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l 차적 저 물  성할 수 습니다.  

l  저 물  리 목적  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2.0/kr/


 

 

 

 

경제학 석사학위논문 

 

 

 

 

우리나라의 연령-범죄분포 변화에 대한 

코호트 분석 

 

 

 

 

 

 

2014 년 8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유근식  

 



 

 

 

국문 초록 

 이 연구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중·장년층 범죄 증가의 원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범죄학에서는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에 연령-

범죄 분포의 정점이 형성된다고 알려져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대부

터 연령-범죄 분포가 변화하기 시작하여 현재 40대에 정점이 형성되어있다. 

코호트 분석 기법을 통해 코호트와 연령, 연도가 연령-범죄 분포 변화에 미

치는 순수한 효과를 추정해 본 결과 중·장년층 범죄율이 증가하는 주요 원인

은 특정 코호트들의 높은 범죄율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우리나

라의 경제적, 사회적 요인이 중·장년층으로 하여금 범죄를 저지르도록 만들

고 있다는 일반적인 주장과 상반되는 결과이다. 또한 코호트 효과의 원인을 

분석해 보기 위해 코호트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여러 변수들을 포함시켜 

코호트 분석을 시도해보았으나 코호트 효과는 사라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것은 일반적인 코호트의 특징을 나타내는 변수들로는 그 코호트의 높

은 범죄율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코호트의 특성이 

아닌 그들이 겪은 경험들이 그들로 하여금 높은 범죄율을 지니게 하였을 가

능성을 제기해 볼 수 있다.  

 

주요어: 중·장년층 범죄, 연령-범죄분포, 베이비붐 세대, 코호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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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범죄학에선 산업화된 국가의 연령-범죄분포가 10대 후반에 급격히 증가하였다가 20대 

중반 이후 감소한다는 것을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리고 다른 산업화된 국가들의 연

령-범죄분포는 대부분 이와 일치하는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1980년대 이

후 연령-범죄분포가 좌경편포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즉 범죄를 저지르는 연령대가 

점점 고령화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림 1>을 통해 살펴보면 연령-범죄곡선의 정점이 

우측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연령별 범죄 건수의 비율을 나타내는 연령-

범죄분포를 살펴보면 이 현상을 더욱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 연령-범죄분포

의 정점은 1980년 26-30세에서 형성되었으나 2000년에는 36-40세에서 형성되었으며, 

2010년에는 41-50세로 이동해 갔고 51-60세의 범죄 비중도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그림 2>를 보면 범죄 연령이 고령화 되는 현상은 특정 범죄에만 나타나

는 것이 아니라 모든 범죄 유형에 고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이며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   

우리나라의 연령-범죄분포가 서구와는 다른 형태를 보이며 정점이 우측으로 이동하는 

현상의 원인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의 추측을 해 볼 수 있다. 우선 현

재 우리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요인 등이 청소년과 청년층 보다 중·장년층의 범죄율을 

늘리는 방향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추측해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만약 현재 우리사회

에 조기퇴직, 명예퇴직 등이 만연화 되어 있다면 이 상황은 청소년과 청년층 보다 중·장

년층에게 큰 압박으로 다가올 것이고 그들의 범죄 발생을 유발했을 수 있다. 두 번째 가

능한 추측은 어떠한 원인에 의해 특정 코호트가 높은 범죄율을 지니게 되었으며 그들이 

연령이 높아져감에 따라 연령-범죄분포의 정점을 우측으로 이동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두 가지 가능성에 대한 검증을 해보려 한다. 

범죄의 연령이 고령화 되어가는 원인에 대해 분석해 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최근 증가하는 중·장년층의 범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언론과 전문가들은 그 

원인으로 그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불안감과 상대적 불평등 등 경제적 요인을 들고 있다. 

이들은 경제적인 요인들이 범죄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많은 연구 결과들에 의존

하여 지금의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의 연령-범죄 분포의 변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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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 지지 않은 상황에서 위의 연구 결과들만으로 경제적 요인이 중

·장년층의 범죄 증가의 직접적인 원인이라 주장하기 힘들다. 현재 우리나라 연령-범죄 

분포의 변화에 대해 원인분석을 시도한 논문은 정은경(2012)이 거의 유일한 것으로 보

인다. 정은경(2012)은 1967년에서 2010년까지 시대별 연령-범죄분포의 정점이 베이비

붐 세대의 연령대와 거의 일치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그들을 중·장년층 범죄 증가의 원인

으로 지목하였다. 그들이 겪은 직장이나 교육 등의 사회적 경쟁과 IMF 경제위기로부터 

받은 타격, 그리고 그들이 현재 겪고 있는 금전적인 어려움 등이 그들로 하여금 범죄율

이 높은 세대가 되게 하였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연구는 통계적 분석을 기반으로 하

지 않아 베이비붐 세대 자체의 특성과,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 그들의 범죄율

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인지 파악하기 힘들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령-범죄분포의 정점이 이동하는 원인을 코호트 분석 통해 연령, 연도, 

코호트가 범죄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독립적으로 추정해보고자 한다. 코호트 분석은 

연령, 연도, 코호트의 순수한 효과를 추정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이를 통해 연령-범

죄분포 변화의 주된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다. 또한 회귀분석을 통해 각 변수가 

어떠한 원인과 경로를 통해 범죄율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해 볼 것이다. 이 연

구의 성과는 중·장년층의 범죄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며 정책을 설정하는데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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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령-범죄분포의 변화(총 범죄) 

(10만명당 범죄 건수, %) 

 

 

출처: 대검찰청, 범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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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범죄 유형 별 연령-범죄분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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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검찰청, 범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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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 

범죄학에서 인간의 성별, 인종, 연령 등의 생물학적 요인이 범죄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해서 오랜 논쟁이 있어왔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범죄학에서는 일반적으로 연령-범죄

분포는 10대 후반에 정점이 형성된다고 주장한다. 전통적인 사회학적 이론들은 청소년 

시기에서 성인으로 전환되어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범죄 유발적인 요인들을 통해 이 현

상을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 이론들은 왜 성인이 된 후 범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지에 대해 설명하지 못하는 등의 단점을 지니고 있다. 때문에 그린버그(Greenberg, 

1977)는 10대 후반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였다가 20대 초반부터 감소하는 현상에 대해 

긴장이론과 사회통제이론을 통해 설명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허쉬와 갇프레드슨(Hirschi 

and Gottfredson, 1983)은 연령과 범죄와의 관계는 어떠한 시기, 어떠한 사회를 보아도 

동일하다고 주장하며 그린버그의 주장을 반박하였고 범죄에 대한 연령의 영향은 직접효

과라고 주장하였다(기광도, 2009). 그 후 연령과 범죄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그린버그

와 허쉬&갇프레드슨의 주장에 대해 지지하거나 반박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  

우리나라에서 연령과 범죄에 대해 처음 연구된 논문은 최인섭, 박순진(1991)이다. 최

인섭, 박순진(1991)은 1966년부터 1990년까지 우리나라의 연령-범죄분포의 정점이 30

대에서 형성되고 시대에 따라 모양이 달라지는 현상에 대한 원인을 밝히기 위해 코호트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들은 대학진학률의 증가와 평균 초혼 연령의 상승으로 인해 사회

적 독립을 하기 전까지의 유예기간이 길어진 것을 20대 보다 30대의 범죄율이 높은 현

상의 원인으로 지목하였다. 또한 그들은 코호트 분석을 바탕으로 40-45년생의 범죄율이 

높고 베이비붐 세대는 그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때 겪은 호황으로 오히려 범죄율이 낮

다고 주장하였다. 위 연구는 코호트 분석을 바탕으로 하지만 이 논문의 경우 분석 모델 

자체가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범죄분석”의 연령별 범죄 데이터의 한계로 

인해 분석의 대상을 16-40세로 한정하였고 1993년 이후 본격적으로 연령-범죄 분포의 

좌경편포가 시작된 점(박철현, 1993)등을 감안하면 지금의 현실을 명확히 설명하고 있다

고 보기 힘들 수 있다.  

기광도(2009)는 허쉬와 갇프레드슨에 의하여 제시된 연령-범죄분포의 보편성 가설 측

면에서 우리 사회의 연령-범죄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기광도(2009)는 1965,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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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 1995년의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의 연령-범죄분포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가에 

대해 분석하였는데 그의 분석결과 우리 사회에서는 연령-범죄분포의 보편성 가설이 성

립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철현(2001)은 1985-2000년 사이의 1세별 범죄 데이터를 통해 1993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의 연령-범죄의 정점이 급격히 우측으로 이동하여 정규분포 또는 좌경편포에 

가까운 모양을 갖게 되었으며 1998년 이후에는 정점연령과 정점연령보다 약간 높은 연

령대의 범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 IMF를 겪으면서 연령대가 높은 사람들이 

범죄를 많이 저지르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정은경(2012)는 1967년에서 2010년까지 시기별 연령-범죄분포에서 정점이 형성되는 

연령대가 베이비붐 세대의 연령대와 비슷하거나 일치함을 보이며 치열한 삶과 가치관의 

혼동, IMF로 인한 갑작스런 구조조정 등을 겪은 베이비붐 세대가 연령-범죄분포 변화의 

주범이라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 논문은 통계적 기법을 기반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 

요소가 베이비붐 세대의 범죄율에 미친 영향에 대해 명확하게 알기 힘들다는 한계가 존

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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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데이터 

일반적을 연령과 범죄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는 대검찰청에서 발행하는 “범죄분

석”이 이용된다. “범죄분석”은 대검찰청에서 수사담당기관인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특별사법경찰 별로 사건정보를 제공받아 정리하여 발행하는 범죄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식통계이며 연령별 자료를 14세 이하는 하나의 범주로, 14-25세까지는 1세 

간격으로, 26-40세 까지는 5세 간격으로, 그리고 40대 이후부터는 10세 간격, 그리고 

60세 이상을 또 하나의 범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범죄 건수 제공한다. 범죄학에서 

연령과 범죄의 관계에 있어 항상 중요하게 생각되었던 연령은 범죄-연령분포에서 정점

을 차지하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중반까지이기 때문에 “범죄분석” 역시 그 연령대를 세

분화 하여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중·장년층

의 범죄를 분석하기 힘들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범죄분석”의 

데이터를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제시하는 수준으로만 이용하고 있다.  

본 연구의 연령-범죄 분포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동의대 경찰행정학과의 박철현 교

수의 비공식 개인 자료를 이용하여 이루어졌다. 이 자료는 대검찰청 전산실의 도움을 받

아 입수한 범죄분석의 원자료이며 1985년부터 2000년까지 교통범죄를 제외한 총 범죄

에 대해 11세-69세까지의 1세별 범죄 발생건수를 담고 있다. 1 코호트 분석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코호트의 크기와 연령의 구간, 그리고 연도의 간격이 동일해야 하기 때문에 

“범죄분석”을 이용할 경우 굉장한 한계가 존재한다. 하지만 이 1세별 범죄 자료를 이용

할 수 있게 되면서 원활한 연구가 가능해졌다. 이 데이터는 다양한 범죄 유형을 담고 있

지 않기 때문에 폭넓은 연구를 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이 연구의 목

적이 연령-범죄분포의 변화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고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범죄 유형에서 장년층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 데이터에 대한 분석

한 결과를 다른 범죄 유형에도 일반화 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또한 데이터의 기간

이 1985-2000년이라는 점 역시 한계점으로 작용한다. 이 데이터의 기간을 늘릴 수 있

                                         
1 교통범죄는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자동차관리법 등의 법률 위반을 말하며 가벼운 교통위반에서 

시작해 음주운전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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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더 정확한 연구가 가능해질 것이다. 

코호트 효과의 원인분석을 위한 코호트의 특성과 인구적인 부분에 관한 데이터는 인구 

총 조사자료와 서울대학교 이철희 교수의 “혼인ㆍ출산 행태 및 인구ㆍ가구구성 변화 분

석”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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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법론  

4.1  코호트 분석 

 코호트 분석은 어떠한 변수에 대해 연령, 연도, 코호트가 주는 순수한 효과에 대해 분

석하는 기법이다. 특정 변수에 연령, 연도, 코호트가 미치는 순수한 효과를 분석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어느 하나도 무시할 수 없다. 많은 경우 이 세 변수 모두 독립적으

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로 임금에 대한 분석을 들 수 있다. 임금은 노

동시장 진입과 동시에 경험의 축적으로 인해 시간에 따라 증가하다가 어느 시점을 기준

으로 습득한 기술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다(Winsborough, 1972). 

호봉제가 만연한 우리나라의 경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임금이 단조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또한 임금은 코호트에 따라 달라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사회가 변화

함에 따라 어느 시기에 노동시장에 진입했느냐 따라 임금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특

정 코호트의 노동 시장 진입 시 실업률이 전 생애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존재

한다. 그리고 임금은 경기 변동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연도의 영향 역시 무시할 수 없

다. 이렇듯 연령, 연도, 코호트 세 변수는 모두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만약 어

느 한 변수를 무시한 채로 분석을 진행하게 된다면 왜곡된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게 된다.  

코호트 분석은 아래와 같이 특정 변수의 관측치에 대해 연령, 연도, 코호트에 대해 나

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아래의 <표 1>에서 각 열은 연도를 나타내고 행은 연령을 

나타내며 표 안의 각 숫자들은 관측치가 된다. <표 1>에서 대각선 상에 같은 위치에 있

는 관측치들은 같은 코호트에 속해 있으며 표를 감싸고 있는 숫자는 코호트에 번호를 붙

인 것이다.  

<표 1> 코호트 분석 데이터 예시  

 P1 P2 P3 P4  

A1 10 5 4 8 6 

A2 9 6 6 7 5 

A3 8 6 4 6  

 1 2 3 4  

 코호트 분석에서는 모든 변수들이 더미변수로 들어간다. 선행연구 등을 통해 선형관계

를 갖는다고 명백히 나타난 경우를 제외하곤 독립변수와 연령, 연도, 코호트가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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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갖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각 변수를 더미변수로 만들어 분석함으로써 선형

관계를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코호트 분석에서는 A와 P와 C에 대해 다음과 같

은 회귀분석식을 설정하게 된다.  

Y = c +	α 퐴 + 휏 푃 + 훿 퐶 + ε 

				= c + 	Xβ+ ε  

 

여기서 X는 아래와 같다.  

 

										훼 		훼 		훼 			휏 			휏 			휏 			휏 			훿 			훿 			훿 			훿 			훿 			훿  

푋 =

⎣
⎢
⎢
⎢
⎢
⎢
⎢
⎢
⎢
⎢
⎢
⎡
1 0 0
1 0 0
1 0 0

1 0 0
0 1 0
0 0 1

0 0 0
0 0 0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1 0

0 0 0
1 0 0
0 1 0

1 0 0
0 0 1
0 0 0

0 0 0
0 0 0
1 0 0

1
0
0

0 1 0
0 1 0
0 0 1
0 0 1
0 0 1
0 0 1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0 0 0
1 0 0
0 1 0

0 1 0
0 0 1
0 0 0

0
0
0

0 0 1
0 0 0
1 0 0

0 0 0
1 0 0
0 1 0

0
0
0⎦
⎥
⎥
⎥
⎥
⎥
⎥
⎥
⎥
⎥
⎥
⎤

 

 

위의 X에서 각 행은 관측치들의 특성을, 열은 변수를 나타낸다. 훼 는 i살의 연령 효과, 

휏 는 j기의 연도 효과, 그리고 훿 는 r이라는 코호트의 코호트 효과를 나타낸다.  

위와 같은 분석은 선형관계를 제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

다. 일반적으로 코호트 분석은 3변수를 모두 포함시킨 분석은 불가능한데 그 이유는 “연

도 = 코호트 + 연령”이기 때문에 X는 full rank가 아니며 역 행렬이 존재하지 않게 되

고 이에 계수 값을 추정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보완적인 분석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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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1> 

 모델 1에서는 설명의 대상으로 PAI지수를 사용하고 가정을 통해 연도 더미를 제외한 

나머지 설명변수만으로 분석을 진행한다.  

 

 모델 1은 다음과 같은 가정을 바탕으로 한다. 

(M1-A1) 각 연도 효과는 모든 연령에 동일한 영향을 준다. 

이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것은 연령-범죄분포의 정점이 우측으로 이동하는 원인

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다. 즉, 각 연령이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지르는지 보다 각 연령

대가 상대적으로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지르는지가 관심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

서 종속변수로 각 연령별 범죄 비중을 나타내는 연령 집단 별 범죄참여율(이하 PAI)을 

이용하였다. PAI지수의 공식은 다음과 같다.  

푟 =
퐴
푃

∗ 100,000 

푃퐴퐼 =
푟
∑푟

∗ 100	(푖 = 	연령집단, 푗 = 년도) 

 푃 는 j년도 i라는 연령집단의 인구 수이고 퐴 는 j년도 i라는 연령집단의 범죄자 수이다. 

푟 는 j년도 i연령집단의 인구 10만명당 범죄자 수이고 푃퐴퐼 는 푟 의 연령 별 비율을 나

타낸다.  

코호트 분석에서 연도 효과는 해당 연도의 특징이 종속변수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

치느냐를 나타내는데 PAI의 경우 연도에 따라 연령별로 구성비는 달라지지만 모든 연령

의 범죄 비중의 합이 1인 것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연도효과는 0의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이에 연도효과를 0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고 연도 더미변수를 포함시키지 않

고 나머지 변수들 만으로 계수 값을 추정하면 순수한 연령 효과와 코호트 효과를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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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2> 

모델 2에서는 가정에 의해 연령 효과를 추정한 후 연령 효과가 제거된 PAI지수를 연

령 별로 분류된 연도 더미와 코호트 더미로 설명한다.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은 연령-범죄분포의 정점이 우측으로 이동하는 원인이 현재 우리

나라의 상황이(연도 효과) 중·장년층이 범죄를 저지르게 하기 때문인지 아니면 특정 기

간에 태어난 사람들이 범죄율이 높고(코호트 효과) 이러한 사람들의 연령이 높아지기 때

문인지 분석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모델 1>와 같이 특정 연도가 모든 연령대

에 동일한 영향을 준다고 가정하는 것은 이 연구의 목적에 완전히 부합한다고 할 수 없

다.2 이에 연도와 연령의 교차항을 넣어 연도가 각 연령대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분

리하고자 한다. 하지만 이 경우 <모델 1>과 같은 방법으로 연도 효과를 제거할 수 없다. 

이에 연령 효과를 특정 가정하에 만들어 내고 이 연령 효과가 제거한 값을 설명의 대상

으로 놓은 후 연도*연령과 코호트를 설명 변수로 놓고 분석을 진행한다  

연령 효과를 도출해 내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연도 효과와 연령 효과에 대해 다

음과 같은 가정을 설정한다.  

(M2-A1) 1세 간격의 Data에서 t라는 시기가 a세에 미치는 영향과 a+1세에 미치는 영

향의 차이는 매우 작다 

(M2-A2) 1세 간격의 Data에서 t기와 t+1기가 a세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는 매우 작

다. 

위 가정 하에서 연령-효과를 도출해 낼 수 있다.  

 

 

 

 

                                         
2 기존의 범죄의 코호트 효과를 추정하는 분석은 대부분 모델 1과 같은 가정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

의 연구들의 목적은 이 연구처럼 연령-분포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 아닌 범죄 자체의 증가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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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연령-연도-코호트 효과 표 

 A17 A18 A19 … 

Y1985 훼 + 휏 , + 훿  훼 + 휏 , + 훿  훼 + 휏 , + 훿   

Y1986 훼 + 휏 , + 훿  훼 + 휏 , + 훿  훼 + 휏 , + 훿   

Y1987 훼 + 휏 , + 훿  훼 + 휏 , + 훿  훼 + 휏 , + 훿   

…     

우선 각각의 관측치에 대해 <표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훼 는 i살의 연령 

효과, 휏 , 는 j라는 시기가 i살에 미치는 영향, 연령 별 연도 효과, 그리고 훿 는 r이라는 

코호트의 코호트 효과를 나타낸다. 위의 표에서 인접한 행의 같은 코호트에 속해 있는 

값끼리 빼면 연령 효과를 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986년 18세의 값과 1985년 17세의 

값을 빼면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하게 된다.  

 훼 + 휏 , + 훿 − 훼 + 휏 , + 훿 = 	∆훼 + 휀 = 	∆훼  

이와 같은 방법으로 도출해 낸 ∆훼 들을 더해줌으로써 각 연령대 별 연령 효과를 추정해 

낼 수 있다. 그리고 이 방법으로 도출해 낸 연령 효과는 <그림 3>와 같은 모습을 보인

다.  

           <그림 3> 1세별 자료를 통해 도출해낸 연령 효과곡선      (%) 

 

이 연령 효과곡선은 한국에서 군입대로 인해 나타나는 만 20세 근처의 무력화 효과를

(박철현, 2001) 잘 반영한다. 하지만 30대 후반의 급속도로 감소하였다 40대에 다시 증

가하는 현상은 명확한 이유를 설명하기 힘들다. 위의 <모델 2>의 가정을 바탕으로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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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낸 연령효과곡선은 다른 산업화된 국가들의 연령-범죄 곡선과 유사한 모양을 보이고 

있는데 이를 통해 다른 산업화된 국가들의 경우 코호트 효과나 연도효과가 크게 나타나

지 않고 안정적일 것이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모델 1>과 <모델 2>는 보완적인 성격을 지닌다. 또한 모든 

분석은 3세와 5세 2개의 연령집단에 대해 수행하였다. 3세별 분석은 조금 더 정밀한 분

석을 위한 것이며 5세별 분석은 코호트 분석 후 원인분석을 실시할 때 이용할 통계청의 

자료와 연령을 맞추기 위해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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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코호트 효과의 원인분석 

이 연구의 목적은 연령-범죄분포의 변화가 코호트 효과의 영향을 받은 것인지 밝히는 

것이지만 만약 코호트 효과가 이 현상의 주요 원인이라면 어떠한 이유로 특정 코호트의 

범죄율이 높아졌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것 역시 중요한 연구 과제가 될 것이다. 이에 코

호트의 범죄율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들을 통해 원인분석을 시도해 보았

다. 원인분석에 이용된 변수들은 다음과 같다.  

코호트의 크기는 여러 연구들(Easterlin, 1978, 1980; Jones 1980, 최인섭, 박순진, 

1991)에서 밝힌 바와 같이 범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코호트의 크기가 크다는 것은 

그들이 살아가면서 겪어야 하는 경쟁의 정도를 나타내는 대리변수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미국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코호트의 크기가 범죄 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Smith, 1986). 이 연구에서는 각 코호트들의 출생 인구 수와 15세 때의 인구 수

를 사용하였다.  

교육 수준은 코호트의 특징을 나타내는 변수이며 여러 연구들에게 밝혀진 바와 같이 

교육 수준의 증가는 범죄를 억제하는 작용을 한다(Lochner, 2001).이 연구에서는 서울대

학교 이철희 교수의 “혼인ㆍ출산 행태 및 인구ㆍ가구구성 변화 분석” 데이터의 교육 수

준을 사용하였다.  

실업률은 시대별 특징으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노동시장 진입 당시의 실업률이 생애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각 코호트의 특징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

서는 각 코호트가 노동시장에 진입할 당시 실업률을 구할 수 없어 분석 년도의 실업률과 

그 바로 전 년도의 실업률을 이용하였다.  

성비의 불균형은 범죄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 성비가 불균형을 이루게 되는 경우 

결혼에 대한 비용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에 상대적으로 능력이 부족하거나 기회가 적은 

남성들은 결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범죄라는 

수단을 이용하게 된다(Edlund et al, 2013). 또한 성비의 불균형은 결혼하지 못한 인구의 

증가를 의미하는데 결혼이 갖는 범죄 완화 효과를 고려할 때 성비는 해당 코호트의 범죄

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해 볼 수 있다. 이에 코호트 별 출생성비와 15세 

때의 성비를 설명변수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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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석 결과 

5.1  코호트 분석 결과 

<모델 1>을 통해 분석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 모델 1 - 3세별 범죄 비중 계수 추정 표 

연령 효과 Coef. Std. Err. P>|t| 코호트 효과 Coef. Std. Err. P>|t| 

16-18세 Omitted  - 26-28년생 1.625 0.503 0.002 

19-21세 0.340 0.212 0.115 29-31년생 2.091 0.420 0.000 

22-24세 2.000 0.222 0.000 32-34년생 2.016 0.385 0.000 

25-27세 3.709 0.233 0.000 35-37년생 2.552 0.364 0.000 

28-30세 4.066 0.245 0.000 38-40년생 2.964 0.348 0.000 

31-33세 3.653 0.258 0.000 41-43년생 3.906 0.335 0.000 

34-36세 3.489 0.273 0.000 44-46년생 3.787 0.324 0.000 

37-39세 3.500 0.285 0.000 47-49년생 4.676 0.313 0.000 

40-42세 3.819 0.296 0.000 50-52년생 4.958 0.302 0.000 

43-45세 3.835 0.308 0.000 *53-55년생 6.468 0.290 0.000 

46-48세 3.509 0.319 0.000 56-58년생 6.360 0.278 0.000 

49-51세 2.986 0.329 0.000 59-61년생 6.190 0.266 0.000 

52-54세 2.243 0.340 0.000 62-64년생 4.963 0.253 0.000 

55-57세 1.509 0.351 0.000 65-67년생 4.176 0.241 0.000 

58-60세 0.940 0.364 0.012 68-70년생 3.231 0.213 0.000 

    71-73년생 2.292 0.216 0.000 

    74-76년생 2.029 0.223 0.000 

    77-79년생 2.100 0.237 0.000 

    82-80년생 2.582 0.267 0.000 

    83-85년생 2.196 0.34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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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모델 1 - 5세별 범죄 비중 계수 추정 표 

연령 효과 Coef. Std. Err. P>|t| 코호트 효과 Coef. Std. Err. P>|t| 

15-19세 Omitted  - 27-31년생 2.865 1.149 0.024 

20-24세 2.235 0.523 0.001 32-36년생 3.490 0.989 0.003 

25-29세 6.612 0.577 0.000 37-41년생 4.705 0.910 0.000 

30-34세 6.424 0.639 0.000 42-46년생 6.524 0.852 0.000 

35-29세 5.813 0.711 0.000 47-51년생 8.195 0.799 0.000 

40-44세 6.471 0.770 0.000 *52-56년생 10.403 0.740 0.000 

44-49세 5.917 0.826 0.000 57-61년생 10.343 0.678 0.000 

50-54세 4.145 0.879 0.000 62-66년생 7.885 0.616 0.000 

55-59세 2.433 0.936 0.019 67-71년생 5.209 0.500 0.000 

    72-76년생 3.457 0.504 0.000 

    77-81년생 3.706 0.539 0.000 

    82-86년생 3.826 0.666 0.000 

위 분석의 계수 값들은 상대적인 효과를 나타낸다. 따라서 위의 계수 값들을 절대적인 

수치로 해석하기 보다는 어디에서 정점이 형성되는지 그리고 다른 집단과의 상대적인 차

이는 얼마인지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모델 1>을 통해 분석해 본 결과 코호트 효과는 

3세별 분석에서는 53-55년에서, 5세별 분석에서는 52-56년생에서 정점을 이룬다. 상대

적인 크기를 살펴보면 3세별 분석과 5세별 분석 모두에서 40년대 후반에서 60년대 중

반 사이에 태어난 인구를 포함하는 코호트가 전체적으로 다른 코호트들에 비해서 범죄율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효과는 20대 후반에 정점을 형성한 후 연령이 높아질수

록 낮아지는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것과 동일한 모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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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2>를 통해 분석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5> 모델 2 - 3세별 범죄 비중 계수 추정 표 

연령별 

연도 효과 
Coef. Std. Err. P>|t| 

연령별 

연도 효과 
Coef. Std. Err. P>|t| 

88년 16-18세 0.769 0.624  0.225 97년 16-18세 -1.382 0.893  0.129 

19-27세 -0.106 0.346  0.760 19-27세 -0.913 0.548  0.103 

28-33세 -0.875 0.387  0.029 28-33세 -0.765 0.409  0.068 

34-39세 0.011 0.378  0.976 34-39세 1.477 0.385  0.000 

40-48세 0.131 0.317  0.681 40-48세 1.017 0.321  0.003 

49-60세 0.325 0.293  0.273 49-60세 -0.103 0.282  0.716 

        

91년 16-18세 -0.229 0.706  0.747 00년 16-18세 1.125 0.442  0.015 

19-27세 0.166 0.387  0.671 19-27세 -1.653 0.638  0.013 

28-33세 -0.168 0.385  0.665 28-33세 -0.679 0.464  0.151 

34-39세 -0.071 0.384  0.853  34-39세 1.891 0.396  0.000 

40-48세 0.208 0.316  0.515 40-48세 1.281 0.326  0.000 

49-60세 0.077 0.286  0.788 49-60세 0.030 0.282  0.917 

        

94년 16-18세 -0.377 0.775  0.629     

19-27세 -0.466 0.457  0.313     

28-33세 -0.532 0.396  0.186     

34-39세 0.923 0.387  0.022     

40-48세 0.565 0.316  0.081     

49-60세 -0.131 0.282  0.963     

        

코호트 효과 Coef. Std. Err. P>|t| 코호트 효과 Coef. Std. Err. P>|t| 

26-28년생 1.153 0.442  0.013 56-58년생 5.011 0.269  0.000 

29-31년생 1.489 0.345  0.000 59-61년생 4.433 0.271  0.000 

32-34년생 1.530 0.301  0.000 62-64년생 2.900 0.277  0.000 

35-37년생 2.134 0.273  0.000 65-67년생 2.190 0.289  0.000 

38-40년생 2.610 0.253  0.000 68-70년생 1.679 0.314  0.000 

41-43년생 3.621 0.241  0.000 71-73년생 0.735 0.441  0.103 

44-46년생 3.556 0.245  0.000 74-76년생 1.186 0.551  0.037 

47-49년생 4.417 0.246  0.000 77-79년생 1.602 0.637  0.016 

50-52년생 4.367 0.250  0.000 82-80년생 2.844 0.776  0.001 

*53-55년생 5.377 0.260  0.000 83-85년생 Omit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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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모델 2 - 5세별 범죄 비중 계수 추정 표 

연령별  

연도 효과 
Coef. Std. Err. P>|t| 

연령별  

연도 효과 
Coef. Std. Err. P>|t| 

90년 15-19세 1.263 2.363  0.593 00년 15-19세 0.548 1.240  0.658 

20-29세 0.923 1.192  0.442 20-29세 -1.475 2.363  0.533 

30-39세 -1.043 1.152  0.371 30-39세 1.901 1.192  0.129 

40-49세 0.163 1.153  0.887 40-49세 1.588 1.152  0.183 

50-59세 -0.018 1.193  0.988 50-59세 0.059 1.153  0.959 

        

95년 15-19세  -0.272 2.942  0.926     

20-29세 -0.411 1.584  0.794     

30-39세 0.451 1.126  0.688     

40-49세 1.166 1.120  0.306     

50-59세 -0.087 1.139  0.938     

        

코호트 효과 Coef. Std. Err. P>|t| 코호트 효과 Coef. Std. Err. P>|t| 

27-31년생 0.742 1.240  0.563 57-61년생 6.604 0.887  0.000 

32-36년생 1.440 1.060  0.189 62-66년생 2.912 0.904  0.007 

37-41년생 2.727 0.947  0.013 67-71년생 0.191 0.986  0.846 

42-46년생 4.567 0.889  0.000 72-76년생 -0.570 2.012  0.776 

47-51년생 5.898 0.886  0.000 77-81년생 0.787 2.668  0.767 

*52-56년생 7.284 0.886  0.000 82-86년생 Omitted -  

<모델 2>를 통해 분석해 본 코호트 효과는 <모델 1>과 마찬가지로 3세별 분석에서는 

53-55년생에서 정점이 형성되고 5세별 분석은 52-56년생에서 정점이 형성된다. 또한 

정점에 인접한 코호트들이 다른 코호트에 비해 범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역시 <모델 1>의 결과와 동일한 결과이다. 연령대 별로 추정한 연도 효과의 경우 가

장 눈에 띄는 점은 1997년과 2000년에 34-39세, 40-48세에서 강하게 양의 영향을 주

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지금 이 분석의 분석대상은 연령별 범죄의 비중이기 때문

에 위 분석결과에서 나타나는 양의 계수 값이 절대적인 범죄 건수의 증가를 나타내진 않

지만 상대적으로 IMF라는 위기가 34-48세 인구에게 더 충격으로 다가왔고 상대적으로 

그 연령대의 범죄가 증가하도록 영향을 미쳤으며 그 영향이 2000년까지 지속되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하지만 이 효과는 코호트 효과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작은 영향을 미친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위의 분석결과를 보면 일관되게 코호트 효과가 연령-범죄분포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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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정점이 베이비붐 세대가 아닌 53-55년생에서 형성

된다는 점이다. 또한 주목할 점은 정점의 주변 코호트들 역시 높은 코호트 효과를 지니

고 있으며 정점에서 멀어질수록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에 40

년대 후반에서 60년대 중반에 태어난 코호트에서 전체적으로 높은 코호트 효과가 나타

나고 있다. 이는 코호트 효과가 높은 세대들이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요인이 그들로 

하여금 범죄율이 높은 세대가 되게 하였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그림 4>은 모델 별로 코호트 분석을 통해 도출해 낸 코호트 효과들을 그림으로 나타

낸 것이다. 모델에 따라 코호트 효과의 수준은 약간 다르지만 정점이 형성되는 위치는 

동일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5>는 <모델 1>의 분석을 통해 통계분석으로 구해낸 연령 효과와 <모델 2>에

서 가정을 통해 Data로부터 바로 도출해 낸 연령 효과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모델 1>

과 <모델 2>를 비교해보면 절대적인 수치는 다를 수 있지만 두 그래프 모두 역W자형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모델 2>에서 도출한 연령 효과가 가

정을 통해 도출되었지만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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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 모델 1과 모델 2를 통해 도출한 코호트 효과         (%) 

 

 

 

             <그림 5> 모델 1과 모델 2에서 도출한 연령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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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코호트 효과의 원인분석 

 위의 코호트 분석을 통해 분석해 본 결과 우리나라의 연령-범죄분포의 정점이 우측으

로 이동하는 주된 원인은 코호트 효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어떠한 이유로 인해 

특정 코호트의 범죄율이 높아지는 것일까? 이를 밝히기 위해 원인분석을 시도해 보았다. 

코호트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 추가된 변수는 4장에서 밝힌 것처럼 코호트의 성격을 나

타내는 변수인 (1) “분석 년도 해당 코호트의 실업률”, (2) “그 직전 년도의 실업률”, 코

호트 별 (3)“출생인구”, (4) “출생성비”, (5) “15세 때의 인구”, (6) “15세 때의 성비”, (7) 

“대학 이상의 교육받은 사람들의 비율”, (8) “중학교 이하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비중” 

이다.  

원인분석을 위해 위의 변수들을 코호트 효과를 추정을 위한 회귀분석에 추가하여 코호

트 효과가 사라지는지 확인해 보았다. 하지만 위의 변수들을 추가하여도 도출되는 코호

트 효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는 코호트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 추가로 대입한 변

수로는 해당효과를 설명할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코호트 효과를 유발하는 요인에 대해서는 더 많은 자료를 통해 논의가 이루어 져야 하

지만 이용 가능한 자료의 한계로 더 이상의 분석을 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들이 겪은 다양한 경험이 그들의 범죄율에 영향을 주었으리라 생각해 볼 수 있다. 

1950년생들뿐만 아니라 범죄율이 높은 코호트의 구성원들은 6.25 한국전쟁 이후 우리나

라는 사회, 경제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였다. 때문에 정은경(2012)에서 밝힌 것과 

같이 그들이 겪은 급격한 사회변화와 경제성장, 증가하고 있는 빈부격차와 IMF 경제위

기로 인한 혼란, 전통적 가치관의 변화와 경쟁에 의한 스트레스 등 그 원인으로 지목할 

수 있는 많은 요소들이 존재하고 이 요소들의 복합적인 효과가 범죄율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필자의 짧은 생각으로 한가지 추가적인 가설을 세워보자면 6.25전쟁 후의 우리나라의 

척박한 환경이 특정 코호트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범죄율이 높은 코호트가 되게 하였다는 

것이다. 모피트(Moffitt, 1993)에 따르면 범죄자 생애 과정 전체에서 지속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생애지속형(life-course-persistent) 범죄자와 청소년기한정형(adolesc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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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ited)3 범죄자로 구분되는데 시대와 나이에 상관없이 특정 코호트의 범죄율이 높다는 

것은 그 코호트의 생애지속형 범죄자의 비율이 높기 때문일 것이라 추측해 볼 수 있다. 

모피트는 생애지속형 범죄자가 생기는 이유에 대해 어린 시절의 성향과 그 개인을 둘러 

싼 환경으로 설명하고 있다. 유아기 시절 개인들은 다양한 성향을 지니고 있으며 그것이 

어떠한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다. 이 중 신경질적이고 폭력적인 기질을 가진 아동도 

존재하는데 이들의 성향은 올바른 부모의 양육 등을 통해 개선될 수 있다. 하지만 만약 

폭력적인 기질이 유지되는 경우 그들에게 조금씩 반사회적인 성향이 생겨나고 이것이 축

적되면서 생애지속형 범죄자를 만든다는 것이다. 폭력적인 기질을 가진 유아의 비중이 

모든 코호트에서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상대적으로 척박한 환경에서 자란 코호트는 그러

한 기질을 개선하지 못하고 성장한 인구가 많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높은 생애지속형 범

죄자의 비율을 갖게 되었을 수 있다. 1950년대 생들이 본격적으로 범죄 통계에 포함되기 

시작한 1976년부터 재범률이 급속도로 증가하였다는 사실은 위의 가설을 어느 정도 지

지해 준다고 볼 수 있다. 아래의 <그림 6>을 보면 1976년부터 우리나라의 재범률은 지

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4 5

                                         
3 모피트(Moffitt, 1993)는 청소년기 한정형 범죄자는 생물학적 연령의 역할과 사회적인 역할의 괴리감으로 

인해 범죄를 저지르며 일시적이라 주장하였다. 

4 1976~1992년, 1993년, 1994~2000년의 재범에 관한 자료의 출처가 달라 1993년과 1994년에 급감하
는 모습을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5 재범률에 관련된 자료는 연령 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특정 코호트의 재범률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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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총 범죄의 재범률                        (%) 

 

출처: kosis.kr; 검찰청, 범죄분석통계 
재범자 남녀 및 성소년별 (범죄자 수)(1976~1992), 

재범자 남녀 및 성인·소년별 전회처분 상황(1993),  

범죄별/재범기간 및 종류별 전과자 수(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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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6.1 분석 결과의 요약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연령-범죄분포의 정점이 이동하는 원인에 대해 코호트 분석을 

통해 분석해보았다. 연령별 범죄 발생 비율을 나타내는 PAI지수를 바탕으로 분석해 본 

결과 <모델 1>과 <모델 2> 모두 코호트 효과의 정점은 3세별 분석 53-55년생, 5세별 

분석은 52-56년생에서 형성된다. 정점을 중심으로 그 주변 코호트를 살펴보면 40년대 

후반부터 60년대 중반에 태어난 코호트들이 전체적으로 높은 코호트 효과를 보이고 있

으며 정점에서 멀어질수록 코호트 효과가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모델 2>의 연령별 

연도효과는 전체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1997년과 2000년이라는 연도가 

34-39세와 40-48세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한 것으로 나왔다. 이는 IMF 경제위기의 충

격이 34-48세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범죄율에 영향을 주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 수

치들은 코호트 효과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작은 값이기 때문에 연령-범죄분포가 변화

하는 현상의 주요 원인은 코호트 효과 때문이라 분석할 수 있다. 

또한 코호트 효과의 원인을 분석해 보기 위해 코호트의 특성을 나타내는 (1) “분석 년

도 해당 코호트의 실업률”, (2) “그 직전 년도의 실업률”, 코호트 별 (3)“출생인구”, (4) 

“출생성비”, (5) “15세 때의 인구”, (6) “15세 때의 성비”, (7) “대학 이상의 교육받은 사

람들의 비율”, (8) “중학교 이하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비중”을 추가하여 회귀분석에서 

코호트 효과를 설명하려 시도하였으나 그 어떠한 변수로도 코호트 효과를 설명 할 수 없

었다.  

위의 두 분석 결과는 단순히 코호트 사이즈나 교육수준과 같은 코호트의 특성을 나타

내는 요소들이 아니라 해당 코호트들이 공통적으로 겪은 경험이 그들에게 차등적으로 영

향을 미쳤고 이들 중 52-56년생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았기 때문일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경험으로는 그들이 겪은 급격한 사회변화와 경제성장, 증가하고 있는 빈부

격차와 IMF 경제위기로 인한 혼란, 전통적 가치관의 변화와 경쟁에 의한 스트레스 등을 

들 수 있다. 

무엇이 이 코호트 효과를 유발하는지에 대해 추가적으로 가능한 추론은 6.25 한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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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 후 척박한 환경이 그들의 범죄율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6.25전쟁 이후 척박한 

환경은 부모가 아이에게 올바른 양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폭력적인 

기질을 가진 아이들이 그들의 성향을 개선할 기회가 적었을 것이다. 이에 이 시기에 유

아기와 아동기를 겪은 코호트들에 생애지속형 범죄자의 비중이 높아졌을 가능성이 존재

하고 이들이 범죄율에 대한 코호트 효과를 유발했으리라 생각해 볼 수 있다. 1950년대 

생들이 범죄통계에 포함되기 시작한 1976년부터 재범률이 급속도로 증가한다는 사실은 

이 가설을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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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정책적 함의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중·장년층 범죄 증가의 원인

이 특정 코호트의 높은 범죄율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중·장년층 범죄 증가

의 원인이 경제적 요인 때문이라는 일반적인 주장들과 상반되는 결과이다. 따라서 효과

적인 정책을 설정하기 위해선 우선 해당 코호트의 경제적 상황뿐만 아니라 그들이 겪어

온 경험 등 다양한 관점에서 그들을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연

구 없이 단순히 경제적 요인만을 중·장년층 범죄의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한 후 이를 바

탕으로 정책이 설정된다면 비효율적인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전과자들에 대한 관리·감독의 관리감독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40%

에 가까운 우리나라의 재범률과 지속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5%가 총 범죄의 50%, 또

는 그 이상을 저지른다는 연구결과(Wolfgang, 1972; Farrington et al, 1986)는 범죄를 

저질렀던 생애지속형 범죄자의 재범을 막는 것이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것

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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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한계점 

 본 연구는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우선 데이터적인 측면부터 살펴보자면 범죄 유형별로 정확한 분석을 실시하지 못하였

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1세별 자료를 바탕으로 원하는 연령대와 원하는 시기에 분석

이 가능해졌지만 이 자료는 교통범죄를 제외한 총범죄에 대한 정보만을 담고 있어 범죄 

유형별 분석은 불가능하였다. 또한 데이터의 기간이 1985-2000년까지라는 점 역시 큰 

한계로 작용하였다. 특히 2010년 이후 20세 이하의 저 연령층의 범죄가 증가하는 모습

을 보이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 이러한 현재의 특징을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점은 아쉬움

으로 남는다. 또한 코호트 효과에 대한 원인분석을 위해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많은 

한계가 느껴졌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코호트는 1920년생부터 시작하는데 많은 변수

의 경우 1920년생에 대한 자료를 구하기가 힘들었다. 하지만 이는 마이크로 센서스 자

료들을 이용하면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 방법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모델 2>의 가정이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하지 않

고 있다는 점이 한계로 작용할 것 같다. 만약 연령효과에 대한 명확한 연구가 진행이 되

어 연령효과를 더욱 명확하게 추정해 낼 수 있다면 엄밀한 연구가 가능해 질 것 이다.  

이러한 아쉬운 점과 한계들이 다음 연구에서 개선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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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코호트  

효과 
Coef. P>|t| 

코호트  

효과 
Coef. P>|t| 

코호트  

효과 
Coef. P>|t| 

25-27년생 1.448 0.006 26-28년생 1.625 0.002 27-29년생 1.929 0.000 

28-30년생 1.555 0.001 29-31년생 2.091 0.000 30-32년생 2.510 0.000 

31-33년생 1.840 0.000 32-34년생 2.016 0.000 33-35년생 2.307 0.000 

34-36년생 2.328 0.000 35-37년생 2.552 0.000 36-38년생 2.736 0.000 

37-39년생 2.727 0.000 38-40년생 2.964 0.000 39-41년생 3.097 0.000 

40-42년생 3.723 0.000 41-43년생 3.906 0.000 42-44년생 3.741 0.000 

43-45년생 3.628 0.000 44-46년생 3.787 0.000 45-47년생 4.468 0.000 

46-48년생 4.538 0.000 47-49년생 4.676 0.000 48-50년생 4.736 0.000 

49-51년생 5.398 0.000 50-52년생 4.958 0.000 51-53년생 5.263 0.000 

52-54년생 6.087 0.000 *53-55년생 6.468 0.000 54-56년생 6.220 0.000 

55-57년생 5.814 0.000 56-58년생 6.360 0.000 *57-59년생 6.698 0.000 

58-60년생 5.725 0.000 59-61년생 6.190 0.000 60-62년생 6.561 0.000 

61-63년생 4.191 0.000 62-64년생 4.963 0.000 63-65년생 5.959 0.000 

64-66년생 3.532 0.000 65-67년생 4.176 0.000 66-68년생 4.568 0.000 

67-69년생 2.585 0.000 68-70년생 3.231 0.000 69-71년생 3.894 0.000 

70-72년생 1.805 0.000 71-73년생 2.292 0.000 72-74년생 2.908 0.000 

73-75년생 1.697 0.000 74-76년생 2.029 0.000 75-77년생 2.332 0.000 

76-78년생 1.998 0.000 77-79년생 2.100 0.000 78-80년생 2.318 0.000 

79-81년생 2.178 0.000 80-82년생 2.582 0.000 81-83년생 2.722 0.000 

82-84년생 2.099 0.000 83-85년생 2.196 0.000 84-86년생 2.407 0.000 

연구 결과를 통하여 1950년대 출생한 코호트의 범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는 3세단위로 묶인 집단으로서만 파악되는데 위와 같이 코호트의 출생 년도를 

달리해서 분석함으로써 각 출생연도별로 상대적인 효과를 도출할 수 있다. 코호트 효과

의 정점을 형성하는 코호트를 중심으로 표를 해석해 보면 55년생은 52년생보다 범죄율

이 낮고, 53년생은 56년생보다 범죄율이 높다. 54년생은 57년생보다 범죄율이 높고 55

년생과 58년생보다, 56년생은 59년생보다 범죄율이 낮다. 또한 56년생은 59년생보다 범

죄율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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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analyzes increasing crime rates of middle-aged people, a strange 

phenomenon occurred in Korea. By using Cohort Analysis Method to derive 

net effects of cohort, age, periods, this paper shows that the main cause of 

the phenomenon is cohort effect; some cohorts have higher crime rates. This 

result directly contradicts to previous claims that middle-aged people's high 

crime rates are caused by their economic and social situation. To find out 

what made these cohorts have high crime rates, mechanism analysis was 

implemented by adding some data associated with characteristics of the 

cohort to the cohort analysis regression. The result shows possibility that 

some “collective experiences” of cohorts make them to commit more crimes 

than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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