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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정책건의

1 연구 개요

1 1 연구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생활범죄를 중심으로 서울의 범죄발생특성을 분석하

고, 범죄위험지역들의 특성을 다각적으로 파악하여, 범죄에 보다 안전

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도시공간적 대책과 행정·사회적 대책들을 

제시하는 것이다. 

1 2 주요 연구내용

서울의 범죄위험지역에 대한 분석과 안전증진을 위한 방안 도출을 위하

여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다.

첫째, 이른바 생활범죄의 개념과 다양한 유형들을 살펴보고, 범죄발생 원

인에 대한 이론과 범죄예방을 위한 공간계획적 모형들에 대해 검토한다.

둘째, 서울의 범죄위험지역 특성을 분석한다. 먼저 서울의 전반적인 범

죄발생특성을 파악한 후, 자치구 및 경찰관서 수준에서의 범죄발생분포 

및 지역특성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범죄취약지역인 경찰청의 ‘서민보

호치안강화구역’ 및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

역’과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인구·가구, 토지이용 등 

지역특성을 진단한다.

셋째, 서울시, 시민부문, 중앙정부(안전행정부, 경찰청)의 현행 범죄예

방 관련시책들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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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기성시가지를 중심으로 범죄위험지역 안전증진을 위한 방안을 도

시공간적(H/W) 대책과 행정·사회적(S/W) 대책의 측면에서 제시한다. 

그리고 서울의 범죄안전을 위한 서울시와 경찰청의 유기적인 협력방안

을 제안한다. 

1 3 연구방법

이 연구는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생활환경에서 발생

하는 생활범죄의 개념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반면, 생활범죄에 속하는 

모든 범죄에 대해 데이터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범죄발생특성 분석을 

위한 범죄의 범위를 2010~2012년 3년 기간 중에 발생한 절도, 폭력, 성

폭력, 강도, 살인, 방화 등 6대 범죄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이 연구의 핵심적인 부분에 속하는 서울의 범죄위험지역 특성 분석은 다

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첫째, 서울시 전체적인 관점에서 범죄

의 전반적인 발생특성을 분석한다. 둘째, 서울의 25개 자치구 및 31개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분포특성을 파악하되, 지역특성과의 관계분석을 

위해 인구·가구, 토지이용 등의 특성을 나타내는 통계자료 및 GIS자료

를 이용하여 단순비교분석과 회귀분석(OLS, Poisson)을 수행한다. 셋

째, 경찰청이 범죄취약지역으로 관리하는 ‘서민보호치안강화구역’(160

개소)과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및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전체 72개소)을 대상으로 인구·가구, 토지이용 등 

지역특성을 진단한다. 서울시 전체와의 비교분석은 물론 군집분석(Cl-

uster Analysis)을 이용하여 유형화하여 서로 비교하기도 한다. 그리고 

사례분석을 위한 현장조사 대상지역 4개소를 선정하여 데이터분석을 

통해서는 파악할 수 없는 가로환경, CCTV, 질서유지상태, 야간조명 및 

환경 등을 조사하여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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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연구결과

2 1 생활범죄의 개념 및 이론

생활범죄란 시민들의 일상생활(거주, 통행, 여가·휴식 등)과 밀접하게 

관련하여 생활환경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편의상 지칭하는 개념이며, 강

도, 폭력, 성폭행과 같은 중범죄(felony)뿐만 아니라 소란행위, 기초질

서 위반, 불안감 조성과 같은 경범죄(misdemeanor)도 해당한다. 생활

범죄는 지역의 가로구조나 커뮤니티 특성과 관계가 있어 장소의 상황에 

따라 기회가 생기면 발생하는 기회범죄(opportunity crime)의 특성이 

강하다. 범죄유형으로는 강력·폭력범죄, 성폭력범죄, 재산범죄, 경범죄 

등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이 살인, 강도, 강간, 폭행 등 폭력적 범죄를 저지르거나 절도와 같

은 재산범죄를 저지르는 원인에 대한 범죄학자들의 설명은 다양하다. 고

전주의적인 이론은 범죄를 인간의 합리적인 선택의 결과로 보고, 심리학

적 생물학적 입장의 학자들은 인간의 특성과 성격에서, 사회학 및 사회

심리학자들은 부적절한 사회화와 교육, 폭력적인 하위문화, 사회구조적 

문제 등에서 원인을 찾는다.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적 요인이나 기회구조의 측면에 주목하여 공

간환경을 적절히 조성하거나 제어함으로써 범죄를 억지하고자 하는 접

근방법으로 대표적인 것이 방어공간(Defensible Space) 모형과 범죄예

방환경설계(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모형이다. 이 두 가지 접근방법은 서로 긴밀하게 연계되어 확대 

발전하였으며, 오늘날의 CPTED 모형은 방어공간 개념을 포함하는 포

괄적인 범죄예방 공간모형으로 발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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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서울의 일반적인 범죄발생 특성

서울에서 생활범죄는 6대 범죄 중 폭력과 절도가 90% 이상을 차지한

다. 이는 폭력과 절도를 줄이기 위한 대책들, 예컨대, 순찰 및 질서유지, 

CCTV 설치, 건전한 음주문화를 유지하기 위한 유흥가지역 관리, 업소

들의 자정노력 유도, 주거침입 방지를 위한 방범시스템(방범창, 잠금장

치, 경보장치 등) 구축 등에 주력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강간, 성추행 등 성폭력 범죄는 생활범죄 중 가장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범죄유형이다. 이는 젊은 여성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방범순찰, 밤길안

전 및 귀가지원, 조명관리, 주거침입방지를 위한 방범시스템 등이 강화

되어야 함을 암시한다.

범죄자의 직업은 전반적으로 피고용자(회사원 등 직장인), 무직자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특히 살인, 강도, 방화, 절도 등 흉악범죄나 재산

범죄에 대해서는 무직자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범죄와 경제적 상

황이 밀접하게 관련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또한,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

는 사회복지, 고용기회 제공 등의 정책이 병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범죄발생장소는 전반적으로 ‘노상’, 즉 소로나 골목길 등 공공장소가 많

아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옥외 가로환경의 관리와 정비(CCTV, 조명, 표

지판, 청소 및 환경미화, 사각지대 개선, 효율적인 방범순찰 등)가 중요

함을 시사한다.

범죄발생 시간대는 야간시간대가 가장 많아 야간조명, 경보장치 등을 비

롯하여 야간시간대 순찰, 안전귀가지원 등이 강화되어야 함을 암시한다.

범죄발생 요일은 토요일, 일요일, 금요일 순으로 나타나 범죄예방을 위

해서는 주중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순찰과 관리가 강화되고 지역주민들

의 방범상 역할이 강화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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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범죄발생과 지역특성 간의 관계

서울의 31개 경찰서 관할지역을 단위로 하여 6대 범죄(살인, 강도, 성폭

력, 폭력, 절도, 방화) 발생과 지역특성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범죄유

형에 따라 지역특성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가구 측면에서는 

거주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서 6대 범죄 전체, 폭력, 절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과밀억제를 비롯한 적절한 밀도관리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성폭력 범죄가 많은 지역은 주로 15~34세 연령층의 젊은 여성인구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최근 급증하는 성폭력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젊

은 여성인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대책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토지이용 측면에서는 단독·다가구주택 밀집지역, 주거상업 혼재지역, 

상업업무밀집지역, 유흥·숙박시설 밀집지역 등에서 6대 범죄 전체를 비

롯하여 폭력, 절도 등이 많이 발생한다. 따라서,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이

들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자율방범활동, 블록단위 방범순찰 및 경비체

계, 영역성 확보(표지판, 랜드마크시설 등), 지역사회 조직 육성 및 유대

망 형성, 불법업소 단속, 업소들의 자발적인 자정노력 유도, 청소 및 환

경미화 등이 강화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폭력은 소로·골목길이 많은 지역에서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좁은 골

목길에서의 방범대책도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지역의 유동인구 정도는 폭력범죄에 대해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적절한 보행량을 확보하는 것이 범죄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의 경제적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인 주택(아파트)가격수준은 6대 범

죄 전체, 폭력, 절도 등과 음(-)의 관계를 보이고 있어, 범죄가 지역의 경

제적 수준, 즉 빈곤과 관련이 있음을 말해준다. 따라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과 경제적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회경제정책은 범죄를 줄이는 데

에도 기여할 것임을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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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 범죄취약지역으로서 치안강화구역과 유해업소 밀집지역의 특성

경찰청이 범죄취약지역으로 관리하는 서민보호치안강화구역과 「청소

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 통행제한·금지구역 및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

지역을 분석한 결과, 이들 지역은 대체로 거주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이어

서 혼잡완화를 위한 적절한 밀도관리가 중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15~34세 젊은 여성인구, 1인가구 등의 비중이 높아,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젊은 여성 밀집지역과 1인가구 밀집지역에 대한 각별한 관리

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아울러 자가점유가구의 비중이 낮고 인구이동률이 높은 특징이 있어 세

입자 가구가 많고 이른바 ‘뜨내기’가 많은 지역에 대해 각별한 관리가 필

요함을 암시한다. 

토지이용에서는 단독·다가구주택, 주거·상업혼재지, 상업시설 등의 비

중이 높아 이들 지역에 대한 방범대책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치안강화구역은 소로·골목길의 비중이 높아 가로환경에 대한 관리와 정

비가 중요하고, 유해업소 밀집지역은 유흥·숙박시설의 비중이 높아 폭

력, 성폭력 등에 대한 관리가 중요함을 의미한다.

군집분석을 통해 보면, 치안강화구역과 유해업소 밀집지역 내에서도 유

형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치안강화구역은 크게 ‘저소득 주거지형’, ‘주

거·상업 혼합형’, ‘구도심형’으로 구분되었고, 유해업소 밀집지역은 ‘주

상혼재형’, ‘중심가형’, ‘구도심형’으로 구분되었다. 이는 범죄취약지역 

유형별로 차별화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함을 뜻한다.

한편, 사례지역을 선정하여 현장조사를 통해 본 바에 따르면, 도로폭이 

협소하고 구불구불하여 시야확보가 불량한 지역들이 존재하여 단기적

으로 도로반사경과 같은 설비를 설치하거나 장기적으로는 가로환경에 

대한 큰 폭의 정비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방범용 CCTV는 설치재원의 한계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고 사각지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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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이미 설치된 CCTV는 교차로 등을 중심으

로 효율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편이다. 따라서 CCTV는 앞으로 범죄위험

이 높은 사각지대, 사설 CCTV나 보안시스템을 갖추기 어려운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확충하되 지역특성을 상세하게 분석하여 과학

적이고 섬세한 위치선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불법주차, 노상적치물, 무질서한 전선 및 통신선 등을 흔히 볼 수 

있어 불법행위 단속, 환경정비 및 미화 등을 통해 지역이 관리되고 있음

을 나타내는 것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이울러 가로등이 부족하거나 조도가 충분치 않아 어둡고 음영지대가 발생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주택가 야간조명 확보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

며, 유흥시설, 모텔 등이 인접하여 있는 주택가 보호를 위해서는 단기 및 

장기적인 차원에서 다양한 아이디어와 환경정비가 필요함을 암시한다. 

2 5 현행 범죄예방 관련시책

최근 서울시는 방범용 CCTV 및 비상벨 설치, 여성안전종합대책, 범죄

예방환경설계(CPTED), 지하철 여성안전대책, 마을안전망사업 및 안전

마을사업 등 범죄예방을 위한 대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찰청, 시민

단체 등과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민간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의 범죄예방활동은 대부분 지자체 또는 경

찰청과의 연계와 지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자율방범대의 방범활동

이 지구대·파출소·치안센터 등의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다. 어린이·청소

년 안전을 위한 활동들이 많은데, 학교와 통학로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보안관, 배움터지킴이, 워킹스쿨버스(Walking School Bus), 

아동안전지킴이집, 아동안전수호천사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 정부는 국민들의 생활안전을 위하여 이른바 ‘4대악’(성폭력, 학교

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근절을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감축목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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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범죄위험지역 및 생활안전지도 정보제공, 시민참여 등 안전종합대

책을 추진 중이다.

안전행정부는 안전분야 컨트롤타워로서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

는데, ‘4대악’ 근절을 위한 시책들뿐만 아니라, 2013년부터 읍·면·동 단

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의 일환으로 ‘안심마을’ 시범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그동안 주취폭력(주폭) 척결을 위한 엄정한 법집행

을 하였고, 공원안전 확보, 성폭력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아

동여성보호 1319 수사팀, 인권보호 One-Stop센터, 지하철수사대, 아

동안전지킴이집, 아동안전수호천사, 가정폭력 전담 경찰관 등을 운영

해왔으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117 학교폭력 One-Stop센터, 학교

전담경찰관 등을 추진해왔다. 또한 서울시 전역에 걸쳐 서민보호치안강

화구역 160개소를 지정하여 순찰을 강화하였고, 2013년에는 ‘성폭력 

특별관리구역’ 600개소를 성폭력범죄 위험이 높은 다세대·다가구·원

룸지역, 공원, 아파트, 골목길, 재개발·재건축지역, 유흥가 등을 대상으

로 지정하여 특별 관리하고 있다. 

3 정책건의

범죄위험지역의 범죄예방을 위한 대책은 크게 물리적(H/W) 혹은 도시

공간적 대책과 비물리적(S/W) 혹은 행정·사회적 대책으로 구분할 수 있

다. 도시공간적 대책은 범죄예방을 위한 토지이용, 가로, 건축물, 시설

물, 조경 등 물리적 도시환경에 대한 대책으로서 대부분 지자체의 영역

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행정·사회적 대책은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감

시, 질서유지, 환경미화, 시민들의 범죄대응역량 강화, 정보제공, 지역 

사회조직 및 유대망 형성 등을 위한 대책과 활동으로서 경찰, 지자체, 시

민 등이 대책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다. 이 연구는 서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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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일반적인 범죄발생특성과 주요 개선과제를 도시공간적 대책과 행

정·사회적 대책의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범죄발생특성 도시공간적(H/W) 대책 행정·사회적(S/W) 대책

폭력과 절도가 
대부분 차지

CCTV, 야간조명, 영역성 
강화(표지판, 랜드마크시설 등), 
주거침입 방지 
방범시스템(방범창, 잠금장치, 
경보장치 등)

방범순찰, 지역사회 감시망, 
질서유지 및 단속, 청소 및 
환경미화, 건전한 음주문화, 
업소들의 자정노력 유도 등

성폭력 범죄 급격히 
증가

CCTV, 야간조명, 사각지대 
해소(도로반사경, 경보장치 등), 
주거침입 방지 방범시스템 등

젊은 여성 밀집지역 방범순찰, 
안심귀가지원, 여성안심택배, 
범죄대처요령 및 호신장비 등

흉악범죄 및 
재산범죄에 대해 
무직자 비중 높음

사회복지 및 고용기회 제공을 
위한 지원대책과 병행

야간에 주로 발생 야간조명, 경보장치, 
사각·음영지대 해소 등

야간순찰, 안심귀가지원, 24시간 
영업장소를 활용한 감시 등

주말에 많이 발생 주말 방범 강화, 주민들의 방범상 
역할 강화 등

‘노상’(골목길 
등)에서 많이 발생

CCTV, 야간조명, 가로환경 
정비, 표지판, 사각지대 
해소(도로반사경, 경보장치 등)

골목길 방범순찰, 청소 및 
환경미화, 지역주민 및 상점·업소 
등을 활용한 감시 등

단독·다가구, 
주상혼재, 상업시설 
밀집지역에서 많이 
발생

영역성 강화, 주거·상업 분리를 
위한 완충시설·지대 등

블록단위 순찰 및 경비체계, 청소 
및 환경미화, 주민조직 및 유대망 
형성, 비주거지형 지역사회 조직 
형성, 업소들의 자정노력 유도, 
불법업소 단속 등

고밀 주거지역, 
젊은여성밀집지역, 
1인가구 밀집지역, 
세입자 밀집지역 
등에서 많이 발생

CCTV, 야간조명, 가로환경 
정비, 적절한 밀도관리 등

경찰인력 증강 배치, 
안심귀가지원, 지역주민 및 상점 
등을 활용한 감시, 청소 및 
환경미화 등

표 1 범죄발생특성과 주요 개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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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범죄위험지역 안전증진방안：도시공간적(H/W) 대책

현행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공간적 대책은 용도분리, 접근통제, 감시 및 

시야선 확보, 영역성 확보, 활동성 유지, 유지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토지

이용, 가로, 건축물, 시설물, 조경 등의 공간영역에 대해 적용하는데, 이 

연구는 범죄예방전략에 따른 공간영역별 주요 대책을 정리하고, 예상되

는 적용상의 난이도를 제시하였다.

방범용 CCTV는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충하되, 설치밀도

의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접근하고, 특히, 범죄발생밀도가 높은 반면, 재

정력이 약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며, 지역불균형 해소 차원

에서 일정부분 서울시의 자치구 지원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또한 범죄

발생 위험도, 취약인구 및 취약시설 밀집정도 등을 고려한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배치 및 위치선정 방안 마련, 노후화되거나 사양이 낮은 기존 

CCTV의 성능 개선, 비상벨, 도로반사경 등 다양한 감시·경보장치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사각지대 해소 등을 제안하였다.

그림 1 경찰관서별 6대 범죄밀도와 방범용 CCTV 설치밀도 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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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범죄위험지역 안전증진방안：행정·사회적(S/W) 대책

방범순찰은 경찰의 범죄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경찰활동

(community-oriented policing) 강화, 범죄다발지역(crime hot-

spot)에 대한 치안인력 증강 배치, 문제지향적(problem-oriented) 

범죄예방을 위한 경찰, 지자체, 지역주민, 전문가 등 간 협력 강화 등

을 제안하였다. 지역주민의 방범순찰 및 감시와 관련해서는 지역별 

자율방범대를 비롯한 시민들의 감시·순찰·보호활동 강화, 유사한 성

격의 다양한 주민방범활동들의 체계화와 효율화, 방범순찰인력의 역

량 강화, 순찰장비의 개선, 순찰일정, 범죄위험도와 효율성을 고려한 

과학적인 순찰방식 및 순찰경로 설정 등 개선사항을 제시하였다.

주민조직 및 유대망(감시망) 형성은 범죄위험지역에 대한 경찰에 의한 

‘공식적인 통제’ 강화와 함께 주민조직 및 유대망(안전망) 형성을 통한 

‘비공식적인 통제’ 강화를 제안하였다. 또한 동단위 이하의 네이버후드

(neighborhood) 또는 블록단위의 지역사회조직 형성, 지역주민, 상

점, 편의점 등을 활용한 ‘마을파수꾼’, 지역사회 차원의 범죄예방 거버넌

스 형성을 위한 지역사회조직, 주민센터, 지구대·파출소·치안센터 등 

관련주체 간의 정례적인 교류 및 공조체계를 구축 등을 권고하였다.

기초질서 확립 및 환경미화와 관련해서는 무질서 및 경범죄 단속을 강화하

고 기초질서를 유지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보다 높이는 한편, 깨끗하고 질

서 있는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지역주민 등의 역할 강화도 제안하였다.

시민들의 범죄대응역량 강화에 대해서는 교육, 훈련, 홍보, 위치확인서

비스, 호신용품 보급, 비상시 피신할 수 있는 ‘안전지킴이집’ 지정·운영 

등을 조언하였다.

범죄정보 및 지역정보는 범죄위험지도 작성·보급, 범죄위험지도만들기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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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서울시-경찰청 협력거버넌스 구축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서울시, 경찰청, 시민 등 다양한 관련주체 간의 협력

이 중요한데, 서울시와 경찰청의 협력 방안으로는 범죄정보와 지역정보 결합

을 위한 정보공유(경찰청의 범죄정보와 서울시의 지역정보 공유를 통한 종합

적인 접근 및 근본적인 원인 해소), 문제지향적(problem- oriented) 범죄예

방 및 협력,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oriented policing) 강화(도

보순찰, 자전거순찰, 주민과의 접촉 및 지역사회모임 참여 등), 범죄다발

지역(crime hot spot)에 대한 치안인력 증강 배치(범죄다발지역 전담 ‘특

수기동대’ 창설, 경찰인력 순환배치 등), ‘깨진 창문’ 경찰활동(Broken   

Windows policing) 강화(경범죄 단속, 기초질서 위반행위 단속을 위한 

지자체 역할 강화 등), 치안정책의 연속성·지속성 확보 등을 제안하였다.

그림 2 문제지향적 범죄예방을 위한 관련주체 간 상호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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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최근 유아·청소년·여성 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 불특정 다수를 대

상으로 한 이른바 ‘묻지마’ 범죄 등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여 사회적

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서울의 폭력·절도 등 5대 강력범죄 발생건수

는 2006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취업난 및 소득양극화, 가족해

체, 1인가구 및 ‘은둔형 외톨이’의 증가, 여성인구를 비롯한 범죄취약인

구 증가, 정보통신의 발달에 따른 유해정보의 범람, 상대적 박탈감 심화 

등 여건변화에 따라 이러한 사회불안요인은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도 적

실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서울은 개인화, 익명화 등 도시적 특성이 극대화된 곳으로 범죄발생취약

성은 높은 반면, 고밀도 기성시가지로서 적극적인 범죄예방대책을 적용

하는데 제약이 많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기성시가지 및 도시사회적 특

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한 범죄예방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최근 서울시는 범죄예방을 비롯한 도시안전에 정책적 중요성을 강화하

여 전통적인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이나 어린이 및 학교안전을 위한 사

업뿐만 아니라 범죄예방디자인사업, 여성안전종합대책, 지하철 성범죄

대책, 마을안전망사업 및 안전마을사업 등 다양한 시책과 사업들을 적극

적으로 추진 중이고, 시민, 경찰청 등과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시책들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정밀하고 과학적인 분석

에 근거한 분석과 평가, 시책개발이 필요하다.

한편, 정부는 ‘4대악’(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근절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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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행복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로 삼고 감축목표관리제, 범죄위험지역 및 

생활안전지도 정보제공, 시민참여 등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

다. 따라서 지자체 차원에서 범죄예방을 위한 시책개발과 추진이 가장 

활발한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모범을 보이고 대안을 제시하여 전파·확산

할 필요가 있다.

1 2 연구목적

이 연구는 생활범죄를 중심으로 서울의 범죄발생특성을 분석하고, 범죄

위험지역들의 특성을 다각적으로 파악하여, 범죄에 보다 안전한 지역사

회를 만들기 위한 도시공간적 대책과 행정·사회적 대책들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 연구내용 및 방법

2 1 주요 연구내용

서울의 범죄위험지역에 대한 분석과 안전증진을 위한 방안 도출을 위하

여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다.

첫째, 이른바 생활범죄의 개념과 다양한 유형들을 살펴보고, 범죄발생 원

인에 대한 이론과 범죄예방을 위한 공간계획적 모형들에 대해 검토한다.

둘째, 서울의 범죄위험지역 특성을 분석한다. 먼저 서울의 전반적인 범

죄발생특성을 파악한 후, 자치구 및 경찰관서 수준에서의 범죄발생분포 

및 지역특성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범죄취약지역인 경찰청의 ‘서민보

호치안강화구역’ 및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

역’과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인구·가구, 토지이용 등 

지역특성을 진단한다.

셋째, 서울시, 시민부문, 중앙정부(안전행정부, 경찰청)의 현행 범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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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관련시책들을 점검한다.

넷째, 기성시가지를 중심으로 범죄위험지역 안전증진을 위한 방안을 도

시공간적(H/W) 대책과 행정·사회적(S/W) 대책의 측면에서 제시한다. 

그리고 서울의 범죄안전을 위한 서울시와 경찰청의 유기적인 협력방안

을 제안한다. 

그림 1-1 연구의 내용적 체계



연구의 개요 29

2 2 연구방법

이 연구는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생활환경에서 발생

하는 생활범죄의 개념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반면, 생활범죄에 속하는 

모든 범죄에 대해 데이터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범죄발생특성 분석을 

위한 범죄의 범위를 2010~2012년 3년 기간 중에 발생한 절도, 폭력, 성

폭력, 강도, 살인, 방화 등 6대 범죄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이 연구의 핵심적인 부분에 속하는 서울의 범죄위험지역 특성 분석은 다

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첫째, 서울시 전체적인 관점에서 범죄

의 전반적인 발생특성을 분석한다. 둘째, 서울의 25개 자치구 및 31개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분포특성을 파악하되, 지역특성과의 관계분석을 

위해 인구·가구, 토지이용 등의 특성을 나타내는 통계자료 및 GIS자료

를 이용하여 단순비교분석과 회귀분석(OLS, Poisson)을 수행한다.

그림 1-2 범죄위험지역 분석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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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경찰청이 범죄취약지역으로 관리하는 ‘서민보호치안강화구역’(160

개소) 및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과 ‘청소

년 유해업소 밀집지역’(전체 72개소)을 대상으로 인구·가구, 토지이용 

등 지역특성을 진단한다. 서울시 전체와의 비교분석은 물론 군집분석

(Cluster Analysis)을 이용하여 유형화하여 서로 비교하기도 한다. 그

리고 사례분석을 위한 현장조사 대상지역 4개소를 선정하여 데이터분

석을 통해서는 파악할 수 없는 가로환경, CCTV, 질서유지상태, 야간조

명 및 환경 등을 조사하여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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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생활범죄의 개념과 이론

1 생활범죄의 개념

1 1 생활범죄의 정의

생활범죄란 법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고, 시민들의 일상생활(거주, 통

행, 여가·휴식 등)과 밀접하게 관련하여 생활환경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편의상 지칭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생활범죄는 강도, 폭력, 성폭행과 같

은 중범죄(felony)뿐만 아니라 소란행위, 기초질서 위반, 불안감 조성과 

같은 경범죄(misdemeanor)도 해당한다.

생활범죄는 지역의 가로구조나 커뮤니티 특성과 관계가 있어 장소의 상

황에 따라 기회가 생기면 발생하는 기회범죄(opportunity crime)의 

특성이 강하다. 또한 생활범죄가 증가하면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뿐

만 아니라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도 상승하여 삶의 

질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

그림 2-1 범죄 발생요인 유형



생활범죄의 개념과 이론 33

1 2 생활범죄의 유형

시민들의 일상생활을 위협하거나 피해를 주는 생활범죄의 범위를 명확

하게 설정하기는 어려우나, 범죄유형별로는 강력·폭력범죄, 성폭력범

죄, 재산범죄, 경범죄 등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첫째, 강

력·폭력범죄는 살인, 강도, 상해, 상해치사, 폭행, 폭행치사, 감금, 협박, 

악취·유인, 방화 등이 해당한다.

둘째, 성폭력범죄는 강간, 강제추행 등이 포함된다.

셋째, 재산범죄는 절도(빈집털이, 소매치기 등), 손괴, 주거침입 등이 대

표적이다.

넷째, 경범죄는 호객행위, 강매행위, 노상방뇨, 소란행위, 불안감 조성

행위, 기물훼손, 새치기, 무단출입, 무전취식, 금연장소에서의 흡연 등

을 들 수 있다.

생활범죄는 정책적인 목적이나 편의상 발생하는 장소에 따라 주택가, 학

교와 그 주변지역, 상가·유흥가지역, 공원·녹지, 지하철·버스 등으로 구

분하여 살펴볼 수도 있고, 피해자유형에 따라 여성, 아동, 청소년, 저소

득층, 고령층, 외국인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도 있다.

2 범죄의 발생 원인에 대한 이론

개인이 살인, 강도, 강간, 폭행 등 폭력적 범죄를 저지르거나 절도와 같

은 재산범죄를 저지르는 원인에 대한 범죄학자들의 설명은 다양하다. 고

전주의적인 이론은 범죄를 인간의 합리적인 선택의 결과로 보고, 심리학

적 생물학적 입장의 학자들은 인간의 특성과 성격에서, 사회학 및 사회

심리학자들은 부적절한 사회화와 교육, 폭력적인 하위문화, 사회구조적 

문제 등에서 원인을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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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합리적 선택이론

합리적 선택이론(Rational Choice Theory)은 고전주의 범죄이론에

서 발전된 개념이며, 범죄는 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에 의하여 결정된 행

동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범죄자는 범죄 실행으로 발생할 비용(즉 발각 

가능성, 체포 가능성, 처벌수위 등)과 범죄 성공으로 발생할 이득(즉 돈 

또는 욕구충족 등)을 비교하여 이득이 높다는 판단이 들면 범죄를 저지

른다는 설명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범죄예방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서는 처벌의 엄중성, 확실성, 그리고 신속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고전주의 범죄이론은 1970년대에 들어 범죄학자들에게 다시 주목을 

받아 신고전주의라고 불리며 합리적 선택이론으로 발전되었다. 코헨과 

펠슨(Cohen and Felson, 1979)은 일상활동이론(Routine Activity 

Theory)을 소개하였는데, 범죄는 동기가 부여된 범죄자, 적당한 범죄

대상, 그리고 보호자의 부재가 모두 동시에 충족될 때 발생한다는 이 이

론은 상황적 범죄예방이론(Situational Crime Prevention Theory)

으로 발전하여 현재 범죄예방전략의 기초이론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

고 있다(Clarke, 1992).

이 이론에 따르면,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Crime Preve-

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전략, CCTV의 설치, 경찰의 

집중단속 등 감시의 확대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면 잠재적인 범죄자들

로부터의 예방이 가능할 것이다.

2 2 생물학적 특성이론

생물학적 특성이론은 인간이 태어날 때 형성되어 있는 생물학적 특징과 

자라면서 주변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신체적 특징이 범죄

행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론이다(Siegel, 2010). 최근 범죄와 관련된 

개인의 생물학적 특징으로서 생화학적 구성, 유전적 코드, 그리고 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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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학적 조건 등이 연구되었는데, 예를 들어, 임신 중 과다한 음주와 흡연

은 자녀의 성장과정에서 정신병질의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이는 범죄적 행

동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Gatzke-Kopp and Beauchaine, 

2007).

생물학적 특성이론 중에서 유전적 특징에서 범죄의 원인을 찾는 이론이 

있다. 이는 부모가 범죄자인 아이는 부모가 범죄자가 아닌 아이에 비해 

성장하면서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하는 이론으로 반사회적

인 행동특성과 정신장애가 유전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West and Fa-

rrington, 1977).

신경생리학적 조건과 범죄와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는 뇌의 활동과 범죄

행위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 뇌기능의 장애가 이상행동을 유발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 이 중 공격적 행동에 영향을 주

는 것이 뇌의 어떤 부분인지에 초점을 맞추어, 뇌파분석, 자기공명장치

(MRI)를 이용한 뇌사진 촬영, 뇌혈류 검사 등을 통하여 알아내고자 한다

(Siegel, 2010). 

생물학적 특징은 개인이 태어날 때부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특징일 수

도 있고 태어나서 자라는 과정에서 섭취하는 음식, 주변의 유해한 환경, 

신체적 손상 등이 원인일 수도 있다. 현재 많은 학자가 생리적 특성과 환

경의 영향을 모두 고려하고 있는데, 이러한 개인의 주변 환경적인 요인

을 고려한 입장을 사회생물학이론이라고 한다. 

생물학적 특성이론은 범죄의 원인에 대한 병리학적 접근으로서, 범죄자

들에 대한 처벌적 접근보다 치료적 접근을 강조한다. 즉,이 이론은 범죄

예방을 위한 생활환경 개선, 사회복지 확대, 개선된 보건의료정책 등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2 3 심리학적 특성이론

폭력적 행동의 원인에 대한 심리학적 특성이론은 인지능력, 정신발달, 



서울의 범죄위험지역 분석 및 안전증진방안 연구 36

지능, 성격, 학습 등과 폭력행위 사이의 연관성에 주목한다. 예컨대, 행

동주의 이론은 행동이 보상에 의해 지속되거나 강화되고, 반대로 부정

적 반응이나 처벌에 의해 지양되거나 사라진다고 하는데, 범죄적 행위

는 학습이나 모방을 통해 표출된 일탈행위에 대해 긍정적 반응이 있거

나 그 행위에 대한 부정적 반응이 없을 경우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개인의 성격적 특성이 범죄와 연관이 있다는 연구결과들도 충동적, 적

대적, 공격적 특질은 범죄적 성향과 관계가 있고, 냉담하고 감정을 드러

내지 않는 특질은 사이코패스나 반사회적 행동과 관련이 있다고 지적한

다(Siegel, 2010). 

심리학적 이론은 생물학적 이론과 마찬가지로 범죄자 개인에게서 범죄

의 원인을 찾는 이론으로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개인이 자란 환경, 특히 

가족의 역할을 강조한다. 도덕적 발달, 정서의 발달, 인지의 발달, 감정

의 발달 등 심리적 특성이 발달되는 과정에서 이상이 발생하면 나중에 

범죄적 성향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심리학적 이론을 통해 도

출할 수 있는 정책적 제안에는 범죄자에 대한 치료와 교정, 사회복지 확

충을 통한 성장환경 개선, 상담을 통한 치료 등이 있다.

2 4 사회과정이론

생물학적 특성이론과 심리학적 특성이론이 개인의 특성을 강조하는 이

론인 데 비해, 사회과정이론은 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는 이론이다. 사회는 가족, 친구, 이웃 등 개인이 살고 있는 곳의 

사람들의 집단을 말하며, 성장하면서 사회화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

지 상호작용에 문제가 있으면 범죄행위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회과정이론 중의 하나인 허쉬(Hirschi)의 사회유대이

론은 범죄행위가 사람들로 하여금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억제하는 유대

의 약화로 인해 일어난다고 설명한다(Hirschi, 1969). 사회유대이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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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 본성에 따라 제약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나쁜 짓을 하게 된다고 가

정하고, 애착(attachment), 관여(commitment), 참여(involvement), 

신념(belief) 등 4가지 사회유대요소가 개인으로 하여금 범죄나 일탈적 

행위를 막는 통제역할을 한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대표적인 사회과정이

론으로서, 학습에 초점을 맞춘 차별적 접촉이론(Differential Associ-

ation Theory)은 범죄행위가 개인적 특성이나 사회경제적 특성에서 비

롯된 것이 아니라 어떤 문화환경에 놓인 개인에게 영향을 주는 학습과정

의 결과라고 주장한다(Surtherland & Cressey, 1970).

사회유대이론과 차별적 접촉이론은 사회화과정에 초점을 맞춘 이론으

로서 범죄자는 가정, 학교, 친구, 이웃, 직장 등 사회집단 내에서의 상호

작용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설명한다. 이에 기초한 정책적 제안

으로는 유아단계에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과 복지확대, 교정단계에

서의 학습과 처우개선 등이 대표적이다.

2 5 사회구조이론

사회구조이론은 범죄의 원인을 개인적 특성이나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

른 선택보다 거시적인 사회구조에서 찾는다. 즉, 사회의 특정한 계층이

나 집단 또는 지역이 다른 사회계층이나 집단 또는 지역에 비해 높은 범

죄율을 보이는 것에 착안하여 사회적인 힘이 사회수준의 범죄율에 영향

을 준다고 설명한다.

사회학자 에밀 뒤르켕(Emile Durkheim)의 아노미이론(Anomie Theory)을 

바탕으로 한 로버트 머튼(Robert Merton)의 긴장이론(Strain Theory)에 

따라 설명하면, 현대사회에서 부, 성공, 권력 등이 문화적으로 정의된 목표

가 되고 사회적으로 허용된 수단은 열심히 일하는 것, 교육, 저축 등이 있

을 수 있는데, 이러한 사회적으로 수용된 수단은 사회의 모든 계층에게 동

등하게 제공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고, 이러한 긴장이 범죄적 행위를 유발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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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사회구조이론으로 집합적 효율성이론(Collective Efficacy 

Theory)이 있다(Sampson et al., 1997). 집합적 효율성은 상호 간의 

신뢰, 공중질서를 유지하려는 의지 등을 의미하며, 집합적 효율성이 

높은 공동체는 사회통제가 잘 이루어지고 높은 응집력으로 사회통합

이 잘 되는 공동체이다. 집합적 효율성이 높은 곳에서는 범죄에 대한 

비공식적 사회통제, 제도적 사회통제, 그리고 공적 사회통제가 적절히 

잘 이루어져서 범죄율이 낮게 유지되지만, 집합적 효율성이 낮은 공동

체는 사회해체를 경험하면서 높은 범죄율을 보인다.

사회구조이론 중에서 집합적 효율성이론은 주민들 간의 비공식적 통제

와 경찰과 정부의 공식적, 제도적 사회통제를 모두 강조한다. 이는 주민

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경찰의 적극적인 범죄개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범죄통제가 가능하다는 정책적 제안을 제시한다.

2 6 ‘깨진 창문(Broken Windows)’ 이론

‘깨진 창문(Broken Windows)’이론은 무질서와 범죄가 일련의 발전

과정처럼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본다(Wilson and Kelling, 

1982). 즉, “어떤 건물에 유리창 하나가 깨져 있는데 주인이 고치지 않

고 놔두면, 오래가지 않아 나머지 모든 유리창이 깨질 것이다”는 가정에 

기초를 두고, 무질서 행위가 지역의 퇴조를 부추기며 이는 지역주민들

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상승시키게 된다고 한다. 두려움이 커진 

주민들은 지역사회에서 활동을 줄이게 되고 결국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된다. 지역에 애착을 갖고 살던 지역주민들이 이사를 함에 따라 이 

지역은 범죄자들이 더 쉽게 모여들게 된다. 즉, 사소하게 여겼던 무질서 

행위에 대한 단속실패가 신호가 되어 중대범죄가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깨진 창문(Broken Windows)’이론에 따르면, 지역사회 내의 기초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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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가 방치되어 황폐화되는 것은 시민들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더욱 증가시키고 이는 실질적인 범죄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무질서 

행위, 낙서, 구걸, 무임승차, 불법주차, 기초질서 위반행위 등 비교적 경

미한 법 위반에도 엄정한 법 집행을 할 것을 주문한다. 이와 관련하여 뉴

욕시는 컴스텟(Compstat, 범죄분석예측시스템)을 이용해 지하철에 그

려진 낙서를 모두 지우고 무임승차를 하는 승객을 단속하며 매춘, 불량청

소년의 무질서 행위 등에 대하여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였고, 이를 통

하여 범죄율이 놀라운 정도로 줄었다(Kelling and Sousa, 2001).

3 범죄예방을 위한 공간계획적 접근방법

앞에서 범죄의 발생원인을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들을 살펴보았거니와,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적 요인이나 기회구조의 측면에 주목하여 공

간환경을 적절히 조성하거나 제어함으로써 범죄를 억지하고자 하는 접

근방법들이 1970년대에 제안되었다. 그 대표적인 접근방법이 Oscar 

Newman(1972)의 방어공간(Defensible Space) 모형과 C. Ray Jeffery

(1971)의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모형이다. 이 두 가지 접근방법은 서로 긴밀

하게 연계되어 확대 발전하였으며, 오늘날의 CPTED 모형은 Newman

의 방어공간 개념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범죄예방 공간모형으로 발전하

였다.

3 1 방어공간(Defensible Space) 모형

방어공간모형은 1970년대에 건축가이자 계획가인 Oscar Newman에 

의해 처음으로 정립되었으며, 물리적 환경을 주민들의 통제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계획·설계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자 하는 접근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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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man은 방어공간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영역성(territoriality), 자

연적 감시(natural surveillance), 이미지(image), 입지조건(milieu) 등 

4가지를 제시하였다. 영역성(territoriality)은 주거공간이 존중되고 보호

받는다는 개념이며, 자연적 감시(natural surveillance)는 물리적 환경

특성과 거주자의 상황파악능력 간의 연계를 말한다. 이미지(image)는 

안심감(sense of security)을 줄 수 있는 물리적 설계의 능력을 뜻하며, 

입지조건(milieu)은 안전에 영향을 주는 파출소나 유흥시설 등과의 근

접성과 같은 환경적 특성을 의미한다. 특히 방어공간모형은 주거공간의 

보호를 위해 공간영역을 사적(private), 준사적(semi-private), 준공적

(semi-public), 공적(public) 등의 공간으로 구분하여 명확히 정의하

고 순차적인 전이(transition)를 위한 배치를 강조한다.

Newman의 방어공간모형은 범죄와 물리적 환경의 관계를 본격적인 계

획적 모형으로 체계화한 효시적인 모형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림 2-2 범죄예방을 위한 방어공간(Defensible Space)의 주요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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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범죄예방을 위한 방어공간(Defensible Space)의 공간영역과 배치의 기본개념

3 2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모형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모형은 1970년대에 범죄학자 C. Ray Jef-

fery에 의해 개념화된 모형으로서, 방어공간모형과 유사한 개념으로 인

식되어 오다가 오늘날 범죄예방을 위한 전략모형으로 광범위하게 채택

되고 발전되었다.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모형은 물리적 환경설계를 통해 잠재적인 

범죄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범죄행위를 억지하기 위한 계

획모형으로서, 건축환경의 적절한 설계(design)와 효과적인 사용(use)

을 통해 범죄에 대한 불안감과 발생을 줄이고 삶의 질을 증대시키고자 

한다. 또한 공간계획 및 시설디자인을 통해 범죄 발생기회를 사전에 제

거하는 등 범죄발생과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저감시키는 일련의 예방대

책들을 포함한다.

오늘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CPTED 기본전략은 접근통제(access 

control), 감시(surveillance), 영역성(territoriality)이며, 최근 중

요성이 커진 활동지원(activity support)과 유지 및 관리(mainten-

ance and management)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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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의 5가지 기본전략

접근통제(access control)는 사람들을 일정한 공간으로 유도하는 동시

에 허가받지 않은 사람들의 진출입을 차단하여 범죄목표물에 대한 접근

을 어렵게 만드는 방법을 말한다. 접근통제의 전략유형은 일반적으로 조

직적인 통제(예：경비원), 기계적인 통제(예：잠금장치), 그리고 자연적

인 통제(예：공간정의) 등으로 구분된다.

감시(surveillance)는 범죄에 희생될 수 있는 잠재적인 피해자를 보호

하기 위하여 잠재적 피해자, 가해자를 자연적으로 또는 의도적으로 감시

하는 것을 뜻한다. 감시의 전략유형은 일반적으로 조직적인 감시(예：

순찰), 기계적인 감시(예：조명, CCTV), 그리고 자연적인 감시(예：창

문과 시야선 확보)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영역성(territoriality)은 어떤 지역에 대하여 지역의 이용자들이 자유

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함으로써 그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가상의 영

역을 의미하며, 외부 이용자의 자연적인 접근통제과 지역민의 두려움 감

소가 가능하다.

활동지원(activity support)은 공공장소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활발한 

사용을 유도 및 자극함으로써 자연스런 감시를 강화하여 해당지역의 범

죄위험을 감소시키고 주민들로 하여금 안전감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다.

유지 및 관리(maintenance and management)는 어떤 시설물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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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를 처음 설계된 대로 지속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잘 유지하고 

관리하여 통제되고 관리되고 있음을 나타냄으로써 범죄기도자의 행위

를 억지하거나 이용자들의 두려움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다.



III 서울의 범죄위험지역 특성 분석

1 전반적인 범죄발생특성 분석

2 지역별 범죄발생 분포특성 분석

3 치안강화구역과 유해업소 밀집지역 특성 분석

4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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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서울의 범죄위험지역 특성 분석

1 전반적인 범죄발생 특성 분석

1 1 5대 범죄 발생 추이

서울에서 이른바 5대 범죄(살인, 강도, 성폭력, 폭력, 절도)는 연간 14만

건 내외 발생하며, 2000년대 전반에는 완만한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후

반에 들어서는 완만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범죄유형별로는 폭력과 절도가 전체의 90% 이상에 달하며, 성폭력범죄

(강간, 성추행 등)가 가장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림 3-1 5대 범죄 발생추이(2001~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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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5대 범죄 155,480 147,702 144,732 121,415 113,374 104,847108,626 107,766 115,748 124,443 132,938 137,725 

살인 203 168 175 228 219 199 218 221 250 293 258 179 

강도 1,873 2,138 2,840 1,660 1,481 1,200 1,076 948 1,509 1,029 955 570 

성폭력 2,186 1,860 2,100 2,974 2,913 3,480 3,384 3,418 3,756 4,938 5,252 4,908 

폭력 98,991 81,837 81,910 80,360 74,804 70,722 73,994 74,287 73,067 68,796 72,061 70,632 

절도 52,227 61,699 57,707 36,193 33,957 29,246 29,954 28,892 37,166 49,386 54,412 61,436 

자료：서울지방경찰청

표 3-1 5대 범죄 발생추이(2001~2012년)

(단위：건)

1 2 최근의 6대 범죄 발생현황

2010년에서 2012년까지 3년간 6대 범죄(살인, 강도, 성폭력, 폭력, 절

도, 방화)를 통해 최근의 범죄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연평균 약 132천 건

의 범죄가 발생하며, 인구 10만명당 범죄발생건수는 평균 1,349건 정도

로 나타난다. 6대 범죄는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절도와 폭력이 전체 범죄의 95% 이상에 달하며, 가장 급격히 증가하는 

성폭력은 3.8%를 차지한다.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3년 평균
(2010~2012년 )

6대 범죄 발생건수 124,808 133,361 138,090 132,086

인구 10만명당 
발생건수

1,274 1,362 1,410 1,349 

자료：서울지방경찰청

표 3-2 6대 범죄 발생현황(2001~2012년)

(단위：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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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6대 범죄 유형별 구성(2010~2012년 평균)

1 3 범죄 피해자와 범죄자의 인구적 특성

1 3 1 피해자와 범죄자의 연령

6대 범죄의 인구적 특성을 보면 20~40대 연령층은 범죄의 최대 피해자

이자 가해자 집단임을 알 수 있다. 즉, 범죄 피해자는 40대(20.8%), 30

대(19.7%), 20대(18.6%)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가해자는 40대

(23.4%), 20대(20.8%), 30대(20.2%) 순으로 높은 비중을 보인다.

범죄유형에 따라 피해자 연령층에 뚜렷한 특징을 보이는 것이 성폭력으

로, 성폭력 피해자의 연령층은 21세~30세가 50% 정도로 가장 높은 비

중을 차지하며, 16세~20세가 21.3% 정도로 그 뒤를 잇는다.

그림 3-3 6대 범죄 피해자 연령(2010~2012년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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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총계 6세

이하

7세~

12세

13세~

15세

16세~

20세

21세~

30세

31세~

40세

41세~

50세

51세~

60세

60세

초과

미상

6대

범죄

건 130,553 50 627 2,521 7,660 24,325 25,664 27,160 20,713 8,750 13083

% 100.0 0.0 0.4 1.9 5.8 18.6 19.6 20.8 15.8 6.7 10.0 

살인 건 244 3 1 1 9 26 45 69 48 33 9

% 100.0 1.2 0.4 0.4 3.6 10.6 18.4 28.2 19.6 13.5 3.6 

강도 건 849 0 4 25 83 188 148 157 148 64 32

% 100.0 0.0 0.4 2.9 9.7 22.1 17.4 18.4 17.4 7.5 3.7 

성폭력 건 5,031 21 141 274 1,074 2,263 603 346 181 46 82

% 100.0 0.4 2.8 5.4 21.3 44.9 11.9 6.8 3.6 0.9 1.6 

폭력 건 69,654 23 296 1,469 3,582 10,646 12,462 15,655 13,131 5,435 6955

% 100.0 0.0 0.4 2.1 5.1 15.2 17.8 22.4 18.8 7.8 9.9 

절도 건 54,418 3 185 751 2,908 11,177 12,351 10,843 7,127 3,114 5959

% 100.0 0.0 0.3 1.3 5.3 20.5 22.7 19.9 13.1 5.7 10.9 

방화 건 357 0 0 1 4 25 55 90 78 58 46

% 100.0 0.0 0.0 0.2 1.1 7.0 15.4 25.2 21.8 16.2 12.8 

표 3-3 6대 범죄 피해자 연령
(단위：건, %)

범죄유형별 범죄자 연령층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40대의 비중이 가장 

높은 가운데, 강도와 절도는 20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살인, 폭력, 

방화는 40대가, 성폭력은 30대와 20대가 가장 큰 비중을 보이고 있다.

그림 3-4 6대 범죄 범죄자 연령(2010~2012년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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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총계 14세 미만 14~19세 20~30세 31~40세 41~50세 51~60세 61세 이상 미상

6대

범죄

건 129,737 37 15,061 26,932 26,241 30,357 20,736 8,235 2,138 

% 100.0 0.0 11.6 20.7 20.2 23.4 15.9 6.3 1.6 

살인 건 275 0 9 36 63 87 55 21 3 

% 100.0 0.0 3.1 13.0 23.0 31.6 20.1 7.7 1.2 

강도 건 1,324 0 279 311 285 233 97 33 86 

% 100.0 0.0 21.0 23.4 21.5 17.6 7.3 2.4 6.4 

성폭

력

건 5,023 1 542 1,294 1,320 1,036 531 249 50 

% 100.0 0.0 10.7 25.7 26.2 20.6 10.5 4.9 0.9 

폭력 건 97,464 20 6,702 19,890 20,875 25,157 17,096 6,259 1,464 

% 100.0 0.0 6.8 20.4 21.4 25.8 17.5 6.4 1.5 

절도 건 25,350 15 7,487 5,368 3,652 3,748 2,895 1,652 532 

% 100.0 0.0 29.5 21.1 14.4 14.7 11.4 6.5 2.1 

방화 건 300 1 42 32 45 95 61 21 2 

% 100.0 0.4 14.0 10.7 14.8 31.7 20.2 7.1 0.7 

표 3-4 6대 범죄 범죄자 연령
(단위：건, %)

1 3 2 범죄자의 직업

범죄자의 직업은 전반적으로 피고용자(회사원 등 직장인), 무직자, 자영

업자 등의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살인, 강도, 방화 , 절도 등은 무직자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폭력

과 성폭력은 피고용자가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인다. 살인이나 강도와 흉

악범죄나 절도와 같은 재산범죄에서 무직자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범죄

와 경제적 상황이 밀접하게 관련이 있음을 말해준다. 

그림 3-5 6대 범죄 범죄자 직업(2010~2012년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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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총계 피고용자 전문직 공무원 기타 자영업

6대

범죄

건 130,237 47,254 3,628 439 56,890 22,026 

% 100.0 36.2 2.7 0.3 43.6 16.9 

살인 건 275 79 7 1 153 34 

% 100.0 28.8 2.6 0.4 55.6 12.3 

강도 건 1,324 290 15 1 875 143 

% 100.0 21.9 1.1 0.1 66.0 10.8 

성폭

력

건 5,023 2,091 215 37 2,050 630 

% 100.0 41.6 4.2 0.7 40.8 12.5 

폭력 건 97,464 38,949 2,948 361 36,259 18,947 

% 100.0 39.9 3.0 0.3 37.2 19.4 

절도 건 25,350 5,614 427 36 17,107 2,166 

% 100.0 22.1 1.6 0.1 67.4 8.5 

방화 건 300 75 3 1 179 43 

% 100.0 24.8 1.0 0.2 59.5 14.3 

표 3-5 6대 범죄 범죄자 직업
(단위：건, %)

1 4 범죄 발생장소

6대 범죄 전체적으로 보면, ‘노상’, 즉 소로나 골목길 등의 불특정 공공

장소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어,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옥외 가로환경

에 대한 정비와 관리가 중요함을 시사한다.

살인과 방화는 단독주택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며, 성폭력범죄는 지하

철, 숙박업소·목욕탕, 유흥업소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림 3-6 6대 범죄 발생장소(2010~2012년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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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총계아파트·

연립

세대

단독

주택

노상 상점숙박업·

목욕탕

유흥

접객

업소

사무실 역·

대합실

지하철 유원지 학교 금융

기관

기타

6대

범죄

건 132,588 6,973 9,542 36,332 6,113 3,501 9,023 3,688 952 1,532 1,109 1,042 1,345 51,435 

% 100.0 5.2 7.2 27.4 4.6 2.6 6.8 2.7 0.7 1.1 0.8 0.7 1.0 38.7 

살인 건 244 39 53 49 4 6 15 12 2 0 3 1 0 60 

% 100.0 15.8 21.6 20.1 1.7 2.6 6.0 4.7 0.8 0.1 1.3 0.4 0.0 24.4 

강도 건 852 48 101 270 85 29 62 30 6 1 10 1 5 203 

% 100.0 5.68 11.9 31.7 9.9 3.4 7.2 3.5 0.6 0.1 1.2 0.1 0.5 23.8 

성폭

력

건 5,033 329 490 760 58 623 309 84 85 677 50 21 2 1,545 

% 100.0 6.5 9.7 15.0 1.1 12.3 6.1 1.6 1.7 13.4 0.9 0.4 0.0 30.7 

폭력 건 70,497 2,798 3,425 24,903 1,359 787 5,733 2,000 535 341 665 372 75 27,504 

% 100.0 3.9 4.8 35.3 1.9 1.1 8.1 2.8 0.7 0.4 0.9 0.5 0.1 39.0 

절도 건 55,078 3,665 5,343 10,172 4,572 2,026 2,862 1,532 318 496 370 641 1,258 21,823 

% 100.0 6.6 9.7 18.4 8.3 3.6 5.2 2.7 0.5 0.9 0.6 1.1 2.2 39.6 

방화 건 384 55 72 57 12 6 10 15 2 1 6 2 2 143 

% 100.0 14.4 18.7 14.7 3.2 1.5 2.6 3.9 0.4 0.3 1.4 0.5 0.6 37.3 

표 3-6 6대 범죄 발생장소
(단위：건, %)

1 5 범죄 발생시기

1 5 1 범죄 발생시간

6대 범죄의 시간대별 분포를 보면, 범죄유형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으

나, 범죄는 야간(00:00~04:00, 20:00~24:00)에 가장 많이 발생하였

으며, 주간에는 오전에 비해 오후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7 6대 범죄 발생시간(2010~2012년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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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총계 심야

00:00~

04:00

새벽

04:00~

07:00

오전

07:00~

12:00

오후

12:00~

18:00

초저녁

18:00~

20:00

밤

20:00~

2400

10.17미상

6대

범죄

건 132,588 38,478 10,818 17,200 23,983 10,903 31,158 48 

% 100.0 29.0 8.1 12.9 18.0 8.2 23.5 0.0 

살인 건 244 73 19 31 42 23 55 0 

% 100.0 29.9 7.9 12.8 17.1 9.3 22.7 0.1 

강도 건 852 363 122 83 116 42 125 0 

% 100.0 42.6 14.3 9.7 13.6 4.9 14.6 0.0 

성폭

력

건 5,033 1729 595 860 523 381 944 0 

% 100.0 34.3 11.8 17.0 10.3 7.5 18.7 0.0 

폭력 건 70,497 22906 6041 6966 9802 5038 19739 6 

% 100.0 32.4 8.5 9.8 13.9 7.1 28.0 0.0 

절도 건 55,078 13118 3941 9151 13354 5356 10116 41 

% 100.0 23.8 7.1 16.6 24.2 9.7 18.3 0.0 

방화 건 384 126 50 42 66 25 76 0 

% 100.0 32.7 12.9 11.0 17.1 6.4 19.7 0.0 

표 3-7 6대 범죄 발생시간(2010~2012년 평균)
(단위：건, %)

1 5 2 범죄 발생요일

6대 범죄 전체적으로는 토요일(15.9%)에 가장 많이 발생하며, 이어 일

요일(14.9), 금요일(14.6%) 등의 순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범

죄예방을 위해서는 주중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각별한 관심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림 3-8 6대 범죄 요일별 발생비율(2010~2012년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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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총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미상

6대

범죄

건 132,550 17,714 17,993 18,232 18,418 19,412 21,057 19,720 5 

% 100.0 13.3 13.5 13.7 13.9 14.6 15.8 14.8 0.0 

살인 건 243 40 37 33 31 31 35 35 0 

% 100.0 16.5 15.3 13.4 12.7 12.8 14.5 14.5 0.0 

강도 건 852 127 111 108 127 112 148 119 0 

% 100.0 14.9 12.9 12.6 14.8 13.1 17.3 14.0 0.0 

성폭

력

건 5,038 673 718 732 723 743 745 704 0 

% 100.0 13.3 14.2 14.5 14.3 14.7 14.8 13.9 0.0 

폭력 건 70,491 9,384 9,434 9,624 9,656 10,124 11,261 11,009 0 

% 100.0 13.3 13.3 13.6 13.7 14.3 15.9 15.6 0.0 

절도 건 55,042 7,351 7,57 7,604 7,768 8,279 8,740 7,721 5 

% 100.0 13.3 13.7 13.8 14.1 15.0 15.8 14.0 0.0 

방화 건 384 67 51 63 43 52 48 59 0 

% 100.0 17.3 13.2 16.4 11.2 13.5 12.5 15.4 0.0 

표 3-8 6대 범죄 요일별 발생현황(2010~2012년 평균)
(단위：건, %)

2 지역별 범죄발생 분포특성 분석

2 1 경찰관서별 범죄발생 분포

연구진은 6대 범죄에 대하여 2010~2012년 기간의 평균자료를 이용하

여 서울의 31개 경찰관서별 분포를 살펴보았다.

첫째, 6대 범죄 전체는 송파서, 영등포서, 관악서, 강서서, 강남서 등의 

순으로 많이 발생한다. 그러나 6대 범죄 전체의 시가화면적당 발생밀도는 

남대문서, 혜화서, 중부서, 강남서, 광진서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난다.

둘째, 살인은 영등포서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가운데, 동대문서, 관악

서, 강서서, 구로서 등이 다음으로 많이 발생한다. 살인의 시가화면적당 발

생밀도는 영등포서, 동대문서, 금천서, 강남서, 관악서 등의 순으로 높다.

셋째, 강도는 동대문서와 마포서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다음으로 영

등포서, 성동서, 관악서 등에서 많이 발생한다. 그러나 강도의 시가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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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당 발생밀도는 강남서, 동대문서, 혜화서, 광진서, 관악서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난다.

넷째, 성폭력은 관악서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그다음으로 송파서, 강

남서, 구로서, 서초서 등의 순으로 많이 발생한다. 성폭력의 시가화면적

당 발생밀도는 관악서, 강남서, 혜화서, 광진서, 남대문서 등의 순으로 

높다.

다섯째, 폭력은 영등포서, 중랑서, 송파서, 관악서 등의 순으로 많이 발

생한다. 그러나 폭력의 시가화면적당 발생밀도는 혜화서, 남대문서, 중

랑서, 중부서, 강남서 등의 순으로 높은 비중을 보인다.

여섯째, 절도는 송파서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가운데, 영등포서, 강서

서, 관악서, 광진서 등의 순으로 많이 발생한다. 그러나 절도의 시가화면

적당 발생밀도는 남대문서, 혜화서, 중부서, 광진서, 강남서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난다.

일곱째, 방화는 노원서, 영등포서, 중랑서, 관악서, 구로서 등에서 많이 

발생한다. 하지만 방화의 시가화면적당 발생밀도는 종로서, 남대문서, 

중랑서, 강북서, 중부서 등의 순으로 높다.

구분 6대 범죄 
전체

살인 강도 성폭력 폭력 절도 방화

계 발생건수 132,086 243 851 5,033 70,496 55,078 384 

시가화면적당 356.6 0.7 2.3 13.6 190.3 148.7 1.0 

종로 발생건수 2,391 4 12 90 1,288 983 14 

시가화면적당 310.3 0.6 1.6 11.7 167.1 127.5 1.8 

혜화 발생건수 2,548 2 16 90 1,431 1,003 6 

시가화면적당 642.9 0.5 4.0 22.8 361.1 253.0 1.4 

남대
문

발생건수 1,999 2 7 62 1,047 876 5 

시가화면적당 674.0 0.6 2.5 20.9 353.0 295.2 1.8 

중부 발생건수 3,065 4 13 102 1,648 1,290 8 

시가화면적당 575.6 0.7 2.4 19.2 309.5 242.3 1.5 

표 3-9 경찰관서별 범죄발생현황(2010~2012년 평균)

(단위：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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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6대 범죄 
전체

살인 강도 성폭력 폭력 절도 방화

용산 발생건수 3,871 10 40 156 2,219 1,439 8 

시가화면적당 251.5 0.6 2.6 10.1 144.2 93.5 0.5 

성동 발생건수 3,378 7 21 104 1,745 1,493 8 

시가화면적당 276.4 0.6 1.7 8.5 142.8 122.2 0.7 

광진 발생건수 5,798 9 42 245 2,880 2,609 13 

시가화면적당 525.9 0.8 3.8 22.2 261.2 236.6 1.1 

동대
문

발생건수 5,021 13 52 182 2,748 2,012 15 

시가화면적당 399.6 1.0 4.1 14.5 218.7 160.1 1.2 

중랑 발생건수 5,819 11 37 193 3,620 1,937 20 

시가화면적당 498.0 0.9 3.2 16.5 309.9 165.8 1.7 

성북 발생건수 2,488 6 12 98 1,270 1,096 6 

시가화면적당 261.5 0.7 1.3 10.3 133.4 115.2 0.6 

종암 발생건수 2,068 5 14 63 1,047 934 5 

시가화면적당 314.3 0.7 2.1 9.6 159.2 141.9 0.8 

강북 발생건수 4,298 6 30 159 2,666 1,422 15 

시가화면적당 440.2 0.6 3.1 16.3 273.1 145.6 1.5 

도봉 발생건수 3,234 8 20 89 1,711 1,395 12 

시가화면적당 332.6 0.8 2.1 9.1 176.0 143.5 1.2 

노원 발생건수 4,738 9 25 161 2,671 1,849 24 

시가화면적당 263.5 0.5 1.4 9.0 148.5 102.8 1.3 

서부 발생건수 2,242 5 9 77 1,264 879 9 

시가화면적당 379.6 0.8 1.5 13.0 214.0 148.9 1.5 

은평 발생건수 2,902 6 20 87 1,601 1,177 11 

시가화면적당 306.2 0.6 2.1 9.2 168.9 124.2 1.1 

서대
문

발생건수 4,136 10 22 168 2,037 1,886 12 

시가화면적당 352.2 0.9 1.8 14.3 173.5 160.6 1.1 

마포 발생건수 5,242 3 22 190 2,786 2,234 7 

시가화면적당 338.3 0.2 1.4 12.3 179.8 144.1 0.5 

양천 발생건수 4,423 6 26 122 2,388 1,865 15 

시가화면적당 318.8 0.4 1.9 8.8 172.1 134.4 1.1 

강서 발생건수 6,271 13 46 216 3,207 2,770 19 

시가화면적당 245.0 0.5 1.8 8.4 125.3 108.2 0.7 

구로 발생건수 5,784 13 35 264 3,156 2,298 20 

시가화면적당 398.2 0.9 2.4 18.1 217.2 158.2 1.4 

금천 발생건수 3,963 10 30 118 2,223 1,568 14 

시가화면적당 396.5 1.0 3.0 11.8 222.4 156.9 1.4 

영등
포

발생건수 7,162 23 51 234 4,038 2,796 20 

시가화면적당 458.3 1.5 3.3 15.0 258.4 178.9 1.3 

표 계속 경찰관서별 범죄발생현황(2010~2012년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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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6대 범죄 
전체

살인 강도 성폭력 폭력 절도 방화

동작 발생건수 4,049 5 24 230 1,973 1,805 11 

시가화면적당 331.9 0.4 2.0 18.9 161.8 147.9 0.9 

관악 발생건수 6,685 13 51 373 3,550 2,678 20 

시가화면적당 475.0 0.9 3.6 26.5 252.2 190.3 1.4 

방배 발생건수 1,334 1 8 57 684 581 2 

시가화면적당 177.0 0.2 1.1 7.5 90.8 77.2 0.2 

서초 발생건수 4,031 7 23 254 1,968 1,770 9 

시가화면적당 257.1 0.4 1.5 16.2 125.5 112.9 0.6 

강남 발생건수 6,036 11 46 266 3,132 2,569 13 

시가화면적당 543.7 1.0 4.1 23.9 282.1 231.4 1.1 

수서 발생건수 3,851 4 23 131 1,955 1,728 10 

시가화면적당 284.4 0.3 1.7 9.7 144.4 127.6 0.7 

송파 발생건수 7,789 9 42 271 3,619 3,829 19 

시가화면적당 338.7 0.4 1.8 11.8 157.4 166.5 0.8 

강동 발생건수 5,471 10 32 180 2,924 2,309 17 

시가화면적당 374.2 0.7 2.2 12.3 199.9 157.9 1.1 

표 계속 경찰관서별 범죄발생현황(2010~2012년 평균)

그림 3-9 경찰관서별 6대 범죄 전체 발생밀도(2010~2012년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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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경찰관서별 살인 발생밀도

 

그림 3-11 경찰관서별 강도 발생밀도

그림 3-12 경찰관서별 성폭력 발생밀도

 

그림 3-13 경찰관서별 폭력 발생밀도

그림 3-14 경찰관서별 절도 발생밀도

 

그림 3-15 경찰관서별 방화 발생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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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자치구별 범죄발생 분포

연구진은 6대 범죄에 대하여 2010~2012년 기간의 평균자료를 이용하

여 서울의 25 자치구별 분포를 살펴보았다.

첫째, 6대 범죄 전체는 강남구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송파구, 영등포구, 

관악구 등의 순으로 많이 발생한다. 그러나 6대 범죄 전체의 시가화면적당 

발생밀도는 중구, 광진구, 중랑구, 영등포구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난다.

둘째, 살인은 영등포구가 가장 많으며, 강남구, 동대문구, 강서구, 구로

구, 관악구 등이 다음으로 많이 발생한다. 살인의 시가화면적당 발생밀

도는 영등포구, 금천구, 동대문구 등의 순으로 높다.

셋째, 강도는 강남구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다음으로 동대문구, 영등

포구, 관악구 등에서 많이 발생한다. 그러나 강도의 시가화면적당 발생

밀도는 동대문구, 광진구, 관악구, 영등포구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난다.

넷째, 성폭력은 강남구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그다음으로 관악구, 서

초구, 송파구, 구로구 등의 순으로 많이 발생한다. 성폭력의 시가화면적

당 발생밀도는 관악구, 광진구, 중구, 구로구, 동작구 등의 순으로 높다.

다섯째, 폭력은 강남구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영등포구, 중랑구, 송파

구, 관악구, 구로구 등의 순으로 많이 발생한다. 그러나 폭력의 시가화면

적당 발생밀도는 중구, 중랑구, 강북구, 광진구, 영등포구 등의 순으로 

높은 비중을 보인다. 

여섯째, 절도는 강남구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며, 다음으로 송파구, 영등

포구, 강서구 등의 순으로 많이 발생한다. 그러나 절도의 시가화면적당 

발생밀도는 중구, 광진구, 관악구, 영등포구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난다.

일곱째, 방화는 노원구, 강남구, 종로구, 중랑구, 구로구, 영등포구 등에

서 많이 발생한다. 하지만 방화의 시가화면적당 발생밀도는 종로구, 중

랑구, 중구, 강북구, 금천구 등에서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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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6대 범죄 
전체

살인 강도 성폭력 폭력 절도 방화

계 발생건수 132,086 243 851 5,033 70,496 55,078 384 

시가화면적당 356.6 0.7 2.3 13.6 190.3 148.7 1.0 

종로구 발생건수    4,940         6       28      181  2,719 1,986       20 

시가화면적당 379.1 0.5 2.1 13.9 208.7 152.4 1.5 

중구 발생건수 5,064         5   20    164 2,695 2,166        13 

시가화면적당 549.8 0.6 2.2 17.8 292.6 235.2 1.4 

용산구 발생건수 3,871      10  40    156 2,219 1,439        8 

시가화면적당 231.5 0.6 2.4 9.3 132.7 86.0 0.5 

성동구 발생건수 3,378       7    21 104 1,745 1,493         8 

시가화면적당 252.2 0.5 1.6 7.7 130.3 111.5 0.6 

광진구 발생건수 5,798          9       42   245 2,880 2,609     13 

시가화면적당 509.4 0.8 3.7 21.6 253.0 229.2 1.1 

동대문구 발생건수 5,021       13       52 182 2,748 2,012       15 

시가화면적당 376.4 0.9 3.9 13.6 206.0 150.9 1.1 

중랑구 발생건수 5,819      11     37  193 3,620 1,937    20 

시가화면적당 435.4 0.8 2.8 14.4 270.9 145.0 1.5 

성북구 발생건수 4,556    11 26  161 2,317 2,030       11 

시가화면적당 248.2 0.6 1.4 8.8 126.2 110.6 0.6 

강북구 발생건수 4,298          6     30    159 2,666   1,422      15 

시가화면적당 414.6 0.5 2.9 15.3 257.2 137.1 1.4 

도봉구 발생건수 3,234       8   20       89 1,711 1,395       12 

시가화면적당 308.2 0.7 1.9 8.5 163.1 132.9 1.1 

노원구 발생건수  4,738       9   25 161 2,671 1,849       24 

시가화면적당 252.3 0.5 1.3 8.6 142.2 98.5 1.3 

은평구 발생건수  5,145       11     29   164 2,865 2,057        19 

시가화면적당 317.6 0.7 1.8 10.1 176.9 127.0 1.2 

서대문구 발생건수   4,136        10        22     168  2,037 1,886    12 

시가화면적당 313.5 0.8 1.6 12.8 154.5 143.0 0.9 

마포구 발생건수    5,242        3     22   190 2,786 2,234        7 

시가화면적당 310.7 0.2 1.3 11.3 165.2 132.4 0.4 

양천구 발생건수    4,423          6      26      122 2,388 1,865 15 

시가화면적당 290.8 0.4 1.7 8.0 157.0 122.6 1.0 

강서구 발생건수 6,271    13    46 216 3,207   2,770      19 

시가화면적당 241.6 0.5 1.8 8.3 123.6 106.7 0.7 

표 3-10 자치구별 범죄발생현황(2010~2012년 평균)

(단위：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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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6대 범죄 
전체

살인 강도 성폭력 폭력 절도 방화

구로구 발생건수 5,784     13    35   264 3,156 2,298     20 

시가화면적당 378.0 0.8 2.3 17.2 206.2 150.2 1.3 

금천구 발생건수 3,963    10    30 118 2,223 1,568      14 

시가화면적당 392.8 1.0 3.0 11.7 220.3 155.4 1.4 

영등포구 발생건수 7,162     23   51   234 4,038 2,796     20 

시가화면적당 429.7 1.4 3.1 14.0 242.2 167.7 1.2 

동작구 발생건수 4,049     5   24 230 1,973 1,805        11 

시가화면적당 299.5 0.4 1.8 17.0 146.0 133.5 0.8 

관악구 발생건수 6,685     13      51   373 3,550 2,678     20 

시가화면적당 420.1 0.8 3.2 23.4 223.1 168.3 1.2 

서초구 발생건수 5,364         8      32  311 2,652  2,351       10 

시가화면적당 223.9 0.3 1.3 13.0 110.7 98.1 0.4 

강남구 발생건수 9,886     15   68 397 5,087 4,297     22 

시가화면적당 368.7 0.6 2.5 14.8 189.7 160.3 0.8 

송파구 발생건수 7,789   9    42 271 3,619 3,829     19 

시가화면적당 333.7 0.4 1.8 11.6 155.0 164.0 0.8 

강동구 발생건수 5,471      10      32     180 2,924 2,309      17 

시가화면적당 368.0 0.7 2.1 12.1 196.6 155.3 1.1 

표 계속 자치구별 범죄발생현황(2010~2012년 평균)

그림 3-16 자치구별 6대 범죄 전체 발생밀도(2010~2012년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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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 자치구별 살인 발생밀도 그림 3-18 자치구별 강도 발생밀도

그림 3-19 자치구별 성폭력 발생밀도 그림 3-20 자치구별 폭력 발생밀도

그림 3-21 자치구별 절도 발생밀도

 

그림 3-22 자치구별 방화 발생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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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범죄발생밀도와 지역특성 간의 관계 분석

2 3 1 분석방법 및 데이터

서울의 31개 경찰서 관할지역을 공간단위로 하여 6대 범죄(살인, 강도, 

성폭력, 폭력, 절도, 방화)의 시가화면적당 발생밀도와 지역특성 간의 관

계를 분석하였다.

6대 범죄(살인, 강도, 성폭력, 폭력, 절도, 방화)의 시가화면적당 발생밀

도는 2010~2012년 3년간 평균을 사용하였다.

지역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는 범죄발생과 예방에 관한 이론, 기존의 경험

적 연구결과, 앞에서 살펴본 서울의 범죄발생에 대한 일반적 특성 등에 

근거하여 인구 및 가구, 토지이용, 유동인구, 경제적 수준 등을 나타내는 

변수들로 구성하였다. 

분석방법은 회귀분석(regression)을 사용하였으며, 최소자승법(OLS)

에 근거한 선형회귀모형과 포아송(Poisson) 회귀모형의 두 가지를 적용

하였다. 본격적인 회귀분석 전에 그래프분석, 상관분석(correlation), 

분산확대인자(VIF) 검토, 단계별 회귀분석(stepwise regression) 등을 

통해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 과도한 이상치(outlier) 등

을 해소하여 모형 적합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구분 변수 단위 측정방법 사용된 자료

종속

변수

범죄발생밀도 건 시가화면적 1km2당 범죄발생건수(2010~2012년 평균)

- 6대 범죄 전체, 절도, 폭력, 성폭력, 강도, 살인, 방화

서울지방경찰청 자료

인구

및

가구

거주인구밀도 인 시가화면적 1ha당 거주인구 인구주택총조사(2010)

노령화지수 % 14세 이하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 인구주택총조사(2010)

15~64세 인구 비율 % 전체 인구 대비 15~64세 인구 비율 인구주택총조사(2010)

남성인구 비율 % 전체 인구 대비 남성인구 비율 인구주택총조사(2010) 

15~34세 여성인구 비율 % 전체 여성인구 대비 15~34세 여성인구 비율 인구주택총조사(2010) 

인구이동률 % 전체 인구 대비 전입･전출 인구 비율 인구주택총조사(2010)

1인가구 비율 % 총가구 대비 1인가구 비율 인구주택총조사(2010)

자가점유가구 비율 % 총가구 대비 자가점유가구 비율 인구주택총조사(2010) 

기초생활수급가구 비율 % 총가구 대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비율 서울통계연보(2012)

표 3-11 경찰관서 수준의 범죄발생밀도와 지역특성 간의 회귀분석에 사용된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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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수 단위 측정방법 사용된 자료

토지

이용

단독·다가구주택 비율 % 전체 주택 대비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 비율 인구주택총조사(2010) 

주거상업혼합지 비율 % 전체면적 대비 주거상업혼합지 비율 토지이용현황도(2010)

상업업무시설지 비율 % 전체면적 대비 상업업무시설지 비율 토지이용현황도(2010)

공원·녹지 비율 % 전체면적 대비 공원·녹지 비율 새주소자료(2012)

도로율 % 시가화면적 대비 도로면적 비율 새주소자료(2012)

소로·골목길 비율 % 전체 도로연장 대비 소로·골목길연장 비율 새주소자료(2012)

노후 건축물 비율 % 전체 건물동수 대비 1980년 이전, 1990년 이전 각각의 건물동수 비율 건물과세대장(2012)

유흥･숙박시설 비율 % 전체 건물연면적 대비 유흥· 숙박관련시설(PC방, 게임제공업소, 

노래연습장, 비디오감상실,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증기탕, 

사우나탕, 일반목욕장(1천m2 이상), 여인숙, 호텔, 여관, 투전기업소, 

카지노업소, 무도장, 유원시설업소) 비율

건물과세대장(2012)

유동

인구

유동인구수 인/14hr 관할구역 내 유동인구 조사지점의 1주일 평균 유동인구 2012 서울시 

유동인구조사자료(2013)

경제적 

수준

아파트가격수준 만원 아파트 3.3m2당 매매가격 시세(주택규모 79~113m2 대상) 부동산114(2012.11) 

원자료

표 계속 경찰관서 수준의 범죄발생밀도와 지역특성 간의 회귀분석에 사용된 변수

구분 변수 평균 표준편차

인구 및 가구 거주인구밀도(인) 253.7 78.1

노령화지수(%) 79.6 23.5

15~64세 인구 비율(%) 76.2 1.6

남성인구 비율(%) 49.1 0.8

15~34세 여성인구 비율(%) 31.3 2.9

인구이동률(%) 38.2 4.3

1인가구 비율(%) 25.4 6.8

자가점유가구 비율(%) 40.7 6.0

기초생활수급가구 비율(%) 7.8 7.0

토지이용 단독·다가구주택 비율(%) 37.9 11.9

주거상업혼합지 비율(%) 15.3 8.7

상업업무시설지 비율(%) 8.0 8.5

공원·녹지 비율(%) 13.2 10.0

도로율(%) 36.4 14.8

소로·골목길 비율(%) 66.2 6.9

노후건축물 비율(%) 1980년 이전 25.7 14.8

1990년 이전 46.7 10.3

유흥･숙박시설 비율(%) 1.6 1.4

유동인구 유동인구수(인/hr) 5,311 2359

경제적 수준 주택(아파트)가격수준(만원) 1440 440

표 3-12 경찰관서별 지역특성 관련변수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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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2 회귀분석 결과

일반적으로 범죄에 대한 회귀분석에서는 최소자승법(OLS)에 근거한 전

통적인 선형회귀분석보다 포아송(Poisson) 회귀분석이나 음이항(Ne-

gative Binomial) 회귀분석이 주로 사용된다. 이는 범죄데이터가 가산

데이터(count data)로서, 음(-)의 값을 가질 수 없는 비음정수(nonne-

gative integer)이고 이산적(discrete)이며 비대칭 분포(skewed dist-

ribution)나 과분산 분포(over-dispersed distribution)를 따르기 때

문에 전통적인 선형회귀모형의 몇몇 핵심적인 가정들을 위배하기 때문

이다. 

이 연구에서는 OLS 회귀분석, 포아송 회귀분석, 음이항 회귀분석을 수

행하였으며, OLS 회귀분석은 다른 모형과의 비교를 위한 것으로, 종속

변수(범죄발생밀도)에 자연대수(log)를 취하였다. 표 3-14와 표 3-15

는 OLS 회귀분석과 포아송 회귀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음이항 회

귀분석은 포아송 회귀분석에 비해 오히려 모형적합도가 떨어지고 추정

된 파라미터도 유사한 결과가 나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분석결과를 포아송 회귀분석 결과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6대 범죄 전체

에 대해서는 거주인구밀도, 단독·다가구주택 비율, 주거상업혼합지 비

율, 상업업무시설지 비율, 1990년 이전 건축물 비율, 유흥·숙박시설 비

율, 주택(아파트)가격수준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p<0.01, p<0.05) 것

으로 나타났다. 즉, 6대 범죄가 많은 지역은 거주인구밀도가 높고, 단독·

다가구주택, 주거상업혼합지, 상업업무시설지, 유흥·숙박시설의 비율

이 높으며, 1990년 이전 노후건축물의 비율이 낮고, 지역의 경제적 수준

(주택가격수준)이 낮은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살인은 노령화지수, 자가점유가구 비율, 단독·다가구주택 비율, 상업업

무시설지 비율, 공원·녹지 비율 등이 관련이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OLS 회귀분석에서는 자가점유가구 

비율, 단독·다가구주택 비율, 상업업무시설지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



서울의 범죄위험지역 특성 분석 67

한 것으로 나타났다. 살인은 자체 속성상 발생건수가 많지 않고, 범죄유

형 중 모형적합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보아 집계자료(aggregate data)

를 이용한 거시적 모형으로는 설명에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구분 변수 log(범죄발생밀도)

6대 범죄 전체 살인 강도 성폭력 폭력 절도 방화

인구

및

가구

거주인구밀도 0.002** 0.002* 0.002** 0.002** 0.003**

노령화지수 -0.009

15~64세 인구 비율 0.065

남성인구 비율 0.168** 0.131* 0.265**

15~34세 여성인구 비율 0.067** 0.020 -0.047

인구이동률

1인가구 비율

자가점유가구 비율 0.049**

기초생활수급가구 비율 0.001

토지

이용

단독·다가구주택 비율 0.011** 0.036** 0.013** 0.007 0.007**

주거상업혼합지 비율 0.004 0.002

상업업무시설지 비율 0.025** 0.044** 0.018** 0.018**

공원·녹지 비율 -0.013 -0.008 -0.000

도로율 0.012 -0.010

소로·골목길 비율 0.011 0.011 -0.014**

1980년 이전 건축물비율

1990년 이전 건축물 비율 -0.011**

-0.004

유흥･숙박시설 비율 0.140** 0.176** 0.183** 0.160** 0.283**

유동

인구

유동인구수 -0.000 0.000

경제적 

수준

주택(아파트) 가격수준 -0.000** -0.000** -0.000** -0.000*

상수 Intercept 5.375 -3.329 -13.615 -7.359 4.376 4.607 -12.246

관측치 수 29 31 30 30 29 30 30

R2 

(Adj. R2)

0.914

(0.886)

0.502

(0.403)

0.687

(0.637)

0.764

(0.715)

0.874

(0.824)

0.947

(0.924)

0.815

(0.732)

**：p<0.01, *：p<0.05

표 3-14 경찰관서 수준의 범죄발생밀도와 지역특성 간의 OLS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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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수 범죄발생밀도

6대 범죄 전체 살인 강도 성폭력 폭력 절도 방화

인구

및

가구

거주인구밀도 0.002** 0.002 0.002** 0.002** 0.003

노령화지수 -0.009

15~64세 인구 비율 0.051

남성인구 비율 0.143 0.121 0.242

15~34세 여성인구 비율 0.065** 0.020 -0.053

인구이동률

1인가구 비율

자가점유가구 비율 0.042

기초생활수급가구 비율 0.003

토지

이용

단독·다가구주택 비율 0.011** 0.031 0.015 0.007** 0.007**

주거상업혼합지 비율 0.004** 0.003

상업업무시설지 비율 0.025** 0.040 0.017 0.018**

공원·녹지 비율 -0.013 -0.008** 0.001

도로율 0.013** -0.007

소로·골목길 비율 0.009 0.010 -0.013**

1980년 이전 건축물비율

1990년 이전 건축물 비율 -0.011**

-0.004

유흥･숙박시설 비율 0.138** 0.160 0.183** 0.152** 0.268

유동

인구

유동인구수 -0.000* 0.000

경제적 

수준

주택(아파트) 가격수준 -0.000** -0.000** -0.000** -0.000

상수 Intercept 5.412 -2.793 -11.267 -6.753 4.311 4.596 -10.818

관측치 수 29 31 30 30 29 30 30

Log Likelihood 51894.7 -28.0 -8.4 693.8 24482.3 18593.0 -27.8

**：p<0.01, *：p<0.05

표 3-15 경찰관서 수준의 범죄발생밀도와 지역특성 간의 Poisson 회귀분석 결과

강도는 15~64세 인구 비율, 남성인구 비율, 단독·다가구주택 비율, 소

로·골목길 비율 등이 관련이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다만, OLS 회귀분석에서는 남성인구 비율, 단독·다가구

주택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살인과 마찬가지로 강

도 또한 자체 속성상 발생건수가 많지 않고, 범죄유형 중 모형적합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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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다음으로 낮았다.

성폭력은 거주인구밀도, 남성인구 비율, 15~34세 여성인구 비율, 소로·

골목길 비율, 유흥·숙박시설 비율 등이 관련이 있었으나, 15~34세 여성

인구 비율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OLS 회귀분석에서

는 15~34세 여성인구 비율을 비롯하여 유흥·숙박시설 비율, 거주인구

밀도, 남성인구 비율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됐다. 성폭력 범

죄의 속성상 15~34세의 젊은 여성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높게 나타난 것

은 예측 가능한 결과이며, 성폭력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젊은 여성들이 많

이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대책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폭력은 거주인구밀도, 단독·다가구주택 비율, 공원·녹지 비율, 도로율, 

유흥·숙박시설 비율, 유동인구수, 주택(아파트)가격수준 등이 통계적으

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폭력범죄가 많은 지역은 거주인구밀도

가 높고, 단독·다가구주택, 공원·녹지 비율, 도로율, 유흥·숙박시설의 

비율이 높으며, 유동인구수가 적고, 지역의 경제적 수준(주택가격수준)

이 낮은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절도는 거주인구밀도, 단독·다가구주택 비율, 상업업무시설지 비율, 소

로·골목길 비율, 유흥·숙박시설 비율, 주택(아파트)가격수준 등이 통계

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즉, 절도범죄가 많은 지역은 거주인구

밀도가 높고, 단독·다가구주택, 상업업무시설지, 소로·골목길, 유흥·숙

박시설의 비율이 높으며, 경제적 수준(주택가격수준)이 낮은 경향이 있

다고 할 수 있다.

방화는 거주인구밀도, 남성인구 비율, 15~34세 여성인구 비율, 기초생

활수급가구 비율, 공원·녹지 비율, 도로율, 유흥·숙박시설 비율, 유동인

구수, 주택(아파트)가격수준 등이 관련이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OLS 회귀분석에서는 거주인구밀도, 

남성인구 비율, 유흥·숙박시설 비율, 주택(아파트)가격수준 등이 통계적

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됐다. 살인과 마찬가지로 방화 또한 자체 속성



서울의 범죄위험지역 분석 및 안전증진방안 연구 70

상 발생건수가 많지 않고, 집계자료(aggregate data)를 이용한 거시적 

모형으로는 설명에 한계가 있음을 암시한다. 

2 3 3 요약 및 시사점

범죄유형에 따라 지역특성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가구 측

면에서는 거주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서 6대 범죄 전체, 폭력, 절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과밀억제를 비롯한 적절한 밀도관리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성폭력 범죄가 많은 지역은 주로 15~34세 연령층의 젊은 여성

인구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최근 급증하는 성폭력 범죄를 줄이기 위해

서는 젊은 여성인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대책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

한다. 

토지이용 측면에서는 단독·다가구주택 밀집지역, 주거상업 혼재지역, 

상업업무밀집지역, 유흥·숙박시설 밀집지역 등에서 6대 범죄 전체를 비

롯하여 폭력, 절도 등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이

들 지역에 중점을 두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폭력은 소로·골목길이 많

은 지역에서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좁은 골목길에서의 방범대책도 필

요함을 알 수 있다. 

지역의 유동인구 정도는 폭력범죄에 대해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적절한 보행량을 확보하는 것이 범죄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지역의 경제적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인 주택(아파트)가격수준은 6대 범

죄 전체, 폭력, 절도 등과 음(-)의 관계를 보이고 있어, 범죄가 지역의 경

제적 수준, 즉 빈곤과 관련이 있음을 말해준다. 따라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과 경제적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회경제정책은 범죄를 줄이는 데

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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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치안강화구역과 유해업소 밀집지역 특성 분석

3 1 분석대상지역 및 분석방법

3 1 1 분석대상지역

이 연구는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거나 거주인구나 환경 측면에서 범죄에 

취약한 특성을 갖고 있다고 보아 특별히 관리되는 지역으로서 경찰청이 

관리하는 ‘서민보호치안강화구역’(이하 치안강화구역)과 ｢청소년보호

법에｣에 의해 지자체가 관리하는 ‘청소년 통행제한·금지구역’ 및 ‘청소

년 유해업소 밀집지역’(이하 유해업소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지역

적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이러한 관리대상 범죄

위험지역은 범죄발생 위험이나 범죄에 대한 취약성이 높은 특성을 가진 

지역이지만, 반드시 실제 범죄가 많이 발생한 지역이 아니라는 점이다. 

서울에서 치안강화구역에는 2013년 현재 160개소가 있으며, 주로 저

소득층을 비롯한 취약계층 밀집지역, 단독·다가구주택 밀집지역, 주상

혼재지역, 재개발지역 등이 해당한다.

한편, 서울시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5개소,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4개

소, 청소년유해업소 밀집지역 63개소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주

로 윤락가, 유흥가, 유해업소 등 밀집지역이 해당한다.

구분 지정개소 설명 지역특성

서민치안강화구역 160 경찰서별 관할 지구대에서 

지정·관리

취약계층 밀집지역, 

단독·다가구 밀집지역, 

주상혼재지역, 재개발지역 등

청소년 

통행금지·제한·

유해업소 밀집지역

소계 72 중심상업지 인근 전철역 

주변, 대학가, 유흥·숙박시설 

밀집지역 등
통행금지구역 5 윤락가 5

통행제한구역 4 유흥가 3, 윤락가 1

유해업소 밀집지역 63  자치구별로 유해업소가 밀집한 

지역 지정·관리 

자료：서울지방경찰청(2013. 5), 서울시(2013. 6)

표 3-16 서울의 서민보호치안강화구역 및 청소년 통행금지·제한·유해업소 밀집지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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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금천구 ○○지역 일대

표 3-17 서민보호치안강화구역 분포현황

예시：동대문구 ○○지역 일대

표 3-18 청소년 통행금지·제한·유해업소 밀집지역 분포현황

3 1 2 분석방법

치안강화구역과 유해업소 밀집지역의 특성에 대한 분석은 크게 세 단계

로 이루어진다. 첫째 단계는 치안강화구역과 유해업소 밀집지역의 특성

을 통계자료와 GIS자료를 이용하여 서울시 전체 특성과 비교한다. 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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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는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통해 치안강화구역과 유해업소 

밀집지역을 특성에 따라 유형화하여 서로 비교한다. 셋째 단계는 치안강

화구역과 유해업소 밀집지역에서 총 4개 지역을 선정하여 데이터를 통

해서는 파악하기 곤란한 가로환경, 유지관리상태, 야간조명 등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지역특성을 분석한다.

구분 변수 단위 측정방법 사용된 자료

인구

및

가구

거주인구밀도 인 시가화면적 1ha당 거주인구 인구주택총조사(2010) 집계구 자료

노령화지수 % 14세 이하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 인구주택총조사(2010) 집계구 자료

15~64세 인구 비율 % 전체 인구 대비 15~64세 인구 비율 인구주택총조사(2010) 집계구 자료

남성인구 비율 % 전체 인구 대비 남성인구 비율 인구주택총조사(2010) 집계구 자료

15~34세 여성인구 비율 % 전체 여성인구 대비 15~34세 여성인구 비율 인구주택총조사(2010) 집계구 자료

인구이동률 % 전체 인구 대비 전입･전출 인구 비율 인구주택총조사(2010) 동별 자료

1인가구 비율 % 총가구 대비 1인가구 비율 인구주택총조사(2010) 집계구 자료

자가점유가구 비율 % 총가구 대비 자가점유가구 비율 인구주택총조사(2010) 집계구 자료

기초생활수급가구 비율 % 총가구 대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비율 서울통계연보(2012)

토지

이용

단독·다가구주택 비율 % 전체 주택 대비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 비율 인구주택총조사(2010) 집계구 자료

주거상업혼합지 비율 % 전체면적 대비 주거상업혼합지 비율  토지이용현황도(2010)

상업업무시설지 비율 % 전체면적 대비 상업업무시설지 비율 토지이용현황도(2010)

공원·녹지 비율 % 전체면적 대비 공원·녹지 비율 새주소자료(2012)

도로율 % 시가화면적 대비 도로면적 비율 새주소자료(2012)

소로·골목길 비율 % 전체 도로연장 대비 소로·골목길연장 비율 새주소자료(2012)

건축물 노후도 % 전체 건물동수 대비 1980년 이전, 1990년 이전 각각의 

건물동수 비율 

건물과세대장(2012)

유흥･숙박시설 비율 % 전체 건물연면적 대비 유흥·숙박관련시설(PC방, 

게임제공업소, 노래연습장, 비디오감상실,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증기탕, 사우나탕, 일반목욕장(1천㎡ 이상), 

여인숙, 호텔, 여관, 투전기업소, 카지노업소, 무도장, 

유원시설업소) 비율

건물과세대장(2012)

유동

인구

유동인구수 인/14hr 구역 중심에서 가장 가까운 유동인구 조사지점의 1주일 

평균 유동인구

2012 서울시 

유동인구조사자료(2013)

경제적

수준

주택(아파트)가격수준 만원 아파트 3.3m2당 매매가격 시세

(주택규모 79~113m2 대상)

부동산114(2012.11) 원자료

표 3-19 치안강화구역 및 유해업소 밀집지역 자료분석을 위해 사용된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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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성에 대한 자료분석에서 사용된 변수는 범죄발생과 예방에 관한 

이론, 기존의 경험적 연구결과, 앞에서 살펴본 서울의 범죄발생에 대한 

일반적 특성 등에 근거하여 인구 및 가구, 토지이용, 유동인구, 경제적 

수준 등을 나타내는 변수들로 구성하였다. 

3 2 치안강화구역과 유해업소 밀집지역의 특성

3 2 1 인구 및 가구 특성

치안강화구역과 유해업소 밀집지역의 지역특성을 서울시 전체 평균과 

비교해보면, 거주인구밀도에서는 치안강화구역과 유해업소 밀집지역

이 상대적으로 높아 범죄에 취약한 지역들은 대체로 거주인구밀도가 높

은 특성을 보임을 알 수 있다.

14세 이하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비율을 나타내는 노령화지수에서

는 치안강화구역과 유해업소 밀집지역이 서울시 전체에 비해 낮아 범죄

에 취약한 지역들은 대체로 노인인구 비중이 낮은 특성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치안강화구역이 유해업소 밀집지역에 비해 노인인구 비

중이 상대적으로 더 작음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림 3-23 거주인구밀도 비교

 

그림 3-24 노령화지수 비교

 

15~64세 청장년층 인구비율을 보면, 지역 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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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치안강화구역과 유해업소 밀집지역에서 비중이 약간 높다.

남성 인구비율은 치안강화구역과 유해업소 밀집지역이 서울시 전체에 

비해 높게 나타나, 범죄위험이 높은 지역일수록 남성 인구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성폭력범죄에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15~34세의 젊은 여성인구 비율

은 치안강화구역과 유해업소 밀집지역이 서울시 전체에 비해 높고, 특히 

유해업소 밀집지역에서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출입 인구의 비중을 나타내는 인구이동률은 치안강화구역과 유해업

소 밀집지역이 서울시 전체에 비해 높게 나타나, 범죄에 취약한 지역일

수록 이른바 ‘뜨내기’가 많거나 거주이동률이 높은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1인가구 비율도 치안강화구역과 유해업소 밀집지역이 서울시 전체에 

비해 높고, 특히 유해업소 밀집지역에서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자가점유가구 비율은 치안강화구역과 유해업소 밀집지역이 서울시 전

체에 비해 낮게 나타나, 범죄위험이 높거나 취약한 지역들에서 세입자 

비중이 높은 경향이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림 3-25 기타 인구 및 가구 특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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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거주인구
밀도

(명/ha)

노령화
지수
(%)

15~64세 
비율
(%)

남성비율
(%)

여성
15~33세 

비율
(%)

인구
이동률

(%)

1인가구
비율
(%)

자가점유
가구비율

(%)

기초
수급률

(%)

서울시 전체 259.7 68.5 76.3 49.1 31.3 34.4 24.4 41.1 3.5

치안강화구역 380.3 42.4 77.4 53.6 36.0 48.4 31.2 31.3 32.7 

유해업소
밀집지역

381.6 54.2 80.1 54.6 43.1 44.2 45.5 25.4 16.9 

표 3-20 인구 및 가구특성 비교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비율은 치안강화구역과 유해업소 밀집지역에서 

매우 높고, 치안강화구역에서 특히 높게 나타나 범죄에 취약한 지역에서 

저소득층 비중이 높은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3 2 2 토지이용 특성

 주택구성에서는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 비중이 치안강화구역과 유

해업소 밀집지역에서 월등히 높게 나타나, 단독·다가구주택 밀집지역 

중에서 범죄위험이 높거나 취약한 지역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주거상업혼합지 비율이나 상업업무시설지 비율도 치안강화구역과 유해

업소 밀집지역이 서울시 전체에 비해 높게 나타나, 주거상업혼재지역이

나 상업시설밀집지역일수록 범죄위험이나 취약성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유해업소 밀집지역에서 상업업무시설지 비율이 높은 것은 이들 지

역이 중심지 유흥가를 형성하는 지역들이기 때문이다.

공원·녹지 비율은 치안강화구역과 유해업소 밀집지역이 서울시 전체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율은 치안강화구역과 유해업소 밀집지역이 서울시 전체에 비해 높

은 경향이 있고, 특히 유해업소 밀집지역에서 높은 것은 이들 지역이 중

심지에 입지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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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 토지이용 등 특성 비교

구분 단독주택
비율
(%)

주거상업
혼합지

비율
(%)

상업업무
시설지

비율
(%)

공원녹지
비율
(%)

도로율
(%)

소로·
골목길

비율
(%)

건물노후도
(1980년이전)

(%)

건물노후도
(1990년이전)

(%)

유흥숙박
비율
(%)

서울시 전체 8.5 12.8 5.9 14.2 24.8 75.0 23.7 43.1 1.6 

치안강화구역 40.9 40.4 9.8 1.8 27.2 85.6 22.8 42.8 1.2 

유해업소
밀집지역

38.1 25.2 34.7 1.1 40.8 68.4 26.0 45.4 7.6 

표 3-21 토지이용 등 특성 비교

소로·골목길은 치안강화구역에서 상대적으로 많고, 유해업소 밀집지역

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범죄에 취약한 것으로 

인식되는 좁은 골목길 문제는 주로 치안강화구역에 관련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1980년 이전 또는 1990년 이전 건축물 비율로 표현되는 건물노후도는 

치안강화구역과 유해업소 밀집지역이 서울시 전체에 비해 큰 차이가 없

는 것으로 분석됐다.

유흥·숙박시설 비율은 유해업소 밀집지역에서 특히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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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3 유동인구 및 지역의 경제적 수준

유동인구 또는 보행인구는 치안강화구역이 상대적으로 적고 유해업소 

밀집지역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해업소 밀집지역에서 유동인구가 

많은 것은 이들 지역이 중심가에 위치한 유흥가들이기 때문이다.

지역의 경제적 수준을 나타내는 간접척도로서 아파트가격수준은 치안

강화구역이 상대적으로 낮으나 서울시 전체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유해업소 밀집지역은 훨씬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그림 3-27 유동인구수 비교 

 

그림 3-28 주택가격수준 비교

구분 유동인구수
(명/14hr)

주택가격수준
(아파트, 만원/3.3m2)

서울시 전체 5,408 1412.0 

치안강화구역 3,839 1340.7 

유해업소 밀집지역 8,054 1818.5 

표 3-22 유동인구, 경제적 수준, 치안서비스 등 특성 비교

3 2 4 요약

치안강화구역과 유해업소 밀집지역의 지역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

다. 서울시 전체 평균과 비교했을 때, 대체로 거주인구밀도가 높고, 노인

인구가 적으며, 남성인구 비중이 높은 편이고, 15~34세의 젊은 여성인

구 비중이 높다. 또한 1인가구 비중이 높으며, 세입자 가구와 전입·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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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비중이 높고, 저소득가구의 비중이 높다.

토지이용에서는 치안강화구역과 유해업소 밀집지역은 단독·다가구주

택 밀집지역과 주거상업혼재지역, 상업업무밀집지역의 비중이 높다. 공

원·녹지는 치안강화구역과 유해업소 밀집지역이 월등히 적다, 소로·골

목길 비중은 치안강화구역에서 높으며, 유흥·숙박시설과 유동인구는 유

해업소 밀집지역에서 많다. 주택가격수준 또한 유해업소 밀집지역에서 

높다.

3 3 치안강화구역과 유해업소 밀집지역 유형화：군집분석

3 3 1 분석방법

치안강화구역과 유해업소 밀집지역 각각을 군집분석(Cluster Analysis)

을 통해 유형화하였다. 군집분석은 관측대상들 간에 어떤 공통된 특징을 

찾아 비슷한 특징을 갖는 관측치들끼리 그룹을 형성하는 방법이다. 군집

화 방법은 크게 계층적 방법(hierarchical clustering)과 비계층적 방법

(non-hierarchical clustering)으로 구분되는데, 이 연구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계층적 방법의 하나인 Ward연결법을 이용하여 군집분석을 수

행했다.

군집분석에 사용된 변수는 앞서 표 3-19에 있는 변수들이며, 군집분석 

전에 변수들의 영향력을 상대화시키기 위해 z-score로 정규화하였다. 

 
 

여기서 는 평균, 는 표준편차, 는 변수값

3 3 2 군집수의 결정과 분포

일반적인 군집분석 과정은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집단들로 그룹핑하면서, 

모든 개체가 한 집단을 이룰 때까지 계속된다. 군집분석에서 적절한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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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의 수를 결정할 때는 준부분결정계수(Semi-partial R-Square)의 기

울기가 급변하는 군집수에 주목해야 한다. 아래 그래프를 보면, 치안강

화구역은 2개, 유해업소 밀집지역은 3개에서 기울기가 가장 큼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비교적 다양한 군집유형을 식별하기 위해 치안강화

구역과 유해업소 밀집지역 각각에 대해 3개의 군집으로 결정하였다. 

그림 3-29 치안강화구역의 군집수에 따른 Semi-Partial R-Square

그림 3-30 유해업소 밀집지역의 군집수에 따른 Semi-Partial R-Square

군집분석에서 그룹핑되는 과정을 나뭇가지그림(tree diagram) 또는 덴

드로그램(dendrogram)을 이용하여 검토하면 편리한데, 그림 3-31은 

치안강화구역과 유해업소 밀집지역 각각의 그룹핑 과정을 보여주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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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편의상 치안강화구역의 그룹, 즉 유형을 ‘A1’, ‘A2’, ‘B’로 이름짓고, 

유해업소 밀집지역의 유형을 ‘C’, ‘D1’, ‘D2’로 명명하였다.

그림 3-31 치안강화구역(좌)과 유해업소 밀집지역(우)의 군집분석 덴드로그램

첫째, 치안강화구역과 유해업소 밀집지역 각각의 유형들이 서울에서 어

디에 분포해 있는가를 나타내면 그림 3-32와 그림 3-33과 같다. 치안강

화구역의 경우 A1유형과 A2유형은 서울시 전역에 광범위하게 분포되

어 있는 반면, B유형은 중구·종로구를 비롯한 전통적인 구도심지역에 

주로 많이 분포해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A1유형과 A2유형은 뚜렷한 

분포상의 차이를 확인하기 어렵지만, A2유형은 강남구·서초구 등에 상

대적으로 많이 보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유해업소 밀집지역의 경우 C유형과 D1유형은 서울시 전역에 광

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는 반면, D2유형은 중구·종로구를 비롯한 전통적

인 구도심지역에 주로 많이 분포해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C유형과 D1

유형은 뚜렷한 분포상의 차이를 확인하기 어렵지만, D1유형은 강남구·

서초구 등에서 많이 보임을 알 수 있다.



서울의 범죄위험지역 분석 및 안전증진방안 연구 82

그림 3-32 치안강화구역 유형별 분포도

그림 3-33 유해업소 밀집지역 유형별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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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3 치안강화구역 유형별 특성 비교

치안강화구역의 3개 유형별 특성을 평균통계량을 통해 보면 표 3-23과 

같다. 

구분 변수 단위 평균통계량

A1 A2 B

분석대상지역 수 93 24 7

인구 및 가구 거주인구밀도 명 401.2 334.6 179.3

노령화지수 % 36.2 40.8 137.2

15~64세 인구 비율 % 75.8 81.2 81.6

남성인구 비율 % 52.8 51.4 74.2

15~34세 여성인구 비율 % 32.6 45.8 38.3

인구이동률 % 45.0 45.0 145.4

1인가구 비율 % 24.4 40.8 73.3

자가점유가구 비율 % 37.2 23.6 11.7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 33.5 15.0 55.3

토지이용 단독·다가구주택 비율 % 37.3 30.0 64.1

주거상업혼합지 비율 % 42.4 47.6 0.8

상업업무시설지 비율 % 4.9 19.1 52.1

공원·녹지 비율 % 1.7 0.9 3.1

도로율 % 27.1 26.9 42.3

소로·골목길 비율 % 87.9 83.8 67.5

건축물 노후도 % 21.7 15.2 47.6

유흥･숙박시설 구성비 % 0.6 1.6 9.8

유동인구 유동인구수 인/14hr 3,242 5,198 6,615

경제적 수준 주택(아파트)가격수준 만원 1213.5 1669.4 1294.3

표 3-23 치안강화구역 유형별 특성 평균통계량

치안강화구역 중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A1유형은 “저소득 주거지형”

으로 부를 수 있는 지역으로, 거주인구밀도가 매우 높고, 인구이동률도 

높은 편이며,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의 거주비중이 높다. 토

지이용에서는 단독·다가구주택과 주거·상업혼재지의 비중이 높으며, 소

로·골목길의 비중이 높고, 주거지이기 때문에 유동인구는 적은 편이다.

A2유형은 “주거·상업 혼합형”으로 부를 수 있는 지역으로, 거주인구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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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높은 편이며, 특히 젊은 여성(15~34세), 1인가구의 거주비율이 매

우 높다. 또한 인구이동률이 높고, 자가점유가구의 비중이 낮다(세입자 비

중이 높다). 토지이용에서는 단독·다가구주택과 주거·상업혼재지의 비중

이 높으며, 상업시설 비중도 높고, 소로·골목길의 비중도 높은 편이다. 

B유형은 치안강화구역 중 가장 뚜렷이 구분되는 유형으로 “구도심형”으

로 부를 수 있는 지역이며, 도심에 위치하기 때문에 거주인구는 적지만 

노인인구, 남성인구, 1인가구의 거주비중이 매우 높고, 젊은 여성의 거

주비율도 높다. 또한 인구이동률이 매우 높고, 자가점유가구 비중이 매

우 낮으며, 저소득층 가구도 매우 많다. 토지이용에서는 단독·다가구주

택, 상업시설, 유흥·숙박시설의 비중이 매우 높고, 도심지에 위치하기 

때문에 유동인구도 많다. 

구분 A1(“저소득 주거지형”) A2(“주거·상업 혼합형”) B(“구도심형”)

분석대상지역 수 93 24 7

인구 및 가구 거주인구밀도 매우 높음
인구이동률 높은 편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수
급가구) 많음

거주인구밀도 높은 편
젊은 여성 매우 많이 거주
1인가구 매우 많음
인구이동률 높은 편
자가점유가구 적음(세입자 
많음)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수
급가구) 많은편

거주인구밀도 낮음
노인인구 매우 많음
남성인구 매우 많음
젊은 여성 많이 거주
1인가구 매우 많음
인구이동률 매우 높음
자가점유가구 매우 
적음(세입자 매우 많음)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수
급가구) 매우 많음

토지이용 단독·다가구주택 많음
주상혼재 매우 심함
공원·녹지 적음
소로·골목길 많음

단독·다가구주택 많음
주상혼재 매우 심함
상업시설 많음
공원·녹지 적음
소로·골목길 많은 편

단독·다가구주택 매우 
많음
상업시설 매우 많음
공원·녹지 적음
유흥·숙박시설 매우 많음

유동인구 유동(보행)인구 적은 편 유동(보행)인구 보통 유동(보행)인구 많음

경제적 

수준(주택가격)
주택가격수준 낮음 주택가격수준 보통 주택가격수준 낮음

표 3-24 치안강화구역 유형별 특성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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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4 유해업소 밀집지역 유형별 특성 비교

유해업소 밀집지역의 3개 유형별 특성을 평균통계량을 통해 보면 표 3-

25와 같다. 

구분 변수 단위 평균통계량

C D1 D2

분석대상지역 수 35 24 7

인구 및 가구 거주인구 밀도 명 428.1 293.4 196.8

노령화지수 % 42.5 50.0 75.3

15~64세 인구 비율 % 78.0 84.8 79.0

남성인구 비율 % 53.9 52.6 59.5

15~34세 여성인구 비율 % 37.7 55.1 40.2

인구이동률 % 42.3 34.4 86.9

1인가구 비율 % 37.9 53.6 53.5

자가점유가구 비율 % 29.8 19.6 23.6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 15.9 7.0 34.8

토지이용 단독·다가구주택 비율 % 34.4 37.1 52.8

주거상업혼합지 비율 % 34.9 17.3 10.3

상업업무시설지 비율 % 20.5 44.9 55.2

공원·녹지 비율 % 0.4 1.1 1.2

도로율 % 38.7 39.9 58.0

소로·골목길 비율 % 67.9 72.0 58.0

건축물 노후도 % 25.7 14.7 47.9

유흥･숙박시설 구성비 % 7.0 6.8 11.2

유동인구 유동인구수 인/14hr 6,724 8,231 12,750

경제적 수준 주택(아파트)가격수준 만원 2154.2 1605.4 1287.5

표 3-25 유해업소 밀집지역 유형별 특성 평균통계량

유해업소 밀집지역 중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C유형은 “주상혼재형”으

로 부를 수 있는 지역으로, 거주인구밀도가 높고, 젊은 여성(15~34세)

이 많이 거주하는 편이며, 1인가구가 많다. 또한 인구이동률이 높으며, 

자가점유가구 비중이 낮고(세입자 비중이 높다), 저소득층(기초생활보

장수급가구)의 거주비중도 높다. 토지이용에서는 단독·다가구주택 비

중이 높으며, 주거·상업혼재지의 비중이 매우 높고, 상업시설과 유흥·

숙박시설이 많고, 유동인구는 많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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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유형은 “중심가형”으로 부를 수 있는 지역으로, 젊은 여성 거주비중

이 매우 높으며, 1인가구의 비중도 매우 높고, 자가점유가구는 매우 적

다. 토지이용에서는 단독·다가구주택 비중이 높고, 주거·상업혼재지의 

비중이 높은 편이며, 상업시설과 유흥·숙박시설 비중이 매우 높고, 유동

인구도 많다.

D2유형은 유해업소 밀집지역 중 가장 뚜렷이 구분되는 유형으로 “구도

심형”으로 부를 수 있는 지역이며, 도심에 위치하기 때문에 거주인구는 

적지만 노인인구, 남성인구, 1인가구의 거주비중이 매우 높고, 젊은 여

성의 거주비율도 높은 편이다. 또한 인구이동률이 매우 높고, 자가점유

가구 비중이 매우 낮으며, 저소득층 가구도 매우 많다. 토지이용에서는 

단독·다가구주택, 상업시설, 유흥·숙박시설의 비중이 매우 높고, 도심

지에 위치하기 때문에 유동인구도 매우 많다. 

구분 C(“주상혼재형”) D1(“중심가형”) D2(“구도심형”)

분석대상지역 수 35 24 7

인구 및 가구 거주인구밀도 높음
젊은 여성 많은 편
1인가구 많음
인구이동률 높음
자가점유가구 적음(세입자 
많음)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수
급가구) 많음

젊은 여성 매우 많이 거주
1인가구 매우 많음
자가점유가구 매우 
적음(세입자 매우 많음)

거주인구밀도 적음
노인인구 많음
남성인구 많음
젊은 여성 많은편
1인가구 매우 많음
인구이동률 매우 높음
자가점유가구 적음(세입자 
많음)
저소득층 매우 많음

토지이용 단독·다가구주택 많음
주상혼재 매우 심함
상업시설 많음
유흥·숙박시설 매우 많음

단독·다가구주택 많음
주상혼재 심한 편
상업시설 매우 많음
유흥·숙박시설 매우 많음

단독·다가구주택 매우 많음
상업시설 매우 많음
유흥·숙박시설 매우 많음

유동인구 유동(보행)인구 많은 편 유동(보행)인구 많음 유동(보행)인구 매우 많음

경제적 
수준(주택가격)

주택가격수준 매우 높음 주택가격수준 높은 편 주택가격수준 낮은 편

표 3-26 유해업소 밀집지역 유형별 특성 요약

유해업소 밀집지역은 자체 성격상 유흥가 등을 중심으로 지정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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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유형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상업시설이나 유흥·숙박시설 등의 비중

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3 4 치안강화구역 및 유해업소 밀집지역 현장조사 분석

앞에서 치안강화구역과 유해업소 밀집지역의 특성을 통계자료와 GIS자

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거니와,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데이터분석을 통

해서는 파악하기 곤란한 가로환경, 유지관리상태, 야간조명 등은 현장조

사를 실시하여 지역특성을 분석한다. ‘깨진 창문(Broken Windows)’이

론에 따르면, 지역사회에서 기초질서 위반행위가 방치되어 황폐화되는 

것은 시민들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더욱 증가시키고 이는 실질적인 범

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현장조사는 이러한 측면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도록 한다. 

3 4 1 사례분석을 위한 현장조사 대상지역

연구진은 사례분석을 위한 현장조사지역으로 4개소를 선정하였다. 치안

강화구역은 앞서 군집분석을 토대로 3개 유형에 대해 각 각 1개소를 선정

하였고, 유해업소 밀집지역은 기본적으로 유흥가 밀집지역인 점을 감안

하여 1개소를 선정하였다. 대상지역은 가급적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도

록 하였다.

유형 위치

치안강화구역 A1
(단독·다가구·다세대 밀집지역)

광진구 광진서 화양지구대 관할, 
군자동 ○○○번지 일대

A2
(원룸밀집지역)

강남구 강남서 역삼지구대 관할, 
역삼동 ○○○번지 일대

B
(구도심지역)

종로구 종로서 종로지구대 관할, 
돈의동 ○○○번지 일대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
(역세권 상업·주거 혼재지역)

관악구 신림전철역 일대

표 3-27 유형별 현장조사 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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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 유형별 현장조사 대상지역의 위치

광진구 군자지역 강남구 역삼지역

종로구 돈의지역 관악구 신림역 일대

표 3-28 유형별 현장조사 대상지역 토지이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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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2 현장조사결과 요약

현장조사 대상지역에서 가로환경, CCTV 및 방범시설, 질서 및 유지관리

상태, 야간조명 및 환경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다.

조사항목 광진구 군자지역 강남구 역삼지역 종로구 돈의지역 관악구 신림역 일대

지역의 일반적 
특징

단독·다가구·다세대 
밀집 주거지역

중·저층 원룸 
밀집지역

도심 상가 후면 
저소득 쪽방 밀집지역

원룸, 다가구·다세대, 
유흥시설 밀집지역

가로환경
- 도로폭원, 

시야선 확보, 
담장, 조경시설 
등

도로폭 좁음
주택가 골목길이 
구불구불하여 
시야확보가 어렵고 
답답하며, 막다른 길 
많음
담장 있음
조경시설 없음

도로폭이 보통이고, 
격자형으로 계획된 
도로
담장 없음
조경시설 거의 없음

도로폭이 매우 좁고  
답답한 느낌(폭원 
2m이하)
낮에도 어둡고 미로형
담장 없고, 
도로면에서 곧바로 
현관 출입구

도로폭 보통
비교적 격자형
조경시설 없음

CCTV 등 
방범시설

CCTV는 주로 교차로 
부근에 설치
주민 스스로 필요에 
의해 개인용 CCTV 
또는 보안시스템  
설치 

3방향 CCTV설치
어린이집이나 교차로 
부근에 설치
주민 스스로 필요에 
의해 개인용 CCTV 
또는 보안시스템  
설치 

CCTV는 주택가 
외곽에 설치되어 
사각지대 발생(실제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주거지 내에 설치되어 
있지 않음)
치안을 위한 
‘반딧불로드’(종로경
찰서) 지정 및 
순찰강화

주로 교차로나 
진입부에 설치
원룸이나 상업시설에 
사설 CCTV 설치

질서 및 
유지관리상태
- 불법주차, 

쓰레기, 
노상적치물 등

주택가임에도 
불구하고 주간에  
불법주차  있음
노상적치물 다소 발생
쓰레기 골목길에 방치

가로환경의 
유지관리는 양호한 편
노상적치물 없음
외부인들의 불법주차 
약간 있음

악취가 심하며 쓰레기 
방치
주차공간 전혀  없음

불법주차 많음
전단지 등 쓰레기 
방치
노상적치물 많음

야간조명 및 환경 유흥시설 밀집지역에 
바로 인접한  
주거지역, 가로등이 
적어 매우 어두움

기타 특기사항 개방적 건물형태로 
인해 이웃감시 가능

폐쇄적 건물형태로 
인해  이웃감시  불가능

음식점, 모텔 등 상가 
뒤편에 위치한 
음영지대

표 3-29 현장조사 결과 요약

1) 가로환경

가로환경은 도로폭원, 시야선 확보정도, 담장, 조경시설 등에 대하여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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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였다. 강북에 위치한 광진구 군자지역과 종로구 돈의지역은 도로가 

협소하고 구불구불하여 시야확보가 어렵고 답답한 느낌을 주었다. 특히 

돈의지역에서 2m 이하의 좁은 미로형 골목길은 낮에도 어두운 느낌을 

주었다. 

한편, 강남구 역삼지역과 관악구 신림역일대는 격자형 가로망에 협소하

거나 어둡고 구불구불한 골목길이 없었다.

2) CCTV 등 방범시설

방범용 CCTV는 설치재원의 한계로 인해 충분하지 않고 사각지대가 발

생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이미 설치된 장소는 대체로 교차로 부근이나 

주택가 진입로, 어린이집 등을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설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돈의지역은 실제 범죄위험이 높은 쪽방촌 내부에는 CCTV가 매

우 미흡했다. 

한편, 공공에 의한 방범용 CCTV 사각지대에서는 주민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개인용 CCTV나 보안시스템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았

다. 이른바 ‘뜨내기’들이 대부분 거주하는 돈의지역은 종로경찰서에서 

운영하는 ‘반딧불로드’로 지정되어 강화된 순찰이 이루어졌다.

3) 질서 및 유지관리상태

조사대상지역에서 불법주차는 흔히 볼 수 있었다. 군자지역은 주택가임

에도 불구하고 주간에 불법주차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다만, 돈의지역

은 지역의 특성상 차량진입 자체가 불가능하였다.

불법쓰레기나 노상적치물 또한 이들 지역에서 볼 수 있었는데, 역삼지역

은 비교적 불법쓰레기나 노상적치물이 없이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었다. 

한편, 무질서한 전선과 통신선도 지역의 무질서한 분위기에 일조하는 경

향이 있었다. 



서울의 범죄위험지역 특성 분석 91

4) 야간조명 및 환경

야간조명 및 환경은 신림역 일대만 조사하였는데, 주택가에 바로 인접하

여 유흥시설과 모텔 등이 밀집하여 있었고, 주거지역은 가로등이 적어 

어둡고 음영지대가 많이 있었다.

<좁은 골목길：군자지역>

<시아확보가 불량한 골목길：군자지역>

<막다른 골목길： 군자지역>

<시야확보가 어려운 골목길：돈의지역> <좁고 어두운 골목길：돈의지역>

표 3-30 현장조사 대상지역 가로환경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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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앞 방범용 CCTV：역삼지역>

<자율방범대 초소와 CCTV：신림역 일대>

<골목길 내 CCTV：돈의지역>

<사설 CCTV：역삼지역>
<사설 방범시스템：군자지역>

표 3-31 현장조사 대상지역 CCTV 등 방범시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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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쓰레기 및 노상적치물：군자지역>

<노상적치차량：신림역 일대>

<무질서한 케이블：역삼지역>

표 3-32 현장조사 대상지역 질서 및 유지관리상태

<어두운 주택가 골목길：신림역 일대> <주택가에 인접한 모텔 및 유흥시설：신림역 일대>

표 3-33 현장조사 대상지역 야간조명상태 및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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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사점

4 1 일반적인 범죄발생 특성

서울에서 생활범죄는 폭력과 절도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는 폭력과 절

도를 줄이기 위한 대책들, 예컨대, 순찰 및 질서유지, CCTV 설치, 건전

한 음주문화를 유지하기 위한 유흥가지역 관리, 업소들의 자정노력 유

도, 주거침입 방지를 위한 방범시스템(방범창, 잠금장치, 경보장치 등) 

구축 등에 주력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강간, 성추행 등 성폭력 범죄는 생활범죄 중 가장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범죄유형이다. 이는 젊은 여성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방범순찰, 밤길안

전 및 귀가지원, 조명관리, 주거침입방지를 위한 방범시스템 등이 강화

되어야 함을 암시한다.

범죄자의 직업은 전반적으로 피고용자(회사원 등 직장인), 무직자 등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특히 살인, 강도, 방화, 절도 등 흉악범죄나 재

산범죄에 대해서는 무직자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범죄와 경제적 

상황이 밀접하게 관련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또한, 범죄를 줄이기 위해

서는 사회복지, 고용기회 제공 등의 정책이 병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범죄발생장소는 전반적으로 ‘노상’, 즉 소로나 골목길 등 공공장소가 많

아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옥외 가로환경의 관리와 정비(CCTV, 조명, 표

지판, 청소 및 환경미화, 사각지대 개선, 효율적인 방범순찰 등)가 중요

함을 시사한다.

범죄발생 시간대는 야간시간대가 가장 많아 야간조명, 경보장치 등을 비

롯하여 야간시간대 순찰, 안전귀가지원 등이 강화되어야 함을 암시한다.

범죄발생 요일은 토요일, 일요일, 금요일 순으로 나타나 범죄예방을 위

해서는 주중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순찰과 관리가 강화되고 지역주민들

의 방범상 역할이 강화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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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 범죄발생과 지역특성 간의 관계

서울의 31개 경찰서 관할지역을 단위로 하여 6대 범죄(살인, 강도, 성폭

력, 폭력, 절도, 방화) 발생과 지역특성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범죄유

형에 따라 지역특성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가구 측면에서는 

거주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서 6대 범죄 전체, 폭력, 절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과밀억제를 비롯한 적절한 밀도관리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성폭력 범죄가 많은 지역은 주로 15~34세 연령층의 젊은 여성인구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최근 급증하는 성폭력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젊

은 여성인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대책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토지이용 측면에서는 단독·다가구주택 밀집지역, 주거상업 혼재지역, 

상업업무밀집지역, 유흥·숙박시설 밀집지역 등에서 6대 범죄 전체를 비

롯하여 폭력, 절도 등이 많이 발생한다. 따라서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이

들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자율방범활동, 블록단위 방범순찰 및 경비체

계, 영역성 확보(표지판, 랜드마크시설 등), 지역사회 조직 육성 및 유대

망 형성, 불법업소 단속, 업소들의 자발적인 자정노력 유도, 청소 및 환

경미화 등이 강화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폭력은 소로·골목길이 많은 지역에서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좁은 골

목길에서의 방범대책도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지역의 유동인구 정도는 폭력범죄에 대해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적절한 보행량을 확보하는 것이 범죄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의 경제적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인 주택(아파트)가격수준은 6대 범

죄 전체, 폭력, 절도 등과 음(-)의 관계를 보이고 있어, 범죄가 지역의 경

제적 수준, 즉 빈곤과 관련이 있음을 말해준다. 따라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과 경제적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회경제정책은 범죄를 줄이는 데

에도 기여할 것임을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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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 범죄취약지역으로서 치안강화구역과 유해업소 밀집지역의 특성

경찰청이 범죄취약지역으로 관리하는 서민보호치안강화구역과 「청소

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 통행제한·금지구역 및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

지역을 분석한 결과, 이들 지역은 대체로 거주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이어

서 혼잡완화를 위한 적절한 밀도관리가 중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15~34세 젊은 여성인구, 1인가구 등의 비중이 높아 범죄예방을 위

해서는 젊은 여성 밀집지역과 1인가구 밀집지역에 대한 각별한 관리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아울러 자가점유가구의 비중이 낮고 인구이동률이 높은 특징이 있어 세

입자 가구가 많고 이른바 ‘뜨내기’가 많은 지역에 대해 각별한 관리가 필

요함을 암시한다. 

토지이용에서는 단독·다가구주택, 주거·상업혼재지, 상업시설 등의 비

중이 높아 이들 지역에 대한 방범대책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치안강화구역은 소로·골목길의 비중이 높아 가로환경에 대한 관리와 정

비가 중요하고, 유해업소 밀집지역은 유흥·숙박시설의 비중이 높아 폭

력, 성폭력 등에 대한 관리가 중요함을 의미한다.

군집분석을 통해 보면, 치안강화구역과 유해업소 밀집지역 내에서도 유

형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치안강화구역은 크게 ‘저소득 주거지형’, ‘주

거·상업 혼합형’, ‘구도심형’으로 구분되었고, 유해업소 밀집지역은 ‘주

상혼재형’, ‘중심가형’, ‘구도심형’으로 구분되었다. 이는 범죄취약지역 

유형별로 차별화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함을 뜻한다.

한편, 사례지역을 선정하여 현장조사를 통해 본 바에 따르면, 도로폭이 

협소하고 구불구불하여 시야확보가 불량한 지역들이 존재하여 단기적

으로 도로반사경과 같은 설비를 설치하거나 장기적으로는 가로환경에 

대한 큰 폭의 정비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방범용 CCTV는 설치재원의 한계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고 사각지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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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이미 설치된 CCTV는 교차로 등을 중심으

로 효율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편이다. 따라서 CCTV는 앞으로 범죄위험

이 높은 사각지대, 사설 CCTV나 보안시스템을 갖추기 어려운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확충하되 지역특성을 상세하게 분석하여 과학

적이고 섬세한 위치선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불법주차, 노상적치물, 무질서한 전선 및 통신선 등을 흔히 볼 수 

있어 불법행위 단속, 환경정비 및 미화 등을 통해 지역이 관리되고 있음

을 나타내는 것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아울러 가로등이 부족하거나 조도가 충분치 않아 어둡고 음영지대가 발

생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주택가 야간조명 확보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야 하며, 유흥시설, 모텔 등이 인접하여 있는 주택가 보호를 위해서는 단

기 및 장기적인 차원에서 다양한 아이디어와 환경정비가 필요함을 암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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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현행 범죄예방 관련시책 분석

1 서울시의 범죄예방 관련시책

지자체는 도시공간과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제도

와 시책들을 운영하며, 이를 통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할 수 있다. 최근 서울시는 방범용 CCTV 및 비상벨 설치, 여성안전

종합대책,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지하철 여성안전대책, 마을안전

망사업 및 안전마을사업 등 범죄예방을 위한 대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찰청, 시민단체 등과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최근의 주요 시책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1 방범용 CCTV 및 방범설비

방범용 CCTV는 기성시가지에서 범죄예방 및 단속을 위해 설비적으로 접

근할 수 있는 주된 대책 중의 하나이다. 2013년 현재 14,072대의 방범용 

CCTV가 있으며, 이 중 주택가 골목길 등에 설치된 것이 9,787대로 가장 

많고, 그다음이 어린이보호구역 3,180대, 도시공원·놀이터 1,105대이

다. 대부분(13,923대) 자치구에서 설치한 것이다. 서울시는 현재 기관별

로 분산 운영되는 CCTV 종합관리와 효율적인 관제를 위하여 CCTV 통

합관제센터 구축지원사업과 CCTV 영상중계센터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방범용 CCTV 비상벨

계 도시공원·놀이터 어린이보호구역 주택가 골목길 등

14,072대 1,105대 3,180 9,787대 7,604개

자료：서울시(2013. 5)

표 4-1 서울의 방범용 CCTV 및 비상벨 설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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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서울의 자치구 방범용 CCTV 분포현황(2013년) 

CCTV와 함께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2013년 현재 비

상벨은 7,604개가 설치되어 있다.

1 2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지자체는 도시계획, 건축 등을 통해 도시공간을 제어하며, 범죄예방환

경설계(CPTED)는 범죄예방 관점에서 도시공간을 제어하고자 하는 전

략이자 기법이다. 서울시는 2009년 「재정비촉진사업 범죄예방환경설

계지침」을 마련하여 재정비촉진사업(뉴타운 포함)에 적용하고 있다.

한편, 정비사업지구 이외의 기성시가지에서 물리적 도시공간의 변화를 

통한 범죄예방은 한계가 있는데, 기성시가지의 제약조건 속에서 범죄문

제 해결을 위한 ‘범죄예방 디자인 프로젝트’가 범죄취약주거지역, 학교 

등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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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서울의 염리동 범죄예방디자인 사례

1 3 안전마을지원사업

안전마을지원사업은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의 일환으로 범죄예방뿐만 

아니라 재난관리 및 생활안전 전반이 해당한다. 2012년 ‘마을안전망 구

축사업’과 뒤를 이어 2013년부터 ‘안전마을’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주민제안사업에 대해 평가·선정을 통해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가 지

원되고 있다.

1 4 여성안전을 위한 대책

서울시는 2013년 여성안전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늘어나는 여성인구와 

성범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찰청과의 양해각서

(MOU)를 체결하여 유기적인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저소득 여성가구를 위한 홈방범서비스 및 무인택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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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운영, 여성안전마을 선정·운영 및 안심지

킴이집 운영, 찾아가는 여성폭력제로 아카데미 운영, 인터넷 불법·유행

사이트 신고 등을 위한 인터넷 시민감시단 운영, 폭력피해여성 구조·지

원을 위한 법률·의료 전문자문단 운영,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위

기관리팀 운영 등이 있다.

한편, 늘어나는 지하철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서울시는 지하철 성범죄대

책을 추진 중인데, 안전확보를 위한 인력배치, 안전설비 설치, 주요 지하

철역역을 중심으로 성범죄 예방캠페인 실시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안전

확보를 위한 인력배치에는 경찰청 지하철경찰대, 지하철보안관, 막차안

전요원, 공익근무요원, 역무원 등이 대표적이고, 안전설비 설치에는 여

자화장실 비상콜폰 설치, 열차·승강장 비상통화장치, 열차 내 CCTV 시

범운영(2호선 등)이 있다.

1 5 어린이·청소년 안전을 위한 대책

서울시는 어린이 범죄예방을 위하여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학교보안관’

을 운영하고 있다. u-서울안전서비스는 주기적인 자녀위치 확인을 통해 

아이들의 신상을 보호하고, 비상시엔 정확한 위치추적 및 CCTV 영상정

보를 활용해 신속한 긴급구조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포함

한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아동안전지도 작성 표준매뉴얼에 따라 초등학

교들에서의 안전지도 만들기를 권장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이 사업을 전

체 초등학교로 확대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청소년 보호를 위해 ｢청소년보호법에｣에 의하여 유흥가, 윤락업

소 등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청소년 제한·금지구역’ 및 ‘청소년 유해업

소 밀집지역’을 지정(2013년 현재 72개소)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시민

단체인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감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제도를 통해 학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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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주변 일정거리 내의 지

역을 절대정화구역(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의 지역) 

또는 상대정화구역(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의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지정하여 잠재적인 위해시설의 설

치를 제한·금지하고 있다. 

그림 4-3 아동안전지도 만들기 프로세스

자료：여성가족부

2 시민부문의 범죄예방활동

민간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의 범죄예방활동은 대부분 지자체 또는 경

찰청과의 연계와 지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자율방범대의 방범활동

이 지구대·파출소·치안센터 등의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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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청소년 안전을 위한 활동들이 많은데, 학교와 통학로 범죄예방

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보안관, 배움터지킴이, 워킹스쿨버스(Walking  

School Bus), 아동안전지킴이집, 아동안전수호천사 등이 대표적이다.

구분 중구 을지로3가 

자율방범대

중구 신당3동 

자율방범대

종로구 신문로 

자율방범대

영등포구 영등포본동 

자율방범대

영등포구 당산1동 

자율방범대

인원 25명 34명 16명 43명 56명

장비
⋅
시설

제복 잠바, 모자, X반도 잠바, 모자, X반도 조끼, 모자(사비 
구입)

잠바, 모자 잠바, 모자

통신장비 무전기 무전기 무전기 없음 무전기 없음, 
핸드폰

무전기 없음, 
핸드폰

기타 
장비

야광등 등 야광등 등
※ 대장 개인차량에 

경광등 부착 활용

야광등 등(사비로 
구입)

※ 일부 방범대는 
순찰용 차량 
운영

차량 2대(12인승 
승합차, 승용차)

차량 1대(12인승 
승합차)

초소 초소 없음 초소 있음 초소 없음 초소 있음 초소 있음

순찰근무 1주 2일(화, 목)
1개조당 4~5명 
운영
(경찰 합동 순찰)

1주 2회(화, 목)
1일 2개조 8명

화목토：3개조 
전체 
근무(월수금：1개
조 근무)
1개조당 
5~6명(경찰 
합동순찰)

1개조 5~6명 
2개조 운영
월~금

1개조 5~6명 
2개조 운영
여성조 편성
월~금

자료：서울연구원, 2012, 「주민참여형 안전한 마을만들기 구현방안」, p45

표 4-2 자율방범대 운영사례

구분 관리주체·지원기관 주요 활동장소 주요 활동내용

학교보안관 서울시 교내(초등학교) 범죄예방, 안전사고방지 등

배움터지킴이 교육부(교육청) 교내 범죄예방, 안전사고방지 등

워킹스쿨버스
(Walking School 
Bus) 

안전행정부 등하굣길 교통안전, 범죄예방, 
안전사고방지 등

아동안전지킴이집 경찰청 등하굣길 범죄예방, 안전사고방지 등

아동안전수호천사 경찰청 등하굣길 범죄예방, 안전사고방지 등

표 4-3 학교 및 통학로 안전을 위한 민간 또는 민관협력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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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행정부 및 경찰청의 범죄예방 관련시책

3 1 안전행정부

최근 정부는 국민들의 생활안전을 위하여 이른바 ‘4대악’(성폭력, 학교

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근절을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감축목표관리

제, 범죄위험지역 및 생활안전지도 정보제공, 시민참여 등 안전종합대

책을 추진 중이다.

안전행정부는 안전분야 컨트롤타워로서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

는데, ‘4대악’ 근절을 위한 시책들뿐만 아니라, 2013년부터 읍·면·동 단

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의 일환으로 ‘안심마을’ 시범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3 2 서울지방경찰청

 경찰은 중앙정부가 모든 경찰력을 통솔하는 국가경찰체제를 따르고 있

다(제주특별자치도 제외). 또한 업무분장상 각 특별시 및 광역시도에 지

방경찰청을 두고 각 지방경찰청 아래에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그리고 

치안센터를 두는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다. 각 지방경찰청은 경찰청의 핵

심사업에 맞추어 지방의 치안수요와 여건에 맞는 세부정책을 수립하여 

경찰활동을 하고 있다. 

그동안 서울지방경찰청은 주취폭력(주폭) 척결을 위한 엄정한 법집행

을 하였고, 공원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등급을 ‘Red(취약)’, ‘Yellow(우

려)’, ‘Green(관심)’으로 구분하여 순찰 및 단속, 환경개선 등 대책을 추

진해왔다. 더불어 성폭력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아동여성보

호 1319 수사팀, 인권보호 One-Stop센터, 지하철수사대, 아동안전지

킴이집, 아동안전수호천사, 가정폭력 전담 경찰관 등을 운영해왔고, 학

교폭력 예방을 위해 117 학교폭력 One-Stop센터, 학교전담경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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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추진해왔다.

한편, 서울시 전역에 걸쳐 서민보호치안강화구역 160개소를 지정하여 

지구대·파출소·치안센터 단위로 순찰을 강화하였고, 2013년에는 이와 

연계하여 새로이 ‘성폭력 특별관리구역’ 600개소를 성폭력범죄 위험이 

높은 다세대·다가구·원룸지역, 공원, 아파트, 골목길, 재개발·재건축지

역, 유흥가 등을 대상으로 지정하였다. 

4 주요 과제

4 1 서울시

최근 서울시는 그동안 지자체의 소관으로부터 한걸음 비켜나있는 것으

로 보이는 범죄예방분야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대책들을 추진

하고 있고, 이는 시민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추진되는 시책들은 상당히 종합적이고 현시적인 것들

이기 때문에 이것들만 제대로 되더라도 상당한 성과가 기대된다. 몇 가

지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범죄발생특성에 대한 보다 정밀한 자료분석과 이에 근거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범죄자료는 기본적으로 경찰청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

에 지자체가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경찰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자료를 공유하고 대상지역의 특성에 맞는 적실한 인적, 물적, 제도

적 대책이 마련되는 체계가 갖춰져야 할 것이다.

둘째,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는 현재 정비사업지구, 기성시가지 주

택가, 학교 등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중심지 상업지역, 공원 등 

다양한 시가지유형으로 확대하고, 유형별로 특성을 고려한 표준적인 지

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방범용 CCTV는 자치구를 중심으로 설치가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

히 수요에 비해 설치수량이 부족하고 기존 노후·저사양 시설의 성능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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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CCTV 설치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과학적인 CCTV의 배치 및 위치선정 등이 필요하다.

넷째, 경찰청, 지역사회와 협력과 공조를 통한 문제지향적(problem-  

oriented) 범죄예방접근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문제지향적 범죄

예방접근이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의 근본적, 구조적 원인을 찾아 

해결하려는 접근법이며, 근본원인이란 사람들의 특성일 수도 있고, 사

회적 환경 또는 물리적 환경일 수도 있다. 

다섯째, 범죄예방과 관련해서는 시민, 시민단체 등의 자주적인 역할과 

활동을 촉진하고 범죄예방과 관련한 다양한 주민활동들 간의 일부 중복

과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하여 상호협력과 효율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4 2 경찰청(서울지방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은 범죄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치안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해 오고 있고,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다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첫째, 범죄발생의 근원적, 구조적 원인제거를 위한 문제지향적(problem-

oriented) 범죄예방접근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서울

시, 지역주민 등과의 협력과 공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범죄다발지역에 대한 치안인력 증강이 시급하다. 현재 부족한 경

찰인력 충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바, 단기적으로는 범죄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탄력적인 인력운영이 바람직하고, 시민자원을 십분 활

용하는 방안도 병행해야 한다.

셋째, 정책의 연속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 경찰청장이 바뀔 때마다 주요 

정책이 바뀌게 되면 시작된 정책이 효과를 보기 전에 중단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는 비효율적이며 치안서비스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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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 따라서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정책의 연속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넷째,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이 중요하다.

다섯째, 경범죄, 기초질서 위반행위 등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어야 한다.



V 기성시가지 범죄위험지역 안전증진방안

1 범죄위험지역 안전증진을 위한 대책유형과 주요 개선과제

2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공간적(H/W) 대책

3 범죄예방을 위한 행정·사회적(S/W) 대책

4 서울시-경찰청 협력거버넌스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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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기성시가지 범죄위험지역 안전증진방안

1 범죄위험지역 안전증진을 위한 대책유형과 주요 개선과제

1 1 범죄위험지역 안전증진을 위한 대책유형

범죄위험지역의 범죄예방을 위한 대책은 크게 물리적(H/W) 혹은 도시

공간적 대책과 비물리적(S/W) 혹은 행정·사회적 대책으로 구분할 수 있

다. 도시공간적 대책은 범죄예방을 위한 토지이용, 가로, 건축물, 시설

물, 조경 등 물리적 도시환경에 대한 대책으로서, 대부분 지자체의 영역

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행정·사회적 대책은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감

시, 단속, 환경미화, 시민들의 범죄대응역량 강화, 정보제공, 지역사회

조직 및 유대망 형성 등을 위한 대책과 활동으로서, 그 성격에 따라 경

찰, 지자체, 시민 등이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다. 이러한 대책 또는 활동

들에 대하여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는 해당지역의 지역특성과 

범죄발생특성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그림 5-1 범죄위험지역 안전증진을 위한 대책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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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발생특성 도시공간적(H/W) 대책 행정·사회적(S/W) 대책

폭력과 절도가 
대부분 차지

CCTV, 야간조명, 영역성 
강화(표지판, 랜드마크시설 등), 
주거침입 방지 방범시스템(방범창, 
잠금장치, 경보장치 등)

방범순찰, 지역사회 감시망, 
질서유지 및 단속, 청소 및 
환경미화, 건전한 음주문화, 
업소들의 자정노력 유도 등

성폭력 범죄 급격히 
증가

CCTV, 야간조명, 사각지대 
해소(도로반사경, 경보장치 등), 
주거침입 방지 방범시스템 등

젊은 여성 밀집지역 방범순찰, 
안심귀가지원, 여성안심택배, 
범죄대처요령 및 호신장비 등

흉악범죄 및 
재산범죄에 대해 
무직자 비중 높음

- 사회복지 및 고용기회 제공을 위한 
지원대책과 병행

야간에 주로 발생 야간조명, 경보장치, 
사각·음영지대 해소 등

야간순찰, 안심귀가지원, 24시간 
영업장소를 활용한 감시 등

주말에 많이 발생 - 주말 방범 강화, 주민들의 방범상 
역할 강화 등

‘노상’(골목길 
등)에서 많이 발생

CCTV, 야간조명, 가로환경 정비, 
표지판, 사각지대 
해소(도로반사경, 경보장치 등)

골목길 방범순찰, 청소 및 
환경미화, 지역주민 및 상점·업소 
등을 활용한 감시 등

단독·다가구, 
주상혼재, 상업시설 
밀집지역에서 많이 
발생

영역성 강화, 주거·상업 분리를 
위한 완충시설·지대 등

블록단위 순찰 및 경비체계, 청소 
및 환경미화, 주민조직 및 유대망 
형성, 비주거지형 지역사회 조직 
형성, 업소들의 자정노력 유도, 
불법업소 단속 등

고밀 주거지역, 젊은 
여성 밀집지역, 
1인가구 밀집지역, 
세입자 밀집지역 
등에서 많이 발생

CCTV, 야간조명, 가로환경 정비, 
적절한 밀도관리 등

경찰인력 증강 배치, 
안심귀가지원, 지역주민 및 상점 
등을 활용한 감시, 청소 및 
환경미화 등

표 5-1 범죄발생특성과 주요 개선과제

1 2 범죄발생특성과 주요 개선과제

서울에서 생활범죄는 폭력과 절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운데 최근에

는 성폭력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범죄는 주로 야간에 많이 발생

하고, 주중보다 주말에 범죄발생빈도가 높다. 범죄는 골목길 등 노상에

서 가장 많이 발생하며, 단독다가구주택 밀집지역, 주상혼재지역, 상업

시설 밀집지역에서 많이 발생한다. 또한 거주인구 측면에서는 고밀주거

지역, 젊은 여성 밀집지역, 1인가구 밀집지역, 세입자 밀집지역 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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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범죄발생빈도가 높다. 이러한 범죄발생특성에 비추어 주요 

개선과제를 도시공간적(H/W) 대책과 행정·사회적(S/W) 대책의 측면

에서 도출해보면 표 5-1과 같다. 

2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공간적(H/W) 대책

2 1 전략적 접근방법

첫째는 시간대별 전략으로서, 범죄가 야간에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야간

조명, 경보장치, 사각·음영지대 해소, 침입방지를 위한 방범시스템 등에 

중점을 줄 필요가 있다.

둘째는 장소별 전략으로서, 범죄가 골목길을 비롯한 ‘노상’에서 많이 발

생하기 때문에 CCTV, 야간조명, 시야선 확보와 유지관리 이미지를 높

이기 위한 가로환경 정비, 표지판 설치, 사각지대 해소 등에 중점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는 지역유형별 전략으로서, 범죄가 건축용도 측면에서 원룸 밀집지

역, 단독다가구주택 밀집지역, 주상혼재지역, 상업시설 밀집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고, 거주인구 측면에서는 고밀주거지역, 젊은 여성 밀집지

역, 1인가구 밀집지역, 세입자 밀집지역 등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환경의 방범성을 높이도록 한다.

2 2 공간영역별 대책

현행 범죄예방을 위한 공간계획제도와 시책들, 범죄예방환경설계(CPT

ED) 등을 통해 보면, 주요 범죄예방전략은 용도분리, 접근통제, 감시 및 

시야선 확보, 영역성 확보, 활동성 유지, 유지 및 관리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범죄예방전략은 토지이용, 가로, 건축물, 시설물, 조경 등의 공간

영역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범죄예방전략에 따른 공간영역별 주요 

대책을 요약하면 표 5-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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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토지이용 가로 건축물 시설물 조경

용도

분리

잠재적 유해용도 
분리(허용·불허용도, 
용적률, 건폐율, 
층수·높이제한 등)
잠재적 유해용도와 
이격거리 설정

도로를 이용한 
상충적 용도 간의 
분리·이격
도로의 위계

상충적 용도 간 건물 
내 수평적· 수직적 
분리
완충용·차폐용 
공개공지

완충용·차폐용 
공공공지 배치

-

접근

통제

용도배치(상충적 
용도 사이의 
완충용도 배치) 

가로망형태(통과교통 
배제, 막다른 길, 
결절지점 등)
차량동선 및 
보행동선 정의
표지판 및 
진출입차단시설
보행시설(폭원, 
가드레일 등)

방어공간 
조성(영역의 구분 및 
순차적 전이)
출입구, 계단, 
울타리, 창호 등
경비실 및 차단시설

울타리
전용출입구
경비·안내실

완충용 녹지대 설정
식재를이용한 
담장·장애물
차폐용 공공조경

감시 
및 

시야선 
확보

잠재적 유해용도 
배치 및 집단화

가로망형태(굴곡도로, 
꺾인 도로)
가로 폭원
CCTV, 반사경, 
비상벨 등
조명

건물배치(자연적 
감시, 잠재적 
은신처·고립지대 
제거)
개방적 건물형태
창문의 크기·형태
담장 높이
조명
음영지역

주민편의·복리시설 등 
공용시설물 배치
감시초소
CCTV, 비상벨, 
경보시설 등
공중화장실 배치
조명

식재(시야선 확보를 
고려한 수종 및 
높이)

영역성 
확보

 블록의 규모·형태
 용도구성
 (비상충성)

도로사인시스템   
(표지판 등)
도로의 위계 설정 및 
명확한 경로 정의

건축물 디자인코드 
(재료, 색상, 형태 등)
안내·표지시설
울타리 등 경계부 
처리방식

시설물 
디자인코드(재료, 
색상, 형태 등)
안내·표지시설
랜드마크시설
울타리 등 경계부 
처리방식

완충 녹지대 설정

활동성 
유지

용도구성 및 
배치(활동유발시설, 
야간활동시설 등) 

가로 폭원
보행시설(폭원, 
가드레일 등)

용도배치(저층부, 
전면부)
저층부공적공간
보행통로·휴식공간
용 공개공지

주민편의·복리시설 등 
공용시설물 배치
휴식공간으로서의 
공공공지, 광장

휴식공간으로서의 
녹지, 친수공간 등 
확보

유지 
및 

관리

잠재적 유해용도 
배치 및 집단화

불법주차관리, 청소 
및 가로미화
견고한 내구성 재료 
선정
유지·관리(포장, 
부속시설물, 
노상적치물 등)

견고한 내구성 자재 
선정
유지·관리(쓰레기, 
부대시설 등)
보안설비

견고한 내구성 자재 
선정
유지·관리(쓰레기, 
부대시설 등)
보안설비

식재(생존력이 
양호하고 
수목보호를 고려한 
수종 선정)

자료：국토연구원, 2012,  「범죄의 시공간 시뮬레이션분석을 통한 안전도시 관리전략 연구」, pp121~122

표 5-2 범죄예방전략과 공간영역별 주요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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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기성시가지에서는 건축물과 시설물이 이미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

에 범죄예방대책들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데 있어 지역특성에 따라 상

당한 제약이 있을 수 있다. 범죄예방전략과 공간영역에 따라 예상되는 

적용상의 난이도를 일반화해서 개략적으로 나타내면 그림 5-2와 같다. 

그림 5-2 범죄에방전략과 공간영역에 따라 예상되는 적용상의 난이도

2 3 CCTV 등 감시·경보시설

방범용 CCTV는 사생활 침해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기성시가지 범

죄예방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첫째, 방범용 CCTV는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충하되, 설치밀도의 불균형 해소 차

원에서 접근하도록 한다. 특히, CCTV는 범죄발생밀도가 높은 반면, 재

정력이 약한 지역(예：관악구, 금천구 등)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

며, 지역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설치비용에 대해 서울시가 일정부분 자치

구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방범용 CCTV는 범죄발생 위험도, 취약인구 및 취약시설 밀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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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등을 고려해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배치 및 위치선정 방안을 마련하도

록 한다. CCTV 설치에 관한 기본적인 설치기준과 운영기준을 마련함은 

물론, 지자체, 경찰, 지역주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구를 통해 검토

하게 함으로써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도록 한다.

셋째, 노후화되거나 사양이 낮은 기존 CCTV의 성능을 단계적으로 개선

한다. 또한 범죄위험이 특히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현장과 상황실 간의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CCTV 도입도 검토한다.

넷째, 비상벨, 도로반사경 등 다양한 감시·경보장치들도 적극적으로 활

용하도록 한다. 이들 설비는 비교적 적은 비용을 통해 사각지대 해소, 위

급상황 시 대응능력 제고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5-3 경찰관서별 6대 범죄밀도와 방범용 CCTV 설치밀도 간의 관계(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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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Thiessen Polygon을 통해서 본 방범용 CCTV 설치위치와 밀도 예시

2 4 도시공간적 대책의 주요 실현방안

범죄예방을 위한 물리적 도시공간에 대한 대책은 도시계획, 시설물, 건

축 등에 관한 제도적 수단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 첫째, 기성시가지에서

는 대폭적인 도시공간 변화를 도모하기 어렵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개별

적인 시설설치 및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둘째, 보다 종합적인 대책과 주민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마을만들기’

형 환경개선사업이나 주민들의 자율적인 협정·협약에 의한 사업을 촉진

하고 공공이 이를 지원하는 방안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도시계

획상 지구단위계획을 적용하여 토지이용, 시설물, 건축물 등이 일체적

이고 종합적으로 정비되도록 하는 계획적 관리방안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현재 추진하고 있는 범죄예방디자인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되, 

범죄위험지역 유형별(원룸밀집지역, 단독·다가구 밀집지역, 주상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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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마포구 염리동 골목길(“소금길”) 환경정비사업：커뮤니티아트 및 골목텃밭 조성

지역, 상업시설밀집지역, 골목길, 학교주변, 공원 등)로 지역특성과 범

죄위험특성을 고려한 범죄예방 지침이 시행되도록 한다.

넷째, 범죄위험이 높은 저소득층 밀집지역, 세입자가구 비율과 인구이

동률이 높은 지역 등에는 자력에 의한 사설 방범시스템을 설치하는데 한

계가 있으므로 공공이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3 범죄예방을 위한 행정·사회적(S/W) 대책

3 1 전략적 접근방법

첫째는 시간대별 전략으로서, 범죄가 야간에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야간

순찰, 안심귀가지원, 24시간 영업장소(예：편의점)를 활용한 감시 등이 

중요하다. 또한 범죄는 주말에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중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방범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주말에 직장 출퇴근을 하지 않는 

지역주민들의 방범상 역할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둘째는 장소별 전략으로서, 범죄가 골목길을 비롯한 ‘노상’에서 많이 발

생하기 때문에 골목길 방범순찰, 청소 및 환경미화, 지역주민 및 상점·

업소를 활용한 감시 등을 강화하도록 한다. 

셋째는 지역유형별 전략으로서, 범죄가 건축용도 측면에서 원룸 밀집지

역, 단독다가구주택 밀집지역, 주상혼재지역, 상업시설 밀집지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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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블록단위의 순찰 및 경비, 주민조직 및 유대망 형

성, 상점·업소 등을 중심으로 한 비주거지형 지역사회 조직 형성, 업소

들의 자율적인 자정노력, 불법업소 단속 등이 중요하다. 또한 거주인구 

측면에서는 고밀주거지역, 젊은 여성 밀집지역, 1인가구 밀집지역, 세

입자 밀집지역 등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역사회 귀속의식이 약한 

이들 지역에 대하여 경찰인력 증강배치, 안심귀가지원 등 공식적인 범죄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3 2 방범순찰

경찰의 방범순찰 및 단속과 관련해서는 범죄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사회 경찰활동(community-oriented policing) 활성화를 위하여 경

찰과 주민과의 접촉, 도보순찰, 자전거순찰 등이 강화되도록 한다. 

범죄다발지역(crime hot spot)은 치안인력을 증강 배치하여 집중적인 

순찰과 단속을 실시하도록 한다. 다만, 경찰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탄력적인 경찰인력 증강배치가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별도

의 기동대 창설, 범죄다발지역들에 대한 순환배치 등의 방안을 강구하도

록 한다. 

문제지향적(problem-oriented)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경찰, 지자체, 

지역주민, 전문가 등이 상호협력을 강화하도록 한다. 이는 경찰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자체, 지역주민 등의 협력과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는 점에서도 중요한 부분이다.

지역주민의 방범순찰 및 감시와 관련해서는 지역별 자율방범대를 비롯

하여 시민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형태의 감시·순찰·보호활동을 강화하

되, 유사한 성격의 다양한 주민활동들은 중복성을 줄이고 전체적인 체계

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한다. 또한 민간 방범순찰인력의 역량 강화, 순

찰장비의 개선, 순찰일정(특히 주말방범 강화), 범죄위험도와 효율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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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한 과학적인 순찰방식 및 순찰경로 설정 등 개선방안이 마련되도록 

한다.

그림 5-6 종로경찰서는 범죄위험지역에 대해 ‘반딧불로드’로 지정하여 순찰 강화

그림 5-7 지역사회조직의 네트워크화와 운영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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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지역사회 거버넌스：주민조직 및 유대망(감시망) 형성

도시지역은 익명성, 개인화 등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범죄에 대한 취

약성이 높은 한편, 주민들에 의한 ‘비공식적인 통제’보다 경찰에 의한 

‘공식적인 통제’에 크게 의존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범죄위험

지역에서는 경찰에 의한 ‘공식적인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이것만으

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지역사회 주민조직을 활성화하고 주민들 간의 

유대망 형성을 통해 자연스런 감시망을 형성함으로써 주민들에 의한 

‘비공식적인 통제’가 강화되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동단위 이하의 네

이버후드(neighborhood) 또는 블록단위의 지역사회조직 형성, 마을

일꾼 육성, 주민 간 네트워크 형성 등을 통해 마을둘러보기 및 범죄취

약시설 파악, 방범상 개선과제 발굴, 취약환경개선 또는 개선건의 등의 

활동을 수행하도록 한다.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24시간 영업을 하는 상점, 편의점 등을 ‘마을파수

꾼’으로 활용하거나, 유흥가 음식점 등에 대하여 스스로 질서유지 또는 

자정노력을 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지역사회 차원의 범죄예방 거버넌스 형성을 위해 지역사회조직, 주민센

터, 지구대·파출소·치안센터 등 관련주체 간의 정례적인 교류 및 공조체

계가 구축되도록 한다.

그림 5-8 지역사회조직의 유대망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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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기초질서 확립과 환경미화

‘깨진 창문’ 이론(Broken Windows Theory)이나 뉴욕시 컴스텟(Com-

pstat, 범죄분석예측시스템) 사례에서는 기초질서 확립과 환경미화를 통

해 무질서를 줄이고 지역사회가 통제되고 관리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 

범죄예방을 위해 중요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불법주차, 쓰레기투기, 불법 

노상적치물, 신호위반, 낙서, 고성방가, 호객행위 등 무질서 및 경범죄 단

속을 강화하고 기초질서를 유지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보다 높일 필요가 

있다. 불법주차, 쓰레기투기, 노상적치물, 불업업소, 불법전단지 등 기초

질서 유지를 위한 단속의 많은 부분이 자치구 등 지자체의 영역에 속하는 

것들이다.

또한 깨끗하고 질서 있는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청소 및 환경미화에 주

민조직을 활용하거나, 업소들의 자율적인 자정노력을 유도하거나, 거리

예술 참여 등 주민역할을 다양화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그림 5-9 강남구 불법 선정성 전단지 근절 사례(좌：단속 전, 우：단속 후)

3 5 시민들의 범죄대응역량 강화

범죄발생 시 피해최소화를 위해서는 교육, 훈련, 홍보 등을 통한 범죄예

방 및 대처요령 숙지, 위치확인서비스, 호신용품 보급, 비상시 피신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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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안전지킴이집’ 지정·운영 등 시민들의 범죄대응역량을 강화할 필

요가 있다.

3 6 범죄정보 및 지역정보 제공

지역사회와 범죄발생위험에 대한 정보와 지식은 범죄를 예방하고 위급

상황 시 적절히 대처하는데 유용한 자원이 된다. 첫째, 경찰청이 보유하

고 있는 범죄정보와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지역정보를 결합하여 다양

한 유형의 범죄위험지도를 제작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 범죄위험지도

는 실제 발생한 범죄를 지도화한 ‘범죄발생지도’, 범죄발생 및 취약요인

에 대한 분석을 통해 범죄발생 가능성을 지도화한 ‘범죄예상지도’, 범죄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비물리적인 환경특성이나 범죄가 발생했

을 경우 긴급구조나 피신을 위한 시설(경찰서·지구대·파출소·치안센

터, 안전지킴이집 등) 등 관련정보를 지도화한 ‘범죄정보지도’ 등 다양한 

유형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지도작성을 위하여 서울시는 범죄자료의 

구득가능성, 사용자 및 용도, 공간적 해상도 및 공개수준, 표기방법, DB 

및 전산화, 자료갱신 및 품질관리, 전달매체, 참조시설지표 등 다양한 사

항들을 고려한 표준지도작성지침을 개발하여 운용하도록 한다. 

그림 5-10 범죄위험지도의 유형

둘째, 시민들에 의한 범죄위험지도 만들기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현

재 범죄위험지도 만들기는 여성가족부에서 개발·보급한 아동안전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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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표준매뉴얼에 따라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최신성 

확보와 교육적 효과를 고려하여 주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갱신하고 보완

함은 물론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 등으로 확대하거나, 

지역사회 주민, 여성 등 취약지역이나 취약인구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

이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종이지도뿐만 아니라 GIS를 이용한 디지털지

도,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지도, 스마트 정보통신기술과 커뮤니티매

핑(community mapping) 개념의 활용 등 다양한 제작방법을 모색하

도록 한다. 

그림 5-11 실제 범죄발생자료를 이용하여 지도화한 사례

그림 5-12 학교주변 범죄예방을 위한 안전지도만들기 사례(과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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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미로형 골목길 등에 대한 위치파악 지원을 위한 표지판, 안내지도 

등을 설치하여 보행자가 위치와 상황을 파악하고 유사시 어떻게 대처해

야 할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5-13 마포구 염리동 골목길(“소금길”) 안내표지판 사례

4 서울시-경찰청 협력거버넌스 구축

1) 범죄정보와 지역정보의 결합을 위한 정보공유

범죄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원인 해소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범죄

자에 대한 단속과 처벌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사회적·물리적 환경에 

대한 구조적인 대책을 포함하는 문제지향적(problem-oriented) 접근

방식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범죄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의 사회적·물리적 환경에 대한 정보도 필요하다. 현재 경찰청은 범죄정

보를 보유하고 있지만 지역사회 정보는 부족한 감이 있고, 지자체는 지

역사회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만 범죄에 대한 정보는 부족한 감이 있다. 

따라서 경찰청과 서울시가 정보공유 협조를 통해 범죄정보와 지역정보

를 결합하고 통계기법, GIS기법 등을 통해 대책을 도출한다면 보다 실효

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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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4 범죄예방을 위한 범죄정보와 지역정보의 공유

2) 문제지향적(problem-oriented) 범죄예방과 협력 

문제지향적 범죄예방이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의 근본적, 구조적 

원인을 찾아 해결하려는 접근법이며, 근본원인이란 사람들의 특성일 수

도 있고, 사회적 환경 또는 물리적 환경일 수도 있다. 문제지향적 범죄예

방을 위해서는 경찰, 지자체, 지역주민, 전문가 등의 상호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경찰인력이 부족한 현 상황에서는 경찰인력만으로 한

계가 있고, 지자체, 지역주민 등의 협력과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림 5-15 문제지향적 범죄예방을 위한 관련주체 간 상호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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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 –oriented policing) 강화

순찰차를 이용한 무작위 순찰방식이나 CCTV 모니터를 이용한 감시·단

속활동은 범죄예방에 한계가 있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이란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여 지역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심화되

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 구성원과 경찰이 함께 적극적으

로 대응하는 것을 말한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개념에서는 주민과의 직

접적인 접촉,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여와 문제해결 등

이 강조된다. 따라서 경찰의 방범순찰 및 단속과 관련해서는 범죄취약지

역을 중심으로 경찰과 주민과의 접촉, 도보순찰, 자전거순찰, 지역사회 

모임에의 참여 등을 강화하도록 한다. 

그림 5-16 서울시와 경찰청 간의 협력 및 공조를 위한 다양한 조직층위

4) 범죄다발지역(crime hot spot)에 대한 치안인력 증강 배치

범죄다발지역에 대해서는 치안인력을 증강 배치하여 집중적인 순찰과 

단속을 실시하도록 한다. 다만, 경찰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

서 탄력적인 경찰인력 증강배치가 어려우므로, 범죄다발지역을 전문적

으로 담당하는 ‘별도의 특수기동대’ 창설, 범죄다발지역들에 대한 경찰

인력 순환배치(rotation) 등의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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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깨진 창문’ 경찰활동(Broken Windows policing) 강화

강력범죄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선순위에 밀려 있는 경범죄, 기초질서 

위반행위 등 무질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도록 한다. 깨진 창문 경찰활

동 이론은 범죄통제를 위해 경찰이 무질서 행위, 낙서, 구걸, 무전취식, 

무임승차 등 비교적 경미한 법 위반에도 엄정히 법 집행을 할 것을 주문

한다. 뉴욕시는 컴스텟(Compstat, 범죄분석예측시스템)을 이용해 경

찰이 지하철에 그려진 낙서를 지우고 무임승차를 하는 승객을 단속하고 

매춘, 불량청소년의 무질서 행위 등에 대하여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

였고, 이를 통하여 뉴욕 경찰은 놀라운 범죄율 감소를 달성할 수 있었다.

한편, 불법주차, 쓰레기투기, 노상적치물, 불법 전단지 살포 등 기초질서 

위반행위의 상당부분은 지자체, 특히 자치구의 소관이기 때문에 경찰청

과 지자체의 협력 또한 중요하다.

6) 치안정책의 연속성과 지속성 확보

경찰청장이 바뀔 때마다 주요 정책이 바뀌게 되면 시작된 정책이 효과를 

보기 전에 중단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이는 비효율적이며 치안서

비스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장기적인 계획을 통한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VI 결론



서울의 범죄위험지역 분석 및 안전증진방안 연구 132

VI 결론

이 연구의 목적은 생활범죄를 중심으로 서울의 범죄발생특성을 분석하

고, 범죄위험지역들의 특성을 다각적으로 파악하여, 범죄에 보다 안전

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도시공간적 대책과 행정·사회적 대책들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생활범죄의 개념 및 이론

생활범죄란 시민들의 일상생활(거주, 통행, 여가·휴식 등)과 밀접하게 

관련하여 생활환경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편의상 지칭하는 개념이며, 강

도, 폭력, 성폭행과 같은 중범죄(felony)뿐만 아니라 소란행위, 기초질

서 위반, 불안감 조성과 같은 경범죄(misdemeanor)도 해당한다. 생활

범죄는 지역의 가로구조나 커뮤니티 특성과 관계가 있어 장소의 상황에 

따라 기회가 생기면 발생하는 기회범죄(opportunity crime)의 특성이 

강하다. 범죄유형으로는 강력·폭력범죄, 성폭력범죄, 재산범죄, 경범죄 

등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이 살인, 강도, 강간, 폭행 등 폭력적 범죄를 저지르거나 절도와 같

은 재산범죄를 저지르는 원인에 대한 범죄학자들의 설명은 다양하다. 고

전주의적인 이론은 범죄를 인간의 합리적인 선택의 결과로 보고, 심리학

적 생물학적 입장의 학자들은 인간의 특성과 성격에서, 사회학 및 사회

심리학자들은 부적절한 사회화와 교육, 폭력적인 하위문화, 사회구조적 

문제 등에서 원인을 찾는다.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적 요인이나 기회구조의 측면에 주목하여 공

간환경을 적절히 조성하거나 제어함으로써 범죄를 억지하고자 하는 접

근방법으로 대표적인 것이 방어공간(Defensible Space) 모형과 범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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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환경설계(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모형이다. 이 두 가지 접근방법은 서로 긴밀하게 연계되어 확대 

발전하였으며, 오늘날의 CPTED 모형은 방어공간 개념을 포함하는 포

괄적인 범죄예방 공간모형으로 발전하였다.

일반적인 범죄발생 특성

서울에서 생활범죄는 폭력과 절도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는 폭력과 절

도를 줄이기 위한 대책들, 예컨대, 순찰 및 질서유지, CCTV 설치, 건전

한 음주문화를 유지하기 위한 유흥가지역 관리, 업소들의 자정노력 유

도, 주거침입 방지를 위한 방범시스템(방범창, 잠금장치, 경보장치 등) 

구축 등에 주력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강간, 성추행 등 성폭력 범죄는 생활범죄 중 가장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범죄유형이다. 이는 젊은 여성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방범순찰, 밤길안

전 및 귀가지원, 조명관리, 주거침입방지를 위한 방범시스템 등이 강화

되어야 함을 암시한다.

범죄자의 직업은 전반적으로 피고용자(회사원 등 직장인), 무직자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특히 살인, 강도, 방화, 절도 등 흉악범죄나 재산

범죄에 대해서는 무직자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범죄와 경제적 상

황이 밀접하게 관련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또한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

는 사회복지, 고용기회 제공 등의 정책이 병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범죄발생장소는 전반적으로 ‘노상’, 즉 소로나 골목길 등 공공장소가 많

아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옥외 가로환경의 관리와 정비(CCTV, 조명, 표

지판, 청소 및 환경미화, 사각지대 개선, 효율적인 방범순찰 등)가 중요

함을 시사한다.

범죄발생 시간대는 야간시간대가 가장 많아 야간조명, 경보장치 등을 비

롯하여 야간시간대 순찰, 안전귀가지원 등이 강화되어야 함을 암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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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발생 요일은 토요일, 일요일, 금요일 순으로 나타나 범죄예방을 위

해서는 주중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순찰과 관리가 강화되고 지역주민들

의 방범상 역할이 강화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범죄발생과 지역특성 간의 관계

서울의 31개 경찰서 관할지역을 단위로 하여 6대 범죄(살인, 강도, 성폭

력, 폭력, 절도, 방화) 발생과 지역특성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범죄유

형에 따라 지역특성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가구 측면에서는 

거주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서 6대 범죄 전체, 폭력, 절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과밀억제를 비롯한 적절한 밀도관리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성폭력 범죄가 많은 지역은 주로 15~34세 연령층의 젊은 여성인구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최근 급증하는 성폭력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젊

은 여성인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대책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토지이용 측면에서는 단독·다가구주택 밀집지역, 주거상업 혼재지역, 

상업업무밀집지역, 유흥·숙박시설 밀집지역 등에서 6대 범죄 전체를 비

롯하여 폭력, 절도 등이 많이 발생한다. 따라서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이

들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자율방범활동, 블록단위 방범순찰 및 경비체

계, 영역성 확보(표지판, 랜드마크시설 등), 지역사회 조직 육성 및 유대

망 형성, 불법업소 단속, 업소들의 자발적인 자정노력 유도, 청소 및 환

경미화 등이 강화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폭력은 소로·골목길이 많은 지역에서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좁은 골

목길에서의 방범대책도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지역의 유동인구 정도는 폭력범죄에 대해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적절한 보행량을 확보하는 것이 범죄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의 경제적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인 주택(아파트)가격수준은 6대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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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전체, 폭력, 절도 등과 음(-)의 관계를 보이고 있어, 범죄가 지역의 경

제적 수준, 즉 빈곤과 관련이 있음을 말해준다. 따라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과 경제적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회경제정책은 범죄를 줄이는 데

에도 기여할 것임을 파악할 수 있다.

범죄취약지역으로서 치안강화구역과 유해업소 밀집지역의 특성

경찰청이 범죄취약지역으로 관리하는 서민보호치안강화구역과 「청소

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 통행제한·금지구역 및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

지역을 분석한 결과, 이들 지역은 대체로 거주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이어

서 혼잡완화를 위한 적절한 밀도관리가 중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15~34세 젊은 여성인구, 1인가구 등의 비중이 높아, 범죄예방을 

위해 젊은 여성 밀집지역과 1인가구 밀집지역에 대한 각별한 관리가 필

요함을 의미한다.

아울러 자가점유가구의 비중이 낮고 인구이동률이 높은 특징이 있어 세

입자 가구가 많고 이른바 ‘뜨내기’가 많은 지역에 대해 각별한 관리가 필

요함을 암시한다. 

토지이용에서는 단독·다가구주택, 주거·상업혼재지, 상업시설 등의 비

중이 높아 이들 지역에 대한 방범대책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치안강화구역은 소로·골목길의 비중이 높아 가로환경에 대한 관리와 정

비가 중요하고, 유해업소 밀집지역은 유흥·숙박시설의 비중이 높아 폭

력, 성폭력 등에 대한 관리가 중요함을 의미한다.

군집분석을 통해 보면, 치안강화구역과 유해업소 밀집지역 내에서도 유

형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치안강화구역은 크게 ‘저소득 주거지형’, ‘주

거·상업 혼합형’, ‘구도심형’으로 구분되었고, 유해업소 밀집지역은, ‘주

상혼재형’, ‘중심가형’, ‘구도심형’으로 구분되었다. 이는 범죄취약지역 

유형별로 차별화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함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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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사례지역을 선정하여 현장조사를 통해 본 바에 따르면, 도로폭이 

협소하고 구불구불하여 시야확보가 불량한 지역들이 존재하여 단기적

으로 도로반사경과 같은 설비를 설치하거나 장기적으로는 가로환경에 

대한 큰 폭의 정비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방범용 CCTV는 설치재원의 한계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고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이미 설치된 CCTV는 교차로 등을 중심으

로 효율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편이다. 따라서 CCTV는 앞으로 범죄위험

이 높은 사각지대, 사설 CCTV나 보안시스템을 갖추기 어려운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확충하되 지역특성을 상세하게 분석하여 과학

적이고 섬세한 위치선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불법주차, 노상적치물, 무질서한 전선 및 통신선 등을 흔히 볼 수 

있어 불법행위 단속, 환경정비 및 미화 등을 통해 지역이 관리되고 있음

을 나타내는 것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아울러 가로등이 부족하거나 조도가 충분치 않아 어둡고 음영지대가 발

생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주택가 야간조명 확보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야 하며, 유흥시설, 모텔 등이 인접하여 있는 주택가 보호를 위해서는 단

기 및 장기적인 차원에서 다양한 아이디어와 환경정비가 필요함을 암시

한다. 

현행 범죄예방 관련시책

최근 서울시는 방범용 CCTV 및 비상벨 설치, 여성안전종합대책, 범죄

예방환경설계(CPTED), 지하철 여성안전대책, 마을안전망사업 및 안전

마을사업 등 범죄예방을 위한 대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찰청, 시민

단체 등과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민간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의 범죄예방활동은 대부분 지자체 또는 경

찰청과의 연계와 지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자율방범대의 방범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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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구대·파출소·치안센터 등의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다. 어린이·청소

년 안전을 위한 활동들이 많은데, 학교와 통학로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보안관, 배움터지킴이, 워킹스쿨버스(Walking School Bus), 

아동안전지킴이집, 아동안전수호천사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 정부는 국민들의 생활안전을 위하여 이른바 ‘4대악’(성폭력, 학교

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근절을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감축목표관리

제, 범죄위험지역 및 생활안전지도 정보제공, 시민참여 등 안전종합대

책을 추진 중이다.

안전행정부는 안전분야 총괄기관으로서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

는데, ‘4대악’ 근절을 위한 시책들뿐만 아니라, 2013년부터 읍·면·동 단

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의 일환으로 ‘안심마을’ 시범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그동안 주취폭력(주폭) 척결을 위한 엄정한 법집행

을 하였고, 공원안전 확보, 성폭력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아

동여성보호 1319 수사팀, 인권보호 One-Stop센터, 지하철수사대, 아

동안전지킴이집, 아동안전수호천사, 가정폭력 전담 경찰관 등을 운영

해왔으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117 학교폭력 One-Stop센터, 학교

전담경찰관 등을 추진해왔다. 또한 서울시 전역에 걸쳐 서민보호치안강

화구역 160개소를 지정하여 순찰을 강화하였고, 2013년에는 ‘성폭력 

특별관리구역’ 600개소를 성폭력범죄 위험이 높은 다세대·다가구·원

룸지역, 공원, 아파트, 골목길, 재개발·재건축지역, 유흥가 등을 대상으

로 지정하여 특별 관리하고 있다. 

기성시가지 범죄위험지역 안전증진방안：도시공간적(H/W) 대책

범죄위험지역의 범죄예방을 위한 대책은 크게 물리적(H/W) 혹은 도시

공간적 대책과 비물리적(S/W) 혹은 행정·사회적 대책으로 구분할 수 있



서울의 범죄위험지역 분석 및 안전증진방안 연구 138

다. 도시공간적 대책은 범죄예방을 위한 토지이용, 가로, 건축물, 시설

물, 조경 등 물리적 도시환경에 대한 대책으로서 대부분 지자체의 영역

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행정·사회적 대책은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감

시, 질서유지, 환경미화, 시민들의 범죄대응역량 강화, 정보제공, 지역

사회조직 및 유대망 형성 등을 위한 대책과 활동으로서 경찰, 지자체, 시

민 등이 대책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다. 이 연구는 서울에

서의 일반적인 범죄발생특성과 주요 개선과제를 도시공간적 대책과 행

정·사회적 대책의 측면에서 도출하였다. 

현행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공간적 대책은 용도분리, 접근통제, 감시 및 

시야선 확보, 영역성 확보, 활동성 유지, 유지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토지

이용, 가로, 건축물, 시설물, 조경 등의 공간영역에 대해 적용하는데, 이 

연구는 범죄예방전략에 따른 공간영역별 주요 대책을 정리하고, 예상되

는 적용상의 난이도를 제시하였다.

방범용 CCTV는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충하되, 설치밀도

의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접근하고, 특히, 범죄발생밀도가 높은 반면, 재

정력이 약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며, 지역불균형 해소 차원

에서 일정부분 서울시의 자치구 지원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또한 범죄

발생 위험도, 취약인구 및 취약시설 밀집정도 등을 고려한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배치 및 위치선정 방안 마련, 노후화되거나 사양이 낮은 기존 

CCTV의 성능 개선, 비상벨, 도로반사경 등 다양한 감시·경보장치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사각지대 해소 등을 제안하였다.

기성시가지 범죄위험지역 안전증진방안：행정·사회적(S/W) 대책

방범순찰은 경찰의 범죄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경찰활동 

(community-oriented policing) 강화, 범죄다발지역(crime hot  

spot)에 대한 치안인력을 증강 배치, 문제지향적(problem-ori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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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을 위한 경찰, 지자체, 지역주민, 전문가 등의 협력 강화 등

을 제안하였다. 지역주민의 방범순찰 및 감시와 관련해서는 지역별 

자율방범대를 비롯한 시민들의 감시·순찰·보호활동 강화, 유사한 성

격의 다양한 주민방범활동들의 체계화와 효율화, 방범순찰인력의 역

량 강화, 순찰장비의 개선, 순찰일정, 범죄위험도와 효율성을 고려한 

과학적인 순찰방식 및 순찰경로 설정 등 개선사항을 제시하였다.

주민조직 및 유대망(감시망) 형성은 범죄위험지역에 대한 경찰에 의한 ‘공

식적인 통제’ 강화와 함께 주민조직 및 유대망(안전망) 형성을 통한 ‘비공

식적인 통제’ 강화를 제안하였다. 또한 동단위 이하의 네이버후드(neigh-

borhood) 또는 블록단위의 지역사회조직 형성, 지역주민, 상점, 편의점 

등을 활용한 ‘마을파수꾼’, 지역사회 차원의 범죄예방 거버넌스 형성을 위

한 지역사회조직, 주민센터, 지구대·파출소·치안센터 등 관련주체 간의 

정례적인 교류 및 공조체계를 구축 등을 권고하였다.

기초질서 확립 및 환경미화와 관련해서는 무질서 및 경범죄 단속을 강

화하고 기초질서를 유지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보다 높이는 한편, 깨끗

하고 질서 있는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지역주민 등의 역할 강화도 제안

하였다.

시민들의 범죄대응역량 강화에 대해서는 교육, 훈련, 홍보, 위치확인서비

스, 호신용품 보급, 비상시 피신할 수 있는 ‘안전지킴이집’ 지정·운영 등을 

조언하였다.

범죄정보 및 지역정보는 범죄위험지도 작성·보급, 범죄위험지도만들기 

등을 제시하였다.

서울시-경찰청 협력거버넌스 구축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서울시, 경찰청, 시민 등 다양한 관련주체 간의 협

력이 중요한데, 서울시와 경찰청의 협력방안으로는 범죄정보와 지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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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의 결합을 위한 정보공유, 문제지향적(problem-oriented) 범죄예

방 및 협력,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 –oriented policing) 강

화, 범죄다발지역(crime hot spot)에 대한 치안인력 증강 배치, ‘깨진 

창문’ 경찰활동(Broken Windows policing) 강화, 치안정책의 연속성

과 지속성 확보 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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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zing Crime-prone Areas and Improving the Safety in Seoul

Sangyoung Shin·Kwonjoong Choh·Hyunseok Jang·Hyeryung Kim

Violent crimes have become a hot issue as crimes such as homicide, sexual 

assault, and crime against children occur frequently recently. In Seoul, five 

violent crimes(murder, robbery, rape, violence, burglary) have steadily increased 

since 2006. Seoul is particularly vulnerable to crimes as a heavily populated 

urban a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daily-life crimes 

and crime-prone areas in Seoul and suggest policy and measures for crime 

prevention.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crime-prone areas, this study 

suggests two types of crime prevention measures; urban spatial measures 

focusing on urban physical built environments, and social and administrative 

measures focusing on crime prevention activities of police, local governments, 

and citizen.

The contents of the study are as the next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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