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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범죄로 인한 문화재의 소실과 도난과 훼손을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문화재 범죄예방환경을 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문화재의 범죄양상을 분석하고 범죄환경유형을 분류하여, 범죄예방환경설계 요소를 도출함으로써 

범죄예방환경을 평가하는 지표를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서 도출된 결과는 4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문화재 CPTED에서 고려해야 할 범죄는 도난, 방화, 훼손, 침입이며, 야간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야 할 것임을 밝

혔다. 또한 이러한 범죄에 취약한 건조물 문화재 189개소에 대한 범죄예방환경을 분석하여 10개의 유형을 도출하였다.

둘째, 비문화재 CPTED에 적용되는 6가지 원리 중에서 ‘활동 증대’, ‘유지 관리’ 등은 문화재에 적용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되

었다. 문화재 CPTED에서 적용되는 주요 원리가 ‘접근 통제’, ‘감시 강화’인 것으로 밝혀졌다. 부가적으로 ‘입지조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접근 통제는 문화재 영역에 따라 ‘내부 영역’, ‘경계’, ‘외부 영역’, ‘주변 환경’ 부문으로 구분되며 22개의 평가지표가 분류

되었다. 감시 강화는 비문화재와 동일하게 ‘자연적 감시’, ‘조직적 감시’, ‘기계적 감시’ 부문으로 구분되며 21개의 평가지표가 포함되

었다.

넷째, 10개의 유형에 CPTED 부문을 적용하여 14개의 문화재 CPTED 환경을 분류하였으며, 각 환경별로 적합한 평가지표를 도

출하였다. 서원·향교·관아 유형은 43개의 평가지표가 요구되지만, 성곽은 10여 개의 평가지표만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섯째, 모든 평가지표를 사용해야 한다고 판단된 서원·향교·관아 유형에 해당되는 돈암서원에 대해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토

하였다. 검토 결과 CPTED의 평가지표를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음이 검증되었다. 그러나 조명, CCTV, 침입센서 등에 대해서는 3차원

적인 별도의 평가기법을 개발하여 적용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추후 연구에서 문화재 유형별로 면밀한 현장조사를 거쳐 평가지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기존에 시도되지 않았던 문

화재 전반에 대한 범죄예방환경설계의 평가지표를 제시한 것에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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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문화재청은 숭례문 방화 범죄가 발생한 이후부터 중

요 목조문화재 150건에 대해 감시 시스템을 구축했다. 2011

년부터 범죄예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동일한 감시체계를 

고택 등 기타 목조문화재로 확대하는 중이다.1 고택, 서원, 

향교 등의 지방문화재까지 확대될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

이지만 정책이나 제도를 비롯해 연구 분야에서도 문화재의 

범죄예방환경설계에 대한 진단이나 평가가 이루어진 사례

가 미흡한 실정이다.2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란 ‘환경설계의 개선과  

조정을 통해서 범죄를 저감하고 예방하는 것’을 말한

다(김걸·김병선 2008; 박현호 2003). CPTED의 개념은 

Jeffery(1971)와 Newman(1972)의 연구에서 촉발되었다. 

CPTED는 범죄 목표물의 외부환경을 대상으로 구성 요소, 

감시 여부 등을 평가하여 전반적인 범죄 예방체제를 평가

하여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숭례문

의 사건도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에 집중하고 외부로부터의 

침입에 대한 범죄예방환경 관리에 소홀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이처럼 CPTED는 문화재의 범죄 감시 시스템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 

문화재에 대한 침입 감지, 경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범

죄와 환경 유형, 구성 요소, 감시 체계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그러나 CPTED가 활성화되는 공동주택이

나 공원 등에 비해서 재화 가치가 높은 문화재 CPTED 사

례는 찾기 어렵다(문화재청 2013).

문화재에 대한 전국적인 안전관리지도가 작성되었으

나, 문화재에 대한 감시체계 구축에 따른 통합적 CPTED 

평가나 수행사업은 찾아보기 어렵다. 문화재에 대한 감시체

계의 구축이 확산되고 있으며, 범죄 예방의 중요성이 대두

되는 시점에서 문화재별 범죄예방환경을 평가하는 지표의 

개발이 시급하다.

본 연구는 문화재의 범죄 양상을 분석하고 범죄예방환

경 유형을 분류하여 CPTED요소를 도출함으로써, 문화재의 

범죄예방환경을 평가하는 지표의 제시를 목적으로 하였다.

2. 연구의 과정 및 내용

연구는 대상설정, 문화재 CPTED의 원리 선정, 문화재 

CPTED의 평가지표 추출, 문화재 외부환경의 유형 분류, 문

화재 유형별 CPTED 평가지표 제시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그림 1 참조).

1   문화재청, 2011b, 『숭례문 화재 이후의 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성과』, 안전기준과 보도자료.

2   문화재청, 2012a,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5개년 기본계획』, p.115.

그림 1.  연구의 과정 및 내용

문화재 CPTED의 
원리 선정

•   비문화재 CPTED의 원리 고찰

•   문화재 CPTED의 원리 선정

•   문화재 CPTED의 원리별 평가 
부문 도출

문화재 유형별 CPTED
평가지표 제시

•   문화재 유형별 CPTED 평가지표를 도출

•   문화재 CPTED 평가지표를 현장에 적용

•   문화재 CPTED 평가지표의 적정성 검증

연구 대상 설정

•   CPTED가 예방하려는 범죄의 
유형 정의

•   CPTED가 필요한 문화재 선정

문화재 CPTED의
평가지표 추출

•   비문화재 CPTED 평가지표를 비교
•   문화재 CPTED의 평가지표를 부문
별로 선정

문화재 외부환경
유형화

•   문화재 외부환경의 구성을 분석
•   외부환경에 따라 문화재의 유형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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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내용으로 첫째, CPTED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

위’의 양상을 파악하였다. CPTED는 예방하려는 범죄행위

를 정의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문화재 범죄 요인 중

에서 인위적 침입에 의한 방화, 도난, 손괴 등의 범죄를 연

구대상으로 삼았다. 이를 위해서 선행연구와 범죄양상을 

분석하여 문화재 범죄유형을 정의하였다.

둘째, CPTED가 발달된 공동주택과 공원 등에 적용되

는 원리를 고찰하여 문화재 환경에 적합한 원리를 선정하

였다. 또한, 선정된 원리별로 문화재에 적합한 평가 부문을 

도출하였다.

셋째, 비문화재에서 사용 중인 평가지표를 문화재에 

대입하여 검토한 후, 문화재 CPTED 부문별로 평가지표를 

선정하였다.

넷째, 외부환경을 분석하여 유사한 공간 배치와 구성

요소를 보이는 문화재의 CPTED 유형을 분류하였다. 

다섯째, 문화재 유형별 주변 환경과 범죄 예방 요소를 

분석하여 문화재의 범죄 위험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도출하였다. 도출된 평가지표를 현장에 적용하여 실용성과 

한계를 진단하고 문제점을 보완하였다.

3. 선행연구 고찰

CPTED는 문화재에 대한 치명적인 자연재해(천재지

변, 지각변동, 대기순환·열순환 등에 의한 재해, 산불재해, 

충해 등)와 인위적 재해(실화, 방화, 파괴 등)중에서 도난, 

파괴, 방화 등의 인위적 범죄의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3

과거에 문화재 방재는 자연재해 중심의 소방에 치중

하였다. 문화재의 재난 이력을 보면 풍수해가 전체의 51.3%

이고, 다음으로 도난과 훼손 범죄가 27.1%에 이른다. 화재

는 9.2%를 차지하여 전체 재난 중에 차지하는 비율은 자연

재해를 제외하고 도난과 훼손 범죄가 가장 높은 인위적 재

해에 해당된다.4 문화재에 대한 무단 침입과 방화의 예방 필

요성이 대두되면서 인위적 재해의 방재 시스템 마련이 요구

되고 있다.5

CPTED는 비문화재 중에서도 주거지와 시가지, 공

원 등에서 시작하여 발전해오고 있다. 비문화재에 대한 

CPTED 연구는 범죄의 발생 빈도가 높은 도시의 주거지역

에 집중되었다. 이경훈(1997), 이경훈 외(2012), 이유미 외

(2011) 등이 공동주택의 CPTED 요소를 집중적으로 다루

었다. 이효창 외(2009)는 주거지역의 범죄와 불안감의 예방

을 위해 실내·외 주거환경의 계획 지표를 도출한 바 있다. 

주거환경에 대한 CPTED는 평가지표와 설계 요소는 세밀

하게 개발되고 있는 추세이다.

비주거시설 중에서는 공원에 대해 송은주와 송정화

(2009)가 CPTED를 위한 물리적 요소의 평가지표를 제시

한 바 있다. 강석진과 박미랑(2013)도 공원에서의 범죄 증

가 양상과 유형, 발생 시간대를 파악하여 공원의 환경을 

고려한 평가지표를 개발하였다. 박현호와 김영제(2008)는 

도시차원으로 CPTED를 확대하였으며, 정일훈과 양진석

(2010)도 도시환경의 차이를 고려한 CPTED 요소를 다룰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이에 비해 문화재의 CPTED 연구는 동산문화재에 

치중하는 경향이 강하다. 신의기 등(2011)이 동산문화재

에 대한 도난방지에 집중하였으나 환경을 진단하지 않았

다. 형사정책연구원(2013)이 문화재의 CPTED를 다루었으

나 역시 박물관의 동산문화재 관리 방안에 집중하였다. 김

태환(2008)이 대상물 및 감시 강화를 위한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 설치를 통해 문화재 방재환경설계를 제

안하였으나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수반하지 못했다. 

한범덕(2008)은 범죄에서 재난으로 확대하여 문화재 환경

을 일정한 구역으로 설정하여 관리를 달리해야 하는 필요

3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 재난요인을 외부와 내부, 자연과 인문요인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절도, 방화 등은 인문 요인의 인위적 위협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인위적 위협, 인위적 재해를 모두 인위적 재해로 정의하였다.

4 문화재청, 2013, 『문화재 안전관리지도 개발 연구』, pp.31~32.

5   백민호·신호준, 2013, 『중요 목조문화재 방재대책』, 한국재난정보학회 학술대회, pp.6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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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언급하였고, 서영헌 등(2012)도 목조문화재의 방재에

서 구역별 중요도의 도입 방안을 제시하였다.

문화재청(2012a)이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와 웹 환경을 기반으로 문화재의 유형에 따른 재난 

위험지수를 평가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개발하였다. 또한 

문화재 자체 요인(취약성, 방재성)과 외부환경요인(위협성, 

보안성)을 구분하여 재난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전국의 문화재에 대해 위험지수를 평가한 것은 

의의가 있으나 방재시설 및 인력에 집중한 반면에 입지조

건, 외부 방범환경 등을 세밀하게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있

다. 목조문화재에 대한 연구로 박윤수(2006), 권흥순과 이

정수(2012), 장형순 등(2008)이 방재 평가지표를 정량적으

로 다루었으며, 고명환과 강석진(2012)은 목조건축물의 화

재 위험 및 저해요소를 평가지표로 사용하였다. 신호준 등

(2013a)은 국가지정 중요목조문화재 159개소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안전 관리 표준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CPTED 

대상과 요소의 차이를 보인다.

공동주택 및 공원의 CPTED는 외부환경에 대한 평가

와 예방설계에 중점을 둔다. 이에 반해 문화재 분야에서는 

범죄보다 문화재의 보존에 치명적인 ‘화재’의 예방과 대응에 

대한 연구에 관심이 높다. 2005년 낙산사 화재 이후 방재의 

연구는 크게 확대되었다. 근래 들어 재난예방이 안전관리 

분야에 통합되는 추세이며, 문화재에 대한 안전관리지도까

지 개발되고 있다. 풍수해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문화재의 

도난과 훼손과 같은 범죄예방환경설계에 대한 연구의 전개

도 중요하다. 

Ⅱ. 문화재 범죄예방환경의 분석결과

1. 문화재 환경의 유형 분류

1) 문화재 범죄의 정의

비문화재에 대한 중요 범죄로 살인, 강도, 절도, 손괴, 

폭력, 강간, 방화, 침입 등이 언급된다. 범죄 대상이 재산과 

인명이므로 살인, 강도, 폭력, 강간 등의 상해가 중요한 예

방 대상이 된다. 물론 절도, 손괴, 침입과 같은 재산상의 손

실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송은주 2009; 이경훈 1997;

강석진 2013). 반면에 문화재 범죄는 목조문화재에 대한 방

화가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었다(한범덕 2008; 백민호·이해

평 2006; 구원회 외 2011). 이와 함께 도난이 예방해야 될 

중대한 범죄로 인식된다(서영헌 외 2012; 김정호 외 2009; 

김진곤 외 2007; 김태환 2011). 최근 수행된 연구에서 방화, 

도난, 손괴(훼손) 등이 문화재에 대한 주요 범죄로 다루어지

는 추세이다(표 1 참조).

방화가 중요 범죄인 것은 문화재를 멸실하는 행위이며 

사후 대응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문화재의 범

표 1.  비문화재와 문화재의 중요 범죄 비교

범죄

대상
연구자

살

인

강

도

손

괴

폭

력

강

간

절

도

방

화

침

입

비
문
화
재

강석진·박미랑(2013) ● ● - ● ● ● ● -

박현호·김영제(2008) - ● ● - - ● ● -

송은주·송정화(2009) ● ● ● ● ● ● ● ●

이경훈(1997) - ● ● - ● ● - -

문
화
재

구원회 외(2011) - - - - - - ● -

고명환(2012) - - - - - - ● -

김유식 외(2010) - - - - - - ● -

김정호 외(2009) - - - - - - ● -

김진곤 외(2007) - - - - - - ● -

김태환(2008) - - - - - - ● -

김태환(2011) - - - - - ● - ●

백민호(2010) - - - - - - ● -

백민호·이해평(2006) - - - - - - ● -

서영헌 외(2012) - - - - - - ● -

서환 외(2013) - - - - - ● - ●

송상훈·정종필(2010) - - - - - ● - ●

신호준 외(2013) - - - - - ● - ●

윤유혁 외(2008) - - - - - - ● -

윤홍로(2008) - - - - - - ● -

이명선(2008) - - - - - - ● -

한범덕(2008)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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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예방은 방호적防護的으로 접근할 필요성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윤홍로 2013). 도난과 방화, 훼손 등이 불법 

침입에 의해 발생하므로 문화재 외부에서의 침입을 차단하

고 감시하기 위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방범시설이 설치되어 있어도 성곽과 같이 규모가 큰 경

우 주간에 사각지대에서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공원

이나 주택과 같이 문화재 대상 범죄도 주간보다 이용이 낮고 

감시가 어려운 야간에 주로 발생한다(강석진·박미랑 2013). 

이처럼 문화재에 대해 예방해야할 범죄는 도난, 방화, 훼손, 

침입이며 야간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2) 문화재 범죄예방환경의 유형

동산문화재는 박물관이나 보호시설에서 대상물 강화

가 이루어지므로 CPTED는 건조물 문화재를 대상으로 해

야 한다(문화재청 2013). 건조물 문화재는 국보 19건, 보물 

118건, 사적 27건의 목조문화재와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과, 종묘 및 조선왕릉 등을 포함하여 189건이 된다

(문화재청 2011a). 

문화재의 범죄예방환경은 지정구역 내에 포함되는 건

물과 시설의 배치와 지형에 영향을 받는다. 동일한 시설도 

기능을 달리한다. 궁장은 침입과 시선의 차단이 완벽하지만 

차면담은 시선 차단의 목적이다. 민가의 담장은 경계를 표

시하며, 산지형 사찰의 담장은 영역을 상징한다. 

시설의 형상과 기능에 차이가 있지만 문화재는 조성 

목적과 기능에 따라 유사한 환경이 조성된다. 궁궐은 위계

를 이루는 공간에 전각이 배치되며, 왕릉도 격식에 따라 

시설이 배치된다. 향교나 서원은 담장에 의해 내부 공간이 

구획되며 건물 배치가 유사하다. 그러므로 문화재에 대한 

CPTED를 위해서 문화재의 유형에서 분류를 시작하는 것

이 효율적이다.

문화재의 시설 배치와 공간 구성, 구성 요소 및 시설 

등으로 유사성을 비교하면 궁궐, 종묘, 왕릉, 성곽, 사찰, 원

림(樓, 亭, 閣), 주거지(주거지, 유배지, 생가지 등), 서원·향

교·관아, 근대건축(우체국, 교회, 학교, 성당 등), 기타(구비 

전승지, 사고지, 제사유적) 등으로 분류된다(표 2 참조).

(1) 궁궐 및 종묘

궁궐은 담장으로 분리된 외조外朝, 치조治朝, 연조燕朝 

등에 전각들이 배치되어 있다. 외부에 노출된 경계의 범위

가 넓고 출입구의 수가 많지만 침입이 어려운 궁장宮牆과 대

문(城門)이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이용시간 제한과 출입구 

통제가 철저하게 이루어진다. 공간들이 분할되어 있으므로 

구역별 중요도를 설정하여 관리될 필요가 있다(그림 2 참

조). 목조 건조물이 집중되어 있어 침입에 의한 화재에 매우 

취약하다. 종묘는 궁궐과 같이 높은 담장과 대문으로 경계

를 이루고 있으며, 이용 시간 제한, 관리 사무실의 감시와 순

찰이 이루어진다(그림 3 참조). 모두 CCTV가 설치되어 있으

며, 외부보안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경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표 2.  문화재 CPTED의 유형

유형 국보 보물 사적 계

궁궐 - - 4 4

종묘 - - 1 1

왕릉 - - 20 20

성곽 1 6 - 7

사찰 15 70 - 85

원림 건축 (누,정,각) - 8 - 8

주거지 (생가, 유배지 등) - 15 5 20

서원, 향교, 관아 3 15 14 32

근대 건축 (우체국, 성당 등) - - 4 4

기타 (제사유적, 사고지, 구비전승지) - 4 4 8

합계 19 118 52 189

그림 2.  창덕궁의 범죄예방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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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왕릉

왕릉은 물리적 경계가 없어 접근 통제가 어렵고 산림

에 둘러싸여 있어 외부인의 침입에 대한 감시에 어려움이 

있다. 조선 왕릉은 진입 공간을 제외한 제향 공간, 전이 공

간, 성역 공간으로 순서대로 연결되는 구성을 이룬다. 조선 

왕릉의 경우 관리 사무소의 설치, 정기순찰, CCTV, 외부보

안업체와의 연계 등으로 감시를 강화하는 방호책을 운영 

중이다. 화재에 의한 멸실보다 불법 도굴과 도난이 우려되

며, 인력으로 이동이 어려운 석물이 다수이므로 사람과 차

량의 접근을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그림 4의 a 참조). 9기

의 왕릉이 인접해 있는 동구릉의 경우 넓은 지역에 거리를 

두고 분포하고 있어 경계가 매우 길고, 지형의 변화가 크고 

울창한 산림으로 둘러싸여 있어 감시성의 강화에 어려움이 

있다(그림 4의 b 참조).

(3) 성곽

서울 숭례문(국보 1호), 서울 흥인지문(보물 1호), 전주 

풍남문(보물 308호) 등을 비롯해 읍성과 산성이 있다. 성

곽은 입지와 형태에 따라 범죄예방환경의 차이가 발생한다. 

화재에 취약한 목조건조물인 숭례문이나 풍남문은 평지에 

단일 구조물 형태로 차도에 접해있다. 건조물 주변의 전이

공간에 녹지가 조성되어 있어 감시가 용이하다. 반면에 경

그림 3.  종묘의 범죄예방환경

그림 4.  조선 왕릉의 범죄예방환경

a. 건원릉 배치도 b. 동구릉의 공간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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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구조물이 침입과 접근을 통제하는 기능이 없다. 관리자

가 상주하지 않고 외부에서 이용자의 침입이 단시간에 발

생할 수 있어 접근 통제가 매우 중요한 환경이다. 상주 관

리자에 의한 순찰이 없고 침입감지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그림 5의 a 참조).

수원 화서문과 방화 수류정, 서북 공심돈의 경우 비교

적 선적으로 형성되며 성의 경계부에 입지한다. 성내외에서 

감시가 양호한 공간이지만, 주거지역과 통과도로에서 침입

이나 접근의 통제가 용이하지 않다. 또한 성곽 외부에 조성

된 녹지대에 식재된 수목에 의해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된다(그림 5의 b 참조).

(4) 사찰

사찰은 문화재 유형 중 85개소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사찰의 대부분이 산지에 입지하고 이용자가 주야

간으로 발생하여 접근의 통제와 침입자의 감시가 용이하지 

않다. 상주자가 머무는 요사채에 비해서 금당이나 부도전 

등에 대해서 감시와 통제가 어렵다.

삼보三寶 사찰의 하나인 송광사의 경우 상주자에 의

한 순찰 등의 조직적 관리가 이루어진다. 영역성이나 경계

가 약하므로 국보·보물인 국사전, 하사당, 약사전, 영산전에 

출입제한, 24시간 순찰, CCTV 등으로 범죄예방환경이 구축

되어있다. 그러나 경내의 사각지대 발생이나 감시체제에 대

한 전반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그림 6의 a 참조). 

매표소에서 사찰까지 약 1km의 전이 공간에 도주로 차단 

등의 접근 통제와 감시 강화가 가능하지만 별도의 범죄예

방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다(그림 6의 b 참조).

(5) 원림 건축물

원림 건축물은 밀양 영남루(보물 147호), 안동 임청각

(보물 182호), 강릉 해운정(보물 183호), 삼척 죽서루(보물 

213호), 남원 광한루(보물 281호), 정읍 피향정(보물 289호), 

제주 관덕정(보물 322호), 제천 청풍 한벽루(보물 528호) 

등 8건이 해당된다.

밀양 영남루, 제주 관덕정, 제천 한벽루는 담장이 없

어 접근 통제가 취약하다. 독립 건조물이므로 감시 강화가 

용이하다(그림 7의 a 참조). 삼척 죽서루, 남원 광한루 등

은 담장으로 접근이 통제된다(그림 7의 b 참조). 강릉 해

운정과 정읍 피향정은 담장이 있으나 접근 통제 기능은 

매우 취약하다.

그림 5.  성곽의 범죄예방환경

a. 점點 형태 전주 풍남문 b. 선線 형태의 수원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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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원림건축물의 범죄예방환경

a. 밀양 영남루 (경계 無) b. 삼척 죽서루 (경계 有)

그림 6.  사찰의 범죄예방환경 (송광사)

a. 내부환경 b. 외부환경

(6) 주거지

강릉 오죽헌(보물 165호), 대전 회덕 동춘당(보물 209

호), 안동 하회 양진당(보물 306호), 경주 양동 무첨당(보물 

411호), 경주 양동 향단(보물 412호), 경주 독락당(보물 413

호), 안동 하회 충효당(보물 414호), 경주 양동 관가정(보물 

442호), 안동 의성김씨 종택(보물 450호), 예천권씨 초간종

택 별당(보물 457호), 안동 소호헌(보물 475호), 영천 숭렬

당(보물 521호), 안동 예안이씨 충효당(보물 553호), 달성 

태고정(보물 554호), 상주 양진당(보물 1568호), 정읍 전봉

준 유적(사적 293호), 산청 조식 유적(사적 305호), 안국동 

윤보선가(사적 438호), 서귀포 김정희 유배지(사적 487호), 

서울 이화장(사적 497호) 등 20건이 포함된다.

주거지는 경계형, 비경계형, 마을형으로 구분된다. 경

계형은 강릉 오죽헌, 안국동 윤보선가, 서울 이화장 등이며 

높은 담장과 대문으로 접근이 통제된다(그림 8의 a 참조). 

비경계형은 상주자와 접근 통제 요소가 없는 것으로 정읍 

전봉준 유적과 서귀포 김정희 유배지 등이 해당된다. 침입 

감지 및 기계 감시의 관리 체계가 요구된다(그림 8의 b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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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마을형은 마을 내에 입지하여 주민에 의한 자연 감시, 

조직 감시, 순찰 강화 등으로 범죄예방환경이 조성되는 곳

이다. 안동 하회 양진당과 충효당, 양동 무첨당과 향단, 관

가정 등이 해당된다. 상주자에 의한 이용자의 감시와 통제

가 가능하다. 안동 소호헌과 경주 독락당, 안동 의성김씨 

종택, 예천권씨 초간 종택, 안동 예안이씨 충효당, 달성 태고

정, 상주 양진당이 해당된다(그림 8의 c 참조).

(7) 서원·향교·관아

서원·향교·관아는 32개소가 된다. 공간구성과 배치

가 유사하다. 외문(外三門)과 내문(內三門)의 이중 담장과 

출입문으로 공간이 구분되어 있고 중요 건물이 내부 깊숙

이 위치한다. 서원은 강학공간에 동·서재東·西齋가 대칭을 

이루고 강당이 전후에 배치되며, 신문神門을 거쳐 사당으로 

진입한다(그림 9의 a 참조). 향교도 서원과 같이 제향 공간

과 강학 공간이 각각 담으로 둘러싸여 독립된 영역을 형성

한다(그림 9의 b 참조). 관아는 동헌을 중심으로 부속건물

이 둘러싸는 형태로 구성된다(그림 9의 c 참조). 내부 공간

이 이중 담장으로 구분 되어 있으나 공간이 외부에 직접 면

한 경우가 많아 접근 통제의 강화가 필요하다. 내부 담장에 

의해 순찰이 어렵고 CCTV가 감시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되기 쉬우며, 범죄 용의자의 은닉처를 제공할 수 있다. 

그림 8.  주거지의 범죄예방환경

그림 9.  서원·향교·관아의 범죄예방환경

a. 경계형

a. 서원형 (돈암서원)

b. 비경계형

b. 향교형 (김제향교)

c. 마을형

c. 관아형 (김제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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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근대건축물의 범죄예방환경

a. 서울우정총국 (단독형) b. 대한성공회 강화성당 (군집형)

그림 11.  제사유적 및 사고지의 범죄예방환경

a. 제사유적형 (수원 화령전) b. 사고지형 (경주 이견대)

서원은 산지에, 관아와 향교는 시가지에 입지하여 주변 환

경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다.

(8) 근대건축

서울 우정총국(사적 213호), 구공업전습소본관(사적 

279호), 창원 진해우체국(사적 291호), 대한성공회 강화성

당(사적 424호) 4개소가 해당된다. 대한성공회 강화성당과 

같이 건물이 군집을 이루는 것과 아닌 것으로 구분된다. 대

한성공회 강화성당은 담이 설치되어 있고 관리자가 상주하

므로 감시 강화가 가능하다(그림 10 참조). 근대건축은 외

부공간이 매우 좁고 주변 도로에서의 접근이 매우 용이하

다는 특징이 있다. 강화성당을 제외한 3개소는 담장이 없

고 도로에서 직접 접근할 수 있다.

(9) 기타(제사유적, 사고지, 구비전승지)

제사유적으로 서울 동관 왕묘(보물 142호), 사직단대

문(보물 177호), 공주 계룡산 중악단(보물 1293호), 전주 경

기전 정전(보물 1578호), 수원 화령전(사적 115호), 연천 숭의

전지(사적 223호) 6개소가 해당되며, 사고지로 평창 오대산

사고지(사적 37호), 구비전승지로 경주 이견대(사적 159호)가 

해당된다.

제사유적은 향교와 유사한 공간으로 조성되며 외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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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내삼문으로 분리되어 배치되거나 공주 계룡산 중악단

과 같이 단일공간으로 남아있더라도 삼문과 담으로 둘러

싸여 감시 강화가 중요하다(그림 11의 a참조). 사고지와 이

견대는 담장이 없는 원림 건축물과 유사한 범죄예방환경을 

구성하고 있다(그림 11의 b참조).

Ⅲ.   문화재 CPTED 평가지표의 도출

1. 문화재 CPTED의 원리

연구가 미흡한 관계로 문화재 CPTED의 원리를 선정

하기 위해 비문화재 CPTED 원리를 참조하였다. 히무라교

이치(2011)등의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접근 통제, 감시 강

화, 영역확보, 대상물강화, 활동 증대, 유지 관리, 입지조건 

등 6개가 비문화재 CPTED에 적용되는 주요 원리인 것으로 

집약되었다(표 3 참조).

‘접근 통제’는 담장, 해자垓子, 출입문, 바리케이드

barricade 등의 물리적, 심리적 장애요소를 이용하여 보호 대

상으로의 접근을 통제하는 것이다(히무라교이치 2011). ‘감

시 강화’란 상주자, 입주자, 이용자 등에 의한 자연적 감시와 

관리인, 경비 등에 의한 조직적 감시, CCTV에 의한 기계적 

감시 등으로 이루어진다. ‘대상 강화’는 보호대상의 출입문, 

창문 등에 보안과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다. 문화재의 대상 

강화를 위해 접근 통제와 CCTV 등의 감시 강화의 요소가 

활용된다(김태환 2008). 특히, 독립성이 강한 문화재에 대한 

접근 통제는 감시 강화와 동일하게 다루어질 수 있어, 감시 

강화에 대상 강화가 포함되는 것이 효율적이다.

‘활동 증대’는 예방대상에 방문객이나 주민의 이용을 

늘리는 것이다. 불안감을 조성하는 사각지대를 제거하고 광

장, 벤치, 운동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문화재

는 안전과 보호를 위해 야간의 활동과 이용이 제한되므로 

활동 증대의 효과가 적용되기 어렵다.

‘유지 관리’는 낙후나 노후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

결여로 범죄가 발생될 수 있음에 주목하고 정비와 관리를 

지속하는 것이다(이도선 2013; 이경훈·강석진 2011). 원형 

유지를 위해 상시 관리, 정기 조사, 수리 복원 등의 다양한 

사업에서 전개되는 문화재에서 유지 관리가 제외되는 것이 

중복 평가를 줄이는 것이다.

‘영역 확보’는 보호 대상의 소유 영역을 강조하거나 강

화하는 것이다. 입구 표지판, 문주, 홍살문, 포장, 담장, 기념

물 등의 물리적 요소와 ‘지역공동체의식 강화’와 ‘공동체 활

동강화’ 같은 비물리적 요소가 영역 확보에 사용된다(이경

훈·강석진 2011; 이호상 2013). 문화재는 대상 자체가 지니

는 시각적, 심리적 영역성이 매우 강하다. 또한 문화재 지정

구역, 보호구역은 물리적 행위규제의 영역을 명확하게 형성

표 3.  문화재 CPTED 원리의 선정결과

연구자 접근 통제 감시 강화 영역 확보 대상 강화 활동 증대 유지 관리 입지 조건

비문화재

히무라교이치 (2011) ● ● ● ● - - -

이경훈 외 (2012) ● ● ● - - - -

최응렬 (2006) - ● ● ● - - ●

송은주·송정화 (2009) ● ● ● - ● ● -

정일훈·양진석 (2010) ● ● ● - - - -

김걸과 김병선 (2008) ● ● ● - ● ● -

이호상 (2013) ● ● ● - ● ● -

이유미 외 (2011) ● ● ● - ● ● -

강석진·박미랑 (2013) ● ● ● - ● ● -

김태환 (2008) ● ● - ● - - -

문화재
검토 결과 적용 가능 적용 가능 야간에

 효과 미흡
감시 강화의 
일부

야간 이용 
통제됨

수리 보수
수시 수행 적용 필요

선정 원리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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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궁궐, 서원, 향교 등은 담장으로 둘러싸여 영역이 명

확하지만, 사찰과 조선 왕릉은 광범위하게 입지하고 시각적 

영역이 드러나지 않는다. 시각적 영역은 주간에 보이는 담장

이나 대문 등에 의해 확보되지만, 야간에 영역 확대가 범죄 

예방에 미치는 효과가 크지 않으므로 제외될 필요가 있다.

‘입지 조건’은 범죄 예방 대상이 입지한 장소의 지형과 

지물, 식생, 토지 이용 등과 같은 환경 여건을 의미한다. 국

내의 CPTED는 시가화 지역의 주거지에 이루어져 입지조

건을 크게 다루지 않지만 농촌, 산림, 해안, 하천, 절벽 등의 

환경에 입지하는 문화재에서는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문화재의 특성을 고려할 때 6개의 원리 중에서 문화

재의 CPTED 평가에 적합한 것은 접근 통제, 감시 강화 2

가지이며 입지조건이 부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

단된다.

2. 평가 부문의 세분화

1) 접근 통제

접근 통제의 평가 부문은 문화재의 영역에 따라 세분

된다. 문화재 공간은 내부 - 경계 - 외부 - 주변 환경의 4가

지 영역으로 구성된다(표 4 참조). 소수서원은 4가지 영역

을 모두 갖추었다. 내부 영역은 담장과 문으로 구획되어 있

고 야간에 폐쇄되는 출입문과 협문, 높은 담장이 경계를 형

성한다. 관리실과 매표소에서 소수서원에 이르는 외부 영역

의 진입도로로 차량 접근과 도주로의 차단이 가능하다. 주

변 환경의 죽계천과 경사면은 접근을 통제하는 강력한 요

소가 된다. 죽서루나 영남루는 내부-경계-주변 환경으로 

구성된다. 녹지와 원로가 내부를 구성하고 담장과 매표소

가 경계를 이루지만, 외부 영역이 없고 주변 환경인 학교, 

주택지, 도로, 주차장 등에 접한다. 절벽이 천연의 접근 통

제 효과를 발생시킨다. 다른 3면에 외부 영역이 없으므로 

경계(담장과 매표소)가 중요하다. 담장 외곽의 화장실, 주차

장에서의 접근 통제도 중요하다. 창원 진해 우체국은 경계

가 없고 건물이 직접 주변 환경에 접해있다. 물리적 경계가 

없으므로 건물의 방호 여부가 중요하다.

이처럼 접근 통제의 평가부문을 문화재 영역별로 설

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문화재 내부 영역은 외부에서 시각

적으로 차폐되므로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경계

에서 접근을 통제하지만 내부 영역에서의 접근 통제는 용

이하지 않다. 건물의 출입문과 창호에 대한 대상 강화가 중

요하다. 전시관이나 홍보관이 설치된 경우 접근 통제 효과

가 높다.

경계를 이루는 요소는 출입구, 담, 울타리 등이다. 주차

장 출입 통제 시스템, 경고 표지, 도주가 용이하지 않은 주

변 환경 등도 접근 통제에 사용된다. 도주로 차단, 이용시간 

설정, 출입구 단일화 등으로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다. 출입

처가 많은 곳은 통과 교통 등 외부인의 출입을 억제할 수 

있도록 한쪽 끝을 폐쇄할 필요가 있다(최응렬 2006). 문화

재에 설치되는 전통 담장은 성인의 신장보다 낮아 접근 통

제 효과가 낮다. 그러므로 존재의 유무보다 담장 높이, 시선 

차폐, 주변 지형과의 높이차 등과 같은 침입 방지 효과가 평

표 4.  문화재의 영역구성 사례

문화재 소수서원 죽서루 창원 진해 우체국

영역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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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되어야 한다. 담장 주변에 식재되는 수종에 따라 접근 통

제를 강화할 수 있으므로 식생의 종류와 성상, 크기, 밀도, 

범위 등의 평가가 요구된다.

외부 영역의 구성요소는 문화재의 지정구역이나 보호

구역에 해당되며 접근 통제의 유용성이 높다(한국형사정책

연구원 2011). 수림, 녹지대, 휴게소, 진입도로, 보행로, 주차

장, 조명 등으로 구성된다. 매표소나 관리 사무소 등은 접

근 통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밀식된 대나무 숲은 접근을 

통제하지만 낮은 관목은 용의자에게 은닉처를 제공할 수 

있다.

문화재의 주변 환경은 통상적으로 문화재 보호구역을 

벗어나서 접하는 환경이다(송상훈 2011). 하천이나 절벽은 

강력한 접근 통제 요소이다. 도로와 보행로는 범인의 접근

과 도주로를 제공하는 접근 통제 요소이다. 외부 주차장은 

차량출입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지만 침입과 도주의 기회도 

증대시킨다. 주변 환경의 평가에 지형, 주변 식생, 도로, 주

차장, 보행로, 인접 마을 등이 포함된다. 

2) 감시 강화

문화재에 대해서는 조직적 감시와 기계적 감시의 효과

가 높다(최응렬 2006). 주변 도로나 주택가의 이용자에 의

한 자연적 감시나 CCTV의 모니터링을 통한 기계적 감시는 

직접적 감시이며, 야간 조명이나 가로등은 자연적 감시를 

강화하는 간접적 감시로 분류되기도 한다.

(1) 자연적 감시

자연적 감시의 효과는 문화재가 도로, 보행로에 인접

한 경우에 높지만 산림이나 인적이 드문 지역에서 매우 낮

다. 도로의 가로등이나 공원등, 보안등으로 야간의 감시 범

위를 확대하고 사각지대를 감소시키는 방법이 가능하지만 

조직적 감시나 기계적 감시와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주택의 인접성, 상주자의 여부, 수목밀도, 수림대, 사각지대, 

보행로, 동선의 명료성, 야간조명의 가시범위, 용의자 인식

거리 등은 자연적 감시에서 중요하게 파악해야 될 요소이

다. 자연적 감시의 근본적 한계는 동일한 효과와 결과를 기

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혹한기나 우기 등의 기상변화에 

따라 야간이용자의 변화가 있다. 정읍 피향정은 인접도로

의 통행량이 많지 않아 자연감시성이 낮아지므로 문화재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자연적 감시의 지속성과 

반복성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2) 조직적 감시

감시 강화의 효과가 가장 높은 것은 관리자의 24시간 

순찰활동과 같은 조직적 감시이다. 그러나 주·야간의 불규

칙한 근무형태, 관리인의 방재교육 미흡 등은 감시 강화의 

취약성이 발생될 여지가 있다. 또한 예산의 부족, 효율적 인

력 관리 체제의 부재 등으로 현장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명환 2012; 강석진·박미랑 2013; 이경훈 1997). 조직적 감시

는 상주자나 관리자의 감시 여부, 외부 경비업체와의 연계, 

경찰의 순찰 여부 등이 평가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관리

실(경비실)의 적합성, 관리자 상주시간, 관리자의 배치 여부

(관리인 수), 순찰 횟수, 순찰 동선, 경찰의 순찰 범위 등이 

평가에 포함되어야 한다.

(3) 기계적 감시

기계적 감시는 범죄 발생 및 불안감 저감 효과가 높다

(김걸·김병선 2008;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 기계적 감

시의 대표적 시설인 CCTV는 출입자의 파악, 침입 및 도주

경로 파악 등에 사용된다. 도시와 공원에서 CCTV는 범죄 

예방 효과가 다소 있으며, 범행 사후 확인 및 검거의 효과

가 높다(강석진·박미랑 2013). 문화재청은 CCTV, 침입통제

시스템 등을 설치하여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신의기 외 2011). 문화재는 초기 대응이 중요하므

로 CCTV에 의한 녹화 및 사후 대응보다 실시간 모니터링

이 요구된다. 실시간 모니터링을 대체하는 적외선 침입 감

지 카메라 및 경보기, 무선 네트워크 경보 시스템 등의 설

치도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다. CCTV가 설치되었을 경우 

단순한 수량이나 배치가 아닌 감시거리, 식별성 등의 기계 

제원을 고려한 3차원적 감시범위의 적절성, 침입 예상 동선 

및 사각지대의 감시 여부, 순찰 동선과의 보완성 등이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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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자연적 감시 효과를 상승시키는 야

간조명이나 가로등의 투사 범위와 CCTV의 감시 범위의 적

합성 등이 함께 평가되어야 한다(강석진 2011).

3) 비문화재 CPTED의 비교

일반적 건물 배치나 주거 환경 등의 고려를 위해 부

문별로 도출된 평가지표를 비문화재 CPTED의 평가지표와 

비교하였다.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CPTED의 평가지표와 

비교한 결과 일반적 건물이나 주거 환경에서는 가구밀도, 

용적률, 건폐율, 층수, 세대수, 일인 가구 비율, 전입 인구 비

율, 노인 인구 비율 등까지 세분하여 평가항목에 제시된 경

우가 일부 있으나 문화재 CPTED의 평가지표로 사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건물형태, 색채, 창문, 놀이

터, 복도, 계단실, 주택면적, 가로시설, 안내 표지판, 승강기, 

옥외배관, 유지 관리, 커뮤니티 시스템 등은 문화재에 설치

되지 않았거나 포함되지 않는 시설로서 접근, 감시와의 상

관성이 낮아 제외되었다. 반면에 비문화재에서 주변식생, 지

형, 매표소, 이용시간, 전시관/홍보관 등의 접근 통제 시설

은 포함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문화재의 접근 통제에 해당된다고 판단된 지표는 외부

조경공간 및 녹지대, 주차장, 매표소, 보행로, 출입구(부출입

구 포함), 전이공간, 차도·도로, 출입통제시스템, 담 및 울타

리, 안내판·주의판 설치이다. 감시 강화에 외부 조경 및 녹

지대, 보행로, 거주자 및 거주자 특성, 관리 사무소 및 경비

실, 통행량, 차도·도로, 기계경비시스템, 조명·가로등이 해당

된다(표 5 참조).

표 5.  문화재 CPTED 평가지표의 선정 결과

CPTED 평가 시설

비문화재 문화재

송은주 외
(2009)

이경훈 외
(2012)

이유미 외
(2011)

원선영 외
(2009)

강석진 외
(2013)

시설 부문 원리

녹지공간 (조경) ● ● ● ● ● ●

주변

접근

주차 및 주차공간 ● ● ● ● - ●

근린생활시설 ● ● ● ● ● ●

보행로 - ● - ● ● ●

비근린 건물 - - - ● - ●

차도 (도로형태) - ● - ● - ●

출입구 ● ● - ● - ●
경계

담장 ● ● ● ● ● ●

옥외 공간/전이 공간 - - - ● - ● 외부

건축물 (주동수, 형식, 배치, 준공년도) ● ● ● ● - ●
내부

기계

공간구조 (연결 공간의 수) - - - ● ● ●

거주 및 거주자 특성 - - - ● - ●

자연

통행량 - - - ● - ●

자연적 감시 - - - ● - ●

공용 및 교류시설 - ● ● ● - ●

시설 이용 정도 - - - ● - ●

조명 ● ● ● ● ● ●

경비실 및 경비 방식 ● ● ● ● ● ●
조직

방범 - - ● ● ● ●

CCTV ● ● ● ● ● ●
기계

출입통제시스템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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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문화재 CPTED 평가지표

평가요인 평가지표

접근 통제

주변 환경

지형
절벽이나 하천이 자연 경계를 형성하는가?

문화재 외부에 다리가 있는가?

식생 주변 식생이 자연 경계를 형성하는가?

도로

도로와 멀리 떨어져 있는가?

차량을 통한 도주로 차단이 가능한가?

도로 차량 통행량이 야간에도 빈번한가?

방호차량의 진입이 용이한가?

방호차량의 10분 이내 현장 도착이 가능한가?

주차장
문화재와 주차장이 인접했는가?

차량 출입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는가?

보행로
보행로가 인접하였는가?

보행 도주로의 차단이 가능한가?

경계

출입구
출입구가 잠금장치를 갖추고 있는가?

출입구를 통한 침입차단이 가능한가?

담장 경계의 높이가 침입하기 어려운가?

이용 시간
이용 시간에 제한이 있는가?

이용 시간 이외의 이용자 통제가 가능한가?

외부 영역
매표소

입구에 매표소/안내소가 설치되어 있는가?

진입부 시설을 통한 이용자 통제가 가능한가?

전이 공간 문화재 외부가 통제 가능한가?

내부 영역
공간 구조 공간내부에서의 별도의 접근 통제가 가능한가?

별도 관리 전시관/홍보관에서 별도로 보호관리 되는가?

감시 강화

자연적 감시

주택 인접
주택가 또는 마을 안에 위치하였는가?

외부에서의 자연감시가 가능한가?

거주자
문화재 공간에 상시 거주자가 있는가?

야간침입에 대한 별도 관리가 이루어지는가?

조명
조명을 통해 사람 및 사물의 식별이 가능한가?

조명이 공간규모에 적정하게 설치되었는가?

사각지대

주변 식생이 은닉처를 형성하는가?

차량 운전자를 통한 자연 감시가 가능한가?

사각지대에 대한 별도 관리가 이루어지는가?

조직적 감시

관리 사무실

문화재 별도의 관리 사무소가 있는가?

관리 사무실의 위치가 적정하여 주변 감시가 가능한가?

정기적인 관리자 교육이 이루어지는가?

비상연락체계 및 메뉴얼을 통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가?

외부 순찰 정기적 순찰이 이루어지는가?

내부 순찰
야간 순찰이 이루어지는가?

순찰 인력의 수는 적절히 배치되었는가?

기계적 감시

CCTV

침입 관리용 적외선 CCTV가 설치되어 있는가?

외부도로에 방범용 차량 CCTV가 설치되어 있는가?

방범용 CCTV의 실시간 모니터링 관리되고 있는가?

침입 센서 경계부 및 출입구에 침입감지센서가 있는가?

외부 보안 민간경비업체와 연계되어 보안 관리가 이루어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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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지표 도출 결과

접근 통제에 주변 환경, 경계, 외부 영역, 내부 영역의 

4개 부문이 해당되었다(표 6 참조). 주변 환경에 지형, 식생, 

도로, 주차장, 보행로 등의 요소가 평가되어야 한다. 식생은 

은닉처의 제공, 가시성의 차단 등과 같이 접근 통제와 감시

를 약화할 수 있으므로 세밀한 평가가 요구된다. 주차장이

나 보행로의 인접은 접근 통제를 약화시키는 요소이다.

경계부에서 출입구의 여부, 담장의 통제 가능성, 이용 

시간의 제한 등으로 이용자 통제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출입구와 담장, 이용 시간은 접근을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다. 문화재에 설치된 전통담장은 높이가 낮으므로 접

근 통제에 대한 평가가 구간별로 세분화될 필요가 있다.

내·외부 영역에 대해서는 진입부의 매표소/안내소 설

치, 전이 공간의 확보, 내부 공간의 부분적 통제, 전시관 등

에 의한 접근 및 감시 강화 여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전이 공간은 도주로나 은닉처의 제공 등과 같은 접근 통제

의 용이성을 평가해야 한다. 또한 문화재가 내부 공간이 다

수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공간별 평가가 요구된다.

감시 강화에 자연적 감시, 조직적 감시, 기계적 감시의 

3개 부문이 비문화재 CPTED의 평가 부문과 동일하게 적

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자연적 감시는 주택 또는 마을 

인접성, 문화재 공간의 상시 거주자 여부, 조명에 의한 시야 

확보, 사각지대의 관리가 중요하다. 조명은 침입 취약지역, 

예상 접근 및 도주로를 적정하게 비추는지 효율성을 평가 

해야 한다. 조직적 감시는 관리 사무실의 설치, 내외부 순

찰이 주요 평가 항목이 된다. 순찰 동선이 접근 통제나 자

연/기계적 감시 취약 공간, 사각지대 등을 포함하고 있는지 

평가해야 한다. 기계적 감시는 CCTV와 침입 센서의 설치, 

외부 보안업체와의 연계성 등이 해당된다. CCTV는 경고기

능이 있는지, 모니터링의 효과가 있는지, 사각지대를 없애는

지 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4. 문화재 CPTED 유형 및 평가지표 분류

1) 문화재 CPTED 유형 및 지표 도출

문화재의 접근 통제, 감시 강화, 주변 환경 등을 살펴

본 결과 8개의 유형으로 분류되었다(표 7 참조). 궁궐 및 

종묘(유형 Ⅰ)는 외부의 침입에 대비한 접근 통제나 감시체

계가 잘 갖추어져 있다. 해당 문화재 중의 하나인 창덕궁을 

살펴보았을 때 접근 통제는 침입이 용이하지 않는 높은 궁

장과 대문, 관리 사무소로 강화된다. 이용 시간 제한과 출

입구의 통제가 철저하게 이루어진다. 또한 주·야간 교대 

근무체계를 통한 순찰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관리 사무실

을 통해 기계적 감시가 이루어진다. 외부 보안업체와 연계

된 관리도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있다. CCTV가 다수 설치

되어 있으나, 위치와 수량의 적정성, 사각지대의 감시여부

를 평가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접근 통제와 감시 강화가 면

밀하게 평가되어야 한다. 또한 내부 공간이 분할되므로 범

인의 은닉처와 침입 예상로의 발생 가능성이 진단될 필요

성이 있다.

왕릉(유형 Ⅱ)은 경계와 외부 공간이 없이 주변 환경

에 접해있어 접근 통제력이 매우 낮다. 그러므로 조직적 감

시와 기계적 감시에 해당하는 야간 순찰, CCTV, 외부 보안

업체와의 연계를 통해 감시가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침입 

센서의 설치와 같은 방호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평가되어

야 한다. 문화재의 시설의 도굴과 도난 가능성이 있으므로 

차량의 접근 통제를 위한 진입로, 주차장 관리가 중요하게 

평가되어야 한다.

성곽은 점적인 형상(유형 Ⅲ-a)과 면적인 형상(유형 Ⅲ

-b)으로 구분하여 CPTED가 관리되어야 한다. 점적 형태의 

성곽(Ⅲ-a)은 주변 도로 및 보행로에서의 우발적 접근을 통

제할 수 있는지가 평가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침입 센

서, 야간순찰, CCTV 등과 같은 조직적 감시와 기계적 감시

가 중점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면적 형태의 성곽(Ⅲ-b)도 

경계가 없어 접근 통제가 어렵고 감시 강화 기능도 낮다. 대

상물 강화를 위한 접근 통제와 기계적 감시의 평가가 요구

된다. 선형으로 길게 배치되어 있으므로 중요 보호 대상이

나 훼손 취약지역을 선정하여 평가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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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문화재 유형별 CPTED 평가지표 ▒ 유형에 적합한 평가지표

구분 항목 평가 내용

문화재 유형

Ⅰ Ⅱ
Ⅲ

Ⅳ
Ⅴ Ⅵ Ⅶ Ⅷ

a b a b a b c a b a b

접근

통제

주변

환경

지형
절벽이나 하천 등이 자연 경계를 형성하는가?

문화재 외부에 하천과 다리가 있는가?

식생 주변 식생이 자연 경계를 형성하는가?

도로

도로와 멀리 떨어져 있는가?

차량을 통한 도주로 차단이 가능한가?

도로 차량 통행량이 야간에도 빈번한가?

방호차량의 진입이 용이한가?

방호차량이 10분 이내 현장 도착이 가능한가?

주차장
문화재와 주차장이 인접했는가?

입구에 차량 출입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는가?

보행로
보행로가 인접하였는가?

보행 도주로의 차단이 가능한가?

경계

출입구
출입구가 잠금장치를 갖추고 있는가?

출입구를 통한 침입차단이 가능한가?

담장 경계의 높이가 침입하기 어려운가?

이용 시간
이용 시간에 제한이 있는가?

이용 시간 이외의 이용자 통제가 가능한가?

외부

영역

매표소
입구에 매표소나 안내소가 설치되어 있는가?

진입부 시설을 통한 이용자 통제가 가능한가?

전이 공간 문화재 외부가 통제 가능한가?

내부

영역

공간 구조 공간 내부에서의 별도의 접근 통제가 가능한가?

별도 관리 관리 시설에서 문화재를 별도로 보호 관리하는가?

감시

강화

자연적

감시

주택 인접
주택가 또는 마을 안에 위치하였는가?

외부에서의 자연감시가 가능한가?

거주자
문화재 공간에 상시 거주자가 있는가?

야간침입에 대한 별도 관리가 이루어지는가?

조명
조명을 통해 사람 및 사물의 식별이 가능한가?

조명이 공간규모에 적정하게 설치되었는가?

사각지대

주변 식생이 은닉처를 형성하는가?

차량운전자를 통한 자연감시가 가능한가?

사각지대에 대한 별도 관리가 이루어지는가?

조직적

감시

관리

사무실

문화재 별도의 관리 사무소가 있는가?

관리 사무실에서 주변감시가 가능한가?

정기적인 관리자 교육이 이루어지는가?

비상연락체계/메뉴얼을 통한 대응이 신속한가?

외부 순찰 정기적 순찰이 이루어지는가?

내부 순찰
야간 순찰이 이루어지는가?

순찰 인력의 수는 적절히 배치되었는가?

기계적

감시

CCTV

침입 관리용 적외선 CCTV가 설치되어 있는가?

외부도로에 방범용 CCTV가 설치되어 있는가?

CCTV의 실시간 모니터링 관리되고 있는가?

침입 센서 경계부 및 출입구에 침입감지센서가 있는가?

외부 보안 민간경비업체의 보안 관리가 이루어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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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유형 Ⅳ)은 매표소를 통해서 차량 진출입의 통제

가 효과적이다. 그러나 보행자의 이용 통제가 어렵다. 상주

하는 인원에 의해서 자연감시가 가능하지만, 야간에는 효

과가 낮아진다. 산중에 입지하여 사건 발생시 외부에서 지

원이 어려우므로 내부의 조직적인 순찰, 대상물 강화, 침입 

센서, CCTV 등의 기계적 감시가 중요하다. 또한 조명 설치 

등에 의한 자연감시 강화 가능성이 평가되어야 한다.

원림 건축(Ⅴ), 주거지(Ⅵ)와 근대 건축(Ⅶ)은 담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접근 통제의 실효성이 평가되어야 

한다. 원림 건축은 경계가 없는 곳(V-a형)과 경계가 있는 곳

(V-b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주거지는 경계 통제형 주거지

(Ⅵ-a), 비경계형 주거지(Ⅵ-b), 마을형 주거지(Ⅵ-c)로 세분

된다. 근대건축은 점적 형태(Ⅶ-a)와 면적 형태(Ⅶ-b)로 세

분된다. 원림 건축, 주거지, 근대 건축은 주로 경계의 유무

에 따라 평가 방식에 차이가 발생한다. 오죽헌을 살펴보면 

매표소에서 접근 통제가 이루어지며, 이용시간이 정해져 있

다. 높은 담장이 외곽부와 오죽헌에 이중으로 설치되어 접

근 통제가 효과적이며 CCTV로 감시체계가 운영 중이다(그

림 12 참조). 이와 같이 내·외부의 감시와 담장의 통제 가

능성 등이 동시에 평가되어야 하는 환경이다. 이처럼 주차

장이나 도로에 인접하는 경우가 많아 접근 통제와 도주로 

차단의 가능성이 평가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야간 순찰과 

CCTV등을 통한 감시 강화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서원·관아·향교(유형 Ⅷ)는 접근 통제의 주된 기능을 

하는 담 및 울타리와 폐쇄적 출입구가 진출입을 제한하므

로 평가에 중요한 지표가 된다. 주차장, 도로, 자연환경의 접

근 통제도 중요하다. 관리자의 상주 여부 및 순찰, 민간 경비

업체의 보안관리 등이 평가되어야 한다. 공간의 위계에 따

라 문과 담을 설치하여 접근이 통제되는 구조는 범죄예방환

경을 강화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상주자가 없어 감시가 

어렵고, 낮은 담장의 침입방지 성능도 높지 않다. 담장 내부

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범인의 은닉공간을 제

공할 수 있으므로 중요 대상물의 순위를 결정하고 CCTV와 

조명에 의한 감시 강화가 평가되어야 한다. 또한 주변 위험

요소의 파악과 경계부의 강화, 접근 통제, 감시 강화가 복합

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문화재의 환경에 따라 서원·관아·

향교는 모든 평가지표를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현장 적용 가능성 평가

(1) 연구 대상지 현황

모든 평가지표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서원·관

아·향교(유형 Ⅷ)에 포함되는 충남 논산 돈암서원(사적 제

383호)을 선정하여 평가지표의 적합성을 현장에서 검토하

였다. 돈암서원은 1634년 유학자 김장생金長生의 학문과 덕

행을 추모하기 위해 세웠다. 면적 5,590m2에 이르는 대지에 

목조건물인 유경사惟敬祠, 양성당, 장판각 등 건물 10여 동

그림 12.  경계에 의한 범죄예방환경 (오죽헌)

a. 내부의 범죄예방환경 b. 외부의 범죄예방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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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돈암서원의 환경

a. 외부 현황 b. 내부 감시체계

과 돈암서원비·관리사 등이 있다(그림 13 참조). 유물로 현

종 때 사액을 받은 현판 遯巖書院이 있다. 장판각에 김장

생·김집·김계휘金繼輝의 문집과 왕실의 하사품인 벼루·전

적 등이 보관되어 있다. 대상지는 이중적 공간구조로 되어 

있고, 주변 환경으로 수림대와 도로가 형성되어 있다. 돈암

서원은 다른 서원에 비해서 CCTV가 많이 설치된 곳이다.6 

이외 조명, 관리 사무실 등의 CPTED를 복합적으로 갖추어 

지표를 검증하기에 적합하다.

(2) 접근 통제의 적용 결과

외부 영역에 주차장과 도로, 보행로 등이 인접하여 문

화재로의 접근이 용이하다. 지형에 해당사항은 없으며, 서

원 후면의 식생은 범인에게 은닉처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

다. 인접한 도로에서 접근을 통제하는 차단시설이 설치되

지 않았다. 또한 야간의 차량과 보행이 드물어 자연 감시성

이 매우 낮다(그림 14 참조). 주차장과 보행로는 차단시설이 

없어 접근 통제가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주변 환경의 

평가지표는 현장에 적용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표 8 

참조).

경계부의 출입구, 담장, 이용 시간, 외부 공간의 매표

소, 전이 공간, 내부 공간의 공간구조, 관리 여부 등도 평가

가 가능하였다. 경계부의 외삼문인 솟을대문과 담으로 경

계를 형성하고 이용시간 이외에 출입을 폐쇄하여 접근 통

제가 이루어진다(그림 15의 a 참조). 내부 공간에 담과 출입

문이 설치된 통제구역을 형성하지만 잠금장치가 미비하다. 

또한 담의 높이가 낮아 성인의 침입이 수월한 것으로 평가

되었다(그림 15의 b 참조). 진입부 외부공간인 산양루 주변

에 담이 둘러있지만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개방된 구조이므

로 접근 통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담 주변에 수림대

의 인접은 범인에게 은닉처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어 정비

가 필요하고, 담장 내부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

악되었다(그림 15의 d 참조).

6   문화재청, 2012b. 『서원 및 향교의 경관관리를 위한 공공디자인 개발』, p.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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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돈암서원의 주변 환경

a. 차량의 진출입 통제가 필요한 인접도로 b. 차량의 진출입 통제가 필요한 진입부

(3) 감시 강화의 적용 결과

자연적 감시에서 문화재 경계부로의 시야가 적정하게 

확보되는지의 판단 여부도 세밀한 평가 방법이 필요한 것이

다. 사각지대의 발생 범위와 시간대 등에 대한 평가가 어려워 

감시 요인에 포함되는 지표에 대한 정밀한 현장 평가 또는 시

뮬레이션 평가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표 10 참조).

관리 사무소가 내부에 설치되어 있고, 2명의 관리인이 

주·야간에 상주하면서 순찰하는 조직적 감시가 구축되었

다(그림 16의 a 참조). 그러나 순찰 동선이 규정되어 있지 않

고 중요 보호 대상 및 침입 예상로, 사각지대의 감시에 대한 

적절성을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기계적 감시에 해당되는 CCTV는 주·야간의 관리자

가 10여 회에 걸쳐 모니터링이 된다. 적외선 CCTV가 설치

되었으나 실시간 방호를 위한 경보 및 외부 경비업체와의 

연동 기능이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CCTV의 사각지대 감

시, 침입 예상로의 관찰 여부를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림 15.  돈암서원의 접근 통제 환경 

a. 야간의 진출입 통제가 가능한 솟을대문

d. 침입자의 은닉처를 제공하는 내부 식생

b. 침입자의 접근 통제가 불가능한 전통담장

e. 진출입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진입부

c. 침입자의 은닉처를 제공하는 외부 식생

f. 방호 및 방재차량의 접근이 용이한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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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돈암서원의 현장적용 결과

부문 항목 평가 항목 현장 상황
범죄 예방

비고
미흡 보통 안전

주변 환경

지형
절벽이나 하천이 경계를 형성하는가? 없음 없음

문화재 외부에 하천과 다리가 있는가? 없음 없음

식생 주변 식생이 자연 경계를 형성하는가? 담으로 둘러싸임 ●

도로

도로와 멀리 떨어져 있는가? 전면부 차도인접 ●

차량을 통한 도주로 차단이 가능한가? 진입부 차로 통제 가능 ●

도로 차량 통행량이 야간에도 빈번한가? 인적이 드문 곳에 위치 ●

방호차량의 진입이 용이한가? 외삼문까지 차량 접근 ●

방호차량의 10분 이내 현장 도착이 가능한가? 5분 이내 출동 가능 ●

주차장
문화재와 주차장이 인접했는가? 인접 ●

주차장에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는가? 없음 ●

보행로
보행로가 인접하였는가? 경계에 보행로 인접 ●

보행 도주로의 차단이 가능한가? 수림이 은폐장소 제공 ●

경계부

출입구
출입구가 잠금장치를 갖추고 있는가? 이용 시간 외 폐쇄 ●

출입구를 통한 침입차단이 가능한가? 이용 시간 외 폐쇄 ●

담장 쉽게 뛰어넘을 수 있는 높이 이상인가? 일부 침입 가능 ●

이용 시간
이용 시간에 제한이 있는가? 06:00~18:00 ●

이용 시간 이외의 이용자 통제가 가능한가? 이용시간 외 폐쇄 ●

외부 영역
매표소

입구에 매표소나 안내소가 설치되어 있는가? 문화 해설사가 주간 관리 ●

진입시설로 이용자 통제가 가능한가? 외부 통제시설이 없음 ●

전이 공간 문화재 외부에 완충 공간을 갖추고 있는가? 외삼문 밖 담장 ●

내부 영역
공간 구조 공간 내부에 별도의 접근 통제가 가능한가? 출입문에 잠금장치 ●

별도 관리 전시관 등에서 별도로 보호 관리 되는가? 없음 ●

자연적 감시

주택 인접
주택가 또는 마을 안에 위치하였는가? 마을과 이격 ●

외부에서의 자연감시가 가능한가? 담에 의해 시선 차단 ●

거주자
문화재 공간에 상시 거주자가 있는가? 24시간 관리자 감시 ●

야간침입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는가? 내부 관리자 상주 ●

조명
사람의 식별이 가능한가? 특정 지역에 한정 전 지역 평가 곤란 보완 필요

적정하게 설치되었는가? 특정 지역에 한정 전 지역 평가 곤란 보완 필요

사각지대

주변 식생이 은닉처를 형성하는가? 화계, 담장 외곽부 ● 보완 필요

외부 이용자의 자연감시가 가능한가? 야간 외부 통행자 없음 ● 보완 필요

사각지대가 발생되는가? 현장 판단 불가 전 지역 평가 곤란 보완 필요

조직적 감시

관리 사무실

관리 사무소가 있는가? 내부 관리 사무소 ●

관리 사무소의 위치가 적정한가? 출입구 위치 ●

관리자 교육이 이루어지는가? 1회/년 ●

비상 연락망/대응 메뉴얼이 있는가? 있음 ●

외부 순찰 정기적 순찰이 이루어지는가? 정기조사만 수행 ●

내부 순찰
야간 순찰이 이루어지는가? 야간 인력 배치 ●

순찰 인력의 수는 적절한가? 주간 2명, 야간 2명 ●

기계적 감시

CCTV

침입 관리용 적외선 CCTV가 있는가? 적정성 판단 불가 사각지대 평가 곤란 추가 필요

외부도로에 CCTV가 있는가? 설치되지 않음 취약지역 평가 곤란 보완 필요

CCTV의 모니터링이 되는가? 실시간 모니터링 한계 ●

CCTV 설치 안내판이 잘 보이는가? 출입구에 설치됨 ● 추가 필요

침입 센서 침입감지센서가 적정한가? 있음 평가 곤란 보완 필요

외부 보안 민간 경비업체의 보안 관리가 이루어지는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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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의 b, c 참조). 진입부에 CCTV 감시 경고문을 설치

하여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고 있다(그림 16의 b 참조).

기계적 감시에서 CCTV의 배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

해서는 접근 통제의 취약성이 동시에 평가되어야 한다. 또

한 CCTV의 사각지대 제거 여부, 침입 및 도주 예상 도주로

의 감시 여부 등에 대한 현장평가가 어려웠다. 조명시설의 

적절성과 배치 효과 등은 순찰 동선, 사각지대의 판단이 함

께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보인다.

Ⅳ. 결론

본 연구는 문화재 재난을 예방하는데 중요한 범죄예

방환경설계(CPTED)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평가 원리, 평

가 부문, 평가지표를 체계적으로 도출하였으며, 현장 검증

을 통해 적용 가능성을 진단하였다. 연구결과는 4가지로 요

약될 수 있다.

첫째, 문화재 CPTED에서 고려해야 할 범죄는 도난, 

방화, 훼손, 침입이며, 야간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

해야 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이러한 범죄에 취약한 건조물 

문화재 189개소에 대한 범죄예방환경을 분석하여 10개의 

유형을 도출하였다.

둘째, 비문화재 CPTED에 적용되는 6가지 원리 중에

서 ‘활동 증대’, ‘유지 관리’ 등은 문화재에 적용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문화재 CPTED에서 적용되는 주요 

원리가 ‘접근 통제’, ‘감시 강화’인 것으로 밝혀졌다. 부가적

으로 ‘입지 조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문화재 CPTED에 적용될 수 있는 2가지 원리에 

대해 평가부문을 세분화하였다. 접근 통제는 문화재 영역

에 따라 ‘내부 영역’, ‘경계’, ‘외부 영역’, ‘주변 환경’으로 구

분이 가능하였다. 감시 강화는 비문화재와 동일하게 ‘자연

적 감시’, ‘조직적 감시’, ‘기계적 감시’로 구분되었다. 접근 통

제와 감시 강화 2개 부문에 총 43개의 문화재 CPTED 평

a. 관리자가 24시간 상주하는 사무소 b. 관리 사무소의 CCTV 모니터링 장비

그림 16.  돈암서원의 감시 강화 환경

c. 건물 및 외부 공간에 배치되어 감시망을 형성하는 CCTV d. CCTV 설치를 알리는 진입부의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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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표가 도출되었다.

넷째, 10개의 유형에 CPTED 부문을 적용하여 14개의 

문화재 CPTED 환경을 분류하였으며, 각 환경별로 적합한 

평가지표를 도출하였다. 서원·향교·관아 유형은 모든 평가

지표가 사용되어야 하며, 성곽은 10여개의 평가지표만 사

용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섯째, 모든 평가지표를 사용해야 한다고 판단된 서

원·향교·관아 유형에 해당되는 돈암서원에 대해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도출된 CPTED의 평가지

표를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음이 검증되었다. 그러나 조명, 

CCTV, 침입센서 등에 대해서는 3차원적인 별도의 평가 기

법을 개발하여 적용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는 문화재의 중요 범죄의 양상과 범죄 대상 환

경 분석을 수행하여 적합한 평가지표를 제시함으로써 문화

재의 CPTED 분야에 대한 연구와 문화재 보호에 기여할 것

으로 기대된다. 또한 CPTED의 지속적인 관심과 발전을 촉

발하기 위한 연구로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기존에 시도되지 않았던 문화재의 CPTED 

평가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의 한계가 있다. 적

용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현장 적용을 실시하였으나, 전 

유형에 대해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추후 연구에서 도

출된 평가지표의 타당성과 활용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 검

토 등의 객관적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정책이나 제도

에서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각 유형별로 제시된 

지표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서는 평가 부문 및 지표에 대한 전문가 설문을 거쳐 가중치

를 산출하는 방식 등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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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protect cultural heritages from damage and destruction, evaluating the crime prevention environments is 

considered extremely important. This study analyzed the crime patterns related to cultural heritages, classified 

the crime environments by their types, and deduced the elements of the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 Design), aiming to present the indices for evaluating the crime prevention environment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crimes related to cultural heritages that must be prevented were identified as the night time 

trespassing and arson.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external environments based on crime actions, 

the crime prevention environments of cultural heritages were classified into 10 types.

Second, the important evaluation principles of the cultural heritage CPTED were the access control, 

surveillance reinforcement and the surrounding environment.

Third, the access control that cover the internal region, boundary, external region and surroundings were 

classified into 22 indices. The surveillance reinforcement covers natural, organized and mechanical surveillance 

with 21 indices.

Fourth, the applicability of the CPTED evaluation index was presented according to the types of the cultural 

crime prevention environments. The results confirmed that the maximum 43 indices were applicable to the 

seowon(lecture hall), hyanggyo(Confucian school), and gwana(district government office), and the minimum 10 

indices, to the ramparts.

Finally, the 43 indices were applied to Donam Seowon to validate their applicability. The results confirmed 

that most of the indices were applicable with the partial supplements.

The evaluation index presented in this study is likely to contribute to studies in the cultural heritage CPTED 

field and to the protection of cultural heritages. Furthermore, this study is considered significant because it 

unleashed continuous concerns on and developments of CPTED. However, as the field survey to validate 

the applicability of the indices was limited to only one type, it may require further objective verification such 

as through an expert’s examination of the validity and applicability of the evaluation index. In addition, to 

accommodate the index in related policies and systems, more precise verifications of the indices by type are 

considered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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