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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고령 범죄자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여성 고령자의 범죄 증가율이 남성을 상회하고,

고령자의 절도범죄와 재범이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현상은 년대 고령 범죄가 증가한 일본과 유사하므로. 2000

일본을 반면교사하여 고령 범죄자가 양산되지 않게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년 우리나라 세 이상 범죄자2016 65 1) 수는 명으로 전체 범죄자의 비중에 불과하지만110,123 6.4%

최근 그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그림 과 같이 년 이후 년간 대 연령층의 범죄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세< 1> 2011 5 20 40 50∼

세와 세 이상 범죄자 수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64 65∼

특히 세 이상 범죄자 수는 년 명에서 년 명으로 년간 증가, 65 2011 68,836 2016 110,123 5 60.0%

하고 있는 가운데 년 이후 매년 이상 크게 증가하고 있음2014 10%

그림 연령대별 범죄자 추이< 1>

자료 국가통계포털 경찰청범죄통계를 기초로 재계산: KOSIS ,

1) 경찰청 범죄통계 분류상 범죄자는 형사 피의자를 뜻함 년 경찰청범죄통계(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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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부터는 세 이상 여자 범죄자 수 증가율이 남자를 상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2014 65

년 남 녀 고령 범죄자 수는 각각 명 명으로 년 이후 남 녀 모두 범죄2016 · 89,686 , 20,437 2011 ·

자 수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그림 참조(< 2> )

범죄자 수 증가율은 년까지 남자가 여자보다 높지만 년부터 여자 증가율이 남자2013 2014 (15.2%)

를 상회하기 시작함(13.7%)

그림 남녀 고령 범죄자 추이< 2>

자료 국가통계포털 경찰청범죄통계를 기초로 작성: KOSIS ,

세 이상의 범죄는 교통 폭력 지능 절도 범죄의 순으로 비중이 높지만 년 이후 남녀 모두65 , , , 2013

절도 범죄자 수 증가율이 크게 상승하고 있음 그림 참조(< 3> )

그림 범죄 유형별 남녀 고령< 3> 1) 범죄자 수 추이

단위 명( : )

주 세 이상 범죄자이며 기타 범죄는 제외함: 1) 65
자료 국가통계포털 경찰청범죄통계를 기초로 작성: KOS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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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의 경우 교통 폭력 지능 절도 특별경제 범죄의 순으로 비중을 차지하지만 최근 년간 증가, , , , 3

율은 절도 교통(101.1%), (47.4%)2) 강력, (46.9%)3) 폭력, (40.4%)4)의 순으로 높음

여자의 경우 폭력 절도 지능, , 5) 교통 범죄의 순으로 비중을 차지하지만 최근 년간 증가율은 절, 3

도 교통 폭력 특별경제범죄 의 순으로 높음(147.0%), (112.4%), (32.5%), (25.5%)

이러한 고령 범죄자 수의 높은 증가 추세는 초고령사회를 경험하고 있는 일본과 유사하며 년, 2002

부터 노인 절도 범죄가 크게 증가하여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일본을 추종하는 모양세임

년 이후 년간 고령 범죄자의 재범 증가율은 로 비고령층 보다 현저하게 높은 실정2013 3 38.6% (-0.3%)

임 표 참조(< 1> )

고령층의 재범 유형별 증가율은 비고령층보다 모든 범죄 유형에서 현저하게 높으며 특히 절도,

와 강력범 의 재범 증가율은 비고령층이나 다른 범죄 유형보다 기타 범죄 제외(105.5%) (48.7%) (

시 매우 높은 수준임)

고령자의 높은 절도범죄 또는 재범 증가율 원인은 국가 중에서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은 우OECD

리나라 고령자의 경제적 빈곤이 핵심적인 요인으로 지목됨

구분 강력범 절도범 폭력범 지능범 풍속범 보건범 교통범 기타범 전체

고령층1) 48.7% 105.5% 30.9% 19.9% 5.6% -0.5% 31.7% 53.7% 38.6%

비고령층 -3.4% -5.3% -8.7% 1.1% -6.3% -17.8% -7.1% 23.5% -0.3%

표 년 이후 년간 재범자 증가율< 1> 2013 3

주 세 이상 범죄자: 1) 65
자료 국가통계포털 경찰청범죄통계를 기초로 계산: KOSIS ,

향후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고령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일본을 반면교사하고 고령 범죄,

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국내 고령자 범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심층원인 분석을 통하여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년 경찰청범죄통계 분류에 의하면 도로 위반 교통안전 위반 교통방해 기타 도로교통법 및 형법 교통사고법 등 위2016 , , , ,
반을 의미

3) 살인 강도 강간 강제추행 방화 등, , · ,
4) 상해 폭행 체포 감금 협박 약취 유인 공갈 손괴 등, , · , , · , ,
5) 직무유기 직권남용 수뢰 통화 문서 인장 유가증권 인지 사기 횡령 배임 등,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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