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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와 범죄발생에 관한 연구

: 서울시 25개 자치구 패널자료를 중심으로

장진희*
1)

Study on one-person household and incidence of crime
: Based on panel data of 25 districts in Seoul

Jin Hee Jang*

요약：이연구는최근급증하고있는 1인가구를중심으로서울시의인구특성과지역적특성이살인·강
도·강간·절도·폭력을포함하는 5대범죄발생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였다. 또한서울시의인구특성을나

타낼수있는여성인구비, 고령인구비, 인구밀도같은변수를고려하였고, 지역특성인CCTV, 치안시설비,

유흥업소비와서울시안정정책이용자수를포함하였다. 연구자료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서울

시 25개자치구자료를활용하여패널로구축하고, 패널회귀분석을실시하였다. 분석결과, 1인가구수가

1% 증가하면 5대 범죄발생건수는 0.81%는 늘어나는것으로조사됐다. 여성인구비와유흥업소비도 5대

범죄발생을늘리는결과를보였다. 반면, CCTV와치안시설비는 5대범죄발생을줄이는효과를나타냈으

며여성안심택배도 5대범죄감소에긍정적영향을미쳤다. 그러나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고령인구수, 인

구밀도는 10% 유의수준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주제어：범죄발생요인, 5대 범죄, 1인 가구, 여성안전, CCTV
ABSTRACT：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influence of population and regional characteristics of 
Seoul metropolitan city on 5 major crimes including murder, rape, robbery, theft, and assault and 
especially focused on the soaring one-person household. Variables such as female population ratio, 
aging population, and population density were taken into account and also, CCTV, police ratio, 
entertainment place ratio, and the number of users of women's safety policy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was included -as regional characteristics. Panel regression analysis was carried out for 
the analysis using data from 25 districts of Seoul Metropolitan city from 2014 to 2016. As a result, 
as the number of one-person household increases by 1%, the number of 5 major crimes increases 
by 0.81%, and also female population ratio and the number of entertainment establishments turned 
out to be increasing the incidences of 5 major crimes. On the other side, CCTV and police ratio 
have an effect on decreasing incidence of 5 major crimes and moreover, women safety delivery shows 
a positive result in decreasing the incidence of 5 major crimes. However, Women safe escort, aging 
population, and population density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under the 10% significance level.
Key Words： crime influential factor, 5 major crimes, one-person household, women safety,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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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현황과 문제제기

사람들의 도시생활을 저해하는 요인에는 급속

한산업화·도시화에따른환경문제나교통문제같

은여러문제가있지만, 그 중가장큰요인은언

제발생할지모르는범죄위협을꼽을수있다(신

우람·황철수, 2005). 최근 범죄에 대한 관심이 높

아지면서 OECD는 회원국을대상으로삶의 질을

나타내는지표인 BLI(Better Life Index)에 주거

와환경, 건강, 교육, 소득뿐만아니라안전을지표

에반영하고있다. BLI의안전지표는밤거리를혼

자걸을때안전하다고응답하는비율인야간보행

안전율과 인구 10만 명당 경찰에 신고된 피살자

수, 즉살인율(Homicide rate)을측정한다. 우리나

라 야간보행 안전율은 OECD 평균인 68.6%보다

낮은 63.9%로 35개국중 26위를차지했다. 살인율

은 1.1명으로OECD 평균 3.6명보다 2.5명낮지만,

35개국 중 13위를 기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OECD, 2018).

통계청사회조사(2014)에 따르면, 우리나라국

민의 57.4%는사회의가장주된불안요인으로범

죄발생을꼽았다. 특히범죄는사회경제적측면에

서매년 160조원에달하는비용을발생시킬뿐만

아니라개인차원에서삶의질저하등매우다양

한 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보고된다(박경래 외,

2010). 사법당국은국민삶의질향상과범죄예방

등을 위해 2005년 범죄피해자보호법 을 제정하

였고, 범죄피해자 정책을 체계화하기 위해 5년마

다 범죄피해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후 검거 위주에서 범죄예방 위주로

정책패러다임을전환할목적으로 2015년 9월 11

일 범죄예방기본법 과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이 발의되었다. 게다가 법률적 측면뿐

만아니라 2005년환경설계를활용한범죄예방전

략(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 )프로그램을도입하였으며,새정

부의 100대국정과제에 ‘민생치안역량강화및사

회적 약자보호’가 포함되었다.

이처럼 사회 전반에 걸친 범죄예방에 관한 관

심과사법당국의지속적노력에도불구하고우리

나라범죄발생은증가한것으로조사됐다. 1990년

기준 우리나라 범죄 발생건수는 114만 건이었지

만, 2016년에는 61.1% 증가한 184만 건으로집계

된다(범죄통계, 2016). 그중 국민의 생활안전과

체감안전도에큰영향을미치는강력범죄, 성폭력

범죄, 절도범죄등은동일기간더큰증가율을보

였다. 강력범죄는 1990년 이후 26년간 141.2%가

늘어난 2만 5천 건이었고, 강간·강제추행은 무려

422.7%가 증가한 2만 2천건으로확인됐다. 폭력

범죄 역시 112.8%가 늘어난 20만 건이었다(범죄

통계, 2018).

2016년서울시내범죄발생건수는 1990년 30만

건에서약 14.2% 증가한 34만 건으로, 전국 범죄

발생건수의 18.5%를차지할뿐아니라경기도(47

만 건) 다음으로범죄가많이발생하는지역으로

확인됐다. 또한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등을포

함하는강력범죄, 절도, 폭력은 12만 건으로서울

시전체범죄의 34.4%를차지하였고, 특히강력범

죄는 6만 6천건(25.9%)으로전국에서가장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범죄통계, 2018).

서울시는 강도범죄 발생건수와 폭력범죄 발생

건수가 줄어들면서 전반적인 5대 범죄 발생건수

는감소추세를보였지만, 강간·강제추행은 15년간

1,522건에서 4배가량 증가한 6,002건이었다. 또한

절도와 폭력이 2016년 서울시 5대 범죄 중 90%

이상을차지하고있다. 5대범죄의발생장소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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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노상(29.7%)이며, 그다음은 주거지(9.3%), 상

점(4.6%), 유흥접객업소(4.3%) 순이었다(서울통

계, 2017). 특히 성폭력은 강남구와 관악구, 서초

구에서발생빈도가높았는데, 이지역은상업시설,

단독·다가구주택, 주거상업혼재지역이면서15~34

세 젊은여성과 1인가구가집중된지역이라는공

통된 특징을 갖는다(신상영·조권중, 2014).

1인 가구는 다른 가구형태보다 범죄피해를 당

할가능성이높은것으로보고되는데(Cohen and

Felson, 1979; Sampson 1987), 시장조사기관유로

모니터(Euromonitor)에 따르면 2011년 세계 1인

가구는 2억 8천만 가구로 추정되고 있으며, 2020

년에는 3억 3천만 가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

다. 우리나라 1인 가구도 1990년에는 100만 명에

불과하였지만, 2016년에는 1990년보다 5.3배증가

한530만명에달하고있다. 그중서울시는양질의

일자리와교육기관의집중화로인한인구유입, 전

국최저합계출산율과고령화현상등전국에서 1

인가구증가가가장두드러지는지역으로꼽힌다

(장진희 외, 2017).

서울시내 1인 가구는 1인 가구가 집계되기 시

작한 1990년에는 25만 명으로 전체 가구의 9.1%

에그쳤지만, 빠르게증가하여 2015년기준 112만

명을기록하고있다.일반가구중 1인가구가차지

하는비중은29.5%로 10가구중 3가구는 1인가구

로 집계되며, 서울시의 가장 주된 가구형태로 나

타나고 있다. 이처럼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1인

가구의 범죄취약성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Cohen and Felson(1979)의 주장처럼 1인 가구를

대상으로하는범죄가범죄발생건수의30%이상

을 차지하고(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2012), 범죄

취약지역의특성중하나로 1인 가구비중이높

은지역인것을꼽고있다(최상희외, 2013; 신상

영·조권중, 2014). 또한서울시 1인가구실태조사

결과, 혼자 사는 어려움에는 경제적 어려움과 외

로움뿐만아니라안전불안역시높은비중을차

지하는것으로확인됐다. 특히 1인가구가주로거

주하는연립/다세대, 원룸, 고시원등은안전시설

미비등을이유로주거지에느끼는불안감마저매

우 크다는 결과를 보인다(장진희 외, 2017).

이처럼 1인 가구의증가와범죄에관한관심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인 가구의 안전과

범죄예방 등을조망하는법·제도적지원은미흡하

다. 서울시는2016년전국에서가장먼저1인가구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

을위한 1인가구지원기본조례 를마련하였고,

2018년 서울특별시고독사예방 및사회적고립

가구안전망 확충을위한조례 를마련하였다. 그

러나 1인가구의주거복지, 소셜다이닝 등에초점

을두었을뿐 1인가구의안전과범죄예방과관련

된 부분은 전무하다.

미흡한 1인 가구의 안전지원과 달리 도시디자

인의하나로진행된범죄예방환경설계는다소활

발하게이루어졌다. 범죄로부터안전한서울을위

해 2012년마포구염리동을시작으로범죄예방 디

자인 프로젝트를 추진하였으며 2013년 13개소,

2014년 1개소, 2015년 9개소, 2016년 13개소, 2017

년 10개소 총 53개소를 지었다. 그러나 서울시의

규모와 인구밀도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여전히

부족한 수준으로 보이며 범죄예방환경설계 사업

대상지선정시범죄취약대상인 1인가구가고려

되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한편, 서울시의대표적범죄예방정책으로 ‘여성

안심특별시’를꼽을수있다. 2013년처음으로시

행돼 인프라 구축, 디지털, 재난재해까지 영역을

확장하며 2017년부터 ‘여성안심특별시 3.0’이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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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이다. 안심귀가스카우트, 여성안심택배, 여성안

심보안관, 여성안심지킴이집 등의 다양한 사업을

시행되고있는데, 여성안심택배를제외한모든사

업이여성만대상으로하기때문에여성안심특별

시정책은서울시1인가구중여성1인가구만포

함하는 한계를 지닌다.

서울시 1인가구와범죄예방관련정책을종합

해보면다음과같다. 1인가구가안전에취약한데

도 1인가구조례 등 1인가구지원정책에는안전

영역이 제외되었고, 범죄예방 정책에는 1인 가구

를 대상으로하는 지원이드러나지 않는다. 즉, 1

인 가구는 범죄예방 정책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1인가구와범죄발생의관계를체

계적으로밝히기위한연구와논의가충분히이루

어지지 않은 현실을 감안하면 당연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이연구는최근급증하는 1인가구뿐아

니라자치구별특성과범죄발생의관계를규명하

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서울시 25개자치구의 5대범죄발생건수, 인구밀

도, 1인가구수, 여성비율, 치안시설, 유흥시설등

의자료를활용하여패널자료를구축하고패널회

귀분석을실시하였다. 이연구는향후서울시 1인

가구 지원정책 또는 서울시 범죄예방 정책 수립

시 정책대상·사업지 선정 등에 1인 가구가 적극

반영될수있는기초자료로활용되는토대를제공

할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1인 가구와 범죄지표의 정의

1인 가구(one person household)는 단독가구,

독거가구, 독신가구 같은 용어와 혼용되는 것은

물론연구에따라서로다르게정의되고있다. 법

인배우자가없는성인한명이단독으로거주하

며독립생활을유지하는경우를 1인가구로정의

하거나, 법적 배우자가 있더라도 동거하지 않고

혼자생활하는가구를 1인가구로정의하였다(김

혜영외, 2007; 차경욱, 2006). 통계청의 1인가구

정의도후자와동일한맥락인혼자서살림하는가

구, 즉 1인이독립적으로취사, 취침 등생계를유

지하고있는가구를의미한다(통계청, 2015). 1인

가구관련최근연구는통계청의 1인가구표준정

의를 따르고 있으며(김영정 외, 2016; 박건 외

2016;장진희외, 2017;문정희·이재정·김형균외,

2017 ), 이 연구도 통계청의 표준정의를 따른다.

2. 범죄지표

사회과학에서 주로 사용되는 ‘지표’란 어떤 한

체제(system)의조건과변화에대한간결하고포

괄적이며균형있는판단을제공하는공공통계치

(public statistics)로 정의된다(노화준, 2004). 이

러한지표개념과관련해실무적으로사회지표라

는관점에서접근되어왔으며, 범죄발생통계는경

찰활동의성과와이를평가하는중요지표의하나

로 인식되고 있다(임준태·강소영, 2010)

매년전국각급경찰관서에서취급한형사사건

인 범죄통계원표를 토대로 작성된 범죄분석 의

범죄분류기준을보면형법상분류체계를그대로

사용한다고볼수있다(탁종연외, 2008). 우선전

체범죄를형법범과특별법범으로나누고, 형법범

은재산범죄, 강력범죄(흉악), 강력범죄(폭력), 위

조범죄, 공무원범죄, 풍속범죄, 과실범죄, 기타형

법범죄등 8가지중분류로나눈다. 그중 5대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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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주요 범죄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살인·강도·강

간·절도·폭력을 말하며 1991년 성과분석을 위해

도입된이래범죄지수와치안성과를나타내는일

반 지표로 정착했다(임준태, 2008).

이 연구의 범죄지표는 대검찰청 범죄분석통계

의분류기준을이용하였으며, 특히 5대범죄를중

심으로살펴보았다. 다만범죄분석통계의범죄발

생건수는 각급 수사기관이 피해신고, 고소·고발,

자체인지등에따라범죄발생을확인한후 형사입

건한 경우만 집계한다(범죄분석, 2017). 즉 서울

시 25개자치구의범죄발생건수가실질적인총범

죄발생건수로보기어렵다는점을고려할필요가

있다.

3. 범죄발생 주요이론과 선행연구 검토

범죄발생 요인은 범죄자 또는 피해자 개인의

특성을 넘어 당시 사회적 환경을 고려하는 사회·

생태학적측면에서설명되었다(Thio, 1989). 사회

해체이론(social disorganization theory), 생활양식

노출이론(life-style exposure theory), 일상활동

이론(routine activity theory) 같은논의는이러한

연장선상에 있다(박종훈 외, 2017).

그중 Cohen and Felson(1979)이 제안한 일상

활동 이론은 1인 가구의 범죄위험성을 설명하는

중요이론으로꼽을수있다. 이이론은동기부여

가 된 범법자(motivated offender), 적절한 표적

(suitable target), 보호능력 부재(the absence of

guardianship) 등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범죄

가발생하는것으로보고있다. 즉혼자거주하는

1인 가구는 다인(多人)가구보다 적절한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고, 보호능력 역시 상대적으로 낮

기 때문에범죄노출가능성이높은대상으로볼

수있다(조현성·김상학, 2018). 실제로 1인가구는

주된 어려움으로 안전을 꼽고 있고, 주거지 불안

과일상생활안전이삶의질에큰영향을주는것

으로 보고된다(장진희 외, 2017).

일상활동이론뿐아니라범죄발생에관한대표

이론 주요 내용

일상활동 이론
(routine activity theory)

동기부여가된범법자, 적절한표적, 보호능력의부재이상의세가지조건을만족하는

경우 범죄가 발생하며 범죄에 취약한 환경을 제거 시 범죄예방 가능을 주장

사회해체 이론
(social disorganization theory)

개인적배경보다특정지역사회에서발생하는높은범죄율의1차적원인은낮은경제적

수준, 인종의이질성, 가족해체, 주거 이동성등지역사회의열악한구조적특성에서

기인함을 주장

합리적 기대이론
(rational expectation theory)

범죄발생여부는범죄자개인의이성적판단에서비롯되며, 범죄로인한이익과비용

크기에 따라 범죄발생 여부가 결정됨을 주장

기회이론
(opportunity theory)

범죄기회의유무에따라범죄실행가능성여부가달라진다는것으로, 범죄의상황적

요소를 강조

상황적 범죄예방 이론
(situation crime prevention

theory)

범죄를예방하기위하여범죄자의접근성을차단시키는환경을조성, 잠재적범죄자의

범죄기회를 줄이는 것을 주장

깨진 창 이론
(broken-window theory)

지역사회내의기초질서위반행위가방치되어황폐화되면시민의범죄두려움이더

욱 증가한다고 주장

자료: 김걸·장환영(2012)에서 재정리

<표 1> 범죄발생에 관한 주요 이론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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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이론은 Shaw and McKay(1942)의 사회해체

이론이다. 이 이론은 개인적 배경보다 특정 지역

사회에서발생하는높은범죄율의 1차원인을낮

은경제적수준, 인종의이질성, 가족해체, 주거이

동성등지역사회의열악한구조적특성에서찾는

다. 또한사회해체를억제할수있는근간은사회

유대의강도이며, 사회유대의가장중요한원천은

지역의 사회관계망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Kornhauser, 1978). 그러므로사회해체이론의관

점에서는친구관계같은비공식적연결망과자발

적단체나집단 등에참여해형성되는공식적연

결망을 사회통제와 범죄발생에매우중요한요소

로 다룬다(Bursik, 1999; Sampson and Groves,

1989; 신동준, 2010).

사회해체를 근거로 1인 가구의 범죄취약성을

살펴보면, 1인가구는사회적관계망에매우취약

한집단으로분류되며안전에매우취약한것으로

인식된다. 서울시 1인가구실태조사에따르면, 서

울시 1인가구의 25.8%는고민상담할수있는사

람이하나도없는이른바사회적고립상태를겪

고있었으며무려64.0%가이웃과교류가없는것

으로조사됐다. 또한 1인가구의사회적고립은범

죄 불안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장

진희외, 2017). 즉 1인가구의증가는가족해체뿐

아니라 사회해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경제학적 측면의 범죄발생이론으로 합리적 기

대이론(rational expectation theory)을 들 수 있

다. 범죄발생여부는범죄자개인의이성적판단에

서비롯하는데범죄행위에따른편익과비용을고

려하여발생한다고주장한다. 즉범죄행위로얻게

되는 효용(utility)이 범죄발각 위험성과 형벌의

무게보다 더 크면 범죄가 일어나고, 반대라면 범

죄를포기한다는이론이다. 하지만범죄발생요인

을명확히규명했다는공헌에도불구하고사회구

조적, 공간적특성같은정책관련변수를제한적

으로고려해범죄예방관련측면에서한계를가진

다(박종훈 외, 2017). 이밖에범죄의상황적요소

를 강조한 기회이론(opportunity theory), 범죄자

의접근성을차단하는환경을조성하여잠재적범

죄자의범죄기회를줄이는상황적범죄예방이론

(situation crime prevention theory), 지역사회내

기초질서 위반행위가 방치되어 황폐화되면 시민

의 두려움이 증가한다는 깨진 창 이론(broken-

window theory) 등의 이론이 있다(김걸·장환영,

2012).

앞의이론을증명하려는연구는국외에서는활

발히이루어졌지만(Hansman and Quigley, 1982;

Miethe and McCorkle, 1998; Sampson, 1985;

Stark, 1987; Warner and Pierce, 1993; Warr,

1988; Smith et al., 2000; Hay et al., 2006), 국내

는 아직까지 미흡한 수준에 불과하다(정진성·박

현호, 2010). 특히 최근 1인 가구를 다룬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인 가구와 범죄

발생을규명한연구는거의이루어지지않는실정

이다. 이연구는기존연구가초점을두었던지역

별특성뿐아니라급격한가구구조의변화와 1인

가구가범죄발생에주는영향을분석하고효과적

인 정책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Ⅲ. 범죄와 1인 가구 관련 서울시 주요 정책

서울시의 대표적 범죄예방정책은 크게 인프라

구축 중심의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와 안전

에취약한집단을대상으로하는여성안심특별시

를 들 수 있다. CPTED는 물리적 공간에 방어적

디자인을적용해범죄기회를줄이고시민의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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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두려움을 감소시키는 범죄 예방기법이다.

CPTED적 접근은 범죄문제에 관한 전통적 접근

에서벗어나범죄와관련된환경적기회를사전에

제거해사후대응위주의치안정책에서예방중심

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경찰청, 2013).

전통적 접근: Government(통치)

▫발생한 범죄에 사후 대응

▫경찰 등 형사사법기관 중심

▫범죄자 중심

⇩

CPTED적 접근: Governance(협치)

▫범죄위험요소에 사전 대응

▫경찰·지자체·주민등 네트워크중심

▫환경 중심

우리나라의 CPTED 관련 연구는 1980년대 후

반이후 일부수행되었지만, 2005년 CPTED추진

계획이후 본격적으로진행되었다. 서울시는 2012

년경찰·학계·디자인관계자과함께범죄예방디자

인위원회를 꾸리고, 범죄예방디자인 프로젝트의

하나로 2012년 4월 서울시 마포구 염리동에

CPTED를 적용하였다. 자연감시가 가능한 길거

리, ‘소금지킴이집’, ‘소금나루’, 담벼락보수등 ‘소

금길’을 조성한 결과, 78.6%의 범죄예방 효과를

거두었고 지구대 신고전화는 30% 급감했다.

또한 <표2>에나타난것처럼 염리동 외에도마

포구 도화동 법질서 시범사업, 동대문구 회기동

안녕마을, 서대문구홍은1동안전마을, 서울시은

평구뉴타운 등다양한 CPTED 사업을시행하고

있다.

기존 CPTED 사업이 제시하는 중요한 함의는

CPTED적 접근에서 달성하고자 했던 사회적 관

계망, 즉 사회적환경조성보다CCTV, 비상벨, 가

로등설치등 물리적환경개선에역점을두고있

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접근방법은 일정시간이 지

나면 시설이 노후되고 지속적 사후 관리, 재원조

달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된다

(이창훈 외, 2017; 서울시, 2013). 특히 서울시는

2016년 서울특별시범죄예방을위한도시환경디

자인조례 를제정하였는데, CPTED 사업은도시

디자인의하위내용으로수립되고있어예산과사

업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따라서

CPTED 사업의한계점을고려한추가보완이요

구된다.

서울시는도시환경의물리적변화뿐아니라상

대적으로안전취약계층을대상으로다양한범죄

예방 정책을 펴고 있는데, <표 3>은 주요 사업과

내용을 나타낸다. 2013년 전국 최초로 여성안전

종합대책인 ‘여성안심특별시’를 발표하였으며 현

사업명 주요내용

마포구

염리동

소금길

▫소금나루 설치(24시간 초소)

▫13곳의 운동지점 설치

▫전신주 번호 부여 및 도색

▫비상벨 설치 및 LED 조명 설치

마포구

도화동

법질서

시범사업

▫CCTV 설치, 바닥 도색 등

시인성(visibility) 개선작업

▫반사경, 보안등, 비상벨 등 설치

▫시설물 수리·보완

동대문구

회기동

안녕마을

▫다가구, 원룸 위주 치안강화

서대문구

홍은동

안전마을

▫재개발 지역의 주민 간 갈등 해결

은평구

뉴타운

▫관목하단가지치기및가로등설치

▫투시형 엘리베이터 설치

▫조경 및 정원, 운동시설 등 설치

자료: 서울시, CPTED 가이드라인, 2013

<표 2> 서울시 자치구별 주요 CPTED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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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여성안심특별시 3.0을 시행하고 있다. 여성안

심특별시는 안심택배함,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여성안심지킴이집, 여성안심보안관, 여성폭력긴

급신고·상담 등의 사업을 포함한다.

여성안전정책 가운데 대표적 사업은 여성안심

택배와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를꼽을수있다. 여

성안심택배는도입 1년만에이용자가 50개소 8천

5백여 건에서 100개소 설치와 2만여 건으로 약 3

배 증가하며 성공적 사업으로 평가되었고, 이에

힘입어다른지자체로확산되었다. 또한심야시간

에 귀가하는 여성의 안전한 귀갓길을 위해 2인 1

조의 스카우트가 거주지까지 동행해주는 여성안

심귀가스카우트도 이용자가 높은 만족도를 보이

는 것으로 확인됐다(장진희 외, 2016)

하지만서울시민의범죄불안과범죄발생건수

는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시민은

폭력범죄가경제위기나실업, 사회갈등보다더욱

심각한문제로 인식하고있었으며, 56.0%의 시민

이 10년전보다위험이커진것으로인식했다. 또

한 44.8%는 10년후서울시의위험정도가현재보

다커질것으로예측했다(서울서베이, 2017). 또한

서울시행정자료와경찰청자료를이용하여서울

시 여성범죄예방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한 조영미

외(2015)의연구결과도유사한결과를드러냈다.

서울시내여성의밤거리위험도는 2011년이후감

소추세를보였지만, 2013년을기점으로다시늘어

났고, 성폭력범죄발생건수도지속적으로증가하

는 결과를 보였다.

서울시가 2013년 여성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한

후 확대시행하고있는데도불구하고오히려여성

을대상으로하는성폭력범죄발생건수와시민불

안이증가하는현실은정책적한계가존재한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서울시 여성범죄예

방 정책에는 예방적 측면의 정책이 없다. 여성안

심귀가스카우트는 중장년층 일자리 사업에서 파

생된성격을띠고있을뿐아니라늦은시간귀가

를도와주고복귀하는스카우트의안전을담보하

지못한다. 또한이용자의인터뷰결과, 여성귀가

사업명 사업대상과 주요 내용

여성안심택배

▫혼자 거주하는 여성, 맞벌이 부부 등 (남성도 포함)

▫여성밀집지역, 다가구·다세대주택가, 원룸촌중심으로주민센터, 문화센터, 지하철역,

버스정거장을 활용하여 무인택배함 설치

▫택배수령 시 ‘여성안심택배함’ 주소를 기재하고 무인택배함에서 수령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늦은 시간 혼자 귀가하는 여성

▫버스정류장 또는 지하철역에서 거주지까지 2인 1조 스카우트 동행 지원

▫월~금요일 저녁 10시~새벽1시까지 운영(주말, 공휴일 제외)

여성안심지킴이집
▫서울시 여성 누구나 이용가능

▫24시간 편의점과 연계하여 위기상황 시 긴급 대피할 수 있는 장소 제공

여성안심보안관
▫20~60대 경력단절 여성과 여성 취업준비생을 중심으로 보안관 선발

▫2인 1조로보안관을구성하고여자화장실, 탈의실등에설치된몰래카메라탐지·제거

여성 폭력 긴급신고와 상담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데이트폭력 피해 여성

▫365일 24시간 전화상담, 내방상담 등 초기상담, 긴급보호, 긴급 피난처 제공 등

자료: 서울시청, 2017

<표 3> 서울시 여성범죄예방 사업대상과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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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도와주는스카우트에대한불신과개인정보유

출 등 불안감을 높이는 요인이 다수 존재하였다.

여성안심택배는안전보다개인편의를위해이용

되는 경향이 높고, 후미진 택배함 설치장소가 오

히려여성에게불안을야기하며 24시간감시가가

능한 지역에 설치하기는 어려운 등 큰 한계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장진희 외, 2016). 이밖에

여성안심지킴이집, 여성폭력 긴급신고·상담 등의

정책은주로범죄발생후대응을지원하는사업으

로 여겨진다.

범죄예방측면에서도미흡하지만, 낮은정책인

지도와 실효성도 문제다. 여성안심특별시는 1인

가구 여성을 포함한 혼자 있는 여성을 중심으로

하는 대표적 범죄예방정책인데도 불구하고 여성

안심택배는 9.0%,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는 13.9%

수준의 인지도를 나타냈으며, 이용경험은 여성안

심택배가 3.4%,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는 3.9%로

더 낮은수준이었다(장진희 외, 2017). 또한 신체

적어려움 등으로범죄예방정책이필요한대상이

있는데도 정책대상을 오로지 여성으로 한정하고

있는점도낮은이용률과인지도에영향을주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2018년 ‘서울시 1인 가구 지원 기본계획’

이준비되면서 1인가구기본계획에CPTED등의

사업이 독자적으로 포함되었으며 ‘안전시설 설치

비용지원’, ‘안전환경조성을위한시민순찰대운

영’, ‘장애인 1인가구위급상황시대피지원’, ‘사

회적관계망 확보로안전한환경조성’ 등이논의

되고있다(서울시, 2018). 그러나1인가구대상사

업은여전히 1인가구지원조례에따른소셜다이

닝 등 식생활지원, 공동체주택지원, 고령 1인가

구돌봄사업, 고독사예방에초점을맞춰이루어지

고 있어 안전영역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서울시범죄예방관련정책은도시디자

인정책의하나로다뤄지거나여성안전에만초점

을두고있다. 또한 1인가구가급증하고있는데도

범죄예방 정책에서 제외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

구는 범죄예방정책과 1인 가구가 실제로 서울시

범죄발생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살펴보고분

석결과가갖는의의를토대로향후개선점을제안

하고자 한다.

Ⅳ. 연구방법

1. 분석모형

이 연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범죄발생 영

향요인을 다양한 범죄이론에 근거하여 1인 가구

를 중심으로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자치구별 균

형패널자료를 구축하여 사용하였다. 여기서 패널

자료란 종단자료(longitudinal data)란 명칭으로

도 불리며 개인, 기업, 지역(state), 국가 같은 동

일한개체를여러시점에걸쳐반복적으로측정해

구축한자료를의미한다. 이때회귀분석은횡단면

자료(cross-sectional data)와마찬가지로개체간

변이를포착할뿐아니라시간에따른변이도포

착할 수 있다.

횡단면자료와 시계열자료의 특성을 동시에 지

닌 패널자료는 횡단면자료나 시계열자료의 분석

보다 복잡하지만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갖는다. 관

찰되지 않는 개인의 이질성(heterogeneity)을 고

려할수있으며두가지자료의결합으로더 많은

정보를갖는다. 설명변수간발생할수있는다중

공선성(multicollinearity)문제를 완화하고 더 많

은자유도(degree of freedom)를확보하여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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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이 가능하다(Baltagi, 2005).

패널자료를 추정하는 방법은 크게 개체특성에

따른 이질성을 고정모수(fixed parameters)라고

가정하는 고정효과(fixed effects)모형과 반대로

이질성이 확률변수(ramdom parameters)라고 가

정하는확률효과(random effects)로분류할수있

다. 패널자료의특성을무시하고일반적인최소자

승추정법(ordinary least squares)으로 추정하면

각 개체의 이질성을 고려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차항(error term)과의 상관 때문에 일치추정량

(inconsistent estimator)이 되지 못한다.

이연구는분석을위해다음과같은 k개의설명

변수를 지닌 패널모형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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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1)에서하첨자 는각자치구를, 는시간을

나타내며  는서울시 25개 자치구의 3년간 5대

범죄 발생건수이다. 는 관측되지않는 각자치

구의개별특성이며 는설명변수를가리킨다. 일

반적인최소자승은각자치구 에대해 가동일

하다는 것을 가정하나 고정효과 방법 중 하나인

LSDV(least squares dummy variable model)는

자치구의개별특성을고려할때각개체의절편이

변하는것을허용하고기울기는모든개체가동일

하다고 가정한다. LSDV 모형은 각 자치구에 더

미변수를부여하여 이다르다는것을가정하는

데 각 개체의 수만큼 더미변수를 고려해야 하는

이유로 자유도 손실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특

히이연구는 25개자치구의 3개년자료를다루고

있어 자유도 손실은 더 큰 문제로 나타난다.

이연구는각개체, 즉 자치구의관찰되지않는

이질성을통제하는방법으로각변수의평균을감

한범위내추정량(within estimator)을 이용하였

다. 식(1)에서각변수의평균값을제하면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식(2)

이 과정으로 오차항과 상관을 일으키는 각 개

체의절편 이제거되며시간에따라변하지않

는시간불변(time invariant) 변수역시제거된다.

즉, 시간가변 변수만 추정이 가능하다는 제약이

생기는데이에따라이연구에서사용한변수중

3년간 변화가거의없는치안시설수, 재산세, 아

파트·연립·다세대 등 주거형태 등의 변수는 고정

효과 추정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식(2)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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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효과 모형은 고정효과와는 다르게 개별특

성에따른이질성이확률변수로순수오차항과독

립이며 ∼  
 와같은분포를가진다

고가정한다. 또한확률효과모형은식(1)을다음

과같이변형한1) 회귀모형의OLS 추정량이며고

정효과와다르게시간불변변수까지모두 추정이

가능하다.

1) 상수항을 포함한 설명변수의 평균값에 값을 가중하여 추정하는데, 의 추정을 위해서는 구성요소를 먼저 추정해야 하는 절차를 가진다.

이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Cameron and Trevidi(2005)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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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효과모형은다음과같은과정으로추정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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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2. 분석자료

지역수준단위의집계자료를이용한연구가객

관적결과를도출하려면공식적범죄통계와지역

통계자료를활용해야한다(이재영, 2011). 이 연

구는서울시자치구별범죄발생의주요원인을분

석하고자 통계청과 경찰청의 2014년부터 2016년

까지 3개년자료를수집하였을뿐아니라서울시

가조사·가공하여발표하는 서울통계 자료와행

정통계를 결합하여 사용하였다.

서울시 자치구별 5대 범죄 발생건수는 서울시

에서 서울지방경찰청의 원자료를 가공하여 서울

통계에 제공하는 범죄발생통계 자료를 활용하

였다. 또한자치구별 CCTV 수와유흥업소수역

시 서울통계에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유흥업소

는식품접객업중단란주점과유흥주점을포함한

다. 치안시설은자치구내경찰서와파출소, 지구

대, 치안센터의수를합산해사용하였으며인구밀

도는 외국인을 포함한 자치구별 총인구를 면적

(km2)으로나눈값을사용하였다. 또한정보공개

3.0을이용해2) 서울시각자치구의여성안전정책

이용자수를 수집하여 자료를 구축하였다.

기존의 1인가구관련연구는주로 5년주기로

조사가 이루어졌던 통계청의 인구총조사 자료

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패널자료 분석

의이점을극대화하고효율적인추정을하기위해

서울통계의 주민등록인구현황 을 결합하였다. 5

년 주기로조사됐던인구총조사는 2016년 이후 1

년주기로변경되어 2015년과 2016년서울시자치

구별 1인 가구는 인구총조사 자료로 수집하였고,

2014년은 서울통계 주민등록인구의 1인 가구 수

를활용하였다. 또한주택형태와이혼율은통계청

의 주택총조사 와 인구동향조사 에서수집하였

다.

3. 주요 변수설명과 기초통계량3)

이연구에서사용된종속변수는서울시자치구

별 5대범죄(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발생건

수이다. 또한 추가로 지역의 범죄수준을 시간적

혹은지리적으로비교하는데주요사용되는범죄

율을 사용하였다.

2014~2016년서울시자치구별평균 5대범죄

발생건수와 범죄율은 <표 4>와 같다. 3년간 절대

적수치는강남구가약 8천 5백건으로가장많았

고, 도봉구는 2천 7백건으로가장적었다. 그러나

인구 10만명당범죄발생비율을의미하는범죄율

은상주인구가적은중구와종로구의범죄율이각

각인구 10만명당 3천 8백명, 3천명으로높았다.

가장많은 5대범죄발생건수를나타낸강남구는

25개 자치구중 8번째인인구 10만 명당 1천 4백

명수준이었고 1인가구가가장밀집된관악구는

2) 내부 자료인데도 불구하고 원활한 자료협조를 도와주신 서울시청과 각 자치구의 여성안전정책 담당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3) 자치구별 통계자료는 부록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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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 자치구 중 14번째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범죄율산출방식때문에유동인구가많지

만거주인구가적은자치구가범죄율이높게산출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방범용CCTV는경찰의기능면에서볼때부족

한인력과장비를보완해주는중요한역할을수행

하고범죄예방에가장효과적인수단으로보고된

다(임민혁·홍준현, 2008). CCTV의 설치와 범죄

감소효과를분석한대다수의연구가CCTV가범

죄예방과통제에긍정적인영향이있다고보고한

다(Squires, 1998; Armitage, et al., 1999;곽봉금,

2005; 안민권, 2006). 반면, 상대적으로 CCTV가

미설치된 지역의 범죄율이 증가하거나 CCTV의

범죄예방효과가없다는보고하는결과도존재하

였다(Skinns, 1998; Mazerolle and Chamlin,

2002; 임민혁·홍준현, 2008; 임채용, 2006).

이연구에활용된서울시자치구별 CCTV설치

수를 살펴보면, 1인 가구가 가장 집중된 지역 중

하나인강남구는 2002년처음으로 CCTV를설치

한이후 CCTV의범죄예방효과를주장하며 2011

년 ‘U-강남 도시관제센터’ 설치와 더불어 CCTV

를매년증설하고있다. 그결과강남구의 CCTV

설치수는 3,216대로월등히많았고, 그다음은관

악구가 2,429대로뒤를이었다. 반면, 도봉구와강

북구는 각각 731대, 725대로 가장 적었다.

억제이론(deterrence theory)을 근거로 범죄발

생과 부(negative)의 관계로 인식되는 치안시설

(기광도, 2007)도 분석에 사용되었다. 분석 결과,

치안시설은성북구 24개소, 강남구와종로구 23개

소등의순으로설치되어있었으며광진구는절반

수준에도미치지못하는 10개소로조사됐다. 치안

시설과달리범죄발생과정(positive)의관계인유

흥업소는업무지구로분류되는중구(277개)와종

로구(222개)에 주로 분포하고 있었는데, 노원구

(14.3개)보다약 20배많은수였다. 영등포구(119

개)와 강남구(101개)도 노원구의 7배 이상 높은

자치구 5대 범죄 발생건수 범죄율 자치구 5대 범죄 발생건수 범죄율

강남구 8,539.0 (9.1)1) 1,487.6 은평구 4,892.3 (8.5) 986.0

송파구 6,957.3 (8.8) 1,052.1 종로구 4,728.3 (8.5) 3,051.1

영등포구 6,730.7 (8.8) 1,783.9 동대문구 4,623.3 (8.4) 1,286.1

관악구 6,268.0 (8.7) 1,228.8 양천구 4,427.3 (8.4) 916.6

광진구 5,833.0 (8.7) 1,618.2 강북구 4,172.0 (8.3) 1,260.7

마포구 5,822.3 (8.7) 1,515.1 성북구 4,168.0 (8.3) 907.6

구로구 5,467.0 (8.6) 1,296.1 서대문구 3,962.7 (8.3) 1,269.5

강서구 5,441.3 (8.6) 922.4 용산구 3,918.7 (8.3) 1,681.3

서초구 5,330.3 (8.6) 1,190.1 금천구 3,756.0 (8.2) 1,586.6

중랑구 5,195.7 (8.6) 1,253.1 동작구 3,723.3 (8.2) 923.7

강동구 5,032.7 (8.5) 1,093.1 성동구 3,322.0 (8.1) 1,117.2

노원구 4,995.0 (8.5) 868.4 도봉구 2,742.0 (7.9) 780.6

중구 4,923.0 (8.5) 3,894.9 서울시 4,998.9 (8.5) 1,398.8

주1: 괄호 안은 5대 범죄 발생건수에 분석을 위해 자연로그를 취한 값임

자료: 서울통계, 2017

<표 4> 서울시 자치구별 3개연도 평균 5대 범죄 발생건수와 범죄율(201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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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으로 확인됐다.

한편, 지역의경제적수준도범죄발생에영향을

주는주요인으로보고된다(sampson, 1985; 이대

성·이강훈, 2009). 이 연구는 이를 측정하기 위해

자치구별평균재산세를활용하였다. 지역거주자

의 평균 재산세는 강남구가 57만 원으로 월등히

높았고, 서초구는 34만 원, 송파구가 31만 원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도봉구는 7만 8천원, 강북구는

7만 6천원으로매우낮았다. 경제적불이익뿐아

니라가정해체를나타내는대표적지표인이혼율

을 선별하여 사용하였다. 이혼율은 인구 천 명당

이혼건수로 중랑구 2.5명, 금천구 2.4명, 강북구

2.3명 등의 순이었으며 강남구와 서초구는 각각

1.5명과 1.3명으로 최저수준을 보였다.

일상활동 이론을 적용하면 상주인구가 많을수

록범죄에노출될가능성이높아져범죄발생이증

가할 개연성이 있다(김현중·이성우, 2011). 특히

높은인구밀도와범죄에취약한고령자와여성의

수는범죄의대상이될 확률이커져범죄발생가

능성이높은결과를보인다(skogan and maxfield,

1981;박종훈 외, 2017). 우선, 이를토대로살펴본

서울시 자치구별 인구밀도는 1km2당 2만 7천 명

을보인양천구가가장인구과밀지역이었으며이

어동대문구2만 6천명,동작구 2만 5천명이었다.

그러나서초구는양천구의 1/3에 해당하는 9천 6

백 명, 종로구는 6천 8백 명으로 분석됐다.

범죄 취약계층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수를 살

펴보면송파구가 11만 6천명으로가장많은고령

인구가거주하고있었으며이어서강서구 11만 1

천명, 노원구 10만 8천명등의순이었다. 그러나

고령인구의구성비는고령인구가가장적은중구

가 24.1%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은 강북구

24.0%, 종로구 23.6% 등의 순이었다. 강남구는

17.1%로고령인구비중이가장낮은자치구로꼽

혔다. 고령인구와 함께 범죄에 취약한 대상으로

분류되는여성인구는송파구에 33만명이분포하

고있었으며강서구30만명, 강남구 29만명순으

로집계되었으며중구가 6만명으로가장적었다.

그러나자치구인구별여성비중은대부분의자치

구가 51% 전후를나타내며큰차이를보이지않

았다.

보호자의유무는범죄를감소시키며혼자거주

하는 1인 가구는 다인가구에 견줘 더 큰 불안을

가지는것으로보고된다(이성우·조중구, 2006;장

진희외, 2017). 이처럼범죄에취약할것으로예

측되는 1인가구는관악구에무려 12만 4천명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강남구 8만 7천 명, 송파구와

강서구7만 9천명으로조사되었다. 특히 1인가구

가집중된관악구는자치구인구중무려절반이

1인가구였으며종로구와중구또한 47% 수준으

로높은비중을보였다. 관악구다음으로1인가구

가 집중된 강남구는 37.2%를 차지하였고 양천구

가 26.7%로 1인 가구 비중이 가장 낮았다.

주거형태는 1인 가구의 범죄·불안감과 밀접한

관계를갖는요인으로주로연립/다세대, 원룸, 고

시원에거주하는경우거주지불안에노출되는결

과를보였다(장진희외, 2017). 서울시 25개 자치

구중은평구는 7만 1천호의연립/다세대가분포

하며 전체 주거형태 중 50%의 비중을 차지하였

다. 반대로중구는 7천호로은평구의 1/10 수준이

며 비중은 20.5%에 그쳤다.

마지막으로서울시여성범죄예방정책중안심

귀가스카우트 이용자 수를 살펴보면 서초구가 1

만 4천명으로가장많았으며영등포구가 1만 3천

명, 1인 가구 밀집지역인 관악구도 1만 3천 명이

이용하였다. 그러나 관악구 다음으로 1인 가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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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집된강남구는 2천명수준으로마포구 1천 4백

명 다음으로 낮았는데 이는 서초구 이용자의

15.9% 수준이다. 안심택배는사업시행시기가자

치구별로 상이하여 편차가 큰 결과를 보였다. 안

심택배이용자수가가장많은자치구는강서구로

3만 4천건이었으며관악구는 2만 4천건으로집

계되었다. 그러나사업이뒤늦게시행된성북구는

3년간평균이용자수가 53건으로매우미비했다.

이상의주요변수와분석에투입된변수를정리

하면 아래의 <표 5>와 같다. 5대 범죄 발생건수,

인구밀도, 1인 가구 수, 유흥업소비, 치안시설비,

CCTV 수, 서울시 여성 범죄예방정책 이용자 수

등은자연로그를취하여변수간의스케일을조정

하고 탄력성 측면에서 보고자 하였다. 또한 고령

인구수와 고령인구비, 여성인구수와 여성인구 비

와 같이 동일한 변수는 AIC를 이용한 최적모형

비교를수행해투입에적절한변수를선별하였다.

Ⅴ. 분석결과

1. 상관관계 분석결과

각변수간높은상관관계때문에발생하는다

중공선성(multicollinearty) 문제는횡단면자료와

달리패널자료분석에서는주요쟁점으로다뤄지

지않는다. 그러나이연구의관심변수, 즉 1인가

변수 변수설명1) 평균값 표준편차

종속변수
5대 범죄발생 수 ln(5대 범죄 발생건수) 8.49 0.25

범죄율 ln(5대 범죄 발생건수 / 100,000명) 1398.83 686.94

설

명

변

수

인구

통계학적

특성

인구밀도 ln(1km2 당 인구수) 9.75 0.31

고령인구수 ln(65세 이상 고령인구수) 11.24 0.33

여성인구비 (여성인구수 / 총인구수)*100 50.72 0.76

이혼율 ln(이혼건수 / 총인구수)*1,000명 1.88 0.27

1인 가구 ln(1인 가구 수) 10.98 0.31

주변환경

특성

유흥업소비 ln(유흥업소 수 / 총인구수)*100,000명 61.35 61.60

치안시설비 ln(치안시설 수/ 총인구수)*100,000명 4.93 3.01

CCTV ln(CCTV 누적설치대수) 7.22 0.43

경제적 특성 재산세 ln(재산세) 0.21 0.14

주거특성

아파트 비율 (아파트 수 / 총주택 수)*100 0.56 0.14

단독주택 비율 (단독주택 수 / 총주택 수)*100 0.15 0.07

연립/다세대 비율 (연립 및 다세대 수 / 총주택 수)*100 0.28 0.10

비거주용주거비율 (비거주용 주거지 수 / 총주택 수)*100 0.01 0.00

여성

범죄예방정책

안심귀가스카우트 ln(안심귀가스카우트 이용자 수) 8.41 1.51

안심택배 ln(안심택배 이용자 수) 7.39 3.74

<표 5> 5대 범죄발생 영향요인 변수설명과 기초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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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와다른변수는공선관계시표준오차등의문

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Allison,

P. D, 1999). 따라서여기서는1인가구중심의상

관관계를먼저살펴보고, 다중공선성검증을나타내

는대표적계수인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는 패널분석 절에서 다룬다.

다음의 <표 6>은이연구에서사용된 1인가구

와고령인구비와의상관계수를나타낸다. 가장먼

저이연구에서주목하고자한 1인 가구수는고

령인구비와통계적으로유의한수준에서 0.80으로

가장높은상관관계를보였다. 이는사별, 이혼등

으로현재혼자거주하는비중은고령인구의특성

에기인하는현상으로해석할수있다. 또한유사

한 맥락에서 20~30대 청년여성은 교육, 일자리

등을이유로서울로유입되는비중이높은것으로

보고되는데(장진희 외, 2017), 이에 따라 청년여

성비와 1인가구수역시0.63으로높은상관을보

였다. 고령인구비와 달리 고령인구수는 1인 가구

와낮은상관관계로나타났으며여성인구비역시

낮았다.

여성범죄예방정책인안심귀가스카우트와안심

택배, CCTV설치수, 이혼율은크게상관을갖는

요인이관찰되지않았다. 그러나 1인가구와높은

상관을 보였던 고령인구비는 1인 가구뿐만 아니

라 여타 변수와도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특히

<표 6>에제시되지는않았지만 1인당소득세, 1인

당 재산세와 높은 음(-)의 상관관계를 가졌으며

1인당치안시설수, 유흥업소수와도비교적높은

수준에서 (-)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반면 고령

인구수는단독주택비율과가장높은상관계수를

보였는데 0.58 수준에머물렀다. 즉, 5대범죄발생

건수를설명할때다중공선성의문제를해결하고

자 고령인구수를 활용하였다.

이밖에다른변수는 <부록 1>에제시되어있으

며높은상관관계를갖는주요변수를살펴보면유

흥업소수는 1인당 재산세와 0.80, 아파트 비율과

연립/다세대는 -0.85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변수명 1인 가구 고령인구비

1인 가구 1.00 0.80***

5대 범죄 0.57*** 0.30

안심귀가스카우트 0.17 0.27

안심택배 0.03 0.02*

인구밀도 0.33*** 0.42***

CCTV 0.22 0.02

이혼율 -0.31** -0.31

1인당 치안시설 -0.62*** -0.79

유흥업소 수 -0.47*** -0.70

고령인구비 0.80*** -0.48***

고령인구수 -0.48*** 0.25*

여성인구비 0.14 0.16

청년여성비 0.63*** -0.57***

단독주택 비율 -0.24* 0.30**

아파트 비율 0.10 0.01

연립/다세대비율 0.04 -0.58***

1인당 재산세 -0.54 -0.75***

<표 6> 상관관계(1인 가구 수와 고령인구비)

2. 패널회귀모형 분석결과와 시사점

이연구는최근급증하는1인가구와5대범죄발

생의 관계를 주목적으로 할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범죄예방정책과 지역적 특성이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지를확인하고자하였다. 이를위해자치구단

위의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4부터 2016년까

지의서울시 25개자치구자료를활용하여패널자

료를 구축하고 패널회귀분석 모형을 활용하였다.

그결과는다음의 <표7>과같으며다양한변수



102 서울도시연구 제19권 제4호 2018. 12

를 확보가능한 확률효과 분석결과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우선, 패널자료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Pooled OLS 추정결과를살펴보면 1인가구

수, 유흥업소수는 5대범죄발생건수를늘어나게

하는 결과를 보였지만 안심귀가스카우트, 여성안

심택배를비롯한모든변수는유의하지않은것으

로 파악됐다.

관찰되지않는개인의이질성을통제한고정효

Model (1) (2) (3) (4) (5)

Pooled OLS Fixed Effecs
Random

Effects

Random

Effects

Random

Effects

Variables 5대 범죄 5대 범죄 5대 범죄 5대 범죄 5대 범죄

ln(1인 가구 수) 0.628*** 1.102 0.803*** 0.785*** 0.814***

(0.152) (0.873) (0.176) (0.160) (0.157)

ln(인구밀도) 0.108 0.316 0.046 - -

(0.094) (0.787) (0.112) - -

ln(고령인구수) 0.091 -1.771*** -0.440* -0.334* -0.241

(0.180) (0.567) (0.225) (0.201) (0.181)

여성인구 비율 3.087 2.605 8.538** 7.578** 5.807**

(4.318) (19.134) (3.562) (3.119) (2.633)

이혼율 -0.042 0.047 0.017 - -

(0.114) (0.103) (0.090) - -

1인당 재산세 0.134 - -0.149 -0.133 -

(0.109) - (0.140) (0.119) -

ln(CCTV수) -0.066 0.027 -0.054 -0.050 -0.080*

(0.055) (0.039) (0.052) (0.051) (0.044)

ln(치안시설비) -0.027 -0.044** -0.036* -0.033*

(0.019) (0.022) (0.021) (0.020)

ln(안심귀가스카우트) -0.004 0.013** 0.009 - -

(0.015) (0.005) (0.006) - -

ln(여성안심택배) -0.003 -0.002 -0.007** -0.007** -0.007**

(0.006) (0.003) (0.003) (0.003) (0.003)

ln(유흥업소비) 0.003*** 0.000 0.004*** 0.004*** 0.003***

(0.001) (0.002) (0.001) (0.001) (0.001)

연립/다세대 비율 -0.074 - -0.444 -0.383 -0.356

(0.217) - (0.308) (0.277) (0.273)

비거주용 주거지 비율 -1.971 - 0.432 - -

(8.719) - (6.859) - -

Observations 75 75 75 75 75

Adj R-squared 0.631 0.578 0.596 0.627 0.626

AIC -55.5 -251.5 -113.7 -119.6 -120.3

주1) 괄호 안은 강건한 표준편차를 의미함.

주2) *** p<0.01, ** p<0.05, * p<0.1

<표 7> 패널회귀분석 모형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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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역시 1인가구수의증가는 5대범죄를증가시

키는 요인으로 드러났다. 반면에 범죄에 취약한

집단인 고령인구가 증가할수록 5대 범죄의 수는

감소하는결과를보였는데이는 5대범죄의피해

자가 주로 20-30대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결과로

해석된다. 범죄통계(2016)에 따르면 살인, 강도,

강간등을포함하는강력범죄는총 2만 5천건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20~30대피해자가차지하는

비중이 48.5%에 달했는 데 견줘 고령의 비중은

4.6%에 불과하다.

<표. 7>에서는 <표. 5>에제시된모든설명변수

를 포함하는 전체모형(모형 1)으로부터 제일 통

계적인 유의성이 떨어지는, 즉 p-값이 가장 높은

변수를순차적으로제거하여AIC값이제일낮은

최적모형(모형 3)의 추정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제일포괄적인모형으로부터출발하여최

적모형 선별 작업을순차적으로진행하는이유는

모형선택의 통계학적 일치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다.

전체모형의결과를살펴보면 1인가구수와유

흥업소수, 여성비중이높아질수록 5대범죄발생이

높아지는 결과를 보였으며 반대로 여성안심택배,

고령인구수, 1인당 치안시설의 수는 5대 범죄 발

생건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관계로 확

인됐다. 이러한전체모형에서통계적유의성이현

저히낮은비거주용주거지비율, 이혼율, 자연로

그를취한안심귀가스카우트이용자수와인구밀

도를 제거한 모형(4)를 추정한 결과, AIC가

-113.7에서 -119.6으로개선돼전체모형보다모형

(4)가더적합한모형으로판별되었다. 하지만모

형(4)도 전체모형과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추가

로모형(4)에서가장유의성이떨어지는 1인당재

산세를 제외한 모형(5)를 추정한 결과, AIC는

-119.6에서 -120.3으로개선되어모형(5)가더적

합한모형으로판별되었다. AIC에근거한최적모

형 선별과정을종합해보면모형(5)가최적모형으

로선별된다. 따라서 5대범죄발생에영향을미치

는 요인은 모형(5)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모형(5)에 따르면 1인가구가 1%증가시 5대

범죄의 발생을 0.81%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

는데, 이는 1인 가구가 다인가구보다 범죄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는 기존의 일상활동

이론과 보호가설 이론(Cohen and Felson, 1979;

장진희·장진희, 2017)과 더불어 가족해체와 사회

적관계망의약화에서범죄의원인을찾고자한기

존의사회해체이론(Kornhauser, 1978; Shaw and

Mckay, 1942)을 간접적으로 지지하는 결과이다.

또한 1인 가구는다인가구보다더욱범죄에노출

되고범죄두려움이크다는기존의국내연구(강지

현, 2017; 조현성·김상학, 2018)의확장된결과로

볼수있다. 즉 1인가구는범죄에취약하며범죄

발생의주요원인임에도불구하고여전히서울시

의 범죄예방정책에서 1인 가구는 비주류로 다뤄

지고있기때문에사각지대해소방안이요구된다.

특히, 최근 10년간 서울시의 1인 가구증가속도는

과거보다더욱가파르게진행되는점을감안하였

을때 1인가구의범죄예방정책은더욱절실하다

고 할 수 있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신체적 약자 등의 이유로

범죄에취약한대상으로분류되는데이러한여성

의비율이한단위증가할수록 5대범죄발생확률

은 0.05%증가하였다. 특히서울시는전국에서가

장많은여성이집중되어있으며모든자치구에서

여성의비중이높은점을고려해본다면여성안전

의필요성이더욱 두드러진다고볼수있다. 반면,

여성과함께범죄의대상이될 확률이높은대상



104 서울도시연구 제19권 제4호 2018. 12

으로 보고되는 고령자는(Skogan and Maxfield,

1981) 10% 유의수준(양측검정)하에서 기각되었

다. 또한여성인구밀도가높을수록범죄에노출된

가능성이높아져범죄발생이증가할개연성이있

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김현중·이성우, 2011),

이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견해가 기각되었다.

기존의 CCTV 범죄예방효과성을다룬 선행연

구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의 결과가 모두

존재하였는데, 이연구는CCTV설치수가 1%증

가할수록 5대 범죄발생 수는 0.08% 감소하는 결

과를보여전자와같이범죄예방에순기능을하고

있는것으로분석됐다. 이는예방중심으로의정책

패러다임변화에서 CCTV는효과적인도구로볼

수 있으며 서울시의 범죄예방환경설계가 CCTV

설치등 물리적인환경개선에만역점을두고있음

에도불구하고범죄예방에효과가있다는것을의

미한다. 그러나CCTV는범죄수사의증거확보또

는범죄예방 등과같은중요한역할을하고있지

만사생활침해논란에도 CCTV가 자리잡고있

기 때문에(표창원·박기남, 2001). 즉 CCTV의 확

대설치와더불어개인사생활침해와인권보호측

면도 심각하게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단란주점과유흥주점을포함하는인구천만명

당 유흥업소비는 유흥업소비가 1% 증가할수록

서울시의 5대 범죄발생은 0.003% 증가하는 것으

로확인됐다. 이러한결과는선행연구에서보여준

바와같이술집 등유흥업소가집중된지역은절

도, 폭력등의 5대범죄발생할가능성이높은것

으로이해되며(Shin and Shin, 2002), 유흥업소는

노상과주택다음으로강력범죄발생비중이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범죄 진압과 수사, 범죄예방뿐 아니라 방법심

방, 도보순찰, 자율방범대의 운영 등을 담당하는

인구천만명당치안시설비가 1%증가할때마다

5대 범죄발생이 0.03% 하락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범죄예방활동에무엇보다파출소, 경찰서등

치안시설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여성범죄예방정책 중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는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

만여성안심택배는유의미한것으로드러났다. 여

성의범죄안전을목적으로시작했지만현재성별

과무관하게 누구나이용가능한여성안심택배는

이용자수가1%증가할시5대범죄가 0.007%하

락하는결과로보였다. 이는서울시여성범죄예방

정책중유일하게범죄감소에효과성이검증된기

존의 연구(조영미 외, 2015)와 동일한 결과이다.

1인 가구는 일상생활에서 범죄의 두려움보다

주거지 내에서의 두려움이 높았는데, 그 중 특히

원룸과 연립/다세대 거주자가 주거지 내 CCTV,

방범창 등 안전시설 미비로 가장 높은 불안감을

보였다(장진희외, 2016). 즉 연립/다세대는여러

주거유형중가장범죄에취약한것으로보고되나

이연구에서는연립/다세대의비중은 5대범죄발

생건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Ⅵ. 정책제언과 한계점

1. 정책제언

이연구는최근급증하는 1인가구와 5대범죄

발생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2014~2016년 기간

에 걸쳐 서울시 25개 자치구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을 위해 1인 가구와 여성인구비, 고령인구수

등자치구인구구조와치안시설, 유흥업소를변수

로고려하였으며서울시여성범죄예방정책중대

표적인 사업으로 꼽히는 여성안심택배와 여성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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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귀가스카우트도 포함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인 가구수의 1.0% 증가는 5대범죄의 0.81%

의 증가를 야기하며 여성인구비의 1% 증가는

0.06%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유흥업소비

가 1% 증가하면 5대 범죄발생이 0.003% 늘어나

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CCTV 설치 수가 1%

증가하면 5대 범죄는 0.08% 감소하는 효과가 있

었으며 치안시설비 역시 0.03% 줄어드는 효과가

드러났다. 서울시 여성범죄예방정책 중 여성안심

귀가스카우트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여성안심택배는이용자의 1%의증가가 5대범죄

를 0.007% 감소시켰다.

즉 일반적으로 사회적 고립의 비중이 높고 범

죄에 취약하다고 알려진 1인 가구는 5대 범죄를

가장 크게 증가시키는 요인이었다. 또한 여성과

유흥시설역시 5대범죄와양의관계가있었으며

치안시설, CCTV, 여성안심택배는 5대범죄를감

소시키는 요인이었다. 따라서 5대 범죄예방을 위

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기존의 범죄예방정책에서 제외되었던 1

인 가구를 범죄예방정책의 핵심대상으로 편입하

고이를중심으로하는정책을수립할필요가있

다. 둘째, 1인가구밀집지역을중심으로범죄감소

효과가드러난 CCTV집중배치, 치안시설의순찰

강화, 안심택배함설치·확대가 요구된다. 특히 범

죄에 취약한 여성과 이중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 1인가구밀집지역을중심으로안전한환경

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순찰과

안전시설설치에유흥시설밀집지역역시고려되

어야할필요가있다. 셋째, 일상활동이론과사회

해체이론에의하면사회적고립을겪는 1인가구

는범죄의대상이될 확률이높다. 따라서 1인가

구자조모임 등사회적관계망을지원하여유대감

을형성시키고스스로안전한환경을구축할수있

는 환경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CPTED 사업의 하나로 진행된 CCTV 역시 5대

범죄 감소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이

를 위한예산확보등을위한조례는아직까지미

흡하다. 따라서CCTV와 CPTED 설치를위한조

례 또는 기본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연구의 한계점

이 연구는 서울시의 5대 범죄발생 영향요인을

분석에다음과같은한계점을지닌다. 우선, 분석

기간이짧아변수의변동성을충분히관찰하는것

은 불가능했고, 이에 따라 개별 이질성을 통제가

능한고정효과모형이효율적이지못하였다. 나아

가고정효과모형임에도불구하고시간불변변수

를 추정할 수 있는 고정효과벡터오차분해모형

(Fixed Effects Vector Decomposition) 역시불가

능하였다. 따라서 변수의 변량이 다소 부족해도

추정이가능한확률효과모형을중심으로분석하

였다. 또한상주인구가적은자치구에서범죄율이

높게나오는데 1인 가구가주로상주인구가많은

자치구에분포하는특성을고려하지못하였다. 이

와 같은 문제해결을 위해 시가화면적, 인구밀도

등을 포함한 추가 분석이 요구되는 바이다.

다음으로 1인 가구의 성별분리 통계의 부재를

꼽을수있다. 1인 가구는성별·연령별서로상이

한이질적집단임에도불구하고 2014년 주민등록

기반 통계자료는 성별분리가 불가능하여 1인 가

구를 하나의 동질의 집단으로 분석하였다. 추후

통계자료가 누적되어 자료가 충분히 확보된다면

고정효과벡터오차분해모형과성별분리통계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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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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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VIF 1/VIF

치안시설비 7.43 0.135

유흥시설비 5.91 0.169

ln(고령인구수) 5.16 0.194

ln(1인 가구 수) 3.66 0.273

ln(CCTV) 1.35 0.742

ln(여성안심택배이용자수) 1.33 0.751

여성인구비 1.13 0.886

연립/다세대비율 1.12 0.891

Mean VIF 3.39

<부록 3> 최적모형 분산팽창계수(VI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