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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범죄 살인 강도 강간 도 폭력 방화
약취

유인

50,705건

(100%)

21건

(0.04%)

118건

(0.23%)

124건

(0.24%)

1,800건

(3.55%)

33,991건

(67.04%)

27건

(0.05%)

30건

(0.06%)

* 출처: 2010년 “어린이가 안 한 과천시 구축을 한 등학교 주변 

안 지도 개발” 연구보고서 인용

표 1. 1999～2008년까지의 국 학교 주요범죄 황

그림 1. 체범죄에 한 학교 범죄율

(한국교육개발원, 2012)

1. 서론

재 국민에게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고 있는 세월호 참

사는 우리사회에 만연한 재난안  불감증에 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고 있다. 그 다면 우리 학생들이 생활하

고 있는 학교와 주변 환경에서의 범죄안  실태는 어떨

까? 최근 몇 년간 꾸 하게 학교 내외부 환경에서 학생들

을 상으로 한 각종 범죄가 발생하 고 그 때마다 심각

한 문제로 인식되어 안  책에 한 다양한 논의가 있

었는데, 과연 그러한 책들은 하게 용되고 있는 것

일까? 이러한 에서 이 에서는 범죄로부터 안 한 

학교환경 조성을 한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2. 일반  고찰

2.1 학교 내외부 범죄현황

학교 주변은 아동을 상으로 한 범죄가 빈발하는 공간 

 하나이며, 학교 내부에서도 외부인의 출입에 의한 강력

범죄  학생간 도와 폭력범죄 등이 발생하고 있어 범

죄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2012) 연구에 따르면, 학교범죄란 ‘학생, 

교사, 외부에서 침입한 자 등에 의한 학교시설(학교주변 

 경계부와 학교 지 내외부 시설)에서 발생하는 강도, 

손괴, 폭력, 도, 강간, 방화 등의 범죄’로 정의되고 있다. 

이러한 학교 범죄는 체범죄 비 발생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통계자료에 따라서 다소의 차이가 있지만 주로 

도  폭력범죄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1999년～2008년까지 10년간 각  학교  주변에서 발

생한 범죄는 약 50,000건으로 폭력범죄가(33,991건, 67%)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학교라는 공간  특성으

로 인해 학생들 사이에서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최근에는 학생과 교사 는 교사와 학부모간 폭력범죄도 

발생하는 양상이 확인되고 있다.

그리고 검찰청의 범죄분석 자료를 근거로 2005년～

2009년까지 학교 내에서 발생한 유형별 범죄를 정리한 결

과에 의하면(박성철 외 3인, 2012) 도는 2009년 3,394건

으로 가장 크게 증가하 고, 공갈, 폭력  폭행도 증가추

세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 강간도 2005년 10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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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학교와 성범죄자 발생지 사이의 거리

(국가청소년 원회 자료 인용)

2006년 110건, 2007년 122건, 2008년 201건, 2009년 138건

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손괴, 상해를 포함한 학교범죄 

발생건수 합계는 2005년 4,357건, 2006년 4,047건, 2007년 

4,770건, 2008년 5,240건, 2009년 6,615건으로 지속 인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3세 미만 아동 상 범죄가 발생한 장소를 분석하

면 학교주변과 통학로 상에서 약 60～70%의 범죄가 발생

하고 있으며, 특히 학교 반경 500미터 이내에서 아동 상 

성범죄가 집 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학교와 련된 범죄 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 , 학교범죄는 폭력, 도, 강간, 

강도, 약취유인의 순서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13세 미

만 아동의 폭력범죄 피해율이 아동 상 범죄의 70%를 상

회하고 있어 이에 한 책마련이 시 하다. 

둘째, 학교 안에서의 범죄발생 장소는 교실, 화장실, 복

도, 운동장 등이며 학교 밖에서는 학교와 집 사이의 통학

로가 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폭력범죄는 학생들의 

존재여부  감시보다는 교사, 학부모, 교직원, 기타 성인

들의 존재  감시에 향을 받는 것으로 추론됨에 따라 

범죄취약공간에 한 지속 인 감시와 리가 필요한 것

으로 단된다.

셋째, 아동 상 성폭력 발생장소는 피해자 는 가해자

의 집, 골목  이면도로, 학교·놀이터·학원주변, 공원·야

산 등인데, 이러한 장소는 일상 인 생활이 되는 주거

지역 에서도 인 이 드물거나 감시가 어려운 환경  특

징이 있기 때문에 건축물의 신축, 증개축이나 각종 환경정

비 사업시 범죄 방 책이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2.2 관련 연구동향

주요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들을 분석한 결과 학교의 범죄

방을 한 연구는 학교 캠퍼스(박철 , 2001; 박철 , 

2003; 최태석, 2005; 박동균, 2006; 유호정 외 2인, 2010; 

박동균, 2010)와 고등학교(강석진, 박미랑, 2011; 강석

진, 이경훈, 2011; 박성철, 2011; 박성철, 김진욱, 2011; 백

혜미 외 2인, 2013)로 상을 구분해서 진행되고 있다. 세

부내용은 “범죄피해조사  원인분석”, “범죄 방 련 법

제도  정책연구”, “범죄 방 책(CCTV 효과성, 범죄

방설계 용방안 등)” 등으로 구분되며, 최근 들어서 범죄

방디자인 의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3. 학교 범죄 방 책

3.1 기존 범죄예방 대책

학교범죄 방을 해서 교육부는 2009년 CCTV증설, 

등하교 SMS알림 서비스 확 , 배움터 지킴이 배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학교폭력 방  책 5개년 계획을 

추진키로 한바 있으며, 2010년부터는 출입구 주변 경비실

과 경비인력  외부인 출입통제 시설 설치를 주요 내용

으로 ‘학생안  강화 학교구축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방범용 CCTV와 경비실 설치, 정기 인 학교주변 순찰

은 학교안 을 해서 매우 필요한 책인 것은 사실이지

만, 산  인력 충원 등의 문제로 인해 한 방범 책

으로 용되기 어려운 것이 실이며 노후 시설의 개보수

나 교육시설 지원  복지사업 등에 의해서 우선순 가 

리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방범용 CCTV의 경우 

수요에 비해서 공 이 으로 부족한 한계를 감수하

고 최소한의 수로 교내 사각지 나 주요 공간을 히 

감시할 수 있어야 하지만, CCTV가 비효율 으로 설치되

거나 모니터링 되지 못하고 있으며 해상도  야간감시 

등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

3.2 범죄예방디자인의 개념

방범용 CCTV 증설과 치안인력 활동의 한계를 극복하

기 해서 최근 들어 주목받고 있는 것이 범죄 방디자인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이하 

CPTED, 셉테드)이다. CPTED는 미국과 국, 호주, 일본 

1) 감사원이 서울·인천·강원·제주 등 4개 시도의 1,707개 학교에 

설치된 CCTV 1만7471 를 조사한 결과 97％가 50만 화소 미

만이고, 화질불량 등 방범기능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319개 학교는 CCTV를 엉뚱한 곳에 설치했는데, 이들 CCTV는 

사람과 차량이 주로 출입하는 교문 방향을 지 않거나 장애물

이나 조명시설이 가로막고 있어 촬 을 하더라도 알아보기 어

려웠다(2012년 11월 13일, 조선일보 기사 인용 재편집). 



특집 special issue
학교는 과연 안 한 곳인가?

한국교육시설학회지 제21권 제3호 통권 제100호 2014년 5월 35

정  사례 부정  사례

표 2. 자연감시 사례

등 주요 선진국을 심으로 보편화되어 있는 기법으로 학

문간 연계(multi-disciplinary)를 통해서 도시  건축환경 

설계시 범죄기회를 사 에 제거하거나 최소화하는 방향으

로 계획⋅변경함으로써 범죄와 그로 인한 불안감을 감

시키고 나아가 지역사회를 활성화시키거나 도시를 재생시

키는 일련의 노력과 활동을 지칭한다. 

CPTED 선진국에서는 련 역사가 오래되었고 도시, 건

축, 경찰행정, 사회, 심리 등 다양한 분야의 융합학문과 산

업으로 자리 잡아 정부지원을 기반으로 범죄 방에 상당

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다만, 주의

해야할 은 CPTED가 범죄 방을 한 만병통치약이 아

니며, CPTED 효과를 극 화시키기 해서는 범 한 측

면에서 일반 인 책들을 용하기 보다는 특정 환경의 

물리 , 사회  특징을 분석하고 필요한 환경  요인들을 

조작함으로서 범죄를 방하고 불안감을 감시키는 자세

로 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3.3 범죄예방설계와 학교건축요소의 연계

1) 감시(Surveillance)

감시는 환경을 디자인할 때 사각지 를 최소화하고 주

변 시선연결을 확 시키는 것으로써, 일상생활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부 한 행 를 찰하고 범죄 가능성이 있

을 경우 히 통제하는 등 방과 억제를 한 요한 

요소로 용되는 개념이다. 

∙교실, 운동장 등의 가시성 확보(건물 변과 휴게공간 

조경 리, 창문의 투시형 구조 유지, 조명설치 등) 

∙건물  출입감시를 한 행정실  리실 배치와 

입면 디자인

∙건물내부 환경 리  학생지도를 한 교무실, 교과

연구실 등의 분산배치

∙감시를 고려한 홈베이스, 학생 사물함 배치

∙출입공간과 사각지 를 심으로 한 효율 인 CCTV 

설치(CCTV는 학교 출입구, 건물 출입구, 운동장, 건

물후면, 내외부 사각지  등에 우선 설치)

2) 근통제(Access Control)

근통제는 사람들을 정해진 공간으로 유도하여 출입을 

자연스럽게 통제하거나 범죄자의 침입을 통제하기 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다. 자연  근통제를 해서는 출

입구를 최소화시키거나 지정된 경로로만 이동하도록 하는 

공간배치가 요하며, 기계  근통제를 해서는 경비원

과 방범시스템의 최 치 설정과 리가 요하다. 

∙학교 경계부에 투시형 구조의 담장을 설치하고 주(부)

출입구에는 출입통제 시설 는 경비실 설치

∙건물사이 이격공간이나 후미진 공간에 투시형 구조의 

근통제 시설 설치

∙건물 에 외부인 출입통제를 한 기공간 배치

∙방치된 지하층, 옥상층 근통제 시설 설치

∙흡연학생 통제를 한 화장실 연기 탐지기 설치

∙감시와 근통제를 한 CCTV를 출입구 양방향을 

감시하는 치에 설치

정  사례 부정  사례

표 3. 근통제 사례

3) 역성 강화(Territoriality)

‘ 역’이란 ‘어떤 지역에 해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사용

하거나 유함으로써 그들의 책임과 권리를 주장할 수 있

는 심리 , 물리 인 범 나 경계’를 의미한다. 이를 해

서는 환경정비나 각종 표지  설치 등이 필요하다. 

∙학교가 안 구역임을 공지하는 표지 과 방문객의 학

교이용 수칙 등을 알리는 표지 을 명료하게 설치

∙일반인(방문객)의 근/이용 공간과 학생  교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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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사례 부정  사례

표 6. 명료성 강화 사례이용 공간 구분을 한 공간계획, 식재계획, 포장변화

∙학교건물 입면과 실내공간의 안정 인 분 기 조성을 

한 디자인 용

정  사례 부정  사례

표 4. 역성 강화 사례

4) 활용성 증 (Activity Support)

활용성 증 의 개념은 공간배치나 시설물을 다양한 용

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주변을 활성화시키고, 자

연스럽게 감시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운동장을 심으로 보행공간, 휴게공간, 자 거 보

공간, 주차공간 등을 상호연계 배치

∙방치된 공간, 사각지 를 이용 가능한 공간으로 개조

정  사례 부정  사례

표 5. 활용성 증  사례

5) 명료성 강화(Legibility)

명료성 강화는 공간구조를 단순하게 계획하거나 각종 

시설(특히 안 련 시설)을 쉽게 인식하고 긴  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용이 용이하도록 디자인 하는 것이다.

∙학교 공간구조  건물형태를 쉽게 인식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

∙학교에 설치되는 각종 표지 의 크기, 형태, 색채, 내

용 등을 쉽게 인식하도록 디자인

∙학교 경계부, 운동장, 복도  계단 등에 비상벨 설치

6) 유지 리(Maintenance and Management)

환경정비  유지 리는 의 CPTED 략을 용한 

이후 범죄  불안감 감 효과를 증 시키기 해 용

하는 것으로 범죄 방디자인을 유지하고 리하는 총

인 로그램이다. 

∙환경정비  유지 리

- 학교내 노후 환경에 한 즉각 인 개선

- 학생과 주민들이 함께 하는 학교주변 환경정비

∙ 로그램

- 학생과 교사를 상으로 하는 정기 인 범죄 방 

교육

- 주기 인 환경조사  평가(범죄 험도 측면)

- 범죄 험공간과 안 공간 별법 교육  안 지도 

제작과 활용

4. 결론

우리 아이들이 많은 시간을 생활하는 학교환경에서 부

실한 담장이나 출입문으로 인한 외부인 출입통제의 어려

움, 실내외 사각지  감시를 한 CCTV의 부족, 단순하

고 차별화되지 못한 건물 디자인  공간 구성, 폐쇄 이

고 낡은 실내 공간 등은 범죄를 비롯한 각종 학교 안 사

고의 원인으로 지 되고 있다. 그 다면 학교 안  범죄를 

방하고 불안감을 불식시키는 데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지 까지 제시된 책은 방범용 CCTV 증설과 학교 보안

 등 경비인력의 순찰 강화로 요약할 수 있지만, 이러한 

책은 해마다 추진되고 있으면서도 산 부족으로 제

로 시행되지 못해 근본 인 책으로의 효과를 기 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이러한 실 인식을 바탕으로 학교건

축에서의 범죄 방디자인 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 향후 

학교안 을 도모하기 해서는 다음과 같은 차들이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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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신축학교는 의무 으로 범죄 방설계를 용토록 

제도화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사업이나 특정 건

축물 계획(아 트, 원룸, 고시원 등)에 범죄 방설계가 

용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물론 교육부도 작년 연말 국

의 50개 고를 상으로 범죄 방설계 컨설 을 진행

하 고, 올해는 학교안 구역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

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 으로 제도화되

지 않았다.

둘째, 개보수, 증․개축 등 학교환경개선사업을 한 사

업비의 일정 부분을 범죄취약공간이나 사각지  리에 

사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를 한 가이드라인은 이미 

2010년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2012년에 교육개발원에

서 연구 기 때문에 장 용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셋째, 아동안 지도의 극 인 활용이 필요하다. 2011

년 여성가족부 주 으로 아동안 지도 작성 표  매뉴얼

이 개발되었다. 아동안 지도는 등학교 학생들이 직  

참여해 통학로 주변의 험성 혹은 안 성을 범죄 방디

자인 에서 이해하고 별하는 로그램을 진행한다는 

측면에서 범죄 방 교육으로서도 의의가 있다. 다만 교육

부와 여성가족부 등 련 부처의 조체계 구축과 아동안

지도 교육 상 확   활용에 해서는 더 많은 개선

이 필요한 것이 실이다. 

넷째, 재 진행되고 있는 학교안 구역 시범사업이 제

도화되어 학교주변은 범죄  각종 험요소로부터 보호

받는 상임이 명료하게 인식되어야 한다. 재는 지나치

게 많은 안 구역 지정이 오히려 학교안  리체계의 혼

란을 가 시키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교통, 범죄, 생 등 

학생들의 안 을 통합 으로 리할 수 있는 체계의 구축

은 효율 인 제도운 과 산활용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2013년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강조한 사회안 , 부

처 간 조체계 구축을 통한 창조 인 아이디어 개발 등

은 시 의 화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범죄 방디자인의 

원리는 이러한 정책 기조와도 맞으며 근본 인 사회안

망 구축과 지역 활성화를 한 기본 책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하지만 학교안   범죄 방을 단순히 환경 결

정론 인 사고로 근해 물리  환경만을 개선하면 된다

는 맹신은 물이며 환경정비와 함께 학생․교사의 극

인 참여와 리, 정기 인 교육, 범죄자 처벌  리방

안 등이 뒷받침돼야만 효과를 극 화할 수 있다.

특히 정책당국은 학교안 강화를 해서 일 성 있고 

체계 인 안을 만들어 꾸 하게 용하는 것이 요함

을 꼭 인식해야만 한다. 과거 지역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 

할 수 있도록 학교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담장을 제

거함에 따라 수많은 학교들이 외부인 출입통제에 무방비

상태가 되었으며, 각종 사고와 문제가 발생한 사례들이 보

고된 바 있다2). 이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다시 담

장을 복원하면서 외부인 출입통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

는 학교안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정책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서경(書經) 열명편(說明篇) 고사성어인 ‘유비무환(有備無

患)’과 한자와 한 을 조합한 ‘만불여(萬事不如) 튼튼’이란 

말이 떠오른다. 안 한 학교환경을 조성하는데 반드시 새

겨야 할 말이다. 세월호 참사뿐 아니라 범죄도 사건이 발

생하고 나서 뒤늦게 책을 마련해서는 안 된다.  시

에서 학교안   방 책에 한 냉철한 고찰이 필요하

며, 여기서 범죄 방디자인이 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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