

다. 가구 자체 및 그 주변에 방범시설을 전혀 갖추지 않은 경우 주거침입

범죄 피해율이 3.4%인 반면 7-8개의 방범시설을 갖춘 가구의 피해율은 

0.4%에 불과했다. 마지막으로 하루 중 집을 비우는 시간이 4시간 미만이거

나 4시간에서 8시간 사이인 경우 주거침입범죄피해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

나 집을 비운정도에 따른 집단 간의 피해율 차이는 유의한 수준에는 미치

지 못했다.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범죄피해 : 재산범죄피해의 경우, 연령변수와 

관련해서  30대 응답자의 4.7%가 재산범죄피해 경험이 있다고 대답하여 

피해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50대 3.8%, 40대 3.5% 순이었다. 반면 

70대 응답자의 1.9%만이 재산범죄피해가 있다고 대답하여 가장 낮은 피해

율을 보 다. 교육수준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재산

범죄피해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원졸업자의 5.6%, 대학졸업자의 

3.7%, 그리고 전문대졸업자의 3.9%가 재산범죄피해를 경험한 반면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응답자의 2.0%, 초등학교 졸업자의 3.0%만이 피해를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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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직업의 유형 중에는 관리자/전문가의 피해율이 4.9%로 가장 높았

고 그 다음으로 기능원(4.1%), 서비스/판매종사자(4.1%), 전업주부(3.4%), 

사무종사자(3.3%)의 순이었다. 한편, 폭력범죄피해의 경우, 성별을 제외

한 나머지 사회인구학적 특성들은 모두 폭력범죄 피해율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1.0%), 10대(0.9%), 40대

(0.8%)의 순으로 범죄피해율이 높았고 70대 이상(0.1%)과 60대(0.2%)의 노

년층 응답자의 피해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미혼(0.9%) 응답자가 기혼

(0.5%) 또는 사별/이혼(0.4%) 집단에 비해 폭력범죄 피해율이 높았다. 재

산범죄피해와 마찬가지로 교육수준에 있어서도 대학원졸업자(1.7%)의 피해

율이 낮은 교육수준의 응답자들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직업유형의 경우 

관리자/전문가의 피해율이 1.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사무종사자

(0.8%) 다. 

생활양식 특성에 따른 범죄피해 : 밤늦게 귀가하거나 만취해서 귀가하

는 빈도는 재산범죄피해 위험성을 높이는 유의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밤 

10시 이후에 귀가하는 경우가 거의 또는 전혀 없는 응답자의 재산범죄 피

해율이 2.6%인데 반해 일주일에 2-3일 늦게 귀가한다고 한 응답자의 피해

율은 4.6%에 달했다. 거의 매일 술에 만취해서 귀가하는 응답자의 피해율

이 6.0%인데 비해 만취해서 귀가한 적이 전혀 또는 거의 없는 응답자의 

피해율은 3.2%에 불과했다. 또한 스스로가 타인에 비해 범죄피해에 대해 

취약하다고 인식하는 사람일수록 재산범죄피해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한편, 폭력범죄피해와 관련해서 볼 때, 대중교통이용에 있어서 일

주일에 5일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집단뿐만 아니라 1-2일 이용하는 집

단도 폭력범죄 피해율이 0.9%로 가장 높았다. 대체적으로 밤 10시 이후 귀

가 빈도가 높은 집단이 상대집단에 비해 폭력범죄 피해율이 높은 경향을 

보 다. 만취귀가의 경우는 한 달에 하루 정도 만취상대로 귀가하는 응답

자들의 피해율이 1.4%로 가장 높았다. 외출할 때 고급스런 옷차림이나 액

세서리를 하는 집단의 폭력범죄피해율이 1.3%로 비교 집단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았다. 마지막으로 범죄피해에 취약하다고 느끼는 응답자의 2.0%가 

폭력피해경험이 있었고 범죄피해 취약성이 보통수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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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0.8%, 취약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사람의 0.4% 피해율과 큰 폭의 차이

를 보 다. 

범죄피해로 인한 범죄두려움 : 재산범죄피해를 경험한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범죄두려움의 종류와 상관없이 범죄피해를 더 두려워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2회 이상 반복해서 피해를 당한 집단과 한 번 피해를 

입은 집단 간의 차이는 재산피해 두려움과 성폭행피해 두려움, 그리고 배

우자피해 두려움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특히 스스로의 범죄피해경험

이 자신의 범죄피해에 대한 우려보다 배우자나 자녀와 같이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범죄피해에 대한 걱정을 더욱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반적 두려움, 재산피해 두려움, 신체피해 두려움의 경우, 폭력

범죄 피해 집단과 피해경험이 없는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두려움 

차이가 발견되었다. 하지만 반복적 폭력피해는 유의한 수준에서 두려움을 

증가시키지는 않았다. 반면 성폭행피해에 있어서는 2회 이상 폭력피해 집

단의 재피해에 대한 우려가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지인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의 차이는 폭력피해를 한 번 경험한 

집단과 피해경험이 없는 집단 사이에서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 다수준 분석결과 : 개인수준과 지역수준의 범죄피해 

취약성 변수들을 모두 고려하여 다수준 분석을 실시한 바, 범죄피해 가능

성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지역수준 범죄피해 취약성요인은 이웃관계, 이

웃참여, 그리고 물리적 무질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웃 간의 유대관계가 

강할수록, 이웃의 지역문제 참여도가 낮을수록, 그리고 물리적 무질서의 

수준의 낮을수록 범죄피해의 가능성이 낮아졌다. 개인수준의 범죄피해 취

약성 요인 중에는 혼인상태, 교육수준, 늦은 귀가, 취약성인식이 피해가능

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자와 저학력자의 범죄피해가능성이 낮

았다. 또한 늦게 귀가하는 횟수가 많거나 스스로 범죄피해에 취약하다고 

인식하는 사람일수록 피해가능성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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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2년 범죄에 대한 인식과 두려움

범죄발생추세에 대한 인식 : 우리나라 국민들의 63.7%가 우리나라 전체의 

범죄가 증가할 것이라고 평가한 반면에, 28.9%만이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

의 범죄가 증가할 것이라고 평가하여 자신들이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공간

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범죄발생이 증가하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수치는 지난 2011년 조사의 응답비율 각각인 

61.4%와 26.8%에 비해 체감범죄 인식 율이 다소 나빠진 것으로 평가된다. 

범죄발생추세에 대한 인식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 : 범죄발생추세에 대한 

인식은 성, 연령, 직업, 소득수준과 같은 개인의 인구학적 특성뿐만 아니라 

본인의 범죄피해경험, 가까이 지내는 타인의 범죄피해경험, 범죄관련 이야

기나 뉴스 등의 노출정도에 의해서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

반국민들의 체감범죄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범죄피해율을 낮추기 위한 노력

과 더불어 범죄사건에 대한 미디어의 보도방식 등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

다는 점을 시사한다.

범죄추세 인식에 관한 다수준 분석결과 : 읍면동수준에서의 경찰활동 신뢰

도가 우리나라 범죄추세에 대한 인식에 부정적인 향을 미쳐 우리나라 범

죄가 감소한다고 인식하도록 하는 향을 주었다. 또한 읍면동수준의 물리

적·사회적 무질서와 물리적 무질서와 사회적 무질서가 높을수록 동네 범

죄가 증가한다는 인식이 높아진 반면에 읍면동수준의 공동체효율성이 높아

질수록 동네 범죄가 감소한다는 인식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보 다. 교차상

호작용결과에 따르면, 읍면동수준의 사회적 무질서는 개인수준의 직접피해

경험과 상호작용하여 직접 범죄피해를 경험한 시민들 간의 우리나라와 거

주하는 동네 범죄가 증가한다는 인식이 사회적 무질서가 높은 읍면동에 사

는 범죄피해자들에게서 더욱 심화되는 측면이 있었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 : 우리나라 국민들의 24.6%가 ‘밤에 혼자 있거나 돌아

다니기 두렵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2011년 조사결과인 

25.6%에 비해 1.0% 낮아진 수치이다. 한편, 범죄유형별(도난, 강도, 폭행, 

사기, 성폭력, 손괴, 가구침입, 스토킹 등) 피해두려움을 묻는 질문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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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두렵다는 응답보다는 두렵지 않다는 응답비율이 높았고, 이 가운데 

가구침입피해의 두려움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다.   

범죄의 두려움에 향을 미치는 요인 : 남자보다는 여자가, 연령이 낮아질

수록,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범죄에 대한 두려움

은 높아졌다. 그리고 본인이나 가까이 지내는 타인이 범죄피해를 당한 경

험이 있는 경우나 범죄관련 이야기 및 뉴스 등에 자주 노출될수록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높았다.

범죄의 두려움에 대한 다수준 분석결과 : 읍면동수준의 사회적 무질서는 

모든 유형의 범죄 두려움을 자극하는 역할을 하 으며 읍면동 수준의 공동

체효율성은 구체적 두려움, 재산피해 두려움, 신체피해 두려움을 높이는 

역할을 하 다. 또한 읍면동 수준의 경찰활동신뢰도는 성폭력 두려움을 낮

추는 역할을 하 다. 지역수준과 개인수준 변인 간 교차상호작용은 흥미로

운 결과를 보 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모든 유형의 범죄두려움이 높은데, 

특히 사회적 무질서가 높은 읍면동에 사는 여성들일수록 일반적 두려움과 

성폭력 두려움이 더 심화되었으며, 범죄관련 미디어·소문에 노출되는 정

도가 높은 시민들은 모든 유형의 범죄 두려움이 높았는데 경찰활동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읍면동에 사는 이러한 시민들에게는 두려움이 상쇄되어 오

히려 모든 유형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낮아지는 결과를 보 다. 이러한 

발견은 경찰활동을 통해 범죄 두려움을 낮추는 정책이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다는 고무적인 것이었다. 

5. 향후 발전과제

조사결과의 정확성, 유용성,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향후 과제와 발전방안으

로서, 1) 추가 상세분석의 필요성, 2) 개편된 조사방법의 효과와 향 검토, 3) 

상습(연속)범죄피해의 측정 및 자료수집방법의 개선, 4) 인터넷조사활용의 적극 

검토, 5) 회상오류 감소를 위한 조시시기 조기화 및 조사기준 시점의 통일, 6) 

표본규모의 확대 및 관련 쟁점의 검토, 7) 국가승인통계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통계청의 지속적인 협조, 8) 범죄피해조사연구팀의 상설화 등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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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과 의의

범죄피해조사(Crime Victim Survey)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1) 정확한 범죄피

해율(숨은 범죄피해율 포함)을 파악하고, 2) 범죄의 취약성 요인을 밝히며, 3) 범

죄현상 및 치안정책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과 태도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는 조사이다(김준호·심 희, 조정희, 1991). 범죄피해조사는 공식범죄통계

가 지닌 기본적인 결함을 보완하기 위하여 출현하 다. 첫째, 공식통계자료에서 

고려하기 어려운 숨은 범죄를 조사하여 주요범죄의 발생실태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게 해준다는 점, 둘째, 범죄발생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 및 피해두려움 등

을 체계적으로 수립함으로써, 사회안전도를 측정할 수 있는 사회지표로서 활용될 

수 있다는 점, 셋째, 피해자에 관한 정보 등 범죄피해예방정책을 수립하는 데 유용

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 때문이다(기광도, 2002:6). 이와 같은 유용성 때문에, 선

진 각국에서는 1970년대 이후 다양한 방식의 범죄피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를 정책에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KIC)에서 1991년 

최초로 ‘서울의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연구’를 실시한 이래, 1994년부터 전국 규

모의 조사로 발전, 주기적(약 3년 주기)으로 실시되어 왔다.

그러나 1994년 이래 3년 주기로 실시되었던 기존 범죄피해조사는 모집단의 

편향성, 표본규모, 표집방법 및 측정도구의 타당성 등의 문제점1)으로 인하여, 신

뢰성 있는 과학화된 통계자료로서 자리매김 되지는 못하 다. 이에 2009년 K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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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제8차 범죄피해조사(조사연도 2008)시행을 앞두고, 과거 범죄피해조사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고, 조사결과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조사내용과 조사방법을 전면적으로 재설계하 다. 개편의 주요 목표는 

“(1) 통계적으로 타당한 표집방법 및 표본규모를 확보하고, (2) 범죄피해의 보고 

율을 늘리며, (3) 개별적 사건의 피해양상에 관한 추가 상세정보를 파악하는 것”
이다. 그리고 이러한 개편과정을 통해 범죄피해조사는 통계청으로부터 [전국범죄

피해조사]라는 국가승인통계명칭과 승인번호 ‘제40301호’를 획득하게 되었다(김

은경 외, 2009:46). 지난 20여년간 KIC에서 추진한 범죄피해조사의 구체적인 진

행과정을 개관하면, 다음의 <표 1-1>과 같다.

표 1-1  KIC 범죄피해조사 연혁

1990년 : 범죄피해조사란 무엇인가 연구사업 수행

1991년 : 최초로 1990년 서울시민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 실시(서울시민 2000명에 대한 전화조사)

1994년 : 제1차 1993년 전국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 실시(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14세 이상 성인 

2000명에 대한 면접조사)  

1997년 : 제2차 1996년 한국의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 실시

1999년 : 제3차 1998년 한국의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 실시

2001년 : 국제범죄피해조사방식에 의한 2000년 국제범죄피해조사 – 한국 편 실시

2003년 : 제4차 2002년 한국의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 실시

2006년 : 제5차 2005년 한국의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 실시

2008년 8. 1. : KIC 범죄피해조사 개편 준비위원회(총 12인) 발족

2008년 8.~12. : 범죄피해조사 개편방안 실무회의 워크숍(총 7회)   

2009년 1.~6. : 조사개편 연구진 워크숍 및 전문가 자문회의(참여 전문가 총 23인) 22회 개최 

2009년 2.~6. : 통계청 조사관리국 조사대행과 및 표본관리과 등과 본 조사준비를 위한 검토회의(총 5회 

개최) 및 업무협조

2009. 6.15.~7.10. : 예비조사 실시(글로벌리서치)   

2009. 7. 1.~7.20. : 통계작성 지정지관 승인신청 서류준비 및 접수

2009. 7.10.~7.22. : 예비조사 결과분석 및 설문지 수정·확정

2009. 7.22. : 통계법 제15조에 의거 [통계작성 지정기관] 승인

2009. 7.24.~8.12. : 조사승인 신청접수, 국가승인통계번호 획득

2009. 9. 2.~9.25. : 통계청 조사대행과 실무협약을 통한 제1회 2008년 기준 전국범죄피해조사 

2011. 4.28.~5.13. : 통계청 조사대행과 실무협약을 통한 제2회 2010년 기준 전국범죄피해조사  

2013. 5.27.~6.12. : 통계청 통계대행과 실무협약을 통한 제3회 2012년 기준 전국범죄피해조사 

1) 이와 관련해서는 김은경 외(2009) 한국의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中 부를 참조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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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이후 통계청으로부터 조사 승인된 [전국범죄피해조사]는 기존의 3년에

서 2년 주기로 변화되었으며, 전국 단위의 정기조사를 수행하여, 범죄피해에 관

한 보다 과학적이고 신뢰성 있는 시계열적인 국가통계 생산을 목적으로 한다. 

다른 한편으로 전국범죄피해조사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장 제11조에 명시된 

‘범죄피해실태조사’를 위한 국가책무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2) 올해 조

사연구는 정례적인 피해조사(2년 주기)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것으로서, 2009년 

제1차 피해조사(2008년 기준), 2011년 제2차 피해조사(2010년 기준)에 이은 제3

차 피해조사(2012년 기준) 사업이다. 

본 연구는 2012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주요 범죄유형별(신체피해, 재산피해, 

주거침입 등) 에 대한 기초적인 피해율 및 범죄로 인한 손실비용 등을 파악하고, 

범죄피해의 취약성 요인을 밝히며, 범죄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과 태도 

등 우리나라 국민들의 범죄피해경험과 관련 정보를 과학화된 시계열 자료형태로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동시에, 범죄피해조사체계의 문제점을 개

선·보완하여 조사결과의 정확성, 유용성,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조사방법론을 

지속적으로 모색하는 것 또한 본 연구의 주요 목표이다. 이미 2009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개편된 범죄피해조사가 시행되었으나, 현행 조사방법론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지난 두 번에 걸친 실태조사 및 분석과정에서 드러

났던 문제점과 아직 정리되지 못했던 조사 쟁점들(특히, 여러 번 상습적으로 피

해를 당한 ‘연속피해(series victimization)’의 개념 및 측정방법, 회상기억오류 문

제의 개선, 피해사건 수 결정방법, 범죄유형 분류방법의 개선 등)을 검토·보완

함으로써, 조사결과의 정확성 및 수월성, 신뢰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 다. 그 결

과, 전반적으로는 현행 조사체계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도, 2차조사와 마찬가지로 

일부 설문내용 및 측정방식의 개선·변화가 불가피하게 발생하여, 일부 데이터

의 안정적 시계열화 목표는 다소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연구예산이 줄

어들어 표본 규모도 2차 조사에 비해 다소 줄어들었고, 일부 측정방식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기존 조사결과들과의 비교가 어렵거나 무의미한 항목들이 발생

2)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1조(홍보 및 조사연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적절한 지

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죄피해의 실태조사, 지원정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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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기본적으로 2012년 조사결

과를 중심으로 분석하되, 기존 특히 2010년 결과(2차조사)와의 비교분석이 의미 

있는 경우에는 본 연구보고서 분석에 활용하 다.  

본 연구의 의의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대규모 표본조사를 통해서 수집된 주요 지표

범죄의 피해율, 신고율, 범죄피해 양태, 범죄피해로 인한 사회적 비용, 범죄유형

별 피해에 관련된 요인들, 범죄현상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인식, 범죄에 대한 두

려움 등과 같은 기초통계는 각종 형사정책, 범죄피해자 보호정책 및 범죄예방정

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다.

둘째, 범죄피해율 및 범죄비용(Costs of crime), 범죄에 대한 두려움 등 삶의 질

에 관련된 사회안전지표를 정기적으로 공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범죄문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범죄문제해결에 대한 공공적 관심과 실천을 고취시킬 수 있다.

셋째, 향후 범죄피해조사의 원천자료(raw data)를 범죄통계정보DB시스템에 구

현, 범죄학 학술연구를 위한 전문연구자료(시계열적 및 인과론적 분석자료)를 전

문연구자 및 학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한국 범죄학 이론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넷째, 개편된 범죄피해조사의 문제점을 수정·보완함으로써 조사결과의 정확

성, 유용성,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보고서의 구성

본 보고서는 2012년 기준 범죄피해조사 결과 분석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구

성하 다.

제2장에서는 범죄피해조사의 구체적인 조사내용 및 방법을 소개하 다. 조사

표의 구성체계, 조사문항, 모집단의 규정 및 표집방법, 실사과정 등을 제시하면

서 각 부분에서 본 조사가 2차 조사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어떻게 개선·보완

하 는가를 자세히 기술하 다. 그리고 표본추출과정을 통해 선정된 가구표본 

및 인구표본이 모집단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대표하는지를 평가하고, 모집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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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정확하게 대표할 수 있도록 사후층화 가중치를 부여한 결과를 제시하 다.

제3장에서는 2012년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범죄피해가 발생하 는가를 제

시하 다. 범죄유형은 폭력피해 범죄와 재산피해 범죄로 대별하여 제시하 으며, 

전국단위, 행정구역별, 도시규모별 범죄피해율을 제시하 다. 

제4장과 5장에서는 범죄피해를 폭력범죄와 재산범죄로 구분하여, 그 피해실태

에 관련된 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 다. 본 조사결과에서 분석한 피해단위는 

‘개인’이다. 범죄피해실태부분에서는 구체적으로 사건발생 일시 및 장소, 피해상

황, 피해로 인한 향과 결과, 피해자의 특성, 범죄자의 특성을 제시하 다.

제6장에서는 피해단위가 ‘가구’인 범죄유형, 즉 주거침입 및 손괴 등과 관련한 

범죄피해실태를 집중적으로 조명하 다. 피해실태와 관련해서는 제4장 및 제5장

과 마찬가지 항목들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하 다. 

제7장에서는 경찰신고 및 사건처리과정에 관한 피해자들의 경험 및 만족도 등

에 관한 조사결과를 제시하 다. 

제8장에서는 범죄피해의 취약성 요인을 분석하 다. 즉, 범죄피해자 및 범죄

피해가구의 특성을 파악하여 어떠한 사람들 혹은 어떠한 가구가 더 많은 범죄피

해를 당하고 있는가를 제시하 다. 

제9장에서는 일반국민들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범죄예방활동 정도를 파악하

고, 이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 다.   

마지막으로 제10장에서는 본 조사의 주요결과를 요약 정리한 후 본 연구의 한

계를 검토하고,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 제시하 다.

 





김 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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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조사내용 및 방법

제1절 조사내용

1. 조사표 구성체계의 주요 변화 

범죄피해조사의 조사표는 기본적으로 범죄피해여부 및 피해횟수를 선별하기 

위한 [기초조사표]와 피해경험이 있는 경우, 구체적인 사건내용을 보고하도록 하

는 [사건조사표]로 나뉜다. 기초조사표는 다시 가구특성을 보고하는 가구대표응

답자용과 가구원용으로 다시 구분된다. 본 조사(2013)에서는 2차 조사(2011)에서 

개선된 조사표 구성 체계에 따라서 3종의 조사표( 가구대표응답자용 기초조사

표(녹색), 가구원용 기초조사표(연두색), 사건조사표(청색))를 사용하 으

며, 3종의 조사표 색깔을 달리하여 조사원과 응답자가 보다 쉽게 조사표를 식별

할 수 있도록 구성하 다.

본 조사에서는 개편 피해조사체계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위해, 전반적인 큰 조

사 틀을 유지하면서도, 조사표의 타당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사표의 세

부적인 고도화 작업을 추진하 다. 조사표 항목, 용어, 보기, 정렬순서(레이아웃)

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조사표의 시험 조사를 실시(2013. 4.1~4.5)하 고, 

여기에서 제기된 결과들과 함께 기존 조사 분석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을 분

석,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조사표를 수정·보완하 다. 올해 추진된 조사표의 핵

심 변화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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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점차 열악해지는 설문조사환경에서 응답자의 적극적인 협조와 불응률을 

낮추기 위하여 조사명칭을 기존 [전국범죄피해조사]라는 명칭에서 [국민생활안전

실태조사]로 변경하 다. 

둘째, 몇몇 용어의 변경이 이루어졌다. 가령, 기존 ‘가구주’라는 용어가 조사현

장에서 종종 ‘세대주’ ‘호주’ 등으로 착각하게 하여 설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서, 본 조사 취지에 맞게 ‘가구대표응답자’라는 용어로 변경

하 다. 왜냐하면, 반드시 주민등록상 세대주일 필요는 없으며, “조사대상 가구

에서 취사와 취침을 같이 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가구의 생활상황을 대표해서 

응답해줄 수 있는 사람”이면 족하기 때문이다. 

셋째, 본 피해조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범죄피해 선별 질문체계(스크리

닝 질문)’을 보다 명확하게 수정·보완하 다. 개편조사를 통해 새롭게 도입된 

설문방식이다 보니, 지난 두 번의 조사에서 조사자나 응답자 모두 본 설문항목

의 의도나 목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다소 부족했었고, 그 결과 작성할 사건조

사표수 결정에 있어서도 혼동 또는 오류가 개입할 여지가 있었다. 이번 조사에

서는 ‘범죄피해 선별 질문체계’의 목표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질문

방식·지문방식을 간소하게 개선함으로써 응답 편의성을 높 다. 구체적인 수정

내용은 2. 조사항목의 해당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넷째, 상습피해(반복피해)의 개념과 조사가이드라인을 확정하 고, 범죄사건 수 

결정방식을 개선하 다. 기존 상습피해여부를 사건조사표에서 확인하도록 한 것

으로부터, [기초조사표]의 스크리닝 질문과 범죄사건수 결정표에서 확인하도록 

변화시켰다. 자료수집방법으로 자기기입식과 면접식을 혼용하는 현행 조사환경

에서, 이 부분은 이전 조사에서 가장 어려움과 혼란을 겪었던 문제 다. 종종 

조사원의 명확한 가이드가 없는 상황에서, 응답자가 스스로 작성할 사건조사표 

수를 결정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이는 결국 범죄피해율 산정의 정확

성을 잠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의 조사환경 상 조사원이 기초조사

표에서 상습피해여부와 최종 작성될 사건조사표 수를 확정해서, 응답자에게 해

당 수만큼 사건내용을 보고하도록 이끌도록 지침을 변경하 다. 구체적인 수정

내용은 2. 조사항목의 해당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다섯째, 미국의 최근 개선된 NCVS 2010년 조사표를 벤치마킹, 변화된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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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검토하고 조사지침서의 내용 중 우리 현실에 맞는 부분을 반 하 다. 또

한 용어설명 및 지문의 명확성 확보를 위한 보완작업을 함께 추진하 다. 

2. 조사문항

본 조사에서는 조사표의 항목 뿐만 아니라 조사표 분량 및 지문방식을 재검토

하 다. 응답 피로도를 증가시켜 응답의 질에 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문항이

나 지문방식, 동일개념을 측정하는 중복측정 문항, 종속변수와의 이론적 연계성

이 낮거나 측정타당도가 떨어지는 문항 등을 재검토하 다. 2010년 기준과 2012

년 기준 조사항목을 비교할 때, 기초조사표에서는 기존의 9개 문항을 삭제하고 

25개 문항을 보완·조정하 고, 사건조사표의 경우에는 삭제3개, 보완 31개, 신

규문항 7개를 새로이 첨가하 다. 

가. 기초조사표

1) 범죄피해 선별문항(스크리닝 질문)

개편 조사표의 가장 큰 변화는 범죄피해여부에 관한 선별질문방식에 있다. 개

편이전 조사에서는 “총 8가지 범죄3)가 발생하 는지”를 직접 묻는 방식으로 범

죄피해여부를 선별하 지만, 개편된 조사에서는 NCVS와 BCS 방식을 차용하여, 

범죄피해 선별질문을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과 단서를 제공함으로써 응답자

가 특정 사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회상하고 기억하도록 자극하는 방식으로 구

성하 다. 선별질문들은 상호 논리적으로 연결되어서, 응답자로 하여금 특정 피

해사건이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그리고 “누구”에 의해서 발생된 것인지

를 회상하도록 반복적으로 단서를 바꾸어가면서 질문하는 방식으로 구성한 것이

다. 또한, 선별질문을 통해서 범죄유형 자체를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피해경험에 대해서 다른 단서로 기억을 자극하되,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사건을 제외하고”라는 지시문을 통해 동일사건이 중복 산정되지 않고 정확하게 

3) 자동차부품절도, 자동차절도, 주거침입절도, 주거침입강도, 절도, 강도, 폭행 · 상해, 성폭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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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사건 수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김은경외, 2009:93).

본 조사에서도 이와 같은 범죄피해 선별질문의 일반적인 원칙을 그대로 고수

하면서 다음과 같은 3가지의 측면을 검토하 다. 첫째, 범죄피해 선별질문제시

방식의 일관성, 둘째, 범죄피해 선별질문의 타당성, 셋째, 범죄피해 보고율이다. 

이러한 기준에 따른 검토과정을 거쳐 1~2차 조사에서 사용된 선별질문 및 지문

방식을 전면 수정하 고, 특히 ‘괴롭힘 관련피해’ 선별질문과 ‘성폭력 관련피해(2

차조사 추가)’ 선별질문을 삭제하 다. 또한 응답방식을 보다 단순·간략하게 변

경하 다. 기존의 응답방식은 1단계( 있다, 당할 뻔한 적이 있다, 없다) 

답변을 하고, 특히 있을 경우에는 2단계(무엇을,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어

떤 행위를, 누구인지)와  있을 경우와 당할 뻔한 적이 경우엔 3단계로 몇 

회인지를 순차적으로 응답하도록 구조화되어 있다. 단계적 응답방식은 회상력을 

높이고 답변의 신뢰도·정확성을 높이는데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

으로는 응답자에게 응답피로도를 높여, 전체 응답의 질에 부정적 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본 조사의 목표와 취지를 효과적으로 살리기 

위해, 가급적 회상선별질문의 응답방식을 해당피해 “건수” 중심으로 집중하여 변

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 다. 이에 기존의 3단계 응답방식을 “① 있었다

(경우에 따라 미수포함) ☞ 총 ___회,  ② 없었다”로 변경하 다. 이와 더불어, 범

죄유형을 상상하게 만드는 기존 선별질문제목을 중립적 용어로 대체하고자 노력

하 다. 가령 2차 조사 스크리닝질문 제목에 표기된 “사기, 절도, 주거침입, 손

괴, 폭행, 협박, 성폭력, 괴롭힘 등”의 용어사용을 가급적 자제하고 “속임관련, 물

품관련, 침입관련, 손괴관련, 장소관련, 방법관련, 지인관련, 추행관련 등”으로 

대체하 다. 이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 <표 2-1>과 같다. 

첫째, 2차 조사에 의해 새롭게 정리된 ‘사기피해’관련 선별질문의 보기항목(소

비자사기, 채무빙자사기 등)에, 최근 가장 대표적인 사기유형인 보이스피싱 관련 

피해경험을 보완하여 추가하 다. 다만 사기 범죄의 특성상 미수피해 경험을 인

지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본 조사에서는 속임 피해의 경우에는 미수경

험은 보고에서 제외하도록 질문을 변경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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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범죄피해 선별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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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2차 조사에서는 물품관련 경험여부에 있어서도 ‘도난’이란 개념4)의 법

률적 의미에서 불구하고, 일반인들은 단순히 ‘도둑맞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신은 아래에 예시한 것과 같은 물품이나 재산을 도난당한 적이 있습

니까?”에서 “당신은 아래에 예시한 것과 같은 물품이나 재산을 도난당하거나 빼

앗긴 적이 있습니까?”로 수정하여 강도피해경험도 포함하여 선별할 수 있도록 

개선한 바 있다. 본 조사에서는 이러한 취지를 발전시켜, 선별문항을 “작년(2012

년) 한해 동안, 귀하는 아래에 예시한 물건을 도둑맞거나 빼앗긴 적이 있었습니

까?(도둑맞을 뻔한 경우도 포함됩니다)”로 바꾸었다. 또한 보기예시는 [사건조사

표]와의 일관성을 위해 동일한 물품예시방식으로 수정하 다.

셋째, 기존 “앞서 이미 말씀해주신 사건을 제외하고”를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사건을 제외하고”로 좀더 단순하게 정리하는 한편, 침입관련 선별문항 역시 “작
년 한해 동안, 누군가 문이나 창문을 열거나, 자물쇠나 방범창을 절단하는 등의 

방법으로 귀하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오거나 들어오려고 시도한 적이 있습니까”
에서 “작년 한해 동안, 누군가 문이나 창문을 열거나 자물쇠나 방범창을 절단하

여 귀하의 집에 허락없이 들어왔거나 들어 올 뻔한 적이 있었습니까?”로 문맥을 순

화시켰다.

넷째, 손괴관련 문항 역시 문맥의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다

음과 같이 수정하 다. “작년 한해 동안 누군가 고의로 귀하와 가족의 재산이나 

물품에 손상을 입히거나 입히려고 한 적이 있습니까”에서 “작년 한해 동안 누군가 

고의로 귀하와 가구원의 재산이나 물건을 부수거나 못쓰게 한 적이 있습니까?” 손
괴관련 피해사건의 경우에도, 사기와 마찬가지로 미수사건은 피해인식이 잘 되

지 않기 때문에 조사표에서는 미수경험은 보고에서 제외하도록 하 다.

다섯째, 장소관련 문항은 “작년 한 해 동안, 아래에 예시한 장소에서 누군가로

부터 물품을 도난당하거나, 위협(협박), 또는 폭행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에서 

“작년 한 해 동안, 아래에 예시한 장소에서 귀하는 푹행이나 위협(협박) 또는 도

둑을 맞았거나 당한 뻔한 적이 있었습니까? 로 수정하 고, 예시 역시 [사건조사

4) “도난”이라는 개념은 법률적인 의미에서 볼 때 “돈이나 재물을 절취당하거나 강취당하는 것”으
로 연구자들이 측정하고자 하는 강도나 주거침입강도를 측정하는데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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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장소예시방식과 동일하게 변경하 다.

여섯째, 2차 조사에서 성폭력범죄를 선별하기 위해 추가된 질문은 삭제하 다. 

당초 선별질문체계구성 당시, 연구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민은 여성피해자의 

응답 민감성과 회피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있었다. 미국의 NCVS 개편

당시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선별질문에서는 성폭력을 폭력행위의 일부로서 

파악하고자 하 고, [사건조사표]에서도 가급적 성폭력은 폭력사건으로 다루도록 

구조화하 다. 이와 같은 방법론적 취지와 더불어 성폭력 피해만을 독자적으로 

선별하는 방식은 자칫 응답자의 정서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는 시험조사결과

를 종합적으로 참조, 본 조사에서는 삭제하기로 하 다. 가벼운 성폭력 피해(폭

력이 수반되지 않은 사건피해)는 뒤이은 선별질문을 통해서도 파악가능하다.

일곱째, 본 조사에서는 괴롭힘 관련 선별문항을 삭제하 다. 괴롭힘 피해는 

상습성이 크고, 그 범위도 매우 포괄적이어서, 실제 해당범죄유형을 획정하기 어

렵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사건조사표 작성 시 큰 혼란과 문

제점을 야기하고 있어서, 전체적인 조사응답의 질에 부정적인 향을 미치는 것

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여덟째, 지인관련 선별문항도 미세한 지문변화가 있었다. 기존 “사람들은 보통 

아는 사람들에게 당한 피해는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앞서 이미 말씀해주신 사

건은 제외하고, 작년 한 해 동안, 아래에 예시한 사람들이 귀하의 물품을 훔치거

나, 귀하를 때리거나, 위협하거나, 괴롭힌 적이 있습니까?”에서 “사람들은 아는 

사람들에게 당한 피해는 피해로 잘 생각하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사건은 

제외하고, 작년 한 해 동안, 아래에 예시한 사람들로부터, 도둑, 폭행, 위협 또는 

괴롭힘을 당했거나 당할 뻔한 적이 있습니까?”로 수정하 다.

아홉째, 성추행관련 선별문항은 기존 “....아래에 예시한 사람들로부터 원치 않

는 성적인 접촉을 당하거나 강요당한 적이 있습니까?”에서 “강제적이며 원치 않는 

성적 접촉은 말하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사건은 제외하고, 작년 한 해 

동안, 아래에 예시한 사람들로부터 강제로 원하지 않는 성적인 접촉을 당했거나 당

할 뻔한 적이 있었습니까?” 로 변경, 그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하 다. 

이와 같은 선별질문을 통해서는 범죄유형 자체가 직접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으

며, 다만 피해경험에 대해서 다른 단서로 기억을 자극하되, “지금까지 말씀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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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사건은 제외하고”라는 지시문을 통해서, 동일 사건이 중복 산정되지 않고, 정

확하게 피해사건 수를 확인하는데 초점을 둔다.

2) 범죄피해 사건수 결정방법 

앞서 설명한 8가지의 선별질문이 완료되고 나면, 조사원은 [범죄피해여부 및 

사건 수 체크리스트]에 선별질문의 응답결과를 다시 기입하여, 각 응답자별 작성

해야 할 사건조사표 수를 결정, 최종 확인된 사건 수 만큼 사건조사표를 응답자

에게 배부, 추가 작성하게 한다. 

본 조사에서는 상습피해(반복피해)의 개념과 조사가이드라인을 확정하 고, 범

죄사건 수 결정방식의 개선하 다. 기존 상습피해여부를 사건조사표에서 확인하

도록 한 것으로부터, [기초조사표]의 스크리닝 질문과 범죄사건수 결정표에서 확

인되도록 변화시켰다. 즉 범죄피해여부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상습피해여부 및 

피해수를 고려하여 최종 사건조사표 수를 결정하도록 지침을 변경하 다. 그 구

체적인 변화내용은 <표 2-2>에 제시된 바와 같다.

첫째, 상습피해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립하 다. “상습피해는 비슷한 수법으

로 5회 이상 반복적인 피해(예를 들어, 스토킹,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를 당했으나 

각 사건을 잘 구별할 수 없는 경우”로 확정하 고, 이 경우 사건조사표는 피해가 

가장 심한 사건을 기준으로 한 건만 작성하도록 조사지침을 수정하 다. 기존에

는 상습피해여부는 사건조사표 점검항목 A와 B를 통해 확인하도록 하 지만, 

[사건조사표] 작성시 조사면접원의 명확한 가이드 개입이 불가능한 면접환경을 

고려하여, 가급적 [기초조사표] 작성완료시에 조사면접원이 상습피해여부 및 피

해횟수까지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최종 작성되어야 할 사건조사표 수를 확정

하도록 변경하 다. 그 구체적인 지침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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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범죄피해 사건수 결정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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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범죄피해 및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조사문항의 수정 및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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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경험 수 결정 방법

1. 범죄피해 경험 관련 문항의 피해 경험 수를 옮겨 적는다.

2. 점검 항목에서 2개 이상의 관련 문항에 표시된 경우, 같은 피해 경험인지 확인

한다(예를 들어, 강도가 침입하여 유리창을 깨고, 물건을 훔친 경우 3개 문항에 

표시될 수 있으나, 같은 피해 경험인 경우 24번 물건 항목에만 한 건으로 표시

한다).

3. 문항별 피해경험 여부 건수를 합산하여 총 피해경험 수에 기입한다.

4. 총 피해경험 수와 응답자가 기억하는 피해경험 수를 확인하고, 차이나는 경우 

조사표를 재검토한다.

￭ 상습피해 여부 결정 방법

5. 문항별 피해경험 수가 5건 이상인 경우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를 당했는지 확인

한다.

6.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를 당한 경우 각 사건을 각각 구별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7. 각 사건을 구별할 수 없는 경우 상습피해로 보며, 그 피해경험 수를 상습피해 

수에다 기입한다.

￭ 사건조사표 수 결정 방법

8. 두 개 이상의 문항에 피해경험이 있는 경우 같은 경험이 중복되었는지 재확인

하고, 개별 사건이면 사건조사표수에 부수를 기입한다.

9. 문항별로 피해경험 수가 5회 이상인 경우 상습피해이면, 사건조사표는 1부, 각 

경험이 구별 가능한 개별 사건이면 사건조사표는 각각 기입한다.

10. 문항별 사건조사표 부수를 합산하여 총 사건조사표 수에 기입한다.

11. 총 사건조사표 수를 응답자에게 확인하고, 그 사건 부수만큼 사건조사표를 작

성한다.

 - 상습피해가 0일 때, 사건조사표 수는 피해경험 수와 같다

 - 상습피해와 개별 피해가 함께 있을 경우, 사건조사표 수 = (피해경험수 - 상습

피해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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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가 또는 개선된 기초조사표 항목

본 조사는 정확한 범죄피해율 및 피해실태, 그리고 취약성 요인들을 파악하는 

것 이외에도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그에 향을 미치는 요

인들을 파악하는 것도 주요한 목적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기초조사표]는 범

죄피해여부와 연관된 선별문항(작년 한해동안 겪은 피해 경험) 이외에도 가구

구성, 동네와 이웃환경, 일상생활과 범죄예방활동, 범죄율인지 및 범죄

두려움, 거주안정성, 사회인구학적 응답자 특성 등의 조사항목으로 구성되

어 있다.

개별고유번호 : 조사가구번호와 연결하여 가구원별 하위번호 부여(가구대표

응답자는 1번)

가구 특성 : 조사대상가구의 지역환경적 특성 및 방범수준, 주택유형 등을 

조사원이 파악하여 직접 기록함

가구원 명부(가족사항) : 가구원은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조사대상 가구에 거

주하는 가족 및 친인척 모두를 포함하며, 인척관계가 아닌 동거인, 사실혼 

관계의 동거인도 포함함. 이들 가구원의 성별, 연령, 혼인상태, 직업관련 등, 

장애여부, 외국인여부 등을 조사함.

주변 환경과 집합효율성 : 범죄발생의 상황적·환경적 요인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서, 구체적인 조사문항은 이웃관계·범죄예방활동, 

동네 주위환경, 동네경찰활동 신뢰도 등을 측정함.

범죄피해의 두려움 : 국민의 살의 질과 사회적 건강성을 측정하는 주요 지

표로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다양한 차원에서 조사함. 구체적으로는 일

반적 범죄피해의 두려움, 범죄피해의 이타적 두려움, 범죄피해유형별 

피해두려움, 범죄피해 취약성 인지, 지인의 범죄피해 등으로 측정함.

일상생활의 범죄취약성 및 범죄예방활동 : 조사대상자들의 일상생활을 통하

여 범죄피해 취약성 관련요인을 파악함. 특히 외출시 주된 교통수단, 

늦은 귀가 빈도, 만취 귀가빈도, 집을 비우는 정도, 삶의 만족도, 

범죄대상으로서의 매력성, 범죄예방조치 및 활동정도 등의 항목을 조사함.

거주안정성 : 가구의 현 동네거주기간, 거주지의 업활동여부, 최근 업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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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기준 2012년 기준 변경내용

가구 
명부

H. 가구의 구성형태 <삭제>
가구구성표로 가구구성형태 시스
템으로 파악 가능하여 삭제함

H-1. 가구원 명부 H. 가구원명부

번호와 용어 수정·보완
모든 가구원 명부 작성케 함
결혼여부는 혼인상태로 변경
고용형태는 직업관련 등으로
장애여부는 장애인으로 변경함

주변환경
과 집합
효율성

1. 이웃관계·범죄예방활동 2. 동네 주위환경 동네 환경, 동네 사람들, 경찰 등
의 순서로 변경
국어원 감수결과를 반영, 기술내
용을 미세 수정

2. 동네 주위환경 1. 이웃관계·범죄예방활동

3. 동네 경찰활동 신뢰도 3. 동네 경찰활동 신뢰도
국어원 감수결과를 반영, 기술내
용 미세 수정

범죄율
인지

4. 전년대비 향후 범죄증감인지 4. 전년대비 향후 범죄증감인지 응답 선택값 표현 미세수정 

피해
두려움

5. 일반적 범죄피해두려움 5. 일반적 범죄피해두려움

국어원 감수결과를 반영, 기술내
용 미세 수정

6. 범죄피해 이타적 두려움 6. 범죄피해 이타적 두려움

7. 범죄유형별 피해두려움 7. 범죄유형별 피해두려움

8. 범죄피해 취약성인지 8. 범죄피해 취약성인지

피해
경험 
회상
선별
질문

9. 속임관련 피해여부 23. 속임관련 피해여부 및 횟수 [일상생활과 범죄예방활동], [배
경문항]을 앞으로 배치시키고, 범
죄피해경험 선별문항을 뒤로 배치
하여, 사건조사표와 연계성을 강
화함
[속임]과 [손괴]의 경우 미수사건
은 피해횟수에서 제외
질문별 응답방식의 개선
성폭력에 대한 세밀한 묘사로 응
답거부감 발생, 28번 예시에 추
가함.
괴롭힘의 의미가 광범위하여 삭제

10. 물품관련 피해여부 24. 물품관련 피해여부 및 횟수

11. 침입관련 피해여부 25. 침입관련 피해여부 및 횟수

12. 손괴관련 피해여부 26. 손괴관련 피해여부 및 횟수

13. 장소관련 피해여부 27. 장소관련 피해여부 및 횟수

14. 방법관련 피해여부 28. 방법관련 피해여부 및 횟수

15. 성폭력관련 피해여부 <삭제>

16. 괴롭힘관련 피해여부 <삭제>

17. 지인관련 피해여부 29. 지인관련 피해여부 및 횟수

18. 성추행관련 피해여부 30. 성추행피해여부 및 횟수

동 표식여부, 5년이내 이사횟수, 주택소유형태 등으로 파악함. 이밖에 가구

의 월평균 소득 등을 함께 조사함.

이번 조사에서 추가 또는 개선된 조사항목의 변동 내역을 요약적으로 정리하

면, 다음 <표 2-3>과 같다. 그 구체적인 문항별 수정 내용 대조표는 <표 2-4>에 

제시하 다. 

표 2-4  2010년 기준과 2012년 기준 기초조사표(가구대표응답자용) 조사항목 

변동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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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기준 2012년 기준 변경내용

피해
사건
회상
건수

9-1. 속임피해사건 횟수 <삭제> 

기초조사표 범죄피해선별문항 
23,24,27,28,29,30번 본 질문에 
횟수 추가함(통합삭제)

10-1. 물품도난피해사건 횟수 <삭제> 

13-1. 장소관련피해사건 횟수 <삭제>

14-1. 방법관련피해사건 횟수 <삭제>

17-1. 지인관련피해사건 횟수 <삭제>

18-1. 성추행관련피해사건 횟수 <삭제>

일상
생활
및

범죄
예방
활동

19. 지인의 범죄유형별 피해 9. 지인의 범죄피해여부
기존 8가지 범죄유형을 신체피해
와 재산피해로 질문

20. 외출시 주된 교통수단 10. 외출시 주된 교통수단

국어원 감수결과를 반영, 기술내
용 미세 수정
응답 선택값 세부 수정

21. 늦은 귀가빈도 11. 늦은 귀가빈도

22. 만취 귀가빈도 12. 만취 귀가빈도

23. 집을 비우는 정도 13. 집을 비우는 정도

24. 삶의 만족도 14. 삶의 만족도

25. 범죄대상으로서의 매력성 등 15. 범죄대상으로서의 매력성 등 기존 2)문항을 1)과 통합 삭제

26. 범죄예방조치 및 활동정도 16. 범죄예방조치 및 활동정도

거주
안정성

배문1. 거주기간 17. 거주기간 질문기술 미세수정

배문2. 거주지 영업활동여부 19. 거주지 영업활동 여부 질문기술 미세수정

배문2-1. 영업활동 표식여부 19-1. 영업활동 표식여부 질문기술 미세수정

배문3. 5년이내 이사횟수 18. 5년이내 이사횟수 질문 미세수정 및 순서변경

배문4. 주택소유형태 20. 주택소유형태 질문기술 미세수정

개인
특성

배문5. 가구 월평균 총소득 22. 가구 월평균 총소득 질문 미세수정 및 순서변경

배문6. 교육 정도 21. 교육 정도

조사원
점검
항목

체크사항1 : 
범죄피해사건 수 결정표

체크사항1 : 
범죄피해사건 수 결정표 개선

용어정의 및 사건조사표 수 결정 
관련 방법개선

체크사항2 :
조사대상가구 및 주변 방범수준

체크사항2 :
조사대상가구 및 주변 방범수준

대상가구 주변 환경을 파악하는 
문항 4개를 새로이 추가

체크사항3 : 
조사구 특성

체크사항3 : 
주택의 유형

지역 특성은 객관성 결여로 삭제
하고 주택유형만 질문

나. 사건조사표

사건조사표는 [기초조사표]에서 작년(2012년) 한해 동안 범죄피해 경험이 있다

고 응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경험한 각 범죄피해사건에 관련된 정보를 

상세하게 수집하기 위한 조사표이다. 기초조사표에서 선별질문(스크리닝 질문)을 

통해 응답자가 답한 범죄피해경험의 총 회수만큼 사건조사표를 작성하게 된다.  

사건조사표는 크게 9가지 주요 설문항목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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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 기초조사표 조사원 체크사항의 ‘1. 점검항목’에 작성한 범죄피해

경험의 관련 문항 번호와 작성할 총 사건조사표 수, 그 중 몇 번째인지를 작

성한다. 만일 관련 사건피해가 2회 이상일 경우, 해당 사건의 순서를 정해야 

한다. 사건 순서를 발생시간 순서가 될 수도 있고 심각한 정도의 순서일 수

도 있다. 응답자의 기준에 따라 범죄피해사건을 구분할 수 있으면 된다. 한

편, 만일 관련 문항의 피해사건이 상습피해(가령, 학교폭력, 가정폭력, 스토

킹 등)에 해당될 경우, 기초조사표 체크사항의 ‘1. 점검항목’을 보고 그 피해

횟수를 기록한다. 상습피해사건의 경우에는 피해가 가장 심한 사건을 기준으

로 1건만 작성한다. 본 조사에서 ‘상습피해’란 비슷한 수법으로 5회 이상 반

복적으로 피해를 당했으나 각 사건을 잘 구별할 수 없는 피해로 규정하 다.

사건발생일시와 장소 : 해당 사건이 일어나 시점과 발생지역을 파악하기 위

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범행수법 : 주거침입여부, 무기사용여부, 위협·폭행여부, 구체적 사건내용 

등의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신체피해 : 신체피해내용과 치료여부, 병원치료여부 및 의료비, 신체피해로 

인한 시간손실, 신체피해배상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피해자의 대응 : 사건발생 당시 음주여부, 동반피해자 존재여부, 피해자의 

방어행동 및 구체적 대응방법, 선제공격자, 신체피해여부, 방어행동과 신체

피해와의 관계, 방어행동의 효과 등의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재산피해 : 사기피해여부, 재산피해여부, 피해인지 시점, 피해물품, 차량직접

인도 여부, 직접 접촉에 의한 재산피해, 재산피해정도, 피해물품 회수여부, 

동반피해자 존재 여부, 손괴피해여부, 손괴피해품의 현금가치, 손괴피해배상

여부, 손괴피해 회복을 위한 시간손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정신적 피해 : 정신적 피해경험 여부, 정신적 피해로 인한 시간손실, 심리상

담이나 정신과 진료경험여부 및 의료비, 사건 전후의 감정변화 등을 조사하

기 위한 것이다. 

가해자 특성 : 가해자 인지여부, 가해자 인지방법, 가해자 유형, 가해자 수 

및 성별, 연령대, 가해자 음주여부, 가해자-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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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기준 2012년 기준 변경사유

점검
사항

☞ 조사원 점검 ※ 점검항목 점검방식의 전체 개편

1. 해당사건의 상습피해여부 등 <삭제> 점검항목과 중복되어 삭제

사건
발생
일시
장소

2. 현 주소지 발생여부 1. 현 주소지 발생여부

1번이 삭제되어 번호 하나씩 당
겨짐.
발생 월, 지역, 장소 등의 지문
보완 수정
5-3번 자기영업장 여부추가

3. 사건발생 월 2. 사건발생 월(보완수정)

4. 사건발생 시간 3. 사건발생 시간

5. 사건발생 지역 4. 사건발생 지역(보완수정)

6. 사건발생 장소 5. 사건발생 장소(보완수정)

6-1. 장소 대분류 5-1. 장소 대분류(보완수정)

6-2. 장소 세분류 5-2. 장소 세분류

5-3. 자기영업장 여부(신규추가)

속임
피해

7. 사기피해(미수포함) 경험여부 18. 속임피해(기수만) 경험여부  사기범죄는 다른 조사항목과 이
질적이어서, 순서배치 변경, 재
산피해 파트로 이동
사기범죄는 실제피해가 발생한 
기수사건만 조사

7-1. 구체적 피해유형 18-1. 구체적 피해유형(보완)

7-2. 사기수법 18-2. 속임 수법

주거
침입
여부

6. 거주지 발생여부<신규추가> 주거침입에서 타인에 의한 확실
한 주거침입여부를 파악하기 위
한 항목 신설추가

6-1. 가해자 출입승인 및 권한여
부<신규추가> 

8. 주거침입여부(미수포함) 7. 주거침입여부(미수포함) 선택문항 현실적으로 수정

8-1. 침입방법 7-1. 침입방법

8-2. 당시 집에 사람의 존재 7-2. 당시 집에 가구원의 존재 사람을 가구원으로 변경

8-2-1. 누가 있었는가 7-3. 누가 있었는가 선택문항 현실적으로 수정

경찰신고와 처리현황 : 경찰신고 사건처리여부 및 신고이유, 경찰조치여부 

및 조치내용, 경찰 사건처리 절차정보제공 및 이해정도, 경찰조치만족도와 

범인검거여부, 사법활동협조로 인한 시간손실정도, 경찰 미신고 이유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2013년 [사건조사표]는 기존 2차 조사에서 수정된 내용을 대부분 유지하 으

나, 1) 상습범죄 피해 측정방식 개편, 2) 주거침입에서 타인의 확실한 침입여부

를 파악하기 위한 항목 신설, 3) 자연스런 질문의 흐름 및 응답점핑으로 인한 

혼란 예방을 위하여, 조사항목 순서 또는 레이아웃의 변경 등 일부 개선·수정

이 이루어졌다. 그 구체적인 조사항목 변경 내용은 <표 2-5>와 같다.

표 2-5  2010년 기준과 2012년 기준 사건조사표 조사항목 변동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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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기준 2012년 기준 변경사유

흉기
사용
여부

9. 흉기사용여부 8. 흉기사용여부

응답 레이아웃 방식의 변경9-1. 흉기의 종류 8-1. 흉기의 종류

9-2. 사전 준비여부 8-2. 사전 준비여부

신체
공격
여부

10. 신체공격여부(미수포함) 9. 신체공격여부(미수포함)

선택항목이 많아 전체적으로 복
잡해 보임에 따라 나열형식으로 
변경하면서, 문항번호도 정도가 
약한 것부터 강한 순으로 순서
의 재정렬
응답 레이아웃 방식의 변경

10-1. 신체공격 있는 사건의 
실제 발생내용

12. 신체공격 있는 사건의 실제 발
생내용

10-2. 공격전 위협여부 12-1. 공격전 위협여부

10-3. 신체공격이 시도된 사건의 
실제 발생내용

11. 신체공격이 시도된 사건의 
실제 발생내용

10-4. 신체공격 없는 사건의 
실제 발생내용

10. 신체공격 없는 사건의 
실제 발생내용

신체
피해
상황

11. 신체피해여부 및 유형 13. 신체피해여부 및 유형
선택항목 순서만 변경
14번에서 응답 후 점핑에서 응
답자의 혼란이 있을 수 있어 명
확한 흐름을 위해 항목 추가
진료받은 여부 먼저 물은 후 의
료비를 묻는 순으로 질문 순서 
바꿈

12. 상처치료여부 및 치료장소 14. 상처치료여부 및 치료장소

14-1. 병원치료여부<신규추가>

12-1. 의료비 지출총액 14-3. 의료비 지출총액 

12-2. 병원치료 입원일수 14-2. 병원치료 입원일수

12-3. 상처로 인한 시간손실 14-4. 상처로 인한 시간손실

12-4. 신체피해배상여부 14-5. 신체피해배상여부

피해
자 

대응 
및 

반응

13. 피해당시 음주여부 15. 피해당시 음주여부

14. 당시 현장에 타인의 존재 16. 당시 현장에 타인의 존재

14-1. 동반피해여부 및 그 수 16-1. 동반피해여부 및 그 수 가족 수 추가질문 삭제함

15. 피해자의 대응행동 여부 17. 피해자의 대응행동 여부
앞번호 추가로 밀렸음. 문항이 
길어 짧게 수정 보완

15-1. 대응행동 유형과 방법 17-1. 대응행동 유형과 방법 앞번호 추가로 밀렸음.
질문의 흐름을 부드럽게 연결하기 
위하여 17-3 질문을 신규추가
17-2는 기존 15-1-1, 15-1 
-2를 통합하여 하나의 질문으
로 재구성
질문의 논리적 흐름을 위해 질
문순서의 변경, 재정렬 

15-2. 상해피해 기준으로 대응행
동 시점

17-4. 상해피해 기준으로 대응행
동 시점

17-3. 신체피해여부<신규>

15-3. 대응행동의 효과(영향) 17-5. 대응행동의 효과(영향)

15-1-1. 선제 무기사용자 17-2. 선제 무기사용자
      선체 신체공격자15-1-2. 선제 신체공격자

가해
자 

특성

23. 가해자 인지여부<신규> 23번 가해자 인지여부 인지경로
와 분리·설계하여 질문의 흐름
을 부드럽게 연결 
피해 관련 항목들 먼저 질문 후 
가해자 특성을 묻는 것이 자연
스런 흐름이므로 경찰신고 앞으
로 이동, 16-6-1과 16-6-2는 
23-7과 23-8로 뒷 번호 연결
가해자 연령의 경우, 선택문항 
50대 이상을 50대와 60대 이상
으로 분류 수정
가해자-피해자 관계 질문에서는 
응답자가 선택하기 편하도록 선
택문항을 재설계 보완수정

16. 가해자인지여부 및 경로 23-1. 가해자 인지경로

16-1. 가해자 유형 23-2. 가해자 유형

16-2. 가해자 수 23-3. 가해자 수

16-3. 가해자 성별 23-4. 가해자 성별

16-4. 가해자 연령 23-5. 가해자 연령

16-5. 사건당시 가해자 음주 23-6. 사건당시 가해자 음주

16-6. 가해자-피해자 관계 23-7. 가해자-피해자 관계

16-6-1. 구체적 관계(1) 23-7-1. 구체적 관계(1)

16-6-2. 가족 관계(2)  23-7-2. 가족 관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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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기준 2012년 기준 변경사유

재산
피해
상황

17. 재산피해여부 19. 재산피해여부

피해 관련 항목들 먼저 질문 후 
가해자 특성을 묻는 것이 자연
스런 흐름이므로 재산피해, 정
신적 피해를 신체피해 뒤에 배
치, 국립국어원의 의견을 참조
하여 용어 및 문장흐름 순화
사기범죄의 경우 19-6,19-7, 
19-8에만 응답토록 개선. 

17-1. 사건발생 후 피해인지 시점 19-1. 사건발생후 피해인지 시점

17-2. 피해물품 유형 19-2. 피해물품 유형

17-2-1. 사용절도 여부 19-3. 사용절도 여부

17-3. 범인과의 직접 접촉여부 19-4. 범인과의 직접 접촉여부

17-3-1. 범인직접접촉피해물품 19-5. 범인직접접촉피해물품

17-4. 피해품의 현금가치 19-6. 피해품의 현금가치

17-5. 피해품 회수여부 19-7. 피해품 회수여부

17-6. 동반재산피해자 여부 19-8. 동반재산피해자 여부

손괴
피해
상황

18. 재산손괴피해여부 20. 재산손괴피해여부

피해 관련 항목들 먼저 질문 후 
가해자 특성을 묻는 것이 자연
스런 흐름이므로 재산피해, 정
신적 피해를 신체피해 뒤에 배
치, 국립국어원의 의견을 참조
하여 용어 및 문장흐름 순화

18-1. 보험사 신고여부 20-1. 보험사 신고여부

18-2. 손괴피해품의 현금가치 20-2. 손괴피해품의 현금가치

18-3. 손괴피해품의 배상여부 20-3. 손괴피해품의 배상여부

18-4. 손괴피해품 구입수리여부
및 시간손실정도

20-4. 손괴피해품 구입수리여부 
및 시간손실정도

정신
피해
상황

19. 정신적 피해여부 21. 정신적 피해여부 및 유형

국립국어원의 의견을 참조하여 
지문의 용어 및 문장 흐름을 순
화

19-2. 정신적 피해로 인한 시간
손실여부 및 정도

21-1. 정신적 피해로 인한 시간손
실여부 및 정도

19-3. 심리상담·정신과 치료경
험여부 및 치료시간, 비용

21-2. 심리상담·정신과 치료경험
여부 및 치료시간, 비용

19-1. 정신적 피해유형 <21번과 통합 삭제>

사건
전후
정서
변화

20. 사건경험이후 범죄 두려움, 
자존감, 신뢰감 변화정도 

22. 사건경험이후 정서변화
기초조사표 5번과 흡사하므로, 
범죄두려움관련 문항(1, 2)를 삭
제함. 

경찰
신고
및 

처리
현황

21. 경찰신고 여부 24. 경찰신고 여부

앞 번호 추가로 밀렸음,
질문의 흐름을 부드럽게 연결하
기 위하여 24-2. 경찰조치여부 
확인사항 추가하여 점핑부분 추
가함.
질문 형태만 바꿈

21-1. 신고의 주된 이유 24-1. 경찰신고의 주된 이유

24-2. 경찰 조치여부

21-2. 경찰의 조치내용 24-3. 경찰 조치내용

21-3. 경찰의 관련정보제공여부 24-4. 경찰의 관련정보제공여부

21-3-1. 관련정보 이해정도 24-5. 관련정보 이해정도

21-4. 경찰조치에 대한 만족도 24-6. 경찰조치 만족도

21-5. 범인검거여부 24-7. 범인검거여부

21-6. 신고하지 않은 주된 이유 24-9. 신고하지 않은 주된 이유

22. 사건처리과정단계별 시간손실
여부 및 손실정도

24-8. 사건처리과정단계별 시간손
실여부 및 손실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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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모집단 규정 및 표집

1. 모집단 규정과 표본추출틀 작성

본 조사의 목표 모집단은 “조사기준 시점(2013년 5월 29일 0시)에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 및 만 14세이상의 가구원”으로 설정하 고, 이중 감옥, 군

대, 요양원 등의 집단 거주지에 거주하는 성인은 포함시키지 않고, 다만 부대 내

에 거주하지 않는 직업군인, 직장 내 기숙사에 거주하는 일반성인, 기숙사에 거

주하는 학생은 목표모집단에 포함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 다. 

표 2-6  조사모집단 분포

지역

동부 읍면부 전체

가구수
14세이상
인구수

가구수
14세이상
인구수

가구수
14세이상
인구수

전 체 14,215,580 35,144,627 3,127,978 7,249,605 17,343,558 42,394,232 

서울특별시 3,504,841 8,705,067 - - 3,504,841 8,705,067 

부산광역시 1,243,945 3,049,121 - - 1,243,945 3,049,121 

대구광역시 868,396 2,142,117 - - 868,396 2,142,117 

인천광역시 919,035 2,316,112 - - 919,035 2,316,112 

광주광역시 515,903 1,269,029 - - 515,903 1,269,029 

대전광역시 532,758 1,299,274 - - 532,758 1,299,274 

울산광역시 373,700 931,402 - - 373,700 931,402 

경기도 3,179,853 8,083,042 652,370 1,679,012 3,832,223 9,762,054 

강원도 346,359 797,395 211,465 481,023 557,824 1,278,418 

충청북도 338,318 810,139 220,660 507,380 558,978 1,317,519 

충청남도 287,643 680,311 461,819 1,086,015 749,462 1,766,326 

전라북도 450,105 1,093,128 209,935 459,463 660,040 1,552,591 

전라남도 286,294 684,039 395,291 843,197 681,585 1,527,236 

경상북도 515,666 1,204,714 490,051 1,087,119 1,005,717 2,291,833 

경상남도 715,454 1,744,672 436,308 988,308 1,151,762 2,732,980 

제주도 137,310 335,065 50,079 118,088 187,389 453,153 

* 보통(1) 및 아파트조사구(A) 현황으로 광역시의 읍면부는 동부에 포함

조사모집단은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의 일반조사구 중 보통조사구(1) 및 

아파트조사구(A)의 모든 가구 및 만 14세 이상 가구원으로 정의하 으며, 일반

조사구 중 섬조사구(2), 기숙시설 조사구(3), 특수사회시설조사구(4), 관광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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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외국인 거주지역 조사구(5)는 제외시켰다.5) 다만, 2011년 7월까지의 신축아

파트 조사구 3,097개는 추가하여 표본추출틀을 보완하 다. 2010년 인구주택총

조사 결과에 의한 조사모집단은 17,343,558가구, 42,394,232명이며, 지역별, 동/

읍면부별 조사모집단의 분포는 <표 2-6>과 같다.

조사모집단의 정의에 따라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일반조사구 중 보통조사구

(1)와 아파트 조사구(A)를 표본추출틀로 활용(신축아파트 조사구 3,097개 포함) 

하 으며, 총 306,433개 조사구를 최종 표본추출틀로 사용하 다. 지역별, 동/읍

면부별 조사구 분포현황은 <표 2-7>과 같다.

표 2-7  조사구 분포

지역
동부 읍면부 전체

보통(1) 아파트(A) 보통(1) 아파트(A) 보통(1) 아파트(A)

전체 127,529 121,294 41,835 15,775 169,364 137,069 

서울 37,817 23,485 37,817 23,485 

광주 11,763 10,095 11,763 10,095 

대구 7,929 7,440 7,929 7,440 

대전 7,542 8,059 7,542 8,059 

부산 3,653 5,464 3,653 5,464 

울산 4,311 4,709 4,311 4,709 

인천 3,235 3,371 3,235 3,371 

강원도 25,480 29,968 6,780 5,216 32,260 35,184 

경기도 2,816 3,319 3,139 923 5,955 4,242 

경상남도 2,768 3,215 3,032 1,171 5,800 4,386 

경상북도 2,091 3,008 6,149 2,516 8,240 5,524 

전라남도 3,270 4,710 3,482 474 6,752 5,184 

전라북도 2,006 2,968 5,643 1,111 7,649 4,079 

제주도 4,864 4,482 7,276 1,830 12,140 6,312 

충청남도 6,193 6,360 5,473 2,490 11,666 8,850 

충청북도 1,791 641 861 44 2,652 685 

5) 조사구란 통계청에서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할 때 그 대상이 되는 집단의 전체 단위 및 전체 

지역을 적당히 구획한 조사의 기초 단위로서 일반조사구와 특별조사구로 구성된다. 일반조사구

는 아파트조사구, 보통조사구, 섬 조사구, 기숙시설 조사구, 특수사회시설 조사구, 관광호텔 및 

외국인 거주지역 조사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별조사구는 외교통상부 관할 조사구, 국방부 관

할 조사구, 법무부 관할 조사구, 경찰청 관할 조사구, 해양경찰청 관할 조사구, 소방방재청 관할 

조사구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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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본규모의 산출

표본의 크기가 클수록 표집오차가 줄어들기 때문에 표본의 크기가 크면 클수

록 좋지만, 정해진 조사기간과 조사비용이라는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회조사에서 표본의 규모는 모집단의 크기, 모집단내 요소

간의 동질성, 분석에서의 허용오차, 분석에 사용되는 변수의 수 및 변수 값의 범

주 수 등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나 범죄피해조사와 같이 실제 생활에서 흔치

않은 사건에 대한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범죄유형 중 가장 발생

빈도가 낮은 범죄의 발생율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김지선 외, 2006).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개편이후 1차 조사에서는 표본규모를 기존의 2,000명

에서 4,710가구, 10,671명으로 대폭 증가시켰으나, 여전히 강도나 강간과 같이 

비교적 범죄발생률이 낮은 범죄피해를 포착하기에는 매우 불충분한 수준으로 평

가된다(김은경 외, 2009). 특히 범죄유형별 피해율 및 시도별 피해율 자체는 현

행 표본규모로는 오차범위가 너무 커서, 공표하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의 수준이

었다. 분석결과, 시도별 공표를 위해서, 각 시도별 목표 상대표준오차를 10%로 

잡을 경우, 필요한 표본규모는 42,567가구정도가 확보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

났고, 이는 1차 조사규모의 10배 가까운 예산을 필요로 한다. 이에 2011년 2차

조사에서 표본규모 증대를 위해 노력하여, 표본가구수를 7,550가구로 확대하

다. 이는 1차 조사보다 상당히 확대된 표본규모이기는 하지만, 시도별 범죄피해

율 및 특정 범죄유형(성폭력 및 주거침입강도 등) 피해율 공표는 여전히 원칙상 

불가능하 다. 범죄피해율의 시도별 공표 및 보다 자세한 피해양상 분석을 위해

서는 지속적으로 표본규모를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함에도, 예산의 가용범위 내에서 추진되어야 하는 본 연구 특성상, 예산

대비 최적의 표본규모 추출을 위하여, 지난 조사결과의 오차분석을 통하여 표본

규모를 산출하 다. 

2차 조사(2010년 기준)의 가구범죄 피해발생율 오차분석 결과(통계청 표본과 

제공, 2013), 전국의 가구 범죄피해 발생율의 상대표준오차는 6.03%(2008년 기준

조사는 8.4%)이며, 가구범죄 유형별 피해발생율의 상대표준오차는 대부분 30%이

하이나 주거침입손괴는 42.69%, 단순손괴는 51.67%로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난다

(<표 2-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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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가구의 범죄유형별 피해 발생율 추정값 및 상대표준오차

유형 조사구수 표본가구수 피해가구수 피해발생율(%) 상대표준오차(%)

전 국 755 7,318  395   5.38    6.03

주거침입강도 755 7,318 19 0.27 24.21 

주거침입절도 755 7,318 213 2.75 7.98 

주거침입기타 755 7,318 15 0.20 29.51 

단순주거침입 755 7,318 37 0.52 21.71 

주거침입손괴 755 7,318 6 0.16 42.69 

단순손괴 755 7,318 4 0.06 51.67 

자동차절도 755 7,318 31 0.38 19.68 

한편, 개인범죄 피해발생율 오차분석결과를 보면, 전국의 개인 범죄피해 발생율

의 상대표준오차는 5.65%(2008년 기준 조사는 5.5%)이며, 개인범죄 유형별 피해발

생율의 상대표준오차는 대부분 30%이하이나 협박은 45.75%, 괴롭힘은 43.41%로 

상대적으로 컸던 것으로 나타난다(<표 2-9> 참조). 

표 2-9  개인범죄의 유형별 피해발생율 추정값 및 상대표준오차

시도 표본조사구수 표본가구원수 피해사례수 피해발생율(%) 상대표준오차(%)

전국 755 16,196 549 3.61 5.65 

절도 755 16,196 254 1.56 7.53 

강도 755 16,196 41 0.25 18.40 

사기 755 16,196 202 1.41 9.06 

폭행상해 755 16,196 37 0.26 18.68 

협박 755 16,196 5 0.02 45.75 

괴롭힘 755 16,196 7 0.05 43.41 

성폭행 755 16,196 23 0.17 23.44 

개인기타 755 16,196 8 0.07 38.82 

2013년 피해조사 역시 지난 조사와 표본설계 및 추출방법이 동일하므로, 가구 

범죄피해 발생율의 상대표준오차 5~7%수준을 고려하고, 다음 식을 적용하여 표

본규모를 결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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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년 표본조사구규모
  새로운표본규모
   년 가구범죄피해율의 
  목표

표 2-10  가구 범죄피해율의 상대표준오차별 표본규모

목표 상대표준오차 표본규모 (조사구) 표본규모 (가구) 예상 피해 가구수

5.0% 1,098 10,980 591

5.5% 908 9,080 489

6.0% 763 7,630 410

6.5% 650 6,500 350

6.6% 630 6,300 339

6.7% 612 6,120 329

7.0% 560 5,600 301

* 예상 피해 가구 수는 가구범죄 피해 발생률 5.38%를 적용

표본규모 분석결과, <표 2-10>에 제시된 바와 같이 목표 CV 5%에 대한 표본

규모는 1,098조사구이지만, 예산상의 제약으로 약 630조사구(목표 CV 6.6%)정도

로 표본규모를 최종 결정하기로 하 다. 2013년 조사는 표본추출틀에서 630개 

조사구를 추출하여 조사구당 10가구를 조사하 다. 2013년 표본규모 6,300가구

에 대한 예상 상대표준오차를 검토한 결과표는 <표 2-11>과 같다. 범죄유형별 

피해율의 예상 상대표준오차(CV)는 가구대상에서 주거침입손괴 46.73%, 단순손

괴 56.56%, 개인대상에서 협박 50.08%, 괴롭힘 47.53%, 개인기타 42.5%로 오차

가 크게 발생하므로, 이들 개별 범죄유형에 대한 공표를 신중하게 처리할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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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범죄유형별 피해율의 예상 CV

범죄유형
(가구대상)

예상 
피해가구수

예상
상대표준오차(%)

범죄유형
(개인대상)

예상
피해자수

예상
상대표준오차(%)

전체 339 6.61 전체 503 6.18 

주거침입강도 17 26.50 절도 218 8.24 

주거침입절도 173 8.74 강도 36 20.14 

주거침입기타 12 32.30 사기 196 9.91 

단순주거침입 33 23.77 폭행상해 37 20.45 

주거침입손괴 10 46.73 협박 3 50.08 

단순손괴 4 56.56 괴롭힘 7 47.53 

자동차절도 24 21.55 성폭행 23 25.66 

자동차손괴 81 15.60 개인기타 10 42.50 

※ 공표 시 주의사항

   - 상대표준오차 25%이상인 경우 공표범위를 재검토하고, 셀 병합을 하거나 내부 자료로

만 활용할 것을 고려하여 신뢰도 높은 통계를 작성하여야 함.

 ◎ 캐나다 표본조사 기준

   - 0.00% ~ 4.99% : 매우 우수(Excellent)

   - 5.00% ~ 9.99% : 우수(Very Good)

   - 10.00% ~ 14.99% : 좋음(Good)

   - 15.00% ~ 24.99% : 허용 가능(Acceptable)

   - 25.00% ~ 34.99% : 주의사항과 함께 사용가능(Use with caution)  

   - 35.00%  : 공표하지 않음(F로 처리하고 있음)

 ◎ Kish 기준

   - 10%이하 : 우수(Sufficiently good)

   - 20%이하 : 허용 가능(tolerable)

   * 출처 : Kish(1965), Survey Sampling, p218

 ◎ 호주 표본조사 기준

  - 상대표준오차 25%이하 :  대부분 목적에 그대로 사용

  - 상대표준오차 25~50% : *표시를 하여 주의하여 이용(Use with caution) 

  - 50%이상 : **을 표시하여 신뢰가 부족하니 이용 시 주의바람(Too unreliable for general use)



전국범죄피해조사 2012

72

3. 층화 및 표본 배분

조사모집단은 16개 시도 및 동부/읍면부를 고려하여 25개층으로 구성하 다. 

표본의 배분은 전국의 표본규모를 630개 조사구로 결정한 후 25개 층별로 조사

모집단 분포의 가구 수에 비례배분과 제곱근비례배분을 고려하고, 최종적으로는 

제곱근 비례배분 결과, 2010년 표본 수, 층별 업무량 배정을 고려하여 최종 배분

하 다. 25개층별 표본 배분 현황은 다음의 <표 2-12>와 같다.

표 2-12  층별 표본배분

층 구분 조사구수 가구
비례
배분

제곱근
비례

최종
배분%

전체 306,443 17,343,558 100.0 630.0 630.0 630

서울 61,302 3,504,841 20.2 127.3 63.2 81 

광역시 77,571 4,453,737 25.7 161.8 171.1 171

동부 109,950 6,257,002 36.1 227.3 223.9 215

읍면부 57,610 3,127,978 18.0 113.6 171.8 163

서울 61,302 3,504,841 20.2 127.3 63.2 81 

부산 21,858 1,243,945 7.2 45.2 37.7 39 

대구 15,369 868,396 5.0 31.5 31.5 30 

인천 15,601 919,035 5.3 33.4 32.4 33 

광주 9,117 515,903 3.0 18.7 24.3 24 

대전 9,020 532,758 3.1 19.4 24.6 24 

울산 6,606 373,700 2.2 13.6 20.6 21 

경기 동부 55,448 3,179,853 18.3 115.5 60.2 59 

 읍면부 11,996 652,370 3.8 23.7 27.3 25 

강원 동부 6,135 346,359 2.0 12.6 19.9 20 

 읍면부 4,062 211,465 1.2 7.7 15.5 16 

충북 동부 5,983 338,318 2.0 12.3 19.6 18 

 읍면부 4,203 220,660 1.3 8.0 15.9 15 

충남 동부 5,099 287,643 1.7 10.4 18.1 18 

 읍면부 8,665 461,819 2.7 16.8 22.9 21 

전북 동부 7,980 450,105 2.6 16.3 22.7 21 

 읍면부 3,956 209,935 1.2 7.6 15.5 15 

전남 동부 4,974 286,294 1.7 10.4 18.1 18 

 읍면부 6,754 395,291 2.3 14.4 21.2 18 

경북 동부 9,346 515,666 3.0 18.7 24.3 23 

 읍면부 9,106 490,051 2.8 17.8 23.6 22 

경남 동부 12,553 715,454 4.1 26.0 28.6 26 

 읍면부 7,963 436,308 2.5 15.8 22.3 22 

제주 동부 2,432 137,310 0.8 5.0 12.5 12 

 읍면부 905 50,079 0.3 1.8 7.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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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벤치마킹 추정치

·  : 표본에서 조사된 가구의 총 가중값 

·  : 벤치마킹시 고려할 그룹

4. 가중치의 산출

가중치는 설계가중치, 무응답 조정가중치, 사후층화 가중치 적용의 3단계를 거

쳐서 산출한다. 설계가중값은 표본설계로부터 직접 구해지며, 조사구내 가구 수

를 크기 척도로 사용하여 확률비례추출방법(PPS)에 의해 표본 조사구를 추출하고 

추출된 조사구내에서 다시 가구를 추출하는 2단계 집락추출법을 사용하 다.

 



×






×

 ·  : 지역을 나타내는 첨자 ( = 1,2, ,25)
 ·   : 표본 조사구를 나타내는 첨자(  = 1,2, , ) 

 ·  : 표본추출에 사용된 크기 측도(설계당시 가구 수)

 ·   : 지역, 번째 표본조사구내 전체 가구 수

 ·  : 지역 내 표본조사구 수

 ·   : 지역, 번째 조사구내 표본 가구 수(= 10)

무응답 조정가중치는 응답률의 역수를 이용하여 응답가구의 가중치를 상향조

정해주는 방법을 사용하 다. 마지막으로 추정량의 정도를 개선하기 위해 최신

의 벤치마킹 모집단 가구 및 인구의 분포에 맞게 사후층화 조정하 다.

추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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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가중평균

   

  




 




 



  ∈

  




 




 



   ∈

  ·h = 1, 2,....., H : 지역층 (H = 25)

  ·i = 1, 2, .....,   : 조사구( 는 h지역 내 조사구수) 

  ·j = 1, 2, ......, : 대상가구( 는 h지역 내 총가구수)

  · = h지역의 i 조사구내 j번째 가중치 

  ·  = h지역의 i 조사구내 j번째 관심변수의 관측값 

  ·   



    ∊ 
 

분산추정식 : Taylor series 방법

   

 



















 




    

 




      


 

  ·  




  ∊ 

표준오차(SE) 및 상대표준오차(CV)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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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표본조사구 및 가구의 추출 

표본조사구의 추출은 층별로 조사구를 <표 2-13>의 분류기준으로 정렬한 후, 

조사구내 가구 수 기준으로 지역별 표본규모에 해당하는 조사구를 확률비례계통

방법(PPS)을 사용하여 추출하 다.

표 2-13  층별 표본배분

1차 분류

 ￭ 대표 주택유형(해당 유형이 구성비 높은 경우)
  ① 단독일반     
  ② 단독다가구  
  ③ 아파트(59㎡이하) 
  ④ 아파트(86㎡이하)           
  ⑤ 아파트(129㎡이상) 
  ⑥ 연립다세대  
  ⑦ 기타주택

2차 분류

 ￭ 15세 이상 인구비율
  ① P336)미만  
  ② P33~P66미만
  ③ P66이상

3차 분류
 ￭ 교육정도(대졸 구성비)
  ① P50미만  ② P50이상

4차 분류  ￭ 조사구번호

한편, 추출된 조사구 중 현재 통계청의 경상조사가 실시되고 있는 표본 조

사구가 추출되었을 경우, 20가구 미만의 조사구가 추출되었을 경우에는 응답

자 부담경감 및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비슷한 특성을 가진 다른 조사구로 교체

하 다. 또한 추출된 표본조사구에 대한 현지확인을 통해 조사구 내 가구가 당

해 연도에 전체 철거 또는 철저 예정 조사구, 행정구역 변동에 의한 해당 조사

구 관할이 서로 다른 경우, 지형지물의 심한 변동으로 조사구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 조사구내 위험이나 조사장애가 생겨 조사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등의 표

본조사구는 사전에 교체하 다.  

표본가구의 추출은 추출된 조사구내 전체 가구에 대해 일련번호를 부여한 후 

6) P33 : 33백분위수, p66 : 66백분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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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표집을 통해 10가구를 추출하 다. 조사구내 추출간격 산출 식은 다음과 

같다.

추출간격  
조사구내 가구수

랜덤번호  조사시작 가구 
표본가구         ⋯   

제3절 조사의 실시

1. 조사수행체계

조사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진과 통계청의 표본과 및 통계대행과(‘조사

대행과’ 명칭변경)와의 업무협조를 통해서 진행되었다. 구체적인 역할분담상황은 

다음의 <그림 2-1> 및 <표 2-14>와 같다. KIC 연구진은 전체 기본계획수립을 비

롯하여 조사항목 개발 및 조사지침서 작성, 교육자료 작성 및 조사원교육, 내검

규칙 설정 등 조사수행전략을 개발하는 한편, 조사결과 데이터에 대한 심층분석 

및 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통계청

◦ 전체 조사계획 수립
◦ 조사항목 개발·설계
◦ 교육실시
◦ 내검규칙 개발 및 실사지도
◦ 조사결과 분석

통계대행과 표본과

◦ 조사항목 검토  
◦ 조사표 설계
◦ 조사원 및 관리자 교육
◦ 현장조사 실시
◦ 자료처리 및 집계 

◦ 표본설계
◦ 표본추출결과분석

그림 2-1  조사수행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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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에서는 표본과 및 통계대행과가 조사에 참여하 는데, 표본과에서는 

2010년 인구센서스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표집 틀과 표본설계를 진행하 다. 통

계대행과에서는 현장실사의 관점에서 조사항목 검토 및 조사표 설계, 설문지 레

이아웃 및 인쇄, 관련 포스터 및 리플렛 제작, 조사원 신분증 제작, 지방통계청 

및 사무소를 통한 조사원선발 등 조사제반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 다. 한편, 

조사원 및 조사관리자 교육과 실사 및 자료검증작업은 본 연구원과 통계청이 공

동으로 수행하 다.

표 2-14  조사수행기관별 주요 업무분장 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전체 기본계획 수립
·조사항목 개발 및 조사지침서 작성 
·내검규칙 개발
·입력 및 내검 프로그램 개발(용역 발주)
·조사홍보(통계청과 공동)
·교육자료 작성 및 조사원 교육(통계청과 공동)
·실사지도 지원, 질의사항 답변처리
·심층 분석 및 보고서 작성

통
계
청

통계대행과

·통계대행 기본계획 및 세부 실시계획 수립
·조사표 및 조사지침서, 조사안내문, 홍보리플릿 등 인쇄
·조사답례품 및 조사용품류(필기구, 통화권 등) 구입
·가구명부, 조사구요도 확보, 
·지방청(사무소) 현장조사 및 내검 실사지도
·자료처리 및 조사결과 집계

표본과 ·표본설계, 표본추출 결과 분석

지방청
(사무소)

·조사관리자, 조사원 및 업무보조원 채용
·교육 및 내검 장소 확보
·조사관리자, 조사원 및 업무보조원 관리
·현장조사 실시
·조사표 입력 및 내검
·통계조사검증(전화검증) 실시
·조사진행 상황 및 완료보고

2. 추진일정 및 주요 내용

본 연구의 전반적인 추진과정 및 내용을 일정별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 

2-15>에 제시된 바와 같다. 4월말까지는 전체조사사업의 기획·준비단계로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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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구분 주요 추진사항

1~3월
총괄

연구계획

○ 세부기본계획 수립
○ 조사방법론 개선 검토
○ 통계청과의 업무협약 추진 
○ 범죄피해조사연구팀(외부공동연구자 섭외 등) 워크숍 수시추진
○ 범죄피해조사관련 전미한인범죄학회와의 공동학술대회 계획수립 

2~3월 표본추출
○ 표본설계
 - 모집단 :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

3~5월
조사항목 및 
조사표 개선

○ 시험조사 실시 : 4.1 ~ 4.5
○ 조사항목 및 조사표 보완수정 (5.3까지)
○ 조사지침서 보완 검토
○ 조사항목 및 조사표 변경승인 신청 (4.15~5.3) 

5~6월
조사방법 및 
조사기간

○ 조사원에 의한 방문면접조사 
○ 준비조사 : 5. 27.~5. 28.
○ 조사실시 : 5. 29.~6. 12.

2~9월
입력·내검 
프로그램 

○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조사원 업무분장, 입력·내검, 조사진행 현황, 집계표 등

5~6월 홍보

○ 통계청 및 통계대행 홈페이지에 조사개요 등을 게재(통계청)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관련 홈페이지 게시(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대상 가구에 홍보 리플릿 및 안내문 사전발송
○ 지방청·사무소 홍보현수막 부착
○ 홍보 포스터 부착(조사구 등)

5~6월
조사관련

질의·응답
○ 전화 및 통계대행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운영
 - 조사항목 지침 관련 사항, 현장조사 관련 사항 등

5월
조사원 

채용·관리
○ 조사관리자 및 업무보조원(근로계약), 조사요원(도급계약) 채용
○ 조사원 업무량 분장

5월
조사요원

교육

○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통계청 공동실시 : 5.20~5.25 (6일간) - 조사원 교육
을 기존1일에서 2일로 확대하고, 조사지침서에 범죄피해 상담기술 등 현장조
사 내용을 풍부하게 싣고 내검내용을 강화하여 조사표의 오류를 최소화 노력

본추출 및 조사표 개선을 위한 시험조사 등에 초점을 두어 진행하 고, 5월부터 

본격적인 현장실사가 진행되었다. 5.3일 조사항목 및 조사표 변경승인 신청을 

완료하고, 5.20~5.26. 6일간에 걸쳐 조사원교육을 실시하고, 5.27~5.28일 준비조

사를 거쳐 5.29~6.12. 총 15일간 본조사가 진행되었다.

표 2-15  2013년 범죄피해조사 추진일정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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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구분 주요 추진사항

5월 준비조사

○ 준비조사
 - 조사구 적격여부 확인
 - 조사구 요도 및 가구명부 보완
 - 아파트 관리사무소, 통반장 등 협조 요청
 - 조사구 입구에 포스터 부착
 - 조사가구에 협조 안내 및 홍보용 리플릿 배부 등

5~6월
현장조사 및 
실사지도

○ 실사지도
 ·불응 등 유고 발생률 파악 및 조치
 ·조사원 질의 사항 답변
 ·조사항목 이해정도 및 조사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파악 조치
 ·완료조사표 내용검토 및 조치
 ·조사 부진 조사원 조사 독려
 ※ 통계청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실시

6월
통계조사

검증
(전화검증)

○ 조사원 업무량의 10%에 대하여 전화검증 실시
○ 전화검증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직접 방문하여 현장검증 실시
○ 검증 문항 및 대상 가구는 본청에서 지정

6~9월 자료 처리

○ 조사의 정확성 및 품질제고를 위해 이원화된 내검 실시

 - 지방청(사무소)
  · 조사표점검(누락항목, 입력오류, 이상치 등), 항목간 연관성 확인·보완
  · 직업분류 코딩 및 확인
  · 본청 내검사항에 대한 확인 및 수정보완
 - 통계대행과
  · 수준분석 및 항목간 연관성점검 등 종합 내검 실시
  · 타조사 결과와 비교검토

○ 조사와 입력·내검 동시 실시 : 조사항목이 100개가 넘어 조사표 오류가 많

이 나타나므로, 조사기간 중에 조사관리자가 입력·내검을 실시하고 조사원이 

미흡한 조사표를 즉시 보완하여 효과적으로 내검

○ 종합내검 강화 : 자체 내검프로그램(액세스이용) 및 종합내검지침서를 개발하

여 조사표를 시각화하여 조사항목의 연관관계 등을 쉽게 점검하여, 자료제공기

간 단축 및 정확한 자료 제공

9~10월
자료 분석

○ 범죄피해조사연구팀 자료 분석 업무분장
 - 일상생활환경 관련 분석
 - 범죄피해 사건실태 관련 분석
 - 범죄피해두려움 관련 분석
 -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분석
 - 범죄피해 및 의식관련 다수준 분석 등

9~11월 보고서 작성 

○ 보고서 체계 개편
○ 연구진 각 분야별 보고서 집필
○ 워크숍 및 자문회의를 걸친 분석내용 검토
○ 주요 연구결과 언론홍보
○ 연구결과에 따른 정책평가 분석 및 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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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는 전화를 통한 통계조사검증과 더불어, 조사의 정확성 및 품질제고를 

위해, 지방청과 통계대행과 두 곳에서 이원화된 내검이 진행되었다. 특히 조사

입력(내검)시스템 개발을 통해서 조사와 입력·내검을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미

흡한 조사를 즉시 보완케 함으로써 자료처리의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

다. 통계청에서 자료에 대한 종합적인 내검이 완료된 9월 초부터 형사정책연

구팀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데이터 심층분석 작업이 진행되었고, 12월말 최종적

으로 결과보고서가 작성되었다.

3. 조사원교육 

현장실사를 담당할 각 지방청 및 사무소별 조사인력현황은 다음의 <표 2-16>

과 같다. 이들에 대한 조사원 교육은 5월 20일에서 5월 25일까지 6일간에 걸쳐 

전국의 8개 지역에서 권역별로 합동교육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올해는 조

사의 난이도 및 중요도를 고려하여 조사원 교육을 1일에서 2일로 확대하고, 조

사지침서에 범죄피해 상담기술 등 현장조사 내용을 풍부하게 실어, 조사원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 다. 또한 조사원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주체는 각 

권역별로 본 연구원의 연구원 1명, 통계청 직원 1명이 2인 1조 팀을 이루어 진

행하 고, 그 구체적인 추진 일정 및 교육내용은 다음의 <표 2-17>, <2-18>과 같

다. 교육 오전 10시에서 5시까지 약 6시간에 걸쳐서 진행되었으며, 핵심 교육내

용은 [2012년 기준 전국범죄피해조사 조사지침서] 및 [조사표]를 교재로 하여, 조

사의 개요 설명, 조사원의 기본자세, 준비조사 및 현장조사방법, 가구관리방법, 

조사항목별 작성요령, 조사표 내용검토 및 제출방법, 온라인 입력방식 등으로 구

성하 다. 특히 이번에는 조사표 실습과 파라데이터 작성 및 내용검토 시간을 

통해서, 현장의 실전 감각을 익숙하게 하는 데 주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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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6  지방청 및 사무소별 2013년도 조사인력현황

지방청 및
사무소

조사구수 표본수

조사원 인원(명)

소계
도급조사원

조사
관리자

업무
보조원

예비
조사원조사

관리자 유
조사

관리자 무
전국 630 6300 288 169 41 46 6 26

경인계 198 1980 91 60 6 17 2 6
경인 81 810 40 27 0 7 2 4

인천(강화분소) 33 330 15 11 0 3 1
수원 21 210 10 7 0 2 1
성남 9 90 4 3 0 1 0

의정부 6 60 2 0 2 0 0
부천 9 90 4 3 0 1 0
평택 6 60 2 0 2 0 0
고양 9 90 4 3 0 1 0
구리 9 90 4 3 0 1 0

이천(양평분소) 6 60 2 0 2 0 0
화성 9 90 4 3 0 1 0

동북계 111 1110 50 26 11 7 1 5
동북 33 330 17 11 0 3 1 2
포항 12 120 6 4 0 1 1
안동 6 60 2 0 2 0 0
구미 12 120 6 4 0 1 1
상주 6 60 2 0 2 0 0
경산 6 60 2 0 2 0 0
춘천 15 150 7 4 1 1 1
원주 6 60 2 0 2 0 0
강릉 9 90 4 3 0 1 0
삼척 6 60 2 0 2 0 0

호남계 117 1170 52 27 12 7 1 5
호남 30 300 14 8 2 2 1 1
목포 6 60 2 0 2 0 0
순천 12 120 6 4 0 1 1
여수 6 60 2 0 2 0 0
강진 6 60 2 0 2 0 0
전주 18 180 8 4 2 1 1
군산 12 120 6 4 0 1 1
정읍 6 60 2 0 2 0 0

제주(서귀포분소) 21 210 10 7 0 2 1
동남계 108 1080 51 31 5 8 1 6
동남 39 390 19 12 1 3 1 2
울산 21 210 10 7 0 2 1
창원 12 120 6 4 0 1 1
진주 12 120 6 4 0 1 1
통영 6 60 2 0 2 0 0
김해 12 120 6 4 0 1 1
합천 6 60 2 0 2 0 0

충청계 96 960 44 25 7 7 1 4
충청 33 330 17 11 0 3 1 2
천안 15 150 7 4 1 1 1
서산 9 90 4 3 0 1 0
홍성 6 60 2 0 2 0 0
청주 18 180 8 4 2 1 1
충주 9 90 4 3 0 1 0
옥천 6 60 2 0 2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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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7  2013년도 조사원 교육장소, 일자 및 교관

지방청 및 사무소 장소 일자 교관 대상인원

전국 340

경인 1층 대강당
5.20.~21. 서동훈

77
5.20. 황지태(오전)

인천
(부천, 고양 포함)

3층 강당
5.23.~24. 최현정

27
5.23. 황지태

동북(경북권) 2층 강당
5.21.~22. 최현정

42
5.21. 김은경

춘천(강원권) 4층 회의실
5.21.~22. 안재경

20
5.21. 황지태(오전)

호남 3층 대강당
5.21.~22. 김정권

51
5.22. 황지태

제주 5층 강당 5.23.~24. 김정권 12

동남
동남청 4층 대회의실 5.24. 안재경

59
선거관리위원회 4층 강당 5.23. 안재경·김은경

충청 10층 대회의실
5.22.~23. 서동훈

52
5.22. 김은경

표 2-18  2013년도 조사원교육 일정 및 내용

시   간 1  일  차 2  일  차

10:00-10:10 등록 등록

10:10-11:00 조사개요, 가구방문요령, 준비조사 질의 사례

11:10-12:00 가구원명부 작성요령, 답례품 지급요령 조사표 실습

12:00-13:00 점심시간 점심시간

13:10-14:00 기초조사표 조사표 실습

14:10-15:00 기초조사표
조사과정 자료(파라데이터) 작성, 

내용검토 및 정리

15:10-16:00 사건조사표 교육 설문지 작성 및 간담회

16:10-17:00 간담회 입력프로그램 사용법

※ 경인청 불응설득관련 특강 실시



제2장 조사내용 및 방법

83

4.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은 조사원이 조사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정해진 조사표로 하는 

‘면접조사’(face to face interview)를 원칙으로 하 다. 다만, 응답자가 젊거나 교

육수준이 높아 ‘자기기입식 조사’(self-reported survey)를 원하거나 기초조사표에

서 범죄피해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사건조사표를 작성해야 하는 응답자가 

구체적인 범죄피해내용을 알리기 꺼려하는 경우 자기기입식 조사를 병행하 다. 

그러나 기초조사표 중 범죄피해 선별질문과 체크리스트 부분은 반드시 조사원이 

기재하도록 하 다. 

본 조사의 경우 민감한 질문들이 많아 불가피하게 자기기입식 조사를 병행할 

수밖에 없었는데, 가구와 가구원 조사를 함께 하고 있고, 대부분 가구주와 가구

원들이 첫 방문시, 집에 없는 경우가 많아 안내장과 함께 설문지를 집에 있는 

가구원에게 맡겨 놓을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7)

한편, 인터넷 조사를 활용할 경우, CAPI8)와 마찬가지로 조사가 끝난 시점에서 

바로 자료가 입력된다는 장점이 있는 것 이외에도 인터넷 조사는 CAPI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고, 집에 있는 가구원에게 조사에 참여하지 못한 가구주와 가구

원의 인터넷 접속 ID를 남겨 놓고 조사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조사원이 가구원 

전체를 조사하기 위해서 가구를 여러 번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덜고, 응답내용의 

비밀이 유지되며, 상습범죄피해를 당한 경우 여러 매의 조사표를 미리 준비할 

필요 없이 조사가 가능하다는 점 등 여러 가지 점에서 장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

되었다(김지선 외, 2011:80). 

하지만, 본 조사에서도 2차 조사와 마찬가지로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인터넷 

조사를 실시하지는 못하 다. 첫째, 인터넷 조사 설계에 일정 시간이 소요되어 

7) 이런 방식을 취하더라도 한 가구의 조사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3-4번의 방문이 불가피하다고 한다.

8) CAPI는 조사원이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응답자를 접촉한 후, 컴퓨터(노트북)를 이용하여 구조화된 

설문에 따라 응답자에게 질문하고 응답자가 응답한 내용을 컴퓨터에 저장하는 컴퓨터를 이용한 

대면면접조사(CAPI : 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로 조사가 끝난 시점에서 모뎀을 통

해 자료를 바로 전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멀티미디어 환경에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음향

이나 동 상 등을 이용해 현실감 있는 자료를 응답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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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보다 조사가 늦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럴 경우 통계청 통계대행과의 

다른 조사대행 일정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금년도 조사 실행이 불가능하 다. 회

상오류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조사시기를 가능한 한 앞당겨야 한다는 현실적인 

이유로 인해서, 제3차 조사에서도 인터넷 조사를 실시하지 못하 다. 둘째, 통계

청 자체적인 방법론 검토 결과, 실제 조사환경에서 표본 상 의도되지 않는 편기

현상의 발생, 답례품을 목적으로 한 부정한 응답자의 존재, 그리고 조사결과 검

증의 어려움과 한계 등으로 인하여 조사결과 품질이 담보될 수 없다는 실무적 

우려 때문에 인터넷 조사방법을 채택하지 못하 다.        

5. 조사기간

범죄피해조사의 조사시기는 조사준거시점과 가까울수록 이상적이다. 조사시기

와 조사준거시점간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회상오류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진다. 즉 피해경험이 있더라도 이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해 응답하지 않거나

(회상오류), 준거기간이 아닌 그 이전에 발생한 사건을 준거기간에 발생한 것으

로 기억하고 응답하거나(전진시기회상오류), 준거기간 내에 발생한 사건을 준거

기간이전에 발생한 사건으로 기억하고 응답하지 않음으로써(후진시기회상오차) 

범죄피해조사의 결과는 실제 발생한 사례를 과소추정하거나 과대추정할 위험이 

있으며, 이는 조사결과의 타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이순래, 2002: 김지선 외, 

2006: 김지선 외 2011:81).  

2009년의 1차 조사는 조사방법론 개편과 함께 실태조사가 이루어졌고, 이와 

더불어 통계청으로부터 승인통계를 인정받는 과정까지 함께 진행하면서 불가피

하게 조사준거시점이 조사대상시점과 8개월 이상 차이가 났었다. 2011년의 2차 

조사는 회상오류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조사기준시점을 4월 1일로 잡고, 본 조사

를 4월 28일~5월 13일까지 16일간 실시한 바 있다. 2013년 3차 조사에서는 이보

다 더 조사 시기를 앞당기고자 노력하 으나, 현장실사를 담당하는 통계청 자체

일정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2차조사보다 한달 뒤인 5월 29일~6월 12일에 본 

조사가 실행되었다.     

본 조사에 앞선 2일간의 조사준비기간에는 조사원들이 1) 표본조사구 확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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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체, 2) 대상가구 적격여부 확인, 3) 조사 홍보 및 협조 요청 등의 작업을 수행

하도록 하 다. 

먼저, 표본조사구 확인 및 교체 작업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먼

저 표본 조사구의 현지 확인을 통하여 정확한 경계를 확인하고, 확인된 경계와 

주요 지형지물 표시를 확인하여 요도를 보완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요도 보

완과 동시에 조사 순서대로 상호 인접되게 거처번호를 부여, 부여된 거처번호를 

맞게 가구명부를 작성한다. 표본 조사구내 가구를 선정하기 위하여, 임의의 

시작가구9)로부터 시작하여 조사구별로 부여된 추출간격으로 가구를 선택(계통추

출)한다. 한편, 조사원들이 표본 조사구를 직접 방문확인 결과, 표본조사구 내 

가구가 당해 년에 전체 철거 또는 철거 예정 조사구인 경우, 행정구역 변동에 

의한 해당 조사구 관할이 서로 다른 경우, 지형지물의 심한 변동으로 조사구 식

별이 불가능한 경우, 조사구내 위험이나 조사장애가 생겨 조사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혹은 조사구 내 조사대상 적격 가구수가 10가구 미만인 경우, 조사원은 담

당 공무원·조사관리자에게 표본조사구의 사전교체를 요청하고, 담당 공무원은 

통계대행과에 교체를 요청하도록 하 다. 

그 다음으로는 표본조사구 내에 있는 대상가구를 방문하여 조사대상 적격가구

인지를 확인하도록 하 다. 상가, 어린이집, 놀이방, 교회, 기도원, 요양소 등 건

물, 기숙사, 관사 등 집단 거주, 재개발 지역으로 철거, 14세 미만만 거주하는 

경우 등인지를 확인하도록 하 다. 2009년 조사에서는 외국인만 사는 경우에는 

국적이 한국일 경우에는 조사를 하고, 그 외에는 부적격 가구로 처리하 으나 

이러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서울시 구로구와 같은 외국인 밀집지역에서는 가구

대체비율이 높아져 외국인만 사는 경우에도 의사소통이 가능해 조사가 가능한 

경우 조사대상 가구에 포함하도록 하 다.

세 번째는 조사 홍보 및 협조 요청 작업이다. 이는 본 조사를 성공적으로 수행

하기 위해 매우 필요한 작업으로 조사 시작 전 아파트 관리사무소, 통반장 등에 

협조를 구한 후, 현관입구 또는 엘리베이터 같이 눈에 잘 띄는 곳에 홍보용 포스

터를 부착하거나 인사장의 문구를 활용하여 아파트 안내방송을 하도록 하 다.

9) 조사구별 부여된 시작가구번호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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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9  2013년 각 기관별 실사 홍보방법

기관별 홍 보 내 용

본청

∙ 홍보용 포스터, 조사안내문 제작
 - 조사시작 전 대상가구에 조사안내문을 우편발송
 - 해당조사구 주민자치센터 홍보용 포스터 부착
   ․ 통계대행과 홈페이지 운영(http://kostat.go.kr/scm)
 - 조사개요, 묻고 답하기 코너 등 홍보
   ․ 반상회보 게재, 정부운영 LED, 통계센터 LED 활용

경인청
∙ 언론보도(여주타임즈, 시사이천, 여주신문, 세종신문, 부천21, 용인시사투데이)
∙ 자체 LED 전광판 활용
∙ 경인청 홈페이지 팝업존 게시

동북청
∙ 아파트조사구 협조공문 발송 및 안내방송 실시
∙ 마을회관 등에 홍보물 부착

호남청

∙ 광주광역시청 및 빛고을로 전광판 홍보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귀포시 홈페이지와 BIS(버스정보시스템) 모니터 송출
∙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디지털게시판, LED전광판, E/V홍보시스템 홍보
∙ 한라일보, 제주일보 기고문 게재

동남청
∙ 아파트 게시판, 마을회관 게시판 홍보물 부착
∙ 동남청 LED전광판 게시

충청청
∙ 충청일보, 대전투데이, 뉴스타운(천안), 아산투데이(천안), 온양신문(천안), C뉴스041(천안) 

언론보도

형사정책
연구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홈페이지 게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홍보 포스터 및 조사안내문 배부·부착

6. 조사구와 가구대체 및 가구원 무응답율

이번 조사에서는 630개의 표본조사구 중 3개 조사구가 다음의 <표 2-20>과 

같이 교체되었다(서울(1), 인천(1), 경남(1)). 이는 2차 조사의 경우 집단불응, 노

인휴양시설 등의 사유로 6개 조사구가 교체되었던 것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줄

어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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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0  2013년 조사의 조사구 대체현황

지방청 및
사무소

시도 시군구 읍면동 조사구 대체사유 비고

경인청 서울시 강동구 성내1동 020-A
·재건축으로 인한 가구 

이주로 적격 가구수 10가구 
미만

·천호2동 041-A로 
대체

인천 인천시 부평구 십정1동 081-1
·재개발 지역으로 대부분의 

가구가 살지 않아 적격 
가구수 미달

·청천동 069-1로 
대체

창원 경남
창원시
진해구

중앙동 023-A
·리모델링으로 인한 가구 

부재로 조사 부적격
·태평동 051-A로 

대체

한편, 가구대체현황은 표본으로 추출된 6,300가구 중에서 1,165 가구가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이거나 조사기간 중 장기부재 등의 불능사유로 대체되었고, 434

가구가 조사에 불응하여 대체되었다. 가구대체율을 기존 두 차례조사와 비교해 

보면, <표 2-21>에 제시한 바와 같이, 이번 조사에서는 과거 조사(1차때 37.6%, 

2차때 42.5%)에 비해서 가구대체율이 25.4%로 크게 줄었다. 불응률 역시 1차 

11.9%, 2차 14.0% 던 것이 본 조사에서는 6.9%로 모두 크게 감소하 다. 이는 

조사명칭을 기존 [전국범죄피해조사]에서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로 변경한 점, 

조사와 입력을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불응 및 대체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이 용이

하 던 점, 조사원 교육을 2일간으로 늘려 교육내용(불응설득교육, 파라데이터 

작성)을 강화하 던 점 등이 모두 긍정적으로 효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표 2-21  불응 및 대체현황 추세비교

(단위 : 가구, %)

대상가구
불응 가구수 대체 가구수(불응가구포함)

불응률 대체율

1회(2008년 기준) 4,710 559 11.9 1,770 37.6

2회(2010년 기준) 7,550 1,060 14.0 3,211 42.5

3회(2012년 기준) 6,300 434 6.9 1,599 25.4

※ 대체율 = 유고 가구 수/조사대상가구수*100(대체된 가구 중 유고가구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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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본 조사를 통해 완료된 조사표 현황 및 조사불응률 현황을 보면, 

<표 2-22>와 같다. 목표 표본가구인 6300가구의 총 가구원(가구대표응답자 포함) 

수는 13,317명이다. 다시 말해 총 13,317건의 기초조사표가 작성·수집되었고, 

이들이 지난 1년 동안 경험한 범죄피해사건과 관련해서 총 601건의 사건조사표

가 작성·수집되었다. 

조사대상가구들 중에서 조사불응, 장기부재 등의 사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은 

가구 수는 총 434가구(6.9%)이며, 지역별 불응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구

(11.3%), 광주(11.3%), 대전(10.0%), 서울(9.4%) 고, 경남지역의 불응률이 가장 

낮은 2.3% 다.

표 2-22  2013년 시도별 조사표 완료현황 및 조사가구 불응률

지방청
조사대상
가구수

기초조사표 사건
조사표

조사불응 가구

소계 가구대표 가구원 불응률

전국 6,300 13,317 6,300 7,017 601 434 6.9

동지역 4,670 10,122 4,670 5,452 472 359 7.7

읍면지역 1,630 3,195 1,630 1,565 129 75 4.6

서울 810 1,769 810 959 89 76 9.4

부산 390 807 390 417 28 20 5.1

대구 300 642 300 342 34 34 11.3

인천 330 730 330 400 46 26 7.9

광주 240 526 240 286 16 27 11.3

대전 240 518 240 278 43 24 10.0

울산 210 498 210 288 9 14 6.7

경기 840 1,854 840 1,014 88 60 7.1

강원 360 727 360 367 31 18 5.0

충북 330 655 330 325 31 21 6.4

충남 390 746 390 356 22 26 6.7

전북 360 759 360 399 26 18 5.0

전남 360 748 360 388 26 19 5.3

경북 450 922 450 472 38 30 6.7

경남 480 1,008 480 528 48 11 2.3

제주 210 408 210 198 26 10 4.8

※ 범죄발생률 = 사건수/조사대상가구수*100
※ 응답불응률 = 응답불응 가구수/조사대상가구수*100(대체된 가구 중 유고가구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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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실사지도 및 입력자료 내검 지도

본 실사조사에서 조사응답가구 및 응답자에 대한 답례품 지급기준은 다음의 

<표 2-23>과 같이 설정하 다.

표 2-23  답례품 지급 기준 및 금액

구분 대  상 답례품

응답자용*
기초조사표

① 가구대표응답자 조사표 1부당 1만원 상품권 1매 지급

② 14세 이상 가구원 모두 조사표 1부당 5천원 상품권 1매 지급

③ 사건조사표가 있는 가구원 모두 조사표 1부당 1만원 상품권 1매 지급

협조용 아파트 관리사무소, 통장, 반장 등 조사구당 1만원 상품권 1매 지급

※ 1가구의 답례품 총액은 최대 10만원까지 지급 가능함(담당공무원 확인 필요)

실사 진행상황 점검과 현장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40가구 이상의 표본이 할당된 전국 35개 지역 지방청/사무소

별로 실사 중간 점검을 실시하 고, 40가구 미만지역은 지방청(사무소)에서 담당

공무원이 실사지도를 하도록 하 다(5. 30 ~ 6. 7일까지). 특히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등) 현장조사 지도 시에는 본 연구원의 연구원이 함께 나가 현장의 목소리

를 듣고, 중간 점검을 실시하 다. 현장조사 지도 시에는 구체적으로 조사 관련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 회수된 조사표의 완성도 점검 및 내용검토 지도, 조사현

장 애로사항 및 개선사항을 파악하 다. 그 구체적인 실사지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의 <표 2-24>에 제시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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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조 치 사 항

조사관련 
사항

∙ 새 주소와 구주소가 불일치하거나 구주소만 명
부에 있어 가구를 찾기 힘듬

∙ 차기 조사는 새 주소와 구 주소 일치 및 신 
주소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

∙ 대리응답 범위가 애매함
∙ 치매, 장애, 언어문제로 자신의 의견을 제시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단, 늦은 귀가인 경
우는 대리응답 대상이 아님

∙ 파라데이터에서 면접시간 기입방법이 애매함 ∙ 그 가구의 총 면접시간을 기입

∙ 불응, 부재가구가 증가하는 조사환경에서 불응
과 부재로 인한 대체를 줄이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함

∙ 대체로 인한 조사결과의 편향을 막기 위하여 
불가피하나, 3일 이상 다른 시간대 방문 후 결
과가 같다면  대체 가능

∙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남편이나 부인이 통역하
여 조사한 경우 사유코드가 애매함

∙ 통역을 통해 자기 의견을 정확히 표현하였으므
로 대리 응답이 아님

∙ 조사표 뒷면의 응답자 란에 대한 거부가 심함
∙ 조사표 뒷면의 응답자 란은 재질의를 하기 위

한 것이므로 반드시 조사할 필요 없음

∙ 원룸, 외국인 거주 지역, 빌라촌 의 조사가 힘
들어 조사구를 대체해 주면 좋겠음

∙ 모집단을 대표하도록 표본이 추출되었으므로, 
어렵더라도 조사해야 함

∙ 조사표에 응답자 이름을 적지 않으니 조사표 정
리나 재질의 시에 문제가 발생하며, 응답자가 책
임감이 없어 응답자 성명도 가르쳐주기를 거부

∙ 범죄피해 여부를 묻는 조사이므로 개인정보 보
호차원에서 응답자 이름을 조사하지 않았으나, 
차기 조사 시 응답자명을 조사할 지 검토하겠음

∙ 조사구가 소형(17평정도) 아파트로 오래된 건
물이며 거의가 외국인 노동자 단독가구가 거주
하고 있어 면접도 어렵고 면접하더라도 언어소
통이 되지 않아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10가구 조사를 못할 수 있음

∙ 최대한 노력하여 10가구를 조사 할 수 있도록 
요청. 2~3일 내에 10가구가 되는지 빨리 확
인하고 10가구가 되지 않을 경우 통계대행과
로 연락하여 조치토록 함

∙ 파라데이터 1가구에 20가구 쓰게 되어 있으나 
원룸은 20가구 넘을 것 같음.

∙ 파라데이터 양식을 출력 하거나 복사하여  추
가 작성하고 그 조사구에 끼워 넣어 편철함

시스템 
관련사항

∙ 입력시스템 게시판에 시스템 관련 문의를 Q&A
에 올렸으나 답변이 빠르지 않음

∙ 입력시스템 관리자가 직접 실시간으로 문의 사
항 확인하여 수정 및 답변토록 조치함

∙ 기초조사표에서 범죄피해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 조사원 점검항목 입력 불필요

∙ 차기 조사에 반영여부 검토

∙ 사건조사표 수가 맞지 않다고 오류가 뜨나 원
인을 찾을 수 없음

∙ 입력시스템 관리자가 검토 후 수정

∙ 조사표 입력을 완료 하였으나 계속 진행 중으
로 뜨고 원인을 찾을 수 없음

∙ 입력시스템 관리자가 검토 후 수정

∙ 종합내검에서 내검 내용 클릭하면 내용 입력 
되지 않고 사유도 입력 안됨

∙ 입력시스템 관리자가 검토 후 수정

∙ 사건조사표 19-3에서 19-4로 이동이 안 됨 ∙ 입력시스템 관리자가 검토 후 수정

∙ 가구명부에서 가구원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사
건조사표 건수 입력이 바로 되지 않고, 클릭해
야 숫자 입력 가능

∙ 차기 조사에 반영여부 검토

표 2-24  실사지도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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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조 치 사 항

행정관련 
사항

∙ 추출간격대로 가구롤 조사하지 않고, 가구번호
순으로 붙여 조사하거나, 부재나 응답불응 가
구를 3회이상 방문없이 다른 가구로 대체하여 
조사한 경우 처리방법

∙ 원칙적으로 최초 조사대상 가구를 재조사
∙ 차기 조사에서는 가구 대체리스트를 조사관리

자에게만 제공하거나, 조사시작 일주일후 에 
배포 검토

∙ 조사 안내 인사장을 받아보지 못한 가구가 많
고, 지방청, 사무소로 배부된 인사장도 많이 
모자람.

∙ 본조사 시작 1주일 전에 발송했으나 주소 불
일치나 가구의 무관심으로 응답자가 보지 못한 
경우가 있음, 이에 인사장(PDF파일)을 칼라 프
린트하여 방문할 때 사용토록 조치

∙ 조사원 채용시 중복된 조사로 조사원(특히 관
리자)채용이 어려웠음

∙ 차기 조사는 조사의뢰 기관과 통계청 조사일정
과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

∙ 준비조사 기간에 주말이 있었으면 좋겠음 ∙ 차기 조사에 반영여부 검토

∙ 조사와 입력을 동시에 하더라도 입력 완료 후 
내검기간이 2일정도 더 필요

∙ 예산을 고려하여 조사일정을 정하였으나, 차기
조사에 가능성 검토

∙ 안내장 봉투를 행정봉투로 하여 관공서에서 발
송한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 좋음

∙ 차기 조사에 반영여부 검토

∙ 준비조사 기간에 3개 조사구에 대하여 대상가
구까지 파악하기는 어려움, 준비조사 기간을 2
일보다 더 주었으면 좋겠음

∙ 예산을 고려하여 조사일정을 정하였으나, 차기
조사에 가능성 검토

 

통계조사결과의 검증은 기본적으로 전화검증을 원칙으로 하 고, 불가능할 경

우에는 가구방문을 실시하 다. 각 지방청별 통계조사검증 결과현황은 다음의 

<표 2-25>와 같다. 

표 2-25  지방청별 통계검증 결과현황

지방청 및
사무소

가구수
1번

방문여부
2번

응답여부
3번

총가구원수
4번답례품
수령여부

5번조사원
친절여부

완료 검증 비율(%) 이상있음 이상있음 이상있음 이상있음 이상있음

전국 6,300 324 5.1 0 0 0 0 0 

경인청 1,980 103 5.2 0 0 0 0 0 

동북청 1,110 57 5.1 0 0 0 0 0 

호남청 1,170 59 5.0 0 0 0 0 0 

동남청 1,080 55 5.1 0 0 0 0 0 

충청청 960 50 5.2 0 0 0 0 0 

자료처리는 기본적으로 자체 내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조사자료 입력과 동

시에 체계적인 종합 내검을 실시하 다. 엑세스로 개발된 내검프로그램을 활용

하여, 원스톱 내검(두 화면에 모든 조사표를 담아 내용검토의 편의성 제고)이 가

능케 하 고, 각종 조건에 맞는 조사표를 화면에 제공하여 내검의 효율성을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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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체계적인 내검 실행을 위하여, 가구명부 6개, 기초조사표 7개, 사건

조사표 27개를 내검 규칙으로 결정하고, 관련항목을 산식으로 작성하여 해당되

는 가구 및 가구원이 추출, 수정되도록 조건화하 다. 본 조사에서 설정된 구체

적인 내검 규칙은 다음의 <표 2-26>과 같다.

표 2-26  내검규칙

구분 내용

가구명부

∙ 결혼 오류 : 부부의 혼인상태가 다른 경우 등
∙ 나이차 오류 : 부부의 나이차가 큰 경우 등
∙ 성별 오류 : 부부가 동성인 경우 등
∙ 14세미만 검토 : 14세미만이 직업을 갖는 경우 등
∙ 직업 오류 : 18세미만이 직업이 전문직인 경우 등
∙ 학력 오류 : 연령과 학력간 관계점검

기초조사표

∙ 이사 오류 : 5년이상 거주하면서 5년내 이사하는 등
∙ 아파트의 단지 규모, 총층수, 층수, 형태 누락
∙ 미혼인데 자녀 범죄피해 두려움 응답
∙ 아파트에 비디오폰. 현관문 구멍 없음
∙ 가구모두가 임금근로자. 학생인데 집을 안 비움
∙ 피해횟수 오류 : 기초와 사건 조사표의 응답이 다름
∙ 상습피해 오류 : 상습피해 횟수가 5회미만인 경우

사건조사표

∙ 다중선택에서 '없음'과 '있음' 에 같이 응답
∙ 차량 도난 불일치 : 앞 문항과 뒤 문항을 다르게 응답
∙ 재물 손상 불일치 : 앞 문항과 뒤 문항을 다르게 응답
∙ 도난 또는 도난미수 불일치 : 상동
∙ 피해자와 가해자 관계 불일치 : 상동
∙ 가해자 인지 불일치 : 상동
∙ 가구침입 불일치 : 상동
∙ 접촉범죄 불일치 : 상동
∙ 피해사실 인지 불일치 : 상동
∙ 도난과 손괴의 금액이 동일
∙ 가구침입이면서 차량·자전거 도난
∙ 사기이면서 손괴
∙ 사기사건이 아닌 범죄의 가해자가 개인이 아님
∙ 가해자를 모른다고 응답하고, 관계에서는 안다고 응답
∙ 이사 불일치 : 앞문항과 뒤문항을 다르게 응답
∙ 일수 불일치 : 시간손실 일수가 치료일수보다 적음
∙ 금액불일치 : 피해금액을 모르면서 되찾았다고 응답
∙ 점핑 오류 : 응답과 미응답이 지시문 조건과 안 맞음
∙ 있다고 응답하고 구체적 수치는 미응답
∙ 필수문항 미응답 : 사건발생일시, 의료비, 가해자명수
∙ 중고생이 피해를 입은 장소가 본인 직장
∙ 보이스피싱의 가해자를 알게 된 경우의 오류
∙ 사건해결을 하면서 가해자를 검거하지 못한 경우
∙ 차량도난 금액이 백만원 미만인 경우
∙ 사건이 해결되었는데 가해자를 모름
∙ 신체 위협만 있으면서 신체피해가 있음
∙ 신체공격 시도만 있으면서 신체피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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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내검규칙을 이용한 내검 결과, 가구 명부 중 3개 문항 184명 185개

가 수정되었고, 기초조사표는 52개 문항 1,403명 1,903개가, 사건조사표는 119개 

문항 324명 1,225개가 수정되었다. 액세스 프로그램에서 수정된 자료를 추출하

여, 최종적으로 입력시스템 자료를 갱신하 다.

이와 더불어 새롭게 바뀐 범죄유형 판별식과 분류체계를 기준으로, 과거 두 차

례의 2008년 및 2010년 기준 범죄피해결과와의 시계열 비교가능성 등을 방법론적

으로 재검토하 으나, 질문측정방식의 불일치 및 워낙 적은 사례 수 등으로 인하

여 상대비교오차범위가 너무 커서, 통계학적으로 범죄유형별 추세분석이 유의미하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본 분석보고서에서는 시계열 비교는 제외키로 하 다. 구

체적인 2013년 조사결과 자료처리 및 내검 추진현황은 다음의 <표 2-27>과 같다.

표 2-27  2013년 조사결과 자료처리 및 내검 추진현황

구 분 추진내용 일정

1. 현장조사 및 
입력·내검

○ 현장조사 및 입력·내검을 동시에 실시
  - 입력시스템을 통해 규칙적인 에러 수정

5.29.~6.12.

2. 내용검토(1)
○ 범죄피해 있는 가구의 기초 및 사건조사표 검토
  - 연관항목 등을 검토하고, 내검 규칙 작성

6.17.~7.12.

3. 업무협의 ○ 현장조사결과 및 자료처리계획 연구진과 조사팀 실무협의 6.26.

4. 내용검토(2) ○ 가구명부 및 범죄피해 없는 가구의 기초조사표 검토 7.15.~26.

5. 내용검토(3)
○ 내검 규칙을 적용하여 오류자료 수정
○ 2012년 기준 판별식 작성 및 적용

7.29.~8.2.

6. 내용검토(4)
○ 2008년 및 2010년 기준 사건조사표 검토
 - 2012년 기준에 따라 사건 제거 및 변경 검토

8.5.~8.23.

7. 결과표 작성 및 
관련자료 비교

○ 기초 및 사건조사표 항목별 유형별 집계
○ 행정자료 및 관련조사 자료 비교 분석

8.26.~9.6.

8. 내검 결과표 작성 
○ 사후가중치 상대오차를 적용한 데이터결과표 작성
○ 조사표, 표본설계보고서, 집계표, 판별식, 원자료 제공

9.9.

9. 연구보고서 작성
○ 데이터크리닝, 데이터 심층분석
○ 보고서 목차체계 구성 및 연구팀 자체세미나
○ 연구진 내용분석 및 최종 보고서 제출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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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표본의 대표성 평가 및 특성

1. 표본의 대표성 평가

2012년 범죄피해조사의 조사 모집단은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의 일반조

사구 중 보통조사구 및 아파트 조사구의 모든 가구 및 만 14세 이상(2013. 5. 

29. 조사기준 시점)의 가구원이다. 표본설계 계획에 따라 총 306,433개 조사구를 

최종 표본 추출 틀로 사용하여, 층화된 각 시·도별 표본 조사구를 조사구내의 

가구수 규모의 제곱근의 비례하는 확률비례계통추출법(PPS)을 적용하여, 630개

의 조사구를 추출하여 조사구당 10가구씩을 조사하 다.

일반적으로 설문조사자료의 경우 모집단의 특성을 추정하기 위해서 가중치10)

를 사용해야 하지만, 본 조사의 경우 16개 시도별 추출률이 상이하고, 기본적으

로 가구를 중심으로 설계된 표본결과를 모집단 인구의 특성을 추정하기 위해 사

용해야 하므로, 가중치를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 따라서 표본의 모집

단에 대한 추정 정도를 보다 정확하게 개선하기 위하여, 벤치마크 모집단(2010

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활용)의 분포에 맞게 사후층화가중치11)를 부여하 다.

본 조사에서는 표본에 대하여 가구가중치와 가구원가중치 두 가지를 고려하

다. 가구가중치는 가구를 분석단위로 사용할 때 적용하는 가중치이고, 가구원가

중치는 개인을 분석단위로 사용할 때 적용하는 가중치이다.

가구가중치는 모집단의 지역별(특별시/광역시, 동부, 읍면부), 주택유형별(단독

/아파트/기타)로 모집단 분포를 고려하 고, 가구원가중치는 지역별(특별시/광역

시, 동부, 읍면부), 성별(남/여), 연령별(14~29세/30~49세/50~59세/60세 이상)로 

모집단 분포를 고려하여 가중치가 계산되었다. 극단가중치의 경우, 사후 층의 인

접 셀과 병합하여 가중치를 조정하 다. <표 2-28>은 가구표본의 지역별 분포가 

얼마나 모집단 분포를 잘 반 하고 있는지를 보여 주고 있다. 실제 조사된 지역

별 분포는 모집단 분포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 경기도의 실제 조사율(13.3%)은 

10) 표본자료를 이용하여 전체 모집단 특성을 추정하기 위해 표본단위에 부여하는 승수를 말한다.

11) 응답가구의 가중된 표본분포가 최신의 벤치마크 모집단 분포와 같게 되도록 조정한 가중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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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단 비율(22.1%)의 절반수준에 불과하고,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도 모집단의 

비율은 20.2%인데 비해 실제 조사율은 12.9%에 불과하 다. 이외에도 부산광역

시, 대구광역시 등이 실제보다 낮은 비율로 표집된 반면, 대전광역시, 광주광역

시, 강원도, 전라남북도, 충청남북도, 경상남북도, 제주도 등은 모집단비율보다 

많이 표집되었다. 특히 이번 표본추출에 울산광역시가 제외된 대신에, 대전광역

시 표본이 해당 비율만큼 과대 표집되었다. 이는 제한된 표본 수에서 주택유형 

및 도시규모 비율까지 일정하게 확보하기 위해 설계가중치로 불가피하게 조정된 

결과 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가구가중치를 적용하여 재분석을 해보면, 마

지막 컬럼의 가중치 비율에 제시된 바와 같이 모집단의 지역별 분포율을 거의 

제대로 반 하도록 조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28  가구표본과 모집단의 지역별 분포

지역구분
관찰수치 모집단

가중치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서울특별시 810 12.9 3,504,841 20.2 19.6

부산광역시 390 6.2 1,243,945 7.2 7.1

대구광역시 300 4.8 868,396 5.0 4.9

인천광역시 330 5.2 919,035 5.3 5.4

광주광역시 240 3.8 515,903 3.0 3.0

대전광역시 450
7.1

532,758 3.1
5.3

울산광역시 - 373,700 2.2

경기도 840 13.3 3,832,223 22.1 22.6

강원도 360 5.7 557,824 3.2 3.2

충청북도 330 5.2 558,978 3.2 3.3

충청남도 390 6.2 749,462 4.3 4.5

전라북도 360 5.7 660,040 3.8 3.8

전라남도 360 5.7 681,585 3.9 3.9

경상북도 450 7.1 1,005,717 5.8 5.8

경상남도 480 7.6 1,151,762 6.6 6.6

제주도 210 3.3 187,389 1.1 1.1

소계 6300 100.0 17,343,558 100.0 100.0

주 : 이번 표본 틀에서는 울산광역시가 제외된 반면, 대전광역시가 그 해당부분만큼 과대 표집 
되어 울산광역시 비율을 통합·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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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인구표본과 관련해서는 사후층화조정의 필요성이 훨씬 더 크다. 왜냐하

면 본 조사에서 기본 표집추출이 가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집단 인구의 지역별, 성별, 연령별 분포를 적절하게 반 할 수 있도록 가구원

가중치가 재설계되어 적용되었다. <표 2-29>에 제시된 바와 같다. 인구표본 역

시 모집단의 지역별 분포 비율와 비슷하게 경기도와 서울특별시는 모집단 비율

에 비해 과소 표집 되었으며,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제주도 등은 

과대 표집 되었다. 가구원가중치 결과 모집단의 지역별 분포율을 충실하게 반

하도록 조정되었다. 

표 2-29  인구표본과 모집단의 지역 분포 비교

지역구분
관찰수치 모집단(14세이상 인구수)

가중치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서울특별시 1769 13.3 8,705,067 20.5 20.2

부산광역시 807 6.1 3,049,121 7.2 7.0

대구광역시 642 4.8 2,142,117 5.1 5.0

인천광역시 730 5.5 2,316,112 5.5 5.6

광주광역시 526 3.9 1,269,029 3.0 2.9

대전광역시 1016
7.6

1,299,274 3.1
5.3

울산광역시 - 931,402 2.2

경기도 1854 13.9 9,762,054 23.0 23.7

강원도 727 5.5 1,278,418 3.0 3.0

충청북도 655 4.9 1,317,519 3.1 3.1

충청남도 746 5.6 1,766,326 4.2 4.2

전라북도 759 5.7 1,552,591 3.7 3.6

전라남도 749 5.6 1,527,236 3.6 3.5

경상북도 922 6.9 2,291,833 5.4 5.3

경상남도 1008 7.6 2,732,980 6.4 6.4

제주도 408 3.1 453,153 1.1 1.1

소계 13317 100.0 42,394,232 100.0 100.0

주 : 이번 표본 틀에서는 울산광역시가 제외된 반면, 대전광역시가 그 해당부분만큼 과대 표집 
되어 울산광역시 비율을 통합·반영하고 있다.   

성별 분포비율(<표 2-30> 참조)보면, 남자는 모집단에 비해 과소 표집되고, 여

자는 모집단에 비해 과대 표집 되었다. 개인가중치 비율을 적용한 결과 관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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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에 비해 모집단의 구성 비율에 비슷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남성이 모집단의 

비율보다 다소 낮게 반 되었다.

표 2-30  인구표본과 모집단의 성별 분포 비교

성별
관찰수치 모집단

가중치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남자
여자

6400
6917

48.1
51.9

24,167,098
24,413,195

49.7
50.3

48.5
51.5

소계 13317 100.0 48,580,293 100.0 100.0

마지막으로 <표 2-31>를 통해 인구표본과 모집단간의 연령별 분포상황을 보

면, 개인가중치가 적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50대 및 60대 이상 집단이 

과장되어 있고, 20대 연령비율이 다소 낮게 반 되어 있어, 결과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표 2-31  인구표본과 모집단의 연령별 분포 비교

연령
관찰수치 모집단 

가중치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1161
1599
2401
2542
2471
3142

8.7
12.0
18.0
19.1
18.6
23.6

3,438,414
6,594,369  
7,794,495  
8,204,781  
6,564,826  
7,973,512

8.5
16.3 
19.2 
20.2 
16.2 
19.7 

9.8
14.5
18.7
19.8
17.6
19.6

소계 13317 100.0 40,570,397 100.0 100.0

2. 조사대상 가구의 특성

가. 조사대상 가구의 거주 특성

<표 2-32>는 본 조사의 대상가구의 도시규모별 주택유형을 요약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6,300가구에 대한 행정구역별 사후가중치를 적용하면, 도시규모별 비중

은 서울특별시가 19.6%, 광역시가 25.6%, 중소도시규모가 47.1%, 읍면지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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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로 나타난다. 한편, 주택유형을 보면, 아파트가 46.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 고, 그 다음이 단독주택 28.8%, 연립/다세대 주택이 19.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도시규모별 주택유형을 살펴보면, 광역시, 중소도시는 아파트 거주비

율이 상대적으로 서울보다 높은 반면에, 읍면지역에서는 단독주택의 비율이 

62.0%로 매우 높았고, 서울은 상대적으로 연립/다세대주택 및 오피스텔 등 기타

유형에 거주하는 가구비율이 높았다. 

표 2-32  조사대상 가구의 도시규모별 주택유형 : 가구가중치 적용

구분

도시규모
관찰
빈도서울

(806)
광역시
(1704)

중소도시
(3046)

읍면지역
(728)

주택유형
전체 (%)

주택
유형

단독주택 25.7 24.7 27.0 62.0 28.8 2,120

아파트 39.4 51.8 50.2 25.1 46.6 2,802

연립/다세대주택 27.3 21.2 16.6 6.8 19.1 1,029

비거주형 건물내 주택 1.5 1.6 3.2 3.1 2.5 185

오피스텔/기타 6.0 0.7 3.0 3.0 3.0 148

소     계 (도시규모 %)
100.0
(19.6)

100.0
(25.6)

100.0
(47.1)

100.0
(7.6)

100.0
(100.0)

6,284

조사대상 가구의 세대구성을 보면, <표 2-33>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부부+자녀

로 구성된 세대가 가장 높은 비율인 38.6%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1인가구

와 부부가구가 각각 25.7%, 18.6%이며, 한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세대는 10.5%로 

그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3세대 가구는 4.4% 등의 분포를 나타낸다. 

읍면지역은 1인가구(32.3%)와 부부구성가구(32.0)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서울시는 3세대가구(5.0%) 및 형제자매로만 구성된 가구(1.3%) 비율이 전체평균

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광역시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한부모+자녀’구성 가구

비율(11.9%)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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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3  조사대상 가구의 세대구성 및 거주안정성 : 가구가중치 적용

서울 광역시 중소도시 읍면 지역 전체(%)
관찰
빈도

세대 구성

1인 가구 26.0 24.6 25.0 32.3 25.7 1,554

부부 16.2 16.7 18.4 32.0 18.6 1,444

부부+자녀 39.9 40.7 39.5 22.2 38.6 2,169

한부모+자녀 10.2 11.9 10.2 8.2 10.5 667

3세대가구 5.0 4.0 4.6 3.0 4.4 256

형제자매로만 구성 1.3 0.8 0.7 0.3 0.8 47

조부모+손자녀 0.5 0.4 0.5 0.9 0.5 39

비혈연/기타 0.8 0.9 1.1 1.1 1.0 67

거주 연수

1년이내 9.1 10.2 10.4 6.2 9.8 581

2년이내 13.3 9.1 9.6 5.6 9.9 584

5년이내 22.8 22.2 20.3 14.1 20.8 1,220

10년이내 21.1 20.8 19.8 12.1 19.7 1,151

20년이내 19.9 21.7 20.8 13.7 20.3 1,266

30년이내 8.7 8.8 7.2 7.9 7.9 512

30년이상 5.1 7.1 11.8 40.5 11.5 970

최근 5년내
이사 횟수

없음 46.7 52.6 54.4 71.7 53.7 3,589

1회 37.7 37.8 32.7 23.4 34.3 2,023

2회 12.1 6.8 9.8 3.9 9.1 505

3회이상 3.5 2.8 3.0 1.0 2.9 167

범죄피해와 관련해서 주요 변인이 될 수 있는 거주 안정성과 관련된 두 가지 

요소, 즉 거주 연수와 최근 5년 내 이사 횟수를 보면(<표 2-33>참조), 지금 살고 

있는 동네에 거주하는 기간이 2년 이상~5년 이내인 경우가 20.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 고, 그 다음이 10년 이상~20년 이내 20.3%, 그리고 5년 이상~10

년 이내가 19.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도시규모별로 거주 연수의 차이를 보

면, 서울에 사는 가구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거주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것으

로 나타나고, 읍면지역에서 거주기간이 30년 이상이 넘는 가구비율이 40.5%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최근 5년 이내 이사경험이 있는 가구가 전체의 46.3%이고, 2.9%는 최근 5년 

이내 3회 이상 이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거주안정성은 읍면지역

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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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사대상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

조사대상 가구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정리해 보면, <표 2-34>와 같다. 

표 2-34  조사대상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 : 가구가중치 적용

서울 광역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전체(%) 관찰빈도

월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미만 18.3 23.0 19.4 44.6 22.0 1,569

100~200만원 미만 19.2 18.4 20.0 18.8 19.4 1,238

200~300만원 미만 20.0 21.6 22.6 18.0 21.5 1,318

300~400만원 미만 16.6 15.8 16.7 10.4 16.0 963

400~500만원 미만 9.6 9.4 9.8 4.6 9.3 531

500~600만원 미만 6.0 6.1 5.7 1.8 5.6 323

600~700만원 미만 3.7 3.4 1.8 0.4 2.5 141

700~1000만원미만 4.8 1.7 2.6 1.1 2.7 147

1000만원이상 1.8 0.6 1.3 0.4 1.1 54

주택 소유

자가 40.3 59.2 57.8 71.4 55.8 3,761

전세 32.1 18.7 18.9 9.6 20.7 1,125

보증부 월세 13.7 12.5 11.0 6.9 11.6 663

월세(사글세) 12.2 7.3 8.4 5.8 8.7 513

무상 1.7 2.3 3.9 6.3 3.2 223

거주지 
영업여부

영업(생계겸용 거주) 3.1 3.7 4.9 4.9 4.2 293

비영업(거주목적) 96.9 96.3 95.1 95.1 95.8 5,991

월평균 가구소득의 분포상황을 보면, 100만원미만, 200~300만원구간, 각각 

22.0%와 21.5%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100~200만

원 미만 구간 및 300~400만원 미만 구간이 각각 19.4%, 16.0%로 조사되었다. 

가구소득 분포비율은 도시규모에 따라서 확연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서울은 가구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비율이 16.3%를 차지하여, 읍면지역의 3.7%

에 비해 4배 이상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택 소유상황을 보면, 자가 소유 비율은 55.8%, 전세를 살고 있는 가

구비율은 20.7%, 보증부월세(11.6%)를 포함한 월세비율은 20.3% 다. 도시규모

별로 보면, 서울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세와 월세 비율이 높은 

반면, 읍면지역은 자가 비율이 71.4%로 매우 높아서 소득수준과 주택소유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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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현 거주지에서 가구원 가운데 생계목적으로 업을 하고 있는 가

구비율(거주+생계 업 겸용)은 전체의 약 4.2% 으며, 도시규모별로 보면, 서울

에 비해서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에서 거주지 업을 하는 가구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3. 조사대상자의 특성

가.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표 2-35>은 응답자의 성별에 따른 연령, 혼인상태, 장애여부, 외국인여부 등

의 분포상황을 정리한 것이다. 먼저, 조사대상자의 성별분포를 보면, 남자가 

50.1%, 여자가 49.9%로 구성되어 있다. 연령분포를 보면, 만 14세 이상~19세까

지의 10대 연령대가 9.8%, 20대가 14.5%, 30대가 18.7%, 40대가 19.8%, 50대가 

17.6%, 60대가 10.3%, 70대 이상이 9.3% 등으로 나타났다. 성별 연령대 분포상

황을 보면, 남자는 상대적으로 10대 및 2~3대 비율이 높은 반면, 여자는 60대와 

70대 이상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인구표본의 혼인상태별 분포는 미혼이 29.0%, 현재 배우자가 있는 기혼자는 

60.0%, 사별이나 이혼 등의 이유로 현재 배우자가 없는 기혼자는 11.0% 등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여자는 남자에 비해서 사별/이혼 비율이 매우 높고, 남

자는 여자에 비해서 미혼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응답자중 장애인으로 등록된 대상자((장애인복지카드 있는 협의의 장애인)는 

2.1%이며, 여자에 비해 남자가 장애가 있다고 보고한 비율이 약간 더 높다. 한

편, 출신국가가 외국인인 비율은 0.9%이고, 남자보다는 여자 외국인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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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5  조사대상 가구원의 성별 인구학적 특성 : 가구원가중치 적용

구분 남자 여자 전체 관찰빈도

연령

10대 11.1 8.6 9.8 1,161

20대 15.1 13.9 14.5 1,599

30대 19.2 18.1 18.7 2,401

40대 20.0 19.6 19.8 2,542

50대 17.6 17.6 17.6 2,472

60대 9.5 11.1 10.3 1,568

70대이상 7.5 11.1 9.3 1,574

혼인상태

미혼 34.3 23.7 29.0 3,351

현재 배우자 있음 60.0 60.0 60.0 8,329

사별/이혼 5.6 16.3 11.0 1,637

장애인
복지카드

있음 2.4 1.8 2.1 333

없음 97.6 98.2 97.9 12,984

외국인여부
외국인 0.7 1.0 0.9 103

내국인 99.3 99.0 99.1 13,214

계 50.1 49.9 100.0 13,317

조사대상자의 성별 및 연령별 분포를 도시규모별로 보면, 다음 <표 2-36>과 

같다. 서울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여자비율이 다소 높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도시규모간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았다. 그러나 연령별 분포는 도시규모별로 큰 

차이를 보여, 읍면지역의 조사대상자들은 70대이상 고령자 비율이 21%가 되는 

등 50대 이상인 비율이 과반수를 넘어 서울 등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

게 구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표 2-36  조사대상자의 도시규모별 인구학적 특성 : 가구원가중치 적용

구분
도시규모

전체
관찰
빈도서울 광역시 중소 도시 읍면 지역

성별
남자 49.3 50.1 50.6 50.2 50.2 6,400

여자 50.7 49.9 49.4 49.8 49.8 6,917

연령대

10대(14세이상) 8.1 11.0 10.1 9.0 9.8 1,161

20대 17.6 14.3 14.2 8.5 14.5 1,599

30대 19.8 18.2 19.2 13.3 18.7 2,401

40대 19.1 20.1 20.4 16.8 19.8 2,542

50대 17.5 18.3 17.2 17.5 17.6 2,472

60대 10.1 10.2 10.0 13.7 10.3 1,568

70대이상 7.8 8.0 8.8 21.1 9.3 1,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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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사대상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마지막으로 조사대상자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요약해 보면, 다음 <표 2-37>과 같

다. 먼저 직업유형을 보면, 관리자/전문가가 9.0%, 사무종사자가 14.4%, 서비스판

매종사자가 14.4%, 농림업종사자가 4.4%, 기능원이 7.9%, 단순노무종사자가 5.1%, 

전업주부가 18.4%, 학생이 14.1%, 군인/무직/기타 등이 12.3%로 구성되어 있다. 성

별 직업유형의 분포를 보면, 여자는 전업주부 비율이 36.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이 서비스판매종사자의 순으로 구성된 반면, 남자는 관리자/전

문가, 사무종사자, 기능원, 학생 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구성되어 있다.

종사상지위를 보면, 임금근로자가 56.7%, 자 업자가 39.6%, 무급가족종사자 

13.1%, 전업주부나 학생 등 해당없는 유형은 2.8% 다. 종사상 지위 분포에 있

어서도 성별 차이는 매우 뚜렷한데, 여성은 임금근로자 비율이 56.7%로 상대적

으로 높았고, 남자는 자 업자나 무급가족종사자 비율이 더 높았다. 

표 2-37  조사대상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 가구원가중치 적용

구분 남자 여자 전체 관찰빈도

직업유형

관리자/전문가 11.1 7.0 9.0 1,115

사무종사자 17.7 11.1 14.4 1,698

서비스판매종사자 14.5 14.4 14.4 1,931

농림업종사자 4.7 4.1 4.4 917

기능원 13.4 2.4 7.9 1,042

단순노무종사자 5.8 4.3 5.1 702

전업주부 0.6 36.4 18.4 2,577

학생 16.3 11.8 14.1 1,618

직업군인/무직/기타 15.9 8.6 12.3 1,717

종사상지위

임금근로자 32.5 56.7 44.5 5,876

자영업자 48.0 31.2 39.6 5,011

무급가족종사자 18.5 7.7 13.1 1,935

해당없음(전업주부, 학생 등) 1.1 4.5 2.8 495

교육수준

무학 1.0 5.2 3.1 597

초졸 6.4 11.8 9.1 1,519

중졸 10.5 12.6 11.6 1,624

고졸 35.3 33.3 34.4 4,557

전문대졸 14.9 14.9 14.9 1,842

대졸 27.3 19.6 23.4 2,765

대학원졸 4.4 2.6 3.5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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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수준을 보면, 무학이 3.1%, 초등학교졸업이 9.1%, 중학교졸업이 11.6%, 

고등학교졸업이 34.4%, 전문대학 졸업이 14.9%, 대학교졸업이 23.4%, 대학원졸

업이상이 3.5%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별 분포 차이를 보면, 남성이 여성에 비해

서 훨씬 더 높은 교육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끝으로 조사대상자의 직업유형을 도시규모별로 보면, 다음 <표 2-38>과 같다. 

서울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관리자/전문가, 그리고 사무종사자 비율이 상대적

으로 높고, 읍면지역은 농림업 종사자 비율이 뚜렷이 높은 반면, 학생비율은 상

대적으로 낮았다. 한편 광역시는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업주부 및 학생 

비율이 더 높았고, 중소도시는 상대적으로 기능원 점유비율이 다소 높았다.

표 2-38  조사대상자의 도시규모별 사회경제적 특성 : 가구원가중치 적용

도시규모
전체

관찰
빈도서울 광역시 중소도시 읍면 지역

직업
유형

관리자/전문가 13.3 7.7 8.6 4.8 9.0 1,115

사무종사자 17.9 13.5 14.5 7.3 14.4 1,698

서비스판매종사자 14.8 14.7 14.6 11.1 14.4 1,931

농림업종사자 0.1 0.9 4.9 25.4 4.4 917

기능원 4.4 7.7 9.6 7.9 7.9 1,042

단순노무종사자 4.5 4.9 5.2 6.5 5.1 702

전업주부 17.0 21.3 18.1 14.1 18.4 2,577

학생 13.9 16.0 13.7 10.2 14.1 1,618

직업군인/무직/기타 14.1 13.3 10.9 12.8 12.3 1,717

제5절 범죄피해유형 추출방법

1. 범죄유형의 분류체계 및 판별조건식

새롭게 재설계된 범죄피해조사에서 범죄유형은 각 사건조사표에 기입된 범죄

수법 및 피해양상 등 사건의 구성요건들을 종합하여 판별된다. 범죄판별식이란 

범죄피해 사건의 범죄유형을 결정하기 위하여, 사건조사표의 관련항목을 범죄유

형별로 조건으로 표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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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조사(2008년 기준)에서는 범죄유형의 대분류를 가구범죄와 개인범죄로 

나눈 다음, 가구범죄의 중분류를 주거침입절도, 주거침입강도, 주거침입

손괴, 단순주거침입, 단순손괴사건, 그리고 개인대상 범죄의 중분류를 

절도, 강도, 상해, 단순폭행, 강간, 강제추행, 지속적 괴롭힘

(스토킹), 단순협박, 사기 등 총 14가지 기본형 범죄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김은경 외, 2009:18). 제2차 조사(2010년 기준)에서는 이와 동일한 분

류체계를 유지시키면서, 가구대상범죄에 가동차관련범죄 2가지 중분류(자동차절

도와 자동차손괴)를 추가 총 16가지 범죄유형을 판별하여 측정하 다(김지선 외, 

2013:68).

하지만, 기존 가구범죄와 개인범죄로 구분하는 방식에서는 가구에서 일어나 

폭행이나 강도를 가구범죄로 파악하지만, 실제로는 개인범죄와의 구분이 모호하

며, 더욱이 개인피해에 가구가중치를 적용하는 등의 문제점이 내재해 있다. 또

한 가구범죄와 개인범죄를 이분화함으로써, 전체 범죄피해 발생율 추정에 난점

이 제기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번 분석에서는 기본적으로 분석단

위를 “개인(가구원)”에 초점을 두어 범죄피해율을 산정하고, 가구침입범죄의 경

우에만 별도의 분석 장을 두어 재분석을 하는 방법론을 채택하기로 하 다. 제3

차(2012년 기준)조사의 범죄유형 분류체계는 기존의 분류체계(가구범죄와 개인

범죄로 이분화)를 폐기하고, 동 조사의 모델인 미국범죄피해조사(NCVS)를 참고

하여, 폭력피해와 재산피해의 두 범주로 구분하고, 가구침입범죄는 별도로 특수 

분류를 적용하여 별도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분석체계를 재구조화하 다. 한편, 

공표범죄유형은 다음의 <표 2-39>과 같이 대분류는 폭력피해와 재산피해로 2가

지로 정하고, 중분류는 상대표준오차 등을 고려, 강간, 강도, 폭행, 소매치기, 절

도, 손괴, 사기, 주거침입 등 8가지로 구분하기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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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9  기존과 현행 범죄유형 분류체계의 비교

2010년 범죄유형 분류체계 2012년 범죄유형 분류체계

구분 범죄유형 가중치

가구피해

주거침입강도

가구

주거침입절도

주거침입기타

단순주거침입

주거침입손괴

단순손괴

자동차절도

자동차손괴

개인피해

절도

가구원

강도

사기

폭행상해

협박

괴롭힘

성폭행

개인기타

구분 범죄유형 가중치

폭력피해

강간

가구원

상해성추행

무상해성추행

강도

상해폭행

무상해폭행

재산피해

소매치기

자동차절도

일반절도

자동차손괴

일반손괴

사기

주거침입(미수) 가구

한편, 상습범죄(비슷한 수법으로 5회 이상 반복적인 피해를 당했으나 각 사건

을 잘 구별할 수 없는 경우에, 사건조사표를 1장으로 작성)의 경우, 상습범죄 포

함여부에 따라 각각 통계표 작성하게 하 는데, 상습범죄 횟수가 10회 이상인 

경우 미국규칙에 따라 10회로 추정하여 범죄율을 추정키로 하 다. 세부적인 범

죄유형 판별조사는 다음의 <표 2-40>의 [범죄유형 판별식]을 가지고 새롭게 범죄

유형 변수를 재구성하여 data 시스템에 반 하 다.



제2장 조사내용 및 방법

107

표 2-40  범죄유형 판별조건식

범죄유형 판별조건식

강간(미수)

∙ 12번(신체공격내용)이 ① 혹은 ②인 경우
∙ 13번(신체피해내용)이 ② 혹은 ③인 경우
∙ 11번(위협피해내용)이 ①이면서 8번(무기사용여부)가 ①인 경우
∙ 11번(위협피해내용)이 ①이면서 11번(위협피해내용)이 ⑦~⑪, ⑬인 어느 하나인 경우 

상해성추행
∙ 11번(위협피해내용)이 ④~⑥중의 하나 혹은 12번(신체공격내용)이 ③이면서, 8번(무기

사용여부)이 ①이거나 혹은 13번(신체피해내용)이 ④~⑪ 중 어느 하나인 경우 

강도
∙ 9번(공격여부)<③ and 19번(재산피해여부)<③ and (11번(위협피해내용)의 ①=null and 

11번의 ③=null and 11번의 ④=null and 11번의 ⑤=null and 11번의 ⑥=null 
and 12번(신체공격내용)의 ③=null)

상해폭행

∙ 9번(공격여부)<③ and 19번(재산피해여부)=③ and (11번(위협피해내용)의 ①=null and 
11번의 ③=null and 11번의 ④=null and 11번의 ⑤=null and 11번의 ⑥=null 
and 12번(신체공격내용)의 ③=null) and (13번(신체피해내용)이 ⑤~⑪ 중 어느 하나
인 경우

무상해성추행
∙ 10번(사건내용)이 ④이거나, 11번(위협피해내용)이 ① 혹은 ④~⑥ 혹은 or 12번(신체

공격내용)이 ③이면서, 13번(신체피해내용)이 ①인 경우

무상해폭행
∙ 9번(공격여부)<③ and 19번(재산피해여부)=③ and (11번(위협피해내용)의 1=null and 

11번의 4=null and 11번의 5=null and 11번의 6=null and 12번(신체공격내용)의 
3=null) and 13번(신체피해내용)의 1=1

소매치기 ∙ 6번(주거지발생여부)=② and 9번(공격여부)=③ and 19-4번(접촉탈취여부)=1

주거침입(기수)
∙ 7번(침입여부)이 ①이면서 9번(공격여부)이 ③인 경우
∙ 7-2번(사건발생시 가구원 재가여부)이 ②이거나 7-3번(재가 가구원)이 ③인 경우

주거침입미수 ∙ 7번(침입여부)이 ②이면서 9번(공격여부)이 ③인 경우

자동차절도
∙ 6번(주거지발생여부)이 ②이거나 6-1번(승인된 출입여부)이 ①이면서, 9번(공격여부)이 

③이고, 19-2번(재산피해물품)이 ②인 경우

일반절도

∙ 6번(주거지발생여부)이 ②이거나 6-1번(승인된 출입여부)이 ①이면서, 9번(공격여부)이 
③이거나 10번(사건내용)의 1=null and 10번의 2=null and 10번의 3=null and 10
번의 4=null and 10번의 5=null and 10번의 9=null and 10번의 10=null and 10
번의 11=null and 10번의 12=null)) and (19번(재산피해여부)=① and 19-2번(재산
피해물품)의 ②=null and 19-4번(접촉탈취여부)=②)이거나 19번(재산피해여부)이 ②
인 경우

자동차손괴
∙ 6번(주거지발생여부)이 ②이거나  6-1번(승인된 출입여부)이 ①이면서, 9번(공격여부)

이 ③이고, 19번(재산피해여부)이 ③이면서, 20번(물품손상여부)이 ①인 경우

일반손괴
∙ 6번(주거지발생여부)이 ②이거나 6-1번(승인된 출입여부)이 ①이면서, 9번(공격여부)이 ③

이고, 19번(재산피해여부)이 ③이면서, 20번(물품손상여부)의 1= Null and (20번의 2=1 
or 20번의 3=1 or 20번의 4=1 or 20번의 4=1 or 20번의 5=1 or 20번의 6=1)

사기 ∙ 기초조사표 관련문항 23번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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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표 범죄유형 결정규칙

만일 범죄유형이 한 사건에서 일종의 경합 또는 결합의 형태로 나타날 경우, 

그 사건의 “기본형 범죄유형”은 범죄 심각성의 위계규칙에 따라 규정되도록 하

다. 본 조사에서는 범죄의 위계규칙을 기본적으로 강간> 강도> 폭행> 소매치

기> (주거침입) > 절도> 손괴> 사기 등의 순으로 정하 다. 가령, 상해폭행과 강

간이 중복된 사건이나 단순폭행과 강제추행이 중복된 사건들은 모두 성폭력(강

간 및 강제추행)의 법익침해수준이 더 높기 때문에, 성폭력으로 분류하기로 한

다. 이번 조사의 자료에서 중복 범죄피해사건의 범죄유형 결정규칙을 정리하면, 

다음 <표 2-41>과 같다. 이렇게 각 해당사건의 성격을 기초로 기본형 범죄유형

을 규정한 후, 각 유형별 추가분석을 통해서 결합범죄 및 경합범죄유형을 판별

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표 2-41  공표 범죄유형 결정규칙

범죄유형 공표유형

01 강간(미수) 1 성폭력

02 상해성추행 1 성폭력

03 강도 2 강도

04 상해폭행 3 폭행

05 무상해성추행 1 성폭력

06 무상해폭행 3 폭행

07 소매치기 4 소매치기

08 주거침입완료 5 주거침입

09 주거침입미수 5 주거침입

10 자동차절도 6 절도

11 일반절도 6 절도

12 자동차손괴 7 손괴

13 일반손괴 7 손괴

14 사기 8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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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주요 범죄 피해발생률

제1절 2012년 범죄피해건수와 피해율

만 14세 이상의 우리나라 국민이 2012년 한 해 동안 경험한 범죄피해의 정도

는 어느 정도일까? 있을 수 있는 모든 범죄를 고려한다면, 그에 대한 응답은 본 

보고서에서 불가능하다. 범죄피해조사에서 모든 종류의 범죄피해를 측정하는 것

은 불가능하며, 부득이하게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면서도 동시에 현실적으로 설

문조사상의 측정이 가능한 범죄피해 유형들만을 선별해야 하기 때문이다.

매우 당연하게도, 본 보고서를 통해 피해율을 계산해 볼 수 있는 피해범죄의 

범위는 이번 조사연구의 설문지를 통해 측정한 범죄들에 국한된다. 이번 조사에

서 측정한 범죄는 성폭력범죄(강간과 강간미수 및 성추행), 강도범죄(주거침입강

도와 기타 강도), 폭력범죄(협박, 폭행, 상해) 등 크게 3가지 범죄유형을 포함하

는 폭력피해 범죄와 소매치기, 일반절도(주거침입절도와 소매치기를 제외한 절

도 및 자동차절도), 손괴(일반 손괴와 자동차 손괴), 사기(주로 인터넷이나 전화

를 이용한 피싱 사기 및 일부 기타 사기), 주거침입범죄(주거침입절도와 주거침

입손괴) 등 크게 5가지 범죄유형을 포함하는 재산피해 범죄이다. 이상의 범죄유

형에 속하지 않는 다른 형태의 범죄에 대한 피해율 계산은 본 보고서에서 원천

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범죄피해조사가 현실적으로 모든 범죄를 포괄하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안다면, 

범죄피해조사에서 측정한 범죄유형들만의 전체 피해율이라는 것은 아주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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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의미밖에는 지니지 못한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측정한 범죄의 종류가 많아

지면 그 자체만으로도 전체 피해율이 높아지고 그 종류가 적어지면 전체 피해율

이 낮아지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조사된 범죄피해의 유형이 정

확히 무엇이고 그 측정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도 잘 모르면서 오로지 전체 범죄피

해율에만 관심을 갖는 경우가 없기를 바란다. 그와 동일한 맥락에서, 아래 계산

한 여러 범죄들을 합산하여 계산한 피해율 그 자체에는 큰 의미가 없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는 피해율은 각 개별 유형의 범죄피해율이고, 

몇몇 유형을 합쳐서 계산한 피해율은 그야말로 그 몇몇 유형들만을 선택하여 합

쳤을 때 나타나는 피해율에 지나지 않는다. 즉 본 보고서에서의 이른바 전체 피

해율은 위에서 언급한 8개 유형의 개별범죄들을 합산한 뒤에 계산한 피해율일 

뿐이고, 폭력피해 범죄의 피해율이나 재산피해 범죄의 피해율도 그 하위유형들

을 합산한 것에 대한 피해율일 뿐이다.

한편, 개별유형의 범죄들을 몇 개로 크게 묶는 방법은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

고 어떻게 묶느냐에 따라 묶여진 범죄군들에서의 피해율이 서로 달라지게 되는

데, 본 보고서에서는 지난 2008년도 및 2010년도의 조사결과보고서와는 달리 폭

력피해 범죄와 재산피해 범죄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2008년도와 2010년도

의 보고서에서는 개인범죄와 가구범죄로 나누었으며, 개인범죄의 피해율은 가구

원수를 분모로 하여 계산하고 가구범죄 피해율은 가구수를 분모로 하여 계산하

었다. 이에 비해, 이번 2012년도 보고서에서는 대인-가구의 기준으로 나누는 

대신, 폭력피해-재산피해의 기준으로 나누고 두 경우 모두 가구원수를 분모로 하

여 그 피해율을 계산하 다. 

한편, 본 보고서에서는 단순주거침입과 주거침입강도, 그리고 주거침입절도, 

주거침입손괴, 자동차(가구소유로 간주)절도 등의 가구관련 범죄에 관한 피해에 

대해서는 제6장에서 별도로 보고하고자 한다. 덧붙여, 가구관련 범죄피해율의 

경우엔, 가구수를 분모로 하여 피해율을 계산하게 됨은 물론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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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도 전국범죄피해조사 결과 전체 요약

2012년도 전국범죄피해조사의 표본수는 가구 기준으로는 6,300가구, 가구원 

기준으로는 13,317명이다. 어떤 한 사람의 피해자가 비슷한 유형의 범죄피해를 

상습적으로 경험하는 경우(상습범죄피해)를 일단 하나의 사례로 간주할 경우, 이 

6,300가구 13,317명 중에서 보고된 범죄피해건수는 총 601건이다. 단, 내용이 구

별되는 사건의 중복피해들은 601건 내에 포함된다. 즉 한 사람이 서로 다른 유

형의 범죄피해를 2건 이상 경험한 경우(중복범죄피해)는 각각 서로 다른 사건으

로 간주하 다. 601건 중에서 폭력피해 범죄는 92건이고, 뒤의 다섯 가지 유형

을 묶은 재산피해 범죄는 509건이다.

표 3-1  조사된 범죄피해건수와 피해율 계산

구분 조사된 범죄피해의 총계 폭력피해 범죄 재산피해 범죄 총 인원

조사 피해건수 601건 (4.5%) 92건 (0.7%) 509건 (3.8%) 13,317명

추정 피해건수(가구원가중치) 1,975,155건 (4.6%)
323,959건 

(0.8%)
1,651,196 

(3.8%)
42,936,210명※

인구 10만 명 당 피해율 4,600.2 754.5 3,845.7 100,000명

※ 42,936,210명은 2012년도 만 14세 이상 추계인구.

조사된 피해건수 총 601건을 2012년도의 추계인구에 맞게 가중치를 주어 추

정해 보면, 42,936,210명 중의 1,975,155건, 14세 이상 총 인구 중 4.6%에 해당된

다. 이는 인구 10만 명 당 4,600건 정도로 추산된다. 92건의 폭력피해 범죄는 

2012년도 14세 이상 총 인구 중 0.8%에 해당하는 323,959건, 인구 10만 명 당 

745건으로 추정할 수 있다. 재산피해 범죄의 경우에도 가구원가중치를 부여하여 

총 인구수로 계산하 는데, 이는 재산피해 범죄 중에 침입절도 등과 같은 가구

범죄 뿐만 아니라 소매치기나 일반 대인절도, 개인적으로 당한 사기 등도 포함

되기 때문에 부득불 그리 한 것이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가구범죄 피해에 대해

서는 제6장에서 따로 분석해 볼 것이다. 재산피해 범죄 전체를 총 인구수를 기

준으로 계산한다는 것은 하나의 가구범죄에 여러 명의 동시적 피해자가 있어도 

그 각각의 피해를 모두 하나의 피해로 간주하겠다는 의미이다. 아무튼 이를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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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에 두고 보자면, 재산피해 범죄는 2012년도 14세 이상 총 인구 중 3.8%에 해

당하는 1,651,196건, 인구 10만 명 당 3,856건 정도로 추산해 볼 수 있겠다.

폭력피해 범죄는 서두에서도 언급했듯이 성폭력범죄와 강도범죄, 그리고 폭력

(협박/폭행/상해)범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조사 결과에서는 성폭력피해가 21

건, 강도피해(주거침입강도와 대인강도 모두 포함)가 8건, 협박/폭행/상해 피해

가 6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에 가구원가중치를 부여하면, 성폭력범죄피해

는 42,936,210명 중 74,482건(0.2%)로 추정할 수 있고, 강도범죄는 28,221건

(0.1%), 폭력범죄는 221,256건(0.5%)로 추정할 수 있다. 

표 3-2  폭력피해 범죄의 피해건수와 피해율 계산

구분
폭력피해 범죄

전체
성폭력 강도

폭행(협박포함)/
상해

총 인원

조사 피해건수 92건 (0.7%) 21건 (0.2%) 8건 (0.1%) 63건 (0.5%) 13,317명

추정 피해건수
(가구원가중치)

323,959건 
(0.8%)

74,482건
(0.2%)

28,221건
(0.1%)

221,256건
(0.5%)

42,936,210명※

인구 10만 명 당 피해율 754.5 173.5 65.7 515.3 100,000명

공식통계 10만 명 당 
범죄율

431.8 41.9 5.2 375.7 100,000명

※ 42,936,210명은 2012년도 만 14세 이상 추계인구.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수치를 토대로 폭력성 범죄유형 내의 각 하위유형들의 

인구 10만 명 당 피해율을 계산하면, 성폭력범죄가 173.5, 강도범죄가 65.7, 폭

력범죄가 515.3 정도로 산출된다. 이를 대략적으로 공식범죄통계와 비교할 경우, 

성폭력범죄는 약 24% 정도, 강도범죄는 약 7.9% 정도, 폭력범죄는 약 73% 정도

가 형사사법기관에 의해 처리된다는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긴 하다. 단, 여러 

가지 오류(특히 표본오차)의 가능성으로 인해 이와 같은 비교의 정확성을 단정

하기는 어렵다. 특히 사례수가 적은 강도범죄와 성폭력범죄의 경우엔 여러 가지 

이유에서 비교 시 오류 가능성이 훨씬 더 클 수 있다. 하지만, 뒤에서 보게 될 

신고율 지표들을 보자면 폭력범죄(폭행/상해)의 신고율(이번 조사에서 약 40% 

이상)은 높고 성폭력범죄와 강도범죄의 경우(성폭력 8.4%, 강도 29.8%)엔 신고

율이 비교적 매우 낮게 나오므로 위 비교 결과가 어느 정도까지는 그럴 듯한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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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지는 않다. 물론 신고율에서 강도와 성폭력이 서로 반대로 나왔다면 상당

히 그럴 듯 했을 뻔도 하 다. 정확도를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좀 더 위험

을 무릅쓰고 한 가지 판단을 더 해보자면, 과거 조사 때(가령 2008년도 조사)보

다 우리나라의 범죄암수가 더 많이 줄어들었다는 판단도 조심스럽게 내려 볼 수 

있을 성싶다.

한편, 재산피해 범죄의 경우, 소매치기 절도피해가 14건, 강도를 제외한 주거

침입범죄(주거침입절도와 주거침입손괴 등) 152건, 일반절도가 157건, 손괴(주거

침입손괴 제외)가 75건, 사기 11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본 조사에서 소

매치기와 일반절도는 서로 다른 것인데, 일반절도에는 가령 대학생들이 도서관 

책상에 놓아둔 책을 누군가 훔쳐간다든지 혹은 집에서 발생한 절도이긴 하나 주

인의 허락을 받고 들어온 사람이 몰래 물건을 훔쳐간다든지 하는 등의 절도유형

들이 포함된다. 즉 일반절도는 주거침입절도에도 해당되지 않고 소매치기절도에

도 해당되지 않는 기타의 절도행위들이라고 할 수 있겠다. 

다음 <표 3-3>에서 추정 피해건수를 산출하기 위해 적용한 가중치는 가구가중

치(총가구수 기준)가 아니라 가구원 가중치(총인구수 기준)인데, 가구원 가중치

를 이용하여 계산한 추정 피해건수는 소매치기범죄가 44,402건(0.1%), 주거침입

범죄가 461,997건(1.1%), 일반절도가 525,930건(1.2%), 손괴가 269,818건(0.6%), 

사기가 349,068건(0.8건)으로 나온다. 이들 각각의 인구 10만 명 당 피해율은 소

매치기 103.4, 주거침입 1,076.0, 일반절도 1224.9, 손괴 628.4, 사기 473.6으로 

계산해 볼 수 있다. 폭력피해 범죄에서와는 달리 재산피해 범죄에서는 곧바로 

공식범죄통계와 비교해 보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 그 비교는 바로 뒤에서 몇 가

지 조치를 취한 연후에 다시 해 보기로 하고, 여기서는 사기범죄의 공식통계상 

인구 10만 명 당 범죄율(이른바 발생비)만 제시해 보았다. 사기범죄의 경우 범죄

피해조사 결과와 공식범죄통계에 나타난 결과를 서로 비교하기 어려운 범죄이긴 

하나, 이번 조사에서 사기피해 신고율이 약 40% 정도(본 보고서의 제7장 참조)

로 나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주 말이 안 되는 비교는 아닐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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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재산피해 범죄 피해건수와 피해율 계산

구분
재산피해 

범죄
소매치기 주거침입 일반절도 손괴 사기 총 인원

조사 피해건수
509건 
(3.8%)

14건 
(0.1%)

152건 
(1.1%)

157건
(1.2%)

75건
(0.6%)

111건 
(0.8%)

13,317명

추정 피해건수
(가구원가중치)

1,651,196 
(3.8%)

44,402
(0.1%)

461,977
(1.1%)

525,930
(1.2%)

269,818
(0.6%)

349,068
(0.8%)

42,936,210명※

인구 10만 명 당 피해율 3,845.7 103.4 1,076.0 1224.9 628.4 813.0 100,000명

공식통계 10만 명 당 
범죄율

- - - - - 473.6 100,000명

※ 42,936,210명은 2012년도 만 14세 이상 추계인구. (일단은 가구원 가중치 적용)

2. 주요 범죄유형의 상세 분할 및 재산피해 범죄 재추정

본 조사에서 나타난 재산범죄 피해율을 대략적인 수준에서나마 공식범죄통계

와 비교해 보려면 위 표와 같은 형태로는 어렵기 때문에, 먼저 몇 가지 선행 작

업을 해야 한다. 그 선행 작업 중의 하나는 앞서 제시했던 총 8개 유형의 범죄

들 중 그 성분을 좀 더 나눌 수 있는 경우엔 좀 더 자세히 나누어 보는 일이다. 

다음 <표 3-4>는 앞서 살펴보았던 폭력피해 범죄 및 재산피해 범죄 중에서 5

개 유형의 범죄를 좀 더 상세하게 분할해 보았다. 분할하여 나타낸 수치들에는 

피해율도 백분율도 표기하지 않았는데, 이는 수치를 세분화할 경우 사례수가 극

히 적어지면서 비율 계산이나 통계적 추정 등을 하기에 적합해지지 않기 때문이

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성폭력범죄는 원래 강간과 강간미수, 상해성추행과 비상해성추행으로 조

합식을 만들었으나 강간과 강간미수의 경우엔 단 한 사례도 발견되지 아니 하

다. 즉 본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성폭력범죄 21건 중에는 강간이나 강간미수가 

잡히지 않은 것이다. 13,000명이 넘는 표본에서도 순수한 강간범죄는 잘 포착되

지 않는 것이다. 물론 순수 강간범죄 피해의 경우, 설문조사에 응답하지 않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 정도는 고려해야 할 것이다. 아무튼 성폭력범죄 21

건은 그 중 1건이 상해성추행이고 나머지 20건은 비상해성추행이다. 강도범죄피

해 8건의 경우를 좀 더 상세히 분할해 보자면, 8건 중 4건은 침입강도 고 나머

지 4건은 침입강도 이외의 강도범죄 던 것으로 드러났다. 63건의 폭력범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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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과 상해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 폭행범죄피해(협박/괴롭힘 포함)는 46건, 

상해범죄피해는 17건이었다. 손괴범죄피해 75건은 자동차 손괴가 74건이었고, 

기타 손괴가 1건이었다.

표 3-4  폭력피해 및 재산피해 범죄 피해건수 재분할

구분

성폭력범죄
(21건)

강도범죄
(8건)

폭력범죄
(63건)

손괴범죄
(75건)

주거침입범죄
(152건)

총 인원
상해

성추행
비상해
성추행

침입
강도

기타
강도

폭행 상해 자동차 일반
침입
손괴

침입
절도

단순
침입

조사 
피해건수

1건 20건 4건 4건 46건 17건 74건 1건 12건 107건 33건 13,317명

가장 주의해서 보아야 할 범죄유형은 주거침입범죄이다. 주거침입범죄는 허용 

표본 오차와 통계적 추정 등의 문제로 되도록이면 크게 묶어서 제시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긴 하지만, 그 하위 구성요소들은 판단 기준에 따라 상당히 이질

적인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잘 살펴

보아야 한다. 주거침입범죄는 주거침입절도, 주거침입기수손괴, 단순주거침입, 

주거침입미수손괴, 주거침입미수미손괴의 5가지 종류로 분할해 볼 수 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침입절도로, 152건 중 107건이 주거침입

절도이다. 그 다음은 주거침입미수로 24건이다.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의 주거침

입미수 24건 중 5건은 손괴를 동반한 사건들(주거침입미수손괴)이었다. 즉 집에 

침입하려는 과정에서 문이나 잠금장치 등 집 바로 바깥의 시설들에 대해 훼손을 

한 경우들에 해당된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주거침입에 성공한 후에 다른 범죄 

없이 손괴만 저지른 사례(주거침입기수손괴)가 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앞의 5건과 뒤의 7건을 합치면 모두 주거침입손괴(12건)라고 할 수 있겠다. 그 

외 나머지 14건은 단순주거침입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주거침입(14건)과 주거

침입미수미손괴(19건)를 합치면 33건이 된다.

위 상세 분할표를 토대로 재산피해 범죄의 피해건수와 피해율을 다시 계산해 

본 표가 다음 <표 3-5>이다. 우선 위 분할표를 이용해 절도범죄를 재구성해보자

면, 절도범죄에는 소매치기범죄 14건, 일반절도 157건, 주거침입절도 107건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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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합쳐 278건이 해당된다. 그 피해율을 추정해 볼 경우, 다소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왜냐하면, 합산하여 다시 계산한 절도범죄에는 가구범죄인 침입절

도와 대인범죄인 소매치기가 혼재되어 있어서 가중치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일반절도의 경우엔 집주인의 허락을 받고 들어갔다가 몰

래 물건을 훔치는 경우 등은 물론이고 소매치기 이외의 각종 대인절도 역시도 

섞여 있을 수 있는데, 전자의 일부는 가구범죄에 해당될 수 있고 후자의 상당부

분은 대인절도에 해당될 수 있다. 그 하나하나를 모두 판별해 내기가 쉽지가 않

기 때문에 여기서는 편의상 주거침입절도만을 가구범죄로 가정하고 나머지는 모

두 대인절도로 취급한 다음, 앞의 것에는 가구를 기준으로 하고 뒤의 것에는 가

구원을 기준으로 하여 각각 따로 계산한 다음 그 결과를 통합하여 피해율을 계

산하는 방법을 사용하 다. 그 방법으로 계산해보자면, 절도범죄의 인구 10만 

명 당 피해율은 약 2,983 정도로 추정된다. 이에 비해 공식범죄통계상 절도범죄

의 발생비, 즉 인구 10만 명 당 절도범죄 발생율은 575.2이다. 약 다섯 배 가까

운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 부분이 이른바 ‘숨은 범죄’라고 할 수 있겠다. 뒤에

서 보게 될(제7장) 절도범죄 신고율 평균은 대략 20%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신고율이 그 정도라면 대충 다섯 배 차이가 나는 게 정상에 가깝다고 할만하다.  

  

표 3-5  재산피해 범죄 피해건수와 피해율 계산

구분
절도범죄

(소매+일반+주거)
손괴범죄

(자동차+일반+주거)
조사된 재산범죄
(절도+손괴+사기)

총 인원, 
총 가구수

조사 피해건수 278건 87건 476건 -

가구범죄 부분의 
피해건수와 피해율

107건 (1.7%) 87건 (1.4%) 194건 (3.1%) 6,300가구

대인범죄 부분의
피해건수와 피해율 

171건 (1.3%) - 282건 (2.1%) 13,317명

인구 10만 명 당 
피해율 추정

2,982.5 1,380.9 5,197.0 100,000명

공식통계 10만 명 당 
범죄율

575.2 120.2 1,169.1 100,000명

손괴범죄의 경우엔, 자동차손괴 74건과 일반손괴 1건에 주거침입손괴 12건을 

합치면 87건이 된다. 손괴범죄의 인구 10만 명 당 피해율은 약 1,381명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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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해 볼 수 있다. 참고로, 공식범죄통계상 손괴범죄의 발생비, 즉 인구 10만 

명 당 손괴범죄 발생율은 120.2이다. 이는 열 배가 약간 넘는 차이이다. 제7장에

서 보게 될 자동차 및 일반손괴의 신고율이 약 10%대로 나타난 점을 감안하면 

손괴범죄의 이와 같은 암수율은 현실적으로도 그럴 듯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손괴범죄와 재산범죄를 재정비하고 난 다음에는 거기에 사기범죄까지 

포함하면 본 조사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전체 재산피해 범죄의 피해율도 계산해 

볼 수 있다. 절도와 손괴와 사기범죄를 모두 합치면 476건이며 이를 토대로 인

구 10만 명 당 피해율을 추정해 보자면 5,197 정도가 된다. 한편, 공식범죄통계

에서 절도와 손괴와 사기에 해당되는 부분들만을 따로 떼어서 인구 10만 명당 

세 범죄들의 피해율을 계산할 경우 1,169.1이 된다. 둘 사이의 차이는 대략 5배 

정도가 되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사기범죄의 암수율이 낮게 나오고 손괴범죄의 

암수율이 높게 나온 상태에서 사기범죄와 손괴범죄의 암수율이 상쇄됨과 더불어 

절대 건수의 비중이 가장 높은 절도범죄의 암수율(약 5분의 4정도의 범죄암수)

에 가까워진 결과라고도 할 수 있겠다. 더 나아가 좀 더 과감한 판단까지 해보

자면, 재산범죄 역에 있어서도 과거에 비해 범죄암수가 상당 부분 감소하지 

않았나 싶다는 판단도 해본다.

3. 중복피해와 상습피해

2012년도 전국범죄피해조사는 과거 조사들에서와는 달리 중복피해와 상습피해

를 좀 더 분명하게 구별하면서 동시에 이 둘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측정해 보았

다. 중복피해와 상습피해는 한 사람의 피해자가 같은 조사 기간 내(1년)에 여러 

차례의 피해를 입는 경우라는 점에서는 대체로 비슷하게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둘 사이엔 어느 정도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 

간단히 정의를 해보자면, 우선 상습피해는 어떤 한 사람의 피해자가 계속해서 

아주 비슷한 유형의 피해를 연속적·지속적으로 많이 경험하는 피해라고 할 수 

있다. 가장 전형적인 경우는 동일한 가해자에게 동일한 수법으로 지속적인 가해

를 받는 경우일 것이다. 하지만, 가해자가 반드시 완전히 동일한 인물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가령 학교폭력의 경우 여러 명이 돌아가면서 지속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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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가해를 가할 수 있는데, 그 경우 가해자들의 구성이 조금씩 바뀌기

도 할 것이다. 하지만, 그 경우라 할지라도 대체로 동일성을 유지하는 패거리에

게 당하는 경우라는 점에서 넓은 의미로 보자면 가해자가 동일하다는 표현을 하

지 못하란 법도 없기는 할 것이다. 한편, 비슷한 피해를 어느 정도 많이 당해야 

상습피해로 볼 것이냐의 문제는 설문지를 통해 실제 측정을 해야만 하는 입장에

서는 조금 난감한 문제이기도 하다. 일단은 현실적으로 어느 선에서 반드시 끊

어서 판단해야 하는 기준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2012년도 본 조사에서는 5건 

이상의 동일 유형 연속피해를 상습피해라고 측정하 다. 그 5건이 어떤 절대적

인 기준 수치는 아니다. 다만, 몇 번의 우연한 피해와 구별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많은 피해가 요구되는데, 그 많음의 기준을 조금은 자의적이게도 5건으로 정

한 것이다. 미국에서도 5건 내외로 측정하고 있다. 

중복피해는 상습적으로 비슷한 피해를 입는 것과는 달리 어느 정도는 우연하

게 같은 기간 내(1년)에 두 번 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이다. 가장 전형적인 중

복피해는 어떤 한 피해자가 서로 다른 종류의 범죄피해를 각각 한 건 이상씩 경

험하게 되는 경우이다. 우연이라고 표현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복피해

가 아주 우연이라는 말은 아니다. 특별히 범죄 취약성이 높거나 심각한 우범지

대에 거주하는 사람은 여러 종류의 범죄피해를 당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우연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연이

란 표현을 쓴 것은 상습피해의 경우 피해자가 지속적이고 의도적인 가해의 목표

물이 되는 것임에 비해 중복피해는 단지 발생 확률의 높은 환경과 관련되는 것

이지 의도적이고 지속적인 가해의 목표물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이다. 한

편, 중복피해는 이념형적으로는 상습피해와 뚜렷하게 구별되지만 현실적인 측정

에 있어서는 중복피해와 상습피해의 경계지점이 발생될 수 있다. 단적인 예로 

비슷한 유형의 범죄피해를 동일 가해자로부터 계속 당하고 있지만 적어도 조사 

시점까지는 아직 충분히 상습화되지 않은 피해들의 경우 중복피해로 계산할 수

밖에 없었다.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동일 가해자에게 동일 수법으로 가해를 당

해도 아직 그 횟수가 네 번밖에 되지 않았다면 설문내용의 구조상 상습피해가 

아닌 중복피해로 처리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중간 지점이 많이 발생하지는 

않았다. 4건 자리 동일 유형 중복피해 사례는 단 한 사례도 발견되지 않았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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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자리 동일 유형 중복피해도 한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만 나타났다.

본 2012년도 범죄피해조사에서 중복피해와 상습피해는 그 집계방법에서도 차

이가 난다. 중복피해의 경우에는 중복피해의 수만큼 사건조사표를 배부하 고, 

상습피해의 경우엔 종류가 다른 두 개의 상습피해가 있기 전에는 하나의 사건조

사표만 배부하 다. 이는 기본적으로 중복피해는 각각의 개별 사건으로 보고, 

상습피해는 아무리 횟수가 많아도 하나의 사건으로 간주한 것이기도 하다. 즉 

가해자도 다르고 수법도 다르다면 별 개의 사건으로, 가해자도 같고 수법도 동

일한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하나의 사건으로 본 것이다. 하지만, 상습피

해의 경우에도 그 각각의 사례를 모두 계산해서 피해율을 다시 계산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상습피해의 경우엔 사건조사표가 하나라서 각각의(가령 비슷한 

36건의 연속 피해라면 그 각각에 대해서는) 개별 상습피해 사례들에 대해 정밀 

분석을 하기는 어렵게 되어 있다. 피해자도 동일하고 심지어 사건 발생 장소도 

비슷하고 게다가 사건 발생 시간조차도 일일이 기억하지 못할 정도의 상습피해

라면 사건조사표가 여러 개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장애일 것이다. 실제로 현실적

인 차원, 즉 조사비용이나 기타 효율의 측면에서도 상습피해인 경우 하나의 사

건조사표만 배부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본 조사결과 중에서는 한 피해자가 1

년 내에 폭력피해를 무려 36번이나 연속적으로 경험한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

우 사건조사표 36장을 배부한다면 예산상으로도 효율 면에서도 곤란해 질 것임

이 분명하다.   

다음 <표 3-6>에서는 본 조사연구에서의 중복피해 관련 통계치 중 피해횟수별 

피해자수 분포를 제시해 보았다. 조사 결과 나타난 총 601건의 범죄피해 사례는 

중복피해가 이미 포함되어 있는 수치이다. 단, 그 601건은 각 상습피해를 한 건

씩으로 계산한 결과이다. (가구범죄를 고려하지 않고 하나의 가구범죄도 모든 

가구구성원이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칠 때,) 본 조사의 표본은 가구원수 기준으

로 13,317명인데, 이 중 단 한 건이라도(가구범죄도 상관없이) 범죄피해를 당한 

사람은 총 519명이다. 가구원가중치를 적용해서 통계적 추정을 해보자면, 2012

년도 우리나라의 만 14세 이상 추계인구 42,936,210명 중에서 1,709,632명(4.0%

로 추정)이 8가지 유형의 범죄 중 한 건이라도 피해를 당했던 것으로 볼 수 있

다. 2건 이상의 중복피해자는 13,317명의 표본 중 58명, 195,434명, 약 0.5%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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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추정된다. 이 58명의 중복피해자는 전체 피해자 중 11.2%에 해당하며, 피

해자 1인당 평균 피해건수는 1.16건으로 계산된다. 중복피해자를 피해횟수별로 

분류해 보자면, 1년 동안 1건의 피해만 경험한 피해자는 13,317명 중 461명(추계

인구 고려시 3.5%로 추정), 2건의 중복피해를 경험한 피해자는 39명(0.3%로 추

정), 3건 중복피해자는 15명(0.1%로 추정), 4건 중복피해자는 3명, 5건 피해자는 

1명이었다. 

표 3-6  피해횟수별 피해자수 분포 (중복피해 관련)

(단위 : 명)

구분1
피해횟수별 피해자수

구분2
누적분포

표본분포 추정치 표본분포 추정치

5건 중복피해자 1 4,024 (< 0.01%) 5건 이상 피해자 1 4,024 (< 0.01%)

4건 중복피해자 3 9,772 (< 0.1%) 4건 이상 피해자 4 13,796 (< 0.1%)

3건 중복피해자 15 38,474 (0.1%) 3건 이상 피해자 19 52,270 (0.1%)

2건 중복피해자 39 143,164 (0.3%) 2건 이상 피해자 58 195,434 (0.5%)

1건 피해자 461 1,514,198 (3.5%) 1건 이상 피해자 519 1,709,632 (4.0%)

무피해자 12,798 41,226,578 (96.0%) 무피해자 12,798 41,226,578 (96.0%)

계 13,317 42,936,210※ (100%) 계산기준 13,317 42,936,210※ (100)

※ 42,936,210명은 2012년도 만 14세 이상 추계인구. (일단은 가구원 가중치 적용)

본 절의 끝으로, 이번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상습피해에 관한 내용을 다음 <표 

3-7>을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전체 513명의 피해자 중에서 상습피해를 경험한 

사람의 수는 총 9명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9명 중에서 2가지 이상의 상습

피해를 동시에 경험한 경우는 발견되지 않았다. 상습피해자 9명 중 5명은 신체

피해 범죄에서 나타났고, 나머지 4명은 재산피해 범죄에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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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상습피해 관련 통계치

구분 조사된 피해건수 상습피해자수 개별 상습피해건
개별 상습피해건
포함 전체 건수

조사상 전체 피해건수 601건 9명 96건
688건 (601+96-9)
표본상 피해율: 5.2%

성폭력 21건 2명 13건 (5+8)
32건 (21+13-2)

표본상 피해율: 0.2%

강도 8건 - -
8건

표본상 피해율: 0.1%

폭행/상해 63건 3명 50건 (6+8+36)
110건 (63+50-3)

표본상 피해율: 0.8%

폭력피해 범죄 건수 계 92건 5명 63건
150건

표본상 피해율: 1.1%

소매치기 14건 - -
14건

표본상 피해율: 0.1%

주거침입 152건 2명 16건 (7+9)
166건 (152+16-2)
표본상 피해율: 1.2%

일반절도 157건 2명 17건 (8+9)
172건 (157+15-2)
표본상 피해율: 1.3%

손괴 75건 - -
75건

표본상 피해율: 0.6%

사기 111건 - -
111건

표본상 피해율: 0.8%

재산피해 범죄 건수 계 509건 4명 33건
538건

표본상 피해율: 4.0%

※ 표본상 피해율은 모두 표본 인원 13,317명을 분모로 하여 계산한 것임. 가구 기준 피해율은 
제6장에서 다룸.

폭력피해 범죄 중에서는 성폭력범죄에서 2명, 폭력범죄에서 3명이 상습피해를 

당했다고 보고하 다. 그리고 성폭력범죄의 2명 중 1명은 5건의 피해를, 다른 1

명은 8건의 피해를 경험하 던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폭행/상해)범죄 상습피해

자 세 명은 각각 6건, 8건, 36건의 상습피해를 당했다고 응답하 다. 한편, 강도

에서는 상습피해자가 한 명도 발견되지 않았다.

재산피해 범죄의 경우, 주거침입범죄에서 2명, 일반절도에서 2명의 상습피해자

가 나타났고, 소매치기나 손괴, 사기 등에서는 상습피해자가 없었다. 주거침입범

죄에서의 2명 중 1명은 7건, 다른 1명은 9건의 개별 피해를 경험하 다고 하

고, 일반절도범죄에서는 각각 8건과 9건의 연속적인 피해를 당하 다고 하 다.

이번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앞서 소개했던 전체 피해건수(601건)에 상습피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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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들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할 경우 피해율이 더 높아지게 됨은 당연한 일

이다. 상습피해의 개별 피해 사례들까지 포함할 경우 성폭력범죄는 11건이 더 늘

어나 32건이 되고(표본상 피해율 0.2%), 폭력범죄는 47건이 더 늘어나 110건이 되

어(표본상 피해율 0.8%), 그에 따라 폭력피해 범죄의 피해건수는 150건, 그 피해

율은 1.1%로 상승하게 된다. 한편, 주거침입범죄의 경우는 14건이 더 늘어나 166

건(표본상 피해율 1.2%), 일반절도는 15건이 더 늘어나 172건(표본상 피해율 1.3%)

이 된다. 그리하여 재산피해 범죄의 피해건수는 538건이 되어 그 피해율은 4.0%

로 상승하게 된다. 결국 전체적으로는 피해건수가 87건이 더 늘어나게 된 688건이 

되고 그 피해율은 5.2%에 이른다. 601건일 경우의 피해율이 4.5%, 피해자 기준의 

피해율이 3.9% 던 것을 기억한다면 최소 0.7%(601건 기준일 때)에서 최대 1.3%

(피해자 513명 기준일 때)까지 피해율이 더 커졌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제2절 2012년 지역별 및 도시규모별 피해율

1. 지역별 피해율

2012년 범죄피해조사 결과 나타난 전체 피해율을 특별·광역시·도 단위 지역

(범죄피해 발생지 기준)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 <표 3-8>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3-8>를 보기 전에 두 가지를 유의해야 한다. 첫째, 가중치는 가구원가중

치만 적용하 다. 가구범죄 피해율은 뒤에서 다시 보기로 했으므로, 여기서는 

일단 가구원가중치만 적용해 본 것이다. 만약 그렇게 보지 않았더라면, 전체 피

해율을 한꺼번에 나타낸다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아무튼 이 경우엔 한 가

구에 하나의 가구범죄 피해가 있을 때에도 각 가구원 모두가 피해를 본 것으로 

가정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둘째, 표본오차 등의 오차를 고려할 때 지역별 

비교는 각 지역별 인구와 피해표본수가 크게 줄어드는 것과 맞물려 상당히 불안

정해진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즉 추정의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위 

결과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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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조사된 범죄사건들의 지역별 피해율

구분
피해사례1)

(건)
지역표본2)

(명)
피해추정사례3)

(건)
14세이상 

지역인구추정(명)4)
피해율5)

(가구원가중치)

서울특별시 93 1,769 464,711 8,688,879 5.3%

부산광역시 29 807 107,154 3,010,281 3.6%

대구광역시 33 642 106,179 2,131,372 5.0%

인천광역시 45 730 143,850 2,399,338 6.0%

광주광역시 17 526 45,635 1,266,292 3.6%

대전광역시 39 518 100,906 1,308,085 7.7%

울산광역시 9 498 18,393 950,931 1.9%

경기도 88 1,854 448,111 10,181,609 4.4%

강원도 31 727 56,903 1,291,427 4.4%

충청북도 30 655 60,339 1,326,745 4.5%

충청남도 21 746 45,918 1,807,883 2.5%

전라북도 28 759 58,907 1,535,480 3.8%

전라남도 26 748 55,308 1,511,285 3.7%

경상북도 38 922 101,136 2,296,846 4.4%

경상남도 48 1,008 130,339 2,763,070 4.7%

제주특별자치도 26 408 31,367 466,687 6.7%

계 601 13,317 1,975,1566) 42,936,210 4.6%

1) 범죄피해 발생지역 기준 피해사례수(건).
2) 응답자의 현 거주지 기준 조사 표본수(명).
3) 범죄피해 발생지역 기준, 가구원가중치 적용.
4) 응답자의 현 거주지 기준, 가구원가중치 적용.
5) 피해율 계산식은 {(피해추정사례)÷(14세이상 [지역별] 인구추정)}이다. 표본오차 등을 고려

할 경우, 위에 나타난 지역별 피해율 비교는 매우 불안정한 것으로 해석 시 유의해야 한다.
6) 교차분석을 할 경우엔, 가중치 계산 때문에 미세한 수준의 수치 변동이 발생한다. 원래 빈도

분포표에서는 1,975,155명으로 추정되는데, 위 결과는 교차분석 결과로 나온 것이고 이 경
우엔 1,975,156명으로 바뀐다.

아무튼 이 표에서 지역별 피해율은 지역별 만 14세 이상 추정인구 대비 지역

별 추정 피해건수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다. 가령, 서울의 경우, 약 870만 명의 

14세 이상 인구 중 약 46만 명이 본 조사에서 측정한 범죄피해를 경험한 것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그 피해율은 5.3% 정도로 계산된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각 지역별 추정 피해율을 서로 비교하는 데에는 상당한 위험이 있기는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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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액면 그대로 보자면, 대전광역시에서의 범죄피해율(약 

7.7%)과 제주도의 피해율(약 6.7%)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온 데 비해, 울산광

역시의 피해율(1.9%)과 충청남도의 피해율(2.5%)은 상대적으로 더 낮게 나타나

기는 하 다. 표본의 수가 좀 더 많았다면, 그래서 표본오차가 좀 더 줄어들게 

되었다면, 이상의 결과를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겠지만, 아쉽게도 지벽열 피해

율을 정확히 볼 수 있을 정도로 표본이 많았던 것은 결코 아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순위는 잠정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 

참고로, 다음 <표 3-9>는 위 <표 3-8>의 결과를 어느 정도 보충해 보기 위해, 

2012년도 공식범죄통계에 나타난 대전, 제주, 울산의 절도, 사기, 손괴, 성폭력, 

상해 등 5개 범죄의 총 피해건수를 해당 지역 인구수로 나누어 그 비율을 계산

해 본 것이다. 이를 보면, 울산광역시의 5개 범죄 범죄율이 대전광역시나 제주

도에 비해 낮은 것만은 사실임을 확인해 볼 수 있다. 하지만, 공식범죄통계에서

는 제주도와 대전광역시의 순위가 바뀌어 있다. 이에 대해 대전의 범죄암수가 

제주도 혹은 기타 지역들보다 더 많을지도 모른다는 식으로도 해석해 볼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표 3-8>의 추정이 불안정한 추정임을 나타내는 증

거라고 해석해 볼 여지도 있을 것이다.

표 3-9  [비교] 대전, 제주, 울산의 2012년도 공식범죄통계상 다섯 가지 범죄 지

역별 발생률

(단위 : 건)

구분
A

절도
B

사기
C

손괴
D

성폭력
E

상해
A+B+C+D+E 지역인구

A+B+C+D+E
발생률

대전광역시 12,251  6,584  1,734    551  1,774 22,894   1,524,583명 1.5%

제주특별자치도  5,056  3,329  1,251    255  1,080 10,971    583,713명 1.9%

울산광역시  6,122  4,488  1,510   372  1,542 14,034   1,147,256명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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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규모별 피해율

이번 범죄피해조사 결과에서의 도시규모별 전체 피해율을 알아보면, 다음 <표 

3-10>에 나타난 것과 같다. 표를 보면, 우리나라 최대 도시인 서울특별시의 범죄

피해율이 5.3%, 인구 1백만 이상의 6개 광역시에서의 범죄피해율은 4.7%, 그 외 

기타 지역의 범죄피해율은 4.3%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결과는 2008

년도 및 2010년도의 조사결과와는 다른 것이다. 앞의 두 조사결과에서는 광역시

의 피해율이 가장 높았지만, 이번엔 서울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이다. 즉 범죄

피해율이 대략 도시의 크기에 비례하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단, 이 결과를 해

석할 때에는 혹시라도 이 같은 결과가 설문지의 변경 등과 같은 조사기법 혹은 

범죄피해 분류방법상 차이 등의 요인들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실제 변

화를 반 한 것인지 추후의 정밀분석을 통해서라도 잘 따져볼 필요가 있다. 뒤

의 제6장의 가구범죄 분석도 이와 관련된 추후 분석 중 하나에 해당될 것이다.

표 3-10  조사된 범죄사건들의 도시규모별 피해율 (인구 기준)

구분
피해사례1)

(건)
지역표본2)

(명)
피해추정사례3)

(건)
14세이상4) 

지역인구추정(명)
피해율5)

(가구원가중치)

서울 특별시 93 1,769 464,711 8,688,879 5.3%

6개 광역시 172 3,721 522,117 11,066,299 4.7%

기타 지역 336 7,827 988,327 23,181,032 4.3%

계 601 13,317 1,975,155 42,936,210 4.6%

1) 범죄피해 발생지역 기준 피해사례수(건).
2) 응답자의 현 거주지 기준 조사 표본수(명).
3) 범죄피해 발생지역 기준, 가구원가중치 적용.
4) 응답자의 현 거주지 기준, 가구원가중치 적용.
5) 피해율 계산식은 {(피해추정사례)÷(14세이상 [지역별] 인구추정)}이다. 

폭력피해 범죄와 재산피해 범죄로 각각 나누어 볼 경우, 먼저 신체피해 범죄

의 도시규모별 피해율을 보면, <표 3-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1.1%, 

6개 광역시는 0.6%, 기타 지역은 0.7%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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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폭력피해 범죄의 도시규모별 피해율 (인구 기준)

구분
피해사례1)

(건)
지역표본2)

(명)
피해추정사례3)

(건)
14세이상4) 

지역인구추정(명)
피해율5)

(가구원가중치)

서울 특별시 18 1,769 94,587 8,688,879 1.1%

6개 광역시 22 3,721 67,157 11,066,299 0.6%

기타 지역 52 7,827 162,215 23,181,032 0.7%

계 92 13,317 323,959 42,936,210 0.8%

1) 범죄피해 발생지역 기준 피해사례수(건).
2) 응답자의 현 거주지 기준 조사 표본수(명).
3) 범죄피해 발생지역 기준, 가구원가중치 적용.
4) 응답자의 현 거주지 기준, 가구원가중치 적용.
5) 피해율 계산식은 {(피해추정사례)÷(14세이상 [지역별] 인구추정)}이다. 

재산피해 범죄의 경우, 서울특별시가 4.2%, 6개 광역시 평균이 4.1%, 기타 지

역은 3.6%의 순인 것으로 나타난다. 물론 이는 앞서도 언급했듯이, 가구기준으

로 계산한 것이 아니라 가구원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다. 

표 3-12  재산피해 범죄의 도시규모별 피해율 (인구 기준)

구분
피해사례1)

(건)
지역표본2)

(명)
피해추정사례3)

(건)
14세이상4) 

지역인구추정(명)
피해율5)

(가구원가중치)

서울 특별시 75 1,769 368,783 8,688,879 4.2%

6개 광역시 150 3,721 453,508 11,066,299 4.1%

기타 지역 284 7,827 828,904 23,181,032 3.6%

계 509 13,317 1,651,195 42,936,210 3.6%

1) 범죄피해 발생지역 기준 피해사례수(건).
2) 응답자의 현 거주지 기준 조사 표본수(명).
3) 범죄피해 발생지역 기준, 가구원가중치 적용.
4) 응답자의 현 거주지 기준, 가구원가중치 적용.
5) 피해율 계산식은 {(피해추정사례)÷(14세이상 [지역별] 인구추정)}이다. 

재산피해 범죄 중에는 가구범죄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가구범죄들

에 대해 가구를 기준으로 피해율을 계산하면 이와는 다른 양상이 발생할 수도 

있게 된다. 기본적으로는 도시규모별로 평균 가구원수가 다르다. 서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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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된 표본 가구 수가 810가구에 그 총가구원은 1,769명으로 평균 가구원수가 

2.184명이고, 광역시의 경우엔 1,710가구에 3,721명으로 평균 2.176명, 기타 지역

은 3,780가구에 7,827명으로 평균 2.071명이다. 즉 평균 가구원수가 서울, 광역

시, 기타 지역 순인 것이다. 따라서 하나의 가구범죄도 전체 가구원 각각의 피

해로 계산한 <표 3-12>의 결과는 도시규모별 평균 가구원수라는 요인 하나만으

로도 가구범죄피해율과 다르게 산출될 수 있는 것이다. 가구가중치까지 개입되

면, 양상은 더 달라질 수 있다. 

재산피해 범죄뿐만 아니라 신체피해 범죄 중에도 사실은 가구범죄인 것들이 

있는데, 주거침입강도가 이에 해당된다. 따라서 그 경우에도 가구를 기준으로 

피해율을 계산할 경우엔 양상이 조금 달라질 수 있음은 물론이다. 그리고 재산

범죄 중 가구범죄에 해당되는 범죄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점 역시도 뒤의 제6

장에서 가구범죄에 대해서만 따로 뽑아서 분석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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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폭력성 범죄군의 피해실태

범죄피해의 실태 분석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과정을 통해 범죄

피해가 발생하 는지에 대한 보고이다. 범죄피해 실태는 폭력피해 범주와 재산

피해 범주로 나누어서 보되, 이 장에서는 먼저 폭력피해 범죄군의 피해실태부터 

살펴보기로 하겠다.

폭력피해 범죄군의 피해실태와 관련해서는 사건발생 일시와 구체적 장소, 범

죄피해의 상황, 피해결과 및 피해로 인한 손실, 피해자 및 가해자의 특징 등에 

대한 분석 내용으로 구성하 다. 폭력피해 범주에서의 피해실태는 재산피해 범

주와는 달리 가해자와의 상호작용이라는 측면이 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공식범죄통계에서도 폭력성 범죄들은 다른 종류의 범죄, 특히 재산범죄와는 달

리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이 가해자인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범죄들인 것으로 

나타난다. 범죄피해조사에서도 대체로 비슷한 양상이 나타난다. 그리고 그 때문

에 폭력피해 범죄군에서는 가해자의 특성에 관한 정보가 재산피해 범죄에 비해 

더 많다. 폭력성 범죄의 피해실태에서 몇몇 분석 양식은 재산피해 범주의 피해

실태와 동일하지만, 바로 그 지점(피해자 및 가해자의 특성 부분)에 있어서는 상

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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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사건발생 일시 및 장소

1. 사건발생 일시

조사 설문지에는 범죄피해가 발생한 월에 대한 문항이 존재하는데, 이 문항에 

대한 응답 내용을 재구성하면 대략적인 계절별 범죄발생 현황을 파악해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3월에서 5월까지를 봄으로, 6월에서 8월까지를 여름으로, 9월

에서 11월까지를 가을로, 12월에서 다음해 2월까지를 겨울로 묶어보았다. 다음 

<표 4-1>은 폭력성 범죄가 발생한 시기를 계절별로 묶어본 결과이다.

표를 보면, 이번 조사 결과에서 전체 폭력성 범죄는 총 92건 중에서 봄에 14

건(17.5%로 추정), 여름에 29건(29.1%로 추정), 가을에 27건(28.9%로 추정), 겨

울에 22건(24.6%로 추정)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일단, 액면상

으로는 여름에 발생한 폭력피해 범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 많

이 발생한 계절은 가을이다. 하지만, 가구원가중치 적용 추정 결과에서 여름과 

가을 두 계절 사이의 차이는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즉 여름에 폭력성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결론을 섣불리 내리기는 어렵다. 다만, 여름과 가을을 하

나로 묶고 봄과 겨울을 하나로 묶어서 본다면, <여름과 가을>(58.0%로 추정)에 

<봄과 겨울>(32.0%로 추정)보다 폭력피해 범죄가 좀 더 많이 발생한다고 말할 

수는 있을 것이다.

폭력피해 범주를 성폭력, 강도범죄, 폭력(폭행/상해)범죄의 세 가지 하위유형

으로 나누어 살펴볼 경우, <여름과 가을>에 성폭력범죄는 21건 중 13건(61.9%), 

강도범죄는 8건 중 6건(75.0%), 폭력범죄(폭행/상해 등)는 63건 중 37건(58.7%)

이 발생한 것으로 계산된다. 즉 세 가지 하위 범죄유형 각각의 경우에 있어서도 

<봄과 겨울>에 비해 <여름과 가을>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범죄가 발생하 음을 

알 수 있다. 단, 폭력범죄(폭행/상해)는 성폭력범죄 및 강도범죄와는 약간 양상

이 다르다고 해석할 여지도 없지는 않은데, 특히 겨울에 발생한 폭행/상해범죄

의 빈도가 나머지 두 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지 않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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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폭력피해 범죄가 발생한 계절

구분 성폭력 강도 폭행/상해
전체

폭력피해 범죄
(표본 내 비율)

계절별 전체
폭력범죄피해율
(가구원가중치)

봄(3-5월) 4 1 9 14건 (15.2%) 17.5%

여름(6-8월) 7 6 16 29건 (31.5%) 29.1%

가을(9-11월) 6 0 21 27건 (29.3%) 28.9%

겨울(12-2월) 4 1 17 22건 (23.9%) 24.6%

계 21 8 63 92건 (100%) 100%

다음으로, 폭력성 범죄가 발생한 시각을 보면, <표 4-2>에 보이는 바와 같다. 

이 표는 설문지에 3시간 간격으로 되어 있던 것을 6시간 간격으로 재조정하여 

좀 더 보기 쉽도록 만든 것이다. 

표 4-2  폭력피해 범죄가 발생한 (하루 중) 시각

구분 성폭력 강도 폭행/상해
전체

폭력피해 범죄

시간별 전체
폭력범죄피해율
(가구원가중치)

아침-오전(06-12시) 3 - 8 11건 (12.0%) 12.5%

한낮-오후(12-18시) 2 2 14 18건 (19.6%) 19.0%

저녁-밤(18-24시) 13 4 30 47건 (51.1%) 50.1%

심야-새벽(00-06시) 2 1 7 10건 (10.9%) 12.4%

낮에 발생했지만 시간 모름 - - 2 2건 (2.2%) 1.8%

밤에 발생했지만 시간 모름 - 1 2 3건 (3.3%) 3.2%

낮인지 밤인지 모르겠음 1 - - 1건 (1.1%) 1.0%

계 21 8 63 92건 (100%) 100%

먼저 폭력피해 범죄 전체를 보자면, 저녁에서 밤사이, 즉 18시에서 24시에 47

건(50.1%로 추정)이 발생하여 다른 범주들에 비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

다. 이를 세부 유형으로 나누어 볼 때, 성폭력의 경우 21건 중 13건(61.9%)이, 

강도의 경우엔 8건 중 4건(50%)이, 폭력(협박/폭행/상해 등)범죄의 경우 63건 중 

30건(47.6%)이 같은 시간대에 발생하 음을 알 수 있다. 하루를 12시간씩 낮

(06-18시)과 밤(18-06시)으로 나누면, 전체 폭력피해 범죄는 92건 중 60건(가구원

가중치를 적용할 경우 65.8%)이 밤에 발생한 것으로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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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이 발생한 구체적 장소

폭력피해 범죄가 발생한 장소를 다음 <표 4-3>에서와 같이 8가지 종류의 장소

로 구분해 보면, 8가지 장소 중 <주택가나 그 인접한 도로> 주변에서 발생한 사

건들이 26건(27.6%로 추정)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야외, 

거리, 등산로, 산책로, 대중교통시설 등>가 17건(21.1%로 추정), 자기 집이나 타

인 집 등 <집>이 19건(18.2%로 추정), <인구밀집 상업지>가 16건(16.9%로 추정) 

등의 순이다.   

표 4-3  폭력피해 범죄가 발생한 장소

구분1) 성폭력 강도 폭행/상해
전체

폭력피해 범죄

장소별 전체
폭력범죄피해율
(가구원가중치)

집(자기집, 가해자집 등)
1

(자기집: 1)
4

(자기집: 4)
14

(자기집: 10)
19건 (20.7%)2) 18.2%

주택가나 그 인접 도로 7 2 17 26건 (28.3%) 27.6%

학교 - -
3

(화장실, 학교뒷산, 
운동장)

3건 (3.3%) 3.8%

주차장 - -
4

(주택가주차장: 4)
4건 (4.3%) 6.1%

인구 밀집 상업지
6

(유흥업소: 5)
1

(유흥업소: 1)
9

(유흥업소: 6)
16건 (17.4%) 16.9%

공공기관, 사무실, 공장 - -
6

(사무실: 4)
6건 (6.5%) 5.4%

야외, 거리, 등산로, 
산책로, 대중교통시설 등

7
(대중교통: 5)

1
(대중교통: 1)

9
(비주택가도로: 6)

17건 (18.5%)3) 21.1%

그 외의 장소 - - 1 1건 (1.1%) 0.9%

계 21 8 63 92건 (100%) 100%

1) 8개 유형의 하위범주에 해당하는 좀 더 세분화된 장소의 하위유형에 대해서는 설문지 사건
조사표 참조. 

2) 액면 건수로만 보자면 두 번째로 높은 빈도이나 가구원가중치로 추정한 결과(18.2%)는 세 
번째임.

3) 액면 건수로만 보자면 세 번째로 높은 빈도이나 가구원가중치를 부여하면(21.1%) 두 번째가 됨.

조사 설문지에는 8개 범죄를 더 자세히 나눈 장소들에 관한 항목들(총 34개 

이상)도 존재하기는 하지만, 폭력피해 범죄 전체 사례수 자체가 많지 않은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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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그에 관한 모든 정보를 교차표로 만들어 내는 것은 사실상 별로 큰 실익이 

없다. 특히 세부유형들이 골고루 나타나지 않고 몇몇 개의 세부 유형에 편중되

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라도 그렇다. 그래서 대신 신체피해 범죄의 3가지 하

위유형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한 구체적 장소 몇 개만 언급해 보기로 한다.

성폭력범죄 21건 중에서 7건은 <주택가나 그 인접 도로(아파트 단지, 연립주

택가 등등)>에서, 또 다른 7건은 <야외, 거리, 등산로, 산책로, 대중교통시설 등>

에서, 6건은 <인구 밀집 상업지>에서, 나머지 1건은 <집(이 경우 자기 집임)>에

서 발생하 다. 이 때 성폭력범죄 주요 발생 장소인 <야외, 거리, 등산로, 산책

로, 대중교통시설 등>의 7건 중 5건의 구체적인 장소는 “대중교통 수단 내”인 

것으로 나타난다. 수치를 액면 그대로 계산하면, 성폭력범죄의 넷 중 하나는 대

중교통 수단 내에서의 성추행이라는 이야기가 될 것이다. 한편, 성폭력범죄의 

또 다른 주요 발생 장소인 <인구 밀집 상업지>에서의 6건 중 5건은 “식당이나 

술집, 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들을 종합해 보자

면, 성폭력범죄(본 조사결과에서는 강간이나 강간 미수는 없고 전부 성추행에 

해당됨)가 주로 발생하는 장소는 “자기 집”이나 “(대략) 집 주변의 주택가”, “유
흥업소”, “대중교통수단 내부”라는 네 가지의 구체적 장소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

한다고 할 수 있다.  

강도범죄의 경우엔 8건 중 4건이 자기 집(주거침입강도에 해당)에서 발생했고, 

2건은 주택가 인근 도로상에서, 나머지 2건은 유흥업소와 대중교통 수단 내에서 

발생하 다.

폭력범죄(협박/폭행/상해)도 강도범죄와 유사하게 집 주변 주택가(63건 중 17

건)와 집(자기 집 10건, 타인 집 4건)의 사례가 많았다. 자기 집이 범죄 발생 장

소인 경우는 일단 가정폭력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나 뒤에서 추가적인 

분석을 해봐야지만 그 정확한 여부를 확정할 수 있을 것이다. 나머지 폭력범죄

(협박/폭행/상해 등)들은 대분류 장소에서 비교적 골고루 분포되어 있기는 하나, 

상세분류 장소로 들어가면, 주택가 주차장(4건), 유흥업소(6건), 사무실(4건), 비

주택가 도로(6건)에 어느 정도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63건의 폭행/상

해범죄 중 3건은 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이었는데, 좀 더 구체적인 장소는 학

교 내 화장실, 학교 뒷산, 학교 운동장 등이 각각 1건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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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표 4-4>는 폭력피해 범죄가 발생한 장소가 자기 직장(혹은 자기 

업장)이었는지 여부를 보여주는 표이다. 

표 4-4  폭력피해 범죄가 발생한 장소의 자기 직장 여부

구분 성폭력 강도 폭행/상해
전체

폭력피해 범죄
가구원가중치로

추정

자기 직장
자기 영업점

그렇다
1

(주택가 거리)
- 10 11건 (12.0%) 10.4%

아니다 20 8 53 81건 (88.0%) 89.6%

계 21 8 63 92건 (100%) 100%

표를 보면, 전체 92건의 폭력피해 범죄 중 11건(10.4%로 추정)이 자기 직장 

혹은 자기 업점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성폭력범죄의 경

우엔, 21건 중 1건의 발생지가 자기 직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언뜻 생각하면, 이 

한 건은 직장 내 성추행인 것처럼 보이지만, 구체적인 장소가 “주택가 거리”이므

로 실은 직장 내 성추행이 아니다. 아마도 직장 인근의 주택가 거리가 범행 장

소 던 것으로 추정된다. 강도범죄의 경우엔, 자기 직장이 한 건도 발견되지 않

았다. 따라서 본 표본에서 포착된 8건의 강도범죄에는 주거침입강도와 노상강도

만 포함되고 상점이나 업점을 상대로 한 강도범죄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다. 폭력범죄(폭행/상해 등)의 경우엔, 63건 중 10건이 자기 직장 혹

은 자기 업점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10건의 구체적 장소를 살펴보

자면, 자기 직장 주변의 주택가 도로변이 1건, 자기 집(가내수공업 등으로 추정)

이 2건, 상점(자신이 운 하거나 일하는 편의점이나 가게)이 1건, 유흥업소(자신

이 일하는 식당, 술집 등)가 1건, 자신이 근무하는 사무실이 3건, 공장 또는 공

사장이 2건 등이다.

끝으로, 폭력피해 범죄 중 상습피해의 발생 장소를 다음 <표 4-5>에 요약하여 

제시해 보았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상습피해란 대체로 동일한 가해자로부터 거

의 비슷한 유형의 범죄피해를 여러 차례 (조사상 기준은 1년 내에 동일 유형의 

범죄 5건 이상) 지속적으로 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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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폭력피해 범죄 상습피해 발생 장소

구분 성폭력 강도 폭행/상해
전체

폭력피해 범죄

자기 집 1명 (5건) - 1명 (6건) 2명 (11건)

주택가나 그 인접 도로 1명 (8건) - 2명 (8건, 36건) 3명 (52건)

계 2명 (13건) - 3명 (50건) 5명 (63건)

 

표를 보자면, 먼저 성폭력피해의 경우엔 “자기 집”에서 5건의 피해를 상습적

으로 당한 피해자가 1명이 나타났고, “주택가나 그 인접 도로”에서 상습적으로 8

건의 피해를 당한 피해자 1인도 발견되었다. 폭력범죄(폭행/상해)의 경우엔, “자
기 집”에서 6건의 상습피해를 당한 사람이 한 사람 나왔는데, 이는 상습적인 가

정폭력일 가능성이 높다고 할 만하다. 실제로 그것이 그러한 지에 대해서는 뒤

에 피해자-가해자 특성 분석을 통해 다시 한 번 규명해 볼 것이다. 한편, 폭력범

죄 피해자 중 2명은 “주택가나 그 인접 도로”에서 상습피해를 당하 다. 그 중 1

인은 8건의 상습피해를 당했고, 나머지 1인은 36건의 상습피해를 당했다고 한다. 

어쩌면 이 경우도 상습적인 가정폭력일 수 있다. 피해건수가 여러 건이면 그 장

소가 집뿐만 아니라 집 근처에서 폭행당한 것까지 포함될 수 있는데, 만약 집 

근처에서 당한 폭행이 더 많았다면 그 발생 장소를 “자기 집”이 아니라 “집 근

처(주택가)”라고 응답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아무튼 이 경우

도 뒤에서 피해자-가해자 특성 분석을 통해 정말로 상습적인 가정폭력에 해당되

는 사례인지 여부를 밝혀 볼 예정이다.      

제2절 피해상황

1.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신체 공격 여부와 흉기 소지 여부

먼저 폭력성 범죄군에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실제로 공격했는지 여부에 대해 

<표 4-6>에서 살펴보았다. 전체 92건의 폭력피해 범죄 중에서는 25건(27.2%로 

추정)에서 실제로 신체공격이 가해졌고, 58건(62.6%로 추정)에서는 폭행의 위협

만 가해졌으며, 나머지 9건(10.2%로 추정)에서는 신체공격도 폭행 위협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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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공격과 폭행 위협 어느 것도 가해지지 않은 경우는 모두 성폭력 피해이다. 

추측컨대 이는 아마도 사람이 밀집한 공공장소에서의 성추행일 것으로 판단된다. 

어쨌든 성폭력범죄를 제외할 경우, 즉 강도범죄와 폭행/상해(협박포함)범죄만 볼 

경우, 신체공격이 가해진 경우는 거의 절반 수준에 이른다(71건 중 24건). 

표 4-6  폭력성 범죄들에서의 신체 공격 유무

구분 성폭력 강도 폭행/상해
전체

폭력피해 범죄
가구원가중치로

추정

신체공격을 했다 1 2 22 25건 (27.2%) 27.2%

신체공격은 없었으나,
폭행의 위협을 하였다

11 6 41 58건 (63.0%) 62.6%

신체공격이나 위협은 없었다 9 - - 9건 (9.8%) 10.2%

계 21 8 63 92건 (100%) 100%

폭력성 범죄군에서 범행 당시 가해자가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던 경우(그리고 

이를 피해자가 인지하고 있었던 경우)는, 다음 <표 4-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

체 92건 중 21건(가구원가중치 적용 시 22.2%로 추정)이었다. 나머지 71건은 범

행 당시 가해자가 흉기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거나, 피해자가 그 여부를 알지 못

했던 경우(매우 소수임)에 해당된다. 성폭력에서는 21건 중 1건(액면[표본]상 약 

5%), 강도범죄에서는 8건 중 4건(액면상 약 50%), 폭행/상해(협박 포함)범죄에서

는 63건 중 16건(액면상 약 25%)이 그러한 경우에 해당된다.

표 4-7  사건 발생 시 가해자의 흉기 소지 여부

구분 성폭력 강도 폭행/상해
전체

폭력피해 범죄
가구원가중치로

추정

흉기 소지 1 4 16 21건 (22.8%) 22.2%

미소지 혹은 모름 20 4 47 71건 (77.2%) 77.8%

계 21 8 63 92건 (100%) 100%

폭력성 범죄의 발생 당시 가해자가 어떤 흉기를 가지고 있었는지는 다음 <표 

4-8>에 제시하 다. 참고로, 이 표에서 전체 합계가 가해자 흉기소지 21건보다 

많은 23건으로 나온 것은 중복응답을 허용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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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가해자가 소지한 흉기의 종류 (중복응답)
(단위 : 건(중복포함))

구분 성폭력 강도 폭행/상해
전체

폭력피해 범죄

총(가스총, 모의총기 포함) - - - -

칼, 가위, 송곳, 도끼, 낫 - - 4 4

유리병, 돌, 몽둥이 등 1 - 7 8

펜치, 드라이버, 줄(밧줄) 등 - 4※ - 4

마취제, 독극물 - - - -

전기충격기 - - - -

스프레이 - - 1 1

그 외의 물건 - - 6 6

계 1 4 18 23

※ 펜치와 드라이버 등의 흉기를 소지했던 강도는 4건 모두 주거침입강도임.

표를 보면, 전체 23건 중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낸 흉기는 “유리병, 돌, 

몽둥이 등”의 범주로 8건이 이에 해당되었다. 그 다음은 “칼, 가위, 송곳, 도끼, 

낫 등”의 날카로운 금속성 흉기가 4건, “펜치, 드라이버, 줄 등”이 4건이었다. 이 

중 “펜치, 드라이버, 줄” 등은 주거침입용 도구로 추정되는데, 실제로 이러한 흉

기는 주거침입 강도범죄에서만 나타났다.  

다음 <표 4-9>는 가해자의 흉기 소지 여부와 실제 신체 공격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먼저 폭력피해 전체로 보면, 가해자가 흉기를 소지했던 21건의 

사건 중에서는 5건의 실제 신체공격이 발생했고(23.8%),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

던 71건의 사건 중에서는 20건의 실제 신체공격이 가해졌던 것(28.2%)으로 나타

난다. 두 경우 사이의 차이가 매우 큰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가해자가 흉기를 

소지했을 때 피해자의 신체를 공격하는 비율(23.8%)보다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

을 때 공격하는 비율(28.2%)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난 것이다. 

폭행/상해범죄만 따로 살펴볼 경우엔, 그 차이가 더 커짐을 알 수 있다. 즉 

폭행/상해범죄에서는 가해자 흉기 소지 시(16건) 신체공격이 가해진 경우가 4건

(약 25%)이었던 데 비해, 가해자에게 흉기가 없는 상태(47건)에서 신체공격이 발

생한 경우는 18건(대략 40%)이었다. 이를 보면, 폭행/상해범죄에서 흉기는 주로 

위협용으로 선호되는 경우가 많고 그에 따라 가해자가 흉기를 소지했을 때에는 

실제 신체공격이 상대적으로 덜 발생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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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가해자의 흉기 소지 여부와 실제 신체 공격 여부 사이의 교차표

(단위 : 건)

구분
성폭력 강도 폭행/상해 전체 폭력피해 범죄

소지 미소지 소지 미소지 소지 미소지 소지 미소지 계

신체공격
(위협포함)

유 1 - - 2  4※ 18
5

(23.8%)
20

(28.2%)
25

무 - 20 4 2 12 29 16 51 67

계
1 20 4 4 16 47

21
(100%)

71
(100%)

21 8 63 92

※ 폭력범죄(폭행/상해) 피해자 중 흉기로 실제 신체 공격을 당한 사람은 모두 4명으로, 그 중 
2명은 “유리병, 돌, 몽둥이 등”으로 공격을 받았고, 다른 1명은 “스프레이”로 공격을 받았으
며, 나머지 1명은 “칼, 가위, 송곳, 도끼, 낫 등”과 함께 “기타의 물건(차량)”으로 공격을 받
은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피해자가 알기에 가해자가 흉기를 사전에 미리 준비했는지 여부를 살펴

보자면 다음 <표 4-10>에서 보는 바와 같다. 이를 보면, 전체 21건 중에서 가해

자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소지하고 있던 경우는 13건으로 61.9%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21건 중 4건은 현장의 것을 사용한 경우 는데 이는 약 2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 다.

표 4-10  가해자 흉기의 사전 준비 여부

구분 상해성추행 주거침입강도
협박/

무상해폭행
상해

전체
폭력피해 범죄

미리 준비 - 4 9 - 13건 (61.9%)

현장의 것 사용 - - 2 2 4건 (19.1%)

모르겠다 1 - 3 - 4건 (19.1%)

계 - 4 14 2 21건 (100%)

표본수가 너무 작아서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주거침입강도의 경우엔 흉기를 

미리 준비한 경우가 100%에 이르며, 반대로 성폭력범죄에서는 그런 경우가 한 

건도 없었다. 흥미로운 점 중의 하나는 상해범죄의 경우에도 가해자가 흉기를 

미리 준비한 경우가 적어도 이번 조사의 표본 내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이

다. 즉 2건의 상해범죄에서는 가해자들이 모두 범행 현장에서 즉석으로 마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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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를 사용했던 것이다. 

위 <표 4-9>와 <표 4-10>의 내용을 조합하여 판단해 보자면, 폭력성 범죄에서 

가해자가 미리 흉기를 소지하는 경우는 주로 상해 목적이 아닌 위협의 목적인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으며 흉기에 의한 상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미리 준비한 흉

기가 아니라 현장에서 즉석으로 마련한 흉기를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겠다. 

2. 피해 당시 같이 있던 사람의 존재 여부 및 동반피해 상황

굳이 피해자이론을 들먹이지 않고 상식적인 판단을 하더라도, 자기 홀로 가해

자와 대면한 사람이 폭력성 피해를 당할 확률은 자신 곁에 다른 사람과 함께 가

해자를 대면한 사람이 피해를 당할 확률보다 아무래도 좀 더 높을 것이라고 판

단해볼 수 있다(이른바 guardianship). <표 4-11>의 결과 역시도 이를 어느 정도

까지는 뒷받침해 준다. 즉 폭력성 피해 당시 피해자가 홀로 있던 경우는 전체 

70.5% 정도인 것으로 추정된다. 

폭행/상해만 따로 볼 경우엔, 홀로 피해를 당한 경우가 전체 폭력성 범죄의 

경우에 비해 약간 낮게 나타났다. 단, 단순폭행인 경우엔 그 비율이 좀 더 낮았

고(약 61%), 상해를 동반한 폭행인 경우엔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좀 더 높게(약 

65%) 나타났다.  

표 4-11  피해 당시 같이 있던 사람(14세 미만은 제외)의 존재 여부

피해 시 함께 있던 사람
(14세 미만은 제외)

성폭력※ 강도 폭행/상해
전체

폭력피해 범죄

가구원
가중치로

추정
상해

성추행
무상해
성추행

주거침입
강도

기타
강도

무상해
폭행

상해

있었다 - 1 1 1
18

(39.1)
6

(35.3%)
27건 (29.3%) 29.5%

없었다 1 10 3 3
28

(60.9%)
11

(64.7%)
56건 (70.7%) 70.5%

계
1 11 4 4

46
(100%)

17
(100%) 83건 (100%) 100%

12 8 63

※ 폭행이나 위협을 받지 않은 성추행 9건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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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표 4-12>은 피해 당시 현장에 같이 있던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폭행도 위협도 없었던 9건의 성추행 사건은 제외)를 당한 피해자들의 피해 

장소를 살펴본 것이다. 표에 제시된 8가지 종류의 피해 장소 중에서 동반자 있었

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당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장소는 “인구밀집상업지”
로, 이 장소에서 발생한 폭력성범죄 피해사건 13건 중 7건(약 54%)이 동반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은 피해 다. 그리고 그 7건의 장소(인구밀집상업지) 중 

6건의 장소는 술집 등의 유흥업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밀집상업지 다음의 장

소는 “집”이었는데, “집”에서 발생한 폭력성 피해 총 19건 중 9건(약 47%%)에서 

유동반자 피해가 발생하 다. 그리고 9건의 집 중 6건은 “자기 집”이었다.

표 4-12  같이 있던 사람이 있었음에도 폭력성 피해를 당한 경우의 피해 장소

구분1)

성폭력2) 강도 폭행/상해
유동반자피해
/신체공격협박상해

성추행
무상해
성추행

주거침입
강도

기타
강도

무상해
폭행

상해

집(자기집, 가해자집 등) - -
1

(자기집)
-

7
(자5, 타2)

1
(타인집)

9/19
(47.4%)

주택가나 그 인접 도로 - - - -
6

(아파트2, 
단독4)

-
6/23

(26.1%)

학교 - - - - -
1

(운동장)

1/3
(33.3%)

주차장 - - - - - -
0/4
(-)

인구 밀집 상업지
1

(유흥업소)
- -

1
(유흥업소)

2
(유흥업소)

3
(유흥2, 상점1)

7/13
(53.8%)

공공기관, 사무실, 공장 - - - -
1

(창고, 공사장)
-

1/6
(16.7%)

야외, 거리, 등산로, 산책로,
대중교통시설 등3) - - - -

1
(비주택가도로)

1
(대중교통)

2/14
(14.3%)

그 외의 장소 - - - -
1

(관리사무소)
-

1/1
(무의미)

계
1 - 1 1 18 6 27/83

(29.3%)1 2 24

1) 8개 유형의 하위범주에 해당하는 좀 더 세분화된 장소에 대해서는 설문지 사건조사표 참조. 
2) 폭행이나 위협을 받지 않은 성추행 9건은 제외. 

그런데, 다음 <표 4-13>을 보면, 피해 당시의 동반자들이 함께 피해를 당한 경

우는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것(27건 중 6건, 약 22%)도 알 수 있다. 동반자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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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당한 경우 6건 중 5건에서는 동반 피해를 입은 사람이 각각 1명씩이었지

만, 다소 예외적으로 성폭력의 경우엔 4명의 동반 피해자가 발생하기도 하 다.

표 4-13  피해 당시 같이 있던 사람(14세 미만은 제외)의 동반피해 여부

동반자의 피해
(14세 미만은 제외)

성폭력 강도 폭행/상해
전체

폭력피해 범주상해
성추행

무상해
성추행

주거침입
강도

기타
강도

무상해
폭행

상해

위협/폭행
등의 존재

있었다 -
1

(4명)
- -

2
(각1명)

3
(각1명)

6건 (22.2%)

없었다 - - 1 1 16 3 21건 (77.8%)

계
- 1 - - 18 6

27건 (100%)
1 2 24

제3절 피해결과

1. 신체상해의 발생 유무

폭력성 범죄 피해 결과로 가시적인 신체상해가 발생한 경우는, 다음 <표 4-14>

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성폭력(상해성추행)에서의 1건, 강도(노상강도)에서

의 2건, 폭력범죄(상해)에서의 17건 등 총 20건이다. 신체상해 발생 사건의 비중

은 19.6%로 추정된다.

표 4-14  가시적인 신체상해 유무

구분

성폭력 강도 폭행/상해 전체
폭력피해 

범죄

가구원가중
치로
추정

상해
성추행

무상해
성추행

주거침입
강도

기타
강도

무상해
폭행

상해

가시적인 
신체상해의 

존재

있었다 1 - - 2 -  17※ 20건 
(21.7%)

19.6%

없었다 - 20 4 2 46 -
72건 

(78.3%)
80.4%

계
1 20 4 4 46 17 92건 

(100%)
100%

21 8 63

※ 폭력범죄(폭행/상해)에서 신체를 공격한 사례는 22건인데(앞의 제2절의 <표 4-2-1> 참조), 
그 신체공격 22건 중 17건에서 가시적인 신체상해가 발생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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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적으로는 가해자가 흉기를 소지한 경우에 상해가 더 많이 발생할지 모른

다는 생각이 어느 정도 자연스러울 수도 있으나, 실제로는 그 반대의 결과가 나

온다. <표 4-15>는 범행 당시 가해자가 흉기를 소지한 경우에 상해로 이어지는 

경우(21건 중 3건, 14.3%)가 흉기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 상해로 이어진 경우

(71건 중 17건, 23.9%)보다 적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는 앞의 분석내용(흉기소지

와 신체공격 사이의 관계)과도 상통한다.

표 4-15  가해자의 흉기 소지 여부와 실제 신체상해 발생 여부 사이의 교차표

(단위 : 표본건)

구분
성폭력 강도 폭행/상해

전체
폭력피해 범죄

소지 미소지 소지 미소지 소지 미소지 소지 미소지 계

가시적인
신체상해

유 1 - - 2 2 15
3

(14.3%)
17

(23.9%)
20

무 - 20 4 2 14 32 18 54 72

계
1 20 4 4 16 47

21
(100%)

71
(100%)

21 8 63 92

다음으로는 <표 4-16>에서 피해자의 대응과 신체상해 발생 사이의 관계에 대

해 알아보기로 한다. 우선 83건의 피해 중에서 피해자의 대응이 있었던 사건은 

38건(45.8%)이고, 피해자의 대응이 없었던 사건은 45건(54.2%)인 것으로 드러났

다. 그런데, 피해자의 대응이 있었던 38건의 폭력성 범죄에서는 14건의 신체상

해가 발생하여 그 비율이 36.8%인데 비해, 피해자의 대응이 없었던 45건의 폭력

성 범죄에서는 6건의 신체상해가 발생하여 그 비율은 13.3%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한편으로 피해자의 대응이 있는 경우에 신체상해 발생확률이 높아진다고 

볼 수도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신체상해의 위험(폭력의 정도가 심한 경우)이 

높은 범죄에서 피해자의 대응이 더 적극적으로 나타날 개연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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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6  피해자의 대응과 신체상해 발생 사이의 관계

(단위 : 표본건, (표본%)[표본%])

구분 피해자의 적극대응 피해자의 무대응 합계※

신체상해 있음 14 (36.8) 6 (13.3) 20 (24.1)

신체상해 없음 24 (63.2) 39 (86.7) 63 (75.9)

계
38 (100.0)

[45.8]
45 (100.0)

[54.2]
83 (100.0)
[100.0]

※ 신체공격은 물론 협박ㆍ위협도 존재하지 않았던 성추행 사건 9건은 제외.

<표 4-17>에서는 좀 더 복잡한 분석을 해보았다. 이 표는 흉기소지와 피해자

의 대응의 조합에 따라 피해자의 신체상해 유무 사이의 관계를 정리한 표이다. 

표 4-17  가해자의 흉기 소지 여부에 따른 피해자의 대응과 신체상해 발생 사이의 관계

(단위 : 표본건, (표본%)[표본%])

가해자
흉기 소지 여부

신체상해 유무 피해자 적극대응 피해자 무대응 전체※

흉기 소지

신체상해 있음 2 (33.3) 1 (6.7) 3 (14.3)

신체상해 없음 4 (66.6) 14 (93.3) 18 (85.7)

소계
6 (100.0)
[28.6]

15 (100.0)
[71.4]

21 (100.0)
[100.0]

흉기 미소지
(모르는 경우도 포함)

신체상해 있음 12 (37.5) 5 (16.7) 17 (27.4)

신체상해 없음 20 (62.5) 25 (83.3) 45 (72.6)

소계
32 (100.0)

[51.6]
30 (100.0)

[48.4]
62 (100.0)
[100.0]

※ 신체공격은 물론 협박ㆍ위협도 존재하지 않았던 성추행 사건 9건은 제외.

이 표에서는 폭력성 범죄의 피해자를 4개의 집단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4집단은 “1) 범행 당시 가해자가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으면서 피해자가 대응을 

한 경우”, “2) 가해자가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으면서 피해자가 대응을 하지 않은 

경우”, “3) 가해자가 흉기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면서 피해자가 대응을 한 경

우”, “4) 가해자가 흉기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면서 피해자가 대응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의 네 가지 경우로 이루어진다. 이 중 신체상해율이 가장 높은 경우는 

제3집단, 즉 “가해자가 흉기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면서 피해자가 적극 대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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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우”이다. 제3집단에서는 37.5%가 신체상해를 입었다. 그 다음은 제1집단

(33.3%), 제4집단(16.7%), 제2집단(6.7%)의 순이었다. 제2집단, 즉 “가해자가 흉

기를 소지하고 있었으면서 피해자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경우”에서 신체상

해율은 6.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2. 신체상해의 종류와 치료 및 배상 여부 등

폭력성 범죄군에서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상해의 구체적인 종류를 살펴보자면, 

신체상해 피해 20건 중 15건(75%)에서는 타박상(“몸이나 눈에 멍이 드는 등 타박

상, 할퀴거나 긁힘”)이 발생했고, 4건(20%)에서는 신체 골절 등(신체골절은 “뼈나 

이에 금이 가거나 부러짐”, 덧붙여 인대가 늘어난 경우 1건도 포함)이 발생했으

며, 가해자의 공격으로 인해 기절하여 의식불명상태가 된 경우도 1건이 나타났다

(아래 <표 4-18> 참조). 신체 골절 등의 중상해 4건은 모두 폭행/상해범죄 피해

에서 나타났으며, 피해자 기절(의식불명) 사건은 노상강도 피해에서 나타났다.

표 4-18  신체상해의 종류

(단위 : 표본건)

구분1) 성폭력
(상해성추행)

강도
(노상강도)

폭행/상해 등
(상해범죄)

전체
폭력피해 범죄

신체 골절 (뼈나 이가 부러짐) 등
[인대가 늘어난 사례 1건도 포함]

- - 4 4

기절 (의식불명) - 1 - 1

타박상 (할큄, 긁힘 포함) 1 1  132) 15

계 1 2 17 20

1) 조사표 문항 응답지에 나와 있는 “칼에 의한 부상”, “총기로 인한 부상”, “장기 손상” 등의 
사례는 한 사례도 발견되지 않아 표에 제시하지 않았음.

2) 상해범죄에서, 기타 구체 응답 내용에 포함되어 있던 “구타” 1건, “허리를 심하게 구타하여 
병원에 입원함” 1건을 포함한 수치임. 또한 타박상 피해자 1인은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는 
피해”를 동시에 경험하기도 하였음(그 외의 신체피해 중복은 없음). 

다음 <표 4-19>은 신체상해 치료 여부와 치료 장소를 요약한 표인데, 동시에 

이는 신체상해의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가 될 수도 있다. 일단 신체상

해자 중 어떤 식으로든 치료를 받지 않은 피해자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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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체상해 사건 20건 중에서 약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9건의 경우엔 피해자

들이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고(이 경우 신체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심각했

었을 것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음), 4건은 개인병원이나 보건소 등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나머지 7건은 약국을 이용하는 등 집에서 치료를 받은 것(이 경우는 

상대적으로 신체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편이었을 것이라고 집작해 볼 수 있음)으

로 나타났다. 한편, 병원 응급실에 갈 정도로 비교적 심각한 신체상해 피해 9건

은 모두 폭행/상해범죄 피해에서만 나타났다.

표 4-19  신체상해 치료 여부 및 치료 장소

(단위 : 표본건)

구분※ 성폭력
(상해성추행)

강도
(노상강도)

폭행/상해 등
(상해범죄)

전체
폭력피해 범죄

신체
상해
치료
여부

아니오 - - - -

예

개인병원, 한의원, 
보건소 

1 - 3 4

병원 응급실 - - 9 9

집에서 치료
(약국이용 포함)

- 2 5 7

계 1 2 17 20

※ 조사표 문항 응답지에 나와 있는 “사건 현장에서 곧바로”, “학교ㆍ직장 등의 의무실 등” 등
의 사례는 한 사례도 발견되지 않아 표에 제시하지 않았음.

신체상해 피해자들이 치료를 위해 지불한 의료비는 다음 <표 4-20>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평균적으로 약 30만원 정도 다. 가장 적게는 1천원에서 가장 

많게는 150만원까지의 의료비 지출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0  신체상해자들의 지불 의료비 평균

구분 사례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신체상해자 20건 1천원 150만원 30만2천7백원 44.027

폭력성 범죄군에서의 신체상해 피해자들이 가해자들에게 신체상해 피해에 대한 

배상을 어느 정도까지 받았는지를 살펴본 결과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아무런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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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받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표 4-21>를 보면, 전체 20건 중 19건(95%)이 

가해자로부터 전혀 배상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다. 배상을 받

지 못한 사례 19건 중 14건은 가해자에게 요구하지도 않거나 못한 경우 고, 5

건은 피해배상을 요구하고도 배상을 받지 못한 경우 다.  

표 4-21  가해자로부터의 신체상해 피해 배상 여부

(단위 : 표본건)

구분
성폭력

(상해성추행)
강도

(노상강도)
폭행/상해 등
(상해범죄)

전체
폭력피해 범죄

피해금액 전부를 받았다 - - 1 1

일부를 받았다 - - - -

요구했으나 받지 못했다 - 1 4 5

요구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 - - -

요구하지 않았다 1 1 12 14

계 1 2 17 20

3. 폭력피해의 정신적 후유증

폭력성 범죄군에서의 피해자들이 그러한 범죄피해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의 

후유증은 어느 정도 을까? 다음의 <표 4-22>에서는 그 정도가 어떠했는지를 살

펴보았다.

표 4-22  폭력피해의 정신적 후유증

(단위 : 표본건. (표본%))

구분
성폭력
N=21

강도
N=8

폭행/상해
N=63

전체 폭력피해 범죄
N=92

우울함(무력감, 자신감 상실) 8 (38.1) 6 (75.0) 30 (47.6) 44 (47.8)

고립감(외로움, 갇힌 느낌) 4 (19.0) 5 (62.5) 15 (23.8) 24 (26.1)

두려움(공황상태, 쇼크) 14 (66.7) 7 (87.5) 36 (57.1) 57 (62.0)

불면증, 악몽, 환청, 두통 7 (33.3) 7 (87.5) 27 (42.9) 41 (44.6)

사회생활ㆍ인간관계 곤란 5 (23.8) 1 (12.5) 12 (19.0) 18 (19.6)

이사 또는 전학 - - 4 (6.3) 4 (4.3)

자살충동 1 (4.8) - 2 (3.2) 3 (3.3)

자살시도 1 (4.8) - 1 (1.6) 2 (2.2)

수치심, 남성혐오, 불쾌감 4 (19.0) - - 4 (4.3)

소화불량 등 기타 후유증 - - 7 (11.1) 7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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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전체 92건에서 보면, 폭력성 범죄 피해 이후 공황상태나 쇼크를 동반한 

두려움을 경험한 경우가 57건, 62%로 가장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하 다. 그 다

음은 무력감과 자신감 상실을 동반한 우울함을 경험한 경우가 92건 중 44건

(47.8%), 불면증, 악몽, 환청, 두통 등에 시달렸던 경우가 92건 중 41건(44.6%)으

로 높게 나타났다. 고립감을 경험한 경우는 26.1%(92건 중 24건), 사회생활이나 

인간관계 유지의 어려움을 경험한 경우는 19.6%(18건), 범죄피해로 인해 이사 

또는 전학을 가야했던 경우는 4.3%(4건) 등이었다. 가장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

이라고 할 수 있는 자살시도 경험 사례는 2건(2.2%), 자살충동 사례는 3건(3.3%)

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사례가 많지 않기는 하지만, 강도범죄 피해자들

은 쇼크나 공황상태를 동반한 두려움을 경험한 경우(8건 중 7건, 87.5%) 및 불

면증, 악몽, 환청, 두통 등에 시달린 경우(8건 중 7건, 87.5%)가 다른 유형에서보

다 높게 나타나기도 하 다. 그 이유는 아마도 강도범죄 피해가 성폭력이나 폭

행/상해보다 상대적인 수준에서 좀 더 예기치 못한 갑작스러운 범죄피해에 해당

되기 때문이 아닌가도 싶다.   

다음으로는 신체상해 유무에 따른 폭력성 범죄 피해의 정신적 후유증을 살펴

보았다. <표 4-23>를 보면, ‘두려움’과 ‘이사 또는 전학’의 경우만 제외하고는 모

두 신체상해가 있었던 피해에서 신체상해가 없었던 피해에서보다 정신적 후유증

이 좀 더 심각했던 것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표 4-23  가시적 신체상해 유무에 따른 폭력피해의 정신적 후유증

(단위 : 표본건. (표본%))

구분
신체상해가 있는 경우

N=20
신체상해가 없는 경우

N=72
전체 폭력피해 범죄

N=92

우울함 13 (65.0) 31 (43.1) 44 (47.8)

고립감 8 (40.0) 16 (22.2) 24 (26.1)

두려움 12 (60.0) 45 (62.5) 57 (62.0)

불면증, 악몽, 환청, 두통 11 (55.0) 30 (41.7) 41 (44.6)

사회생활ㆍ인간관계 곤란 8 (40.0) 10 (13.9) 18 (19.6)

이사 또는 전학 - 4 (5.6) 4 (4.3)

자살충동 2 (10.0) 1 (1.4) 3 (3.3)

자살시도 2 (10.0) -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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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에서도 특히 큰 차이를 나타낸 항목은 ‘고립감’, ‘사회생활 및 인관관계 

곤란’, ‘자살충동’, ‘자살시도’ 등 네 가지 항목이다. 특히 자살시도의 경우엔 오

로지 신체상해 피해자들에게서만 발견되었다. 사례가 좀 더 많이 발견된 항목 

중에서는 ‘사회생활 및 인관관계 곤란’에서 양자 사이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제4절 피해자 및 가해자의 특성

1. 피해자의 특성

폭력성 범죄군 피해자들의 성별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남성이었던 사례는 92

건 중 35건(41.8%), 여성이었던 사례는 57건(58.2%)으로 나타났다. 액면으로 볼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피해를 입은 것이지만, 여성 피해자가 압도적 비

율을 차지하는 성폭력범죄를 제외할 경우엔 그 차이가 크게 줄어들어 남녀의 차

이가 거의 없어지다시피 하게 된다.

폭행/상해범죄 피해는 표본상으로는 남녀 성별 차이가 거의 없어 보이지만, 

가중치를 적용하여 추정해 보았을 경우엔 56.0% 대 44.0%로 남성 피해자의 비

율이 좀 더 높게 나타난다. 강도범죄 피해의 경우엔, 여성 피해자의 비중이 표

본상으로 높게 나타나지만 사례 수가 워낙 적어서 섣불리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고도 할 수 있다.

표 4-24  폭력성 범죄군 피해자들의 성별

(단위 : 표본건(가구원가중치 %))

구분 성폭력 강도 폭행/상해 등
전체

폭력피해 범죄

남자 1 2 32 (56.0%) 35 (41.8%)

여자 20 6 31 (44.0%) 57 (58.2%)

계 21 8 63 (100.0%) 9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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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폭력성 범죄군 피해에서의 연령대별 피해율의 차이는 성별 피해율의 차

이에 비해 훨씬 더 극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피해율을 제대로 추정하

려면, 각 연령대별 모집단의 인구를 알아야 한다. <표 4-25>에서 각 연령대별 

추정(추계) 인구는 연령대 대분류(10~20대, 30~40대, 50대 이상)에서만 제시하

고, 7개 범주로 구분한 세부 연령대 분류에서는 편의상 표본에서 각 연령대가 

차지하는 수치만 제시하 다.

연령대를 상세하게 구분한 부분부터 보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 10대(만 14세 

이상 만 19세 이하)의 표본수는 전체 표본수 13,317명 중 1,161명이다. 표본에

서 10대들은 총 11건의 폭력성 범죄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 11건을 

표본 내 10대의 총수인 1,161명으로 나눈 다음 10만을 곱하면 10대 인구 10만 

명당 피해율이 계산된다. 이렇게 계산한 10대의 인구 10만 명 당 폭력성 범죄 

피해율은 947.5건이다. 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지속해 보자면, 20대(만 20세~만

29세)는 20대 인구 10만 명 당 1,501건, 30대(만30세~만39세)는 666.4건, 40대

(만40세~만49세)는 865.5건, 50대(만50세~만59세)는 525.9건, 60대(만60세~만69

세)는 318.9건, 70대 이상(만70세 이상)은 63.5건이다. 이 수치가 높다는 것은 

각 연령대별 인구 대비 피해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각 연령대의 

인구를 통제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연령대의 인구가 절대적으로 많은지 적은지

는 중요하지 않게 된다. 아무튼 가장 수치가 높은 연령대는 20대이고, 가장 수

치가 낮은 연령대는 70대 이상이며, 그 차이는 대략 5배 정도이다. 다시 말해, 

20대가 20대 인구 중에서 폭력성 범죄피해를 당하는 비율은 70대 이상이 70대 

이상 인구 중에서 폭력성 범죄피해를 당하는 비율보다 5배 정도 높다는 의미이

다. 20대 다음으로 연령대별 피해율이 높은 집단은 10대(만14세 이상), 40대, 

30대, 50대, 60대의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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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5  폭력성 범죄군 피해자들의 연령대

(단위 : 건, (가구원가중치 적용 %))

구분 성폭력 강도
폭행/상해 

등
A. 전체

폭력피해 범죄

B. 연령별 
표본수

(아래 : 연령별 
추정인구)

A/B×
100,000

연령
상세구분

(표본에서
나타난 
수치)

10대 (만 19세 이하) 3 2 6 11 1,161 947.5

20대 (만 20세~29세) 11 1 12 24 1,599 1,501.0

30대 (만 30세~39세) 2 1 13 16 2,401 666.4

40대 (만 40세~49세) 5 1 16 22 2,542 865.5

50대 (만 50세~59세) - - 13 13 2,472 525.9

60대 (만 60세~69세) - 3 2 5 1,568 318.9

70대 이상 - - 1 1 1,574 63.5

계 21 8 63 92 13,317 690.85

연령3분

(가구원
가중치
추정)

10대-20대
49,904
(67.0%)

13,835 
(49.0%)

62,189 
(28.1%)

125,928 
(38.9%)

10,440,832 
(24.3%)

1206.1

30대-40대
24,578 
(33.0%)

9,066 
(32.1%)

101,067
(45.7%)

134,711 
(41.6%)

16,514,143 
(38.5%)

815.7

50대 이상 -
5,321 
(18.9%)

57,999 
(26.2%)

63,320 
(19.5%)

15,981,235
(37.2%)

396.2

계
74,482 
(100.0%)

28,222 
(100.0%)

221,225 
(100.0%)

323,959 
(100.0%)

42,936,210 
(100.0%)

754.5

 

앞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연령대별 피해율을 제대로 추정하려면, 각 연령대별 

모집단의 인구를 알아야 한다. 물론 이번 조사의 표본은 처음부터 연령대별 인

구를 어느 정도 고려한 것이기 때문에, 표본에서 차지하는 각 연령대별 분포만 

가지고도 대략적인 연령대별 추정이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좀 더 

정확한 추정을 위해서는 가중치(가구원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한 각 연령대별 

추계인구를 통해 계산을 해볼 수 있다.

추정 추계인구상 만14세 이상의 10대와 20대를 합한 인구는 10,440,832명이다. 

이 수치는 전체 만14세 이상 2012년도 우리나라의 추계 인구수인 42,936,210명 

중에서 약 24.3%를 차지한다. 그런데, 조사결과를 토대로 가구원가중치를 적용

하여 10대~20대의 폭력성범죄 피해건수를 추정해 보면, 그 피해자수는 125,928

건으로 추정된다. 한편, 전 연령대의 폭력성범죄 피해건수 추정치는 323,959건인

데, 그 중에서 10대~20대의 피해건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38.9%이다. 다시 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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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면, 10대~20대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4.3%인데 비해, 폭력성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 중에서 10대~2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38.9%나 된다는 말이다. 한편, 

30대~40대의 경우, 30~40대가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38.5%인데 전체 폭력성 

범죄 피해건수에서 30~4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41.6% 다. 10대~20대의 경우보

다는 약하긴 하지만, 30~40대 역시 인구 비중에 비해 더 많은 피해를 당했다는 

의미이다. 이에 반해, 50대 이상의 경우엔, 50대 이상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7.2%인데 비해 전체 폭력성 범죄 피해건수 중에서는 19.5%만 차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즉 50대 이상의 경우 인구 비중에 비해 확실하게 폭력성 피해

를 덜 당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결과는 각 연령대별 인구 10만 명 당 피해건수로 달리 표현할 수도 

있다. 우선 10대~20대가 폭력성 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는 전체 10대~20대 인

구 중에서 약 1.2% 정도, 혹은 10대~20대 인구 10만 명 당 1206.1건(125,928/ 

10,440,832×100,000)에 해당한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했을 때 30~40대의 피해율

은 30~40대 인구 10만 명 중에서 815.7건에 해당하고, 50대 이상의 피해율은 50

대 이상 인구 10만 명 당 396.2건이 된다. 폭력성 범죄에서, 50대 이상은 10

대~20대에 비해 약 3분의 1 수준의 피해만을 경험한 것이다.

범죄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우선 성폭력범죄의 경우 전체 성폭력범죄 피

해사건 중 10~20대 피해자 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이 67%나 된다. 전체 인구 중

에서 10대~2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24.3%라는 점을 고려해면 그 비중이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성폭력범죄의 경우 표본에서 포착된 수가 워낙 적어서 50대 

이상의 피해자가 발견되지는 않았다. 이는 모집단에서 50대 이상의 성폭력 피해

자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단지 표본이 상대적으로 작아서 조사결과 내에 포

착되지 않은 것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과는 성폭력범죄 피해자들

의 많은 부분이 10대~20대에 몰려 있고, 10대부터 40대까지를 아우를 경우엔 성

폭력범죄의 거의 대부분이 그 연령대(10대~40대)의 피해자 범위 안에서만 발생

한다고 해도 아주 과언은 아니라고 할 수는 있겠다. 강도범죄의 경우엔, 성폭력

범죄보다는 비교적 연령대별로 골고루 발생한 편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여전히 

10대~20대 편중이 심한 편이다. 한편, 폭행/상해범죄 피해의 경우엔 이야기가 

달라진다. 폭행/상해의 경우에도 10대~20대의 피해 비중은 인구 비중에 비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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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하나 그다지 높지는 않다. 대신, 30~40대의 피해는 그 인구비중(38.5%)에 

비해 확실히 높은 편(45.7%)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 <표 4-26>에서 폭력성 범죄군 피해자들의 혼인관계 분포를 보면 이 분포

가 앞서 살펴본 연령별 분포와 상당 부분 연동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적인 분포 상으로는 그다지 특별하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으나, 범죄유형별

로 살펴보면 왜 이 분포와 앞의 연령대 분포가 서로 연동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

이다. <표 4-26>에서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미혼인 경우는 21건 중 15건(69.9%)으

로 나타났는데, 이 결과는 앞의 <표 4-25>에서 10대~20대 피해자 사건이 21건 

중 14건(66.7%)이라는 결과와 관계가 높다. 폭행/상해의 경우, 유배우자와 사별/

이혼을 합한 수치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도 앞의 <표 4-25>에서의 연령 분포

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표 4-26  폭력성 범죄군 피해자들의 혼인관계

(단위 : 표본건 (가구원가중치 %))

구분 성폭력 강도 폭행/상해 등 전체 폭력피해 범죄

미혼 15 (69.9%) 3 (49.0%) 19 (32.9%) 37 (42.8%)

유배우자 6 (30.1%) 5 (51.0%) 38 (58.7%) 49 (51.4%)

사별/이혼 - - 6 (8.5%) 6 (5.8%)

계 21 (100.0%) 8 (100.0%) 63 (100.0%) 92 (100.0%)

다음 <표 4-27>에서는 폭력성 범죄군 피해자들의 피해 당시 본인의 음주 여

부를 알아보았다. 전체 92건 중에서는 피해자가 술을 마셨던 경우가 15건

(14.4%)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을 마셨는지의 여부가 

폭력성 범죄의 표적이 되는 것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 비율

만 보아서는 알기 어렵다. 그리고 사례수가 적은 탓에 유형간 비교를 효과적으

로 해내기도 어렵다. 하지만, 적어도 폭행/상해 범죄에서 피해 당시 피해자가 

술을 마셨던 경우(18.4%)가 강도나 성폭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고 볼 수 

있기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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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7  폭력성 범죄군 피해자들의 음주 여부 

(단위 : 표본건 (가구원가중치 %))

구분 성폭력 강도 폭행/상해 등 전체 폭력피해 범죄

음주 1 1 13 (18.4%) 15 (14.4%)

비음주 20 7 50 (81.6%) 77 (85.6%)

계 21 8 63 (100.0%) 92 (100.0%)

2. 피해자가 인지한 가해자의 특성

설문조사의 한계로 가해자의 특성에 정보는 부득이하게 피해자가 인지한 수준

에 국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다음에 보게 될 폭력성 범죄군의 가해자 특성은 

피해자가 인지한 가해자의 특성이라는 점에 먼저 유의하고 해석하기 바란다.

먼저 <표 4-28>에서는 폭력성 범죄군 피해자들의 가해자 인지 여부를 알아보

았다. 여기서 말하는 피해자의 가해자 인지란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막연하게

라도 가해자에 대한 무언가를 알았는지, 즉 가해자의 수라든가 가해자가 남자인

지 여자인지에 대해서라든가 혹은 가해자가 젊었는지 늙었는지 등에 대해 알았

는지 여부를 뜻한다. 따라서 <표 4-28>에 나타난 응답 결과는 피해자가 그 어떤 

식으로든 가해자에 대한 무언가를 아는지에 대한 것이다. 표를 보면, 전체 폭력

성 범죄 92건 중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에 어떤 식으로든 알고 있었던 경우는 85

건(89.8%)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에 비해 가해자가 누군지 모르는 경우는 7건

(10.2%로 추정)이었다. 아무튼 표에 나타난 가해자 인지 비율은 꽤 높다. 그도 

그럴 것이, 폭력성 범죄는 기본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오히려 피해자가 가해자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이다. 폭력성 범죄에서 피

해자가 가해자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는 피해자의 만취상태 혹은 갑작스런 공격

으로 의식불명이 되는 상태 등에 처했을 때에 국한 될 소지가 높다. 한편, 성폭

력의 경우엔 21건 모두 가해자가 누군지 알았으며, 강도에서는 8건 중 6건에서, 

폭행/상해범죄에서는 63건 중 58건(88.9%)에서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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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8  폭력성 범죄군 피해자들의 가해자 인지 여부

(단위 : 표본건 (가구원가중치 %))

구분 성폭력 강도 폭행/상해 등 전체 폭력피해 범죄

가해자 인지 (대략 인지 포함) 21 6 58 (88.9%) 85 (89.8%)

가해자 미인지 - 2 5 (11.1%) 7 (10.2%)

계 21 8 63 (100.0%) 92 (100.0%)

다음 <표 4-29>에 제시된 내용들은 폭력성 범죄군 피해자들이 인지한 가해자

의 수에 관한 것이다. 가해자가 누군지 알았던 사례 85건 중에서 65건(75.4%로 

추정)은 가해자 수가 1명이었고, 8건(9.0%로 추정)은 그 수가 2명인 경우 으며, 

나머지 12건(15.6%)에서는 가해자가 3명 이상이었다. 성폭력범죄나 강도범죄에

서는 상대적으로 가해자 수가 1명인 경우가 많았으며 전반적으로 가해자 수가 

적은 편이었다. 이에 비해 폭행/상해범죄에서는 앞의 두 유형에 비해 평균적인 

수준에서 가해자 수가 많은 편이었다고 할 만하다. 폭행/상해범죄에서 가해자 

수가 3명 이상이었던 사례는 거의 20%에 근접하는데, 이로 인해 전체 폭력성 범

죄 피해 통계치(15.6%)에도 큰 향을 미쳤다. 

폭행/상해 범죄의 가해자 수가 상대적으로 많았다는 사실은 본 장의 제2절에

서 살펴보았던 피해 당시 동반자에 관한 몇 가지 내용들에 대한 설명이 될 수 

있다. 앞서 제2절에서 제시했던 <표 4-13>으로 잠시 되돌아가 보자면, 폭행/상해

범죄에서는 적어도 강도범죄나 성폭행범죄에 비해 피해자 곁에 동반자가 있었음

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입은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제 

<표 4-29>을 다시 보면, 제2절의 <표 4-13>에서 그와 같은 결과가 나온 이유가 

가해자의 수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표 4-29  폭력성 범죄군 피해자들이 인지한 가해자수

(단위 : 표본건 (가구원가중치 %))

구분 성폭력 강도 폭행/상해 등 전체 폭력피해 범죄

1명 18 (87.7%) 5 42 (70.8%) 65 (75.4%)

2명 2 (6.9%) - 6 (10.7%) 8 (9.0%)

3명 이상 1 (5.4%) 1 10 (18.4%) 12 (15.6%)

계 21 (100.0%) 6 58 (100.0%) 8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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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성 범죄군 피해자들이 인지한 가해자들의 성별은 다음 <표 4-30>에서 보

는 바와 같다. 전체 가해자 인지 가능 사례 85건 중에서 보자면 72건(85.8%로 

추정)에서의 가해자가 남성이었고, 9건(10.3%로 추정)에서는 여성, 4건(3.9%로 

추정)에서는 남녀가 섞인 가해자들인 경우 다. 전반적으로 남성 가해자들이 거

의 대부분이었던 것이다. 성폭력의 경우, 21건 중 20건에서 가해자가 남성이었

지만 여성 가해자도 1명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강도범죄의 경우엔, 사례수

가 적긴 하지만, 6건 모두 가해자가 남성이었다. 폭행/상해범죄의 경우엔, 앞의 

두 유형에 비해 여성 가해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표 4-30  폭력성 범죄군 피해자들이 인지한 가해자의 성별

(단위 : 표본건 (가구원가중치 %))

구분 성폭력 강도 폭행/상해 등 전체 폭력피해 범죄

남성 20 6 46 (80.1%) 72 (85.8%)

여성 1 - 8 (14.2%) 9 (10.3%)

남녀 모두 - - 4 (5.8%) 4 (3.9%)

계 21 6 58 (100.0%) 85 (100.0%)

다음 <표 4-31>에서는 폭력성 범죄군 피해자들이 인지한 가해자들의 연령대를 

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 보면, 40대 가해자의 비중(23.6%)이 가장 높았다. 40대 

가해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성폭력과 강도범죄에서도 가장 높고 폭행/상해범죄에

서도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 단, 폭행/상해범죄에서는 50대의 비중이 40대와 30

대보다 아주 약간 크게 나타나기는 하 다. 이 표의 내용을 10대-20대, 30대-40

대, 50대 이상 세 집단으로 재분류할 경우, 모든 유형에서 30-40대 가해자 비중

이 가장 높게 나타나게 된다(전체 약 55%, 성폭력 약 57%, 강도 약 67%, 폭행/

상해 약 40%). 가해자 중 30-40대가 차지하는 비중(대략 55% 정도)은 30-40대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38.5%로 추정, <표 4-27> 참조)보다 꽤 큰 것이다. 즉 폭

력성 범죄에서 30-40대 가해자의 비중은 30-40대 인구를 통제해도 다른 연령대

에 비해 높다고 할 만하다. 참고로, 가해자 중 10대-20대가 차지하는 비중(대략 

21% 정도)은 10-20대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24.3%로 추정, <표 4-27> 참조)보다 

작으며, 50대 이상의 경우도 대략 마찬가지이다(가해자 비중은 약 34% 정도, 인

구 비중은 약 37%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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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  폭력성 범죄군 피해자들이 인지한 가해자의 연령대 (중복응답)

(단위 : 표본[중복]건 (표본[중복] %))

가해자 연령대 구분 성폭력 강도 폭행/상해 등 전체 폭력피해 범죄

10대 2 (9.5%) 5 (8.1%) 7 (7.9%)

20대 2 (9.5%) - 10 (16.1%) 12 (13.5%)

30대 5 (23.8%) 2 12 (19.4%) 19 (21.3%)

40대 7 (33.3%) 2 12 (19.4%) 21 (23.6%)

50대 4 (19.0%) 1 13 (21.0%) 18 (20.2%)

60대 이상 1 (4.8%) - 6 (9.7%) 7 (7.9%)

모르겠음 - 1 4 (6.5%) 5 (5.6%)

계 21 (100.0%) 6 62 (100.0%) 89 (100.0%)

폭력성 범죄군에서의 가해자 특성 중 마지막으로 사건 당시 가해자의 음주 여

부를 살펴보자면, 다음 <표 4-32>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4-32  폭력성 범죄군 피해자들이 인지한 가해자의 음주 여부

(단위 : 표본건 (가구원가중치 %))

가해자 음주 여부 성폭력 강도 폭행/상해 등 전체 폭력피해 범죄

음주 11 (52.7%) 2 (26.8%) 23 (41.4%) 36 (43.3%)

비음주 8 (38.8%) 3 (43.2%) 28 (42.9%) 39 (41.9%)

모름 2 (8.4%) 1 (30.1%) 7 (15.8%) 10 (14.9%)

계 21 (100.0%) 6 (100.0%) 58 (100.0%) 85 (100.0%)

범행 당시 가해자가 술을 마셨던 경우는 85건 중 36건(43.3%로 추정)이었다. 

성폭력범죄의 경우엔 21건 중 8건(52.7%로 추정), 강도범죄는 6건 중 2건, 폭행/

상해범죄는 58건 중 23건(41.4%로 추정)에서 가해자가 술을 마셨던 것으로 나타

났다. 앞서 살펴보았던 피해자들의 음주 여부에서는 약 14.4%(<표 4-27> 참조)

의 피해자들이 피해 당시 술을 마셨던 것을 상기해 보자면, 범행 당시 가해자가 

술을 마셨던 경우가 훨씬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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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관계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관계 분석은 그들 사이의 관계가 어떤 것이었다는 직

접적인 응답에 관한 것도 있지만, 앞서 따로 따로 살펴보았던 피해자의 특징과 

가해자의 특징을 서로 교차하여 양자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추론하는 방법도 있다. 여기서는 먼저 후자의 방법으로 분석을 해본 다음, 전자

에 관한 분석을 하고, 그 두 가지를 다시 복합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으

로 마무리를 해볼 것이다.

먼저 <표 4-33>에서는 폭력성 범죄군 피해자들의 성별과 가해자들의 성별을 

교차하여 분석해 보았다.

표 4-33  폭력성 범죄군 피해자 성별과 가해자의 성별 교차분석

(단위 : 표본건, (표본 %))

구분 성폭력 강도 폭행/상해 등
전체

폭력피해 범죄
폭행/상해에서의 

조합

남성
피해자

남성 가해자 - 2 24 (82.8%) 26 (81.2%) 41.4%

여성 가해자 1 - 2 (6.9%) 3 (9.4%) 3.4%

남녀 가해자 - - 3 (10.3%) 3 (9.4%) 5.2%

소계 1 2 29 (100.0%) 32 (100.0%) -

여성
피해자

남성 가해자 20 4 22 (75.9%) 46 (86.8%) 37.9%

여성 가해자 - - 6 (20.7%) 6 (11.3%) 10.3%

남녀 가해자 - - 1 (3.4%) 1 (1.9%) 1.7%

소계 20 4 29 (100.0%) 53 (100.0%) -

남성이 피해자일 때(N=32), 가해자가 남성인 경우는 26건(81.2%), 가해자가 

여성인 경우와 남녀 모두인 경우는 각각 3건씩(9.4%)이었다. 여성이 피해자일 

때(N=54)는, 가해자가 남성인 경우가 46건(86.8%), 가해자가 여성인 경우가 6건

(11.3%), 가해자가 남성과 여성 모두인 경우가 1건(1.9%)이었다.

성폭력의 경우, 피해자가 여성인 사건 20건의 가해자는 모두 남성이었다. 특

이한 경우이긴 하지만, 피해자가 남성인 사건 1건의 가해자는 여성이었다. 강도

범죄의 경우엔 여성 가해자가 없었다. 성폭력과 강도범죄의 경우엔 가해자가 여

성인 경우가 거의 없는 것에 가깝다고 보아도 될 듯하다. 하지만, 폭행/상해범죄



전국범죄피해조사 2012

162

의 경우엔 양상이 조금 다른데, 여성 가해자가 비록 상대적으로 소수이긴 하지

만 약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는 하다. 

이에 폭력/상해범죄만을 따로 뽑아서 피해자-가해자 조합을 하여 6개 집단(남

성가해자-남성피해자, 남성가해자-여성피해자, 여성가해자-남성피해자, 여성가해

자-여성피해자, 남녀가해자-남성피해자, 남녀가해자 여성피해자)으로 나누어 보면

(<표 4-33>의 가장 오른쪽 참조), 가장 빈도가 높은 사례는 남성가해자-남성피해

자 집단(41.4%)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남성가해자-여성피해자 집단(37.9%), 여성

가해자-여성피해자 집단(10.3%) 등의 순이었다.

피해-가해자 성별 교차에 이어, 다음으로는 피해자의 연령대와 가해자의 연령

대를 교차하여 분석해 보았는데, 그 결과는 <표 4-34>에 나타나 있다.  

표 4-34  폭력성 범죄군 피해자 연령대와 가해자의 연령대 교차분석

(단위 : 표본건)

피해유형 및 가해자 연령대
피해자의 연령대

계
10대-20대 30대-40대 50대 이상

성폭력

10대-20대 4 - - 4

30대-40대 8 4 - 12

50대 이상 2 3 - 4

소계 14 7 - 21

강도

10대-20대 - - - -

30대-40대 1 1 2 4

50대 이상 - - 1 1

소계 1 1 3 5

폭행/상해

10대-20대 8 5 2 15

30대-40대 5 13 6 24

50대 이상 5 8 6 19

소계 18 26 14 58

전체
폭력피해범죄

10대-20대 12 5 2 19

30대-40대 14 18 8 40

50대 이상 7 11 7 25

소계 33 34 17 84

표의 맨 아래쪽부터 보자면, 우선 전체 폭력성 범죄의 경우, 30-40대의 가해자

가 30-40대의 피해자를 공격한 경우가 가장 많다는 것(84건 중 14건, 21.4%)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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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 많은 경우는 30~40대가 10대~20대를 공격한 경우(84건 

중 14건, 16.7%), 10대~20대의 가해자들이 10대~20대의 피해자들을 공격한 경우

(84건 중 12건, 14.3%), 50대 이상이 30~40대를 공격한 경우(84건 중 11건, 13.1%) 

등의 순이었다.

범죄 유형별로 다시 살펴보면, 성폭력범죄의 경우 30~40대의 가해자가 10대~20

대를 공격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21건 중 8건, 38.1%), 강도범죄의 경우 30~40

대가 50대 이상을 공격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5건 중 2건), 폭행/상해범죄는 

30~40대의 가해자가 30~40대의 피해자를 공격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

났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피해자의 음주여부와 가해자의 음주여부를 서로 교차하여 분석해 

보았는데, 그 결과는 <표 4-35>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를 보면, 사건 발생 당시 

가해자도 비음주 상태이고 피해자도 비음주 상태 던 경우에 벌어진 사건의 비

중(85건 중 45건, 52.9%)이 가장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낮은 비중을 차

지한 경우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음주 상태 던 경우인데, 이는 85건 중 4

건(4.7%)이다. 그 중간에는 가해자는 음주상태 는데 피해자는 비음주상태 던 

경우(85건 중 25건, 29.4%), 가해자는 비음주상태 는데 피해자는 음주상태 던 

경우(85건 중 11건, 12.9%)가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잠정적인 결론 하나를 내보자면, 폭력성범죄에서는 처음

부터 피해자의 음주상태를 노리고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지는 않다는 점이

다. 만약 그러한 경향이 있다면, 가해자는 비음주상태이고 피해자는 음주상태인 

경우가 좀 더 많았을 것이다. 물론, 강도범죄나 성폭력범죄만을 따로 볼 경우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강도범죄와 성폭력범죄의 사례수는 적고 폭행/

상해범죄의 사례수는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폭력성 범죄 전체에서는 계획적으

로 취약한 피해자를 선택한 경우보다는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이 발생된 경우가 

더 많게 나타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그리고 그러한 우발성은 가해자가 음주상

태에서 비음주상태인 피해자를 공격한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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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5  폭력성 범죄군 피해자 음주 여부와 가해자의 음주 여부 교차분석

(단위 : 표본건 (표본 내 각 셀의 %))

구분
피해자 음주 여부 전체

폭력피해 범죄음주 비음주/모름

가해자
음주여부

음주 4 (4.7%) 25 (29.4%) 49 (42.4%)

비음주/모름 11 (12.9%) 45 (52.9%) 36 (57.6%)

계 15 (17.6) 70 (82.4%) 85 (100.0%)

다음 <표 4-36>에서는 좀 더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구체적인 관계를 살펴보

기로 하겠다. 먼저 폭력성 범죄군 전체 92건을 기준으로 볼 때, 피해자와 가해

자의 관계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던 경우는 60건으로 그 비중은 70.0%로 추정

된다. 이는 달리 말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알고 있던 사이인 경우는 30%라

는 말이 된다. 서로 아는 관계인 경우는 다시 여러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단 이를 크게 ‘가족 혹은 친인척’과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지인)의 

두 집단으로 나눌 경우, 가해자-피해자 관계가 가족 혹은 친인척이었던 경우는 

92건 중 4건(2.6%로 추정)이었고, 그 외에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이었던 경우는 

92건 중 28건(27.5%로 추정)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 4-36  폭력성 범죄군 피해자들의 피해자-가해자 관계

(단위 : 표본건 (가구원가중치 %))

피해자-가해자 관계 성폭력 강도 폭행/상해 등 전체 폭력피해 범죄

가족이나 친인척 - - 4 (3.7%) 4 (2.6%)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 7 (29.6%) 1 20 (28.6%) 28 (27.5%)

전혀 모르는 타인 14 (70.4%) 7 39 (67.6%) 60 (70.0%)

계 21 (100.0%) 8 63 (100.0%) 92 (100.0%)

우선 위 내용과 관련해, 성폭력범죄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좀 더 상

세한 관계를 알아봄과 동시에 이를 성폭력범죄의 발생장소와 교차하여 분석해 

보면 본 조사연구에서 주로 포착된 성폭력범죄, 즉 성추행범죄의 특성이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표 4-37>를 보면, 우선 성폭력범죄에서의 피해자-가해자 관계가 학교선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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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경우는 1건, 직장상사 던 경우는 2건, 그냥 얼굴만 아는 정도 던 경우는 

4건이었고, 나머지 14건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다. 그 중 가해자가 전혀 모르

는 사람인 14건 중 13의 범행발생 장소는 모두 대중교통수단 내부 다. 즉 성추

행범죄 중 피해자가 가해자를 전혀 모르는 경우에 발생했던 사건들은 (적어도 

본 표본조사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대중교통수단 내부(아마도 대부분 지하철이

나 버스 안일 것으로 추정됨)에서 발생한 사건들이었다. 그 외 나머지 사건들에

서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몰랐던 사건이 별로 많지 않은 것(1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중교통수단 내부에서 신원불상의 가해자에게 당한 성추행의 경우를 제외

한다면, 성추행 혹은 성폭행범죄는 주로 ‘아는 사람’에게 당하는 경우가 압도적

으로 많을 것이란 추정을 충분히 가능케 하는 결과라고 볼 수도 있다.

한편, 성폭력범죄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아는 경우에 그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장소는 술집 등의 유흥업소 다. 이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알았던 사건 6

건 중에 4건이나 된다. 그리고 그 4건 중 2건은 직장상사에 의해 저질러졌다. 

표 4-37  성폭력(성추행)범죄 피해자들의 피해자-가해자 상세 관계 및 발생 장소

(단위 : 표본건)

피해 발생장소 학교선후배 직장상사
얼굴만 

아는 사람
전혀

모르는 사람
성폭력피해자 

합계

자기 집
1

(상습피해5건)
- - - 1

인구밀집
상업지

유흥업소 - 2 2
1

(상해성추행1명)
5

학원 - - 1 - 1

길거리(주택가, 기타), 
대중교통

- -
1

(남성1명)
13

(상습피해 1명[8건])
14

계 1 2 4 14 21

이제 이미 앞에서 살펴본 <표 4-36>으로 다시 돌아가서 피해자-가해자 관계가 

‘가족이나 친인척’인 사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 4-36>을 다시 

보면, 피해자-가해자 관계가 ‘가족이나 친인척’이었던 4사례는 모두 폭행/상해범

죄에서만 나타났다. 물론 다른 유형에서 그런 사례가 나오지 않은 것은 표본수

의 문제이지 그런 경우가 매우 적기는 해도 아주 없다는 말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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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이 폭행/상해범죄에서 가해자가 ‘가족이나 친인척’이었던 4사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 <표 4-38>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4-38  폭행/상해 피해자 중 가해자가 친인척인 경우 상세 분석

(단위 : 표본건 (가구원가중치 %))

구별
가해자가 가족ㆍ친인척인 경우(총 4건, 3명[b, c 중복피해]) 상세분류

a. 남편 b. 부모 c. 친인척1 d. 친인척2

가해자 성별 및 인원 남성 1명 여성 1명 여성 1명 남녀 각 1명

피해자의 성별 (혼인관계, 연령대) 여성(기혼, 50대) 여성(미혼, 20대) 여성(미혼, 20대) 남성(기혼, 40대)

피해 장소 연립다세대주택가 타인 집 타인 집 가해자의 집

상습피해 여부 상습 (36건) - - -

상해 여부 (병원치료 여부) 상해 (병원치료) 상해 (약국치료) - 상해 (병원치료)

피해자 함께 있던 사람 없었음 1명 (동반피해) 1명 없었음

피해자 대응 도망 시도 비명 - 경찰에 도움 요청

가해자 음주 여부 음주 - - 음주

가해자 흉기 사용 여부 - - - -

피해자 음주 여부 - - - -

피해자 자살충동/자살시도 자살충동, 자살시도 - - -

표를 보면, 가해자가 ‘가족 또는 친인척’이었던 네 사례 중 한 사례는 가해자

가 남편인 경우 고, 다른 한 사례는 가해자가 부모인 경우 으며, 나머지 두 사

례는 가해자가 가족 이외의 친인척인 경우 음을 알 수 있다. 

이 중 가해자가 남편인 경우는 언뜻 봐도 가정폭력 피해 사건일 개연성이 높

다는 생각이 들게 마련이다. 실제로 이 사례는 전형적인 가정폭력 피해의 사례에 

속한다. 즉 남편이 술을 마시고 상습적으로 아내를 자주 폭행하는 사건이었던 것

이다. 이 사건의 피해 장소가 집이 아닌 주택가라고 되어 있는 이유는 피해자인 

아내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는 남편의 폭행이 1년간 36건이나 되기 때문에 부득

불 그 중 가장 심한 사건만을 표기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아마도 이 피해

자의 경우 대부분의 폭력피해는 자기 집에서 당했을 것이라고 판단되며, 가장 심

했던 이 사건만 집 주변의 주택가에서 벌어졌을 수도 있다. 참고로, 매우 심한 

가정폭력의 경우, 술에 잔뜩 취한 남편이 자기 아내를 동네방네 끌고 다니면서 

마구 때리는 경우가 없지 않다. 그게 아니면, 피해자가 도망을 시도했다는 응답

을 남긴 것과 관련해, 원래는 집에서 맞다가 집 밖으로 도망을 나왔는데 남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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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밖에까지 나와서 때린 경우일 수도 있을 것이다. 아무튼 이 사건의 피해자는 

병원치료를 받아야 할 만큼의 상해를 입었고, 그 후유증으로 자살충동은 물론 실

제 자살시도까지 한 경험이 있다. 물론 자살시도는 그 한 건 때문이 아니라 계속

되는 남편의 상습적 폭행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더 높기는 할 것이다. 

덧붙여 말하자면, 이번 조사에서 분명하게 나타난 가장 확실하고 전형적인 가

정폭력 피해 사건은 오직 이 한 건뿐이었다. 즉 이 피해자는 표본 총 응답자 

13,317명 중 1명이다. 이번 조사의 표본에서 여성 표본 수는 6,917명이었고 그 

중 미혼과 이혼 및 사별을 제외한 기혼 여성은 4,217명이었다. 이 결과를 액면 

그대로 해석할 경우, 기혼 여성 약 4,200명 당 1명꼴로 위와 같이 아주 전형적

이고 상습적인 가정폭력 피해를 당한다고 해석해 볼 여지는 있다. 하지만, 그것

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자신들이 당한 가정폭력 피해를 솔직히 모두 응답했을 

경우에 국한되는 해석일 것이다. 혹시라도 더 많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솔직하

게 응답하지 않고 피해 사실을 숨긴 것이라면 위와 같은 해석은 오류가 될 것임

에 분명하다. 그러나 정말로 피해를 숨긴 피해자들이 많아서 이런 결과가 나왔

는지 아니면 전형적인 가정폭력의 발생 비율이 실제로도 이 정도 수준인지는 지

금 이 자리에서 확인할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가해자가 남편 이외의 ‘가족이나 친인척’이었던 나머지 세 건 중 두 건, 

즉 가해자가 부모 던 경우 1건과 가해자가 기타 친인척이었던 경우 중 1건(<표 

4-38>에서 ‘친인척1’)의 피해자는 동일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중복피해). 그 

중 피해자가 20대 미혼 여성이고 그 부모가 가해자 던 경우엔 피해자가 상해를 

입기도 하 고 같이 있던 1인까지 동반 상해를 당한 사건이었고, 가해자가 친인

척이었던 경우엔 그것보다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건이었다. 4건 중 마지막 1건

은 피해자가 40대 기혼 남성이고 음주상태 던 남녀 각 1인씩의 가해자들에게 

폭행을 당했으며 그 결과로 병원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사건이었다. 이들 

세 사건에 관한 더 자세한 내막은 구조화된 설문조사의 한계 상 알기 어렵다. 

앞의 <표 4-38>에서 상습피해자가 1인이 발견되었는데, 제3장에서도 보았듯이 폭

력/상해범죄 피해자들 중에서 상습피해자는 모두 세 명이었다. 상습피해자에 관한 

내용이 나온 김에, 이들 3인의 특성 및 그 가해자들에 관한 특성, 그리고 둘 사이의 

관계에 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자면 다음 <표 4-39>에서 보는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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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9  폭행/상해 피해자 중 상습피해자-가해자 상세 분석

(단위 : 표본건 (가구원가중치 %))

구별
폭행/상해 상습피해자 목록

상습피해자A 상습피해자B 상습피해자C

상습피해 건수 36건 6건 8건

상세 유형분류 가정폭력 (실제 폭행) 스토킹 (폭행 위협) 동기미상 (폭행 위협)

가해자-피해자 관계 부부 애인(전애인 포함) 지인(얼굴만 아는 사람)

가해자-피해자 성별 남(가해50대)-여(피해) 남(가해40대)-여(피해) 남(가해20대)-남(피해)

피해자 연령대 (혼인여부) 50대 (기혼) 50대 (이혼 또는 사별) 30대 (기혼)

피해 장소 연립다세대주택가 자기 집 아파트단지주택가

상해 여부 (병원치료 여부) 상해 (병원치료) - -

피해자 함께 있던 사람 없었음 없었음 없었음

피해자 대응 도망 시도 비명, 경찰에 알림 비명

경찰 신고 여부 - 신고 (가해자 검거) 신고 (가해자 검거)

가해자 음주 여부 음주 음주 -

가해자 흉기 사용 여부 - - -

피해자 음주 여부 - - -

심리상담/정신과 치료 - 상담치료 -

피해자 자살충동/자살시도 자살충동 및 자살시도 - -

첫 번째 상습피해자는 앞서 언급했던 상습적인 가정폭력 피해의 피해자 기 

때문에 다시 언급을 하지는 않겠다. 다만, <표 4-39>에서 다른 두 개의 상습피

해와의 비교를 위해 몇 가지 주요 내용들을 제시해 두기는 하 다. 

두 번째 상습피해자는 상습적인, 그러면서도 꽤 심각한 유형의 스토킹 피해자

라고 볼 수 있다. 혹은 일종의 유사 가정폭력일 가능성도 아주 없지만은 않다. 

가해자가 애인(40대 남성)이고 피해자는 이혼 혹은 사별한 여성(50대 여성)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둘 사이의 관계가 동거 관계 다면 일종의 유사 가정폭력이라

고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설문조사라는 한계 상 더 자세히 알기는 어

렵기 때문에 그에 관한 좀 더 확실한 판단을 내릴 처지는 아니다. 만약 둘 사이

의 관계가 동거 관계가 아니었다면, 이 사건은 확실한 스토킹 피해 사건에 해당

될 것이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확실히 기억하는 가해자의 폭력행위는 모두 6

건이었다. 그 중 가장 심각한 사건을 본 조사의 설문에서 응답한 것인데, 그 사

건의 결과(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때리고 집안 물건을 마구 부수었음)로 피

해자는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하 고, 그 결과 가해자는 경찰에 체포되었다.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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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가해자는 음주 상태 고, 피해자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다. 또한 그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피해자는 정신과 혹은 그와 어느 정도 유사한 기관에서 상담치료

를 받은 경험이 있기도 하 다.

세 번째 상습피해자는 상세 유형을 따로 분류하기 어렵다. 이는 20대 남성이 

30대 기혼 남성을 8차례나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건인데, 그 폭행의 동기는 불분

명하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상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의 신고로 

가해자는 경찰에 체포되었다고 한다.

한편, 폭행/상해범죄의 상습피해 3건 외에 폭력성 범죄군에서는 성폭력범죄에

서 또 다른 2건의 상습피해가 발생하기도 하 는데(참고로, 강도범죄에서는 상

습피해가 없었음),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다음 <표 4-40>에 제시한 내

용과 같다.

표 4-40  성폭력 피해자 중 상습피해자-가해자 상세 분석

(단위 : 표본건 (가구원가중치 %))

구별
성폭력(성추행) 상습피해자 목록

상습피해자D 상습피해자E

상습피해 건수 5건 8건

가해자의 동일성 여부 동일가해자 상습 성추행 동일가해자로 추정

가해자-피해자 관계 학교 선후배 전혀 모르는 사람

가해자-피해자 성별 남(가해20대)-여(피해) 남(가해10대)-여(피해)

피해자 연령대 (혼인여부), 직업 20대 (미혼), 대학생 10대 (미혼), 고등학생

피해 장소 피해자의 집 연립다세대주택가

상해 여부 및 가해자 흉기소지 미상해, 미소지 미상해, 미소지

피해자 함께 있던 사람 없었음 없었음

사건 당시 피해자 대응 무대응 무대응

경찰 신고 여부 - 신고 (가해자 검거)

가해자 및 피해자 음주 여부 둘 다 비음주 둘 다 비음주

심리상담/정신과 치료/자살충동 - -

기타 후유증 우울, 고립감, 두려움, 불면증 우울, 두려움

성폭력범죄에서의 첫 번째 상습피해자는 20대의 대학생으로 학교 선배(학교 

선후배 관계)로 보이는 20대의 남성으로부터 피해자의 집에서 5차례에 걸쳐 상

습적인 성추행을 당하 다. 이 경우 가해자가 흉기를 소지하고 있지는 않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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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를 한 상태도 아니었다. 피해자도 음주를 한 상태는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해자는 동반자 없이 혼자 피해를 입었으며 사건 

당시 가해자에게 어떤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습피해의 결과로, 피해자는 우울함과 고립감, 두려움, 불

면증 등의 정신적 후유증을 나타내 보이기도 하 다. 하지만, 그 이상의 더 심

각한 후유증(가령, 인관관계 및 사회관계의 어려움 또는 자살 충동 등)은 보고되

지 않았다.

두 번째 상습피해자는 10대 고등학생으로 10대 후반의 어떤 남성(고등학교 남

학생 정도로 추정)으로부터 8건의 성추행을 당하 다고 한다. 그 남성은 피해자

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다. 피해 장소를 주택가로 응답한 것으로 보아서는 피

해자의 동네 인근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싶다. 가해자는 흉기를 소지

하지는 않았고 음주상태도 아니었다. 피해는 동반자가 없이 혼자 있을 때 당했

고, 피해 당시 피해자가 어떤 적극적인 대응을 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후에 신고하여 가해자가 경찰에 검거되었다. 이러한 상습피해의 결과

로, 피해자는 우울함과 두려움 등의 정신적 후유증을 겪었지만, 그 이상의 정신

적 후유증은 더 이상 보고되지 않았다.

성폭력피해의 경우, 상습피해자 뿐만 아니라 중복피해자(성폭력만 2건 이상인 

경우, 중복피해의 경우엔 서로 다른 가해자이며 발생장소와 세부유형도 상이함. 

그러한 사례는 모두 3건이었음)와 상해를 동반한 성추행피해까지 비교적 심각한 

사건들에서의 피해자들은 모두 10대 혹은 20대 미혼 여성(6명 중 5명은 20대 초-

중반, 1명은 10대)이었다. 이들 중 피해 후유증이 가장 심각했던 경우는 상해 성

추행 피해자 는데, 술집 등의 유흥가에서 전혀 모르는 술 취한 20대 남성으로부

터(피해자는 비음주) 흉기로 상해를 당해 병원치료를 받아야 했던 그 피해자는 

우울과 고립감, 두려움 및 불면증은 물론이고 인관관계 및 사회관계의 곤란을 호

소했으며 자살충동을 느끼기까지 한 것(자살시도는 없었음)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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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재산 범죄군의 피해실태

재산피해 범죄군의 피해실태와 관련해서는 사건발생 일시와 구체적 장소, 범

죄피해의 내용 및 피해결과 등에 대한 분석으로 폭력성범죄 피해군에 비해 비교

적 간단하게 구성해 보았다. 재산피해 범죄군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모르는 

경우가 많고 그에 따라 상대적으로 피해자 및 가해자의 특성이 덜 중요하기 때

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하 다.

 

제1절 사건발생 일시 및 장소

1. 사건발생 일시

먼저 재산 범죄피해가 발생한 계절에 관해, 재산범죄 피해의 각 하위범죄유형

별로 나누어 살펴보자면, 다음 <표 5-1>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를 보면, 전체 재

산범죄 차원에서 여름(6월~8월)에 발생한 피해가 가장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398건 중 135건으로 표본상으로는 33.9%, 가구원가중치 적용 추정으로는 

34.6%에 해당한다. 이에 반해, 재산범죄 피해가 가장 적었던 계절은 겨울(12월~2

월)로 표본 상 18.3%(398건 중 73건), 가중치 적용 추정으로는 18.6%에 해당된

다. 이는 앞서 제4장에서 살펴보았던 폭력성범죄 피해의 계절별 차이(<표 4-1> 

참조)보다 좀 더 뚜렷한 차이라고 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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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재산피해 범죄가 발생한 계절

(단위 : 표본건, (표본%))

구분 소매치기 주거침입 일반절도
손괴

(주거침입제외)

사지 제외
재산피해 범죄
(표본 내 비율)

계절별
재산범죄피해율
(가구원가중치)

봄(3~5월) 3 (21.4) 33 (21.7) 43 (27.4) 15 (20.0) 94 (23.6) 22.5%

여름(6~8월) 5 (35.7) 58 (38.2) 51 (32.5) 21 (28.0) 135 (33.9) 34.6%

가을(9~11월) 5 (35.7) 34 (22.4) 37 (23.6) 20 (26.7) 96 (24.1) 24.3%

겨울(12~2월) 1 (7.1) 27 (17.8) 26 (16.6) 19 (25.3) 73 (18.3) 18.6%

계 14 (100.0) 152 (100.0) 157 (100.0) 75 (100.0) 398 (100.0) 100.0%

재산범죄의 하위유형별로 살펴볼 경우, 손괴범죄만 제외하면 여름(6~8월)에 발

생한 사건의 비중이 가장 높고 겨울(12~2월)에 발생한 사건의 비중이 가장 낮게 

나타나는 경향은 대체로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름에 소매치기 절도

는 35.7%, 주거침입은 38.2%, 일반절도는 32.5%가 발생했고, 겨울에 소매치기 

절도는 7.1%, 주거침입은 17.8%, 일반절도는 16.6%가 발생했던 것이다. 손괴범

죄의 경우엔 단순한 수치상으로는 여름(28.0%)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봄(3-5월, 

20.0%)에 가장 적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긴 했지만 사실상 계절별 차이가 그

다지 크다고는 보기 어렵다.  

다음 <표 5-2>에서는 재산피해 범죄가 발생한 하루 중의 시각을 정리해 보았

다. 원래 설문지에서는 3시간 단위로 나뉜 것을 이 표에서는 6시간 단위로 묶어

서 살펴본 결과이다. 먼저 사기범죄를 제외한 전체 재산범죄 수준에서 보면, (그

리고 일단은 피상적으로 표를 보자면) 의외로 밤 시각보다 정오(12시)부터 오후 

6시(18시) 사이에 발생한 사건의 비중이 398건 중 95건(23.3%로 추정)으로 가장 

높았고, 아침 6시부터 정오 사이에 발생한 사건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

던 것(36건, 8.8%로 추정)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확한 시간을 기억하지 못하

는 피해자들의 비중도 적지 않기 때문에 그 결과를 액면으로 받아들이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특히, ‘밤에 발생했지만 시간은 잘 모르겠다’는 응답사례(63건, 

15.9%로 추정)를 고려할 경우, 정오부터 18시까지 사이보다는 밤 시각에 해당하

는 두 범주(‘저녁 밤’, ‘심야 새벽’) 중 한 범주에서 가장 많은 사건이 발생했을 

개연성이 높다. 또한 ‘밤에 발생했지만 구체적 시간은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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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경우 ‘자고 일어나 보니 그랬다’와 사실상 동의어인 사례가 많을 수도 있을 

것이다. 만약 실제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면, 심야에서 새벽 사이(00~06시)에 

가장 많은 재산범죄피해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긴 하다. 그래도 오

전 시간(06~12시)에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재산범죄 피해가 발생했을 것이란 판

단만은 대체로 계속 유지될 만하다고 본다. 

표 5-2  재산피해 범죄가 발생한 (하루 중) 시각

(단위 : 표본건, (표본%))

구분 소매치기 주거침입 일반절도
손괴

(주거침입제외)

사기 제외
재산피해 범죄
(표본 내 비율)

계절별
재산범죄피해율
(가구원가중치)

아침-오전(06~12시) 3 (21.4) 14 (9.2) 14 (8.9) 5 (6.7) 36 (9.0) 8.8%

한낮-오후(12~18시) 3 (21.4) 42 (27.6) 41 (26.1) 9 (12.0) 95 (23.9) 23.3%

저녁-밤(18~24시) 4 (28.6) 15 (9.9) 36 (22.9) 8 (10.7) 63 (15.8) 16.3%

심야-새벽(00~06시) 2 (14.3) 32 (21.1) 18 (11.5) 11 (14.7) 63 (15.8) 15.6%

낮에 발생했지만 
시간 모름

1 (7.1) 23 (15.1) 10 (6.4) 2 (2.7) 36 (9.0) 8.2%

밤에 발생했지만 
시간 모름

1 (7.1) 10 (6.6) 24 (15.3) 28 (37.3) 63 (15.8) 15.9%

낮인지 밤인지 
모르겠음

- 16 (10.5) 14 (8.9) 12 (16.0) 42 (10.6) 11.9%

계
14 

(100.0)
152 

(100.0)
157 

(100.0)
75 (100.0) 398 (100.0) 100.0%

하위범죄 유형별로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소매치기의 경우엔 저녁시

간에서 자정 사이(18시~24시)에 가장 많은 피해(14건 중 4건)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긴 했지만, 표본수가 작고 다른 시간대와 한두 건 차이밖에는 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단정하기엔 충분치 않다. 표를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피해 시간대가 

골고루 분산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주거침입의 경우엔, 낮 시간대

(12~18시)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152건 중 42건(27.6%)이 그 시

간대에 발생했다고 응답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낮에 발생했지만 시간은 잘 모르

겠다’는 응답(그리고 이를 ‘저녁 때 집에 돌아와 보니 낮에 누군가 침입했던 것 

같다’와 비슷한 응답이라고 볼 경우)도 적은 수준이 아니라서(23건, 15.1%) 그렇

게 볼 수 있는 것이다. 일반절도의 경우엔, 언뜻 보기에 낮 시간대(12~18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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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이 가장 많아 보이지만(157건 중 41건, 26.1%), 이 경우 ‘밤에 발생했지만 

시간을 잘 모름’의 비중이 적지 않아서(157건 중 24건, 15.3%) 판단이 쉽지 않

다. 밤 시간(18~24시)에 더 많이 발생했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손괴의 경우엔, 

심야-새벽시간(00~06시)에 발생한 사건이 가장 많다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75건 중 11건(14.7%)이 그 시간대에 발생했다고 응답되어졌을 뿐만 아

니라 ‘밤에 발생했지만 시간은 잘 모르겠다’는 응답(그리고 이를 ‘아침에 일어나 

보니 밤사이 일이 있었음을 알았다’와 비슷한 응답이라고 볼 경우)의 비중도 매

우 높은 수준이라서(75건 중 28건, 37.3%)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다. 손괴에서 

‘밤에 발생했지만 시간은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주로 자동차 손괴에 해당될 가

능성이 높을 것이다.

아무튼 위 표에서 시간대별 분포가 분명치 않게 나타나는 이유는 낮인지 밤인

지만 알고 구체적인 시간은 잘 모른다는 응답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차라리 

밤과 낮으로만 구분하는 게 더 분명한 구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다음 <표 5-3>

에서는 밤(18시~06시)과 낮(06시~18시), 그리고 ‘밤낮조차 구별 못함’이라는 세 

가지 범주로 다시 묶어본 다음, 더 나아가 이를 폭력성범죄 피해의 경우와 비교

해 보았다.

표 5-3  폭력성 범죄와 재산범죄 피해 발생 밤낮 시각 비교

(단위 : 표본건, (표본%), 가구원가중치%)

구분
폭력성 범죄 재산범죄 (사기 제외)

피해 표본수 가구원가중치비율 피해 표본수 가구원가중치비율

낮(06시-18시) 31 (33.7) 33.3% 167 (42.0) 38.9%

밤(18시-06시) 60 (65.2) 65.8% 189 (47.5) 51.4%

밤낮조차 구별 못함 1 (1.1) 1.0% 42 (10.6) 9.7%

계 92 (100.0) 100.0% 398 (100.0) 100.0%

<표 5-3>에 나타난 바로는, 재산범죄(사기범죄는 제외)이든 폭력성범죄이든 모

두 밤 시각(18시~06시)에 발생한 사건이 낮 시각(06시~18시)에 발생한 사건보다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다소의 정도 차이는 있는데, 폭력성범죄피해가 

재산범죄피해보다 밤 시각에 발생하는 사건의 비중이 좀 더 높게 나타난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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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성범죄는 밤 시각에 65.8%가 발생했지만, 재산범죄는 밤 시각에 51.4%가 

발생했던 것이다. 심지어 재산범죄에서 밤낮조차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를 모두 

밤 시각에 포함시켜버린다 하더라도 그 순서는 뒤바뀌지 않는다.

2. 사건이 발생한 구체적 장소

다음 <표 5-4>는 재산피해 범죄가 발생한 구체적 장소를 정리하여 표로 제시

한 결과이다. 우선, 재산범죄 전체로 보자면, 자기 집이든 타인의 집이든 피해 

장소가 ‘집’인 경우가 398건 중 90건(23.7%로 추정)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하 음을 알 수 있다. 참고로, 피해 장소가 ‘집’이었던 162건 중 160건은 ‘자기 

집’이었고 나머지 2건만 ‘타인의 집’이었다. 그 다음은 주택가가 23.7%, 주차장

이 14.1%, 학교가 7.7%, 인구밀집상업지가 7.5%, 야외나 공원 및 대중교통시설 

등이 5.4%, 공공기관·사무실·공장 등이 2.3%, 기타가 1.1%의 순인 것으로 나

타났다. 

표 5-4  재산피해 범죄가 발생한 장소

(단위 : 표본건, (표본%), 가구원가중치%)

구분※ 소매치기 주거침입 일반절도
손괴

(주거침입제외)

사기 제외
재산피해 범죄
(표본 내 비율)

장소별
재산범죄피해율
(가구원가중치)

집(자기집, 타인집 등) -
152 (100.0)
[자기집:152]

9 (5.7)
[자가:7, 타가:2]

1 (1.3)
[타인집]

162 (40.7) 38.1%

주택가나 그 인접 도로 1 (7.1) - 51 (32.5) 38 (50.7) 90 (22.6) 23.7%

학교 - -
30 (19.1)

[교실:19, 도서:9]
1

[도서관등]
31 (7.8) 7.7%

주차장 - -
25 (15.9)

[주택가주차장: 15]
28 (37.3)

[주택가주차장: 23]
53 (13.3) 14.1%

인구 밀집 상업지
4 (28.6)

[상업장소: 2]
-

20 (12.7)
[상업:8, 유흥:6]

5 (6.7)
[상업:2, 유흥:2]

29 (7.3) 7.5%

공공기관, 사무실, 공장 - -
8 (5.1)

[회사:5, 관공:2]
1 (1.3)
[종교기관]

9 (2.3) 2.3%

야외, 거리, 등산로, 
산책로, 대중교통시설 등

9 (64.3)
[교통:6, 극장:2]

-
9 (5.7)

[공원:4, 역:2]
1 (1.3)
[공원]

19 (4.8) 5.4%

그 외의 장소 - - 5 (3.2) - 5 (1.3) 1.1%

계 14 (100.0) 152 (100.0)  157(100.0) 75 (100.0) 398 (100.0) 100.0%

※ 8개 유형의 하위범주에 해당하는 좀 더 세분화된 장소의 하위유형에 대해서는 설문지 사건
조사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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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하위범죄 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소매치기 범죄

피해의 경우 야외나 공원 및 대중교통시설 등에서 발생한 피해가 14건 중 9건

(64.3%)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 다. 참고로, 그 9건 중에 6건은 대중교통

수단 내부에서 발생하 다. 그 다음으로 소매치기 범죄피해가 많이 발생한 장소

는 ‘인구밀집상업지’로 14건 중 4건(28.6%)이었고, 그 외 나머지 장소로 주택가

에서도 1건이 보고되었다. 아주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주거침입범죄의 경우엔 

152건 전부가 ‘자기 집’에서 발생하 다. 일반절도의 경우, 주택가에서 발생한 

경우가 157건 중 51건(32.5%)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학교(157건 중 30건, 

19.1%), 주차장(25건, 15.9%), 인구밀집상업지(20건, 12.7%), 자기 집(9건, 5.7%), 

야외나 공원 및 대중교통시설 등(9건, 5.7%), 공공기관·사무실·공장 등(8건, 

5.1%), 기타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손괴의 경우엔 주택가(75건 중 38건, 50.7%)

가 가장 많았는데, 이는 자기 집 주변에 세워둔 차량 손괴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그 다음은 주차장(28건, 37.3%)이었는데, 주차장 중에서도 주택가 주차

장(28건 중 23건)이 가장 많았다. 그 외의 장소들에서도 손괴피해가 발생하기는 

하 지만, 앞의 두 장소가 거의 대부분의 손괴피해 장소라 할 만하다. 손괴 피

해 장소가 ‘주택가’인 것과 ‘주택가 주차장’인 경우는 대부분 차량손괴와 관련된

다. 두 장소가 서로 다른 점은 주택가 주차장에 차량을 세워둔 것과 딱히 주차

장이라고 보기 어려운 주택가 여러 장소에 차량을 세워둔 것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공식적인 주차장에 주차한 경우보다 그렇지 않은 곳에 주차한 경

우에 손괴 피해가 더 많았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좀 더 나아가면, 공식적인 

주차장이 잘 갖추어진 곳과 그렇지 못한 곳의 차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다음 <표 5-5>에서는 재산피해 범죄가 발생한 장소가 피해자 자신의 직

장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알아보았다. 재산피해(사기범죄는 제외) 전체로 보면, 

피해 장소가 자기 직장이었던 경우는 398건 중 26건으로 가구원가중치를 적용하

여 추정할 경우 약 5.3%에 해당한다. 

소매치기의 경우엔, 자기 직장인 경우가 없었다. 주거침입의 경우엔, 152건 중 

6건(3.9%)에서 피해 장소가 자기 직장이라는 응답이 나왔는데, 이는 자신이 운

하는 어떤 가게 혹은 업소 또는 공장 등이 자기 집과 전혀 구별이 되지 않는 

경우들일 것이다. 일반절도의 경우엔, 157건 중 15건(9.6%)에서 피해 장소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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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직장이라는 응답결과가 나왔고, 손괴범죄의 경우엔 75건 중 5건(6.7%)에서 

그와 같은 응답결과가 나타났다.

표 5-5  재산피해 범죄가 발생한 장소의 자기 직장 여부

(단위 : 표본건, (표본%), 가구원가중치%)

구분 소매치기 주거침입 일반절도
손괴

(주거침입제외)

사기 제외
재산피해 범죄
(표본 내 비율)

가구원
가중치 
추정

자기 직장
자기 영업점

그렇다 - 6 (3.9) 15 (9.6) 5 (6.7) 26 (6.5) 5.3%

아니다 14 (100.0) 146 (96.1) 142 (90.4) 70 (93.3) 372 (93.5) 94.7%

계 14 (100.0) 152 (100.0) 157 (100.0) 75 (100.0) 398 (100.0) 100.0%

끝으로, 다음 <표 5-6>에서는 재산피해 범죄 중 상습적인 재산피해가 발생한 

장소에 대해 살펴보았다. 

표 5-6  재산피해 범죄 상습피해 발생 장소

구분 소매치기 주거침입 일반절도
손괴

(주거침입제외)
사기제외

재산피해 범죄

자기 집 -
2명 

(7건:미수, 9건:단순)
- - 2명 (16건)

학교 - - 1명 (9건) - 1명 (9건)

백화점이나 시장, 상점 등
(동시에 피해자의 직장)

- - 1명 (8건) - 1명 (8건)

계 - 2명 (16건) 2명 (17건) - 4명 (33건)

재산피해 범죄에서는 모두 4명의 상습피해자가 있었는데, 그 중 2명이 당한 

상습피해는 자기 집에서 발생했고, 다른 1명은 학교에서, 또 다른 1명은 백화

점·시장·상점 등에서 상습피해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자기 집에서 

상습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모두 주거침입범죄 고, 나머지 두 경우는 모두 일반

절도범죄 다. 상점 등에서 발생한 상습피해의 경우, 그 장소는 피해자의 직장

이기도 하 다는 것으로 봐서는 자신이 운 하는 가게에서 누군가 계속해서 물

건을 훔쳐가는 경우를 보고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럴 경우, 가해자는 반드시 동

일인이 아닐 가능성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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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피해내용 및 피해결과

앞의 제1절에서는 재산범죄 피해가 발생한 시간과 장소를 살펴보는데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범죄유형을 엄밀하게 나누지 않아도 어느 정도 무방했다. 그러나 

본 절에서와 같이 범죄피해의 구체적 내용과 그 결과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가령 

주거침입범죄과 같은 범주를 사용하기에 적합지 않은 점이 있다. 그리하여 본 절

에서는 주거침입범죄 중 주거침입절도와 주거침입손괴, 그리고 단순주거침입을 

분할하여 그 중 주거침입절도는 절도범죄로, 주거침입손괴는 손괴범죄로 다시 묶

어서 분석을 실시하 다. 여기서는 단순주거침입의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하 다.

1. 절도범죄 피해의 내용 및 결과

먼저 <표 5-7>에서는 각 상세 유형별 절도범죄가 그것들을 모두 합산한 전체 

절도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았다. 표를 보면, 소매치기는 전체 절도범

죄 278건 중 14건(5.1%로 추정), 자동차절도는 1건(0.5%로 추정), 일반절도는 

156건(59.5%로 추정), 주거침입절도는 107건(35.0%로 추정) 등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절도의 비중의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주거침입절도, 소매치기, 

자동차절도의 순이다. 참고로, 이 중 주거침입절도와 자동차절도는 가구범죄에 

해당될 수 있으나, 여기서는 일단 해당 가구 가구원 각각의 피해로 간주하 고, 

가구당 범죄율 계산은 제6장에서 별도로 실시해 볼 것이다. 

표 5-7  절도범죄 피해 유형 상세 분류

(단위 : 표본건, (표본%), 가구원가중치%)

구분
절도범죄

소매치기 자동차절도 일반절도 주거침입절도 절도계

피해 표본건수 14(5.0) 1(0.4) 156(56.1) 107(38.5) 278(100)

가구원가중치 추정% 5.1% 0.5% 59.5% 35.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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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표 5-8>에서는 각 절도범죄들의 기수와 미수 여부를 살펴보았다. 

전체 절도범죄부터 보자면, 278건의 절도범죄 중 29건(10.4%)은 미수에 그친 사

건이었고, 249건(89.6%)은 실제 절도범죄가 이루어진 경우 다. 상세 유형별로 

볼 경우, 소매치기는 14건과 자동차범죄 1건은 모두 기수범죄 고, 일반절도는 

156건 중 142건(91.0%)이 기수범죄, 주거침입절도는 107건 중 92건(86.0%)이 기

수범죄 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5-8  절도범죄 기수와 미수

(단위 : 표본건, (표본%))

구분
절도범죄

소매치기 자동차절도 일반절도 주거침입절도 절도계

기수 14 1 142 (91.0) 92 (86.0) 249 (89.6)

미수 - - 14 (9.0) 15 (14.0) 29 (10.4)

계 14 1 156 (100.0) 107 (100.0) 278 (100.0)

다음 <표 5-9>은 절도범죄 기수가건 중에서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인지한 

시점에 관한 표이다. 우선 전체 절도범죄의 차원에서 보면, 피해사건의 

34.9%(249건 중 87건)는 피해발생 당일에 피해 사실을 알았고, 47.0%(249건 중 

117건)는 피해 발생 다음 날에 피해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후자의 경

우엔 자고 일어나 아침에 보니 절도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경우가 많을 것이

다. 아무튼 두 경우를 합치면 249건 중 204건으로 전체 중 약 82%의 비중을 차

지하게 된다. 한편, 피해 사실을 인지한 시점이 2-3일 이내 던 경우는 249건 중 

20건(8.0%), 3일 초과 1주 이내 던 경우는 9건(3.6%), 2주 이내 던 경우는 3건

(1.2%), 3-4주 이내 던 경우는 2건(0.8%)이었으며, 1개월이 초과한 이후에 알게 

된 경우도 11건(4.4%)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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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9  절도범죄 기수사건 상세유형별 피해사실 인지 시점

(단위 : 표본건, (표본%))

구분
절도범죄

소매치기 자동차절도 일반절도 주거침입절도 절도 계

피해발생 당일 9 (64.3) - 65 (45.8) 13 (14.1) 87 (34.9)

1일 이내 5 (35.7) 1 51 (35.9) 60 (65.2) 117 (47.0)

피해당일과 1일이내 
소계 %

100.0% 100.0% 81.7% 79.3% 81.9%

2-3일 이내 - - 13 (9.2) 7 (7.6) 20 (8.0)

1주 이내 - - 5 (3.5) 4 (4.3) 9 (3.6)

2주 이내 - - 1 (0.7) 2 (2.2) 3 (1.2)

3-4주 이내 - - 1 (0.7) 1 (1.1) 2 (0.8)

1개월 이후 - - 6 (4.2) 5 (5.4) 11 (4.4)

계 14 (100.0) 1 142 (100.0) 92 (100.0) 249 (100.0)

하위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소매치기와 자동차절도의 경우엔 모두 피해당일 

및 1일 이내에 피해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일반절도는 81.7%(142건 중 116건)가 

같은 기간에, 주거침입절도는 79.3%(92건 중 73건)가 피해당일 및 1일 이내에 

피해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절도보다 주거침입절도의 경우에 피해

사실을 늦게 알게 된 경우가 좀 더 많은 편이라고 할 수 있겠다. 

다음 <표 5-10>는 절도범죄 사수사건들에서 절도피해의 물품을 분류해 본 것

이다. 전체 절도부터 보자면, 현금성 물품, 즉 현금이나 수표 혹은 상품권 등에 

대한 절도피해를 당한 경우가 308건(중복응답 허용) 중 102건, 33.1%로 가장 높

은 비중을 차지하 음을 알 수 있다. 그 다음 절도피해 품목으로는 자전거가 많

았는데, 이는 308건 중 48건으로 15.6%의 비중이다. 그 나머지 순서는, 일단 기

타를 제외할 경우, 귀금속 등(33건, 10.7%), 휴대폰이나 노트북(31건, 10.1%), 지

갑이나 가방(29건, 9.4%: 이 경우에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과의 중복이 많을 

것으로 추정됨), 신용카드 및 현금카드(18건, 5.8%), 자동차부품(14건, 4.5%), TV

나 DVD 혹은 오디오 등의 대형 가전용품(4건, 1.3%), 오토바이를 포함하는 차

량(1건, 0.3%) 등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기타 물품의 경우는 308건 

중 28건으로 9.1%의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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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0  절도범죄 기수사건 피해물품 (중복응답)

(단위 : 표본(중복응답)건, (표본%))

구분
절도범죄

소매치기 자동차절도 일반절도 주거침입절도 절도계

자전거(+부속품) - - 43 (25.7) 5 (4.3) 48 (15.6)

차량(+오토바이) - 1 - - 1 (0.3)

현금(+수표, 상품권) 9 (37.5) - 43 (25.7) 50 (43.1) 102 (33.1)

신용카드(+현금크드) 5 (20.8) - 10 (6.0) 3 (2.6) 18 (5.8)

지갑(+핸드백,가방) 5 (20.8) - 18 (10.8) 6 (5.2) 29 (9.4)

휴대폰, 노트북 등 2 (8.3) - 25 (15.0) 4 (3.4) 31 (10.1)

자동차부품 - - 14 (8.4) 14 (4.5)

TV, DVD, 오디오 등 - - - 4 (3.4) 4 (1.3)

귀금속, 도자기 등 3 (12.5) - 7 (4.2) 23 (19.8) 33 (10.7)

기타 - - 7 (4.2) 21 (18.1) 28 (9.1)

계 24 (100.0) 1 167 (100.0) 116 (100.0) 308 (100.0)

한편, <표 5-10>에서 하위 범죄유형별로 피해물품의 비중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소매치기 범죄피해의 경우 현금이나 수표 혹은 상품권 등에 대한 절

도피해를 당한 경우가 24건 중 9건(37.5%)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신용카드

나 현금카드(5건, 20.8%), 지갑이나 가방(5건, 20.8%), 귀금속 등(3건, 12.5%), 휴

대폰이나 노트북(2건, 8.3%) 등의 순이었다. 자동차절도 1건의 경우 당연히도 그 

피해물품은 차량이었다. 일반절도의 경우엔, 현금이나 수표 및 상품권과 함께 

자전거 절도 피해가 가장 많은 것(167건 중 각 43건, 25.7%)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휴대폰이나 노트북으로 167건 중 25건, 15.0%에 달했다. 나머지는 지갑

이나 가방(18건, 10.8%), 자동차부품(14건, 8.4%), 신용카드나 현금카드(10건, 

6.0%), 귀금속 등(7건, 4.2%), 기타(7건, 4.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거침입

절도의 경우, 현금이나 수표 및 상품권이 116건 중 50건(43.1%)로 가장 많았는

데, 이는 나머지 다른 절도유형에서보다도 높은 비중이다. 그 다음은, 일단 기타

를 제외할 경우, 귀금속 등(23건, 19.8%), 지갑이나 가방(6건, 5.2%), 자전거나 

그 부속품(5건, 4.3%), 휴대폰이나 노트북(4건, 3.4%), TV나 DVD 혹은 오디오 

등의 대형 가전용품(4건, 4.3%), 신용카드나 현금카드(3건, 2.6%) 등의 순이었다. 

최근 그 피해가 급격히 증가세라고 추정되기도 하는 휴대폰 절도는 (비록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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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북과 한 범주로 묶여 있어 그 순수한 비중을 알기는 어렵지만) 주로 일반절도

의 형태로 피해를 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휴대폰은 소매치기나 주거

침입절도에 의해서보다는 어떤 장소에 잠시 놓아두었던 것을 누군가 몰래 가져

간 경우가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표 5-11>에서는 절도범죄 피해들이 입은 재산 피해액의 평균치를 

살펴보았다. 단, 피해자가 피해액을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13건은 분석에서 제

외하 다. 절도범죄 전체 평균으로 보면 그 평균 피해액은 1건당 약 89만 원 정

도이다. 절도범죄 하위유형 중 평균 피해액이 가장 높았던 경우는 단연 주거침

입절도로 그 평균이 약 155만원 정도에 이르렀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경우, 편

차 역시 컸는데 최소 7천원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 그 피해액수는 다양했으며, 

표준편차는 약 370만 원 정도에 이른다. 그 다음으로 피해액이 컸던 유형은 자

동차절도 는데, 그 피해액은 1백만 원이었다. 하지만, 이는 1건에 지나지 않아 

이 수치는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실, 웬만한 자동차

절도 피해를 입었다면 이보다는 클 것이다. 피해액이 1백만 원밖에 나오지 않은 

것은 피해물품이 자동차가 아닌 오토바이나 스쿠터 정도 기 때문이라고 볼 수

도 있고(이 경우 그 개연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됨), 중고 자동차 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으며, 그도 아니면 피해자가 보험금 수급분을 빼고 피해액을 계산했

기 때문(물론, 그럴 가능성은 낮다)일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소매치기 범죄피

해와 일반절도 범죄피해의 경우는 그 평균 피해액이 서로 엇비슷한 정도로 나타

났다. 일반절도의 경우엔 평균 50만5천원 정도 고, 소매치기절도의 경우엔 평

균 47만2천원 수준이었다.   

표 5-11  절도범죄 피해자들의 평균 재산 피해액 (모르겠다는 응답 13건 제외)

구분 사례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소매치기 13 2만원 2백7십만원 47만2천원 75.3

자동차절도(오토바이 추정) 1 1백만원 1백만원 1백만원 -

일반절도 135 1만원 1천4백만원 50만5천원 139.5

주거침입절도 87 7천원 3천만원 154만8천원 369.7

절도범죄 전체 236건 7천원 3천만원 89만원 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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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표 5-12>는 절도범죄 피해자들이 절도피해 이후 피해물품을 어느 정

도 회수했는지를 살펴본 표이다. 절도범죄 전체로 보자면, 피해물품을 전부 회

수한 경우는 249건 중 7건(2.8%)에 지나지 않았고, 부분적이나마 회수한 경우도 

8건(3.2%)에 지나지 않았다. 즉 일부라도 회수한 경우를 모두 합쳐도 285건 중 

15건(6.0%)에 불과했던 것이다. 차량절도의 경우엔 드러난 1건의 경우 회수를 

못하 고, 소매치기의 경우엔 14건 중 3건(21.4%)에서 일부라도 회수하 으며, 

일반절도의 경우 142건 중 9건(6.3%)에서, 주거침입절도의 경우 92건 중 3건

(3.3%)에서 피해물품의 일부라도 회수가 가능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회수율 자체가 낮기는 하나, 그나마 상대적으로 회수율이 높았던 범죄유형은 소

매치기 고, 그 다음이 일반절도, 그리고 마지막이 주거침입절도와 자동차절도

다고 할 수 있겠다.

표 5-12  절도범죄 기수사건 피해물품 회수 여부

(단위 : 표본건, (표본%))

구분
절도범죄

소매치기 자동차절도 일반절도 주거침입절도 절도계

전부 회수 2 (14.3) - 5 (3.5) - 7 (2.8)

일부 회수 1 (7.1) - 4 (2.8) 3 (3.3) 8 (3.2)

미회수 11 (78.6) 1 133 (93.7) 89 (96.7) 234 (94.0)

계 14 (100.0) 1 142 (100.0) 92 (100.0) 249 (100.0)

2. 손괴범죄 피해의 내용 및 결과

절도범죄에서와 마찬가지로, 손괴범죄의 경우에도 주거침입범죄 중 일부가 손

괴범죄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주거침입범죄를 분할한 다음 그 중 손괴범죄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다른 종류의 손괴범죄들과 함께 묶어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에 먼저 <표 5-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손괴범죄 피해의 상세유형부터 알아

본다. 손괴범죄의 총 보고건수는 87건인데, 그 중 가해자가 주거침입에 성공한 

후에 손괴범죄를 저지른 사례가 7건(7.7%로 추정), 주거침입에 성공하지는 못했

지만 어쨌든 손괴범죄를 저지른 사례가 5건(5.7%로 추정)이다. 따라서 주거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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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련한 손괴범죄는 87건 중 12건(13.4%로 추정)에 해당하게 된다. 일반손괴

는 87건 중 1건이었고, 87건 중 74건(85.4%로 추정)은 자동차손괴 다. 즉 자동

차손괴는 손괴범죄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다.

표 5-13  손죄범죄의 피해 유형 상세 분류

(단위 : 표본건, (표본%), 가구원가중치%)

구분
손괴범죄

주거침입손괴 주거침입미수손괴 일반손괴 자동차손괴 손괴 계

피해 표본건수 7(8.0) 5(5.7) 1(1.1) 74(85.1) 87(100)

가중치 추정% 7.7% 5.9% 1.0% 85.4% 100.0%

다음으로 <표 5-14>을 보면 손괴범죄 피해로 인한 피해물품에 관한 정보가 요

약되어 있다. 손괴범죄 중 자동차손괴가 손괴범죄의 대다수를 차지한다는 사실

을 기억한다면, 손괴범죄 피해로 인한 피해물품이 차량 및 그 부품인 경우가 많

다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이야기가 될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88건(중복응답 포

함)의 손괴범죄 피해 중에서 74건(85.1%)은 차량 및 부품이 피해물품인 경우

다. 그 다음으로는 창문이나 자물쇠 혹은 출입문 등의 손괴 피해 는데 이는 88

건 중 11건(12.5%)이었으며, 그 밖에 가전용품 손괴피해가 1건, 기타 손괴피해가 

2건 등이었다. 이 중 창문이나 자물쇠 혹은 출입문 등의 손괴는 모두 주거침입

과 관련한 손괴범죄 다.  

표 5-14  손죄범죄 피해물품 (중복응답)

(단위 : 표본(중복응답)건, (표본%))

구분
손괴범죄

주거침입손괴 주거침입미수손괴 일반손괴 자동차손괴 손괴계

차량( 및 부품) - - - 74 74 (85.1)

창문, 자물쇠, 출입문 6 5 - - 11 (12.5)

가전용품 1 - - - 1 (1.1)

기타 1 - 1 - 2 (2.3)

계 8 5 1 74 8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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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괴범죄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평균적인 금액을 살펴보자면, 전체적으로 

약 32만원 가량의 손실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표 5-15> 참조). 그리고 그 

평균금액은 손괴범죄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손괴 평균 피해금액

이 많이 반 된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자동차손괴 평균 피해금액은 35만원이

었고 적게는 2만원에서부터 많게는 2백만원에 다다르기도 하 다. 주거침입기수

손괴와 주거침입미수손괴는 그 피해금액이 자동차손괴에 비해서는 꽤 적은 편이

었으며 두 경우의 평균피해 금액도 대체로 엇비슷한 편이었다. 전자의 경우엔 8

만원 정도, 후자의 경우에 6만원 정도 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5  손괴범죄 피해자들의 평균 재산 피해액 (모르겠다는 응답 27건 제외)

구분 사례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주거침입손괴 3 2만원 15만원 8만원 6.6

자동차손괴 53 2만원 2백만원 35만원 36.1

주거침입미수손괴 4 4만원 10만원 6만원 2.7

손괴범죄 전체 60건 2만원 2백만원 31만8천원 35.1

끝으로, 다음 <표 5-16>에서는 손괴범죄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가해자로부

터 배상받은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보았다. 단, 이는 보험회사로부터 보

상받은 경우는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이다. 표를 보면, 전체 손괴피해에서 가해

자로부터 전부 배상을 받았던 경우는 87건 중 3건(3.4%)에 지나지 않았고, 일부

만 배상 받았던 경우도 1건에 불과하 음을 알 수 있다. 즉 87건 중 나머지 83

건(95.4%)에서는 가해자로부터의 배상이 이루진 바 없었으며 동시에 그 83건 모

두 배상을 요구하지조차 못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주거침입 관

련 손괴나 일반손괴에서는 일부라도 배상을 받았던 경우가 한 사례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전부 및 일부의 배상이 그나마 존재했던 경우는 자동차손괴범죄에 국

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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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6  손괴 물품 배상 여부

(단위 : 표본건, (표본%))

구분
손괴범죄

주거침입손괴 주거침입미수손괴 일반손괴 자동차손괴 손괴 계

배상
전부 배상 - - - 3 (4.1) 3 (3.4)

일부 배상 - - - 1 (1.4) 1 (1.1)

미배상
요구 미배상 - - - - -

미요구 미배상 7 5 1 70 (94.6) 83 (95.4)

계 7 5 1 74 (100.0) 87 (100.0)

3. 사기범죄 피해의 내용 및 결과

재산범죄 피해의 내용 및 결과에 대한 분석의 마지막 부분은 사기범죄에 관한 

것이다. 다음 <표 5-17>에는 사기범죄의 피해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참고로, 이

번 조사에서 사기범죄는 미수의 경우를 제외하 다. 이는 사기범죄의 미수를 포

함할 경우 실제로는 사기범죄가 아닌 다른 형태의 피해가 섞여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다. 가령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만으로도 보이스

피싱 사기피해라고 본다면 보이스피싱 범죄피해의 진상을 파악하는 데 오히려 

장애가 될 것이긴 하다. 아무튼 이를 염두에 두고 나서 표를 보자면, 사기범죄

의 피해내용(중복응답 포함)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피해의 유형은 

“누군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갚겠다고 속여 돈을 빌려간 경우”
으며, 이는 112건 중 32건(28.6%)을 차지하 다. 그 다음은 “기타 유형”의 사기

피해로, 112건 중 30건(26.8%)이 그에 해당되었다. 이 두 가지는 온라인상의 사

기피해나 휴대폰을 이용한 사기피해가 아닌 이른바 오프라인상의 전통적인 사기

범죄피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번 조사결과에 나타난 사기범죄 피해 

중 오프라인상의 전통적인 사기범죄 피해는 앞의 두 유형을 합산한 것과 대략 

일치한다고 볼 만하며, 그 피해의 사례는 전체 사기범죄에서 대략 55% 정도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그 외 나머지 45%가 온라인상의 사기 또는 휴대폰을 

이용한 사기범죄 피해라고 보아도 대체로 무방하다. 아무튼 앞의 두 가지 유형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사기범죄는 “우체국, 전화국, 은행, 신용카드회사, 

국세청, 수사기관, 가족 등을 사칭하여 돈을 요구한 것에 대해 실제로 돈을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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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경우”로 보통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는 범죄인데 

112건 중 24건(21.4%)이 이 경우에 해당하 다.   

표 5-17  사기범죄(기수만 해당) 피해 내용 (중복포함)

(단위 : 표본건, (표본%))

내용 구분
사기내용별 사기범죄
피해 표본(중복포함)

우체국, 전화국, 은행, 신용카드회사, 국세청, 수사기관, 가족 등을 사칭 24 (21.4)

가짜 은행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입력 유도 4 (3.6)

누군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갚겠다고 속여 돈을 빌려감 32 (28.6)

상점(인터넷쇼핑몰 포함)에서 결재를 하였으나 물건을 받지 못함 8 (7.1)

상점(인터넷쇼핑몰 포함)에서 가짜 상품을 진품이라고 속여 판매함 3 (2.7)

상점(인터넷쇼핑몰 포함)에서 공짜, 할인, 경품 당첨 등을 미끼로 상품을 구매케 함 9 (8.0)

상점(인터넷쇼핑몰 포함)에서 상품이나 서비스의 양을 심하게 속여 판매함 2 (1.8)

그 외 기타 유형의 사기피해 30 (26.8)

계 112 (100.0)

그 외의 나머지는 “인터넷쇼핑몰을 포함하는 상점에서 공짜, 할인, 경품 당첨 

등을 미끼로 상품을 구매케 함”이 112건 중 9건(8.0%), “인터넷쇼핑몰을 포함하

는 상점에서 결재를 하 으나 물건을 받지 못함”이 112건 중 8건(7.1%), “가짜 

은행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

하도록 유도하여 정보를 보냄(그리고 그 결과로 계좌의 돈이 빠져나간 경우임)”
이 4건(3.6%), “인터넷쇼핑몰을 포함하는 상점에서 가짜 상품을 진품이라고 속여 

판매함”이 3건(2.7%), “인터넷쇼핑몰을 포함하는 상점에서 상품이나 서비스의 양

을 심하게 속여 판매함”이 2건(1.8%)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짜 은행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유도하여 정보를 보냄”은 파밍(Pharming)이라고 하는 범죄에 해당되고, 나머지

는 (일부 오프라인 상점의 경우도 없지는 않겠지만) 사실상 거의 대부분 전화쇼

핑 및 인터넷쇼핑몰 사기라고 보아도 될 듯하다. 전화쇼핑 및 인터넷쇼핑물 사

기범죄를 모두 합치면 22건으로 조사된 전체 사기범죄 중 약 20% 가량을 차지

한다고 볼 만하다. 

다음으로 <표 5-18>에서는 사기범죄의 수법을 살펴보았다(중복응답을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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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앞서 살펴보았던 표도 어떤 의미에서는 일종의 수법 구분에 해당될 수 

있으나, 다음의 표는 앞의 표에서의 구분법과는 종류가 다르다. <표 5-18>를 보

면, “그럴 듯한 말솜씨”가 124건 중 51건(41.1%)으로 가장 많았다. 이 경우는 앞

서 살펴보았던 전통적인 오프라인 사기수법(전체 사기 중 약 55%)과 많은 부분 

일치할 것이라고 보인다. 그 다음은 보이스피싱으로 124건 중 24건(19.4%)가 이

에 해당되었다. 이 범주에서 나타난 24건은 앞의 표에 나타난 “우체국, 전화국, 

은행, 신용카드회사, 국세청, 수사기관, 가족 등을 사칭하여 돈을 요구한 것에 

대해 실제로 돈을 보내준 경우”와 일치한다. 그 다음으로는 “전화(허위)광고”가 

12건(9.7%), “인터넷 쇼핑사이트”가 11건(8.9%), “공문서나 사문서의 위조”와 “그 

외의 수단”이 각각 7건(5.6%), “사기 인터넷 사이트의 개설”이 6건(4.8%), “제3자

나 전문가 등의 보증”이 3건(2.4%) 등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8  사기범죄(기수만 해당) 수법 (중복포함)

(단위 : 표본건, (표본%))

수법 구분
사기수법별 사기범죄
피해 표본(중복포함)

전단지나 거리에서의 (허위)광고 1 (0.8)

전화(허위)광고 12 (9.7)

보이스 피싱 24 (19.4)

사기 인터넷 사이트의 개설 6 (4.8)

인터넷 쇼핑사이트 11 (8.9)

공문서나 사문서의 위조 7 (5.6)

그럴듯한 말솜씨 51 (41.1)

제3자나 전문가 등의 보증 3 (2.4)

범인과 공모한 가짜 고객들을 동원 2 (1.6)

그 외의 수단 7 (5.6)

계 124 (100.0)

다음 <표 5-19>에서는 사기범죄 피해자들의 평균적인 재산 피해액을 살펴보았

다. 표를 보면, 사기범죄 피해액은 최소 3천원에서부터 최대 3억원까지 다양하

게 분포하 으며 그 평균값은 1천만원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었다. 물론 표준

편차는 매우 크다. 어쨌든 이러한 피해액은 앞서 살펴보았던 그 어떤 범죄유형

들에 비해서도 큰 금액인 것만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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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9  사기범죄 피해자들의 평균 재산 피해액 (모르겠다는 응답 3건 제외)

구분 사례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사기범죄 피해자 108건 3천원 3억원 1천22만원 3329.7

끝으로, <표 5-20>에서는 사기범죄 피해자들이 가해자들로부터 피해액을 회수 

받은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를 살펴보았다. 표에 나타나 있듯이, 전부 회수한 경

우는 111건 중 6건(5.4%)에 지나지 않았고, 일부라도 회수한 경우 역시 6건

(5.4%)에 불과하 으며, 나머지 99건(89.2%)에서는 전혀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0  사기범죄 기수사건 피해액 회수 여부

(단위 : 표본건, (표본%))

구분
사기범죄 피해액 회수 여부

전부 회수 일부 회수 미회수 계

사기범죄피해자 6 (5.4) 6 (5.4) 99 (89.2) 1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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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가구대상 범죄피해실태

앞의 제4장과 제5장에서는 폭력성 범죄군의 피해실태와 재산 범죄군 피해실

태를 나누어 살펴보면서 두 범주에서 모두 개인을 피해의 단위로 상정하여 분

석을 실시하 다. 하지만, 그 중에는 피해 단위가 개인이 아닌 가구인 경우도 

있는데, 앞에서는 어떤 한 가구에서 가구를 대상으로 한 범죄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 가구에 속하는 모든 가구원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가정해 보았던 것이

다. 본 장에서는 앞 장들에서와는 다르게 가구대상 범죄피해실태만 따로 뽑아

서 분석해 보기로 한다. 가구대상 범죄에는 제4장에서 살펴보았던 폭력성 범죄

의 강도범죄 중 주거침입강도범죄와  제5장에서 살펴보았던 재산범죄 중 주거

침입범죄(주거침입절도, 주거침입손괴, 단순주거침입)와 자동자절도 및 자동차

손괴가 포함될 것이다.

제1절 가구대상 범죄피해율

다음 <표 6-1>에서는 가구대상 범죄 전체의 피해율과 가구범죄에 포함되는 세

부 하위범죄유형의 피해율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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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가구대상 범죄피해율 및 세부 유형 분류

(단위 : 가구, (표본%), 가구가중치피해발생비)

내용 구분
가구대상 범죄

피해 표본수(가구수) 
(표본비중%)

가구 가중치 적용
추정 피해가구

10만 가구 당
피해율 추정

[18,077,981가구 기준]

주거침입 강도 2 (1.3) 5,798 32.1

주거침입 절도 78 (51.0) 209,092 1,156.6

주거침입 손괴 5 (3.3) 15,376 85.1

주거침입 미수 손괴 3 (2.0) 9,812 54.3

단순주거침입 9 (5.9) 27,056 149.7

단순주거침입미수 11 (7.2) 39,391 217.9

자동차 절도(오토바이 포함) 1 (1.0) 3,801 21.0

자동차 손괴 44 (28.6) 145,600 805.4

계 153 (100.0) 455,925 2,522.0 (약 2.5%)

가구대상 범죄피해율은 앞의 장들에서와는 달리 개인 단위로 피해율을 계산하

지 않고 가구 단위로 피해율을 계산하 다. 이에 먼저 전체 가구대상 범죄피해

율을 계산해 보겠다. 이번 조사의 표본 6,300가구 중에서 나타난 가구대상 범죄

피해 발생 가구 수는 모두 153가구이다. 6,300가구를 2012년도 추계 가구 수로 

환산하면 18,077,981가구가 된다. 가구 가중치는 6,300가구가 18,077,981가구가 

되도록 여러 변수를 고려하여 조정해 주는 (추정을 위한) 값이라고 보면 될 것

이다. 아무튼 6,300가구 중 153가구에서 가구범죄 피해가 발생하 다는 것은 가

구 가중치를 적용하여 다시 계산하 을 때, 18,077,981가구 중에 455,925가구에

서 가구범죄 피해가 발생하 다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는 백분율로 환

산할 경우 약 2.5% 정도이며, 10만 가구 당 발생 가구 수로 계산하면 10만 가구 

당 2,522가구가 가구범죄 피해를 입었다는 말이 된다.     

이제 가구범죄를 하위유형으로 다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주거침입강도는 

6,300가구 표본에서 2가구가 해당되었다. 가구가중치를 부여하면 이는 5,798가구

에 해당된다. 이는 2012년도 전체 추계 가구 수인 18,077,981가구 중에 0.03%에 

해당한다. 또한 이는 10만 가구 중에서 32.1가구가 주거침입강도피해를 입었다

는 말로 바뀌어 표현할 수도 있다. 하지만, 사례수가 너무 적어서 오차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이러한 추정치는 매우 불안정한 것이긴 하다. 분명한 것 하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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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피해율이 매우 작다는 사실이다. 주거침입절도는 6,300가구 중 78가구에서 

그 피해가 발생하 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8,077,981가구 중 209,092가구가 

주거침입절도를 당했다는 것으로 말할 수 있다. 백분율로는 약 1.2%의 피해율이

며, 10만 가구 중에서 1,156.6가구가 주거침입절도피해를 입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주거침입기수손괴와 주거침입미수손괴는 6,300 가구 표본에서 각각 5건과 

3건이 발견되었다. 두 경우를 합치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 중 25,188가구에서 

해당 사건이 발생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백분율로 0.14%이며, 10만 가구 

당 139.4가구에서 주거침입을 통한 손괴가 발생했음을 의미한다. 단순주거침입

의 경우, 6,300가구 표본 중 9가구에서 발생하 는데, 이는 10만 가구 당 149.7

가구에 해당되며 백분율로는 0.15% 정도에 이른다. 거기에 단순주거침입미수까

지 합치면, 전체 추계 가구 18,077,981가구 중 66,447가구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10만 가구 당 367.6가구, 백분율로는 약 0.37%에 이른다. 차량절

도는 6,300가구 중 1건밖에는 포착이 되지 않았는데, 굳이 추정해 보자면, 10만 

가구당 21가구, 백분율로는 0.02%의 피해율이다. 끝으로, 자동차손괴의 경우엔, 

6,300가구 중 44가구에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2년도 추계 가

구 수 18,077,981가구 중 145,600가구로 추정된다. 이는 10만 가구 당 805.4가구

에 해당하며, 백분율로는 0.81% 정도에 이른다. 

주의해야 할 것은 위 <표 6-1>에서 피해율 추정이 그나마 어느 정도 가능한 

범주는 주거침입절도와 자동차손괴 뿐이라는 점이다. 나머지 유형들은 사례수가 

적어서 제대로 된 추정치라고 보기는 어렵다. 즉 그 경우 그 피해율 수치에 너

무 연연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다만, 사례수가 적은 유형들은 발생 확률이 

매우 낮다는 정도의 결론 정도는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추정이 좀 더 정확해 지려면 사례수가 많아야 한다. 사례수가 많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범주들을 통합하여 계산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다. 물론 그럴 경

우, 어떤 의미에서는 몇 가지 정보를 잃는 셈이긴 하지만 불안정한 추정치보다

는 그 방법이 더 나을 수 있음은 물론이라고 하겠다. 다음 <표 6-2>는 그런 방

식으로 범주를 통합하여 단순화한 뒤에 피해율을 다시 계산해 본 결과이다. 이 

표에서는 가구대상 범죄를 크게 “주거침입관련 범죄”와 “비주거침입 자동차관련 

범죄”의 두 유형으로만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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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  가구대상 범죄 대분류

(단위 : 가구, (표본%), 가구가중치피해발생비)

내용 구분
가구대상 범죄
피해 표본수 
(표본비중%)

가구 가중치 적용
추정 피해가구

10만 가구 당
피해율 추정

[18,077,981가구 기준]

주거침입관련 범죄 108 (70.7) 306,524 1,695.6

비주거침입 자동차관련 범죄 45 (29.6) 149,401 826.4

계 153 (29.6) 455,925 2,522.0

그 중 “주거침입관련 범죄”의 경우, 6,300가구 중 108가구에서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계산된다. 이는 2012년도 추계 가구 수 18,077,981가구 중 306,504가구로 

추정된다. 백분율로는 약 1.7% 정도이며, 10만 가구 당 1,695.6가구가 피해를 입

은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비주거침입 자동차관련 범죄”의 경우엔, 6,300가구 중 

45가구에서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계산된다. 이는 2012년도 추계 가구 수 

18,077,981가구 중 149,401가구로 추정된다. 백분율로는 약 0.83% 정도이며, 10

만 가구 당 826.4가구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제2절 가구범죄 관련 피해 분석

1. 주거침입 관련 범죄피해 분석

다음 <표 6-3>에서는 “주거침입관련 범죄”를 ‘주거침입강절도’와 ‘주거침입손

괴’, ‘단순주거침입 및 미수’의 세 가지 유형으로 묶어서 살펴보았다. 이 중 ‘주
거침입강절도’는 6,300가구 중 80가구, 추정 상으로는 18,077,981가구 중 214,890

가구가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계산된다. 이는 백분율로는 1.2% 정도이며, 10만 

가구 당 1,188.7가구에 해당한다. ‘주거침입손괴’의 경우엔, 10만 가구 당 139.4

가구에 해당하고, ‘단순주거침입 및 미수’의 경우엔, 10만 가구 당 367.6가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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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3  주거침입관련 범죄 분류

(단위 : 가구, (표본%), 가구가중치피해발생비)

내용 구분
가구대상 범죄
피해 표본수 
(표본비중%)

가구 가중치 적용
추정 피해가구

10만 가구 당
피해율 추정

[18,077,981가구 기준]

주거침입 강절도 80 (52.3) 214,890 1,188.7

주거침입 손괴 8 (5.3) 25,188 139.4

단순주거침입 및 미수 20 (13.1) 66,447 367.6

주거침입관련 범죄 108 (70.7) 306,524 1,695.6

다음 <표 6-4>는 ‘주거침입강절도’ 범죄피해의 기수와 미수를 구분한 표이다. 

주거침입강도의 경우엔, 표본에서 포착된 2건이 모두 미수 범죄 던 것으로 나

타났고, 주거침입절도의 경우엔, 표본에서 포착된 78건 중 69건이 기수(88.5%), 

나머지 9건(11.5%)은 미수 범죄 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면, 80건 중 

69건(86.3%)가 기수 범죄 고, 11건(13.7%)이 미수 범죄 던 것으로 계산된다.

표 6-4  주거침입 강절도범죄의 기수와 미수

(단위 : 표본가구, (표본%))

구분
주거침입 강ㆍ절도 범죄

주거침입강도 주거침입절도 계

기수 - 69 (88.5) 69 (86.3)

미수 2 9 (11.5) 11 (13.7)

계 2 78 (100.0) 80 (100.0)

‘주거침입절도’의 기수 범죄피해를 입은 69가구 중 피해액을 기억하는 65가구

의 가구 당 평균 피해액을 계산해 보자면 다음 <표 6-5>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6-5  주거침입 절도 피해가구의 평균 재산 피해액 (무응답 제외)

구분 사례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주거침입절도 피해가구 65가구 7천원 3천만원 175만4천원 418.0

<비교> : 주거침입절도 피해가구원 87명 7천원 3천만원 154만8천원 3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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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를 보면, ‘주거침입절도’ 피해 가구 65가구의 평균 재산 피해액은 175만4천

원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적게는 7천원에서부터 많게는 3천만원에 이른다. 아무

튼 주거침입절도 피해금액은 앞 장에서 살펴보았던 절도범죄 분류방식상 나타난 

그 어떤 피해금액보다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주거침입강절도 피해를 입은 가구의 주택 유형을 분류해 보자면, 

다음 <표 6-6>에서 보는 바와 같다. 주거침입강도는 단독주택에서 1건, 아파트

에서 1건씩 발생하 는데, 사례 수가 적어서 그 비중의 의미는 거의 없다고 봐

야 할 것이다. 주거침입절도의 경우엔 단독주택에서 78건 중 58건(74.4%)이 발

생하 고, 그 다음으로는 연립/다세대 주택유형에서 10건(12.8%), 아파트에서 8

건(10.3%) 등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6  주거침입강절도 피해 주택 유형 

(단위 : 표본가구, (표본%))

구분
주거침입강절도범죄

주거침입강도 주거침입절도 계

단독주택 1 58 (74.4) 59 (73.8)

아파트 1 8 (10.3) 9 (11.3)

연립/다세대 - 10 (12.8) 10 (12.5)

비거주용 건물 내 - 1 (1.3) 1 (1.3)

기타 (오피스텔 등) - 1 (1.3) 1 (1.3)

계 2 78 (100.0) 80 (100.0)

2. 자동차 관련 범죄 피해 분석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가 가구원의 재산이라는 성격보다는 가구의 

재산이라는 성격이 더 많기 때문에 자동차절도나 자동차손괴와 같은 범죄를 가

구대상 범죄로 분류하 는데, 다음 <표 6-7>는 자동차 관련 가구범죄를 차량 절

도와 자동차 손괴로 나누어 살펴본 것이다. 차량절도의 경우 6,300가구 중 1건

이 발생하 는데, 그 사례가 너무 적어 피해율 추정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고, 

단지 매우 낮은 비율로 발생한다는 사실만 확인할 수 있다. 자동차손괴의 경우, 

6,300가구 중 44가구에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2년도 추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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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수 18,077,981가구 중 145,600가구로 추정된다. 이는 10만 가구 당 805.4가구

에 해당하며, 백분율로는 0.81% 정도에 이른다. 두 경우를 합치면, 6,300가구 중 

45가구 또는 추계 가구 수인 18,077,981가구 중 149,401가구로 추정된다. 이는 

백분율로 0.83%, 10만 가구 당 826.4가구 꼴인 것으로 계산된다.

표 6-7  자동차관련 범죄 분류

(단위 : 가구, (표본%), 가구가중치피해발생비)

내용 구분
가구대상 범죄
피해 표본수 
(표본비중%)

가구 가중치 적용
추정 피해가구

10만 가구 당
피해율 추정

[18,077,981가구 기준]

자동차 절도(오토바이 포함) 1 (1.0) 3,801 21.0

자동차 손괴 44 (28.6) 145,600 805.4

비주거침입 자동차관련 범죄 45 (29.6) 149,401 826.4

끝으로 자동차손괴 피해를 입은 가구의 주택 유형을 분류해 보자면, 다음 <표 

6-8>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를 보면, 자동차손괴 피해는 상대적으로 아파트 거

주 가구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44가구 중 20가구, 45.5%)으로 나타난다. 그 

다음은 단독주택(12건, 27.3%), 연립/다세대주택(9건, 20.5%) 등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앞서 살펴본 주거침입강절도 피해 가구의 주택유형과

는 그 분포가 사뭇 다른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표 6-8  자동차 손괴 피해자들의 거주 주택 유형 

(단위 : 표본가구, (표본%))

구분 자동차손괴 피해 가구수 비교 [주거침입강절도]

단독주택 12 (27.3) 59 (73.8)

아파트 20 (45.5) 9 (11.3)

연립/다세대 9 (20.5) 10 (12.5)

비거주용 건물 내 2 (4.5) 1 (1.3)

기타 (오피스텔 등) 1 (2.3) 1 (1.3)

계 44 (100.0) 8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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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경찰신고 및 처리현황

이 장에서는 범죄피해를 경험한 후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 는지 여부와 신고 

후 처리내용과 그에 따른 만족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사건처리 과정에서의 

시간손실 또한 고려하 다. 공식통계가 갖는 한계 중 하나는 신고 되지 않은 암

수범죄를 포괄할 수 없다는 점과 암수범죄의 정도를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본 

장의 내용은 암수범죄의 정도를 가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제1절 범죄 신고율

범죄피해 신고건수와 신고율은 <표 7-1>에서 보는 바와 같다. 폭력피해범죄는 

전체 92건 중 33건만이 경찰에 신고 되어 32.2퍼센트 신고율을 보 다. 범죄유

형별로는 성폭력 범죄는 8.4퍼센트, 강도 범죄는 29.8퍼센트, 폭행은 40.5퍼센트

의 신고율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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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피해사례 신고건수 백분율(%) 가중치(%)

폭력
피해
범죄

성폭력 21 2 9.5 8.4

강도 8 2 25.0 29.8

폭행 63 29 46.0 40.5

폭력피해범죄 전체 92 33 35.9 32.2

재산
피해
범죄

소매치기 14 2 14.3 16.4

주거침입 152 41 27.0 28.3

일반절도 157 26 16.6 16.0

손괴 75 12 16.0 12.0

사기 111 43 38.7 36.9

재산피해범죄 전체 509 124 24.4 23.3

전체 601 157 26.1 24.7

표 7-1  범죄피해 신고건수 및 신고율

(단위: 건, %)

재산피해범죄의 경우 전체적으로는 509건 중 124건이 신고 되어 23.3퍼센트의 

신고율을 기록했다. 범죄유형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매치기는 16.4퍼센트, 

주거침입 범죄는 28.3퍼센트, 일반절도는 16퍼센트, 손괴는 12.0퍼센트, 사기는 

36.9퍼센트의 신고율을 보 다. 

전체범죄피해 신고율은 24.7퍼센트 다. 재산피해범죄에 비해 폭력피해범죄의 

신고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폭력피해범죄에서는 폭행피해의 신고율이 가장 높

았고 성폭력피해의 신고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재산피해범죄는 사기피해의 

신고율이 가장 높았고 손괴피해의 신고율이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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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폭력피해범죄

1순위 2순위

빈도
백분율
(%)

가중치
(%)

빈도
백분율
(%)

가중치
(%)

가해자 검거·처벌 위해 17 51.5 51.1 9 27.3 33.8

범죄신고는 당연한 의무 7 21.2 27.6 1 3.0 2.9

동일·유사사건 재발방지 5 15.2 13.7 17 51.5 46.1

손실(피해)회복 4 12.1 7.6 6 18.2 17.1

경찰순찰(예방)활동 개선 0 0.0 0.0 0 0.0 0.0

합계 33 100.0 100.0 33 100.0 100.0

표 7-2  범죄피해 신고이유 

(단위: 건, %)

구분

재산피해범죄

1순위 2순위

빈도
백분율
(%)

가중치
(%)

빈도
백분율
(%)

가중치
(%)

손실(피해)회복 52 41.9 39.8 31 25.0 25.8

가해자 검거·처벌 위해 43 34.7 35.7 34 27.4 26.1

동일·유사사건 재발방지 19 15.3 16.1 33 26.6 27.1

범죄신고는 당연한 의무 8 6.5 7.0 23 18.5 18.7

경찰순찰(예방)활동 개선 2 1.6 1.3 3 2.4 0.0

합계 124 100.0 100.0 124 100.0 100.0

한편, 표 <표 7-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범죄피해를 신고한 피해자를 대상으

로 신고한 주된 이유를 살펴본 결과, 먼저 폭력피해범죄 경우 1순위로 ‘가해자 

검거 및 처벌을 위해’ 신고하 다는 응답의 비율이 51.1퍼센트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범죄는 당연히 경찰에 신고해야한다고 생각해서’(27.6%)가 뒤를 이었

다. 2순위로는 ‘동일, 유사사건 재발방지를 위해’ 신고했다는 응답이 46.1퍼센트

로 가장 높았다. 재산피해범죄의 주된 신고 이유의 1순위에서는 ‘손실 및 피해 

회복을 위해’ 신고하 다는 응답의 비율이 39.8퍼센트로 가장 높았다. 재산피해

범죄 신고 이유의 2순위에서는 ‘동일・유사사건 재발방지를 위해’가 27.1퍼센트

로 가장 높았다. 

한편, <표 7-3>과 같이 범죄피해를 신고하지 않은 이유들을 살펴보았다. 폭력

피해범죄의 경우 신고하지 않은 주된 이유 1순위는 ‘피해가 심각하지 않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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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가 전체의 52퍼센트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증거가 없었기 때문

에’(13.2%), ‘경찰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8.7%)가 뒤를 이었

다. 폭력피해범죄를 신고하지 않은 이유 2순위 중에서는 ‘다른 방식이나 개인적

으로 처리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0.8퍼센트로 가장 높았고, ‘경찰이 아무조치

를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12.3%), ‘경찰이 범인을 검거하지는 못하면서 귀찮

게 할 것이기 때문에’(11.5%)가 뒤를 이었다. 

재산피해범죄 경우 신고를 하지 않은 주된 이유 1순위는 ‘피해가 심각하지 않

아서’가 50.8퍼센트로 가장 많았고,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21.6%), ‘경찰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8.1%) 순이었다. 신고를 하지 않은 주된 이

유 2순위 중에서는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26.8퍼센트로 가장 많았

고, ‘경찰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와 ‘경찰이 범인을 검거하

지는 못하면서 귀찮게 할 것이기 때문에’가 각각 17퍼센트로 뒤를 이었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폭력피해범죄와 재산피해범죄 모두에 있어서 피해정도

가 심각하지 않아서 신고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가 50퍼센트 내외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경미한 범죄피해 신고율을 높이기 위한 시민들의 인식 제고

가 필요함을 시사하 다. 범죄피해가 심각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인 범죄

피해신고를 통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죄피해에 대한 재발방지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시사점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폭력피해범죄나 재

산피해범죄의 경우 모두 2순위에 해당하는 이유로 ‘경찰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와 ‘경찰이 범인을 검거하지는 못하면서 귀찮게 할 것이기 

때문에’를 높게 지적하 다. 이는 ‘다른 방식으로 처리하거나 개인적으로 해결했

기 때문’이라는 이유에 대한 높은 응답과 더불어 범죄피해와 관련하여 경찰을 

보다 신뢰하고 의지하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결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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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폭력피해범죄

1순위 2순위

빈도 백분율(%) 가중치(%) 빈도 백분율(%) 가중치(%)

피해가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 29 49.2 52.0 6 10.2 9.9

다른 방식으로 처리 개인적으로 
해결했기 때문

4 6.8 6.0 15 25.4 30.8

증거가 없었기 때문 9 15.3 13.2 5 8.5 9.4

경찰이 아무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

5 8.5 8.7 7 11.9 12.3

경찰이 범인을 검거하지는 
못하면서 귀찮게 할 것이기 때문

2 3.4 5.7 7 11.9 11.5

범인이 아는 사람이기 때문 5 8.5 5.9 4 6.8 5.5

보복이 두려웠기 때문에 2 3.4 4.0 8 13.6 8.6

알려지는 것이 창피하고 
수치스러워서

2 3.4 3.1 4 6.8 7.7

기타 1 1.7 1.4 3 5.1 4.4

합계 59 100.0 100.0 59 100.0 100.0

구분

재산피해범죄

1순위 2순위

빈도 백분율(%) 가중치(%) 빈도 백분율(%) 가중치(%)

피해가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 197 51.2 50.8 55 14.3 14.5

다른 방식으로 처리 개인적으로 
해결했기 때문

27 7.0 7.0 50 13.0 13.5

증거가 없었기 때문 79 20.5 21.6 99 25.8 26.8

경찰이 아무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

31 8.1 8.1 64 16.7 17.0

경찰이 범인을 검거하지는 
못하면서 귀찮게 할 것이기 때문

21 5.5 4.3 67 17.4 17.0

범인이 아는 사람이기 때문 14 3.6 4.1 19 4.9 4.4

보복이 두려웠기 때문에 4 1.0 1.0 5 1.3 0.9

알려지는 것이 창피하고 
수치스러워서

5 1.3 1.1 11 2.9 2.5

기타 7 1.8 2.0 14 3.6 3.4

합계 385 100.0 100.0 384 100.0 100.0

표 7-3  범죄피해 미신고이유 

(단위: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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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처리현황 및 만족도

1. 피해신고에 대한 경찰의 조치

범죄 피해신고에 대한 경찰의 조치에 관해 <표 7-4>과 같이 살펴본 결과, 폭

력피해범죄를 신고한 33건 중 경찰의 조치는 직접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내용을 

확인한 경우가 전체 사건의 43.7퍼센트로 가장 많았고, 증거채취 등 적극적인 

수사는 사건의 19.2퍼센트에서 이루어졌고, 사건을 해결해 준 경우는 18.9퍼센트

의 신고사건에서 이루어졌다. 재산피해범죄에서도 폭력피해범죄에서와 같이 직

접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내용을 확인한 경우가 전체 사건의 31.1퍼센트로 가장 

높았고, ‘전화로 피해상황을 확인함’(23.9%), ‘경찰이 증거 채취 등 적극적인 수

사를 하 음’(21.5%) 등이 뒤를 이었다. 

폭력피해범죄 신고의 경우 재산피해범죄 신고에서보다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

내용을 확인하는 비율이 높았다.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폭력피

해 신고에서 10퍼센트를 상회하고 재산피해의 경우는 더 높았다(16.4%). 이러한 

상황은 특히 재산피해의 경우에는 전화로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경우(23.9%)가 

많았다는 결과와 더불어 우리 경찰의 신고대응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을 시

사한다.

구분

폭력피해범죄 재산피해범죄

빈도
백분율
(%)

가중치
(%)

빈도
백분율
(%)

가중치
(%)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음 3(3) 9.1 10.7 20(20) 16.1 16.4

전화로 피해상황을 확인함 2(9) 6.1 7.5 27(39) 21.8 23.9

직접현장에 출동하여 피해내용을 확인함 16(24) 48.5 43.7 41(67) 33.1 31.1

증거채취 등 적극적인 수사함 6(7) 18.2 19.2 26(30) 21.0 21.5

사건을 해결해줌 6(6) 18.2 18.9 10(10) 8.1 7.1

합계 33(49) 100.0 100.0 124(166) 100.0 100.0

표 7-4  경찰의 조치(중복응답) 

(단위: 건, %)

* 빈도에서 ( )는 중복응답을 포함한 빈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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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표 7-5>는 신고한 범죄피해자에게 경찰이 사건처리 절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 는지, 제공하 다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는지를 파악한 결과이다. 

폭력피해의 경우 정보제공을 받았다는 응답자가 67퍼센트를 차지하 으며 그 내

용을 모두 또는 대부분 이해할 수 있었다는 응답이 절반에 달하 다(48.7%). 

재산피해범죄의 경우에는 정보제공을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가 59.9퍼센트를 

차지하 으며, 그 내용을 대부분 또는 모두 이해할 수 있었다는 응답이 신고한 

피해자들 중 43.7퍼센트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피해자가 폭

력피해범죄의 경우 33퍼센트, 재산피해 범죄의 경우 40.1퍼센트에 이르며 정보

를 조금밖에 이해할 수 없었다거나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는 응답의 비율도 상

당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건처리절차에 관한 정보제공 정책도 보다 개선될 필

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구분
폭력피해범죄 재산피해범죄

빈도 백분율(%) 가중치(%) 빈도 백분율(%) 가중치(%)

정보제공
받음

모두 이해할 수 있었다 9 27.3 22.9 29 23.4 21.6

대부분 이해할 수 있었다 7 21.2 25.8 29 23.4 22.1

반 정도 이해할 수 있었다 4 12.1 10.9 7 5.6 6.7

조금밖에 이해할 수 없었다 2 6.1 5.9 7 5.6 7.4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1 3.0 1.6 2 1.6 2.1

소계 23 69.7 67.0 74 59.7 59.9

정보제공 받지못함 10 30.3 33.0 50 40.3 40.1

합계 33 100.0 100.0 124 100.0 100.0

표 7-5  사건처리절차에 관한 정보제공 여부 및 이해정도

(단위: 건, %)

범죄피해신고를 통해 범인을 검거하 는지는 <표 7-6>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폭력피해범죄의 경우에는 57.9퍼센트의 피해신고에 있어서 모두 검거되었다고 

응답하 다. 그러나 재산피해 범죄의 경우에는 아무도 검거되지 않았다고 응답

한 경우가 전체의 65.5퍼센트나 되었고, 모두 검거한 경우는 13.5퍼센트에 불과

하 다. 재산피해 범죄에서 아무도 검거하지 못했다는 응답은 사건해결이 합의

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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겠으나 재산피해 신고의 13.5퍼센의 경우에만 범인이 검거되었다는 것과 폭력피

해 신고의 경우에도 18.9퍼센트의 경우 범인을 검거하지 못했다는 응답은 범인 

검거에 대한 경찰의 수사력을 재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구분

폭력피해범죄 재산피해범죄

빈도
백분율
(%)

가중치
(%)

빈도
백분율
(%)

가중치
(%)

모두 검거하였다 20 60.6 57.9 18 14.5 13.5

일부를 검거하였다 2 6.1 8.7 3 2.4 2.3

아무도 검거하지  못했다 5 15.2 18.9 79 63.7 65.5

잘 모르겠다 6 18.2 14.5 24 19.4 18.7

합계 33 100.0 100.0 124 100.0 100.0

표 7-6  범인검거 여부

(단위: 건, %)

2. 경찰조치에 대한 만족도

아래 <표 7-7>은 범죄피해사실을 신고한 후 경찰조치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이다. 폭력피해범죄의 경우 만족도가 ‘‘보통이다’의 응답비율이 39.4퍼센트로 

가장 높았고, 만족한다는 응답비율은 28.5퍼센트(매우 만족 9.5%, 약간 만족 

19%)로서 불만족한다는 응답비율 32.2퍼센트(매우 불만족 22.8%, 약간 불만족 

9.3%)보다 다소 낮았다. 

재산피해 범죄의 경우에는 만족도가 ‘보통이다’의 응답비율이 28.6퍼센트 고, 

만족한다는 응답비율은 24.8퍼센트(매우 만족 8.2%, 약간 만족 16.6%)로 불만족

한다는 응답비율 42.7퍼센트(매우 불만족 24.2%, 약간 불만족 18.5%)에 비해 현

저하게 낮았다. 

재산피해 범죄신고에 대한 경찰조치에 불만족을 보이는 정도가 폭력피해범죄

신고에 대한 경찰조치에 불만족을 보이는 정도보다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분석결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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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폭력피해범죄 재산피해범죄

빈도
백분율
(%)

가중치
(%)

빈도
백분율
(%)

가중치
(%)

매우 만족하였다 5 15.2 9.5 10 8.1 8.2

약간 만족하였다 5 15.2 19.0 24 19.4 16.6

보통이다 13 39.4 39.4 37 29.8 28.6

약간 불만족하였다 4 12.1 9.3 23 18.5 20.3

매우 불만족하였다 6 18.2 22.8 30 24.2 26.4

합계 33 100.0 100.0 124 100.0 100.0

표 7-7  경찰조치에 대한 만족도

(단위: 건, %)

3. 사건처리 과정에서의 시간손실

아래 <표 7-8>은 사건발생 이후 사건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시간 손실여부와 손

실 정도를 알아본 결과이다. 폭력피해 범죄사건 처리의 경우, 사건처리 과정에

서의 시간손실이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경찰관련 시간손실(40.6%)이 가장 높

았고, 검찰관련 시간손실(11.4%), 법원관련 시간손실(2.1%)가 뒤를 이었다. 그러

나 흥미롭게도 실제 시간손실 평균 일수에 있어서는 경찰에서의 시간손실이 

3.67일로 가장 짧았고, 검찰관련(4일) 및 법원관련(10일) 시간손실이 더 길었다.

재산피해 범죄 신고사건 처리의 경우에도 경찰관련 시간손실이 있었다는 응답

률(31.8%)이 가장 높았고, 검찰관련 시간손실(5.4%), 법원관련 시간손실(3.3%)이 

있었다는 응답비율 순이었다. 그러나 평균 시간손실 일수는 법원관련 손실이 4

일로 가장 길었고, 경찰관련 시간손실(2.59일), 검찰관련 시간손실(1.88일)이 뒤

를 이었다. 

신고사건처리 과정에서의 시간손실을 분석한 결과 흥미로운 점은 신고자들이 

경찰단계에서 시간손실이 있었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검찰, 법원단계에서의 시간

손실에 대한 인식보다 높았으나, 실제 시간손실 일수는 폭력피해와 재산피해 사

건처리 모두에 있어서 법원단계에서 가장 길었고, 특히 폭력피해 사건의 경우 

경찰단계에서의 시간손실 일수가 가장 짧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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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폭력피해범죄(N=33) 재산피해범죄(N=124)

빈도
백분율
(%)

가중치
(%)

빈도
백분율
(%)

가중치
(%)

경찰관련

손실있음 12 36.4 40.6 44 35.5 31.8

손실없음 21 63.6 59.4 80 64.5 68.2

시간손실 
평균 일수

3.67 2.59

검찰관련

손실있음 3 9.1 11.4 8 6.5 5.4

손실없음 30 90.9 88.6 116 93.5 94.6

시간손실 
평균 일수

4.00 1.88

법원관련

손실있음 1 3.0 2.1 6 4.8 3.3

손실없음 32 97.0 97.9 118 95.2 96.7

시간손실 
평균 일수

10.00 4.00

표 7-8  사건처리 과정에서의 시간손실여부 및 기간

(단위: 건, %)

제3절 신고율 및 처리현황 추세분석

1. 신고율에 대한 추세분석

조사연도별 범죄신고율을 파악하여 그 추이를 진단해 보는 것은 우리사회의 

범죄신고 환경과 범죄신고 의식을 짚어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범죄피해 신고

율의 증가는 암수범죄를 줄임으로써 공식통계상의 범죄율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

용하기도 하고 피해를 공론화하여 공식적으로 다루는 분위기를 형성함으로써 범

죄억제 요인으로서 기여하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2009년 전국범

죄피해조사 시에 대대적인 개편작업이 진행된 바 있고 그로 인해 범죄피해를 분

류하는 체계가 변화되면서 범죄신고를 측정하기 위한 하위문항들도 수정되었다. 

따라서 범죄신고율에 대해서는 2009년도 이후의 조사결과를 비교하는 것이 타당

한 것으로 판단하여 분석을 진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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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그림 7-1>은 2008년(2009년 조사), 2010년(2011년 조사), 2012년(2013년 

조사)별 각각 한 해 동안의 전체 범죄피해에 대한 범죄피해 건수와 범죄신고 건

수의 백분율로 단순한 범죄신고율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본 결과이다. 전체범죄

에 대해서 범죄피해 대비 범죄건수를 살펴본다면 간략하게나마 신고율의 증감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08년도에는 972건의 범죄피해에 대해 142건이 

경찰에 신고되었고, 2010년도에는 1,049건의 범죄피해에 대해 236건이 신고되었

으며, 2012년도에는 601건의 범죄피해에 대해 157건이 신고되었다. 그림에서 보

는 바와 같이 2008년(14.6%) 범죄피해 신고율이 가장 낮았으며 2010년(22.5%), 

2012년도(26.1%) 순으로 계속해서 범죄피해 신고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이러한 범죄신고율의 증가는 민주적인 사회분위기의 성숙으로 인한 신고의

식의 증가는 물론 IT통신기술의 발달과 민간경비인력의 적극적인 활동 등과 무

관하지 않을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7-1  범죄피해 신고율의 연도별 추이

2009년 개편작업 이후에도 각 연도별 범죄피해 분류체계에 차이가 있어서 개

별 범죄유형별로 추이를 살펴보기는 어려우나 최근의 전국범죄피해조사를 중심

으로 몇가지 비교가능한 범죄유형을 중심으로 신고율의 비교를 시도해 보았다. 

아래 <그림 7-2>는 절도, 사기, 강도, 폭력 등 네 가지 연도별 비교가 가능한 것

으로 판단되는 개별범죄에 대해 2010년과 2012년 범죄신고율에 대한 단순 백분

율(신고건수/피해건수*100)을 비교한 것이다. 즉 대표적인 재산피해범죄(절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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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와 대표적인 재산피해범죄(강도, 폭행)을 중심으로 신고율의 차이를 살펴본 것

이다. 그림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절도, 사기, 강도, 폭행 등 모든 범죄에 있어

서 신고율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증가의 폭이 가장 큰 범죄는 사기(17.3% 증

가) 으며, 증가의 폭이 가장 낮은 범죄는 절도(5.3% 증가) 다.

그림 7-2  폭력피해범죄와 재산피해범죄 신고율의 연도별 비교 

     

2. 범죄피해 신고사건 검거현황 및 경찰조치에 대한 만족도 연도별 추이

아래 그림은 범죄신고 후 경찰이 범인을 검거하 느냐는 질문에 대한 범죄피

해 신고자들의 반응을 연도별로 살펴본 것이다. 신고 후 모두 검거하 다는 비

율이 2010년 14.8%에서 증가하여 2012년에 24.2%에 이른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아무도 검거하지 못하 다는 반응은 다소 기복은 있으나 2008년 59.1%에서 

2012년 53.5%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연도구간이 길지 않아 장기적인 

추세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범죄신고 후 피해자들이 인식한 가해자 검거율은 

2008년 이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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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3  신고이후 범죄검거 여부 

한편, 아래 그림은 범죄피해 신고이후 경찰조치에 대한 만족도를 연도별로 비

교한 것이다. 매우 만족한다는 비율이 2008년 2.8%에서 2012년 9.6%로 증가하

다. 약간 만족에 있어서 다소의 기복은 있으나 2008년 14.9%에서 2012년 

18.5%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반면에 매우 불만족 비율은 2008년 27.5%에

서 2012년 22.9%로 감소하 다. 연도별 구간이 길지 않아 전반적인 추세를 확정

적으로 결론짓기는 어려우나 다소간의 기복에도 불구하고 범죄피해 신고에 대한 

경찰에 대한 만족도는 2008년 이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7-4  신고이후 경찰조치에 대한 만족도 연도별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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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분석

이 장에서는 범죄피해 취약성과 관련된 요인을 지역특성, 가구특성, 사회인구

학적 특성, 그리고 생활양식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범죄피해경험이 범죄에 대

한 두려움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마지막으로, 개인적 수준과 지역적 수준

의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을 단일 분석모형에 함께 포함시킨 다수준 분석방법의 

하나인 ‘위계적 일반화 선형모형’(HGLM: Hierarchican Generalized Linear Model)

의 분석을 실시하 다.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은 크게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에 따라 구분된다. 

거시적 관점이 범죄를 유발 또는 억제시키는 지역사회의 환경이나 특성에 초점

을 맞추는 반면 미시적 관점은 잠재적 범죄자에게 범행기회를 제공하여 범죄피

해 가능성을 높이는 개인이나 가구에 속한 특성을 강조한다. 전자는 시카고학파

의 ‘사회해체이론’(social disorganization theory)을 중심으로 발전해왔으며, 지역

사회의 빈곤수준, 민족적 이질성, 거주불안정성 등과 같은 구조적 문제가 지역주

민들의 범죄피해 위험성을 높인다고 보았다(Shaw & McKay, 1942). 이후에 등장

한 거시적 관점의 학자들은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범죄통제역량을 주요한 범죄피

해 취약성 요인으로 제시했다. 즉, 이웃들 간의 결속력과 유대감 그리고 지역사

회문제에 대한 공동체 대응력을 나타내는 집합적 효능성(collective efficacy)이 

증가할수록 범죄피해 위험성은 감소한다고 보았다(Bursik & Grasmick, 1993; 

Sampson & Groves, 1989; Sampson & Wilson, 1995). 

미시적 관점은 ‘일상생활이론’(routine activity theory), ‘기회이론’(opport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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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y) ‘생활양식-노출이론’(lifestyle-exposure theory)에 의해 이론적 지지를 받

고 있다. 일상생활이론은 범죄발생을 유발하는 상황적 요인으로 잠재적 범죄자, 

적절한 범행대상, 그리고 감시의 부재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들 세 요인이 동일

한 시간과 장소에 존재하게 되면 범죄발생 가능성이 높이진다고 주장한다

(Cohen & Felson, 1979). 기회이론에 의하면 피해자가 잠재적 범죄자에게 자주 

노출되고(exposure), 범죄자로부터의 물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을 때

(proximity), 또한 피해대상의 특성으로 인해 범죄자가 범죄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보상의 정도가 높은 반면(attractiveness), 범죄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떨어지는(guardianship) 경우 범죄피해의 가능성은 높아진다(Cohen et al., 1981). 

생활양식-노출이론 또한 개개인의 생활양식(예를 들어, 빈번한 늦은 귀가 등)과 

관련된 특징들과 사회인구학적 특성들이 범죄피해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 주목

한다(Hinderlang et al., 1978). 개인의 생활양식 차이는 잠재적 범죄자에게 노출

될 위험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며 연령, 성별, 혼인상태 등의 사회인구학적 

요인들 또한 생활양식의 차이를 만드는 요인이다. 

그런데 개인적 수준의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들만을 고려한 연구들에 대해 개

인들을 둘러싼 지역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과 개인의 행동이 지역사

회 고유의 요인들에 의해 조건 지어 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는 비판이 제기

되어왔다(Lauritsen, 2001; Miethe & McDowall, 1993; Wilcox et al., 2007). 기존 

범죄피해 연구들의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근래에 들어 다수준 분석방법을 

적용해 단일 분석모형 안에 범죄피해의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을 동시에 고

려한 연구들이 다수 실시되고 있다(Miehe & McDowall, 1993; Lauritsen, 2001; 

Roh et al., 2010, Rountree & Land, 1996; Rountree et al., 1994; Wilcox et al., 

2007; Xie & McDowall, 2008). 이러한 연구들은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이 

상호보완적이며 두 관점을 결합했을 때 범죄피해현상에 대한 설명력이 향상된다

는 점들을 확인하고 있다(Wilcox et al., 2007). 예를 들어, 미드와 맥도월의 연

구에서(Mithe & McDowall,1993), 개인적 취약성 요인이 주거침입절도에 미치는 

향은 경제적 수준이 높은 지역에서만 유효했다.  

본 연구에서 지역과 관련한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에는 이웃관계, 이웃참여, 

물리적 무질서, 사회적 무질서, 경찰활동, 그리고 ‘범죄발생추세’가 포함되었다. 



제8장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분석

223

이웃관계는 주민들 간의 결속과 유대의 정도를 나타내며 5점 척도 4문항으로 측

정하 고 최대값 20점, 최소값 4점, 평균 10.10점, 표준편차 3.94점이 다(크론바

하 α=.908). 교차분석을 위해서 측정값에 따라 강함(15-20점), 보통(10-14점), 약

함(9점 이하)로 범주화하 다. 이웃참여는 지역문제 해결에 대한 이웃들의 참여 

정도를 나타내며 5점 척도 3문항으로 측정하 고 최대갑 3점, 최소값 15점, 평

균 9.99점, 표준편차 2.37점이 다(크론바하 α=.667). 교차분석을 위해 강함

(12-15점), 보통(7-11점), 약함(6점 이하)의 세 범주로 구분하 다. 물리적 무질서

는 지역의 물리적 환경과 관련된 5점 척도 3문항을 합하여 측정하 으며 값의 

범위는 3점부터 15점이고 평균 7.44점, 표준편차 2.48점이 다(α=.738). 사회적 

무질서는 기초질서 위반 등 무질서 행위와 관련된 5점 척도 3문항으로 측정했으

며 최대값 15점, 최소값 3점, 평균 7.41점, 표준편차 2.48점이 다(α=.758). 물리

적 무질서와 사회적 무질서 모두 무질서(12-15점), 보통(7-11점), 질서(6점 이하)

로 범주화하 다. 경찰활동은 지역경찰의 범죄통제역량 수준을 나타내며 5점 척

도 3문항을 합산한 값이 15점에서 3점까지 분포하고 평균 9.54점, 표준편차 2.35

점이 다(α=.796). 경찰활동은 효과적(12-15점), 보통(7-11점), 비효과적(6점 이하)

의 세 종류로 구분하 다. 마지막으로 범죄발생은 지역의 범죄발생추세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며 5점 척도 1문항으로 측정하 으며 평균 3.14점이고, 표준편차

는 .75점이 다. 응답에 따라 감소(매우감소, 약간감소), 불변, 증가(매우증가, 약

간증가)로 범주화하 다.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 중 가구특성에는 주택유형(단독주택, 아파트 등), 거주

형태(자가, 전세 등), 가구소득수준, 방범수준, 집비운시간이 포함된다. 방범수준

은 가구에 설치되어 있는 방범장치(이중자물쇠, 방범창 등)와 감시기능(경비원, 

CCTV 등)의 개수로 측정하 다. 집 비운시간은 하루 중 가구원이 모두 외출하

여 집이 비어있었던 시간을 나타낸다. 사회인구학적 특성으로는 성별, 나이, 혼

인상태, 교육수준과 직업유형이 포함된다. 생활양식 취약성 요인에는 대중교통, 

늦은귀가, 만취귀가, 외출옷차림, 유명브랜드, 취약성인식이 포함된다. 대중교통

은 일주일 동안 대중교통수단의 이용 빈도를 나타낸다. 늦은귀가는 한 달 평균 

저녁 10시 이후에 귀가했던 빈도로, 만취귀가는 한 달 평균 술에 만취해서 귀가

했던 빈도로 각각 측정하 다. 외출옷차림은 외출할 때 고급스런 옷차림이나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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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서리를 착용하는지를, 유명브랜드는 평소 유명 브랜드 제품을 즐겨 사용하는

지를 각각 5점 척도 1문항으로 측정하 다. 응답에 따라 유인작음(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보통이다), 유인큼(그런편이다, 매우 그렇다)로 

구분하 다. 취약성인식은 자신이 다른 사람에 비해 범죄피해를 당할 소지가 높

은지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비취약(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

통(보통이다), 취약(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의 세 범주로 구분하 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크게 일반적 두려움, 구체적 두려움, 지인피해 두려움

으로 구분하 다. 일반적 두려움은 다소 막연한 범죄발생 위험상황에 대하여 범

죄피해를 당할까 염려하는 감정적 수준의 반응이다. 본 연구에서는 ‘밤에 혼자 

집에 있을 때’와 ‘밤에 혼자 동네 골목길을 걸을 때’ 느끼는 두려움의 정도를 각

각 5점 척도로 측정한 뒤 그 평균값으로 일반적 두려움을 측정하 다.(α=.871). 

일반적 두려움의 평균은 2.44점이고 표준편차는 1.13점이 다. 구체적 두려움은 

특정한 유형의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범죄위험인식을 의미한다. 분

석을 위해 일반절도, 사기, 손괴, 주거침입절도의 피해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의 

평균값을 재산피해 두려움으로(α=.890, 평균=2.33, 표준편차=.865), 강도, 폭행, 

괴롭힘의 피해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의 평균값을 폭력피해 두려움으로(α=.888, 평

균=2.22, 표준편차=.868) 사용하 고, 아울러 성폭행피해 두려움을 별도로 측정

하 다(평균=2.14, 표준편차=1.067). 마지막으로 지인피해  두려움은 배우자(애

인)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인 배우자피해 두려움(평균=2.93, 표준편차=1.13)

과 자녀가 범죄피해를 당할까봐 두려워하는 자녀피해 두려움(평균=3.54, 표준편

차=1.15)으로 구분하여 각각 5점 척도로 측정하여 사용하 다. 

종속변인에 해당하는 범죄피해는 크게 재산범죄피해와 폭력범죄피해로 구분하

여 분석하 다. 재산범죄피해는 개인이 범행대상인 일반절도, 소매치기, 손괴, 

사기와 가구대상범죄인 주거침입범죄를 구분하 다. 폭력범죄피해에는 강도, 폭

행, 성폭력(강간, 성추행)이 포함하 다.   



제8장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분석

225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 항목

지역특성 이웃관계, 이웃참여, 물리적무질서, 사회적무질서, 경찰활동, 범죄발생추세

가구특성 주택유형, 거주형태, 가구소득수준, 방범수준, 집비운시간

사회인구학적 특성 성별, 나이, 혼인상태, 교육수준, 직업유형

생활양식 대중교통, 늦은귀가, 만취귀가, 외출옷차림, 유명브랜드, 취약성인식

범죄에 대한 두려움 일반적두려움, 재산피해두려움, 폭력피해두려움, 배우자피해두려움, 자녀피해두려움

범죄피해 피해의 종류

재산범죄피해
개인대상 일반절도, 소매치기, 손괴, 사기

가구대상 주거침입범죄

폭력범죄피해 강도, 폭행, 성폭력

제1절 지역특성과 범죄피해

1. 지역특성에 따른 재산범죄피해

지역특성이 재산범죄피해에 미치는 향은 전체 재산범죄와 구체적 범죄유형

인 일반절도, 그리고 주거침입범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표 8-1). 우선 전체 

재산범죄피해에 있어서 이웃관계의 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에 

반해 이웃참여는 재산범죄피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하지만 거시적 관점의 이론적 주장과는 반대로 이웃참여가 강한지역에 사

는 응답자의 재산범죄 피해율(4.3%)이 보통지역(3.1%)과 약한지역(3.4%)의 응답

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재산범죄피해에 취약한 지역에 거

주하는 주민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범죄문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물리적 무질서와 사회적 무질서 모두 

예상했던 것처럼 무질서의 정도가 재산범죄피해율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리

적 무질서의 수준이 높은 지역 응답자의 5.8%가 재산범죄피해 경험이 있다고 대

답한 반면 낮은 지역의 응답자의 2.8%만이 피해경험이 있었다. 사회적 무질서에 

있어서는 양 집단의 재산범죄피해율이 6.8% 대 2.7%로 물리적 무질서의 경우보

다 다소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경찰의 범죄예방활동과 범죄통제역량의 수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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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피해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상관관계를 보 다. 경찰활동이 효과

적이라고 인식한 응답자의 재산범죄피해율(2.6%)이 보통(3.1%)이거나 비효과적

(6.8%)라고 응답한 사람들에 비해 훨씬 낮았다. 지역의 범죄발생 추세에 관하여

는 앞으로 범죄가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범죄피해율이 4.5%로 불변 또

는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3.0% 범죄피해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8-1  지역특성에 따른 재산범죄피해

구 분 있음 없음 계 χ2

이웃관계
　

3.071

강함 63 (2.9) 2117 (97.1) 2180 (100.0)

보통 175 (3.4) 5030 (96.6) 5205 (100.0)

약함 218 (3.7) 5714 (96.3) 5932 (100.0)

합     계 456 (3.4) 12861 (96.6) 13317 (100.0)

이웃참여
　

11.070**

강함 150 (4.3) 3345 (95.7) 3495 (100.0)

보통 269 (3.1) 8462 (96.9) 8731 (100.0)

약함 37 (3.4) 1054 (96.6) 1091 (100.0)

합     계 456 (3.4) 12861 (96.6) 13317 (100.0)

물리적무질서
　

21.859***

무질서 47 (5.8) 758 (94.2) 805 (100.0)

보통 257 (3.6) 6803 (96.4) 7060 (100.0)

질서 152 (2.8) 5300 (97.2) 5452 (100.0)

합     계 456 (3.4) 12861 (96.6) 13317 (100.0)

사회적무질서
　

35.812***

무질서 54 (6.8) 746 (93.3) 800 (100.0)

보통 260 (3.6) 6988 (96.4) 7248 (100.0)

질서 142 (2.7) 5127 (97.3) 5269 (100.0)

합     계 456 (3.4) 12861 (96.6) 13317 (100.0)

경찰활동

59.134***

효과적 76 (2.6) 2843 (97.4) 2919 (100.0)

보통 281 (3.1) 8669 (96.9) 8950 (100.0)

비효과적 99 (6.8) 1349 (93.2) 1448 (100.0)

합     계 456 (3.4) 12861 (96.6) 13317 (100.0)

범죄발생추세
　

17.674***

감소 60 (3.0) 1912 (97.0) 1972 (100.0)

불변 224 (3.0) 7266 (97.0) 7490 (100.0)

증가 172 (4.5) 3683 (95.5) 3855 (100.0)

합     계 456 (3.4) 12861 (96.6) 13317 (100.0)

** p < .01,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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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  지역사회 특성에 따른 일반절도피해

구 분 있음 없음 계 χ2

이웃관계
　

11.410**

강함 9 (0.4) 2171 (99.6) 2180 (100.0)

보통 64 (1.2) 5141 (98.8) 5205 (100.0)

약함 74 (1.2) 5858 (98.8) 5932 (100.0)

합     계 147 (1.1) 13170 (98.9) 13317 (100.0)

이웃참여
　

0.494

강함 40 (1.1) 3455 (98.9) 3495 (100.0)

보통 93 (1.1) 8638 (98.9) 8731 (100.0)

약함 14 (1.3) 1077 (98.7) 1091 (100.0)

합     계 147 (1.1) 13170 (98.9) 13317 (100.0)

물리적무질서
　

4.664†

무질서 12 (1.5) 793 (98.5) 805 (100.0)

보통 87 (1.2) 6973 (98.9) 7060 (100.0)

질서 48 (0.9) 5404 (99.1) 5452 (100.0)

합     계 147 (1.1) 13170 (98.9) 13317 (100.0)

사회적무질서
　

23.357***

무질서 22 (2.8) 778 (97.3) 800 (100.0)

보통 81 (1.1) 7167 (98.9) 7248 (100.0)

질서 44 (0.8) 5225 (99.2) 5269 (100.0)

합     계 147 (1.1) 13170 (98.9) 13317 (100.0)

경찰활동
　

33.420***

효과적 20 (0.7) 2899 (99.3) 2919 (100.0)

보통 90 (1.0) 8860 (99.0) 8950 (100.0)

비효과적 37 (2.6) 1411 (97.4) 1448 (100.0)

합     계 147 (1.1) 13170 (98.9) 13317 (100.0)

범죄발생 추세
　

6.983*

감소 19 (1.0) 1953 (99.0) 1972 (100.0)

불변 71 (0.9) 7419 (99.1) 7490 (100.0)

증가 57 (1.5) 3798 (98.5) 3855 (100.0)

합     계 147 (1.1) 13170 (98.9) 13317 (100.0)

†p < .10, * p < .05, ** p < .01. *** p < .001

지역사회 특성에 따른 일반절도피해에 있어서는 앞서 살펴본 전체 재산범죄와 

다소 차이를 보 다(표 8-2). 전체 재산범죄의 경우와 달리 이웃관계의 유대 수

준이 일반절도피해율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웃관계가 

강한 지역의 주민들이 그렇지 않은 지역의 주민들에 비해 일반절도피해율이 낮

았다(0.4% 대 1.2%). 이웃참여는 일반절도피해와 유의수준 5% 이하에서 유의미

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물리적으로 무질서한 지역의 일반범죄피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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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이 보통지역(1.2%)이나 질서지역(0.9%)에 비해 낮았지만 그 차이가 통계적

으로 유의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에 반해 사회적 무질서의 정도에 의한 

일반절도피해율은 무질서 지역이 2.8%, 보통지역이 1.1%, 질서지역이 0.8%로 유

의한 수준의 차이를 보 다. 경찰활동의 인식에 있어서도 효과적이라는 응답자의 

피해율이 비효과적이라는 사람의 피해율보다 현저히 낮았다(0.7% 대 2.6%). 지역

의 범죄발생이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자의 피해율(1.5%)이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

자의 피해율(1.0%)보다 유의한 수준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8-3  지역사회 특성에 따른 주거침입범죄피해

구 분 있음 없음 계 χ2

이웃관계
　

6.088*

강함 34 (1.6) 2146 (98.4) 2180 (100.0)

보통 49 (0.9) 5156 (99.1) 5205 (100.0)

약함 59 (1.0) 5873 (99.0) 5932 (100.0)

142 (1.1) 13175 (98.9) 13317 (100.0)

이웃참여
　

4.876†

강함 48 (1.4) 3447 (98.6) 3495 (100.0)

보통 81 (0.9) 8650 (99.1) 8731 (100.0)

약함 13 (1.2) 1078 (98.8) 1091 (100.0)

142 (1.1) 13175 (98.9) 13317 (100.0)

물리적 무질서
　

6.819*

무질서 15(1.9) 790 (98.1) 805 (100.0)

보통 79 (1.1) 6981 (98.9) 7060 (100.0)

질서 48 (0.9) 5404 (99.1) 5452 (100.0)

142 (1.1) 13175 (98.9) 13317 (100.0)

사회적 무질서
　

9.256*

무질서 17 (2.1) 783 (97.9) 800 (100.0)

보통 75 (1.0) 7173 (99.0) 7248 (100.0)

질서 50 (0.9) 5219 (99.1) 5269 (100.0)

142 (1.1) 13175 (98.9) 13317 (100.0)

경찰활동
　

18.373***

효과적 31 (1.1) 2888 (98.9) 2919 (100.0)

보통 80 (0.9) 8870 (99.1) 8950 (100.0)

비효과적 31 (2.1) 1417 (97.9) 1448 (100.0)

142 (1.1) 13175 (98.9) 13317 (100.0)

범죄발생 추세
　

6.898*

감소 14 (0.7) 1958 (99.3) 1972 (100.0)

불변 74 (1.0) 7416 (99.0) 7490 (100.0)

증가 54 (1.4) 3801 (98.6) 3855 (100.0)

142 (1.1) 13175 (98.9) 13317 (100.0)

†p < .10, * p < .05,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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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피해의 경우에 있어서 이웃관계가 친밀한 지역에 사는 응답자의 범죄

피해율이 1.6%로 다른 지역 응답자의 범죄피해율 0.9%와 1.0%보다 오히려 높았

다(표 8-3). 기대했던 것과 반대의 결과가 나온 이유는 이웃 간의 친밀성이 주택

유형에 의해 향을 받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웃들 간의 왕래가 

상대적으로 잦은 지역은 아파트 밀집지역보다는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밀집

지역이다. 그런데 이러한 단독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이 아파트에 비해서 접근성

이 높고 침입이 용이하기 때문에 주거침입범죄의 주된 대상이 되고 있다. 이웃

관계와 주거침입피해 간의 정(+)적 상관관계는 주거침입범죄가 이웃들 간의 친

밀한 유대관계보다는 주택형태와 같은 물리적 환경에 의해 더 향을 받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로 풀이된다. 이웃참여의 정도는 주거침입범죄와 유의한 상

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물리적 무질서와 사회적 무질서 모두 주민들의 주거침

입범죄 피해율을 높이는 요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물리적으로 무질서한 지역

에 거주하는 응답자의 1.9%가 주거침입범죄피해를 당한 반면 질서지역 거주 응

답자의 0.9%만이 피해를 입었다. 또한 사회적으로 무질서한 지역의 주거침입범

죄피해율이 2.1%인 반면 질서지역은 0.9%에 불과했다. 경찰활동의 효과성에 있

어서도 효과적이라고 대답한 응답자의 1.1%가, 비효과적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2.1%가 범죄피해를 당해 유의한 차이를 보 다. 지역의 범죄가 감소하고 있다고 

인식한 사람의 0.7%, 변화가 없다는 사람의 1.0%, 그리고 증가하고 있다고 인식

한 사람의 1.4%가 각각 주거침입범죄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지역특성에 따른 폭력범죄피해

폭력범죄의 경우 이웃관계, 이웃참여, 그리고 물리적 무질서의 수준에 따른 

피해율의 차이가 유의수준 5% 이하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을 나타났다(표 8-4). 

하지만 사회적 무질서 수준에 따른 폭력범죄피해율은 무질서지역이 2.1%, 보통

인 지역이 0.6%, 그리고 질서지역이 0.3%로 그 차이가 유의했다. 경찰활동의 효

과성에 대한 인식 또한 폭력범죄피해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경찰활동이 효과적 또는 보통수준이라고 생각한 응답자의 0.5%가 폭력피해를 

경험한 반면 비효과적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1.2%가 한 번 이상 폭력피해를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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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범죄발생 추세는 범죄가 증가하는 지역에 사는 응답자가 다른 지역의 응

답자에 비해 폭력범죄피해 위험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8-4  지역특성에 따른 폭력범죄피해

구 분 있음 없음 계 χ2

이웃관계
　

2.882

강함  8 (0.4)  2172 (99.6) 2180 (100.0)

보통 30 (0.6)  5175 (99.4) 5205 (100.0)

약함 41 (0.7)  5891 (99.3) 5932 (100.0)

합계 79 (0.6) 13238 (99.4) 13317 (100.0)

이웃참여
　

0.059

강함 21 (0.6)  3474 (99.4) 3495 (100.0)

보통 51 (0.6)  8680 (99.4) 8731 (100.0)

약함  7 (0.6)  1084 (99.4) 1091 (100.0)

합계 79 (0.6) 13238 (99.4) 13317 (100.0)

물리적 무질서
　

4.677†

무질서   9 (1.1) 796 (98.9) 805 (100.0)

보통 43 (0.6) 7017 (99.4) 7060 (100.0)

질서 27 (0.5) 5425 (99.5) 5452 (100.0)

합계 79 (0.6) 13238 (99.4) 13317 (100.0)

사회적 무질서
　

40.711***

무질서 17 (2.1) 783 (97.9) 800 (100.0)

보통 47 (0.6) 7201 (99.4) 7248 (100.0)

질서 15 (0.3) 5254 (99.7) 5269 (100.0)

합계 79 (0.6) 13238 (99.4) 13317 (100.0)

경찰활동
　

11.712**

효과적 16 (0.5) 2903 (99.5) 2919 (100.0)

보통 45 (0.5) 8905 (99.5) 8950 (100.0)

비효과적 18 (1.2) 1430 (98.8) 1448 (100.0)

합계 79 (0.6) 13238 (99.4) 13317 (100.0)

범죄발생 추세
　

18.252***

감소 9 (0.5) 1963 (99.5) 1972 (100.0)

불변 30 (0.4) 7460 (99.6) 7490 (100.0)

증가 40 (1.0) 3815 (99.0) 3855 (100.0)

합계 79 (0.6) 13238 (99.4) 13317 (100.0)

†p < .10, ** p < .01, *** p < .001

3. 지역특성의 범죄피해에 대한 로지스틱회귀분석

마지막으로 지역특성이 각 유형별 범죄피해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기 위해 

모든 지역특성 변수를 포함한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 다(표 8-5). 전체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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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범죄피해의 경우 이웃참여, 사회적 무질서, 경찰활동, 범죄발생추세가 통계적

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피해율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차분석의 결

과와 마찬가지로 이웃참여의 수준과 사회적 무질서 수준이 높을수록, 경찰활동

이 비효과적일수록, 범죄발생이 증가추세에 있을수록 재산범죄피해율 또한 증가

하 다. 폭력범죄피해의 경우는 사회적 무질서와 범죄발생추세만이 유의한 수준

에서 피해율에 향을 미쳤다. 사회적 무질서 수준이 높고 지역의 범죄가 증가

추세에 있다고 인식하는 응답자들의 폭력범죄피해율이 더 높았다. 일반절도피해

에 있어서는 범죄발생추세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특성 변수들이 피해율에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었다. 지역주민 간의 친밀한 관계는 일반절도피해율을 감소시

키는 효과가 있는 반면 이웃참여가 더 적극적일수록 피해율이 증가하 다. 물리

적, 사회적 무질서 모두 피해율의 증가에 정(+)적인 향을 미쳤으며 효과적인 

경찰활동은 피해율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주거침입범죄피해에 

유의한 취약성 요인은 이웃관계, 경찰활동, 그리고 범죄발생추세 다. 교차분석

과 마찬가지로 로지스틱회귀분석에서도 이웃관계의 친밀한 수준은 여전히 주거

침입범죄피해율과 정(+)적 관계를 보 다. 효과적 경찰활동과 범죄발생의 감소

추세가 주거침입범죄피해율 감소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5  지역특성이 범죄피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로지스틱회귀분석 (N=13,317)

지역사회 특성 재산범죄피해 폭력범죄피해 일반절도피해 주거침입범죄피해

b Exp(b) b Exp(b) b Exp(b) b Exp(b)

이웃관계 -.018 .982 -.044 .957 -.066 .937* .070 1.073**

이웃참여 .132 1.141*** .069 1.071 .106 1.112** .061 1.063

물리적무질서 0.001 .999 -.105 .900† -.085 .919* .052 1.053

사회적무질서 .079 1.082** .268 1.307*** .145 1.156*** .025 1.025

경찰활동 -.128 .880*** -.031 .969 -.157 .854*** -.112 .894**

범죄발생추세 .141 1.151* .372 1.450* .170 1.185 .261 1.298*

(상수) -4.373 .013*** -7.708 .000*** -4.539 .011*** -4.716 .009***

-2로그우드 3868.205 919.702 1556.297 1539.710

Cox & Snell R2 .008 .004 .005 .002

†p < .10, * p < .05, ** p < .01,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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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가구특성과 범죄피해

1. 가구특성에 따른 주거침입범죄피해

가구특성이 범죄피해에 미치는 향은 주거침입범죄에만 한정하여 살펴보았다

(표 8-6). 주택유형에 따른 주거침입범죄율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독주택 가구의 3.3%, 연립/다세대주택 가구의 2.1%가 주거침입범죄

를 경험한 반면 아파트 가구의 0.6%만이 주거침입범죄피해를 당했다. 이러한 결

과는 경비원, CCTV, 출입통제장치 등과 같은 인적, 물리적 감시기능이 갖추어진 

아파트에 비해 잠재적 범죄자의 접근성과 침입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단독주택과 

연립/다세대주택이 주거침입범죄에 취약하다는 점을 반 하고 있다. 거주형태에 

따른 주거침입범죄 피해율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거주형태

가 ‘무상’에 해당하는 가구의 3.6%가 피해경험이 있었고 다른 거주형태에 해당

하는 가구들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가구소득수준에 있어서는 100만원 미만 소

득가구와 300-400만원 소득가구의 피해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전체적으로 가

구소득수준에 따른 집단 간의 피해율 차이는 유의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취약한 방범수준은 주거침입범죄피해의 위험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자체 및 그 주변에 방범시설을 전혀 갖추지 않은 경우 주거침입

범죄 피해율이 3.4%인 반면 7-8개의 방범시설을 갖춘 가구의 피해율은 0.4%에 

불과했다. 또한, 전체적으로도 설치되어 있는 방범시설의 숫자가 증가함에 따라 

주거침입절도의 피해가능성이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는 앞서 살펴본 주택유형에 따른 주거침입피해율의 차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전반적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연립주택보다는 아파트에 방범시설이 

더 많이 갖추어져 있으며 이러한 차이가 방범시설에 의한 주거침입범죄 피해율

에 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마지막으로 하루 중 집을 비우는 시간이 4시

간 미만이거나 4시간에서 8시간 사이인 경우 주거침입범죄피해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집을 비운정도에 따른 집단 간의 피해율 차이는 유의한 수준에는 미치

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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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6  가구특성에 따른 주거침입범죄피해

구 분 있음 없음 계 χ2

주택유형
　

49.770***

단독주택 69 (3.3) 2051 (96.7) 2120 (100.0)

아파트 16 (0.6) 2786 (99.4) 2802 (100.0)

연립/다세대주택 22 (2.1) 1007 (97.9) 1029 (100.0)

기타 7 (2.1) 326 (97.9) 333 (100.0)

합     계 114 (1.8) 6170 (98.2) 6284 (100.0)

거주형태
　

5.278

자가 71 (1.9) 3690 98.1) 3761 (100.0)

전세 16 (1.4) 1109 (98.6) 1125 (100.0)

월세 19 (1.6) 1156 (98.4) 1175 (100.0)

무상 8 (3.6) 215 (96.4) 223 (100.0)

합     계 114 (1.8) 6170 (98.2) 6284 (100.0)

가구소득수준
　

7.071

100만원 미만 36 (2.3) 1533 (97.7) 1569 (100.0)

100~200만원 22 (1.8) 1216 (98.2) 1238 (100.0)

200~300만원 22 (1.7) 1296 (98.3) 1318 (100.0)

300~400만원 21 (2.2) 942 (97.8) 963 (100.0)

400~500만원 4 (0.8) 527 (99.2) 531 (100.0)

500만원이상 9 (1.4) 656 (98.6) 665 (100.0)

합     계 114 (1.8) 6170 (98.2) 6284 (100.0)

방범수준
　

35.255***

없음 13 (3.4) 366 (96.6) 379 (100.0)

1~2개 49 (2.9) 1658 (97.1) 1707 (100.0)

3~4개 37 (2.3) 1606 (97.7) 1643 (100.0)

5~6개 16 (0.8) 2101 (99.2) 2117 (100.0)

7~8개 2 (0.4) 452 (99.6) 454 (100.0)

합     계 117 (1.9) 6183 (98.1) 6300 (100.0)

집비운정도
　

9.169†

12시간 이상 4 (0.9) 419 (99.1) 423 (100.0)

8시간이상~12시간미만 24 (1.6) 1475 (98.4) 1499 (100.0)

4시간이상~8시간미만 40 (2.2) 1740 (97.8) 1780 (100.0)

4시간 미만 31 (2.4) 1279 (97.6) 1310 (100.0)

거의 비우지않음 15 (1.2) 1257 (98.8) 1272 (100.0)

합     계 114 (1.8) 6170 (98.2) 6284 (100.0)

†p < .10,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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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구특성의 주거침입범죄피해에 대한 로지스틱회귀분석 

표 8-7  가구특성의 주거침입범죄피해에 대한 로지스틱회귀분석 (N=6,284)

가구특성 재산범죄피해

b Exp(b)

주택유형(단독주택=1) 1.377 3.961***

주택유형(다세대/연립=1) .995 2.705**

거주형태(무상=1) .683 1.980†

가구소득 .049 1.050

방범수준 -.061 .941

집비운정도 -.028 .972

(상수) -4.716 .009***

-2로그우드 1088.955

Cox & Snell R2 .008

†p < .10, ** p < .01, *** p < .001

가구특성이 주거침입범죄피해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위해 가구특성을 

나타내는 모든 변수를 투입하여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 다(표 8-7). 분석

을 위해 주택유형은 ‘단독주택’과 ‘연립/다세대주택’의 변수값이 각각 1인 두 

개의 더미변수로 코딩하여 사용하 다. 거주형태는 ‘무상’을 변수값 1로 하는 

변수로 코딩하여 사용하 다. 분석결과 단독주택 또는 다세대/연립주택인 경

우 주거침입범죄피해의 위험성이 유의한 수준으로 높았고 다른 변수들은 유의

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앞에서 제시한 

교차분석결과에서 주거침입범죄피해율이 가구의 방범수준에 따라 차이가 난 

것이 앞에서 설명했던 대로 주택유형에 따른 방범수준의 차이에 따른 결과임

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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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범죄피해

1.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재산범죄피해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재산범죄피해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위해 전체 재산

범죄피해, 일반절도, 그리고 사기로 구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 다. 먼저 전체 

재산범죄피해율에 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특성으로는 나이, 교육수준, 그리

고 직업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8-8). 나이의 경우 30대 응답자의 4.7%가 재산범

죄피해 경험이 있다고 대답하여 피해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50대 3.8%, 

40대 3.5% 순이었다. 반면 70대 응답자의 1.9%만이 재산범죄피해가 있다고 대

답하여 가장 낮은 피해율을 보 다. 교육수준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교육수준

이 높을수록 재산범죄피해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원졸업자의 5.6%, 대

학졸업자의 3.7%, 그리고 전문대졸업자의 3.9%가 재산범죄피해를 경험한 반면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응답자의 2.0%, 초등학교 졸업자의 3.0%만이 피해를 경

험하 다. 이러한 결과는 재산범죄피해율이 연령대별로 보면 30대, 40대, 50대에

서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즉, 재산범죄피해율이 높은 연령대

의 응답자들의 교육수준이 주로 전문대졸 이상에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직업의 유형 중에는 관리자/전문가의 피해율이 4.9%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기능원(4.1%), 서비스/판매종사자(4.1%), 전업주부(3.4%), 사무종사자(3.3%)의 순

이었다. 이 외에 성별이나 혼인상태에 따른 재산범죄피해율의 차이는 통계적으

로 유의한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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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8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재산범죄피해

　　구 분 있음 없음 계 χ2

성별
　

0.007

남자 220 (3.4) 6180 (96.6) 6400 (100.0)

여자 236 (3.4) 6681 (96.6) 6917 (100.0)

합     계 456 (3.4) 12861 (96.6) 13317 (100.0)

나이
　

25.951***

10대 36 (3.1) 1125 (96.9) 1161 (100.0)

20대 49 (3.1) 1550 (96.9) 1599 (100.0)

30대 112 (4.7) 2289 (95.3) 2401 (100.0)

40대 89 (3.5) 2453 (96.5) 2542 (100.0)

50대 95 (3.8) 2377 (96.2) 2472 (100.0)

60대 45 (2.9) 1523 (97.1) 1568 (100.0)

70대이상 30 (1.9) 1544 (98.1) 1574 (100.0)

합     계 456 (3.4) 12861 (96.6) 13317 (100.0)

혼인상태
　

0.751

미혼 109 (3.3) 3242 (96.7) 3351 (100.0)

기혼 294 (3.5) 8035 (96.5) 8329 (100.0)

사별/이혼 53 (3.2) 1584 (96.8) 1637 (100.0)

합     계 456 (3.4) 12861 (96.6) 13317 (100.0)

교육수준
　

13.808*

무학 12 (2.0) 585 (98.0) 597 (100.0)

초졸 45 (3.0) 1474 (97.0) 1519 (100.0)

중졸 47 (2.9) 1577 (97.1) 1624 (100.0)

고졸 154 (3.4) 4403 (96.6) 4557 (100.0)

전문대졸 72 (3.9) 1770 (96.1) 1842 (100.0)

대졸 103 (3.7) 2662 (96.3) 2765 (100.0)

대학원졸 23 (5.6) 390 (94.4) 413 (100.0)

합     계 456 (3.4) 12861 (96.6) 13317 (100.0)

직업
　

20.915**

관리자/전문가 55 (4.9) 1060 (95.1) 1115 (100.0)

사무종사자 56 (3.3) 1642 (96.7) 1698 (100.0)

서비스/판매종사자 79 (4.1) 1852 (95.9) 1931 (100.0)

농림어업종사자 27 (2.9) 890 (97.1) 917 (100.0)

기능원 43 (4.1) 999 (95.9) 1042 (100.0)

단순노무종사자 20 (2.8) 682 (97.2) 702 (100.0)

부전업주 88 (3.4) 2489 (96.6) 2577 (100.0)

학생 49 (3.0) 1569 (97.0) 1618 (100.0)

군인/무직/기타 39 (2.3) 1678 (97.7) 1717 (100.0)

합     계 456 (3.4) 12861 (96.6) 13317 (100.0)

* p < .05, ** p < .01,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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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절도 피해율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나이, 혼인상

태, 교육수준, 그리고 직업으로 나타났다(표 8-9). 연령대별 일반절도 피해율을 

보면 10대(2.5%)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30대(1.5%), 40대(1.3%), 20대

(1.2%)가 비슷한 수준의 피해율을 보 다. 60대와 70대 이상 노년층의 일반절도 

피해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혼인상태에 있어서는 미혼자의 일반절도 피해

율이 1.5%로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교육수준은 대학원

졸업자의 피해율이 2.4%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전문대졸업자(1.45), 대학졸

업자(1.3%) 순이었다. 일반절도에 가장 취약한 직업유형은 학생(2.1%)이었고 반

면 농림어업종사자(0.2%)와 단순노무종사자(0.4%)의 피해율이 가장 낮았다.

사기피해에 유의한 향을 주는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나이와 직업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응답자의 사기피해율이 1.4%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60대

(1.0%), 40대(0.9%), 50대(0.9%)의 순이었다. 직업의 유형 중 서비스/판매종사자

(1.3%)와 관리자/전문가(1.2%)의 사기 피해율이 가장 높았으며 학생(0.2%)이 가

장 낮았다.

2.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폭력범죄피해

성별을 제외한 나머지 사회인구학적 특성들은 모두 폭력범죄 피해율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8-11). 연령대별로 보면 20대(1.0%), 10대

(0.9%), 40대(0.8%)의 순으로 범죄피해율이 높았고 70대 이상(0.1%)과 60대

(0.2%)의 노년층 응답자의 피해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미혼(0.9%) 응답자가 

기혼(0.5%) 또는 사별/이혼(0.4%) 집단에 비해 폭력범죄 피해율이 높았다. 재산

범죄피해와 마찬가지로 교육수준에 있어서도 대학원졸업자(1.7%)의 피해율이 낮

은 교육수준의 응답자들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직업유형의 경우 관리자/전문가

의 피해율이 1.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사무종사자(0.8%)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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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9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일반절도피해

　　구 분 있음 없음 계 χ2

성별
　

0.193

남자 68 (1.1) 6332 (98.9) 6400 (100.0)

여자 79 (1.1) 6838 (98.9) 6917 (100.0)

합     계 147 (1.1) 13170 (98.9) 13317 (100.0)

나이
　

51.002***

10대 29 (2.5) 1132 (97.5) 1161 (100.0)

20대 19 (1.2) 1580 (98.8) 1599 (100.0)

30대 36 (1.5) 2365 (98.5) 2401 (100.0)

40대 33 (1.3) 2509 (98.7) 2542 (100.0)

50대 25 (1.0) 2447 (99.0) 2472 (100.0)

60대 3 (0.2) 1565 (99.8) 1568 (100.0)

70대이상 2 (0.1) 1572 (99.9) 1574 (100.0)

합     계 147 (1.1) 13170 (98.9) 13317 (100.0)

혼인상태
　

9.398**

미혼 51 (1.5) 3300 (98.5) 3351 (100.0)

기혼 86 (1.0) 8243 (99.0) 8329 (100.0)

사별/이혼 10 (0.6) 1627 (99.4) 1637 (100.0)

합     계 147 (1.1) 13170 (98.9) 13317 (100.0)

교육수준
　

20.706**

무학 2 (0.3) 595 (99.7) 597 (100.0)

초졸 6 (0.4) 1513 (99.6) 1519 (100.0)

중졸 14 (0.9) 1610 (99.1) 1624 (100.0)

고졸 52 (1.1) 4505 (98.9) 4557 (100.0)

전문대졸 26 (14) 1816 (98.6) 1842 (100.0)

대졸 37 (1.3) 2728 (98.7) 2765 (100.0)

대학원졸 10 (2.4) 403 (97.6) 413 (100.0)

합     계 147 (1.1) 13170 (98.9) 13317 (100.0)

직업
　

35.930***

관리자/전문가 20 (1.8) 1095 (98.2) 1115 (100.0)

사무종사자 22 (1.3) 1676 (98.7) 1698 (100.0)

서비스/판매종사자 18 (0.9) 1913 (99.1) 1931 (100.0)

농림어업종사자 2 (0.2) 915 (99.8) 917 (100.0)

기능원 13 (1.2) 1029 (98.8) 1042 (100.0)

단순노무종사자 3 (0.4) 699 (99.6) 702 (100.0)

부전업주 26 (1.0) 2551 (99.0) 2577 (100.0)

학생 34 (2.1) 1584 (97.9) 1618 (100.0)

군인/무직/기타 9 (0.5) 1708 (99.5) 1717 (100.0)

합     계 147 (1.1) 13170 (98.9) 13317 (100.0)

** p < .01,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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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10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사기범죄피해

　　구 분 있음 없음 계 χ2

성별
　

0.486

남자 57 (0.9) 6343 (99.1) 6400 (100.0)

여자 54 (0.8) 6863 (99.2) 6917 (100.0)

합     계 111 (0.8) 13206 (99.2) 13317 (100.0)

나이
　

22.758**

10대 1 (0.1) 1160 (99.9) 1161 (100.0)

20대 9 (0.6) 1590 (99.4) 1599 (100.0)

30대 33 (1.4) 2368 (98.6) 2401 (100.0)

40대 23 (0.9) 2519 (99.1) 2542 (100.0)

50대 23 (0.9) 2449 (99.1) 2472 (100.0)

60대 16 (1.0) 1552 (99.0) 1568 (100.0)

70대 이상 6 (0.4) 1568 (99.6) 1574 (100.0)

합     계 111 (0.8) 13206 (99.2) 13317 (100.0)

혼인상태
　

4.487

미혼 20 (0.6) 3331 (99.4) 3351 (100.0)

기혼 72 (0.9) 8257 (99.1) 8329 (100.0)

사별/이혼 19 (1.2) 1618 (98.8) 1637 (100.0)

합     계 111 (0.8) 13206 (99.2) 13317 (100.0)

교육수준
　

10.437

무학 1 (0.2) 596 (99.8) 597 (100.0)

초졸 10 (0.7) 1509 (99.3) 1519 (100.0)

중졸 8 (0.5) 1616 (99.5) 1624 (100.0)

고졸 38 (0.8) 4519 (99.2) 4557 (100.0)

전문대졸 22 (1.2) 1820 (98.8) 1842 (100.0)

대졸 27 (1.0) 2738 (99.0) 2765 (100.0)

대학원졸 5 (1.2) 408 (98.8) 413 (100.0)

합     계 111 (0.8) 13206 (99.2) 13317 (100.0)

직업

17.359*

관리자/전문가 13 (1.2) 1102 (98.8) 1115 (100.0)

사무종사자 18 (1.1) 1680 (98.9) 1698 (100.0)

서비스/판매종사자 25 (1.3) 1906 (98.7) 1931 (100.0)

농림어업종사자 6 (0.7) 911 (99.3) 917 (100.0)

기능원 10 (1.0) 1032 (99.0) 1042 (100.0)

단순노무종사자 6 (0.9) 696 (99.1) 702 (100.0)

부전업주 17 (0.7) 2560 (99.3) 2577 (100.0)

학생 3 (0.2) 1615 (99.8) 1618 (100.0)

군인/무직/기타 13 (0.8) 1704 (99.2) 1717 (100.0)

합     계 111 (0.8) 13206 (99.2) 13317 (100.0)

* p < .05, **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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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11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폭력범죄피해

　　구 분 있음 없음 계 χ2

성별
　

1.258

남자 33 (0.5) 6367 (99.5) 6400 (100.0)

여자 46 (0.7) 6871 (99.3) 6917 (100.0)

합     계 79 (0.6) 13238 (99.4) 13317 (100.0)

나이
　

21.620**

10대 11 (0.9) 1150 (99.1) 1161 (100.0)

20대 16 (1.0) 1583 (99.0) 1599 (100.0)

30대 15 (0.6) 2386 (99.4) 2401 (100.0)

40대 21 (0.8) 2521 (99.2) 2542 (100.0)

50대 12 (0.5) 2460 (99.5) 2472 (100.0)

60대 3 (0.2) 1565 (99.8) 1568 (100.0)

70대이상 1 (0.1) 1573 (99.9) 1574 (100.0)

합     계 79 (0.6) 13238 (99.4) 13317 (100.0)

혼인상태
　

8.803*

미혼 31 (0.9) 3320 (99.1) 3351 (100.0)

기혼 42 (0.5) 8287 (99.5) 8329 (100.0)

사별/이혼 6 (0.4) 1631 (99.6) 1637 (100.0)

합     계 79 (0.6) 13238 (99.4) 13317 (100.0)

교육수준
　

30.666***

무학 1 (0.2) 596 (99.8) 597 (100.0)

초졸 0 (0.0) 1519 (100.0) 1519 (100.0)

중졸 6 (0.4) 1618 (99.6) 1624 (100.0)

고졸 25 (0.5) 4532 (99.5) 4557 (100.0)

전문대졸 11 (0.6) 1831 (99.4) 1842 (100.0)

대졸 29 (1.0) 2736 (99.0) 2765 (100.0)

대학원졸 7 (1.7) 406 (98.3) 413 (100.0)

합     계 79 (0.6) 13238 (99.4) 13317 (100.0)

직업
　

19.590*

관리자/전문가 12 (1.1) 1103 (98.9) 1115 (100.0)

사무종사자 14 (0.8) 1684 (99.2) 1698 (100.0)

서비스/판매종사자 11 (0.6) 1920 (99.4) 1931 (100.0)

농림어업종사자 2 (0.2) 915 (99.8) 917 (100.0)

기능원 2 (0.2) 1040 (99.8) 1042 (100.0)

단순노무종사자 2 (0.3) 700 (99.7) 702 (100.0)

부전업주 12 (0.5) 2565 (99.5) 2577 (100.0)

학생 17 (1.1) 1601 (98.9) 1618 (100.0)

군인/무직/기타 7 (0.4) 1710 (99.6) 1717 (100.0)

합     계 79 (0.6) 13238 (99.4) 13317 (100.0)

* p < .05, ** p < .01,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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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범죄피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로지스틱회귀분석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들을 모두 투입하여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8-12>와 같았다. 재산범죄피해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변수는 

나이와 결혼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가 한 단위 증가할 때마다 재산범죄

피해를 당할 승산이 약 9%정도 감소하고 응답자가 미혼집단에 속할 때 재산범

죄피해 승산이 46% 감소하 다. 폭력범죄피해에 있어서는 교육수준만이 유의한 

향을 미치는 변수 다. 교육수준이 한 단위 올라가면 재산범죄피해를 당할 승

산이 48.4% 증가하 다. 일반절도피해의 경우도 연령대의 한 단위 증가로 인해 

일반절도 피해를 당할 승산이 64.8%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미

혼집단에 속할 때 일반절도피해 승산이 51.9% 감소하 다. 마지막으로 사기피해

에 있어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피해율이 증가했는데 교육수준 각 단계 간의 

사기피해율 차이가 약 1.22배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8-12  사회인구학적 특성의 범죄피해에 대한 로지스틱회귀분석 (N=13,317)

사회인구학적 특성 재산범죄피해 폭력범죄피해 일반절도피해 사기피해

b Exp(b) b Exp(b) b Exp(b) b Exp(b)

성별 .008 1.008 .404 1.498† .092 1.097 .056 .946

나이 -.098 .906* -.166 .847 -.433 .648*** .052 1.053

혼인상태(미혼=1) -.385 .680* .072 1.074 -.655 .519** -.463 .629

교육수준 .075 1.078† .395 1.484*** .101 1.106 .227 1.225**

(상수) -3.175 .042*** -6.587 .001*** -3.236 .039*** -5.853 .003***

-2로그우드 3955.616 929.793 1563.855 1270.015

Cox & Snell R2 .001 .003 .004 .001

†p < .10, * p < .05, ** p < .01,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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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생활양식과 범죄피해

1. 생활양식에 따른 재산범죄피해

응답자의 생활양식이 재산범죄피해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위해 전체 재산

범죄피해와 일반절도범죄로 구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 다. 먼저 대중교통이

용 빈도는 재산범죄피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표 8-13). 이에 반해 밤늦게 귀가하는 빈도는 재산범죄피해 위험성을 높이

는 유의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밤 10시 이후에 귀가하는 경우가 거의 또는 전

혀 없는 응답자의 재산범죄 피해율이 2.6%인데 반해 일주일에 2-3일 늦게 귀가

한다고 한 응답자의 피해율은 4.6%에 달했다. 거의 매일 밤 10시 이후에 귀가하

는 응답자의 재산범죄 피해율도 4.4%로 높은 수준이었다. 만취귀가 또한 재산범

죄피해의 유의한 취약성 요인이었다. 거의 매일 술에 만취해서 귀가하는 응답자

의 재산범죄 피해율이 6.0%인데 비해 만취해서 귀가한 적이 전혀 또는 거의 없

는 응답자의 피해율은 3.2%에 불과했다. 일주일에 하루나 2-3일 정도 만취해서 

귀가하는 응답자들의 피해율도 각각 5.1%, 4.2%로 높은 편이었다. 범행의 보상

정도와 관련이 있는 외출옷차림과 유명브랜드 요인은 재산범죄피해 위험성에 유

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스로가 타인에 비해 범죄피해에 

대해 취약하다고 인식하는 사람일수록 재산범죄피해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범죄에 취약하다고 인식하는 사람의 6.5%가 실재 재산범죄피해를 경험한 

반면 취약정도가 보통이라고 인식하는 사람의 3.7%, 취약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사람의 3.1%만이 재산범죄피해를 당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만으로 개인이 가

지는 범죄취약성으로 인해 더 자주 범죄피해를 당한 것인지 아니면 반대로 범죄

피해경험으로 인해 스스로가 범죄에 취약하다고 인식하는 것인지 인과관계의 방

향을 특정할 수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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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13  생활양식에 따른 재산범죄피해

구 분　 있음 없음 계 χ2

대중교통

3.307

거의없음 223 (3.6) 6035 (96.4) 6258 (100.0)

일주일에 1~2일 81 (2.9) 2677 (97.1) 2758 (100.0)

일주일에 3~4일 51 (3.2) 1538 (96.8) 1589 (100.0)

일주일에 5일이상 101 (3.7) 2611 (96.3) 2712 (100.0)

합     계 456 (3.4) 12861 (96.6) 13317 (100.0)

늦은귀가

26.716***

거의/전혀없음 139 (2.6) 5239 (97.4) 5378 (100.0)

한달에 하루 43 (3.3) 1271 (96.7) 1314 (100.0)

보름에 하루 28 (3.4) 806 (96.6) 834 (100.0)

일주일에 하루 56 (3.5) 1522 (96.5) 1578 (100.0)

일주일에 2~3일 120 (4.6) 2510 (95.4) 2630 (100.0)

거의 매일 70 (4.4) 1513 (95.6) 1583 (100.0)

합     계 456 (3.4) 12861 (96.6) 13317 (100.0)

만취귀가

12.061*

거의/전혀없음 316 (3.2) 9677 (96.8) 9993 (100.0)

한달에 하루 49 (3.7) 1270 (96.3) 1319 (100.0)

보름에 하루 22 (3.9) 548 (96.1) 570 (100.0)

일주일에 하루 42 (5.1) 789 (94.9) 831 (100.0)

일주일에 2~3일 22 (4.2) 498 (95.8) 520 (100.0)

거의 매일 5 (6.0) 79 (94.0) 84 (100.0)

합     계 456 (3.4) 12861 (96.6) 13317 (100.0)

외출옷차림

2.074

유인작음 322 (3.3) 9442 (96.7) 9764 (100.0)

보통 100 (3.7) 2619 (96.3) 2719 (100.0)

유인큼 34 (4.1) 800 (96.9) 834 (100.0)

합     계 456 (3.4) 12861 (96.6) 13317 (100.0)

유명브랜드

2.896

유인작음 309 (3.3) 9139 (96.7) 9448 (100.0)

보통 106 (3.7) 2782 (96.3) 2888 (100.0)

유인큼 41 (4.2) 940 (95.8) 981 (100.0)

합     계 456 (3.4) 12861 (96.6) 13317 (100.0)

취약성인식

25.116***

비취약 298 (3.1) 9300 (96.9) 9598 (100.0)

보통 110 (3.7) 2875 (96.3) 2985 (100.0)

취약 48 (6.5) 686 (93.5) 734 (100.0)

합     계 456 (3.4) 12861 (96.6) 13317 (100.0)

* p < .05, *** p < .001

일반절도피해에 있어서는 대중교통와 늦은귀가만 피해율에 유의한 향을 미

치는 변수들이었다(표 8-14). 일주일에 5일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고 응답한 

집단이 이보다 대중교통이용 빈도가 낮은 집단에 비해 일반절도피해율이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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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 밤 10시 이후에 귀가하는 날이 일주일에 2-3일인 집단(1.8%)

과 거의 매일인 집단(1.7%)의 일반절도피해율이 거의 늦게 귀가하지 않거나

(0.7%) 한 달에 한번 정도(0.8%) 늦게 귀가하는 집단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았다.

표 8-14  생활양식에 따른 일반절도피해

구 분　 있음 없음 계 χ2

대중교통

8.328*

거의 없음 66 (1.1) 6192 (98.9) 6258 (100.0)

일주일에 1~2일 26 (0.9) 2732 (99.1) 2758 (100.0)

일주일에 3~4일 12 (0.8) 1577 (99.2) 1589 (100.0)

일주일에 5일이상 43 (1.6) 2669 (98.4) 2712 (100.0)

합     계 147 (1.1) 13170 (98.9) 13317 (100.0)

늦은귀가

28.997***

거의/전혀없음 35 (0.7) 5343 (99.3) 5378 (100.0)

한달에 하루 10 (0.8) 1304 (99.2) 1314 (100.0)

보름에 하루 12 (1.4) 822 (98.6) 834 (100.0)

일주일에 하루 16 (1.0) 1562 (99.0) 1578 (100.0)

일주일에 2~3일 47 (1.8) 2583 (98.2) 2630 (100.0)

거의 매일 27 (1.7) 1556 (98.3) 1583 (100.0)

합     계 147 (1.1) 13170 (98.9) 13317 (100.0)

만취귀가

6.899

거의/전혀없음 101 (1.0) 9892 (99.0) 9993 (100.0)

한달에 하루 17 (1.3) 1302 (98.7) 1319 (100.0)

보름에 하루 5 (0.9) 565 (99.1) 570 (100.0)

일주일에 하루 16 (1.9) 815 (98.1) 831 (100.0)

일주일에 2~3일 7 (1.3) 513 (98.7) 520 (100.0)

거의 매일 1 (1.2) 83 (98.8) 84 (100.0)

합     계 147 (1.1) 13170 (98.9) 13317 (100.0)

외출옷차림

2.870

유인작음 102 (1.0) 9662 (99.0) 9764 (100.0)

보통 31 (1.1) 2688 (98.9) 2719 (100.0)

유인큼 14 (1.7) 820 (98.3) 834 (100.0)

합     계 147 (1.1) 13170 (98.9) 13317 (100.0)

유명브랜드

5.162†

유인작음 93 (1.0) 9355 (99.0) 9448 (100.0)

보통 43 (1.5) 2845 (98.5) 2888 (100.0)

유인큼 11 (1.1) 970 (98.9) 981 (100.0)

합     계 147 (1.1) 13170 (98.9) 13317 (100.0)

취약성인식

2.739

비취약 97 (1.0) 9501 (99.0) 9598 (100.0)

보통 40 (1.3) 2945 (98.7) 2985 (100.0)

취약 10 (1.4) 724 (98.6) 734 (100.0)

합     계 147 (1.1) 13170 (98.9) 13317 (100.0)

†p < .10, * p < .05,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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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활양식에 따른 폭력범죄피해

생활양식이 범죄피해율에 미치는 효과는 폭력범죄피해에 있어서 보다 뚜렷하

게 나타났다(표 8-15). 유명브랜드를 제외한 모든 생활양식 변수들이 폭력범죄피

해율에 유의한 향을 미쳤다. 대중교통이용에 있어서는 일주일에 5일 이상 대

중교통을 이용하는 집단뿐만 아니라 1-2일 이용하는 집단도 폭력범죄 피해율이 

0.9%로 가장 높았고 대중교통을 거의 이용하지 않는 집단의 피해율이 0.4%로 

그 다음이었다. 하지만 대중교통 이용빈도와 폭력범죄 피해율 사이의 상관관계

가 일정한 방향성을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석이 용이하지 않았다. 늦은귀

가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밤 10시 이후 귀가 빈도가 높은 집단이 상대집단에 

비해 폭력범죄 피해율이 높은 경향을 보 다. 하지만 보름에 한번부터 거의 매

일까지 폭력범죄피해율이 0.8%에서 1.0% 사이에 분포하여 분명한 차이는 없었

다. 대신에 전혀 또는 거의 늦게 귀가하지 않은 집단과 한 달에 하루정도 늦게 

귀가하는 집단의 피해율이 각각 0.3%와 0.2%로 늦은 귀가가 보름에 한번 이상

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만취귀가의 경우는 한 달에 하루 

정도 만취상대로 귀가하는 응답자들의 피해율이 1.4%로 가장 높았으며 거의 매

일(0.0%)과 보름에 하루(0.2%)에 해당하는 응답자들의 피해율이 가장 낮은 편에 

속했다. 만취귀가와 폭력범죄피해율 간의 상관관계에도 일정한 방향성이 없어서 

역시 해석이 용이하지 않았다. 외출할 때 고급스런 옷차림이나 액세서리를 하는 

집단의 폭력범죄피해율이 1.3%로 비교 집단의 피해율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았

다. 마지막으로 범죄피해에 취약하다고 느끼는 응답자의 2.0%가 폭력피해경험이 

있었고 범죄피해 취약성이 보통수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0.8%, 취약하지 않

다고 인식하는 사람의 0.4% 피해율과 큰 폭의 차이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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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15  생활양식에 따른 폭력범죄피해

구 분　 있음 없음 계 χ2

대중교통

17.315**

거의없음 26 (0.4) 6232 996.6) 6258 (100.0)

일주일에 1~2일 25 (0.9) 2733 (99.1) 2758 (100.0)

일주일에 3~4일 3 (0.2) 1586 (99.8) 1589 (100.0)

일주일에 5일이상 25 (0.9) 2687 (99.1) 2712 (100.0)

합     계 79 (0.6) 13238 (99.4) 13317 (100.0)

늦은귀가

23.217***

거의/전혀없음 16 (0.3) 5362 (99.7) 5378 (100.0)

한달에 하루 3 (0.2) 1311 (99.8) 1314 (100.0)

보름에 하루 7 (0.8) 827 (99.2) 834 (100.0)

일주일에 하루 14 (0.9) 1564 (99.1) 1578 (100.0)

일주일에 2~3일 27 (1.0) 2603 (99.0) 2630 (100.0)

거의 매일 12 (0.8) 1571 (99.2) 1583 (100.0)

합     계 79 (0.6) 13238 (99.4) 13317 (100.0)

만취귀가

19.980**

거의/전혀없음 50 (0.5) 9943 (99.5) 9993 (100.0)

한달에 하루 19 (1.4) 1300 (98.6) 1319 (100.0)

보름에 하루 1 (0.2) 569 (99.8) 570 (100.0)

일주일에 하루 5 (0.6) 826 (99.4) 831 (100.0)

일주일에 2~3일 4 (0.8) 516 (99.2) 520 (100.0)

거의 매일 0 (0.0) 84 (100.0) 84 (100.0)

합     계 79 (0.6) 13238 (99.4) 13317 (100.0)

외출옷차림

8.328*

유인작음 51 (0.5) 9713 (99.5) 9764 (100.0)

보통 17 (0.6) 2702 (99.4) 2719 (100.0)

유인큼 11 (1.3) 823 (98.7) 834 (100.0)

합     계 79 (0.6) 13238 (99.4) 13317 (100.0)

유명브랜드

0.360

유인작음 54 (0.6) 9394 (99.4) 9448 (100.0)

보통 18 (0.6) 2870 (99.4) 2888 (100.0)

유인큼 7 (0.7) 974 (99.3) 981 (100.0)

합     계 79 (0.6) 13238 (99.4) 13317 (100.0)

취약성인식

33.501***

비취약 40 (0.4) 9558 (99.6) 9598 (100.0)

보통 24 (0.8) 2961 (99.2) 2985 (100.0)

취약 15 (2.0) 719 (98.0) 734 (100.0)

합     계 79 (0.6) 13238 (99.4) 13317 (100.0)

 * p < .05, ** p < .01,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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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활양식에 범죄피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로지스틱회귀분석

생활양식 변수들을 모두 투입한 로지스틱회귀분석모형에서 재산범죄피해에 유

의한 향을 미치는 변수는 늦은귀가와 취약성인식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8-16). 

밤 10시 이후에 귀가하는 횟수에 관한 답변항목이 한 단위 높아지면(예를 들어, 

‘거의 매일’에서 ‘일주일에 2-3일’) 재산범죄피해를 입을 확률은 1.12배 정도 증

가하 다. 취약성인식에 대한 5점 척도 측정항목이 한 단위 높아지면(예를 들어, 

‘보통이다’에서 ‘그런 편이다’) 피해가능성은 1.22배 증가하 다. 마찬가지로 폭

력범죄피해에 있어서도 늦은귀가와 취약성인식이 유의한 수준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두 변수가 피해율에 미치는 향은 재산범죄보다 컸다. 늦은

귀가 빈도의 한 단위 증가는 폭력범죄피해 확률을 1.27배 높 고 취약성인식의 

한 단위 증가는 피해 가능성을 1.68배 증가시켰다. 마지막으로 일반절도피해에 

있어서는 늦은귀가만이 유의한 향을 미치는 변수 다. 늦은귀가의 빈도 한 단

위 증가로 인해 일반절도피해 확률이 1.22배 증가하 다.

표 8-16  생활양식의 범죄피해에 대한 로지스틱회귀분석 (N=13,317)

생활양식 재산범죄피해 폭력범죄피해 일반절도피해

b Exp(b) b Exp(b) b Exp(b)

대중교통 -.043 .958 .073 1.075 .032 1.033

늦은귀가 .114 1.120*** .241 1.273*** .201 1.223***

만취귀가 .061 1.063 -.038 .963 .016 1.016

외출시옷차림 .042 1.043 .276 1.318† .077 1.080

유명브랜드 -.028 .937 -.233 .792 .017 1.017

취약성인식 .201 1.223*** .521 1.684*** .170 1.185†

(상수) -4.179 .015*** -7.349 .001*** -5.831 .003***

-2로그우드 3932.821 927.234 1587.438

Cox & Snell R2 .003 .003 .002

†p < .10, *** p < .001



전국범죄피해조사 2012

248

제5절 범죄피해와 범죄에 대한 두려움

1. 재산범죄피해에 의한 범죄두려움

재산범죄피해의 경험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에 범죄두려움에 있

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Kruskal Wallis 검정을 

실시하 다12)(표 8-17). 전체적으로 집단 간의 범죄두려움 차이가 유의하다고 확

인된 경우 Mann-Whitney 검정을 통해 사후분석을 실시하 다. 종속변수인 범죄

두려움은 일반적두려움, 재산피해두려움, 폭력피해두려움, 성폭행피해두려움, 배

우자피해두려움, 그리고 자녀피해두려움으로 구분하 다. 독립변수인 재산범죄피

해는 피해있음과, 피해없음, 그리고 2회 이상 피해로 구분하 다. 범죄피해경험이 

있는 사람일수록, 범죄피해를 두 차례 이상 경험한 사람일수록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범죄두려움이 높을 것이라고 예상하 다. 분석 결과는 <표 8-17>과 같았다.

범죄두려움의 유형에 관계없이 범죄피해 집단 간의 두려움 차이는 모두 통계

적으로 유의한 수준이었다. 일반적두려움의 경우 2회 이상 재산범죄피해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평균적 두려움 점수가 3.059점으로 재산범죄피해를 한 번 경험한 

사람들의 2.647점과 피해경험이 없는 응답자의 2.431점 보다 높았다. 두 집단 

별로 차이의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2회 이상 집단과 

피해없음 집단 그리고 피해있음 집단과 피해없음 집단 간의 두려움 평균값의 차

이가 유의했지만 2회 이상 집단과 피해있음 집단 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재산피해두려움에 있어서도 2회 이상 집단(평균 3.167점), 피해있음 집단(평균 

2.669점), 그리고 피해없음 집단(평균 2.318점)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두려

움의 차이가 있었다. 사후검정 결과 모든 두 집단 간의 두려움 차이가 모두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집단 간의 폭력피해두려움의 차이도 전체적으

로 유의했다. 사후검정 결과 두 집단들 간의 차이에 있어서 횟수와 상관없이 피

해를 경험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지만 2회 이상 

집단과 피해있음 집단 간의 차이는 유의한 수준이 아니었다. 성폭행피해두려움에 

12) 정규성검정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집단에서 범죄두려움 점수가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지 않

아서 비모수검정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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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는 2회 이상 집단의 두려움(2.857점)만이 다른 두 집단들보다 유의한 수

준에서 높게 나타났다. 재산범죄피해를 한 번만 경험한 집단(평균 2.268점)과 피

해경험이 없는 집단(평균 2.139점) 간의 성폭행두려움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표 8-17  재산범죄피해 여부에 따른 범죄두려움 차이검정

범죄두려움 범죄피해유무 빈도 평균 표준편차 χ2 사후검정1)

일반적
두려움

25.675***

a > c
b > c

2회 이상(a) 42 3.059 1.170

있음(b) 414 2.647 1.162

없음(c) 12861 2.431 1.130

재산피해
두려움

96.825***

a > b > c
2회 이상(a) 42 3.167 .986

있음(b) 414 2.669 .924

없음(c) 12861 2.318 .859

폭력피해
두려움

a > c
b > c

2회 이상(a) 42 2.746 .954 36.328***

있음(b) 414 2.409 .932

없음(c) 12861 2.209 .864

성폭행피해
두려움

16.687***

a > b,c
2회 이상(a) 42 2.857 1.317

있음(b) 414 2.268 1.168

없음(c) 12861 2.139 1.061

배우자피해
두려움

30.105***

a > b > c
2회 이상(a) 33 3.757 1.061

있음(b) 313 3.150 1.129

없음(c) 9208 2.923 1.132

자녀피해
두려움

24.122***

a > c
b > c

2회 이상(a) 31 4.226 .920

있음(b) 291 3.746 1.137

없음(c) 8856 3.530 1.149

1) 유의수준 5%를 적용하였으며 Bonferroni's method에 의해 수정된 유의수준 1.67%를 기준
으로 귀무가설 기각여부를 결정하였다.  

*** p < .001

전반적으로 볼 때 배우자와 자녀의 범죄피해에 대한 우려는 응답자 스스로가 

범죄피해를 당할까봐 두려워하는 정도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피해

두려움의 경우 2회 이상 집단의 두려움 평균이 3.757점, 피해있음 집단이 3.150

점, 피해없음 집단이 2.923점 순서 으며 사후검정결과 각 집단 간의 두려움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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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었다. 마지막으로 자녀피해두려움에 있어서

는 2회 이상 집단과 피해없음 집단, 피해있음 집단과 피해없음 집단 사이의 차

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반면 2회 이상 집단과 피해있음 집단 간의 차이는 유의

하지 않았다. 특이한 점은 재산범죄피해의 경험 유무와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자

녀피해두려움의 수치가 높게 나타났으며(피해있음 집단: 3.746점, 피해없음 집단: 

3.530점), 재산범죄피해 2회 이상 집단의 두려움 평균이 4.226점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 다. 

요약하면 재산범죄피해를 경험한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범죄두려움

의 종류와 상관없이 범죄피해를 더 두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회 이상 반복

해서 피해를 당한 집단과 한 번 피해를 입은 집단 간의 차이는 재산피해 두려움

과 성폭행피해 두려움, 그리고 배우자피해 두려움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특히 스스로의 범죄피해경험이 자신의 범죄피해에 대한 우려보다 배우자나 자녀

와 같이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범죄피해에 대한 걱정을 더욱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폭력범죄피해에 의한 범죄두려움

폭력범죄 피해집단 간의 범죄두려움의 차이에 대한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Kruskal Wallis 검정을 실시하 다(표 8-18). 모든 유형의 범죄두려움에 있어서 

폭력범죄 피해경험이 있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의 범죄두려움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었다. 폭력범죄 피해를 2회 이상 경험한 집단의 일반

적 두려움 평균이 3.55점으로 다른 두 집단에 비해 높은 수준의 두려움을 나타

냈다. 사후검정 결과 유의한 수준의 두려움 차이는 2회 이상 집단과 피해없음 

집단, 그리고 피해있음 집단과 피해없음 집단 간에서만 발견되었다. 재산피해두

려움과 폭력피해 두려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2회 이상 폭력범죄피해를 입은 

집단의 범죄 두려움이 가장 컸으나 2회 이상 피해를 당한 집단과 한 번만 피해

를 당한 집단 사이에는 유의한 수준의 두려움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즉, 피

해 횟수와 상관없이 한번 이상 피해를 당한 집단과 전혀 피해를 당하지 않은 집

단 간의 차이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이에 반해 성폭행피해 두려움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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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2회 이상 집단의 두려움 평균이 4.2점으로 피해없음 집단(2.140점)뿐만 아니

라 피해있음 집단(2.826점)보다도 월등히 높았으며 그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

했다.13) 배우자피해 두려움과 자녀피해 두려움에 있어서는 피해있음 집단과 피

해없음 집단 사이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 다. 폭력피해를 경험한 응답자들이 

그렇지 않은 응답자들에 비해 자신의 배우자나 자녀들의 범죄피해에 대해서 더

욱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18  폭력범죄피해 여부에 따른 범죄두려움 차이검증

범죄두려움 범죄피해유무 빈도 평균 표준편차 χ2 사후검정1)

일반적 두려움

37.191***

a > c
b > c

2회 이상(a) 10 3.550 .956

있음(b) 69 3.203 1.155

없음(c) 132381 2.435 1.130

재산피해 두려움

42.267***

a > c
b > c

2회 이상(a) 10 3.250 1.014

있음(b) 69 2.902 .764

없음(c) 13238 2.328 .864

폭력피해 두려움
a > c
b > c

2회 이상(a) 10 3.133 .919 30.673***

있음(b) 69 2.681 .906

없음(c) 13238 2.214 .866

성폭행피해 두려움

44.326***

a > b > c
2회 이상(a) 10 4.200 1.033

있음(b) 69 2.826 1.224

없음(c) 13238 2.140 1.063

배우자피해 두려움

12.634**

b > c
2회 이상(a) 7 3.000 1.155

있음(b) 44 3.545 .975

없음(c) 9503 2.930 1.134

자녀피해 두려움

9.600**

b > c
2회 이상(a) 4 3.500 1.290

있음(b) 41 4.073 .877

없음(c) 9133 3.537 1.150

1) 유의수준 5%를 적용하였으며 Bonferroni's method에 의해 수정된 유의수준 1.67%를 기준
으로 귀무가설 기각여부를 결정하였다.  

** p < .01, *** p < .001

13) 폭력범죄피해를 2회 이상 경험한 응답자 10명 중 8명이 여성이었다. 따라서 여성들의 성폭행

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이러한 차이 속에 반 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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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면 일반적 두려움, 재산피해 두려움, 폭력피해 두려움의 경우 폭력범죄 

피해집단과 피해경험이 없는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두려움 차이가 발견

되었다. 하지만 반복적 폭력피해는 유의한 수준에서 두려움을 증가시키지는 않

았다. 반면 성폭행피해에 있어서는 2회 이상 폭력피해 집단의 재피해에 대한 우

려가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인의 범죄피해에 대

한 두려움의 차이는 폭력피해를 한 번 경험한 집단과 피해경험이 없는 집단 사

이에서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6절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에 대한 다수준 분석

마지막으로 지역수준과 개인수준의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들을 모두 포함하는 

다수준분석을 실시하 다. 지역수준의 분석단위는 시·군·구로 하 다14). 범죄

피해에 향을 미치는 지역수준의 취약성 요인으로는 이웃관계, 이웃참여, 물리

적무질서, 사회적무질서, 경찰활동, 그리고 범죄발생추세가 포함되었다. 개인수

준의 취약성 요인으로는 성별, 나이, 혼인상태, 교육수준 등의 사회인구학적 특

성과 대중교통이용, 늦은귀가, 만취귀가, 외출옷차림, 유명브랜드, 취약성인식 등

의 생활양식 관련 특성이 포함되었다. 종속변수는 전체범죄피해, 재산범죄피해, 

폭력범죄피해로 구분하고 각 범죄피해유형별로 피해유무에 의한 이항변수(피해

있음=1)로 코딩하여 사용하 다(표 8-20). 종속변수인 범죄피해가 이항변수이기 

때문에 위계적일반화선형모형을 적용하 고 HLM 6.08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모

형을 분석하 다.

14) 지역수준의 취약성 요인들이 개인의 범죄피해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행정동 이

하의 지역단위가 보다 바람직하지만 그렇게 할 경우 지역단위별 사례수가 지나치게 적어서 동

일 지역에 속하는 개인 간의 차이를 분석하기 곤란한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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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19  기술적 통계분석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지역수준(N=185)

   이웃관계 10.74 2.13 7.15 19.25

   이웃참여 10.05 .87 6.74 12.81

   물리적무질서 7.40 .91 3.31 10.18

   사회적무질서 7.31 1.18 3.13 11.00

   경찰활동 9.64 .83 7.39 12.89

   범죄발생추세 3.14 .23 2.35 3.91

개인수준(N=13317)

   성별(여=1) .51 .50 .00 1.00

   나이 4.09 1.78 1.00 7.00

   혼인상태(미혼=1) .25 .43 .00 1.00

   교육수준 4.16 1.48 1.00 7.00

   대중교통이용 2.06 1.18 1.00 4.00

   늦은귀가 2.96 1.92 1.00 6.00

   만취귀가 1.56 1.14 1.00 6.00

   외출옷차림 2.00 .90 1.00 5.00

   유명브랜드 2.04 .93 1.00 5.00

   범죄피해취약 2.12 .83 1.00 5.00

   모든범죄피해 .04 .19 .00 1.00

   재산범죄피해 .03 .18 .00 1.00

   폭력범죄피해 .01 .08 .00 1.00

1. 범죄피해의 변량분석

위계적일반화선형모형을 분석하기 전에 범죄피해의 지역수준 분산을 조사하여 

다수준 분석방법의 적절성을 확인하 다.15) 변수가 투입되지 않은 기초모형의 

분석결과는 <표 8-20>과 같다. 전체범죄피해의 지역수준 분산이 0.140이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χ2 = 251.473, p<.01). 재산범죄피해의 지역수준 분산은 

0.131이고 마찬가지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χ2 = 241.364, p<.01). 이에 반해 폭

15) 기초모형의 수식은 다음과 같다. 
개인수준: log [ρij/(1- ρij)] = β0j, 지역수준: β0j = γ00 + μ0j, (ρij = 시군구 j에 거주하는 응

답자 i가 범죄피해를 당할 확률, β0j = 시군구 j의 평균 범죄피해 로그-오즈, γ00 = 시군구 전

체 평균 범죄피해 로그-오즈, μ0j = 오차항)



전국범죄피해조사 2012

254

력범죄피해의 분산은 0.349이며 이는 유의수준 p<.05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따

라서 모든범죄피해와 재산범죄피해만이 다수준 분석을 실시하기에 적절한 것으

로 확인되었다.  

표 8-20  범죄피해에 대한 위계적일반선형모형 분석: 기초모형

전체범죄피해

고정효과 회귀계수 표준오차 t값 승산비

절편 -3.239*** .055 -58.811 .039

무선효과 표준편차 분산 자유도 χ2

개인수준 1.000  

지역수준 .374 .140 184 251.473**

재산범죄피해

고정효과 회귀계수 표준오차 t 승산비

절편 -3.371*** .057 -59.161 .034

무선효과 표준편차 분산 자유도 χ2

개인수준 1.000  

지역수준 .363 .131 184 241.364**

폭력범죄피해

고정효과 회귀계수 표준오차 t 승산비

절편 -5.155 .124 -41.38 .006

무선효과 표준편차 분산 df χ2

개인수준 1.000

지역수준 .591 .349 184 172.857

** p < .01

2. 범죄피해의 위계적일반화선형모형 분석

기초모형에 개인수준과 지역수준의 범죄피해 취약성 변수들을 모두 투입하여 

위계적일반화선형모형분석을 실시하 다(표 8-21).16) 모든 유형의 범죄피해를 고

16) 위계적일반화선형모형의 수식은 다음과 같다.
개인수준: log [ρij/(1 - ρij)] = β0j + β1j(성별)ij + β2j(나이)ij + β3j(혼인상태)ij + β4j(교육수준)ij + 
β5j(대중교통)ij + β6j(늦은귀가)ij + β7j(만취귀가)ij + β8j(외출옷차림)ij + β9j(유명브랜드)ij + β10j

(취약성인식)ij

지역수준: β0j = γ00 + γ01(이웃관계) + γ02(이웃참여) + γ03(물리적무질서) + γ04(사회적무질서) + 
γ04(경찰활동) + γ04(범죄발생추세) + μ0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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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했을 때 범죄피해 가능성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지역수준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은 이웃관계, 이웃참여, 그리고 물리적무질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웃 간의 

유대관계가 강할수록, 이웃의 지역문제 참여도가 낮을수록, 그리고 물리적무질서

의 수준의 낮을수록 범죄피해의 가능성이 낮아졌다. 이러한 결과는 재산범죄피

해만을 고려했을 때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 재산범죄피해에 있어서는 경

찰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재산범죄피해에 미치는 향이 유의미했다. 앞

서 교차분석에서 설명했듯이 이웃참여와 범죄피해 간의 관계가 예상과 반대로 

나타난 것은 범죄피해위험이 높은 지역일수록 범죄문제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보

다 적극적인 대응태도를 보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개인수준의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 중 모든 범죄피해에 있어서는 혼인상태, 교

육수준, 늦은귀가, 취약성인식이 피해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자

와 저학력자의 범죄피해가능성이 낮았다. 또한 늦게 귀가하는 횟수가 많거나 스

스로 범죄피해에 취약하다고 인식하는 사람일수록 피해가능성이 높았다. 재산범

죄피해의 경우 혼인상태와 늦은귀가, 그리고 취약성인식만이 유의한 수준에서 

피해가능성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이었다. 역시 미혼일수록 피해가능성이 낮았

고 늦게 귀가하는 생활양식과 범죄피해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는 사람일수록 재

산피해를 당할 확률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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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1  범죄피해에 대한 위계적일반선형모형 분석: HGLM 모형

전체범죄피해 재산범죄피해

고정효과 회귀계수 표준오차 t값 회귀계수 표준오차 t값

절편 -3.291 .086 -38.097*** -3.385 .090 -37.674***

지역수준

이웃관계 -.130 .049 -2.653** -.132 .050 -2.634**

이웃참여 .318 .093 3.410** .371 .096 3.869***

물리적무질서 .213 .084 2.516* .233 .086 2.714**

사회적무질서 -.106 .090 -1.179 -.143 .092 -1.544

경찰활동 -.176 .095 -1.854† -.199 .097 -2.047*

범죄발생추세 .078 .320 .247 .155 .328 .474

개인수준

성별(여자=1) .090 .102 .881 .063 .108 .581

나이 -.048 .042 -1.142 -.041 .045 -.922

혼인상태 (미혼=1) -.357 .144 -2.478* -.408 .155 -2.621**

교육수준 .090 .039 2.267* .060 .042 1.432

대중교통이용 -.034 .043 -.786 -.013 .046 -.283

늦은귀가 .113 .029 3.927*** .106 .030 3.479**

만취귀가 .046 .039 1.160 .052 .042 1.219

외출옷차림 .043 .070 .601 .016 .076 .211

유명브랜드 -.057 .069 -.809 -.033 .075 -.437

취약성인식 .241 .055 4.366*** .218 .059 3.701***

확률효과 표준편차 분산 χ2 표준편차 분산 χ2

절편 .301 .091 225.865** .251 .063 216.093*

†p < .10, * p < .05, ** p < .01,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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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범죄에 대한 인식 

및 두려움

전국범죄피해조사는 암수범죄를 고려할 수 없다는 공식통계의 단점을 보완하

며 범죄피해의 보다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여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

이다. 이와 더불어 일반시민들이 우리나라 전체 또는 자신들이 속한 지역사회의 

범죄추세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수준이 어느 정도

인지를 파악하여 제시하는 것은 전국범죄피해조사의 또 다른 중요한 목적과 가

치라 할 수 있다. 범죄가 시민들의 삶의 질에 미치는 부정적인 향 못지않게 

범죄에 대한 인식 및 두려움은 사회활동의 위축과 지역사회의 공동체적 사회통

제 능력의 쇠퇴 등 우리 시민들의 삶에 지대한 향을 미치는 형사정책의 주요 

현안 중 하나이다. 범죄추세에 대한 인식과 두려움이 범죄의 객관적인 발생추세

와는 다른 패턴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은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바이기에 

그 추이와 향요인을 범죄피해와 다른 측면에서 파악하고 정책적인 시사점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이 장에서는 일반시민들이 우리사회에서 범죄발생추세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

으며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인식하는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와 그러한 인식에 미

치는 향요인을 다각도로 분석하 다. 우리 시민들의 범죄에 대한 인식 및 두

려움에 향을 주는 주요 변인이 먼저 선정되었다. 범죄발생추세에 대한 인식, 

범죄에 대한 두려움, 범죄예방활동 등을 아우를 수 있는 요인을 선정하여 분석

과 이해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었기에 이 분야 선행연구에서 분

석의 모델로 사용한 것들을 검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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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발생추세에 대한 인식, 범죄 두려움, 범죄예방활동은 각기 다른 개념이어

서 향요인에도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연구

된 범죄에 대한 두려움 분야에서 다수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일반적인 연구모

형이 구축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 다. 일관성 있는 분석과 이해를 촉진하기 

위해 범죄인식 관련한 여러 개념에 적용 가능한 모형을 제시할 필요가 있었고, 

범죄두려움에 대한 선행 연구모형이 범죄에 대한 인식이나 범죄예방활동에도 적

용가능 한 것으로 판단하 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범죄피해모형에는 범죄피해모형, 무질서모형, 지역사회통제

모형 등이 있다(Hale, 1996; Ross & Jang, 2000). 범죄피해모형은 피해를 직접 경

험한 사람들이 과거의 아픈 경험 때문에 높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표출할 것이

라는 직접피해요인과 주변사람들의 피해 또는 미디어나 소문의 향으로 간접적

으로 경험하는 피해가 두려움을 자극할 것이라는 간접피해요인으로 구분된다. 또

한 범죄피해 상황에서 대처할 물리적 또는 사회적 능력이 부족하다는 주·객관적 

취약성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자극한다는 취약성의 개념이 별개의 취약성모형

으로 구축되기도 하 으나 넓은 의미에서는 범죄피해모형의 범주에 포함된다

(Hale, 1996). 물리적 취약성으로는 연령이나 성별 등의 변인이 주로 고려되며, 

사회적 취약성으로는 학력, 수입, 직업 등 사회경제적 지위가 고려되곤 한다.

무질서모형은 지역사회의 물리적 무질서와 사회적 무질서가 시민들의 안정감

을 저하시키고 두려움을 자극한다는 것으로 깨진유리창이론 등에 논리적 근거를 

둔다(Skogan, 1990). 물리적 무질서는 거주하는 동네의 쓰레기, 낡은 건물 등의 

물리적인 환경과 관련된 무질서인 반면, 사회적 무질서는 주취자, 불량청소년 등 

인적 환경과 관련된 무질서를 의미한다. 

지역사회통제모형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작동되는 공식적·비공식적 사회통

제 기제가 신뢰할만한 수준으로 작동하는가 여부가 범죄두려움에 향을 준다는 

설명에 기초한다. 공식·비공식 사회통제에 대한 확신이 높으면 두려움이 낮고 이 

부분에 대한 걱정과 불신은 두려움을 자극한다는 것이다(Hale, 1996). 공식적 사

회통제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은 경찰활동에 대한 신뢰, 지역사회경찰활동에 대한 

인식 등으로 확인될 수 있다. 비공식 사회통제에 대한 측면은 주민들 간의 유대

감과 비공식사회통제 능력을 포괄하는 개념인 공동체효율성으로 설명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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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표 9-1>은 범죄추세에 대한 전망, 범죄 두려움, 범죄예방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에 향을 주는 요인을 모형별로 구분하 다. 범죄피해모형, 무질

서모형, 사회통제모형에 속하는 변인들을 고려한 것 이외에도 통제요인으로 지

역사회규모, 주택유형 등 선행연구와 선행보고서에서 고려했던 변인들을 포함

하 다.

분석모형 구분 주 요 변 인

범죄피해모형

직접피해 요인  자신의 범죄피해경험

간접피해 요인  주변사람의 범죄피해경험, 범죄관련 미디어나 소문에 노출되는 정도 

취약성 요인

 물리적 취약성 (연령, 성)

 사회적 취약성 (교육수준, 소득, 직업)

 주관적 취약성 (스스로의 취약성에 대한 인식)

무질서모형
물리적 무질서 요인  쓰레기, 어두운 거리 등 물리적 환경

사회적 무질서 요인  주취자, 불량청소년 배회 등 사회적 환경

사회통제모형
공식통제 요인  경찰활동신뢰도

비공식통제 요인  공동체효율성(유대감, 비공식사회통제) 

통제
요인

지역사회 규모  서울특별시, 광역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주택의 형태  아파트,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등

표 9-1  범죄에 대한 인식 및 두려움을 설명하는 영향요인에 대한 모형분류

아래 <표 9-2>는 위와 같이 분류된 분석모형에 속하는 주요 인식변인들이 어

떤 설문항목을 반 하여 측정되었는지를 보여준다. 복수의 항목으로 변인을 측

정하는 경우에는 분석과 이해의 가시성과 일관성을 위해 항목의 평균값을 도출

하여 활용하 다.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요 인식요인들 중 경찰활동신

뢰도(3.18) 수준이 가장 높고, 범죄관련 미디어·소문 노출(3.05), 공동체효율성

(2.98)이 뒤를 이었다. 각 변인별 항목에 대해서는 응답의 일관성과 신뢰도를 확

인하 으며 공동체효율성에 대해서는 2단계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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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요인적재량
크롬바 α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범죄 관련  뉴스나 프로그램 등을 자주 보는 편이다 .897 1.00 5.00 3.26 1.00

사람들과 대화할  때 범죄사건에 관련된 이야기를 
자주 하는 편이다

.897 1.00 5.00 2.84 0.95

범죄관련 미디어·소문 노출 α = .756 1.00 5.00 3.05 0.87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 범죄피해를 당할 소지가 높다 .769 1.00 5.00 2.12 0.83

누군가 나를  폭행하려 한다면, 나는 나 자신을 
방어할 수 있다(역코딩)

.758 1.00 5.00 2.88 1.00

내가 범죄피해를  당한다면, 다른 사람에 비해 
피해결과가 더 심각하고 오래 지속될 것이다

.508 1.00 5.00 3.39 1.11

취약성인식정도 α = .416 1.00 5.00 2.80 0.67

주변에 쓰레기가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었고 
지저분 했다

.817 1.00 5.00 2.58 1.05

어둡고 후미진  곳이 많았다 .851 1.00 5.00 2.70 1.07

주변에 방치된 차나  빈 건물이 많았다 .760 1.00 5.00 2.16 0.94

물리적 무질서 인식 α = .738 1.00 5.00 2.48 0.83

기초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다 .765 1.00 5.00 2.72 1.04

무리 지어 다니는  불량 청소년들이 많았다 .860 1.00 5.00 2.41 1.02

큰소리로 다투거나  싸우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었다

.838 1.00 5.00 2.27 0.96

사회적 무질서 인식 α = .757 1.00 5.00 2.47 0.83

서로서로 잘 알고  지내는 편이다 .834 1.00 5.00 2.90 1.13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자주 이야기 했다 .844 1.00 5.00 2.53 1.10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잘 도왔다 .875 1.00 5.00 2.71 1.09

동네의 각종 행사와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821 1.00 5.00 2.37 1.13

동네 아이가  낯선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면 
도와줄 것 같았다

.610 1.00 5.00 3.45 0.99

범죄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에 신고할 것 같았다 .721 1.00 5.00 3.82 0.93

범죄예방을 위해  순찰을 해야 한다면 이 활동에 
참여할 것 같았다

.403 1.00 5.00 2.73 1.13

공동체효율성 인식 α = .839 1.00 5.00 2.98 0.75

경찰은 순찰활동을 잘  하고 있었다 .813 1.00 5.00 3.10 0.97

범죄사건이  발생하여 신고하면, 즉시 출동할 것 
같았다

.884 1.00 5.00 3.40 0.91

범죄사건을  신고하면, 반드시 범인을 잡아 줄 것 
같았다

.833 1.00 5.00 3.05 0.92

경찰활동신뢰도 α = .796 1.00 5.00 3.18 0.78

표 9-2  주요 인식변인에 대한 요인분석과 기술통계 (N=1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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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범죄발생추세에 대한 인식

1. 범죄발생추세에 대한 인식

일반시민들이 우리나라 전체의 범죄 그리고 각자가 살고 있는 동네(지역)의 

범죄 발생 추세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알아보았다. 범죄가 증가할 것이라고 생

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 까지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한 이전의 전국범죄피해조사에서와 달리 2012년 범죄피해조사에서는 

“범죄가 증가할 것 같으냐 감소할 것 같으냐?”는 보다 중립적인 질문을 고려하

고 “매우 감소할 것”에서부터 “매우 증가할 것”에 이르기까지의 5점 척도로 응

답하도록 하여 일반시민들이 범죄 발생 추세를 어떻게 예측하고 있는지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자 노력하 다. 일반인들의 범죄발생 추세에 대한 인식은 객관

적인 범죄발생 증감과는 패턴이 다를 수 있으며 일반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느

끼는 체감범죄율을 반 한다(최인섭·김지선·황지태, 2003; Ross & Jang, 2000). 

우리나라 전체와 응답자가 살고 있는 동네(지역)에 대하여 “작년(2012년) 한 

해와 비교해 볼 때, 앞으로의 범죄가 증가할 것 같습니까? 감소할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 고, 응답자 들은 범죄 발생 추세를 <그림 9-1>과 같이 인식하

고 있었다. 먼저 우리나라 전체의 범죄 발생추세에 대한 예측을 살펴보면, 약간 

증가할 것이라는 평가가 52.2퍼센트로 가장 높았고, 변화 없을 것(25.7%)이다, 

매우 증가할 것(11.5%)이다, 약간 감소할 것(9.7%)이다, 매우 감소할 것(0.9%)이

다가 뒤를 이었다.  

반면에 응답자가 살고 있는 동네(지역)의 범죄 발생 추세에 예측은 변화 없을 

것이라는 평가가 56.2퍼센트로 가장 높았고, 약간 증가할 것(26.3%), 약간 감소

할 것(12.4%)이다, 매우 증가할 것(2.6%)이다, 매우 감소할 것(2.4%)이다 순서를 

보 다. 

우리나라 전체의 범죄추세와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지역)의 범죄추세를 다소 

다르게 평가하고 있는 이러한 경향은 이전의 전국범죄피해조사는 물론 미국 등 

외국의 조사결과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이번 조사결과에서와 같이 우리나라 전

체의 범죄추세에 대한 인식은 “약간 증가할 것”이라는 평가가 우세하고,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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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 있는 동네(지역)의 범죄추세에 대한 인식은 “변화 없을 것”이라는 평가가 

우세하여 나라 전체의 범죄추세에 대한 인식이 동네(지역)의 범죄추세에 대한 

인식보다 부정적 이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설명은 국내외 선행연구가 일관되

게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시민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에 대해서는 비교적 안

전할 것이라는 객관적 인식을 하는 반면, 자신들이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공간으

로부터 거리적으로 멀어질수록 범죄발생이 증가할 것이라는 막연한 인식을 보이

는 경향이 있다(최인섭·김지선·황지태, 2003).

그림 9-1  범죄발생추세에 대한 인식

2. 우리나라 범죄추세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가. 개인의 특성과 우리나라 범죄추세에 대한 인식

아래 <표 9-3>은 우리나라 전체의 범죄추세에 대한 인식이 응답자들의 성별, 

연령, 혼인상태 등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를 살펴본 결과이다. 교차분

석을 위하여 우리나라 범죄추세에 대한 평가는 증가(‘매우 증가할 것이다’  및 

‘약간 증가할 것이다’), 변화 없음, 감소(‘매우 감소할 것이다’ 및 ‘약간 감소할 

것이다’)의 세 범주로 구분하 다.

먼저 성별에 따른 우리나라 범죄추세에 대한 평가가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

면, 남자와 여자 모두 ‘증가할 것이다’라는 평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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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이 ‘변화없을 것이다’, ‘감소할 것이다’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자에 비해 

여자는 우리나라의 범죄가 앞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평가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감소할 것이라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이와 같은 성별 차이는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 다.

연령에 따른 우리나라 범죄추세에 대한 평가의 차이를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

에서 증가할 것이라는 평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 지만, 증가할 것이라는 

비율은 30대가 67.9%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60대 64.9%, 50대 64.4%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가장 낮은 연령층인 10대와 가장 높은 연령층인 70대 이상의 

경우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한 비율은 각각 60.6%와 56.4%로 다른 연령층에 비

해 훨씬 낮았다. 이러한 연령대별 우리나라의 범죄추세에 대한 평가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다. 혼인상태에 따른 우리나라 범죄추세에 대한 

표 9-3  인구학적 특성별 우리나라의 범죄추세에 대한 인식 비교

(단위: 빈도, %)

 구  분
우리나라의 범죄 추세

계
χ2

(df)감소 변화없음 증가

성별
남자 732 (11.4) 1,683 (26.3) 3,985 (62.3) 6,400 (100.0) 14.150**

(2)여자 680 (9.8) 1,735 (25.1) 4,502 (65.1) 6,917 (100.0)

연령

10대 114 (9.8) 343 (29.5) 704 (60.6) 1,161 (100.0)

89.363***
(12)

20대 142 (8.9) 434 (27.1) 1,023 (64.0) 1,599 (100.0)

30대 207 (8.6) 564 (23.5) 1,630 (67.9) 2,401 (100.0)

40대 300 (11.8) 608 (23.9) 1,634 (64.3) 2,542 (100.0)

50대 291 (11.8) 590 (23.9) 1,591 (64.4) 2,472 (100.0)

60대 173 (11.0) 377 (24.0) 1,018 (64.9) 1,568 (100.0)

70대 이상 185 (11.8) 502 (31.9) 887 (56.4) 1,574 (100.0)

혼인
상태

미혼 312 (9.3) 934 (27.9) 2,105 (62.8) 3,351 (100.0)
36.229***

(4)
현재 배우자있음 924 (11.1) 2,004 (24.1) 5,401 (64.8) 8,329 (100.0)

사별이나 이혼 176 (10.8) 480 (29.3) 981 (59.9) 1,637 (100.0)

*** p < .001

평가의 차이를 보면 범죄가 증가할 것이라는 평가에 대해 현재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들의 평가가 가장 높았으며(64.8%), 미혼인 응답자(62.8%), 사별이나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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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응답자(59.9%)가 뒤를 이었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다.

다음의 <표 9-4>는 조사대상자의 교육수준, 직업, 월평균 가구소득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특성별로 우리나라 범죄추세에 대한 평가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를 분석한 결과이다. 먼저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앞으로 우리나라 범죄가 증

가할 것이라고 평가한 비율이 대학원 이상이 67.6%로 가장 높았고, 대학교 졸업

(66.7%), 고등학교 졸업(62.8%), 중학교 졸업(62.6%), 초등학교 졸업(61.1%), 정

규교율을 받은 적 없는 응답자(54.6%) 순이었다. 교육수준과 우리나라 범죄추세

에 대한 전망은 일관된 관계를 보 는데 학력수준이 높아질수록 우리나라 범죄

가 증가할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교육수준별 우

리나라 범죄추세에 대한 평가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다.

직업별로 살펴보면, 직업군인의 경우 우리나라의 범죄가 증가할 것이라는 평

가비율이 69.4%로 가장 높았고, 관리전문직(65.6%), 기능기계조작조립직(64.7%), 

전업주부(64.6%), 사무직(64.5%)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에 직업이 없거나 기타

로 분류되는 응답자들과 학생들의 ‘우리나라의 범죄가 증가할 것이다’는 평가는 

각각 61.7%와 61.5%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이러한 직업별 우리나라의 범죄

추세에 대한 평가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다.

마지막으로 월평균 가구소득별로 우리나라 범죄추세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차

이를 보이는가를 살펴본 결과, 4인가족 기준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

득수준인 100만원 미만의 집단의 경우 앞으로 우리나라의 범죄가 증가할 것이라

고 평가한 비율이 58.9%로 가장 낮았다. 그 이후의 소득 100-200만원(64.4%), 

200-300만원(64.6%) 집단도 범죄증가에 대한 평가가 낮은 수준이었다. 반면에 

소득이 500만원~600만원인 고소득 집단의 범죄증가에 대한 평가가 가장 높았으

며(74.5%), 600만원 이상 집단(69.9%), 300-400만원 집단(67.4%)이 뒤를 이었다.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우리나라 범죄가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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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우리나라의 범죄 추세

계 χ2

감소 변화없음 증가

교육
수준

무학 56(9.4) 215(36.0) 326(54.6) 597(100.0)

65.379***
(10)

초등학교 165(10.9) 426(28.0) 928(61.1) 1,519(100.0)

중학교 175(10.8) 433(26.7) 1,016(62.6) 1,624(100.0)

고등학교 528(11.6) 1,165(25.6) 2,864(62.8) 4,557(100.0)

대학교 445(9.7) 1,088(23.6) 3,074(66.7) 4,607(100.0)

대학원 이상 43(10.4) 91(22.0) 279(67.6) 413(100.0)

직업

관리전문직 116(10.4) 268(24.0) 731(65.6) 1,115(100.0)

28.451*
(18)

사무직 181(10.7) 421(24.8) 1,096(64.5) 1,698(100.0)

서비스판매직 235(12.2) 460(23.8) 1,236(64.0) 1,931(100.0)

농림어업 숙련직 106(11.6) 224(24.4) 587(64.0) 917(100.0)

기능기계조작 및 
조립직

106(10.2) 262(25.1) 674(64.7) 1,042(100.0)

단순노무직 68(9.7) 194(27.6) 440(62.7) 702(100.0)

직업군인 2(5.6) 9(25.0) 25(69.4) 36(100.0)

전업주부 265(10.3) 646(25.1) 1,666(64.6) 2,577(100.0)

학생 154(9.5) 465(28.7) 999(61.7) 1,618(100.0)

무직·기타 179(10.6) 469(27.9) 1,033(61.5) 1,681(100.0)

월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191(12.2) 454(28.9) 925(58.9) 1,570(100.0) 

56.696***
(12)

100-200만원 130(10.5) 312(25.1) 799(64.4) 1,241(100.0) 

200-300만원 125(9.5) 342(25.9) 854(67.4) 1,321(100.0) 

300-400만원 116(12.0) 200(20.7) 652(64.7) 968(100.0) 

400-500만원 56(10.5) 132(24.8) 345(74.5) 533(100.0) 

500-600만원 35(10.8)   48(14.8) 242(69.9) 325(100.0) 

600만원 이상 36(10.5) 67(19.6) 239(64.4) 342(100.0) 

표 9-4  사회경제적 특성별 우리나라의 범죄추세에 대한 인식 비교

(단위: 빈도, %)

*** p < .001

나. 범죄피해경험과 우리나라 범죄추세에 대한 인식

아래 <표 9-5>는 범죄피해모형에서 제시하는 직접피해경험, 간접피해경험, 미

디어 및 소문 노출, 취약성인식 변인들과 우리나라의 범죄추세 인식 간의 관계

를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직접경험 이외에도 주변사람의 범죄피해로 인한 

간접경험, 미디어나 소문을 통한 간접경험, 그리고 피해상황을 가정했을 때 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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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느끼는 취약성 등은 개인의 범죄문제에 대한 인식에 향을 미칠 것으로 가

정할 수 있다. 범죄피해경험은 본인의 피해경험과 평소 가깝게 지내는 사람의 

피해경험(이하, 간접적인 피해경험)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직접적인 피해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72.1%가 앞으로 우리나라 범죄가 증가할 것이라고 평가

한 반면에, 직접적인 피해경험이 없는 응답자는 63.4%가 앞으로 우리나라 범죄

가 증가할 것이라고 평가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 다.

지난 1년간 평소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 범죄피해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한 사람

의 69.1%가 앞으로 우리나라 범죄가 증가할 것이라고 평가한 반면에, 피해경험

이 없었다고 응답한 사람은 63.4%가 앞으로 우리나라 범죄가 증가할 것이라고 

평가해 차이를 보 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다. 이러한 결과

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범죄피해경험은 일반국민들의 체감범죄율을 높여주는 

요인으로 작용함을 시사한다.

 구  분
우리나라의 범죄 추세

계 χ2

감소 변화없음 증가

직접 
피해 경험

없음 1,376(10.8) 3,309(25.9) 8,113(63.4) 12,798(100.0) 17.307***
(2)있음 36(6.9) 109(21.0) 374(72.1) 519(100.0)

간접 
피해 경험

없음 1,338(10.7) 3,241(25.9) 7,927(63.4) 12,506(100.0) 10.581**
(2)있음 74(9.1) 177(21.8) 560(69.1) 811(100.0) 

미디어·소문
노출

상관관계 Pearson 상관계수 .094***

취약성인식도 상관관계 Pearson 상관계수 .068***

표 9-5  직·간접적인 범죄피해경험유무별 우리나라의 범죄추세에 대한 인식 비교

*** p < .001

본인의 범죄피해경험이나 평소 가까이 지내는 사람의 범죄피해경험이외에도 

사람들과 대화할 때 범죄사건에 관련된 이야기를 자주 하거나 범죄관련 뉴스나 

프로그램을 자주 보는 사람들은 범죄문제에 대해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이것이 

우리나라의 범죄추세에 대한 평가에 부정적인 향을 미칠 수 있다. 취약성에 

대한 인식도 같은 논리로 접근할 수 있다. 상관관계분석 결과에 의하면 범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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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미디어·소문에 노출되는 정도와 우리나라 범죄추세에 대한 인식 간에는 정

의 관계가 있었으며 노출 정도가 높을수록 우리나라 범죄가 증가할 것이라고 생

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스스로의 취약성에 대한 인식도 같은 결과를 보 는데 

스스로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우리나라 범죄가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관계를 보여준다. 이와 같은 결과 범죄관련 이야기나 뉴스에 자주 노

출될수록 그리고 스스로의 취약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수록 체감범죄율이 높아

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다. 지역환경에 대한 인식 및 지역특성과 우리나라 범죄추세에 대한 인식

아래 <표 9-6>은 지역사회 인식변인과 우리나라 범죄추세에 대한 인식 간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물리적 무질서와 사회적 무질서가 높을수록 우리나라 범

죄가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반면에 경찰활동에 대한 신뢰

도가 높을수록 우리나라 범죄가 감소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무질서모형에서의 물리·사회적 무질서와 사회통제모형에서의 공식적 사회통제

로써 경찰활동에 대한 인식이 시민들의 체감치안율과 직접적으로 관계됨을 보여

주는 결과이다. 그러나 공동체효율성과 우리나라 범죄추세에 대한 인식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도의 관계를 찾아볼 수 없었다.

구  분
물리적
무질서

사회적
무질서

공동체
효율성

경찰활동
신뢰도

우리나라

범죄추세

Pearson 
상관계수

.072 .086 -.012 -.061

유의확률(양쪽) .000 .000 .151 .000

N 13,317 13,317 13,317 13,317

표 9-6  지역사회 인식변인과 우리나라 범죄추세에 대한 인식 간의 관계

*** p < .001

아래의 <표 9-7>은 조사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규모 및 주택유형별로 우리

나라 범죄추세에 대한 평가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를 분석한 결과이다. 지역

규모에 있어서는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집단이 우리나라 범죄가 증가할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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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경향이 가장 높았으며(66.1%), 읍면지역(63.2%), 서울특별시((62.7%), 

광역시(61.6%) 순이었다. 중소도시의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도시환경과 전통적

인 안전감의 상실이 우리나라 범죄추세에 가장 부정적인 인식을 하도록 하는 요

인일 수 있겠다. 

주택유형에 있어서는 아파트 거주자들의 우리나라 범죄가 증가할 것이라고 생

각하는 경향이 가장 높았으며(67%), 단독주택(63%), 연립/다세대주택(61.5%), 비

거주용 건물(60.4%) 순이었다. 아파트에서 우리나라 범죄에 대한 안전감이 가장 

높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반대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구  분
우리나라의 범죄 추세

계 χ2

감소 변화없음 증가

지역규모

읍면지역
342

(10.3) 
884

(26.5) 
2,107
(63.2) 

3,333
(100.0) 

21.880**
(6)

중소도시
474

(10.2) 
1,094
(23.6) 

3,064
(66.1) 

4,632
(100.0) 

광역시
406

(11.3) 
970

(27.1) 
2,207
(61.6) 

3,583
(100.0) 

서울특별시
190

(10.7) 
470

(26.6) 
1,109
(62.7) 

1,769
(100.0) 

주택유형

단독주택
219

(10.3)
567

(26.7)
1,339
(63.0)

2,125
(100.0)

25.417***
(6)

아파트
308

(11.0)
620

(22.1)
1,880
(67.0)

2,808
(100.0)

연립/
다세대주택

113
(10.9)

285
(27.6)

636
(61.5)

1,034
(100.0)

비거주용
건물

49
(14.7)

83
(24.9)

201
(60.4)

333
(100.0)

표 9-7  지역규모 및 주택유형과 우리나라 범죄추세 인식 비교

라. 우리나라 범죄추세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다중

회귀분석

다음의 <표 9-8>은 우리나라 범죄추세에 대한 인식에 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 향력을 알아보기 위한 회귀분석의 결과이다17).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있어서는 여자들일수록 우리나라 범죄가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정도가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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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범죄전망이 더 부정적임을 보여주었으며, 학력이 높을

수록 우리나라 범죄가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정적인 반응 또한 높았다. 

연령은 나이가 많을수록 범죄가 감소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긍정적인 평가의 정

도가 높았다.  

범죄피해모형에 있어서는 직접피해를 경험한 시민들일수록 범죄가 증가할 것이

라고 생각하는 정도가 높아 우리나라 범죄추세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간접피해경

험에 있어서도 주변 지인들이 범죄피해를 당한 것을 본 시민들일수록 우리나라 

범죄가 증가할 것이라는 인식이 높았다. 또한 취약성인식정도와 범죄관련 미디

어·소문 노출정도가 높을수록 범죄가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정도도 높았다.

구 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3.148 .073 　 42.873 .000

성별(남자=1) -.043 .016 -.025 -2.696 .007

연령 -.012 .005 -.025 -2.365 .018

학력 .026 .008 .037 3.446 .001

직접범죄피해여부 .110 .039 .025 2.786 .005

간접범죄피해여부 .067 .032 .019 2.114 .034

취약성인식정도 .075 .012 .059 6.235 .000

미디어·소문 노출 .098 .009 .101 11.467 .000

물리적 무질서 .036 .011 .036 3.385 .001

사회적 무질서 .059 .011 .058 5.301 .000

공동체효율성 .016 .011 .014 1.374 .170

경찰활동신뢰도 -.073 .010 -.068 -7.108 .000

지역규모 -.036 .008 -.043 -4.666 .000

F값 47.439***

R2 .041

표 9-8  우리나라 범죄추세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다중회귀분석)

*** p < .001

17) 종속변인이 순서척도이기에 순서(서열)형 회귀분석을 고려해야 할 것이나 상대적인 향력을 

베타값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선형회귀분석을 적용하 다. 그러나 순서(서열)형 회귀분

석결과와 선형회귀분석결과에 통계적으로 주목할 만한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 다. 주택유형, 
가구수입, 혼인상태 등 가구주만을 대상으로 조사하 거나 주요 향요인에 포함되지 않는 변인

들은 회귀분석에서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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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질서모형에서는 물리적 무질서와 사회적 무질서가 높을수록 우리나라 범죄

가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정도가 높았다. 무질서가 체감범죄율에 향을 주

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 다. 사회통제모형에 있어서는 경찰활동신뢰

도가 높을수록 우리나라 범죄가 감소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

었는데 경찰활동으로 시민들의 체감범죄율을 다스릴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 다. 반면에 공동체효율성은 통계적으로 주목할 만한 향력을 발휘하지 

못하 다. 마지막으로 통제요인으로 고려하 던 지역규모는 서울특별시, 광역시 

등 지역규모가 클수록 범죄가 감소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정도가 높아 범죄에 대

한 평가가 긍정적이었다. 

전체적으로 베타 값을 통해 본 우리나라 범죄추세에 대한 인식에 가장 강한 

향력을 보여주는 변인은 범죄관련 미디어·소문 노출정도(.101) 으며, 경찰활동신

뢰도(-.068), 취약성인식정도(.059), 사회적 무질서에 대한 인식(.058) 등의 순이었다.

3. 거주하는 동네의 범죄추세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가. 개인의 특성과 거주하는 동네의 범죄추세에 대한 인식

다음은 거주하는 동네(지역)의 범죄추세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에 향을 미치

는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이다. 아래 <표 9-9>는 거주하는 동네의 범죄추세에 대

한 인식이 응답자들의 성별, 연령, 혼인상태 등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어떠한 차

이를 보이는가를 살펴본 결과이다. 교차분석을 위하여 우리나라 범죄추세에 대

한 평가는 증가(‘매우 증가할 것이다’  및 ‘약간 증가할 것이다’), 변화 없음, 감

소(‘매우 감소할 것이다’ 및 ‘약간 감소할 것이다’)의 세 범주로 구분하 다.

먼저 성별에 따른 우리나라 범죄추세에 대한 평가가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

면, 남자와 여자 모두 ‘변화가 없을 것이다’라는 평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하 고, 그 다음이 ‘증가할 것이다’, ‘감소할 것이다’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자

(56.9%)는 남자(55.6%)에 비해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안정적인 응답의 정도가 

더 높았다. 남자에 비해 여자는 거주하는 동네의 범죄가 앞으로 증가할 것이라

고 평가한 비율이 다소 높고, 감소할 것이라는 비율은 다소 낮았다. 이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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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다. 

연령에 따른 우리 동네 범죄추세에 대한 평가의 차이를 살펴보면, 모든 연령

대에서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평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 지만, 이러한 

반응은 70대 이상에서 가장 높았고(66.6%), 60대(61.7%), 50대(56.0%), 20대

(55.8%), 10대(55.5%) 순이었다. 연령이 높을수록 동네 범죄에 변화가 없을 것이

라는 안정적인 응답을 하는 것을 엿볼 수 있는 결과 다. 그러나 우리동네 범죄

가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은 30대(36.4%)에서 가장 높고, 20대(32.8%), 40대

(31.1%) 순이었으며, 70대 이상(17.7%)이 가장 낮았다. 

표 9-9  인구학적 특성별 우리동네의 범죄추세에 대한 인식 비교 

(단위: 빈도, %)

구  분
우리나라의 범죄 추세

계 χ2

감소 변화없음 증가

성별
남자 998 (15.6) 3,557 (55.6) 1,845 (28.8) 6,400 (100.0) 6.168*

(2)여자 974 (14.1) 3,933 (56.9) 2,010 (29.1) 6,917 (100.0)

연령

10대 160 (13.8) 644 (55.5) 357 (30.7) 1,161 (100.0)

240.501***
(12)

20대 183 (11.4) 892 (55.8) 524 (32.8) 1,599 (100.0)

30대 306 (12.7) 1,221 (50.9) 874 (36.4) 2,401 (100.0)

40대 420 (16.5) 1,332 (52.4) 790 (31.1) 2,542 (100.0)

50대 422 (17.1) 1,385 (56.0) 665 (26.9) 2,472 (100.0)

60대 234 (14.9) 968 (61.7) 366 (23.3) 1,568 (100.0)

70대 이상 247 (15.7) 1,048 (66.6) 279 (17.7) 1,574 (100.0)

혼인
상태

미혼 424 (12.7) 1,828 (54.6) 1,099 (32.8) 3,351 (100.0)
44.133***

(4)
현재 배우자 있음 1,294 (15.5) 4,696 (56.4) 2,339 (28.1) 8,329 (100.0)

사별이나 이혼 254 (15.5) 966 (59.0) 417 (25.5) 1,637 (100.0)

*** p < .001

혼인상태에 따른 우리 동네 범죄추세에 대한 평가의 차이를 보면 범죄추세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평가가 우세하 으며, 사별이나 이혼한 집단의 경우 우리 

동네 범죄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안정적인 응답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59%), 현재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56.4%), 미혼인 응답자(54.6%) 등이 뒤를 이

었다. 우리 동네 범죄가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은 미혼자(32.8%)가 가장 높고 사

별이나 이혼한 집단(25.5%)이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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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표 9-10>은 조사대상자의 교육수준, 직업, 월평균 가구소득 등과 같

은 사회경제적 특성별로 우리나라 범죄추세에 대한 평가가 어떠한 차이를 보이

는가를 분석한 결과이다. 먼저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교육수준에 상관없이 거

주하는 동네의 범죄발생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평가가 가장 많았다. 하지만 

동네의 범죄가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범주를 살펴보면 대학교 졸업(33.5%)과 

대학원이상 졸업(33.4%)한 시민들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고, 고등학교(29.3%), 

중학교(26.9%), 초등학교(20.8%), 무학(14.7%) 등의 순이었다. 교육수준이 높을

수록 우리 동네 범죄가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정적인 평가가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 다.

구 분 
우리동네의 범죄 추세

계 χ2

감소 변화없음 증가

교육
수준

무학 93(15.6) 416(69.7) 88(14.7) 597(100.0)

182.767***
(10)

초등학교 220(14.5) 983(64.7) 316(20.8) 1,519(100.0)

중학교 248(15.3) 939(57.8) 437(26.9) 1,624(100.0)

고등학교 743(16.3) 2,480(54.4) 1,334(29.3) 4,557(100.0)

대학교 601(13.0) 2,464(53.5) 1,542(33.5) 4,607(100.0)

대학원 이상 67(16.2) 208(50.4) 138(33.4) 413(100.0)

직업

관리전문직 177(15.9) 572(51.3) 366(32.8) 1,115(100.0)

189.818***
(18)

사무직 240(14.1) 905(53.3) 553(32.6) 1,698(100.0)

서비스판매직 326(16.9) 997(51.6) 608(31.5) 1,931(100.0)

농림어업 숙련직 150(16.4) 658(71.8) 109(11.9) 917(100.0)

기능기계조작 및 
조립직

151(14.5) 577(55.4) 314(30.1) 1,042(100.0)

단순노무직 110(15.7) 386(55.0) 206(29.3) 702(100.0)

직업군인 5(13.9) 21(58.3) 10(27.8) 36(100.0)

전업주부 379(14.7) 1,458(56.6) 740(28.7) 2,577(100.0)

학생 211(13.0) 906(56.0) 501(31.0) 1,618(100.0)

무직·기타 223(13.3) 1,010(01.1) 448(26.7) 1,681(100.0)

월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262(16.7) 982(62.5) 326(20.8) 1,570(100.0)

71.621***
(12)

100-200만원 177(14.3) 698(56.2) 366(29.5) 1,241(100.0)

200-300만원 177(13.4) 753(57.0) 391(29.6) 1,321(100.0)

300-400만원 146(15.1) 526(54.3) 296(30.6) 968(100.0)

400-500만원 77(14.4) 317(59.5) 139(26.1) 533(100.0)

500-600만원 47(14.5) 151(46.5) 127(39.1) 325(100.0)

600만원 이상 54(15.8) 191(55.8) 97(28.4) 342(100.0)

표 9-10  사회경제적 특성별 우리동네의 범죄추세에 대한 인식 비교

(단위: 빈도, %)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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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별로 살펴보면, 직업에 상관없이 모든 직업군에서 우리 동네 범죄추세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평가가 우세하 다. 그러나 다른 직업군에 비해 관리전문

직(32.8%)과 사무직(32.6%) 종사자는 우리 동네 범죄가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비

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서비스판매직(31.5%), 학생(31%) 등이 뒤를 이었다. 

농림·어업·숙련직 종사자들의 우리 동네 범죄가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비율이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11.9%).이러한 직업별 우리나라의 범죄추세에 대한 평가

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다.

월평균 가구소득별로 우리나라 범죄추세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는

가를 살펴본 결과,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우리 동네 범죄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

는 응답이 우세하 다. 그러나 우리 동네 범죄가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에 대해

서는 500-600만원의 고소득 군에서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39.1%), 4인가족 기준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수준인 100만원 미만의 집단의 경우 앞으로 

우리 동네의 범죄가 증가할 것이라고 평가한 비율이 20.8%로 가장 낮았다. 

나. 범죄피해경험과 거주하는 동네의 범죄추세에 대한 인식

다음 <표 9-11>은 응답자의 직·간접적인 범죄피해경험 유무에 따라 거주하는 

동네의 범죄추세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는가를 살펴보았다. 직·간접적인 범죄피

해경험의 유무에 관계없이 우리 동네의 범죄추세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반응

이 우세하 다. 

표 9-11  직·간접적인 범죄피해경험유무별 우리 동네의 범죄추세에 대한 인식 비교

구  분
우리나라의 범죄 추세

계 χ2

감소 변화없음 증가

직접
피해 경험

없음 1,905(14.9) 7,242(56.6) 3,651(28.5) 12,798(100.0) 28.203***
(2)있음    67(12.9) 248(47.8) 204(39.3) 519(100.0)

간접
피해 경험

없음 1,862(14.9) 7,112(56.9) 3,532(28.2) 12,506(100.0) 50.467***
(2)있음 110(13.6) 378(46.6) 323(39.8) 811(100.0)

미디어·소문
노출

상관관계 Pearson 상관계수 .068***

취약성인식도 상관관계 Pearson 상관계수 .111***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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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리 동네 범죄가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에 대해서는 직접피해를 경험

한 집단(39.3%)이 경험하지 않은 집단(28.5%)보다 응답률이 높았으며, 간접피해

를 경험한 집단(39.8%)이 경험하지 않은 집단(28.2%)보다 응답률이 높았다. 또

한 범죄관련 미디어·소문 노출 정도가 높고, 취약성에 대한 인식 정도가 높을

수록 우리 동네 범죄가 증가할 것이라는 인식도 높았다.

다. 지역환경에 대한 인식 및 지역특성과 거주하는 동네의 범죄추세에 

대한 인식

아래 <표 9-12>는 지역사회 인식변인과 우리 동네 범죄추세에 대한 인식 간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물리적 무질서와 사회적 무질서가 높을수록 우리 동네 범

죄가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반면에 경찰활동에 대한 신뢰

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공동체효율성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우리 동네 범죄가 

감소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무질서모형에서의 물리·사회적 

무질서와 사회통제모형에서의 공식적 사회통제로써 경찰활동에 대한 인식과 비

공식 사회통제 기제로써 공동체효율성에 대한 인식이 시민들의 동네 체감치안율

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공동체효율성은 앞서 설명한 우

리나라 범죄추세에 대한 인식과는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나 우리 동네 

범죄추세에 대한 인식과는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는 점이 흥미롭다.

표 9-12  지역사회 인식변인과 거주하는 동네 범죄추세에 대한 인식 간의 관계

구  분
물리적
무질서

사회적
무질서

공동체
효율성

경찰활동
신뢰도

우리동네
범죄추세

Pearson 상관계수 .192 .246 -.130 -.163

유의확률(양쪽) .000 .000 .000 .000

N 13,317 13,317 13,317 13,317

*** p < .001

아래의 <표 9-13>은 조사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규모 및 주택유형별로 우

리 동네 범죄추세에 대한 평가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를 분석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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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규모에 관계없이 우리 동네 범죄추세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반응이 우세

하 다. 그러나 우리 동네 범죄가 증가할 것이라는 반응에 있어서는 서울특별시

(33.1%) 거주자들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광역시(32.2%), 중소도시(31.2%), 

읍면지역(20.3%) 등의 순이었다. 거주 지역의 규모가 클수록 우리 동네 범죄가 

증가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었다. 

주택유형별 우리 동네 범죄추세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도 범죄추세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반응이 우세하 다. 그러나 우리 동네 범죄가 증가할 것이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연립·다세대주택 거주자들의 응답률(33.8%)이 가장 높았으며, 

비거주용 건물(32.1%), 아파트(29.8%), 단독주택(21.1%) 순이었다.  

표 9-13  지역규모 및 주택유형과 우리 동네 범죄추세 인식 비교

구  분
우리나라의 범죄 추세

계 χ2

감소 변화없음 증가

지역규모

읍면지역
499

(15.0)
2,159
(64.8)

675
(20.3)

3,333
(100.0)

176.582***
(6)

중소도시
697

(15.0)
2,492
(53.8)

1,443
(31.2)

4,632
(100.0)

광역시
526

(14.7)
1,905
(53.2)

1,152
(32.2)

3,583
(100.0)

서울특별시
250

(14.1)
934

(52.8)
585

(33.1)
1,769
(100.0)

주택유형

단독주택
316

(14.9)
1,361
(64.0)

448
(21.1)

2,125
(100.0)

90.693***
(6)

아파트
428

(15.2)
1,542
(54.9)

838
(29.8)

2,808
(100.0)

연립/
다세대주택

130
(12.6)

555
(53.7)

349
(33.8)

1,034
(100.0)

비거주용
건물

66
(19.8)

160
(48.0)

107
(32.1)

333
(100.0)

*** p < .001

라. 거주하는 동네의 범죄추세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다음의 <표 9-14>는 우리 동네 범죄추세에 대한 인식에 향을 미치는 변인들

의 상대적 향력을 알아보기 위한 회귀분석의 결과이다18). 인구사회학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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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서는 여자들일수록 우리 동네 범죄가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정도가 

높아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동네의 범죄전망에 대해 더 부정적임을 보여주었

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우리 동네 범죄가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정도가 높

은 동네 범죄추세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보 다. 연령의 유의미한 향은 발

견할 수 없었다.

표 9-14  우리 동네 범죄추세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다중회귀분석)

구 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2.539 .064 　 39.949 .000

성별(남자=1) .028 .014 .019 2.069 .039

연령 -.005 .004 -.012 -1.191 .234

학력 .009 .007 .014 1.370 .171

직접범죄피해여부 .063 .034 .016 1.855 .064

간접범죄피해여부 .051 .028 .016 1.856 .063

미디어·소문 노출 .048 .007 .055 6.470 .000

취약성인식정도 .110 .010 .097 10.542 .000

물리적 무질서 .059 .009 .065 6.338 .000

사회적 무질서 .152 .010 .167 15.709 .000

공동체효율성 -.050 .010 -.050 -5.158 .000

경찰활동신뢰도 -.084 .009 -.088 -9.471 .000

지역규모 .011 .007 .014 1.637 .102

F값 124.678***

R2 .101

*** p < .001

범죄피해모형에 있어서는 직접피해경험과 간접피해경험이 유의확률 .05 수준

에서 우리 동네 범죄추세에 대한 인식에 유의미한 향력을 보이지 않았다. 이

18) 우리 동네 범죄추세에 있어서 종속변인이 순서척도이기에 순서(서열)형 회귀분석을 고려해야 

할 것이나 상대적인 향력을 베타 값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선형회귀분석을 적용하

다. 그러나 순서(서열)형 회귀분석결과와 선형회귀분석결과에 통계적으로 주목할 만한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 다. 주택유형이나 혼인상태 등 선형회귀분석에 적합하지 않고 주요 향요인에 

포함되지 않는 변인들은 회귀분석에서 제외되었다(특히 혼인상태는 연령과의 상관관계가 높아 

다중공선성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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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직·간접피해경험이 우리나라 범죄추세에 대한 인식에 유의미한 향을 보

던 것에 대비해 생각해 보면 매우 흥미로운 결과이다. 직·간접범죄피해가 우리 

동네범죄가 문제라기보다는 우리나라 범죄가 문제라는 인식으로 연결되는 것을 

시사하는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또한 기대했던 바와 같이 취약성인식정도

와 범죄관련 미디어·소문 노출정도가 높을수록 우리 동네 범죄가 증가할 것이

라고 생각하는 정도도 높았다.

무질서모형에서 물리적 무질서와 사회적 무질서는 괄목할 만한 수준으로 동네 

범죄추세에 대한 인식을 자극하고 있다. 사회적·물리적 무질서에 대한 인식수

준이 높을수록 우리 동네 범죄가 증가할 것이라는 생각도 높아지는 관계를 확인

할 수 있었다.

사회통제모형에 있어서는 공동체효율성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그리고 경찰

활동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수록 우리 동네범죄가 감소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

향이 있었다. 지역사회경찰활동을 통해 공동체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경찰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려는 노력이 지역사회 주민들의 동네 체감안전도를 높일 수 있다

는 고무적인 결과라 할 수 있겠다. 특히 공동체효율성에 대한 인식이 우리나라 

범죄추세에 대한 인식에는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우리 동네 범죄추

세에 대한 인식에서는 괄목할만한 역할을 하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마

지막으로 통제요인으로 고려하 던 지역규모는 우리 동네 범죄추세에 대한 인식

에 유의미한 향을 보이지 않았다. 이 변인이 우리나라 범죄추세에 대해서는 

괄목할만한 역할을 하 던 점을 상기해보면 흥미로운 발견이다. 

전체적으로 베타 값을 통해 본 우리 동네 범죄추세에 대한 인식에 가장 강한 

향력을 보여주는 변인은 사회적 무질서에 대한 인식(.167)이었으며, 취약성에 

대한 인식정도(.097), 경찰활동에 대한 신뢰종도(-.088), 물리적 무질서에 대한 

인식(.065)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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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범죄에 대한 두려움

범죄에 대한 두려움(fear of crime)은 국가전체 또는 거주하는 동네의 범죄양

상에 대한 주민들의 일반적인 인식도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범죄에 대한 두려

움은 범죄피해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감정적인 차원의 두려움을 의미하는 것이며 

범죄 위험성 정도에 대해 감정이입 없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범죄의 증감추

세를 판단하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이다(Ross & Jang, 2000). 실제로 1970년대 미

국의 볼티모어에서는 시민들의 범죄증가추세에 대한 인식은 급증하 음에도 범

죄에 대한 두려움이 증가하지는 않았다(Ferraro & LaGrange, 1987). 사람들은 미

디어에서 접하는 살인사건에 대해 걱정하면서도 그러한 사건의 실제 피해자가 될 

위험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두려워하지는 않는다. 그런 차원에서 Garofalo(1981)

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범죄와 관련된 어떤 상황에 자극받아 인지하게 되는 

신체적 위해 가능성에 대한 반응으로써 위기감과 염려로 표출되는 감정의 반응

이라고 정의하 다. 즉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범죄피해 우려에 관한 주관적이고

도 감정적인 평가를 포함한다. 이러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사회의 안전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써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개념의 복잡성으로 인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측정하기가 쉽지는 않으나 감

정의 자극과 개인에 대한 위협이라는 반 하여 일반적 두려움(General Fear)과 

구체적 두려움(Specific Fear)로 구분하여 측정하고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전국범죄피해조사에서와 같이 미국의 전국범죄피해조사에서도 활용하는 일반적

인 두려움은 “집근처 거리를 밤에 혼자 걸을 때,” “밤에 혼자 집에 있을 때”의 

두려움을 질문함으로써 최대한 감정을 자극하는 상황에서 반응을 이끌어 내고자 

한다 (Fattah, 1993). 각 범죄유형별 두려움을 측정할 필요가 있어서 구체적 두려

움이 추가되었으나 범죄유형별로 두려움을 객관적인 판단을 한다는 측면에서 범

죄에 대한 두려움에 요구되는 감정의 자극이 결여되었다는 비판이 있다. 범죄에 

대한 일반적 두려움은 감정이 이입된 두려움을 반 하 다는 장점이 있고 구체

적 두려움은 일반적 두려움에서 결여된 각 범죄유형별 두려움을 반 하 다는 

장점이 있다(Fattah, 1993; Hale,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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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유형

가. 범죄에 대한 일반적 두려움(General Fear)

아래 <그림 9-2>는 범죄에 대한 일반적 두려움을 보여주고 있다. 범죄에 대한 

일반적 두려움은 “밤에 혼자 동네 골목길을 걸을 때”와 “밤에 혼자 집에 있을 때” 
귀하는 얼마나 두려움을 느끼십니까? 라는 두 항목으로 측정하 다. 조사결과 

“밤에 혼자 집에 있을 때” 두려움을 느끼는 정도에 대한 질문에 대해 ‘두렵지 않

은 편이다’라는 응답이 3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전혀 두렵지 않다’ 
29.9%, ‘보통이다’ 16%, ‘두려운 편이다’는 15.7%, ‘매우 두렵다’라는 대답은 3.4%

로써, ‘두렵지 않다’는 응답(64.9%)이 ‘두렵다’라는 응답(19.1%)보다 더 많았다.

“밤에 혼자 동네 골목길을 걸을 때” 두려움을 느끼는 정도에 대한 질문에서는 

‘두렵지 않은 편이다’는 응답이 30.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전혀 두렵지 

않다” 23.1%, ‘두려운 편이다’ 22.7%, ‘보통이다’ 16.9%의 순이었으며, ‘매우 두렵

다’라는 응답은 7% 다. 이 질문에 대해 ‘두렵지 않다’는 응답(53.3%)이 ‘두렵다’
라는 응답(29.7%)보다 더 많았으나 앞의 질문에 비해 그 격차가 크게 줄어들었다.

이를 통해 조사대상자들은 밤에 혼자 동네 골목길을 걸을 때와 밤에 혼자 집

에 있을 때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보다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았으며, 밤에 

혼자 집에 있을 때 두려움보다는 밤에 혼자 동네 골목길을 걸을 때 두려움을 느

끼는 사람이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림 9-2  사죄발생추세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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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에 대한 일반적 두려움과는 엄격하게 분리되는 개념이지만 유사한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 자신, 배우자, 자녀 등 대상을 달리한 범죄의 두려움을 묻는 

질문이 전국범죄피해조사에 포함되어 있다. 아래 <표 9-15>는 대상별 범죄에 대

한 두려움의 차이를 보여준다. 두렵다 (“매우 두렵다” 및 “두려운 편이다”)에 대

한 응답비율을 보자면, 자녀가 범죄피해를 당할까봐 “두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61.90% 가장 높고, 배우자가 범죄 피해를 당할까봐 “두렵다” 36.82%, 나 자신이 

범죄 피해를 당할까봐 “두렵다” 25.12% 순이었다. 우리 시민들은 자녀에 대한 

범죄피해 두려움을 가장 우선시하고 나 자신의 범죄피해 두려움을 가장 낮게 평

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구분　
전혀

두렵지 
않다

두렵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두려운 
편이다

매우 
두렵다

평균
(1~5)

나 자신이 범죄피해를 
당할까 봐 두렵다

빈도 2,821 4,102 3,048 2,841 505
2.56

퍼센트 (21.18) (30.80) (22.89) (21.33) (3.79)

배우자가 범죄피해를 
당할까 봐 두렵다

빈도 1,160 2,419 2,457 2,936 582
2.93

퍼센트 (12.14) (25.32) (25.72) (30.73) (6.09)

자녀가 범죄피해를 
당할까 봐 두렵다

빈도 650 1,198 1,655 3,899 1,776
3.54

퍼센트 (7.10) (13.10) (18.00) (42.50) (19.40)

표 9-15  대상별 범죄두려움의 차이 (N=13,317)

나. 범죄에 대한 구체적 두려움(Specific Fear)

범죄유형별 두려움은 절도, 강도, 폭행, 사기, 성폭행, 손괴, 주거침입, 괴롭힘 

등 여덟 가지 유형의 범죄에 대하여 피해를 당할까봐 두려움을 느끼는 정도로 

파악하 다. 절도는 “누군가 몰래 내 돈이나 물건을 훔쳐갈까 봐 두렵다”는 문

항으로, 강도는 “누군가 강제로 내 돈이나 물건을 빼앗아 갈까 봐 두렵다”는 문

항으로, 폭행은 “누군가 나를 구타하여 다치게 할까 봐 두렵다”는 문항으로 측정

하 다. 사기는 “누군가에게 속임을 당해 내 재산을 잃을까 봐 두렵다”는 문항

으로, 성폭행은 “누군가 나를 성적으로 괴롭히거나 성폭행할까 봐 두렵다”는 문

항으로, 손괴는 “누군가 내 물건이나 재산을 부수거나 못쓰게 할까 봐 두렵다”는 

문항으로, 주거침입은 “누군가 허락도 없이 내 집에 침입할까 봐 두렵다”는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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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마지막으로 괴롭힘은 “누군가 나를 쫓아다니거나 전화 등으로 집요하게 

괴롭힐까 봐 두렵다”는 문항으로 측정하 다. 

아래 <표 9-16>은 위에 제시한 여덟 가지 범죄유형별로 두려움의 정도를 분석

한 결과이다. 모든 범죄유형에서 ‘그렇지 않은 편이다’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

고, 그 다음이 ‘전혀 그렇지 않다’의 응답비율의 순으로 나타나 일반국민들의 범

죄에 대한 두려움이 우려할 정도로 높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평균

누군가 몰래 내 돈이나 물건을 
훔쳐갈까 봐 두렵다

2,631 5,875 3,013 1,602 196 
2.31

(19.76) (44.12) (22.63) (12.03) (1.47)

누군가 강제로 내 돈이나 물건을 
빼앗아 갈까 봐 두렵다

2,817 6,049 2,890 1,382 179 
2.25

(21.15) (45.42) (21.70) (10.38) (1.34)

누군가 나를 구타하여 다치게 할까 
봐 두렵다

2,739 5,815 2,921 1,622 220 
2.31

(20.57) (43.67) (21.93) (12.18) (1.65)

누군가에게 속임을 당해 내 재산을 
잃을까 봐 두렵다

2,753 5,773 3,022 1,541 228 
2.30

(20.67) (43.35) (22.69) (11.57) (1.71)

누군가 나를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할까 봐 두렵다

4,330 4,819 2,387 1,462 319 
2.15

(32.51) (36.19) (17.92) (10.98) (2.40)

누군가 내 물건이나 재산을 부수거나 
못쓰게 할까 봐 두렵다

3,093 5,914 2,931 1,192 187 
2.21

23.23 (44.41) (22.01) (8.95) (1.40)

누군가 내 집에  침입할까 봐 두렵다
2,542 4,851 3,100 2,345 479

2.50
(19.09) (36.43) (23.28) (17.61) (3.60)

누군가 나를  쫒아다니거나 전화 
등으로 집요하게 괴롭힐까 봐 두렵다

3,857 5,747 2,530 995 188 
2.09

(28.96) (43.16) (19.00) (7.47) (1.41)

표 9-16  범죄유형별 두려움 (전혀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다 까지 5점척도)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항목을 합쳐서 각 유형의 범죄에 대해 ‘두렵다’
고 응답한 응답자들의 비율을 살펴보면, 절도범죄의 경우에는 13.50%, 강도범죄의 

경우에는 11.72%, 폭행범죄의 경우에는 13.83%, 사기 13.28%, 성폭행 13.38%, 손

괴 10.35%, 주거침입 21.21%, 괴롭힘 8.88%로 나타났다. 즉 주거침입관련 범죄

에 대한 두려움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폭행범죄, 절도범죄, 성폭행, 사

기, 강도, 손괴 등의 순이었고, 괴롭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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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빈도분석결과는 각 항목의 평균점수에도 그대로 반 되어, 주거침입관

련 범죄의 평균점수가 2.50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폭행, 절도, 사기, 강도, 

손괴, 성폭행 순으로 나타났고, 괴롭힘의 경우 평균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2.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앞서 살펴보았던 범죄에 대한 일반적 두려움과 범죄유형별 두려움의 정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래 <표 9-17>은 유형별 범죄두려움

의 수준을 유형별로 분류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범죄에 대한 일반적 두려움은 

“밤에 혼자 골목길을 걸을 때”와 “밤에 혼자 집에 있을 때”의 평가점수의 평균으

로 하나의 척도를 구성하 다. 그리고 범죄유형별 두려움은 재산피해에 대한 

두려움19), 폭력피해에 대한 두려움20), 성폭력 피해에 대한 두려움21) 등 

세 가지로 구분하 다.

　구  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일반적 두려움 평균 13,317 1.00 5.00 2.44 1.13

구체적 두려움 평균 13,317 1.00 5.00 2.27 0.84

재산피해 두려움 평균 13,317 1.00 5.00 2.33 0.87

폭력피해 두려움 평균 13,317 1.00 5.00 2.22 0.87

성폭력피해 두려움 평균 13,317 1.00 5.00 2.15 1.07

표 9-17  범죄 두려움 유형별 기술통계

가. 개인의 특성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

먼저 개인의 인구학적인 특성인 성, 연령, 혼인상태별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먼저 성별 차이에 있어서는 일반적 두려움, 구체적 두려움, 

19) 재산피해에 대한 두려움은 절도, 사기, 손괴범죄, 주거침입에 대한 두려움이 포함되었다

20) 폭력피해에 대한 두려움은 강도, 폭행, 괴롭힘에 대한 두려움이 포함되었다. 

21) 성폭력피해에 대한 두려움은 여성편향적인 척도이기는 하나 남성도 성폭력의 피해자가 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남녀 모두에 적용하 다. 그러나 여성편향성을 고려하여 독립된 변인으

로 접근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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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피해 두려움, 폭력피해 두려움, 성폭력 두려움 전반에 걸쳐 모두 남자에 비

해 여자의 두려움의 평균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반적 두려움의 경우 남자와 여자의 

평균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성폭력 두려움에서보다 

더 두드러진 다는 점이 흥미롭다.

표 9-18  개인의 인구학적 특성별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차이 

 구  분
일반두려움
전체평균

구체적두려움
전체평균

재산피해
두려움평균

신체피해
두려움평균

성폭력
두려움평균

성별

남자
6,400
(1.95)

6,400
(2.04)

6,400
(2.14)

6,400
(2.00)

6,400
(1.73)

여자
6,917
(2.90)

6,917
(2.48)

6,917
(2.51)

6,917
(2.42)

6,917
(2.53)

F값 2838.99*** 971.08*** 624.41*** 795.21*** 2178.43***

연령

10대
1,161 
(2.75)

1,161 
(2.36)

1,161 
(2.37)

1,161 
(2.34)

1,161 
(2.39)

20대
1,599 
(2.70)

1,599 
(2.44)

1,599 
(2.46)

1,599 
(2.39)

1,599 
(2.49)

30대
2,401 
(2.61)

2,401 
(2.40)

2,401 
(2.47)

2,401 
(2.33)

2,401 
(2.34)

40대
2,542 
(2.40)

2,542 
(2.30)

2,542 
(2.36)

2,542 
(2.24)

2,542 
(2.22)

50대
2,472 
(2.36)

2,472 
(2.22)

2,472 
(2.31)

2,472 
(2.16)

2,472 
(2.03)

60대
1,568 
(2.19)

1,568 
(2.09)

1,568 
(2.18)

1,568 
(2.05)

1,568 
(1.82)

70대이상
1,574 
(2.14)

1,574 
(2.01)

1,574 
(2.10)

1,574 
(1.98)

1,574 
(1.69)

F값 73.41*** 64.82*** 44.23*** 53.47*** 137.16***

혼인
상태

미혼
3,351 
(2.56)

3,351 
(2.33)

3,351 
(2.36)

3,351 
(2.29)

3,351 
(2.29)

현재 배우자 
있음

8,329 
(2.40)

8,329 
(2.26)

8,329 
(2.34)

8,329 
(2.21)

8,329 
(2.21)

사별이나 이혼
1,637 
(2.41)

1,637 
(2.16)

1,637 
(2.24)

1,637 
(2.13)

1,637 
(2.13)

F값 26.53*** 20.97*** 11.14*** 20.60*** 69.81***

*** p < .001

연령별로 살펴보면, 일반적 두려움의 경우 연령이 높아질수록 범죄에 대한 두

려움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유형의 두려움에 있어서도 전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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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이 높아질수록 두려움이 낮아지는 일반적인 패턴을 보 으나 연령 구간별로 

그렇지 않은 예외도 있었다. 즉 구체적 두려움에 있어서는 20대의 두려움이 가

장 높고(2.44) 70대 이상의 두려움이 가장 낮았다(2.01). 재산피해 두려움에 있

어서는 30대의 두려움이 가장 높고(2.47) 70대 이상의 두려움이 가장 낮았다

(2.10). 폭력피해 두려움에 있어서는 20대의 두려움이 가장 높고(2.39) 70대 이

상의 두려움이 가장 낮았다(1.98). 마지막으로 성폭력 두려움은 20대가 가장 높

고(2.49) 70대 이상이 가장 낮았다(1.69).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높은 연령

대는 10대(일반적 두려움), 20대(구체적 두려움, 폭력피해 두려움, 성폭력 두려

움), 30대(재산피해 두려움) 등 10대에서 30대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두려움이 

가장 낮은 연령대는 모든 유형의 두려움에 있어서 70대 이상에 집중되어 있었

다. 성별과 연령은 물리적 취약성 지표로써 여성이 남성에 비해 범죄에 대한 두

려움이 높다는 결과는 미국과 국에서 실시된 조사결과와 일치하나, 일반적으

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낮아지는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패

턴은 서구의 결과와는 다른 양상이다. 전통적인 윗사람 존중의 문화 등 동서양

의 문화차이에서 오는 결과로 이해할 수 있겠다.   

혼인상태별 두려움에 차이에 있어서는 모든 두려움 유형에 있어서 미혼자들의 

두려움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일반적 두려움에서만 근

소한 예외가 있음), 그리고 사별이나 이혼한 경우 순이었다. 혼인상태는 연령과 

무관하지 않기에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다. 

아래 <표 9-19>는 개인의 사회경제적 특성별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평균차이

를 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먼저 교육수준별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차이를 

살펴보면, 구체적 두려움, 재산피해 두려움, 폭력피해 두려움 등에서 학력이 높

아질수록 두려움 또한 높아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일반적 두려움의 경우에

는 무학에서 대학졸업까지 꾸준히 두려움의 수준이 높아지다가 대학원졸업자 이

상의 학력에서 두려움이 다소 낮아지는 패턴을 보인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학력

수준이 높아질수록 두려움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

직업별 차이에 있어서는 모든 유형의 두려움에 있어서 전업주부의 두려움 수

준이 가장 높았다. 반면에 모든 유형의 두려움에 있어서 직업군인과 농림·어

업·숙련직의 두려움이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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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가구소득별로 살펴보면, 모든 유형의 두려움에서 100만원 미만인 집단

과 100만원 이상인 집단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집

단은 소득이 더 많은 집단에 비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상대적으로 더 낮았다. 

 구  분 일반적 두려움
구체두려움
전체평균

재산피해
두려움평균

신체피해
두려움평균

성폭력
두려움평균

교육
수준

무학 597(2.17) 597(1.98) 597(2.06) 597(1.97) 597(1.73)

초등학교 1,519(2.27) 1,519(2.09) 1,519(2.18) 1,519(2.05) 1,519(1.84)

중학교 1,624(2.45) 1,624(2.23) 1,624(2.31) 1,624(2.18) 1,624(2.07)

고등학교 4,557(2.45) 4,557(2.29) 4,557(2.35) 4,557(2.24) 4,557(2.18)

대학교 4,607(2.52) 4,607(2.34) 4,607(2.39) 4,607(2.29) 4,607(2.28)

대학원 이상 413(2.37) 413(2.38) 413(2.45) 413(2.33) 413(2.27)

F값 18.51*** 37.06*** 28.82*** 29.04*** 61.74***

직업

관리전문직 1,115(2.37) 1,115(2.33) 1,115(2.40) 1,115(2.28) 1,115(2.24)

사무직 1,698(2.49) 1,698(2.34) 1,698(2.39) 1,698(2.29) 1,698(2.26)

서비스판매직 1,931(2.46) 1,931(2.32) 1,931(2.40) 1,931(2.26) 1,931(2.22)

농림어업숙련직 917(1.93) 917(1.93) 917(2.02) 917(1.90) 917(1.70)

기능기계조작
조립직

1,042(2.02) 1,042(2.10) 1,042(2.20) 1,042(2.05) 1,042(1.85)

단순노무직 702(2.32) 702(2.16) 702(2.24) 702(2.12) 702(1.95)

직업군인 361(1.76) 36(1.95) 36(2.08) 36(1.89) 36(1.58)

전업주부 2,577(2.82) 2,577(2.44) 2,577(2.50) 2,577(2.38) 2,577(2.38)

학생 1,618(2.70) 1,618(2.35) 1,618(2.37) 1,618(2.32) 1,618(2.37)

무직기타공익등 1,681(2.18) 1,681(2.07) 1,681(2.15) 1,681(2.04) 1,681(1.83)

F값 98.31*** 51.92*** 41.28*** 43.43*** 76.59***

월
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1,570(2.27) 1,570(2.11) 1,570(2.19) 1,570(2.07) 1,570(1.88)

100-200만원 1,241(2.47) 1,241(2.29) 1,241(2.36) 1,241(2.24) 1,241(2.16)

200-300만원 1,321(2.51) 1,321(2.34) 1,321(2.42) 1,321(2.27) 1,321(2.20)

300-400만원 968(2.56) 968(2.35) 968(2.41) 968(2.28) 968(2.29)

400-500만원 533(2.52) 533(2.33) 533(2.42) 533(2.26) 533(2.22)

500-600만원 325(2.43) 325(2.32) 325(2.39) 325(2.26) 325(2.20)

600만원 이상 342(2.43) 342(2.26) 342(2.33) 342(2.16) 342(2.30)

F값 9.24*** 13.26*** 11.65*** 9.63*** 21.57***

표 9-19  사회경제적 특성별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차이

*** p < .001



전국범죄피해조사 2012

288

나. 범죄피해경험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

직·간접적인 범죄피해경험 유무에 따라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차이를 보이는

가를 분석한 결과는 <표 9-20>과 같다. 먼저 직접적인 범죄피해경험유무별로 살

펴보면, 일반적 두려움, 구체적 두려움, 재산피해 두려움, 폭력피해 두려움, 성폭

력범죄에 대한 두려움 등 모든 유형의 두려움에 있어서 지난 1년간 범죄피해를 

경험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두려움의 수준이 높았다. 

한편, 지난 1년간 가까운 사람이 범죄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는 사람 또한 그

렇지 않은 사람보다 모든 유형의 범죄 두려움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

를 통해 본인의 직접적인 피해경험 못지않게 평소 가깝게 지내는 사람의 범죄피

해경험 역시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구  분
일반두려움
전체평균

구체두려움
전체평균

재산피해
두려움평균

신체피해
두려움평균

성폭력
두려움평균

직접
피해
경험

없음 12,798(2.43) 12,798(2.25) 12,798(2.32) 12,798(2.21) 12,798(2.14)

있음 519(2.74) 519(2.58) 519(2.72) 519(2.46) 519(2.39)

F값 37.32*** 77.45*** 112.37*** 41.83*** 27.35***

간접
피해
경험

없음 12,506(2.42) 12,506(2.25) 12,506(2.31) 12,506(2.20) 12,506(2.13)

있음 811(2.73) 811(2.56) 811(2.68) 811(2.46) 811(2.37)

F값 58.69*** 108.38*** 143.80*** 70.10*** 38.31***

미디어·소문
노출

상관계수 .101*** .164*** .171*** .146*** .119***

취약성인식도 상관계수 .459*** .476*** .442*** .461*** .436***

표 9-20  직·간접적인 범죄피해경험유무별 범죄두려움 비교

*** p < .001

다음은 본인 및 타인의 범죄피해경험이외에도 범죄관련 이야기를 자주하거나 

범죄관련 뉴스나 프로그램을 자주 보는 등 범죄사건에 많이 노출되는 것이 범죄

에 대한 두려움에 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면, 범죄관련 미디어와 소문에 노출

되는 정도가 많은 사람일수록 일반적 두려움, 구체적 두려움, 재산피해 두려움, 

폭력피해 두려움, 성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 등 모든 역에서 두려움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 스스로의 취약성에 대한 인식이 높은 사람 또한 모든 역의 두

려움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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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역환경에 대한 인식 및 지역특성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

지역환경에 대한 인식 및 특성과 관련해서는 조사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도시규모나 주거 환경 특성과 같은 객관적인 특성과 함께 사회해체이론과 공동

체효율성이론에서 중요시 하는 이웃 간의 관계, 조사대상자들이 인지한 동네의 

사회적·물리적 무질서의 정도, 동네의 경찰활동에 대한 평가 등을 중심으로 범

죄에 대한 두려움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지역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과 범죄두려움 간의 관계는 아래 <표 9-21>에

서 보는 바와 같이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조사대상자들이 인지하는 동네의 물리

적·사회적 무질서의 정도, 주민들 간 유대감(이웃관계)과 비공식사회통제(이웃참

여)를 동시에 고려한 공동체효율성, 동네의 경찰활동에 대한 평가와 범죄에 대한 

두려움간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기대했던 바와 같이 모든 유형의 범죄 두려움에 

있어서 물리적 무질서와 사회적 무질서가 높을수록 두려움 또한 높아지며, 공동

체효율성과 경찰활동신뢰도가 높아질수록 두려움이 낮아지는 관계를 보 다. 관

계의 강도에 있어서는 모든 유형의 두려움에 있어서 사회적 무질서가 가장 강한 

관계를 보 으며, 물리적 무질서, 경찰활동신뢰도, 공동체효율성 순이었다.

구분 물리적무질서 사회적무질서 공동체효율성 경찰활동신뢰

일반두려움
Pearson  
상관계수

.267*** .284*** -.113*** -.176***

구체두려움
Pearson  
상관계수

.239*** .299*** -.080*** -.161***

재산피해
두려움

Pearson  
상관계수

.234*** .294*** -.062*** -.149***

폭력피해
두려움

Pearson  
상관계수

.225*** .278*** -.077*** -.151***

성폭력
두려움

Pearson  
상관계수

.194*** .246*** -.112*** -.161***

표 9-21  지역사회 인식변인과 범죄두려움 간의 상관관계 (N=13,317)

*** p < .001

다음으로 도시규모별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차이가 있는지와 주택유형별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차이가 있는지를 아래 <표 9-22>와 같이 살펴보았다. 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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롭게도 모든 유형의 두려움에 있어서 서울특별시 거주자들이 가장 높은 두려움

의 수준을 보 다. 또한 모든 유형의 두려움에 있어서 가장 낮은 두려움을 보인 

것은 읍면지역 거주자들이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일반적 두려움에 있어서 

광역시 거주자들의 두려움과 중소도시 거주자들의 두려움이 같은 수준이었으나, 

구체적 두려움, 재산피해 두려움, 폭력피해 두려움, 성폭력 두려움 등에서는 중소

도시 거주자들이 광역시 거주자들보다 높은 수준의 두려움을 보 다. 광역시에 

비해 정비가 덜된 중소도시의 환경요소들로 인한 무질서가 한 요소일 수 있겠다. 

 구분
일반두려움
전체평균

구체두려움
전체평균

재산피해
두려움평균

신체피해
두려움평균

성폭력
두려움평균

지역
규모

서울특별시
1,769
(2.55)

1,769
(2.42)

1,769
(2.49)

1,769
(2.37)

1,769
(2.27)

광역시
3,583
(2.50)

3,583
(2.27)

3,583
(2.34)

3,583
(2.21)

3,583
(2.17)

중소도시
4,632
(2.50)

4,632
(2.33)

4,632
(2.38)

4,632
(2.28)

4,632
(2.23)

읍면지역
3,333
(2.24)

3,333
(2.10)

3,333
(2.17)

3,333
(2.06)

3,333
(1.94)

F값 46.47*** 72.58*** 64.39*** 66.40*** 62.53***

거주
주택 
특성

단독주택
2,125
(2.27)

2,125
(2.12)

2,125
(2.21)

2,125
(2.07)

2,125
(1.90)

아파트
2,808
(2.50)

2,808
(2.32)

2,808
(2.38)

2,808
(2.26)

2,808
(2.25)

연립/다세대주택
1,034
(2.63)

1,034
(2.40)

1,034
(2.48)

1,034
(2.33)

1,034
(2.26)

비거주용건물
(상가, 여관, 오피스텔 등)

333
(2.51)

333
(2.37)

333
(2.46)

333
(2.30)

333
(2.26)

F값 29.87*** 36.18*** 29.50*** 29.32*** 53.51***

표 9-22  지역 및 주택특성별 범죄두려움 비교

*** p < .001

거주주택 특성별 범죄두려움의 차이를 보자면, 모든 유형의 범죄 두려움에 있

어서 연립·다세대주택 거주자들 사이에서 두려움의 정도가 가장 높았다. 반면

에 모든 유형의 범죄 두려움에 있어서 가장 낮은 두려움의 수준을 보인 집단은 

단독주택 거주자들이었다. 흔히 아파트의 안전감이 가장 높은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으나 그러한 기대와는 다른 결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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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지금까지 여러 향요인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 간의 단순관계를 통계적으로 

확인하 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향요인들 간 유사한 측면을 상호 통제

하면서 각 향요인의 독특한 향을 알아보는 것이다. 따라서 범죄에 대한 두

려움에 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 향력을 알아보기 위한 회귀분석을 실

시하 다.22) 아래 <표 9-23>은 일반적 두려움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다

중선형회귀분석 결과이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있어서는 남성에 비해 여자들의 

범죄에 대한 일반적 두려움이 높았으며, 나이가 많은 시민들일수록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낮았다. 반면에 학력이 높을수록 범죄에 대한 일반적 두려움도 높았다.

표 9-23  범죄에 대한 일반적 두려움에 대한 다중선형회귀분석 (N=13,317)

구 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543 .079 　 6.916 .000

성별(남자=1) -.679 .017 -.300 -39.858 .000

연령 -.100 .005 -.157 -18.458 .000

학력 .032 .008 .034 3.938 .000

직접범죄피해여부 .077 .042 .013 1.818 .069

간접범죄피해여부 .111 .034 .023 3.251 .001

미디어·소문 노출 .089 .009 .069 9.802 .000

취약성인식정도 .555 .013 .328 43.184 .000

물리적 무질서 .159 .012 .117 13.831 .000

사회적 무질서 .164 .012 .120 13.690 .000

공동체효율성 .035 .012 .023 2.914 .004

경찰활동신뢰도 -.083 .011 -.057 -7.509 .000

지역규모 .027 .008 .023 3.233 .001

F값 708.48***

R2 .390

*** p < .001

22) 주택유형이나 혼인상태 등 선형회귀분석에 적합하지 않고 주요 향요인에 포함되지 않는 변인

들은 회귀분석에서 제외되었다(특히 혼인상태는 연령과의 상관관계가 높아 다중공선성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었다). 가구소득은 가구주를 상대로만 조사한 것이기에 다른 변인들과 동시에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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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모형에 있어서는 직접피해경험과 간접피해경험이 유의확률 .05 수준

에서 일반적 두려움에 유의미한 향력을 보이지 않았다. 반면에 기대했던 바와 

같이 다른 요인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향력을 보 다. 간접피해 경험이 있

는 시민들일수록, 미디어·소문에 노출된 정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취약성에 대

한 인식이 높을수록 범죄에 대한 일반적 두려움도 높았다.

무질서모형에서 물리적 무질서와 사회적 무질서는 범죄에 대한 일반적 두려움

을 자극하 다. 사회적·물리적 무질서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을수록 시민들의 

범죄에 대한 일반적 두려움 또한 높았다.

사회통제모형에 있어서는 기대했던 바와 같이 공식 사회통제의 기제로써 경찰

활동에 대한 신뢰감이 높을수록 범죄에 대한 일반적 두려움도 낮아지는 향력

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기대와는 반대로 비공식 사회통제의 기제로써 공

동체효율성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범죄에 대한 일반적 두려움도 오히려 높아

지는 결과를 보 다. 상관관계분석 상 공동체효율성과 일반적 두려움이 부정의 

관계를 형성했던 점을 고려해 보더라도 이해하기 어려운 결과이다. 그러나 이러

한 결과에 대해서는 범죄 두려움의 다른 유형에 대한 것까지 분석하여 종합적으

로 판단해볼 필요가 있겠다. 지역규모는 대도시로 지역규모가 커질수록 범죄에 

대한 일반적 두려움도 높아지는 향력을 보 다. 

전체적으로 베타 값을 통해 본 범죄에 대한 일반적 두려움에 가장 강한 향

력을 보여주는 변인은 취약성인식정도(.328) 으며, 성별(-.300), 연령(-.157)이 

뒤를 이었다. 즉 주·객관적 취약성 요소가 일반적 두려움에 강한 향력을 미

쳤다. 그 다음으로는 사회적 무질서에 대한 인식(.120), 물리적 무질서에 대한 

인식(.117), 범죄관련 미디어·소문 노출정도(.069) 등의 순이었다. 

아래 <표 9-24>는 범죄에 대한 구체적 두려움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다중선형회귀분석 결과이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있어서는 남성에 비해 여자들

의 범죄에 대한 구체적 두려움이 높았으며, 나이가 많은 시민들일수록 범죄에 

대한 구체적 두려움은 낮았다. 반면에 학력이 높을수록 범죄에 대한 구체적 두

려움도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 두려움에 대한 것과 동일하 다.

범죄피해모형에 있어서는 직접피해경험, 간접피해경험, 미디어·소문 노출정

도, 취약성 인식정도가 모두 범죄에 대한 구체적 두려움에 유의미한 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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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다. 지난 한해 동안 직접 범죄피해를 경험한 경우에는 물론 주변 사람의 피

해로 인한 간접피해를 경험한 경우에도 구체적 두려움이 높았다. 또한 범죄관련 

미디어·소문에 노출된 정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자신의 취약성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범죄에 대한 구체적 두려움도 높았다. 특히 직접피해 여부가 일반적 

두려움에는 크게 유의미한 향력을 보이지 않았으나 구체적 두려움에는 괄목할

만한 향력을 보 다는 점이 특이하다.

표 9-24  범죄에 대한 구체적 두려움에 대한 다중선형회귀분석 (N=13,317)

구 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006 .060 　 -.095 .924

성별(남자=1) -.179 .013 -.106 -13.735 .000

연령 -.063 .004 -.134 -15.252 .000

학력 .045 .006 .064 7.266 .000

직접범죄피해여부 .119 .032 .027 3.698 .000

간접범죄피해여부 .128 .026 .036 4.891 .000

미디어·소문 노출 .108 .007 .113 15.593 .000

취약성인식정도 .536 .010 .427 54.519 .000

물리적 무질서 .062 .009 .061 7.013 .000

사회적 무질서 .158 .009 .155 17.237 .000

공동체효율성 .070 .009 .063 7.612 .000

경찰활동신뢰도 -.059 .008 -.055 -6.976 .000

지역규모 .034 .006 .039 5.256 .000

F값 601.20***

R2 .352

*** p < .001

무질서모형에서 물리적 무질서와 사회적 무질서는 범죄에 대한 구체적 두려움

을 자극하 다. 사회적·물리적 무질서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을수록 시민들의 

범죄에 대한 구체적 두려움 또한 높았다.

사회통제모형에 있어서는 기대했던 바와 같이 공식 사회통제의 기제로써 경찰

활동에 대한 신뢰감이 높을수록 범죄에 대한 구체적 두려움도 낮아지는 향력

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기대와는 반대로 비공식 사회통제의 기제로써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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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체효율성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범죄에 대한 일반적 두려움도 오히려 높아

지는 결과를 보 다. 이러한 공동체효율성의 향력은 일반적 두려움에 대한 것

과 동일한 결과 다. 통제변인으로 고려했던 지역규모는 대도시로 지역규모가 

커질수록 범죄에 대한 구체적 두려움도 높아지는 향력을 보 다. 

전체적으로 베타 값을 통해 본 범죄에 대한 구체적 두려움에 가장 강한 향

력을 보여주는 변인은 취약성인식정도(.427) 으며, 사회적 무질서에 대한 인식

도(.155), 연령(-.134), 범죄관련 미디어·소문 노출정도(.113) 등의 순이었다. 

아래 <표 9-25>는 재산피해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

한 다중선형회귀분석 결과이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있어서는 남성에 비해 여

자들의 범죄에 대한 재산피해 두려움이 높았으며, 나이가 많은 시민들일수록 

범죄에 대한 재산피해 두려움은 낮았다. 반면에 학력이 높을수록 재산피해 두

려움도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설명한 일반적, 구체적 두려움에 대한 것과 

동일하 다.

표 9-25  재산피해 범죄 두려움에 대한 다중선형회귀분석 (N=13,317)

구 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085 .064 　 -1.329 .184

성별(남자=1) -.111 .014 -.064 -7.977 .000

연령 -.048 .004 -.098 -10.810 .000

학력 .041 .007 .057 6.242 .000

직접범죄피해여부 .182 .034 .041 5.316 .000

간접범죄피해여부 .169 .028 .047 6.093 .000

미디어·소문 노출 .117 .007 .118 15.781 .000

취약성인식정도 .523 .010 .404 49.973 .000

물리적 무질서 .063 .009 .060 6.697 .000

사회적 무질서 .169 .010 .162 17.367 .000

공동체효율성 .078 .010 .067 7.939 .000

경찰활동신뢰도 -.058 .009 -.053 -6.537 .000

지역규모 .038 .007 .044 5.622 .000

F값 493.67***

R2 .308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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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모형에 있어서는 직접피해경험, 간접피해경험, 미디어·소문 노출정

도, 취약성 인식정도가 모두 범죄에 대한 재산피해 두려움에 유의미한 향력을 

보 다. 지난 한해 동안 직접 범죄피해를 경험한 경우에는 물론 주변 사람의 피

해로 인한 간접피해를 경험한 경우에도 재산피해 두려움이 높았다. 또한 범죄관

련 미디어·소문에 노출된 정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자신의 취약성에 대한 인식

이 높을수록 범죄에 대한 재산피해 두려움도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범죄에 대

한 구체적 두려움에 대한 것과 동일하 다.

무질서모형에서 물리적 무질서와 사회적 무질서는 범죄에 대한 재산피해 두려

움을 자극하 다. 사회적·물리적 무질서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을수록 시민들의 

범죄에 대한 재산피해 범죄 두려움 또한 높았다.

사회통제모형에 있어서는 기대했던 바와 같이 공식 사회통제의 기제로써 경

찰활동에 대한 신뢰감이 높을수록 범죄에 대한 재산피해 두려움도 낮아지는 

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기대와는 반대로 비공식 사회통제의 기제

로써 공동체효율성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범죄에 대한 재산피해 두려움도 

오히려 높아지는 결과를 보 다. 이러한 공동체효율성의 향력은 앞의 일반

적, 구체적 두려움에 대한 결과와 동일하 다. 통제변인으로 고려했던 지역규

모는 대도시로 지역규모가 커질수록 범죄에 대한 재산피해 두려움도 높아지는 

향력을 보 다.

전체적으로 베타 값을 통해 본 범죄에 대한 재산피해 두려움에 가장 강한 

향력을 보여주는 변인은 취약성인식정도(.404) 으며, 사회적 무질서에 대한 인

식도(.162), 범죄관련 미디어·소문 노출정도(.118), 연령(-.098) 등의 순이었다. 

아래 <표 9-26>은 폭력피해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다중선형회귀분석 결과이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있어서는 남성에 비해 여자들

의 범죄에 대한 폭력피해 두려움이 높았으며, 나이가 많은 시민들일수록 범죄에 

대한 폭력피해 두려움은 낮았다. 반면에 학력이 높을수록 폭력피해 두려움도 높

았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설명한 일반적, 구체적 두려움, 재산피해 두려움에 대

한 것과 동일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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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26  폭력피해 범죄 두려움에 대한 다중선형회귀분석 (N=13,317)

구 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024 .064 　 -.372 .710

성별(남자=1) -.143 .014 -.083 -10.372 .000

연령 -.064 .004 -.132 -14.603 .000

학력 .039 .007 .054 5.915 .000

직접범죄피해여부 .058 .034 .013 1.706 .088

간접범죄피해여부 .095 .028 .026 3.441 .001

미디어·소문 노출 .099 .007 .099 13.376 .000

취약성인식정도 .549 .010 .423 52.584 .000

물리적 무질서 .061 .009 .058 6.495 .000

사회적 무질서 .150 .010 .143 15.400 .000

공동체효율성 .067 .010 .058 6.827 .000

경찰활동신뢰도 -.056 .009 -.051 -6.321 .000

지역규모 .032 .007 .037 4.784 .000

F값 511.68***

R2 .316

*** p < .001

범죄피해모형에 있어서는 간접피해경험, 미디어·소문 노출정도, 취약성 인식

정도가 폭력피해 두려움에 유의미한 향력을 보 다. 지난 한해 동안 주변 사

람의 피해로 인한 간접피해를 경험한 경우에는 폭력피해 두려움이 높았다. 또한 

범죄관련 미디어·소문에 노출된 정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자신의 취약성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범죄에 대한 폭력피해 두려움도 높았다. 직접피해경험은 유의

수준 .05에서 폭력피해 두려움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일반적 

두려움에서와 같은 결과인 반면에 구체적 두려움 및 재산피해 두려움과는 상반

되는 결과 다.

무질서모형에서 물리적 무질서와 사회적 무질서는 범죄에 대한 폭력피해 두려

움을 자극하 다. 사회적·물리적 무질서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을수록 시민들의 

범죄에 대한 폭력피해 범죄 두려움 또한 높았다.

사회통제모형에 있어서는 기대했던 바와 같이 공식 사회통제의 기제로써 경찰

활동에 대한 신뢰감이 높을수록 범죄에 대한 폭력피해 두려움도 낮아지는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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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기대와는 반대로 비공식 사회통제의 기제로써 

공동체효율성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범죄에 대한 폭력피해 두려움도 오히려 

높아지는 결과를 보 다. 이러한 공동체효율성의 향력은 앞의 일반적, 구체적 

두려움 및 재산피해 두려움에 대한 결과와 동일하 다. 통제변인으로 고려했던 

지역규모는 대도시로 지역규모가 커질수록 범죄에 대한 폭력피해 두려움도 높아

지는 향력을 보 다. 

전체적으로 베타 값을 통해 본 범죄에 대한 폭력피해 두려움에 가장 강한 

향력을 보여주는 변인은 취약성인식정도(.423) 으며, 사회적 무질서에 대한 인

식도(.143), 연령(-.132), 범죄관련 미디어·소문 노출정도(.099) 등의 순이었다.

아래 <표 9-27>은 성폭력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다중선형회귀분석 결과이다.

표 9-27  성폭력 범죄피해 두려움에 대한 다중선형회귀분석 (N=13,317)

구 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366 .076 　 4.818 .000

성별(남자=1) -.558 .016 -.261 -33.913 .000

연령 -.122 .005 -.203 -23.299 .000

학력 .078 .008 .088 10.043 .000

직접범죄피해여부 .048 .041 .009 1.190 .234

간접범죄피해여부 .058 .033 .013 1.747 .081

미디어·소문 노출 .104 .009 .085 11.788 .000

취약성인식정도 .548 .012 .343 44.095 .000

물리적 무질서 .061 .011 .047 5.444 .000

사회적 무질서 .136 .012 .105 11.744 .000

공동체효율성 .049 .012 .034 4.211 .000

경찰활동신뢰도 -.066 .011 -.048 -6.184 .000

지역규모 .018 .008 .017 2.257 .024

F값 621.37***

R2 .359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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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사회학적 특성에 있어서는 남성에 비해 여자들의 성폭력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높았으며, 나이가 많은 시민들일수록 성폭력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낮

았다. 반면에 학력이 높을수록 성폭력 범죄에 대한 두려움도 높았다. 이러한 결

과는 앞서 설명한 일반적, 구체적, 재산피해, 폭력피해 두려움에 대한 것과 동일

하 다.

범죄피해모형에 있어서는 지난 한 해 동안 범죄에 대한 직접피해경험 및 간접

피해경험은 유의수준 .05에서 성폭력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유의미한 향을 미

치지 않았다. 반면에 미디어·소문 노출정도와 취약성 인식정도가 성폭력피해 

두려움에 유의미한 향력을 보 다. 범죄관련 미디어·소문에 노출된 정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자신의 취약성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성폭력 범죄피해에 대

한 두려움도 높았다. 범죄에 대한 직접피해경험과 간접피해경험이 성폭력피해 

두려움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은 앞서 다른 유형의 범죄 두려움

에서 최소한 간접피해경험은 유의미한 역할을 하 던 것과 비교해 보면 성폭력

범죄피해 두려움에 있어서의 독특한 결과 다.

무질서모형에서 물리적 무질서와 사회적 무질서는 성폭력피해 두려움을 자극

하 다. 사회적·물리적 무질서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을수록 시민들의 성폭력 

범죄피해 두려움 또한 높았다.

사회통제모형에 있어서는 기대했던 바와 같이 공식 사회통제의 기제로써 경찰

활동에 대한 신뢰감이 높을수록 성폭력 범죄피해 두려움도 낮아지는 향력을 확

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기대와는 반대로 비공식 사회통제의 기제로써 공동체효율

성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성폭력 범죄피해 두려움도 오히려 높아지는 결과를 

보 다. 이러한 공동체효율성의 향력은 앞의 일반적, 구체적, 재산피해, 폭력피

해 두려움에 대한 결과와 동일하 다. 통제변인으로 고려했던 지역규모는 대도시

로 지역규모가 커질수록 성폭력 범죄피해 두려움도 높아지는 향력을 보 다. 

전체적으로 베타 값을 통해 본 범죄에 대한 성폭력 범죄피해 두려움에 가장 

강한 향력을 보여주는 변인은 취약성인식정도(.343) 으며, 성별(-.261), 연령

(-.203)의 순이었다. 즉 주·객관적 취약성요인이 강하게 작용하 다. 그 다음으

로 사회적 무질서에 대한 인식도(.105)가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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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범죄예방활동

이 절에서는 우리 시민들이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노력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이전의 보고서에서는 범죄예방활동을 가구에 대한 예방

활동과 개인에 대한 예방활동으로 구분하 으나 설문항목의 내용이나 통계적

인 요인분석의 결과가 그러한 분류와 일치되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 Skogan과 

Maxfield(1981)은 범죄예방활동은 밤에 밖에 나가기를 꺼리거나 특정 장소를 피

해다니는 등 “소극적(Constrained) 유형의 범죄예방”과 호신도구를 가지고 다니

거나 방범활동에 참여하는 등의 “적극적(Active) 유형의 범죄예방”으로 구분하여 

설명하 다. 그들에 따르면 소극적 유형의 범죄예방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현저

히 떨어뜨리며 지역사회를 부정적인 방향으로 진전하게 하는 특성이 있으며 적

극적 유형의 범죄예방은 지역사회의 융합과 발전에 도움이 되는 특성이 있다. 

그러한 분류는 우리 시민들의 범죄예방활동이 지역사회 발전과 융합에 바람직한 

방향인지 부정적인 방향인지를 가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장에서는 범죄

예방을 Skogan과 Maxfield(1981)이 제시한 소극적 유형과 적극적 유형의 두 가

지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1. 소극적·적극적 유형의 범죄예방활동 현황

시민들의 범죄예방활동을 요인분석 하 을 때 이전의 가구·개인 범죄예방이

라는 분류와 달리 Skogan과 Maxfield(1981)의 소극적·적극적 범죄예방활동에 

적합하게 분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척도의 평균값이 소극적 

유형의 범죄예방활동이 적극적 유형의 범죄예방활동보다 높은 것으로 보아 우리 

시민들은 적극적 유형의 범죄예방활동(평균 1.63)보다는 소극적 유형의 범죄예방

활동(평균 2.62)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소극적 유형의 범죄예방

활동에 있어서 구체적인 활동을 살펴보면 “밤에 자기 전에 문이 잘 잠겼는지 꼭 

확인 한다”(척도평균 3.69)가 가장 빈번한 범죄예방활동이었으며, “범죄피해를 

당할까봐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곳을 피해다닌다”(2.72), “밤에는 혼자 택시를 타

지 않는다”(2.39), “밤에 일이 있어도 밖에 나가기가 무서워서 그 일을 미룬

다”(2.18)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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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항목
요인

적재량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평균

소 극 적
범죄예방

평균:2.62

초기
고유값:3.30

α=.817 

밤에 자기 전에  문이 잘 
잠겼는지 꼭 확인한다

.438
691 1,667 2,118 5,412 3,429

3.69
(5.16) (12.44) (15.81) (40.39) (25.59)

밤에 혼자 다니기가 무서
워 누군가와 같이 다닌다

.839
4,260 5,166 2,176 1,468 247

2.12
(31.79) (38.56) (16.24) (10.96) (1.84)

범죄피해를 당할까 봐 위
험하다고 생각하는 곳을 
피해 다닌다

.849
2,740 3,550 2,563 3,685 779

2.72
(20.45) (26.49) (19.13) (27.50) (5.81)

밤에 일이 있어도 밖에 
나가기가 무서워서 그 일
을 미룬다

.866
3,924 5,242 2,323 1,512 316

2.18
(29.29) (39.12) (17.34) (11.28) (2.36)

밤에는 혼자 택시를 타지 
않는다

.796
3,766 4,386 2,180 2,218 767

2.39
(28.11) (32.73) (16.27) (16.55) (5.72)

적 극 적
범죄예방

평균:1.63

초기
고유값:1.32

α=.516

만약을 대비해서 호신도
구를 가지고 다닌다

.709
7,298 4,774 875 260 110

1.58
(54.47) (35.63) (6.53) (1.94) (0.82)

동네의 자율방범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766
8,571 3,644 809 199 94

1.47
(63.97) (27.20) (6.04) (1.49) (0.70)

2-3일 이상 집을 비울 
때 이웃집에 집을 봐달라
고 부탁한다

.683
6,438 4,040 1,440 1,160 239

1.85
(48.05) (30.15) (10.75) (8.66) (1.78)

표 9-28  소극적·적극적 유형의 범죄예방활동 (척도에 입력된 값은 빈도와 %)

적극적 유형의 범죄예방에서 구체적인 활동을 살펴보면, “2-3일 이상 집을 비

울 때 이웃집에 집을 봐달라고 부탁한다”(1.85)가 가장 빈번하 으며, “만약에 

대비해서 호신도구를 가지고 다닌다”(1.58), “동네의 자율방범 활동에 참여한

다”(1.47) 순이었다. 범죄예방의 전체활동에 있어서 가장 빈번한 활동은 “밤에 

자기 전에 문이 잘 잠겼는지 꼭 확인 한다”(3.69)인 반면에 가장 더딘 활동은 

“동네의 자율방범 활동에 참여한다”(1.47)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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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범죄예방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가. 개인의 특성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

소극적 유형과 적극적 유형의 범죄예방활동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

고자 한다. 아래 <표 9-29>는 개인의 인구학적 특성별 범죄예방 활동의 차이를 

보여준다.

표 9-29  개인의 인구학적 특성별 범죄예방활동의 차이

 구  분 소극적 범죄예방 적극적 범죄예방

성    별

남  자 6,400(2.21) 6,400(1.60)

여  자 6,917(3.00) 6,917(1.66)

F  값 3,504.20** 36.10***

연    령

10 대 1,161(2.76) 1,161(1.61)

20 대 1,599(2.65) 1,599(1.59)

30 대 2,401(2.73) 2,401(1.63)

40 대 2,542(2.66) 2,542(1.67)

50 대 2,472(2.56) 2,472(1.68)

60 대 1,568(2.51) 1,568(1.65)

70대이상 1,574(2.44) 1,574(1.56)

F  값 30.33*** 8.91***

혼인상태

미 혼 3,351(2.60) 3,351(1.59)

현재 배우자 있음 8,329(2.63) 8,329(1.66)

사별이나 이혼 1,637(2.62) 1,637(1.58)

F  값 1.23 27.23***

*** p < .001

개인의 인구학적인 특성인 성, 연령, 혼인상태별 범죄예방활동의 차이를 살펴

본 결과, 소극적 범죄예방과 적극적 범죄예방 두 유형 모두에 있어서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범죄예방활동의 정도가 높았다. 연령에 있어서는 10대(2.76)의 소극

적 범죄예방활동 정도가 가장 높았고, 70대 이상(2.44)에서 소극적 범죄예방활동

의 정도가 가장 낮았다. 소폭의 등락은 있으나 전체적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소극적 범죄예방활동 정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적 범죄예방활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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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는 50대(1.68), 40대(1.67), 60대(1.65)의 예방활동 정도가 높은 반면에 20

대(1.59), 10대(1.61), 30대(1.63)의 젊은 연령대의 예방활동 정도가 낮았다. 소극

적 예방활동은 젊을수록 그리고 적극적 범죄예방활동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더 

적극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소극적·적극적 범죄예방활동 두 유형 모

두에서 70대 이상의 예방활동 정도가 가장 낮았다. 혼인상태별 범죄예방활동에 

있어서는 소극적·적극적 범죄예방활동 모두에서 현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가

장 높은 예방활동 정도를 보 으며(각각 2.63, 1.66), 소극적 예방활동에서는 미

혼인 경우 그리고 적극적 예방활동에서는 사별이나 이혼한 경우에 가장 낮은 예

방활동 정도를 보 다.  

아래 <표 9-30>은 개인의 사회경제적 특성별 범죄예방활동의 평균차이를 분석

한 결과이다. 먼저 교육수준별로 범죄예방활동의 차이를 살펴보면, 교육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예방활동의 정도가 증가함으로써 전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아질

수록 소극적·적극적 범죄예방활동도 활발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직업별 차이를 살펴보자면, 소극적 범죄예방활동에 있어서는 전업주부(3.02) 

학생(2.70)들의 예방활동의 정도가 가장 높은 수준인 반면에 직업군인(2.02), 농

림·어업·숙련직(2.14)의 예방활동 정도가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적극적 범죄

예방활동에 있어서는 관리전문직((1.71)의 예방활동이 가장 높고 농림·어업·숙

련직(1.69)의 예방활동의 정도가 가장 높은 수준인 반면에 직업군인(1.39), 무

직·기타 공익 등(1.55)의 예방활동 정도가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월평균 가구소득별로 살펴보면, 소극적 유형의 범죄예방활동에 있어서 600만

원 이상의 고소득 집단(2.77)이 가장 높은 수준의 예방활동을 보 으며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 집단(2.54)이 가장 낮은 수준의 예방활동을 보 다. 이러한 측면

은 적극적 유형의 범죄예방활동에 있어서도 매우 유사한 패턴을 보 다. 월 가

구소득 300-400만원 집단(1.70)이 가장 높은 수준의 적극적 유형의 범죄예방활동

을 보이기는 하 으나, 전반적으로 600만원 이상의 고소득 집단(1.68)으로부터 

점점 적극적 유형의 범죄예방활동의 정도가 낮아지면서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 

집단(1.57)이 가장 낮은 수준의 적극적 유형의 범죄예방활동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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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소극적 범죄예방 적극적 범죄예방

교육수준

무학 597(2.37) 597(1.54)

초등학교 1,519(2.53) 1,519(1.64)

중학교 1,624(2.63) 1,624(1.63)

고등학교 4,557(2.62) 4,557(1.63)

대학교 4,607(2.67) 4,607(1.64)

대학원 이상 413(2.65) 413(1.77)

F값 13.38*** 7.10***

직  업

관리전문직 1,115(2.59) 1,115(1.71)

사무직 1,698(2.62) 1,698(1.65)

서비스판매직 1,931(2.65) 1,931(1.65)

농림어업숙련직 917(2.14) 917(1.69)

기능기계조작조립직 1,042(2.27) 1,042(1.58)

단순노무직 702(2.50) 702(1.60)

직업군인 36(2.02) 36(1.39)

전업주부 2,577(3.02) 2,577(1.67)

학생 1,618(2.70) 1,618(1.60)

무직기타공익등 1,681(2.44) 1,681(1.55)

F값 135.20*** 9.54***

월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1,570(2.54) 1,570(1.57)

100-200만원 1,241(2.69) 1,241(1.63)

200-300만원 1,321(2.65) 1,321(1.62)

300-400만원 968(2.73) 968(1.70)

400-500만원 533(2.74) 533(1.64)

500-600만원 325(2.72) 325(1.66)

600만원 이상 342(2.77) 342(1.68)

F값 8.94*** 5.57***

표 9-30  사회경제적 특성별 범죄예방 활동의 차이

 

*** p < .001

나. 범죄피해경험과 범죄예방활동

직·간접적인 범죄피해경험 유무에 따라 범죄예방활동에 차이를 보이는가를 

분석한 결과는 <표 9-31>과 같다. 먼저 직접적인 범죄피해경험유무별로 살펴보

면, 소극적 유형의 범죄예방활동에 있어서 지난 한해 동안 범죄피해 경험이 있

는 집단(2.70)이 그렇지 않은 집단(2.62)보다 소극적 유형의 범죄예방활동의 정



전국범죄피해조사 2012

304

도가 높았다. 범죄에 대한 직접피해 경험은 적극적 유형의 예방활동과는 유의미

한 관계를 형성하지 않았다. 지난 1년간 가까운 사람이 범죄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는 사람 또한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소극적 유형의 범죄예방활동의 정도가 높

았다. 그러나 이러한 간접피해 경험 또한 적극적 유형의 예방활동과는 유의미한 

관계를 형성하지 않았다.

범죄관련 미디어와 소문에 노출되는 정도 및 스스로의 취약성에 대한 인식정

도는 소극적·적극적 두 유형의 예방활동 모두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형성하 다. 범죄관련 미디어와 소문에 노출되는 정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스스

로의 취약성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소극적·적극적 범죄예방활동의 정도도 높

아지는 관계를 보 다. 특히 취약성 인식도와 소극적 유형의 예방활동 간의 상

관관계(.44)는 다른 상관관계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다.

 구  분
소극적 유형의 예방활동 적극적 유형의 예방활동

N 평균 N 평균

직접피해경험

없음 12,798 (2.62) 12,798 (1.63)

있음 519 (2.70) 519 (1.64)

F값 4.50* .08

간접피해경험

없음 12,506 (2.61) 12,506 (1.63)

있음 811 (2.74) 811 (1.66)

F값 18.44*** 1.18

미디어·소문
노출

상관관계 Pearson 상관계수 .146*** Pearson 상관계수 .078***

취약성인식도 상관관계 Pearson 상관계수 .444*** Pearson 상관계수 .074***

표 9-31  직·간접적인 범죄피해경험유무별 범죄예방활동의 차이 비교

* p < .05, ** p < .01, *** p < .001

다. 지역환경에 대한 인식 및 지역특성과 범죄예방활동

지역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과 범죄예방활동 간의 관계는 아래 <표 9-32>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조사대상자들이 인지하는 동네의 물

리적·사회적 무질서의 정도, 주민들 간 유대감(이웃관계)과 비공식사회통제(이

웃참여)를 동시에 고려한 공동체효율성, 동네의 경찰활동에 대한 평가와 범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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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활동 간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적극적 유형의 범죄예방활동에 있어서는 기대

했던 바와 같이 물리적 무질서와 사회적 무질서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그리

고 공동체효율성과 경찰활동신뢰도가 높아질수록 적극적 예방활동도 높아지는 

관계를 보 다. 그러나 소극적 예방활동에 있어서는 동네의 물리적, 사회적 무

질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수록 소극적 예방활동의 정도도 높아지는 관계를 보인 

반면에, 공동체효율성에 대한 인식과 경찰활동신뢰도가 높아질수록 소극적 예방

활동의 정도는 낮아지는 관계를 보 다. Skogan과 Maxfield(1981)가 주장하 듯

이 지역사회를 쇠퇴시키는 역할을 하는 소극적 유형의 예방활동을 공동체효율성

이나 경찰활동의 진작을 통해 다스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구분　 물리적무질서 사회적무질서 공동체효율성 경찰활동신뢰

소극적
예방활동

Pearson  
상관계수

.142*** .177*** -.046*** -.069***

적극적
예방활동

Pearson  
상관계수

.080*** .079*** .182*** .044***

표 9-32  지역사회 인식변인과 범죄예방 유형별 상관관계 (N=13,317)

*** p < .001

다음으로 도시규모별로 범죄예방활동의 차이가 있는지와 주택유형별로 범죄예

방활동의 차이가 있는지를 아래 <표 9-33>과 같이 살펴보았다. 흥미롭게도 소극

적 유형의 범죄예방활동 및 적극적 유형의 범죄예방활동 모두에서 서울특별시 

거주자들이 가장 높은 수준의 예방활동을 보 다(각각 2.75, 1.66). 소극적 유형

의 범죄예방활동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활동을 보인 집단은 읍면지역 거주자들

(2.44)이었으며, 적극적 유형의 범죄예방활동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활동을 보인 

집단은 광역시 거주자들(1.60)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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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소극적 예방활동 적극적 예방활동

N 평균 N 평균

도시
규모

서울특별시 1,769 (2.75) 1,769 (1.66)

광역시 3,583 (2.64) 3,583 (1.60)

중소도시 4,632 (2.68) 4,632 (1.65)

읍면지역 3,333 (2.44) 3,333 (1.64)

F값 71.42*** 7.01***

거주
주택 특성

단독주택 2,125 (2.46) 2,125 (1.65)

아파트 2,808 (2.78) 2,808 (1.63)

연립/다세대주택 1,034 (2.74) 1,034 (1.59)

비거주용건물
(상가, 여관, 오피스텔 등)

333 (2.68) 333 (1.64)

F값 61.54*** 2.69*

표 9-33  지역규모 및 주택특성별 범죄예방활동 비교

*** p < .001

거주주택 특성별 범죄예방활동의 차이를 보자면, 아파트 거주자들 사이에서 

소극적 유형의 예방활동이 가장 활발하 고(2.78), 단독주택 거주자들의 소극적 

예방활동의 정도가 가장 낮았다(2.46). 반면에 적극적 예방활동에서는 단독주택 

거주자들 사이에서 적극적 유형의 예방활동이 가장 활발하 고(1.65), 연립·다

세대주택 거주자들의 적극적 예방활동의 정도가 가장 낮았다(1.59).

라. 범죄예방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개인, 지역사회환경에 대한 인식, 지역사회특성과 범죄예방활동 간의 단순관

계를 통계적으로 확인하 다. 그러나 향요인들 간 유사한 측면을 상호 통제하

면서 각 향요인의 독특한 향을 알아보는 것 또한 중요하다. 따라서 범죄예

방활동에 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 향력을 알아보기 위한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23) 아래 <표 9-34>는 소극적 유형의 범죄예방활동에 향을 미치는 

23) 앞의 범죄두려움에 대한 회귀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주택유형이나 혼인상태 등 선형회귀분석

에 적합하지 않은 변인들은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혼인상태는 연령과의 상관관계가 높아 다중

공선성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었다. 또한 주택유형과 가구소득은 가구주를 상대로만 조사한 

것이기에 다른 변인들과 동시에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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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에 대한 다중선형회귀분석 결과이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있어서는 남성에 

비해 여자들의 소극적 유형의 범죄예방활동이 활발하 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소극적 유형의 범죄예방활동의 정도가 낮아지는 반면에, 학력이 높아질수록 소

극적 유형의 범죄예방활동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 다.

표 9-34  소극적 유형의 범죄예방활동에 대한 다중선형회귀분석 (N=13,317)

구 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904 .062 　 14.619 .000

성별(남자=1) -.609 .013 -.352 -45.476 .000

연령 -.048 .004 -.098 -11.214 .000

학력 .058 .006 .080 9.097 .000

직접범죄피해여부 -.043 .033 -.010 -1.301 .193

간접범죄피해여부 .038 .027 .010 1.405 .160

미디어·소문 노출 .114 .007 .116 15.974 .000

취약성인식정도 .397 .010 .307 39.267 .000

물리적 무질서 .040 .009 .038 4.430 .000

사회적 무질서 .080 .009 .077 8.548 .000

공동체효율성 .048 .010 .042 5.062 .000

경찰활동신뢰도 .004 .009 .004 .453 .650

지역규모 .052 .007 .059 7.944 .000

F값 604.314***

R2 .353

*** p < .001

범죄피해모형에 있어서는 직접피해경험과 간접피해경험이 유의확률 .05 수준

에서 소극적 범죄예방활동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범죄관련 

미디어·소문 노출정도와 취약성에 대한 인식은 기대했던 결과를 보 다. 범죄

관련 미디어·소문에 노출된 정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취약성에 대한 인식이 높

을수록 소극적 범죄예방활동의 정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기대했던 바와 같이 무질서모형에서 물리적 무질서와 사회적 무질서는 소

극적 범죄예방활동을 자극하여 이러한 활동이 높아지도록 하는 향력을 보 다.

사회통제모형에 있어서는 기대와 반대로 공동체효율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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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소극적 범죄예방활동도 높아지는 결과를 보 다. 또한 경찰활동신뢰도는 

소극적 범죄예방활동에 유의미한 향을 보이지 않았다. 지역규모는 대도시로 

지역규모가 커질수록 소극적 범죄예방활동의 정도도 높아지는 결과를 보 다.

전체적으로 베타 값을 통해 본 범죄에 대한 일반적 두려움에 가장 강한 향

력을 보여주는 변인은 성별(-.352)이었으며, 취약성인식정도(.307), 범죄관련 미

디어·소문에의 노출정도(.116), 연령(-.098) 등의 순이었다. 취약성 관련 변인의 

향이 큼을 알 수 있다.

아래 <표 9-35>는 적극적 유형의 범죄예방활동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다중선형회귀분석 결과이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있어서는 남성에 비해 여자들

의 적극적 유형의 범죄예방활동이 활발하 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적극적 유형

의 범죄예방활동의 정도가 낮아지는 반면에, 학력이 높아질수록 적극적 유형의 

범죄예방활동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 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이러한 향은 

소극적 유형의 범죄예방활동에서와 동일한 경향이었다. 

표 9-35  적극적 유형의 범죄예방활동에 대한 다중선형회귀분석 (N=13,317)

구 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469 .053 　 8.905 .000

성별(남자=1) -.045 .011 -.037 -3.950 .000

연령 -.004 .004 -.011 -1.059 .290

학력 .043 .005 .084 7.867 .000

직접범죄피해여부 -.033 .028 -.010 -1.172 .241

간접범죄피해여부 .004 .023 .001 .163 .870

미디어·소문 노출 .015 .006 .022 2.504 .012

취약성인식정도 .064 .009 .070 7.409 .000

물리적 무질서 .037 .008 .050 4.809 .000

사회적 무질서 .060 .008 .081 7.465 .000

공동체효율성 .190 .008 .231 23.374 .000

경찰활동신뢰도 .010 .007 .013 1.391 .164

지역규모 .008 .006 .012 1.344 .179

F값 76.344***

R2 .064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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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모형에 있어서는 소극적 유형의 범죄예방활동에서와 마찬가지로 직접

피해경험과 간접피해경험이 유의확률 .05 수준에서 적극적 유형의 범죄예방활동

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범죄관련 미디어·소문 노출정도와 

취약성에 대한 인식은 기대했던 결과를 보 다. 범죄관련 미디어·소문에 노출

된 정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취약성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적극적 유형의 범죄

예방활동의 정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 또한 소극적 유형의 

범죄예방활동에서와 마찬가지 다. 

또한 기대했던 바와 같이 무질서모형에서 물리적 무질서와 사회적 무질서는 

적극적 유형의 범죄예방활동을 자극하여 이러한 활동이 높아지도록 하는 향력

을 보 다. 이러한 결과도 소극적 유형의 범죄예방활동에서와 같은 것이었다.

사회통제모형에 있어서는 공동체효율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수록 적극적 범

죄예방활동도 높아지는 결과를 보 는데 이러한 결과는 이론적으로 그리고 선행

연구에서 보고한 것과 일관된 발견이었다. 아쉽게도 경찰활동신뢰도는 소극적 

범죄예방활동에 유의미한 향을 보이지 않았다. 지역규모는 적극적 유형의 범

죄예방활동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소극적 유형의 범죄예방활

동에서 이 변인이 유의미한 향력을 보 던 것과는 비교되는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베타 값을 통해 본 범죄에 대한 일반적 두려움에 가장 강한 향

력을 보여주는 변인은 공동체효율성에 대한 인식(.231)이었으며, 학력(.084), 사

회적 무질서에 대한 인식(.081), 취약성인식정도(.070) 등의 순이었다.

제4절 범죄인식 및 두려움, 범죄예방활동 변화에 관한 추세분석

1. 범죄발생 인식에 대한 추세분석 

범죄발생추세에 대한 인식을 2009년 및 2011년 전국범죄피해조사 결과와 비교

해보면, 2009년 및 2011년의 경우 우리나라 전체의 범죄가 앞으로 증가할 것(약간 

또는 매우 증가)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75.5%(2009년), 61.4%(2011년) 으나 

2013년의 경우에는 63.7%로 2011년에 비해서는 2.3% 증가한 추이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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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동네의 범죄추세에 대해서는 2009년에는 36.9%가 

앞으로 범죄가 증가할 것(약간 또는 매우 증가)이라고 응답한 반면에, 2011년에

는 이보다 10.1% 포인트가 감소한 26.8%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동네의 범죄

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 다. 그러나 2013년에는 다시 2.1% 포인트가 증가한 

28.9%가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의 범죄가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하 다. 이러한 

결과는 지난 2년간 일반국민들이 체감하는 나라전체와 동네의 범죄가 다소 악화

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림 9-3  우리나라 전체의 범죄 “증가(약간 또는 매우 증가)” 

응답에 대한 조사연도별 추이

 

그림 9-4  거주하는 동네의 범죄 “증가(약간 또는 매우 증가)” 

응답에 대한 조사연도별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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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범죄 두려움에 대한 추세분석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전국범죄피해조사에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 관련 설문 

문항이 1990년 범죄피해조사를 시작할 때부터 조사의 중요한 항목으로 포함되었

다. 특히 1996년 전국범죄피해조사부터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범죄에 대한 일

반적 두려움(general fear)과 구체적인 범죄 유형에 대한 두려움 즉 “구체적 두려

움(specific fear)”으로 나누어 측정하 다. 이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은 지난 

2009년 전국범죄피해조사 시에 전반적인 설문항목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작업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주지하고 있을 것이다. 당시 개편과정에서 범죄에 대한 두려

움과 관련된 문항은 큰 변화가 없었으나, 범죄피해경험을 분류하는 체계가 변화

되면서 구체적인 범죄유형에 대한 두려움을 측정하기 위한 하위문항들이 수정되

었다. 연도별 추이를 통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조망함에 있어서는 측정도구의 

일관성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따라서 일관된 측정도구를 유지해온 일반적인 

두려움 항목에 대해서만 추세분석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 다. 

그림 9-5  범죄에 대한 일반적 두려움의 조사연도별 추이 

시민들의 범죄에 대한 일반적 두려움이 어떤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살펴

보았다. 금번 조사에 포함된 일반적 두려움에 대한 두 항목 중 “밤에 혼자 동네 

골목길을 걸을 때”의 두려움을 측정한 항목은 지난 1996년 이후 실시된 전국조

사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된 질문항목이므로 이 항목을 통해 우리 시민들이 느끼

는 범죄에 대한 일반적인 두려움을 연도별로 비교하 다. 이 질문을 통한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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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은 미국 등 전국범죄피해조사를 앞서 실시했던 나라에서도 통상적으로 활용

하는 방식이다.

<그림 9-5>는 “밤에 혼자 동네 골목길을 걸을 때”에 ‘두렵다(약간 또는 매우 

두렵다)’고 응답한 비율을 연도별로 제시한 것이다. 1996년의 경우를 보면 ‘두렵

다’는 평가가 42.4%이고, 1998년에는 35.1%로 감소하 으나, 2003년에는 다시 증

가하여 39.7%가 밤에 혼자 동네 골목길을 걸을 때 두렵다고 응답하 다. 흥미롭

게도 2006년에는 두렵다는 비율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전체 응답자의 25.2%만이 

두렵다고 응답하 다. 2009년부터는 기존에 2,000여명을 대상으로 하던 전국범죄

피해조사와는 달리 만 명이 넘는 시민들을 표집하고 조사방식에 있어서도 더 체

계적인 표집 및 조사방법을 개편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그런데 이러한 개편

작업 이후의 첫 조사인 2009년에는 범죄에 대한 일반적인 두려움의 수준이 다시 

2003년 수준으로 증가하여, 37.8%의 시민들이 밤에 혼자 동네 골목길을 걷기가 

두렵다고 응답하 다. 유사한 개편구조 속에서 비슷한 조사방법을 활용한 2011년

에는 31.6%의 응답자들이 밤에 혼자 동네 골목길을 걸을 때 두렵다고 응답하여 

2009년에 비해 두려움이 다소 감소하 다. 또한 2013년 조사에서는 더욱 감소한 

29.7%의 시민들이 “두렵다”고 응답하 다. 전국범죄피해조사가 처음 실시된 1996

년의 42.4%의 두려움 비율에 비하면 획기적인 두려움 수준의 개선이다. 그리고 

전국범죄피해조사가 시작된 1996년 이후 두려움의 비율이 다소간의 증감을 반복

하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지난 17년간에 걸쳐 우리나라 국민들이 

느끼는 범죄에 대한 일반적인 두려움은 낮아지는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다. 

3. 범죄예방활동에 대한 추세분석

범죄예방활동에 대한 추세분석은 측정도구 및 조사방식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2011년도 조사결과와 이번 2013년도 조사결과만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

다. 아래 그림은 범죄예방활동에 대한 각 질문에 그렇다(약간 또는 매우)라는 응

답의 비율을 비교한 것이다. 밤에는 혼자 택시를 타지 않는다는 질문에 대한 응

답에서만 2011년도(19.9%)에 비해 2013년도(22.5%)에 다소 증가하 고 호신 도

구를 가지고 다닌다는 응답에는 두 조사연도 간 동일한 비율(2.8%)의 응답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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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을 뿐, 그 이외의 범죄예방활동에 대한 모든 질문항목에 있어서 2011년도에 

비해 2013년도에 “그렇다”는 응답비율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밤에 특정 

장소를 피해 다니거나 무서워서 밖에 나가는 것을 꺼리는 등의 소극적 유형의 

범죄예방활동 뿐만 아니라, 동네 자율방범활동에 참여하거나 집을 비울 때 이웃

집에 감시를 당부하는 등의 적극적인 유형의 범죄예방활동에 있어서도 2011년도

에 비해 2013년도의 예방활동이 감소하 다.

그림 9-6  범죄예방활동에 “그렇다(약간 또는 매우)”는 응답의 조사연도별 비교 

제5절 범죄인식 및 두려움 영향요인에 관한 다수준 분석

범죄에 대한 인식 및 두려움은 개인수준의 요인에 의해 설명되기도 하지만 객

관적인 지역환경의 향을 받기도 한다. 범죄 두려움에 대한 무질서모형과 사회

통제모형은 지금까지 개인수준에서 인식하는 사회적·물리적 무질서를 통해 그

러한 인식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 등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읍면

동 또는 시군구의 실질적인 환경이 범죄에 대한 인식 및 두려움에 향을 미친

다는 것은 선행연구에서 일관되게 보고되는 내용이며(Hale, 1996; Ross & Jang, 

2000), 무질서모형과 사회통제모형의 설명하는 바에 따르더라도 개인이 인식하

는 지역사회의 무질서 및 사회통제 정도와 더불어 객관적 수준의 환경지표로써 

무질서와 사회통제 정도를 고려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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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회 읍면동별 무질서 및 사회통제 수준이 개인수준의 범죄추세인식, 범죄 두

려움, 범죄예방활동에 향을 미치는 정도를 진단하고자 한다. 이번 전국범죄피

해조사는 읍면동을 최소 지역단위로 조사가구를 선정하 으며 전국에서 총 547

개 읍면동이 표집 되었다. 지역수준의 분석에 있어서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권장

되는 것 중 하나는 생활권과 의식이 유사한 가급적 작은 지역을 분석단위로 고

려하라는 것이므로 이 보고서에서는 547개 읍면동별 사회적 무질서, 물리적 무

질서, 공동체효율성에 대한 인식, 경찰활동신뢰도에 대한 소속 읍면동 응답자들

의 평균값을 산출하여 지역단위 지표로 분석을 진행하 다. 읍면동별 설문 응답

자 수는 최소 10명에서 최대 78명 이었으며 평균은 24.35명 이었다. 읍면동별 

센서스자료 등을 통해서 보더라도 지역수준의 이러한 변인을 객관적으로 생성해

내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설문조사자료를 통한 지역별 응답자들의 평균값을 

지역단위 변인으로 활용하는 것이 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 다. 아래 표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읍면동단위에서는 경찰활동 신뢰도가 가장 높고(3.19), 공

동체 효율성(2.99), 물리적 무질서(2.49), 사회적 무질서(2.45) 순이었다.  

　구  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물리적 무질서 1.00 4.00 2.49 .47

사회적 무질서 1.00 4.00 2.45 .51

공동체 효율성 2.00 5.00 2.99 .46

경찰활동 신뢰도 2.00 5.00 3.19 .37

표 9-36  읍면동 수준 변인에 대한 기술통계 (N=547)

1. 범죄추세 인식에 대한 다수준 분석

범죄에 대한 인식 및 두려움의 읍면동수준 분산을 확인하기 위하여 개인적 수

준과 읍면동 수준 변수들을 투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계적 일반화 선형모형을 

분석하 다. 이러한 ANOVA모델은 종속변수의 변량을 지역 간 변량과 지역 내 

변량의 두 수준에서 표시함으로써 다수준분석이 용이한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를 제공한다. 아래 <표 9-3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범죄추세에 대한 인

식의 10.03%가 읍면동수준에서 설명되었고, 우리동네 범죄추세에 대한 인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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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5%가 읍면동수준에서 설명되었다. 이러한 지역수준에서의 변량은 다수준분

석의 선행연구와 논리에 비추어볼 때 범죄추세에 대한 인식이 위계적 분석에 적

합하다는 긍정적인 지표이다. 지역 간 신뢰도와 분산검증의 통계적 유의성 또한 

다수준 분석 진행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준다.

변 수 우리나라 범죄추세에 대한 인식 우리동네 범죄추세에 대한 인식

고정효과

회귀계수(표준오차) 3.637(0.014) 3.143(0.013)

 t-값 267.829*** 233.782***

무선효과

지역내 σ2 0.64502 (89.97%) 0.49958(86.75%)

지역간 T00 0.07191 (10.03%) 0.07627(13.25%)

 분산검증 (χ2/df) (1936.38/546)*** (2403.20/546)***

지역간 신뢰도 0.713 0.772

표 9-37  범죄추세 인식에 대한 위계적 일반선형모형: 기초모형 (ANOVA)

***p < .001

아래 <표 9-38>은 지역 간 요인과 지역 내 요인들의 상대적 향력을 위계적 

일반선형모형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읍면동2수준에서는 경찰활동신뢰도가 우리

나라 범죄추세에 대한 인식에 부정적인 향을 미쳐 읍면동수준의 경찰활동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수록 우리나라 범죄가 감소한다고 인식하는 경향을 보여주었

다. 읍면동수준의 물리적·사회적 무질서와 공동체효율성은 거주하는 동네의 범

죄추세에 대한 인식에 유의미한 향을 미쳤는데, 읍면동수준의 물리적 무질서

와 사회적 무질서가 높을수록 동네 범죄가 증가한다는 인식이 높아진 반면에 읍

면동수준의 공동체효율성이 높아질수록 동네 범죄가 증가한다는 인식이 낮아졌

다. 다수준 분석은 지역수준 변인의 향력을 보여주는 것 이외에 지역수준 변

인과 개인수준 변인간의 교차상호작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읍면동수준의 사회적 무질서는 개인수준의 직접피해경험

과 상호작용하여 지난 한 해 동안 직접 범죄피해를 경험한 시민들 간의 우리나

라와 거주하는 동네의 범죄가 증가한다는 인식이 사회적 무질서가 높은 읍면동

에 사는 범죄 피해자들에게서 더욱 심화되는 경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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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수준 변인 읍면동수준 변인 우리나라 범죄추세에 대한 인식 우리동네 범죄추세에 대한 인식

절편 232.305*** 225.333***

물리적무질서 0.257 2.386*

사회적무질서 -0.253 2.939**

공동체효율성 0.821 -2.229*

경찰활동신뢰 -2.260* -1.349

성별(남자1) 절편 -1.220 3.885***

물리적무질서 -0.273 -0.443

사회적무질서 0.303 0.187

공동체효율성 -0.229 -1.809

경찰활동신뢰 2.505* 1.418

연령 절편 -6.244*** -7.202***

물리적무질서 -0.278 0.345

사회적무질서 0.308 -1.798

공동체효율성 0.484 -1.705

경찰활동신뢰 -0.532 -0.262

교육 절편 2.186* 0.559

물리적무질서 1.438 0.592

사회적무질서 0.450 0.798

공동체효율성 0.918 -0.562

경찰활동신뢰 -0.384 -0.154

간접피해경험 절편 2.929** 3.324**

물리적무질서 1.306 1.535

사회적무질서 -1.819 -1.364

공동체효율성 -1.542 -0.701

경찰활동신뢰 0.179 0.414

직접피해경험 절편 3.388** 2.544*

물리적무질서 -0.259 -1.671

사회적무질서 2.211* 2.888**

공동체효율성 1.311 0.886

경찰활동신뢰 0.788 0.852

취약성인식 절편 8.657*** 14.466***

물리적무질서 0.265 0.797

사회적무질서 0.540 0.784

공동체효율성 -0.071 -0.429

경찰활동신뢰 1.020 -0.053

미디어·소문 절편 13.096*** 8.125***

물리적무질서 -0.456 -0.583

사회적무질서 -0.655 0.338

공동체효율성 -1.913 -1.372

경찰활동신뢰 -0.305 -0.467

표 9-38  범죄추세 인식에 대한 위계적 일반선형모형 결과 (t-값 유의도)

* p < .05,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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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범죄두려움에 대한 다수준 분석

아래 <표 9-39>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읍면동수준 분산을 확인하기 위하여 

개인수준과 읍면동수준 변수들을 투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계적 일반화 선형모

형을 분석한 결과이다. 범죄두려움의 다섯 가지 유형에서 읍면동수준의 변량이 

가장 높은 유형은 구체적 두려움(15.95%)이었으며, 재산피해 두려움(15.93%), 폭

력피해 두려움(15.80%), 성폭력 두려움(9.73%), 일반적 두려움(8.83%) 순이었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유형의 범죄 두려움 변인이 보여주는 지역수준 

변량 크기는 다수준분석의 선행연구와 논리에 비추어볼 때 위계적 분석에 적합

한 정도 다. 각 범죄 두려움 유형별 지역 간 신뢰도와 분산검증의 통계적 유의

성 또한 다수준 분석 진행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준다.   

변 수 일반적 두려움 구체적 두려움 재산피해 두려움 폭력피해 두려움 성폭력 두려움

고정효과

회귀계수
(표준오차)

2.434(0.017) 2.256(0.016) 2.324(0.017) 2.207(0.017) 2.130(0.017)

 t-값 139.629*** 140.681*** 140.573*** 133.562*** 125.380***

무선효과

지역내 σ2 1.17317(91.17%) 0.59902(84.05%) 0.63668(84.07%) 0.64115(84.20%) 1.03413(90.27%)

지역간 T00 0.11362(8.83%) 0.11347(15.95%) 0.12067(15.93%) 0.12027(15.80%) 0.11146(9.73%)

 (χ2/df) (1782.24/546)*** (2898.89/546)*** (2900.07/546)*** (2877.72/546)*** (1898.06/546)***

지역간 신뢰도 0.684 0.807 0.807 0.805 0.706

표 9-39  범죄 두려움에 대한 위계적 일반선형모형: 기초모형 (ANOVA)

***p < .001

아래 <표 9-40>은 지역 간 요인과 지역 내 요인들의 상대적 향력을 위계적 

일반선형모형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읍면동수준에서 사회적 무질서는 모든 유형

의 범죄 두려움에 유의미한 향을 미쳤으며, 읍면동 수준의 공동체효율성은 구

체적 두려움, 재산피해 두려움, 폭력피해 두려움에 유의미한 향을 미쳤고, 읍

면동 수준의 경찰활동신뢰도는 성폭력 두려움에 유의미한 향을 미쳤다. 즉 기

대했던 바와 같이 사회적 무질서가 높은 읍면동에 사는 시민들은 모든 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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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두려움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 으며, 경찰활동신뢰도가 높은 읍면동에 

사는 시민들은 성폭력 두려움이 낮아지는 결과를 보 다. 그러나 기대와 반대로 

공동체효율성이 높은 읍면동에 사는 시민들은 구체적 두려움, 재산피해 두려움, 

폭력피해 두려움이 오히려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는데 앞의 다중회귀분석에서도 

개인수준의 공동체효율성이 높은 수준의 범죄두려움을 야기했던 결과와 일관된 

발견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뒤르깽이 제시한 바와 같이 범죄 두려움의 긍정적인 

역할로 범죄에 대비하는 의욕을 자극하고 그러한 행동을 이끌어 냄으로써 시민

들을 단합시키고 지역사회를 공고히 하는 측면이 있다(Garofalo, 1981)는 주장에 

의지하여 이해할 수 있겠다. 지역수준 변인과 개인수준 변인간의 교차상호작용

에 있어서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몇 가지 의미 있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사회적 무질서와 성별의 교차상호작용에 따르면 여성은 남성에 비해 

모든 유형의 범죄두려움이 높은데, 특히 사회적 무질서가 높은 읍면동에 사는 

여성들일수록 일반적 두려움과 성폭력 두려움이 더 심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역수준의 경찰활동에 대한 신뢰도와 개인수준의 범죄관련 미디어·소문 노출

정도는 모든 유형의 두려움에 교차상호작용을 보 다. 즉 범죄관련 미디어·소

문에 노출되는 정도가 높은 시민들은 모든 유형의 범죄 두려움이 높았는데 경찰

활동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읍면동에 사는 이러한 시민들에게는 두려움이 상쇄

되어 오히려 모든 유형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낮아지는 결과를 보 다. 이러

한 발견은 경찰활동을 통해 범죄 두려움을 낮추는 정책이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공동체효율성은 직·간접피해경험과 흥미로운 교차상호작

용을 보 다. 간접피해경험과 직접피해경험은 거의 모든 유형의 범죄 두려움을 

자극하여 높이는 역할을 하 는데 공동체효율성이 높은 읍면동에 사는 직접피해

를 경험한 시민들에게는 모든 유형의 범죄 두려움이 오히려 낮아지는 결과를 보

인 반면에 같은 지역에 사는 간접피해를 경험한 시민들에게는 범죄 두려움이 오

히려 높아지는 결과를 보 다. 공동체 효율성이 직접피해를 경험한 시민들에게

는 안전감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가까운 사람의 범죄피해의 간접적인 

향은 오히려 심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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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수준 변인 읍면동수준 변인 일반적두려움 구체적두려움 재산피해두려움폭력피해두려움 성폭력두려움

절편 162.833*** 149.371*** 145.155*** 138.310*** 142.637***

물리적무질서 1.564 -0.810 -0.805 -0.395 -1.785

사회적무질서 8.507*** 8.409*** 8.084*** 7.377*** 9.523***

공동체효율성 0.218 2.252* 2.877** 2.044* -0.416

경찰활동신뢰 -1.024 -1.598 -1.102 -1.705 -2.623**

성별(남자1) 절편 -37.851*** -13.874*** -9.197*** -10.681*** -33.025***

물리적무질서 -0.291 -0.608 0.066 -1.490 -0.204

사회적무질서 -2.179* -1.121 -0.715 -0.245 -4.170***

공동체효율성 -1.025 -1.804 -2.535* -1.200 0.213

경찰활동신뢰 0.346 -0.534 -0.371 -0.700 -0.446

연령 절편 -23.401*** -19.335*** -14.683*** -18.191*** -26.806***

물리적무질서 -0.266 -1.515 -1.477 -1.099 -1.832

사회적무질서 0.002 -0.267 0.115 -0.781 -0.104

공동체효율성 -0.804 -1.075 -1.515 -1.037 0.904

경찰활동신뢰 0.110 -0.674 -0.391 -1.073 -0.240

교육 절편 1.911 4.939*** 4.307*** 3.655*** 7.455***

물리적무질서 1.873 -0.068 0.611 -0.205 -1.987*

사회적무질서 -1.174 -1.302 -1.716 -1.050 0.217

공동체효율성 0.590 0.099 -0.124 0.050 0.902

경찰활동신뢰 0.197 0.341 0.554 -0.130 0.615

간접피해경험 절편 4.762*** 6.884*** 7.792*** 5.471*** 3.444**

물리적무질서 -0.267 0.084 0.308 0.137 -0.615

사회적무질서 1.066 0.578 0.645 0.076 1.106

공동체효율성 0.475 2.307* 2.418* 1.301 3.088**

경찰활동신뢰 0.564 -0.723 -0.755 -0.393 -1.038

직접피해경험 절편 2.132* 4.575*** 6.115*** 2.662** 1.629

물리적무질서 1.975* 0.945 0.843 0.939 0.701

사회적무질서 -1.656 -1.748 -1.391 -2.088* -0.971

공동체효율성 -2.172* -3.272** -2.631** -3.393*** -3.268**

경찰활동신뢰 2.590* 1.829 1.634 1.476 2.402*

취약성인식 절편 45.226*** 54.458*** 49.950*** 51.902*** 45.079***

물리적무질서 1.918 -1.213 -0.503 -1.922 -1.097

사회적무질서 -1.041 0.772 0.046 1.851 0.019

공동체효율성 -2.160* -0.622 -0.667 0.550 -3.017**

경찰활동신뢰 0.449 -1.525 -1.276 -1.507 -1.589

미디어·소문 절편 9.618*** 16.400*** 16.348*** 14.140*** 12.923***

물리적무질서 -0.148 -0.085 0.034 -0.380 0.298

사회적무질서 -0.582 -0.433 -0.733 0.047 -0.371

공동체효율성 -1.233 -0.393 -0.509 0.207 -1.279

경찰활동신뢰 -2.334* -3.321 -3.176** -3.203** -2.215*

표 9-40  범죄두려움에 대한 위계적 일반선형모형 결과 (t-값 유의도)

*p < .05,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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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범죄예방활동에 대한 다수준 분석

아래 <표 9-41>은 범죄예방활동에 대한 읍면동수준 분산을 확인하기 위하여 

개인적 수준과 읍면동 수준 변수들을 투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계적 일반화 선

형모형을 분석한 결과이다. 소극적 유형의 범죄예방활동의 14.15%가 읍면동수준

에서 설명되었고, 적극적 유형의 범죄예방활동의 17.36%가 읍면동수준에서 설명

되었다. 이러한 지역수준에서의 변량은 다수준분석의 선행연구와 논리에 비추어

볼 때 범죄예방활동에 대한 위계적 분석이 적합하다는 긍정적인 지표이다. 지역 

간 신뢰도와 분산검증의 통계적 유의성 또한 다수준 분석 진행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준다.

변 수 소극적 유형의 범죄예방활동 적극적 유형의 범죄예방활동

고정효과

회귀계수(표준오차) 2.608(0.016) 1.625(0.012)

 t-값 165.170*** 134.045***

무선효과

지역내 σ2 0.64901(85.85%) 0.31453(82.64%)

지역간 T00 0.10698(14.15%) 0.06607(17.36%)

 분산검증 (χ2/df) (2582.44/546)*** (3124.79/546)***

지역간 신뢰도 0.785 0.822

표 9-41  범죄예방활동에 대한 위계적 일반선형모형: 기초모형 (ANOVA)

***p < .001

아래 <표 9-42>은 범죄예방활동에 대한 지역 간 요인과 지역 내 요인들의 상

대적 향력을 위계적 일반선형모형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읍면동 수준의 변인 

중에서 사회적 무질서가 두 유형 모두에 유의미한 향을 미쳤으며 공동체 효율

성은 적극적 유형의 범죄예방활동에 유의미한 향을 미쳤다. 즉 읍면동수준의 

사회적 무질서가 높을수록 소극적 유형의 범죄예방활동과 적극적 유형의 범죄예

방활동을 자극하여 그러한 활동의 정도가 높았으며, 읍면동수준의 공동체효율성

이 높을수록 적극적 유형의 범죄예방활동이 활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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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수준 변인 읍면동수준 변인 소극적 유형의 범죄예방활동 적극적 유형의 범죄예방활동

절편 185.804*** 128.232***

물리적무질서 -0.574 -0.154

사회적무질서 7.585*** 4.103***

공동체효율성 -0.900 4.543***

경찰활동신뢰 0.255 1.173

성별(남자1) 절편 -47.399*** -4.545***

물리적무질서 0.523 -0.907

사회적무질서 -1.884 0.832

공동체효율성 0.447 1.889

경찰활동신뢰 0.649 -2.727**

연령 절편 -11.910*** 1.520

물리적무질서 0.602 -0.516

사회적무질서 -1.245 0.114

공동체효율성 -2.648** 0.764

경찰활동신뢰 -0.022 0.363

교육 절편 4.478*** 5.228***

물리적무질서 0.391 0.433

사회적무질서 -1.332 -1.630

공동체효율성 0.520 -0.446

경찰활동신뢰 -0.323 0.773

간접피해경험 절편 1.791 1.392

물리적무질서 0.831 1.255

사회적무질서 0.086 -0.309

공동체효율성 0.408 0.144

경찰활동신뢰 1.000 1.143

직접피해경험 절편 -0.753 0.106

물리적무질서 1.466 0.982

사회적무질서 -0.990 -0.715

공동체효율성 -1.266 -1.667

경찰활동신뢰 1.310 0.934

취약성인식 절편 40.021*** 5.314***

물리적무질서 -0.265 -2.213*

사회적무질서 0.015 0.548

공동체효율성 -0.874 -0.080

경찰활동신뢰 0.813 -2.078*

미디어·소문 절편 16.124*** 7.410***

물리적무질서 -0.502 -0.404

사회적무질서 -0.816 -0.210

공동체효율성 -0.252 0.656

경찰활동신뢰 -1.998* 0.915

표 9-42  범죄예방활동에 대한 위계적 일반선형모형 결과 (t-값 유의도)

*p < .05, **p < .01, ***p < .001



전국범죄피해조사 2012

322

또한 <표 9-4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역수준 변인과 개인수준 변인 간 의미 

있는 교차상호작용을 확인할 수 있다. 개인 수준의 취약성에 대한 인식은 소극

적·적극적 유형의 범죄예방활동을 높이는 역할을 하 는데 물리적 무질서와 경

찰활동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읍면동에서는 이러한 취약성에 대한 인식이 적극

적 유형의 범죄예방활동을 저해하는 역할을 하 다. 읍면동 수준의 경찰활동신

뢰도와 개인수준의 범죄관련 미디어·소문 노출 간의 교차상호작용에 의하면 범

죄관련 미디어·소문에 노출된 정도가 높을수록 소극적·적극적 유형의 범죄예

방활동의 정도도 높았는데, 경찰활동신뢰도가 높은 읍면동에 거주하는 이러한 

시민들 사이에서는 특정 장소를 피해 다니거나 밤에 외출을 꺼리는 등의 소극적 

유형의 범죄예방활동이 줄어드는 긍정적인 교차상호작용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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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요약 및 결론

제1절 주요 연구결과 

1. 2012년 주요 범죄유형별 피해율 및 피해결과

(1) 이번 조사결과에서 측정한 범죄는 성폭력범죄와 강도범죄, 폭력(협박/폭행

/상해 등)범죄 등의 폭력성 범죄와 소매치기범죄, 일반절도, 주거침입범죄, 손괴

범죄, 사기범죄 등의 재산범죄로 구성되며, 피해율 계산은 이 같은 항목으로 측

정된 범죄에 국한된다. 이번 조사결과에서 측정한 범죄피해 항목상의 전체 피해

건수는 전체 표본 수 13,317명 중 601건이다. 이는 2012년도 우리나라 만 14세 

이상의 추계 인구인 42,936,210명 중 1,975,155건에 해당하며, 백분율로 따지면 

4.6%, 인구 10만 명 당 4,600.2건이라고 추정된다.

(2) 폭력성 범죄피해는 13,317명의 표본 중 92건으로 42,936,210명 중 323,959

건, 백분율로는 0.8%, 인구 10만 명 당 피해발생비로는 754.5건으로 추정할 수 

있다. 폭력성 범죄피해를 세분화할 경우, 성폭력 범죄는 인구 10만 명 당 173.5

건(0.2%), 강도 범죄는 65.7건(0.1%), 폭력(협박/폭행/상해 등)범죄는 515.3명

(0.5%)으로 추산되었다. 재산 범죄피해는 13,317명의 표본 중 509건으로, 

42,936,210명 중 1,651,196건, 백분율로는 3.8%, 인구 10만 명 당 피해발생비로는 

3,845.7건으로 추정할 수 있다. 재산 범죄피해를 세분화할 경우, 소매치기범죄는 

인구 10만 명 당 103.4건(0.1%), 주거침입범죄는 1,076건(1.1%), 일반절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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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9건(1.2%), 손괴범죄는 628.4건(0.6%), 사기범죄는 813건(0.8%)으로 추산되

었다. 단, 이와 같은 피해율 계산은 모두 개인을 피해의 단위로 상정하여 분석

을 실시한 결과이다. 

(3) 이번 조사에서는 기본적으로 범죄피해를 폭력성 범죄피해와 재산 범죄피

해로 나누어 분석했지만, 그 기준과는 별도로 가구대상 범죄에 대한 분석을 실

시해 보기도 하 다. 가구대상 범죄에는 폭력성 범죄군의 강도범죄 중 주거침입

강도범죄가 포함되고, 재산 범죄군 중에서는 주거침입절도범죄, 주거침입손괴범

죄, 단순주거침입범죄, 차량절도범죄, 자동차손괴범죄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가

구대상 범죄피해만을 따로 뽑아서 가구당 피해율을 계산해 보자면, 표본 전체인 

6,300가구 중 153가구에서 가구대상 범죄피해가 발생하 는데, 이는 2012년도 

우리나라 추계 가구 수인 18,077,981가구 중 455,925가구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

정해 볼 수 있다. 이 같은 결과는 백분율로는 약 2.5%에 해당하며, 10만 가구당 

피해 가구 수는 2,522가구이다. 가구대상 범죄피해를 세분화했을 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범죄피해는 주거침입절도 범죄피해 고, 그 다음은 자동차손괴 

범죄피해 던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침입절도 범죄피해는 6,300가구 중 78가구, 

18,077,981가구 중 209,092가구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으며, 이는 

백분율로는 약 1.2%이고 10만 가구 중 1,156.6가구로 추정된다. 자동차손괴 범

죄피해는 6,300가구 중 44가구, 18,077,981가구 중 145,600가구에 해당되는 것으

로 추정해 볼 수 있으며, 이는 백분율로는 약 0.8%이고 10만 가구 중 805.4가구

로 추정된다.

(4) 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에서 나타난 601건의 범죄피해를 당한 피해자 수

는 519명이었다. 이는 피해자들 중 일부는 2건 이상의 중복피해를 입었다는 뜻

이기도 하다. 최소한 1건 이상의 피해를 입은 519명을 가구원가중치를 적용하여 

전체 인구 중 피해인구로 추정해 보자면, 1,709,632명이다. 이는 2012년도 기준 

우리나라의 만 14세 이상 국민의 4.0%에 해당된다. 2건 이상의 중복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수는 표본 중에서는 58명이었으며, 만 14세 이상 인구 중에서 195,434

명(0.5%) 정도로 추정된다.

(5) 또한 이번 조사에서는 중복피해와는 별도로 상습범죄피해에 대한 측정 및 

분석을 실시해 보기도 하 다. 중복피해가 서로 분명하게 구별되는 두 가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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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범죄피해를 의미한다면, 상습피해는 매우 유사한 양식의 범죄피해를 동일

한 가해자로부터(단, 경우에 따라서는 동일 가해자가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음) 

여러 차례(본 조사에서는 5차례 이상으로 측정) 경험한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다. 상습피해의 전형적 사례를 꼽자면, 폭력성 범죄에서는 상습적인 가정폭

력피해나 상습적인 학교폭력피해, 심각한 유형의 스토킹범죄피해가 해당될 수 

있고, 재산 범죄에서는 상습적인 절도피해가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조사

에서 이러한 상습피해는 적게는 5건에서 많게는 36건까지 경험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습피해자는 수는 총 6,300명의 표본 중 9명(0.1%)이었다. 이

러한 상습피해 발생건수는 앞서 언급한 601건에 포함하지는 않았는데, 상습피해

의 개별 피해건수들을 모두 합산할 경우엔 전체 피해건수는 688건으로 늘어나고

(피해율은 4.6%에서 5.2%로 상승) 폭력성 범죄군 피해는 92건에서 150건(피해율

은 0.8%에서 1.1%로 증가)으로 재산 범죄피해는 509건에서 538건(피해율은 

3.8%에서 4.0%로 증가)으로 늘어나게 된다.

(6) 상습피해를 당한 경우 중 그 특징이 가장 두드러지는 사건은 가정폭력 상

습피해 사례와 스토킹상습피해 사례 다. 이 중 가정폭력 상습피해자는 술에 취

한 남편으로부터 1년간 30여 차례의 폭행을 당했으며 그 중 가장 심각한 사건에

서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의 병원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 다. 이 피해자는 자살

시도 등의 극심한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해자가 

남편이라서 경찰에 신고를 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드러나기도 하 다. 참고로, 

가정폭력 사례는 본 조사에서 오로지 이 한 건만이 포착되었다. 다른 가정폭력 

사례들도 있었는데 제대로 응답을 하지 않아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인지는 분명

치 않아 보인다. 혹시라도 응답을 하지 않은 다른 가정폭력 사례가 없었던 경우

다면, 본 조사에서 가정폭력은 대략 기혼 여성 4,217명 중 1사례 꼴라는 말이 

된다(물론 사례수가 극히 적기 때문에 그 추정 역시도 매우 불안정하기는 하다). 

어쩌면, 가장 심각한 유형의 가정폭력 사례만 포착이 되고 기타 상대적으로 경

미한 가정폭력 사례들은 제대로 보고되지 않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하다. 한편, 

폭력을 동반한 6차례에 걸친 상습 스토킹 피해 사례도 있었는데, 그 가해자는 

이혼 또는 사별한 여성 피해자의 애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엔 경찰

에 신고가 되어서 가해자가 검거가 되긴 하 지만, 피해자는 상담치료를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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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등의 후유증에 시달린 것으로 보고되었다. 

(7) 이번 조사에서 측정한 각 개별 하위범죄 유형들에서 나타난 피해 결과의 

심각성을 각 범죄유형별로 서로 비교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긴 하나, 가장 단

순하게 금액으로 환산한 각 유형별 평균 피해액을 계산하여 서로 비교해 볼 수 

있기는 할 것이다. 먼저 폭력성 범죄피해자들 중 신체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총 

20사례)의 치료비 평균을 살펴보면, 약 30만원 가량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적

게는 1천원에서 많게는 150만원까지 소요되었다고 한다. 폭력성 범죄피해자들은 

재산적인 측면보다 정신적인 측면에서 더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금액을 재산범죄와 비교할 수는 없을 것이긴 하다. 재산범죄에

서의 평균 피해금액을 살펴보면, 우선 절도범죄(총 236사례)는 평균 피해액은 89

만원 정도 다. 적게는 7천원에서부터 많게는 3천만원까지의 범위 다. 절도범

죄를 소매치기나 일반절도와 같은 대인절도와 주거침입절도범죄로 나눌 경우, 

전자(148사례)의 평균은 대략 50만원 정도 던 데 비해 후자(87사레)의 평균은 

150만원을 상회하는 수준이었다. 다음으로, 손괴범죄의 경우(60사례)엔, 평균 피

해액이 약 32만원 정도 던 것으로 나타났다. 적게는 2만원에서부터 많게는 2백

만원까지의 범위 다. 끝으로, 사기범죄(108사례)의 경우 그 평균 피해액이 1천

만원 남짓한 액수(최소 3천원에서 최대 3억원까지의 범위)여서 조사된 모든 유

형 중 금액상으로는 가장 큰 액수 다. 재산범죄 피해액 중 피해자들이 가해자

들로부터 제대로 배상을 받은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는 수준에 가까웠다. 이는 

폭력피해에 대한 배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다고 할 수 있다. 

2. 2012년 범죄피해 신고율과 정책 시사점 

(1) 범죄피해에 대한 경찰신고율을 살펴 본 결과, 전체범죄피해 신고율이 24.7

퍼센트 으며 재산피해범죄에 비해 폭력피해범죄의 신고율이 상대적으로 높았

다. 폭력피해범죄에서는 폭행피해의 신고율이 가장 높았고 성폭력피해의 신고율

이 가장 낮게 나타난 반면, 재산피해범죄는 사기피해의 신고율이 가장 높았고 

손괴피해의 신고율이 가장 낮았다. 특히 성폭력피해의 신고율을 제고하는 방안

이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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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찰의 사건조치와 관련해서는 폭력피해 신고사건과 재산피해 신고사건에

서 경찰이 직접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내용을 확인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폭력

피해범죄 신고의 경우 재산피해범죄 신고에서보다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내용을 

확인하는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폭력피

해 신고에서 10퍼센트를 상회하고 재산피해의 경우는 더 높았다. 이러한 상황은 

특히 재산피해의 경우에는 전화로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결과와 

더불어 우리 경찰의 신고대응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3) 범죄피해신고를 통해 폭력피해 범죄의 경우에는 57.9퍼센트의 피해신고에 

있어서 모두 검거되었다고 응답하 다. 그러나 재산피해 범죄의 경우에는 아무

도 검거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의 65.5퍼센트나 되었고, 모두 검거한 

경우는 13.5퍼센트에 불과하 다. 재산피해 범죄에서 아무도 검거하지 못했다는 

응답은 사건해결이 합의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서 신중

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겠으나 재산피해 신고의 낮은 검거율과 폭력피해 신고의 

경우에도 18.9퍼센트의 경우 범인을 검거하지 못했다는 응답은 범인 검거에 대

한 경찰의 수사력을 재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4) 신고사건 처리만족도에 있어서 재산피해에 대한 경찰조치에 불만족을 보

이는 정도가 폭력피해에 대한 경찰조치의 경우보다 높았다. 또한 신고사건처리 

과정에서의 시간손실을 분석한 결과, 흥미로운 점은 신고자들이 경찰단계에서 

시간손실이 있었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검찰, 법원단계에서의 시간손실에 대한 

인식보다 높았으나, 실제 시간손실 일수는 폭력피해와 재산피해 사건처리 모두

에 있어서 법원단계에서 가장 길었고, 특히 폭력피해 사건의 경우 경찰단계에서

의 시간손실 일수가 가장 짧았다는 것이다.

(5) 2008년 이후 범죄피해 신고율에 대한 추이를 살펴본 결과, 조사연도별로 

계속해서 범죄피해 신고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이러한 추세는 경

찰의 적극적인 활동에도 기인한 바 있겠지만 민주적인 사회분위기의 성숙으로 

인한 신고의식의 증가는 물론 IT통신기술의 발달과 민간경비인력의 적극적인 활

동 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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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2년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들

(1) 지역특성에 따른 범죄피해 : 재산범죄의 경우, 이웃 간의 유대관계가 강

할수록 일반절도피해와 주거침입범죄피해 가능성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상과 달리 지역문제에 대한 이웃들의 참여의지가 높을수록 재산범죄피해 가능

성이 높았다. 재산범죄피해에 취약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다른 지역에 비

해 범죄문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

된다. 물리적 무질서와 사회적 무질서 모두 재산범죄피해율에 유의미한 향을 

미쳤다. 거주지역이 물리적으로 무질서하다고 응답한 사람의 5.8%가 재산범죄피

해를 경험한 반면 무질서하지 않다고 한 응답자의 2.8%만이 피해를 당했다. 지

역경찰의 범죄예방활동과 범죄통제역량의 수준도 재산범죄피해와 유의한 상관관

계를 보 다. 경찰활동이 효과적이라고 인식한 집단의 재산범죄피해율이 2.6%로 

비효과적이라고 인식한 집단의 6.8%보다 상당히 낮았다. 지역의 범죄발생 추세

에 관하여 범죄가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재산범죄피해율이 4.5%로 불

변 또는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3.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범죄의 경우, 이웃관계, 이웃참여, 물리적 무질서의 수준에 따른 피해

율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사회적 무질서 수준에 따른 피해율은 무

질서지역이 2.1%, 보통인 지역이 0.6%, 질서지역이 0.3%로 그 차이가 유의미했

다. 경찰활동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 또한 피해율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경찰활동이 효과적이거나 보통수준이라고 인식한 응답자의 0.5%만

이 폭력피해를 당한 반면 비효과적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1.2%가 한 번 이상의 

폭력피해를 경험했다. 또한 거주지역의 범죄가 증가한다고 인식한 집단의 폭력

범죄피해율이 다른 집단보다 유의한 수준에서 높게 나타났다.

(2) 가구특성에 따른 범죄피해 : 주거침입범죄와 관련해서, 주택유형이 단독주

택인 가구의 3.3%, 연립/다세대주택 가구의 2.1%가 주거침입범죄를 경험한 반면 

아파트 가구의 0.6%만이 주거침입범죄피해를 당했다. 취약한 방범수준은 주거침

입범죄피해의 위험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자체 및 

그 주변에 방범시설을 전혀 갖추지 않은 경우 주거침입범죄 피해율이 3.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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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7-8개의 방범시설을 갖춘 가구의 피해율은 0.4%에 불과했다. 마지막으로 

하루 중 집을 비우는 시간이 4시간 미만이거나 4시간에서 8시간 사이인 경우 주

거침입범죄피해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집을 비운정도에 따른 집단 간의 피해

율 차이는 유의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3)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범죄피해 : 재산범죄피해의 경우, 연령변수

와 관련해서  30대 응답자의 4.7%가 재산범죄피해 경험이 있다고 대답하여 피

해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50대 3.8%, 40대 3.5% 순이었다. 반면 70대 응

답자의 1.9%만이 재산범죄피해가 있다고 대답하여 가장 낮은 피해율을 보 다. 

교육수준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재산범죄피해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원졸업자의 5.6%, 대학졸업자의 3.7%, 그리고 전문대졸업

자의 3.9%가 재산범죄피해를 경험한 반면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응답자의 

2.0%, 초등학교 졸업자의 3.0%만이 피해를 경험하 다. 직업의 유형 중에는 관

리자/전문가의 피해율이 4.9%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기능원(4.1%), 서비스/

판매종사자(4.1%), 전업주부(3.4%), 사무종사자(3.3%)의 순이었다. 

폭력범죄피해의 경우, 성별을 제외한 나머지 사회인구학적 특성들은 모두 

폭력범죄 피해율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

(1.0%), 10대(0.9%), 40대(0.8%)의 순으로 범죄피해율이 높았고 70대 이상(0.1%)과 

60대(0.2%)의 노년층 응답자의 피해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미혼(0.9%) 응답자가 

기혼(0.5%) 또는 사별/이혼(0.4%) 집단에 비해 폭력범죄 피해율이 높았다. 재산범

죄피해와 마찬가지로 교육수준에 있어서도 대학원졸업자(1.7%)의 피해율이 낮은 

교육수준의 응답자들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직업유형의 경우 관리자/전문가의 

피해율이 1.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사무종사자(0.8%) 다. 

(4) 생활양식 특성에 따른 범죄피해 : 밤늦게 귀가하거나 만취해서 귀가하

는 빈도는 재산범죄피해 위험성을 높이는 유의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밤 10시 

이후에 귀가하는 경우가 거의 또는 전혀 없는 응답자의 재산범죄 피해율이 2.6%

인데 반해 일주일에 2-3일 늦게 귀가한다고 한 응답자의 피해율은 4.6%에 달했

다. 거의 매일 술에 만취해서 귀가하는 응답자의 피해율이 6.0%인데 비해 만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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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귀가한 적이 전혀 또는 거의 없는 응답자의 피해율은 3.2%에 불과했다. 또

한 스스로가 타인에 비해 범죄피해에 대해 취약하다고 인식하는 사람일수록 재

산범죄피해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범죄피해와 관련해서 볼 때, 대중교통이용에 있어서 일주일에 5일 이

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집단뿐만 아니라 1-2일 이용하는 집단도 폭력범죄 피해

율이 0.9%로 가장 높았다. 대체적으로 밤 10시 이후 귀가 빈도가 높은 집단이 

상대집단에 비해 폭력범죄 피해율이 높은 경향을 보 다. 만취귀가의 경우는 한 

달에 하루 정도 만취상대로 귀가하는 응답자들의 피해율이 1.4%로 가장 높았다. 

외출할 때 고급스런 옷차림이나 액세서리를 하는 집단의 폭력범죄피해율이 1.3%

로 비교 집단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았다. 마지막으로 범죄피해에 취약하다고 느

끼는 응답자의 2.0%가 폭력피해경험이 있었고 범죄피해 취약성이 보통수준이라

고 생각하는 사람의 0.8%, 취약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사람의 0.4% 피해율과 큰 

폭의 차이를 보 다. 

(5) 범죄피해로 인한 범죄두려움 : 재산범죄피해를 경험한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범죄두려움의 종류와 상관없이 범죄피해를 더 두려워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2회 이상 반복해서 피해를 당한 집단과 한 번 피해를 입은 집단 

간의 차이는 재산피해 두려움과 성폭행피해 두려움, 그리고 배우자피해 두려움

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특히 스스로의 범죄피해경험이 자신의 범죄피해에 

대한 우려보다 배우자나 자녀와 같이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범죄피해에 

대한 걱정을 더욱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두려움, 재산피해 두려움, 폭력피해 두려움의 경우, 폭력범죄 피해

집단과 피해경험이 없는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두려움 차이가 발견되었

다. 하지만 반복적 폭력피해는 유의한 수준에서 두려움을 증가시키지는 않았다. 

반면 성폭행피해에 있어서는 2회 이상 폭력피해 집단의 재피해에 대한 우려가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인의 범죄피해에 대한 두

려움의 차이는 폭력피해를 한 번 경험한 집단과 피해경험이 없는 집단 사이에서

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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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 다수준 분석결과 : 개인수준과 지역수준의 범죄피해 

취약성 변수들을 모두 고려하여 다수준 분석을 실시한 바, 범죄피해 가능성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지역수준 범죄피해 취약성요인은 이웃관계, 이웃참여, 그

리고 물리적무질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웃 간의 유대관계가 강할수록, 이웃의 

지역문제 참여도가 낮을수록, 그리고 물리적무질서의 수준의 낮을수록 범죄피해

의 가능성이 낮아졌다. 개인수준의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 중에는 혼인상태, 교

육수준, 늦은귀가, 취약성인식이 피해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자

와 저학력자의 범죄피해가능성이 낮았다. 또한 늦게 귀가하는 횟수가 많거나 스

스로 범죄피해에 취약하다고 인식하는 사람일수록 피해가능성이 높았다. 

4. 2012년 범죄에 대한 인식·두려움 분석의 주요 결과

(1) 범죄추세에 있어서는 여성들과 고학력자들일수록 우리나라 또는 거주하는 

동네 범죄가 증가할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연령은 높

아질수록 우리나라 전체의 범죄가 감소할 것이라고 생각하 다. 범죄에 대한 지

난 한 해 동안의 직접피해와 간접피해 경험은 우리나라 범죄가 증가할 것이라고 

인식하도록 향을 주었으나, 이러한 범죄에 대한 직·간접적인 향은 거주하

는 동네 범죄추세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반면에 범죄에 대한 미

디어·소문에 노출된 정도와 취약성인식의 정도는 우리나라와 거주하는 동네 범

죄추세에 대한 인식 모두에 향을 미쳐서 범죄가 증가할 것이라는 인식을 높

다. 물리적 무질서와 사회적 무질서 또한 우리나라와 거주하는 동네 범죄추세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역할을 하 다. 경찰활동에 대한 신뢰도는 우리나라와 거주

하는 동네의 범죄가 감소할 것이라고 인식하도록 향을 주는 역할을 하 고 공

동체효율성에 대한 인식은 우리나라의 범죄가 감소할 것이라는 인식을 하는데 

향을 미쳤다. 

(2) 한편, 범죄추세 인식에 관한 다수준 분석결과, 읍면동수준에서의 경찰활동

신뢰도가 우리나라 범죄추세에 대한 인식에 부정적인 향을 미쳐 우리나라 범

죄가 감소한다고 인식하도록 하는 향을 주었다. 또한 읍면동수준의 물리적·

사회적 무질서와 물리적 무질서와 사회적 무질서가 높을수록 동네 범죄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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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인식이 높아진 반면에 읍면동수준의 공동체효율성이 높아질수록 동네 범

죄가 감소한다는 인식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보 다. 교차상호작용결과에 따르면, 

읍면동수준의 사회적 무질서는 개인수준의 직접피해경험과 상호작용하여 직접 

범죄피해를 경험한 시민들 간의 우리나라와 거주하는 동네 범죄가 증가한다는 

인식이 사회적 무질서가 높은 읍면동에 사는 범죄 피해자들에게서 더욱 심화되

는 측면이 있었다.

(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있어서는 모든 유형의 범죄 두려움에 있어서 남성에 

비해 여자들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높았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 다. 반면에 학력이 높을수록 범죄에 대한 

두려움도 높아지는 결과를 보 다. 범죄피해모형에서는 범죄에 대한 직접피

해경험이 일반적 두려움과 폭력피해 두려움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구체적 두려움과 재산피해 두려움을 자극하는 향을 미쳤다. 반면에 간접피해

경험은 성폭력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제외한 모든 두려움을 자극하는 역할을 하

다. 또한 자신의 취약성에 대한 인식과 범죄관련 미디어·소문 노출 정도는 

모든 유형의 범죄피해 두려움을 자극하는 향을 미쳤다. 무질서모형에서 물

리적 무질서와 사회적 무질서는 모든 유형의 범죄 두려움을 높이는 역할을 하

다. 사회통제모형에 있어서는 기대했던 바와 같이 공식 사회통제의 기제로써 

경찰활동에 대한 신뢰감이 높을수록 모든 유형의 범죄 두려움도 낮아졌다. 반면

엔 기대와 달리 공동체효율성에 대한 인식은 모든 유형의 범죄 두려움을 높이는 

작용을 하 다. 이러한 기대하지 않았던 결과는 뒤르켕이 제시한 바와 같이 범

죄 두려움의 긍정적인 역할로 범죄에 대비하는 의욕을 자극하고 그러한 행동을 

이끌어 냄으로써 시민들을 단합시키고 지역사회를 공고히 하는 측면이 있다는 

주장에 의지하여 설명될 수 있었다. 즉 공동체효율성과 범죄 두려움 간에는 

향을 주고받는 방향을 달리하여 바라보면 이해되는 측면이 있었다. 

(4) 한편, 범죄피해두려움에 대한 다수준 분석을 진행한 결과, 읍면동수준의 

사회적 무질서는 모든 유형의 범죄 두려움을 자극하는 역할을 하 으며 읍면동 

수준의 공동체효율성은 구체적 두려움, 재산피해 두려움, 폭력피해 두려움을 높

이는 역할을 하 다. 또한 읍면동 수준의 경찰활동신뢰도는 성폭력 두려움을 낮

추는 역할을 하 다. 지역수준과 개인수준 변인 간 교차상호작용은 흥미로운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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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보 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모든 유형의 범죄두려움이 높은데, 특히 사회

적 무질서가 높은 읍면동에 사는 여성들일수록 일반적 두려움과 성폭력 두려움

이 더 심화되었으며, 범죄관련 미디어·소문에 노출되는 정도가 높은 시민들은 

모든 유형의 범죄 두려움이 높았는데 경찰활동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읍면동에 

사는 이러한 시민들에게는 두려움이 상쇄되어 오히려 모든 유형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낮아지는 결과를 보 다. 이러한 발견은 경찰활동을 통해 범죄 두려움

을 낮추는 정책이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다는 고무적인 것이었다. 

(5) 범죄예방활동과 관련해서 볼 때,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소극적 및 적극적 

범죄예방활동의 정도가 높았고, 학력이 높을수록 소극적 및 적극적 범죄예방활

동의 정도가 높았다. 반면, 연령은 높아질수록 소극적 유형의 범죄예방활동은 

줄어드는 경향을 보 다. 범죄피해모형의 향력을 살펴보면 직접피해경험과 

범죄피해경험이 소극적 유형과 적극적 유형의 범죄예방활동 어디에도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않았다. 범죄관련 미디어·소문 노출정도와 취약성에 대한 인식

은 기대했던 바와 같이 소극적 및 적극적 범죄예방활동의 정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 다. 무질서모형에서는 역시 기대했던 바와 같이 물리적 무질서와 사회적 

무질서에 대한 인식이 소극적 및 적극적 유형의 범죄예방활동을 자극하여 이러

한 활동이 높아지도록 하는 향력을 보 다. 사회통제모형에 있어서 경찰활

동신뢰도는 적극적 및 소극적 범죄예방활동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공동체효율성에 대한 인식은 이러한 인식이 높아질수록 소극적 및 적극적 범죄

예방활동도 높아지는 결과를 보 다. 읍면동수준과 개인수준으로 나눠본 위

계적 일반선형모형에서는 읍면동 수준의 변인 중에서 사회적 무질서가 적극적 

및 소극적 두 유형 모두에 유의미한 향을 미쳤으며 공동체 효율성은 적극적 

유형의 범죄예방활동에 유의미한 향을 주었는데, 읍면동수준의 사회적 무질서

가 높을수록 소극적 및 적극적 유형의 범죄예방활동을 자극하여 그러한 활동의 

정도가 높았으며, 읍면동수준의 공동체효율성이 높을수록 적극적 유형의 범죄예

방활동이 활발하 다.

(6) 범죄추세 인식, 범죄 두려움, 범죄예방활동에 대한 추세분석의 결과, 2009

년에 비해 2011년 우리나라 및 거주 동네의 범죄증가에 대한 인식이 각 10%내

외로 감소하 으나 2013년에는 다시 2% 포인트 상당 근소하게 증가하여 지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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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간 일반국민들이 체감하는 나라전체와 동네의 범죄가 미소하게 악화되는 추세

를 보 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추세에 있어서는 밤에 혼자 동네 골목길을 걸

을 때 두렵다는 응답비율이 범죄피해조사가 시작된 1996년 이후 다소간의 증감

을 반복하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지난 17년간에 걸쳐 우리 시민

들이 체감하는 이러한 일반적인 두려움이 다소 낮아지는 추세를 보 다. 시민들

의 범죄예방활동에 있어서는 측정도구가 동일한 2011년과 2013년을 비교해 본 

결과, 호신 도구를 가지고 다닌다는 응답에는 두 조사연도 간 동일한 비율의 응

답을 보 지만, 그 이외의 범죄예방활동에 대한 모든 질문항목에 있어서의 응답

률이 2011년도에 비해 2013년도 감소하 다. 즉 밤에 특정 장소를 피해 다니거

나 무서워서 밖에 나가는 것을 꺼리는 등의 소극적 유형의 범죄예방활동 뿐만 

아니라, 동네 자율방범활동에 참여하거나 집을 비울 때 이웃집에 감시를 당부하

는 등의 적극적인 유형의 범죄예방활동에 있어서도 2011년도에 비해 2013년도의 

예방활동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2절 종합 평가 및 향후 과제

1. 개선된 조사방법론의 긍정적 측면

첫째, 이번 조사에서는 열악한 조사환경을 고려하여, 조사명칭을 기존 전국범

죄피해조사에서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로 바꿈으로써, 응답자의 불응률을 크게 

낮출 수 있었다.

둘째, 조사결과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통계청과 공동으로 조사표 항목, 

용어, 보기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시험 조사를 실시하여, 응답편의성을 

높 다. 

셋째, 조사품질의 수월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사가이드가 되는 조사지침서를 

대폭 보완하 고, 조사원 교육을 강화하 다. 본 조사의 모델인 미국의 조사표 

및 조사지침서 벤치마킹하여, 조사지침서(약 1,000페이지)의 내용 중 우리 현실

에 맞도록 내용을 수정·반 하 고, 조사원 교육을 기존의 1일에서 2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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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조사지침서에 범죄피해 상담기술 등 현장조사 내용을 풍부하게 싣고 내검 

내용을 강화하여 조사표의 오류를 최소화하 다.

넷째, 본 조사항목이 100개가 넘어 조사표 작성 시 오류가 많이 발생하고 있

어서, 조사기간 중에 조사관리자가 입력·내검을 실시하고 조사원이 미흡한 조

사표를 즉시 보완하여 효과적으로 내검 실시하 다. 조사와 데이터입력·내검의 

동시실시와 더불어, 통계청 본청의 자체 내검프로그램(엑세스 이용)을 개발, 내

검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향상하여 종합 내검을 강화하 다. 

다섯째, 이번 연구에서는 기존 범죄율 추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새로

운 범죄유형 분류체계 및 판별식을 개발, 활용하 다. 미국조사의 범죄 판별식

을 참고, 범죄유형 대분류를 기존의 가구와 개인에서 폭력과 재산으로 변경하여, 

조사결과를 제시하 다.

2. 향후 개선사항

가. 추가 상세분석의 필요성

본 조사 자료는 우리나라 폭력피해범죄와 재산피해범죄의 발생범위와 실태, 

범죄에 가장 취약한 인구집단, 흉기를 사용한 범죄비율, 폭력범죄로 인한 상해유

형, 경찰신고율, 피해자-가해자 관계 및 범죄로 인한 손실비용, 국민들의 범죄에 

대한 인식과 태도, 일상적 생활양식 및 범죄예방활동 등과 같은 범죄 및 형사정

책과 관련한 매우 포괄적이고 종합적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향후 학교폭력이나 

가정폭력 등 다양한 주제들을 재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향후 본 자료들은 본 연

구원에서 대국민정보서비스제공의 일환으로 DB시스템을 통해 제공될 것이다. 

이번 조사 자료는 매우 다양한 정책적·이론적 쟁점들을 담고 있다. 따라서 우

리나라 범죄현상에 대한 보다 발전된 이론적·정책적 연구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문연구자 및 학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추가적인 내용분석을 질적·양적으로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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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편된 조사방법의 효과와 영향 검토  

1991년 최초의 범죄피해조사를 실행한 이래 거의 20년 가까운 세월동안 우리

나라의 대인범죄의 발생범위와 실태에 관한 기초정보를 제공하여 왔다. 그러나 

기존 범죄피해조사가 가지고 있는 방법론적 한계와 문제점으로 인하여, 신뢰성 

있는 통계로서 자리매김 되지는 못하 다. 이에 금번 연구는 범죄피해조사결과

의 정확성과 유용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새롭게 조사방법을 전면

적으로 개편하 다. 개편의 주요 목표는 “(1) 범죄피해의 보고율을 늘리고, (2) 

개별적 사건의 피해양상에 관하여 추가적인 상세정보를 파악하는 것”이었다. 개

편된 범죄피해조사방법은 기존보다는 매우 향상된 방법이지만, 조사결과의 정확

성, 유용성,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은 지속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전국

범죄피해조사는 그 속성한 많은 범죄유형의 범죄를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타당

도 등에 대한 잠재적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것 역시 설문조사이므로 개

념을 측정하는 방법과 관련된 오류와 단점들이 존재한다. 이번 범죄피해조사의 

방법론적 변화가 범죄피해 자료와 질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 즉 재설계된 방

식이 어떻게 범죄측정에 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

다. 방법론 개선연구의 지속

이번 조사에서 방법론적으로 가장 큰 쟁점이 된 것은 “상습(연속)범죄피해의 

문제” 다. 이러한 문제는 미국 NCVS의 개편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대두되었다. 

미국 NCVS는 회상기억오류의 문제를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짧

은 회상기간인 6개월을 상정함으로써 부분적으로 전국범죄피해조사는 텔레스코

핑의 가능성을 줄이도록 설계되었다. 하지만, 6개월의 기간 동안에 여러 번 피해

를 당한 사람들에게는 다른 유형의 회상문제가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습범죄피해는 응답자들이 별개로 묘사할 수 있는 개별 범죄들을 각각 집계할 

것인지 아니면 합쳐서 집계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설문조사에서 문

제가 될 수 있다. 상습(연속)범죄피해의 잠재적 향은 상당한데, 특히 폭력범죄

의 경우 그러하다. 예를 들어, 칼리 메리 레니슨(Callie Marie Rennison, 2001)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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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범죄피해조사에서 측정되는 모든 폭력범죄들의 6~7%가 상습(연속)범죄라고 

추정하 다(김은경 외, 2009). 우리는 이 쟁점을 다루기 위해, 개념을 도입하고

자 하 지만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조사방법론상 어려움이나 비용문제 등 

때문에 엄밀하게 조사수행을 하도록 지침화하지는 못하 다. 따라서 향후 조사

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후술할 대면면접조사와 함께 2010년 인구

주택총조사에서처럼 인터넷 조사를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인터넷 

조사를 활용할 경우 CAPI와 마찬가지로 조사가 끝난 시점에서 바로 자료가 입

력된다는 장점이 있는 것 이외에도 첫째, 컴퓨터(노트북 등)를 구입 혹은 임대해

야 하는 CAPI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고, 둘째, 집에 있는 가구원에게 조사에 참

여하지 못한 가구주와 가구원의 인터넷 접속 ID를 남겨 놓고 조사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조사원이 가구원 전체를 조사하기 위해서 가구를 여러 번 방문하는 번

거로움을 줄이고, 셋째, 대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응답자들의 민감한 질문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응답할 수 있고, 그 응답내용의 비밀이 유지되며, 넷째, 연속

피해나 중복피해를 당한 경우 여러 매의 조사표를 미리 준비할 필요 없이 조사

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김지선 외, 2011:278). 

라. 회상오류 감소를 위한 조사시기 조기화 및 조사기준 시점의 통일 

이번 조사는 조사방법론 개편과 함께 실태조사가 이루어짐에 따라 불가피하기 

조사준거시점이 조사대상시점과 6개월이상 차이가 났다. 그 결과 본 조사결과에

는 회상오류의 문제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크다.  피해경험이 있더라도 이를 정

확하게 기억하지 못해 응답하지 않거나(회상오류) 준거기간이 아닌 그 이전에 

발생한 사건을 준거기간에 발생한 것으로 기억하고 응답하거나(전진시기회상오

류) 준거기간 내에 발생한 사건을 준거기간이전에 발생한 사건으로 기억하고 응

답하지 않음으로써(후진시기회상오차) 범죄피해조사의 결과는 실제 발생한 사례

를 과소추정하거나 과대추정 할 위험이 있으며, 이는 조사결과의 타당성을 심각

하게 훼손한다(이순래, 2002: 김지선 외, 2006). 실제 1970년대, 미국 인구조사통

계국이 전미범죄피해조사에서의 시기회상오차를 집중적으로 검토한 바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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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면접조사에 응한 응답자중 3개월전에 발생한 사건들 중 73%, 6개월 이전 사

건은 60%, 11개월전 사건들의 경우엔 49%만이 피해발생시기를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었다고 한다(Garafalo & Hindelang, 1997:23).24) 따라서 제2차조사부터는 

회상오류를 감소하기 위해서 조사대상시점과 조사기준시점을 가급적 일치시키도

록 조기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조사초기에 가구대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가구대체리스트 제공시기를 현행의 조사 전에서 조사시작 5일후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마. 표본규모의 확대 및 관련 쟁점의 검토

범죄피해조사는 태도나 인식을 측정하는 일반적인 표본조사와는 달리 경험 그

것도 일반인들에게는 흔치 않은 범죄피해경험을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표준오차

가 크며, 따라서 일반 표본조사에 비해 표본의 크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할 필요

가 있다. 그러나 통계청 표본과에서 1차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본 표본규모로 조

사를 실시하 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표준오차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발생빈

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주거침입강도의 경우 예상 상대표준오차는 45.9%, 성폭행

의 경우 65.9%로 매우 높다. 또한 범죄피해조사결과를 시도별로 공표하기 위해

서 목표 상대표준오차를 10%로 범위로 잡았을 때, 필요한 표본규모는 42,567가

구, 15%로 잡았을 때 21,717가구로 범죄피해조사결과의 시도별, 범죄유형별 공

표와 보다 자세한 범죄피해양상의 분석을 위해서는 표본규모를 최대 10배에서 

최소 3배정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김지선 외, 2011:273~274). 그러나 이와 

같이 표본규모를 증가시킬 경우 실사를 위한 예산확보상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최적의 표본크기를 통해 모집단을 정확하게 대표하고자 하는 표본조사가 갖는 

이점들이 상당부분 상쇄될 수 있다. 따라서 조사목표에 따라 다양한 방법론과 

대안들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가령, 지역별 전체범죄피해율 추정을 조사목표

로 할 경우, 현행 통계청에서 주기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대단위 가구표본조사에 

[범죄피해발생율] 추정만을 위한 조사표를 붙여 실행하는 방법을 검토해 볼 수 

24) Garafalo, J. and M. J. Hindelang, 1997, An Introduction to the National Crime Survey, 
Criminal Justice Research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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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물론, 이 대안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주무기관인 통계청과의 업무협약 

및 추가예산 확보 등의 실무쟁점들의 해결이 선결되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범죄피해실태 및 피해자문제를 조사목표로 둘 경우엔, 표본의 크기를 획기적으

로 증가시키는 비현실적인 방법보다는 범죄취약지역(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밀집지역, 상업이나 유흥가밀집지역)의 표본을 과대표집함으로써 범죄피해경험

이 있는 가구나 개인을 더 많이 확보해서 통계적인 유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상

황에서 범죄피해상황과 피해자특성 등을 세부적으로 분석하는 조사방법론을 채

택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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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Crime Victim Survey in 2012

Kim, Eun-Kyeong ․ Hwang, Ji-Tae ․ Hwang, Eui-Gab ․ Roh, Sung-Hoon

1. Purposes and Values

This is a report on 3th Korean Crime Victim Survey(KCVS). The nationwide 

victimization survey in Korea was initiated in 1994 and conducted every three 

years by the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KIC). The KIC restructured the 

whole system of the survey and re-launched it as the Korean Crime Victim 

Survey(KCVS) in 2009. In that year the KCVS was acquired the status of 

“National Statistics” approved by the Korea National Statistics Office. Since 

2009, the KCVS has been conducted every other yea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s follow:

Firstly, the study is to provide basic crime statistics based on the results as 

follows; 1) victimization rate, percentage of crime victimization reported to the 

police and cost of crimes such as burglary, theft robbery, assault and 

wounding, sexual assault, fraud, threatening and stalking, and damage to 

property, 2) vulnerable factors of crime victimization, 3) Korean people's 

perceptions and attitudes on crime. Secondly, the study is to improve and 

supplement problems of research methodology the 1st & 2nd KCVS that could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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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vate accuracy, usefulness and reliability of the survey results. Thirdly, the 

study is to provide researchers as well as common people with database of 

the result of survey.

2. Contents

 Methodological changes of KCVS in 2012

Change in the title of survey : In order to get more active cooperation 

from respondents and reduce the nonacceptance rate in a poor research 

environment, the title of [Korean  Crime Victim Survey] will change into 

[Survey on National Life Safety Condition] and the name of ‘householder’ 
or ‘head of the family’ will be amended to ‘representative of the family.’ 
Correction of inquiry system on crime victimization (screening questions) 

: In order to consider the consistency and validity of the questionnaire 

and the rate of reporting crime victim, the existing questions and the 

methods made for 1st and 2nd surveys will be entirely revised through the 

reviewing process. Especially the title of the current selected questions, 

which can analyse crime types, can be replaced as neutral names such 

as ‘related to deception, goods, invasion, destruction, place, method, 

acquaintance, sexual molestation and etc.’ and the categories of 

‘harassment’ and ‘victim of sexual violence (added in the 2nd Survey)’ 
will be deleted. In addition, the current method of response will change 

from 3-stage responses into 1.5-stage.  

Amendment on fraud-victim questions and exemption of attempted crimes 

: Voice-phishing, one of the main cases of fraud crimes, will be 

supplemented to be added.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fraud crimes, 

the victims of attempted crimes can be difficult to be recognized and this 

survey will revise the questionnaire to exempt the attempted cr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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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rmine the concept of crime recidivism(repeat victimization) : Crime 

recidivism will be stipulated as the victim of the offense which has been 

committed no less than 5 times with similar crime methods, but it is 

difficult to distinguish each case. In this case, this survey will change to 

report the most seriously damaged case among others.   

Improvement on investigation guideline and method to determining 

criminal damage cases : The key change is the case whether the existing 

recidivism damage should be confirmed to be in the questionnaire. And 

through the screening questionnaire of the [Basic Check List] and crime 

damage list, researchers should consider the recidivism and the number of 

damage cases, finalize the final incident check list and make respondents 

report the crime cases by the number of cases which have been 

designated.

Change the contents of questionnaire and survey chart : After reviewing 

the contents of questionnaire based on the fact that the influence on the 

quality of response due to the increased fatigue, duplicated questions with 

one concept, low connectivity with dependent variables and low validity, 

this survey deleted existing 9 questions and newly supplemented or revised 

25 questions. When it comes to the survey chart, this paper deleted 3, 

supplemented 31 and newly added 7 tables.

Development of a new classification system on crime types and 

amendment : Existing methods which distinguish household crime and 

individual crime understand the household crime as violence and robbery 

in the home, however, it is blurred to figure out the differences between 

household crime and individual crime. In addition, the problems of 

applying the aggravation about the accident in the home to the 

individuals, and in this light, the difficulties of calculating the total crime 

victimization rate have been raised. To address those problems, this 

survey destroyed the existing classification(separating household crim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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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vidual crime) referred to the National Crime Victim Survey in the 

US(NCVS). A new classification system divided the categories into physical 

damages and property damages, and home invasion was fallen into the 

special fraction in order for separated management. In official crime types, 

physical damages and property damages were put as higher classification, 

and based on the relative standard error, 8 kinds of crime types like rape, 

robbery, violence, pickpocket, theft, destruction, fraud, home invasion 

were categorized as midium classification.

 The core contents of research

Victimization rate of major crimes based on new crime-typology 

Aspect and process that crime victimization occurs;

Physical, property and mental losses and damages caused by the crime, 

social cost such as time loss

Percentage of crime victimization reported to the police and Crime 

victim's experience and satisfaction with case processing;

Vulnerable factors of crime victimization;

Perception and attitude on crime and associated factors : perception on 

criminal trend, fear of crime and crime prevention activities.

3. Methodology

 Population

Target population : Households residing in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survey reference date(may 29, 2013) and members of 

household who are14 years old or older;

Survey population : Households residing in common enumeration district 

(1) and apartment enumeration district (A) of general enumeration distr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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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2010 Census and members of household who were 14 years 

old or older;

 Sampling : Get sample enumeration district by Probability Proportionate 

Sampling(PPS) and get sample of 10 households in sample enumeration by 

Systematic Sampling

 Collection of the data : Interview and self-repondent method

 Total number of samples

Total number of households : 6,300 households

Total number of interviewees : 13,317 persons

 Survey period

Preliminary briefing and training : May 20, 2013 ~ May 25, 2013 (6-days); 

Survey period : May 29, 2013 ~ June 12, 2013 (15-days)

 Survey Reference period

Reference period : from January 1, 2012 to December 31, 2012; 

Reference date : May 29, 2013

 Survey system

Research team : Design the questionnaire, make out survey guidelines, 

set up internal inspection rule and establish action strategy at the stage 

of planning and preparation.

Department of survey agent support : Actual survey;

Group work : Education of surveyors and superviors survey and the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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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he Results

1) Crime victimization rate by crime types and the results 

2012 crime victimization rate : In 2012, 519 persons suffered from 8 

kinds of main crimes such as robbery, rape, violence, injury, fraud, theft, 

destruction, home invasion, which represents 3.9% of total of 13,317 

persons. Total number of crime victimization accounted for 601 cases 

(4.5%), and it means each  individual, who has been a crime victim, 

suffered from crime of 1.16 case on average. Comparing to, 4,300 

persons, the number of persons at the age of over 14, it accounted for 

4,600.2 cases for the population of 100,000 and 1,900,000 cases of 

physical and property damages had occurred in last year. 

Victimization rate of physical crimes : The numbers are 92 cases among 

the 13,317 sample cases and 323,959 cases among 42,936,210 persons, 

which accounted for 0.8% and was expected to be 754.5 cases among 

the population of 100,000. By the violent crime types, during the last 

year, the rate of sexual violence crime was 173.5 cases per 100,000 

people (0.2%),  65.7 (0.1%) in robbery offense, 515.3 crimes cases 

(0.5%) in violence crimes (intimidation / violence / injury, etc.). Physical 

damage in the town region (Dong), women under 20, unmarried was 

higher and 30% of physical crime offense was done by acquaintance. 

The damages by acquaintance were higher to the person in the case of 

living in town (Eup, Myeon), women, persons who are ate the age of 

30’s, not married. 

Victimization rate of property crimes : It occurred 509 cases of the 

sample of 13,317 people, 1,651,196 in 42,936,210 people with the 

percentage of 3.8%, which represents the cases of 3,845.7 per 100,000 

population (38.5 cases per thousand). Criminal damage to property, 

during the year of 2012, the cases of pickpocket crimes are expect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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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 103.4 (0.1%) with a population of 100,000 people, 1,076 (1.1%) in 

home invasion, 1,224.9 (1.2%) in general theft,  628.4 cases (0.6%) in 

destruction, 813 (0.8%) in fraud. The rate of property damage was higher 

in the case of living in town (Dong), the average monthly household 

income for 3 million won, four or more family members’ house and 

living in a detached house.

Victimization rate of criminals targeting homes : Criminals targeting homes 

are associated with the home invasion and vehicle crime types. 

Representative crime types are home invasion robbery, home invasion 

theft, destruction with home invasion, home invasion, car theft, car 

damages. During the year of 2012, 153 households underwent such a 

crime among a whole households of 6,300 households, which 

represented 2.5% of the total. In this country of 18,000,000 households, 

450,000 cases are estimated to be fallen into this case. By categorizing 

criminals targeting homes, the rate of home invasion theft damages (1.2%) 

ranked at the first and followed cars destruction (0.8%) respectively. The 

rate of criminals targeting homes was high in the case of living in town 

(Eup, Myeon), the average monthly household income of less than 1 

million won and living in a detached house. In addition, criminals targeting 

homes generated 10.3% higher in the day time than at night.

Crime recidivism: Duplicate damage clearly distinguished from each other 

in more than two meanings, victimization of recidivism is a damages 

committed in a very similar form by same offender (in some cases, the 

offender can not be the same persons) with several times (more than five 

times in this study). A prime examples of the damages are continued 

habitual domestic violence or school violence, a serious type of stalk. 

The survey results persons who suffered from crime recidivism in last year 

(2012) experienced from as many as 5 to as few as 36 cases. All habitual 

victims of the 9 persons was 0.1% of the total. Incidence of recidivism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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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 included in total offense, however, if the sum of all these damages 

to the number, the total number will increase from 601 to 688 cases  

and the victimization rate will also go up from 4.6 to 5.2 percent.

Cost of major crime in 2012: During the last year (2012), the amount of 

damage caused to property crime can be analyzed as theft offense (a 

total of 236 cases), was KRW 890,000, destruction crime (60 cases) was 

KRW 320,000, and fraud (108 cases) was a little more than KRW 

10,000,000 at the average amount of damages (ranged from KRW 3,000 

at least up to KRW 300,000,000), which was the largest amount among 

other crime types. Victims of property crime in damages from the 

perpetrator, if properly received, has virtually no compensation. On the 

other hand, the average cost of treatment of injury victims (a total of 20 

cases) appeared around KRW 300,000, however, mental damage is higher 

than the  property damage, so there is a limit to be simply calculate the 

costs. In addition, compensation for physical damage is also almost no 

case made correctly.

Percentage of crime victimization reported to the police : The reporting 

rate on damages was 24.7%. Criminal property damage (23.5%) compared 

to body criminal damage (32.2%) is relatively high. Among physical 

damages, the reporting rate on damage of violence crime (40.5%) was 

topped and that of sexual damage(8.4%) was shown in the lowest. 

Among property crimes, the reporting rate of fraud was the ranked the 

first (6.0%) and that of destruction (11.4%) was the lowest. In particular, 

this research said measures to enhance sexual damage will be needed to 

be actively sought. After 2008, examining the trends for crime reporting 

rate, each year continues to increase in reporting crimes, which was not 

only due to the active role of the police but also thanks to the 

atmosphere of democratic society to increase in awareness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To do this, the development of IT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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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vate security personnel seems to be related to such aggressive action.

The satisfaction rate on dealing with the reported crimes : The 

satisfaction rate of police activity on property damage was lower than 

that of body damages. Also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loss 

of time in processing cases, the interesting point is that the claimant on 

the loss of time was regarded on the police stage by reporters and 

followed on the stages of Prosecution Service and Courts, however, in 

real, Court took the most longest time period to manage the both 

physical injury and property damages, especially in the case of physical 

damage at the level of the police assumed shorter days of lost time.

2) Vulnerability factors in crime in 2012

Crime victim by regional characteristics : In the case of property 

crime, the stronger the relationship between neighbors, the general theft 

and home invasion robbery damage showed the reduction of potential 

damage. Unexpectedly, the higher participation rate of neighbors about 

local issues showed higher potential damage on property crime. That 

might be assumed that the people living in vulnerable areas had more 

aggressive response to the crime problem than in other areas. Both 

physical disorder and social disorder had significant impact on the 

victimization rate of property crime. 5.8% of participants living in the 

physical disorder experienced a property crime and disorder, while only 

2.8% of respondents living in non physical disorder had damages. Local 

police crime prevention activities and the level of crime control capacities 

are closely correlated each other. The damage rate of property crime 

among the groups which are recognized to be effective policing of 

property crime is 2.6%, which is much lower than 6.8% of the 

population which are recognized to be ineffective policing of property 

crime. About local crime trends, the damage rate of property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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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ong those who responded crime will increase was 4.5%, which was 

higher than 3.0% of those who answered crime will unchanged or 

decreased.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violent crime, 

neighborhood relations, neighborhood participation, the level of physical 

disorder was not significant on the rate of crime victimization. However, 

the level of social disorder had significantly influenced on crime 

victimization by region like 2.1% in the disordered region, 0.6% in the 

average area and 0.3% in orderly society. In addition, the perceptions on 

the effectiveness of police activities showed as a significant factor on 

crime victimization rate. Only 1.5% of respondents of those who 

regarded police activity as effective or moderate experienced a crime, 

while 1.2% of respondents of those who are regarded police activity as 

ineffective faced violence at least once. Living in a crime that is also 

recognized by the population remarkably increases in violent crime rate 

than the other groups. 

Crime victim by household characteristics: In relation to home invasion 

crime, comparing that 3.3% of the detached housing and 2.1% of 

multi-family housing faced the crime, only 0.6% of apartment households 

experienced the crime. Poor crime prevention and vulnerable to burglary 

crime levels are important factors to increase the risk of crime. In the 

cases of poor crime prevention by individual house and its week 

environment by neighbors, the burglary crime rate was 3.4%, whoever, 

the households with 7-8 security facilities showed only 0.4% of crime 

rates. Last, the householders who leave the house for less than 4 hours 

a day, or for between 4-8 hours a day experienced a higher degree of 

crime rates of home invasion crime, but the time difference of living 

their house was not so much a significant factor. 

Crime victim by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In the case of 

property crime, by age, 4.7% of respondents who are at the age of 3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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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enced the crime, which ranked the first stage and followed 3.8% in 

their 50’s and 3.5% in their 40’s. Only 1.9% at the age of 70’s showed 

the lowest crime victimization rate. By the education standard, higher 

education level showed higher crime victimization rate like 5.6% of post 

graduate school graduates, 3.7% of university graduates, 3.9% of the 

college graduate, 2.0% of respondents who had not been educated and 

only 3.0% of primary school graduates. By the type of jobs, the 

victimization rate of managers / professionals was topped at 4.9%, and 

technicians (4.1%), service / sales workers (4.1%), housewives (3.4%), 

office workers (3.3%) were in the order.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violent crime, other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except for 

gender, remarkably affected violent crime. By age group, those who are 

in their 20’s (1.0%), 10’s (0.9%) and 40’s (0.8%) were higher in the 

order, and older respondents who are at the age of 70’s or more (0.1%) 

and 60’s (0.2%) were relatively low. The single (0.9%) respondents was 

higher than married (0.5%), or widowed / divorced (0.4%) groups in 

violent crime victimization rate. By the education level, as criminal 

damage to property, the victimization rate of the post graduate school 

graduates (1.7%) was much higher than those who have lower education 

level. By the type of jobs, the manager / professional’ crime victimization 

rate was the highest as 1.1%, and followed office workers (0.8%) in 

order. 

Crime victim by lifestyle characteristics: This research analyzed drunken 

or return to late night was a significant factor to increase the frequency 

of the risk of property crime. 2.6% of the respondents who rarely or 

never returned home after 22:00 o’clock experienced the violence, whereas 

4.6 % of the respondent who returned late 2-3 days a week faced the 

crime. The respondents who have drunken and returned to late night 

almost every day recorded 6.0% of crime rates, while the respon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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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have never drunken and returned to late night showed only 3.2%. 

In addition, those who recognized to be vulnerable to crime showed more 

high-risk property crime rate than others in property crime. When it 

comes to the violence crime, criminal damages of those who used public 

transportation five days a week as well as 1-2 day public transportation 

commuters recorded the highest crime victimization rate of 0.9%. In 

general, the group of those frequently returned home after 22:00 o’clock 

showed relatively higher crime rate than the opposite group in violent 

crime. And in the case of retuning home with drunken, retuning home 

with drunken about one day a month reached the highest point of 1.4%. 

Going out with luxury clothing and accessories was two times vulnerable 

to the crime than the comparative group by approaching the crime 

victimization rate of 1.3%. Finally, 2.0% of respondents of the group who 

felt vulnerable to crime experienced violence crime. Comparing to this 

statistics, 8% of people who think they are in a normal level and o.4% 

of those who are not vulnerable to crime faced the crime, which 

demonstrated a sharp difference.

Fear of crime by victimization : Regardless of the kinds of fear, 

groups of experiencing property crime has more fear of crime than 

others who have not. The difference between the group of repeatedly 

suffered more than once and once has showed a similar statistical pattern 

only in terms of fears on property damage, sexual assault and spouse 

victimization. Particularly crime concerns caused by own experience of 

crime go to the persons who are in an intimate relation like their 

children and a spouse.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general 

fear, fear of property damage, fear of physical harm, the experiencing 

and non-experiencing crime groups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fear. However, levels of repeated violence does not increase 

the fear. When it comes to sexual assault, while the groups who had 



Abstract

363

damaged more than twice had more concerned on the damage of the 

re-violence than other two groups. The difference of crime fear by 

acquaintances was significant between the experience of violence damage 

and the inexperienced.

Analysis on vulnerability factors to crime by level : After analyzing all 

variables vulnerabilities at the individual level, the regional level, and 

local level such as neighbor relationships, neighborhood participation, and 

physical disorders are key factors of potential crime. The stronger the ties 

between neighbors, the lower neighborhood participation to local problems, 

and lower levels of physical disorder have decreased the possibility of 

crime. The individual-level factors of potential crime are marital status, 

educational level, and late return, recognition on vulnerabilities to crime. 

Unmarried and less educated person are likely to lower crime. In 

addition, those who return home at night or those who perceived 

themselves vulnerable to crime have faced more crime damages. 

3) Perception and fear of crime in 2012

Awareness of trends in crime: 63.7% of the Korean people answered that 

the overall crime rate will increase in Korea. On the other hand, only 

28.9% of people responded that the crime rate in their neighborhood will 

increase the crime, which means people think that crime rate in the 

place of farther away from their living place will go up. However, 

comparing to the figures of the last 2011 survey response rate of 61.4% 

and 26.8%, people’s awareness crime rate has declined than before.  

Factors affecting awareness of crime trends : Awareness of crime trends, 

gender was affected by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s like 

gender, age, occupation, income level and their own experience of 

crime, someone else's experience about criminal damage, the level of 

exposure to crime-related stories and news. This means that we have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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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y attention to the media coverage and the efforts to reduce crime in 

order to reduce the general public's declining crime rates. 

Analysis on the factor to awareness about the crime trend : Level of 

confidence in the police action in town (Eup, Myeon, Dong) of Korea 

has negatively affected  trend of crime, which was to be recognized that 

the crime in Korea has been reduced. In addition, the awareness of the 

community on that the physical and social disorder of town (Eup, 

Myeon, Dong) and the higher level of physical disorder and social 

disorder will increase has been raised, however, people also regard that 

the higher community effectiveness of town (Eup, Myeon, Dong) can 

cause the crime reduction. According to the results of cross-interaction, 

social disorder of town (Eup, Myeon, Dong) was closely connected with 

the individual level of experience, those the experienced thinks the high 

level of social disorder will increase the rate of the crime in their own 

town.  

The fear of crime: 24.6% of Koreans are “afraid to be alone at night or 

walk around” which is 1.0% lower than 25.6% in the 2011 survey figure. 

Meanwhile, by the crime type (theft, burglary, assault, fraud, sexual 

assault, destruction, home invasion, stalking, etc.), the number of those 

who are not afraid of crime was more than that of those who are afraid, 

and among the above mentioned crime, the level of fear on the home 

invasion reached the highest point. 

Factors affecting fear of crime: Those who are women than men, those 

with lower age, the higher education level and the higher the income 

level increased the fear of crime. In addition, those the experienced or 

indirect experienced by acquaintance and those frequently exposed to a 

crime-related news and stories have more fears on crime. 

Analysis on the level of fear of crime analysis : Social disorder like town 

(Eup, Myeon, Dong) stimulates the fear of any type of crim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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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ty effectiveness of town (Eup, Myeon, Dong) has played a role 

to increase the concrete fear, fear on property damage and fear on 

physical damage. In addition,  the trustfulness on police activity at town 

(Eup, Myeon, Dong) contribute to lower fear on sexual abuse. The cross 

variables between regional level and individual level showed interesting 

results. Women comparing to men showed a higher fear to all types of 

crime, especially women living in town (Eup, Myeon, Dong) which in a 

high social disorder and people who are frequently exposed to the 

media outlet have more fear to crimes. However, those living in town 

(Eup, Myeon, Dong) with the high trustfulness on police activity were to 

offset and lowered the fear of the crime. Through the police activities 

we can encourage that the fear of crime can be able to be lowered. 

5. Reformation and Improvement

This study suggested reformation and improvement to elevate accuracy, 

usefulness, and reliability of the survey: 1) Expand sample size and investigate 

related issues, 2) Cooperate with the Statistics Korea(National Statistical Office) 

to elevate reliability of national statistics, 3) Investigate types of index crimes 

again, 4) Measurement of series victimization and improve data collection 

strategy, 5) Make use of Internet survey, 6) Establish standing research team 

for crime victimization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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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 1. 기초조사표(가구대표응답자용)

승인(협의)번호
제40301호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1⃞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2⃞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기초조사표: 가구대표 응답자]

통계청에서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함께 2013년 5월 29일부터 6월 10일까지「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 가구와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입은 각종 범죄

피해 경험(신고하지 않은 피해도 포함)을 파악하여, 정부의 범죄 예방과 피해자보호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적극적인 협조와 정확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귀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은 통계법 제 33조에 따라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며 통계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인사 말씀

가구 전체 조사표 수
총 (        )  부

가구 전체 기초조사표 수
총 (       )  부

가구 전체 사건조사표 수
총 (        )  부

� �� �� ���� �� ����� 

시·도 시·군·구 읍·면·동 조사구번호 거처번호 가구번호 가구원번호

2012년 기준

지방청·사무소 조사원 성명 전 화 번 호 조 사 방 법 가구대표응답자사건조사표수

(       )         — 총 (      )  부① 조사원 면접식
② 자기 기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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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012년 기준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조사표 쓰는 요령

◆ 각 항목별로 응답 항목에 ○, 표를 하거나 해당되는 숫자와 내용을 쓰십시오.

◆ � 항목의 기입이 �나� 다음 항목을 기입하되, ���는 표시(�)가 있�� 지�� 항목�로 가서 쓰십시오.

2013년 5월 29일 현재 귀댁에 실제로 함께 살고 있는 가구원 모두에 대하여 다음 내용을 응답해 주십시오.

H 가구 구성

H

H. 가구 구성 · 가 구: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하는 생활 단위

· 가구대표 응답자: 가구의 생활 상황을 잘 아는 사람

· 가구원: 현재 이 가구에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이므로, 군 입대, 주말부부 등의 사유로 같이 살지 않는

경우는 제외

· 가구대표 응답자를 가장 먼저 적은 후, 가구대표 응답자와의 관계 보기 번호 순서대로 기입

가구원

번호

가구대표
응답자와의

관계

실제

생년·월
① 미혼
② 현재 배우자 있음
③ 사별이나 이혼

직업
관련
등

장애인
복지카드

장애인만응답 외국인만응답

종사상
지위 출신

국가

조사원이
적어넣습니다

사유 코드

혼인상태

① 남

② 여

성 별

1

2

3

4

5

6

7

8

(양 / 음)
년 월

(양 / 음)
년 월

(양 / 음)
년 월

(양 / 음)
년 월

(양 / 음)
년 월

(양 / 음)
년 월

(양 / 음)
년 월

(양 / 음)
년 월

① 가구
대표 응답자

①있다②없다

< 가구대표 응답자와의 관계 보기 > < 직업 관련 등 보기 > < 종사상 지위 보기 >

① 가구대표 응답자 ② 배우자

③ 자녀 ④ 자녀의 배우자

⑤ 부모 ⑥ 배우자의 부모

⑦ 손자녀 ⑧ 손자녀의 배우자

⑨ 증손자녀 ⑩ 증손자녀의 배우자

⑪ 조부모

⑫ 가구대표 응답자나 배우자의 형제자매

⑬ 가구대표응답자나배우자의형제자매의배우자

⑭ 기타

①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② 사무종사자

③ 서비스, 판매 종사자

④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⑤ 기능원,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⑥ 단순 노무 종사자

⑦ 직업군인

⑧ 전업주부

⑨ 학생

⑩ 무직/기타(공익근무요원 포함)

① 임금근로자

② 자영업자

③ 무급가족종사자

ⓞ 해당 없음 (전업주부, 학생, 무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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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2012년) 연말 기준으로 우리 동네 사람들에 대해 느낀 점을 응답해 주십시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서로서로 잘 알고 지내는 편이었다

2)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다

3)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잘 도왔다

4) 동네의 각종 행사와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5) 동네 아이가 낯선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면 도와줄 것 같았다

6) 범죄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에 신고할 것 같았다

7) 범죄예방을 위해 순찰을 해야 한다면 이 활동에 참여할 것 같았다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⑤

⑤

⑤

⑤

⑤

⑤

⑤

2

작년(2012년) 연말 기준으로 우리 동네 주위 환경에 대해 느낀 점을 응답해 주십시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주변에 쓰레기가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었고 지저분했다

2) 어둡고 후미진 곳이 많았다

3) 주변에 방치된 차나 빈 건물이 많았다

4) 기초 질서(무단횡단, 불법 주·정차 등)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다

5) 무리 지어 다니는 불량 청소년들이 많았다

6) 큰소리로 다투거나 싸우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었다

①

①

①

①

①

①

②

②

②

②

②

②

③

③

③

③

③

③

④

④

④

④

④

④

⑤

⑤

⑤

⑤

⑤

⑤

1

작년(2012년) 연말 기준으로 우리 동네 경찰에 대해 느낀 점을 응답해 주십시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순찰 활동을 잘 하고 있었다

2) 범죄사건이 발생하여 신고하면, 즉시 출동할 것 같았다

3) 범죄사건을 신고하면, 반드시 범인을 잡아줄 것 같았다

①

①

①

②

②

②

③

③

③

④

④

④

⑤

⑤

⑤

3

작년(2012년) 한 해와 비교해 볼 때, 앞으로 범죄가 증가할 것 같습니까? 감소할 것 같습니까?

항 목
매우

감소할 것
변화

없을 것
약간

감소할 것
약간

증가할 것
매우

증가할 것

1) 우리나라 전체의 범죄

2) 내가 살고 있는 동네(지역)의 범죄

①

①

②

②

③

③

④

④

⑤

⑤

4

Ⅰ 동네와 이웃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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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는 아래의 사람들이 일상생활 중에 범죄피해를 당할까 봐 평소 얼마나 두렵습니까?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해당자
없음

보통
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 자신이 범죄피해를 당할까 봐 두렵다

2) 배우자(애인)가 범죄피해를 당할까 봐 두렵다

3) 자녀가 범죄피해를 당할까봐 두렵다

①

①

①

㉧

㉧

②

②

②

③

③

③

④

④

④

⑤

⑤

⑤

6

귀하는 다음 각 항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 범죄피해를 당할 소지가 높다

2) 누군가 나를 폭행하려 한다면, 나는 나 자신을 방어할 수 있다

3) 내가 범죄피해를 당한다면, 다른 사람에 비해 피해 결과가 더 심각하고 오래 지속될 것이다

①

①

①

②

②

②

③

③

③

④

④

④

⑤

⑤

⑤

8

귀하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얼마나 두려움을 느끼십니까?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밤에 혼자 집에 있을 때 두렵다

2) 밤에 혼자 동네 골목길을 걸을 때 두렵다

①

①

②

②

③

③

④

④

⑤

⑤

5

귀하는 다음 각 항목의 범죄피해를 당할까 봐 평소 얼마나 두렵습니까?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누군가 몰래 내 돈이나 물건을 훔쳐갈까 봐 두렵다

2) 누군가 강제로 내 돈이나 물건을 빼앗아갈까 봐 두렵다

3) 누군가 나를 구타(폭행)하여 다치게 할까 봐 두렵다

4) 누군가에게 속임을 당해 내 재산을 잃을까 봐 두렵다

5) 누군가 나를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할까 봐 두렵다

6) 누군가 내 물건이나 재산을 부수거나 못쓰게 할까 봐 두렵다

7) 누군가 내 집에 침입할까 봐 두렵다

8) 누군가 나를 쫓아다니거나 전화 등으로 집요하게 괴롭힐까 봐 두렵다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⑤

⑤

⑤

⑤

⑤

⑤

⑤

⑤

7

Ⅱ 일상생활과 범죄예방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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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는작년(2012년) 한해동안, 일주일평균며칠정도대중교통수단(버스, 지하철, 기차)을 이용했습니까?

① 일주일에 5일 이상 ② 일주일에 3 ~ 4일
③ 일주일에 1 ~ 2일 ④ 거의 또는 전혀 없음

10

귀하는작년(2012년) 한해동안, 한달평균며칠정도저녁10시이후집에들어갔습니까?

① 거의 매일 ② 일주일에 2 ~ 3일 ③ 일주일에 하루
④ 보름에 하루 ⑤ 한 달에 하루 ⑥ 거의 또는 전혀 없음

11

귀하는 작년(2012년) 한 해 동안, 한달평균며칠 정도 술에 만취해서 집에 들어갔습니까?

① 거의 매일 ② 일주일에 2 ~ 3일 ③ 일주일에 하루
④ 보름에 하루 ⑤ 한 달에 하루 ⑥ 거의 또는 전혀 없음

12

작년(2012년) 한 해 동안, 귀하와 가구원이 모두 외출하거나 출근하여 집이 비어 있는 시간이 하루에
몇 시간 정도였습니까?

① 거의 비우지 않았음 ② 4시간 미만 ③ 4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④ 8시간 이상 ~ 12시간 미만 ⑤ 12시간 이상

13

작년(2012년) 한 해 동안, 귀하와 평소에 가깝게 지내는 사람(가족 포함)이 다음과 같은 피해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까?

항 목 있었다 없었거나 모른다

1) 신체 피해

2) 재산 피해

①

①

②

②

9

귀하는 자신의 전반적인 일상생활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매우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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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일상생활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별로 응답해 주십시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외출할 때 고급스런 옷차림이나 액세서리를 하는 편이다

2) 평소 유명 브랜드 제품을 즐겨 사용하는 편이다

3) 범죄 관련 뉴스나 프로그램 등을 자주 보는 편이다

4) 사람들과 대화할 때 범죄사건에 관련된 이야기를 자주 하는 편이다

①

①

①

①

②

②

②

②

③

③

③

③

④

④

④

④

⑤

⑤

⑤

⑤

15

귀하는 범죄로부터 자신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나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밤에 자기 전에 문이 잘 잠겼는지 꼭 확인한다

2) 만약을 대비해서 호신 도구(호루라기 등)를 가지고 다닌다

3) 밤에 혼자 다니기가 무서워 누군가와 같이 다닌다

4) 범죄피해를 당할까 봐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곳을 피해 다닌다

5) 밤에 일이 있어도 밖에 나가기가 무서워서 그 일을 미룬다

6) 밤에는 혼자 택시를 타지 않는다

7) 동네의 자율방범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8) 2 ~ 3일 이상 집을 비울 때 이웃집에 봐달라고(배달된 신문이나
우유 치우기 등) 부탁한다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⑤

⑤

⑤

⑤

⑤

⑤

⑤

⑤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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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는 현재 살고 있는 동네에서 얼마나 사셨습니까?

________________년 __________개월

Ⅲ 배경 문항

17

최근 5년 이내(2008년 1월부터 지금까지) 이사를 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 ⇒ ________회 ② 없다

가구원 가운데 현재 사는 집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① 있다 � 응답 후 번으로 ② 없다 � 응답 후 번으로

현재 집에서 영업하고 있음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상호나 간판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19

18

19-1

현재 사시는 집의 소유 형태는 무엇입니까?

① 자기집 ② 전세 ③ 보증부 월세
④ 월세(사글세) ⑤ 무상

20

귀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안 받았음 ① 초등학교 ② 중학교 ③ 고등학교
④ 대학(교)(4년제 미만) ⑤ 대학교(4년제 이상) ⑥ 대학원 이상

21

작년(2012년) 한 해 동안, 귀 가구의 세금 공제 전 월평균 소득은 얼마입니까?
(※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의 합계 금액을 말합니다.)

22

① 월평균 100만 원 미만 ② 월평균 100 ~ 200만 원 미만
③ 월평균 200 ~ 300만 원 미만 ④ 월평균 300 ~ 400만 원 미만
⑤ 월평균 400 ~ 500만 원 미만 ⑥ 월평균 500 ~ 600만 원 미만
⑦ 월평균 600 ~ 700만 원 미만 ⑧ 월평균 700 ~ 1,000만 원 미만
⑨ 월평균 1,000만 원 이상

20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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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2012년) 한 해 동안, 귀하는 아래에 예시한 속임(사기)으로 재산 피해를 입은 적이 있었습니까?23

Ⅳ 작년(2012년) 한 해 동안 겪은 피해 경험

예

시

① 우체국, 전화국, 은행, 신용카드회사, 국세청, 수사기관, 가족 등을 사칭하여 돈을 요구하여 보냄

② 가짜 은행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를

입력하도록 유도하여 정보를 보냄

③ 누군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갚겠다고 속여 돈을 빌려 감

④ 상점(인터넷쇼핑몰 포함)에서 결재를 하였으나 물건을 받지 못함

⑤ 상점(인터넷쇼핑몰 포함)에서 가짜 상품을 진품이라고 속여 판매함

⑥ 상점(인터넷쇼핑몰 포함)에서 공짜, 할인, 경품 당첨 등을 미끼로 상품을 구매하게 함

⑦ 상점(인터넷쇼핑몰 포함)에서 상품이나 서비스의 양을 심하게 속여 판매함

⑧ 기타의 사기(속임수)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

① 있었다 ⇒ ________건 ② 없었다

작년(2012년) 한 해 동안, 귀하는 아래에 예시한 물건을 도둑맞거나 빼앗긴 적이 있었습니까?
(※ 도둑맞을 뻔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24

예

시

① 현금, 수표, 상품권 등
② 신용카드, 현금지급카드, 교통카드
③ 지갑, 핸드백, 가방
④ 개인 휴대 물품(노트북, 휴대전화, MP3, 의류, 도서, 게임기 등)
⑤ 자전거 혹은 그 부속품
⑥ 차량(자동차나 오토바이 등)
⑦ 자동차 부품(내비게이션, 타이어, 타이어 휠캡, 카스테레오, 위성라디오 등)
⑧ TV, DVD, 플레이어, VCR, 오디오 등 가전제품
⑨ 귀금속, 도자기, 예술품, 가구
⑩ 그 외 다른 물건

① 있었다 ⇒ ________건 ② 없었다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사건은 제외하고, 작년(2012년) 한 해 동안, 누군가 문이나 창문을 열거나, 자물쇠나
방범창을 절단하여 귀하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왔거나 들어올 뻔한 적이 있었습니까?

25

① 있었다 ⇒ _______건 ② 없었다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사건은 제외하고, 작년(2012년) 한 해 동안, 누군가 고의로 귀하와 가구원의
재산이나 물건을 부수거나 못 쓰게 한 적이 있었습니까? 
(예: 누군가 귀하의 집 창문 또는 집 밖에 놓아둔 물건이나 자동차에 손상을 입힌 적이 있다.) 

26

① 있었다 ⇒ ________건 ②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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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말씀해주신 사건은 제외하고, 작년(2012년) 한 해 동안, 아래에 예시한 장소에서 귀하는
폭행이나 위협(협박) 또는 도둑을 맞았거나 당할 뻔한 적이 있었습니까?

27

예

시

① 우리 집 또는 그 근처

② 친척, 친구, 이웃집이나 그 근처

③ 직장이나 학교

④ 시장, 쇼핑센터, 식당, 은행 등

⑤ 체육관, 극장, 놀이공원, 등산로(산책로) 등

⑥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터미널 등 대중교통 시설

⑦ 거리, 주차장, 승용차 등 그 밖의 장소

① 있었다 ⇒ ________건 ② 없었다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사건은 제외하고, 작년(2012년) 한 해 동안, 귀하는 아래에 예시한 방법으로
폭행이나 위협(협박)을 당했거나 당할 뻔한 적이 있었습니까? 
(※ 전화로 위협을 당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28

예

시

① 칼, 총과 같은 무기 ② 야구방망이, 가위, 프라이팬, 막대기

③ 돌이나 병을 던짐 ④ 몸을 붙잡거나 치거나 목을 조름

⑤ 성추행, 성폭행 등 성폭력 ⑥ 귀하 앞에서 위협함

⑦ 그 외 다른 폭행, 위협(협박)

① 있었다 ⇒ ________건 ② 없었다

사람들은 아는 사람들에게 당한 피해는 피해로 잘 생각하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사건은 제외하고, 작년(2012년) 한 해 동안, 아래에 예시한 사람들로부터 도둑,
폭행, 위협 또는 괴롭힘을 당했거나 당할 뻔한 적이 있었습니까?

29

예

시

① 직장 동료나 학교 선후배

② 친구, 애인 또는 이웃

③ 가족이나 친척

④ 그 밖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람

① 있었다 ⇒ ________건 ② 없었다

강제적이며 원치 않는 성적인 접촉은 말하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사건은 제외하고, 작년(2012년) 한 해 동안, 아래에 예시한 사람들로부터 강제로
원치 않는 성적인 접촉을 당했거나 당할 뻔한 적이 있었습니까?

30

예시 ① 낯선 사람 ② 조금 아는 사람 ③ 잘 아는 사람

① 있었다 ⇒ ________건 ②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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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점검 항목

관련 문항 피해 경험 여부
상습피해 수

(비슷한수법으로5회이상
피해를당했으나구별못함)

사건조사표 수
(상습피해는1건만작성)

번 속임 관련

번 물건 관련

번 침입 관련

번 손상 관련

번 장소 관련

번 방법 관련

번 지인 관련

번 성추행 관련

총 피해경험수

ⓞ 없었다

ⓞ 없었다

ⓞ 없었다

ⓞ 없었다

ⓞ 없었다

ⓞ 없었다

ⓞ 없었다

ⓞ 없었다

① 있었다 ________ 건

① 있었다(미수 포함)   ________ 건

① 있었다(미수 포함)   ________ 건

① 있었다 ________ 건

① 있었다(미수 포함)   ________ 건

① 있었다(미수 포함)   ________ 건

① 있었다(미수 포함)   ________ 건

① 있었다(미수 포함)   ________ 건

① 있었다(미수 포함)   ________ 건

________ 건

________ 건

________ 건

________ 건

________ 건

________ 건

________ 건

________ 건

총 사건조사표 수

________ 부

________ 부

________ 부

________ 부

________ 부

________ 부

________ 부

________ 부

________ 부

23

24

25

26

27

28

29

30

피해 경험 수 결정 방법1

1
2

3

① 범죄피해 경험 관련 문항의 피해 경험 수를 옮겨 적습니다.
② 점검 항목에서 2개 이상의 관련 문항에 표시된 경우 같은 피해 경험인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강도가

침입하여 유리창을 깨고, 물건을 훔친 경우 3개 문항에 표시될 수 있으나, 같은 피해 경험인 경우
‘24번 물건 관련’에만 한 건으로 표시합니다.

③ 문항별 피해 경험 여부 건수를 합산하여 총 피해 경험 수에 적어 넣습니다.
④ 총피해경험수와응답자가기억하는피해경험수를확인하고, 차이가나는경우조사표를재검토합니다.

상습피해 여부 결정 방법

※ 상습피해는 비슷한 수법으로 5회 이상 반복적인 피해(예를 들어, 스토킹,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를 당했으나 각
사건을 잘 구별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사건조사표는 피해가 가장 심한 사건을 기준으로 한 건만 작성합니다.

① 문항별 피해 경험 수가 5건 이상인 경우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를 당했는지 확인합니다.
②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를 당한 경우 각 사건을 각각 구별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③ 각 사건을 구별할 수 없는 경우 상습피해로 보며, 그 상습피해 경험 수를 상습피해 수에다 씁니다.

사건조사표 수 결정 방법

① 두 개 이상의 문항에 피해 경험이 있는 경우 같은 경험이 중복되었는지 재확인하고, 개별 사건이면
사건조사표 수에 부수를 씁니다.

② 문항별로 피해 경험 수가 5회 이상인 경우 상습피해이면 사건조사표는 1부, 각 경험이 구별 가능한
개별 사건이면 사건조사표는 각각 씁니다.

③ 문항별 사건조사표 부수를 합산하여 총 사건조사표 수에 씁니다.
④ 총 사건조사표 수를 응답자에게 확인하고, 그 사건 부수만큼 사건조사표를 작성합니다.

2

3

Ⅴ 조사원 확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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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대상 가구와 주변의 방범 수준

항 목 아니요예 잘 모르겠음

1) 현관이나 창문에 이중자물쇠 등 특수 잠금장치가 있다

2) 창문이나 비상구 등에 방범창(쇠창살)이 있다

3) 비디오폰이나 현관문에 들여다보는 구멍이 있다

4) 출입카드를 사용 한다

5) 도난 경보시스템이 있다

6) 경비원이 있다

7) 집 주위 반경 20m 안에 CCTV 등 감시카메라가 있다

8) 집 주위 반경 20m 안에 외부 조명이 있다

9) 집 주위 반경 100m 안에 유흥업소 밀집 지역이 있다

10) 집 주위 반경 100m 안에 재개발 또는 재건축 공사장이 있다

11) 집 주위 반경 100m 안에 공단지역(공장 밀집 지역)이 있다

12) 집 주위 반경 100m 안에 대규모 재래시장이 있다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③

3. 주택의 유형

① 단독주택

② 아파트

③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④ 비거주용 건물(상가, 공장, 여관 등) 내 주택

⑤ 기타(오피스텔 등)  ( ____________ )

<아파트/오피스텔인 경우>

1) 단지 규모 : 총 _______ 동

2) 층수 : _______ 층 중_______ 층

3) 형태 : ① 계단식 ② 복도식



전국범죄피해조사 2012

336378

부록

337

12 / 2012년 기준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응답자 성명

휴대전화 : (      )         -

집 전 화 : (      )         -

(                                          )※ 응답하신분의성명과연락번호를써주십시오.

※ 연락번호는 응답하신 내용에 대해 추가 질문

사항이있을경우질의하기위해서만사용됩니다.

응답자 연락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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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기초조사표(가구원용)

승인(협의)번호
제40301호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1⃞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2⃞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기초조사표: 가구원]

통계청에서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함께 2013년 5월 29일부터 6월 10일까지「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 가구와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입은 각종 범죄

피해 경험(신고하지 않은 피해도 포함)을 파악하여, 정부의 범죄 예방과 피해자보호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적극적인 협조와 정확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귀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은 통계법 제 33조에 따라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며 통계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인사 말씀

지방청·사무소 조 사 원 성 명 전 화 번 호 조 사 방 법 해당가구원사건조사표수

(       )         — 총 (      )  부① 조사원 면접식
② 자기 기입식

� �� �� ���� �� ����� 

시·도 시·군·구 읍·면·동 조사구번호 거처번호 가구번호 가구원번호

2012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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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표 쓰는 요령
◆ 각 항목별로 응답 항목에 ○,    표를 하거나 해당되는 숫자와 내용을 쓰십시오.
◆ 한 항목의 기�이 �나면 다음 항목을 기�하되, 건��는 표시(�)가 있으면 지정된 항목으로 가서 쓰십시오.
◆ 이 조사표는 2012년 12월 31일 기준 만 14세 이상(양력 1999년 1월 이전, 음력 1998년 12월 이전 출생)인 가구원만

응답해 주십시오.

작년(2012년) 연말 기준으로 우리 동네 사람들에 대해 느낀 점을 응답해 주십시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서로서로 잘 알고 지내는 편이었다

2)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다

3)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잘 도왔다

4) 동네의 각종 행사와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5) 동네 아이가 낯선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면 도와줄 것 같았다

6) 범죄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에 신고할 것 같았다

7) 범죄예방을 위해 순찰을 해야 한다면 이 활동에 참여할 것 같았다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⑤

⑤

⑤

⑤

⑤

⑤

⑤

2

작년(2012년) 연말 기준으로 우리 동네 주위 환경에 대해 느낀 점을 응답해 주십시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주변에 쓰레기가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었고 지저분했다

2) 어둡고 후미진 곳이 많았다

3) 주변에 방치된 차나 빈 건물이 많았다

4) 기초 질서(무단횡단, 불법 주·정차 등)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다

5) 무리 지어 다니는 불량 청소년들이 많았다

6) 큰소리로 다투거나 싸우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었다

①

①

①

①

①

①

②

②

②

②

②

②

③

③

③

③

③

③

④

④

④

④

④

④

⑤

⑤

⑤

⑤

⑤

⑤

1

작년(2012년) 연말 기준으로 우리 동네 경찰에 대해 느낀 점을 응답해 주십시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순찰 활동을 잘 하고 있었다

2) 범죄사건이 발생하여 신고하면, 즉시 출동할 것 같았다

3) 범죄사건을 신고하면, 반드시 범인을 잡아줄 것 같았다

①

①

①

②

②

②

③

③

③

④

④

④

⑤

⑤

⑤

3

작년(2012년) 한 해와 비교해 볼 때, 앞으로 범죄가 증가할 것 같습니까? 감소할 것 같습니까?

항 목
매우

감소할 것
변화
없을것

약간
감소할 것

약간
증가할 것

매우
증가할 것

1) 우리나라 전체의 범죄

2) 내가 살고 있는 동네(지역)의 범죄

①

①

②

②

③

③

④

④

⑤

⑤

4

Ⅰ 동네와 이웃 환경



전국범죄피해조사 2012

336

부록

337381

미래로 통하는 빛! 통계청 / 3

귀하는 아래의 사람들이 일상생활 중에 범죄피해를 당할까 봐 평소 얼마나 두렵습니까?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해당자
없음

보통
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 자신이 범죄피해를 당할까 봐 두렵다

2) 배우자(애인)가 범죄피해를 당할까 봐 두렵다

3) 자녀가 범죄피해를 당할까봐 두렵다

①

①

①

㉧

㉧

②

②

②

③

③

③

④

④

④

⑤

⑤

⑤

6

귀하는 다음 각 항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 범죄피해를 당할 소지가 높다

2) 누군가 나를 폭행하려 한다면, 나는 나 자신을 방어할 수 있다

3) 내가범죄피해를당한다면, 다른사람에비해피해결과가더심각하고오래지속될것이다

①

①

①

②

②

②

③

③

③

④

④

④

⑤

⑤

⑤

8

귀하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얼마나 두려움을 느끼십니까?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밤에 혼자 집에 있을 때 두렵다

2) 밤에 혼자 동네 골목길을 걸을 때 두렵다

①

①

②

②

③

③

④

④

⑤

⑤

5

귀하는 다음 각 항목의 범죄피해를 당할까 봐 평소 얼마나 두렵습니까?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그렇
그렇다

1) 누군가 몰래 내 돈이나 물건을 훔쳐갈까 봐 두렵다

2) 누군가 강제로 내 돈이나 물건을 빼앗아갈까 봐 두렵다

3) 누군가 나를 구타(폭행)하여 다치게 할까 봐 두렵다

4) 누군가에게 속임을 당해 내 재산을 잃을까 봐 두렵다

5) 누군가 나를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할까 봐 두렵다

6) 누군가 내 물건이나 재산을 부수거나 못쓰게 할까 봐 두렵다

7) 누군가 내 집에 침입할까 봐 두렵다

8) 누군가 나를 쫓아다니거나 전화 등으로 집요하게 괴롭힐까 봐 두렵다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⑤

⑤

⑤

⑤

⑤

⑤

⑤

⑤

7

Ⅱ 일상생활과 범죄예방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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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는 자신의 전반적인 일상생활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매우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14

귀하의 일상생활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별로 응답해 주십시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외출할 때 고급스런 옷차림이나 액세서리를 하는 편이다

2) 평소 유명 브랜드 제품을 즐겨 사용하는 편이다

3) 범죄 관련 뉴스나 프로그램 등을 자주 보는 편이다

4) 사람들과 대화할 때 범죄사건에 관련된 이야기를 자주 하는 편이다

①

①

①

①

②

②

②

②

③

③

③

③

④

④

④

④

⑤

⑤

⑤

⑤

15

작년(2012년) 한 해 동안, 귀하와 평소에 가깝게 지내는 사람(가족 포함)이 다음과 같은 피해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까?

항 목 있었다 없었거나 모른다

1) 신체 피해

2) 재산 피해

①

①

②

②

9

귀하는작년(2012년) 한해동안, 일주일평균며칠정도대중교통수단(버스, 지하철, 기차)을이용했습니까?

① 일주일에 5일 이상 ② 일주일에 3 ~ 4일
③ 일주일에 1 ~ 2일 ④ 거의 또는 전혀 없음

10

귀하는 작년(2012년) 한 해 동안, 한 달 평균 며칠 정도 저녁 10시 이후 집에 들어갔습니까?

① 거의 매일 ② 일주일에 2 ~ 3일 ③ 일주일에 하루
④ 보름에 하루 ⑤ 한 달에 하루 ⑥ 거의 또는 전혀 없음

11

귀하는 작년(2012년) 한 해 동안, 한 달 평균 며칠 정도 술에 만취해서 집에 들어갔습니까?

① 거의 매일 ② 일주일에 2 ~ 3일 ③ 일주일에 하루
④ 보름에 하루 ⑤ 한 달에 하루 ⑥ 거의 또는 전혀 없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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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는 범죄로부터 자신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나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밤에 자기 전에 문이 잘 잠겼는지 꼭 확인한다

2) 만약을 대비해서 호신 도구(호루라기 등)를 가지고 다닌다

3) 밤에 혼자 다니기가 무서워 누군가와 같이 다닌다

4) 범죄피해를 당할까 봐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곳을 피해 다닌다

5) 밤에 일이 있어도 밖에 나가기가 무서워서 그 일을 미룬다

6) 밤에는 혼자 택시를 타지 않는다

7) 동네의 자율방범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8) 2 ~ 3일 이상 집을 비울 때 이웃집에 봐달라고(배달된 신문이나
우유 치우기 등) 부탁한다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⑤

⑤

⑤

⑤

⑤

⑤

⑤

⑤

16

Ⅲ 배경 문항

귀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안 받았음 ① 초등학교 ② 중학교 ③ 고등학교
④ 대학(교)(4년제 미만) ⑤ 대학교(4년제 이상) ⑥ 대학원 이상

21

작년(2012년) 한 해 동안, 귀하는 아래에 예시한 속임(사기)으로 재산 피해를 입은 적이 있었습니까?23

Ⅳ 작년(2012년) 한 해 동안 겪은 피해 경험

예

시

① 우체국, 전화국, 은행, 신용카드회사, 국세청, 수사기관, 가족 등을 사칭하여 돈을 요구하여 보냄

② 가짜 은행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를

입력하도록 유도하여 정보를 보냄

③ 누군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갚겠다고 속여 돈을 빌려 감

④ 상점(인터넷쇼핑몰 포함)에서 결재를 하였으나 물건을 받지 못함

⑤ 상점(인터넷쇼핑몰 포함)에서 가짜 상품을 진품이라고 속여 판매함

⑥ 상점(인터넷쇼핑몰 포함)에서 공짜, 할인, 경품 당첨 등을 미끼로 상품을 구매하게 함

⑦ 상점(인터넷쇼핑몰 포함)에서 상품이나 서비스의 양을 심하게 속여 판매함

⑧ 기타의 사기(속임수)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

① 있었다 ⇒ ________ 건 ②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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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2012년) 한 해 동안, 귀하는 아래에 예시한 물건을 도둑맞거나 빼앗긴 적이 있습니까?
(※ 도둑맞을 뻔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24

예

시

① 현금, 수표, 상품권 등
② 신용카드, 현금지급카드, 교통카드
③ 지갑, 핸드백, 가방
④ 개인 휴대 물품(노트북, 휴대전화, MP3, 의류, 도서, 게임기 등)
⑤ 자전거 혹은 그 부속품
⑥ 차량(자동차나 오토바이 등)
⑦ 자동차 부품(내비게이션, 타이어, 타이어 휠캡, 카스테레오, 위성라디오 등)
⑧ TV, DVD, 플레이어, VCR, 오디오 등 가전제품
⑨ 귀금속, 도자기, 예술품, 가구
⑩ 그 외 다른 물건

① 있었다 ⇒ ________ 건 ② 없었다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사건은 제외하고, 작년(2012년) 한 해 동안, 누군가 문이나 창문을 열거나, 자물쇠나
방범창을 절단하여 귀하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왔거나 들어올 뻔한 적이 있었습니까?

25

① 있었다 ⇒ ________ 건 ② 없었다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사건은 제외하고, 작년(2012년) 한 해 동안, 누군가 고의로 귀하와 가구원의
재산이나 물건을 부수거나 못 쓰게 한 적이 있었습니까? 
(예: 누군가 귀하의 집 창문 또는 집 밖에 놓아둔 물건이나 자동차에 손상을 입힌 적이 있다.)

26

① 있었다 ⇒ ________ 건 ② 없었다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사건은 제외하고, 작년(2012년) 한 해 동안, 아래에 예시한 장소에서 귀하는
폭행이나 위협(협박) 또는 도둑을 맞았거나 당할 뻔한 적이 있었습니까? 

27

예

시

① 우리 집 또는 그 근처

② 친척, 친구, 이웃집이나 그 근처

③ 직장이나 학교

④ 시장, 쇼핑센터, 식당, 은행 등

⑤ 체육관, 극장, 놀이공원, 등산로(산책로) 등

⑥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터미널 등 대중교통 시설

⑦ 거리, 주차장, 승용차 등 그 밖의 장소

① 있었다 ⇒ ________ 건 ②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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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말씀해주신 사건은 제외하고, 작년(2012년) 한 해 동안, 귀하는 아래에 예시한 방법으로
폭행이나 위협(협박)을 당했거나 당할 뻔한 적이 있었습니까? 
(※ 전화로 위협을 당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28

예

시

① 칼, 총과 같은 무기

② 야구방망이, 가위, 프라이팬, 막대기

③ 돌이나 병을 던짐

④ 몸을 붙잡거나 치거나 목을 조름

⑤ 성추행, 성폭행 등 성폭력

⑥ 귀하 앞에서 위협함

⑦ 그 외 다른 폭행, 위협(협박)

① 있었다 ⇒ ________ 건 ② 없었다

사람들은 아는 사람들에게 당한 피해는 피해로 잘 생각하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사건은 제외하고, 작년(2012년) 한 해 동안, 아래에 예시한 사람들로부터 도둑,
폭행, 위협 또는 괴롭힘을 당했거나 당할 뻔한 적이 있었습니까?

29

예

시

① 직장 동료나 학교 선후배

② 친구, 애인 또는 이웃

③ 가족이나 친척

④ 그 밖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람

① 있었다 ⇒ ________ 건 ② 없었다

강제적이며 원치 않는 성적인 접촉은 말하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사건은 제외하고, 작년(2012년) 한 해 동안, 아래에 예시한 사람들로부터 강제로
원치 않는 성적인 접촉을 당했거나 당할 뻔한 적이 있었습니까?

30

예

시

① 낯선 사람

② 조금 아는 사람

③ 잘 아는 사람

① 있었다 ⇒ ________ 건 ②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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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경험 수 결정 방법

① 범죄피해 경험 관련 문항의 피해 경험 수를 옮겨 적습니다.
② 점검 항목에서 2개 이상의 관련 문항에 표시된 경우 같은 피해 경험인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강도가 침입하여

유리창을 깨고, 물건을 훔친 경우 3개 문항에 표시될 수 있으나, 같은 피해 경험인 경우‘24번 물건 관련’에만 한 건으로
표시합니다.

③ 문항별 피해 경험 여부 건수를 합산하여 총 피해 경험 수에 적어 넣습니다.
④ 총 피해 경험 수와 응답자가 기억하는 피해 경험 수를 확인하고, 차이가 나는 경우 조사표를 재검토합니다.

상습피해 여부 결정 방법

※ 상습피해는 비슷한 수법으로 5회 이상 반복적인 피해(예를 들어, 스토킹,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를 당했으나 각 사건을 잘 구별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사건조사표는 피해가 가장 심한 사건을 기준으로 한 건만 작성합니다.

① 문항별 피해 경험 수가 5건 이상인 경우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를 당했는지 확인합니다.
②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를 당한 경우 각 사건을 각각 구별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③ 각 사건을 구별할 수 없는 경우 상습피해로 보며, 그 상습피해 경험 수를 상습피해 수에다 씁니다.

사건조사표 수 결정 방법

① 두 개 이상의 문항에 피해 경험이 있는 경우 같은 경험이 중복되었는지 재확인하고, 개별 사건이면 사건조사표
수에 부수를 씁니다.

② 문항별로 피해 경험 수가 5회 이상인 경우 상습피해이면 사건조사표는 1부, 각 경험이 구별 가능한 개별 사건이면
사건조사표는 각각 씁니다.

③ 문항별 사건조사표 부수를 합산하여 총 사건조사표 수에 씁니다.
④ 총 사건조사표 수를 응답자에게 확인하고, 그 사건 부수만큼 사건조사표를 작성합니다.

� ��� ��� �� ���� ��� ����� �

1. 점검 항목

관련 문항 피해 경험 여부
상습피해 수

(비슷한 수법으로 5회 이상
피해를 당했으나 구별 못 함)

사건조사표 수

(상습피해는 1건만 작성)

번 속임 관련

번 물건 관련

번 침입 관련

번 손상 관련

번 장소 관련

번 방법 관련

번 지인 관련

번 성추행 관련

총 피해 경험 수

ⓞ 없었다

ⓞ 없었다

ⓞ 없었다

ⓞ 없었다

ⓞ 없었다

ⓞ 없었다

ⓞ 없었다

ⓞ 없었다

① 있었다 _________ 건

① 있었다(미수 포함)   _________ 건

① 있었다(미수 포함)   _________ 건

① 있었다 _________ 건

① 있었다(미수 포함)   _________ 건

① 있었다(미수 포함)   _________ 건

① 있었다(미수 포함)   _________ 건

① 있었다(미수 포함)   _________ 건

① 있었다(미수 포함)   _________ 건

_________ 건

_________ 건

_________ 건

_________ 건

_________ 건

_________ 건

_________ 건

_________ 건

총 사건조사표 수

_________ 부

_________ 부

_________ 부

_________ 부

_________ 부

_________ 부

_________ 부

_________ 부

_________ 부

23

24

25

26

27

28

29

30

응답자 성명

휴대전화 : (      )         -
집 전 화 : (      )         -

(                                               )※ 응답하신 분의 성명과 연락번호를 써 주십시오.

※ 연락번호는 응답하신 내용에 대해 추가 질문사항이

있을 경우 질의하기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응답자 연락번호

1

2

3

1
2 3

Ⅴ 조사원 확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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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사건조사표

승인(협의)번호
제4 0 3 0 1호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1⃞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2⃞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사건조사표]

통계청에서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함께 2013년 5월 29일부터 6월 10일까지「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 가구와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입은 각종 범죄

피해 경험(신고하지 않은 피해도 포함)을 파악하여, 정부의 범죄 예방과 피해자보호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적극적인 협조와 정확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귀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은 통계법 제 33조에 따라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며 통계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인사 말씀

지방청·사무소 조 사 원 성 명 전 화 번 호 조 사 방 법

(       )          — ① 조사원 면접식
② 자기 기입식

� �� �� ���� �� ����� 

시·도 시·군·구 읍·면·동 조사구번호 거처번호 가구번호 가구원번호 사건번호

매 중 번

2012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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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조사표
점검 항목

1) 관련 문항 (       )번의 사건조사표 (       )건 중 (        )번째 사건
2) 상습피해인 경우 피해 횟수는 얼마나 됩니까? ⇒ (         ) 회
※ 관련 문항 23번 속임 피해인 경우는 18번부터 작성 하십시오.

조사표 쓰는요령

◆ 각 항목별로 응답 항목에 ○,    표를 하거나 해당되는 숫자와 내용을 쓰십시오.
◆ 한 항목의 기입이 �나면 �� 항목을 기입하되, 건��는 표시(�, ▶▶)가 있으면 지정된 항목으로 가서 쓰십시오.

※ 기초조사표(가구대표응답자 10쪽, 가구원 8쪽) 점검 항목의 관련 문항 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이 사건은 현재 집에서 사는 동안에 발생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사 오기 이전에 발생한 것입니까?

Ⅰ 사건 발생 일시와 장소

1

① 현재 집에서 사는 동안 ② 예전 집에서 사는 동안

그 사건은 대략 몇 시경에 발생했습니까?

① 새벽( 03 ~ 06시 ) ② 아침( 06 ~ 09시 ) ③ 오전( 09 ~ 12시 )

④ 한낮( 12 ~ 15시 ) ⑤ 오후( 15 ~ 18시 ) ⑥ 저녁( 18 ~ 21시 )

⑦ 밤( 21 ~ 00시 ) ⑧ 심야( 00 ~ 03시 ) ⑨ 낮에 발생했지만 시간은 모르겠음

⑩ 밤에발생했지만시간은모르겠음 ⑪ 낮인지 밤인지 모르겠음

3

피해를 당한 지역은 어디였습니까?

① 현재 사는 시·군·구

② 다른 시·군·구 ⇒ ______________시·도 ______________시·군·구

③ 모르겠다 � 응답 후 번으로

4

8

그 사건은 언제쯤 발생했습니까?

2012년 ________월

2

조사원 기입용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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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범행수법

그 사건은 귀하의 집에서 일어났습니까? 
( ※ 집에 들어 올 뻔한 것도 포함 )

① 예 � 응답 후 번으로

② 아니요 � 응답 후 번으로

6

8

그 사건이 발생한 구체적인 장소는 어디였습니까?5

① 집
② 주택가나그인접한도로
(거주자우선주차도로 포함)

③ 학교

④ 주차장

⑤ 인구 밀집 상업지

⑥ 공공기관, 사무실, 공장

⑦ 야외, 거리, 등산로, 
산책로, 대중교통시설 등

⑧ 그 외의 장소

① 우리 집 ② 가해자의 집 ③ 다른 사람의 집

① 아파트 단지 주변 ② 다세대·연립주택가 주변 ③ 단독주택 마을 주변

① 교실 ② 복도·계단·옥상 ③ 화장실·라커룸

④ 도서관, 체육관, 강당, 매점 등 학교 내부시설 ⑤ 운동장

⑥ 학교 뒷산·학교 담장 주변 ⑦ 기타(구체적으로: )

① 상업시설(백화점, 쇼핑센터 등) 주차장 ② 공공기관(관공서, 은행 등) 주차장

③ 아파트·연립주택 단지 주차장 ④ 도로변 유료주차장이나 주차 전용 건물

⑤ 기타(구체적으로: )

① 백화점, 시장, 가게(상점) 등 상업건물 ② 식당, 술집, 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

③ 호텔, 여관 등 숙박업소, 목욕탕 ④ 극장, 공연장

⑤ 은행, 증권회사 등 금융기관(또는 현금자동지급기)  ⑥ 의료기관

⑦ 기타(구체적으로: )

① 동사무소, 세무서 등 관공서 ② 기업, 회사 사무실 ③ 종교기관

④ 공장이나 창고, 공사장 ⑤ 기타(구체적으로: )

① 유원지, 공원, 등산로, 산책로, 공터, 체육시설 운동장(학교 운동장 제외)

② 도로 상에서(주택과 인접한 도로 제외)

③ 버스, 기차, 지하철, 택시, 항공기, 선박 등 교통시설 내부

④ 대중교통 정거장, 역 또는 대합실

① 그 외의 장소 (구체적으로:                                                     )

발생 장소5-1

6-1

그곳은 구체적으로 어디였습니까?5-2

가해자는 귀하의 집에 살았거나 귀하의 허락으로 집에 들어왔습니까?6-1

① 예 � 응답 후 번으로 ② 아니요 � 응답 후 번으로8 7

그 곳은 귀하의 직장(또는 영업장소)였습니까?5-3

① 예 ② 아니요



전국범죄피해조사 2012

336390

부록

337

그 사건에서 가해자가 실제로 귀하의 집(현관, 마당 등)으로 들어왔습니까?

① 들어왔다 � 응답 후 번으로

② 시도했으나 들어오지는 못했다 � 응답 후 번으로

7

4 / 2012년 기준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어떻게 들어왔었습니까?7-1

① 안으로 들어오도록 직접 열어줘서 ② 열린문이나창문으로(문단속을하지않아서)

③ 잠긴 문을 열쇠로 열고 ④ 문이나 문에 달린 자물쇠를 부수고

⑤ 유리창을 깨거나 방범창을 부수고 ⑥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겠음

⑦ 그 외의 경우 (구체적으로 :                                                )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집에 귀하나 가구원이 있었습니까?7-2

① 있었다 � 응답 후 번으로

② 없었다 � 응답 후 번으로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누구입니까?7-3

① 나

② 나와 가구원들

③ 나 이외의 가구원들 � 응답 후 번으로

가해자가 사용했던 무기나 위험한 물건은 미리 준비한 것입니까?8-2

① 사전에 준비하여 들고 왔었다 ② 현장의 것을 사용했었다 ③ 모르겠다

10

� 응답 후 번으로

7-1

7-2

7-3

8

10

그 사건의 가해자는 무기나 위험한 물건을 들고 있었거나 사용했었습니까?

① 그렇다 � 응답 후 번으로

② 아니다

③ 모르겠다

8

가해자가 들었거나 사용했던, 무기나 위험한 물건은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8-1

� �(가��� 모의 �� ��) � �� 가�� ��� 도�� � �

� 유리�� �� ��이 � � ��� ��이�� �(��) �

� ���� ��물 � 전����

� ���이 � 그 외의 물�으로(구체적으로:              )

� 응답 후 번으로9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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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건의 가해자는 귀하에게 어떤 방식으로든(때리거나 발로 차거나 흉기를 사용하는 등) 실제로
신체적인 공격(성폭력 포함)을 가했습니까?

9

① 신체 공격을 했다 � 응답 후 번으로

② 실제로 공격은 안했지만, 폭행하겠다고 위협(협박)했다 � 응답 후 번으로

③ 신체 공격이나 위협(협박)은 없었다 � 응답 후 번으로

12

11

10

그 사건에서 실제 무슨 일이 일어났었습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 �� �� �� 없이 ����
� ���� ��� 했�나 ��겠다고 위협�
� �� ��을 ���나 �로 ���
� �� �� ��� ��을 하�나 하� 했�
� �� �� 없이 ��했�나 ��하� 했�
� ���� �� 없이 ��했�나 ��하� 했�
� ��을 ��했�나 ��을 ���
� ��을 �����하� 했�나 ��� 하겠다고 위협했�
� ��하�나 ����� ��, ��, 이�� �을 지��으로 ���
� ��하� ��� 다�� �� ��, ��, ���을 했�
� � ����� ���� 공�했�나, ��이나 ���을 ��� ����
� � �� � (�체�으로 �                                                 )

▶▶ 응답 후 번으로

10

19

그 사건의 가해자는 귀하에게 어떻게 위협(협박)했습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하겠다고 �로� 위협
� �이겠다고 �로� 위협
� ��나 ��은 ��지만 폭행을 하겠다고 �로� 위협
� ��은 ��지만 다� �폭�을 하�고 �로� 위협
� ��으로 �� �� �� ��을 ��
� ��은 ��지만 �� �� �� ��을 ��
� � �� ��� ���으로� 위협
� �을 ��했으나 �나�
� � �� ��� ��하� 신체 공격을 ���
� �� 이�� ��으로 신체 공격을 ���
� 나�� ��을 ��으나 �나�
� ��� ��나 �위� ���
� ���이나 ��으로 ���, ���, �로 ��, � ���, ���, ��� �을 ���
� � �� 위협(협박)(�체�으로�                          )

▶▶ 응답 후 번으로

11

13



전국범죄피해조사 2012

336392

부록

337

6 / 2012년 기준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Ⅲ 신체 피해

그 사건으로 인해 귀하는 어떠한 신체적 피해를 당했습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 ��� ��� � 응답 후 번으로

� ��

� ����

� �����) ��� �� ���

� ����� �� � ��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으로 �                                   )

13

15

신체 공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 ��

� ���� ��

� �����) ��� ���� ��

� �� ����

� � �� ��로 ���

� � �� ��로 ��� ���� ��

� �� ��� ��� ���� ��� ����

� �� ��� ��� ���� ��� ���� ��

� ����� ��으로 ���� ���� �로 ��� � ���� ���� ��� �

� � �� ������으로 �                                      )

12

실제폭행이나성폭력을하기전에가해자가귀하에게해를입히겠다고위협을했습니까?12-1

① 예 ② 아니요

그사건으로입은상처를어디에서검사또는치료를했습니까? 해당되는것을모두선택해주십시오.

� ������ ���� ��� � ������� 응���

� ��� ��� �� � �� � �� ���� ��로

� ��� � ����� �� ��� �

� � �� �����으로 �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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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피해자의 대응

그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귀하는 술을 마신 상태였습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모르겠다

15

그사건이발생했을때, 귀하와가해자이외에다른사람(만14세미만아동은제외)이현장에같이있었습니까?

① 있었다 � 응답 후 번으로

② 없었다

③ 모르겠다

16

� 응답 후 번으로

16-1

17

그 사건이 발생할 때, 귀하와 같이 있던 사람 중 상해를 입거나, 상해 위협을 받거나,
강도를 당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16-1

① 있었다 ⇒ ________ 명 ② 없었다

병원에서치료를받았다면, 입원을했습니까? 14-2

① 예 ⇒ ________ 일 ② 아니요

그사건으로지불한의료비는총얼마였습니까? 
(※약구입, 물리치료등포함) 

14-3

________________ 만 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까?14-1

① 예 � 응답 후 번으로 ② 아니요 � 응답 후 번으로

그사건의가해자로부터신체피해(상해)에대한피해배상을받았습니까?14-5

① 전부 받았다 ② 일부 받았다 (전체의 ________ %)

③ 요구했으나 받지 못했다 ④ 요구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⑤ 요구하지 않았다

그 사건으로 입은 신체 피해(상해)로 학교를 결석하거나, 직장에 병가나 휴가를 내거나,
영업활동이나가사를하지못하는등시간손실이있었습니까?

14-4

① 있었다 ⇒ ________ 일 ② 없었다

14-2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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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건이 진행될 당시에, 귀하 또는 함께 있던 사람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했습니까?

① 예 � 응답 후 번으로

② 아니요 � 응답 후 번으로

17

17-1

19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17-1

� �기 등(��)� 가�� 가해자에게 대항

�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의 방법으로 가해자에게 대항

� �리 �르기� ��� �르겠다는 등의 ���나 ��

� �상� ��� �� 등 가해자에게 사�

� ���나 ��� �거나 시�함

� ��� ���에게 ��� 요�

� ��에게 ��� 요�

� �거나(�기거나) �피

� � �의 �동(�체�으로 �                             )

무기 사용이나 신체 공격을 먼저 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17-2

① 나 ② 가해자

③ 함께 있던 다른 사람 ④ 모르겠음

� 응답 후 번으로17-3

귀하 또는 함께 있던 사람은 그 사건에서 신체 피해(상해)를 입었습니까?17-3

① 예 � 응답 후 번으로 ② 아니요 � 응답 후 번으로

귀하 또는 함께 있던 사람의 대응 행동은 신체 피해(상해)를 입기 전에 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 후에 한 것입니까?

17-4

① 신체 피해(상해) 입기 전 ② 신체 피해(상해) 입은 후

③ 신체 피해(상해) 발생과 동시에 ④ 신체 피해(상해) 없음

⑤ 모르겠음

귀하 또는 함께 있던 사람의 대응 행동이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되는것을모두선택해주십시오. 

17-5

� � � 상�나 피해� �는 � ��� ��음

� 가해자� ��는 � ��� ��음

� ���거나 �피�는 � ��� ��음

� 상�� ��시�� �� 상해나 �� 피해가 � �음

� 상�� ��시�� 다른 사람��� 피해� ��음

� 가해자가 � ���� ���� ��음

� 모르겠음

� � �의 �� (�체�으로�                           )

▶▶ 응답 후 번으로

� 응답 후 번으로17-2

17-517-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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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재산 피해

귀하가 속임(사기)을 당해 재산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18

그사건은다음중어디에해당합니까? 한사건에서겪은내용들만모두선택해주십시오.18-1

� ����������������������������������� �� ��하여 ��

요구하여 보냄

� �� �� ������ ���록번호������번호����번호����번호��보���

번호를 입력하도록 유도하여 정보를 보냄

� ��� �� �� ��� �력� �으�� ���� �여 �� �� �

� ��������� ����� ��를 하�으� ��� �� ��

� ��������� ����� �� ��� ����� �여 ���

� ������������������������������로���구�하��

� ��������� ����� ���� ���� �� �하� �여 ���

� � �� �������로 �� ���� ���구��으로������������������������������

이 사건에서 가해자가 사용한 사기 수법이나 수단은 무엇이었습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18-2

� ������ �� ������

� ���� ����� ������

� ��������

� 보�� ��

� �� ��� ���� ��

� ��� �����

� ���� ���� ��

� ���� ���

� ���� ��� �� 보�

� ��� ��� �� ���� ���

� � �� ���구��으로������������������������������������������������

▶▶ 응답 후 번으로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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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건에서 귀하 또는 가구원의 물건이나 재산을 도둑맞았거나 빼앗겼습니까?

① 예 � 응답 후 번으로

② 피해당할 뻔했음

③ 아니요

19

귀하는 피해 사실을 언제 알았습니까?19-1

① 피해 발생 당시 ② 1일 이내 ③ 2 ~ 3일 이내

④ 1주 이내 ⑤ 2주 이내 ⑥ 3 ~ 4주 이내

⑦ 1개월 이후에

그 사건에서 피해를 당한 것은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19-2

� �전� �� 그 ��품

� ��(���� 오��이 등) 

� ��, ��, �품� 등

� ����, ������, ����

� ��, ���, ��

� 개인 휴대 물품(휴대전화, 노트북, MP3, 의류, 도서, 게임기 등)

� ��� �품 (내�게이�, �이�� �, ��라�오 등)

� ��, ���, ��이�, ���, 오�오 등 �전�품

� ���, 도�기, 예�품, ��

� 그 �의 피해 (���으로�                                       )

자전거나 차량 피해를 당했다면, 귀하가 직접 가해자에게 자전거나 차량을 사용
하라고 넘겨준 것입니까?

19-3

① 그렇다 ② 아니다

(________, ________, ________)

번의 예시에서 골라 해당 번호를 모두 써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19-5

① __________ 만 원 ② 모르겠다

귀하가 판단하시기에, 그 사건에서 피해 입은 물건 가격이나 돈은 얼마입니까?19-6

그 사건의 가해자는 귀하와 직접 접촉하여(예를 들어, 귀하의 지갑, 손, 옷 등에서)
무언가를 가져갔습니까?

19-4

① 그렇다 � 응답 후 번으로 ② 아니다 � 응답 후 번으로

� 응답 후 번으로

� 응답 후 번으로19-3

� 응답 후 번으로

19-1

20

19-4

19-5 19-6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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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건에서 피해 입은 물건이나 돈을 되찾았습니까? 
(※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은 것은 제외합니다.)

19-7

① 모두 되찾았다 ② 일부 되찾았다

③ 전혀 되찾지 못했다

그 사건으로 귀하와 귀하의 가구원 이외에도 재산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었습니까?19-8

① 있었다 ⇒ __________ 명

② 있었지만 구체적인 숫자는 모르겠다

③ 없었다

④ 모르겠다

보험회사에 신고했습니까?20-1

① 예 ② 아니요

귀하가 판단하시기에, 그 사건으로 손상(파손)된 물건의 수리비(수리 가능한 경우) 또는
재구입가격(수리불가능한경우)은얼마입니까?

20-2

① __________ 만원 ② 모르겠다

귀하는 가해자로부터 손상(파손)된 물건에 대한 피해 배상을 받았습니까?20-3

① 전부 받았다 ② 일부 받았다(전체의 _______ %)

③ 요구했으나 받지 못했다 ④ 요구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⑤ 요구하지 않았다

손상(파손)당한 물건을 수리하거나 새로 구입했습니까?20-4

① 그렇다 ⇒ 수리하거나 새로 사는 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_______일

② 아니다

그 사건으로 귀하 또는 가구원들이 가진 물건이 손상(파손)되었습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 부�) � 응답 후 번으로

� ��의 ��� 자��� ���

� �원(나�� ��� ��리)

� �구��전 � ����

� 의�

� 그 �의 ��(구체적으로� ) 

� 없었� � 응답 후 번으로

20

21

� 응답 후 번으로20-2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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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정신적 피해

그 사건으로 아래 항목별로 어려움이나 고통을 겪으신 적이 있었는지 선택해 주십시오.21

그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과 이후를 비교할 때, 귀하의 감정 변화와 가장 일치하는 것을 선택해 주십시오.22

항 목 있었다 없었다

1) 우울함(무력감, 자신감 상실) 

2) 고립감(외로움, 갇힌 느낌) 

3) 두려움(공황 상태, 쇼크) 

4) 불면증, 악몽, 환청, 두통

5) 사회생활과 인간관계 유지의 어려움

6) 사람을 피해서 이사(또는 전학) 

7) 자살 충동

8) 자살 시도

9) 그 외의 고통 (구체적으로: )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그 사건으로 생긴 두려움, 불안, 정서장애 때문에 학교를 결석하거나 직장에 병가나
휴가를 내거나 영업활동이나 가사를 못하는 등 시간 손실이 있었습니까?

21-1

① 있었다 ⇒ ________일 ② 없었다

그 사건으로 생긴 두려움, 불안, 정서장애 때문에 심리 상담을 받거나 신경정신과 등
에서 진료 받은 경험이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그 기간과 비용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21-2

① 있었다 ⇒

② 없었다

1) 상담과 진료 기간

________일

2) 상담과진료비용

__________만원

항 목 매우
낮아졌다 변화없다낮아진

편이다
높아진
편이다

매우
높아졌다

1) 누군가 나를 공격할 경우, 나 자신을 방어할 수 있다는 자신감

2) 나는 매우 가치 있고 존중받는 존재라는 느낌(자존감)

3) 사람들에 대한 신뢰감

4) 경찰 등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감

5) 우리나라 사법제도와 법에 대한 존중감

①

①

①

①

①

②

②

②

②

②

③

③

③

③

③

④

④

④

④

④

⑤

⑤

⑤

⑤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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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가해자의 특성

그 사건의 가해자에 대해 무언가를(예를 들어, 가해자 수, 남자인지 여자인지, 젊었는지 늙었는지 등)
알았습니까?

① 예 � 응답 후 번으로

② 아니요 � 응답 후 번으로

23

24

가해자에 대해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23-1

① 내가 직접 보거나 소리를 들어서

② 현장을 본 가족이 알려줘서

③ 가족 이외 목격자가 알려줘서

④ 경찰이 알려줘서

⑤ 그 외의 경우(구체적으로 :                       )

그사건의가해자는모두몇명이었습니까?23-3

________명

그 사건의 가해자의 성별은 무엇입니까?23-4

① 남자 ② 여자

③ 남녀 모두 ④ 모르겠다

그 사건의 가해자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23-2

① 개인(들) � 응답 후 번으로

② 기업이나 상점

③ 공공기관

그 사건의 가해자의 연령대는 어디에 속했습니까?
(※ 여러 명일 경우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23-5

� ��� ��(아�) � ��� �� � ��� 후�

� ��� � ��� � ���

� ��� � ��� 이상 � 모르겠다

그 사건 당시 가해자는 술을 마신 상태였습니까?
(※ 여러 명일 경우 한 사람이라도 술을 마셨다면‘그렇다’로 선택해 주십시오.)

23-6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모르겠다

23-1

� 응답 후 번으로

23-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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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사건의가해자와귀하는어떤관계였습니까? 
(※ 여러 명일 경우 한 사람이라도 알면‘친인척(가족 포함)’또는‘친인척 이외의 아는
사람’에모두선택해주십시오.)

23-7

관계23-7-1 23-7-2 구체적 관계

Ⅷ 경찰 신고와 처리 현황

귀하는 그 사건을 경찰에 신고했습니까?

① 신고 했다 � 응답 후 번으로

② 신고하지 않았다 � 응답 후 번으로

24

경찰에 신고한 이유를 중요한 순서대로 두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24-1

① 가해자를 검거·처벌하기 위하여

② 손실(피해)을 회복하기 위하여

③ 앞으로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④ 경찰의 순찰 활동을 개선하기 위하여

⑤ 범죄는 당연히 경찰에 신고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⑥ 그 외의 이유(구체적으로:                             )

귀하가신고한후, 경찰은어떠한조치를했습니까? 해당되는것을모두선택해주십시오.24-3

� ��로 피해 ��을 ��했다

� �� ��에 �동하여 피해 ��을 ��했다

� �거 ��� �� �� � 적�적� �사를 했다

� 사건을 해�해 ��다

귀하가신고한후, 경찰은조치를했습니까?24-2

① 예 � 응답 후 번으로

② 아니요 � 응답 후 번으로

24-1

24-9

1순위 2순위

24-3

24-4



전국범죄피해조사 2012

336

부록

337401

미래로 통하는 빛! 통계청 / 15

귀하는 경찰로부터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것을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까?

24-5

① 모두 이해할 수 있었다 ② 대부분 이해할 수 있었다

③ 반 정도 이해할 수 있었다 ④ 조금밖에 이해할 수 없었다

⑤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그 사건 발생 이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귀하는 직장일, 가사, 또는 학교 공부 등에
시간 손실이 있었습니까?

24-8

신고 이후, 경찰의 조치에 만족했습니까?24-6

① 매우 만족했다 ② 약간 만족했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불만족했다 ⑤ 매우 불만족했다

경찰은 가해자를 검거했습니까?24-7

① 모두 검거했다 ② 일부를 검거했다

③ 아무도 검거하지 못했다 ④ 모르겠다

경찰은귀하가신고한사건이언제어떻게다루어질것인지등에관한정보를제공했습니까?24-4

① 제공했다 � 응답 후 번으로

② 제공하지 않았다 � 응답 후 번으로

24-5

24-6

문 항 있었다 없었다

1) 조사 협조 등 경찰 관련 활동으로 입은 시간 손실

2) 검찰 관련 활동으로 입은 시간 손실

3) 법정 진술 등 법원 관련 활동으로 입은 시간 손실

① ______일

① ______일

① ______일

②

②

②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를 중요한 순서대로 두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24-9

① 피해가 심각하지 않아서

② 다른 방식이나 개인적으로 처리·해결해서

③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④ 경찰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⑤ 경찰이 가해자를 검거하지는 못하면서 오히려 귀찮게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⑥ 가해자가 아는 사람이기 때문

⑦ 보복이 두려워서

⑧ 피해가 알려지는 것이 창피하고 수치스러워서

⑨ 그 외의 이유(구체적으로:                             )

1순위 2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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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응답자 성명

휴대전화 : (      )         -

집 전 화 : (      )         -

※ 응답하신분의성명과연락번호를써주십시오.

※ 연락번호는 응답하신 내용에 대해 추가 질문

사항이있을경우질의하기위해서만사용됩니다.

응답자 연락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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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사목적

  ❍ 국민들의 생활안전에 대한 인식과 함께 가구와 개인이 일생생활에서 입은 

각종 범죄피해 경험(신고하지 않은 피해 포함)을 파악하여 시계열 자료

형태로 구축

  ❍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자 보호정책 수립의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

 2  법적근거

  ❍ 조사실시 근거

    -「범죄피해자 보호법」제2장 제11조

제11조(홍보 및 조사연구)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죄피해의 실태 조사, 지원정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조사연혁

  ❍ 1991 : 서울시민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시험조사)

  ❍ 1994 : 제1차 전국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실시(민간기관)

  ❍ 1997~2006 : 제2차~제5차『한국의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민간기관)

Ⅰ. 조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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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2008년 기준『전국범죄피해조사』실시(통계청)

    - 승인 통계 지정(제40301호, 2009.08.19.)

  ❍ 2011 : 2010년 기준『전국범죄피해조사』실시(통계청)

  ❍ 2013 : 2012년 기준『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실시(통계청)

    - 조사명칭 변경 

4  조사기간

  ❍ 조사 기준 시점 : 2013. 5. 29. 0시 기준

  ❍ 준  비  조  사 : 2013. 5. 27. ~ 5. 28.(2일간)

  ❍ 본    조    사 : 2013. 5. 29. ~ 6. 10.(12일간)

5  조사주기

  ❍ 조사주기 : 2년

6  모집단 및 표본설계

  ❍ 조사모집단 정의

    -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의 일반조사구 중 보통조사구(1) 및 아파트

조사구(A)의 모든 가구 및 만 14세 이상 가구원

    - 2011년 7월까지의 신축아파트 조사구 3,097개 추가

    - 일반조사구 중 섬조사구(2), 기숙시설 조사구(3), 특수사회시설조사구(4), 

관광호텔 및 외국인 거주지역 조사구(5)는 제외

  ❍ 층화 기준 : 16개 시도 및 동부/읍면부를 고려한 25개 층

  ❍ 표본 규모 : 전국의 630개 조사구의 6,300가구 내외

  ❍ 표본조사구 추출

    - 층별로 조사구를 주택유형, 만 14세 이상 인구비율, 교육정도, 조사구 번호의 

분류기준으로 정렬한 후 조사구내 가구 수 기준으로 층별 표본규모에 해당

하는 조사구를 확률비례계통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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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 다음의 경우 추출된 조사구 교체

      ․ 현재 통계청의 경상조사가 실시되고 있는 표본 조사구가 추출되었을 경우

      ․ 20가구 미만의 조사구가 추출되었을 경우

❍ 표본 가구 선정

    - 추출된 조사구내 전체 가구에 대해 일련번호를 부여한 후 10가구 계통 추출

7  조사대상

  ❍ 조사단위 : 개인

  ❍ 조사대상 : 전국 6,300 표본가구의 만 14세 이상 가구원

                (630개 조사구, 조사구당 10가구)

8  조사항목

  ❍ 조사표 구성 : 기초조사표(가구대표 응답자와 가구원 구분), 사건조사표

  ❍ 기초조사표 항목

    - 가구구성, 동네와 이웃환경, 일상생활과 범죄예방 활동, 배경문항, 작년 

한 해 동안 겪은 피해경험

  ❍ 사건조사표 항목

    - 사건발생 일시와 장소, 범행수법, 신체 피해, 피해자의 대응, 재산 피해, 

정신적 피해, 가해자의 특성, 경찰신고 및 처리 현황

9  조사방법

  ❍ 조사원이 대상가구를 직접 방문하는 면접조사방법

    ※ 응답자 희망시 응답자 기입방식 병행



전국범죄피해조사 2012

336412

부록

337

kostat.go.kr

2012년 기준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지침서

6

10  조사체계

  ❍ 조사인력 : 도급조사원 채용(1인 3개 조사구 30가구 기준)

  ❍ 조사체계

통  계  청
⇒

지방통계청
(사무소)

⇒
조사관리자
/업무보조원

⇒ 조사원 ⇒
조사대상
가    구통계대행과

11  추진일정

단위 업무명 일 정 비 고

1. 통계대행 위탁 의뢰 2. 8. 한국형사정책연구원→통계청

2. 기본계획 수립 및 업무협력 약정서 체결 2. 28. 통계청․한국형사정책연구원

3. 조사항목 선정 및 조사표 설계, 시험조사 2～4월 통계청․한국형사정책연구원

4. 표본설계 2～4월 표본과

5. 입력․내검․집계 프로그램 개발․운용 2～9월 통계청․한국형사정책연구원

6. 세부 실시계획 수립 4월 통계청

7. 조사원 채용 5. 1.~5. 15. 지방청(사무소)

8. 조사원 교육
5. 20.~5. 24.
(기간중 2일)

통계청․한국형사정책연구원

9. 준비조사 실시 5. 27.~5. 28. 지방청(사무소)

10. 본조사 실시 5. 29.~6. 10. 지방청(사무소)

11. 조사표 입력․내검 5. 29.~6. 12. 지방청(사무소)

12. 본청 내검 및 조사결과 집계 6. 13.~9. 8. 통계청

13. 조사결과 제출 9. 9. 통계청→한국형사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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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 직원의 기본자세

 가. 조사 직원의 마음가짐

   ❍ 조사 직원은 통계청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써 공손하고 유쾌하며, 자신감을 

갖고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 조사의 중요성을 스스로 인식할 뿐 아니라, 응답자에게 그들의 참여가 

가치 있고 필수적임을 인식시킬 수 있어야 한다.

 나. 조사 직원의 태도

   ❍ 단정한 복장과 겸손한 태도로 응답자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조사지침을 반드시 숙지함으로써 기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응답자에게 신뢰감을 주도록 한다.

   ❍ 면접과정에서 편향된 질문으로 응답을 유도하거나 상식 등 주관적인 

판단으로 조사표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

   ❍ 자신이 직접 판단하기 어렵거나 애매한 사례는 조사표에 구체적으로 

메모해 두고, 반드시 조사관리자나 담당 공무원과 상의한 후 기입하도록 

한다.

ⅡCHAPTER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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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현장조사 직원 기본자세) 현장조사 직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본자세를 가져야 

한다.

  1. 조사지침의 정확한 이해 및 원칙에 따른 조사업무 처리

  2. 응답자와의 유대 강화

  3. 비표본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성실한 조사

  4.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응답자 정보의 비밀엄수

  5. 그 밖에 단정한 복장과 바른 태도 유지

 다. 조사 직원의 의무

   ❍ 조사기간 중에는 반드시 조사원증을 패용하고, 조사업무에만 전념하도록 

한다.

   ❍ 조사는 반드시 교육받은 당사자가 해야 하며, 가족이나 친구에게 대리 조사

하게 해서는 안 된다.

   ❍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이나 가구에 대한 모든 내용은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통계법 제33조, 제34조)

     - 이를 위반할 시에는 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됨(통계법 제39조)

   ❍ 담당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고 진행사항을 보고한다.

     - 완성된 조사표는 그때그때 조사관리자나 담당 공무원에게 내용을 확인 

받은 후, 입력할 수 있도록 제출한다.

   ❍ 특별한 사유(질병 등)로 조사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즉시 조사관리자나 

담당 공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현장조사 운영지침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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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비밀의 보호)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

  통계종사자, 통계종사자이었던 자 또는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통계 작성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통계의 작성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제공(제31조제2항에 따른 제공을 포함

한다)을 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 

  2. 통계의 작성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제공(제31조제2항에 따른 제공을 포함

한다)을 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열람하거나 제공받은 자

  3. 통계작성기관에서 통계의 작성 또는 보급을 위하여 수집·보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조사표 등 기초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 또는 말소하거나 통계자료를 

고의적으로 조작한 자. 다만, 통계작성기관 내부에서 내용검토 절차 또는 통계

작성기법에 따라 조사오류 또는 입력오류 등을 수정 또는 변경한 자를 제외

한다.

 라. 조사원 안전수칙

   ❍ 조사 중 예기치 못한 사고로 다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 2010년 주거실태조사에서는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5주 진단의 상해가 

발생(상해보험 미가입)

통계법(개정법률 제11553호 2012.12.18.공포) 관련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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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급조사원은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상해보험에 반드시 가입 

하여 상해사고에 대비한다. 

   ❍ 부득이 야간에 조사해야 할 경우는 조사원 2인이 함께 다니거나, 가족 친지 

등과 연락하여 동행하도록 한다.

   ❍ 조사당일의 일정을 가족에게 알려주고 도중에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변경사항을 가족에게 알려준다.

   ❍ 사고나 부상시 긴급구조 요청 후 즉시 가족과 조사관리자에게 연락하고 

조사관리자는 담당 공무원에게 알린다.

   ❍ 긴급상황 시 연락처

     - 범죄신고 : 112

     - 긴급재난 ‧ 구급차 : 119

     - 응급 의료상담 : 1339

     - 전국 경찰서 안내 : 1566-0112

     - SOS 국민안심서비스 : 범인 몰래 휴대폰으로 말없이 신고하는 시스템

2  조사 직원의 역할

 가. 조사원

    ❍ 가구명부, 조사구요도(사본), 조사표 등 조사관련 용품을 조사관리자에게 

수령한다.

1 가구명부 7 비밀보호용 봉투 13 인사장

2 조사표 8 조사원증 14 방문안내장

3 조사지침서 9 문구용품 세트 15 플래쉬 및 휘슬

4 조사구요도 10 가방 16 현장조사 가이드

5 답례품 11 휴대전화통화권 17 파라데이터 기입장

6 답례품 지급명부 12 홍보용 포스터

조사관련 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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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구를 방문하여 면접조사를 실시하고 응답내용을 조사표에 기입한다.

   ❍ 조사가 완료된 가구는 답례품을 지급하고 답례품 지급명부에 응답자 서명을 

받는다.

   ❍ 지방통계청 및 사무소별로 정한 소집일(3~4일마다)에 출근하여, 조사

관리자에게 작성된 조사표 내용검토를 받은 후 완료된 조사표는 제출하고, 

미완료 조사표는 보완 후 제출한다.

   ❍ 조사관리자가 없는 경우 조사원이 조사, 내검, 입력을 한다.

 나. 조사관리자

   ❍ 조사관련 용품 관리 및 배부

     -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조사용품을 수령한 후 조사원에게 배부한다. 

     - 조사구당 기초조사표(가구대표 응답자용 10매, 가구원용 20매), 사건조사표 

10매를 배부하고, 조사원이 추가요청할 경우 사유를 확인하고 지급한다.

   ❍ 조사원의 전반적인 업무 수행 지도

     - 담당 조사원별 조사 진척률을 파악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조사부진 

조사구를 독려한다.

     - 중도 포기 조사원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에게 즉시 보고하여 대체하고, 

방치된 조사구가 있는지 수시로 파악한다.

     - 반드시 교육받은 조사원이 직접 조사를 하는지 수시로 파악하고, 다른 

사람이 조사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에게 즉시 보고 후 조치한다.

     - 조사기간 중 조사원이 조사에 전념하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한다.

     - 조사원의 질의 중 혼자서 판단하기 어려운 질문은 담당 공무원과 협의하여 

답변하고, 문제점은 수시로 담당 공무원에게 보고 후 조치한다.

     - 조사에 응답 불응하거나 비협조적인 가구를 매일 파악하여 조사원과 함께 

현지 방문하여 설득 조사를 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설득 지원이나 대응

지침을 요청한다.

   ❍ 조사표 내용검토 및 공지사항 전달

     - 조사가 완료된 조사표는 조사원별로 수시로 접수하여 내용을 철저히 검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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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토 후 내용이 잘못된 경우에는 조사원에게 보완토록 지도한다.

     - 수시로 전달되는 조사내용 관련 지침을 조사원에게 알려 준다.

   ❍ 완료된 조사표 입력

     - 내검이 완료된 가구는 입력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입력하고, 입력내용에 

대한 오류사항을 확인하여 수정 입력한다.

   ❍ 완료된 조사표류 취합 및 관리

     - 입력이 완료되면 조사표류를 취합하여 편철하고, 답례품 지급 내역을 확인

한다.

 다. 지방통계청(사무소) 담당 공무원

   ❍ 조사관리자와 조사원을 관리 지도한다.

   ❍ 조사표류 및 조사용품을 배부한다.

   ❍ 응답 곤란 가구나 응답 불응 가구에 대한 지침을 전달한다.

   ❍ 필요시 조사가구를 설득하는 등 조사관리자의 업무수행을 지원한다.

   ❍ 조사표류를 최종 접수하고, 답례품 지급 내역을 재확인한다.

   ❍ 조사답례품 지급액이 10만원인 가구는 사실 확인을 직접한다.

3  현장조사 요령

 가. 면접조사 요령

  1) 가구를 방문하기 전

   ❍ 조사표의 구성 및 순서, 항목별 지침을 충분히 숙지한다.

     - 현장조사 가이드를 다시 한번 읽어본다.

   ❍ 조사에 필요한 자료가 준비되었는지 확인한다.

     - 조사원증, 가구명부, 조사구 요도, 조사표, 지침서, 방문안내장, 인사장, 

파라데이터 기입장, 현장조사 가이드, 비밀보호용 봉투, 답례품 및 답례품 

지급명부, 문구용품 등을 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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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가구를 방문할 때

   ❍ 조사지역에 도착하면 항상 조사원증을 잘 보이도록 패용하고, 누구에게나 

공손히 대한다.

     - 조사대상자가 조사지역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있고 빈번히 왕래하기 

때문에 거리에서 만난 사람이 조사대상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 

     - 단정한 복장과 바른 언행은 지역주민들에게 신뢰감과 좋은 인상을 줌

   ❍ 방문시간은 언제라도 좋으나 이른 아침이나 한밤중은 가급적 피하도록 한다.

   ❍ 대문을 두세 번 두드리거나 벨이 있을 때는 약간 동안만 눌러야 한다.

     - 특히, 아파트는 복도나 문 앞에서 대화하는 내용을 다른 가구에서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우선 현관 안으로 들어가서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좋음

       (※현관문은 상황을 봐 가면서 약간 열어 두는 것이 좋음)

   ❍ 대문이나 현관문이 열려있더라도 함부로 들어가 필요 없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한다.

  3) 가구원을 만났을 때

   ❍ 먼저 방문 목적과 자신에 대해 소개한다.

     - 다음으로 조사협조 인사장을 받았는지 묻고, 안받았다고 하면 다시 주고 읽을 

시간을 준다.

   ❍ 이 조사는 통계청에서 승인한 공식 통계조사이며, 응답내용은 통계작성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고, 법으로 비밀이 보장된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한다.

   ❍ 조사표를 가지고 면접을 시작한다. 성폭행, 성적접촉 등에 관한 사항은 

민감한 부분이므로, 모든 질문을 할 때 같은 어조로 물음으로써 응답자가 

편안하게 자신의 피해경험을 말할 수 있게 한다. 

   ❍ 응답자가 그 자리에서 당장 답할 수 없는 항목이 있거나 다른 가구원의 

사건상황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할 경우, 해당 항목에 표시해 주고, 시간을 

두고 보완하도록 요청한 뒤 조사표를 회수할 재방문 일시를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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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속시간은 엄수하도록 하며, 면접을 끝내기 전에 누락된 항목이 없는지, 

기입내용이 알아볼 수 있게 잘 작성되었는지, 항목 간에 상충된 내용은 없는지 

그 자리에서 꼼꼼히 확인한다. 

   ❍ 조사표를 완성한 가구에 답례품을 지급하고, 답례품 지급명부에 서명을 

받은 후 가구를 떠날 때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정중히 인사한다. 

현장조사 운영지침 제5조(면접조사 시 유의사항) 현장조사 직원은 면접조사 시 응답자의 

응답부담 최소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면접을 위한 사전준비 철저

  2. 처음 조사 시에 협조공문 제시

  3. 가능한 응답자가 희망하는 시간에 조사

  4. 불필요한 질문이나 행동 금지

  5. 기타 응답자가 부담을 느낄 수 있는 행동 금지

  4) 응답자 설득방법

   ❍ 표정과 시선 

     - 응답자에게 질문을 할 때 또는 답변을 들을 때 응답자와 시선을 마주치도록 

노력한다.  

     ※ 시선을 마주치는 것은 응답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러한 작은 관심과 배려가 진지하게 조사에 응하도록 

하는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 대화의 요령

     - 조사에 대한 불신, 응하고 싶지 않다는 의견 등 응답자의 입장에서 충분히 

얘기하도록 한 후 조사를 해야 하는 이유 등을 설명한다.

     - 조사원과 응답자 사이에 제3자인 가족, 친구, 이웃사람 앞에서 조사를 하지 

않고, 응답자와 둘이서만 조사를 진행한다.

     - 응답자가 조사에 응해 주기로 했다면 필요 이상으로 시간을 소요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진행한다. 

면접조사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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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답의 확인

     - 응답자의 응답이 질문을 잘못 이해하거나 또는 의미전달이 안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단 응답을 받아들인 후 “죄송합니다만. 한 번 더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양해를 구한 후 재 질문한다.

     - 응답자가 거짓말 하는 것처럼 보일 경우에도 우회적으로 한 번 더 질문하여 

정확한 응답이 나오도록 재 질문한다.

   ❍ 캐어묻기

     - 응답자가 질문의 의도와 맞지 않는 엉뚱한 응답을 할 경우에는 부가적으로 

질문을 더하여 완전하고 충분한 대답을 얻는다.  

     - 대화의 추임새로 면접 동안에 응답자가 얘기를 할 때에 “예, 그렇겠군요?”, 

“그럴 땐 힘드셨겠어요” 등의 문자를 써서 공감 표시를 한다.

     - 응답자의 대답을 되풀이하여 얘기를 해 주고, 대답이 모호하거나 일관성이 

없을 때에는 한 번 더 명확한 답을 하도록 질문을 한다.

   ❍ 조사 마무리하기

     - 조사가 끝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누락되거나, 잘못 기입한 것은 없는지 

조사표를 면밀히 검토 후 종료한다.

     - 조사가 끝났더라도 끝까지 친절한 태도를 잊어서는 안 되며, 조사에 응해 

주신데 대한 감사의 답례품을 반드시 전달한다.

     - 혹시 불명확한 점이 있거나 이상한 점이 있으면 다시 연락드릴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해 두며, 반드시 응답자 전화번호를 조사표 맨 뒷장에 기입한다.

     - 자기기입식 조사표 회수 시에는 회수 시간을 정하여 약속한 날짜에 꼭 

방문을 하여 회수하고, 방문 전 응답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하여 마무리 

여부를 확인하고, 마무리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시일 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자기기입식 응답자는 익명성을 요구하는 응답자가 많기 때문에 비밀보호용 

봉투의 필요여부를 확인하여 배부하고, 조사표 회수 시 조사표 완성 여부

(또는 전화번호)를 반드시 확인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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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예상 질문과 응답 방법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란?

      ☞ 전국적으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크고 작은 범죄들이 지속적으로 발생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들은 이미 신고 되어 처리되었거나, 처리 

중에 있는 범죄들도 있으나, 이 외에도 사소한 범죄 또는 미신고로 묻혀

버린 범죄유형들도 상당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주요 범죄의 유형과 실태를 파악하고, 숨은 범죄의 발생률을 

파악함으로써 우리나라 국민이 보다 안전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 예방 및 대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 이 조사는 왜 합니까?

      ☞ 최근 범죄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사회적 불안감이 가중된 상태입니다.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는 국민들이 경험한 범죄피해 정도와 피해 

요인을 파악하여 정부의 범죄피해 예방 및 대책을 수립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조사합니다.  

   ❍ 어디서 조사합니까?

      ☞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통계청이 공동으로 주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 지금 시간이 없어서…
      ☞ 지금 바쁘셔서 면접을 하기 어려우시다면, 언제 다시 방문하면 될 

것인지를 물어봅니다.

      ☞ 응답자가 시간이 없다고 직접 말하기 전까지는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고 

설득합니다. 

   ❍ 이러한 조사는 예산 낭비가 아닙니까?

      ☞ 통계는 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며, 정책 수립에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게 됩니다. 즉 통계는 국민이 내는 세금이 정책수립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기초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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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조사가 없다면 세금이 더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 결국 조사로 인한 혜택은 국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 이 조사에 꼭 참여해야 하나요?

      ☞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가구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대표하여 응답하는 

것으로 대상가구가 응답하지 않으면 전체 조사 결과가 정확하지 않게 

되어 결국 자료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 모든 국민은 통계조사에 응답할 의무가 있습니다(통계법 제32조)

   ❍ 개인 사생활이라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 조사 내용은 엄격하게 통계법 33조에 의해  비밀이 보장되기 때문에 남에게 

누설되지 않으니 안심하십시오.

      ☞ 조사된 내용은 모두 전산 처리되어 어느 집의 누구에 관한 내용인지 

식별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 조사에서는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응답자 

이외에는 이름을 작성하지 않도록 조사표를 설계하였습니다.

   ❍ 조사대상 가구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 우리나라의 모든 가구를 조사하는 것은 비용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부 가구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뽑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 전국의 모든 가구를 컴퓨터에 입력하여 정렬하고, 컴퓨터에 의해 무작위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표본으로 선정되기 전까지는 어떤 가구가 표본으로 

뽑힐지 모릅니다.

      ☞ 응답자의 가구가 이 통계에서 전국 가구를 대표하도록 선정된 것입니다.

   ❍ 통계청은 무슨 일을 하는 곳입니까?

      ☞ 통계청은 우리나라의 국가기본통계를 작성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인구

주택총조사, 실업률, 물가통계, 경기지표 등 국가통계를 작성하는 중앙

행정기관입니다.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무슨 일을 하는 곳입니까?

      ☞ 국무총리실 산하 국가정책 연구기관으로서, 각종 범죄의 실태와 원인 및 

그 대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연구함으로써 국가의 형사정책

수립과 범죄방지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국책연구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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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구명부 관리 요령

 가. 조사대상 가구 선정기준

   ❍ 조사대상 가구는 조사구별로 부여된 시작번호와 추출간격으로 선정

한다.

   ❍ 조사구별 가구 일련번호 부여

     - 조사구별로 거처번호, 가구번호 순으로 정렬한 후 첫 번째 가구부터 일련

번호를 부여한다. (‘빈집’도 일련번호를 부여함)

   ❍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추출한 조사구별 가구명부를 조사원에게 제공

한다.

     -「2012년 기준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가구명부」의 음영 처리된 가구가 

조사대상 가구이다.

     - 가구명부는 현장조사에 활용하며, 변동사항은 빨간색 펜으로 수정(두줄)하고 

수정 시에는 해당 사유를 비고란에 기입한다.

     - 조사대상 조사구가 재개발, 재건축 등의 사유로 조사가 불가능할 경우 

담당 공무원에게 요청하여 처리한다.

   ❍ 응답 불응, 응답 곤란 등 조사가 불가능한 가구는 조사대상 가구의 일련번호 

다음 번호순으로 조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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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가구 선정 방법

  1) 1단계 : 기본 조사대상 가구 선정

   ❍ 조사대상 선정 : 시작번호 1, 추출간격 4, 총 41가구일 경우

     - 해당 조사구의 가구 시작번호가 1, 추출간격이 4일 경우 가구번호가 1인 

가구부터 시작하여 4간격으로 10가구를 순차적으로 조사하면 된다. 

2012년 기준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가구명부

일련
번호

지방청
/사무소

행정
구역

조
사
구

거처
번호

가구
번호 가구

대표 
응답자

가구원수 거처
종류

시도/시군구 읍면동명 지번 주소
통

행정리
　

대체
사유

계 남 여

시작
간격

추출
번호

　 　 　 　 도로명 주소 공동주택 동 호수 거주층

1 AA 경인 1101071 066-1 001 001 신인교 4 3 1 4 서울 종로구 통계2동 통계동 595 15통 　 　

　 　 　 　 　 1 4 　 　 　 　 　 통계동2길 25 미래빌라 A B01 　 　

2 AA 경인 1101071 066-1 002 001 임영찬 3 1 2 4 서울 종로구 통계2동 통계동 595 15통 　 　

　 　 　 　 　 1 4 　 　 　 　 　 통계동2길 25 미래빌라 A B02 　 　

3 AA 경인 1101071 066-1 003 001 이순남 2 1 1 4 서울 종로구 통계2동 통계동 595 15통 　 　

　 　 　 　 　 1 4 　 　 　 　 　 통계동2길 25 미래빌라 A 101 　 　

4 AA 경인 1101071 066-1 004 001 채선혜 2 1 1 4 서울 종로구 통계2동 통계동 595 15통 　 　

　 　 　 　 　 1 4 　 　 　 　 　 통계동2길 25 미래빌라 A 102 　 　

5 AA 경인 1101071 066-1 005 001 양현호 5 3 2 4 서울 종로구 통계2동 통계동 595 15통 　 　

　 　 　 　 　 1 4 　 　 　 　 　 통계동2길 25 미래빌라 A 201 　 　

6 AA 경인 1101071 066-1 006 001 김화영 5 1 4 4 서울 종로구 통계2동 통계동 595 15통 　 　

　 　 　 　 　 1 4 　 　 　 　 　 통계동2길 25 미래빌라 A 202 　 　

7 AA 경인 1101071 066-1 007 001 이오섭 5 2 3 4 서울 종로구 통계2동 통계동 595 15통 　 　

　 　 　 　 　 1 4 　 　 　 　 　 통계동2길 25 미래빌라 A 301 　 　

8 AA 경인 1101071 066-1 008 001 유경선 3 1 2 4 서울 종로구 통계2동 통계동 595 15통 　 　

　 　 　 　 　 1 4 　 　 　 　 　 통계동2길 25 미래빌라 A 302 　 　

9 AA 경인 1101071 066-1 009 001 라순덕 2 0 2 4 서울 종로구 통계2동 통계동 595 15통 　 　

　 　 　 　 　 1 4 　 　 　 　 　 통계동2길 25 미래빌라 A 401 　 　

∫∫

37 AA 경인 1101071 066-1 013 001 김진호 3 1 2 4 서울 종로구 통계2동 통계동 595 15통 　 　

　 　 　 　 　 1 4 　 　 　 　 　 통계동2길 25 미래빌라 B 102 　 　

38 AA 경인 1101071 066-1 014 001 최명석 2 1 1 4 서울 종로구 통계2동 통계동 595 15통 　 　

　 　 　 　 　 1 4 　 　 　 　 　 통계동2길 25 미래빌라 B 201 　 　

39 AA 경인 1101071 066-1 015 001 김고임 1 0 1 4 서울 종로구 통계2동 통계동 595 15통 　 　

　 　 　 　 　 1 4 　 　 　 　 　 통계동2길 25 미래빌라 B 202 　 　

40 AA 경인 1101071 066-1 016 001 김흥진 3 2 1 4 서울 종로구 통계2동 통계동 595 15통 　 　

　 　 　 　 　 1 4 　 　 　 　 　 통계동2길 25 미래빌라 B 302 　 　

41 AA 경인 1101071 066-1 017 001 연승규 5 1 4 4 서울 종로구 통계2동 통계동 595 15통 　 　

　 　 　 　 　 1 4 　 　 　 　 　 통계동2길 25 미래빌라 B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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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단계 : 최초 조사대상 가구 유고시 대체 방법

   ❍ 1번 가구가 유고로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조사대상 가구(1번 가구)의 다음 

가구인 2번 가구로 대체하여 조사한다.

   ❍ 대체한 2번, 3번, 4번 가구도 유고 시 6번 가구로 대체하여 조사한다.

     - 5번 가구는 기본 조사대상(음영처리된 가구) 가구로 선정된 가구이기 때문에 

6번 가구로 대체하여 조사한다.

2012년 기준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가구명부

일련
번호

지방청
/사무소

행정
구역

조
사
구

거처
번호

가구
번호 가구

대표 
응답자

가구원수 거처
종류

시도/시군구 읍면동명 지번 주소
통

행정리
　

대체
사유

계 남 여

시작
번호

추출
간격

　 　 　 　 도로명 주소 공동주택 동 호수 거주층

1 AA 경인 1101071 066-1 001 001 신인교 4 3 1 4 서울 종로구 통계2동 통계동 595 15통 　 5

　 　 　 　 　 1 4 　 　 　 　 　 통계동2길 25 미래빌라 A B01 　 (빈집)

2 AA 경인 1101071 066-1 002 001 임영찬 3 1 2 4 서울 종로구 통계2동 통계동 595 15통 　 2

　 　 　 　 　 1 4 　 　 　 　 　 통계동2길 25 미래빌라 A B02 　 (응답불응)

3 AA 경인 1101071 066-1 003 001 이순남 2 1 1 4 서울 종로구 통계2동 통계동 595 15통 　 4

　 　 　 　 　 1 4 　 　 　 　 　 통계동2길 25 미래빌라 A 101 　 (응답곤란)

4 AA 경인 1101071 066-1 004 001 채선혜 2 1 1 4 서울 종로구 통계2동 통계동 595 15통 　 2

　 　 　 　 　 1 4 　 　 　 　 　 통계동2길 25 미래빌라 A 102 　 (응답불응)

5 AA 경인 1101071 066-1 005 001 양현호 5 3 2 4 서울 종로구 통계2동 통계동 595 15통 　

　 　 　 　 　 1 4 　 　 　 　 　 통계동2길 25 미래빌라 A 201 　 　

6 AA 경인 1101071 066-1 006 001 김화영 5 1 4 4 서울 종로구 통계2동 통계동 595 15통 　 1

　 　 　 　 　 1 4 　 　 　 　 　 통계동2길 25 미래빌라 A 202 　 (대체)

7 AA 경인 1101071 066-1 007 001 이오섭 5 2 3 4 서울 종로구 통계2동 통계동 595 15통 　

　 　 　 　 　 1 4 　 　 　 　 　 통계동2길 25 미래빌라 A 301 　

8 AA 경인 1101071 066-1 008 001 유경선 3 1 2 4 서울 종로구 통계2동 통계동 595 15통 　

　 　 　 　 　 1 4 　 　 　 　 　 통계동2길 25 미래빌라 A 302 　

9 AA 경인 1101071 066-1 009 001 라순덕 2 0 2 4 서울 종로구 통계2동 통계동 595 15통 　

　 　 　 　 　 1 4 　 　 　 　 　 통계동2길 25 미래빌라 A 401 　

∫∫

37 AA 경인 1101071 066-1 013 001 김진호 3 1 2 4 서울 종로구 통계2동 통계동 595 15통 　 　

　 　 　 　 　 1 4 　 　 　 　 　 통계동2길 25 미래빌라 B 102 　 　

38 AA 경인 1101071 066-1 014 001 최명석 2 1 1 4 서울 종로구 통계2동 통계동 595 15통 　 　

　 　 　 　 　 1 4 　 　 　 　 　 통계동2길 25 미래빌라 B 201 　 　

39 AA 경인 1101071 066-1 015 001 김고임 1 0 1 4 서울 종로구 통계2동 통계동 595 15통 　 　

　 　 　 　 　 1 4 　 　 　 　 　 통계동2길 25 미래빌라 B 202 　 　

40 AA 경인 1101071 066-1 016 001 김흥진 3 2 1 4 서울 종로구 통계2동 통계동 595 15통 　 　

　 　 　 　 　 1 4 　 　 　 　 　 통계동2길 25 미래빌라 B 302 　 　

41 AA 경인 1101071 066-1 017 001 연승규 5 1 4 4 서울 종로구 통계2동 통계동 595 15통 　 　

　 　 　 　 　 1 4 　 　 　 　 　 통계동2길 25 미래빌라 B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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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단계 : 대체할 가구가 부족할 경우 대체 방법

   ❍ 당초 조사대상 가구(8번 가구)를 허물고 원룸, 다세대 등의 가구로 신축되었을 경우

     - 당초 조사대상 가구(8번 가구)는 빈집 처리하고, 다음 가구(9번 가구)로 

대체하여 조사한다.

   ❍ 조사대상 지역의 주택을 신축하여 빈집이 많이 발생하였거나, 응답 불응, 

응답 곤란 가구가 많이 발생하여 대체할 가구가 부족할 경우

     - 가구명부의 마지막 번호 이후에 신축 가구 또는 누락 가구를 추가 작성

(31번~34번 가구)한 후, 순차적(31번 가구)으로 대체하여 조사한다.

2012년 기준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가구명부

일련
번호

지방청
/사무소

행정
구역

조
사
구

거처
번호

가구
번호 가구

대표 
응답자

가구원수 거처
종류

시도/시군구 읍면동명 지번 주소
통

행정리
　

대체
사유

계 남 여

시작
번호

추출
간격

　 　 　 　 도로명 주소 공동주택 동 호수 거주층

1 AA 경인 1102071 006-1 001 001 윤달호 4 3 1 1 서울 중구 통계2동 통계동 29 5통 　 1

　 　 　 　 　 2 3 　 　 　 　 　 통계동3길 1 　 (대체)

2 AA 경인 1102071 006-1 002 001 김찬영 3 1 2 1 서울 중구 통계2동 통계동 29 5통 　 2

　 　 　 　 　 2 3 　 　 　 　 　 통계동3길 1 　 (응답불응)

3 AA 경인 1102071 006-1 003 001 정순남 2 1 1 1 서울 중구 통계2동 통계동 29 5통 　 2

　 　 　 　 　 2 3 　 　 　 　 　 통계동3길 1 　 (응답불응)

4 AA 경인 1102071 006-1 004 001 오현호 2 1 1 1 서울 중구 통계2동 통계동 29 5통 　 1

　 　 　 　 　 2 3 　 　 　 　 　 통계동3길 1 　 (대체)

5 AA 경인 1102071 006-1 005 001 최현호 5 3 2 1 서울 종로구 통계2동 통계동 595 15통 　 2

　 　 　 　 　 2 3 　 　 　 　 　 통계동2길 25 미래빌라 A 201 　 (응답불응)

6 AA 경인 1102071 006-1 006 001 윤영화 5 1 4 1 서울 중구 통계2동 통계동 29 5통 　 5

　 　 　 　 　 2 3 　 　 　 　 　 통계동3길 1 　 (빈집)

7 AA 경인 1102071 006-1 007 001 윤 섭 5 2 3 1 서울 중구 통계2동 통계동 29 5통 　 4

　 　 　 　 　 2 3 　 　 　 　 　 통계동3길 1 　 (응답곤란)

8 AA 경인 1102071 006-1 008 001 정선경 3 1 2 1 서울 중구 통계2동 통계동 29 5통 　 5
(신축으로
인한빈집)　 　 　 　 　 2 3 　 　 　 　 　 통계동3길 1 　

9 AA 경인 1102071 006-1 009 001 오순덕 2 0 2 1 서울 중구 통계2동 통계동 29 5통 　 1

　 　 　 　 　 2 3 　 　 　 　 　 통계동3길 1 　 (대체)

∫∫

28 AA 경인 1102071 006-1 028 001 박진호 3 1 2 1 서울 중구 통계2동 통계동 29 5통 　 　

　 　 　 　 　 2 3 　 　 　 　 　 통계동3길 1 　 　

29 AA 경인 1102071 006-1 029 001 윤명석 2 1 1 1 서울 중구 통계2동 통계동 29 5통 　 2

　 　 　 　 　 2 3 　 　 　 　 　 통계동3길 1 　 (응답불응)

30 AA 경인 1102071 006-1 030 001 길고임 1 0 1 1 서울 중구 통계2동 통계동 29 5통 　 5

　 　 　 　 　 2 3 　 　 　 　 　 통계동3길 1 　 (빈집)

31 AA 경인 1102071 006-1 031 001 홍  진 2 1 1 1 서울 중구 통계2동 통계동 29 5통 　 1
(신축주택 
대체)　 　 　 　 　 2 3 　 　 　 　 　 통계동3길 1 　

32 AA 경인 1102071 006-1 032 001 김승규 2 1 1 1 서울 종로구 통계2동 통계동 595 15통 　 신축주택

　 　 　 　 　 2 3 　 　 　 　 　 통계동2길 25 미래빌라 A 201 　

33 AA 경인 1102071 006-1 033 001 배연숙 3 1 2 1 서울 중구 통계2동 통계동 29 5통 　
신축주택

　 　 　 　 　 2 3 　 　 　 　 　 통계동3길 1 　

34 AA 경인 1102071 006-1 033 001 김철승 2 1 1 1 서울 중구 통계2동 통계동 29 5통 　
신축주택

　 　 　 　 　 2 3 　 　 　 　 　 통계동3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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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유고 사유에 따른 가구 대체 요령

  1) 응답 불응

   ❍ 사유 : 사생활 노출 기피, 가정 사정ㆍ불화(실직, 부부이혼 등), 바쁘거나 

귀찮아서, 정부 불신 등

   ❍ 조사원은 조사대상 가구를 반드시 3회(1일 1회 기준)이상 방문하고, 그래도 

응답을 거부할 경우 조사관리자 또는 담당 공무원의 동행으로 설득

     - 통 ‧ 이장, 아파트관리사무소, 이웃을 통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득

     - 비밀을 원하는 경우에는 비밀보호용 봉투에 조사표를 넣어 배부 및 회수

(비밀보호용 봉투 앞면에 조사원 이름, 해당 사무소ㆍ연락처를 기입하여 배부)

      ☞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사하였음에도 거부를 할 경우에는 대체 

  2) 일시 부재

   ❍ 사유 : 조사기간 중 출장, 취업, 교육, 병원 입원(수술, 출산, 사고 등)으로 

가구원 모두를 못 만나는 경우

   ❍ 가구원 모두 부재중인 경우 옆집이나 이웃에게 수소문하여 확인하고, 3일 

이상(하루 1회 이상) 방문하여도 만나지 못할 경우 부재로 처리 

  3) 응답 곤란

   ❍ 사유 : 정신이상 및 장애, 고령, 자연재해, 언어문제 등으로 면접이 불가능한 

경우

   ❍ 단, 장애나 고령, 언어문제 등으로 응답이 불가능한 사람이라도 가구대표 

응답자의 대리 응답을 허용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기초조사표 ‘H. 가구구성’의 

사유코드(1. 대리 응답)에 기재한다.

   ❍ 조사대상 가구에 한국어를 모르는 외국인만 살고 있어 조사표를 작성하기 

어려울 경우 응답 곤란으로 처리하고, 다음 가구로 대체하여 조사한다.

     - 남편이 한국인, 부인이 외국인인 경우 남편이 대리응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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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빈집

   ❍ 사유 : 이사, 폐가, 재개발 등으로 공가, 폐가인 경우

  5) 기타

   ❍ 사유 : 만 14세 미만 가구원으로 이루어진 가구, 사람이 살지 않는 곳(상가, 

어린이집, 놀이방, 교회 등), 집단시설(기도원, 요양소, 기숙사, 관사 등), 

철거 등으로 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

  6) 유고 코드

   ❍ 조사대상 가구의 유고 형태에 따라 대체 코드를 가구명부의 대체 사유에 기재

구  분
유고
코드

대체 사유

조사된 가구

0 가구명부에서 처음부터 조사대상이면서 조사된 가구

1
처음에는 조사대상 가구가 아니었으나, 유고로 대체하여 

조사된 가구

조사대상 

가구는

있으나

조사 못함

응답

불응
2

가구대표 응답자를 3일 이상 만나 설득했음에도 사생활 

노출 기피, 바쁨, 가정사정, 정부불신 등의 이유로 응답을

거부함

일시

부재
3

조사기간 중에 3일 이상 찾아 갔으나 여행, 출장, 병원입원

등의 이유로 가구원 모두를 만날 수 없었고, 이웃집이나 

방문안내장을 통해서도 조사기간 동안 연락이 어려움

응답

곤란
4

고령, 장애, 자연재해, 언어문제 등의 이유로 가구원 

모두가 조사에 응답하지 못 함

조사대상

가구가

없음

빈집 5
이사, 폐가, 재개발 등의 이유로 집에 아무도 살지 않고, 

이웃집을 통해서도 확인함

기타 9

만 14세 미만의 가구원으로 이루어진 가구, 상가 등 사람이

살지 않는 곳, 기숙사 등 집단시설에 거주하는 등의 이유로

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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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기타

   ❍ 조사구 내 대상 가구가 적은(30가구 미만) 경우 가구대체를 더욱 신중하게 

실시하고, 10가구를 조사하기에 어려울 경우 즉시 담당 공무원을 통하여 

통계대행과로 통보한다.

   ❍ 시작번호와 추출간격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므로 최초 배부된 가구명부의 

음영 처리된 가구를 반드시 조사해야 하며, 가구를 추가한 경우에는 

형광펜 등으로 표기하여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가구를 대체 할 경우 본 지침서 25페이지 유고 코드를 시스템에 정확히 입력

하여 불응률, 무응답 집계 등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5  준비조사

 가. 조사 시작 전 조사 홍보 및 협조 요청

   ❍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에 협조를 구한 후, 현관입구 또는 엘리베이터 

같은 눈에 잘 띄는 곳에 홍보용 포스터를 부착한다. 아파트 안내방송 시에는 

인사장의 문구를 활용하도록 한다.

   ❍ 단독주택의 경우, 통 ․ 리 ․ 반장의 협조를 구하도록 한다. 

   ❍ 협조 요청 시, 협조용 답례품을 활용하여 조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조사구 당 1만원 상당 상품권 지급)

 나. 대상가구 적격여부 확인

   ❍ 대상 조사구를 방문하여 조사구 범위 및 지형ㆍ지물을 확인한다.

   ❍ 대상 가구를 방문하여 적격가구인지 확인한다.

   ❍ 적격가구인 경우 사전에 발송한 인사장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받지 못한 

가구는 배부 받은 인사장을 전달하고 본 조사 기간에 재방문 할 것임을 

알려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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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통계대행 홈페이지 (http://kostat.go.kr/scm) 질의응답 

게시판을 통해 안내받거나 문의사항은 상담전화(☏042-481-3818~20)를 이용하도록 

한다. 

 다. 표본조사구 확인 및 교체 

   ❍ 조사구
*
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대체하지 않고, 당초 조사구로 

조사한다.

     - 조사구 내 위험이나 조사장애가 생겨 조사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조사구 내 조사대상 적격 가구 수가 10가구 미만인 경우

조사구

   조사대상 지역에 대하여 식별이 확실한 지형지물을 기준으로 지도상에서 

일정한 가구 수가 포함되도록 분할한 조사담당구역을 말하며, 보통 

1조사구에 약 60가구 내외를 기준으로 구성

   ❍ 조사구 교체 방법은 다음과 같다. 

     - 교체해야 할 조사구가 발생한 경우, 조사원은 조사관리자(또는 담당 

공무원)에게 교체를 요청하고 조사관리자(또는 담당 공무원)는 통계

대행과에 교체를 요청한다.

   ❍ 배부된 가구명부의 가구주는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조사된 자료이므로 

현재 다른 사람이 살고 있을 수 있다.

     - 금번 조사는 지정된 가구를 찾아가 조사하는 것이므로 가구명부의 가구주와 

실제 살고 있는 사람이 다르다고 해서 부재나 빈집 등으로 유고처리하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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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기타 준비사항

   ❍ 조사관리자는 가구명부, 조사표, 조사용품, 가방, 통화권 등 조사에 필요한 

용품을 조사원에게 배부하고, 조사원에게 배부 수량이 맞는지 확인한다.

   ❍ 조사원은 배부 받은 조사용품의 종류(12페이지 참조)와 수량이 맞는지 확인

하고, 틀릴 경우 조사관리자나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한다.

   ❍ 조사원은 조사표 표지에 시 ․ 도, 시 ․ 군 ․ 구, 읍 ․ 면 ․ 동과 조사구 번호, 

지방청․사무소명, 조사원 성명 및 전화번호를 미리 기재하여 조사를 준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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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 점검사항

 가. 전체 조사표 구성

   ❍ 조사표는 기초조사표와 사건조사표로 구분된다.

   ❍ 기초조사표는 ‘가구대표 응답자용(녹색)’과 ‘가구원용(연두색)’으로 구분된다.

     - 가구원용은 가구와 관련된 문항( 13 번, 17 번~ 20 번, 22 번)이 삭제된 형태의 

조사표로 가구원 개인에 관한 문항만 조사한다.

   ❍ 사건조사표(청색)는 가구대표 응답자 및 가구원 모두 동일한 항목으로 구성

되어 있다.

 나. 조사표 내용 구성

  1) 기초조사표 주요 내용

   

H . 가구 구성  I. 동네와 이웃 환경

Ⅱ. 일생생활과 범죄예방 활동 Ⅲ. 배경 문항

Ⅳ. 작년(2012년) 한 해 동안 겪은 피해 경험 Ⅴ. 조사원 확인 사항

  2) 사건조사표 주요 내용

   

Ⅰ. 사건 발생 일시와 장소 Ⅱ. 범행수법

Ⅲ. 신체 피해 Ⅳ. 피해자의 대응

Ⅴ. 재산 피해 Ⅵ. 정신적 피해

Ⅶ. 가해자의 특성 Ⅷ. 경찰 신고와 처리 현황

ⅢCHAPTER 조사표 작성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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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조사표 작성 개요

   ❍ 기초조사표는 2012년 한 해 동안의 범죄피해 경험과 이와 관련된 요인들에 

대한 조사대상자들의 개인적인 생각과 태도를 알아보고자 구성한 것으로, 

2012년 한 해 동안 범죄피해 여부와 무관하게 대상가구의 가구대표 응답자 및 

만 14세 이상 가구원 모두를 대상으로 작성한다.

     - 만 14세 기준(양력 1999년 1월 이전, 음력 1998년 12월 이전)

   ❍ 사건조사표는 기초조사표의 23 번~ 30 번 문항에 나열된 범죄유형에 대해 

피해경험이 한번 이상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만 조사대상으로 피해경험과 

범행수법, 피해정도(신체적, 물질적, 정신적 피해), 가해자 등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작성한다.

2  기초조사표(가구대표 응답자,가구원)

 가. 기초조사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사항

   ❍ 스크리닝 질문에 대한 숙지

     ✔ ‘기초조사표’의 23 번~ 30 번 문항은 범죄피해 경험 회상을 자극하기 위한 

질문으로서 본 조사의 핵심 부분이므로 조사시작 전 반드시 조사내용을 

숙지하도록 한다. 특히, 조사 결과 얻은 정보는 ‘기초조사표’ 마지막 부분의 

조사원 확인 사항에 반드시 기재한 후 ‘사건조사표’를 작성해야 한다.

   ❍ 스크리닝 질문에서 주의해야 할 점 

     ✔ 항상 응답자에게 조사대상 기간을 재확인시켜 작년(2012년) 한 해 동안

(2012. 1.1.~12.31.) 경험한 범죄피해만을 조사하도록 해야 한다.

     ✔ 회상을 자극하는 스크리닝 질문은 8회에 걸쳐 다양한 예시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예시들은 응답자의 범죄

피해 경험에 대한 회상을 돕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응답자가 예시를 듣거나 

읽으면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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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회에 걸친 스크리닝 질문들은 특정 범죄유형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응답자 개인이 2012년 한 해 동안 경험한 피해사건 총 수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앞선 질문에서 피해경험이 회상된 사건이라면, 동일한 

사건이 뒤이은 스크리닝 문항에서 다시 피해건수로 잡히지 않도록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사건은 제외”하도록) 유의해야 한다.

     ✔ 예시를 모두 듣고 난 후 ‘없었다’고 응답한 경우, 응답자에게 실제 피해를 

당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당할 뻔한 적이 있는지 다시 확인해야 한다. 

( 23 번, 26 번 문항 제외)

     ✔ 응답자가 ‘기초조사표’의 응답을 모두 마치면, 23 번~ 30 번 문항의 내용을 

확인하여 조사원이 직접 ‘Ⅴ. 조사원 확인 사항’을 작성한다. 

   ❍ Ⅴ. 조사원 확인 사항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 

     ✔ ‘확인 사항’은 스크리닝 문항( 23 번~ 30 번)별로 응답자가 회상한 사건들의 

횟수를 정리하는 것이다. 본 확인 사항은 아래의〔3단계〕를 거쳐, 각 

응답자가 최종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사건조사표 총 수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원은 반드시 응답자에게 확인해 가면서 전체 피해경험 총 수를 

정리하여 기입한다.

     [1단계] : 피해 경험 수의 결정방법 

      ① 범죄피해 경험 관련 문항의 피해 경험수를 옮겨 적습니다.

      ② ‘1. 점검항목’에서 2개 이상의 관련 문항에 표시된 경우 동일한 피해경험인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강도가 침입하여 유리창을 깨고, 물건을 훔친 

경우 3개 문항에 표시 될 수 있으나, 동일 피해경험인 경우 ‘ 24 번 물건 

관련’에만 한 건으로 표시합니다. 

      ③ 문항별 피해경험여부 건수를 합산하여 총 피해경험 수에 기입합니다.

      ④ 총 피해경험 수와 응답자가 기억하는 피해경험 수를 확인하고, 차이가 

나는 경우 조사표를 재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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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 상습피해여부의 확인 및 결정방법 

     ※ 상습피해란 비슷한 수법으로 5회 이상 반복적인 피해(예를 들어, 스토킹, 가정폭력, 학교

폭력 등)를 당했으나 각 사건을 잘 구별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사건조사표는 피해가 

가장 심한 사건을 기준으로 한 건만 작성합니다.

      ① 문항별 피해경험수가 5건 이상인 경우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를 당했는지 

확인합니다. 

      ②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를 당한 경우 각 사건을 각각 구별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③ 각 사건을 구별할 수 없는 경우 상습피해로 보며, 그 상습피해 경험수를 

상습피해 수에 기입합니다.

     [3단계] : (최종 작성해야 할) 사건조사표 수의 결정방법

      ① 두 개 이상의 문항에 피해경험이 있는 경우 동일한 경험이 중복되었는지 

재확인하고, 개별 사건이면 사건조사표 수에 부수를 기입합니다. 

      ② 문항별로 피해 경험수가 5회 이상인 경우 상습피해이면 사건조사표는 1부, 

각 경험이 구별 가능한 개별 사건이면 사건조사표는 각각 모두 기입합니다. 

      ③ 문항별 사건조사표 부수를 합산하여 총 사건 조사표수에 기입합니다. 

      ④ 총 사건조사표 수를 응답자에게 확인하고, 그 사건 부수만큼 사건조사표를 

작성합니다.

       - 상습피해가 0일 때 사건조사표 수는 피해경험 수와 같다.

       - 상습피해(5건 이상)와 개별피해가 있을 경우, 

사건조사표 수는 ‘피해경험 수 - 상습피해 수 + 1’이다

     ✔ 사건조사표 수 결정방법에 따라 ‘1. 점검항목’ 작성이 끝난 뒤, 개별 응답자가 

보고한 범죄피해 경험 사건 수만큼, 각 사건별로 ‘사건조사표’ 작성을 바로 

진행한다. 스크리닝 문항을 통해 사건에 대한 응답자의 기억을 자극시켜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건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을 바로 진행

하는 것이 좋다.

     ✔ 만일, 응답자가 작년(2012년) 한 해 동안 범죄피해 경험이 한 번도 없다면 

‘기초조사표’의 작성으로 조사를 종료하고, 타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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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초조사표(가구대표 응답자용) 표지 작성 요령

조사표 표지
 

• 시․도, 시․군․구, 읍․면․동, 조사구번호, 거처번호, 가구번호는 해당 

가구명부와 동일하게 기입한다.

• 가구원번호는 H. 가구 구성의 가구원번호를 기입한다.

 <유의사항> • 이 자료는 조사 내용 검토 및 결과 집계 시 가구를 판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잘못 기입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조사원 
관련사항 

• 조사표를 가구에 배부하기 전, 조사원이 지방청(사무소)명, 조사원

성명, 전화번호를 미리 기입하여 둔다.

조사방법 • 조사원이 해당 조사표 작성 시 주로 사용한 조사 방법에 표기 

하도록 한다. 

사건조사표 수 • 가구대표 응답자가 범죄피해 경험을 겪고 작성한 사건조사표 수를

작성한다.

가구 전체
조사표 수

• 해당 가구의 조사대상 가구원 모두가 작성한 기초조사표와 사건조사표

수를 더한 조사표 수를 기입한다.(녹색+연두색+청색 조사표)

가구 전체
기초조사표 수

• 해당 가구의 조사대상 가구원들 모두가 작성한 기초조사표 수를 

더하여 기입한다.(녹색+연두색 조사표)

가구 전체
사건조사표 수

• 해당 가구의 조사대상 가구원들 모두가 작성한 사건조사표 수를 

더하여 기입한다.(청색 조사표)



전국범죄피해조사 2012

336442

부록

337

kostat.go.kr

2012년 기준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지침서

36

H. 가구 구성 • 조사기준일(2013. 5. 29.) 현재 가구에서 취사와 취침을 같이 하고 

있는 모든 가구원에 대하여 작성한다.

※ 가구와 혼동하기 쉬운 개념

 ▶ 주민등록상 세대 : 주민등록상 세대는 실제 함께 살고 있는 사람과

다르게 등록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함께 살고 있는 사람만 포함

하는 가구와 개념이 다르다.

 ▶ 가족 : 가족은 혈연, 혼인, 입양 등으로 한 집안을 이룬 사람들의 집단

 ▶ 가구 : 가구는 혈연관계와 상관없이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는 단위

 다. 기초조사표 문항별 작성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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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대표 응답자 

  - 조사기준일(2013. 5. 29.) 현재 조사 대상가구에서 취사와 취침을 

같이 하는 사람(가구원)중에서 해당 가구의 생활상황을 대표하여

응답해 줄 수 있는 사람

   ※ 주민등록상 세대주와는 관계없음

• 가구원

  - 주민등록 등재여부와 관계없이 조사기준일(2013. 5. 29.) 현재 

조사대상 가구에서 취사와 취침을 같이 하는 가구원. 혈연관계가

없는 동거인이라도 취사와 취침을 함께 하는 경우는 가구원에 

포함

가구원에서 제외되는 자

• 현역군인(단, 영외거주 군인은 제외)

• 취업 또는 학업 등의 이유로 타지역(국내)이나 해외에 상주하는 

가족

• 형이 확정된 교도소 수감자

• 요양소, 기도원에 수용된 자

• 군입대, 주말부부 등의 사유로 같이 살지 않는 경우 제외

 가구원 번호 • 1번은 가구대표 응답자이며, 2번부터는 가구대표 응답자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작성한다.

• 가구원번호는 기초조사표 및 사건조사표 표지에 활용된다.

 가구대표 
응답자와의 
관계

• 해당 가구원별로 가구대표 응답자와의 관계를 보기항목에서 선택

  ☞ 가구대표 응답자일 경우에는 ① 가구대표 응답자에 해당 

  ☞ ‘ 기타’에는 ①~⑬ 이외의 관계가 있으면 기재

 성 별 • 해당 성별에 표시하여 조사한다.

 실제 생년․월 • 연령별 분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항목으로 정확히 조사한다.

  ☞ 가구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생년 ․ 월과 양력 / 음력을 

구분하여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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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상태 • 조사기준일(2013.5.29.) 현재 가족관계등록법 등 법적 상태와는 

관계없이 사실상 혼인상태를 구분하여 조사한다.

 - 미혼 : 혼인한 경험이 없는 사람

 - 배우자 있음 : 혼인하여 배우자가 있는 경우(사실혼 포함)

 - 사별이나 이혼 : 배우자의 한쪽이 사망하거나, 혼인관계가 해소

되어 현재 독신으로 있는 경우 (재결합이 예상되지 않는 별거 포함)

 직업 관련 등 • 가구대표 응답자와 가구원의 직업을 “직업 관련 등 보기” 항목에서

선택하여 기입한다.

  ①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단체 또는 기업의 경영자, 고위임원, 부서관리자 등 소규모

기업의 경영자 등

    - 교수, 교사, 학원강사, 예술인, 작가, 연예인, 운동선수 등 특정 

전문 지식이나 기술을 보유하고 사용하는 직업(각 분야 학자 

및 연구(보조)원, 전문가 및 준전문가 등)

  ② 사무종사자

    - 각종 일반 사무원 ․ 금융기관, 여행, 숙박업, 기타 고객관련 

사무원 등

  ③ 서비스, 판매 종사자

    - 여행 ․ 음식 ․ 조리 ․ 미용 등 각종 대인서비스 ․ 영업직 ․ 매장

판매직 ․ 방문통신판매원

    - 경찰관, 소방관, 교도관, 청원경찰, 경호원 등 보안관련 서비스,

모델 및 홍보 종사자 등

  ④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⑤ 기능원,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 건설 ․ 금속 ․ 기계 ․ 세공 ․ 음식료 ․ 선박 등 각종 기능종사자 

또는 물품 제조원

    - 장치 ․ 기계조작 조립원, 각종 차량운전원 등

  ⑥ 단순 노무 종사자

    - 건물관리 및 경비, 건물 청소, 배달, 단순조립원, 포장원, 제품 

운반원 등 단순노무

  ⑦ 직업군인

  ⑧ 전업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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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⑨ 학생

  ⑩ 무직/기타(공익근무요원 포함)

 종사상 지위 • 가구대표 응답자와 가구원의 종사상 지위를 해당 보기 항목에서 

선택하여 조사한다. 

  ① 임금근로자

    - 개인, 가구 또는 사업체와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일하고 그 대가로 급여, 봉급, 일당, 현물 등을 받는 

근로자(상용임금 근로자, 임시․일용 근로자)

  ② 자영업자

    - 연속적으로 일하는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람 

    - 연속적으로 일하는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자기 혼자 또는 

1인 이상 파트너(무급가족종사자 포함)와 함께 일하는 사람

    - 직장이나 사업체에 고용되어 있지 않는 번역가, 작가, 예술인, 

통역사 등의 자유직업인도 포함

  ③ 무급가족종사자

    - 가족이나 친인척이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임금을 받지 않고 

정규 근무시간의 1/3이상 일하는 경우

   해당 없음

    - 전업주부, 학생, 무직 등

 장애인 
복지카드 유무

• 장애가 있는 사람 중 장애인 복지카드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유무를 파악하여 표시하되 부담감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조사한다.

   ※ 장애가 없는 사람은 체크하지 않는다.

 출신국가 • 조사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만 출신국가를 조사한다.

 * 대한민국 국적취득 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며, 출신 국가가 

대한민국인 경우는 조사하지 않는다.

<아시아권>

1. 중국 2. 한국계중국인 3. 일본 4. 우즈베키스탄

5. 몽골 6. 베트남 7. 필리핀 8. 타이

9. 타이완 10. 인도네시아 11. 방글라데시 12. 스리랑카

13. 파키스탄 14. 네팔 15. 캄보디아 16. 미얀마

17.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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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권>

18. 미국 19. 캐나다

<유럽권>

20. 영국 21. 독일 22. 러시아

<기타>

23. 기타

사유코드 • 조사원이 조사 완료 후 가구원의 조사 최종 상태를 아래 보기에서 

선택하여 비고란에 기입

응답형태 코드 사     유

조사완료 0
해당 가구원의 기초조사표와 사건조사표

(사건이 있는 경우)를 모두 완료

대리응답 1

일시 부재, 고령, 장애, 언어문제 등의 이유로 

조사가 어려운 가구원을 대신하여 가구대표 

응답자 등이 조사에 대리 응답함

* 늦은 귀가로 면접이 어려운 가구원은 대리

응답을 허용하지 않음

응답불응 2

가구대표 응답자는 조사를 완료했으나, 해당 

가구원을 3일 이상 만나 설득했음에도 응답을

거부함

일시부재 3

가구대표 응답자는 조사를 완료했으나, 해당 

가구원이 조사기간 동안 여행, 출장, 병원입원

등의 이유로 집에 들어오지 않아 조사를 못 함

응답곤란 4

가구대표 응답자는 조사를 완료했으나, 해당 

가구원이 고령, 장애, 언어문제 등의 이유로 

조사에 응답하지 못 함

기    타 9 만 14세 미만 가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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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주위 환경
동네 사람들
경찰 활동

• 살고 있는 동네의 이웃사람들 간의 관계, 물리적/사회적 환경, 

그리고 경찰활동 등에 관한 질문이다.

• 동네란 평소 자신이 ‘우리 동네’라고 생각하는 지역으로서 

비슷한 유형과 비슷한 가격의 주택가를 말하며, 같은 학교, 교회,

병원, 상가 및 정류장(버스나 지하철)을 공유하는 지역으로서

다른 동네와는 차도나 담(벽) 등으로 차단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 경찰활동이란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사회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통치권에 의거, 국민에게 명령,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 공무원의 역할과 업무를 말한다.

<유의사항> • 2012년 연말 살았던 동네를 기준으로 응답하도록 한다.

• 가능하면 ‘그런(그렇지 않은) 편이다’ 또는 ‘보통이다’가 많이 나오지

않도록 설명에 주의한다.

범죄의 
증가여부

• 범죄가 앞으로 증가할 것 같은지, 감소할 것 같은지 응답자의 

생각을 묻는 것이다. 우리나라 전체의 범죄와 내가 살고 있는 

동네의 범죄수준에 대하여 각각 질문하여 조사한다.

• 조사시점(2013. 5. 29.) 이후의 범죄발생 증감률을 판단할 때, 작년

(2012년) 한 해와 비교하여 답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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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별 두려움 • 일상생활 중 제시된 두 가지 상황에서 얼마나 두려움을 느끼는지 

질문하여 조사한다. 

 이타적 두려움 • 일상생활 중에 느끼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본인 자신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배우자나 자녀에 관한 것인지를 질문하여 조사

한다. 

<유의사항> • 배우자(애인)나 자녀가 없는 경우 ‘㉧ 해당자 없음’으로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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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유형별
두려움

•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하는 범죄유형별로 응답자가 범죄피해를 

당할까 봐 얼마나 두려워하는지를 질문하여 조사한다.

범죄 취약성 
인식

•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았을 때, 자신이 범죄피해에 노출될 가능성,

방어능력 및 피해결과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가를 

질문하여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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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범죄피해 

• 응답자가 평소 가깝게 지내는 사람(가족 포함)이 작년(2012년) 한 해

동안 범죄로 인하여 신체적 피해나 재산 피해를 당한 적이 있는지 

알아보는 질문이다.

대중교통수단 
이용 빈도

• 응답자가 평소 외출할 때 주로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을 일주일에

얼마나 이용하는지 질문하여 조사한다.

 <유의사항> • 택시는 대중교통수단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늦은 귀가 빈도 • 응답자에게 직장이나 학교 일 또는 친구들과의 모임으로 인하여 

밤 10시 이후에 집에 들어가는 경우가 1개월을 기준으로 평균 

얼마나 되는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이다.

• 작년(2012년) 한 해 동안 늦게 귀가한 경우가 한 달 평균 어느 

정도였는지 질문하여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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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의 
귀가 빈도

• 응답자에게 지난 한 해 동안 술에 만취해 집에 들어간 경우가 

1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질문하여 조사

한다.

<유의사항> • 만취상태란 술이 많이 취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자제력을 

상실한 상태를 말한다.

집이 비어있는 
시간

• 응답자와 응답자 가족이 전부 외출하거나 출근하여 집이 비어

있는 시간이 하루를 기준으로 보통 몇 시간이나 되는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이다. 주중에 평균적으로 하루 동안 집이 비어있는 시간을 

계산하여 해당 항목에 표시하도록 한다.

<유의사항> • 가구대표 응답자에게만 질문한다.

자신의 생활에  
대한 만족도

• 삶의 여러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해 볼 때, 자신의 전반적인 

일상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질문하여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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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대상으로서 
매력성

• 응답자가 평소 외출 시 고급스런 복장이나 악세사리 또는 유명 

브랜드제품(의복, 신발, 가방, 장신구 뿐만 아니라 가전제품이나 

가구 등 일상생활용품)을 사용하여 범죄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알려보려는 문항이다. 

범죄관련정보에 
노출정도

• 응답자가 평소 범죄관련정보에 어느 정도 노출되어 있는지를 

알아보려는 문항으로, 구체적으로 범죄관련 뉴스나 프로그램 

또는 범죄사건에 대한 대화의 빈도를 알아보려는 문항이다.

<유의사항> • 남자의 경우 액세서리에 시계, 안경, 신발 등을 포함시킨다.

범죄예방 안전 
조치 여부

• 응답자가 범죄로부터 가족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장치를 

갖추거나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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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 • 가구대표 응답자에게 현재 살고 있는 동네에 얼마동안 거주하고 

있었는지 물어보는 것이다.

<유의사항> • 같은 동네, 같은 아파트 단지내에서 이사한 경우는 현재 살고 

있는 동네로 봅니다.

• 가구대표 응답자에게만 질문한다. 

•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조사한다.

이사 경험 • 가구대표 응답자에게 최근 5년 동안 몇 번이나 이사를 했는지 

물어 조사한다.

<유의사항> • 가구대표 응답자에게만 질문한다. 

• 최근 5년 이내(2008년 1월부터 지금까지)의 이사 경험을 물어보는 

것으로 기간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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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자 유무 •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가구대표 응답자나 가구원 가운데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는 것이다.

 상호나 간판 
표식

•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영업을 할 경우, 상호나 간판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유의사항> • 가구대표 응답자에게만 질문한다. 

 주택 소유형태 • 가구대표 응답자의 주택소유(점유) 형태를 물어보고 조사한다. 

 <유의사항> • 가구대표 응답자에게만 질문한다. 

 ✔ 자기집 - 소유권이전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가구대표 

응답자나 가구원 소유의 집에서 거주하는 형태 

 ✔ 전세 - 남의 집을 임차하여 집주인에게 정해진 금액을 임차기간

동안 이자 없이 맡기고 이사 갈 때 되돌려 받는 형태

 ✔ 보증부 월세 - 집주인에게 임차기간 동안 일정 보증금을 맡기고 

매월 주택의 임차료를 지불하는 형태

 ✔ 월세 - 집주인에게 매월 주택의 임차료를 지불하는 형태

(사글세 포함)

 ✔ 무상 - 무상주택(조사대상 가구의 가구대표 응답자나 가구원

소유의 집이 아니고 타 가구를 형성하고 있는 부모, 

형제, 친지 등의 소유 주택으로 주택임차료를 전혀 

지불하지 않고 사는 경우)과 사택(가구대표 응답자나 

가구원이 근무하는 관공서나 회사 소유의 주택으로 

소속 직원에게 전혀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관리비 정도의

실비를 받고 임대한 경우)이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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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학력 • 응답자의 최종 학력을 물어보고 조사한다. 

<유의사항> • 재학은 현재 학력 상태로 조사하고, 중퇴나 퇴학은 중퇴나 퇴학 

당시의 학력을 조사하고, 졸업은 최종 학력을 조사한다.

• (예시 : 고등학교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고등학교 중퇴, 고등학교 

휴학 등을 포함한다.)

월평균 소득 • 가구대표 응답자에게 가구 전체의 월평균 총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물어보는 것이다. 해당 소득구간에 체크하여 조사한다.

<유의사항> • 가구대표 응답자에게만 질문한다. 

• 총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을 모두

더한 소득으로 세금을 공제하기 이전의 금액을 기입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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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크리닝 질문

 <공통 유의사항>

• 범죄피해 경험 스크리닝 질문에서는 반드시 조사원이 응답자에게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응답자의 응답을 조사원이 

기입한다.

• 작년(2012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범죄피해 경험에 대해서만 응답

되도록 응답자에게 계속하여 상기시켜 준다.

• 23 번(속임관련) 및 26 번(손상관련)을 제외하고, 스크리닝 질문

( 24 , 25 , 27 ~ 30 번)을 듣고 난 후 만일 ‘② 없었다’고 응답할 

경우, 응답자에게 실제 피해를 당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당할 

뻔한 적은 없었는지 재차 확인해야 한다.  

• 피해경험의 회상을 자극하기 위한 여덟 개의 스크리닝 문항들을 

하나씩 질문하면서, 이미 언급한 사건에서 동시에 발생한 것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뒤이은 질문을 시작할 때, 응답자에게 

반드시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사건은 제외”된다는 내용을 상기

시켜주고, 각 스크리닝 문항응답에서 ‘① 있었다’고 할 경우, 앞서 

이미 언급한 사건과는 다른 사건일 경우에만 범죄피해 횟수로 

카운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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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건관련 • 작년(2012)년 한 해 동안 응답자가 돈이나 물건을 도둑 맞거나 

빼앗긴 적 또는 도둑 맞을 뻔한 적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었다면

미수까지 포함하여 도난피해 경험이 몇 번(사건 횟수)이나 

있었는지를 질문하여 조사한다.

  ☞ 도난경험에는 응답자가 모르는 사이에 없어졌거나 응답자가 

누군가와의 대면 상황에서 강제로 빼앗긴 경험이 모두 포함

된다.

• 조사원이 예시를 보면서 어떤 물품을 도난당할 수 있는지 설명

하여 사건을 상기시켜 주고, 예시된 물품을 도난당하거나 당할 

뻔한 적이 있었는지 질문한다. 

 속임 관련 • 작년(2012년) 한 해 동안 응답자가 누군가에게 속임을 당해 재산

상의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지 확인하고, 몇 번(사건 횟수)이나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한 문항이다.

• 조사원이 예시를 읽어주고, 어떻게 속임(사기)을 당할 수 있는지 

설명하여 사건을 상기시켜 주고, 예시에 있는 피해 사건의 경험이 

있었는지 질문한다. 

• 피해사실이 있으면 ‘① 있었다’에 표시하고, 응답자로 하여금 해당

되는 피해 사건들을 회상하게 하여, 해당 피해사건의 총 횟수를 

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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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을 듣고 난 후 만일 ‘② 없었다’고 응답할 경우, 응답자에게 

실제 피해를 당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당할 뻔한 적은 없었는지 

재차 확인해야 한다.  

• 한번이라도 피해사실이 있으면, ‘① 있었다’에 표시하고, 응답자로 

하여금 해당 피해사건(미수사건 포함)을 회상하도록 하여, 해당 

피해사건의 총 횟수를 물어보고 조사한다. 

 침입관련 • 작년(2012년) 한 해 동안 주거 침입을 당한 적이 있었는지 혹은 

당할 뻔한 적이 있었는지, 만약 있었다면 몇 번이나 있었는지 

질문하여 조사한다.

• 누군가 집안으로 들어오는 등의 피해를 경험했거나 당할 뻔 했다면

‘① 있었다’에 표시하고 몇 번(미수 포함)이나 있었는지 기입한다. 

 <유의사항> • 작년(2012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범죄피해 경험에 대해서만 응답

되도록 응답자에게 계속하여 상기시켜 준다.

• 질문을 시작할 때, 응답자에게 반드시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사건은

제외하고”라는 내용을 상기시켜 준다.

• 만일, 본 질문에 ‘① 있었다’고 응답할 경우, 해당 사건이 24 번 

문항에서 이미 피해 횟수로 기록된 사건과 다른 사건인지 반드시 

재확인해야 한다. 만일 이미 언급한 사건과 동일사건일 경우, 

이 항목에서는 ‘② 없었다’로 조사하며, 다른 사건일 경우에만 

새로운 피해 횟수로 조사한다. 

  ☞ 동일한 사건에 대한 판단 기준

    - 사건발생 장소, 시간, 가해자, 범행 수법이 모두 동일할 경우, 

또는 사건발생 장소와 시간은 다르지만 동일한 가해자로부터 

비슷한 내용의 범죄피해를 지속적으로 경험한 경우는 동일한 

사건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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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자가 주거침입을 당한 적이 ‘① 있었다’고 응답했을 경우, 

사건발생 당시 응답자가 그 집의 소유주나 세입자였는지를 확인

한다. 만약, 작년(2012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사건 중 그 발생장소가

본인의 거주 장소가 아니라면(가령, 부모님 댁 방문 시 사건경험

이나 휴가철 숙소에서의 경험)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어, 응답할 

필요가 없다. 다만 조사응답자가 소유하고 있는 별장 등과 같은 

장소에서 발생했을 경우는 포함한다.

• 질문을 듣고 난 후 만일 ‘② 없었다’고 응답할 경우, 응답자에게 

실제 피해를 당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당할 뻔한 적은 없었는지 

재차 확인해야 한다.  

 손상 관련 • 작년(2012년) 한 해 동안 누군가 응답자의 재산이나 물품에 손상을

입힌 적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몇 번이나 있었는지를 질문하여 

조사한다.

• 누군가에 의한 물품손상 피해를 경험하였다면, ‘① 있었다’에 표시

하고 몇 번이나 있었는지 기입한다. 이 때 손상을 당할 뻔한 경우

(미수)는 포함되지 않는다. 

<유의사항> • 작년(2012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범죄피해 경험에 대해서만 응답

되도록 응답자에게 계속하여 상기시켜 준다.

• 질문을 시작할 때, 응답자에게 반드시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사건은

제외하고”라는 내용을 상기시켜준다.

• 만일, 본 질문에 ‘① 있었다’고 응답할 경우, 해당 사건이 24 , 25

문항에서 이미 피해횟수로 기록된 사건과 다른 사건인지 반드시 

재확인해야 한다. 만일 이미 언급한 사건과 동일사건일 경우 이 

항목에서는 ‘② 없었다’로 조사하며, 다른 사건일 경우에만 새로운 

피해 횟수로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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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 관련 • 작년(2012) 한 해 동안, 재산피해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당한 

적이 있었는지 질문하여 조사한다.

• 이 문항은 다양한 장소의 예시들을 보면서 앞서 언급한 사건 이외의

재산 및 신체피해 사실을 기억해 내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

에서는 물품도난 뿐만 아니라 위협이나 폭행 피해경험도 포함되어

있다.

• 만일, 이 질문을 통해서 새롭게 피해경험이 회상되었을 경우, 

‘① 있었다’에 표시하고, 몇 번(미수까지 포함하여)이나 있었는지 

기입한다. 

<유의사항> • 작년(2012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범죄피해 경험에 대해서만 응답

되도록 응답자에게 계속하여 상기시켜 준다.

• 질문을 시작할 때, 응답자에게 반드시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사건은 제외하고”라는 내용을 상기시켜준다.

• 만일, 본 질문에 ‘① 있었다’고 응답할 경우, 해당 사건이 24 , 25 ,

26 문항에서 이미 피해횟수로 기록된 사건과 다른 사건인지 반드시

• 응답자가 물품손상피해를 당한 적이 ‘① 있었다’고 응답했을 경우, 

응답자의 소유물이었는지를 확인하고, 만일 아닐 경우에는 조사

에서 제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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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해야 한다. 만일 이미 언급한 사건과 동일사건일 경우 이 

항목에서는 ‘② 없었다’로 조사하며, 다른 사건일 경우에만 새로운 

피해 횟수로 조사한다.

• 만일, 응답자가 피해를 당하거나 당할 뻔한 적이 ‘① 있었다’라고 

응답했다면, 가해자가 응답자에게 전화나 문서 등을 통한 위협이

었는지 아니면 직접적인 대면 상황에서 신체적 위험을 경고하는 

것이었는지 확인하여 전화나 문서를 통한 간접적인 경험은 제외

시킨다.  

• 질문을 듣고 난 후 만일 ‘② 없었다’고 응답할 경우, 응답자에게 

실제 피해를 당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당할 뻔한 적은 없었는지 

재차 확인해야 한다.  

 방법 관련 • 작년(2012) 한 해 동안,  위협이나 협박, 폭행을 당하거나 당할 

뻔한 적이 있었는지를 질문하여 조사한다.

• 이 문항은 앞의 27 번 문항에서 응답자가 실제 피해경험은 있으나

위협, 협박, 폭행을 당하거나 혹은 당할 뻔한 기억을 되살리지 

못해서 응답을 못한 경우, 다양한 도구나 방법들에 대한 예시를 

들으면서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문항이다. 

• 만일, 이 질문을 통해서 새롭게 피해경험이 회상되었을 경우, 

‘① 있었다’에 표시하고, 몇 번(미수 포함)이나 있었는지 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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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작년(2012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범죄피해 경험에 대해서만 응답

되도록 응답자에게 계속하여 상기시켜 준다.

• 질문을 시작할 때, 응답자에게 반드시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사건은 제외하고”라는 내용을 상기시켜준다.

• 만일, 본 질문에 ‘① 있었다’고 응답할 경우, 해당 사건이 24 , 25 , 

26 , 27 번 문항에서 이미 피해횟수로 기록된 사건과 다른 사건

인지 반드시 재확인해야 한다. 만일 이미 언급한 사건과 동일사건

일 경우 이 항목에서는 ‘② 없었다’로 조사하며, 다른 사건일 경우

에만 새로운 피해 횟수로 조사한다.

• 실제 사건 발생 상황에서 가해자가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무기나 

물건을 가지고만 있었더라도 응답하도록 한다. 

• 응답자에게 ‘전화로 위협한 경우는 제외’라는 내용을 읽어 줄 

필요는 없지만, 만일 응답자가 위협을 당한 적이 ‘① 있었다’라고 

응답했다면 가해자로부터 전화나 문서 등을 통한 위협이었는지 

아니면 직접적인 대면 상황에서 신체적 위협을 경고 받은 것이

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전화나 문서를 통한 간접적인 경험은 

제외시키고 응답하도록 한다.

• 질문을 듣고 난 후 만일 ‘② 없었다’고 응답할 경우, 응답자에게 

실제 피해를 당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당할 뻔한 적은 없었는지 

재차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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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 관련 • 작년(2012) 한 해 동안 “아는 사람에 의해” 피해를 당한 적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다. 여기에서는 물품도난, 폭행, 위협, 성폭력

등 이미 언급된 범죄유형들과 괴롭힘이 모두 포함된다.

• 여기에서 의미하는 괴롭힘이란 학교폭력이나 가정폭력, 스토킹과 

같이, 특정한 사람 또는 사람들에 의해서 지속적․반복적으로 

가해지는 유무형의 심리적 위해행위로서, 피해자의 일상생활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 만일, 이 질문을 통해서 새롭게 피해경험이 회상되었을 경우, 

‘① 있었다’에 표시하고, 몇 번(미수 포함)이나 있었는지 기입한다. 

 <유의사항> • 일반적으로 가족, 친구와 같이 잘 아는 사람으로부터의 피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질문을 시작하기 전 

“사람들은 보통 아는 사람들에게 당한 피해는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라는 내용을 강조한다.

• 여기에서는 학교폭력이나 가정폭력과 같은 피해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데, 피해사실에 대한 비밀유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다. 하지만, 교육(훈육)목적의 체벌은 포함되지 않는다.

• 작년(2012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범죄피해 경험에 대해서만 응답

되도록 응답자에게 계속하여 상기시켜 준다.

• 질문을 시작할 때, 응답자에게 반드시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사건은 제외하고”라는 내용을 상기시켜준다.

• 만일, 본 질문에 ‘① 있었다’고 응답할 경우, 해당 사건이 24 , 25 , 

26 , 27 , 28 번 문항에서 이미 피해횟수로 기록된 사건과 다른 

사건인지 반드시 재확인해야 한다. 만일 이미 언급한 사건과 동일

사건일 경우 이 항목에서는 ‘② 없었다’로 조사하며, 다른 사건일

경우에만 새로운 피해 횟수로 조사한다.

• 질문을 듣고 난 후 만일 ‘② 없었다’고 응답할 경우, 응답자에게 

실제 피해를 당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당할 뻔한 적은 없었는지 

재차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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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추행 관련 • 작년(2012년) 한 해 동안, 성추행이나 성폭력을 당했거나 당할 

뻔한 적이 있었는지 알아보는 문항이다.

• 이 문항의 경우 28 , 29 번 문항에서 성폭력 경험에 대해 응답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해자 유형별로 다시 한 번 질문함으로써 피해

경험을 상기시키기 위한 것이다.

• 만일, 이 질문을 통해서 새롭게 관련 피해경험이 회상되었을 경우,

‘① 있었다’에 표시하고, 몇 번(미수 포함)이나 있었는지 기입한다. 

<유의사항> • 이 문항의 경우 응답을 받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조사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질문을 시작하기 전 응답자에게 “누구나 

강요된 혹은 원치 않은 성적 접촉(신체의 일부를 만지거나 밀착

시키는 행위, 키스, 성행위를 시도하려는 행위 등)에 관한 이야기는

하기 쉽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을 전달하고 피해 사실에 대한 

비밀유지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다.

• 작년(2012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범죄피해 경험에 대해서만 응답

되도록 응답자에게 계속하여 상기시켜 준다.

• 질문을 시작할 때, 응답자에게 반드시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사건은

제외하고”라는 내용을 상기시켜준다.

• 만일, 본 질문에 ‘① 있었다’고 응답할 경우, 해당 사건이 24 , 25 , 

26 , 27 , 28 , 29 번 문항에서 이미 피해횟수로 기록된 사건과 

다른 사건인지 반드시 재확인해야 한다. 만일 이미 언급한 사건과 

동일사건일 경우 이 항목에서는 ‘② 없었다’로 조사하며, 다른 

사건일 경우에만 새로운 피해 횟수로 조사한다.

• 질문을 듣고 난 후 만일 ‘② 없었다’고 응답할 경우, 응답자에게 

실제 피해를 당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당할 뻔한 적은 없었는지 

재차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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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원 
체크사항

• 조사원은 기초조사표의 응답이 모두 끝난 경우, 피해경험 확인 

사항을 점검하여 작성한다. 

• 본 확인 사항은 기초조사표의 스크리닝 질문 23 번~ 30 번에서 

응답자가 회상한 사건들의 횟수를 정리하는 것이다. 본 확인 사항은

아래의 3 단계를 거쳐, 각 개인이 최종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사건

조사표 총 수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1단계] 피해 경험 수의 결정방법 

  ① 범죄피해 경험 관련 문항의 피해 경험수를 옮겨 적습니다.

  ② 점검항목에서 2개 이상의 관련 문항에 표시된 경우 동일한 

피해경험인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강도가 침입하여 

유리창을 깨고, 물건을 훔친 경우 3개 문항에 표시 될 수 있으나,

동일 피해경험인 경우 24번 물건 항목에만 한 건으로 표시

합니다. 

  ③ 문항별 피해경험여부 건수를 합산하여 총 피해경험 수에 기입

합니다.

  ④ 총 피해경험수와 응답자가 기억하는 피해경험수를 확인하고, 

차이가 나는 경우 조사표를 재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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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상습피해여부의 확인 및 결정방법 

  ※ 상습피해란 비슷한 수법으로 5회 이상 반복적인 피해(예를 

들어, 스토킹,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를 당했으나 각 사건을 

잘 구별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사건조사표는 피해가 가장 

심한 사건을 기준으로 한 건만 작성합니다.

  ① 문항별 피해경험수가 5건 이상인 경우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를

당했는지 확인합니다. 

  ②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를 당한 경우 각 사건을 각각 구별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③ 각 사건을 구별할 수 없는 경우 상습피해로 보며, 그 상습 피해

경험 수를 상습피해 수에 기입합니다.  

  [3단계] (최종 작성해야 할) 사건조사표 수의 결정방법

  ① 두 개 이상의 문항에 피해경험이 있는 경우 동일한 경험이 

중복 되었는지 재확인하고, 개별 사건이면 사건조사표 수에 

부수를 기입합니다. 

  ② 문항별로 피해 경험수가 5회 이상인 경우 상습피해이면 사건

조사표는 1부, 각 경험이 구별 가능한 개별 사건이면 사건

조사표는 각각 모두 기입합니다. 

  ③ 문항별 사건조사표 부수를 합산하여 총 사건 조사표수에 기입

합니다. 

  ④ 총 사건조사표 수를 응답자에게 확인하고, 그 사건 부수만큼 

사건조사표를 작성합니다.

<유의사항> • 만일 23 번~ 30 번 문항의 내용 중 피해경험이 없을 경우 나머지 

조사원 기입사항과 응답자 연락처를 기재하여 해당 조사표를 

완성한다.

• 이어서 기초조사표의 첫 부분의 가구구성원 중 만 14세 이상 

대상자의 다음 가구원으로 이동하여 조사를 진행하며, 대상자가 

모두 종료되면 완료 조사표를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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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인 사항에서 단 한번이라도 피해경험이 있다면 그 수만큼 

적고「사건조사표」를 바로 진행한다. 

  ✔ 특정 범죄피해를 경험했을 경우「사건조사표」에서 특정 

범죄피해 관련 설문에만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사건 조사표」
에서 모든 설문 내용에 응답하도록 한다. 가령, 절도관련 범죄

피해라고 하더라도「사건조사표」에서 재산피해 관련 설문

문항만을 선별적으로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설문문항의 

지시문에 따라 모든 「사건조사표」문항에 응답자가 응답

하도록 해야 한다.

 가구 및 주변의 
방범수준

주변의 방범수준을 파악하여 체크한다. 잘 알지 못할 경우 응답자에게 

문의하여 완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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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유형 • 주택이란 가구가 독립적으로 살림을 할 수 있도록 지어진 집으로

  첫째, 영구 또는 준영구 건물

  둘째, 부엌과 한 개 이상의 방을 갖추고 있음

  셋째, 다른 가구의 주거부분을 통하지 않는 독립된 출입구를 갖춤

  넷째, 관습상 소유 또는 매매의 한 단위를 이루고 있어야 함

  이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나머지는 비거주용 건물, 또는 기타로 분류한다.

① 단독주택 • 통상 한 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 

• 종류는 일반 단독주택, 다가구 단독주택, 영업겸용 단독주택

② 아파트 • 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5층 이상의 공동

주택

③ 연립주택 • 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 이하의 공동

주택으로 건축 당시 ‘연립주택’으로 허가 받은 주택

④ 다세대 주택 • 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 이하의 공동

주택으로 다세대 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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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 비거주용 건물 내에 사람이 살되, 그 주거부분이 주택의 요건(방, 

부엌, 독립된 출입구)을 갖추고 있는 주택

  - 영업 겸용 건물의 경우 주거면적이 영업용 면적보다 작으면 비

거주용 건물내 주택임

⑥ 오피스텔 • 사무실과 주거를 겸한 복합주택

▣ 아파트 / 
오피스텔인 
경우

• 단지규모는 총 몇 동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기입함

• 응답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전체 층수와 살고 있는 해당 층수를 

기입(라인별로 층수가 다를 경우 가장 높은 층수를 기재)

  - (예시) 아파트 1개 동에 13층, 15층이 있는 아파트의 3층에 살고 

있는 경우 : (전체 15층 중 3층)

• 복도식인지 계단식인지 선택하여 기입함 

  

응답자 연락처 • 설문문항에 대한 모든 조사가 완료 된 후 응답자 성명, 전화번호를

기입하도록 해야 한다.

• 전화번호는 조사응답자가 응답한 내용 중 질문할 사항이 있을 

경우 질의하기 위한 것으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음을 반드시

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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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조사표

 가. 사건조사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사항

  1) ‘사건조사표’는 ‘기초조사표’에서 작년(2012년) 한 해 동안 범죄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경험한 각 범죄피해 사건에 관련된 

정보를 상세하게 수집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사원이 면접하여 조사한다. 

단, 가구원 중 밤늦게 귀가, 출장 등으로 방문시 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자기기입식으로 조사할 수 있다. 또한 범죄피해가 있는 장애인이나, 고령으로 

응답이 곤란한 경우 가구대표 응답자의 대리 응답을 허용할 수 있다.

   ❍ ‘기초조사표’에서 회상 질문을 통해 응답자가 응답한 범죄피해 경험의 총 

횟수에 따라 「사건조사표」의 개수가 달라진다. 가령, 작년(2012년) 한 해 동안 

3건의 범죄피해를 경험한 응답자가 있다면 각 사건에 대해 「사건조사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총 3개의「사건조사표」를 작성해야 한다. 단, 각 

사건의 경험은 사건 발생시간과 장소, 가해자유형, 범행수법이 상이하여 

「사건조사표」를 작성할 때 응답자가 사건을 하나 하나씩 구분해서 응답이 

가능해야 한다.

   ❍「사건조사표」는 사건과정 중에 일어난 일들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각 사건에 대해 정확하고 완벽한 정보를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사건조사표’는 크게 9가지의 주요 설문내용으로 구분된다. 점검 항목 / 사건 

발생 일시와 장소 / 범행수법 / 신체 피해 / 피해자의 대응 / 재산 피해 / 정신적 

피해 / 가해자의 특성 / 경찰 신고와 처리 현황으로 구성되었다.

   ❍ 사건조사표 질문 문항은 별도의 지시문이 없다면 순차적으로 하나씩 차례대로 

작성하도록 한다. 단, 지시문이 있을 경우 반드시 지시문에 따라 질문 번호로 

이동하여 작성하도록 한다. 1건의 범죄피해를 경험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범죄피해 유형이 무엇이냐에 따라 「사건조사표」의 응답 문항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시문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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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답자가 경험한 특정 범죄피해 관련 문항에만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조사표」의 모든 질문 문항에 응답하도록 해야 한다. 가령, 절도관련 범죄

피해일 경우 재산피해 관련 질문 문항만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질문 

문항의 지시문에 따라 응답하도록 해야 한다.

  3)「사건조사표」를 작성한 후에는 타 가구원의 「기초조사표」 작성을 진행한다.

 나. 사건조사표 표지 작성 요령

 조사표 표지
 

• 시․도, 시․군․구, 읍․면․동, 조사구번호, 거처번호, 가구번호는 해당 

가구명부와 동일하게 기입한다.

• 가구원번호는 기초조사표의 H. 가구 구성의 응답자 가구원 번호를

기입한다.

• 사건번호는 기초조사표의 ‘조사원 확인 사항’에 작성한 총 사건

조사표 수 중 몇 번째 사건을 작성하는지 작성한다.

 <유의사항> • 이 자료는 조사 내용 검토 및 결과 집계 시 가구를 판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잘못 기입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조사원 
관련사항 

• 조사표를 가구에 배부하기 전, 조사원이 지방청(사무소)명, 조사원

성명, 전화번호를 미리 기입하여 둔다.

 조사방법 • 조사원이 해당 조사표 작성 시 주로 사용한 조사 방법에 표기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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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사건조사표 문항별 작성 요령

 점검 항목 • 기초조사표 조사원 체크 사항의 ‘1. 점검항목’에 작성한 범죄피해 

경험의 관련 문항 번호와 작성할 총 사건조사표 수, 그 중 몇 번째 

사건인지를 작성한다.

• 만일 관련 사건피해가 2회 이상일 경우, 해당 사건의 순서를 

정해야 한다. 사건 순서는 발생시간 순서가 될 수도 있고 심각한 

정도의 순서일 수도 있다. 응답자의 기준에 따라 범죄피해 사건을 

구분할 수 있으면 된다. 각 사건을 별도의 「사건조사표」에 응답

해야 하기 때문이다. 

• 만일, 조사원 점검항목에서 속임 관련 피해가 3회 있었고 각기 

구분할 수 있는 사건들일 경우, 작성해야 할 사건조사표 총 수는 

3개이고, 본 피해사건이 총 3개 가운데 몇 번째인지 기입하면 

된다.

• 만일 관련 문항의 피해사건이 상습피해(가령, 학교폭력, 가정폭력,

스토킹과 같이)에 해당될 경우, 기초조사표 체크사항의 ‘1. 점검

항목’을 보고 그 피해횟수를 기록한다.

  ※ 상습피해란 비슷한 수법으로 5회 이상 반복적으로 피해를 

당했으나 각 사건을 잘 구별할 수 없는 피해를 말한다. 

• 상습 피해사건의 경우에는 피해가 가장 심한 사건을 기준으로 

1건만 작성한다.

<유의사항> • 점검항목은 기초조사표의 Ⅴ. 조사원 확인 사항의 1. 점검항목을 

참고하여 작성하도록 한다.

• 만일, 관련 문항이 23 번 문항일 경우, 사건조사표 작성은 18 번 

문항(재산피해)부터 작성하도록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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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주소지 
여부

• 본 사건이 현재 집에서 사는 동안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예전 집

(이사 오기 전 주소지)에서 살고 있는 동안 발생한 것인지 물어

보는 것이다.

<유의사항> • 현재는 조사기준일(2013. 5. 29.) 시점으로 응답하게 한다. 

 사건 발생 시기 • 본 사건이 일어난 시점을 묻고자 하는 것이다. 정확한 월을 적고 

필요하다면 달력을 보여주거나 당시의 큰 사건을 부각시키면서 

응답자에게 응답을 하도록 한다.

<유의사항> • 응답자가 정확한 월을 기억할 수 없다고 한다면 휴일이나 다른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때, 사계절(봄, 여름, 가을, 겨울) 등을 얘기

하면서 응답자로 하여금 사건을 경험한 월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돕는다.

  ☞ 학교폭력이나 가정폭력, 스토킹, 성적 괴롭힘과 같이 사건 

발생장소는 다르다 하더라도, 범죄피해를 지속적으로 경험한 

상습피해인 경우, 가장 심한 피해발생 시점을 기록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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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발생지역 • 사건이 발생한 지역을 구체적으로 묻는 질문으로 현재 살고 있는 

지역(시군구 단위)인지, 다른 지역(시군구 단위)인지 물어보고 

조사한다.

• 만일, 사건발생지역이 다른 시군구인데, 시군구는 모르고 읍면동만

알고 있을 경우 빈 여백에 읍면동을 기재한 후, 행정구역분류코드를

찾아 시군구를 기재한다.

• 만일, 피해지역을 잘 모를 경우, ‘③ 모르겠다’를 선택하고 8 번 

문항으로 바로 넘어가서 응답하도록 한다.

 사건 발생 시간 • 사건이 일어난 구체적인 시간을 알고자 하는 것이다. 

• 낮인지 밤인지는 확실히 기억은 나지만 그 정확한 시간을 기억해 

내는 것이 어려울 경우 ‘⑨ 낮에 발생했지만 시간은 모르겠음’이나

‘⑩ 밤에 발생했지만 시간은 모르겠음’을 선택하도록 한다. 가령, 

응답자가 낮인지 밤이지도 모르겠다고 할 경우 ‘⑪ 낮인지 밤인지 

모르겠음’을 선택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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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원 기입용 코드는 조사표 회수 후, 응답자가 기입한 지역에 

대한 행정구역분류코드를 찾아 아래 칸에 기입하도록 한다.

  * 행정구역코드는 부록에 수록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통계청 

홈페이지(www.kostat.go.kr) 우측 상단의 통계분류-특수&기타

분류-행정구역분류를 조회하여 행정구역 코드에 기입한다.

<유의사항> • 만일, 사건이 시작된 곳과 실제 피해가 발생된 곳이 다르다면 

피해를 당한 지역을 중심으로 응답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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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발생 장소 • 사건이 발생한 장소를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질문이다. 

• 7개 대분류 장소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난 후 구체적 장소를 

체크한다.

• 만일 제시된 7개 장소 이외의 다른 장소에서 사건이 일어났다면 

‘⑧ 그 외의 장소’를 선택하고 구체적인 장소를 기입하도록 

한다. 

• 5-3 번 문항에서 본 사건발생장소가 응답자의 직장이나 영업

장소인지를 확인한다. 

<유의사항> • 7개 대분류 장소를 응답자에게 알려줄 때 ‘거주자우선주차도로’의 

경우에는 ‘② 주택가나 그 인접한 도로’에 포함됨을 알려준다.

• 그 외의 장소로 기입하였으나 7개 대분류 장소에 포함될 경우 그 

외의 장소를 삭제하고 각 해당 내용으로 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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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여부 • 6 번과 7 번 문항은 모두 본 사건이 주거침입과 연관된 것인지를

묻는 문항이다.

• 먼저 본 사건이 응답자 집에서 발생한 것인지를 묻는다. 집에 

들어오려고 시도한 경우까지 포함된다. 만일, 집에서 발생한 사건이

아닐 경우, 8 번 문항으로 넘어간다.

• 만일 집에서 발생한 사건일 경우, 뒤이어 6-1 번 문항의 가해자가

피해자의 동의하에 집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여부를 묻는다. 만일 

동의하에 들어온 경우라면, 8 번 문항으로 넘어간다. 

• 만일 응답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라면, 실제로 가해자가 응답자의 

집(현관, 마당 등 포함)에 들어왔는지를 묻는다. 만일 가해자가 실제로

들어왔다고 응답했다면, 7-1 번 문항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가해자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보기 항목에서 선택한다. 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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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방법이 없을 경우에는 ‘⑦그 외의 경우’에 표시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기록한다.

• 만일 시도했으나 들어오지는 못했을 경우엔 7-2 번 문항으로 

넘어간다.

• 7-2 번 문항은 가해자가 사건 당시 응답자의 집(현관, 마당 등)

으로 들어왔거나, 시도는 했지만 들어오지 못했다고 응답한 경우로

사건 발생 당시 응답자나 응답자의 가구원이 그 장소에 있었는지,

있었다면 누가 있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문항이다.

• 가해자가 응답자의 집(현관, 마당 등)으로 들어왔을 당시 응답자나

가구원이 그 장소에 있었다면 구체적으로 누가 있었는지 7-3 번 

문항에서 선택한다. 

• 가해자가 응답자의 집(현관, 마당 등)으로 들어왔을 당시 아무도 

없었다면, 10 번 문항으로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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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기 사용 여부 • 본 사건에서 가해자가 무기나 위험한 물건을 들었거나 사용했는지

알아보려는 것이다. 

• 만일, 본 사건에서 무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 8-1 번

문항에서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하도록 하고, 8-2 번 문항에서 그 무기나 위험한 물건이

미리 준비된 것인지 체크한다. 

• 만일, 가해자가 무기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거나, 

잘 모를 경우, 9 번 문항으로 넘어간다. 

<유의사항> • 무기나 위험한 물건은 보기에 있는 내용들을 참조할 수 있다.

• 본 사건 당시 가해자가 무기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들고만 

있었더라도 ‘① 그렇다’로 응답한다. 

• 가해자가 들고 있었거나 사용한 무기의 유형은 모두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위협․폭행이나 
성폭행 여부

• 본 사건에서 가해자가 응답자에게 신체적인 공격(성폭력 포함)이나

위협을 가하였는지 물어보는 것이다. 

• 본 사건에서 가해자로부터 실제 어떠한 신체적인 공격(성폭력 

포함)을 경험하였다면, 12 번으로 넘어가서 응답하도록 한다. 

만일 실제 신체적인 공격은 안했지만, 말이나 흉기 등으로 위협

했다면 11 번으로 넘어가서 진행한다. 본 사건에서 아무런 신체적

공격(성폭력 포함)이나 위협이 없었던 경우라면, 뒤이어 10 번으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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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공격이나 
위협이 전혀 
없는 사건내용

• 아무런 신체적 공격이나 위협이 없는 사건을 경험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본 사건의 구체적인 가해자 행위가 무엇인지 물어보는 

것이다.

• 여기에서는 신체적 피해가 없는 사건유형들로서 (1) 피해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령, 절도, 강도, 기물파손 등), (2) 피해자의

사생활 등을 침해하는 범죄(가령, 주거침입, 모욕, 협박(위협), 

지속적 괴롭힘 또는 스토킹) 및 (3) 원치않는 성접촉(성추행이나 

성폭력) 등과 같은 유형이 주로 해당된다. 

• 보기에 해당하는 사건내용이 없을 경우에는 ‘⑫ 그 외의 일’에 

표시하고 구체적인 사건내용을 기록한다.

• 응답 후에는 19 번 문항으로 이동한다.

<유의사항> • 본 사건에서 응답자가 경험한 피해내용 모두를 표시하도록 한다.

• 여기에서는 일반적인 폭행 이외에 물리력을 동반한 강제적인 

성적인 접촉과 물리력을 동반하지 않은 성적인 접촉을 당했거나 

당할 뻔한 경우도 포함된다는 점에 주의한다. 

  ☞ 때로는 물리적 폭행이나 강한 협박이 없이도 단순한 힘(물리력)에

의해서 또는 물리적 행사없이도 원치 않는 성접촉(성추행이나 

강간이외 성폭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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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공격시도 
및 위협있는 
사건내용

• 실제로 신체적 공격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공격을 당할 뻔하거나 

위협을 경험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본 사건의 구체적인 가해자 

행위(말 포함)가 무엇인지 물어보는 것이다.

• 여기에서는 피해자에게 신체피해를 주겠다는 위협(협박)이나 

공격시도 행위, 원치 않는 성접촉(성추행이나 강간이외 성폭력) 

등이 주로 해당된다. 하지만 강간이나 강간미수는 여기에 해당

되지 않는다. 가해자의 신체공격을 시도하려 할 때의 구체적인 

행동을 보기 항목에서 모두 선택한다. 

• 보기에 해당하는 사건내용이 없을 경우에는 ‘⑭그 외의 위협’에 

표시하고 구체적인 사건내용을 기록한다.

• 응답 후에는 13 번 문항으로 이동한다. 

<유의사항> • 본 사건에서 경험한 피해내용 모두 표시하도록 한다.

• 강간이나 강간미수 사건의 경우엔 12 번 문항에서 응답하도록 한다. 

• 여기에서는 일반적인 폭행 이외에 물리력을 동반한 강제적인 

성적인 접촉과 물리력을 동반하지 않은 성적인 접촉을 당했거나 

당할 뻔한 경우도 포함된다는 점에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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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때로는 물리적 폭행이나 협박이 없이도 단순한 힘(물리력)에 

의해서 또는 물리적 행사 없이도 원치 않는 성접촉(성추행이나

강간이외 성폭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한다.

 신체공격 있는  
사건내용

• 실제로 신체적 공격을 당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본 사건의 구체적인

가해자 행위가 무엇인지 물어보는 것이다.

• 여기에서는 피해자에게 구체적으로 신체적 피해를 주었거나 

주려고 시도한 행위가 해당된다. 강간미수의 경우에도 강간자체는

미수에 그쳤으나 강제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된다. 가해자가 신체적 공격을 할 때의 구체적인 행동을 보기 

항목에서 모두 선택한다. 

• 보기에 해당하는 사건내용이 없을 경우에는 ‘⑩ 그 외의 행동’에 

표시하고 구체적인 사건내용을 기록한다.

• 가해자의 구체적인 행동을 항목에서 선택 후, 12-1 번 문항에서 

신체공격을 가하기 전에 가해자가 신체위협을 하였는지에 대해

서도 응답받는다.

• 응답 후에는 13 번 문항으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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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피해내용 • 본 사건으로 인하여 응답자가 신체적 피해를 경험하였는지, 경험

하였다면 어떤 유형의 피해를 당하였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 본 사건 발생 당시 응답자가 경험한 신체적 피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하도록 한다. 

• ‘ 신체 피해는 없었음’에 응답하면 ~은 응답하지 않고

15 번 문항으로 이동한다.

<유의사항> • 만일, 보기에 제시한 피해내용이외에 다른 피해가 있을 경우 ‘
그 외의 피해’에 표시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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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피해의 
치료 여부

• 13 번 문항에서 응답자가 신체적 피해를 경험하였다고 했다면, 

그 당시 입은 신체적 피해를 어디에서 검사 또는 치료를 하였는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이다. 

• 만일, 보기에 해당하는 곳이 없을 경우에는 ‘ 그 외의 곳’에 표시

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한다.

입원 및 
치료여부

• 14-1 번 문항에서는 본 사건으로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지, 치료를 받지 않았는지를 질문하여 기입한다. 치료를 

받았다면  14-2 번 문항에서 입원여부를 별도로 질문하고, 

치료를 받지 않았다면  14-3 번 문항으로 이동하여 조사한다.

• 14-2 번 문항에서는 병원치료를 위해 입원 여부를 묻고, 입원을 

했다면 며칠 했는지 질문하여 기입한다. 

• 100일 이상이면 다시 한번 확인한다.

의료비 지출 • 14-3 번 문항은 본 사건으로 인한 신체피해 치료를 위해 지불한 

의료비는 총 얼마나 들었는지 물어보고 기입한다.

<유의사항> • 그 사건으로 인하여 지불한 의료비의 총 금액은 병원치료비 외에도

진단서 비용, 물리치료비 등의 제반 비용을 포함한다.

• 3천원인 경우 ‘0.3’으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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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여부 • 본 사건 발생 당시 응답자가 술을 마신 상태였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만약 가볍게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음주를 하였다고 표시

한다.

신체피해로 
인한 일상활동 
손실

• 14-4 번 문항은 그 사건으로 인한 신체피해로 인하여 응답자의 

일상 활동이 중단된 적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시간 손실이 대략

며칠이나 되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유의사항> • 본 사건으로 인한 신체피해로 학교나 학원(혹은 직장)을 못 

간다거나 평상시 할 수 있었던 가사 일을 못한다거나 등의 일상 

적인 활동이 중단된 적이 있는지 확인한다.

• 24시간 미만은 1일로 계산하며 100일 이상은 재확인한다.

신체피해에 
대한 배상여부

• 14-5 번 문항은 응답자가 가해자로부터 상해에 대한 피해 배상을

받았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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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사건 발생 당시 응답자의 음주상태 판단기준 역시 응답자 본인의 

판단에만 의존해야 하는 것으로 가급적 최대한 그 당시 상황의 

구체적인 행동들을 떠올리도록 해야 한다.  

 동반피해 여부 • 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응답자와 범인 이외에 다른 사람이 현장에 

있었는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이다. 

• 만일, 사건 당시 응답자와 범인 이외에 14세 미만의 아동을 제외

하고 다른 사람이 사건 발생현장에 함께 있었다면, 16-1 번 

문항을 조사하고, 사건 당시 응답자와 범인 이외에 만 14세 미만의

아동을 제외하고 아무도 없었거나 모르겠으면, 17 번 문항으로 

넘어간다.

• 16-1 번 문항은 사건이 발생당시 범인 이외에 다른 사람과 함께 

현장에 있었다고 응답한 사람을 대상으로, 본 사건에서 응답자와 

더불어 다치거나 위협을 받았거나 강도를 당한 또 다른 사람이 

있었는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이다.

• 만일, 있다면 ‘① 있었다’를 선택하고, 몇 명인지 숫자를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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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방어행동

• 본 사건이 진행될 당시에 응답자나 함께 있었던 사람이 자신(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어행동이나 대응을 하였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 만일, 사건이 진행될 당시에 응답자나 함께 있었던 사람이 방어나 

대응을 하였다고 응답했다면, 17-1 번 문항으로 진행하고,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거나 해당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항목인 19 번

문항으로 넘어간다. 

피해자의 
구체적 
대응방법

• 17-1 번 문항은 사건이 진행될 당시에 응답자나 함께 있었던 

사람이 자신(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방어나 대응을 하였다고 

응답한 경우에만 해당하는 질문으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 본 사건 당시 응답자 및 함께 있던 사람이 했던 방어행동에 해당

하는 것을 모두 선택하도록 한다. 

• 만일, 보기에 제시한 피해내용이외에 다른 피해가 있을 경우 

‘ 그 외의 행동’에 표시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한다.

• 만일 응답자나 함께 있었던 사람의 대응행동 가운데 ‘ 무기나 

물건을 가지고 가해자에게 대항’하거나, ‘ 주먹이나 발로 차는 

등의 방법으로 가해자에게 대항’하였다면, 17-2 번 문항으로 진행

하여 조사한다. 그 외의 대응행동(~)이 있었던 경우는 17-3 번

문항으로 넘어가서 진행한다. 

•  또는 번에 응답하고, ~번에도 응답할 경우 17-2 번 

문항부터 조사한다.

선제공격자 • 17-2 번 문항은 사건이 진행될 당시에 응답자나 함께 있었던

사람이 자신(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먼저 무기를 사용하거나

신체적 공격을 한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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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피해여부 • 17-3 번 문항은 실제로 대응과정에서 응답자 혹은 함께 있던 

사람이 신체피해(상해)를 당했는지를 묻는 질문이다. 

• 본 사건에서 신체피해(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17-4 번 문항으로 

진행하고, 만일 피해(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17-5 번 

문항으로 넘어간다. 

방어행동과 
신체피해와의 
관계

• 17-4 번 문항은 사건이 진행될 당시, 자신 또는 사건에 연루된 

사람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대응행동을 했다고 응답한 경우, 

그것이 상해피해를 입기 전에 한 것인지 아닌지에 관하여 물어

보고자 한다. 

방어행동의 
효과

• 17-5 번 문항은 사건이 진행될 당시에 응답자나 함께 있었던 

사람이 자신(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한 대응행동이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이다. 

<유의사항> • 사건이 진행될 당시 방어행동이나 대응행동에는 가령, 크게 소리를

지르거나 도움을 요청하거나 가해자와의 협상을 시도했거나 

가해자와 신체적으로 격투를 하는 등의 행동이 포함된다. 보다 

구체적인 행동의 예는 17-1 번 문항을 참고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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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피해 경험 • 18 번 문항은 응답자가 누군가에게 속아 금전적인 손해(사기

피해)를 겪었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 ‘① 있었다’에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당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당할 뻔한 적(미수)은 해당되지 않는다. 

• 만일, 본 사건이 사기피해에 해당된다면, 18-1 번과 18-2 번 문항을

계속 진행하고, 본 사건이 사기피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면, 

19 번 문항으로 넘어간다.

• 18-1 번 문항은 본 사건에서 겪은 구체적인 피해내용들을 파악

하기 위한 것이다. 한 사건에서 겪은 내용들만 모두 표시하도록 

한다. 만일, 보기에 제시한 피해내용이외에 다른 주요피해가 있을 

경우 ‘⑧그 외의 사기(속임수)’에 표시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

한다.

• 18-2 번 문항은 본 사건의 주요 사기수법(수단)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한 사건에서 겪은 사기수법들만 모두 표시하도록 한다. 

만일, 보기에 제시한 내용이외에 다른 방법일 경우 ‘⑪그 외의 

수단’에 표시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한다.

<유의사항> • 기초조사표 23 번 관련 문항에 피해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본 문항부터 작성하도록 한다.

• 사기피해 경험에 대한 질문으로 인터넷을 통한 피해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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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피해 여부 • 19 번 문항은 본 사건에서 응답자 혹은 가구원이 재산피해를 

경험했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 피해경험이 ‘① 있었다’면 19-1 번 문항으로 진행하며, 실질적인 

피해경험은 없었지만 ‘② 당할 뻔했다’거나 피해경험이 ‘③ 없었다’면

20 번 문항으로 넘어간다.

 재산피해 
인지시점

• 19-1 번 문항은 응답자 혹은 가구원이 가진 물품이나 재산을 

도난당하거나 빼앗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질문으로 피해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이다.

 재산피해 물품 • 19-2 번 문항은 응답자 혹은 가구원이 가진 물품이나 재산을 

도난당하거나 빼앗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질문으로 피해를 당한 물품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물어보고자 한다.

• 피해물품 가운데 ‘ 자전거 혹은 그 부속품’이나 ‘차량(자동차 

및 오토바이 등)’이 있다면, 19-3 번 문항으로 진행하여 응답

받는다. 만일 피해물품이 그 이외의 유형(~)이라면, 19-4 번 

문항으로 넘어간다. 

• , 번 문항에 응답하고, ~번 문항에도 응답할 경우 19-3 번

문항부터 조사한다.

 차량 
직접인도여부

• 19-3 번 문항은 피해물품이 자전거(부속품 포함)나 차량(오토바이

포함)인 경우에만 해당하는 질문으로, 응답자가 직접 범인에게 

그 물품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여 건넨 것인지 알아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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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접촉에 
의한 재산피해

• 19-4 번 문항은 재산피해가 발생한 본 사건 당시에서 가해자가 

응답자에게 직접적인 접촉을 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이 경우 

접촉시도 했으나 미수된 사건은 해당되지 않는다.

• 19-5 번 문항에서는 응답자가 19-4 번 문항에서 ‘① 그렇다’를 

선택한 경우,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져갔는지 19-2 번 문항의 

보기에서 골라, 해당번호를 모두 기입한다.

 재산피해 정도 • 19-6 번 문항은 재산피해(사기피해 포함)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 

본 사건으로 인한 피해물품이나 재산의 현금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는 질문이다.

• 현금 가치가 얼마인지 알고 있다면 ①번을 선택한 후 구체적인 

금액을 적고, 잘 모를 경우 ②번을 선택하도록 한다. 

<유의사항> • 현금 가치를 판단할 때 기준

  - 사기, 도난당하거나 빼앗긴 물품의 현 시가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현 시가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구입금액을 기입

하도록 한다. 

  - 피해금액 단위는 만원 단위이며, 1만원 미만은 소숫점을 사용하여

조사한다.(예 : 3천원 → ‘0.3’으로 조사)

 재산 피해물품  
회수여부

• 19-7 번 문항은 본 사건에서 재산피해(사기피해 포함)를 입었다고

응답한 경우, 피해물품이나 돈을 되찾았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유의사항> ✔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은 것은 제외하고 응답하도록 한다. 

 본 사건의 
동반피해자 
존재여부 

• 19-8 번 문항은 본 사건으로 재산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한 

경우(사기피해 포함), 같은 사건으로 응답자 이외에도 재산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는지의 여부와 있다면 몇 명인지 물어

보는 것이다. 

• 만일, 본 사건에 응답자 이외 다른 피해자가 있다면 ‘① 있었다’를 

선택하고, 몇 명인지 숫자를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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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손(손괴) 
   피해

• 20 번 문항은 본 사건으로 응답자나 가구원 소유의 물품에 파손

(손괴)이 있었는지 묻는 질문이다. 

• 만일, 본 사건으로 인해 물품파손 피해가 있었다면, 보기 항목에서

해당하는 물품을 모두 선택한다. 보기 항목에 없을 경우에는 

‘ 그 외의 물건’을 선택 후 구체적으로 기입하도록 한다. 

• 본 사건에서 아무런 물품의 파손이나 손괴가 없어 ‘ 없었음’에 

응답하면 21 번문항으로 넘어간다.

• 본 사건에서 파손(손상)된 물품이 ‘ 차량(및 부품)’인 경우에는 

20-1 번 문항으로 진행하여, 피해내용을 보험사에 신고하였는지 

여부를 파악한다. 이외 다른 항목(~)인 경우에는 20-2  번 

문항으로 넘어가서 응답한다.  

• ‘ 차량(및 부품)’에 응답하고 ~번 문항에도 응답할 경우 

20-1 번 문항부터 조사한다.

파손(손상)된 
물품의 
현금가치

• 20-2 번 문항은 손상된 피해물품의 현금 가치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으로 현금 가치가 얼마인지 알고 있다면 ①번을 선택하여 

구체적인 액수를 적고, 잘 모를 경우 ②번을 선택한다.

<유의사항> • 손상된 피해물품의 현금 가치를 판단할 때 기준

  - 물품의 손상 정도에 따라, 수리나 교체 등으로 복구가 가능한 

경우에는 복구에 필요한 금액을 기입하고,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현 시가를 기준으로 작성

하되, 현 시가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구입금액을 

기입하도록 한다.

파손(손괴)에 
피해 배상

• 20-3 번 문항은 본 사건에서 물품의 파손(손괴)이 있었을 경우, 

가해자로부터 손상된 피해물품에 대한 피해배상을 받았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파손(손괴) 
피해물품의 
수리나 
대체여부 및 
시간손실

• 20-4 번 문항은 수리 및 대체(새로 구입)여부와 여기에 걸린 

시간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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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피해 • 21 번 문항은 본 사건피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 내용을 알고자 

하는 것으로 보기 문항에 응답한다. 만일 보기 문항이외에 정신적 

고통이 있었을 경우 ‘9) 그 외에 고통’에 구체적인 내용을 적는다. 

심리상담이나 
신경정신과 
경험

• 21-1 번 문항은 그 사건의 직접적인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 등 간접적인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본 사건으로 

인해 정상적인 활동의 중지, 일상생활의 중단 등을 경험했는지 

질문하고, 만일 있었다면, 그 시간손실이 대략 며칠쯤으로 추산

되는지를 묻는 질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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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전후의 
감정변화

• 22 번 문항은 응답자가 본 사건을 경험하고 난 후 이전과 비교

하여 활동, 감정 및 인식의 변화를 알아보려는 문항으로 5가지 

문항 각각에 대해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에 가장 가까운 곳에 표시

하도록 한다.

<유의사항> • 가급적 해당 사건조사표의 내용을 중심(기준)으로, 본 피해사건을 

경험하기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서 현재 어떠한지 응답하도록 

유의한다.

• 21-2 번 문항은 본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어서 

심리상담소나 신경정신과 등에 간 경험이 있는지를 묻고, 만일 

있었다면, 그 상담 및 치료기간이 어느 정도인지와 실제 소요된 

비용은 얼마정도 들었는지 기입하도록 한다. 만약, 그 사건으로 

인해 현재도 상담 및 치료 중에 있다면, 앞으로 예상되는 대략적 

치료비까지 합하여 기입한다. 

<유의사항> • 범죄피해를 경험한 사건 이후 그 사건으로 인하여 심리 상담소나 

신경정신과에 간 경험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한다. 즉, 사건을 

경험하기 이전부터 간 경험은 응답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 사건을 경험하기 이전부터 병원을 다니고 있었고 그 사건으로 

인해 증상이 더 심해졌다고 한다면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추가적인

치료기간과 치료비용에 대해서만 응답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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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인지 
여부

• 23 번 문항은 응답자에게 본 사건의 가해자를 알고 있는지를 

묻는 것이다. 만일 안다면, 23-1 번 문항으로 이동하여 가해자 

인지 방법 및 특성에 대한 질문에 계속하여 응답하도록 한다.

  만일 모른다면, ‘② 아니오’를 선택하고, 다음 24 번 문항으로 넘어간다.

 가해자 인지 
방법

• 23-1 번 문항은 응답자가 본 사건의 가해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을 경우,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그 인지 방법을 묻는 것이다. 

보기에 해당 내용이 없을 경우 ‘⑤ 그 외의 경우’를 선택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적는다.

 가해자 유형 • 23-2 번 문항은 응답자가 본 사건의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을 경우, 본 사건의 가해자의 유형을 물어보는 것이다. 

• 만일, 가해자가 ‘① 개인(들)’이라면 23-3 번 문항으로 계속 진행

하여 응답하고, 가해자가 ‘② 기업이나 상점’, 혹은 ‘③ 공공기관’인 

경우 24 번 문항으로 넘어간다.

<유의사항>
 

✔ 기업이나 상점 - 경영규모에 상관없이 이윤획득을 목적으로 조직

단위의 기업이나 상인이 영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한 점포인

상점이 이에 해당한다. 가령, 유령회사인 줄 모르고 사기피해를 

경험한 경우에 이에 해당한다.

✔ 공공기관 - 대한민국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 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구청(시청, 군청, 동사무소), 보건소,

교육청, 우체국, 경찰서(파출소), 소방서, 법원, 도서관 등이 포함된다.

가령, 우체국의 예금횡령 사건피해를 경험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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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수 • 23-3 번 문항은 본 사건의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 응답자

에게 가해자가 개인(들)일 경우, 모두 몇 명인지 알아보는 것이다.

<유의사항> • 실질적인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죄피해 발생 

당시 있었던 사람의 수를 모두 기입하도록 한다. 

가해자 성별 • 23-4 번 문항은 본 사건의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 응답자 

가운데 가해자가 개인(들)일 경우 해당하는 질문으로 가해자의 

성별을 알아보는 것이다.

가해자 연령 • 23-5 번 문항은 본 사건의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 응답자 

가운데 가해자가 개인(들)일 경우 해당하는 질문으로 가해자의 

연령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유의사항> • 가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모두 응답하도록 한다.  

가해자의 음주 
상태 여부

• 23-6 번 문항은 본 사건의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 응답자 

가운데 가해자가 개인(들)일 경우 해당하는 질문으로 사건 당시 

가해자가 술을 마신 상태였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유의사항> • 사건 당시 가해자가 음주 상태였다고 응답했다면 가해자에게서 

술 냄새가 났다거나 하는 등의 상황적 요인이 있었는지 확인한다. 

가해자와의 
관계

• 23-7 번 문항은 본 사건의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 응답자 

가운데 가해자가 개인(들)일 경우 해당하는 질문으로 그 사건 

가해자와 응답자와의 관계를 물어보고자 하는 것이다. 

• 먼저 23-7-1 번 문항에서 관계분류를 선택하고 난 후, 23-7-2 번

문항에서 구체적인 관계를 표시하도록 한다. 

<유의사항> • 만일, 가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 한 사람이라도 알면, ‘친인척(가족

포함)’이거나 ‘친인척이외 아는 사람’에 누구인지 해당하는 사람들을

모두 응답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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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신고 처리 • 24 번 문항은 경찰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는지와 상관없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했는지를 물어보는 것이다.

• 만일, 본 사건을 신고를 한 경우에는 24-1 번부터 24-8 번까지 

응답하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4-9 번으로 넘어간다. 

 경찰신고이유 • 24-1 번 문항은 본 사건을 경찰에 신고한 이유를 묻고자 하는 

것으로 5가지의 보기에서 골라, 가장 주된 이유와 차 순위의 이유를

각각 기입한다. 만일, 보기에 해당 내용이 없을 경우 ‘⑥ 그 외의 

이유’를 선택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적는다.

• 응답자가 사건 당시 신고했던 상황을 기억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며, 필요에 따라서 그 당시 응답자의 행동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의 장소나 시간, 가해자 등에 

대한 정보를 다시 상기시켜준다. 

• 조사원은 응답자의 응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떠한 유도질문을 

해서는 안 된다. 

 경찰조치여부 • 24-2 번 문항은 응답자가 신고를 한 후 경찰이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를 질문하는 것이다. 

 경찰조치내용 • 24-3 번 문항은 응답자가 경찰신고 후, 경찰이 취한 조치내용을 

묻는 것이다.  

 경찰 사건 처리 
절차정보제공

• 24-4 번 문항은 본 사건을 접수한 경찰이 응답자에게 사건처리

절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 응답자가 경찰에게 사건처리절차에 관한 정보를 들었다고 한다면,

24-5 번 문항으로 진행하여 응답받으며, 정보를 듣지 못했을 

경우 24-6 번 문항으로 이동한다.

 사건 처리 설명 
이해 정도

• 24-5 번 문항에서 경찰로부터 사건처리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은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질문으로 응답자가 경찰의 설명과정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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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조치 
만족도

• 24-6 번 문항에서 경찰신고 후, 응답자가 본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의 조치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했는지를 알아보려는 것이다. 

 범인검거여부 • 24-7 번 문항은 본 사건의 가해자(범인)가 실제 경찰에 의해 검거

되었는지를 묻는 것이다. 

<유의사항> • 경찰은 지역 내 경찰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항경찰, 순찰 공무원 

등 특정 지역에서 체포 권한이 있는 모든 공무원이 포함된다. 즉, 

사설보안직원, 건물 경비원 등은 제외된다.

• 응답자가 ‘① 신고했다’고 답했을 경우 그 신고 과정이 사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확인하여 공식적인 신고절차가 

아니었다면 ‘② 신고하지 않았다’에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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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 활동 
협조로 인한 
시간손실 여부

• 24-8 번 문항은 본 사건 경찰신고 후, 조사에서 재판에 이르기까지

전반에 걸쳐서 사건의 사법처리로 인하여 응답자가 학업, 직장업무,

가사업무에 시간손실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얼마나 있었는지를 

물어보는 질문이다. 

• 경찰, 검찰, 법원 관련 활동 각각에 대해 그러한 사유들로 인하여 

시간손실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대략 얼마나 있었는지를 기입

하도록 한다. 

• 24시간 미만은 1일로 조사한다.

 경찰 미신고 
이유

• 24-9 번 문항에서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사람

들에게만 해당하는 질문으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를 물어

보고자 하는 것이다. 

•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를 보기 중에서 가장 주된 이유와 

차 순위, 두 가지를 선택하여 각각 기입하도록 한다. 만일, 보기에 

해당내용이 없을 경우 ‘⑨ 그 외의 이유’를 선택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적는다.

  

 응답자 연락처 • 설문문항에 대한 모든 조사가 완료 된 후 응답자 성명, 전화번호를

기입하도록 해야 한다.

• 전화번호는 조사응답자가 응답한 내용 중 질문할 사항이 있을 

경우 질의하기 위한 것으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음을 반드시

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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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 점검사항

  ❍ 지시문에 따라 기입되어야 할 문항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건너 뛰어야 할 

문항을 조사하였는지 확인한다.

  ❍ 한 가지 보기만 선택하는 것인데, 복수 응답한 경우가 있는지 확인한다.

  ❍ 표시내용이 수정된 경우, 마지막 수정된 값을 정확히 알아볼 수 있는지 확인

한다.

  ❍ 숫자를 기입하는 문항의 경우, 단위에 맞게 조사되었는지 어떤 숫자인지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기입되었는지 확인한다.

  ❍ 보기 중 ‘기타’에 표시된 경우 구체적인 내용이 기입되었는지 확인하고 기입된 

내용이 다른 보기 항목에 포함되는지 확인한다. 포함될 경우, 해당 보기에 

수정하여 표시하도록 한다.

2  조사항목별 점검사항

 가.「기초 조사표」점검사항

   ❍ 조사표 표지

     - 시․도, 시․군․구, 읍․면․동 번호, 조사구번호, 거처번호, 가구번호가 해당 가구

명부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ⅣCHAPTER 내용검토 및 정리 ․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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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구역분류(시․도, 시․군․구, 읍․면․동)코드가 해당 지역에 맞게 정확히 기재

되었는지 확인한다.

     - 가구원 번호는 ‘가구대표 응답자의 기초조사표’ H. 가구구성의 가구원 번호를 

기재한다.

     - 가구 전체 조사표의 총 부수가 「기초 조사표」와 「사건 조사표」부수의 

합과 같은지 확인하고, 적힌 부수대로 조사표가 회수되었는지 확인한다.

   ❍ 조사대상 누락 확인

     - 가구대표 응답자의 기초조사표 H.가구구성에 기재된 만 14세 이상 가구원이 

누락되었는지 확인한다.(양력 1999년 1월 이전, 음력 1998년 12월 이전) 

     - H. 가구 구성에 기재된 만 14세이상의 가구원 수와 회수된 가구원의 기초

조사표 수가 동일한지 확인한다. 동일하지 않다면 H.가구 구성의 ‘조사원이 

기입합니다(사유코드)’란에 조사표를 작성하지 못한 사유가 기재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 조사항목 간 상관관계가 논리적으로 잘 부합되는지 확인한다.

(예, 가구대표 응답자와 관계가 ‘배우자’로 조사된 사람이 혼인상태에서는 

‘미혼 또는 사별 및 이혼’ 으로 기재된 경우와 직업관련 등에 ‘전업주부’로 

기재한 사람이 종사상 지위에 ‘임금 근로자’로 기재된 경우 등은 반드시 

재확인하여 수정한다.)

   ❍ 조사원이 직접 작성하는 확인 사항은 본문 내용과 일치하도록 작성하고, 

사건조사표 수와 조사된 사건조사표 수가 일치하는지 재 확인한다.

   ❍ 조사대상 가구 및 주변의 방범수준은 가구 방문 시 주변을 세심히 살펴서 

작성하고, 모를 경우 응답자에게 질의하여 조사표에 기재한다.

   ❍ 주택의 유형은 조사시점(2013.5.29.)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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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사건 조사표」점검사항

   ❍ 조사표 표지

    - 시․도, 시․군․구, 읍․면․동, 조사구번호, 거처번호, 가구번호가 해당 가구명부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행정구역분류코드(시․도, 시․군․구, 읍․면․동)가 해당 지역에 맞게 정확히 기재

되었는지 확인한다.

    - 사건조사표의 사건번호는 가구별이 아니라 가구원별로 1부터 순서대로 

매겨졌는지 확인한다.

     ※ 예시 : A와 B가 사는 가구에 A는 2건의 범죄피해가 있었고, B는 1건의 범죄피해가 있었다고 

가정할 때, A의 사건조사표 사건번호는 2매중 1번, 2매중 2번으로 기재해야 하며, B의 

사건조사표 사건번호는 1매중 1번으로 기재한다.

   ❍ 지시문에 따라 기입되어야 할 문항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건너 뛰어야 할 

문항을 조사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3 조사표 편철 요령 및 제출

 가. 조사표 편철

   ❍ 조사표의 내용검토가 끝나면 가구별로 ‘기초 조사표’(가구대표 응답자, 

가구원 순), ‘사건 조사표’의 순으로 정리한다.

     - 기초조사표는 가구대표 응답자, 가구명부상 가구원 번호 순으로 정리한다.

     - 사건조사표는 가구원 번호별 사건번호 순으로 정리한다.

     - 정리한 조사표의 수가 ‘가구대표 응답자의 기초조사표’ 표지에 기재된 

조사표의 수와 일치하는지 세어본다.

   ❍ 거처번호 및 가구번호가 빠른 조사표가 위로 오도록 정리하여, 조사구별로 

10가구씩 편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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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사표 편철 표지 작성

시·도 시·군·구 조  사  구

-

전체 조사표 부수 기초 조사표 부수 사건 조사표 부수

(         ) 부 (         ) 부 (         ) 부

지방청/사무소 조사원 성명 연  락  처

     - 편철할 가구의 조사구 번호를 확인하고 조사지역과 행정구역분류코드, 

조사구 번호를 조사표와 동일하게 정확히 기입한다.

     - 가구별 ‘가구대표 응답자의 기초조사표’ 표지의 조사표 부수를 참고하여, 

해당 조사구에서 회수된 조사표의 총부수와 「기초 조사표」, 「사건 조사표」 

각각의 총 부수를 계산하여 기입한다.

     - 기입한 수대로 조사표가 빠짐없이 회수되었는지 재확인 한다.

     - 해당 지방통계청(사무소) 명을 기입하고, 조사원 성명과 연락처를 기입한다.

 나. 조사표와 가구명부 제출

   ❍ 부여된 시작번호와 추출간격 순서대로 처음 10가구를 조사하지 못하고, 대체한 

가구가 있는 경우 가구명부에 가구별로 해당 사유(응답 불응, 응답 곤란 등)를 

반드시 기재하여 제출한다.

   ❍ 가구명부와 함께 편철한 조사표를 담당 공무원(혹은 조사관리자)에게 제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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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청 본부에서는 사무소분까지 취합하여 화물차 임대 또는 관용차 등으로 

6.28.까지 통계대행과에 도착 되도록 제출한다.(사정에 따라 통계대행과와 

협의하여 제출 가능)

     - 조사표 등 포장시에는 제공된 박스에 조사표를 담아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 

   ❍ 제출서류는 공문발송, 조사표, 가구명부, 조사구 요도, 답례품 지급명부, 

조사원 설문지, 전화검증지, 답례품 잔량 등 

4  파라데이터 작성방법

 가. 개요

   ❍ 정의 : 파라데이터란 조사자료 수집과정 중 발생하는 모든 이력을 말한다.

   ❍ 수집자료 : 조사기간 중에 방문횟수, 접촉 날짜 및 시각, 접촉방법, 조사현황, 

면접시간 등을 수집한다.

   ❍ 목적 : 조사선호 시간 등 응답 불응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여 조사품질을 향상

하기 위하여 작성한다.

 나. 기입장 작성법

   ❍ 파라데이터 기입장은 조사원 1인당 1권씩 배부되며, 모든 가구에 대해서 

작성한다.

   ❍ 1조사구당 20장까지 작성할 수 있다.

   ❍ 가구당 1페이지에 작성하되, 유고와 관계없이 최초 조사대상가구와 대체

가구 모두 조사한다.

     - 1번 가구가 최초 조사대상 가구인데 유고이고, 2번 가구를 대체했으나 다시 

유고라서 3번 가구를 대체하여 조사를 완료한 경우 1번, 2번, 3번 가구 각각 

파라데이터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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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응답자 조사현황 작성법

     

< 진행 중 >

10. 부분 조사

11. 재방문 약속

12. 응답 불응

13. 부재

14. 응답 곤란

< 조사 완료 >

90. 조사완료-최초 조사가구

91. 조사완료-대체 조사가구

92. 종료(응답 불응)

93. 종료(일시 부재)

94. 종료(응답 곤란)

95. 종료(빈집)

99. 종료(기타           )

   ❍ <진행 중> : 조사가 진행 중일 때 작성하는 코드

     - 부분 조사(10) : 조사표를 작성했으나, 완료하지 못함

     - 재방문 약속(11) : 응답자가 바쁘거나, 미성년자만 있어서 다음에 다시 

올 것을 약속함

     - 응답 불응(12) : 가구대표 응답자가 불응했으나, 추가 설득해야 함

     - 부재(13) : 조사기간 중에 찾아 갔으나 응답자를 만나지 못함

     - 응답 곤란(14) : 방문시 고령, 장애, 언어문제로 집에 있는 가구원을 조사하지 

못하고, 다음에 다른 가구원이 있는지 방문할 예정임

   ❍ <조사 완료> : 조사 완료 후에 작성하는 코드

     - 조사완료-최초 조사가구(90) : 최초의 조사대상 가구를 조사 완료함

     - 조사완료-대체 조사가구(91) : 대체된 조사가구를 조사 완료함

     - 종료(응답 불응)(92) : 3번이상 찾아가 설득했으나 응답을 거부함

     - 종료(일시 부재)(93) : 3번이상 찾아가고, 이웃집이나 방문안내장을 통해서도 

응답자를 만나지 못함

     - 종료(응답 곤란)(94) : 방문시 고령, 장애, 언어문제로 모든 가구원을 조사하지 

못함

     - 종료(빈집)(95) : 이사, 폐가, 재개발 등의 이유로 집에 아무도 살지 않는다는 걸 

이웃집을 통해 확인

     - 종료(기타)(99) : 만14세 미만의 가구원만 있거나, 사람이 살지 않는 곳(상가 등)

이거나, 기숙사 등 집단시설이어서 조사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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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명 의     미

가구대표

응답자

조사대상 가구에 상주하고 있는 사람(가구원) 중에서 해당가구의 생활

상황을 대표하여 응답하여 줄 수 있는 사람(가구원)

가구원

주민등록 등재여부와 관계없이 조사기준일(2013. 5. 1.) 현재 조사대상 

가구에 상주하는 사람.

☞ 혈연관계가 없는 동거인이라도 생활을 함께 하는 사람은 가구원에 

해당됨.

가정폭력

부모, 배우자, 자식, 형제자매, 친척,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등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 흔히 

물리적 폭력, 욕설, 방임 및 유기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학대행위로 

나타나며, 가정폭력은 범죄로서, 폭행죄 중의 하나이다.

강간

강간(強姦)은 성폭력(sexual assault)의 일종으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억지로 

성교하는 것을 의미. 물리적 폭력이나 구속 등의 신체적인 위협 외에도 

협박과 같은 정신적 폭력을 사용하여 억지로 동의를 받아낸 경우, 또는 

상대방이 약물이나 알콜에 취하거나 미성년자로서 성교에 관한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지 않은 상태를 이용하여 성교한 경우에도 강간으로 간주됨.

1  색인 목록

ⅤCHAPTER 부  록






2012년 기준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지침서



전국범죄피해조사 2012

336518

부록

337

kostat.go.kr

2012년 기준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지침서

112

색인명 의     미

경찰활동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사회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

통치권에 의거, 국민에게 명령,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 공무원의 

역할과 업무

괴롭힘

괴롭힘이란 학교폭력이나 가정폭력, 스토킹과 같이, 특정한 사람 또는 

사람들에 의해서 상대방의 의사와 사오간없이 의도적으로 지속적․반복

적으로 가해지는 유무형의 위해행위로서, 피해자의 일상생활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행위

☞ 특히 상대방의 사생활을 지속적으로 침해(구체적으로 특정한 사람을 

그 의사에 반하여 편지ㆍ전자우편ㆍ전화ㆍ팩스ㆍ컴퓨터 통신ㆍ선물, 

미행, 감시, 집과 직장 방문 등)함으로써 반복적으로 공포와 불안감을 

주는 행위를 스토킹이라고 함.  

구타
물리적 혹은 상해를 포함하는 비합법적인 학대의 한 형태로서, 때리거나 

치는 행위

근로소득
피고용자가  육체적ㆍ정신적 노동을 하여 보수로 얻는 소득. 봉급ㆍ급료ㆍ
임금ㆍ세비(歲費)ㆍ연금ㆍ상여금 등

동네

자기가 사는 집의 근처 : 평소 자신이 ‘우리 동네’라고 생각하는 지역으로서 

비슷한 유형과 비슷한 가격의 주택가를 말하며, 같은 학교, 교회, 병원, 

상가 및 정류장(버스나 지하철)을 공유하는 지역으로서 다른 동네와는 

차도나 담(벽) 등으로 차단되어 있는 지역

만취 만취상태란 술이 많이 취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자제력을 상실한 상태

무기 사람을 죽이거나 해치는 데 쓰는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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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명 의     미

미수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종료함에 이르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범죄는 그 실행에 착수하여 처음 행위자가 의도한 대로 소기의 결과를 

거두는 것도 있지만, 그 중도에서 좌절되는 것도 있고 또 스스로 중지하는 

경우도 있으며 또한 행위는 종료하였으나 그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

범죄

국가의 형사법령(법규)을 위반한 행위.

(유의어) 범법, 위법행위, 범행(범죄행위) 

☞ 타인의 물건을 허락없이 가져가거나(절도) 사람에게 욕설을 하는 행위

(모욕)로부터 경제질서를 어지럽히거나 국가체제를 위협하는 행위

(경제범죄 및 국가보안법위반)에 이르기 까지 그 해당범위는 매우 넓음

☞ 가정폭력이나 학교폭력, 스토킹과 같은 행위도 우리나라 현행법령에 

따라서 모두 범죄로서 처벌되는 행위임

사기

사람을 속여 착오를 일으키게 함으로써, 일정한 의사표시나 처분행위를 

하게 하여(사람을 기망하여) 타인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타인을 기망(欺罔)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려는 고의가 있고, 이로 인하여 타인이 착오에 빠졌음을 요건

으로 함

사업소득
농업, 어업, 제조업, 도매업, 소매업, 서비스업 따위에서 생기는 소득. 

총수입액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공제한 금액

상습피해
상습피해란 비슷한 방법으로 5회 이상 반복적으로 피해(예를 들어, 스토킹,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를 당했으나 각 사건을 잘 구별할 수 없는 경우

성추행

일방적인 성적 만족, 자극, 흥분을 얻기 위해 물리적으로 신체 접촉(키스를 

하거나 상대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 등)을 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혐오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강제추행은 이러한 

추행 행위시 폭행 또는 협박과 같은 강제력이 사용되는 경우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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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성폭력은 성희롱이나 성추행, 성폭행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뤄지는 모든 가해행위

성폭행 성폭행은 강간과 강간 미수를 의미하며, 강간(强姦)을 완곡하게 이르는 말

손괴
어떤 물건을 망가뜨림 :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

손상

일반적으로 재료의 모든 특성이 바람직스럽지 못한 쪽으로 변화가 일어

나는 현상, 흔히 손괴와 유의어로 사용

1.물체가 깨지거나 상함

2.병이 들거나 다침

3.품질이 변하여 나빠짐

스토킹

상대방의 사생활을 지속적으로 침해(구체적으로 특정한 사람을 그 의사에 

반하여 편지ㆍ전자우편ㆍ전화ㆍ팩스ㆍ컴퓨터 통신ㆍ선물, 미행, 감시, 

집과 직장 방문 등)함으로써 반복적으로 공포와 불안감을 주는 행위

 위험한 

물건
사람 신체에 대한 가해력을 가진 기구

위협

남에게 어떤 일을 하도록 협박하는 행위로서, 대한민국의 형법에서는 

상대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 위하여 생명·신체·자유·명예·재산 

따위에 해(害)를 가할 것을 통고하는 것. 협박과 동의어

이전소득
생산에  직접 기여하지 않고 개인이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받는 수입. 

보조금, 보험금,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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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구역(시군구) 분류부호

행정구역명 부  호 행정구역명 부  호 행정구역명 부  호 행정구역명 부  호 행정구역명 부  호

서울특별시 11 부평구 23060 연천군 31350 공주시 34020 경상북도 37

강남구 11230 서구 23080 영통구 31014 금산군 34310 경산시 37100

강동구 11250 연수구 23040 오산시 31140 논산시 34060 경주시 37020

강북구 11090 옹진군 23320 오정구 31053 당진시 34080 고령군 37370

강서구 11160 중구 23010 용인시 31190 동남구 34011 구미시 37050

관악구 11210 광주광역시 24 원미구 31051 보령시 34030 군위군 37310

광진구 11050 광산구 24050 의왕시 31170 부여군 34330 김천시 37030

구로구 11170 남구 24030 의정부시 31030 서북구 34012 남구 37011

금천구 11180 동구 24010 이천시 31210 서산시 34050 문경시 37090

노원구 11110 북구 24040 일산동구 31103 서천군 34340 봉화군 37410

도봉구 11100 서구 24020 일산서구 31104 아산시 34040 북구 37012

동대문구 11060 대전광역시 25 장안구 31011 예산군 34370 상주시 37080

동작구 11200 남구 26020 중원구 31022 천안시 34010 성주군 37380

마포구 11140 대덕구 25050 처인구 31191 청양군 34350 안동시 37040

서대문구 11130 동구 25010 파주시 31200 태안군 34380 영덕군 37350

서초구 11220 동구 26030 팔달구 31013 홍성군 34360 영양군 37340

성동구 11040 북구 26040 평택시 31070 전라북도 35 영주시 37060

성북구 11080 서구 25030 포천시 31270 고창군 35370 영천시 37070

송파구 11240 울주군 26310 하남시 31180 군산시 35020 예천군 37400

양천구 11150 유성구 25040 화성시 31240 김제시 35060 울진군 37420

영등포구 11190 중구 25020 강원도 32 남원시 35050 의성군 37320

용산구 11030 중구 26010 강릉시 32030 덕진구 35012 청도군 37360

은평구 11120 세종특별자치시 29 고성군 32400 무주군 35330 청송군 37330

종로구 11010 세종시 29010 동해시 32040 부안군 35380 칠곡군 37390

중구 11020 경기도 31 삼척시 32070 순창군 35360 포항시 37010

중랑구 11070 가평군 31370 속초시 32060 완산구 35011 경상남도 38

부산광역시 21 고양시 31100 양구군 32380 완주군 35310 거제시 38090

강서구 21120 과천시 31110 양양군 32410 익산시 35030 거창군 38390

금정구 21110 광명시 31060 영월군 32330 임실군 35350 고성군 38340

남구 21070 광주시 31250 원주시 32020 장수군 35340 김해시 38070

동구 21030 구리시 31120 인제군 32390 전주시 35010 남해군 38350

동래구 21060 군포시 31160 정선군 32350 정읍시 35040 마산합포구 38113

부산진구 21050 권선구 31012 철원군 32360 진안군 35320 마산회원구 38114

북구 21080 기흥구 31192 춘천시 32010 전라남도 36 밀양시 38080

사상구 21150 김포시 31230 태백시 32050 강진군 36390 사천시 38060

사하구 21100 남양주시 31130 평창군 32340 고흥군 36350 산청군 38370

서구 21020 단원구 31092 홍천군 32310 곡성군 36320 성산구 38112

수영구 21140 덕양구 31101 화천군 32370 광양시 36060 양산시 38100

연제구 21130 동두천시 31080 횡성군 32320 구례군 36330 의령군 38310

영도구 21040 동안구 31042 충청북도 33 나주시 36040 의창구 38111

중구 21010 만안구 31041 괴산군 33360 담양군 36310 진주시 38030

해운대구 21090 부천시 31050 단양군 33380 목포시 36010 진해구 38115

대구광역시 22 분당구 31023 보은군 33320 무안군 36420 창녕군 38330

남구 22040 상록구 31091 상당구 33011 보성군 36360 창원시 38110

달서구 22070 성남시 31020 영동군 33340 순천시 36030 통영시 38050

동구 22020 소사구 31052 옥천군 33330 신안군 36480 하동군 38360

북구 22050 수원시 31010 음성군 33370 여수시 36020 함안군 38320

서구 22030 수정구 31021 제천시 33030 영광군 36440 함양군 38380

수성구 22060 수지구 31193 증평군 33390 영암군 36410 합천군 38400

중구 22010 시흥시 31150 진천군 33350 완도군 36460 제주특별자치도 39

인천광역시 23 안산시 31090 청원군 33310 장성군 36450 서귀포시 39020

강화군 23310 안성시 31220 청주시 33010 장흥군 36380 제주시 39010

계양구 23070 안양시 31040 충주시 33020 진도군 36470 　 　

남구 23030 양주시 31260 흥덕구 33012 함평군 36430 　 　

남동구 23050 양평군 31380 충청남도 34 해남군 36400 　 　

동구 23020 여주군 31320 계룡시 34070 화순군 36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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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질의 사례

1. 조사대상 가구인 지 여부

Q1. 조사대상 가구가 사찰(절)인 경우 조사대상에 포함됩니까?

 ◇ 사찰(절)에서 주로 먹고 자는 사람이 있다면 조사대상입니다.

Q2. 대상가구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낮에만 식당에서 일을 하고 밤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조사를 해야 합니까?

 ◇ 영업이 주된 목적이라면 조사하지 않습니다. 다만 식당에서 주로 먹고 자는 사람이 

있다면 조사대상이 됩니다.

Q3. 집 2채를 가지고 있는 A가 한 곳의 전세가 나가게 되면서 2곳 모두에서 A가 생활하고
있는데  2곳 모두 조사대상인 경우 대체를 해야 하는지요?

 ◇ 두 가구 중 응답자가 주로 거주하는 집을 조사하고, 나머지 한 가구는 다른 집으로 

대체해서 조사합니다.

Q4. 외국인도 조사하나요?

 ◇ 외국인도 조사해야 합니다. 단, 가족 모두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을 경우 

응답곤란으로 처리하고, 가구대체 요령에 따라 다른 가구로 대체합니다.

Q5. 여러 번 방문하였는데도 조사를 하지 못한 경우 대체사유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 사람이 사는 것이 확실하다면 일시 부재로 처리하고, 폐가 등 빈집이면 빈집으로 

처리합니다.

Q6. 가구명부의 가구대표 응답자 이름과 현재 살고 있는 가구의 가구대표 응답자의 
이름이 틀린데 조사해야 하나요?

 ◇ 금번 조사의 가구명부는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으로 작성되어 이사 등의 사유로

가구명부의 이름과 현재 사는 사람의 이름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동 조사는 주소를 기준으로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구명부의 가구대표 응답자 

이름과 현재 살고 있는 가구의 가구대표 응답자 이름이 다르더라도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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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구구성표 작성

Q7. 조사표의 가구구성에서 부부만 살고 있는데 한명이 일시 출장 등으로 조사를 하지 

못할 경우 H. 가구구성 항목에서 두 명 모두 조사해야 하는지?, 한 명만 조사해야 

하는지?

 ◇ 기초 조사표 H 가구 구성 항목에 두 명 모두 조사하고, 출장중인 가구원은 가능한 

다른 가구원이 대리응답하게 합니다.

Q8. 기초조사표의 H.가구구성 항목에 개인 이름은 조사하지 않나요?

 ◇ 응답자의 응답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사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구대표 응답자와의 

관계만 정확히 기재합니다.

Q9. 2012년에는 일을 했으나, 조사시점 현재 일을 하지 않을 경우, 기초조사표 H.가구

구성 항목의 직업항목과 종사상 지위는 어떻게 조사하나요?

 ◇ 기초 조사표 H 항목은 조사시점(2013년 5월 29일 기준) 현재 상태를 조사합니다. 

따라서 직업 관련 항목은 무직, 종사상 지위는 해당없음으로 조사하시면 됩니다.

Q10. 가구원 모두가 만 18세 미만이면 가구대표 응답자는 어떻게 정하나요?

 ◇ 만 14세이상인 가구원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을 가구대표 응답자로 정합니다.

Q11.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의 경우 직업과 종사상 지위는 어떻게 조사하나요

 ◇ 공부하는 시간과 일하는 시간을 비교하여 공부하는 시간이 많으면 직업과 종사상 

지위는 학생으로 조사하고, 일하는 시간이 많으면 일의 종류에 따라 직업과 종사상 

지위를 조사해야 합니다.

Q12. 타지에서 공부하다 주말에만 오는 자식도 조사하나요?

 ◇ 주 거처가 타지에 있으면 가구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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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초조사표 배경문항 작성

Q13. 최종 학력 조사 시 재학, 중퇴, 휴학인 경우 어떻게 조사해야 하나요?

 ◇ 재학중인 경우 현재 재학하고 있는 학력을 최종 학력으로 기재하며, 휴학, 중퇴의 

경우 휴학, 중퇴한 시점의 학력을 최종학력으로 기재합니다.

Q14. 응답자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려주기 싫어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 응답자 이름과 전화번호는 내검시 재 질문하기 위해 기재하는 것으로 응답자에게 

기재하는 사유를 다시 한번 설명하여 협조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계속 응답을 거부하면 응답자 성명란에 가구구성표의 관계를 참고하여 “가구대표 

응답자”,“가구대표 응답자 배우자”,“첫째 자녀”,“둘째 자녀” 등으로 작성하되, 전화

번호는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Q15. 자녀가 주는 용돈, 생활비 및 연금도 소득에 해당 되나요?

  ◇ 자녀들로부터 받은 용돈, 생활비는 이전소득이며, 연금도 소득입니다. 따라서 

기초조사표 22 번 문항 가구소득에 포함하여 조사합니다.

Q16. 직장 때문에 타지에서 거주하는 남편의 소득은 부인 가구의 소득에 포함하나요?

  ◇ 남편이 부인에게 주는 생활비는 부인 가구의 소득으로 포함합니다.

4. 조사대상 범죄피해인 지 여부

Q17. 범죄피해란 무엇이며, 조사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응답자가 기초조사표의 범죄피해를 당했다고 응답하면 범죄피해사건으로 봅니다.

 ◇ 이 조사에서 제외되는 범죄는 살인, 유괴, 약물남용, 도박, 성매매, 교통사고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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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8. 본인 부주의로 지갑과 핸드폰을 잃어버렸는데, 다른 사람이 분실된 카드를 사용

하여 결재된 경우와, 잃어버린 핸드폰 사용으로 요금이 청구되었다면 범죄피해에 

해당됩니까?

 ◇ 단순한 분실의 경우는 범죄피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분실하여 다른 사람이 사용하여 금액피해가 있었다면, 본 조사대상 피해에 해당

됩니다.

Q19. 시골집에서 고물상에 팔려고 모아 둔 빈병, 비닐, 깡통 등을 누군가가 몰래 가져간 

경우 범죄피해에 해당됩니까?

 ◇ 피해금액에 관계없이 응답자가 범죄피해라고 생각한다면 범죄피해에 해당되며, 

사건조사표를 작성합니다.

Q20. 자택이 아닌 식당, 가게에 도둑이 들었을 경우 주거침입에 해당됩니까?

 ◇ 주거침입이 아닙니다. 식당 물건이 없어진 경우에도 사업체에서 일어난 사건이므로

조사하지 않습니다.

Q21. 10세 아이의 자전거를 도둑 맞았으면 조사하나요?

 ◇ 사건 장소가 집이면 가구침입사건이므로 가구대표 응답자에게 조사하고, 집밖이면 

만 14세미만인 가구원이 도둑맞은 사건이므로 조사하지 않습니다.

Q22. 경운기를 도둑 맞았으면 조사하나요?

 ◇ 농부가 도둑 맞은 경운기는 조사하나, 대리점의 도난은 조사하지 않습니다.

 ◇ 마찬가지로 소 목장 등 외부에서 농축산업 사업체로 인식이 가능한 경우 발생한 

도난 사건은 조사하지 않습니다.

Q23. 도박하다가 속임을 당한 경우 조사하나요?

 ◇ 도박은 조사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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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4. 별거중인 남편이 부인의 컴퓨터를 가져 갔다면 도난으로 조사하나요?

 ◇ 공식 이혼한 경우가 아니므로 조사하지 않습니다.

Q25. 이메일로 위협한 경우도 조사하나요?

 ◇ 직접적인 접촉 없이 이메일이나 전화로 위협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Q26. 편의점에서 일어난 도난도 조사하나요?

 ◇ 편의점의 물건이 도둑맞은 경우 조사하지 않으나, 편의점 점원이나 고객이 개인 

물건(지갑 등)을 도둑 맞은 경우는 조사합니다.

Q27. 도서관에서 공부하다 잠시 비운 사이 책상위의 책을 잃어버렸다면?

 ◇ 응답자의 부주의로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누군가 고의로 물건을 가져갔으므로 

도난 사건으로 봅니다.

Q28. 직장동료들이랑 집에서 늦게까지 술을 마시다 다음날 고가의 시계가 없어진 걸 

알고, 동료 중 한 명이 훔쳐갔다고 의심한다면?

 ◇ 응답자가 동료가 훔쳐갔다고 확신한다면 도난사건으로 조사합니다.

Q29. 극장에서 가죽옷을 빈자리에 놔두었는데 누군가 잡아당기는 것 같아 쳐다보니 

훔치려던 사람이 일어나 극장을 나간 경우 조사하나요?

 ◇ 미수에 그친 도난 사건으로 조사합니다.

Q30. 문구점에서 학생들이 물건을 몰래 훔쳐간 피해가 수십 건이 있을 경우 어떻게 

조사해야 하나요?

 ◇ 사업체의 물건이 도둑맞으면 조사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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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범죄피해 사건 수 결정

Q31. 두 형제가 길거리가다 강도에게 위협당했다면 몇 개의 사건인가요?

 ◇ 두 형제 각각 사건조사표를 작성합니다.

Q32. 부부가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어 남편이 폭행을 당하고, 

가해자가 아내에게 협박과 폭언을 한 경우 어떻게 조사하나요?

 ◇ 남편과 아내 모두 각각의 범죄피해로 봅니다, 따라서 남편과 아내 모두 사건조사표를

작성합니다.

Q33. 아버지(가구대표 응답자)와 아들이 동일한 가구절도 사건을 각각 응답하면?

 ◇ 가구대표 응답자인 아버지의 피해사건만 조사합니다.

Q34. 사건조사표를 작성하면서 다른 범죄피해 경험이 기억나면?

 ◇ 기초조사표의 범죄피해경험을 추가하고, 그에 따라 사건조사표를 추가로 작성

합니다.

Q35. 응답자가 기초조사표의 폭행과 도난에 각각 응답했으나 사건조사표 작성시 

동일한 사건임을 알았으면?

 ◇ 기초조사표를 수정하고 사건조사표를 한 건만 작성합니다.

Q36. 가구대표 응답자 차량과 배우자 차량이 각각 파손 되었을 경우 각각의 사건으로 

보는지, 가구대표 응답자에게 두 사건을 조사해야 하는지?

 ◇ 2개의 사건을 별개로 보고 가구대표 응답자와 배우자에게 조사해야 합니다. 단, 

동일시점 및 동일 장소에서 동일인에게 당한 사건일 경우 가구대표 응답자에게 

1건의 범죄피해로 조사합니다.

Q37. 주거침입이 3건 있었는데 1건은 범인과 마주쳤고, 2건은 침입할 뻔한 경우 어떻게 

조사하나요?

 ◇ 기초조사표 25 번 문항에 3건으로 조사하고, 사건조사표는 사건별로 3개 작성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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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기(속임)

Q38. 인터넷에 경품을 준다고 개인정보(주소, 주민등록번호 등)를 입력했는데 경품은 

안 오고, 보험가임 권유 전화만 걸려오는 경우 기초조사표 23 번 문항 예시의 

③에 해당 되나요?

 ◇ 개인정보를 빼내 다른 목적으로 활용한 것이므로, 본 조사대상 피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39. 곗돈을 사기 당한 경우 어떻게 조사하나요?

 ◇ 기초조사표 23 번 문항 “기타의 속임(사기)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에 해당되며, 

사건조사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Q40. 가족끼리 돈을 갚겠다고 빌려간 후 갚지 않았을때 속임(사기)에 해당 됩니까?

 ◇ 사기죄는 돈을 빌릴 당시, 갚을 능력이 되지 않거나 또는 돈을 갚을 의사가 없으면서,

돈을 빌린 경우를 의미합니다. 만일 갚을 의사는 있지만, 형편상 못 갚는 경우는 

사기죄는 아니고,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는 본 조사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가족관계에서도 애초에 돈을 갚을 의사가 없이 돈을 빌려간 경우라면 속임(사기)에 

해당되며, 사건조사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Q41. 아는 사람이 보험업을 하고 있어 그 사람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보험금만 가로채고 보험에는 가입이 안 되었을 경우 속임(사기)에 해당

됩니까?

 ◇ 기초조사표 23번 문항 “상점에서 결재를 하였으나 물건을 받지 못함”에 해당되며, 

사건조사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Q42. 전화가 걸려 와서 받았는데 과도한 요금이 빠져나간 경우 사기에 해당 됩니까?

 ◇ 기초조사표 23 번 문항 “우체국, 전화국,~ 가족 등을 사칭하여 돈을 요구하여 보냄” 

해당되며, 사건조사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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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습 범죄피해

Q43. 소량의 농작물을 여러 차례 도둑 맞았는데, 누가, 언제 훔쳐갔는지 모른 경우 

어떻게 조사해야 되나요?

 ◇ 기초조사표 24 번 문항 ⑩ 그 외의 물건에 표시하고, 도둑맞은 피해횟수를 적습니다.

피해횟수가 5건이상인 경우 상습피해로 보고, 사건조사표 수는 1개만 작성합니다.

Q44. 직장동료로부터 강제로 성추행을 5번당했는데 상습피해로 보나요?

 ◇ 5번 각각을 분명히 구별할 수 있다면 별개의 사건으로 보나, 구별할 수 없다면 상습

피해로 보고 사건조사표는 1부만 작성합니다.

Q45. 학교 근방에서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한 학생에게 여러 번 돈을 빼앗긴 경우 어떻게 

조사해야 하나요?

 ◇ 비슷한 방법으로 5회 이상의 반복적인 범죄피해를 당하였으나 잘 구별할 수 없는 

경우를 상습피해라 하며, 이 경우에는 가장 심각했던 범죄피해 1건을 사건조사표에 

작성합니다.

 ◇ 만일 비슷한 방법으로 5회 이상의 범죄피해를 당했더라도, 각각의 범죄피해사건을 

잘 구분할 수 있다면 개별 사건으로 보며, 그 피해사건 수만큼 사건조사표를 별도로

작성합니다.

Q46. 같은 주차장에서 5건의 범죄피해를 당했는데, 4건은 누군가 유리창을 부수고 

차 안에 물건을 훔쳐갔고, 1번은 성추행을 당했다면 상습피해로 보는지?

 ◇ 같은 주차장에서 일어났다 하더라도 범죄피해 유형이 다르므로 상습피해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 5건의 사건조사표를 작성합니다.

8. 사건조사표 조사항목

Q47. 한 가구원이 여러 개의 범죄피해를 당한 경우 사건조사표 작성순서는?

 ◇ 기초조사표의 관련문항 순서로 작성하되, 관련문항이 동일한 경우 범죄피해 일시가

제일 빠른 사건부터 조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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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8. 도난과 관련하여 범죄피해 물건 가격이 얼마 정도가 되어야 조사표를 작성할 수 
있나요?

 ◇ 피해금액에 관계없이 범죄피해로 보고, 사건조사표를 작성합니다.

Q49. 단순 폭력사건에서 경찰에 신고했으며, 가해자와 현장에서 합의했을 경우 범인 
검거 여부는 어떻게 조사해야 하나요?

 ◇ 응답자가 범죄피해를 당했다고 응답하면 기초조사표 27 번 또는 28 번에 응답하고,

사건조사표를 작성합니다. 또한 사건조사표 24-7 번 범인 검거에는 “모두 검거

하였다”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Q50. 드라이버로 문을 부수고 들어왔는데, 위험한 물건(사건조사표 8 번)으로 보나요?

 ◇ 드라이버로 피해자를 공격했을때만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다고 봅니다.

Q51. 무력은 아니지만 원치않는 성적인 접촉이란 무엇인가요?

 ◇ 힘을 사용(밀거나 잡음)하지 않고,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데 포옹하거나 만지는 

행위를 말합니다.

Q52. 가해자의 공격으로 안경이 깨져 새로 구입했는데, 이것도 의료비로 보나요?

 ◇ 안경 구입도 의료비로 봅니다.

Q53. 무언가를 훔치겠다고 위협하는 사례는?

 ◇ 예를 들어 ‘재킷을 달라. 안 그러면 벗겨 가겠다’고 하든가, 피해자에게 급히 다가가 

목걸이를 만지는 것을 훔치겠다는 위협으로 볼 수 있습니다.

Q54. 수리공이 집에서 가전제품을 수리하던 중 물건을 훔치면 주거침입인가요?

 ◇ 피해자의 허락으로 들어왔으므로 주거침입은 아니나, 도난사건입니다.

Q55. 택배원으로 속여 피해자가 문을 열게 하여 집에 들어왔다면 주거침입인가요?

 ◇ 피해자를 속여 들어왔으므로 주거침입으로 봅니다.

Q56. 택시기사가 택시안에서 현금을 승객에게 도난당한 경우 사건 발생장소는?

 ◇ 교통시설 내부이면서, 택시기사의 직장으로 봅니다.(사건조사표 5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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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 : 전산입력/내검 개괄순서

    ① 시스템 접속 → ② 조사구선택 → ③ 가구선택 → ④ 가구정보입력 → ⑤ 가구원추가 

→ ⑥ 가구원별 기초조사표 입력 → ⑦ 가구원별 사건조사표 입력 → ⑧ 전산내검

 □ 시스템 사용시 주의사항

   ○ 조사표 입력내용 수정시 마우스가 아닌 키보드로 수정

(일부 마우스 입력항목 제외)하여야 하며, 수정 후 반드시 엔터키(Enter)키를 

쳐주어야 수정내용이 반영됨(필수)

Ⅰ. 시스템 접속

 1. 사이트접속

   □ 인터넷을 실행하여 주소창에 http://10.134.100.75/spms/index.html을 입력하여 

접속

 

 2.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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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여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로그인 버튼을 클릭 

    ○ 시스템 사용에 필요한 Active X가 자동 설치됨 

     - 자동으로 설치가 안 될 경우 수동설치 클릭 후 ‘예’ 선택

    ※ 장애발생시 시스템 개발자에 의한 원격지원을 통해 실시간으로 장애해결을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스템 개발팀(042-486-1792)에 장애 통보 후 로그인 화면 하단의 원격지원 받기 버튼을 클릭하시어 

지원요청) 

Ⅱ. 가구명부 관리

 1. 입력 대상 가구 선택

   ① 로그인 후 나타나는 메인화면의 가운데 메뉴의「조사입력」컨텐츠 또는 우측 

상단의「조사입력」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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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대상 여부에 「0. 대상 가구」를 선택한 후 검색 버튼을 클릭

     - 조사대상 가구명부가 모두 조회됨

     - 대상 가구는 파란색, 비대상 가구는 주황색, 대체 가구는 흰색으로 표시

   ※ 우측하단 [조사구관리]를 클릭하여 조사구를 추가, 수정, 삭제 가능 

   ※ 사용자별 일부 권한 제한 : [조사구관리], [명부추가], [명부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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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가구 및 가구원 입력

   ① 가구정보 입력창에 전체 조사표 수, 기초조사표 수, 사건조사표 수는 자동으로 

집계된다.

   ② 빈집, 응답 불응 등의 사유로 인해 대체된 가구에 대해서는  대체사유에 해당

사항을 선택한 후  저장버튼을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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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체 사유 코드 설명

구  분
대체
코드

대  체   사  유

조사된 가구

0 가구명부에서 처음부터 조사대상이면서 조사된 가구

1
처음에는 조사대상 가구가 아니었으나, 유고로 대체하여 조사된 

가구

조사대상 

가구는

있으나

조사 못함

응답

불응
2

가구대표 응답자를 3일 이상 만나 설득했음에도 사생활 노출 기피, 

바쁨, 가정사정, 정부불신 등의 이유로 응답을 거부함

일시

부재
3

조사기간 중에 3일 이상 찾아 갔으나 여행, 출장, 병원입원 등의 

이유로 가구원 모두를 만날 수 없었고, 이웃집이나 방문안내장을 

통해서도 조사기간 동안 연락이 어려움

응답

곤란
4

고령, 장애, 자연재해, 언어문제 등의 이유로 가구원 모두가 조사에 

응답하지 못 함

조사대상

가구가

없음

빈집 5
이사, 폐가, 재개발 등의 이유로 집에 아무도 살지 않고, 이웃집을 

통해서도 확인함

기타 9

만 14세 미만의 가구원으로 이루어진 가구, 상가 등 사람이 살지 

않는 곳, 기숙사 등 집단시설에 거주하는 등의 이유로 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

   ③ 가구원 입력

     - 표본가구명부 창의 가구정보를 입력완료 한 후, 가구원 정보의 가구원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가구원을 입력한다.

     - 입력할 가구원이 여러 명일 경우 가구원 추가를 반복하여 입력한다.

   ④ 가구원을 입력한 후, 저장 버튼을 반드시 클릭한다.

     - 저장 버튼을 클릭하지 않을 경우, 입력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⑤ 가구원 삭제

     - 가구원을 잘못 입력하여 삭제할 때 클릭하여 잘못 입력한 가구원을 삭제한다.

 3. 대체 가구 입력 방법

   ① 가구 명부 화면에서 대체하려는 가구를 선택한 후, 화면 우측에 있는 명부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대체사유를 변경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② 대체 순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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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사대상 가구를 빈집[5.빈집]으로 처리할 경우, 해당 조사대상 가구를 선택한 

후, 가구 정보 창의 대체사유 [5.빈집] 을 선택한다.

    ㉯ 가구명부 화면에서 대상여부에 비대상 가구[99.비대상가구]를 선택한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한다. 

    ㉰ 대체할 가구를 선택한 후 명부 수정 버튼을 클릭한다.

    ㉱ 가구 정보 창의 대체사유 칸에 [1.대체된 가구] 로 선택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

한다. 

    ※ 주의사항 : [99.비대상 가구]를 조사대상 가구로 변경시에는 [0.조사대상]이 아니라 

[1.대체된 가구]를 대체사유로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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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조사표 입력

 1. 기초조사표 입력

  가. 가구선택

   ① 가구명부 검색창에서 입력하고자 하는 가구를 선택(연두색 표시)한다.

     - 입력완료 조사표는 연두색, 입력중인 조사표는 파란색, 미입력된 조사표는 

빨간색으로 표시됨

   ② 우측 [기초조사표 입력]버튼 클릭하여 입력한다.



전국범죄피해조사 2012

336540

부록

337

kostat.go.kr

2012년 기준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지침서

134

  나. 기초조사표 입력 (반드시 키보드로 입력)

   ① 조사표 화면 좌측 상단에는 현재 활성화된 조사표의 가구원번호(연두색 표시)가 나타난다.

   ② 좌측 하단에는 가구원 기초 정보가 나타난다.

   ③ 좌측 상단의 가구원 번호를 클릭하면 해당 가구원의 조사표가 활성화된다.

   ④ 커서가 위치한 입력창(표시 : )에 조사내용 입력한다.

     - 처음 항목부터 시작하여 문항 순서대로 입력하여야 한다.

     - 숫자 또는 문자 입력 후 엔터키를 치면 자동적으로 다음 항목에 커서가 위치하게 된다.

     - 중복 선택 문항은 마지막 숫자 입력 후 엔터키를 두번 치면 된다.

     ※ 엔터키로 항목이동 하지 않고 마우스 또는 다른 키로 하게 되면 입력내검이 원활히 

수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 바람

   ⑤ 해당 가구원 조사표 입력 완료 후 [입력완료]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한다.

     - 입력도중 임시저장 기능 가능 ([임시저장] 버튼 클릭)

   ⑥ 기능키 제공 : F7(이전 항목), F8(다음 항목), F5(코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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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건조사표 입력 (기초조사표 완료 후 입력가능)

  가. 가구선택

   ① 가구명부 검색창에서 입력하고자 하는 가구를 선택(연두색 표시)한다.

   ② 우측 [사건조사표 입력]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한다.

  나. 사건조사표 입력

   ① 가구원명부에서 입력한 가구원별 사건조사표 수 재확인 한다.

   ② 기초조사표 입력이 완료된 가구원 중 1명을 선택(연두색 표시)한 후 입력표시를 

클릭한다.

     - 기초조사표 입력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입력불가로 표시된다.

     ※ 조사표 화면 좌측 상하단에는 현재 활성화된 가구원 사건조사표의 사건번호

(연두색 표시) 및 가구원 기초정보가 나타나며, 좌측 상단의 사건번호를 클릭

하면 해당 번호의 사건조사표가 활성화된다.

   ③ 사건조사표 입력은 기초조사표 입력 방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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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종합 내검

 1. 1단계 내검

   ① 시스템 화면 상단에 있는 [종합내검] 클릭한다.

   ② 전산내검 수행 1단계에서 내검할 조사표 종류(기초조사표 또는 사건조사표)를 

선택한다.

   ③ 내검수행 버튼을 클릭하여 1단계 내검수행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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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검수행] 버튼 클릭 후 나타난 창에서 [수행]버튼 클릭

   

※ 주의 : 좌측 화면에서 다른

         것은 조작하지 말고

         [수행]버튼만 클릭

 2. 내검 수행 결과 확인

  □ 전산내검 상세 리스트(3단계)에 나타난 에러내역 확인

   ○ 가구원번호, 내검 유형, 내검 내용, 완료여부 등 에러 세부내역 확인

   ○ 에러유형

     - 필수오류 : 반드시 수정해야 할 오류

     - 검토오류 : 입력내용 사실여부에 대한 재확인 후 사유입력 필요

   ○ 완료/미완료 에러 검색 가능

   ※ 전산내검 결과(2단계)는 전산내검 수행 이력만을 나타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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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조사표 내용수정 및 재확인

  □ 에러 내역 중 1개를 선택(연두색 표시)한 후 더블클릭시 에러와 연계된 해당 명부/

조사표가 나타남

   ○ 내검유형이 ‘필수’일 경우 조사내용 사실여부 재확인 후 조사내용 수정/저장

   ○ 내검유형이 ‘검토’인 경우 조사내용 사실여부 재확인 후

     - 사실일 경우 처리유형 선택, [사유]란에 확인내용 등 입력

     - 사실이 아닐 경우 조사내용 수정/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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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타

 1. 조사구관리 (지방청/사무소 담당자만 사용가능)

  □ 명부화면 우측하단에 위치한 [조사구관리]버튼 클릭시 관할 조사구 정보 및 업무량 

배정결과가 나타남

  □ 조사구관리 화면에서 조사원 및 입력자에 대한 업무량 배정결과 확인 가능

   ○ 조사구별 조사원 성명 및 전화번호 수정 가능

 2. 개인정보 관리

  □ 시스템 화면 상단의 [개인정보변경]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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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초조사표(가구대표 응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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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건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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