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5

 주요범죄별 기초통계주요범죄별 기초통계주요범죄별 기초통계

나. 강력범죄 【성폭력 : 강간, 강제추행 등】

1. 발생시간 

시 간 
 새벽  아침  오전  오후  저녁  밤 

04:00~06:59 07:00~08:59 09:00~11:59 12:00~17:59 18:00~19:59 20:00~03:59 

발 생 건 수 1,816 980 1,036 2,233 902 5,653 

비 율 14.4% 7.8% 8.2% 17.7% 7.1% 44.8%

(단위 : 건)

Q 성폭력 범죄가 가장 빈발한 시간대는?

A 밤 시간대인 20:00∼03:59 사이로 44.8%가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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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 3~5월, 여름 6~8월, 가을 9~11월, 겨울 12~2월)

2. 발생빈도

■ 2009년 발생한 성폭력 범죄는 총 16,156건이다.

3. 계절별 발생빈도

QQ 평균발생 빈도는?

A 2009년 한 해 동안 평균적으로 성폭력 범죄가 하루에 44.3건, 한 시간에 1.8건이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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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근 5년 월별 발생빈도 (2005~2009)

1 2 3 4 5 6 7 8 9 10 11 12

2009 992 962 1,215 1,402 1,455 1,656 1,663 1,700 1,495 1,358 1,119 1,139

2008 821 799 1,124 1,463 1,581 1,603 1,627 1,501 1,358 1,185 1,066 966

2007 951 852 1,079 1,185 1,339 1,338 1,352 1,383 1,236 1,092 915 912

2006 807 844 1,134 1,200 1,279 1,319 1,408 1,397 1,246 1,167 964 808

2005 794 591 815 952 1,130 1,123 1,307 1,177 1,156 974 789 719

(단위 :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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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발생장소 

(주거지 : 아파트, 연립다세대와 단독주택을 포함)

(단위 :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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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발생지역

■ 인구수 당 성폭력 발생비율(사건 수/인구 수×100,000)이 가장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은 다음과 

같다.

  

발생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

• 1위 익산     • 2위 전주     • 3위 시흥

발생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

• 1위 김천     • 2위 용인     • 3위 포항

Q
Q 발생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A 발생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익산시로 1인당 발생한 사건비율이 

101.4(311건 / 306,669명×100,000)로 전국 평균 32.5보다 약 3.1배가 높으며, 

가장 낮은 지역은 김천시로 18.4(25건 / 135,918명×100,000)이다.

용인

시흥

김천

전주

익산 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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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명)

7. 피해정도

■ 신체 피해 상황 

8. 범죄자 전과

■ 전과를 살펴보면 초범 37.7%(4,139명), 재범 62.3%(6,842명)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재범자 중 

동종 전과자는 16.2%이고 이종 전과자는 83.8%이다

■ 동종 전과자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재범하는 경우가 41.6%에 달하며 구체적인 재범기간은 

아래와 같다.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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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전과별 단독범 비율

6) 상관계수는 -1에서 1사이의 값을 갖는데 1 또는 -1에 가까울수록 두 변수 간 상관관계가 높다고 볼 수 있으며, 0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가 낮다고 볼 수 있다.

위의 분석은 유의수준 0.05에서 시행. 유의수준은 가설검증을 할 때, 표본에서 얻은 표본통계량이 일정한 기각역에 
들어갈 확률로 오차가능성을 말한다.

Q

(전체 10,505명, 단위 : 명)

Q 전과와 단독범행과의 관계는?

A 성폭력 범죄의 경우 전과가 많아질수록 단독범행으로 발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성폭력범의 전과와 단독범의 상관계수6)는 0.92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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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범죄자 공범관계 및 범행동기

■ 성폭력범의 경우 공범이 있는 비율은 15.0%(1,574명)이고, 공범 관계는 동네친구 33.9%(534명), 

학교동창 22.9%(361명), 직장동료 5.1%(81명) 순이다.

■ 이들의 범행동기는 우발적 동기가 52.9%(5,506명), 호기심이 11.3%(1,174명) 그리고 유혹이 

8.5%(883명) 순으로 나타났다.

11. 범죄자의 직업과 최종학력

■ 성폭력범의 직업 구성을 살펴보면 피고용자 39.1%(5,171명), 무직자 26.3%(3,478명), 자영업자 

16.4%(2,168명) 순으로 나타났다.

■ 이들의 최종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36.9%(3,626명), 일반대학 졸업 12.7%(1,249명), 중학교 

졸업 8.6%(846명)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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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소년범

■ 검거된 성폭력범 중 소년범(18세 이하) 비율은 11.4%(1,574명)에 달하며, 소년범의 구체적인 

연령 분포는 다음과 같다.

(단위 : 명)

(단위 : 명)

※ 12세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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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Q 소년범의 범행동기는?

A 범행동기는 우발적 동기가 40.0%(526명), 호기심이 26.0%(341명), 유혹이 8.1%(106명) 

순으로 나타났다.

Q
Q 소년범의 공범 관계는?

A 성폭력 사건에서 소년범의 경우 공범이 있는 비율은 61.2%(803명)에 달하고, 공범 

관계는 아래와 같다.

QQ 소년범의 직업 구성은?

A 소년범의 직업은 학생 78.9%(1,218명), 무직자 17.9%(276명), 피고용자 1.9%(29명) 

순으로 나타났다.

(단위 : 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