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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의 목 은 사회안 망 측정도구를 개발하여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고 이를 용 하여 지역사
회주민의 안 생활만족과의 계를 규명하는데 있다.이 연구는 2013년 서울시 시민들을 모집단으로 설정
하여 집락무선표집법을 이용해 최종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203명이다.사회안 망 측정도구는 문헌고찰,개
념 정의 설문지 안 작성, 문가 회의, 비검사 본 조사,설문지의 타당도 신뢰도 검증 등의
과정을통하여개발되었다.이연구에서는설문지의타당도를 검증하기 해 문가 회의를 하 으며,탐색
요인분석을 통해 범죄 방설계,거리 CCTV시설,지역자율방범활동,지자체안 교육,경찰치안서비스,

민간경비서비스 등의 6개요인을 추출 하 다.통계처리는 SPSSWIN18.0 로그램을 활용하여빈도분석,
일원변량분석,요인분석 신뢰도 분석,상 분석,다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 다.결론은 다음과 같다.첫
째,사회안 망 척도의 타당도는 매우 높다.즉,사회안 망 구성 요인은 범죄 방설계,거리 CCTV시설,
지역자율방범활동,지자체안 교육,경찰치안서비스,민간경비서비스 등으로 탐색되었으며,범죄 방설계
요인의설명력이 가장높다.둘째,사회안 망척도의신뢰도는매우높다.즉,사회안 망은 문항과 역간,
문항과 반 사회안 망간의상 정도가매우높으며,내 일 성신뢰도 Cronbach'sα 값이.865이상이
다.셋째,사회안 망은 지역사회주민의 안 생활만족에 향을 미친다.즉,범죄 방설계,경찰치안서비스
가 체계 으로 구축 된다면 시민들의 사회불안감은 감소한다.

■ 중심어 : 사회안전망 전문가회의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

Abstract

Thepurposeofthisstudyistodeveloparelationshipofmeasuringmethodforthesocial
securitynetworkandverifyitsvalidityandreliabilityandapplyittoinvestigatethedueto
securitylifesatisfaction.ThisstudyisbasedbysettinggeneralresidentsofSeoulin2013and
usingthestratifiedclusterrandomsamplingmethodtoanalyzeatotalamountof203examples.
Themeasuringmethodsforthesocialsecuritynetworkwasdevelopedthroughdocument
research,conceptualdefinitionanddraftingthesurvey,experts’conference,preliminaryinspection
andoriginalexamination,verificationofthevalidityandreliabilityofthesurvey.Anexperts’
conferencetookpacetoverifythevalidityofthesurvey,and6factorswereextractedthrough
exploratory factoranalysis :crime prevention design,streetCCTV facilities,volunteer
neighborhoodpatrol,localgovernmentsecurityeducation,policepublicpeaceservice,private
securityservice.Theconclusionarethefollowing.Collecteddatawasanalyzedbasedontheaim
ofthisstudyusingSPSSWIN 18.0,andpracticefrequencyanalysis,Ftest,factoranalysis,
reliabilityanalysis,correlationanalysis,multipleregressionanalysis.First,thevalidityofthe
socialsecuritynetworkmeasurementisveryhigh.Thus,thefactorsconstitutingthesocial
securitynetworkwerefoundtobecrimepreventiondesign,streetCCTV facilities,volunteer
neighborhoodpatrol,localgovernmentsecurityeducation,policepublicpeaceservices,and
privatesecurity services,andthecrimepreventiondesign factorwasfoundtobemost
explanatory.Second,thereliabilityofthesocialsecuritynetworkmeasurementisveryhigh.
Thus,thecorrelationbetweenthequestionsandthesector,thequestionsandthesocialsecurity
netwasveryhigh,andtheinternalconsistencyshowedaCronbach’sα valueofover0.865.Third,
theestablishmentofasocialsecuritynetworkhadthebiggesteffectonpeopleintheirforties.
Thus,whenthecrimepreventiondesign,streetCCTV facilities,localgovernmentsecurity
education,policepublicpeaceservicesaresystematicallyestablished,thesocialanxietyof
citizenswasreduced.

■ keyword : Social Security Network Experts’Conference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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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마슬로우[18]의 5단계 욕구이론은 인간의 행동심리

에 기본 인 바탕을 두고 있으며, 사회를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 가치의 명을 주도하는 행동 철학이라

할수있다.특히,2단계안 욕구는이미인류최 추

구가치로 두되고있으며,개인에게 험이생기거나

사고가날염려가없는상태즉,생명과신체에 한

으로부터 안 하고 싶은 욕구로 정의할 수 있다.그

러나 으로안 한상태는존재하지않으며,주어

진시간과작업환경,그리고개인 요소들이상호작용

하는 과정에서 안 정도는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10].

안 욕구는 사회에서 매우 요한 요소로 작용

한다.특히, 험사회[17],안 의원칙[14]등과같은

서를 통해 사회학자들은 재의 산업사회에서 그동안

우리가 따르던 ‘부의 논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안 의

논리’라는새로운사회 패러다임을제시해주고있다.

즉, 인들에게 가장 요한 요인으로 안 이 높게

두된다면국민들이느낄수있는안 에 한인식도

문화 는 세분화 되어져야 할 것이다.

안 의개념은크게두가지유형으로분류하여시민

들의 삶의 질에 향을 미칠 수 있다.첫째,사회의

반 험상황인실수,과실,재해등으로부터보호받을

수 있는 안 (safety)과 둘째,외부의 물리 으로

부터 발생하는 각종 치안범죄,폭력,불안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 (security)으로 구분할 수 있다

[9].다시 말해서 안 의 개념을 의 측면에서만

용하고 이해할 것이 아니라 재사회에서 safety&

security각각의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문화된

학문 분류와 이에 한 장 용할 수 있는 실

인 한이 실히 필요하다.이처럼 안 의 의미가

문화ㆍ세분화 되면서 국가는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에

서는범죄,폭력,살인등과같은각종물리 으로

부터시민들을보호하고삶의질을증 시키기 해보

안 측면의 사회안 망 구축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본래 사회안 망(SocialSafetyNetwork)은 노령·질

병·실업·빈곤등의사회 험으로부터국민들을보호

하기 한 제도 장치라 할 수 있다[13].그동안 사회

안 망과 련된 연구는 김원기[7],김용하[6],이 주,

김태완[14]등과 같은 다수의 학자들에 의해 다각 인

방면에서 수행되어져 왔다.그러나 부분의 선행연구

들이 사회보장제도 는 사회불안을설명하기 해안

(Safety)의개념으로설명하고있어물리 측면에서

발생되는 사회불안을 이해하고 설명하기에는 다소 한

계가 있다.즉,보안 의미의 안 (security)을 설명해

수 있는 사회안 망 척도 개발 부재로 인하여 시민

들의 사회불안에 한 실태 악이 제 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사회안 망 척도 개발이 무엇보다 우선 으

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 사회안 망 척도 개발

을 통해시민들의 사회불안 실태가 악된다면 지방자

치단체의안 도시 로그램구축에큰도움이될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안 망은 시민들이 각종

강력범죄로부터개인의안 을지킬수있도록지방자

치단체에서제공해 수있는제도 장치로정의하고

자 한다.사회안 망을 형성하는 요인으로는 경찰치안

서비스, 민간경비서비스, 지역자율방범활동, 거리

CCTV시설,범죄 방설계(CPTED),지자체 안 교육

등으로 제시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략 인사회안 망구축을통해

안 한 도시 건설은 시민들의 삶의 질에 큰 향을 미

칠 수 있다.뿐만 아니라 사회안 망 구축은 시민들의

안 의식정도 수 을 악하도록도와주고,실질

으로안 한도시구축을 한기 자료를제시해

수있는 요한요인이라할수있다.이러한사실로볼

때 본 연구 사회안 망 척도 개발은 문헌고찰, 문가

회의, 비검사 본조사,설문지의 타당도 신뢰도

검증 등의 정 한 과정을 통하여 개발될 필요가 있다

[2].왜냐하면,사회안 망측정도구개발은지방자치단

체에서 안 환경을 설계하는데 요한 단서를 제공해

수 있다는 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한 사회안 망 척도를 개발함으로써,민간경비학 지식

체형성에기여함은물론,나아가정책 으로는시민들

의 안 욕구를 충족시켜주는데 필요한 기 자료를 제

시하는데 연구의 필요성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에본연구는일련의측정도구개발과정을통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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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례수(N) 백분율(%)

성
남성 76 37.4

여성 127 62.6

연령

20대 130 64.0

30대 56 27.6

40대이상 17 8.4

학력
고졸 81 39.9

대졸 122 60.1

주거지역

강동지역 57 28.1

강서지역 53 26.1

강남지역 41 20.2

강북지역 52 25.6

주거형태

아파트 136 67.0

단독주택 16 7.9

오피스텔 12 5.9

연립주택/다가구 39 19.2

거주기간

1-3년 20 9.9

3-5년 44 21.7

5-8년 55 27.1

8-10년 44 21.7

10년 이상 40 19.7

직업

자영업 16 7.9

판매서비스 41 20.2

사무기술직 51 25.1

전문직 25 12.3

가정주부 8 3.9

학생 51 25.1

기타 11 5.4

월수입

100만원이하 67 33.0

100-200만원 82 40.4

200-300만원 37 18.2

300-400만원 17 8.3

전체 203 100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회안 망 척도를 개발하여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한

다음 이를 용하여 시민들의 안 생활만족에 미치는

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연구는2013년서울시소재한강을기 으로강동

지역,강서지역,강남지역,강북지역 등으로 사분한 후

각각의 지역에서 재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의

시민들을 모집단으로 선정한 다음 집락무선표집법

(clusterrandomsampling)을 이용하여 표본을 추출하

다.이표집방법은모집단의구성요소들이군집화되

어있는경우군집을표본단 로하여무선표집을하고,

표집된 군집내에 있는 상을 수조사하거나 일부 조

사하는방법이다[1].표집방법은본연구자를비롯해연

구목 에 해 설명 받은 보조연구원 3인이 직 시민

들에게 연구의 성격을 설명하 고,총 250부를 배부하

여회수된231부 응답이불성실한자료28부는제외

하고 최종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203명이다.연구 상

을 서울시로선정한이유는서울이라는 도시가 한민

국 지방자치단체의 표성을 설명해 수 있으며,사

회안 망과 련된 법ㆍ제도가 우선 으로 잘 시행되

고있기때문이다.특히,거리의CCTV증 설치,학교

보안 제도,귀가도우미지원등과같은안 서비스

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주변 환경 요소에 의해 시

민들의안 욕구를정확하게측정할수있을것으로

단되기 때문이다.조사 상의 일반 특징은 다음 [표

1]과 같다.

2. 측정도구 개발 과정

본연구사회안 망척도개발은사회 상을이해

하고 연구에필요한도구를만들어내는과정으로

기의 설문지작성은 연구방법에서 매우 요한 작업이

라 할 수 있다.즉,아무리 훌륭한 논문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수행한다 하더라도,설문지작성이 미흡하거나

설문내용이불충분하면 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없다

[1].따라서본연구에서는문헌고찰,개념 정의 설

문지 안작성, 문가회의, 비검사 본조사,타당

도 신뢰도검증과자료처리등으로구분하여설문지

작성 과정의 각 단계를 체계 으로 구성하 다.

2.1 문헌고찰

제1단계에서는연구주제인사회안 망척도개발을

확정한다음 연구내용과 련된 자료를 토 로 범

하게문헌고찰을실시하 다.문헌고찰은경찰학,경호

학,사회학,시큐리티경 학,심리학,안 학등의연구

역에서축 된자료를 심으로 개되었다.이연구

는먼 사회안 망과 한 련을맺고있는안 욕

구[9][10][16][18],CCTV[4][12],범죄 방설계[5],범죄

두려움[15],지자체안 교육[20][21],경찰치안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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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개념 개념의 정의 설문내용

경찰치안 서비스
 지역사회에서 시민들의 민생치안 안전
활동의 중추적 역할

1. 우리지역 경찰은 지역사회와 친밀한 관계를 위해 노력한다.
2. 우리지역 경찰은 주민과 합동으로 방범순찰을 한다.
3. 우리지역 경찰은 치안업무를 적극 실천하려는 의지가 보인다.
4. 우리지역 경찰은 치안 및 범죄관련 정보를 수시로 제공한다.
5. 우리지역 경찰은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한다.
6. 우리지역 경찰은 불량청소년 선도에 매우 적극적이다.

민간경비 서비스
 수익자부담원칙을 토대로 건물 및 재산
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치안서비스

7. 우리지역은 민간경비회사의 방범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다.
8. 우리지역은 민간경비회사를 이용해 철저한 출입관리를 한다.
9. 우리지역은 민간경비회사를 이용해 보완환경을 개선하려 노력한다.
10. 우리지역은 민간경비회사를 이용해 화재 및 재산을 보호한다.
11. 우리지역은 민간경비회사를 이용해 주거절도 및 침입을 예방하고 있다.

지역자율방범활동
 시민들 스스로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
하기 위하여 결성된 범죄예방 활동

12. 우리지역은 자율방범대가 조직되어 활발하게 활동한다.
13. 우리지역 자율방범대는 어두운 골목길을 수시로 순찰한다.
14. 우리지역은 자율방범대의 활동으로 인해 안전하다.
15. 우리지역 자율방범대는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한다.
16. 우리지역은 자율방범대의 활동으로 인해 범죄가 다른 지역에 비해 적은편이다.
17. 우리지역 자율방범대는 중요행사시 질서 및 안전관리를 훌륭히 해낸다.

거리 CCTV
시설

 시민들의 심리적 안전감 증대와 범죄자 
검거시 결정적 역할

18. 거리의 CCTV는 주변에 설치효과 만으로도 범죄자의 접근을 막아준다.
19. 거리의 CCTV는 절도와 같은 재산범죄 예방에 도움을 준다.
20. 거리의 CCTV는 살인, 강도와 같은 강력범죄 예방에 도움을 준다.
21. 거리의 CCTV는 성폭력(아동성폭력)과 같은 성범죄 예방에 도움을 준다.
22. 거리의 CCTV는 각종 범죄 발생 시 증거물 확보에 도움을 준다.
23. 거리의 CCTV는 범죄자들의 범행동기를 감소시킬 수 있다.
24. 거리의 CCTV는 주민들의 안전감 증대에 매우 효과적이다.

범죄예방설계
(CPTED)

 건축설계나 도시계획 등에 변화를 줌으
로써 범죄자들의 범행동기를 감소시키
는 역할

25. 우리지역은 우범지역에 방범카메라를 설치하고 있다.
26. 우리지역은 우범지역에 방범초소를 설치하고 있다.
27. 우리지역은 범죄 기도자가 대상물에 접근하기 어렵도록 출입통제를 한다.
28. 우리지역 가로등은 매우 밝아 범죄예방에 효과적이다.
29. 우리지역은 나무가 우거진 어두운 공원이 없도록 잘 관리하고 있다.
30. 우리지역은 어둡고 후미진 골목길을 잘 정비하고 있다.
31. 우리지역은 집집마다 방범창을 잘 설치하고 있다.
32. 우리지역은 불량청소년들이 자주 모이는 장소를 없앴다.

지자체 안전교육
 범죄예방에 대한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
시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생활 유지

33. 우리지역은 주민간담회를 통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34. 우리지역은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정보를 제공한다.
35. 우리지역은 지역주민의 범죄예방을 위해 노력한다.
36. 우리지역은 불량청소년 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37. 우리지역은 방범공청회를 장려한다.
38. 우리지역은 안전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을 한다.

표 2. 사회안전망 개념적 틀 

[3][11]등을 탐색하여 각 분야별로 련된 요인을 조사

하 다.각 분야별로 문헌고찰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사회안 망개념 정의와논문의서론,연구방법,설문

지의 내용구성 논의 구성시 활용되었다.

2.2 개념적 정의 및 설문지 초안 작성

제2단계에서는사회안 망의개념 정의를토 로

하 역을 구성하 다.사회안 망 정의는 개념 정

의와조작 정의로나 수있다.개념 정의는연구

하고자 하는 개념에 한 추상 ․언어 표 으로서,

사 에동의된개념을이용한진술이라할수있다.조

작 정의는실제로 찰가능한 상과연결시켜구체

화시킨 진술로서 개념의 측정도구가 된다[2][9].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사회안 망(SocialSecurity

Network)을개념 으로정의하면,각종범죄로부터시

민의안 을 한지방자치단체의제도 장치라할수

있다.이를 조작 으로 정의하면 사회안 망은 경찰치

안서비스,민간경비서비스,지역자율방범활동,거리

CCTV시설,범죄 방설계,지자체안 교육 등으로 규

정할 수 있다.이 연구에서는 조작 개념정의에 근거

하여 사회안 망을 세분화하고 구체화시켜 설문지의

안을 작성하 다.먼 사회안 망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모든하 역을구성하여총6개의 역,총38개

의 속성을 추려내었다[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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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전문가 회의

제 3단계에서는 개념 정의 하 개념화와 설문

지 안을 가지고서 3차의 문가 회의를 수행하 다.

문가 회의는 경호안 학 박사학 소지자 3인과 시

큐리티경 학박사과정3인등총6명을 심으로구성

되었다.1차 문가회의에서는개념 정의 하 개

념화의 합성과 설문내용의 내용타당성을 정하

다.2차 문가 회의에서는 합하지 못한 하 개념과

설문문항을수정․보완하 다.3차 문가회의에서는

각 문항의 합성 여부를 통해 내용타당도를 도출하여

총 6개의 하 역과 3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4 예비검사 및 본 조사

제4단계에서는 문가회의를통해도출된설문지를

토 로 비검사를 실시하 다. 비검사는 조사 상

자가 설문내용을 이해하는가와 설문내용이 제 로 작

성되었는가를 악하는데 을 두었다[2]. 비검사

는 본 조사의 연구 상 가운데 약 50명을 임의로 선정

하여 실시하 다.그 다음단계에서는 비조사에서 지

되거나 발견된 오류를 수정․반 하 다.이 연구에

서는 비검사를통해지 된사항을재검토한후최종

설문지를 완성하 으며,본 조사를 실시하 다.

2.5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과 자료처리

설문지의 타당도는 탐색 요인분석(EFA:

exploratoryfactoranalysis)을 통해 검증되었으며,신

뢰도는 문항분석(item totalcorrelation analysis),

Cronbach'sα 값을활용한내 일 성신뢰도등을통

해 검증되었다.이 연구에서는 SPSSWIN18.0 로그

램을활용하여빈도분석,탐색 요인분석 신뢰도분

석,상 분석,일원변량분석,다 회귀분석등을실시하

다.

III. 연구결과

1. 타당도 검증

1.1 내용타당도 검증

내용타당도는3회의 문가회의를통하여검증되었

다.1차 문가회의에서는개념 정의 하 개념화

의 합성과설문내용의내용타당성을 정하 다.2차

문가 회의에서는 합하지 못한 하 개념과 설문문

항을수정․보완하 다.3차 문가회의에서는각문

항의 합성 여부를 통해 내용타당도를 도출하여 총 6

개의 하 역과 38개의 문항으로 구성하 다.

1.2 구성타당도 검증

이 연구에서는 사회안 망 척도 개발을 해 문항의

하 개념화 는 하 요인의 구성을 탐색하기 하여

탐색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1차 요인분석 결과,

문가회의에서선정된38개문항가운데1개문항(25번

문항)이앞서제시한개념 틀의하 역내용과일

치하지 않고,요인 재치가 .40이하로 나타남으로써 1

문항을 삭제 하 다.2차 요인분석에서는 사회안 망

37개 문항을 상으로 실시하여 총 6개 하 요인과 37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표3]에의하면요인분석결과,6개의하 역과37

개문항으로구성되었음을알수있으며,범죄 방설계

요인은다른 하 요인보다 결정 사회안 망 요인이

라 할 수 있다.범죄 방설계는 사회안 망의 약

13.2%(13.188)를설명해 으로써다른하 요인보다도

우선시 되는 사회안 망 개념임을 알 수 있다.구체

으로살펴보면,요인1은고유값4.880을가지고있으며,

체변량의 약13.2%를 설명해 주고 있다.요인 1은 문

항1에서문항7까지7개의문항으로구성되었으며,‘범

죄 방설계’로명명하 다.요인2는고유값4.852를가

지고 있으며, 체변량의 13.1%(13.114)를 설명해 주고

있다.요인2는문항8에서문항14까지7개의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거리 CCTV시설’로 명명하 다.요인 3

은 고유값 4.851을 가지고 있으며, 체변량의

13.1%(13.111)를 설명해 주고 있다.

요인 3은 문항 15에서 문항 20까지 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지역자율방범활동’으로 명명하 다.요

인 4는 고유값 4.527을 가지고 있으며, 체변량의

12.2%(12.236)를설명해주고있다.요인4는문항21에

서 문항 26까지 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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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 망

요 인

(요인1)
범죄 방
설계

(요인2)
거리CCT
V시설

(요인3)
지역자율
방법활동

(요인4)
지자체
안 교육

(요인5)
경찰치안
서비스

(요인5)
민간경비
서비스

29. 우리지역은 나무가 우거진 어두운 공원이 없도록 잘 관리하고 있다. .815 .065 .023 .143 .090 .081

30. 우리지역은 어둡고 후미진 골목길을 잘 정비하고 있다. .815 .042 .092 .106 .135 .016

28. 우리지역 가로등은 매우 밝아 범죄예방에 효과적이다. .798 .032 .118 .126 .198 .026

31. 우리지역은 집집마다 방범창을 잘 설치하고 있다. .796 -.059 .099 .026 .118 .081

32. 우리지역은 불량청소년들이 자주 모이는 장소를 없앴다. .790 .034 .084 .131 .215 .242

27. 우리지역은 범죄 기도자가 대상물에 접근하기 어렵도록 출입통제를 한다. .684 .086 .078 .212 .258 .133

26. 우리지역은 우범지역에 방범초소를 설치하고 있다. .589 -.054 .286 .193 .300 .113

23. 거리의 CCTV는 범죄자들의 범행동기를 감소시킬 수 있다. -.055 .848 -.122 -.023 -.076 .059

24. 거리의 CCTV는 주민들의 안전감 증대에 매우 효과적이다. .111 .809 -.065 -.003 -.032 .014

19. 거리의 CCTV는 절도와 같은 재산범죄 예방에 도움을 준다. -.026 .802 .009 .001 -.132 .138

18. 거리의 CCTV는 주변에 설치효과 만으로도 범죄자의 접근을 막아준다. -.116 .800 -.037 -.033 -.131 .174

21. 거리의 CCTV는 성폭력(아동성폭력)과 같은 성범죄 예방에 도움을 준다. .151 .786 .010 -.142 -.061 .119

20. 거리의 CCTV는 살인, 강도와 같은 강력범죄 예방에 도움을 준다. .042 .782 -.074 -.010 -.080 .152

22. 거리의 CCTV는 각종 범죄 발생 시 증거물 확보에 도움을 준다. .003 .779 -.130 -.156 -.021 .108

15. 우리지역 자율방범대는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한다. .062 -.113 .860 .252 .156 -.002

17. 우리지역 자율방범대는 중요행사시 질서 및 안전관리를 훌륭히 해낸다. .074 -.061 .857 .280 .059 -.003

14. 우리지역은 자율방범대의 활동으로 인해 안전하다. .066 -.081 .841 .236 .210 .011

16. 우리지역은 자율방범대의 활동으로 인해 범죄가 다른 지역에 비해 적은편이다. .095 -.037 .818 .309 .157 .019

13. 우리지역 자율방범대는 어두운 골목길을 수시로 순찰한다. .224 -.050 .753 .298 .271 .015

12. 우리지역은 자율방범대가 조직되어 활발하게 활동한다. .291 -.152 .747 .193 .345 -.004

35. 우리지역은 지역주민의 범죄예방을 위해 노력한다. .165 -.087 .225 .841 .117 -.061

38. 우리지역은 안전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을 한다. .039 -.048 .293 .836 .130 .011

36. 우리지역은 불량청소년 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73 -.056 .287 .831 .114 -.035

37. 우리지역은 방범공청회를 장려한다. .138 -.065 .265 .826 .194 .016

34. 우리지역은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정보를 제공한다. .242 -.048 .252 .799 .159 -.012

33. 우리지역은 주민간담회를 통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366 -.206 .393 .614 .252 -.006

6. 우리지역 경찰은 불량청소년 선도에 매우 적극적이다. .145 -.093 .166 .168 .833 .118

5. 우리지역 경찰은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한다. .160 -.105 .101 .189 .829 .080

3. 우리지역 경찰은 치안업무를 적극 실천하려는 의지가 보인다. .166 -.069 .202 .075 .805 .010

4. 우리지역 경찰은 치안 및 범죄관련 정보를 수시로 제공한다. .248 -.064 .121 .118 .788 .091

1. 우리지역 경찰은 지역사회와 친밀한 관계를 위해 노력한다. .200 -.065 .207 .168 .683 -.051

2. 우리지역 경찰은 주민과 합동으로 방범순찰을 한다. .322 -.255 .232 .070 .680 -.063

11. 우리지역은 민간경비회사를 이용해 주거절도 및 침입을 예방하고 있다. .090 .143 .019 .015 .049 .864

10. 우리지역은 민간경비회사를 이용해 화재 및 재산을 보호한다. .093 .072 -.007 -.017 .039 .835

9. 우리지역은 민간경비회사를 이용해 보완환경을 개선하려 노력한다. .108 .130 .040 -.024 .017 .818

8. 우리지역은 민간경비회사를 이용해 철저한 출입관리를 한다. .229 .088 .039 .016 .018 .743

7. 우리지역은 민간경비회사의 방범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다. -.030 .277 -.069 -.055 .048 .662

      Rotation Sums of Squared Loadings Total 4.880 4.852 4.851 4.527 4.378 3.351

                                % of Variance 13.188 13.114 13.111 12.236 11.833 9.056

                                 Cumulative % 13.188 26.302 39.413 51.649 63.482 72.538

표 3. 사회안전망 설문지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안 교육’으로명명하 다.요인5는고유값4.378을가

지고 있으며, 체변량의 11.8%(11.833)를 설명해 주고

있다.요인5는문항27에서문항32까지6개의문항으

로구성되었으며,‘경찰치안서비스’로명명하 다.요인

6은 고유값 3.351을 가지고 있으며, 체변량의

9.0%(9.056)를설명해주고있다.요인6은문항33에서

문항 37까지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민간경비

서비스’로 명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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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역

범죄 방설계 거리 CCTV시설
지역자율방범
환경

지자체
안 교육

경찰치안
서비스

민간경비
서비스

반
사회안 망

문항 29 .808*** .070 .210** .309*** .319*** .201** .549***

문항 30 .815*** .036 .269*** .311*** .368*** .135 .560***

문항 28 .837*** .013 .307*** .344*** .420*** .146* .600***

문항 31 .787*** -.041 .249*** .254*** .350*** .172* .513***

문항 32 .848*** .053 .280*** .343*** .437*** .335*** .653***

문항 27 .793*** .069 .285*** .381*** .431*** .244*** .633***

문항 26 .753*** -.076 .456*** .444*** .504*** .191** .670***

문항 23 -.059 .855*** -.214** -.171* -.228*** .195** .045

문항 24 .112 .804*** -.124 -.086 -.135 .173* .159*

문항 19 -.015 .812*** -.109 -.109 -.210** .255*** .121

문항 18 -.099 .807*** -.169* -.172* -.255*** .274*** .049

문항 21 .117 .816*** -.102 -.162* -.136 .266*** .167*

문항 20 .029 .815*** -.152* -.114 -.171* .279*** .135

문항 22 -.016 .806*** -.231*** -.252*** -.178* .236*** .037

문항 15 .266*** -.202** .914*** .555*** .392*** -.003 .613***

문항 17 .260*** -.147* .890*** .555*** .312*** .001 .597***

문항 14 .280*** -.174* .906*** .542*** .425*** .019 .631***

문항 18 .307*** -.134 .889*** .585*** .400*** .037 .655***

문항 13 .428*** -.138* .880*** .609*** .502*** .049 .723***

문항 12 .481*** -.236*** .876*** .557*** .582*** .031 .713***

문항 35 .351*** -.174* .514*** .887*** .342*** -.052 .596***

문항 38 .259*** -.137 .556*** .877*** .328*** .001 .598***

문항 36 .359*** -.139* .560*** .910*** .347*** -.023 .637***

문항 37 .360*** -.149* .551*** .899*** .401*** .019 .653***

문항 34 .428*** -.124 .535*** .885*** .389*** .013 .664***

문항 33 .547*** -.271*** .652*** .838*** .520*** .015 .721***

문항 6 .406*** -.172* .421*** .383*** .879*** .147* .608***

문항 5 .402*** -.180** .375*** .388*** .868*** .104 .578***

문항 3 .381*** -.152* .409*** .327*** .850*** .059 .555***

문항 4 .469*** -.134 .369*** .344*** .838*** .135 .591***

문항 1 .408*** -.163* .423*** .381*** .763*** .003 .545***

문항 2 .483*** -.319*** .437*** .367*** .813*** -.024 .537***

문항 11 .210** .250*** .045 .018 .080 .874*** .369***

문항 10 .190** .188** .011 -.009 .080 .828*** .318***

문항 9 .206** .241*** .035 -.008 .068 .846*** .344***

문항 8 .315*** .189** .069 .054 .099 .789*** .389***

문항 7 .066 .342*** -.088 -.105 -.004 .688*** .199**

표 4. 문항과 영역간문항과 총점간 상관계수

2. 신뢰도 검증

2.1 문항분석

문항분석(item-totalcorrelationanalysis)은 개념변

수를측정하기 한측정도구가 여러 문항으로 구성되

어있는경우모든문항의총 는복합지수와각문

항별 상 정도가 얼마나 높은지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2][9].[표 4]는 문항분석을 통해 먼 문항과 역간,

문항과총 간의상 계를분석한결과이다.[표4]에

의하면,문항1∼문항7은범죄 방설계와.753이상의

유의한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유의도

0.1%수 에서높은상 계를보이고있다.문항8∼

문항14는거리CCTV시설과.806이상,유의도0.1%수

에서높은상 계를보이고있다.문항15∼문항

20은 지역자율방법환경과 .876이상의 유의한 상 계

를보이고있으며,문항21∼문항26은지자체안 교

육과 .838이상,유의도 0.1%수 에서 높은 상 계를

보이고있다. 한문항27∼문항32는경찰치안서비

스와 .813이상의 유의한 상 계를 보이고 있으며,문

항33∼문항37은민간경비서비스와.688이상유의도

0.1%수 에서 높은 상 계를 보 다.즉,문항 1∼

문항37은높은상 계를보이고있는것으로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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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이와 같은 결과는 문항과 문항간,문항과 반

사회안 망간의 높은 상 계를 통하여 신뢰도가 높

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고 있다.

2.2 내적 일관성 신뢰도

내 일 성 신뢰도는 알 계수(Cronbach'sα)를 이

용하여 검증하 으며,알 계수는 하나의 개념에 해

여러개의항목으로구성된척도를이용할경우검사문

항간의 동질성 정도에 의한신뢰도추정치인 문항내

합치도를구하는신뢰도추정방법이다[2].[표5]에의

하면 사회안 망 하 계념인 범죄 방설계,거리

CCTV시설,지역자율방범활동,지자체안 교육,경찰

치안서비스,민간경비서비스는 신뢰도 계수가 α=.865

∼ .949사이에 분포됨으로써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

다.일반 으로신뢰도계수가.80이상이면측정도구의

신뢰도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5. 사회안전망 내적 일관성 신뢰도

역 Cronbach'sα

범죄예방설계 .905

거리 CCTV시설 .915

지역자율방범활동 .949

지자체 안전교육 .943

경찰치안서비스 .913

민간경비서비스 .865

3. 사회안전망 구축과 안전생활만족의 관계

본 연구에서는 사회안 망 척도의 체계 인 측정도

구 개발을 해 타당도 검증(내용타당도 &구성타당

도)과 신뢰도 검증(문항분석 &내 일 성 신뢰도)등

의 차를 통해 구성되었다. 한 개발된 사회안 망

척도의 일반화를 검증하기 하여 안 생활만족과의

계를 규명하 다.[표 6]에 한 설문지는 선행연구

김찬선[9]에 의해 사용된 문항을 이용하 다.

3.1 안전생활만족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표 6]은 안 생활만족에 한 탐색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표 6. 안전생활만족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

안 생활만족

요 인

(요인1)
안 생활
만족

5. 나는 앞으로도 현재의 안전한 환경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다.
.877

6. 나는 우리지역 치안서비스에 만족한다. .861

3. 나는 외부 침입으로부터 신체적 손상을 입을 일이 없다. .860

2. 나는 대체로 위험에 대한 노출정도가 적은 편이다. .847

4. 나는 안전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 .841

1. 나는 현재 안전한 생활을 하고 있다. .691

      Rotation Sums of Squared Loadings Total 4.151

                               % of Variance 69.189

                                Cumulative % 69.189

                            Cronbach's Alpha .910

[표6]에의하면안 생활만족은단일요인6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안 생활만족’으로명명하 다. 체설

명력은 총 69.1%(69.189)로 나타났으며,신뢰도는 α

=.910으로 나타났다.

3.2 사회안전망 구축과 안전생활만족의 관계

[표 7]은 사회안 망 구축이 안 생활만족에 미치는

향에 한 다 회귀분석 결과이다.

표 7. 사회안전망 구축과 안전생활만족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독립변수 안 생활만족

범죄예방설계 .295***

거리CCTV시설 .107

지역자율방범활동 .093

지자체안전교육 .150

경찰치안서비스 .168*

민간경비서비스 -.029

R² .299

*p <.05  ***p <.001

[표 7]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사회안 망 구축과 안

생활만족의 계를 분석한 결과 범죄 방설계(β

=.295),경찰치안서비스(β=.168)는 안 생활만족에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한 설명력

은안 생활만족 체변량의약29.9%를설명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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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논의 및 결론

1. 논 의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에서 유용하게 용될 수 있는

사회안 망 측정도구를 개발함으로써,이론 틀을 제

시하고이를 용하여연령에따른지역주민들의사회

안 망의 차이를 규명하는데 그 목 이 있다.이 연구

에서는 구성타당도 신뢰도 검증을 통하여 설문지를

개발하 으며,본과정을통하여개발된측정도구는지

속 으로 증가하고 있는 사회 불안을 감소시키는데

큰도움을 것이다[9].뿐만아니라본연구사회안

망에 한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민들의 불안요

소를 분석․규명해 냄으로써,정책 으로 안 도시

로그램 구축시 기 자료를 제공하는데기여할것으

로 사료된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안 망 척도개발을 하기 하여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 다.타당도는 내용타

당도와 구성타당도를 통해 검증 하 으며,내용타당도

는3회의 문가회의를통하여6개의하 요인과38개

의문항을도출하 다.구성타당도는탐색 요인분석

을통해검증되었으며,1차요인분석시38개문항에서

1개 문항을 삭제하여 6개의하 요인과 37문항을 추출

하 다.2차 요인 분석시 총 6개의 하 요인과 37문항

을 도출하 으며,요인 재치는 .589이상으로 체 설

명력은 72.538%를 설명해 으로써 본 연구의 구성타

당도는높다는것을알수있다.요인분석결과사회안

망은 범죄 방설계,거리 CCTV시설,지역자율방범

활동,지자체안 교육,경찰치안서비스,민간경비서비

스등의요인으로나타났는데,이는범죄 방설계요인

이 결정 구성변수임을 시사하고 있다.이와 같이 지

방자치단체에서 범죄 방설계 즉,환경설계를 통한 범

죄 방(CPTED)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범죄 방 범

죄에 한 두려움을 감소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8][5].

그러나 사회안 망 척도와 같이 설문지의 타당도가

확보되었다하더라도,각문항의신뢰도가뒷받침되지

않는다면결코유용한척도라 할수없을것이다[2][9].

신뢰도 분석은 문항분석과 내 일 성 신뢰도를 통해

검증하 으며,문항분석은문항과하 역,그리고문

항과 총합 수인 사회안 망간의 상 정도가 0.1%로

나타남으로써문항에 한신뢰도는높다는것을알수

있다.즉,각문항과 역․문항과 반 사회안 망간

의 신뢰도를 통하여 문항을 하 개념화 함으로써 결과

으로 사회안 망에 해 잘 설명해 주고 있음을 알

수있다. 한사회안 망요인들은 체 으로내 일

성 신뢰도가 높게 나타났으며,Cronbach'sα 값이

.865이상을 보임으로써 이 연구의 내 일 성은 매우

높다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안 망 척도개발 결과를 일반화

시키기 하여 사회안 망과 안 생활만족의 계를

분석한결과범죄 방설계는안 생활만족에정 으로

유의한 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이는지방자치

단체에서 시민들의 안 을 해 어둡고 후미진 골목길

과 같은우범지역에 방범 소를 설치하거나어두운공

원과 같은 공공장소에 밝은 가로 등 설치를 통해 범죄

를 방하려는 노력을 한다면 시민들의 안 생활만족

은증 될수있음을시사해주고있다.범죄 방설계

가 시민들의 안 생활만족에 향을미친다는 본 연구

결과는 CPTED 로그램이 지역사회에서 범죄 범

죄두려움을 여주고 사회 자본을 활성화 시키는데

매우 효과 이라고 보고한 김 제[5],신재헌[22],임창

주[23]의연구에서 극뒷받침해주고있다.뿐만아니

라기계경비시스템과같은민간경비서비스를 략 으

로 이용하는 방법도 시민들의생활만족에 유의한 향

을 미친다고 보고한 김찬선[10]의 연구에서도 본 연구

범죄 방설계(CPTED)가안 생활만족에 향을미친

다고 보고한 연구결과를 부분 으로 지지해주고 있다.

경찰치안서비스는 안 생활만족에 정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같은 결과는 지

방자치단체에서경찰의체계 인치안서비스는시민들

이 각종 범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나아가 삶의 질

에 요한요인으로작용하고있음을알수있다.특히,

경찰조직의 체계 인 치안서비스품질 개선 노력은 경

찰신뢰에정 향을미친다고보고한김찬선,강호정

[11]의 연구에서 본 연구의 결과를 부분 으로 뒷받침

해주고있다.다시말해서안 한도시를건설하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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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극 인 노력뿐만 아니라 할

경찰서와의지속 인공조 조체제를통해서체계 인

사회안 망(SocialSecurityNetwork)을구축하여야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사회에서 요한 요인으로 작

용할수있는사회안 망측정도구를개발함으로써,지

방자치단체가 시민들에게제공해 수 있는 안 생활

의 기 자료와 정책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

다.이에본연구사회안 망척도개발을통해지방자

치단체에서 우선 으로 개선해야 할 요인이 밝 졌다

면,개발된척도를이용해시민들의사회불안요소들을

감소시고 나아가 삶의 질을 증 시킬 수 있는 각종 후

속연구의 활성화와시큐리티 정책수립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2. 결론

이상과같은연구방법 차를통하여이연구에서

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 다.

첫째,사회안 망척도의타당도는매우높다.즉,사

회안 망 구성 요인은 범죄 방설계,거리 CCTV시설,

지역자율방범활동,지자체안 교육,경찰치안서비스,

민간경비서비스 등으로 탐색․확인되었으며,범죄 방

설계 요인의 설명력이 가장 높다.

둘째,사회안 망척도의신뢰도는매우높다.즉,사

회안 망은 문항과 역간,문항과 반 사회안 망

간의 상 정도가 매우 높으며,내 일 성 신뢰도

Cronbach'sα 값이.865이상이다.범죄 방설계는시민

들의 사회안 망 구축에 결정 구성변수 이다.

셋째,사회안 망은 안 생활만족에 향을 미친다.

즉,범죄 방설계(CPTED),경찰치안서비스가 체계

으로 구축 된다면 시민들의 사회불안감은 감소한다.

이상의내용을종합해보면,사회안 망척도는경험

으로매우타당하고신뢰할수있는측정도구임을알

수있다.아울러지방자치단체에서시민들의사회불안

요소를 악하고,안 욕구를 충족시키기 해서는 사

회안 망구성요인에 한지속 인연구와이를개선

해 나가려는 노력이 실히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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