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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or improving social safety, It is important to build Web DB of criminal prevention and open to the public. It could be help to

mitigate social damage of crimes and accidents. In this study, the main goal is to analyze and apply the applicable contents from

user demands studies and case studies for a domestic life safety Web DB. For this study 31 cases of international life safety Web

DB were collected and analyzed. Customer participation style of Web service was reviewed. And demand survey for crime weak-

ness group like students, and young women was examined. As a results people needed to know the un-safety area in their usual

life and their ways; school to home, work to home. While creating the Web DB for domestic life safety, user content according to

different economic status and publicity for Web DB proved to be important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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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사회적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범죄예방을 위한 Web DB의 구축을 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개방하여 범죄로 부터의 위험성

을 경감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궁극적 목적은 지역사회의 생활안전 웹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사용자 요구를 조사하는 것

이다. 이를 위해서 31개의 외국 생활안전 웹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하였으며 사용자 참여 스타일의 웹 서비스를 검토하였다. 그

리고 어린이와 여성과 같은 범죄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로 일상적인 생활 및 통학, 통근 경로의

위험지역을 추출하였다. 지역사회의 생활안전 웹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사용자의 요구는 경제적 상황 및 공공성

관계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핵심용어 : 범죄, 안전, 안전지도, 웹서비스, 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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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대도시의 사회적 문제로 대표적인 것은 팽창과 밀집화로

발생하는 범죄율 증가를 꼽을 수 있다. 범죄율 증가는 도시

내 삶의 질 저하를 초래하며 도시 슬럼화, 주거만족도의 저

하 등 많은 문제점을 수반한다. 범죄발생률 증가에 따라 사

회적 관심이 안전에 대한 관심 증가로 생활안전정보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도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 및 청소년범

죄, 노인범죄, 여성범죄 등 범죄취약계층에 대한 범죄발생 뿐

만 아니라 다문화권 이주자와 관련된 범죄발생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최근 선진국에서는 범죄예방을 위하여

Web DB를 이용한 범죄유형 및 위험지역에 대한 정보를 제

공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는 방안이 도입되고 있다. 본 연구

는 국내·외 생활안전 Web DB의 사례를 조사하여 국내 도

입 가능한 콘텐츠 분석과 범죄취약계층 요구도와 선호 콘텐

츠를 조사하여 생활안전 Web DB도입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에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국내·외 생활안전 웹사이트 사이트

의 특징 및 서비스 동향을 분석하고 생활안전 웹사이트 서비

스를 제공하는 미국, 영국, 일본의 웹사이트의 운영실태 및

콘텐츠 내용을 비교분석하였다. 그리고 생활안전 웹사이트 구

축을 위한 예비설문조사 실시한 후 설문내용을 보완하여 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범위는 내용적 범위와 공간적 범위로 구분하여, 내용적

범위를 효과적으로 축소하기 위하여 피응답자를 범죄 취약계

층인 중 초·중·고등학생과 여성으로 한정하고 생활안전 의

식조사 및 생활안전 웹사이트의 구축과 콘텐츠 선호도에 대

한 내용으로 설문조사 하였다. 공간적 범위는 거주지역 인근

과 학생의 통학권으로 공간적 범위를 제한하고 세부 범위로

**고려대학교 건축공학과 박사과정 (E-mail : limdonghyun@korea.ac.kr)

**정회원·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교신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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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에 따라 아파트 거주지역, 아파트+다세대·다가구 지

역, 단독주택+다세대·다가구지역으로 구분되는 통학권을 중

심으로 3가지 유형의 특징을 갖고 있는 구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 도시생활 안전 웹사이트 사례조사 및 분석

2.1. 관리기관에 따른 분류

해외사례 분석을 위하여 미국 16개, 영국 4개, 일본 11개

등 총 31개 사이트의 자료를 수집하여 사례를 분석하였다. 생

활안전 웹사이트 관리 주체로는 정부와 민간의 경우가 모두

있으며, 미국의 경우 통학로를 중심으로 통학안전 웹사이트 등

일부 민간 Data Base가 있으나, 대부분 경찰청 및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본의 경우 초등학교·중

학교 홈페이지와 연결되어 운영주체는 학교이며 자료제공은

학생이 담당하는 형태로 구축되어 있으며, 통학권을 지리적 영

역으로 한정하고 있다. 교통 안전맵은 등교 시 발생하는 범

죄, 교통사고, 수해(水害) 등의 재해를 전국 초등학교 홈페이

지에서 링크되어 학생이 직접 맵핑하여 작성할 수 있다.

2.2. 이용 대상에 따른 분류

미국과 영국은 통계자료, 위험요소, 사건사고의 발생장소 및

사고유형을 특정대상이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

다. 일본의 경우 서비스이용 대상을 초등학생 및 범죄취약계

층에 초점을 맞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용

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범죄취약계층에 대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국가로 일

본 7개, 미국은 1개 이며, 영국은 일반인만을 대상으로 서비

스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건축계획 및 방범안전 관

련 종사자를 위한 시설물 설치가이드라인·CPTED디자인 가

이드라인 이용자를 위한 전문가를 위한 Web DB의 콘텐츠는

미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3. 콘텐츠에 따른 분류

2.3.1. 범죄유형에 따른 콘텐츠

안전맵 콘텐츠별로 살펴보면 범죄, 교통, 교통+범죄유형으

로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미국과 영국은 범죄중심으로 안전맵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

으로 분석되었으며, 미국의 경우 고속도로 범죄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범죄, 교통,

범죄+교통을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며, 범죄자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보다 캐릭터를 이용하여 우범지대를 안내하는 형태

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2.3.2 정보제공에 따른 콘텐츠

안전맵은 서비스 구현방법에 따라 맵핑(Mapping), 통계, 안

전맵 교육 유형으로 3가지 유형 분류된다.

맵핑 유형은 관리자 또는 이용자가 맵에 표시하는 형태로

정보가 제공되며, 범죄위치와 유형 장소의 정보뿐만 아니라

같은 장소에서의 유사 혹은 모방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장점

이 있다.

통계형은 지역별로 국가, 지방, 지역에 관한 통계적 자료를

다운받아 볼 수 있고, 행정구역 단위별 범죄 현황을 색채를

이용하여 우범지역과 안전지역을 구분하기 쉽게 구성되어 있

다(표 4). 이러한 행정구역 단위의 서비스 제공은 Saville &

Cleveland이 “2nd generation CPTED”에서 언급한 지역사회의

결속력(Social cohesion)의 강화 그리고 Zelinka & Brennnan이

“Safescape”에서 강조한 근린사회의 상호교류(Socialization

and Interaction)는 7원칙 중의 하나이다.

안전맵 교육형 콘텐츠는 일본에서 서비스하고 있고 서비스

대상으로는 학생, 교육자, 학부모, 관계공무원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교육내용은 Web DB를 이용한 안전맵 만들기,

위험지역 돌아가기, 범죄상황 시 대처방안과 자연재해등을

uploading 교육하고 있으며, 특히 안전맵 교육은 오프라인에

서 실제 안전맵을 제작하도록 교육하고, 매뉴얼을 제공하여

학교나 관공서에서 지역에 대한 안전맵을 작성하는데, 그 목

적을 두고 있다. 맵핑 유형은 정확한 범행 위치와 범죄현황

및 수법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통계형은 행정구역의 범죄발

생을 통계적 수치로 지역의 정보를 포함하여 포괄적인 자료

를 제공할 뿐 구체적인 범죄 정보는 제공하고 있지 않다. 

3. 범죄취약계층 이용자 요구도 및 조사·분석

3.1. 일반사항

범죄취약계층 이용자 요구를 조사하기 위해 초등학생, 중학그림 2. 각국의 안전맵 사례(미국, 영국, 일본)

그림 1.학교에서 제작한 안전맵 사례(일본) 그림 2. 각국의 안전맵

사례(미국, 영국,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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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고등학생 및 초등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

시하였다. 예비설문조사는 범죄취약계층인 초등학생, 학부모,

20대 미혼 여성을 대상으로 2008년 11월 24일부터 12월 1

일까지 250부를 설문지를 배포하여 어린이 68명, 학부모 28

명, 일반인 85명 등 총 181명의 응답을 회수 하였다. 

응답자의 연령층을 분석하면 어린이 평균나이는 10.9세, 학

부모 40.1세, 일반인 29.6세의 피응답자들이 응답하였으며,

학부모와 일반인의 의식차이는 매우 근소한 것으로 예비설문

결과 조사되었다. 

조사대상의 연령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예비설문결과 8세 초

등학교 1학년의 경우 어휘의 수준이 낮고 설문응답에 어려움

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조사의 범위로 범죄취약계층 중 어린이 및 중·고등학

생과 초등학생의 학무모를 피응답자로 선정하였다. 설문조사

기간은 2008년 12월 10~19일까지 9일간 2800부를 서울시

노원구 A초등학교, B초등학교, 중랑구 묵동 C초등학교, D중

학교, E고등학교에 초등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3학년을 제외

한 각 학년별로 3개 학급에 배포하고 2800부를 배포하여 유

효부수 2186부를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Spss 15.0ver을 이

용하여 기술통계, 분산분석, 교차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대상 주거유형별로 A초등학교는 아파트가 학교주

변을 에워싸고 있는 입지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B초등학교는

아파트+다세대·다가구, 단독이 혼재되어 있다. C초등학교는

단독주택+다세대·다가구 중심의 거주유형이 많은 지역을 선

정하였으며, D중학교와 E고등학교는 남녀공학으로 아파트+다

세대·다가구가 혼재되어 있는 지역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

였다.

조사 항목으로 귀가시간, 홈페이지 및 블로그 이용 경험,

웹사이트 이용목적, 생활안전 웹사이트 방문여부, 거주 지역

주변 범죄로부터 위험한 장소,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장소, 거주지역내 범죄 소식을 얻는 경로, 생활안전에 대한

현재 만족도를 리커드 5점 척도와 학생들이 느끼는 위험한

장소와 무서운 장소 등을 우선순위 문항으로 질문하였다.

3.2. 생활권내 범죄 위험장소

일상생활권내 범죄로부터 위험한 장소를 묻는 항목에 전체

조사대상은 가장 위험한 장소로 골목길(43.3%)을 꼽았으며,

차순으로 놀이터 및 공원(27.4%)을 선택한 것으로 조사되었

다.

그러나 학부모는 가장 위험한 장소로 놀이터 및 공원

(38.7%)을 꼽았으나, 학생들은 주택가 골목길(21.5%)이 가장

위험한 장소로 선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 설문조사 대상학교

구 분 A. 초등학교 B. 초등학교 C. 초등학교 D. 중학교 E. 고등학교

위 치 노원구 섬밭길 144 노원구 공릉 1길 8 중랑구 묵동 노원구 공릉2동 481 중랑구 묵1동 6 

지 도

사례
지역
현황
사진

 

    

정문 앞 상가 및 아파트 정문에 접한 간선도로 정문 간선도로에 접한 정문 정문 앞 주택 및 도로 

    

후문에 접한 공원 공사 중인 후문 후문 주택가 필로티 후문에 접한 간선도로 후문

    

인근주택가 간선도로 인근주택가 인근주택가 골목 통학로 상가 및 주택 인근 주택가 

통학권
주거
특징

·통학권 대부분 아파트
지역, 정문앞 4차선간선
도로면 함, 후문 아파트 
단지내 면함

·통학권 아파트+다세
대·다가구 , 정문 인접 
토로 버스 운행 않함, 
후문지역은 상가

·통학권 다세대·다가구
+주택 밀집지역, 정문앞 
4차선 간선도로, 후문 골
목길 

·통학권 아파트+다세
대·다가구지역, 학교
밀집지역, 정문앞 버스
운행, 후문 주로 자동차 
이용

·통학권 아파트+다세
대·다가구지역, 정문 
1차선 일방통행로 버스
운행, 인근공터많음, 후
문 6차선 간선도로 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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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권역별 거주형태에 별로는 A, B, D, E학교의 통학권

역에서도 가장 위험한 장소로 주택가 골목길을 40% 이상 응

답하여 1순위로 꼽았으며, 다음 차 순으로 놀이터 및 공원을

아파트 지역 A학교는 23.4%의 응답을 보였고, B·D·E학

교는 아파트 및 다가구·다세대지역에서는 31.5%의 응답을

보여 통학권역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아파트는 엘리베이터가 위험한 공간으로 10%이상의

응답을 보였고,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는 피응답자도 엘리베이

터가 위험한 공간으로 선택하였다. 이는 최근에 어린이 관련

범죄가 엘리베이터 동승자에 의한 범죄발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2).

3.3. 생활안전의식 조사 

생활안전의식을 조사하기 위해 생활안전관련 사이트의 방문

경험유무, 접속 사이트명, 방문경험이 없는 이유와 가장 필요

한 생활안전 콘텐츠에 대한 우선순위 항목을 조사 하였다.

생활안전 웹사이트의 접속경험 유·무는 일상생활 중 생활

안전에 대한 관심으로 20대 미혼여성은 접속경험이 전무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학무모(8.2%), 학생(7.6%)만이 생활안

전 웹사이트의 접속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생활안전 웹사이트 접속경험이 없는 이유로 웹사이트 홍보

부족에 학부모(80.1%), 학생(55.6%), 20대 미혼여성(42.%)로

1순위로 응답하여 생활안전 사이트의 홍보가 부족했던 것으

로 분석되었고, 피응답자들은 대부분 “검색 경험이 없다”에

응답하여 생활안전에 대한 정보를 능동적 검색 경험이 피응

답자들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3). 특히 20대 여성들과

학생들은 안전에 관심없음에 31.5%, 21.1%가 응답하여 생활

안전에 대한 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생활안전 웹사이트 구축에 필요한 콘텐츠 우선순위1~3순위

까지 선택하는 문항에 피응답자들은 1순위에 범죄발생시 대

처방법에 미혼여성(27.7%), 학무모(24.3%), 학생(24.0%)순으

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으며, 2순위는 범죄예방방법 학생

(19.0%), 학부모(18.4%), 미혼여성(17.0%)순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3순위는 범죄예방교육에 미혼여성(18.9%), 학부모

(18.2%), 학생(17.3%)순으로 응답하였으며, 2순위와 매우 근

소한 차이로 응답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생활안전 사이트에 접속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전체 2186명

에서 153명(7%)으로 생활안전사이트 접속경험이 매우 적은

표 2. 생활권내 위험한 장소 N(1947)

구 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학부모 학생1) 전 체

놀이터 
및 공원

빈도 140 62 48 283 250 533

% 21.5 21.0 17.7 38.7 20.6 27.4 

상 업
건 물

빈도 12 9 7 25 28 53

% 1.8 3.1 2.6 3.4 2.3 2.7 

단지내 인도
빈도 18 22 15 7 55 62

% 2.8 7.5 5.5 1.0 4.5 3.2 

주택가골목길
빈도 288 133 147 275 568 843

% 44.3 45.1 54.2 37.6 46.7 43.3 

주차장
빈도 68 25 21 70 114 184

% 10.5 8.5 7.7 9.6 9.4 9.5 

엘리
베이터

빈도 114 35 25 62 174 236

% 17.5 11.9 9.2 8.5 14.3 12.1 

무응답
빈도 10 9 8 9 27 36

% 1.5 3.1 3.0 1.2 2.2 1.8 

전 체
빈도 650 295 271 731 1216 1947

% 100 100 100 100 100 100 

χ
2 139.36*** 99.22***

표 3. 생활안전 웹사이트 접속경험 N(2186)

구 분 학부모
20대 미혼
여성

학생 전 체 χ
2

있 다
빈도 60 0 93 153

18.569***

% (8.0) ( .0) (7.6) (7.0)

있 다
빈도 676 219 1138 2033

% (91.8) (100.0) (92.4) (93.0)

전체
빈도 736 219 1231 2186

% (33.7) (10.0) (56.3) (100.0)

1)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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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내 생활안전 사이트 중 접속경험이 있

는 사이트는 꿈나무 안전세상(21.1%), 사이버안전스쿨

(20.6%), 한국생활안전연합(17.8%), 어린이 안전넷(10.6%),

꼬마 안전짱(10.0%), U-수호천사(8.3%), 조심닷컴(7.8%), 기

타(3.9%) 순으로 조사되었다.

3.4 생활안전 요소분석

생활권내 안전에 대한 영향정도를 규명하기 위하여 생활권

내 범죄발생소식을 알고 있는 정도, 생활권내 범죄 발생소식

알(知)권리, 범죄예방시설 설치, 등하교 및 출·퇴근시 안전,

놀이터 및 공원주변 안전, 집주변 위험장소, 생활권 범죄 및

사고발생빈도, 핸드폰 사용을 통한 위급상황 도움요청을 1976

명의 피응답자 중 유효한 1953명의 응답을 평균값 비교와

범주형회귀(Categorical Regression) 분석을 통하여 피응답자

들이 생활권내에서의 범죄에 대한 안전 의식 중 가장 중요하

게 생각하고 있는 요소와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회귀식의 설명력은 결정계수로 표현되며 R2값이

0.49로 회귀식에 대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으며, 9세에서 19세

의 학생들과 학부모의 생활안전에 대한 요소 중 “Relative

Importance2)”로 피응답자들이 생활권내에서 생활안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를 확인하였다.

위의 표 8을 보면 sig값을 보면 A1~A9까지 9개 항목 중

A3를 제외하고 모두 0.001 이내에서 유의한 통계수준을 보이

고 있으며, A3는 0.05 이내에서 유의한 수준을 보이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A2, A4, A8는 표준화계수가 음(-)의 값으로 범죄 소식을

알고 있는 정도, 범죄예방을 위한 시설물 설치 의향, 생활권

내 범죄 및 사고발생 빈도의 값이(-)로 A2, A3, A7의 값이

커질수록 일상생활권이 안전하지 못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A1, A3, A5, A6, A7, A9의 표준화 계수 Beta값이

(+)의 값으로 커지면 일상생활권이 안전하다고 피응답자들은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피응답자들의 ‘허용

치(Tolerance)’를 살펴보면 A3, A5, A6의 허용치 값이 다른

변수들 보다 응답에 차이를 많이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5).

범주형 회귀분석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각 변수들의 ‘중

요도(Importance)3)’는 설명 변수간 다중공선성에 대한 지표

‘허용치(Tolerance)’의 분석결과 생활권내 생활안전에 가장 중

표 4. 생활안전사이트 경험없는 이유 N(2020)

구 분 학부모
20대 미혼
여성

학생 전 체

웹사이트 
홍보부족

빈도 527 92 635 1254

% (80.1) (42.0) (55.6) (62.1) 

나는 범죄에 
안전

빈도 36 29 147 212

% (5.5) (13.2) (12.9) (10.5) 

안전에 
관심 없음

빈도 49 69 241 359

 % (7.4) (31.5) (21.1) (17.8) 

기 타
빈도 46 29 120 195

% (7.0) (13.2) (10.5) (9.7) 

전 체
빈도 658 219 1143 2020

 % (32.6) (10.8) (56.6) (100.0) 

χ
2 158.30***

표 5. 생활안전 범주형회귀분석 N(2186)

구분
상관계수

중요도
허용치 표준화계수 잔차 F 

0차-상관계수 변경 후 변경 전 Beta Beta 표준오차

(A1)*** .148 .027 .899 .849 .091 3 27.57 

(A2)*** -.043 .005 .684 .648 -.062 3 9.68 

(A3)*** .031 .004 .659 .641 .057 3 7.83 

(A4)* -.105 .010 .800 .752 -.045 1 5.97 

(A5)*** .666 .696 .600 .636 .514 3 587.18 

(A6)*** .523 .178 .601 .625 .168 3 62.71 

(A7)*** -.170 -.017 .822 .758 .049 2 7.33 

(A8)*** -.283 .060 .796 .799 -.104 2 31.74 

(A9)*** .243 .037 .912 .916 .076 2 19.48 

(A1)*** 생활권내 범죄 발생 소식 알고 있는 정도 (A5)*** 등하교 및 출·퇴근시 안전만족

(A2)*** 생활권내 범죄 발생 소식 알권리 (A6)*** 놀이터 및 공원주변 안전만족

(A3)*** 범죄자료 공개로 유사범죄 예방에 도움 (A7)*** 집주변 위험 장소

(A4)* 범죄를 예방 시설물 설치 의향 (A8)*** 생활권 범죄 및 사고 발생 빈도

(A9*** 핸드폰 사용시 위급한 상황 도움

2)Spss 아카데미, spss 최적범주형자료분석, 양경숙, pp.15~16. 프랫(Pratt)은 회귀분석에서 설명변수의 기여도를 해석하는데 ‘Relative importance(상

대적 중요도)’를 고안하여 회귀계수와 달리 설명변수의 중요도를 개별 설명변수의 중요도의 합으로 표현되며 설명변수의 상대적 중요도는 다음

과 같이 계산된다. Relative importance= Beta × Zero-Order
3)(Relative importance)/(Sum of Relative impor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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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는 등하교 및 출·퇴근 시 안전이며, 그

다음으로는 놀이터 및 공원주변 안전만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등하교 및 출·퇴근 시 안전만

족의 중요도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

으로 본 연구에서 생활안전 만족에 사용된 변수들 중에 생활

안전에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분석되었다. 교차분석결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D학교 와 E학교에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전체의 변수 중 가장 낮은 응답을 보

인 항목으로는 A9항목으로 “휴대전화 사용으로 위급한 상황

에 도움이 된다”에 낮은 응답을 보여 휴대전화를 이용한 구

조 도움과 사진촬영이 범죄 발생 시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D학교는 5개의 항목에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D학교는 중학교로 주변지역이 아파트+다세대·다가구+학

교밀집지역으로 주변에 초등학교와 고등학교가 인접해있다. 

특히 범죄예방에 관한 내용으로 A1은 생활권내 범죄발생소

식을 알고 있는 정도, A2는 생활권내 범죄발생 정보의 알(知)

권리, A3는 범죄자료 공개로 유사범죄예방 도움, A4는 범죄

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물 설치의향을 묻는 항목에서 가장 낮

은 응답을 보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E학교는 고등학교 남녀공학으로 낮은 응답을 보인 항목은

A5(등하교길 안전), A6(놀이터 및 공원주변의 안전), A7(집

주변 위험 장소), A10(현재의 생활안전)으로 분석되었다(표

6).

이는 등하교길이 다른 학교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안전하

지 못하며, 놀이터 및 공원, 그리고 집주변에 위험한 장소가

있다고 의식하고 있다. 특히 집주변 안전에는 불안전하고 생

활안전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체평균

으로는 핸드폰 사용이 범죄 등의 사고에서 도움이 되지 못하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5. 도시생활안전 이용자 요구 콘텐츠

생활안전 웹사이트 구축 시 선호 콘텐츠에 대하여 조사하

였다. 1~B7까지 중 가장 요구도가 높은 항목은 범죄발생 및

위험장소 알려주는 사이트 개설로 14~19세를 제외하고 가장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학부모중 맞벌이 부

부와 초등학생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차

순으로는 생활권내 SMS(핸드폰 문자메시지) 이용으로 전체

평균 3.81로 조사되었고, 가장 필요로 하는 응답자는 학부모

3.94, 17~19세 학생 3.86으로 응답하였다. 

생활안전 사이트 구축이 생활안전에 도움이 전체 평균

3.51이며 이중 14~16세 3.02, 17~19세 3.04로 3.0보통을 조

금 넘는 값으로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범죄 및 위험장소 정보를 지역주민과 공유하기 위해 참여

하겠다에 학부모 3.84, 학생 3.47, 20대 미혼여성 3.34로 미

혼여성은 생활안전에 다른 응답자에 비해 참여정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결과 생활안전 웹사이트 구축 시 학부모와 10~13세의

응답자의 참여율이 높고, 생활안전 사이트에 14~16세의 청소

년의 참여가 가장 낮을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7).

범죄자의 신상공개에 대한 설문조사결과『범죄장소, 발생

시간, 범죄유형, 주소, 얼굴, 이름』공개(65.3%),『범죄장소,

발생시간, 범죄유형, 주소, 얼굴』공개(21.3%)로 응답하여 전

체 응답자중 87.6%가 범죄자의 신상공개에 동의 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범죄장소와 발생시간공개에 98.4%가 응답한 것

으로 조사되었다(표 8). 

최근 연쇄살인범으로 인해 범죄자의 안면공개에 대한 이슈

로 TV토론회 및 공개 토론회4)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공익

과 국민 알권리, 범죄예방효과를 들어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

와 피해자의 인권과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견해로 양분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관련된 한겨

레 신문의 온라인 투표결과를 보면 일반인은 공개 찬성에

86%대 반대 14%, 법률신문은 국내 헌법학자 30명을 대상으

로 긴급설문조사결과 찬성53.3%대 반대 47.7%로 응답한 것

으로 발표하였다.

일본의 경우 안면공개의 대안으로 캐릭터를 이용하고, 범행

등하교 및 출·퇴근시 안전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설명변수들의 상대적중요도의 합

0.0135

0.0194
---------------- 0.696≅

표 6. 학교별 생활안전 평균값 분석 N(2186)

구분 A학교 B학교 C학교 D학교 E학교 전체평균 χ
2

A1 3.07 3.09 3.26 3.07 3.16 3.12 39.21***

A2 4.17 4.19 3.93 3.88 4.24 4.10 82.07***

A3 4.19 4.11 3.82 3.57 4.06 3.99 128.62***

A4 3.90 3.85 3.71 3.41 3.83 3.77 81.27***

A5 3.35 3.49 3.44 3.38 3.13 3.38 62.15***

A6 3.32 3.59 3.47 3.50 3.29 3.44 41.25***

A7 2.96 3.11 2.95 3.02 2.88 2.99 33.68**

A8 3.40 3.35 3.38 3.23 3.48 3.37 85.96***

A9 2.49 2.49 2.69 2.71 2.69 2.59 73.11***

A105) 3.60 3.64 3.65 3.40 3.35 3.55 72.42***

4)2009년 02월 07일 언론인권센터 토론회 “사회적 합의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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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법이나, 범행 장소, 그리고 피해 상황 등을 공개하고 있고

정보제공은 시민의 자발적인 정보제공 활동으로 거주지 생활

권에 대한 커뮤니티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범죄자의 신상공개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선행연구에서 조사되었다.

또한 이와 관련된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범죄자의

범행정보를 이용한 유사 범행에 대한 범죄의 발생은 많지 않

으며, 프라이버시 침해에 관련된 우려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

다.

4. 결 론

본 연구는 미국, 영국, 일본의 웹사이트 유형별 사례분석

및 설문조사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현재 인터넷 사용률이 90% 이상인 것에 반해 생활안전

웹사이트 접속경험은 7% 이하로 생활안전 웹사이트의

적극적인 홍보와 연령별 선호 콘텐츠 개발이 시급하며,

미국과 영국에서 국가차원에서 관리하는 행정권역별 생

활안전 웹서비스와 통계형 자료 제공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2) 생활안전 웹사이트 구축의 사례로 일본의 경우 이용자가

직접 참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범죄취약계층만

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관리자와 사

용자 쌍방향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가 국내에 개설

되어야 할 것이다. 생활안전 웹사이트 활성화를 위해 이

용자에게 적합한 콘텐츠 개발, 행정권역과 초등학교 통

학권에 따른 안전맵, 범죄취약 계층별 선호콘텐츠를 개

발하고,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교 및 도서관에서 지

역 내 안전지도 만들기 공모전등을 국내에 도입하여 생

활안전 홍보 및 지역안전 정보공유가 필요한 것으로 분

석되었다.

3) 생활안전 웹사이트 접속경험은 전체 응답자 모두 10%

이하이며, “안전에 관심없음”에 20대 미혼여성 31.5%,

학생 21.1%가 응답하여 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낯고 이

그릅은 “나는 범죄에 안전하다”에 10%이상 응답하여

범죄불감증 및 귀가시간이 늦어짐에 따라 범죄에 노출되

표 7. 생활안전 콘텐츠 요구도 N(2186)

구 분 B1 B2 B3 B4 B5 B6 B7

학부모

맞벌이 3.58 3.54 3.67 3.55 3.95 3.85 3.79

편벌이 3.51 3.49 3.63 3.50 3.89 3.80 3.73

전 체 3.72 3.72 3.84 3.71 4.03 3.94 3.92

학생

10~13세 3.72 3.46 3.70 3.62 4.05 3.78 3.80

14~16세 3.02 3.13 3.18 3.00 3.50 3.54 3.18

17~19세 3.04 3.34 3.27 3.15 3.67 3.86 3.55

전 체 3.39 3.35 3.47 3.36 3.83 3.74 3.59

20대 미혼여성 3.48 3.20 3.34 3.21 3.81 3.70 3.46

전 체 3.51 3.46 3.58 3.46 3.89 3.81 3.69

B1: 생활안전 사이트 구축 생활안전 도움, B2: 범죄·위험장소 정보 지역주민과 공유 참여, B3: 범죄예방 및 유사범죄 교육자료 이용,

B4: 안전맵 사이트 구축 이용 여부, B5: 범죄발생·위험장소 알려주는 사이트 필요, B6: 생활권내 SMS서비스 이용,

B7: 초등학교 홈페이지 안전맵 지역주민과 자녀를 위해 참여

표 8. 범죄자 신상공개 N(2179)

구 분 학부모 미혼여성 학생 전 체

공개 않함
빈도 12 0 22 34

% (1.6 ) ( .0) (1.8) (1.6)

범죄장소, 발생시간
빈도 10 2 25 37

% (1.4) ( .9) (2.0) (1.7)

범죄유형, 범죄장소,
 발생시간

빈도 62 29 130 221

% (8.4) (13.2) (10.6 ) (10.1) 

범죄장소, 발생시간,
 범죄유형, 주소, 얼굴

빈도 141 63 260 464

% (19.1) (28.8) (21.3) (21.3)

범죄장소, 발생시간 범죄유형, 
주소, 얼굴, 이름

빈도 512 125 786 1423

% (69.5 ) (57.1) (64.3 ) (65.3)

전 체
빈도 737 219 1223 2179

% (100.0) (100.0 ) (100.0) (100.0) 

χ
2 22.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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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간 또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피응답

자 그룹간 귀가시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생들의 귀가시간은 방과 후 4시간 이후 과외활동이

마친 시간으로 조사되어 방과 후 귀가에 대한 안전방안

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생활권내에서 안전

하다고 인식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출퇴근 및 등·

하교길 안전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확인 되었다.

4) 피응답자 선호 콘텐츠는 범죄자의 신상공개에 대하여 미

혼여성(57.1%)를 제외하고 모든 그룹이 65%이상 범죄

자 신상공개(범죄장소, 발생시간, 범죄유형, 주소, 얼굴,

이름)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피응답자 선호 콘텐츠로 상

황대처>범죄예방방법>범죄예방교육>생활안전뉴스제공>

범죄예방시설개선>안전한 길안내>안전맵교육>기타순으

로 분석되었다. 

5) 생활권내 위험한 장소로 초등학생은 놀이터 및 공원, 엘

리베이터, 주차장을 꼽은 반면 학부모는 놀이터, 주택가

골목을 꼽아 위험한 장소에 대한 의식차이가 있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6) 연령에 따라 빈번이 발생하는 범죄가 상이하며 이에 따

른 교육 및 물리적인 환경의 개선이 필이 필요한 것으

로 분석되었고 기존의 위험한 장소인 골목길과 인적이

드문 장소와 달리 아파트 단지내 공원 및 놀이터, 주차

장이 학생들이 꼽은 범죄로부터 위험한 장소로 확인되었

다.

7) 특히 아파트 거주지역, 아파트+다가구·다세대 거주지역,

주택+다가구·다세대 거주지역에서 자동차 주차장에 대

한 범죄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차로 인한

사각지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생활안전 웹 DB 서비스의 주 이용자 되는 범

죄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조사대상의 선

정이 서울의 일부지역으로 한정되어 있는 한계를 지닌다. 그

러나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향후 생활안전 웹사이트 구축

시 필요한 기본적인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차후의 연구를 통하여 다양한 계층이 자발적 참여를 위한 연

령, 직업, 성별에 따른 관심 콘텐츠의 개발과 서비스 제공에

따른 장단점과 지속방안, SMS(핸드폰 문자 메시지 전송)이용

과 관계기관의 연계를 통한 관리·감독, CCTV등 인프라 시

설과의 연계 등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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