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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인간은 감정의 존재이다. 인식하는 감정의 형태와 내
용은 개인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개
인 차원에서 두려운 감정은 심리적으로 개인건강에 부정
적 영향을 미치게 될 뿐만 아니라 집단으로 확대되면서 
부정적 속성이 비례하여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집단·
사회·국가 차원의 두려움 수준은 해당 단위의 건강성을 
측정하는 적합한 지표가 된다.
  현대 사회에서 두려움을 야기하는 요소로서 범죄문제
의 포션은 확대되고 있다. 특히 흉폭화·지능화·무동기
화 되는 강력범죄 현상은 사회구성원들에게 잠재적 범죄
피해자 인식을 촉진하는 요소이다. 범죄를 두려워하는 
감정수준을 측정하고 이를 감소시키는 전략은 치안정책
의 중요한 과제로 상정할 수 있다. 실제로 경찰활동의 효
율성을 진단하는 지표로서 범죄두려움의 중요성이 부각
되도 있는 추세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사회의 범죄두려움에 대해 개인
특성에 따른 차이와 무질서의 영향을 조사·검증하고 이
를 기반으로 범죄두려움 감소전략을 도출하기 위한 정책
화 자료를 축적하는 것에 있다. 연구는 실증적인 조사를 
통해 통계분석적 방법으로 수행되었다. 연구 순서는 주
제에 관해 일반적으로 논의하고 선행연구의 경향을 검토
한 뒤 실증적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범죄의 두려움이란 범죄나 이와 연관된 상징에 대해 
행위자가 결부 짓는 무서움 혹은 불안감의 정서적 반응
[1]이며 범죄 피해를 받게 될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의미
한다.  
  범죄의 두려움은 개인·사회적 특성이 반영될 가능성
을 배제할 수 없다. 개인적 특성이란 성별·연령 등을 의
미하고 사회적 특성은 주거환경 등이다[2][3]. 
  선행연구들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범죄두려움을 높게 
인식한다는 점에서 만큼은 일치된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반면 연령에 있어서는 상반된 연구결과들이 존재한다[4].  
  ‘무질서’ 수준은 범죄두려움의 주요한 변수로 연구되고 
있다. 무질서는 물리적 무질서와 사회적 무질서로 구분
할 수 있다. 물리적 무질서는 쓰레기 투기 및 낙서, 어둡
고 후미진 골목길·공원, 방치된 빈집, 버려진 차량 등의 
주변의 환경에 관련된 것을 의미한다. 반면 사회적 무질
서는 행위적 요소로서 기초질서를 위반하는 지역주민, 
무리지어 다니는 불량 청소년, 주취자·소란행위자 등이 
해당한다. 깨진유리창 이론을 통해 검증된 바와 같이 무
질서한 환경과 기초질서의 위반은 향후 중대한 범죄유발
과 상관성이 존재한다.
  또한 범죄두려움의 측정에 있어 일반적·구체적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일반적 두려움이 평소에 인식하는 일
상의 범죄피해 가능성이라면 구체적 두려움은 특정한 범
죄를 상정한 피해에 대한 우려를 의미한다. 
  이러한 범죄 두려움 문제는 웰빙의 관점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 활동을 위축시켜 전반적인 삶의 질을 
저하키시고 인식하는 범죄두려움 해소를 위해 과도한 예
방비용을 지출하도록 하고 나아가 거주지를 이전하도록 
함으로써 우범 지역화의 도시문제까지도 유발할 수 있다.
   
Ⅲ. 조사개요         

  본 조사의 모집단은 한국의 20세 이상 국민이다. 2016
년 8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전국 16개 시도별 20세 이
상 성인남녀 일반시민 1,200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현장설문으로 실시했다. 16개 시도를 6.3퍼센트의 동일
한 비율로 표본추출했고 리커트 5점 척도를 적용했다.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서 ± 2.83%였다. 
  조사대상자의 성별은 남성이(52.4%) 여성(47.6%)였다.  
조사대상자의 주거형태는 아파트(62.7%), 단독주택
(17.2%), 연립·다세대(14.0%), 오피스텔·원룸·기타
(6.2%)로 나타났다. 직업은 자영업(48.0%), 사무직/기술
직(16.2%), 농/임/축/수산업 (8.1%) 등의 순으로 조사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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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범죄두려움에 대한 개인적 특성에 따른 차이와 무질서가 미치는 영향의 검증을 목적으로 실증조사를 통해 수행되었고 

분석결과 여성이 남성보다 유의미한 수준에서 높은 범죄두려움을 인식하였고 연령에 따라서는 20대와 30대가 40대 이상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물리적·사회적 무질서는 범죄두려움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는데 물리적 무질서가 사회적 무질서 보다 영향력이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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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표2. 설문구성

측정변수 측 정 항 목

범죄의 두려움
일반적 두려움

구체적 두려움

무질서
물리적 무질서

사회적 무질서
인구사회특성 성별, 연령, 지역, 주거형태

Ⅳ. 분석결과 및 논의

1. 개인적 특성과 범죄의 두려움
  
1.1 성별과 범죄의 두려움 
 
  성별, 연령, 주거형태를 개인적 특성요소로 선정하고 
두려움을 분석하였다. 범죄두려움은 일반적·구체적으로 
구분하여 독립 t테스트와 아노바(ANOVA)를 실시했다.

 표3. 성별에 따른 범죄두려움의 차이 

** p<.05, *** p<.001
  여성이 남성에 비해 범죄두려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 결과들과 일치했다.

1.2 연령과 범죄의 두려움

  연령에 따라 범죄두려움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게 연령이 낮을수록 두려움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20대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30대가 높았다. 40대 이상
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선행연구들의 결과에서도 연령에 
따른 두려움의 수준은 일치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표4. 연령과 범죄두려움

구 분
구체적 범죄두려움

평 균 표준편차

연령

20대 3.30 c 1.087

30대 3.06 b .943

40대 2.87 a .884

50대 2.76 a .971

60대 이상 2.82 a 1.003

F-value(p) 12.039*** (.000) 

 ** p<.05, *** p<.001               Duncan: a < b < c

2. 무질서가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종속변수의 자기상관과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을 검토하였다. 종속변수의 자기
상관은 Durbin-Watson 지수를 검정한 결과, 1.990∼
2.015로 나타나 자기상관이 없었으며, 독립변수간 VIF 
지수를 검토한 결과 2.113으로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데이터는 종속변수가 자
기상관이 없이 독립이며,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이 없
으므로 회귀분석에 적합했다. 

표5. 일반적·구체적 두려움에 대한 회귀분석

종속변수 B     F

일반
두려움

Constant .856 .231 180.036

물리적
무질서

.465 .370*** 

사회적
무질서

.162 .139***

종속변수 B     F

구체
두려움

Constant .747 .291 245.247

물리적
무질서

.383 .367*** 

사회적
무질서

.203 .210***  

** p<.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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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빈도(n)
비율
(%)

지역 빈도 비율(%)

전    체 1,200 100.0 전체 1,200 100
성
별

남성 629 52.4
서울 75 6.3여성 571 47.6

연
령

20대 240 20.0 부산 75 6.3
대구 75 6.330대 243 20.3

40대 249 20.8 인천 75 6.3
50대 243 20.3 광주 75 6.3

60대 이상 225 18.8
대전 75 6.3

직
종

전문직/자유직 128 10.7
울산 75 6.3

사무직/기술직 451 37.6
경기 75 6.3경영/관리직 47 3.9
강원 75 6.3판매/서비스직 62 5.2
충북 75 6.3작업/일용근로 23 1.9
충남 75 6.3생산/운수직 31 2.6

전업주부 133 11.1 전북 75 6.3
대학생 81 6.8 전남 75 6.3
자영업 104 8.7 경북 75 6.3

농임축수산업 16 1.3
경남 75 6.3

무직 88 7.3
제주 75 6.3기타 36 3.0

변 수 성별 평균
표준
편차

t값

일반적 
두려움

남 2.69 .944
-10.29*** 

여 3.26 .968

구체적 
두려움

남 2.56 .805
-5.90***

여 2.87 .8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