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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아동안 지킴이 제도는 아동의 범죄피해 방지를 해 경찰청 주 으로 국에서 운 되고 있는 력치

안 로그램이다. 아동안 지킴이 제도는 2009년 시행된 이래 아동범죄 방효과에 정  향을 미쳤을 

것으로 기 되고 있으나 구체  효과성은 불분명하다. 운 황에 한 실증  연구와 제도발 을 한 

학술  검토가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아동안 지킴이 제도의 운 실태를 

악하고 실효성 향상방안을 탐색하기 한 목 에서 수행되었다. 연구목  달성을 해 16개 지역 지방

경찰청에 배치된 체 아동안 지킴이에 해 할당표본을 추출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결과는 빈

도분석, 티검증, 아노바, 다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분석결과 제도발 을 해 아동안 지킴이집과의 연계

강화, 아동안 지킴이의 순찰노선에 한 참여  편성, 교육 리·감독체계의 개선, 활동비의 정성, 성공

 직무인식 증진을 한 아동 근무 강화방안 등의 요성이 검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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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ccording to the children's crime risk is increased, national police agency has implemented 

child safety keeper system since 2009. Despite the importance of child safety keeper studies, 

there was no seeking of empirical research and development plan for the operation.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find way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child safety keeper system. To 

achieve the research objectives, all the child safety keepers were surveyed by quota sampling 

in the 16  provincial police agency. Questionnaire analyzed by frequency analysis, t-test, Avov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 of analysis is the need to strengthen links with child 

safety keeping house, participatory setting for the patrol route, the improvement of education 

management and supervision, adequacy of allowance, strengthening contact with children for 

job success awar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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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아동은 범죄자에게 용이한 범행의 표 이 된다. 잠재

 범죄피해자로서의 아동에 한 차별화된 방범 책

의 마련은 치안정책의 요한 고려요소라 할 수 있다. 

최근 한국사회에서 아동 상 범죄의 양태가 악화되면

서 아동안 에 한 심이 증가하게 되었다. 특히 ‘조

두순 사건’은 한국사회의 아동범죄피해에 한 경각심

을 고조시켰고 경찰청은 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안 지

킴이집’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 

‘아동안 지킴이집’은 아동의 통학 등 이동로 주변에 

치한 문구 ·슈퍼·약국 등을 경찰이 지정 약하여 

험에 직면한 아동이 피신할 수 있도록 하고 업주의 

보호 하에서 경찰에게 극 으로 신고해주는 시스템

이다. 외국에서 시행 인 유사제도로는 호주의 안 주

택(Safety House), 캐나다의 골목부모 로그램(block 

parent), 미국의 맥그러  주택(McGruff House), 일본

의 “어린이 110번의 집” 등이 있다[1].

그런데 아동안 지킴이집의 고정성은 제도목  달성

을 곤란하게 만드는 한 약 이 된다. 지킴이집과 

이격된 지 에서 발생하는 험 상황에서는 무용하기 

때문이다. 아동안 지킴이 제도는 이러한 아동안 지

킴이집의 단 을 보완하기 해 고안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아동안 지킴이’는 은퇴한 노인들을 선발하여 

등학교 주변의 통학로와 놀이터 등에 배치하여 동태

으로 아동의 안 향상을 지원하는 로그램이다. 아동

안  확보에 한 경찰력의 한계를 민간 역에서 보완

한다는 측면에서 치안서비스공동생산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으나 일반 인 공동생산과는 차별 이 있다. 국가

산만으로 운 되고 있으며 사업의 목 에 아동범죄

방 뿐만 아니라 부차 으로 노년층 일자리 제공을 고

려한 제도라는  등이다. 아동범죄 방을 순수 민간

재원만으로 운용하는 것은 효과성 측면에서 한계가 발

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부 산의 투입은 불가피 할 

것이다. 그러나 노인 일자리를 목 으로 퇴직노인에 한

정한 아동안 지킴이의 운용은 치안정책의 복지화 방

안이 사회안 의 사각지 를 확 시키는 결과를 래

할 수도 있다는 에서 회의 일 수 있다. 실제로 재 

아동안 지킴이의 주된 연령층은 70  반이다. 선

발과정에서 건강양호 수 을 악하고 있으나 고령으

로 인한 신체특성을 고려하여 세심한 근무지도  근무

욕구 향상을 한 조치가 요망된다. 그런데 이러한 제

도  보완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련된 선행연구

가 충분하지 못하여 학술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

지 못하 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 은 아동안 지킴이 제도의 성

과를 향상시키기 해 유용한 정책  방안들을 실증

으로 탐색하고 발 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있다. 연구의 

내용은 2장에서 실증  연구를 한 이론  배경을 논

의하고 3장에서는 연구방법을 설명하겠으며 4장에서 

조사결과를 분석한 후 제언과 결론을 제시하 다. 

Ⅱ. 이론적 배경

1. 아동안전지킴이에 대한 일반적 논의
아동안 지킴이는 경찰서 할 지구   출소를 

거 으로 지역경찰이 지정한 곳에서 아동범죄를 포함

한 제반 인 안 지원 활동을 근무내용으로 한다. 구체

인 임무는 아동보호구역과 통학로, 놀이터·공원 주변 

등에 한 순찰  지도, 일시  보호  안 사고 방

을 한 임시조치, 통학로 주변 아동안 지킴이집 등과 

연계한 활동, 비행청소년 선도  범죄 방을 한 교

육·홍보 등 기타 취  사항, 그 밖에 실종  유괴 등 

아동범죄 방을 하여 필요한 조치 등을 수행하는 것

이다(아동안 지킴이규칙 제13조, 경찰청훈령 제699호, 

2013. 2. 28). 

아동안 지킴이는 재향경우회 는 한노인회 회원 

 건강상태가 양호한 75세 이하 자 는 아동범죄 방

을 해 사에 열의와 직무능력을 가진 자를 자격조건

으로 한다. 

경우회는 135만 명의 퇴직경찰   퇴역 ·의경 을 

정회원으로 하고[2], 한노인회는 64,000여개의 경로

당에 약 300만 명의 회원이 활동 이다[3]. 한노인회 

회원  군·소방·교정·학교 등의 시설에서 근무한 경험

이 있거나 아동·청소년 련 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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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으로 선발하고 선발 상자의 수가 미달일 경우 

75세 이하의 일반인을 선발할 수 있다. 

아동안 지킴이의 근무는 일반 으로 평일 3∼4시간 

이다. 통상 오후 2시∼6시 는 오후 1시∼오후 5시까

지로 편성되며 2014년 기 시 은 5,560원이고 간식비

를 포함하여 월 35만36백원을 수당으로 지 받는다.

 2. 일상활동이론
범죄는 응보다 방이 요하다. 발생된 범죄의 원

상회복은 제한 일 수밖에 없고 더욱이 강력범죄의 피

해는 복구 가능성이 희박하다. 특히 아동의 범죄피해는 

개인의  생애에 걸쳐 지속  피해경험의 부작용이 작

동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더욱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 

범죄 방에 한 이론들은 범죄자의 범행의지를 약화

시키거나 제거하는 방식을 제시하기 한 방안으로 물

리  응을 고려한다. 그 에서 일상활동이론(routine 

activities theory)은 범죄 보다는 범죄자의 특성에 주목

하는 방을 강조하는데[4] 최소한 세 가지 요소가 동

일한 시간과 공간에 존재할 때 범죄가 발생한다는 입장

이다. 먼  당한 범행 상(suitable target)으로 사람, 

물건, 장소를 의미한다. 둘째, 범죄를 차단하는 유용한 

감시인(guardian)의 부재이다. 셋째, 동기화된 범죄자

의 존재로 범행 착수이 에 당하고 무방비 상태인 표

을 찾으려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5].

일상활동이론은 범죄기회와 개인의 생활양식 개념을 

결합하고 있는데 생활양식은 범죄자에 한 범죄 상

의 근 성, 범죄자에 한 범죄 상의 노출, 범죄 상의 

매력정도, 범죄 상의 보호능력 정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일상활동이론은 범죄기회감소와 경찰과 감시

인 활용을 통해 실질 인 범죄 방을 실 해야 한다는 

구체 인 치안활동의 모델을 도출시킨다. 아동은 육체

으로 연약하고 험성에 한 단이 명확하지 못하

여 그 자체로 당한 범행의 목표가 될 수 있고 한국사

회의 가정감시 부재환경의 증 상과 이웃유 가 해

체되는 주거양식의 확 로 인해 범죄를 차단하는 감시

인이 감소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조건이 아동

상 범죄를 증가시키는 배경요인이 될 수 있다.

아동안 지킴이 제도는 범죄가 발생하는 세 가지 조

건  유용한 감시인을 제도화시킴으로써 한 범행 

목표물을 근하기 어려운 상으로 변화시킨 다는 측

면에서 일상활동이론에 근거한 로그램이라 할 수 있

다. 아동안 지킴이의 아동범죄 방의 효과성 확보를 

해서는 아동에 한 감시증 를 한 순찰노선의 선

정, 순찰기법, 지킴이에 한 리감독 등이 요한 요

소가 된다.

 

3. 치안서비스 공동생산이론
효율 인 범죄 응을 해 정부와 민간의 력  

방정책의 개발과 운 은 안 행정 분야의 필수  모델

로 수용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경찰과 시민의 치

안역량 자원에 한 연합은 치안서비스 공동생산으로 

개념화될 수 있다. 공동생산의 최  장 은 상호 결핍

요소를 보완할 수 있다는 이다. 

민간에 의한 치안서비스는 주거지 심 지역에서 경

찰이 발견하기 어려운 범죄의 사각지 를 담당함으로

써 경찰력의 공백을 보완[6]할 수 있다. 주거지 심의 

방활동의 요성은 아동 범죄피해에 한 분석결과 

등에서 증명되는데 컨 , 아동성폭력범죄의 75퍼센

트가 주거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7]. 

범죄 방은 범죄발견의 지속  과정이다. 범죄정보

의 신속한 입수와 활용방식에 따라 방의 효과성이 달

라 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찰과 민간의 범죄

방 참여자들은 련 정보를 공유하고 통합”[8]하기 

해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아동안 지킴이가 후미진 골

목길 등을 도보순찰하며 습득하는 우범정보에 한 실

시간 인 경찰력의 투입은 치안서비스공동생산이 지향

하는 이상  지 이라 할 수 있다. 치안서비스 공동생

산은 범죄를 차단하는 직  효과뿐만 아니라 범죄의 

두려움(fear of crime)을 감소시키는 간 효과 측면에

서도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 미국 린트시 순찰실험 

등에서 경찰의 도보순찰이 시민의 안 체감에 미치는 

정  향력이 검증된 바와 같이 아동아 지킴이의 

가시  순찰의 출 만으로도 아동, 부모, 교사 등이 체

감하는 범죄 두려움의 수 은 감소될 수 있을 것이다. 

거시  차원에서 볼 때 민간부분의 치안서비스 공동

생산은 공공경찰활동의 역 내에서 이루어지며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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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조 계를 기 으로 개인 이고 소극 인 형태, 

개인 이고 극 인 형태, 집단 이고 소극  형태, 집

단  극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9]. 이 에서 아동

안 지킴이 제도는 집단 이고 극  유형의 공동생

산에 해당한다. 경찰 주도  구성, 경찰 련단체의 활

동성, 민간역량의 경찰집행 참여성 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동안 지킴이에 의한 치안서비스

의 효과성 증진을 해서는 순찰노선, 경찰의 리감독

이 효과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과제가 도출된다. 

한 재향 경우회와 한노인회라는 경찰유 단체의 소

속이라는 을 감안하여 소속에 따른 직무수행의 차이

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아동안 지킴이

의 소속, 연령, 성별 등에 따른 직무만족의 차이를 분석

하 다.

4. 직무만족에 대한 논의
사회과학 연구에서 직무만족이라는 개념은 근무자의 

근무의욕과 련된 심리  상황을 표한다. 로크

(Locke)는 직무만족에 하여 직무에 한 평가결과로 

인해 즐겁거나 정 인 정서상태라고 정의했다[10]. 

직무만족의 수 은 직무수행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로

서 정하다. 직무만족이 직무성과에 향을 다는 것

은 실증 인 분석에 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연구들이 인정하고 있다[11].

직무만족에 한 측정은 반  수 에 한 측정과 

문항별로 구분하는 방식이 용되고 있지만 반  직

무만족을 측정한 결과가 문항별 측정도구의 결과와 크

게 다르지 않으며 더 나은 결과를 가진다는 연구결과도 

있다[12]. 물론 조사 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반  

질문과 항목별 질문이 선택되어야 할 것이다. 컨  

직무가 복잡하고 문직을 상으로 하는 연구에서는 

결과의 활용성을 고려해서 항목별 질문이 유용하고 단

순한 비 업  형태의 직무인 경우 반  질문이 합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안 지킴이의 고령  특성과 직

무내용의 단순성을 고려하여 반  직무만족도로 측

정하여 종속변수를 선정하고 이론  배경에서 논의된 

요인들을 독립변수로 분석하여 아동안 지킴이 제도의 

발 방안을 도출하고자 했다.       

      

 

Ⅲ. 연구설계 및 방법

1. 조사개요
연구는 설문지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통계 으로 분

석하는 실증  방법으로 수행하 다. 연구의 모집단은 

국 16개 역시도에 배치된 아동안 지킴이다. 설문

조사는 아동안 지킴이가 근무하는 지구 에 조사원이 

방문하여 실시했다. 조사기간은 2014년 11월 3일부터 

17일까지 15일간 이었다. 표본의 추출방식은 할당표본

추출법(quota sampling)을 용하 다. 다만 아동안

지킴이 배치인원 만으로 조사 상 경찰서를 선정하게 

되면 지방청별 지 상 불균형 발생으로 조사결과에 

한 신뢰성 하가 우려되어 지방경찰청 별로 1 서 경

찰서는 1개 이상 포함했다.

할당표본추출은 단표본추출의 변형으로 추출된 표

본이 모집단의 특성을 표할 수 있도록 미리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하 집단별로 표본수를 배정한 다음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이다[13]. 할당표  추출방법은 

왜곡된 표본 선정 가능성을 원천 으로 방할 수 있다

는 장 이 있다. 

설문 상은 지역별 평균인원에 해당하는 아동안 지

킴이가 배치된 경찰서 할 등학교 주변을 근무지역

으로 하는 아동안 지킴을 상으로 실시했다. 지역별 

경찰서 할 지구 의 평균 배치인원은 20명부터 44명

까지 다.

아동안 지킴이가 고령자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문항

을 필수항목만으로 구성하고 설문지의 활자는 확  제

작했다.

조사 상자의 일반  특성 등은 빈도분석으로 조사

하 다. 집단별 차이에 해 티검증(T-test)과 아노바

(ANOVA) 분석을 했다. 아동안 지킴이 근무만족에 

미치는 향은 다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응답결과는 

통계 로그램(SPSS 20.0)으로 분석했다.

국아동안 지킴이의 강제할당표는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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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조사대상 할당표본 추출현황

지역
아동안
지킴이(n)

배치율
(%)

경찰
서
(개)

경찰서 
평균
배치 
인원

조사
상
경찰
서

조사
지역

할당 표본 수 
(명)

지 인원

서울 702 10.9 31 23 3
S경찰서 1 22
G경찰서 1 22
E경찰서 1 22

부산 328 5.1 15 22 2 Y경찰서 1 20
D경찰서 1 24

대구 236 3.6 10 24 2 D경찰서 1 26
K경찰서 1 26

인천 252 3.9 9 28 2 N경찰서 1 28
K경찰서 1 28

광주 162 2.5 5 32 1 S경찰서 1 28
대전 156 2.4 5 31 1 J경찰서 1 30
울산 134 2.1 4 34 1 U경찰서 1 34

경기 1,274 19.7 41 31 4
S경찰서 1 36
E경찰서 1 32
I경찰서 2 34
Y경찰서 3 28

강원 370 5.7 17 22 2 K경찰서 1 36
D경찰서 2 20

충북 286 4.4 12 24 2 C경찰서 1 34
J경찰서 2 26

충남 470 7.3 15 31 2 S경찰서 1 36
K경찰서 2 34

전북 446 6.9 15 30 2 D경찰서 1 44
W경찰서 2 30

전남 466 7.2 21 22 3
S경찰서 1 44
N경찰서 2 22
J경찰서 3 20

경북 538 8.3 24 22 3
K경찰서 1 34
Y경찰서 2 24
C경찰서 3 22

경남 540 8.3 23 23 3
J경찰서 1 24
M경찰서 2 24
H경찰서 3 20

제주 110 1.7 3 37 1 J경찰서 1 34
총 계 6,360 6.55 247 26.60 33 34개서 · 968

조사 상은 국 16개 시도 34개 경찰서에 근무하는 

960명으로 모집단 체 6,360명을 기 으로 약 15%에 

해당한다. 설문을 실시한 960명 에서 노안으로 인한 

표기곤란, 불성실 응답 등을 제외하고 최종 915부를 통

계 분석했다. 

2. 연구가설
아동안 지킴이 제도의 실효성 증진을 해 이론  

배경에서의 논의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했

다.

<가설 1> 아동안 지킴이의 인구사회학  특성에 

따라 직무만족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1. 아동안 지킴이의 성별에 따라 직무만족에 

차이가 존재할 것이다.

가설 1-2. 아동안 지킴이의 연령 에 따라 직무만족

에 차이가 존재할 것이다.

가설 1-3. 아동안 지킴이의 소속에 따라 직무만족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아동아 지킴이의 직무인식  환경이 직

무만족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 아동안 지킴이의 일일 도움제공 인원은 

직무만족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아동안 지킴이의 활동비 정성 인식은 

직무만족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3. 아동안 지킴이의 순찰노선 합성 인식은 

직무만족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4. 아동안 지킴이에 한 경찰의 교육 리 

 감독은 직무만족에 향을 미칠 것이

다.   

3. 조사대상의 일반적 현황
[표 1]의 할당표에 근거하여 분석한 조사 상자의 인

구사회학  특성은 [표 2]와 같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구분 빈도 % 지역 빈도 %

성별 남자 770 84.2 서울 63 6.9
여자 120 13.1 부산 43 4.7

연령
50대 8 0.9 대구 47 5.1
60대 196 22.3 인천 54 5.9
70대 674 76.8 광주 28 3.1

소속
재향경우회 250 28.9 대전 29 3.2
대한노인회 451 52.1 울산 33 3.6

일반 165 19.1 경기 126 13.8

근무
기간

10월 이하 313 34.6 강원 56 6.1
충북 49 5.4

11월 ∼ 20월 238 26.3 충남 67 7.3
21월∼
30월 161 17.8 전북 64 7.0

전남 81 8.9
경북 79 8.6

31월 이상 192 21.2 경남 63 6.9
제주 33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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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상자의 인구사회학  특성을 요약하면 남성 

84.2%(n=770), 여성 13.1%(n=120) 다. 연령은 70 가 

76.8%(n=674)로 다수를 차지했고, 60  

22.3%(n=22.3), 50  0.9%(n=8)순으로 나타났다. 아동

아 지킴이를 지원할 당시의 소속은 한노인회가 

52.1%(n=451)로 과반 이상 이었고, 재향경우회는 

28.9%(n=250) 으며, 소속 없음은 19.1%(n=165)로 조

사되었다. 근무기간은 10개월 이하가 34.6%(n=313), 11

개월 이상 20개월 이하가 26.3%(n=238), 21개월 이상 

30개월 이하가 17.8%(n=161), 31개월 이상은 

21.2%(n=192)로 나타났다.   

Ⅳ. 분석결과

1.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른 직무만족의 차이
아동안 지킴이의 만족도 인식의 성별에 따른 차이

에 해 티검증(T-test)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

다. 아동안 지킴이의 성별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는 통

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3. 아동안전지킴이 성별에 따른 직무만족의 차이  

분석변수

성별
t-valve
(p-valu)

남자
(n=765)

여자
(n=115)

만족
인식

평균값 4.13 4.28 -.1.32
(.186)표준편차 1.152 1.166

연령 에 따른 티검증(T-test) 실시 결과에서는 70

와 60  이하의 집단에서 직무만족인식의 차이는 존재

하지 않았다. 

표 4. 아동안전지킴이 연령대별 직무만족의 차이

분석변수

연령
t-valve
(p-value)

5·60
(n=202)

70
(n=701)

만족
인식

평균값 4.13 4.28 .560
(.129)표준편차 1.095 1.238

이어서 아동안 지킴이의 소속별 근무만족도의 차이

를 해 아노바(ANOVA)분석을 실시했다. 아노바 분

석(ANOVA)은 셋 이상의 집단들의 평균의 차이가 있

는지를 검정할 때 이용되는 통계  분석방법이다[14]. 

아동안 지킴이의 소속에 따른 근무만족도 인식의 

차이는 [표 5]의 분석결과와 같이 통계 으로 유의미하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아동안전지킴이 소속별 근무만족인식의 차이
요인   소  속 N 평균

 표
 편차

F P

근무
만족

 재향경우회 253 4.02 1.023
.157 .692대한노인회 442 4.17 1.123

무소속 164 4.04 1.272

2. 아동안전지킴이집과의 연계성
아동안 지킴이집과의 업무연계의 원활성에 해 조

사한 결과 부정 으로 인식하는 응답자는 352명으로 

약 36.7% 다. 부정  인식도가  기 에서 높은 

것은 아니지만 아동안 지킴이제도가 아동안 지킴이

집과의 연계를 통한 시 지 효과를 기 한 것이었므로 

이를 구체 으로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응답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아동안전지킴이집과의 연계가 안되는 이유

‘상호간 업무에 한 이해부족’ 64.5%(227명), ‘노년층

에 한 무시’ 18.5%(65명), ‘지구 ( 출소)의 리교

육 부재’ 11.4%(40명), ‘지휘부 무 심’ 5.7%(20명) 순으

로 응답했다.

3. 다중회귀분석
아동안 지킴이의 직무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 Vol. 15 No. 9124

을 분석하기 해 다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회귀분석

은 독립변수의 변화에 따른 종속변수의 변화를 분석하

여 모집단에 해 측하는 것을 그 목 으로 하는 것

인데 다 회귀분석은 종속변수를 설명해 주는 독립변

수가 두 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회귀분석을 말한다[15].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하여 종속변수의 자기상 과 

독립변수 간 다 공선성을 검토하 다. 종속변수의 자

기상 은 더빈왓슨(Durbin-Watson) 지수를 검정한 결

과, 1.853으로 자기상 이 없었다. 독립변수간 다 공선

성은 분산팽창지수 (variance inflation factor)를 살펴본 

결과 1.012 ∼ 1.761로 모두 10 미만으로 나타나 다 공

선성이 없었다. 본 연구의 데이터는 종속변수가 자기상

이 없이 독립이며, 독립변수 간 다 공선성이 없으므

로 회귀분석에 하 다.

표 6. 다중회귀 분석결과
B    F

Constant 2.527 .132 17.833***
일일 도움제공 인원 .048 .088**

활동비 적정성 .163 .164***
순찰노선 적합성 .182 .179***
교육관리 및 감독 .126 .125**

성별(더미) -.077 -.026
연령층 -.048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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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안 지킴이의 근무인식  특성이 근무만족에 

미치는 향에 한 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일일 

도움을 제공한 아동의 인원(p<.05), 활동비의 정성

(p<.001), 순찰노선의 합성(p<.001), 교육 리  감

독의 합성(p<.05)이 유의한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

났다. 순찰노선이 합하다는 인식이 높을수록

(B=.182), 활동비가 합하다고 인식할수록(B=.163), 아

동안 지킴에 한 교육 리와 감독체계가 양호하다고 

인식할수록(B=.126), 하루 평균 도움을 제공한 아동의 

숫자가 많을수록(B=.048) 근무 만족도가 향상되었다. 

아동안 지킴이의 연령과 성별은 만족도에 유의미한 

향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Ⅴ. 제언 및 결론

아동안 지킴이 제도는 아동의 범죄피해 방지 등 

반 인 아동의 안 증진을 도모하는 치안서비스 공동

생산의 실천  모델이라는 에서 의미 있는 제도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안 지킴이 제도의 효과성 향상

을 해 직무만족도를 종속변수로 선정하고 집단별 인

식의 차이와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 다. 아동

안 지킴이집과의 연계성에 한 부정  응답  가장 

많은 것은 ‘상호 업무에 한 이해부족’ 64.5%(227명)이

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지 한 아동안 지

킴이집 운 의 문제 과도 련된다. 아동안 지킴이

집 업주의 책임감 결여와 실질 인 리감독의 곤란성

[16]으로 인하여 아동안 지킴이와의 력 계의 조성

에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개선하기 

해서는 아동안 지킴이집 업주  종업원과 지킴이

와의 력 계 설정을 한 경찰의 리지원과 교육홍

보가 요구되었다.

다 회귀분석 결과에서는 순찰노선의 합성이 가장 

높은 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순찰노선 

설정에 아동안 지킴이의 의견을 반 시키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한 정한 

활동비 지 이 요청되었다. 다만 보상의 정성은 상

 인식이 작용하는 역[17]이므로 유사한 여건에 있

는 근로자의 여수 에 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

이다. 직무수행의 성공수 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일 도

움제공 인원”이 직무만족도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만큼 근무 시 아동의 기회가 증가할 수 있도록 근

무편성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 경찰의 원활

한 교육감독이 직무만족에 향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지역경찰에 의한 수시교육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밖에도 행 아동안 지킴이의 활동시간이 평일 

오후 2시∼6시 는 오후 1시∼오후 5시까지로 고정

으로 운 하는 것은 향  검토가 요구되었다. 도심지

역의 경우 방과 이후 활동이 증가하여 오후 6시 이후에

도 옥외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주말과 공휴일에 

아동활동이 집 되는 공원 등지는 아동범죄의 취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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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이므로 지역특성을 반 한 순찰시간의 탄력  운

이 필요할 것이다.

한 아동안 지킴이 사업의 발 을 해서는 참여

자의 극  사의지가 요하므로 특정 소속에 한 

지원자격 요건을 공개모집으로 변경하고 면 평가 등

을 통해 선발하는 방식이 채택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

안 지킴이 로그램의 실효성 증진을 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조와 심이 요한 만큼 제도에 한 경찰

서의 홍보노력 등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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