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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

범죄로부터 안 한 주거환경에 한 심과 노력이

국 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국내 많은 도시에서 이를

한 방안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그 표 인 방법으

로 범죄 방 환경디자인(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1)
을 들 수 있다.

범죄 방 환경디자인을 도입하고 실행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앙정부차원에서는 국토해양부의 ‘건축물의

범죄 방 환경설계 가이드라인’이 제정되었으며, 서울시,

부산시,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는 련 조례

가이드라인이 제정되었다. 한 각종 시범사업성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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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논문은 2016학년도 경성 학교 학술연구비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범죄 방 환경디자인 사업들이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검

찰청 경찰청에 의해서도 시행되고 있다.1)

노후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은 기존 주거환경의 특성

한계를 바탕으로 해야 된다는 에서 재개발 재건

축과 같은 신개발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최근 재개발

재건축이 후퇴함에 따라 도시재생이 노후주거환경 개선

을 한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범죄 방 환경디자

인이 요한 요소로 두되는 추세이다.

부산시는 노후주거환경을 개선하기 하여 주거지의

도시재생 차원에서 산복도로 르네상스 마을만들기 사업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등을 지속 으로 추진하고 있

으며, 2015년부터는 주거환경 리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부산시의 노후주거지 재생사업에서 범죄 방에

한 요소가 최근 활발히 도입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1) 이하 ‘범죄 방 환경디자인’으로 통일하여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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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성격의 각종 범죄 방 환경디자인 사업도 개별

사업으로서 2013년부터 지속 으로 시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사례연구를 통하여 노후주거지 재생사업에

서 용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기 한 기 연구이다. 이

를 하여 최근 도시재생과 범죄 방 환경디자인에 한

활발한 심과 노력이 진행되어 온 부산시를 상으로

지난 2013년부터 실제 시행된 노후주거지 범죄 방 환경

디자인 사업의 표 인 사례를 분석하고 그 시사 을

도출하여 향후 노후주거지 재생에 용할 범죄 방 환경

디자인 방법론에 한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 와 방법

연구의 공간 범 는 지 까지 부산시에서 시행된 범

죄 방 환경디자인 사업(셉테드 사업)의 표 사례인

‘사상구 덕포동 희망디딤돌 마을’, ‘동래구 칠산동 셉테드

행복마을’, ‘동구 수정동 안심마을’로 설정하 다. 연구의

내용 범 는 이상의 3개 사례 상지에서 시행된 범죄

방 환경디자인 사업의 사업내용, 셉테드 략 용, 사

업시행주체 사업시행시기에 하여 조사 분석하고

시사 을 도출하는 것이다.

연구의 방법은 이론고찰과 사례조사 분석으로 진행

하 다. 이론고찰에서는 련 연구 서 , 언론보도 등

의 문헌자료를 조사하여 본 연구의 이론 바탕 분석

의 틀을 설정하 다. 사례조사 분석에서는 사례 상

지에 한 련 자료를 수집하고, 사례 상지를 방문하

여 장조사 사진촬 을 실시하여 장자료를 수집하

으며, 이상의 자료를 분석의 틀에 의하여 분석하 다.

2. 이론 고찰

2.1. 범죄 방 환경디자인의 략과 사업내용

(1) 범죄 방 환경디자인의 개념

‘범죄 방 환경디자인’이란 미국 등 선진국에서 리 활

용되고 있는 기법으로, 범죄 심리를 축시켜 범죄발생 기

회를 사 에 차단하는 환경을 설계·조성함으로써 범죄를

방하자2)는 일련의 물리 환경디자인이다. 범죄 방 환

경디자인의 개념은 <그림 1>과 같이 ‘감시(Surveillance),

근통제(Access Control), 공동체 강화(Community

Building)’ 등 3요소로 정리되는데, 감시와 근통제는 주

요개념이고 공동체강화는 보조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3)

감시와 근통제는 물리 인 장치를 통해서 주로 이루어

지는데 비하여 공동체강화는 주민활동 등의 로그램과

같은 리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2) 부산지방검찰청 보도자료, ‘범죄, 이제 처벌에서 방으로’, 2016년

5월 20일자

3) 부산 역시, 부산 범죄 방 환경디자인 사업 보고서, 2016, p.9

(2) 범죄 방 환경디자인의 략

범죄 방 환경디자인의 략은 자연 근통제, 자연

감시, 역성 강화와 유지 리5)를 기본으로 하여 시

작되었다. 재는 <표 1>과 같이 자연 감시(Natural

Surveillance), 근통제(Access Control), 역성 강화

(Territorial Reinforcement), 활용성 지원(Activity

Support), 유지 리(Maintenance & Management)의 5

략6)으로 구성된다.

범죄 방 환경디자인 사업이 효과를 발휘하기 해서

는 이상의 5 략이 모두 용되는 것이 필요하다.

4) 이경훈, 강석권, 실무자를 한 범죄 방디자인, 기문당, 서울,

2015, p.29

5) Timothy D .Crowe, Lawrence J. Fennelly, 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셉테드: 범죄 방설

계, 한국셉테드학회 편찬 원회 역, 1 , 기문당, 서울, 2016,

pp.36-46

6) 한국셉테드학회 편찬 원회, 셉테드 원리와 운 리, 박 사, 서

울, 2015, pp.90-100 경기도, 취약지역 범죄 방을 한 공공서

비스디자인 매뉴얼, 2013, p.38을 종합하여 작성함.

CPTED개념

Main Concept Sub Concept

감시 근통제 공동체강화

기계 감시

조직 감시

자연 감시

기계 통제

조직 통제

자연 통제

근린교류 비공식 사회통제

주민자치활동

자발 인 환경 리

<그림 1> CPTED 개념4)

구분 개념 용방법

자연

감 시

∙주변을 자연스럽게 감시할 수 있도록 환경을 설계하

여 이웃과 낯선 사람들의 활동을 잘 볼 수 있게 함.

∙조망권 확보를 통한 사람의 에 의한 자연스러운

감시

∙사람이 숨을 수 있는 장소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

록 공간이나 시설물 계획

조명시설, 창문,

투시형 담장 등

근

통 제

∙범죄 유발에 한 근을 어렵게 하여 범죄를

방함.

∙보안설비, 공간배치, CCTV를 이용한 심리 근

통제

∙울타리 설치, 출입차단장치 설치, 경비원 순찰 등

의 방범을 통해 외부인이나 부 한 사람들의

근 출입을 차단

CCTV, 비상벨,

출입구, 가림막,

보안안내 , 가스

배 처리, 이격공

간출입 지, 반사

경, 공·폐가

리, 보안공간 등

역성

강 화

∙주민들이 사용( 는 유)할 수 있는 역을 만들

고 울타리, 표지 등 물리 특징을 강화하여 주

민들의 소유의식과 책임의식을 고취함.

∙사각지 고립지역의 개선

∙지역주민들 간 공감 형성 지역 공동체 강화

에 기여

바닥포장, 담장·

벽면 도색 벽

화, 지경계 울

타리, 역 표지

, 식재, 한평공

원, 화단 등

활용성

지 원

∙주민들이 활동하거나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공간·시설 계획)하여 활발한 사용을 유도

자극함.

∙커뮤니티 활동을 조성하여 주민에 의한 자연스러

운 감시와 안 감 형성

∙휴게시설, 친목 등 다양한 행사 개최 유도

조경시설, 휴게시설,

주민이용시설등

유 지

리

∙어떤 시설물이나 공간( : 공공장소)을 처음 설계

된 로 지속 으로 안 한 생활환경을 유지시킴.

∙지속 인 환경 리를 한 가이드라인 수립 활용

공간·시설 유지

리 주체, 제도

로그램 등

<표 1> 범죄 방 환경디자인 5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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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방 환경디자인 사업의 시행내용이 셉테드 략

에 개별 으로 각각 속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셉테드

략과 용방안을 다룬 련연구7) 등을 참조하여 본

연구에서는 <표 1>의 용방법과 같이 셉테드 략과

연계하여 사업시행내용을 설정하여 분석하 다.

(3) 범죄 방 환경디자인 사업의 내용

단독주택지에 한 범죄 방 환경디자인 사업의 내용

은 하드웨어와 소 트웨어로 구성된다. 하드웨어에 해당

하는 사업으로는 셉테드 인 라8) 사업과 같이 건물, 담

벼락 옹벽 등에 벽화그리기, 안 표지 , CCTV, 보안

등, 안 벨 등의 방범시설물 설치 등 물리 환경에

한 내용을 포함한다.9) 소 트웨어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는 범죄지도 그리기, 범죄 방교육, 주민 참여 셉테드

로그램 같은 행사·교육·안 활동 로그램 등의 주민참

여10)를 들 수 있다.

<그림 2> 방범거리 만들기의 개념도

<그림 2>는 본 연구와 련된 주거지 골목길에 한

방범거리 만들기로서, 범죄의 상이 되는 환경(건물이나

도로, 공원 등)에서 범죄를 유발시키는 요인을 제거하여

보다 안 하고 쾌 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거리라는

을 고려할 때 방범뿐만 아니라 거리 만들기를 포함하

는 종합 인 책이 필요하므로 물 환경정비를 실

수단으로 하는 커뮤니티조성을 기 로 하드와 소 트한

측면에서 보다 고차원의 안 하고 안심할 수 있는 거리

실 을 추구하는 것이다.11) 노후주거지 재생 특히 골목

길을 상으로 하는 범죄 방 환경디자인 사업에 있어서

도 이와 같이 방범뿐만 아니라 기존의 마을만들기와 같

은 도시재생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범죄

방 환경디자인과 범죄 방활동이 서로 연계되어야 한

다는 것을 <그림 2>는 보여주고 있다.

련연구12)를 바탕으로 단독주택지에 한 범죄 방

7) 한국셉테드학회 편찬 원회, op. cit., pp.90-100, 채인병 외 2인,

안심마을 시범사업으로 인한 근린환경 변화가 동네 범죄안 성에

미치는 향 분석, 한국도시설계학회, 2015, p.9, 부산 역시, 부산

범죄 방 환경디자인 사업, 2016, p.9, 경기도, 공공서비스디자인

매뉴얼, 2013, p.38 등

8) 셉테드 인 라는 범죄로부터 안 한 생활환경을 한 물리 공

간환경을 의미한다. 한국셉테드학회 편찬 원회, op. cit., p.198

9) Ibid., pp.198-200

10) Ibid., pp.149-158

11) 히무라 교이치(樋村恭一) 편 , 都市の防犯, 도시의 방범, 장동국

역, , 기문당, 서울, 2011, pp.187-189

디자인사업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2>와 같이 물리

환경 개선과 리시스템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물리 환

경 개선 공간조성 정비에는 커뮤니티 공간 시

설 등의 각종 공간 시설과 옹벽 담장 등을 상으

로 하는 벽화 도색이 해당되며, 시설물 설치에는 방

범시설물, 안내표지 등의 각종 시설물이 해당된다. 리

시스템에는 주민들이 주도하고 주민들을 상으로 하는

각종 교육 행사 로그램 등이 해당된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범죄 방 환경디자인 사업은

<표 2>와 같이 공간조성 정비와 시설물 설치 등 하

드웨어 측면의 물리 환경개선과 주민교육 등 소 트

웨어 측면의 리시스템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2.2. 노후주거지 재생과 범죄 방 환경디자인 사업

(1) 노후주거지 재생

우리나라의 최근 주거지 도시재생에 있어서의 동향은

기존 도시조직 형태의 특성과 기능을 활성화하는 새

로운 도시재생방식이 제기되고 있으며, 련 법제의 개

편과 지역공동체를 모색하는 ‘지역자립형 도시재생’ 등이

새로운 안으로 부각되고 있다.13)

1980년 이후 국내 주거환경조성의 변화를 살펴보면,

1980년에서 1990년 는 신도시개발이 주를 이루었고,

2000년 에는 신도시개발과 기성시가지에 한 재개발·

재건축·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이 병행되었으며, 재에는

신도시개발 재개발·재건축 등의 축 등으로 인하여

도시재생에 의한 주거환경조성이 두되고 있다. 도시재

생에 의한 주거환경조성에 있어서는 공공지원에 의한 기

12) 한국셉테드학회 편찬 원회, op. cit., p.204 ‘셉테드 인 라 지표’

p.149 ‘주민참여 셉테드 로그램’을 참조하여 작성함.

13) 최강림, 공공디자인을 통한 주거지 도시재생 사례연구, 디자인학연

구, 제24권 4호, 2011.11, p.27

구분 사업내용

물리 환경

개선

공간조성

정비

공 간

∙커뮤니티 공간 시설(주민 집회 활

동, 모임 공간 등)

∙도로·공원·녹지

∙안심구역 등

벽화

도색

∙옹벽, 축

∙담장, 건물벽

시설물 설치

∙가로등, 보안등

∙CCTV, 안심비상벨

∙경계펜스(울타리)

∙안내 안 표지

∙바닥포장재 구분 설치

∙방범창 (안심방범등)

∙출입통제장치(자물쇠)

∙휴게시설, 조경시설

∙기계경비가입(세콤)

리시스템

(주민활동 로그램)

∙범죄지도(Crime Map) 그리기

∙범죄 방교육 등

∙행사 로그램

∙교육 로그램

∙안 활동 로그램

<표 2> 범죄 방 환경디자인 사업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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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시설이 선행된 후 주민에 의한 주택개선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필요하다.

노후주거지 정비에 있어서 과거 우리나라는 도심재개

발 등 면철거에 의한 방식으로 많은 부작용을 양산하

다. 이를 해결하기 한 다양한 방식이 시도되어 왔으

며, 최근까지는 2002년 제정된 ‘도시 주거환경 정비

법’에 의한 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개선사업과 2000년 제

정된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등이 노후주거지

정비를 주도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 역시 면철

거방식에 의한 사업이었다. 재는 부동산시장 경기 침

체 등으로 인하여 기존방식의 사업은 추진이 어려워지게

되었고,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한 특별법’의 시

행과 더불어 노후주거지의 환경개선에 있어서도 근린재

생형 도시재생 등의 방식이 도입되었으며, ‘도시 주거

환경 정비법’의 개정과 더불어 기존의 재개발·재건축 해

제지역에 한 출구 략으로 ‘주거환경 리사업’과 ‘가로

주택정비사업’ 등이 도입되었다. 한 마을만들기 사업의

경우도 주민의 자력으로 노후주거지를 재생시키려는 시

도로서 진행되고 있다.

민간주도에 의한 재개발·재건축사업과는 달리 도시재

생에 의한 노후주거지 개선은 앞서도 언 하 듯이 공공

의 재원이 선 투입되어야 한다는 경제 부담 등이 따른

다. 이로 인하여 아직까지는 활발히 추진되고 있지 못하

지만, 향후에는 주민이 심이 되고 기존의 커뮤니티와

삶이 담긴 환경을 괴하지 않는 방향으로 노후주거지

재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국내 범죄 방 환경디자인 사업

우리나라의 경우 1992년 당시 건설교통부에서 고안한

‘방범설계를 한 지침’을 효시로 정책 인 범죄 방 환

경디자인 연구가 시작되었고, 2000년 이후부터 안 디

자인에 한 심이 증가하여 2005년 경찰청의 범죄 방

과 공공정책 등과 련된 계획이 발표되면서 본격 으로

범죄 방 용사업이 추진되었다. 이후 서울시 신도

시를 심으로 CCTV 설치와 같은 방범이 시도되고 있

으며, 특히 서울시의 경우 ‘여행(女幸) 로젝트’, ‘마포구

염리동 소 길 시범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선도 으로

실행하여 지역 안정과 애착심을 고취시키는 효과를 얻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14)

앞서 범죄 방 환경디자인 사업의 내용에서 살펴본 바

와 같이 지 까지 국내에서 시행된 범죄 방 환경디자인

사업은 <표 2>의 공간조성 정비와 시설물 설치가 주

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3) 노후주거지 재생에 있어서 범죄 방 환경디자인 사업

이상과 같이 시범사업 성격의 개별사업으로 시행되던

14) 한국도시설계학회 홍보 안 디자인연구회, 안 디자인으로 한민

국 바꾸기, 미세움, 서울, 2015, p.13

범죄 방 환경디자인 사업은 최근 들어서 도시재생의

두와 더불어 도시재생사업의 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즉, 노후주거지의 재생에 있어서 필수항목 의 하나로

범죄 방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주거환경의 기반시설

등이 빈약한 노후주거지의 경우 범죄에 한 험은 일

반 인 주거지보다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최근 작성되는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주거환경 리사업,

마을만들기 사업에 있어서 범죄 방 환경디자인은 필수

항목으로 자리 잡고 있다.

부산시의 경우에도 재 시행되고 있는 마을만들기 사

업에서 ‘안심길’이 주요 사업내용으로 도입되고 있으며,

근린재생사업 주거환경 리사업에 있어서도 범죄 방

환경디자인 요소가 극 으로 도입되고 있다.

2.3. 선행연구 고찰 분석의 틀

(1) 선행연구 고찰

범죄 방 환경디자인과 련한 연구는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 후반부터 시작되어, 2000년 부터 본격 으로

연구의 범 와 내용이 확장되기 시작했다. 이 범죄

방 환경디자인과 련된 연구는 주로 범죄 방 환경디자

인의 개념과 필요성, 해외사례연구가 주를 이루었다면,

2000년 후반부터는 본격 으로 범죄 방 환경디자인

의 직 인 용을 한 구체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

가 활발히 개되고 있으며, 도시계획에서부터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학교, 공원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

와 특성을 가진 상에 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15)

본 연구와 련된 최근의 연구는 <표 3>과 같이 범죄

방 환경디자인을 마을만들기·지구단 계획·공공디자인

등 련분야에의 용 는 도입을 한 연구, 범죄 방

환경디자인 사업의 평가, 범죄 방 환경디자인(안)의 제

안 등이 있다.

련분야에의 용 는 도입을 한 연구로는 강규

진·이경훈(2015), 이은해 외 2인(2008), 이해주 외 3인

(2015)이 있고, 사업평가에 한 연구로는 채인 외 2인

(2015), 배용진·이석 (2015)이 있으며, 범죄 방 환경디

자인(안)의 제안에 한 연구는 강승 외 2인(2014)과

이 펀 외 2인(2016)이 있다.

노후주거지 재생에 한 연구는 2000년 후반부터 시

작되었는데 2010년 이 의 연구로는 국외 제도 도입, 국

내 문제 해결을 한 안 제시, 국내 도시 주거환

경정비사업 사례연구 등이 있으며 16), 2011년 이후의 연

구로는 <표 3>과 같이 최강림(2011)의 사례연구와 유해

연·윤혜 (2012)의 제도도입을 한 연구가 있다.

15) 강규진․이경훈, 범죄 방 에서 본 마을만들기 디자인가이드라

인에 한 연구, 한건축학논문집 계획계, 제31권 2호, 2015.2, p.133

16) 최강림, op. cit., 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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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최근 공공디자인·지구단

계획·마을만들기 등 도시재생의 실천방법에 범죄 방

환경디자인을 도입하기 한 연구와 범죄 방 환경디자

인 사업에 한 평가에 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으며,

주거지 도시재생에 한 연구도 시작되는 추세이다.

도시재생의 본격화와 그 주요 상인 노후주거지 재생

에 한 범죄 방 환경디자인이 강조되는 시 에서 이

둘을 연계하는 연구는 더욱 활발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그 출발 이라는 에

서 기존연구와의 차별성을 찾을 수 있다.

(2) 분석의 틀

련연구를 통하여 본 연구의 분석의 틀을 <표 4>와

같이 설정하 다. 사업내용은 물리 환경 개선과 리

시스템 측면에서 계획내용과 황을 조사·분석하 고, 셉

테드 략은 셉테드 5 략인 자연 감시, 근통제,

역성 강화, 활용성 증 , 유지 리가 어떻게 용되었

는가를 사업내용을 통하여 발 단계를 분석하 으며, 사

업시행은 사업시행주체와 사업지정시기에 따른 사업내용

의 차이 을 분석하 다.

17) 한국셉테드학회 편찬 원회, op. cit., p.204 ‘셉테드 인 라 지표’

3. 사례분석

3.1. 사례 상지 선정

(1) 부산시 범죄 방 환경디자인 사업

부산시에서는 2013년 이후로 부산 역시, 부산지방검

찰청, 부산지방경찰청에서 각각 범죄 방 안심마을 사업,

셉테드 사업, 셉테드 행복마을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부산 역시는 2012년에 도시안 디자인 워킹그룹 활동

을 통해서 범죄 방디자인 도입을 한 비를 시작하여

도시안 디자인포럼(2012년 12월), 범죄 방디자인 활성

화포럼(2013년 3월) 등을 진행하 다. 여기서 나온 다양

한 아이디어를 종합하여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하

으며, 국내최 로 일간지(부산일보)에 범죄 방디자인

을 주제로 한 기획연재와 부산 역시 범죄 방 도시디자

인 조례를 제정(2013년 10월 30일)하여 시행(2015년 1월

1일)하는 등 범죄 방디자인과 련하여 활발한 정책

지원이 부산 역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부산 역

시는 ‘범죄 방 안심마을’이라는 시범사업을 (재)부산디

자인센터 주 으로 2013년부터 진행 19)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도시재생에 있어서의 범죄 방 환경디자인의

요성을 강조하여 2016년부터는 (재)부산도시재생지원센

터가 담당하고 있다.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시행해 오고 있는 ‘셉테드 사업’은

범죄 방을 한 다양한 환경개선을 한 사업이다. 주

요계획내용은 범죄를 유발하는 환경요소로 지 되고 있

는 ‘어둡고 좁은 골목길’을 밝고 안 하게 만들기 해

조명 CCTV를 증설하고, 안 비상벨·도로반사경·방범

비상 피소를 설치하는 등 생활방범시스템을 구축하며,

범죄에 취약한 좁은 골목길 담벼락에 밝은 디자인의 벽

화 그리기 작업을 병행하는 것이다. 지역주민과 함께하

는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을 지향하며, 지속 이고 리

가능한 사업이 되도록 민· ·학 력 범죄 방 사업모델

을 표방하고 있다. 20)

부산지방경찰청에서 시행한 ‘셉테드 행복마을’ 조성사

업은 범죄취약지역 환경개선사업이다. 주요계획내용은

치안올 길 조성 방범벽화 그리기 사업, 행복마을 내

특별순찰선 지정 공ㆍ폐가 감시ㆍ 리, 침입범죄 방

범시설 설치 보강 사업, 지능형 CCTV 112 참수

리 방범등 설치, 주요 취약지 112 비상벨 설치를 통한

112 종합상황실과 핫라인 구축, 범죄취약가구 방범창ㆍ

이 잠 열쇠 설치 등 방범시설물 보강, 방범 소 신설

NGO 연계 상담소 활용, 주민 참여 인 인 라 구축

p.149 ‘주민참여 셉테드 로그램’을 참조하여 작성함.

18) 련 연구 지침에 의하면 담장·벽면 도색 벽화는 지역이미

지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

19) 이경훈, 강석권, op. cit., p.74

20) 부산지방경찰청 보도자료, op. cit.,

분석항목 조사 분석내용

사 업

내 용17)

물리 환경

개선

공간조성

정비

공간 ∙공간 시설 종류

∙벽화 는 도색종류

∙계획내용 황

벽화 도색18)

시설물 설치

리시스템 (주민활동 로그램)
∙계획내용

∙ 재 시행 내용

셉테드

략

용

자연 감시

∙도입된 내용 황

∙발 단계 설정

근통제

역성 강화

활용성 지원

유지 리

사 업

시 행

사업시행주체 ∙주체별 차이

사업지정시기 ∙시기별 차이

<표 4> 분석의 틀

구분 연구자명 연구제목

범죄

방

환경

디자인

련분야

용/도입

강규진·이경훈

(2015)

범죄 방 에서 본 마을만들기

디자인가이드라인에 한 연구

이은해 외 2인

(2008)

지구단 계획에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 방의 용방안 실증분석

이해주 외 3인

(2015)

디자인 서울거리의 공공디자인에 한

CPTED 용 연구

사업평가

채인 외 2인

(2015)

안심마을 시범사업으로 인한 근린환경

변화가 동네 범죄안 성에 미치는 향

분석

배용진·이석

(2015)
색채를 활용한 구도심 셉테드 사례 연구

범죄 방

환경디자인

제안

강승 외 2인

(2014)

안 한 주거환경 조성을 한 범죄 방

환경디자인 제안

이 펀 외 2인

(2016)

골목마을을 한 셉테드, 범죄 방

유도표시 디자인에 한 연구

노후

주거지

재생

사례연구
최강림

(2011)

공공디자인을 통한 주거지 도시재생

사례연구

제도도입
유해연·윤혜

(2012)

일본의 노후주거지 재생을 한 지원정책

지표연구

<표 3> 본 연구와 련된 최근의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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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별 어머니폴리스 구성 합동발 식 개최, 통ㆍ

반장집 아동안 지킴이집 지정 생활안 의회 원

, 력단체 합동 소녀가장ㆍ독거노인 가정 달,

청소년 공부방 치안센터 내 개설 운 등이다.21)

부산 역시에서 시행해 오고 있는 ‘범죄 방 안심마을’

조성사업의 주요계획내용은 범죄 방디자인을 용해서

사람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안심길의

안내 표지 , CCTV와 안심벨 등의 방범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안심구역, 112 신고시 자신의 치를 알

릴 수 있는 범죄 신고 표지 , 안심구역과 큰길로 안내

하는 안심선, 커뮤니티 시설, 바닥놀이터, 안심길 사용

정보간 등이다.

이상의 사업들은 부분 소득층 집지역으로 고령

인구가 많고 어두운 골목길로 인해 범죄에 취약한 환경

을 상으로 하여 범죄 방 환경디자인 단독사업으로 진

행해 오고 있으나, 최근에는 앞서 노후주거지 재생에 있

어서 범죄 방 환경디자인에서 언 한 바와 같이 주거환

경 리사업 마을만들기 사업 등 노후주거지 도시재생

21) 부산경찰부산지방경찰청 보도자료, ‘부산경찰, 셉테드 행복마을 1호

개 ’, 2014년 2월 24일자.

사업에 있어서 범죄 방 환경디자인이 주요 요소로 도입

되어 계획내용에 포함되고 있다. 이러한 이 부산 역

시의 ‘범죄 방 안심마을 사업’의 주 을 (재)부산디자인

센터에서 (재)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로 이 한 이유의 하

나라고도 볼 수 있다.

부산시 내에서 범죄 방 환경디자인 단독사업으로 진

행되어 온 사업들은 <표 5>와 같으며, 본 연구는 이 사

업들 표 인 사례를 3개를 선정하여 진행하 다.

(2) 사례 상지 선정

사례 상지는 권역별, 지정시기, 시행기 등을 바탕으

로 하고, 련사업 실무 문가의 자문을 참조로 하여 연

구자가 <표 6> <그림 3>과 같이 ‘사상구 덕포동 희

망디딤돌 마을’, ‘동래구 칠산동 셉테드 행복마을’, ‘동구

수정동 안심마을’로 선정하 다.

사례 상지 선정 이유를 구체 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 , 권역별에 있어서 부산시의 노후주거지는 크

게 고도심권, 원도심권, 서부산권에 분포하므로 각 권역

별로 1개씩의 상지를 선정하고자 하 다. 둘째, 지정시

기에 있어서 2013년, 2014년, 2015년 사업을 각각 선정함

으로써 최 부터 최근까지의 사업내용을 살펴보고자 하

다. 셋째, 시행기 에 있어서 부산시는 재 부산시 내

의 범죄 방 환경디자인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기 이므

로 최신사례의 경우 부산시에서 시행하는 범죄 방 안심

마을을 살펴보는 것이 효과 이고, 부산지방경찰청은

재는 부산시와 력하여 독자 인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는 않지만 2014년 당시 각 군·구별로 1개씩 사업 상지

를 지정한 기 이므로 당시 사업내용을 살피는데 효과

이며, 해마다 1개씩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부산지방검

찰청은 사업내용에 있어서 변화는 없지만 최 의 사업내

용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사회 인 이슈, 다수의 사업이 시행된 지

역 등을 고려하여 사례 상지를 선정하 다. 덕포동의

경우는 과거 소 김길태 사건으로 부산에서 노후주거지

범죄 방에 한 필요성을 일으킨 곳이고, 칠산동의 경

우는 2014년 셉테드 행복마을 지정과 더불어 2015년에는

범죄 방 안심마을로 지정된 곳이며, 수정동의 경우는

2015년도에 범죄 방안심마을과 더불어 셉테드 사업

상지로도 지정된 곳이다.

사업명 치 비고

부산지방

경찰청

셉테드 행복마을

(2014 지정)

구 보수동 산아래 마을

동래구 칠산동* 복산 마을

도구 선동 선 마을

동구 범일동 매축지 마을

부산진구 양정동 양지골 마을

서구 아미동 아미골 마을

남구 감만동 감만이 마을

수 구 남천동 남치이 마을

해운 구 우1동 지내 마을

사상구 학장동 붉은디 마을

정구 부곡동 가마실 마을

사하구 장림동 본동 마을

연제구 거제동 황새알 마을

강서구 강동동 사1구 마을

북구 구포동 구명마을

기장군 죽성리 두호마을

부산 역시

범죄 방

안심마을

(2013〜2016)

2013 지정

서구 남부민2동

북구 구포2동

사하구 감천2동

사상구 모라1동

2014 지정

부산진구 범천4동

부산진구 개 동

남구 문 동

2015 지정

동구 수정동*

부산진구 부암동

동래구 칠산동

사하구 신평동

2016 지정

남구 우암동

북구 구포동

해운 구 재송동

정구 사동

부산지방

검찰청
셉테드 사업

2013 지정 사상구 덕포동*

2014 지정 도구 청학동 해돋이 마을

2015 지정 동구 수정5동

2016 지정 정구 사동

<표 5> 부산시 범죄 방 환경디자인 사업

*굵은 씨: 사례 상지

No. 사례 상지 사업구분 시행기 권역

1 덕포동 희망디딤돌 마을
2013년

셉테드 사업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산권

2 칠산동 셉테드 행복마을
2014년

셉테드 행복마을
부산지방경찰청 고도심권

3 수정동 범죄 방 안심마을
2015년

안심마을
부산 역시 원도심권

<표 6> 사례 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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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사례 상지 치도

3.2. 사례 상지 개요

(1) 덕포동 희망디딤돌 마을

덕포동 희망디딤돌 마을은 서부산 지역에 속하는 마을

로서 사상공단 인근에 치한 소득층의 단독주택지이

다. 과거 산업시 에는 인구가 증하 으나, 지 은 쇠

퇴한 지역으로서 덕포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해당

된다. (<그림 4>, <그림 5> 참조)

<그림 4> 덕포동 희망디딤돌 마을 지도

a) 정비구역 b) 덕포1동 주민센터 앞

<그림 5> 덕포동 희망디딤돌 마을 진입부

이 마을은 과거 김길태 사건22)으로 알려진 지역으로

22) 지난 2010년 여 생을 납치·성폭행한 후 살해한 사건으로서 주 무 는

부산시 사상구 덕포동 공·폐가 집지역이다. 김길태는 자신이 머물던

공·폐가로 여 생을 끌고 간 뒤 범행을 지르고 몸을 숨겨 오랫동안

경찰에 잡히지 않았다. 부산일보 2013년 4월 18일자 기사 내용 인용함.

서 이 사건을 계기로 주거환경의 안 성에 한 논의의

상이었던 지역이기도 하다. 상지 내부에는 루 형의

골목이 있고, 지선의 골목이 이 루 형 골목에 연결되어

있다. 어둡고 구부러진 골목이 많아 강력범죄가 자주 발

생하는 곳이다. 경사지를 이루며 좁고 가 른 계단과 막

다른 골목도 있어서 안 에 취약한 지역이다. 사업의 주

요 상인 벽화길은 <그림 4>에서 표시된 바와 같이 마

을 앙의 루 형 골목길과 이와 연결된 골목으로 구성

되어 있다.

(2) 칠산동 셉테드 행복마을

칠산동 셉테드 행복마을은 부산의 고도심인 동래에 속

한 지역이다. 오래 부터 사람들이 살았던 지역으로서

삼한시 의 유 인 ‘동래복천동 고분’과 최근 복원공사

인 ‘동래읍성’이 마을과 해 있다. ‘복산1주택재개발구

역’에 인 해 있다. (<그림 6>, <그림 7> 참조)

<그림 6> 칠산동 셉테드 행복마을 지도

a) 마을입구 b) 동래읍성 성곽 복원

<그림 7> 칠산동 셉테드 행복마을 진입부

마을 내부에는 경사지고 좁은 골목과 막다른 골목이

있으며, 인근 학산여 ·고의 통학로로 이용되는 골목에는

과거 일명 바바리맨이 자주 출 하는 등 범죄에 취약한

지역이다. 사업의 주요 상인 치안올 길은 <그림 6>에

서 표시한 바와 같이 두 개의 골목을 상으로 조성되었

다. 주거형태는 단독주택과 다세 연립주택으로 구

성되어 있는데, 다세 주택이 집한 구역의 막다른 골

목은 범죄 방에 취약성을 보여주고 있다.

(3) 수정동 범죄 방 안심마을

수정동 범죄 방 안심마을은 부산의 원도심인 산복도

로에 속하는 마을로서 망양로(산복도로)와 고 로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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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역으로서 수정3동 주거환경개선지구에 해당한다.

(<그림 8>, <그림 9> 참조)

단독주택이 부분을 차지하는 경사지역으로, 경사

지며 좁고 꺾인 골목이 많고 막다른 골목과 공·폐가가

험요소로 작용한다. 지형 불리함과 노후주거지로 인

해 쇠퇴하고 있으며, 고령화되고 장애인 비율이 높아서

노인, 장애인 등 범죄취약계층을 상으로 하는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사업의 주요 상지인 안심길은

<그림 8>에서 표시한 바와 같다.

<그림 8> 수정동 범죄 방 안심마을 지도

a) 산복도로(망양로) b) 고 로 마을 골목(안심길) 입구

<그림 9> 수정동 범죄 방 안심마을 진입부

3.3. 사례 상지 분석

(1) 덕포동 희망디딤돌 마을

사업내용 물리 환경개선에 한 분석내용은 다음

과 같다. 공간조성 정비와 시설물 설치가 시행되어

재도 유지되고 있다.(<표 7> 참조) 공간조성 정비

는 <표 7>과 같이 경찰특별방범 소의 공간과 루 형

골목을 심으로 총13개 구간의 ‘희망디딤돌 마을’ 벽화

작업이 이루어졌다. 시설물은 <표 7>과 같이 가로등

보안등, CCTV, 비상벨, 112 신고 치 표지 , 벽화구간

안내표지 , 반사경, 공·폐가 표지 등이 설치되었다. 사

업내용 리시스템은 부산지방검찰청이 주 하는 범

죄 방교육과 법질서 수 운동이 계획되었으나 재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

마을 내의 방치된 나 지는 안 상 범죄가 발생할 수

도 있는 지역으로서 향후 마을텃밭과 같은 커뮤니티 공

간으로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본 사업과는 별개

로 시행된 덕포복지센터 ‘디딤돌’은 주민의 교육, 집회,

휴식처 등 마을의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마을우물을 정비한 공간은 재 이용이 활

발하지 못하므로 정비가 필요하다.

셉테드 략 용에 있어서 덕포동 희망디딤돌마을은

자연 감시(가로등, 보안등), 근통제(CCTV, 비상벨,

112 신고 치 표지 , 반사경, 공·폐가 표지 폐쇄,

경찰특별방범 소), 역성 강화(도로 계단 바닥포장,

벽화, 벽화구간 안내표지 )는 도입되었으나, 활용성 지

원과 유지 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본 사례 상지는 셉테드 략 용 1단계에 해당된다

고 할 수 있다.

사업시행주체는 부산지방검찰청이며, 2013년에 셉테드

사업구역으로 지정되었고 2014년에 사업이 완료되었다.

(2) 칠산동 셉테드 행복마을

사업내용 물리 환경개선에 한 분석내용은 다음

과 같다. 물리 환경개선은 공간조성 정비와 시설물

설치가 시행되어 재도 유지되고 있다.(<표 8> 참조)

공간조성 정비는 <표 8>과 같이 안심카페, 아동지킴

이집 등의 공간과 2개 골목을 상으로 하는 ‘치안올

길’ 벽화작업이 이루어졌다. 시설물은 <표 8>과 같이 가

로등 보안등, CCTV, 112 비상벨 안심벨, 참수리

방범등, 각종 범죄 방 표지 , 112 신고 치 표지 ,

반사경, 공·폐가 표지 등이 설치되었다. 사업내용

리시스템은 부산지방경찰청이 주 하는 자율방범

어머니폴리스가 경찰과의 합동순찰이 계획되었으나 재

는 제 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안심카페는 재 이용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으며, 아

동지킴이집도 제 로 운 되지 않고 있다. 칠산동 셉테

드 행복마을 사업의 상은 아니지만 마을우물은 향후

커뮤니티 공간 시설로 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셉테드 략 용에 있어서 칠산동 셉테드 행복마을은

자연 감시(가로등, 보안등), 근통제(CCTV, 112 비상

벨, 참수리 방범등, 범죄 방 안내 , 112 신고 치 표지

, 반사경, 공·폐가 표지 폐쇄, 안심카페, 아동지킴

이집), 역성 강화(치안올 길 벽화)는 도입되었고 활용

성 지원(안심카페)은 도입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유지 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본 사례 상지는 셉테드 략 용 1단계에서 2단계

로 진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업시행주체는 부산지방경찰청이며, 2014년에 셉테드

행복마을로 지정되었고 2015년에 사업이 완료되었다.

(3) 수정동 범죄 방 안심마을

사업내용 물리 환경개선에 한 분석내용은 다음

과 같다. 공간조성 정비와 시설물 설치가 최근에 시

행되어 유지되고 있다.(<표 9> 참조) 공간조성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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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항목 황 사진 분석 내용

사

업

내

용

물리

환 경

개 선

공간

조성

정비

공간

방범을 한 시설로서 사진

a)와 같이 경찰특별방범 소

가 골목길 입구에 설치하여

재 운 하고 있음.

사진 b)와 같이 마을 내부

에 방치된 나 지와 같은

공간은 범죄취약요소로 작

용할 수 있으므로 향후 정

비가 필요함.

a) 경찰특별방범 소 b) 방치된 나 지

본 사업 외의 사업에 의하

여 조성된 사진 c)의 덕포복

지센터 ‘디딤돌’에서는 재

주민 교육, 집회 등이 이루

어지고 있음.

사진 d)의 마을우물을

상으로 조성된 공간은 원

래 마을주민의 휴식처로

조성된 것이나 재는 활

발히 이용되지 않고 있음.

c) 덕포복지센터 ‘디딤돌’ d) 마을우물

벽화

도색

사진 e)와 같이 13개 구간을

설정하여 각 구간별로 주제

를 설정하고 주제에 따른 내

용으로 벽화작업을 시행함.

사진 f)와 같이 덕포복지

센터 집입골목의 벽면에는

벽화작업과 시행되었고, 바

닥에는 도색작업이 시행함.

e) 벽화구간 골목 f) 덕포복지센터 진입골목

시설물 설치

사진 g)와 같이 기존의

에 가로등과 보안등을 설

치함.

사진 h)와 같이 기존

에 CCTV를 가로등, 보

안등과 함께 설치함.

g) 가로등, 보안등 h) CCTV

사진 i)와 같이 골목 내 주

택담장에 비상시 험을 알

일 수 있도록 비상벨을 설

치함.

사진 j)와 같이 골목 내 주

택담장에 신고자의 치를

알려주는데 도움이 되는

112 신고 치 표지 을 설

치함.

i) 비상벨 j) 112신고 치 표지

사진 k)와 같이 골목 입구

담벼락에 각 구간별로 주제

를 표기한 벽화구간 안내표

지 을 설치함.

사진 l)과 같이 골목 내 꺾

어지는 부분에는 상 편을

알아볼 수 있도록 반사경

을 설치함.

k) 벽화구간 안내표지 l) 반사경

사진 m)과 같이 공·폐가는

폐쇄하고 문 담장에

공·폐가 표지 을 설치하고

경찰이 리함.

사진 n)과 같이 CCTV가

설치된 곳에는 범죄 방차

원에서 CCTV 표지 을 설

치함.

m) 공·폐가 표지 폐쇄 n) CCTV 표지
리시스템(주민활동 로그램) ∙범죄 방교육 실시, 법질서 수 운동 개가 계획되었으나 재는 시행되지 않음.

셉테드

략

용

자연 근 ∙조명시설이 설치됨.
근통제 ∙CCTV, 비상벨, 보안안내 , 반사경, 공·폐가 리, 보안공간 등이 설치 조성됨.
역성 강화 ∙바닥포장, 담장·벽면 도색 벽화, 역 표지 지 이 설치 조성됨.
활용성 지원 -
유지 리 -

사 업

시 행

사업시행주체 ∙부산지방검찰청에 의하여 사업이 시행됨.
사업지정시기 ∙2013년에 셉테드 사업구역으로 지정되었고, 2014년에 사업이 완료됨.

<표 7> 덕포동 희망디딤돌 마을 황 분석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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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항목 황 사진 분석 내용

사

업

내

용

물리

환 경

개 선

공간

조성

정비

공간

사진 a)와 같이 주민편의

방범활동을 해 안심

카페를 설치하 으나

재는 이용되지 않음.

사진 b)와 같이 마을입구

통장 을 아동지킴이집으

로 지정하고 표지 을 설치

하 으나 재는 운 되고

있지 않음.

a) 안심카페 b) 아동지킴이집

벽화

도색

사진 c)와 같이 골목 내

담장 벽면 주택외벽에

벽화작업을 시행함.

사진 d)와 같이 골목입구에

서부터 벽화가 시작되며,

치안올 길이라 명명함.

c) 벽화구간 골목 d) 치안올 길 진입구간

시설물 설치

별도의 지주를 설치할 수

없는 곳에는 사진 e)와 같

이 주택 문 가로등

보안등을 설치함.

사진 f)와 같이 개별 인

지주를 설치하고 CCTV를

장치함. 가로등, 보안등,

CCTV가 함께 설치된 지주

와는 차별화됨.

e) 가로등, 보안등 f) CCTV

사진 g)와 같이 골목 내

주택담장에 비상시 험

을 알일 수 있도록 비상

벨을 설치함.

사진 h)와 같이 험을 알

릴 수 있는 112 안심벨을

주에 부착하여 설치함.

g) 112 비상벨 h) 112 안심벨

사진 i)와 같이 담장 벽면

에 특수형 물질을 설치

하 다는 범죄 방표지

을 설치함.

사진 j)와 같이 골목 내 꺾

어지는 부분에는 상 편을

알아볼 수 있도록 반사경을

설치함.

i) 범죄 방표지 j) 반사경

사진 k)와 같이 공·폐가는

외부인이 출입하지 못하

도록 폐쇄하고 리함.

사진 l)과 같이 공·폐가에는

표지 을 설치하고 리함.

k) 공·폐가 폐쇄 l) 공·폐가 표지

사진 m)과 같이 담장 벽

면에 치안올 길 표지

을 설치하여 치안올 길

구간이라는 것을 홍보함.

사진 n)과 같이 골목 내 주

택담장에 신고자의 치를

알려주는데 도움이 되는

112 신고 치 표지 을 설

치함.

m) 치안올 길 표지 n) 112신고 치 표지
리시스템

(주민활동 로그램)
∙자율방범 , 어머니폴리스가 계획되었으나 재는 시행되지 않음.

셉테드

략

용

자연 근 ∙조명시설이 설치됨.
근통제 ∙CCTV, 비상벨, 보안안내 , 반사경, 공·폐가 리, 보안공간이 설치 조성됨.
역성 강화 ∙벽면 도색 벽화가 설치됨.
활용성 지원 ∙주민이용시설이 설치됨.
유지 리 -

사 업

시 행

사업시행주체 ∙부산지방경찰청에 의하여 사업이 시행됨.
사업지정시기 ∙2014년에 셉테드 행복마을로 지정되었고, 2015년에 사업이 완료됨.

<표 8> 칠산동 셉테드 행복마을 황 분석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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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내용 황 사진 분석 내용

사

업

내

용

물리

환 경

개 선

공간

조성

정비

공간

사진 a)와 같이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주민이 빨

래를 하며 서로 만나는

공간으로 조성함.

사진 b)와 같이 빈 공

간을 정비하여 주민

쉼터로 조성함.

a) Cafe 빨래방 b) 쉼터정비

벽화

도색

사진 c)와 같이 벽면을 흰

색과 연두색으로 도색함.

사진 d)와 같이 옹벽에

LED조명을 설치하여

골목을 밝게 개선함.

c) 안심길 벽면도색 구간 d) 안심길 옹벽개선(LED) 설치 구간

시설물 설치

사진 e)와 같이 마을 담

장 벽면에 가로등, 보안

등을 설치함.

사진 f)와 같이 마을

의 색상인 녹색을

용하여 개별 인 지

주를 설치하고 CCTV

를 장치함.

e) 가로등, 보안등 f) CCTV

사진 g)와 같이 골목입

구에 문을 설치하여

개인공간임을 표시함.

사진 h)와 같이 옥상

을 통한 불법침입 등

을 방지하기 하여

옥상에 펜스를 설치함.

g) 골목입구 문 h) 옥상펜스

사진 i)와 같이 조형성을

갖추고 마을의 색상을

용한 담벼락 방범구조

물을 설치함.

사진 j)와 같이 골목

내 꺾어지는 부분에

는 상 편을 알아볼

수 있도록 반사경을

설치함.

i) 담벼락 방범구조물 j) 반사경

사진 k)와 같이 가스배

을 이용한 불법침입을

방지하기 하여 가스배

을 정비함.

사진 l)와 같이 가 른

경사면의 계단길의 통

행안 을 하여 핸드

일을 설치함.

k) 가스배 정비 l) 핸드 일 설치(계단)

사진 m)과 같이 안심길의

사업내용과 주요공간

시설의 치를 표시한 안

내사인을 안심길 양측 입

구가 각각 설치함.

사진 n)과 같이 골목

내에서 방향을 안내

하는 안내사인을 설

치함.

m) 안내사인(시설안내) n) 안내사인(방향안내)
리시스템(주민활동 로그램) ∙셉테드 주민교육이 사업시행 당시에는 진행되었으나, 재는 시행되지 않음.

셉테드

략

용

자연 근 ∙조명시설이 설치됨.
근통제 ∙CCTV, 출입구, 가림막, 보안안내 , 가스배 처리, 이격공간출입 지, 반사경, 공·폐가 리가 시행됨.
역성 강화 ∙담장·벽면 도색 벽화, 지경계 울타리, 한평( 지)공원, 화단이 설치 조성됨.
활용성 지원 ∙휴게시설, 주민이용시설이 설치 조성됨.
유지 리 -

사 업

시 행

사업시행주체 ∙부산 역시에 의하여 사업이 시행됨.
사업지정시기 ∙2015년에 범죄 방 안심마을로 지정되었고, 2016년에 사업이 완료됨.

<표 9> 수정동 범죄 방 안심마을 황 분석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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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표 9>와 같이 방재공원, 쉼터(샘터), 폐·공가를 리모

델링한 Cafe 빨래방, 빨래 건조 물품보 소, 우물가

정비, 공동화장실 개선, 화단 텃밭 조성, 식재 정비

등이 이루어졌다. 벽면에는 연두색 기본색상 패턴과

흰색으로 도색 작업을 시행하 고 옹벽에는 LED를 설치

하는 개선작업이 이루어졌다. 시설물은 <표 9>와 같이

가로등 보안등, CCTV, 개별주택 출입차단시설, 옥상

펜스, 공·폐가 가림막, 골목입구 문, 방범구조물, 가스

배 정비, 계단에 설치된 핸드 일, 반사경, 안심길 표

지 안내 등의 안내사인, 이격공간 가림막 등이

설치되었다.

사업내용 리시스템으로는 셉테드 주민교육이 계

획되어 사업 기에는 시행되었으나, 재 시행되고 있는

것은 없다.

셉테드 략 용에 있어서 수정동 범죄 방 안심마을

은 자연 감시(가로등, 보안등, 굴다리 주간 조명), 근

통제(CCTV, 골목입구 문설치, 공·폐가 가림막 정

비, 담벼락 방범구조물, 안심길 표지 , 입구 표지 , 가

스배 정비, 출입차단시설, 반사경), 역성 강화(도색,

옹벽개선 LED, 옥상펜스, 방재공원, 우물가 정비, 화단·

텃밭·식재), 활용성 지원(쉼터조성, Cafe 빨래방, 빨래건

조 , 물품보 소, 계단 핸드 일, 공동화장실 개선)은 도

입되었으나, 유지 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를 통해서 볼 때 본 사례 상지는 셉테드 략 용 2단

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사업시행주체는 부산 역시이며, 2015년에 범죄 방

안심마을로 지정되었고 2016년에 사업이 완료되었다. 사

업 리는 부산디자인센터에서 담당하 다.

4. 분석의 종합

4.1. 사업내용

사례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사업내용에 한 내용을 종

합하면 다음과 같다.

물리 환경은 방범에 련된 공간 시설, 벽화

도색, 방범시설물, 안내표지가 설치되어 있었다. 공간조

성 정비에 있어서 공간은 최근 커뮤니티 공간 조성

정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벽화 도색에 있어서는

벽화작업에서 벽면도색으로 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특히 벽화의 경우는 마을의 이미지와 환경을 고려한

측면이 부족하 는데, 부산 역시와 같이 최근 사업에서

는 벽화를 지양23)하고 색채를 도입한 도색을 시행하는

추세이다. 시설물 설치에 있어서는 다양한 방범시설 설

치 등 시설물 종류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3) 부산지방검찰청의 경우에는 2016년도 사업에도 벽화를 시행할 계

획을 가지고 있지만 이는 외 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리시스템은 재 시행되는 것은 없으나, 향후 주민

활동 로그램 등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수

정동 범죄 방 안심마을의 경우 범죄 방교육이 사업기

간 에는 이루어졌으나 재는 지속되지 못하고 있다.

덕포동 희망디딤돌 마을과 칠산동 셉테드 행복마을은 계

획에는 주민활동 로그램이 있었으나 제 로 시행되지

는 못하 다.

종합해 보면 지 까지는 물리 환경 즉 하드웨어

심의 사업이 이루어졌으며, 리시스템 등의 소 트웨어

는 거의 시행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물리 환경에 있어서 향후 추가되어야 할 요소는

<그림 10>과 같이 커뮤니티 공간 시설에 한 도입

이다. 이때 지역이미지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벽화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리시스템에 있어서는 사업의

유지 리를 할 수 있는 주민 심의 리주체와 이를 기

반으로 각종 로그램의 시행이 향후 추가되어야 한다.

권역별로 볼 때, 서부산권의 덕포동 희망디딤돌 마을

은 1968년 지 를 개발하여 공업단지로 조성하는 공사

를 시작하면서 발 하기 시작한 마을로서, 주변 사상공

업단지의 쇠퇴와 더불어 범죄에 취약한 주거지역이 되었

으므로 사상공업단지와 연계된 주거지재생이 필요하다.

고도심의 칠산동 셉테드 행복마을은 동래읍성 내에 입지

한 마을로서, 주변의 문화유산으로 인하여 물리 인 내

용 주 보다는 커뮤니티 활성화를 한 공간 시설과

로그램을 제공하는 주거지재생이 필요하다. 원도심의

수정동 범죄 방 안심마을은 부산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산복도로에 한 마을로서, 기존마을의 특성을 고려하고

커뮤니티 활성화를 한 공간 시설과 로그램을 제

공하는 주거지재생이 필요하다.

이상의 권역별 주거지 특성을 고려할 때, 덕포동 희망

디딤돌 마을과 칠산동 셉테드 행복마을의 사업내용은 근

본 인 주거지재생의 해결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수정

동 범죄 방 안심마을의 사업내용은 커뮤니티 공간

시설을 도입한 것으로 보아 정 으로 단되나 리시

스템(주민활동 로그램)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10> 사업내용 황 추가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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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셉테드 략 용

사례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셉테드 략 용에 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자연 감시는 기부터

시설물 설치를 통하여 이루어져 왔으며 공간 인 요소는

아직 미약하다. 근통제도 기부터 시도되었다. 주로

시설물에 의해 이루어졌으나 향후에는 커뮤니티 공간을

통한 근통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역성 강화 역시

기부터 시도되었다. 주로 벽화 도색에 의하여 이루어

져 왔으나 최근에는 커뮤니티 공간 조성이 시도되고 있

다.활용성 지원은 재 도입단계라고 할 수 있으며, 최

근 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통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유지 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례분석을 통하여 셉테드 략단계를 설정해 보면

<그림 11>과 같이 3단계로 구분할 수 있었다. 1단계는

자연 감시, 근통제, 역성 강화가 도입되는 단계이

고, 2단계는 활용성 지원이 추가되는 단계이며, 3단계는

유지 리까지 이루어지는 단계로 설정할 수 있었다.

자연 감시는 3개 사례 상지 모두에서 시설물 주

로 용되었으며, 아직 공간에 한 내용은 미약한 실정

이다. 근통제 역시 3개 사례 상지 모두에서 시설물

에 의해서 용되었는데, 향후 커뮤니티 공간을 통한

근통제가 필요하다. 역성 강화 역시 3개 사례 상지

모두에서 주로 벽화 도색에 의하여 용되었는데, 수

정동 안심마을처럼 최근 들어 커뮤니티 공간의 조성이

도입되고 있다. 활용성 지원은 최근 수정동 범죄 방 안

심마을과 같이 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통해서 도입되고

있다. 유지 리는 사례 상지 3개 마을 모두 이루지지

않고 있다.

덕포동 희망디딤돌 마을의 경우는 1단계에 머물었고,

칠산동 셉테드 행복마을은 1단계에서 2단계로 진행하는

과정이며, 수정동 범죄 방 안심마을은 2단계까지는 진행

하 지만 3단계에는 이르지 못하 다. 향후 사업에는 유

지 리까지 이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기

존의 마을만들기 사업과 같은 주거지재생사업에서도 강조

되었던 유지 리에 한 내용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4.3. 사업시행주체 시행시기

지 까지 부산시 내에서 시행된 범죄 방 환경디자인

사업의 주요 사업시행주체로는 부산지방검찰청, 부산지

방경찰청, 부산 역시를 들 수 있다. <그림 12>와 같이

부산지방검찰청은 2013년부터 2016년 재까지 1년에 1

마을씩을 상으로 꾸 히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다. 부

산지방경찰청은 2014년 당시 부산시의 각 구·군별로 1개

마을씩을 선정하여 총 16개 마을에 하여 사업을 시행

하 지만 이후로는 부산 역시와 력하며 단독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 부산 역시는 2013년부터 2016년

재까지 꾸 히 1년에 3〜4개 마을씩을 선정하여 사업

을 진행해 오고 있다. 사업 기에는 부산지방검찰청, 부

산지방경찰청, 부산 역시의 3개 주체가 각기 사업을 시

행하 지만, 재는 부산 역시와 부산지방경찰청은 통

합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부산지방검찰청과 부산지방경찰청에서 시행한 사업의

내용은 벽화와 방범 소 등의 방범공간과 방범시설물

안내표지 등이다. 련자료 24)에 의하면 부산지방검찰청

의 경우는 2016년 재에도 벽화를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부산 역시에서 시행한 사업의 내용

은 벽화는 지양하고 도색을 시행해오고 있다. 창기의

사업내용은 방범시설물과 안내표지가 심이었으나, 최

근에는 커뮤니티 공간 시설에 한 내용이 시도되고

있다.

사업시행주체별 사업내용은 크게 부산지방검찰청과 부

산 역시로 나 어 볼 수 있는데, 부산지방검찰청의 ‘셉

테드 사업’은 기의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한

계를 가지고 있는 반면 부산 역시의 ‘안심길’ 사업은 지

속 으로 발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부산지방

검찰청의 사업취지 방향이 ‘환경개선사업’으로서 재

환경에 한 개선이기에 기존 주거환경을 변형시키지 않

는 상태에서 벽화 시설물 등을 부가 첨가하는 것

이라 볼 수 있고, 부산 역시의 사업취지 방향이 ‘도

시디자인사업’으로서 커뮤니티 활성화와 새로운 도시공

간환경의 창출 도시재생이기에 기존의 공간환경을 재

생하고 새로운 장소를 만들어 가는 방향으로 진보해 가

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향후 사

업시행주체간의 력을 통하여 사업내용 등에 있어서의

상승작용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사업시행시기 25) 측면에서 볼 때 사업내용에 있어서

기에는 벽화와 방범시설물 설치 주 지만, 최근에는

24) ‘범죄, 이제 처벌에서 방으로’, 부산지방검찰청 보도자료, 2016. 5.

20일자

25) 사업시행시기에 따른 비교는 동일 시행주체를 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본 연구의 경우 부산 역시가 부산의 범죄 방 환경

디자인 사업을 주도하고 있고 기사업의 경우 시행주체별로 사업

내용의 큰 차이가 없다는 가정 하에 사례 상지 3개를 상으로

분석하 다.

<그림 11> 사례 상지의 셉테드 략 용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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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공간 시설의 설치에 이르는 등 다양한 내용

이 도입되고 있다. 셉테드 략 용에 있어서 기에는

1단계 셉테드 략 용에 머물 던 것이 최근에는 2단

계 셉테드 략 용에 이르는 발 을 보이고 있다. 실

제 으로 2015년 수정동 범죄 방 안심마을의 사업내용

은 커뮤니티 공간 시설을 극 으로 설치하는 등 이

에 비하여 다양한 내용을 도입하 으며, 셉테드 략

용에 있어서도 가장 높은 단계에 이르 다는 것은 사

업의 수 이 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부산시 내에서 시행된 범죄 방 환경디자인

사업의 표 인 사례인 ‘덕포동 희망디딤돌 마을’, ‘칠산

동 셉테드 행복마을’, ‘수정동 범죄 방 안심마을’을 사례

상지로 선정하여 이론 고찰과 사례조사 분석을

통하여 사업내용, 셉테드 략 용, 사업시행주체 사

업시행시기에 따른 특징 등을 살펴보았다.

3개 사례 상지 마을에 한 사례조사 분석의 소견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덕포동 희망디딤돌 마을의 범죄 방 환경디자인

사업은 공 이후 개선 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

다. 덕포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이 진행되면 기존의

마을 환경은 모두 철거될 정이므로 기 시행된 범죄

방 환경디자인 사업이 노후주거지재생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하기는 어렵다고 단된다. 일회성

사업으로는 노후주거지재생에 기여하기 힘들고, 기존의

마을 환경을 철거하는 재개발·재건축의 안으로서 역할

하기 어렵다고 본다.

둘째, 칠산동 셉테드 행복마을은 인 마을에 최근 범

죄 방 안심마을이 시행되는 등 추가 인 신규 사업은

시행하고 있으나, 기존 사업에 한 개선이나 리는 이

루어지지 않고 있다. 두 사업 간의 시행주체가 달라서일

수도 있겠지만, 주변 지역으로의 효과 등을 생각하

면 양보다 질을 고려한 시범사업 성격의 제 로 된 사업

이 필요하다. 역사유 보존 등으로 인하여 인근의 복산

1주택재개발사업과 같은 철거방식의 주거환경개선은 없

겠지만 재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필요

하다고 본다.

셋째, 수정동 범죄 방 안심마을은 2015년 부산지방경

찰청에 의해 셉테드 사업으로 지정된 마을과 인 하고

있다. 사업내용은 지 까지 부산시 내에서 시행된 범죄

방 환경디자인 사업 가장 최신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고 할 수 있다. 특히 빨래방, 쉼터 등의 커뮤니티 공간의

조성과 마을주민의 교류확 등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

하여 범죄 방을 기 한다는 그리고 기존의 버려진

공간을 재활용하고 공·폐가를 리모델링하여 재사용한다

는 등에서는 정 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본다.

본 연구를 통해서 도출된 시사 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에 하드웨어 주로 시행된 사업내용은 향

후 소 트웨어를 포함한 내용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사

례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3개의 사례 상지 모두

물리 환경 개선을 심으로 사업이 이루어졌다. 하드

웨어와 소 트웨어의 조화라는 에서 리시스템의 보

완이 요구된다. 특히 커뮤니티 활성화를 한 물리 환

경과 리시스템이 필요하다.

둘째, 셉테드 략 용에 있어서 재의 2단계를 3단

계까지 이르게 해야 한다. 사례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듯

이 최근에 시행된 수정동 범죄 방 안심마을의 경우에는

자연 감시, 근통제, 역성 강화, 활용성 지원을 충족

시키는 2단계에 진입하 다. 향후 최종단계인 3단계에 진

입하기 해서는 유지 리단계가 정착되어야 하며, 특히

유지 리단계를 담당할 주민 심의 리주체가 필요하다.

셋째, 단 사업 사업시행주체 간의 교류 력

이 필요하다. 사례분석에서도 살펴보았듯이 해마다 독자

인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부산지방검찰청은 부산 역

시와의 력을 통하여 사업내용에 한 경험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향후에는 도시재생의 활성화

와 더불어 범죄 방 환경디자인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

행주체 사업 간의 교류 력이 필요하다. 특히 근

린재생형 도시재생, 주거환경 리사업, 마을만들기 사업

등을 직 시행할 각 구(군)의 경우에는 부산 역시,

련 구(군), 련 기 단체 간의 력과 경험을 도입

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부산시를 상으로 한 범죄 방 환경디자인

사업을 거시 인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하 다는 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보며, 기존에 제기되고 있는 범죄 방 환

경디자인 사업의 문제 을 실제 사례를 통하여 살펴보았

다는 에서 차별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부산시

내에서 시행된 모든 범죄 방 환경디자인 사업을 상으

로 하지 못하고 3개 사례 상지를 상으로 한 연구이므

로 일반성을 갖기는 어렵다는 근본 인 한계를 갖는다. 특

히, 사례 상지 선정과 련된 권역별, 지정시기 지정

기 별 비교분석 등 본 연구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하 던

<그림 12> 사업시행주체의 시행시기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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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에 해서는 추후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계기로 향후 좀 더 많은 사례에 한

연구와 사업시행효과에 한 분석이 이루어지는 기 한다.

참고문헌

1. 이경훈․강석진, 사례로 이해하는 실무자를 한 범죄 방디자

인, , 기문당, 서울, 2015

2. Timothy D. Crowe, Lawrence J. Fennelly, 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셉테드 : 범죄 방

설계, 한국셉테드학회 편찬 원회 역, , 기문당, 서울, 2016

3. 한국도시설계학회 홍보 안 디자인연구회 엮음, 안 디자인으

로 한민국 바꾸기, , 미세움, 서울, 2015

4. 한국셉테드학회 편찬 원회, 셉테드 원리와 운 리, ,

(사)한국셉테드학회, 서울, 2015

5. 히무라 교이치(樋村恭一) 편 , 都市の防犯, 도시의 방범, 장동

국 역, , 기문당, 서울, 2011

6. 경기도, 공공서비스디자인 매뉴얼, 2013.6

7. 국토해양부, 건축물의 범죄 방 환경설계 가이드라인, 2012.3

8. 김은희․서수정․염철호, 주민주도형 안심마을조성 시범사업 모

니터링 운 지침 마련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4

9. 부산 역시, 범죄 방 환경설계(CPTED) 가이드라인, 2013.7

10. 부산 역시, 부산범죄 방 환경디자인 사업, 2014.4

11. 부산 역시, 부산범죄 방 환경디자인 사업, 2015.5

12. 부산 역시, 부산범죄 방 환경디자인 사업, 2016.6

13. 서울특별시, 범죄 방 환경설계(CPTED) 가이드라인, 2013.3

14. 인천 역시, 범죄 방 환경설계(CPTED) 가이드라인

15. 강규진․이경훈, 범죄 방 에서 본 마을만들기 디자인가이드

라인에 한 연구, 한건축학논문집 계획계, 제31권 2호, 2015.2

16. 강승 ․안수미․손 호, 안 한 주거환경 조성을 한 범죄 방

환경디자인 제안,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23권 6호, 2014.12

17. 배용진․이석 , 색채를 활용한 구도심 셉테드(CPTED) 사례

연구, 한국색채학회논문집 제29권 3호, 2015.8

18. 유해연․윤혜 , 일본의 노후 주거지 재생을 한 지원정책

지표연구, 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제28권 11호, 2011.11

19. 이은해․강석진․이경훈, 지구단 계획에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 방기법 용에 한 연구, 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제24권 2호, 2008.2

20. 이 펀 단탐마몬․조정형, 골목마을을 한 셉테드, 범죄 방

유도표시 디자인에 한 연구, Journal of Integrated Design

Research 제15권 1호, 2016.3

21. 이해주․강석진․박소연․이경훈, 디자인 서울거리의 공공디자

인에 한 CPTED 용 연구, 서울도시연구 제16권 2호, 2015.6

22. 채인병․서승연․이경환, 안심마을 시범사업으로 인한 근린환

경 변화가 동네 범죄안 성에 미치는 향 분석, 한국도시설계

학회지, 제16권 6호, 2015.12

23. 최강림, 공공디자인을 통한 주거지 도시재생 사례연구, 디자인

학연구, 제24권 4호, 2011.11

24. 최재은․정윤남․김세용, 범죄로부터 안 한 주거환경 조성을

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제27

권 3호, 2011.3

25. 한형수․유재인․함주 , 서울시 재정비 진지구내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 방(CPTED)의 용방안 실증분석, 한국주거환경학

회지, 제7권 2호, 2009.1

26. http://www.spo.go.kr/busan/notice/photo/

[논문 수 : 2016. 07. 14]

[1차 심사 : 2016. 08. 17]

[2차 심사 : 2016. 08. 26]

[3차 심사 : 2016. 09. 04]

[게재확정 : 2016. 09.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