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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각차이 극복하기

1.1 범죄학자의 시각 

범죄는 사람을 따라다닌다. 

사람이 존재하는 곳 어디에든 범죄는 존재한다. 

그 기 때문에 우리는 장소의 본래  기능이 요하지 

않고, 어떠한 사람이 오는 곳인지를 요하게 바라본다. 

즉, 공원은 쉬러가는 곳이고, 학교는 공부하러 가는 곳

이고, 지하철역은 지하철을 탈 수 있는 곳이고, 집은 거주

하는 곳이라는 상식 이고 기본 인 기 기능과 역할은 

그리 요하지 않다. “ 가 왜 범죄를 질 을까?, 왜 거

기서 그 사람이 피해자가 되었을까? 왜 그곳이 범죄발생

장소가 되었을까?”가 요하다.

1.2 학교에 대한 의심

“과연 그럴까?” “왜 그럴까?”

2010년, 이 두 가지 질문이 학교에도 가해졌다. 

“학교가 과연 안 할까? 왜 학교는 공부하는 곳이라고

만 생각하게 될까?”

학교에는 학생도 있고, 교사도 있고, 리직원도 있다. 

녁에는 운동장을 활용하려는 시민들도 다양한 목 을 

가지고 학교를 드나든다. 그 다면 “학교=학습공간”이라는 

단순한 상식을 용할수 없다. 이리 다양한 집단이 공유하

는 공간이 학교라면 더욱이 그 공간은 안 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재의 범죄 통계는 범죄발생장소를 

“학교”로 국한시켰을 경우 사건을 분석할 수 없는 시스템

을 가지고 있어, 학교에서 발생한 범죄만을 분석한 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한계 의 안으로서 결문의 

키워드 검색을 통해 수집·분석한 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을 

보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학교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

건  1심에서 유죄 결을 받은 사건만도 100여건이 넘는

다1).

학교 안 을 다루는 그 시발 은 실질 인 학교 공간 

활용에 한 답을 찾는 것에서 시작된다. 늘 그랬듯, 범죄

학자에게는 원래취지가 아닌 재의 유된 기능과 공간

 특성이 요하므로, 우리는 취약성을 설명해야 했고, 

범죄가능성을 최소화하기 한 과정으로 학교를 이용하는 

모든 이들의 조가 필요하 다. 교장선생님과 학교 선생

님들에겐 학교가 직장으로서 그다지 안 하지 않은 공간

임을 설득해야하고, 학부모들에게는 아이들이 부분의 시

간을 보내는 학교가 “다같이”있으므로 안 한 곳이 아니

라 다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지 못함을 보여줘야

했다. 즉, 학교라는 공간과 범죄( 험성 혹은 취약성)와의 

상 지수를 논하는 게 매우 어색하고 낯선 부분의 사람

들에게, 범죄 방의 개념을 소개하는 작업은 기 큰 감정

 항감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2010년 작업이 시작되

고 고작 만 4년이 흘 을 뿐인데, 셉테드(CPTED) 혹은 

안 한 학교 시범학교들이 속속들이 그 성과를 보고 있다. 

1) 범죄신고 후 1심에서 유죄선고를 받은 사건 100여건이 넘었다

고 하면 실제 발생한 범죄는 암수범죄 계산과 형사사법 시스템

에서 걸리지는 경우를 고려하면, 거의 1000건 이상이라 여길 

수 있다고 본다. 재 본 필자가 진행하고 있는 연구의 일부분

인 계로 구체 으로 밝히기가 어려움을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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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범죄학이론과 CPTED

2.1 일상활동이론(Routine activity theory)

벤담과 베카리아에 따르면, 범죄자는 범죄로 인한 손해

와 득실을 계산하는 합리 인 존재이다.  이러한 인간의 

합리성을 제하여 나온 범죄학 이론이 일상활동이론이다. 

인범죄나 재산범죄가 일어나기 해서는 약탈자, 피해자 

혹은 범행 상이 동일한 시간과 공간에 존재해야하고, 만

얄 그 상황에서 범죄를 조장하는 정황이 존재한다면 범죄

발생은 용이해진다. 반면 범죄를 억제할 수 있는 다른 사

람이 존재한다면 범죄는 방된다. Cohen 과 Felson(1979)

는 시간, 공간, 상물, 사람이라는 기본요소를 통해 “일상

활동이론을”을 발 시켰고, 범죄가 이루어지기 해서는 

동기화된 범죄자, 범행에 합한 상, 감시가능성의 부재

가 한상황에 놓여야 한다고 주장하 다.

그림 1. 일상활동이론의 "범죄발생요소".

2.2 CPTED

학교의 안 한 환경  설계를 이야기할 때, 다양한 근 

방법을 논할 수 있겠지만, 가장 단순한 원칙의 하나로서, 

CPTED기법을 소개한다. 범죄 방을 한 환경설계(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이하 CPTED)

의 략은 “ 근통제(Access Control)”, “자연감시(Natural 

Surveillance)”, “ 역성(Territoriality)”이라는 세 가지 주요 

원칙을 기본으로 한다(Schneider and Ted, 2007).  세 가지 

기본 원칙 외에도 학자에 따라서는 유지 리(Maintenance)

와 활동증 (Activity Support) 략을 제시하기도 한다. 

근통제는 출입구, 울타리, 조경, 조명 등 시설물의 배

치 혹은 방범설비와 같은 기계  장치를 통하여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근통제 략은 형 으

로 조직  통제(경비원), 기계  통제(잠  장치), 그리고 

자연  통제(공간정의)로 분류된다. 근통제 략의 주요 

핵심은 범죄 목표물로의 근을 차단하는 것으로 범죄의

도를 가진 사람에게 지된 행동임을 인식시키고 체포의 

가능성을 알리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학교 내부의 통제되

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출입하는 다수의 사람에 한 

리는 어렵기 때문에, 내부 출입에 성공한 외부 침입자의 

건물 내 행동은 더욱 통제되지 않는다. 근통제가 없으면 

학교는 감시 장치, 안 요원 등 감시 기능에 의존하는 범

죄 방 략을 용해야만 하는 것이다(Schneider, 2006).

 

그림 2. 근통제

자연감시는 공간을 사람에 의해 로 에 띄게하는 

개념이다. 침입자의 근통제를 효과 으로 달성한다 하더

라도, “감시” 략을 활용하면 그 효과를 극 화 시킬 수 

있다. 이러한 감시 략은 형 으로 조직  감시(경찰  

경비원 배치와 순찰), 기계  감시(조명, CCTV), 그리고 

자연  감시(창문과 같은 시설  공간배치)로 구분되는

데, 조명장치의 디자인  배치, 경비원의 배치  순찰경

로 지정과 같은 미시  방법뿐만 아니라, 구조물 배치나 

노후  낙후지역 재개발과 같은 환경 개선 등 물리  환

경의 변화를 통한 거시  방식으로의 자연감시를 통해서

도 범죄  불안감 감이 가능하다.

 

그림 3. 자연감시

이와 같은 CPTED 략은 기본 으로 역성(Territo-

riality)에 기인한다. 일정 공간에 역성을 부여하여 차별

화된 공간으로 인식시킴으로써 특정 역의 역할과 그에 

한 소속감(책임의식)을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동시

에 인지시키는 기능이다. 쉽게는 학교와 주변을 구분해주

는 표지  혹은 바닥 패턴의 변화, 방문자의 이동경로 제

공 등이 학교 내에서 용되는 역성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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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역성

 

 

그림 5. 유지 리

이러한 CPTED 기본 원칙은 서로 배타 이지 않고 상

호 복합 인 특징을 갖는다. 따라서 올바른 환경설계의 방

향은 조직 , 기계  략에 자연  략을 덧붙여 활용하

는 방식이다. 자연감시와 근통제 그리고 역성의 세 가

지 기본 원리  특정 요인의 강화가 아닌 종합  이용 

략이 필요하다. 즉, 공  공간에 한 출입통제  기계

 감시뿐만 아니라, 주민들에 의한 자연스러운 침입자 

찰이 가능하여 공간에 역성이 부여되고, 그에 따른 소속

감 증 와 나아가 그 효과가 더욱 발휘될 수 있는 공간이 

바람직하다(Crowe, 2000). 더욱이 이러한 기본  CPTED 

략에 추가하여, 유지 리(Maintenance) 략과 활동증

(Activity Support) 략이 주요 요소로 거론되기도 한다. 

유지 리는 이러한 CPTED 기본 원칙에 의해 설계된 구

조물이 리 매뉴얼과 훈련 등을 통해 지속 으로 리되

어야 함을 의미한다.

한 활동증  략은 자연  감시를 증 시키는 략

으로서 주민의 지역 활동을 강화하여 길거리에 감시의 

(Street Eye)을 증가시키고, 이를 통해 범죄의도를 감소시

키고자 하는 략이다. Schneider에 따르면, CPTED 근

방식은 물리 이며 정서 (감성 이고 행동 인) 요소로서, 

학교 안 에 있어 강한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Schneider, 

2006). 미국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의 ‘보안기술의 

하고 효과 인 사용에 한 보고서’에서는 건축설계과

정에서 CPTED 원칙을 따르면서 안 한 디자인을 선택할 

수 있음을 제안하고 있고, 미국 건축가 회 역시 ‘안 한 

학교를 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3. 우리의 학교 모습 

3.1 관찰대상지 선정

4년 , 2010년 , 학교 셉테드 연구진들은 서울  수

도권의 범죄통계의 5 강력범죄 발생비율을 기반으로 하

여, 범죄발생율이 높은 지역의 , , 고등학교 30개를 선

정하여 학교의 모습을 ‘범죄 방’의 에서 검하 다. 

최종 선정된 30개 학교의 입지환경은 상업지역, 공업지역, 

주거지역 등으로 다양하 다. 학교 방문 시간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수업 받는 시간(오  8시 30분～오후 4시까지)을 

기 으로 하 고, 등·하교 모습 찰, 학교 주변 지역 특

징, 학교 외부시설  학교 내부시설 찰, 학생, 교장, 교

감선생님, 혹은 행정실 직원, 그리고 교사 인터뷰가 이루

어졌다2). 밤 시간  주말에 학교 이용실태를 악하기 

한 추가 방문은 특정 학교에 한하여 이루어졌다. 

3.2 관찰결과

(1) 안  교육

학교폭력에 한 지도와 상담 로그램은 활발하게 개

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단되었다. . 하지만 이러한 

로그램은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 사고  범죄 방

을 한 로그램이 아닌, 주로 학생 간에 발생하는 “학교

폭력”에 국한된 로그램이었다. 한, 학교 내 화재, 홍수 

등과 같은 자연재해에 한 비상훈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는데, 1년에 1회 국 으로 실시된 지진 피 훈

련을 제외하면, 학교 내에서 규칙 으로 이루어지는 방재

피훈련은 거의 없었다. 이러한 경각심의 부재는 학교 내 

안 시설의 미비와 방재시설 리의 미흡으로 연결되었다. 

이외에도, 외부인의 침입에 의한 범죄에 한 경각심이 매

2) 학교에 따라 교장, 교감선생님의 인터뷰가 선행되는 학교도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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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낮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외부인(방문자의 돌변상황 

포함)의 상하지 못한 행동이 학교 내에서 발생할 경우 

처할 수 있는 방법은  고려되지 않고 있으며, 교사

와 학생간 커뮤니 이션이 교무실에서 교실로 이루어지는 

일방향 커뮤니 이션 방식으로 제한되고 있었다. 이는 비

상상황 로토콜(protocol)  교실에서 발생하는 상황에 

올바르게 처할 수 있는 양방향 커뮤니 이션 방법에 

한 고민이 필요함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림 6. 학교내 안 장치의 미흡한 리

 

그림 7. 안 장치  피로의 좋은 

(2) 학교 외부 공간

학교, 외부 공간은 학교 담장에서부터, 주 출입문(정문) 

운동장, 주차장, 보행공간, 학생들의 휴식공간(스탠드, 등

나무 등)  체육  등의 커뮤니티 시설(복합화 학교의 경

우)을 CPTED의 자연감시와 근통제, 그리고 역성  

리의 측면에서 평가하 다. 이 지   가장 문제가 되

었던 부분들은 출입문, 운동장, 주차장이다. 

가. 학교 주 정문

학교 주 출입문을 살펴보도록 하자. 학교 주 출입문 

찰이 많은 경우, 등교시간에 배움터 지킴이 선생님의 등교 

지도로 안 성이 확보되고 있었으나, 하교 시간 이후에는 

리가 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 다. 특히 정해진 등교시

간보다 일  등교하는 학생과 방과 후 수업 등으로 인해 

동료학생과 하교를 함께할 수 없는 학생들은  다른 

험에 노출될 수 있다3). 실제 아동청소년 상 강간과 강제

추행의 부분은 혼자 등하교하는 학생들을 상으로 발

생한 경우가 많다(김지선, 박미랑, 윤정숙, 2010).

학교 주 출입문은 기계  감시와 자연감시, 출입통제  

역성에 해당하는 CPTED 략 복합  활용을 통해 안

도를 가장 우선 으로 확보해야 할 공간이다. 학교 주 

출입문의 가장 심각한 문제 은 여 히 외부 방문객의 출

입이 통제가 되지 않는다. 등학교와 학교의 경우 경비

실이 존재하지 않고, 사립 고등학교의 경우 경비실이 존재

하더라도 방문자의 신분이나 방문목 을 확인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정문과 후문 근처에 CCTV 가 설치된 학교도 

있었으나, 학교마다 CCTV 모니터링을 책임지고 리하는 

장소는 달랐으며, 지정 책임자가 CCTV를 모니터링 하는 

것이 아닌 사건 수사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즉, 학교 주 출입문에는 출입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경

비(시설)가 있어야 하고 자연감시와 기계  감시가 동시에 

용되어 CPTED의 출입통제와 자연감시의 시 지 효과

를 기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한 학교 주변 담장에 

조명시설을 설치하고, 바닥패턴 등의 변화를 주어 역성

의 요소를 더함으로써 학생을 비롯한 공간사용자들에게 

주변이 항상 유지· 리되고 있음을 인식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나. 학교 운동장

학교 운동장에 한 문제는 출입 통제와 자연감시의 부

재로 요약할 수 있다. 운동장 개방에 한 민원으로 인해 

많은 공립학교들이 운동장을 지역주민을 한 체육활동공

간으로 개방하고 있다. 가장 흔한 로서 조기축구회, 사

회인 야구동호회, 그리고 지역주민의 야간 체육시설 활용

3)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  등·하교 시 보호자  리자의 부

재는 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사항이다. 한국에서 부모 혹은 

가디언이 부재한 상태로 학생 홀로 혹은 친구들끼리 등교하는 

모습이 일상 이라, 이를 아동방임(neglecting)의 개념으로 받

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일을 것이다. 하지만, 등하교 시 아동의 

보호  리는 범죄자에 의한 범죄기회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어수단이다. 특히나, 이는 범죄 방을 해 기타 기계  비

용을 추가로 지불할 수 없는 소득, 취약계층에서 할 수 있는 

최소비용 최 효과의 아동 범죄 방 방식이라 여겨진다. 어머

니들의 학교 내 사활동을 등하교길 보호자  리자의 역

할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특집 special issue
학교는 과연 안 한 곳인가?

한국교육시설학회지 제21권 제3호 통권 제100호 2014년 5월 27

그림 8. 학교내부  주변 후미진 곳

으로 인해 일반인들의 학교 운동장 출입이 잦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와 같이 학교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들의 잦

은 운동장 출입은, 학생 혹은 학교 직원들로 하여  “모르

는 사람”에 한 무 심을 증가시킬 수 있다. 악의 없는 

지역주민이라는 한 집단으로서 학교 출입자들을 이해해주

기에는 출입자들의 스펙트럼이 무 넓고 다양한 것이 문

제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더구나 이미 출입이 허락된 지역

주민의 내부행동에 한 규제는 더욱 어렵고, 방과 후 혹

은 주말에 경비실이 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들의 자유

로운 출입은 더욱 문제가 된다. 

다. 조명

이러한 우려를 야간시간으로 옮겨가면, 학교 내 안 문

제가 학교 시설 리정책과도 연 이 된다. 감시기능의 부

재와 불능이다. 야간 자율학습, 혹은 방과 후 수업이 끝나

는 시간 즈음에도 학교는 조명을 비춰주지 않는다. 학생들

의 귀가길 뿐만 아니라 학교 선생님들의 귀가길 역시도 

학교의 외부 침입자에 의해 받게 된다. 많은 학교들이 

운동장, 학생들의 보행로에 조명을 설치하고 있으나, 녁 

이후 범죄 취약시간 에 실질 으로 조명시설을 가동하는 

학교는 소수이며, 한 조명이 망가진 상태로 방치되는 경

우도 있었다. 심지어 운동장 개방으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늦은 녁시간부터 운동장을 체육활동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내 조명등은 켜지지 않은 것을 

확인 할 수가 있었다. 이러한 안 감을 부여할 수 있는 최

소한의 조도, 사람의 외형을 인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

도도 확보되지 않은 채 운동장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무분별하게 드나드는  정책은 학생뿐 만 아니라 운동장

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 까지도 한다. 

라. 주차공간

주차공간을 바닥 패턴으로 알리거나, 주차장 표지 을 

설치하는 등의 기본 으로 역성을 강화하는 요인들은 

용되지 않고, 과거 공터를 활용하는 수 으로 주차장을 

활용하고 있지만, CCTV의 설치  안내표지  설치 등으

로 리되고 있음을 학생과 외부인에게 공지하고 있다. 하

지만 주차공간 한 출입통제는 이루어 지지 않고 있었다. 

재는 학교방문자와 학교 계자들의 주차 역이 구분되

지 않고, 방문자와 직원이 주차장까지 이동하는 경로도 동

일하다. CCTV를 통한 기계  감시가 시행되고 있더라도, 

출입통제가 더해진다면 더욱 안 한 주차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학생 인터뷰에 의하면, 어둡거나 후미진 주차장의 

경우 학생들에게는 가기 꺼려지는 곳(주차장 공간에 한 

두려움은 등학생일수록 강했다) 혹은 싸움이 발생할 수 

있는 곳으로 지목되기도 하 다. 즉, 이러한 두려움을 감

소시키고 자연  감시를 증가시키기 해서 출입통제 방

식으로 방문자와 직원용 주차장을 구분하고, 이에 밝은 조

명을 주어 안 하고 리되는 주차장의 느낌을 주도록 해

야 한다.

(3) 건물 내부공간

재 학교 건물은 외 상으로 외부인의 으로는 교실

과 교무실, 행정실의 구분이 어렵다. 교장실과 교무실에 

들어가면 밖을 찰할 수 있는 창문이 커튼으로 쳐져 있

거나, 불투명 시트지로 가려져있다. 학생과 선생님들의 안

을 해서도 불투명 창문들은 외부 상황을 살필 수 있

고, 외부 감시기능을 수행하는 교무실에 사람이 있음을 인

식시킬 수 있도록 투명 창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이는 교

실에도 동일하게 용된다. 방문을 통해 찰된 많은 교실

의 경우 일 으로 한 곳을 향하고 있고, 교실의 창문은 

반투명 혹은 투명유리이더라도 포스터 부착 등으로 시야

의 부분을 가리고 있었다. 교과과목 교실 혹은 빈 교실

로 방치된 곳도 유사한 환경이었다. 투명 유리창은 교사의 

수업을 감시하기 함이 아닌 학생과 교사의 자연감시의 

능력을 확 시키기 함이다. 교권의 침해가 아닌, 교사의 

안 을 해서도 필요하다. 앞 운동장과 뒷문, 그리고 복

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의도하지 않은 자연스러운 

찰이 가능해야 한다. 

학교 건물 복도의 CCTV가 에 띄는 학교도 있다. 하

지만 체육시간과 이동수업 등으로 학생들이 교실을 비운 

경우, 몇몇의 학생들은 교실 문을 잠그지 않은 상태로 외

부인이 교실로 바로 입장이 가능하기도 하 다. 교실 내, 

혹은 복도에 치한 개인 사물함의 상태는 더욱 심각하

다. 도 범죄 가능성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다. 앞서 말

한 일상생활이론(Routine Activity Theory)을 활용하여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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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화장실의 자연감시

명하면, 도 범죄자의 의도로만 발생할 수도 없고, 목표

물 강화(Target hardening) 만으로 방지되는 것이 아니다

(Felson, 1994, 2002; Felson and Clarke, 1995). 학교 정문

에서 외부인에 한 출입제한과 감시로 인해 외부인의 통

제가 확보된 이상, 학교 건물 내에서 요한 것은 교실의 

잠  장치 리 강화와 학생들의 안 에 한 민감도를 증

진시키는 것이다.

한, CCTV설치를 통한 감시기능 강화보다는, 복도, 창

문 등을 통한 인  자연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복도에서 

학생들의 안 사고를 일 수 있도록 볼록거울 등의 안

시설의 설치의 필요성을 논해야 할 것이다. 

5. 아쉬움을 담아 나가면서

안 의 에서학교를 찰한 결과 학교 내부에서 발

생하는 학교폭력  범죄에 한 민감도가 높은 상황에서, 

학교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외부인에 한 경계심과 자연

재해에 한 경각심이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낮음을 실

감하게 되었다. 하지만 안 에 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안

 정책이 왜곡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문제 도 함

께 인식하게 되었다. 안 에 한 심이 커지면서 학교는 

안 장치들을 경쟁 으로 도입하고 있지만 이들 부분은 

학교 내 제도 개선  안 교육, 그리고 범죄에 한 민감

도 증 와 같은 안 의 본질을 건드리지 못한 채 외형

인 장비구입과 장착에 머문다. 한 그 장비는 부분 

CCTV에 한정되어 있다. CCTV는 안 을 한 방 책

이 될 수 없다. 지 까지 학교의 물리  환경디자인의 고

민이 안 을 생각하지 못했다면 기본 인 방침은 세워져

야한다. 하지만 학교 안 의 답이 CPTED 략도 아니고 

환경설계에만 있지도 않다. 모든 상황을 가장 효율 으로 

이끌 수 있는 것은 사람에 의한 안  정책이다. 물리  환

경설계의 한계 을 극복하는 유일한 답은 사람이 인지해

야하고, 사람이 단하고, 사람이 도와줘야 한다. 사람이 

사람을 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학교가 인간의 사회화

를 추구하는 공간이라면 매슬로(Maslow)의 상  욕구 충

족에 한 이상을 실 해주기 해서는 안 이라는 기본

 욕구 충족을 학교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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