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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범죄로부터 안 이 시민들에게는 일상생활에서 무엇보다 요한 요인이라는 의식이 자리를 차지하면서 

공 공간뿐만 아니라 사 장소에서의 안 에 해 국가나 지방정부는 시민들의 안 을 보장할 책임이 있

다.범죄는 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 공포와 두려움의 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다면 시민들의 삶의 질도 개선되지 못할 것이다. 범죄로부터의 안 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해서는 다양

한 정책들이 구성되어야 하겠지만 그 심에는 CPTED의 도입이 필수 일 수밖에 없다.

CPTED는 도시공간의 물리  환경설계를 범죄로부터 방어 인 구조로 변경 는 용함으로써 범죄와 

범죄피해에 한 공포를 차단하고 감소시켜 주는 이론이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의 안 을 하는 범죄

에 한 방 방안 의 하나로서 상가  쇼핑센터를 심으로 한 범죄 방 진단 로그램을 개발하여 

정책에 이용하고 나아가 지역주민의 안 한 삶을 보호하는데 연구의 목 을 두고 있다.

 ■ 중심어 :∣CPTED∣범죄∣범죄예방∣상가 및 쇼핑센터∣ 
Abstract

Recently, in contemporary society, because of the international economic crisis and the 

increase of unemployment, there are dangerous crime elements that threaten the safety of 

citizen.The Safety from the crime is important as much as existence of need. Therefore, in order 

to make the safety of community, the government needs to make the best effort. In everyday 

life, crime is the fear of the target. Therefore, if the government can not solve the crime 

problem, the quality of citizen’s life can not improve. In order to safety of community, this study 

is the one of the crime prevention diagnosis about shopping district and shopping mall. Also, 

this study can apply to the policy. If this study can apply to the policy, the safety of citizen’s 

life will be protecting. The content of this study consist of introduction in chapter 1, theoretical 

consideration in chapter 2, foreign crime prevention diagnosis evaluation in chapter 3, crime 

prevention diagnosis in chapter 4 and conclusion in chapter 5.

 ■ keyword :∣Crime Prevention∣CPTED∣Crime∣Shopping District∣Shopping Mall∣

Ⅰ. 서 론 

최근 우리사회는 국제 인 경제 기로 인한 경제상

황의 악화, 실업자의 증가 등 여러 요인으로 국민들의 

안 을 하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2009년 경기서남부지역에서 발생한 부녀자 연쇄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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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강호순 사건), 부산 여 생 성폭행 살인사건(김길

태사건)은 국민들에게 생명, 신체, 재산의 안 에 한 

요성을 다시한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범죄로부터의 안 이 생존의 욕구 다음으로 한 

욕구임을 감안한다면 안 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해 

국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그러나 국민들

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해야할 경찰력은 산의 부

족으로 필요한 만큼의 경찰력의 충원, 장비의 보강 등

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이다. 이러한 경찰조직

의 환경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주민의 안

을 하여 자체 산으로 내 취약지 에 방범용 카메

라의 설치를 증가시키는 책을 강구하고 있다. 2009년 

4월에 국공공기 에 총24만1천 의 CCTV가 설치되

었고 방범용 CCTV는 16,563 가 운 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1].

범죄로부터 안 한 사회를 만들기 해서는 국가의 

노력만으로 될 수 없고 경찰, 자방자치단체가 함께 노

력하고 련정책을 만들고 시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의 안 을 하는 범죄에 한 

방방안 의 하나로서 상가  쇼핑센터를 심으로한 

범죄 방진단 로그램을 개발하여 정책에 이용하는데 

연구의 목 이 있다. 

Ⅱ. 범죄예방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상황적 범죄예방이론
상황  범죄 방이론은 지역사회환경이나 범죄발생 

요인을 개선함으로써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기회를 감

소시키거나 제거하여 범죄를 통제하려는 략이다.

상황  범죄 방이론의 은 범죄의 기회를 감소

시킴으로서 범죄를 방하자는 근방법을 사용하는

데, 여기에는 합리  선택이론, 생태학  이론, 일상활

동 이론, 등에 기 하고 있다[2]. 상황  범죄 방이론

에서 범죄는 사회․경제 구조, 일상활동, 물리  환경, 

범죄기회구조 등이 복합 으로 작용하여 발생하기 때

문에 이러한 기회구조의 취약 을 제거함으로써 범죄

를 방할 수 있다고 한다. 상황  범죄 방이론은 장

소·사람·물건을 범죄피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거하는 것을 지

향한다[3].

상황  범죄 방이론은 특정범죄유형을 상으로 하

고, 가능한 체계 이고 지속 인 환경을 리하고 설계

하고 조정해야 하고, 잠재  범죄자들에 의해 인식되는 

검거의 험성  범행의 어려움을 증가시키거나 범죄

의 명분을 감소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4].

상황  범죄 방이론에서는 CCTV는 그 설치목 이 

범죄 방이 주된 목 이기 때문에, CCTV를 설치함으

로써 범죄자들에게는 범행의지를 꺾게 하고, 범죄기회

를 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범죄를 억제할 수 있

는 수단이 되고 있고[5], 따라서 방범용 CCTV를 설치

로 범죄 방을 추진하자는 이론  논거가 상황  범죄

방이 될 수 있다.

1.1 합리적 선택이론
합리  선택이론에서는 범죄의 방 혹은 최소한의 

범죄감소라는 것은 잠재  범죄자가 범죄행동을 단념

토록 그들의 행동을 지연시키고 특정 범행 상을 기피

할 수 있도록 범죄자의 범행동기 신념을 확신시키는 

략을 제시하고 있다[6].

합리  선택이론에서는 범죄의 자기 책임성이 강조

되며, 인간은 주어진 조건에서 손해를 이고 이익을 

최 한 추구하려는 합리  선택을 통하여 행동한다는 

공리주의  이론의 바탕 에서 범죄행 를 분석하려고 

한다. 범죄자는 자신의 범죄행 에 있어서 비용과 이익

을 계산하고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단할 때 범죄를 

지른다는 것이다.

따라서 합리  선택이론의 략은 범죄에 취약한 특

정목표를 회피시키기 하여 잠재  범죄자에게 목표

물에 근가능성이 없음을 확신시키는 것이다.

이 이론은 범죄자의 동기가 한 목표물에 근하

기 불가능 하다면 범죄의 피해는 피할 수 있음을 강조

하고, 사람들이 집에 경비원을 고용하거나 경보장치나 

감시장치를 설치하면서 잠재  범죄자들에게 이익보다

는 비용이 훨씬 높다는 메시지를 달하는 것이 그 이

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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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태학적이론
생태학 이론에서 뉴만(Newman)은 방어공간

(defensible space)개념을 제시하면서 주택건축에 범죄

방을 고려할 것을 주장하 는데, 그는 공공주택의 건

축에서 공동체의 익명성을 이고 범죄의 침입  도주

로를 차단하며, 순찰이나 감시를 용이하게 하는 주택설

계를 통하여 범죄를 방할 것을 제시하 다[7]. 한 

제퍼리(Jeffery, 1977)도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 방개념

(CPTED)을 제시하 는데, 그는 물리  환경, 주택설

계, 주민참여, 경찰활동의 요소를 종합 으로 고려하여 

주택  도시설계를 함으로써 지역사회, 우범지역, 주택

지역, 교육기  등을 범죄로부터 방하고 범죄에 한 

두려움을 제거 시킬 수 있다고 하 다.

이 에 따르면 경보장치, 감시장치, 잠 장치, 밝

은 가로등 설치, 이웃감시, 순찰 등과 같은 메카니즘은 

범죄의 기회를 감소시킬 수 있다[8]. 이것은 범죄발생을 

용이하게 하는 환경을 악하고 개선하여 범죄발생을 

이려는 시도이다.

1.3 일상활동이론
일상활동이론에서 범죄는 다른 일반행 와 마찬가지

로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난다고 본다[9]. 코헨과 펠슨

(Cohen and Felson)은 범죄는 범죄를 지르고자 하는 

범죄자, 범죄의 당한 상, 감시의 부재라고 하는 조

건이 충족될 때 발생한다고 하 다[10]. 이러한 맥락에

서 상황  범죄 방에서는 범죄발생요인을 범죄욕구, 

범죄능력, 범죄기회로 구분하고, 범죄가 발생하는 상황

 요인, 특히 범죄기회를 통제하여 범죄를 방하려는 

것이다.

를 들면, 문강도범들이 고 승용차를 타고 다니

는 여성을 범행 상으로 삼는 다든지 고 옷이나 고

장신구를 달고 다니는 사람을 범행 상으로 삼는 것은 

상의 가치가 높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1.4 기회이론
이 이론은 범죄행 라는 것은 범죄자가 인지된 기회

를 이용하여 범죄에 반 한다는 개념을 근거로 하는데, 

범죄자의 특성 보다는 범지의 상황  요소들이 강조된

다.

통  범죄이론은 사람들이 어떻게 범죄행 의 자

극을 받게 되는지에 심을 가지는 반면에 기회이론은 

어느 정도의 범죄동기를 범죄자들이 이미 가지고 있다

고 가정하고 어떤 조건에서 동기가 실제 행동으로 유발

되는지에 심을 가진다고 보고 있다.

Mayhew(1979)는 잠재 인 범죄자들과 범죄의 목표

물은 공간 으로 고르게 분포되어있는바, 범죄의 공간

 패턴을 분석함에 있어서는 목표물의 분포를 고려하

는 것이 요하다고 하면서 범죄는 범죄자와 목표물의 

친 성과 유익성이라는 요소로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

하 다[11].

2. 선행연구의 검토
CPTED를 통한 범죄 방진단에 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국내에서는 1990년  반부터 건축학회를 

심으로 소수의 학자(정무웅, 김선필 등)에 의해 

CPTED연구가 시작되었으며, 2000년 에 진입하면서 

건축분야 외에도 도시공학, 범죄 방학, 공간구조론 등

의 분야에서 학제  연구가 추진되었으며, 재는 건축

학, 도시공학, 범죄심리학, 경찰행정학 등의 공학자들

을 심으로 외국의 사례, 법규, 가이드라인에 한 연

구가 진행되고 있다. 

2005년부터 경찰청에서는 CPTED도입의 필요성에 

한 인식하에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 방 방안을 발표

하 다[12].

각 학자들의 연구를 살펴보면 민수홍(2003)은 방범환

경설계의 도입을 통한 효율 인 범죄 방연구에서 

CPTED를 활용하여 극 인 범죄 방의 방향을 제시

하 고 박 호(2005)는 가두방범 CCTV의 과학  운

방안에서, 길거리에서 CPTED를 용할 것과 그 수단

으로서 CCTV의 체계  설치를 주장하 다. 이상원

(2009)는 “안 사회구축을 한 CPTED 략”에서 범

죄로부터 안 한 사회를 만들기 해서는 경찰, 지방자

치단체 등 유 기 의 모든 요소들의 긴 한 력과 함

께 가칭 시설물안 리법에 의한 모든 시설물에 한 

방범진단제도와 방범품질제도의 도입을 주장하 고, 

가로  주택가 방범용 CCTV 설치를 한 진단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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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개발에 한 연구에서 CPTED를 용하여 과학 , 

체계  CCTV설치를 한 로그램을 제시하 다[13].

이상원․김상균(2009)은 공동주택 방범평가지표개발

연구에서 CPTED를 활용하여 아 트 공동주택 분야에

서 방범환경설계와 직간 으로 연결되어 있는 지방자

치단체 건설업계등에 방범설계와 진단을 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자 하 다[14].

Ⅲ. 각국의 방범진단 평가사례

선진국에서는 건축물이나 도시설계와 련하여 범죄

방 계획에 한 부분을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을 자치

단체나 경찰에 부여하고 항목별 가이드라인을 구체

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가이드라인 안에는 각 항목이 

구체 으로 표시되어 있다. 그 내용에는 조경, 조명, 

CCTV, 출입구, 표지 설치, 주차장의 구조, 벽 등에 

한 기 과 규격에 한 것이다.

1. 싱가포르 방범진단 체크리스트 지침
싱가포르에서는 CPTED의 일환으로 방범진단 체크

리스트 지침을 사용하고 있다[15].

방범진단체크리스트는 10가지 구성요소로 이루어지

고 있는데, 그 내용에는 시선(sight line), 조명(lighting), 

고립된(격리된)길(isolated routers), 함정지역

(entrapment areas), 고립(isolation), 혼합된 토지이용

(land use mix), 활동유발요인(activity generators), 소

유ㆍ유지ㆍ 리, 표지  정보(sight, information), 

체 인 디자인(overall design)이 포함된다.

1.1 시선 (Sightlines)
ㆍ시선이 어드는 경사도에서 각진 코 , 갑작스런 

변화에 한 수정여부

ㆍ지역에서 시야와 가시성 허용여부      

ㆍ건물의 계단, 고층건물의 로비처럼 코 지역의 시

선확보여부          

ㆍ시선이 막혔다면 유리를 이용한 찰, 반사경, 방범

용 CCTV같은 보강장치의 유무  

ㆍ조경수 같은 시선장해를 허용하는 요인의 유무

ㆍ지하도, 주차장 같은 지역이 분명한 시야제공 여부

1.2 조명 (Lighting)
ㆍ인 이 드문 야간에 도로나 공간에 조명제공 필요

성의 유무

ㆍ10m 밖에서 사람의 얼굴인식 가능한 정도의 조명

인지의 유무

ㆍ빛이 제공되는 지역이라면 일 된 조명이 제공되

는지의 유무

ㆍ 부시거나 반짝거리는 조명인지의 유무

ㆍ보행자도로, 함정지역 같은 지역에서 조명시설 제

공의 유무

ㆍ조명설비가 물건 괴행 로부터 보호되는지의 유무

ㆍ주차장, 빌딩 주변 공간, 야간에 이용되는 지역에서 

한 조명제공의 유무

ㆍ이면도로(샛길, 골목길)에 조명제공 유무

1.3 숨겨진 길이나 고립된길 (Concealed or isolated 
routes)

ㆍ계단, 복도, 터  같은 숨겨지거나 격리된 길(통로)

에서의 가시성 확보여부

ㆍ폐쇄되거나 격리된 길의 끝에서 50-100m이내에 

함정지역의 유무 

ㆍ 안길의 유무(없다면 개선 는 제거되어야 함)

ㆍ보행자가 폐쇄되거나 격리된 길을 볼 수 없다면, 

자연  감시로의 보강유무 는 조명에 의한 보강 

유무

ㆍ폐쇄되거나 격리된 길에서 일률 인 조명의 유무

ㆍ다양한 토지의 사용으로 사람이나 활동에 의한 감

시 유무

ㆍ공식 인 감시체계의 유무

ㆍ 근(출입)수단에 경보장치, 비상 화, 표지, 정보

이용체계의 이용 유무

1.4 함정지역 (Entrapment areas)
ㆍ함정지역이 있다면 제거의 유무

ㆍ운 시간 외에 함정지역의 폐쇄 유무



상가 및 쇼핑센터의 범죄예방진단 프로그램 개발 321

ㆍ자연 , 공식  감시를 통해서 함정지역의 가시성 

유무

ㆍ도주로를 제공하게 하는 설계인지의 유무  

1.5 고립(Isolation)
ㆍ자연  감시를 가능 하는 디자인인지의 유무

ㆍ고립된길, 주차지역 같은 곳에서 자연  감시제공

의 유무

ㆍ자연  감시제공이 불가능하다면 CCTV, 패닉경

보, 비상 화의 설치 유무

ㆍ 합한 토지의 사용에 의한 사람들의 활동증가 유무

1.6 혼합된 토지이용 (Land use mix) 
ㆍ다양한 토지의 이용이 한지의 유무

ㆍ 술집 같은 보안이 필요한 토지의 이용이 험

을 최소화 시키도록 치되어 있는지의 유무

1.7 활동유발요인 (Activity generation)
ㆍ자연  감시를 증진시키는 보충  수단의 제공 유무

ㆍ활동을 강화하도록 설계되었는지의 유무

ㆍ지역이 다양한 사건이나 활동을 해 계획되었는

지의 유무

ㆍ지역의 사용이 활동을 지원하도록 되었는지 유무

ㆍ지상에서의 활동이 설계에서 구체화 되었는지의 

유무

ㆍ지역이 증가된 활동을 용이하게 하도록 계획되었

는지의 유무

1.8 소유 ․ 유지 ․ 관리
ㆍ디자인의 특성을 통해서 역성이 강화되었는지  

의 유무

ㆍ디자인이 용이한 리를 허용하는지의 유무 

ㆍ유지상태에 한 사실을 알려주는 표지나 정보의 

유무

    

1.9 표지 및 정보 (Sight, Information)
ㆍ표지 의 가시성 는 명료성 유무

ㆍ표지 의 메시지의 달 유무

ㆍ정보의 성 유무

ㆍ표지 의 최  가시성 유무

1.10 전체적인 디자인 (Overall design)
ㆍ시큐리티와 조화를 이루는 건축 환경인지의 유무

ㆍ이웃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물인지의 유무

ㆍ불필요한 공간의 유무

ㆍ건축이 야간에 이용되는지의 유무

ㆍ안 과 보안을 높일 수 있는 건축 재료의 사용 유무

2. 미국 Federal City의 CPTED 체크리스트
Federal way City에서 만들어진 CPTED 체크리스트

는 건물 로젝트 제출자에게 시의 방침이 어떻게 용

되는가에 한 이해를 도와주도록 계획된 것이다. 체크

리스트의 목 은 자연  감시(Nature Surveillance), 

근통제(Access Control), 소유(Ownership)에 한 3가

지 디자인 방침이 어떻게 용되어야 하는가에 한 서

면 질의에 한 검을 통해서 안 을 높이는 것이다.

이 체크리스트는 CPTED방침과 계획된 로젝트 디

자인을 일치시키기 한 길잡이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

인데, Federal way City Code(시규칙 Section 22 - 

1160)에 규정된 CPTED방침을 이행하는 디자인 략

을 구체화하도록 도와주고 있다[16].

CPTED 디자인 방침은 기능 으로 3가지 범주로 구

성된다(Federal way City (2004), CPTED Checklist).

첫째, 자연  감시이다. 이 범주는 공  공간, 공공지

역에 한 시야를 증진시키는 환경을 설계하는 략에 

을 맞추고 있다

둘째, 근통제이다. 이 범주는 허락되지 않는, 부

한 근을 방 는 단념 하는 기법에 을 맟추

고 있다.

셋째, 소유이다. 이것은 주인 없는 지역이라는  식을 

이기 한 략에 을 맞추고 있다.

Federal way시의 CPTED 체크리스트 내용은 다음과 

같다.

ㆍ도로로부터 건물입구를 가리는 식물이 심어져 있

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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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자연  감시를 강화시키는 조명이 제공되는가? 

ㆍ지역  조건과 범죄문제에 합한 표 조명을 사

용하는가?

ㆍ건물정면, 근, 출구, 표지에 한 공간이 잘 비추

어지고 있는가?

ㆍ보행자들이 사용하는 공간에서 보행자도로, 함정

공간에 불빛이 잘 비치는가?

ㆍ어두운 시간에 보행자 활동에 을 맞추어서 길

이 제공되고 조명이 설치되었는가?  

ㆍ벽이나 낮은 건물에 기설비나 조명설비의 설치

에 의해  침입자가 기어오르지 못하게 되어 있는

가?

ㆍ안  바(Security bars)와 안  문은 시각 으로 안

을 들여다 볼 수 있는가?

ㆍ시설물은 괴행 의 기회를 감소시키는 물질로 

되어있는가?

ㆍ일반시설물, 길거리 시설물은 괴행 로부터 견

딜 수 있는 물질로 만들어지고 견고한 고정용 쇠붙

이에 의해 보호되는가?

ㆍ건물이 도로번호에 의해 의도되지 않은 근을 

방하고  건물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을 도와주도록 

되어있는가?

ㆍ도로번호는 도로에서부터 건물을 분명히 볼 수 있

는가?  

ㆍ주상복합건물에서 각 건물입구는 각자의 계단이나 

층계를 제공하는가?

ㆍ거리번호는 내구성 있는 물질로 만들어져 있고,  

밝고 나뭇가지 등에 의해 가려지지 않는가?

ㆍ특정 공공장소입구에 지역지도나 방향 표지를 제

공하는가?

ㆍ출입구는 디자인특징과 방향 표지를 통해 쉽게 인

식할 수 있는가?    

ㆍ출입구의 수는 최소화되어 있는가?

ㆍ허락되지 않은 자의 근을 막기 해 나무 같은 

울타리를 사용하는가?

ㆍ효과 인 울타리로서 가시 있는 식물을 사용하는

가?

ㆍ건물이나  건물로 근이 가능한 식물로 배치되

지 않았는가?

ㆍ 근의 수단을 제공해주는 발코니, 에 붙어있는 

물받이 홈통,  차고, 큰 나무의 배치는 없는가?

ㆍ허가되지 않은 사람의 근 기회를 일 수 있는 

보안설비나 인 수단은 고려되고 있는가?

ㆍ표지 은 잘 보이고 쉽게 이해하게 되어 있는가?

ㆍ주차구역입구는 계단, 엘리베이터, 출구방향에 

한 표지를  보행자와 차량에 제공하고 있는가?

ㆍ복잡한 주차지역에서는 사용자들이 쉽게 치를 

찾을 수 있도록 표지 이 제공되는가?

ㆍ주차지역에서 사용자들에게 자기차량의 잠 에 

한 조언을  해주는 표지 이 설치되어 있는가?

3. 호주와 뉴질랜드의 위험관리 표준 
   (ANZS4360:2003)에 근거한 체크리스트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는 환경설계평가법(2001)을 제

정하여 새로운 개발허가 신청 시 범죄 향 평가를 의

무화 하 고, 이와 함께 시설물에 한 안 을 하여 

험 리 표 에 근거한 범죄 험성 평가 체크리스트

를 사용하고 있다. 범죄 험성 평가는 감시, 조명, 역

성 강화, 환경 리, 활동  공간 리, 근통제, 디자

인(정의)의 6가지 분야에 해 실시가 되고 있다[17].

3.1 감시
ㆍ건물 - 개 , 앞/뒷면, 창문, 문, 발코니, 로비, 휴게

실, 엘리베이터, 내부 감시, 화물 승하차 장소, 공

(共榮)장소

ㆍGrade separated space · 빈 공간 · 공 화  

ㆍATM · 버스  택시 정류장 · 노외 주차장 

ㆍ지하도 / 육교

ㆍ주차장 - 실내 구조물, 구획선, 천장 높이

ㆍ울타리/경계선, 공 화장실, 공원 

ㆍ운동장 - 리, 자 거로  보도, 길 안내

ㆍ식재 - 유형 / 질 / 양 / coverage

ㆍ도로 시설물 / 자 거 주차 시설, 은신/함정 가능성

3.2 조명
ㆍ조명 - 유형 / 밝기 / 치 / 색깔 / 강도 / 방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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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표지 과 요 구조물에 한 조명

ㆍ거울 - 복도, 터 , 비상 계단 / ATM, 야간안 시설

ㆍCCTV - 유형/이용도 / 커버리지(coverage) /강도

ㆍ비상 화, 인터콤

3.3 환경 관리
Area Image / 손괴, 그래피티 / 쓰 기 / 슬럼가

조명 리 / 조경 리 / 유지 리 등

시설물의 강도 / 쓰 기 통

3.4 활동 및 공간관리
토지 이용의 명확화, 활동의 혼합, 험한 지역에서의 

안 한 활동, 안 한 지역에서의 험한 활동

(주류 등)허가된 곳의 치, 야간 활동  교통, 야간 

거리 활동, 주간 거리 활동, 기능  취약성/혼합된 지역, 

범죄  풍선 효과, 근린지구 가장자리

3.5 접근통제
도로 유형, 연결된 도로, 건물- 출입구 개수, 건물 

면, 뒷면 근의 용이성, 비상구  비상계단, 형쓰

기 수납기, 자연  사다리 / 정원 - 장고 / 문 - 보안 

/ 입구 통제 시스템 / 창문 - 유리의 보호, 보안 하드웨

어 / 주차장 - 보행자 근, 자동차 근, 실제 , 상징

 장벽, 공간의 리, 여가  이용 / 안 한 길, 어린이 

놀이터 - 근통제, 지름길 / 침범 가능성

보호 수목,  수송 길, 리셉션/캐쉬어/우편실

3.6 디자인, 정의, 지시의 충돌 
조화로운 공간의 디자인과 목 , 정의, 책임자의 명확

화, 공간  분리, 사회 , 문화  기 , 법 , 행정  요

구사항

4. 한국 경찰청 방범설계기준
경찰청의 방범설계기 은 다음과 같이 설명되고 있

다[18].

상가지역이나 근린생활지역은 주거지와 혼합하여 배

치할 수도 있고 별도의 교통 결 에 배치할 수도 있

다. 이 지역은 도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  하나

인 만큼 조경이나 조명을 CPTED 략에 맞게 설계하

여 이용자로 하여  불안감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1 조경
ㆍ상가나 근린생활 시설 내에도 조경을 통해 쾌 한 

공간을 조정하되 도로로부터 상가의 시야를 가리

지 않도록 캐노피를 확보해야 한다.

ㆍ조경은 조명에 방해되지 않도록 일정한 간격을 유

지하고 캐노피 아래에 보행자등을 별도로 설치하

여야 한다.

ㆍ조경설계에 있어서는 리가 쉽고 비용이 게 드

는 식물이나 목을 사용토록 한다.

ㆍ나무와 목은 자연  감시를 증진하기 하여 정

기 으로 정비하여야 하며 잔디는 정돈하거나 잡

를 제거하여 리되고 있다는 느낌을 주어야 한

다.

4.2 조명
ㆍ상가지역은 보행자 주의 조명을 설치하고 상가

주변에는 조명을 밝  시야를 확보하여야 한다.

ㆍ상가 주변 주차장에도 조명을 밝  이용자로 하여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ㆍ외부조명은 수명이 긴 것을 사용하고 일출 일몰을 

자동 으로 인식하는 센서가 부착된 자동 조명장

치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3 자연적 감시
ㆍ보행자가 이용할 수 있는 카페, 노상 공연, 노 상

은 심상가 지역에 치되어야 한다.

ㆍ상가의 정면은 유리창을 60%이상 설치하여 상가 

내부를 쉽게 볼 수 있어야 하고 시야를 막는 고

물은 제거하고 썬  등 채색을 해서는 안된다.

ㆍ가능한 상가의 모든 면에는 유리창을 설치하여 외

부에서 내부를 쉽게 찰할 수 있도록 한다. 

ㆍ상 의 유리창, 특히 출입구의 창에는 해당 건물 

안 에서 찰  감시의 기회를 부여할수 있도록 

썬  등 채색을 용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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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상 의 종사자들이 감사의 사각지 를 모니터하기 

해 볼록거울을 설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ㆍ자연스러운 감시 기회를 확보하고 사람들의 활동

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가능한 옥외에 음식  테이블 

배치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4.4 자연적 접근통제
ㆍ상가나 근린생활시설 앞에도 공 공간이나 사 공

간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 근이 통제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4.5 영역성
ㆍ사 공간과 공 공간은 다른 포장처리를 하거나 

높이에 차이를 두어 역성을 확보하여야한다. 

ㆍ공  장소나 사  장소를 분명하게 구분하고 필요

한 장소로만 근을 할 수 있도록 울타리 ․ 조경 

등을 사용한다.

4.6 활용성 증대
ㆍ일과시간 후 상가단지내의 오락  문화  활동을 

장려하여 지역의 활동성을 강화해야 한다.

ㆍ늦게까지 문을 여는 가게는 한 지역에 집시켜야 

하고 가게 외부에 의자등을 배치하여 사람들이 이

용하도록 한다.

ㆍ다양한 용도로 부지를 활용하거나 건물내 다양한 

상 을 유치하여 토지  건물 이용을 활동화시키

도록 해야 한다.

4.7 유지관리
ㆍ상가지역도 조명, 조경 등 주변 환경을 잘 정비하

여 리되고 있다는 인식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ㆍ고장 난 조명은 즉시 교체하고 쓰 기는 수시로 치

우고 폐차되는 차량, 버려진 시설물은 제거하여야 

한다.

ㆍ상업시설이 집한 지구에서는 업이후 상 내 

조명을 약하게 밝히도록 의무화 하고 이에 한 보

조 을 지 함으로써 상당한 범죄 방효과를 볼 

수 있다. 

Ⅳ. 상가 및 쇼핑센터의 범죄예방진단프로그램
   개발  

최근 도시화, 산업화, 범죄수법의 다양화, 익명성의 

증가 상 등으로 인해 범죄자들의 범행은 잔인해지고, 

범죄의 증거를 남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은 자신

들의 안 을 보장받기 해서 경찰의 보호로 만족하지 

않고 과학  보안장치에  더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선진국에서는 CPTED를 활용한 건축이나 도시설계

와 련된 방범진단 체크리스트 지침 등을 활용하고 있다.

CPTED를 통한 외국의 방범진단 평가사례와 경찰청

의 환경설계를 통한 외국의 방범진단 평가사례와 경찰

청의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 방방안의 가이드라인 등

을 근거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상가  쇼핑센터의 

범죄 방진단 로그램을 개발해 보면 다음과 같다.

방범진단표에 나타난 평가결과의 장실사 수와 지

역주민들에게 범죄에 한 두려움, 범죄의 감시성, 근

통제성 등에 한 설문조사를 하여 계량화된 수를 부

여하고 이들에 한 수의 가 치를 두어 진단하는 방

법이 사용될 수 있다.

표 4.1 진단체크리스트(5점 척도)
ㆍ상가나 쇼핑시설 주변에도 조경을 통해 쾌적한 공간을 조성하고 있는
가?

ㆍ조경이 도로로부터 상가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캐노피를 확보하고 있
는가?

ㆍ조경은 조명에 방해되지 않도록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캐노피 아래에
보행자등을 별도로 설치하고 있는가?

ㆍ조경설계에 있어서는 관리가 쉽고 비용이 적게 드는 식물이나 관목을 사
용하고 있는가?

ㆍ나무와 관목은 자연적 감시를 증진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고 잔디는 정돈하거나 잡초를 제거하여 관리되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있는가?

ㆍ상가지역은 보행자 위주의 조명을 설치하고 상가주변에는 조명을 밝혀
시야를 확보하고 있는가?

ㆍ상가 주변 주차장에도 조명을 밝혀 이용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지 않
도록 하였는가?

ㆍ외부조명은 수명이 긴 것을 사용하고 일출 일몰을 자동적으로 인식하는
센서가 부착된 자동 조명장치를 설치하고 있는가?

ㆍ보행자가 이용할 수 있는 카페, 노상 공연, 노점상은 중심상가 지역에 
위치되어 있는가?

ㆍ상가의 정면은 유리창을 60%이상 설치하여 상가 내부를 쉽게 볼 수 있
도록 되어 있는가?

ㆍ상가내부의 시야를 막는 광고물은 제거하고 썬팅 등 채색을 해서는 되어
있지않은가?

ㆍ가능한 상가의 모든 면에는 유리창을 설치하여 외부에서 내부를 쉽게 관
찰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가? 

ㆍ상점의 유리창, 특히 출입구의 창에는 해당 건물 안팎에서 관찰 및 감시
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썬팅  등 채색되어 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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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상점의 종사자들이 감시의 사각지대를 모니터하기 위해 볼록거울의 설
치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가?

ㆍ자연스러운 감시 기회를 확보하고 사람들의 활동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가
능한 옥외에 음식점 테이블 배치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가?

ㆍ지하주차장은 밝은 조명으로 되어있고 CCTV가 설치운영 되고 있는가?
ㆍ지하주차장내에 표지판이 분명한 가시성을 제공해 주고 있는가?
ㆍ상가 내부에 CCTV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가?
ㆍ상가의 복도, 계단에 CCTV는 설치되어 있는가?
ㆍ엘리베이터 내부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는가?
ㆍ상가주변 사각지대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가?
ㆍ상가 여성용 칸막이 화장실 내에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는가?
ㆍ상가 주변의 조명은 야간에도 10m 밖에서도 사람의 얼굴인식이 가능한
가?

ㆍ상가의 계단, 로비지역의 코너지역에 시선확보가 되고 있는가?
ㆍ상가나 근린생활시설 앞에도 공적공간이나 사적공간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 접근이 통제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가?

ㆍ사적공간과 공적공간은 다른 포장처리를 하거나 높이에 차이를 두어 영
역성을 확보하였는가? 

ㆍ공적 장소나 사적 장소를 분명하게 구분하고 필요한 장소로만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울타리 ․ 조경 등을 사용하였는가?

ㆍ일과시간 후 상가단지내의 오락과 문화활동을 장려하여 지역의 활동성
을 강화하고 있는가?

ㆍ늦게까지 문을 여는 가게는 한 지역에 밀집시켜야 하고 가게 외부에 의
자 등을 배치하여 사람들이 이용하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가?

ㆍ다양한 용도로 부지를 활용하거나 건물 내 다양한 상점을 유치하여 토지
및 건물 이용을  활성화시키도록 하였는가?

ㆍ상가지역의 조명, 조경 등 주변 환경을 잘 정비하여 관리되고 있다는 인
식을 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가?

ㆍ고장 난 조명은 즉시 교체하고 쓰레기는 수시로 치우고, 고장 난 시설물
은 수리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는가?

ㆍ상업시설이 밀집한 지구에서는 영업이후 상점 내 조명을 약하게 밝히는
등 범죄예방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하고 있는가?

표 4.2 주민설문지용 (정성지표 5점 척도, 10문항)
세부항목 (범죄에 한 두려움)

1. 우리지역 주민들은 평소에 범죄발생에 대해 염려하지 않는 편이
다.

2. 우리지역의 주민들은 늦은 밤에 혼자 다닌다 해도 안전하다고 느
끼는 편이다.

3. 우리지역에 불량청소년, 부랑자들이 자주 모일만한 장소가 많은 
편이다.

범죄 감시성

1. 이 시설물은CCTV, 경보기 등 범죄감시를 위한 다양한 장치를 설
치하는 편이다.

2. 이 시설물의 보안등은 적절하게 이용되어 범죄예방효과가 있는 편
이다.

3. 이 시설물의 보안요원의 활동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근 통제성  찬성

1. 이 시설물의 경계설정은 제대로 되어 있어 용도별로 잘 구분되어 
있는 편이다.

2. 이 시설물의 조경환경은 우수한 편이다.
3. 이 시설물은 출입통제장치를 잘 설치하여 활용하는 편이다.

1. 응답자 성별

①남성    ②여성
2. 응답자 연령

① 20∼29세 ② 30∼39세 ③ 40∼49세 
④ 50∼59세 ⑤ 60세 이상

3. 응답자 거주기간

① 4년 이하  ② 5년-9년 
③ 10년-14년 ④ 15년 이상

4. 응답자 주거행태

① 단독주택 ② 다세대주택 ③ 연립주택 
④ 상가주택 ⑤ 아파트 ⑥ 기타

Ⅴ. 결론

본 연구는 시민들의 안 을 하는 요인  범죄에 

한 다양한 처 방안으로서 상가  쇼핑센터를 심

으로 범죄 방진단 로그램을 개발하여 향후 정책에 

이용하도록 하는데 연구의 목 을 두고자 한다.

우라나라의 경우, 방범설계기 과 련된, 법령과 조

례가 무한 실정으로 방범환경설계와 직간  련이 

있는 건설업계, 지방자치단체, 경비업자 등에게 방범설

계와 진단을 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진국의 방범진단기 지표들과 

그 활용을 검토해 보고 우리나라의 시설물에의 도입가

능성을 모색하고자 하 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방법으

로 진행되었으며, 지표개발을 해 CPTED의 기본설계

와 략인 분명한시야선 확보, 조명, 그립지역개선, 사

각지 개선, 복지용도의 다양화, 역성, 공간설계 등을 

검토하여 평가지표를 찾아내고자 하 고 경찰청이 제

시하고 있는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를 혼합하여 개발하

다. 

본 연구는 상가  쇼핑센터의 범죄 방 진단 로그

램을 개발하여  과학 으로 제시함으로써 정책에 반

이 되고 향후 지역사회의 안   지역주민의 삶의 질

을 높이는데 기여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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