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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    약

현재 셉테드(CPTED) 사업은 지역의 범죄예방을 통해 주민들의 범죄로부터 불안감을 감소시키

고 환경개선 등의 효과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셉테드(CPTED) 사업이 주민의 삶의 질, 

주민 만족도 제고 등과의 관계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증적인 검증 없이 물리적 환경개선 위주로 이

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AHP 분석과 멘탈맵(mental map) 시

각화를 활용 하여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에 셉테드(CPTED) 적용 방안을 제시

하였다. 이를 위하여 부산지역 4곳의 사례지역을 선정하고, 주민을 대상으로 한 AHP분석을 통해 

셉테드(CPTED) 프로그램의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사회적 무질서에 대한 주민의 멘탈 맵

(mental map)을 시각화하여 셉테드(CPTED) 프로그램의 사각지대를 분석하였다. 셉테드(CPTED) 

프로그램 우선순위 분석결과 CCTV 및 가로등 설치가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

의 멘탈 맵(mental map) 분석 결과 기존의 방범시설과 셉테드(CPTED) 프로그램이 물리적인 무

질서에 대하여 대부분 해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사회적 무질서에 대해 주민이 느

끼는 심리적인 요소는 여러 곳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도시재생, 셉테드, 공간분석, 온열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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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t present, CPTED projects are showing an effect such as reducing the anxiety of 

residents from crimes and improving the criminal environment  about crimes through 

crime prevention. However, most of the CPTED programs have been implemented mainly 

to improve the physical environment without verifying systematically and empiricall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ogram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residents and 

satisfaction level of residents etc. Accordingly,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grope 

for a plan to apply CPTED to urban regeneration for improvement in the safety and life 

quality of residents using AHP and Visualizing The Mental Map. For this, We selected 

four case areas in Busan and then analyzed the dead zones of CPTED programs by 

visualizing the mental maps and heat maps of residents for case districts. As a result of 

evaluating the priority of CPTED program, installation of CCTVs and streetlights for 

prevention of crimes was found to be the most important elements. Result of analyzing 

mental map, the existing crime prevention facilities and CPTED programs were found to 

have resolved most of physical disorder. However, it showed that, for psychological 

factors which the residents feel such as social disorder, a number of dead zones exist. 

KEYWORDS : Urban regeneration, CPTED, Spatial analysis, Heat map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생활환경 속에서 지역주민의 안전성 확보는 

삶의 질을 판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최근 범죄발생 유형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지역의 슬럼화로 인해 다양한 위험요소들이 발

생하고 있다. 따라서 생활환경 속에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시스템, 주민인식변화 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고와 

범죄예방을 위한 노력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이하 셉테드

(CPTED)) 사업은 매우 중요한 전략 중 하나라

고 할 수 있다. 

현재 셉테드 사업은 다양한 성과와 사업유형

(물리적 정비, 색채디자인, 범죄분석, 공간분석 

등)으로 지역의 범죄예방을 통해 주민들의 범죄

로부터 불안감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범죄로부터의 안전은 국민 모두가 

누려야 할 공공 서비스에 해당하며, 범죄예방을 

위해 보다 체계적인 환경설계와 주민참여 속에

서 이루어질 때 보다 효과적인 범죄예방으로 이

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셉테

드 사업은 대부분 CCTV 설치와 같은 보안 시

설 강화에 편중되어 범죄 예방효과가 미미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

다(Lee, 2020). 

따라서 본 연구는 셉테드 사업의 효율적 설계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셉테드 프로그램의 우선

순위를 도출하고 사례지역 분석을 통하여 셉테

드 프로그램의 사각지대를 도출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2018년 부산시 안

심마을 CPTED 사업」대상지 4곳으로 선정하

였다. 사업은 2018년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

었으며 대상지는 부산 동래구 명장1동, 금정구 

서동1·3동, 영도구 봉래2동, 해운대구 재송2동 

일대로 범죄예방을 위한 셉테드 디자인 요소가 

적용되었다.  

연구의 방법은 첫째, 셉테드 프로그램 우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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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1 Level-2 Level-3

Crime
prevention

facility
Security CTV, street light installation

Openness around

activities
Security indication notice

Crime prevention work activity

Policy
Crime prevention education

Public-private security cooperation

Traffic safety 

facility
Transportation facilities installation

Installation of information signs

activities
Traffic sign identification

Traffic Safety Volunteer

Policy
Traffic safety education

Public-private transportation cooperation

Life safety

facility
Installation of Safety Facilities

Equipped with stability equipment

activities
Life safety education

Safe work in preparation for dangerous situations

Policy
Maintenance of the surrounding environment

Public-private safety cooperation

TABLE 1. Structure of the evaluation model for prioritization of CPTED

위를 도출하기 위하여 전문가를 대상으로 브레인

스토밍(brainstorming) 과정을 거쳐 3개의 계층

을 가진 AHP(Analytical Hierarchy Process)

평가 모형을 구축하였다. AHP 모형을 기초로 계

층별 요소들의 쌍대비교(pairwise comparison)

를 위한 설문을 구성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조사

를 실시하였다. 둘째, 지역주민 대상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주민이 위험지역으로 인식하는 맨탈맵

(metal map)을 작성하고, 주거지의 물리적 안

전요소에 온열지도(heat map) 분석을 통하여 

셉테드의 사각지역을 도출하였다. 셋째, 분석 결

과를 토대로 주민이 체감하는 안전도를 높이고, 

나아가 삶의 질을 개선에 도움이 되는 셉테트

(CPTED) 기법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다. 표 1

에 CPTED 우선 순위 평가 모델의 구조를 나타

낸다.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1.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와 도시재생 

도시는 익명성(anonymity)과 복잡성(complexity), 

사회적 혼합(social mix)을 특징으로 하여 인간

과 물리적 공간이 상호작용을 통해 성장, 발전, 

쇠퇴 등의 모습을 가지게 된다. Wilson and 

Kelling(1982)의 깨어진 창문(Broken windows)

이론에 따르면 물리적인 환경의 노후화로 인해 

장기간 방치되면, 이는 곳 해당 장소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Lee, 2020). 이렇듯 인간의 공격적 행위나 범

죄행위는 지역사회의 무질서와 관련된다(Yang, 

2010). 이러한 상황이 계속 되면 지역 주민들

은 자신들의 안전에 대한 더 많은 걱정을 하고 

범죄에 대해 두려움이 높아진다(Kim, 2019). 

도시재생사업에서도 셉테드 프로그램 적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도시가 쇠퇴함에 따라

서 따른 주민의 살의 질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범죄가 지목되고 있고, 생활밀착형 도시재생사

업에서도 셉테드와 결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

두되고 있다(Jung, 2019). 국내 도시재생사업

에 셉테드 적용사례는 2012년 서울 염리등 재

건축촉진지구를 시작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지방도시인 부산시 역시 2013년도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후 셉테드 프로그램을 접목한 도시재

생사업이 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범죄의 감시자인 주민이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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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인지하는 지역의 무질서 정도를 Wilson 

and Kelling(1982)의 깨어진 창문 이론에 바탕

을 두고‘물리적 무질서’와‘사회적 무질서’

로 규정하였다. 물리적 무질서는‘현재 거주지

역이 공폐가, 거리의 쓰레기, 낙서, 기물파손, 방

치차량 등의 방치정도에 대한 인식’으로 정의 

하였다. 사회적 무질서는‘현재 거주지역의 비

행청소년, 시비나 소란, 강도 및 여성관련 범죄 

등이 우려’정도로 정의 하였다. 

2. GIS기반 AHP 분석

AHP 기법은 1970년대 Tomas L. Saaty에 

의해 개발된 이후 의사결정과정에 우선순위를 

도출하기 위한 법론으로 이용되고 있다(Suh, 

2020). AHP 분석은 일관성 지수(consistency 

index)가 낮은 경우 재검토 과정을 거치면서 비

합리적 의사결정 가능성을 줄여준다.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하여 Kim(2017), Kim et al.(2016), 

Kwon and Jung(2015) 등 다수의 연구에 

AHP분석을 적용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중요요인, 

평가지표의 도출 등을 도출하였다. 한편,지리정

보시스템(G.I.S)과 AHP분석을 적용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Hwang (2003)은 

GIS와 AHP 기법을 적용방법을 제시하였고, 

Kim et al.(2007)은 도로노선 선정에 필요한 

사전환경성 검토에 GIS 데이터와 AHP 분석을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다. Son and Hwang 

(2009)은 GIS기반 AHP 분석을 통하여 부산시

의 자전거 도로선정에 필요한 우선순위를 도출

하였고, Han and Kim(2019)은 지진취약지역 

제작과 평가에 GIS 기반 AHP 분석을 활용하였

다. Choi et al.(2012)는 지진해일 대피소 선정

에 GIS 기법과 AHP를 접목하였다. Son and

Bae (2020)은 AHP 기법을 통한 가중치를 적

용하여 최적의 위험물 수송경로 도출하였다. 

법죄예방을 위한 GIS를 활용한 연구에는 

Park(2000)은 GIS의 지도화 기능과 공간통계

기법을 활용하여 범죄분석지리정보시스템을 제

시하였다. Hwang et al.(2003)은 서울 성북구

를 사례로 GIS를 활용하여 범죄 핫스팟(hot 

spot) 분석을 실시하였다. Yang(2009)은 대구 

달서구를 대상으로 범죄에 대한 공간분석을 실

시하여 방범순찰의 중요지점을 제시하였고, Park

et al.(2015)는 CPTED 기반의 범죄취약 등급

지도를 작성하였다. Yu(2017)는 셉테드 사업에 

AHP분석과 GIS 기법을 활용하여 셉테드 사업

의 시각적 접근(Visual Access)과 시각적 노출

(Visual Exposure)을 이용하여 범죄예방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방법 설정

1. 분석 사례지역의 현황

최근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부산시

는 2013년 이후 관련 조례의 제정으로 적극적

인 셉테드 정책으로 시행하고 있다. 사업대상지

는 동래구 명장동, 금정구 서동, 영도구 봉래동, 

해운대구 재송동 일원이다. 동래구 명장동은 방

범시설(CCTV, 가로등, 반사경 등) 안전시설물

이 설치되어 있으나 좁은 골목길, 노후화된 옹

벽, 일부 어두운 구역 등 생활유해 시설들이 곳

곳에 방치되어 있다. 연립, 다가구, 단독주택, 아

파트 등 다양한 주거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토지이용현황 및 주거형태를 살펴보면 단독주택

의 비중이 높고 반송로 따라 점포가 위치해 있

으며 명장로 63번길을 따라 명장 소공원이 위

치하고 있다.

금정구 서동 현황은 방범시설(CCTV, 가로등, 

반사경 등) 안전시설물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으

며, 금정여고 학생들의 주요 길목이 자리하고 

있고, 사각지대 및 어두운 골목길로 인해 학생

들의 안전이 취약한 지리적 여건을 지니고 있

다. 또한 학교 및 도서관 이용 차량으로 주민의 

보행안전에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골목길이 어

두워 야간 보행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가 많은 

지역이다. 토지이용현황 및 주거형태는 다가구, 

단독주택 밀집 주거지역과 서동시장 방면으로 

상권이 형성 되어 있으며 금정여고를 중심으로 

서동도서관 및 서곡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다. 

영도구 봉래동 사업지는 노후화된 주택 및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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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afety facilities in Busan city

된 공폐가와 협소한 골목길이 있는 지리적 요소

로 인해 보행자의 심리적 불안감이 높은 곳이

다. 지역 내에는 CCTV 9개소, 가로등 40개소 

등 안전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다. 

해운대구 재송동 사례지역과 인접한 79시영

아파트 일대가 치안사고발생지역으로 치안수요

가 높은 곳이다. 해당지역은 CCTV 2개소, 가로

등 14개소 등 안전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다. 지

역 내에 노후화된 주택이 다수가 존재하며, 대

상지를 관통하는 해운대로 61번 길은 협소한 3

∼4m 폭의 골목길로 옆으로는 급경사의 계단과 

좁은 골목길이 형성되어 있다.

2. 자료의 수집방법

자료의 수집은 2018년도 부산시 안심마을 사

업대상지 4곳을 대상으로 주민 설문을 실시하였

다. 설문은 대면설문 방법으로 조사가 이루어 

졌으며 2차례에 걸쳐 설문 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방법은 응답자가 구조화된 설문지에 직접 

표시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설문지 회수과

정에서 무응답이 있거나 불성실한 답변의 경우 

재응답을 요구하였으며, 물리적 무질서와 사회

적 무질서 지역에 대해서는 응답자로 하여금 지

도상에 표시토록 하였다. 총 298부가 회수되었지

만 AHP 설문의 특성상 일관성비율(consistency 

ratio) 낮은 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고 217개의 

설문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주민설문을 통하여 주민이 지각하는‘물리적 

무질서’지역과‘사회적 무질서’를 지도상에 

표시토록 하고 QGIS(quantum GIS)를 이용하

여 지역주민이 인식하는 안전도 맵(map) 구축

하였다. 한편, 현장조사를 통하여 가로등, 방법

초소, CCTV 등 셉테드와 관련된 시설에 대한 

위치정보를 DB화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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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1 Level-2 Importance Ranking Score CR

Crime
prevention

facility 0.48 1

0.06activities 0.35 2

Policy 0.17 3

Traffic
safety

facility 0.57 1

0.03activities 0.28 2

Policy 0.15 3

Life
safety

facility 0.53 1

0.04activities 0.31 2

Policy 0.16 3

TABLE 3. Priority of the second level

Importance Ranking Score CR

Crime prevention 0.64 1

0.04Traffic safety 0.15 3

Life safety 0.21 2

TABLE 2. Priority of the first level

3. 멘탈 맵의 구축과 시각화

멘탈 맵(mental map)은 인간의 지각을 지도

에 시각화하는 것으로 상상도(imaginary map) 

와 인지지도(cognitive map) 등의 용어로 사용

되고 있다(Park, 2017). 이러한 멘탈 맵을 통

하여 지역주민이 가지는 공간적 인식을 시각화

함으로써 잠재적인 범죄의 취약지점을 지도로 

구현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민설문을 통

하여 주민이 지각하는‘물리적 무질서’지역과 

‘사회적 무질서’를 지도상에 표시토록 하고 

QGIS(quantum GIS)를 이용하여 지역주민이 

인식하는 안전도 맵 DB를 구축하였다. 한편, 현

장 조사 등을 통하여 가로 등, 방범초소, CCTV 

등 셉테드와 관련된 시설에 대한 위치정보를 

DB화 하였다. 셉테드시설에 대한 온열지도

(heat map)를 구성하기 위하여 AHP 분석결과

를 가중치로 설정하였다. 한편 주민이 인식하는 

지역무질서에 대하여 지역 주민이 인식하는 지

역의 무질서 정도를 가중치로 부여하여 멘탈 맵

(mental map)을 시각화하였다. 

  셉테드(CPTED) 설계를 위한 AHP 

분석과 사각지대 분석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일관성 비

율(CR: consistency ration )이 0.1이상인 응

답을 제외하고 AHP분석을 실시하였다. 제1계층

에 대한 CR은 0.04로 나타났다(표 2). 

계층별 중요도는‘범죄예방’이 0.64점으로 

우선순위가 가장 높았고, 다음‘생활안전(0.21

점)’,‘교통안전(0.15점)’순으로 평가되었다.

제2계층에 대한 항목별 중요도는 범죄예방을 

위한‘방범시설’이 0.48점,‘방범활동’이 0.35

점,‘방범정책’이 0.17점으로 나타나 범죄예방

을 위한 항목별 우선순위는‘방범시설’의 확

충,‘방범활동’의 강화,‘방범정책’ 등의 순으

로 분석되었다. 교통안전과 관련된 요소 역시 

‘교통안전시설’의 중요도 평가점수가 0.57로 

가장 높았고, 다음‘교통안전활동(0.28점)’, 

‘교통안전 정책(0.15점)’순으로 나타났다. 생

활안전과 관련된 항목은‘생활안전시설’이 

0.53점으로 가장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 되

었고, 다음으로‘생활안전활동(0.31점)’,‘생활

안전정책(0.16점)’순으로 평가 되었다(표 3).

셉테드 설계를 위한 AHP 분석을 통한 종합

우선순위는 표 4와 같다. 방범예방을 위한 

CCTV 및‘가로등 설치’가 가장 중요한 요소

인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주변의 개방’,‘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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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Physical dead zones of CPTED (Myeongjang-Dong)

Importance Ranking Score

Crime
prevention

facility
Security CTV, street light installation 0.1809 1

Openness around 0.1533 2

activities
Security indication notice 0.1161 3

Crime prevention work activity 0.1062 4

Policy
Crime prevention education 0.0477 8

Public-private security cooperation 0.0522 7

Traffic
safety

facility
Transportation facilities installation 0.0433 10

Installation of information signs 0.0438 9

activities
Traffic sign identification 0.0198 14

Traffic Safety Volunteer 0.0199 13

Policy

Traffic safety education 0.0096 18

Public-private transportation 
cooperation

0.0098 17

Life
safety

facility
Installation of Safety Facilities 0.0532 6

Equipped with stability equipment 0.0544 5

activities

Life safety education 0.0301 11

Safe work in preparation for 
dangerous situations

0.0280 12

Policy

Maintenance of the surrounding 
environment

0.0162 15

Public-private safety cooperation 0.0155 16

TABLE 4. The final score for CPTED design

범표시안내문’,‘방범근무 활동’등 방범예방

과 관련된 항목의 우선순위가 높았다. 다음 생

활안전과 관련된‘안전성 장비의 비치’가 5순

위로 나타났고,‘골목길 및 통학통로에 대한 안

전시설물이’6순위로 분석되었다. 교통안전과 

관련한 항목은‘안내표지판의 설치’가 9순위로 

나타났고, 횡단보도 등‘교통시설물의 설치’가 

10위로 평가되었다. 

동래구 명장동 사업지의 물리적 무질서에 대

한 온열지도(heat map) 분석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주민들은 노후한 아파트 뒤편지역과 주로 

골목이 교차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물리적 무질

서가 높은 것으로 인식하였다. 물리적 무질서와 

방범시설을 결함하여 방범사각지대를 도출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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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Social dead zones of CPTED (Myeongjang-Dong)

Physical Disorder CPTED blind spot

FIGURE 4. Physical dead zones of CPTED (Seo-Dong)

과 대부분 물리적 무질서 지역에 대한 방범시설

이 잘 갖추어 진 것으로 평가되었다. 반면, 노후 

아파트 뒤편 일부지역과 등산로 진입구간을 중심

으로 사각지대가 존재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동래구 명장동 셉테드 적용 지역의 비행청소

년 등의 범죄가 우려되는 사회적 무질서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멘탈 맵(mental map)을 온열지

도(heat map)로 시각화 하면 그림 3과 같다. 

사회적 무질서는 앞서 물리적 무질서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대상지 내부 골목길

과 공・폐가 분포지역인 노후 아파트 일대에 대

한 불안감을 표시하였다. 2018년 셉테드의 적

용으로 사각지대 없이 대부분의 장소에 범죄예

방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금정구 서동의 물리적 무질서에 대한 분석결

과 온열지도(heat map)분석결과는 그림 4와 

같다. 특히 쓰레기 무단 투기와 연립주택(서동

연립, 청룡연립 등) 그리고 공・폐가 등 사각지

대에 대한 불안요소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이 인식하고 있는 물리적 무질서 지역과 방

범시설에 대한 사각지대 분석 결과 대부분의 무

질서 지역에 방범시설이 확보 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하지만, 셉테드 사업의 경계지역인 

인근에 대한 사각지역과 막다른 길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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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Social dead zones of CPTED (Seo-Dong)

Physical Disorder CPTED blind spot

FIGURE 6. Physical dead zones of CPTED (Jaesong-Dong)

사각지역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이 인식하고 있는 범죄 불안감은 사회적 

무질서에 대한 온열지도(heat map)는 그림 5

와 같다. 금정여고 맞은편 좁은 골목길을 중심

으로 주민의 불안감이 높았다. 통학로를 이용하

는 골목이 많다는 점에서 사회적 무질서가 학교 

정문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사회적 무질서에 대한 사각지대 역

시 통학로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사회적 무질서와 물리적 방범시설과의 비교

를 통한 사각지역 분석결과 금정여고 인근 골목

에 대하여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

났다. 

해운대구 재송동 사업지 분석

재송동 사업지역 주민이 인지하고 있는 물리

적 무질서에 대한 멘탈 맵(mental map)을 온

열지도(heat map)로 시각화 하면 그림 6과 같

다. 막다른 골목길과 좁고 굽은 골목을 중심으

로 주민들이 안정상 위험을 표시하였다. 물리적 

무질서와 방범시설의 비교를 통한 사각지역은 

막다른 골목을 중심으로 나타났으며, 2018년 

셉테드 사업을 통해 물리적 무질서 지역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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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Social dead zones of CPTED (Jaesong-Dong)

Physical Disorder CPTED blind spot

FIGURE 8. Physical dead zones of CPTED (Bongrae-Dong)

여 보완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청소년 비행장소 등 주민들의 불안감 높은 사

회적 무질서 지역에 대한 멘탈 맵(mental 

map)은 그림 7과 같다. 사회적 무질서에 대한 

우려 지역은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났으며, 

물리적 무질서와 비교해 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주민이 인식하는 사회적 무질

서에 대한 멘탈 맵(mental map)과 물리적 방

범시설 간에 사각지역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따

라서 해당 지역에 고령인구의 거주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 하여 주민의 건강과 공동체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셉테드 프로그램의 설계가 

필요해 보인다. 해운대구 재송동 지역 또한 물

리적 무질서 보다 사회적 무질서에 대한 방범시

설의 사각지역이 넓은 것으로 분석 되었다. 

영도구 봉래동은 주택의 노후 정도가 매우 높

으며, 다수의 공폐가와 협소한 골목길로 보행자

의 불안감이 높은 지역이다. 사업대상지의 물리

적 보안시설에 대한 공간분석 결과 대부분의 골

목길에 방범과 관련된 시설 들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018년 셉테드 사업으로 

공·폐가 인근과 골목길의 보행 안정성을 높이 

등 개선이 이루어 진 것으로 평가 된다.

그림 8은 쓰레기, 낙서, 기물파손, 방치차량 

등이 방치되어 안전상 위험한 지역으로 인식되

는 물리적 무질서 지역에 대한 온열지도(h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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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Social dead zones of CPTED (Bongrae-Dong)

map) 분석결과이다. 해당 지역이 미로형태로 

좁은 골목과 공폐가를 많아 쓰레기 무단투기와 

방치가 빈번히 발생하는데, 이들 지역을 중심으

로 물리적 무질서가 높은 것으로 평가 되었다. 

물리적 무질서에 대한 사각지대 분석결과 물리

적 방범시설을 비교하면 사각지역 없이 방범시

설이 적절히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지역의 주민이 인식하는 사회적 무질서에 

대한 온열지도(heat map)를 시각화하면 그림 9

와 같다. 물리적 무질서에 비해 상대적으로 분

산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미로형의 협

소한 골목길과 급격한 경사로가 많은 특성으로 

비행청소년 범죄 등의 범죄 취약지역이 다수 존

재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사회적 무질서에 대

한 사각지대 분석결과 물리적 무질서가 사각지

역에 비해 넓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 주민이 인식하는 사회적 무질서를 감소하

기 위한 추가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  론

도시재생 사업이 과거 물리적 공간의 개선에

서 종합적이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두고 있다. 범죄로부터의 안전과 같은 공공서비

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과거의 단순한 물리적 

공간의 정비뿐 아니라 주민의 심리적인 안정성

에 대한 제고는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셉테드 프로그램을 적용함에 있어 

물리적 개선과 더불어 주민의 심리적 안정감을 

높이는 프로그램 설계 방안에 대하여 설펴보았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셉테드 프로그램 우선순위

에 대한 AHP 분석결과 방범예방을 위한 

CCTV 및‘가로등 설치’가 가장 중요한 요소

인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주변의 개방’, 

‘방범 표시안내문’,‘방범근무 활동’등 방범

예방과 관련된 우선순위가 높았다. 이는 향후 

주민들이 인식하는 사회적 무질서를 제거하는 

셉테드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과 셉테드 설계

시 방범시설의 중요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사업대상지 4곳에 대한 온열지도(heat 

map)를 통한 공간분석 결과 기존의 방범시설과 

셉테드 프로그램이 물리적인 무질서 대하여 대

부분 해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사회적 무질서가 주민이 느끼는 심리적인 요소

에 대해서는 여러 곳의 사각지대가 노출 되었

다. 따라서 사업 초기 현황분석에 온열지도 분

석을 포함시켜 주민들이 느끼는 심리적 불안감 

해소를 위하여 주민참여 확대 방안마련 등이 계

획단계에서 요구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CPTED 사업에 AHP와 멘탈 맵

(mental map)의 시각화 방법을 적용하여 방범

시설의 물리적 배치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느끼

는 심리적 불안감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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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을 제시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

만, 사업대상지가 노후주거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어 주민의 심리적 요소가 주민의 개별적 요소

와 공간적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사례범위

를 재생사업 등으로의 확대와 공간계량모형 등

을 통하여 공간적 특성과 주민의 주거만족도, 

심리적 안정감 등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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