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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범죄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가로환경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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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희**․정석***

Characteristics of Street Environments Influencing Fear of
Crime in Children : A Case Study on Seoul Youngwha Elementary
School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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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14)

：최근 어린이 관련 범죄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어린이 범죄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
기 위해서는 실제 발생된 범죄뿐만 아니라 잠재적 범죄, 즉 범죄 두려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초등학교 통학로에서 어린이들이 느끼는 범죄 두려움을 가로환경 특성과의 관계 속에서 분석하
기 위해 시작되었으며, 통학로에서 어린이들이 실제로 느끼는 범죄 두려움의 정도를 파악하고, 어린이
의 범죄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가로환경 특성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서울 영화초
등학교 6학년생 25명을 대상으로 설문 및 면접조사를 하여 범죄 두려움 유발구간과 유발구간의 가로환
경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6개의 범죄 두려움 유발구간을 도출하였고 가로 폭, 용도, 도주경로, 관
리상태가 두려움에 영향을 주는 주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폭 8m 이상의 가로와 근린생활시설이 혼재된
구간에서 어린이들은 안전함을 느꼈고, 도주경로가 없거나 막다른 길과 연결된 구간, 노면상태가 불량
하거나 쓰레기가 방치된 곳, 시설이 노후한 곳에서의 범죄 두려움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제어：어린이 안전, 범죄 두려움, 가로환경, 통학로
ABSTRACT：Crime against children has been a social issue these days. To effectively prevent and
요약

deal with them, the study of potential crime or fear of crime is needed as well as that of real crime.
This study examines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fear of crime in school zones and
characteristics of street environments. It aims to determine the degree of fear of crime that children
feel in school zones, and analyze characteristics of street environments that influence fear of crime
in children. A survey and interviews were conducted on 25 students in the sixth grade of Seoul
Youngwha Elementary School, to identify and analyze characteristics of street environments that
cause fear of crime in children. The findings indicate that 6 sections that trigger fear of crime were
revealed and that street width, its usage, escape route, and its management state are the main elements
that influence children's fear of crime. The children felt safe in sections more than 8 meters in width,
and where there are surrounding neighborhood facilities. They felt fearful in streets without an escape
route, that lead to a dead end, with road surfaces of poor quality, with neglected waste, or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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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n-down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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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서론

범죄에 관한 연구는 경찰행정학, 사회학, 도시
공학 등 많은 분야에서 진행되어 왔다. 범죄로부
터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건물수준을
비롯해 마을수준, 사회 전반적인 수준의 방범성
능을 향상시켜야 한다. 하지만 건물수준의 방범
성능이나 사회 전반에 걸친 방범성능의 연구는
많은 반면 마을 수준의 방범성능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1)
또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및 범죄 두려
움에대한연구는많은반면, 어린이대상범죄연
구또는범죄두려움관련연구는많지않다. 최근
어린이나 여성 등 사회적 약자들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늘어 사회적 문제로 비화하고 있는 점도
어린이를대상으로하는범죄연구와범죄두려움
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이 연구는 어린이들이 통학로에서 느끼는 범죄
두려움의 실태를 알아보고 범죄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가로환경 특성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서울 영화초등학교 6학년생 25명
을 대상으로 설문 및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범죄
두려움 유발구간을 찾고, 유발구간의 가로환경
특성을 분석하였다.

Ⅱ

. 이론적 고찰

1. 통학로와 어린이 대상 범죄에 대한 고찰
통학로는 학생이 학교에 가거나 학교에서 돌아
오는 집까지의 길을 뜻하고, 대개는 도보통학 30
분 정도의 통학거리로서 일반적으로 학교에서부
터 800m까지를 통학권으로 본다.
우리나라는 형법상 어린이 범죄를 따로 구분하
고 있지 않다.2) 다만 특별법으로서 청소년보호법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과
형법범죄를 종합하여 어린이 대상 범죄를 기록하
고 있다.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아동 유괴
와 아동성폭력은 최근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3) 이러한 어린이 대상 강력범죄 외에도 집
계되지 않는 학교폭력과 같은 미성년자에 의한
범죄유형도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주목을 받고
있다.
학교 주변에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 범죄
예방과 관련된 제도로는 아동보호구역, 배움터지
킴이, 학교보안관, 아동지킴이 집 및 아동안전수
호천사가 있다.

1) 국내 마을 수준의 연구로 범죄 두려움을 다룬 실증연구로는 구지연․김기호(2011), 최열 외(2000), 허선영․문태헌(2011)의 연구가 있으나
어린이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는 없다.
2) 형법상 범죄는 재산범죄, 강력범죄(흉악, 폭력), 위조범죄, 공무원범죄, 풍속범죄, 과실범죄, 기타 형법범죄로 나뉜다. 어린이 범죄와 가장
근접하는 형법상의 죄로 미성년자 약취․유인죄가 있다.
3) 2009년에 아동유괴 74건, 아동성폭력 990건이었으나 2010년 아동유괴 104건, 아동성폭력 1,175건으로 증가하였다(자료: 대검찰청 범죄분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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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범죄 두려움과 가로환경에 대한 고찰
범죄 두려움은 1960년대부터 미국에서 사회적
이슈가 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년간 범죄
관련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범죄 두려
움이란 범죄피해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환
경 및 심리적 자극에 대하여 발생하는 불안한 정
서적 반응으로 이는 범죄발생과 공간적으로 명확
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범죄 두려움을 유발하는 요인에 대한 이론으로
는 과거의 범죄 피해 경험으로 발생하는 피해가
설(Victimization Hypothesis), 주변 이웃이나 언
론매체의 정보로 인한 간접피해 모델, 신체적․
사회적 취약성으로 두려움이 나타나는 취약가설
(Vulnerability Hypothesis), 그리고 깨진 유리창
이론4)과 같은 무질서 모델이 있다.
범죄에 영향을 주는 물리적 환경에 대한 연구로
는주로‘환경설계를통한범죄예방(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원리
에 따른 요소를 예방책으로 제시하였다.
어린이 관점의 범죄 안전 관련 연구들이 일부
있으나,5) 어린이들이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에서
실제로 느끼는 범죄 두려움을 가로환경의 특성과
관련해서 다룬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아 본 연구
의 필요성과 차별성이 있을 것으로 본다.

Ⅲ

. 분석의 틀

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학교 보안관, 관할 지
구대 경찰관 등 관계자 면접조사와 본 조사의 오
류를 줄이기 위한 사전조사 성격의 설문조사로
이루어졌다.
본 조사는 통학경로와 구간별 범죄 두려움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로 이
루어졌다. 이와 함께 설문조사 결과로 드러난 범
죄 두려움 유발구간을 대상으로, 범죄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요인을 현장조사를 통해
파악하였다. 조사는 6학년 학생 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는데, 이는 적은 수의 표본이긴 하나 통
계적인 표본 수를 늘리는 것보다 개별면접을 통
해 심층적인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실증연구에
적합하다 판단하였기 때문이었다.
검증 단계에서는 설문 및 면접조사 시 민감도
가 뛰어난 아이들을 대상으로 연구자가 통학경로
를 함께 따라 걸으며 범죄 두려움에 영향을 준 요
인들에 대한 문답을 하고, 범죄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가로환경 특성을 주제로 표적집단법을 실
시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된 특성에 대하여 범죄
두려움 등급을 전체 통학로에 대조하여 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사례연구가 주가 되는 연구로서 대
상지의 선정이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
지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사례연구 대상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조건을 고
려하였다.

본 연구는 크게 예비조사, 본 조사, 검증의 3단
계로 진행되었다. 예비조사는 어린이 범죄의 전
4) Wilson and Kelling(1982)이 주창한 이론으로, 어느 지역의 반사회적 행동이 증가하면 이를 무질서의 신호로 해석하게 되어 장소감을 상실
하게 되고 범죄의 증가를 일으키게 된다는 이론이다.
5) 학교 주변 통학로의 안전에 관한 연구로 임지선․김부치(2010)와 김리원(1996)이 있고, 범죄 두려움에 관한 연구로는 노현선(1996)과 고준
호(2009), 성용은․최경식(2009) 등이 있다.

42

서울도시연구 제13권 제4호 2012. 12

Ⅳ

. 사례연구

1. 예비조사
1) 면접조사

<그림 1> 분석의 틀

첫 번째 조건은 다양한 주거유형이 공존하는
지역으로서 다양한 가로환경을 보여주는 대상지
를 찾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의 자연
발생형 주거지와 구릉형 주거지의 분포를 검토하
여 대상지를 도출하였다.
두 번째 조건으로는 상급학교와 접해 있는 초
등학교로 범위를 국한하였는데, 이는 어린이 범
죄 두려움에 상급학교로 인한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상의 두 가지 조건에 모
두 부합하는 초등학교로서 서울 시내 7개 초등학
교가 해당되었다.
세 번째 조건으로는 가급적 보행통학권의 초등
학교를 대상으로 선정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 대상이 보행가로여서 보행통학이 일상적인 통
학로를 선정하기 위함이었다.
이상의 과정을 종합하고 이 밖에 도면 및 자료
구득의 용이함 등을 감안하여 최종적으로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소재 영화초등학교를 사례연구 대
상지로 선정하였다.

예비조사의 면접조사는 범죄 두려움을 느끼는
대상인 초등학생 어린이와 잠재적 가해자가 되는
상급학생, 그리고 범죄 두려움 감소에 영향을 주
는 학교보안관 및 경찰관 등 감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각 면접조사는 대상에 따라 표적집
단법과 준표준화면접을 사용하였다.
어린이 면접조사는 초등학교 5, 6학년생 8명을
대상으로 영화초등학교 교장실에서 이루어졌으
며, 학교와 주변지역이 표기된 A3도면에 통학경
로를 표기한 뒤 범죄 두려움을 느끼는 구간과 실
제 피해장소 및 목격장소 등을 물었다. 응답결과
범죄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통행량,
상급학생의 유무, 가로의 폭, 거리의 밝기, 피난경
로의 유무 등이 지적되었다.
통학경로의 선택에 대한 질문에 학생들은 주로
익숙한 거리와 최단거리를 선호한다고 응답하였
으나 일부 학생들은 상급학생과의 만남을 피하기
위해 차선의 경로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답
하였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는 영화초등학
교와인접해있는영등포고등학교재학생2개그룹
5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도면을 보여주며 자주
이용하는 경로와 이유를 물었다. 응답결과를 보면
고등학생들역시최단거리를주로선택하고, 급경사
나 계단이 있는 경로를 회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보안관과 경찰관에 대한 면접조사도 실시
하였는데, 이들이 담당하는 주요업무와 어린이와
청소년 관련 순찰실태, 범죄취약지역, 범죄현황
등을 질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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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문조사

본 조사에서 실시할 설문조사에 있을 수 있는
오류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사전조사의 성격을
갖는 설문조사를 서울 영화초등학교 6학년 한 학
급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담임선생님의 지도하에 총 28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설문방식은 전체
학생들에게 설문 요지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
한 뒤 학생들이 설문지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
행되었다.

시할 때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경로를 모두 표시
하게 하였다. 또한, 보행자도로와 횡단보도의 이
용을 포함하여 실제 이용경로를 도면에 정확하게
표시하도록 하였으며, 범죄 두려움의 정도를 구
분한 이유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기술하는 방식으
로 답하도록 하였다. 총 28부를 배포하여 회수하
였으나, 도면에서 통학경로를 알아볼 수 있는 경
우는 26부였고, 그 가운데 범죄 두려움의 등급을
명확하게 표기한 경우는 19부여서 이를 유효한
응답으로 간주하고 분석하였다.
<표 1> 예비 설문조사의 범죄 두려움 원인 응답
인적
요소

물리적 요소

심
리
적

유효 상
도 도 주 1
사례 급 통 가 골
어 신
익
주 로
층
외
행
로
목
두
호
숙
생
경 형 용 용
짐
량 폭 길
움
등
함
로 태 도 도
등

<그림 2> 설문조사 결과 통학경로

설문지 문항은 응답자의 특성에 대한 질문에
답변한 뒤, 도면 위에 각자의 통학경로를 표시하
도록 구성하였다. 통학경로는 범죄 두려움을 유
발하는 정도에 따라 안전, 약간 불안, 불안, 위험
등 4등급으로 표시하게 하였고,6) 통학경로를 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빈도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0 8 5 4 1 1 2 1 2 2 1 1

6) 4등급은 안전, 약간 불안, 불안, 위험의 단계로 면접조사 시 초등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단계를 분류하였고, 통계적 정리의 편의를 위하여
4색 볼펜을 준비하여 표시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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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조사
1) 설문조사

본 조사의 설문조사는 예비조사와 동일한 대상
자에게 실시하였고 개방형 질문을 제외하고 문항
은 동일하며 예비조사보다 정확한 응답과 현장의
경험을 반영하기 위하여 하교나 등교 시 작성하
도록 하여 다음날 25부를 회수하였다.
설문결과는 개별적으로 사례를 살펴보고 도면
화하여정리하였다. 25개의사례를각각도면에표
기한뒤학생들이응답한통학경로와통학경로구
간별 범죄 두려움의 정도를 살펴보고 비교하였다.
사례 4의 경우처럼 통학경로가 통행량이 많은
큰 길을 이용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자신들의 통
학로가 안전하다고 응답하였으나 사례 7, 사례
12, 사례 25의 경우처럼 좁은 골목길을 거쳐 집에
오고가야 하는 학생들은 자신들의 통학로를 구간
에 따라 안전, 약간 불안, 불안, 위험으로 인식하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5> 사례 12 조사결과

<그림 6> 사례 25 조사결과

25명의 학생들이 응답한 설문지를 종합해보면
조사 대상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경로를 파악
할 수 있다. 학생 개개인의 통학경로를 모두 종합
하고, 중첩구간을 누적하여 분석한 통행강도는
<그림 7>과 같다.

<그림 3> 사례 4 조사결과

<그림 4> 사례 7 조사결과

<그림 7> 통행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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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의 범죄 두려움
정도를 종합하기 위해 응답자 개개인의 범죄 두
려움 정도를 두려움의 등급에 따라 1점(안전), 2
점(약간 불안), 3점(불안), 4점(위험)의 배점을
준 뒤 전체 통행강도에 대한 평균치를 적용하여
통행경로별 범죄 두려움의 강도를 표기하였다.
다양한 통학경로 가운데 초등학생들이 범죄 두
려움을 상대적으로 강하게 느끼는 구간을 도출하
기 위해 불안구간 및 위험구간을 종합하면 <그림
8>과같은범죄두려움유발구간을도출할수있다.
도출된 범죄 두려움 유발구간은 모두 8개 구간
으로 대부분 좁은 골목길과 이면도로 구간이며,

예외적으로 큰 길가나 아파트단지 내 도로구간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2) 면접조사

면접조사는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한 범죄 두려
움의 원인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
해 실시하였다.
면접조사는 회수된 25부를 대상으로 개별적인
준표준화면접을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응답 정
도가 미흡했던 2부를 제외하고 총 23부의 응답결
과를 정리하였다.
추가로 실시한 면접조사의 응답결과, 즉 범죄

<그림 8> 범죄 두려움 유발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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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려움의 원인에 대한 응답을 보면 예비조사 시
응답했던 인적 요소, 물리적 요소, 심리적 요소들
이 비슷하게 나왔으며, 예비조사에는 나오지 않
았던 건물에서의 시선, 휴게공간의 유무, 은신공
간의 유무, 거리의 어지러움 등의 항목이 추가되
었고, 범죄 두려움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물리적
요소는 가로 폭, 골목길, 어두움 등으로 나타났다.
<표 2> 면접조사의 범죄 두려움 원인
인적
요소

물리적 요소

심리적
요소

건
물
유효 상
어
가골도도주 1 에어휴은
통
익
사례 급
주
로
층
게
신
외
지
로목
서두
숙
생행
경형용용의
공공짐
러
량폭길
움
함
도도
로
태
간
간
움
등
시
선

1
0
00
0
2 0
0
3 000
4 00
0
0
5 00 0
0
0
6 0000
0
7 000
0
8
0
9 00
0
0
10 0 0 0 0
0
11
0
0 00
12 0
0
13 0 0
0
14 0
0
15 0 0 0
16
0
17
0
0
18 0 0 0
0
19 0 0
20 0 0
00
21 0 0
0
22 0 0 0
23
00
0
0
빈도 11 14 15 7 1 3 2 1 3 6 1 1 3 5 1
수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총 8개의 범죄 두
려움 유발구간에 대한 통행강도와 범죄 두려움의
원인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범죄 두려움 유발구간 내 통행강도와 주요 원인
구 분 범죄 두려움

구간 1
구간 2
구간 3
구간 4
구간 5
구간 6
구간 7
구간 8

위험
불안
불안
불안
불안
불안
불안
불안

3) 현장조사

통행강도

1명
1명
1명
1명
1명
2명
2명
5명

두려움 원인

단일용도
골목길, 어두움
외짐
차량위협
통행량, 상급생
가로 폭, 골목길,
외짐, 상급생
통행량, 어두움
가로 폭, 골목길,
통행량, 건물에서의
시선, 상급생

현장조사는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된 8개 범죄
두려움 유발구간에서 범죄 두려움을 불러일으키
는 원인과 실제 가로환경 특성과의 관계를 살펴
보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설문조사 결과로 도출된 어린이 범죄 두려움
유발구간은 총 8개 구간이었으나, 이 중 차량 또
는 인적 요소만으로 지적된 2개 구간을 제외하고
6개 구간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가로환경 특성 조사는 어린이들이 응답한 범죄
두려움의 원인 가운데 물리적 요소에 해당하는
11개 항목과 문헌연구를 통해 연구자가 추가한 3
개 항목을 더해 총 14개 항목으로 이루어졌다. 이
14개 항목을 조사내용별로 세분하면 모두 17개의
조사항목으로 나누어진다.
각 구간에 대한 현장조사는 가로 입면 사진촬
영, 동영상 촬영, 관찰조사 및 실측 등 다양한 방
법으로 이루어졌고, 조사결과는 평면도와 입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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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가로 단면도 등의 도면으로 정리하였다.
<표 4> 조사항목에 따른 조사방법
구분

조사항목

조사방법

도로 폭
CAD도면 측정 및
현장답사 실측
보도 폭
통한 주차
차량통행 현장답사를
및
통행
조사
어 골목길 D/H 건물 및 건물층수 × 3m 및
린
비 담장 높이 담장의 높이 실측
이 도주 결절점 구간 내 결절점 여부
경로
응 도로
여부
답 형태 직선형/곡선형 가시성의 구간통과
확인
건축물 대장 열람 조사
범 주
내
죄 용도 용도 분포 용도별후 구간
건축물 수 /
전체 건축물 수
두 1층
동영상
분석 및 현장
려 용도 용도별 분류
답사
조사
움
건물 유효창호 / 구간 내 건물입면 촬영
물 에서의 건물입면 비율
후 면적측정
리 시선
적 어두움 가로등 및 음영 가로등 및 음영의 위치
현장답사 조사
요 휴게 휴게공간 앉거나 모일 수 있는
소 공간
장소 현장 확인
은신 은신공간 가로시설물 및 주차차량
공간
등 은신공간의 유무
곡선형 도로와
외짐 가시성 확인 은폐공간의
유무
연 보안 CCTV
현장답사 조사
구 장치
자
건물 및
W/D 담장의
측정 및
추 리듬감 비 가로 폭폭 CAD도면
현장답사
실측
가
스카이라인
요 관리 도로 포장 상태 현장답사 조사
소 상태 및 쓰레기 여부
가로
폭

가로폭의경우에는도로폭과보도폭을구분하
여 측정하였으며, 차량통행은 현장조사를 통해 주
차현황 및 통행현황을 파악하여 기록하였다. D/H

비의 산정은 건물의 경우 건물층수를 확인한 뒤 1
개 층의 높이를 3미터로 일률 적용하였으며, 담장
의높이는실측한뒤기록하였다. 도주경로는결절
점의 유무로 파악하였고, 도로형태는 직선과 곡선
으로 구분한뒤 구간전체가 시야에 들어오는지 여
부를 판단하였다.
인접 건물에서의 시선이 가로에 미치는지를 파
악하기 위해 가로 입면 사진을 촬영한 뒤, 전체
건물 입면적 중에 개구부의 비율을 산정하였고,
거리의 음영은 하교시간대인 오후 2~3시 기준으
로 음영위치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는 <그림 9>,
<그림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면으로 정리하
였으며, 총 6개 구간의 조사결과는 <표 5>와 같다.

<그림 9> 구간 6의 유효창호/건물입면 비

<그림 10> 구간 6 가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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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범죄 두려움 유발구간별 요소
구분

구간 1

구간 2

구간 3

구간 6

구간 7

구간 8

사진
도로
보도
최고
최저
평균
결절점
도로형태
단독
단독 다가구
주 공동 다세대
아파트
용 근생 제1종
도 시설 제2종
정화시설
학교
1층 용도
유효창호
/건물입면 비
어두움
휴게공간
은신공간
건 최장
물
및 최단
담 단절평균횟수
장
전 구간길이
면 전체 전면 폭
폭 /구간길이
도로 포장 상태 및
쓰레기 여부

가로
폭
건물
층수

6.5~7m
2.5~3m
4/1F
6F
1F
1/1F
2.7F
3F
0
0
직선
직선
3동 37% 2동 40%
2동 25% 2동 40%
2동 25%
1동 13%
조명장치 소매
및 인테리어업
외 주거용도
20%
식재 음영
노상주차장,
전신주
53m
25m 이상
11m 2회 0회
20m 70m 53m
83% 95%
도로상태 양호
쓰레기 유

1동 20%
식료품
도소매업 외
주거용도
18%
식재 음영
주차장
27m 31m
- 0회 0회
- 27m 31m
100% 100%
도로상태 양호
쓰레기 무

6.5m
1.2m
15/1F
2F
8.5F
0
직선

0.8~2.5m 2.5~4m
2.8~5m
5/1F
3/1F
7/1F
1F
1F
2/1F
1.5F
2F
3.1F
1
1
0
곡선
곡선
직선
11동 92% 8동 57% 1동 8.3%
1동 8% 5동 36% 7동 58%
1동 7% 1동 8.3%
1동 50%
1동 8.3%
1동 8.3%
1동 50%

1동 8.3%
외
주거용도 주거용도 주거용도 분식집
주거용도
29%
12%
10%
12%
없음 D/H비 음영 D/H비 음영 D/H비 음영
주차금지용
의자
불법주차차량, 공동주택
지상주차장 건물 사이 공간 건물
사이 공간 필로티 주차장
39m 36m 40m 67m 36m 99m 123m
39m 이상
- - 17m 14m 12m 33m 16m 25m
0회 0회 2회 2회 2회 1회 2회 1회
- - 25m 26m 22m 35m 44m 74m
39m 39m 78m 86m 74m 71m 139m 154m
100% 100% 96% 91% 91% 97% 95% 96%
도로상태 양호 도로상태 불량 도로상태 불량 도로상태 양호
쓰레기 무 쓰레기 유 쓰레기 무 쓰레기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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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증
1) 동행검증

동행검증은 면접조사 때 응답에 충실하고 가로
환경 변화에 민감한 5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
시하였다. 조사 결과 아이들은 파출소와 같이 방
범을 담당하거나 사람의 출입이 잦은 슈퍼마켓과
같은 용도가 있는 곳이 주거용 건물만 밀집된 구
간보다 안전하게 느낀다고 평가하였고, 길을 걸
을 때 건물의 높이나 재질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반면 가로의 폭이나 노면의 정돈상태에는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또한, CCTV나 창호면적,
표지판 등과 같은 미시적인 부분은 인지하지 못
하고 지나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행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어린이들이 민
감하게 반응하는 범죄 두려움 유발요인은 가로
폭, 건물용도, 가로환경 상태로 분석되었다.

검증 조사를 실시하였다. 검증은 통학경로의 가
로 폭과 용도를 조사하고 이를 범죄 두려움 등급
에 대비하여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가로 폭과 범죄 두려움 유발구간을 대비하여
분석한 결과, <그림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8m
이상의 가로 폭을 가진 구간이 안전한 구간인 것
으로 나타났다.

<그림 12> 통학경로 가로 폭

<그림 11> 동행조사

2) 가로환경 특성에 따른 검증

이상의 설문조사, 현장조사, 동행조사 결과 어
린이 범죄 두려움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 가로 폭, 건물용도, 가로상태 등의 가로환
경 특성이 실제 통학경로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로환경 특성에 따른

가로변 건물용도와 범죄 두려움 유발구간과의
관계를 대비하기 위하여 방범용도와 근린생활시
설 용도가 있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의 차이를 비
교하였다. 방범용도는 지구대와 아동지킴이 집을
포함하여 조사하였고 현재 근린생활용도로 사용
되고 있는 건물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를 보면
범죄 유발구간은 대부분 주거용도로 가로가 형성
된 경우가 많았고, 방범용도 또는 근린생활시설
이 포함된 구간의 경우 범죄 두려움이 적은 안전
한 구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50

서울도시연구 제13권 제4호 2012. 12

Ⅴ

. 결론

<그림 13> 근린생활용도 및 방범용도

<그림 14> 안전한 가로

<그림 15> 불안한 가로

이 연구는 통학로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범죄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가로환경 특성을 미시적
접근을 통해 분석하였다. 통학경로와 경로구간별
범죄 두려움을 파악하였고, 범죄 두려움 발생 원
인에 대한 직․간접적인 접근을 통해 어린이 범
죄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가로환경 특성을 도
출하였다.
결과를 종합하여 정리하면 어린이들이 느끼는
범죄 두려움은 인적 요소, 물리적 요소, 심리적
요소로 나타나며 물리적 요소의 특징으로는 가로
폭, 도주경로, 용도, 어두움 등 11개의 요소가 작
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 가로 폭, 용도, 가로환경 상태가 주요한 특
성으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결과가 함의하고 있는 주요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이들은 CCTV,
창호면적, 어린이 보호표지판과 같은 미시적 시
설물보다는 가로 폭이나 가로환경의 상태와 같이
거시적인 환경요소에 우선적으로 민감하게 반응
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슈퍼마켓, 목욕탕, 문방구, 세탁소등과같
은 근린생활시설이 있는 구간을 안전하게 인식하
고있는것은‘사회적감시’가 범죄를예방할수있
다고 하는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이론이 어린이들의 범죄 두려움 인식에 있어서도
타당하게 적용됨을 입증해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
된다.
셋째, 쓰레기 방치 등과 같은 가로환경의 상태
역시어린이들의범죄두려움에영향을미치는주
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어서 전통적인 도시설계
또는환경설계그자체못지않게사후의유지관리
역시범죄와범죄두려움에영향을주는요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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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하고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하나의 대상지를 사례로 다
룬 정성적인 연구로서, 정량적인 연구로서의 충
분한 표본 수를 대상으로 분석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고, 실증적인 해결방안을 제시
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다.
하지만 통학로에서 어린이들이 느끼는 범죄 두
려움을 가로환경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과의 관
계 속에서 비교 분석함으로써 어떤 가로환경에서
범죄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지를 알아냈다는 점에
서 의미를 가질 것으로 생각된다. 이 연구가 향후
어린이 범죄 두려움 연구에 기초자료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이 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에는 어린이 범죄 두려움의 요인을 해결하기 위
한 가로환경설계 방안을 다루는 연구로 발전되기
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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