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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범죄피해에서 간과되어왔던 노인 범죄피해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전화사기
및 효도관광 빙자 판매행위 등 끊임없이 보도되는 노인대상 사기피해사건으로
인하여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었다. 이에 국내 범죄학
분야에서도 노인대상 범죄피해에 대한 원인을 검증하기 위해서 다양한 연구들
이 다루어져 왔으나 대부분의 원인을 고찰하기 보다는 실태에 초점을 맞추고 있
었으며, 몇몇 학자들이 노인대상 범죄피해의 원인을 검증하기 위하여 개인적 수
준에서의 일상활동 및 생활양식 변수가 주로 다루어져 왔으나 노인에게 가장 많
이 발생하는 사기피해에 대한 원인 고찰 연구는 매우 미흡하다. 따라서 이 연구
에서는 노인대상 사기피해와 관련하여 개인적 특성에서 경험적으로 검증해 보
고자 하였다. 이상의 연구문제에 대한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대상 사기피해에는 미치는 요인은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학력이 노인대상
사기범죄피해에 영향을 미쳤다. 둘째, 노출요인 중 문화시설 이용 빈도가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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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사기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매력성 요인 중 용돈,
취약성이 노인대상 사기피해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확인되었다. 마지막으
로 보호요인인 가족친밀성이 노인대상 사기피해에 부(_)적인 영향을 미치는 확
인되었다.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의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첫째, 노인대상 사기피해는 학력, 문화시설 이용 빈도, 용돈 수준, 노
인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 취약성 및 인지적 취약성 그리고 가족 친밀성이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을 고려한 범죄예방대책을 접근해 나아가는 것이 바
람직할 것이다. 둘째, 노인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기본적
인 경제활동을 제공함으로써 그러한 경제활동을 통하여 정보를 공유하며 새로
운 환경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정되어야 한다.

주제어: 노인, 노인사기피해, 일상 활동, 취약성, 가족 친밀성

Ⅰ. 서 론
약탈범죄(predatory crime)에 대한 논의는 학문적으로 뿐만 아니라 형사사법체제에
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코헨과 팰슨(Cohen & Felson, 1979)은 약탈범죄
(predatory crime)를 직접적인 접촉에 의한 타인의 재산을 빼앗거나 또는 피해를 주는
불법적인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Cohen & Felson, 1979; 589). 이처럼 약탈범죄는 다
양한 범죄유형을 포함하고 있으며, 약탈범죄의 원인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양한 연구
들이 실시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절도와 강도(Wright & Decker, 1997), 살인(Polk,
1994), 성범죄(stevens, 1997) 그리고 사기범죄(sklar, 2000) 등으로 각 유형의 범죄자
에 대한 특성을 검증하였다. 하지만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범죄자의 특성뿐
만 아니라 범죄피해자의 특성 또한 매우 중요하다. 특히, 범죄 피해에서 간과되었던
노인 피해자에 대한 특성파악이 시급하다. 대검찰청 자료에 의하면 60세 이상 노인범
죄피해는 2011년 77,779건, 2012년 128,455건, 2013년 131,258건 그리고 2014년
138,056건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2011년 대비 2014년에는 노인 범죄피해가 77%가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노인대상 사기 피해발생건수는 2011년 19,806건, 2013년
22,678건 그리고 2014년 23,08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1) 이는 노인을 대상으로
1) 대검찰청, 범죄분석(2011-2014)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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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기피해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임을 알수 있다.
이와 같은 노인대상 사기피해의 증가는 노인대상 사기피해에 대한 강력한 대책방
안이 요구되었으며, 이에 점차 증가하고 있는 노인대상 사기피해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외, 2003; 허경미, 2004, 2006; 이종원,
2004; 장준오 외, 2008; 이은주, 2016).
하지만 이와 같은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노인대상 사기범죄 발
생건수는 감소하기는커녕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한 원인으로 대다수
의 선행연구들은 노인대상 사기피해의 원인을 규명함에 있어 실태조사나 성별, 교육
수준, 경제적 수준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고, 그에 대한 피해자
적 특성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비록 몇몇의 선행연구들이 노인대상 사
기피해의 원인을 노인의 일상활동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검증하고 있지만
이러한 연구는 노인의 생활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반적으로 다른 연령에서 사용
하고 있는 변수로 검증하는데 그치고 말았다. 이러한 관심의 부족은 노인대상 사기피
해는 상대적으로 매우 드문 현상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인대상 사기범
죄 피해 원인을 규명하는 연구가 미흡할 수밖에 없었다.
범죄피해에 대한 서구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소수의 사람이 범죄피해에 집중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Polvi et al. 1990; 장안식, 2014: 201에서 재인용). 이러한 연구
들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범죄피해는 우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학적 관점에서 노인대상 사기피해의 원
인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노인 피해자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특성뿐만 아니라 왜 어떤
노인들은 다른 노인들에 비해 사기피해에 더 취약한지, 혹은 노인들을 사기피해에 빠
뜨리는 요인들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이미정, 2008: 282-283).
이에 이 연구에서는 노인들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노인대상 사기피해를 일
상활동이론에 근거하여 범죄피해 대상으로서의 매력성, 잠재적 범죄자에 대한 노출
그리고 범죄피해로부터의 보호능력으로 개인수준 특성요인의 영향력을 살펴봄으로써
어떠한 변인이 노인대상 사기피해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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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논의
1. 노인의 개념
노인의 대한 개념적인 정의는 국가의 문화적,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 배경 및 제반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기준을 제시하
기 매우 어렵다(이은주, 2016: 9). 노인에 대한 정의는 1951년 국제 노년학회에서 제
시한 것으로 ‘노인이란 인간의 노령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생리적, 육체적, 심리적, 환
경적 및 행동의 변화가 상호 작용하는 복합형태의 과정에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브린의 정의에 의하면 ‘노인이란 생리적 및 신체적으로 쇠퇴기에 있는 사람, 심
리적인 면에서 정신기능과 성격이 변화되고 있는 사람 그리고 사회적인 면에서 지위
와 역할이 상실되어 가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양점도 외, 2008: 353).
서구에서는 보통 노인의 정의를 직장에서 은퇴하는 나이인 65세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인 환갑연령이나 정년퇴직의 시기 등을 고려
하여 60세를 전후하여 노인이라고 규정하는 경향이 있다.
이처럼 노인에 대한 정의를 정리하면 시간의 흐름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기능적인
쇠퇴가 진행됨으로써 그 사회 속에서 노인으로 판단되어지면서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던 지위와 역할을 상실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노인 사기피해와 관련된 주제이기 때문에 범죄 현황 및 피해
에 관한 공식통계를 제시하고 있는 경찰이나 검찰의 기준에 따라서 노화로 인하여
삶 전반에 걸쳐 변화를 느끼고 있는 61세 이상의 사람으로 정의한다.

2. 사기죄의 개념
형법 제347조에서는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이 이득
을 취하거나 혹은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
하게 함으로써 성립되는 재산범죄이다. 이와 같이 사기죄는 행위자가 의도했던 결과
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의 행위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이는 행위의 결과
를 기준으로 성립된다는 점에서 일반의 범죄와 같이 행위자의 행위에 의하여 법익
침해의 결과로 판단되어지는 범죄와는 차이를 보인다(안동준, 2005: 5).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만행위가 존재해야 하고, 기망에 의한 착오의 발생
그리고 착오에 의한 처분행위가 있어야 한다(이석배, 2007: 266). 여기서 기망행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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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왜곡 또는 은폐함으로써 타인에게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이미 착오에 빠진
자에 대하여 그 상태가 계속되도록 하는 일체의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오영근, 2002:
454). 더 나아가 대법원에서는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서 타인에게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기망행위라고 하며(대법원 1997.9.9. 선고. 97도 1561 판결), 어떤 행위
가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 상대방의 성격 • 경험 • 직업 등
사건 발생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 또는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8.3.8. 선고, 1987도 1872 판결).
이처럼 사기죄를 단순히 재산범죄의 성격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관계에
있어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상거래에의 관행상 용인될 수 없는 허
위 • 과장광고에 의한 기망행위가 인정되면 사기죄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무료관광 등
을 사칭하여 노인들을 모집하여 일정한 공간에서 허위광고행위를 통하여 노인들이
충동적으로 직접 물품을 구매하게 하는 것도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04.1.25.선고, 2001도1429 판결).

3. 생활양식과 일상활동 이론
생활양식/노출 이론(Lifestyle/exposure theory)과 일상활동 이론(routine activities
theory) 모두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뿐만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일상 활동을 강조
하고 있으며, 이러한 일상 활동 특성과 생활양식이 범죄피해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
한다(Kuo, et al., 2012: 575; Tseloni & Pease, 2003: 202).
생활양식 이론(Lifestyle Theory)은 힌델랑(Michael S Hindelang.), 갇프래드슨
(Michael R. Gottfredson.)과 가로팔로(James Garofalo)에 의해서 발전되었으며, 그들
은 일반인들에 비해서 특정한 사람들이 범죄피해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한 원인을 밝
히고자 하였다(박철현, 2001: 23). 그들은 직업활동과 여가활동을 포함하고 있는 매일
반복되는 일상적 활동(Hindelang et al., 1978: 241)은 각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인구
사회학적 특징(성별, 연령, 인종, 수입, 교육, 직업, 학력) 등으로 인하여 개인마다 특
정한 사회적 지위를 가지게 되고 이러한 사회적 지위에 따른 기대 역할(Expected
Role)에 의해서 변화된다고 주장한다(박성훈, 2011: 17). 이는 이미 결정된 연령, 학력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의해서 나타난 사회적 지위 또는 사회적 역할과 기대에 개
인이 적응하면서 특정한 생활양식을 가지게 되고, 그러한 생활양식이 장소와 시간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러한 특성이 잠재적 범죄자와의 접촉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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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한다(박혈현, 2001: 23에서 재인용).
이와 관련하여 티튜스와 그의 동료들(Titus et al., 1995)의 연구에 의하면 연령이
낮을수록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사기 범죄피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검
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는데, 이건종 • 전영실(1995)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연령이 낮을수록 그리고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범죄피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검증하였으며, 그러한 원인으로 교육수준이 높은 노인일수록 상대
적으로 경제력이 높기 때문에 잠재적 범죄자에게 매력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장준오, 2008).
이후 Cohen과 Felson(1979)은 매일 반복되는 일상 활동이 매력적인 대상, 동기화
된 범죄자, 그리고 보호능력 유무 등과 시공간적으로 결합할 때 범죄피해자가 될 가
능성이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한다(장안식, 2014: 204). 이와 관련하여 이종원(2004)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사기 범죄피해에 있어서 학력이 낮을수록, 유흥가나 우범지대가
존재할수록, 노인정이나 노인학교 등에 나갈수록 그리고 거의 매일 외출할 경우 사기
범죄피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Li et al.(2015)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노인대상 금융사기피해 가능성이 높은 노인들의 특성을 신체적으로 취약하고, 집에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가족과의 유대 관계가 약하고 그리고 금융사기에 대한 정보
가 부족하다고 설명한다. James & Adam(2002)은 호주피해자 조사(The Australian
Crime Victims Survey)자료를 활용하여 소비자사기피해에 대한 개인의 일상활동의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그들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밤에 외출 빈도가 높을수록 사기피
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Ⅲ. 연구방법
1. 분석대상 및 방법
이 연구의 대상은 서울과 경기도에 있는 시・군・구를 중심으로 서울시와 경기도
에 있는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이용하는 61세 이상 노인을 선정
하였다. 표집은 다양한 배경의 노인들이 포함되기 위하여 할당표본추출법을 사용하
여 서울 13개와 경기도 17개 총 30개 지역을 추출하였다. 이후 추출된 30개 지역의
2013년도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구성비율에 따라 표본수를 결정하여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그 중 내용이 부실하거나 연구에 적합하지 않은 69명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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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 931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설문자료는 SPSS/WIN 19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피해집
단별 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집단별 평균비교 분석과 상관분석을 사용하였다. 사기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기 종속변수를 피해가 없는 집단과 피해가 있는
집단으로 구분하여, 각 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요인, 개인적 특성요
인들의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로짓 회귀분석(logit regression) 방법을 실시하였
다.

2. 변수측정
이 연구는 노인대상 사기피해에 대한 개인특성 요인들이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
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요인들의 측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1) 인구사회학적 특성요인
인구사회학적 특성요인은 성별, 학력으로 구성하였다. 첫째, 성별의 경우 ‘남자=0’,
‘여자=1’으로 이항척도로 구분하였다. 학력은 ‘무학’,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그리고 ‘전문대학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2) 개인적 특성요인
(1) 노출변인
노출은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위험적 요소와 범죄발생 상황간의 접촉 수준을 의미
하는 것으로(Policastro, 2013: 65), 피해자이론에 의하면 노출이 많은 수록 범죄피해
가능성이 증가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범죄유형에 따라서 차이
를 보인다. 예를 들어 사기와 절도와 같은 유형의 범죄에서는 집에서 생활하는 사람
이 범죄피해 가능성이 더 높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노인의 노출 수
준을 파악하기 위해서 ‘귀하는 작년 및 현재까지 일주일에 평균 몇 번 노인문화시설
(경로당, 양로원, 음악교실, 복지시설 등)을 이용했습니까?’로 측정하였다. 노출 수준
은 ‘1=거의 또는 전혀 없음’, ‘2= 일주일에 1-2일’, ‘3=일주일에 3-4번’, ‘4=일주일에
5일 이상’의 4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2) 매력성 변인
매력성이란 잠재적 범죄자가 느끼는 범죄대상으로써 피해자의 적합성을 의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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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일반적으로 접근가능성, 가구소득 또는 현찰 소지여부 등으로 측정되었다
(Policastro, 2013; Li et al., 2015). 이와 비슷하게 Finkelhor & Asdigian(1996)은 특정
한 피해자의 특성이 잠재적 범죄자의 욕구 및 동기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고 피해
자가 가지고 있는 신체적 또는 인지적 취약성이 범죄피해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
다. 즉 신체적 또는 인지적으로 취약한 피해자는 스스로 범죄피해에 대해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없기 때문에 잠재적 범죄자로부터 매력적인 범행대상이 된다고 주장한다
(Tillyer et al., 2011: 2913). 이러한 개념적 정의는 잠재적 범죄자가 범행대상을 선택
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특성을 어떻게 인지하는가에 따라서 매력성이 차이가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매력성 변인을 용돈, 고가의 브랜드나 물건 등
소지여부, 건강상태와 취약성(신체적 및 인지적) 등으로 측정하였다. 용돈수준을 파
악하기 위하여 ‘작년 한 해 동안 어르신께서 평균적으로 한 달에 지출하신 용돈은 얼
마입니까?’ 등에 대한 문항으로 ‘1=1만 원 이상 10만 원 이하’, ‘2=11만 원 이상 30
만 원 이하다’, ‘3=31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 ‘4=51만 원 이상 100만 원 이하’,
‘5=101만 원 이상’ 의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고가의 브랜드나 물건 등 소
지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외출 시 눈에 띄는 복장을 하는 편이다’, ‘외출할 때 치장
을 하는 편이다(반지, 시계, 목걸이 등)’ 등에 대한 2개의 문항으로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정말 그렇다’ 의 5점 척도를 사
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의 Cronbach alpha의 값이 0.742으로 확인되었다. 건강상
태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현재 어르신께서 3개월 이상 앓고 있는 만성질환이 있으
십니까?’와 ‘어르신의 평소 건강상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등에 대한 2개 문항
으로 측정하였다. 만성질환 여부는 ‘1= 0개’, ‘2= 1개’, ‘3= 2개’, ‘4= 3개’, ‘5= 4개
이상’의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건강상태는 ‘1= 매우 건강하다’, ‘2= 건
강한 편이다’, ‘3= 그저 그렇다’, ‘4= 나쁜 편이다’, ‘5= 매우 나쁘다’의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의 Cronbach alpha의 값이 0.608으로 확인되었다.
노인의 취약성에 대한 변수를 측정하기 위해서 틸러와 그의 동료들(Tillyer et al.,
2011)이 사용한 변수인 신체적 취약성과 인지적 취약성에 대한 문항으로 노인의 상
황에 맞춰 재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신체적 취약성으로는 ‘외출할 때 지팡이를 사용
하십니까?’, ‘팔다리를 사용하는 것이 힘이 드십니까?’ 등에 대한 2개의 문항으로 사
용하였으며, 인지적 취약성으로는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친구와의 약속을 잊어버리십
니까?’, ‘일주일에 몇 번 정도 물건의 위치가 생각나지 않아 찾으십니까?’ 등에 대한
2개 문항으로 총 4문항으로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정말 그렇다’의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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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nbach alpha의 값이 0.705으로 확인되었다.
(3) 보호능력 변인
보호능력이란 범죄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사람이나 장치의 효과성을 의미하는 것
으로(Cohen et al., 1981: 508), 기존의 연구들은 친구, 이웃 그리고 가족 구성원의 수
로 보호능력을 검증하였으며, 몇몇의 노인 학대와 관련한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고립이 노인 학대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한다(Policastro, 2013). 이
러한 관점은 보호자와의 접촉이 많을수록 잠재적 범죄자의 접근을 힘들게 함으로써
범죄피해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대와 같이 핵가족화의 변화에서 단
지 피상적인 구성인원으로 파악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보호능
력을 단지 함께 살고 있는 동거여부 뿐만 아니라 마음을 열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가
족 친밀성에 초점을 두었다.
보호능력은 가족 친밀성으로 측정하였다. 가족 친밀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한
달에 얼마나 자주 가족들과 전화 통화를 하십니까?’와 ‘한 달에 얼마나 자주 가족들
과 직접 만나서 시간을 보내십니까?’등에 대한 2개의 문항으로 ‘1=거의 연락을 하지
않는다’, ‘2=6개월에서 3개월에 1-2번’, ‘3= 한 달에 한번’, ‘4=일주일에 1-3번’, ‘5=거
의 매일한다’으로 측정하였다. 이 척도의 Cronbach alpha의 값이 0.731으로 확인되었
다.
3) 종속변인
이 연구는 노인대상 사기피해의 원인을 고찰함으로써 사기피해를 예방하고 더 나
아가 대책 방안을 제시함에 목적이 있다. 일반적으로 개인대상 사기피해는 개인을 대
상으로 의도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상품, 서비스, 허위과장 등을 통하여 판매하려던
일체의 모든 기망행위를 의미한다(titus, 2001: 57). 이러한 기망행위의 수단 및 방법
에는 제한이 없다(강미영, 2015: 236). 이에 노인대상 사기피해유형을 기망행위에 있
어 피해자와 가해자의 접촉이 선행하는 대면적 사기피해로 한정하였다. 즉 무료관광,
무료식사 제공 등을 명목으로 판매의도를 숨기고 노인에게 접근하여 과장 또는 허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에게 부당하게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판매유형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노인대상 사기피해유형을 ‘경로잔치, 무료식사제공 등에 속아 물건을
구매한 적이 있습니까?’, ‘무료관광 등의 미끼에 속아 물건을 구매한 적이 있습니
까?’, ‘당첨, 사은품 등에 속아 물건을 구매한 적이 있습니까?’, ‘무료관광, 무료공연
에 속아 물건을 구매한 적이 있습니까?’, ‘방문판매에 속아 물건을 구매한 적이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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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까?’, ‘무료의료서비스에 속아 피해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로 측정하였다. 다음과
같은 사기피해 가운데 한 번이라도 피해를 당한 적이 있으면 ‘피해 있음 =1’, ‘피해
없음=0’으로 이항척도로 구분하여 통합하여 사용하였다.

Ⅳ. 분석결과
1. 기술통계 분석
<표 1>은 노인대상 사기피해를 알아보기 위한 사기피해 경험 빈도를 나타낸 것이
다. 지난 1년간 사기피해 경험이 없는 응답자는 282명으로 28.6%에 해당한다. 사기
피해를 경험한 응답자는 705명으로 71.4%으로 나타났다.
<표 1> 사기피해 분포
구

분

빈도(명)

비율(%)

없음

705

71.4

있음

282

28.6

합계

987

100.0

주요배경변수들에 대한 기술 통계결과를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설문조사는 60
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총 931명 중 여성이 70%로 남성보다 2배
이상 더 많았다. 무학(=1)부터 전문대학이상(=5)으로 측정된 학력 수준은 평균 3.25으
로 나타났으며, 이는 평균적으로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사기피해에 문화시설 이용 빈도 수준은 최저값 1에서 최고값 4이고
평균은 3.09으로 대부분의 노인들이 노인정, 노인학교, 헬스클럽 등 노인관련 기관을
보통이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피해에 대한 대상으로서의 매력성을
살펴보면 용돈수준은 최소값 1에서 최고값 5이고 평균은 2.59으로 대부분의 노인들
이 11만원 이상의 용돈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물건소지여부를 살펴보면
최저값 2에서 최고값 10으로 평균은 5.92으로 대부분의 노인들이 눈에 띄는 복장 및
치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강상태는 최소값 2에서 최고값 10이고 평균은
5.06으로 대부분의 노인들의 건강상태가 영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취약성
은 최소값 4에서 최고값 20이고 평균은 10.51으로 대부분의 노인들이 신체적 및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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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으로 취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가족친밀성을 살펴보면 최저
값 2에서 최고값 10으로 평균은 7.31으로 나타났다.
<표 2> 기술통계 분석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성별(여성=1)

987

.70

.458

0

1

학력

987

3.25

1.28

1

5

문화시설 이용 빈도

987

3.09

1.08

1

4

용돈

987

2.59

1.12

1

5

고가물건 소지

987

5.92

2.20

2

10

건강상태

987

5.06

1.72

2

10

취약성

987

10.51

3.29

4

20

가족친밀성

987

7.31

2.23

2

10

2. 주요변수들 간 상관관계 분석
<표 3>는 사기피해 경험과 주요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
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종속변수인 사기피해 경험은 성별, 학력, 문화시설 이용 빈도, 건강상태, 취약성 그
리고 가족친밀성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즉 여성일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문화시설 이용 빈도가 낮을수록,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취약성이 높을수록 가족친밀
성이 낮을수록 범죄피해 가능성이 높아지는 관계라고 할 수 있다.
<표 3> 범죄피해경험과 주요변수들 간 단순상관관계 분석
구분
피해
경험
성별
학력
문화시설
빈도
용돈
고가
물건
건강상태

피해
경험

문화시설
빈도

성별

학력

용돈

.086**
-.116**

1
-.373**

1

*

-.076

**

.088

-.232**

1

.050

-.122**

.335**

-.167**

1

.033

.091**

.131**

.041

.146**

*

**

**

고가물건 건강상태

1

.063

.190

-.306

**

.170

**

-.242

1
-.112**

1

취약성

가족
친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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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성

.138**

.142**

-.243**

.081*

-.182**

-.061

.438**

1

가족
친밀성

-.094**

.013

.055

-.005

.050

.002

-.181**

-.177**

1

*p<.05, **p<.01, ***p<.001

3. 노인대상 사기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비교
1) 노인대상 사기피해에 미치는 영향
노인대상 사기피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로짓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
며, 노인대상 사기피해에 미치는 영향력은 <표 4>과 같다.

<표 4> 노인대상 사기피해에 미치는 영향
구분

B

표준
오차

Wals

자유도

유의 확률

Exp (B)

성별(여성=1)

.215

.180

1.420

1

.233

1.240

학력

-.244

.068

12.673

1

.000

.784

문화시설 이용 빈도

-.224

.069

10.535

1

.001

.799

용돈

.212

.071

8.920

1

.003

1.236

고가물건소지여부

.046

.034

1.792

1

.181

1.047

건강상태

-.003

.049

.004

1

.949

.997

취약성

.084

.025

11.055

1

.001

1.087

가족친밀성

-.073

.033

5.046

1

.025

.929

*p<.05, **p<.01, ***p<.001

먼저 노인대상 사기피해에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요인들의 효과를 살펴보면 학
력이 부(-)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B=-0.244, p<.001). 이는 학력이 낮을수
록 노인대상 사기피해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대부분의 선행연구와 일치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노인대상 사기피해에 미치는 개인적 특성요인들의 효과를 살펴보면 첫
째, 문화시설 이용 빈도에 따른 노인대상 사기피해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0.224, p<.01), 승산비는 0.799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화시설을 이용하
지 않은 사람일수록 사기피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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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용돈이 노인대상 사기피해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B=0.212, p<.01), 승산비는 1.236으로 나타났다. 이는 용돈이 많을수록
사기범죄피해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용
돈이 1단계 올라갈수록 사기피해를 경험할 확률이 경험하지 않을 확률보다 1.236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취약성이 노인대상 사기피해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B=0.084, p<.01), 승산비는 1.087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약성이 높을수
록 사기피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취약성이 낮은 사람보다는 취약성이 높
은 사람이 사기피해를 경험할 가능성이 1.08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가족친밀성이 노인대상 사기피해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B=-0.073, p<.05), 승산비는 0.929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친밀성이 낮을수
록 사기범죄피해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가족친밀성이 1단계 내려갈수록 사기피해를 경험할 확률이 경험하지 않을 확률보다
0.929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Ⅴ. 결론 및 논의
전통적으로 노인의 범죄피해는 다른 계층에 비해서 낮은 수치를 자치하고 있었기
에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1960년대 이후 산업화와 의료기술의 비약적
인 발달을 거치면서 평균수명이 연장됨으로써 전체인구에서 노인인구 13.6%로 비율
이 급증하고 점차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김영숙 · 박선미, 2007: 37). 이러한 사
회적 변화는 노인대상 범죄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으며, 더 나아가 형사사
법과 범죄피해 연구에서 새로운 이슈로 주목되고 있다. 이에 국내 범죄학 분야에서도
노인대상 범죄피해에 대한 원인을 검증하기 위해서 다양한 연구들이 다루어져 왔으
나 대부분의 원인을 고찰하기 보다는 실태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으며 몇몇 학자들이
노인대상 범죄피해의 원인을 검증하기 위하여 개인적 수준에서의 일상활동 및 생활
양식 변수가 주로 다루어져 왔으나 노인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기피해에 대한
원인 고찰 연구는 매우 미흡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노인대상 사기피해와 관련하
여 개인적 특성에서 경험적으로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첫째, 노인대상 사기피해에 미치는 요인을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하여 경험적으
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둘째, 노인대상 사기피해에 미치는 요인을 노출, 매력성 그리

106

한국공공안전학회지 창립호 제1권 제1호(2017)

고 보호요인을 통하여 경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상의 연구문제에 대한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대상 사기피해에는 미치는 요인은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학력이 노인대
상 사기범죄피해에 영향을 미쳤다. 둘째, 노출요인 중 문화시설 이용 빈도가 노인대
상 사기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매력성 요인 중 용돈, 취약성
이 노인대상 사기피해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보호요인
인 가족친밀성이 노인대상 사기피해에 부(_)적인 영향을 미치는 확인되었다.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의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대상 사기피해는 학력, 문화시설 이용 빈도, 용돈 수준, 노인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 취약성 및 인지적 취약성 그리고 가족 친밀성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다는 측면을 고려한 범죄예방대책을 접근해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현재 우리나라는 혼인연령이 높아짐으로 인하여 출산율이 낮아지고 동시에
노인들의 수명이 길어지고 있다. 또한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가족구성원의 형태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대가족 형태의 가족이 많았기 때문에 가족구성원의 역할
이 매우 중요하였다. 그러나 핵가족 또는 1인 가구가 증가함으로 인하여 독거노인과
같은 고립적인 형태의 노인들이 증가함으로서 가족구성원의 역할이 점점 감소되고
있다.
미국 미네소타 의학협회는 노인에 대한 정의를 “젊은이의 활동에 관심이 없으며,
남의 말을 정취하기 보다는 자신이 말하는 것을 즐기며, 좋았던 자신의 과거를 그리
워하는 사람들”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이코노미뉴스, 2017. 01. 16). 이처럼 단순히 사
회적으로 정의되어진 나이에 의해서 노인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인식하는 정신적인
변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에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들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기본적인 경제활동을 제공함으로써 그러한 경제활동을 통
하여 정보를 공유하며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연구는 연구대상을 서울과 경기도로 한정하였다는 점, 사건 의존성과
관련하여 범죄피해 경험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과 다양한 일상 활동 및 생활양식
요인들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
고 노인대상 사기피해 및 반복사기피해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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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urrent State and Effect Factors of Fraud
Victimization among the Elderly
Lee, Eun Joo*

2)

The crime victimization of the elderly, which has been overlooked in the crime
victim, became a social problem that can no longer be ignored because of the fraud
victimization cases among the elderly constantly reported, such as phone fraud and
sales activities under the disguise of filial tour etc. focused on the elderly. Therefore,
the various studies have been conducted to verify the cause of victimization among
the elderly. However, most previous studies have focused on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such as sex, educational level, and economic level in identifying causes
of victimization among the elderly. Although some previous studies have
demonstrated that victimization among the elderly may be influenced by the daily
activities of the elderly, there is almost nothing about the studies on the fraud
victimization among the elderly.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verify the factors
affecting on the fraud victimization among the elderly. The results of analysis of this
study problem are summarized as follows.
There are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 factors which had significant effect on the
whole of fraud victimization among the elderly such as education(+), the frequency of
utilization of the Cultural facilities(+), pocket money(+), vulnerability(+) showed the
significant effect, and intimacy of family(-). As shown in this study, It would be
desirable to approach the systematic crime prevention measures with a focus on that
the preventive factors had significant effect on the fraud victimization among the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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