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논문 행정논총 제53권 제2호(2015. 6): 123~151

소득불평등과 범죄 간의 관계에 대한 탐색: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최 낙 범***

금 현 섭***

오 윤 이***

1)    

<目     次>

Ⅰ. 서 론

Ⅱ. 이론적 검토

Ⅲ. 자료와 분석방법

Ⅳ. 분석결과 

Ⅴ. 결론 및 시사점 

<요     약>

범죄는 사회안전(social safety)을 위협하는 주된 요인이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에 대한

요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올바른 대책 수립은 범죄발생의 원인에 대한 이해에 기초해야 하므

로, 학계에서는 오랜 기간 이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여전히 그 관련성은 명확하지

않다. 다만 최근 들어 범죄의 원인을 개인으로부터 찾고자 하는 접근방식보다는 사회구조적 요인

에서 찾고자 하는 노력들이 시도되어 왔고, 특히 다양한 사회병리현상들을 야기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는 경제적 불평등(inequality)과 범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불평등이 날로 심화되는 현

시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이에 관한 연구를 찾아보기 어려우며, 더욱이 다

양한 범죄유형으로 확장된 소득불평등과 범죄 간의 관계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을 포괄하지 못하

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자료(KLIPS)를 이용하여 1999년에서 2009년까지 광역

지방자치단체 별 소득불평등도를 측정하고 다양한 범죄 유형별로 그 관련성을 탐색하고자 하였

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통범죄를 제외한 총범죄와 불평등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불평등과 범죄의 관련성은 범죄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재산범죄, 그

중에서도 특히 절도와의 관련성이 높았다. 강간범죄와의 관련성은 강간범죄의 속성상 공식적인

범죄통계 데이터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신중한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절대

적 빈곤의 경우 단순폭행범죄와 관련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상대적 불평등과

절대적 빈곤이 범죄 유형별로 다르게 작동하는 원리에 관하여 보다 심도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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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사회안전(social safety)은 최근 한국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는 정책 이슈 중 

하나로서, 범죄는 자연재해, 경제적 위험, 질병 등과 함께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주된 요인으

로 꼽히고 있다.1) 범죄는 직접적으로는 신체적･재산적 피해 뿐 아니라 가해자나 피해자 모

두의 주관적 심리상태에 악영향을 미치고, 간접적으로는 범죄예방･법집행･교정비용 등 막대

한 사회적 비용을 수반한다.2) 따라서 범죄 대처는 오래 전부터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

로 인식되어 왔고 최근 들어서는 범죄 검거나 처벌뿐만 아니라 예방 및 피해자구제와 같이 

보다 적극적인 대처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다.3) 

모든 정부개입이 그러하듯이 범죄의 경우에도 무엇보다 범죄발생의 원인에 대한 이해에 

기초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관심과 노력에 비해서 그리 명쾌하지는 않다. 먼저 범죄는 인간 

자유의지의 소산이라고 보는 시각, 생물학적･심리적 측면에서 원인을 찾는 시각과 환경과 

문화에 의한 산물로 보는 시각이 구분되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의 이익 극대화 측면에

서 바라보는 경제학적 시각(Becker, 1968)과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사회해체론적 시

각(Shaw & McCay, 1942) 등이 대립한다. 다만 실제 범죄행위로의 발현과정은 개인적 요인

과 사회적 요인들이 혼재된 복합적인 양상으로서 어느 특정 단일이론만으로 설명하기는 곤

란하다는 것이 그 동안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견해이고(조준현, 2003 ; Braithwaite, 1989), 이

에 더해 개인으로 하여금 범죄행위라는 제한된 선택을 하도록 만드는 사회구조적 요인으로

서 새로운 정치･경제･사회적 환경의 탐색과 맥락에 주목하는 것이 최근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Doyle 외, 1999 ; Fajnzylber 외, 2002). 

국내 연구들의 경우에도 개인 특성보다는 다양한 사회구조적 요인과 범죄발생과의 연계

성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최근 들어 시도되고 있고(이성우･조중구, 2006 ; 정진성･곽대훈, 

2008 ; 정진성･박현호, 2010), 본 연구 역시 우리사회의 구조적 요인 중 하나인 경제적 불평

등(inequality) 현상과 범죄발생과의 관련성을 실증적으로 탐색해 보고자 한다.  

1) 통계청에서 가장 최근에 실시한 ‘2012 사회조사’에 따르면 13세 이상 국민들이 생각하는 사회의 가

장 주된 불안요인은 범죄발생(29.3%)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국가안보(18.4%), 경제적 위험

(15.3%) 등으로 나타났다(국가통계포털, KOSIS). 또한 지난 10년간 총 발생범죄 건수는 증감을 반복

하고 있는 반면,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의 강력범죄가 전체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지속적인 증

가추세에 있다(경찰통계연보, 2012). 

2) 미국의 일부 주(state)의 경우 교정시설의 신축 및 유지･보수에 따른 비용문제로 형량을 감축하는 사

례도 발생하고 있다. 

3) 최근 주요 선거에서 제시되었던 안전사회 구축, 안전한 사회망 건설 등과 같은 공약들과 범죄문제 

대응을 위한 정부조직개편, 경찰력 증원 등 정부의 정책적 노력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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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발생의 원인으로 불평등 문제를 살펴보려는 본 연구의 취지는 사뭇 단순하다. 주로 

소득의 상대적인 격차로 측정되는 경제적 불평등은 여러 가지 사회병리현상을 야기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는데(Stiglitz, 2013), 그 중 하나로서 범죄발생 또는 그 증가의 가능성이 제기

된다. 물론 불평등과 범죄 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다수 존재하

며, 범죄 유형에 따라 그 관련성도 차별적임이 차츰 밝혀지고 있다(Neckeman & Torche, 

2007). 더욱이 경제적 불평등이 사회적 불평등으로 전환되는 양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불평등의 다양한 사회적 영향(consequence)과 함께 범죄의 원인(causes)으

로서의 역할 가능성에 대한 분석 역시 요구된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이에 대한 연구는 거

의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고자 한다.  

먼저 불평등과 범죄간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설명이 가능하다. 첫째, 경제적 

자원의 불균형적인 분배와 축적은 현 시점에서의 소비는 물론 미래를 위한 균등한 기회의 

차단으로 연계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불평등이 심하거나 고착화되는 경우 경제적으로 구

분되는 계층 간 분열 뿐 아니라 정치적 소외와 상대적 박탈감(relative deprivation) 등으로 인

한 사회적 갈등이 야기될 수 있고 일부의 경우 범죄와 같은 반사회적인 행태로 표출될 수 

있다. 따라서 불평등의 심화는 범죄발생의 주된 사회구조적 요인이 될 수 있다. 둘째, 잠재

적 범죄자는 범죄로 인한 기대이익이 기대비용보다 클 때 범죄를 저지르며(Becker, 1968), 

이러한 기대이익은 경제적 보상 뿐 아니라 여러 유형의 보상을 포함한다(Fajnzylber 외, 

2002). 이때 불평등 수준이 심할수록 상대적으로 열위에 놓인 잠재적 범죄자는 기대이익을 

주관적으로 과대계상할 가능성이, 그리고 상대적으로 우위에 놓인 잠재적 범죄자의 경우 기

대비용을 주관적으로 과소계상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정상적인 보상 획득 채널보다

는 불법적인 채널 즉, 범죄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즉, 불평등은 범죄발생의 직

접적인 원인이기 보다는 범죄발생을 가속화하는 사회적 조건(social conditions)으로 작동할 

수 있다.  

물론 불평등과 범죄발생 간의 관련성에 있어서 어떤 설명이 보다 적절한지는 결국 해당 

사회의 시공간적 상황에 따라 달리 나타날 것이며, 이는 실증분석을 통한 검증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이들 간의 관계를 우리나라의 광역지방자치단체 수준에

서 실증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며, 이를 통해 범죄발생에 대한 이해는 물론 그 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의 수립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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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검토

1. 범죄원인에 대한 사회구조적 접근

역사적으로 범죄발생의 원인에 대한 논의는 대체로 개인의 선택 또는 사회적 환경 중에

서 어느 것에 중점을 두는지에 따라서 달리 전개되어왔다. 개인적 측면을 강조하였던 산업

화 이전과는 달리 그 이후의 연구 경향은 주로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범죄발생의 원인을 찾

고자 하였다. 주된 이유는 경제적 번영과 물질적 풍요로움 속에서 도시 내 지역과 집단별로 

사회경제적 수준에 큰 격차가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이 과정에서 열악하고 궁핍한 환경에 

놓인 도시의 특정 지역 또는 집단에 범죄가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Merton, 

1938 ; Shaw & McCay, 1942).

특히 사회해체이론의 토대가 된 Shaw & McCay(1942)는 지역적 특성과 범죄가 체계적인 

관련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 도시 내에서 범죄발생이 가장 많은 지역은 주거지역에

서 상업지역으로 변해가는 도심과 인접한 전이지역(zone in transition)이고, 범죄율은 도심에

서 멀어질수록 점차 낮아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범죄발생이 많은 지역은 해당 지역 내 주민

들의 인종이나 국적이 바뀌는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높은 범죄율을 보였다. 즉, 개인의 특성

과는 구별되는 지역의 특성과 범죄발생과의 중요한 연관성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이때 지

역의 구조적 특성들은 크게 물리적 지위, 경제적 지위, 인구구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물

리적 지위는 인구의 전입과 전출에 의한 인구이동성으로, 경제적 지위는 생활보호대상가구

비, 평균집세, 자가소유비와 같은 변수로, 그리고 인구구성은 흑인인구비와 해외이주민비로 

측정하였다. 그들의 주장은 이질적인 인구구성으로 인해 해당 지역에 다양한 사회제도와 하

위문화가 존재하게 되면, 개인에 대한 지역공동체의 통제가 어려워짐으로써 범죄발생률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즉, 빈곤, 윤리적 이질성, 거주 이동성 등 사회구조적 특성이 사회적 통

제 네트워크를 약화시키고 사회 구성원의 범죄행위를 방지하는 비공식적인 사회규범의 영

향력을 감소시키는 요인이라는 것이다(Kornhauser, 1978). 따라서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수직

적 계층분포와 지위를 형성하여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하위계층의 소외감, 절망, 분노감이 

표출되어 갈등과 범죄가 양산되는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Durkheim이 높은 자살률을 조장하는 한 요인으로서 현대사회의 무규범 혹은 사회

통제의 결핍상태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 아노미(Anomie)라는 용어를 현대 미국 사회와 범

죄학 이론에 적용한 것이 Merton(1938)의 아노미이론이다(Akers & Sellers, 2004 : 248). 

Merton은 사람들의 욕구란 생래적이거나 이기적 동기가 아니라 사회의 관습이나 문화적 전

통과 같은 사회 환경에 의해 형성되는 것으로 보았으며, 아노미는 사회에 의해 문화적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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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형성되고 그 목표에 이르는 적법한 사회적 수단이 주어지지 않을 때 나타나는 모순의 

한 형태로 간주하였다. 적법한 수단의 부재와 불평등에 대한 감정은 가난한 이들로 하여금 

범죄를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보상과 만족을 추구하게 만들게 된다는 것이다. 

사회해체이론과 아노미 이론은 각기 다른 이론적 전통과 연구로부터 발전되었으나, 두 이

론 모두 범죄가 사회적 압박에 대한 ‘정상적’ 반응이라고 보는 Durkheim의 주장을 반영하고 

있으며(Siegel, 2007 : 218), 집단이나 공동체, 사회 내에서의 결속과 유대, 통합이 약화될수

록 범죄와 일탈행동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다만 사회해체이론은 

사회구조 자체에 보다 주목하고 있는 반면, 아노미 이론은 사회의 불평등 구조에 보다 치중

한다는 점에서 경제적 불평등 혹은 상대적 박탈과 범죄에 관한 여러 연구는 두 이론을 혼

합하는 모형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Blau & Blau, 1982 ; Kelly, 2000 ; Bursik, 1988). 

2. 소득불평등과 범죄발생

소득불평등에 대한 관심은 빈곤 자체보다는 계층 간의 관계적인 측면에 주목한다

(Einstadter & Henry, 2006 ; 금현섭, 2014). 예컨대 절대빈곤선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이나 

GDP 성장률과 같은 절대적 개념보다는 평균소득과 중위소득 간의 격차, 소득상위계층과 하

위계층간의 평균소득 차이와 같은 상대적 개념이 중시된다.4) 물론 모든 불평등이 부정적이

거나 범죄로 연계되는 것은 아니다. 초기 산업화 시기 농촌으로부터 도시로의 인구이동은 

불평등의 심화를 가져왔지만 동시에 경제성장을 통한 일종의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s)

와 경쟁을 유발하기도 하였다. 더욱이 불평등은 이를 감내할 수 있는 사회적 역량과 선호에 

따라 그 심각성은 달리 나타난다(금현섭･백승주, 2015). 

하지만 범죄는 계층 간 격차가 점차 커지고 고착화되어 이동성이 저하되는 상황에서 발

생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이러한 상황에서 중･하위계층은 이를 단순히 소득차원에서

의 객관적 격차보다는 불공정(unfairness)과 불안감(unsecurity)으로 인식하게 되고, 아무리 노

력해도 상위계층으로 이동할 수 없다는 상대적 박탈감(relative deprivation)을 느끼게 되기 때

문이다. 반면, 상위계층은 불평등 수준이 고착화되면서 부, 권위, 명예, 인맥 등에서의 이점

이 분명해지고 이를 통한 새로운 부의 축적을 위한 기회가 많아지게 되어 이를 공고화되기

를 원하게 된다. 따라서 소득 상하위 계층 모두에서 사회규칙과 규범의 붕괴가 공식･비공식

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적법을 가장한 일탈이나 범죄와 같은 무질서로의 전이에 대한 유

4) Stiglitz 외(2010)는 ‘GDP는 틀렸다(Mismeasuring our lives : why GDP doesn't add up)’라는 저서에서 1
인당 GDP와 같은 총량지표로는 국민의 삶의 질과 같은 사회현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공정한 배분방식을 고려한 새로운 측정지표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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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커지게 된다(금현섭, 2014). 결국 불평등과 범죄와의 관계는 배분적 형평성이 결여된 

공동체 사회에서 집단 간 상호의존성 또는 상호신뢰가 붕괴되어 가는 과정에서 발생할 가

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5) 유사한 맥락에서 Braithwaite(1991)은 불평등이 빈곤층의 범죄와 

부유층의 범죄, 양자 모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모욕감

과 굴욕감은 분노로 이어져 범죄를 유발하게 되며, 불평등한 사회일수록 이러한 모욕감을 

느끼도록 하는 장치들이 구조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불평등이 심화된 사회에서 

부유층은 과시적인 소비를 통해서 빈곤층에게 굴욕감을 주며, 빈곤층은 빈곤 그 자체가 실

패로 받아들여지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더욱 큰 굴욕감을 느낄 수 있다고 설명한다. 

경제적 차이가 범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빈곤층의 증가, 경제적 호황과 

불황의 순환, 실업자의 증가 등이 범죄발생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해 

왔다. 대체로 빈곤층이 밀집한 지역의 범죄율이 높게 나타나고, 경기회복기에 범죄발생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연구에 따라 실업률, GDP 성장률과 같은 주요 거시경제 지표

들과 범죄와의 상관관계가 시차를 두고 다르게 나타나거나(Mocan 외, 2005), 재산 또는 폭

력범죄와 같이 범죄 유형에 따라 그 관련성이 다르게 나타나는 등 일관된 결론을 보여주지

는 못하고 있다(Kornhauser, 1978).6) 오히려 경제적 궁핍 또는 빈곤 자체가 범죄에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경제적 수준이 다른 계층들이 공간적으로 집중화되어 상호작용할 때 범죄가 

발생한다는 주장이 점차 힘을 얻고 있기도 하다(Kubrin & Weitzer, 2003 ; Doyle 외, 1999). 

예를 들어, Rosenfeld(1985)의 연구는 지역 내 소득격차 수준이 크면 클수록 해당 지역의 범

죄 양상이나 상황이 심각해진다는 점을 보이고 있다. 이때 경제적 측면에서의 집단 간 계층

화는 일종의 불평등 수준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계층화의 심화는 곧 불평등의 심화로 간주

할 수 있다. 따라서 불평등과 범죄발생 간의 상호 연계성은 불평등 개념과 그 고착화 과정

에 대한 이해를 통해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실증적으로도 많은 연구들이 소득불평등이 범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지지하고 있다. 

물론 역의 인과관계를 주장하는 소수의 견해7)도 있지만, 대체로 그 보다는 범죄유형에 따

5) 이러한 논리는 개인 수준에서 범죄행위로 나아가는 경제적 동기와 그 과정을 설명하는 연구와도 맥

을 같이 한다. Becker(1968)의 기본가정은 잠재적 범죄자 개인은 범죄행위를 저질렀을 때 얻는 기대

효용(expected utility)의 가치를 극대화 시키는 방법으로써 범죄행위를 선택한다는 것이다. 즉, 범죄자

가 경제적 보상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써 범죄를 택하는 것은 사회규칙을 준수했을 때 보다 더 큰 편

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Ehrlich(1996)는 기회비용 측면에서 소득분포 아래쪽의 빈곤층

에게는 범죄로 인한 기회비용이 낮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더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
라서 범죄통제를 위한 정책은 개인이 범죄행위를 선택했을 때 부담해야 할 기대비용, 가령 체포 가

능성을 높이는 방법이 범죄 억제정책의 중심이 된다(Doyle 외, 1999). 

6)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도 실업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빈곤층 밀집 지역의 범죄율이 반드시 높게 나타나

지는 않고 있다(이혜인･김경민,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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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그 영향관계가 상이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즉, 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유발하는 상

대적 박탈감이나 일탈하고픈 유인이 범죄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

이다. 이러한 경향은 무엇보다 비교 가능한 다양한 통계자료들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제고

되면서 가능하게 된 것인데 예를 들어, Blau & Blau(1982)의 연구에서는 빈곤을 통제한 상

황에서 소득불평등이 주로 살인범죄와 폭행범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Fajnzylber 외(2002) 연구에서는 인종다양성과 경찰력, GDP 성장률, 젊은 남성비율을 통제한 

상황에서 소득불평등이 살인범죄와 강도범죄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Kelly(2000)의 연구에서는 소득불평등이 재산범죄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지만 강력범죄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50개 주에서 발생한 

10년간의 범죄를 분석한 Choe(2008)의 연구에서는 실업률, 교육수준, 인종, 도시화, 빈곤 등

을 통제한 상태에서 소득불평등은 여러 범죄 유형 중에서 특히 강도범죄에 유의미한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8) 

7) Barenboim(2007)은 범죄가 오히려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역의 인과관계(reverse causality)를 주장하면

서 세 가지 가정적 모델을 제시하는데, 첫째, 정태모델(static model)로서 범죄발생이 많은 지역의 저

소득층이 치안재(security goods)를 구입함으로써 가처분소득의 분포가 불균형해지고, 둘째, 시차투자

모델(two period investment model)로서 t기의 범죄대응 비용으로 인해 저축비율이 적어져 t+1기의 불

평등이 심화된다는 것이다. 셋째는 공간모델(spatial model)로서 중산층이 범죄율이 낮은 교외지역으

로 이동하면서 도시에 남은 소득상위계층과 하위계층 간의 불균형이 심화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의 논리대로라면 범죄율이 높은 지역의 저소득층이 범죄대응을 위한 소비를 하고 그 소비부분이 불

평등을 심화시킬 정도의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한데 현실세계에서 어느 정도 적용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전반적인 치안상태가 양호한 지역에서 저소득층이 일정

수준의 치안재를 소비한다는 것은 더욱 설명력이 떨어져 보인다. 또한 도시-교외 지역 간의 이동성만

을 고려한다는 점에서도 논리의 견고함이 부족하며 경험적 증거도 충분히 제시되지 않고 있어 주장

의 타당성은 다소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8) 물론 Doyle 외(1999)의 연구에서는 미국의 48개 주의 10년치에 해당하는 패널자료 분석을 통해 유의

미한 결과를 찾지 못하고 있지만, Messner(1982), Krohn(1976), Sachsida 외(2010), Brzezinski(2013) 등
에서는 소득불평등이 범죄를 설명하는 중요변수임을 실증적으로 밝히고 있다. 



130 ｢행정논총｣ 제53권 제2호

<표 1> 소득불평등과 범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국내에서 소득불평등과 범죄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로는 신관호･신동균

(2007)과 변재욱 외(2013)를 들 수 있다. 먼저 전자의 연구에서는 소득분포의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이 여러 가지 경제･사회적 현상에 미치는 영향들 중 하나로 범죄발생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있는데, 광역시도 단위를 중심으로 총 5년간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양극화 및 소

득불평등이 재산범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찾지는 

못했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전국 12개 광역시도의 패널자료를 활용

하여 다양한 소득불평등 대리변수들과 범죄발생과의 관계를 인구구성, 이혼율, 실업률, 지역

소득 등과 함께 고려하여 분석하였는데, 소득불평등이 심화될수록 범죄발생이 증가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하지만 신관호･신동균(2007)의 연구에서는 관측치 수가 낮을 뿐만 아니

연구자 분석대상 설명변수 통제변수 결과

Krohn(1976)
120개 국가

횡단면 자료

소득불평등

(Gini 계수)

실업률, GNP/cap

산업화수준
살인범죄 발생률(+)

Messner(1982)
50개 국가

횡단면 자료

소득평등[1-Gini

계수(가구소득)]

프로테스탄트 비율,

학교등록률,

GDP/cap

살인범죄 발생률(-)

Blau &

Blau(1982)

1970년 미국

125개 도시

횡단면 자료

소득불평등

(Gini 계수)

총인구, 흑인비율,

이혼률, 빈곤 등

살인범죄 발생률(+)

폭행범죄 발생률(+)

Kelly(2000)

1991년 미국

829개 카운티 및

대도시 200개

횡단면자료

소득불평등

(Gini 계수)

총인구, 인구밀도,

실업, 경찰 등

강력범죄(+)

재산범죄(×)

Choe(2008)

1995-2004

미국 50개 주 및

D.C 패널자료

소득불평등

(Gini 계수)

소득, 실업률,

교육수준, 도시화

등

강도범죄 발생률(+)

살인, 강간,폭행 등

여타범죄(×)

Sachsida

외(2010)

1981-1995

브라질 도시

패널자료

소득불평등

(Gini 계수)

실업률, 평균소득,

도시화

살인범죄 발생률(+)

재산범죄 발생률(×)

총범죄 발생률(×)

Brzezinski(2013)

1979-2003

미국 50개 주 및

D.C. 패널자료

상위 10%/1%

소득점유율

소득, 실업률,

도시화, 교육수준,

흑인비율 등

차량절도(+)

여타 범죄에서는

일관된 결론(×)

신관호 신동균

(2007)

1998-2004

15개 광역시도

패널자료

양극화 지수(ER)

소득불평등

(Gini 계수)

실업률, 남성비율,

젊은층 비율
재산범죄(×)

변재욱 외(2013)

2000-2009

우리나라 12개

광역시도

패널자료

소득불평등

(Gini 계수)

소득분포별 비율

남성비율, 이혼율,

실업률, GRDP 등
총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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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n=75) 지역적 특성에 관한 통제요인들을 충분히 분석모형에 반영하지 않았으며, 노동경

제학적 관점에서 재산범죄유형만을 다루고 있다. 변재욱 외 (2013)의 연구에서도 종속변수로 

형법상 일반범죄만을 다루고 있어 범죄가 발생되는 메커니즘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가 바

탕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국내연구들은 다양한 범죄유형으로 확장된 소득불평등

과 범죄 간의 관계에 대한 기존의 이론적 논의들을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는다고 하겠

다. <표 1>은 소득불평등과 범죄와의 관계를 살펴본 주요 선행연구들을 정리한 것이다. 

Ⅲ. 자료와 분석방법

1. 분석대상 및 변수의 측정

1) 분석 자료

소득불평등 현상은 일정한 준거 또는 평가적 기준을 전제로 일정한 공간 내에서 형성되

고 측정되기 때문에 사회경제적 지역성을 내포하고 있다(현승숙･금현섭, 2011). 또한 측정값 

자체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주로 시계열이나 횡단면 비교와 같이 상대적으

로 평가된다(금현섭, 2014). 범죄의 경우에도 개별적인 발생은 개인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

지만 사회문제로서의 범죄에 대한 논의는 범죄율, 범죄건수와 같이 집단적 정보를 중심으로 

논의된다. 개별적인 범죄 행태보다는 집계된 정보가 갖는 기저의 패턴을 시기적･지역적으로 

파악하고자하기 때문이다. 

실제 범죄발생이 특정한 지역의 구조적 특성들과 직･간접적 연관성을 갖는다는 주장은 

이미 많은 이론적･실증적 지지를 받고 있으며(정진성･곽대훈, 2008), 범죄문제 해결에 있어

서도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공동노력을 기울이려는 노력들이 많이 시도되고 있다. 이는 단지 

지역이라는 공간적 제약에 따른 대응이기 보다는 범죄가 갖는 지역적 특성에 익숙하거나 

이해가 높은 지역주민들의 대처가 보다 효과적이라는 가정 때문이다. 실제 범죄통제를 위한 

경찰의 정책적 방향도 지역별로 다른 치안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역사회 중심

의 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을 강조하는 것이 최근의 경향이다.   

이처럼 소득불평등 문제나 범죄 문제가 갖는 공간맥락적 효과(spatial contextual effects)는 

일정한 공간 규모에 따라 차별적인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Neckerman & Torche, 2007) 적

절한 지역단위의 설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 기준은 여전히 연구목적과 관련 자료의 확보 

가능성에 따라 상이하며, 그 동안 이웃(neighbor), 도시(city), 주(state), 국가(nation) 수준 등의 

분석단위가 많이 활용되었다(Kennedy 외, 1998 ; Land 외, 1990).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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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범죄대응 관련 정책과정을 준거로서 고려하였다. 공식적 범죄통제 수단인 경찰의 범

죄대응 정책과 집행과정은 광역자치단체별로 구분된 지방경찰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지

역의 치안여건에 따라서 중앙으로부터 주요 예산을 배정받아 치안활동을 펼치고 있다. 따라

서 범죄발생의 패턴은 지방경찰청 관할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파악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러한 점에서 광역시도를 분석단위로 선정하였다.9) 다만 여타 시도와 달리 자치경찰단을 운

영하여 상이한 치안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일부 유형의 범죄발생 건수가 매우 낮은 제주

특별자치도는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2007년 개청되어 이전 연도들의 자료를 확보할 수 없

는 광주광역시와 대전광역시는 각각 전라남도와 충청남도에 포함시켰다. 한편 시간적 범위

는 경찰청 범죄통계를 산정하는 1년 단위를 기준으로 1999년에서 2009년까지 총 11개 연도

를 포함하였다.  

2) 변수의 선정과 측정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지역 내에서 발생한 연간 총 범죄건수이다. 하지만 범죄는 목적과 

동기에 따라 다양하게 유형을 구분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보호법익과 범죄 양태, 피해대상

과 정도 등이 달리 나타난다. 형법상으로는 보호법익에 따라서 개인적 법익, 사회적 법익,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로 분류하지만(이재상, 2009),10) 사법기관에서는 크게 형법범, 특별법

범으로 구분한다(대검찰청, 경찰청). 그 중 재산범죄, 흉악 강력범죄(살인, 강도, 방화, 강간), 

폭력 강력범죄(폭행, 상해 등), 위조범죄, 공무원범죄 등은 형법범으로 분류되고, 이를 제외

한 기타 교통범죄 등은 특별법범에 해당된다. 

물론 본 연구가 주목하는 소득불평등이 어떤 범죄에 더 큰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분

명하지 않다. 만약 경제학적 모델에서와 같이 범죄가 금전적인 보상(경제적 유인)을 얻기 위

해서 발생한다고 가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보상을 재촉하는 절도범죄와 같은 재산범죄와

의 관련성이 높을 것이다(Doyle 외, 1999).11) 하지만 소득불평등에서 유발된 분노나 사회적 

9) 이처럼 분석 단위를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잡았을 때, 광역시를 제외한 나머지 자치단체에는 사실상 

도시와 비도시가 혼재되어 있어 지역의 특성을 명확히 잡아낼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한국

의 범죄데이터가 광역지자체 이하의 단위 수준에서는 공개되지 않으므로 현재로서는 대도시와 중소

도시, 그밖의 비도시 지역을 모두 구분하여 분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밝혀둔다.  

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는 생명과 신체, 자유, 명예, 신용, 재산 등에 대한 죄로 구성되며 살인, 강도, 
폭행, 협박, 명예훼손, 절도, 사기죄 등이 포함된다.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는 공공의 안전, 신용, 사
회의 도덕 등에 대한 죄로 구성되며, 방화, 문서위조, 통화위조죄 등이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에는 

내란죄, 공무방해죄 등이 해당된다. 

11) 절도범죄의 경우 2012년을 기준으로 범죄자의 약 64%가 생활수준의 하류에 속하며, 중류는 약 28%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류에 속하는 경우는 약 0.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청 범죄통계). 
총 범죄의 경우, 하류에 속하는 범죄자가 약 46%이며, 강력범죄가 약 55%인 점을 미루어 볼 때,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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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탈감은 금전적 보상을 얻고자 하는 형태로만 발현되는 것은 아니고 또한 지역사회의 다

양한 구조적 요인들이 상호 혼합되어 범죄 유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재산범죄뿐

만 아니라 비재산범죄로도 나타날 수 있다. 실제 범죄유형에 따른 소득불평등과의 차별적인 

관계의 가능성은 기존 범죄경제학적 모형 검정에서도 일관된 결론으로 도출되지 않고 있다

(Fajnzylber 외, 2002). 

본 연구에서는 다소 탐색적인 입장에서 소득불평등과 범죄와의 관련성을 범죄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가능한 많은 범죄들을 포괄할 수 있도록 유형을 세분화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범행동기 측면에서 볼 때 고의보다는 과실에 의한 사고가 많은 부분

을 차지하는 교통범죄를 제외한 총범죄를 살펴보았다.12) 총범죄는 다시 중분류 수준인 재산

범죄와 폭력범죄, 그리고 강력범죄로 구분하고, 재산범죄는 사기, 횡령, 배임, 장물, 손괴, 절

도범죄 발생건수의 총합으로 측정하였다. 특히 재산범죄 중에서도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

며 이욕(利慾)에 의한 동기가 여타 범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절도범죄는 따

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는데,13) 이는 일반국민의 일상생활에서도 가장 빈번히 접할 수 있는 

범죄유형이면서(박지선･최낙범, 2010), 범죄의 구성요건상 행위 측면에서 폭력성향이 비교적 

낮고 금전적 보상을 위해 범죄행위로 나아갈 수 있는 동기가 가장 강력하게 작용하는 대표

적인 재산범죄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폭력범죄는 폭행, 상해, 협박, 공갈, 체포･감금, 약

취･유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및 손괴죄의 총합으로 측정하였다.14) 이 중에

서 가벼운 범죄유형에 속하는 (단순)폭행은15) 치밀한 계획이나 강한 범행동기에 의하지 않

제적 동기가 재산범죄와 더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12) 본 분석에서 교통범죄는 도로교통법(교통사고, 무면허운전, 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공동위험행위), 교통사고특례법, 특가법(도주차량, 위험운전치사상) 위반 건수를 총합하였다. 2009년
을 기준으로 총범죄에서 교통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32.34%이며, 교통범죄 중에서는 음주운전

이 차지하는 비율이 44.4%로 가장 높고 사고에 의한 위반건수는 약 34.37%로 나타났다(국가통계포

털, 경찰청). 이처럼 과실범의 비중이 높고 음주운전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교통범죄의 특성상 불평

등과 범죄발생 간의 연계성은 범죄발생의 양태나 동기 측면에서 여타 범죄유형에 비해서 약할 것으

로 판단되어 본 연구의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13) 총범죄에 있어서 ‘이욕’과 관련된 범행동기를 갖는 경우는 약 8%로 나타났고 강력범죄의 경우는 약 

11%로 나타난 반면, 절도범죄의 경우 약 28%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국가통계포털, KOSIS). 
절도범죄는 2009년 기준 전체 재산범죄의 약 45.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 손괴죄의 경우 범죄행위에 있어서 유형력 행사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재산범죄와 폭력범죄

의 특성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여기서는 폭력범죄로 분류하기로 한다. 경찰청범죄통

계에서도 손괴죄를 폭력범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15) 여기에서 단순폭행은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로서 타인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를 의

미하며, 동법 동조 제3항에 의해 반의사불벌죄로 구분되어 여타 강력범죄에 비해서 비교적 경미한 

유형의 범죄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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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발생할 수 있으며, 절도범죄와 마찬가지로 일상생활에서 비교적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일종의 서민형 범죄로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유발되는 상대적 빈곤감(불평등)과 절대적 빈곤 

간의 차별적인 효과를 검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분하여 다루었다. 마지막으로 강력범죄

(혹은 4대 범죄)는 살인, 강도, 강간, 방화범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각 범죄유형에 대한 자료는 국가통계포털(KOSIS)에서 제공하는 경찰청범죄통계의 지방경

찰청별 범죄발생 및 검거현황을 통해 채집하였는데, 여기서 주지할 점은 이들 발생범죄 건

수에는 범죄행위의 착수는 있었지만 행위의 종료나 결과발생에 이르지 못한 미수범죄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실제 범죄건수에 비해 과대계상될 수 있는 위험은 있지만 범

죄 관련 자료가 갖는 암수(hidden value)의 존재로 인한 과소추정 문제를 일정 부분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독립변수인 소득불평등은 한국노동패널(KLIPS)의 가구소득 자료를 활용하여 지역별

로 계산한 지니계수(Gini index)를 이용하였다.16) 지니계수란 소득수준에 따른 누적인구의 

소득점유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0에 가까울수록 완전평등에, 1에 가까울수록 완전 불평등한 

상태임을 말해주는 지표이다. 이때 불평등 측정의 대상이 되는 가구소득은 근로소득, 금융

소득, 부동산소득, 사회보험, 이전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가구 총소득을 의미한다.17) 

그밖에 지역사회 수준에서 범죄발생에 영향을 줄 것으로 선행연구들에서 지적된 요인들

로서 경제적 요인, 사회적 요인, 그리고 경찰력 등을 고려하였다. 먼저 경제적 요인의 중요

성은 아노미 이론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에 따르면 안정적이고 경제적 기회가 많은 사회일

수록 승인된 제도와 수단의 이용을 진작하고 불법적 수단을 억제하는 문화적 역할을 한다

고 본다(Durkheim, 1897 ; Messner & Rosenfeld, 1994 ; Chamlin & Cochran, 1998). 같은 맥

락에서 Merton(1938)은 경제적 기회의 제약은 범죄를 수단으로 하여 부를 획득하려는 시도

를 유발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지역의 경기침체나 실업률 상승 등은 부의 획득을 위한 적법

한 기회의 감소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범죄발생이 증가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Raphael 

& Winter-Ebmer, 2001 ; 윤우석, 2010 ; 민희철, 2011).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의 행정･복지 

통계 및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로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GRDP(지역총생산)18), 비경제활

16) 한국노동패널의 표본이 무직자, 실업자 가구를 포함하고 있으며 세후 소득을 반영하여 후생수준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소득불평등 측정에 적합한 자료로서 인정되고 있다(장연주 외, 2011; 변재욱 

외, 2013).

17) 이렇게 추정된 지니계수는 일반적으로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지니계수보다는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

났는데, 선행연구에서는 이를 수집된 표본에 의한 차이로 보고 있으며, 가구특성을 통제하였을 경우 

나타나는 유사성을 근거로 모집단의 대표성을 인정하고 있다(신관호･신동균, 2007). 

18) 경제학적 관점에서 범죄율은 경기가 좋을 경우 낮게 나타나며 불황에는 높게 나타난다고 본다. 이
것은 경기가 좋을 경우 노동시장에서 고용창출력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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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인구, 실업률의 정보를 지역사회의 경제적 요인을 대변하는 변수로 활용하였는데, GRDP

는 2005년 기준가격으로 인구 1만 명당 지역 내 총 부가가치와 순생산물세의 합으로 측정

하였고, 비경제활동인구는 인구 1만 명당 비율로 측정하였으며,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대비 

실업자 비율로 측정하였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은 절대적 빈곤(absolute poverty)을 나타

내는 지표로서 인구 1만 명당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로 측정하였다. 

또한 사회적 요인으로 대표적인 것이 인구규모와 인구밀도인데, 이들은 지역의 발전수준 

및 도시화 정도와 밀접하게 연관되며 이러한 지역의 복잡성 증대는 잠재적인 범죄자 및 피

해자 수의 증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범죄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Kelly, 2000). 특히 집단

위협이론(group threat theory)에 의하면 지역 내 외국인 비율증가는 이질적인 집단 간의 갈등

과 적대감으로 이어져 범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Blalock, 

1967), 지역이동성의 경우에도 문화적 이질감에 따른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으며 사회적 유

대감과 통제를 감소시켜 범죄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Shaw & McCay, 1942). 

본 연구에서는 지역 내 총 주민등록인구수로 인구규모를 측정하고, 인구밀도는 1km2당 인구

수로 측정하였다. 외국인 비율은 인구 1만 명당 등록 외국인수로 측정하였고, 지역이동성은 

인구 1만 명당 총 전출입 인구수로 측정하였다. 

한편, 범죄발생과 관련하여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바로 공식적인 범죄통제수단인 경찰력

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처벌의 확실성과 수사의 신속성 등을 의미한다. 범죄경제학에서 

경찰력은 잠재적인 범죄자들에게 인식되는 일정기간의 학습과정을 거친 후 억제효과가 나

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Cameron, 1988), 물론 이러한 논리는 범죄자의 합리적 선택을 전

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제 예방효과에 대해서 이견이 존재한다(제갈돈 외, 1999). 예를 들

어, 증가된 경찰력이 더 많은 범죄를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범죄발생건수가 증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Jacob & Rich, 1981 ; 민희철, 2011). 따라서 경찰력(인구 1만 명당 

경찰관 수)의 효과를 일방향으로 가정하지는 않되 종속변수인 범죄발생과의 관계에서는 범

죄자의 학습과정에 따른 시차를 고려한 경찰력 변수를 투입하여 살펴보았다. 이상의 변수들

에 대한 조작적 정의와 기초통계량은 <표 2>에 제시하였다. 

익을 창출할 수 있는 수단이 상대적으로 더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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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변수의 측정 및 기초 통계량

3) 분석모형 및 방법

본 연구의 모형설정에 있어서 다음의 사항에 주의를 기울였다. 첫째, 누락변수로 인한 편

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최소제곱추정(OLS) 방식으로는 일치추정량을 구할 수 없

다. 이때 패널자료에서 종속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누락변수가 오랜 기간 동안 안정성을 

갖는 경우, 고정효과(fixed effect)모형을 통해 이질성(heterogeneity)이 인과관계에 미치는 효

구분 변수 조작적 정의 평균 표준편차 자료출처

독립변수 소득불평등 가구소득 Gini 계수 .3805 .034
한국노동

패널

종속변수 :

범죄발생 건수

(미수포함)

총범죄 지역 내 총 발생범죄 건수 137,932.4 105,373.0

경찰청

범죄통계

교통범죄

제외 총범죄

(총범죄 발생건수) – (교통범죄 발생

건수)
82,473.23 71,574.68

살인범죄 지역 내 총 살인범죄 발생건수 81.21 59.32

강도범죄 지역 내 총 강도범죄 발생건수 413.22 455.42

강간범죄 지역 내 총 강간범죄 발생건수 663.60 688.79

방화범죄 지역 내 총 방화범죄 발생건수 125.24 97.18

절도범죄 지역 내 총 절도범죄 발생건수 15,284.61 13,409.43

재산범죄
지역 내 사기, 횡령, 배임, 장물, 손

괴, 절도범죄 발생건수
33,676.92 28,720.52

폭력범죄
폭행, 상해, 협박, 공갈, 체포, 폭력행

위, 손괴범죄 발생건수
22,863.56 21,241.33

단순폭행 지역 내 총 단순폭행 발생건수 4,097.08 6,865.72

4대

강력범죄

지역 내 살인, 강도, 강간, 방화범죄

발생건수
1,283.27 1,209.30

통

제

변

수

경제적

요인

절대적 빈곤
인구 1만 명당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460.12 357.83

국가통계

포털

(KOSIS)

비경제활동

인구
인구 1만 명당 비경제활동 인구 수 3,026.89 161.76

실업률 경제활동 인구 대비 실업자 비율 3.41 1.31

GRDP
인구 1만 명당 지역 내 총 부가가치

(기초가격) + 순생산물세
71,524.87 79,974.35

사회적

요인

총인구 지역 내 총 주민등록인구 수 3,696,236 2,930,661

복잡성 :

외국인비율
인구 1만 명당 등록 외국인 수 85.33 50.15

안정성 :

이동인구비율
인구 1만 명당 전출자 수 +전입자 수 441.68 2,770.06

범죄통제

요인
경찰인력 인구 1만 명당 경찰관 수 25.46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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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제거할 수 있다.19) 둘째, 종속변수가 범죄발생이라는 가산자료이기 때문에 과산포

(over-dispersed)된 형태를 갖는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가산모형(count 

model)은 종속변수가 이산적(discrete)이며, 0 또는 양의 정수값을 갖고 특정 장소와 기간 내

에 발생하며, 포아송(Poisson) 분포함수를 따른다고 가정한다. 하지만 포아송 분포는 종속변

수의 평균과 분산이 같다는 강한 제약이20)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와는 다른 비현실적인 분

포를 가정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범죄자료 분석에 많이 활용되는 것이 

음이항(negative binomial) 분포 모형으로 자료의 평균과 분산, 과산포 모수에 대한 검정 등

을 통해서 적절한 모형을 추정할 수 있다. 음이항 분석은 평균과 분산이 같아야 한다는 제

약을 두지 않아 실제 관찰된 가산자료(count data)를 정확하게 보여주는데 있어서 포아송 모

형에 비해서 더 유연성(flexibility)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Land 외, 1996). 따라서 음이항 분

석은 범죄발생건수와 같이 지역을 단위로 총합된 생태학적(ecological) 변수를 분석하는데 사

용되는 일반화된 분석방법으로서 관련 선행연구를 통해서도 널리 적용되어오고 있다

(MacDonald & Lattimore, 2010 ; Osgood, 2000 ; Gardner 외, 1995 ; 정진성･박현호, 2010 ;  

신동준, 2011). 셋째, 범죄발생에는 관성(inertia) 혹은 지속성(persistence)이 존재한다는 특성

과 시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패널자료의 특성상 이전 년도에 발생한 범죄율이 다음해 범

죄발생에 영향을 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Glaeser 외, 1996).21) 물론 종속변수인 범죄건

수가 반대로 설명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역의 인과관계가 존재할 경우 추정계수는 과대 혹

은 과소 추정되어 일치추정량을 구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도구변수를 활용하여 내생적인 

설명변수 문제를 해결하는 모형설계(예를 들어, GMM)가 필요한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추정방식에서의 대처보다는 자료처리 과정에서 1기의 시차를 둠으로써 역의 인과관계 가능

성을 통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고려에 따른 모형은 식(1)과 같다.  

식(1) 

Crimeit =   + 1Crimeit-1 + 2Inequalityit-1 + 3Povertyit + 4GRDPit-1 + 5Populationit +   

  6Mobilityit + 7Eco_Inactiveit-1 + 8Unemploymentit-1 + 9Foreignerit-1 +       

  10Policeit-1 +  it +  it

19) 유사한 맥락에서 보다 효율적(efficient)인 임의효과(random effects) 모형 역시 가능하지만 본 연구에

서의 경우 일관성(consistency)에서의 단점도 갖는다.

20) var(yi)=μi +αg(μi)에서 α=0을 가정

21) 과거종속변수(lagged dependent variable)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고정효과를 가정하여 ui
를 제거하는 within 변환이나 1차 차분(first difference) 모형을 통해서도 해당변수와 오차항(e) 간의 

상관관계를 제거할 수 없으며[cov(yit-1, eit-1)≠0], 확률효과 모형에서도 cov(yit-1, ui)=0 조건을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일치추정량을 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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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결과

<그림 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1999년에서 2009년 사이에 총 범죄(교통제외) 발생건수

는 다소 완만한 증감을 반복하면서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 10년 중 가장 높았던 

2003년 수준을 2009년 다시 거의 회복하고 있다. 이를 중분류 수준인 재산, 폭력, 강력 범죄

로 나누어 살펴보면, 폭력범죄의 경우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 강력범죄와 재산범

죄의 경우 증가추세가 완연하다. 특히 재산범죄는 1999년에 인구 1만 명당 67.52건에서 

2009년에는 112.91건으로 증가하였으며 증가폭이 여타 범죄에 비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재산범죄 중 절도범죄는 2000년 급증한 이래 대체로 완만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1> 1999∼2009년 전국 범죄발생(건수) 변화추이

한편, 4대 범죄로 지칭되는 강력범죄(살인, 강도, 강간, 방화)의 경우 발생건수는 물론 인

구 1만 명당 발생비율 역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부록 참조), 그 중 강간범죄의 급증세

가 두드러진다. 한편, 방화범죄는 완만한 증가세를, 그리고 강도범죄는 2003년을 중심으로 

등락을 보이고 있으며, 살인범죄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물론 과거에 비해 피해자

의 신고 경향이 높아졌다는 점을 감안해야겠지만 불특정 대상의 방화범죄와 여성을 상대로 

한 강간범죄가 크게 증가한 점은 주의할만하다. 

소득불평등 현황은 <그림 2>에 제시하였다. 한국노동패널자료(KLIPS)를 활용하여 광역자

치단체별로 지니 계수를 측정한 후 연도별로 평균한 값에 대한 시계열 자료이다. 1999년부

터 2009년까지 불평등 수준은 전반적으로 악화되어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특히 1999년

에서 2001년까지 급격한 증가와 이후 2004년까지의 정체, 그리고 2004년 이후의 증가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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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불평등 수준의 추세는 전국규모의 일반 서베이조사 결과보다

는 그 절대적 수준에서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변동추이는 매우 유사하며, 더욱이 조사

대상의 내적 일관성을 갖추고 있는 패널자료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불평등 수준의 상승에 

대한 보다 엄밀한 추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 1999년∼2009년 Gini 계수 변화추이

위에서 살펴본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에 대한 기술(descriptive) 분석을 토대로 앞서 제시한 

분석모형을 추정하였는데, 먼저 일종의 기준모형인 Pooled regression 결과를 <표 3>에 제시

하였다. 앞서 언급한 자료의 성격과 모형의 한계상 OLS 추정결과는 그 엄밀성을 담보하지 

못하므로 이 결과는 단지 이후 분석에서의 참고적 정보 제공에 그 의미가 한정되지만, 최소

한 다음 두 가지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범죄유형에 따라 불평등 수준과의 관련성이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관련성을 찾아볼 수 있는 경우는 총범죄(교통범죄 제외), 재산범죄, 단순폭행 

유형이었다. 특히 경제적 유인과 관련성이 높다고 여겨지는 재산범죄의 경우 불평등 수준과

의 관련성이 두드러진 반면, 폭행범죄의 경우 불평등과 빈곤과의 차별적인 관련성이 두드러

진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단순폭행의 경우 t-1기로 측정된 불평등과는 음(-)의 방향

으로 추정된 반면, t기로 측정된 절대적 빈곤과는 양(+)의 방향으로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는

데, 이는 범죄와의 관련성에 있어서 불평등이 일종의 잠복기 내지 일정수준의 시차를 두고 

주로 재산범죄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반면, 빈곤은 상대적으로 더 짧은 기간 내에 비교적 경

미한 범죄행위로 표출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범죄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대응조치인 

경찰력의 경우 단순폭행과 살인, 강도범죄를 제외한 대부분 범죄유형에서 양(+)의 방향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는 경찰력 제고에 따른 범죄예방효과 이외에 보다 많은 범죄의 발굴 또

는 인지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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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기본모형 (Pooled Regression Model)

주) ***: p<0.001, **: p<0.05, *: p<0.01

한편, 음이항 고정효과 모형을 활용한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표 2>의 변수별 

기초통계량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변수의 평균과 분산을 비교한 결과 모든 유형의 범죄에

서 평균보다 분산값이 크다는 점과22) 자료가 패널구조를 갖고 있음을 고려한 모형이다. 추

정결과 단순폭행과 방화범죄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범죄유형에서 불평등 수준은 범죄발생건

수와 양(+)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추정되었고, 그 중 총범죄와 재산범죄, 재산범죄 중 절도

범죄, 그리고 강력범죄 중 강간범죄에서 통계적 유의미성을 찾을 수 있었다. 여러 범죄유형 

중에서도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한 불법적 행태인 재산범죄와의 관련성이 두드러지게 나타

난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으며 기본모형의 OLS 분석결과와도 일치되게 나타나고 있어 

소득불평등의 심화에 따른 일탈(범죄)의 가능성을 추론해 볼 수 있다.23) 

또한 앞서 언급한 재산범죄의 대표적인 유형인 절도범죄를 따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22) 과산포 모수(over-dispersion parameter) 검정에서도 알파값은 ‘0’이라는 귀무가설(포아송 분포)을 모든 

유형의 범죄발생에서 기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음이항 분포를 가정하는 것이 적절함을 알 수 있다. 

23) 한편, 범죄분석에 있어서 범죄율을 종속변수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본 연구에서도 범죄율(1만 명

당 발생건수)을 종속변수로 한 추가분석을 실시하여 모형 간의 추정결과를 비교하였는데, 소득불평

등을 비롯한 주요 변수들의 통계적 유의미성은 여러 모형을 걸쳐서도 일관되게 나타났다. 이는 도 

단위를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분석단위의 인구수가 일정 수준 확보되어 있어 범죄율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계수의 유의성 추정에 있어서도 효율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으로 본

다. 범죄율을 종속변수로 한 분석결과와 모형 간 비교는 부록에서 제시하였다. 

Model 1 - 종속변수 : log crime

총범죄

(교통제외)
재산범죄 절도 폭력범죄 단순폭행

강력범죄

살인 강도 강간 방화

전년도범죄 .495*** .451*** .385*** .751*** .884*** .455*** .553*** .735*** .311***

Gini .323*** .248* .346 .041 -.891* -.040 .058 .185 -.345

절대빈곤 -.017 -.002 .001 .011 .146* -.000 -.038 .010 .024

GRDP .080* .126** .273** .048 -.065 -.023 .193* .218** .026

비경활 .489* .960*** .714 .144 .756 1.115** .444 1.113*** .479

실업률 -.007 -.132** .125 .112* -.760*** .284*** .056 .238*** .079

총인구 .438*** .586*** .536*** .098 .365 .612*** .643*** .109 .601***

젊은남성 .322 .294 -.327 -.480 3.744*** .919* .737 -1.417*** -1.297**

인구이동 .242*** -.043 -.110 .149 -.345 -.223 .150 -.233* -.122

외국인 .024 -.017 -.019 -.036 .217* .070 -.046 .012 .004

경찰관 .053 .037 .135 .182** -.313 -.041 -.147 .368*** .131

adj R2=.980

F=628.88***
adj R2=.974

F=493.02***
adj R2=.909

F=130.37***
adj R2=.966

F=368.83***
adj R2=.918

F=145.22***
adj R2=.918

F=145.51***
adj R2=.940

F=203.18***
adj R2=.952

F=258.73***
adj R2=.919

F=1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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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이 갖는 영향력(계수값)은 일반적인 재산범죄 유형에서 보이는 영향력에 비해서 증가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실 절도범죄는 사기, 횡령, 배임과 같은 계획성을 띠는 지능형 범죄

에 비해서 범죄자들이 범죄행위로 나아감에 있어서 기회적인 성향을 더 크게 갖는다고 할 

수 있으며(박지선･최낙범, 2010), 특히 절도범죄의 약 33%를 차지하는 침입절도의 경우에는

(대검찰청 범죄분석, 2009) 범행 실행에 있어서도 수익성(이용 가치가 높은 물건)이 크게 고

려되는 범죄로 알려져 있다(이윤호･김대권, 2010). 따라서 t기의 불평등은 t+1기에 이르러 고

도화된 지능형 범죄보다는 주변의 준거집단으로부터 인식되는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 유

발된 기회적, 상황적 행동의 결과인 절도 범죄로 주로 나타났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

다. 한편, 위와 같은 분석결과들이 절대적 빈곤을 통제한 상태에서 나타났다는 점에서 단순

히 절대적인 빈곤상태보다는 상대적으로 인식되는 불평등으로 인하여 범죄가 상승하였을 

가능성을 추정해볼 수 있다. 

<표 4> 음이항 고정효과 모형 (Fixed-Effects Negative Binomial Regression Model)

Model 2 - 종속변수 : 범죄발생 건수

총범죄

(교통제외)
재산범죄 절도 폭력범죄 단순폭행

강력범죄

살인 강도 강간 방화

전년도범죄 .368*** .378*** .315*** .509*** .895*** .060 .225*** .524*** .093

Gini .252* .309** .572** .111 -.201 .214 .087 .456** -.055

절대빈곤 -.100 -.003 -.011 .000 .145** -.033 -.008 .004 .024

GRDP .139 .701*** .614* .328 -.695* .133 .089 .614** .905**

비경활 .955* 1.176** 2.600*** -.172 1.027 1.626* .730 3.110*** -1.314*

실업률 -.100 -.158* .131 .086 -.232 -.180 -.164 .310** -.065

총인구 -.111 .290 -.752** .237 -.230 .202 -.378 -.660* .986**

젊은남성 1.173*** 1.555*** 1.166 .853 .470 1.490 .774 -.971 -.116

인구이동 .225* -.005 .050 .041 -.039 -.018 .020 -.361** -.280*

외국인 .085 -.072 .042 -.024 .201* .188* -.111 -.076 -.192*

경찰관 -.100 .021 .241 .217 -.030 .067 -.235 .784*** .197

Log
likelihood

-1290.3 -1188.4 -1165.2 -1150.7 -938.6 -470.5 -680.0 -728.6 -524.8

Chi-square 99.19 266.06 183.53 89.44 5770.94 75.86 31.71 632.37 165.35

주) ***: p<0.001, **: p<0.05, *: p<0.01

한편, 강간범죄의 경우 경제적 이득과의 관련성보다는 사회적 박탈감에 따른 반사회적 행

태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데, 소득불평등을 그 직접적 원인으로 보기에는 다소 비약이 따를 

수 있지만 박탈적 상황의 심화 가능성은 여전히 찾아볼 수 있다. 특히 대상자가 상대적으로 

위약한 지위의 여성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박탈감의 분출이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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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해석에 있어서도 다음과 

같은 점들을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 먼저 강간범죄의 속성상 공식통계를 통해서 제시되는 

범죄건수만으로는 구체적인 범죄사실이나 구성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범죄현상을 왜곡할 개

연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된다(황지태, 2010). 또한 강간을 포함한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사회 전반적으로 변화하고 법제도적 개선에 따른 신고건수 증가로 인해 기존의 암수범죄들

이 새롭게 공식통계상의 범죄건수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여타 범죄에 비해 측정방식의 변화

가 컸다고 볼 수 있다.24) 더불어 강간범죄는 범행동기 측면에서도 공식통계상 ‘이욕’에 의

한 경우가 약 1.14%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어(대검찰청 범죄분석, 2005) 강간범죄와 불평

등 간의 연계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해석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규명은 후속연구에서 좀 더 

세밀한 분석을 통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이들 유형에서 지역별 관성(inertia)의 정도를 의미하는 전년도 범죄건수의 추정

계수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음은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의 하나로 측정

된 소득불평등 수준과의 관련성을 보조하고 있다. 한편, 재산범죄에서는 비경활 인구비중, 

지역내 총생산이 범죄건수의 상승과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강력범죄 중 강간범죄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비경활 인구비중, 실업률)은 범죄발생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복잡성(총인구와 인구이동)은 도리어 범죄건수의 하락과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론적 

기대와는 배치되고 있다. 경찰관 수는 범죄건수와 정(+)의 관계를 보이고 있음은 보다 많은 

범죄발각을 의미한다는 점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Ⅴ. 결론 및 시사점

최근 전 세계적으로 심화되는 고도의 소득불평등이 사회병리 현상을 증가시킨다는 점은 

이미 충분히 확인되고 있다(Bauman, 2013). 중요한 것은 이러한 현상의 존재를 인지하는 것

24) 연구자들 역시 이러한 해석에는 매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겠으나 공식통계상 성범죄의 발생건수 

증가는 범죄발생 자체의 증가보다는 ‘인식변화와 법, 제도적 요인’에 따른 것으로 보는 입장이 여러 

기관과 언론보도를 통해서 다뤄진 바 있다(예를 들어, 법률저널 2014년 8월 27일자 기사 “경찰청,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3 범죄통계 발표”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169).  
범죄별로 수사단서의 유형을 살펴보았을 경우에도 피해자들이 직접 수사기관에 가해자의 처벌을 요

구하는 ‘고소’에 의한 사건인지가 다른 강력범죄인 살인(5%), 강도(1%), 방화범죄(1%)에 비해 강간

범죄의 경우 약 17%로(국가통계포털, 검찰청 범죄분석 통계)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도 이러한 주장

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범죄에 대한 인식의 큰 변화가 없었던 여타 강력범죄나 재산범죄에 비해서 

강간범죄의 공식통계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조금 더 주의를 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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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그치기보다는 그 정도가 얼마만큼 심각하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주며, 그리고 왜 

발생하는지를 검증하는 작업일 것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하였던 바와 같이 경제적 상황과 

범죄와의 상관관계를 확인하려는 시도는 형사정책 분야에 있어서 오래된 논의이지만 여전

히 난제로 남아있다. 특히 소득불평등과 범죄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리가 제시되어 

왔지만 막상 범죄를 발생시키는 사회구조적 요인에 관한 모형개발과 범죄를 감소시키기 위

한 공공정책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Akers & Sellers, 2009). 이

는 여러 경험적 연구에서 나타나는 상호 모순되고 불일치되는 분석결과들을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다. 특히 관련 국내 연구는 아직 걸음마 단계에 머무르고 있으며, 더욱이 다양한 

범죄유형으로 확장된 소득불평등과 범죄 간의 관계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을 포괄하지 못하

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다년간 패널데이터를 기반으로 소득불

평등과 다양한 세부 범죄유형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경제적 불평등

과 재산범죄, 그 중에서도 특히 절도범죄 발생과의 관련성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절대적 빈곤의 경우 단순폭행범죄와 관련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

었다. 물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범죄데이터의 근본적 한계와 함께,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분석단위가 지니는 한계를 고려해야 할 것이나, 범죄유형에 따라 불평등 수준과의 관련성이 

차별화된다는 점과 범죄 발생의 상황적･구조적 요인으로서 다소 멀게만 느껴졌던 불평등 

문제가 실제 존재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다만 범죄 유형별로 상

이한 발생 메커니즘과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불평등이 범죄 유형별로 다르게 작동하는 원

리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는 향후 연구 과제로 남겨둔다.

Liska & Messner(1999 : 35)는 만약 어떠한 사회적 조건들이 규범위반 혹은 범죄를 유발

할 수 있음이 밝혀진다면, 그러한 조건들의 개선을 통해 규범위반 혹은 범죄 발생을 감소시

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동안 소득불평등 문제가 사회적 형평성 제고를 위한 분배적 또는 

재분배적 차원에서 또는 사회적 후생 제고를 위한 사회정책 차원에서의 논의에 국한되었다

면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범죄발생의 억제 또는 예방이라는 차원으로 소득불평등 관련 논

의를 확장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고 하겠다. 여전히 OECD 국가에 비해 낙후된 사회안

전망과 노후생활 보장에 대한 우려가 심각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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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 1> 1999∼2009년 전국 범죄발생률 

연도
총범죄 총범죄(교통제외) 살인 강도 강간

건수 발생률 건수 발생률 건수 발생률 건수 발생률 건수 발생률

1999 1,654,064 349.43 1,007,591 212.86 976 0.21 4,972 1.05 6,359 1.34

2000 1,739,558 364.44 1,100,129 230.48 941 0.20 5,461 1.14 6,855 1.44

2001 1,860,687 387.47 1,212,054 252.40 1,051 0.22 5,692 1.19 6,751 1.41

2002 1,833,271 380.11 1,222,672 253.51 957 0.20 5,906 1.22 6,119 1.27

2003 1,894,762 391.59 1,338,844 276.70 998 0.21 7,292 1.51 6,531 1.35

2004 1,968,183 405.11 1,117,285 229.97 1,083 0.22 5,832 1.20 6,950 1.43

2005 1,733,122 355.28 1,051,334 215.52 1,061 0.22 5,170 1.06 7,316 1.50

2006 1,719,075 350.89 1,103,172 225.17 1,073 0.22 4,838 0.99 8,755 1.79

2007 1,836,496 372.75 1,125,741 228.49 1,111 0.23 4,439 0.90 8,726 1.77

2008 2,063,737 416.58 1,264,580 255.26 1,109 0.22 4,811 0.97 9,883 1.99

2009 2,020,209 405.88 1,375,184 276.29 1,374 0.28 6,351 1.28 10,192 2.05

연도
방화 절도 폭력 재산 강력

건수 발생률 건수 발생률 건수 발생률 건수 발생률 건수 발생률

1999 1,093 0.23 89,395 18.89 282,274 59.63 319,627 67.52 13,400 2.83

2000 1,263 0.26 173,876 36.43 333,630 69.90 368,404 77.18 14,520 3.04

2001 1,364 0.28 180,704 37.63 338,045 70.39 392,493 81.73 14,858 3.09

2002 1,371 0.28 178,457 37.00 283,930 58.87 415,572 86.16 14,353 2.98

2003 1,698 0.35 187,352 38.72 294,893 60.94 470,826 97.30 16,519 3.41

2004 1,631 0.34 155,311 31.97 286,464 58.96 447,163 92.04 15,496 3.19

2005 1,810 0.37 188,780 38.70 285,363 58.50 442,015 90.61 15,357 3.15

2006 1,731 0.35 192,670 39.33 281,969 57.55 455,948 93.07 16,397 3.35

2007 1,697 0.34 212,458 43.12 295,156 59.91 469,954 95.39 15,973 3.24

2008 1,955 0.39 223,216 45.06 305,508 61.67 503,302 101.59 17,758 3.58

2009 1,873 0.38 256,423 51.52 315,747 63.44 561,972 112.91 19,790 3.98

주) 발생률 : 인구 1만 명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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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범죄율을 종속변수로 한 고정효과 모형

Model 3 - 종속변수 : logged 범죄율(1만 명당 발생건수)

총범죄

(교통제외)
재산범죄 절도 폭력범죄 단순폭행

강력범죄

살인 강도 강간 방화

전년도범죄 .314*** .301*** .307*** .505*** .891*** .043 .262** .506*** .092

Gini .241* .309* .541* -.034 -.194 .154 .121 .456* -.277

절대빈곤 -.008 -.002 -.013 .015 .121* -.021 -.017 -.006 .027

GRDP .078 .500** .849* -.167 -.444 .136 .267 .710** .791*

비경활 1.025* 1.135* 2.009* .313 1.602 2.006** .891 1.819** -.647

실업률 -.062 -.071 .247 .087 -.123 -.244* -.158 .289** -.058

젊은남성 .559 .887* .609 -.565 .530 1.290* .469 -.894 -.407

인구이동 .235* .002 .073 .109 -.170 -.021 -.023 -.400** -.175

외국인 .034 -.032 -.087 .021 .115 .092 -.256* -.111 -.143

경찰관 -.075 -.023 .320 .309* -.355 .032 -.259 .713*** .193

R2=.327 R2=.571 R2=.527 R2=.232 R2=.933 R2=.265 R2=.222 R2=.789 R2=.452

주) ***: p<0.001, **: p<0.05, *: p<0.01

<부록 3> 분석모형 간 추정결과 비교(총범죄, 재산범죄 중심)

총범죄

(교통제외)
재산범죄 절도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1 Model 2 Model 3

전년도범죄 .495*** .368*** .320*** .451*** .378*** .301*** .385*** .315*** .306***

Gini .323*** .252* .240* .248* .309** .309* .346 .572** .520*

절대빈곤 -.017 -.100 -.008 -.002 -.003 -.002 .001 -.011 -.013

GRDP .080* .139 .079 .126** .701*** .500** .273** .614* .866*

비경활 .489* .955* 1.030* .960*** 1.176** 1.138* .714 2.600*** 2.147*

실업률 -.007 -.100 -.065 -.132** -.158* -.072 .125 .131 .218

총인구 .438*** -.111 -.113 .586*** .290 -.037 .536*** -.752** -1.361

젊은남성 .322 1.173*** .616 .294 1.555*** .906 -.327 1.166 1.283

인구이동 .242*** .225* .237* -.043 -.005 .003 -.110 .050 .087

외국인 .024 .085 .042 -.017 -.072 -.030 -.019 .042 .005

경찰관 .053 -.100 -.071 .037 .021 -.021 .135 .241 .384

R2=.980

log
likelihood
=

-1290.3

R2=.328 R2=.974

log
likelihood
=

-1188.4

R2=.571 R2=.909

log
likelihood
=

-1165.2

R2=.538

주) ***: p<0.001,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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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come Inequality and

Crime: A Focus on 13 Regions in Korea

Nakbum Choi, Hyunsub Kum, and Yuni Oh

Socio-structural causes of crime have been examined through the years and much 
attention has been paid to one of the suspects, income inequality. The relationship 
between income inequality and many different types of crime has been studied within 
different contexts and through different approaches. In spite of the growing body of 
literature on this issue, little research has been conducted in the Korean context. This 
study explores several possible links between income inequality and crimes across 13 
regions. The study empiricall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income inequality 
and many different types of crime using a fixed-effects negative binomial regression 
model with a control of unobserved group effects and other determinants of crime 
such as poverty and policing. Several findings emerged: there i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property crime and income inequality as measured by 
the Gini coefficient. Theft, in particular among property crimes, showed a stronger 
relationship that leads us to expect that increased income inequality in a region may 
induce a person to commit a crime due to profit-seeking motives. Furthermore, assault 
seems to be related to poverty rather than inequality, which suggests different 
motivations work differently across crime types. These results are not sensitive to an 
alternative model using crime rate as a dependent variable.

【Keywords: Income Inequality, Crime, Gini Coefficient, Absolute Poverty,

Negative Binomial Regression Mo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