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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10) 근린공원 범죄예방설계디자인(CPTED) 적용이 안전도 및 공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채예지 ․ 강보림 ․ 고정석 ․ 양창섭 ․ 장은혜 ․ 정다운 ․ 최원준1) ․ 김정호2) ․ 윤용한2)

건국대학교 녹색기술융합학과, 1)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녹색기술융합학과, 
2)건국대학교 친환경과학부 녹색환경시스템전공

1. 서론

도심지 공원은 자연적, 사회적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이용률 증가와 동시에 인구 밀집으로 인한 공원 내 

범죄가 증가하며, 사회적 관심 공간이 되고 있다. 이에 공원 내 범죄 및 불안감 해소와 안정감 증진을 위해 

범죄 예방 환경 디자인(CPTED)적용 및 이에 대한 연구가 다수 진행되고 있다. 공원 내 CPTED 적용에 관

한 연구는 공원 내 시설물 개선 및 디자인 요소, 평가 항목 및 지표 개발과 같은 시설물 중심의 연구가 다

수 진행되었으나(김태완 외, 2012; 손지현 외, 2015; 정철우와 이종현2017), CPTED 기법에 근거한 평가지

표 및 이용객 평가와 같은 실증연구 및 관계분석 연구는 다소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원의 CPTED 적용 및 안전만족도, 공원 만족도에 대한 설문을 진행하여 CPTED 

기법에 근거한 시설물 평가 및 공원 만족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된 결과를 토대로 공원 내 CPTED 
적용이 안전도 및 공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실질적으로 CPTED 적용에 있어 공원에 필요한 

결과를 도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근린공원 이용만족도가 시설물 안전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위해 충주시와 서울특별시의 근린공원을 각

각 2곳, 총 4곳으로 서울시의 경우 서울숲과 양재 시민의 숲, 충주시의 경우 호암지 공원과, 금릉소공원을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분석을 위한 이용자 평가는 2019년 7월부터 8월까지 총 21회 진행하였다. 시설물 평

가는 범죄예방환경디자인(CPTED) 원리를 바탕으로 리커트 척도로 실행하였으며, 안전만족도 및 전반적 만

족도에 대한 CPTED 상관분석을 통해 안전만족도 및 이용만족도가 시설물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위해 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대도시 및 중소도시의 근린공원 이용만족도의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여성대비 남성이 시설물 안전성이 좋

다고 응답하였으며, 충주시에서 남 ․ 여간 차이가 더욱 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령대별 차이는 두 도시 모

두 10대, 20대, 70대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30대와 40대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안전만족도와 

시설물 및 공원 전반 만족도의 관계분석 결과 서울시의 경우 위생시설과 주차공간에서 안전만족도와 상관

성이 입증되지 않았으나 그 외 모든 시설물 유형에서 상관관계가 입증되었고, 공원 만족도의 경우 모든 항

목에서 유의성이 입증되었다. 반면 충주시의 경우 시설물과 공원 만족도에서 모두 상관성이 입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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