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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범죄는 현대사회 내 만연해 있는 주요 사회문제 중 하나이며,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최근 범죄발생 건수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범죄발생양

상 또한 보다 흉악하고 다양해지고 있다. 또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 중에서도 특히 20~30대 여성 1인가구의 비중이 크

게 증가하는 사회현상이 맞물려 20~30대 여성이 범죄에 노출되는 

피해사례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안전정책 중‘여성안심지킴

이 집’정책에 대한 범죄예방효과를 규명하였다. 분석의 시간적 범

위는 2013년~2015년이며, 공간적 범위는 서울, 인천, 경기지역인 

수도권이다. 먼저 수도권지역 중 여성안심지킴이 집 정책을 시행하

고 있는 지역에서 해당 안전정책의 효과를 판단하였다. 관할 경찰청

에서 제공받은 관할구역별 성폭력 범죄발생건수에 대한 자료를 행정

구역별로 보정하여 활용하였다. 다음으로 여성안심지킴이 집 정책이 

시행지역과 인접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인접지역의 

선정기준은 정책을 시행하는 해당지역과 경계를 접하는 행정구역이

다. 위의 두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립방정식을 구축하

였다. 분석 시 고려한 설명변수로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지방세징수액

으로 설명되는 사회경제적 특성변수와 총 인구수 대비 20~30대 여

성인구수 비율, 연립다세대 거주 여성 1인 가구, 65세 이상 인구수

로 대변되는 인구학적 특성변수, 도시지역 면적 대비 상업지역의 면

적비율,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이용자수, 여성안심지킴이집 수로 대

변되는 지역특성변수가 있다.

여성안심지킴이 집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의 100만 명당 성폭

력 범죄발생건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여성



안심지킴이 집으로 지정된 편의점의 수가 많은 지역일수록, 해당지

역의 성범죄발생건수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생활수급가

구, 지방세징수액, 전체인구 대비 20~30대인구 비율, 연립다세대 거

주 여성 1인 가구, 65세 이상 인구수, 도시지역 면적 대비 상업지역 

면적비율,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이용자 수는 모두 양(+)의 값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해당지역의 성범죄발생건수를 증가시키는 

요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여성안심지킴이 집 시행지역과 인접한 지역의 평균 100

만 명당 성폭력 범죄발생건수를 종속변수로 한 연립방정식의 분석결

과, 인접지역의 평균 기초생활수급가구, 인접지역의 평균 지방세징수

액, 인접지역의 평균 총 인구 대비 20~30대 인구비율, 인접지역의 

평균 연립다세대 거주 여성 1인가구는 양(+)의 값으로 유의미하였

다. 또한 인근지역 산정 시 중심이 되었던 지역인 정책시행지역의 

여성안심지킴이 집 수는 인근지역의 평균 성범죄발생건수에 음(-)

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첫 번째 분석에서 종

속변수로 활용한 정책시행 지역의 100만 명당 성폭력 범죄발생건수

를 설명변수로 적용한 하였으며, 분석결과 종속변수에 양(+)의 값으

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가지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정책을 시행한 지역 내 여성안심

지킴이 집의 수가 많을수록, 정책시행 지역의 성폭력 범죄발생건수

는 감소한다. 또한, 정책을 시행한 지역 내 여성안심지킴이 집은 정

책시행지역 뿐만 아니라 인접지역의 성폭력 범죄발생에 간접적, 직

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직접적으로는 0.370만큼의 성폭력 범죄발생

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간접적으로는 0.758만큼의 성범죄

발생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는 범죄통제이익의 확산효

과로 정책을 시행한 지역 내에서의 긍정적 효과가 인근지역으로 확

산되어 인접지역의 평균 성폭력 발생건수가 감소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민관협력체계를 기반으로 도시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첫 사례인‘여성안심지킴이 집’정책효과를 진단하였다. 범죄발생요

인을 비롯하여 인접지역으로의 범죄전이 및 이익의 확산효과를 함께 

고려하였다는 점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하지만 성폭력 범죄발생 

건수에 대한 자료구득이 행정동 또는 지구대 단위와 같이 구체적이

지 못해 다소 포괄적인 분석결과가 도출된 되었다. 또한 여성안심지

킴이 집 및 안심귀가 스카우트 등의 안전정책의 시행시기가 길지 않

아 분석에 활용 가능한 데이터의 한계가 있었다. 때문에 분석결과 

해석 시 애매한 사항이 있었다는 점 또한 본 연구의 한계이다. 향후 

보다 풍부한 자료를 바탕으로 세분화된 분석이 보완된다면 보다 명

확한 결과를 도출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

하기 위한 다양하고 측면에서의 연구가 진행되길 기대한다.

주요어: 여성안전정책, 여성안심지킴이 집, 안전도시, 범죄예방, 

        성폭력 범죄, 연립방정식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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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1 연구의 배경

안전한 생활환경은 현대 도시민들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다. 범죄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뿐만 아니라 

대중에게도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준다. 최근 범죄의 발생양상은 

점차 다양한 방법으로 흉악해지면서 그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특

히 여성을 범행대상으로 삼는 강력 성범죄가 증가하면서 여성들이 

느끼는 범죄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2014년 서울시에서 여성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시민체감도 및 정

책수요에 대한 설문결과1), 서울의 전반적 안전도에 대해‘안전하지 

않음(34.1%)’의 비율이‘안전함(20.4%)’보다 높았다. 세부적으

로는 폭력피해로부터 안전하지 않음(57.9%), 야간에 안전하지 않음

(43.7%), 재난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음(37.7%) 순이다(조영미, 

2015:57). 어두운 길거리에서 느끼는 두려움은 ‘폭력피해로 부터

의 불안감’과 ‘야간에 느끼는 불안감’이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경

우라고 볼 수 있다. 때문에 일상생활 속 여성들이 체감하는 범죄에 

대한 불안감은 설문결과보다 다소 높을 수 있다.

이와 맞물려 최근 1인 가구 중에서도 20~30대 여성 1인가구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5년 인구주택 총 조사 결과에 따르면, 

1인가구는 520만 3천 가구(27.2%)로 가구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2010년 23.9%보다 3.3% 증가한 수치이다. 1인 가

구 중, 여성 1인가구는 2010년 66.1%에서 2015년 69%로 2.9% 

1) 조사대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19~65세 여성, 표본추출 방법: 서울시 인구 연령별 할
당 표집, 표본 수: 700명,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온라인 조사, 조사기간: 
2014년 11월(1개월)(조영미, 20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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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하였으며, 동일 시점에서 20~30대 여성 1인가구의 비중은 

41%에서 50.9%로 9.9% 증가하였다. 이는 여성의 사회진출 및 초

혼 연령의 상승, 저출산, 이혼율 증가 등의 이유로 40대 이상의 여

성 1인가구는 감소하는 반면, 20~30대 여성 1인가구의 비중은 높

아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최근 다양한 지자체에서는 안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여

성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낮추고자 안전정책

을 도입하고 있다. 여성안전마을, 여성친화도시 등으로 대표되는 여

성 안전정책의 목표는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을 마련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2013년부터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여성안심특별시’

조성을 위한 세부정책 중 ‘여성안심지킴이 집’정책의 효과를 규명

하고자 한다. ‘여성안심지킴이 집’은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 중 

일부를 위급상황 시 신고 및 대피의 역할을 하도록 지정하여 운영하

는 정책이다. 공공의 역할로 간주되어 왔던 범죄예방 및 안전의 영

역을 민간과 공공이 함께 보다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

이 해당정책의 특징이다. 따라서 여성안심지킴이 집 안전정책의 효

과를 검증하고,  범죄발생의 요인을 분석하는 것은 향후 보다 효과

적인 범죄예방 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1.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시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여성안심지

킴이 집’정책의 효과를 검증하는데 있다. 안전정책의 효과는 정책

을 시행한 지역에서의 범죄발생 감소여부와 더불어 정책 시행지역 

내에서 감소한 범죄가 인접지역으로 전이된 것은 아닌지의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정책시행지역과 인접지역을 모두 고려하여 범죄전이 

여부를 연구한 선행연구는 대부분 서울시 강남구 또는 경기도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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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단위를 공간적 대상으로 하였으며, 범죄전이지수(WDQ)2)를 통해 

범죄전이 여부를 판단하였다. 보다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다른 분석

방법으로 범죄전이여부를 판단하여 안전정책의 효과를 검증한 연구

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이

라는 보다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여성안심지킴이 집 정책을 시행한 

해당지역에서의 범죄예방 효과, 인접지역으로의 범죄전이 여부를 모

두 고려하여 해당정책의 효과를 판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기하였다.

첫째, 주변 감시효과를 강화하는 안전정책을 시행하면, 해당지역에

서의 범죄발생건수는 감소할 것인가?

둘째, 안전정책을 시행한 지역에서 범죄가 감소했다면, 정책시행지

역과 인접한 지역의 범죄발생 양상은 어떠한가?

셋째, 정책시행지역에서 감소한 범죄가 인접지역으로 옮겨가 인접

지역의 범죄발생건수가 증가하였는가? 반대로 정책시행지역에서의 

긍정적 효과가 인접지역까지 미쳐 인접지역의 범죄발생건수가 감소

하였는가?

개인이 잠재적 범죄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느끼는 사람의 삶의 만

족도는 결코 높을 수 없다. 더 나아가 해당지역 또한 살기 좋은 도

시라고 말하기 어렵다. 특히 20~30대 여성 1인가구를 범행대상으로 

노리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인 도시 안전망이 무엇인지 고

민해 보아야 한다.

도시의 안전망 구축은 정부 및 공공의 역할로 간주해왔으나, 보다 

효과적인 안전망 구축은 공공을 비롯한 민간기업, 지역주민 등 다양

한 관련 주체가 협력하였을 때 가능하다.‘여성안심지킴이 집’안전

2) 범죄전이지수(WDQ: Weight Displacement Quotient): 범죄예방활동에 대한 지리적 
범죄전이효과와 범죄통제이익의 확산효과를 측정하는 지표(김연수, 2008:22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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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은 서울특별시, 경찰, 편의점 협회 및 운영자, 주민 모두가 주체

로서 참여하는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안전정책의 첫 사례이다. 

때문에 해당정책의 범죄예방효과를 검증하는 것은 범죄로부터 안전

한 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정부의 안전정책에 대해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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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범위 및 구성

1.2.1 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포함

하는 수도권의 7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다.3) 분석에 사용된 

변수는 서울·인천·경기지방경찰청이 제공하는 각 경찰 관할구역별 

2013년~2015년 성범죄 발생건수를 행정구역별 성범죄 발생건수로 

보정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4)

시간적 범위는 2013년~2015년이다. 편의점을 여성안심지킴이 집

으로 위촉 운영하는 이 정책은 2014년부터 서울시를 중심으로 시행

되고 있다. 최근 경기도 일부지역 및 타 지역에서도 유사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시간적 범위는 서울시의 정책시행 

시기를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서울시에 정책을 시행하기 전년도인 

2013년, 정책시행 당해 연도인  2014년, 정책시행 후인 2015년을 

연구의 시간적 범위로 설정하였다.

 내용적 범위는 경찰서에서 관할서 별로 집계되는 강간·강제추행

의 범주에 속하는 성범죄를 대상으로 하였다.

구      분 내           용

공간적 범위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79개 시·군·구

시간적 범위 2013년~2015년

내용적 범위 성범죄(강간·강제추행) 발생건수(건)

표 1 연구의 범위

3) 수도권 79개 행정구역은 서울시 25개 구, 인천시 8개 구·2개 군, 경기도 21개 
시·20개 구·3개 군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 5장 분석의 틀의 내용 참고.

4) 각 경찰 관할구역에서 제공한 데이터의 최소 단위가 관할구역임. 관할구역 보다 작은 
단위인 지구대 단위의 데이터는 구득이 불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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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연구의 내용

본 연구는 안전정책인 여성안심지킴이 집의 정책효과를 규명하는 

연구로 총 7장으로 구성된다.

제 1장에서는 본 연구의 배경과 목적을 서술한다. 또한 연구의 시

간적· 공간적·내용적 범위를 밝히고 분석방법과 활용한 자료에 대

해 서술한다.

제 2장에서는 본 연구에 대한 이론과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먼저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한 정의를 수립하고, 범죄발

생요인에 관한 이론과 선행연구, 범죄전이 및 범죄통제 이익의 확산

효과에 대한 이론과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본 연구의 차별성을 도출

한다.

제 3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여성안전정책인‘여

성안심지킴이 집’의 도입 배경과 목적을 서술하여 해당정책의 개념

을 정립한다. 또한 수도권의 여성안전정책을 검토하여 현 여성안전

정책의 동향을 살펴본다.

제 4장에서는 연구문제와 가설을 설정한다. 실증분석에 앞서 연구

대상에 대한 연구문제를 제시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 연구가설을 

도출한다.

제 5장에서는 실증분석을 위해 연구의 틀을 구성한다. 분석모형을 

선정하고, 분석에 활용한 자료에 대한 설명을 서술한다. 이를 바탕으

로 분석의 흐름을 제시한다.

제 6장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 결과에 대해 서술한다. ‘여성안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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킴이 집’정책이 정책 시행지역에서 범죄예방 효과가 있는지 판단한

다. 다음으로 정책시행지역과 인접한 지역의 범죄감소에도 영향을 

주는지의 여부를 연립방정식 모형을 통해 분석하고, 결과를 도출한

다.

제 7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서술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

출한다. 이후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 과제를 도출하는 것으로 본 

연구를 마무리 한다. 

그림 1 연구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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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2.1 범죄의 정의

범죄는 시대 및 국가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는 상대적 개념이며, 다

의적인 개념이다(이효진 외, 2015)5). 때문에 범죄로 규정하는 유형

은 국가마다 상이할 수 있으며, 동일 국가 내에서도 시대에 따라 달

라진다. 때문에 범죄의 개념정의는 일반적으로 법률학적 관점을 따

른다. 법률학적 범죄란 법률상으로 범죄를 정의하고, 위반 시의 처벌 

방법을 정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특정대상이 법률상 범죄라고 

규정한 행위를 저지를 경우, 그 대상은 범죄를 행한 범죄자가 되며 

법률적 근거에 의한 처벌을 받는다.

   

2015 범죄분석의 분류체계에 따르면 범죄는 형법범죄와 특별범

죄6)로 구분한다. 형범범죄는 8개 중분류로 재분류 되며, 특별범죄에

는 114개 범죄가 있다. 형법범죄의 8개 중분류는 재산범죄, 강력범

죄(흉악), 강력범죄(폭력), 위조범죄, 공무원범죄, 풍속범죄, 과실범

죄, 기타형법범죄로, 각 중분류에 속하는 소분류의 범죄는 다음과 같

다.

5) 양원규, 정우열, 장철영, 현대사회와 범죄 재대로 알기, 지식인공동체 지식인, 2013.
6) 특별범죄란 특별법범죄 중 발생빈도가 높고, 국가적, 사회적으로 중요하거나 일상생

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률을 위반하는 범죄를 114개 선정함. 2014년까지는 
133개였으나, 발생빈도 및 사회적 중요도의 변화를 반영하여 114개로 재선정함
(2015 범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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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중분류 소분류

1 재산범죄 절도, 장물, 사기, 횡령, 배임, 손괴 

2
강력범죄
(흉악)

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

3
강력범죄
(폭력)

폭행, 상해, 공갈, 악취·유인, 체포·감금, 폭력행위

4 위조범죄 통화, 유기증권·인지·우표, 문서, 인장

5
공무원
범죄

직원남용, 수뢰, 증뢰

6 풍속범죄 도박과 복표, 신앙, 기타음란행위

7 과실범죄 괴실 치사상, 업무상 과실 치사상, 실화

8
기타

형법범죄

권리행사방해, 신용업무 경매, 주거침입, 비밀침해, 
유기, 교통방해, 공무방해, 도주와 범인은닉, 위증과 
증거인멸, 무고, 공안을 해하는 죄, 내란의 죄, 음용
수에 관한 죄,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기타형법범죄

* 자료: 2015 범죄분석, 대검찰청, <부록1> 형법범죄 분류체계, 
pp.881-895의 내용 재구성

표 2 형범범죄의 중분류 및 소분류

2.1.1 성폭력 범죄의 정의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성안심지킴이 집’ 정책의 추진배

경 및 목적은 인구 대비 높은 서울시의 성범죄 발생률을 낮추고 범

죄피해에 대한 여성의 불안감을 낮추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민·

관이 협력하여 도시전반에 ‘여성안전망’을 확립하여 보다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정책의 추진배경 및 목적을 고려해보았을 때, 그 대상이 되는 범죄

유형은 강력범죄(흉악)에 속하는 성폭력과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된

다. 성폭력은 강간, 강제추행을 비롯한 총 13가지 세분류의 범죄를 

포함한다. 성폭력의 세분류 범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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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분류 세분류

성폭력

강간, 강제추행, 간음, 강간 등, 강간등살인, 강간 등 상해, 
강간 등 치상, 간강 등 치사, 특수강도 강간 등, 카메라 등 
이용촬영, 성적목적의 장소침입, 통신매체이용음란, 공중밀
집장소추행

* 자료: 2015 범죄분석, 대검찰청, <부록1> 형법범죄 분류체계, 
pp.884-886의 내용 재구성

표 3 성폭력의 세분류

2010년부터 강간·강제추행은 형법상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강

간 등 상해, 강간 치사상, 강제추행 치사상, 강간등살인, 미성년자간

음․추행, 피보호자(감호자)간음,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강간살

인), 유사강간, 유사성행위를 포함한다. 또한 특별법 중 성폭력범죄

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 내지 제11조) 및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 내지 제10조)에서 다루는 범죄유형을 포함

한다(미수․교사․방조․예비 등 포함)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강간·강제추행의 범주에 속하는 형법상 분

류에 의한 12개 범죄(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강간등상해, 강간 치

사상, 강제추행 치사상, 강간등살인, 미성년자간음․추행, 피보호자(감

호자)간음,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강간살인), 유사강간, 유사성

행위)와 2가지의 특별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

조 내지 제11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 내지 제

10조))에서 명시하는 범죄를 성폭력이라고 정의한다.

7) 경기지방경찰청에서 제공한 정보공개요청 자료의 일부를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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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범죄발생관련 이론

2.2.1 생태학적 관점

범죄에 대한 연구는 주로 범죄학 분야에서 다루어져 왔다. 하지만 

범죄는 범죄가 발생하는 도시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현대 범

죄학에서  생태학적 관점이 주요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으면서 도시

계획 및 환경 분야에서의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

생태학적 관점이란 범죄발생의 원인을 기존의 인간 중심의 설명

(Kinds-of-People Explanations)에 집중하여 찾기보다는 장소 중

심의 설명(Kinds-of-Place Explanations)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Stark, 1987).

Guerry(1833)와 Quetelet(1835)은 범죄자 개인의 생물학적 요

인에서 범죄발생요인을 찾았던 관점에서 나아가 거시적 관점에서의 

접근을 시도하였다. 지역의 사회·환경적 요인이 상이할 경우, 범죄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밝혔다. 연구결과, 계절, 기후, 인구, 가

난 등으로 대변되는 사회·환경적 요인이 지역별로 편차를 보이기 

때문에 지역별 범죄율이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Einstadter and Henry, 2006).

Park와 Burgess(1925)는 20세기 초 시카고지역의 급속한 도시

팽창과 맞물려 발생하는 특정지역의 높은 범죄율 등을 설명하기 위

해 생태학적 관점을 적용하였다. 도시화는 상업 지구를 중심으로 5

개의 동심원 형태로 그 영역이 확대되었는데, 중심지인 상업지구와 

인접한 제 2권역(전이지역, Zone of Transition)에서 가장 높은 범

죄가 발생함을 밝혔다. 전이지역은 이질적인 인구구성을 보였으며, 

부족한 자원을 두고 서로가 경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반면 

도심에서 떨어진 교외에는 부유층이 거주하는 분포를 보였다.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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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는 경제적 수준이 비슷하고 유사한 인종이 거주하는 특성을 

보였기 때문에 경쟁보다는 협력과 공생을 추구하여 범죄발생이 감소

한다고 주장하였다.

Shaw와 McCay(1942)는 특정지역의 경제적 빈곤, 높은 주거이동

률, 높은 이혼율, 다양한 인종구성, 높은 인구밀도 등으로 대변할 수 

있는 사회구조적 특성이 거주민들 간의 협력과 소통을 어렵게 하여 

지역사회의 공동체를 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공동체

의식의 저하는 자발적 통제능력을 상실하도록 하여 사회해체 및 높

은 범죄 발생률을 야기한다. 결론적으로, 사회구조적 특성 및 열악한 

생태환경은 지역사회의 공동체 해체 또는 비공식적인 사회 통제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범죄율이 증가한다고 주장하였다.

Einstadter와 Henry(2006)는 범죄를 행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자

연생태계의 맥락으로 접근하는 생태학적 관점을 제시하였다. 자원의 

부족으로, 이를 쟁취하기 위해 경쟁이 심해지고 서로간의 합의되지 

않은 이기적인 방법으로 자원을 확보하려고 하는 과정의 결과가 범

죄행위라고 주장하였다.

생태학적 관점은 20세기 초반에 경제적 수준, 주거의 안정성, 가정

의 해체, 인종의 구성, 인구밀도 등의 사회구조적 특성을 다루었던 

반면, 20세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기존 사회구조적 특성에서 나아가 

도시환경의 디자인, 무질서정도, 상황적 요인 등의 물리적·상황적 

특성 또한 고려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현대 생태학적 관점은 크

게 4가지로 이론으로 발전되어왔다.

(1) Sampson etc al.(1997) 사회해체이론을 발전시킨 집합효율성이론 

(2) Jeffery(1971)의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과 Newman   

      (1972)의 방어공간이론으로 대표되는 환경범죄학

(3) Cohen·Felson(1979)의 일상활동이론, Clarke·Cornish(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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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합리적 선택이론, Brantingham·Brantingham(1993)의 상황이론

(4) Wilson·Kelling(1982)의 무질서를 설명하는 깨진 유리창이론

이상의 4가지 이론은 상이한 매개변수 및 독립변수로 독자적인 모

형을 제시하고 있으나, 공통적으로 범죄율이 차등적으로 분포하는 

구조적인 현상을 야기하는 요인에 집중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거시

적 차원에서의 범죄예방책을 제시하고자 한다(Williams and 

McShane, 2003, 정진성·곽대훈, 2008:253-254).

2.2.2 합리적 선택이론

Cornish와 Clarke의 합리적 선택이론(Rational Choice Theory, 

1986)은 범죄발생여부는 범죄자 개인의 이성적 판단에서 비롯횐다

고 설명한다. 범죄자는 개인특성과 주변의 상황특성을 모두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범죄여부를 결정한다. 예를 들어, 어떤 범죄자가 특정

지역에서 처벌규정이 강한 안전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인지하였을 

때, 범죄행위를 통해 얻게 되는 효용보다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높

아지고, 자신의 체포확률이 얻게 될 효용보다 높다고 판단하면 범죄

를 포기할 수 있다.

그림 2 합리적 선택이론

* 자료: 범죄예방디자인연구정보센터, CPTED 이해, 관련이론의 내용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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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합리적 범죄자 모형8)

2.2.3.1 범죄의 균형량

오설리반(O’Sullivan)의 합리적 범죄자 모형에서는 범죄자의 편

익곡선과 비용곡선을 제시하고 있으며, 두 곡선의 교차점에서 범죄

의 균형량이 결정된다고 설명한다. 합리적 선택이론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범죄자의 관점에서 범죄자는 범죄를 행할 때 드는 비용

과 범죄로부터 얻게 되는 효용 간의 비교를 통하여 범죄의 실행여부

를 결정한다. 범죄를 행할 때 소요되는 최소한의 노력과 범죄로부터 

얻게 되는 효용을 정량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화폐로 대체해 생각해 

보기로 한다.

범죄의 가격이란, 범죄를 통해 취득한 약탁물, 부정이득, 범죄자 개

인의 효용이다. 범죄의 공급곡선은 범죄의 가격과 발생 범죄의 수 

사이의 관계를 설명한다.

(그림3)에서 공급곡선의 수직절편 점m은 범죄로부터 얻게 되는 

부정이득이 m일 때 처음 범죄가 발생함을 의미한다. 점m 보다 낮은 

범위에서는 범죄행위로부터 얻게 되는 효용보다 이를 행하기까지 드

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범죄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공급곡선을 

통해 부정이득이 증가함에 따라, 범죄의 발생량 또한 증가한다. (그

림3)에서 범죄의 부정이득이 670($)이면, 30건의 범죄가 발생할 것

이며, 부정이득이 800($)일 경우, 60건의 범죄가 발생할 것이다.

8) 오설리반(O’Sullivan) 도시경제학, 제 4편 도시범죄, pp.435-472의 내용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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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합리적 범죄자 모형에 따른 범죄의 균형량

공급곡선을 살펴보면, 합리적 범죄자에 관한 모형에서 범죄자가 범

죄의 비용을 계산하는 변수는 다음 네 가지 이다.

1) 체포 및 투옥 확률

2) 투옥의 기간

3) 개인의 소득에 따라 편차가 있는 투옥기간 동안의 기회비용

4)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 범죄에 대한 고뇌비용

잠재적 범죄자의 1)체포 및 투옥확률, 2)투옥의 기간은 동일하다

고 가정한다. 이때, 공급곡선의 수직절편인 점 m은 개인마다 편차가 

있는 3)투옥기간에 대한 기회비용과 4)고뇌비용을 포함한다. 

먼저 공급곡선과 3)투옥기간 동안의 기회비용 간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 다른 3가지 요인을 통제한다. 모든 잠재적 범죄자에게 1)체포 

및 투옥확률, 2)투옥기간, 4)고뇌비용이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면, 투옥기간에 대한 기회비용이 가장 낮은 사람이 범죄를 처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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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지르게 된다. 

다음으로 공급곡선과 4)범죄에 대한 고뇌비용 간의 관계 규명을 

위해 1)체포 및 투옥확률, 2)투옥기간, 3)투옥기간 동안의 기회비용

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범죄에 대한 고뇌비용이 가장 낮은 사람이 

처음 범죄를 행하게 된다.

따라서 합리적 잠재적 범죄자의 공급곡선은 각 범죄자 마다 3)투

옥기간 동안의 기회비용, 4)고뇌비용 측면에서 차이를 보이며, 양

(+)의 기울기를 갖는다. 예를 들어, 점 n에서는 범죄를 행하는 비용

이 670($)보다 작은 사람들에 의해 총 30건의 범죄가 발생한다. 공

급곡선을 따라 상승하는 범죄로 인한 부정이득은 기회비용과 고뇌비

용이 높은 사람 또한 범죄시장에 진입하도록 한다.

한계편익곡선에 대해 살펴보면, 범죄의 한계편익은 범죄행위를 통

해 범죄자가 얻게 되는 부정이득을 의미한다. 범죄를 행하기 어려운 

대상일수록, 부정이득은 감소한다. 따라서 한계편익곡선은 범행대상 

및 부정이득을 얻기까지의 난이도에 따라 음(-)의 기울기를 갖는다. 

한계편익곡선의 수직절편 점b, 1,200($)은 범죄자입장에서 범행을 

저지르기 가장 쉬운 대상으로부터 취할 수 있는 가장 큰 부정이득이

다. 한계편익곡선에 따라 범죄자는 점자 범행을 저지르기 어려운 대

상에게 범죄를 행하며, 점차 적은 부정이득을 취하게 된다.

(그림3)에서 점i 는 범죄시장에서 범죄의 초기 균형량을 의미한다. 

범죄행위를 통한 부정이득(균형가격)은 범죄 1건 당 800($)이며, 

60건의 범죄가 발생한다. 60미만의 발생 범죄에 있어서 범죄자의 

한계편익(부정이득)은 한계비용보다 크기 때문에 범죄자는 범죄를 

행한다. 범죄의 균형량인 60을 초과하면서부터 한계비용이 한계편익

(부정이득)보다 커지게 되며, 이때부터의 범죄행위는 오히려 범죄자

에게 손실이 된다. 때문에 범죄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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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2 공공정책을 통한 처벌의 확실성 증가

사회 전반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총량은 처벌의 확실성을 높임으로

서 조절 할 수 있다. 처벌에 대한 확실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공공은 

보다 많은 예산 및 인력을 투자해야 한다. 투옥 가능성이 높아지면, 

범죄자 입장에서 범죄를 실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증가하게 된

다. 이는 (그림4)와 같이 공급곡선이 (m’-m)만큼 상향이동 하도

록 한다. 공급곡선의 상향이동에 따라 범죄의 균형점은 점f 에서 점i

로 이동한다. 균형점이 좌측으로 이동함에 따라, 범죄발생 수는 s에

서 s’으로 감소한다. 즉, 잠재적 범죄자는 범죄 실행에 대한 높은 

비용에 반응하여 범죄를 덜 행한다.

처벌에 대한 확실성을 높여 범죄감소를 야기하는 것은 선행 연구

에서 밝혀진 바 있다. 범죄의 투옥확률에 대한 추정 탄력성은 –0.30

으로, 투옥확률을 10% 높이면 약 3%의 범죄가 감소한다. 범죄의 

검거율에 대한 탄력성 또한 –0.30이며, 경찰관 수에 대한 탄력성은 

–0.40와 –0.50 사이 값을 갖는다. 

그림 4 공공정책 시행 시, 합리적 범죄자의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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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일상활동이론

Cohen과 Felson의 일상활동이론(Routine Activity Theory, 

1979)9)은 다음 3가지 조건인 범죄자(motivated offender), 목표물

의 매력도(target attractiveness), 관리자의 부재(the absence of 

capable guardianship)와 범죄자 개인의 생활패턴이 맞물려 범죄가 

발생한다고 본다. 때문에 잠재적 범죄자의 생활반경 및 패턴이 범죄

가 발생하는 공간 및 시간으로 연계된다(임하늘, 2016).

또한, Cohen(1981)은 일상활동이론에서  범죄발생을 유도하는 5

가지 위험요소로 노출, 보호능력, 잠재적 범죄자와의 근접성, 잠재적 

범행대상의 매력도, 특정범죄의 특성을 언급하였다. 5가지 위험요소

는 범죄자의 생활반경 및 유형과 밀접한 관계를 보인다. 일상활동이

론에 의하면 범죄에 대한 노출빈도가 높을수록, 보호능력이 낮을수

록, 잠재적 범죄자와 근접해 있을수록, 범행대상으로서 매력도가 높

을수록, 특정범죄의 특성에 따라 범죄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

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임하늘, 2016).

그림 5 일상활동이론의 범죄발생 구조

* 자료: 범죄예방디자인연구정보센터, CPTED 이해, 관련이론의 내용 재구성

9) 범죄예방디자인연구정보센터(CPTED Research Information Center), CPTED의 
이해, 관련이론의 내용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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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범죄전이 및 범죄통제 이익의 확산효과

최근 범죄예방 정책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전이현상 

또는 이익의 확산효과를 고려하여 정책을 평가를 해야 한다는 주장

이 제기되고 있다(Weisburd and Green, 1995:358). 특정지역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자 경찰을 집중배치하거나, CCTV를 집중적으

로 설치하는 등의 안전정책을 도입하였다면 해당지역의 범죄발생은 

감소할 것 이다. 하지만, 안전정책을 도입한 지역에서 감소한 범죄는 

실제 감소한 것이 아니고 인근지역으로 옮겨가 인근지역에서 발생한

다는 주장이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을 풍선효과(Balloon Effect) 또

는 범죄전이효과(Crime Displacement Effects)라 한다.

범죄예방을 위한 안전정책은 범죄전이효과를 보이기도 하지만 그 

반대의 효과를 야기하기도 한다. 안전정책을 시행한 해당지역에서 

범죄감소가 나타남은 물론 인근지역까지도 범죄예방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범죄통제 이익의 확산효과(Diffusion 

Effects of Crime Control Benefits)라고 한다.

안전정책의 실질적 평가를 위해서는 안전정책이 정책도입 지역의 

범죄발생에 주는 영향 뿐 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범죄발생 증감에

는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2.3.1 범죄전이 효과

2.3.1.1 범죄전이의 개념

전이(Displacement)란 용어는 레페토(T.A.Reppetto, 1976)의 논

문“Crime Prevention and the Displacement Phenomenon”에서 

소개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언급한 전이는 단순한 현상을 규명하

기 위한 용어였을 뿐이며, 그 개념이 학문적으로 정의되지 않았다.

이후 범죄의 전이에 대하여 랩(Steven P. Lab)은‘개인적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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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범죄예방활동에 따라 범죄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정

의하였다(Lab, 1997:73). 이때 범죄의 전이는 다음 세 가지 가설을 

바탕으로 한다(Lab, 1997:74-75).

첫째, 범죄의 총량 및 종류는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범죄예방활동으

로서 범죄를 완전히 제거 할 수 없다. 하지만 첫 번째 가설은 우발

적으로 범죄를 행하는 범죄자, 합리적 의사결정을 전제로 범죄를 저

지르는 범죄자에게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둘째, 범죄자는 이동가능한 주체이다. 즉, 범죄의 전이는 단순한 부

분적 이동이 아닌, 각 범죄자가 이동 가능한 반경에 따라 그 정도가 

달라진다.

셋째, 잠재적 범죄자는 범행에 대한 의지, 판단능력을 갖는다. 이는 

합리적 선택이론(Rational Choice Theory)으로 보다 쉽게 설명할 

수 있다. 잠재적 범죄자는 물리적·사회적·환경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에 반응하여 합리적 의사결정을 내리며, 범행여부를 결정한다. 

때문에 다양한 요인의 변화는 범죄의 전이를 유도 할 수 있다.

2.3.1.2 범죄전이의 유형

레페토(T.A.Reppetto, 1976)는 범죄의 전이는 ‘범죄 예방활동으

로 장소, 시간 또는 범죄유형 등이 다른 형태로 변경되는 것’ 이라

고 정의하였다(Weisburd etc. al. 2006:553). 범죄전이의 유형은 

다음 6가지와 같다(Lab, 1997:7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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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이의 유형 의      미

1
지역적 전이
(territorial

displacement)
특정지역에서 인근의 다른 지역으로 범죄 이동

2
시기적 전이

(temporal
displacement)

범행을 시도하는 시점을 다른 시기로 변경

3
전술적 전이

(tactical
displacement)

동일범행을 행하기 위한 범행 수단(방법) 변경

4
범행대상 전이

(target
displacement)

동일지역 내에서 범행대상을 변경

5
기능적 전이
(functional

displacement)
특정 범죄유형을 포기, 다른 유형의 범죄를 행함

6
범죄자 전이

(perpetrator
displacement)

어떤 범죄자를 구속하면 또 다른 범죄자가 범죄

를 행하듯이 범죄자만 대체됨

* 자료: 이윤호·김연수, 2009,「韓國公安行政學會報」, 35:255 내용 재구성  

표 4 범죄전이의 유형

2.3.2 범죄통제 이익의 확산효과

2.3.2.1 범죄통제 이익확산의 개념

범죄발생에 대한 예방책을 시행하였을 경우, 범죄전이효과와 반대

로 범죄통제 이익의 확산효과(Diffusion Effects of Crime Control 

Benefits)가 발생 할 수 있다. 클라크(Ronald V.Clarke)와 와이즈

버드(D.Weisburd)는 이익의 확산에 대해 ‘대상이 되는 장소, 개

인, 범죄, 시간대 등을 넘어서 긍정적인 영향이 퍼지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Clarke·Weisburd, 1994:169). 범죄전이 효과는 범죄

발생 예방책을 시행한 대상에서 범죄감소효과가 다른 방식으로 재발

생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반면, 범죄통제 이익의 확산효과는 예방책

의 대상을 비롯한 다른 대상에게도 범죄감소효과가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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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2 범죄통제 이익의 확산효과의 유형

클라크(Ronald V.Clarke)와 와이즈버드(D.Weisburd)는 범죄통제 

이익의 확산효과를 다음 2가지로 구분하였다(Clarke&Weisburd, 

1994:169).

확산효과의 유형 의      미

1
억제효과

(deterrence 
effect)

범죄예방활동이 약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잠재
적 범죄자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상황적 두려움을 느껴 범행을 저지르지 않음

2
단념효과

(discouragem
ent effect)

범죄에 가장 취약한 대상을 중심으로 안전정책을 
시행하면 범행억제효과가 다른 대상에게도 미침

* 자료: 김연수, 2008, 「한국민간경비학회보」, 11:219-220의 내용 재구성  

표 5 범죄통제 이익의 확산효과의 유형

2.4 범죄발생에 관한 선행연구

2.4.1 범죄발생 영향요인 관한 선행연구

범죄발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선행연구는 주로 5

대 범죄 또는 5대 범죄(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의 각 유형별 

범죄발생건수를 종속변수로 하고 있다. 

이성우·조중구(2006)는 서울시 31개 경찰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재산세, 풍속업소수, 유동인구, 인구밀도 등의 사회경제적 변인과 개

발제한구역, 주거지연상면적, 숙박 및 유흥업소 면적 등의 도시계획

적 변인을 고려한 공간계량 모형을 제시하였다. 총 범죄와 5대 범죄

에 대하여 공간 종속성과 공간적 이질성이 존재하여 공간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도시계획변인을 제외할 경우, 사회경제적 변

인 중 유흥업소수와 유동인구수가 5대 범죄에 양(+)의 값으로 유의

미한 변수로 나타났다.10) 사회경제적 변인보다 높은 관련성을 보인 



- 24 -

도시계획변인인 개발제한구역, 주거지연상면적은 음(-)의 값으로, 

숙박 및 유흥업소 면적은 양(+)의 값으로 유의미하게 분석되었

다.11)

정경석 외(2009)는 마산시 26개 행정동을 대상으로 5대 범죄와 

각 5대 범죄의 발생율에 대한 공간회귀모형을 구축하였다. 재산세, 

생활보호대생자비율, 노령자인구비율, 숙박음식업소수, 도소매업소수, 

인구밀도 등 사회구조적·물리적 변인들을 모형에 반영하였다. 분석

결과, 노령자인구비율, 재산세, 숙박음식업소수, 도소매업소수가 5대 

범죄와 절도범죄의 발생률에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진성·황의갑(2010)은 전국 241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살인율에 

대한 공간 회귀모형을 구축하였다. 고려한 독립변수로는 경제적 불

이익을 대변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주거불안정을 대변하는 세입

자 비율, 인종적 이질성을 대변하는 외국인 비율, 가정해체를 대변하

는 세대당 인구수, 1km²당 거주하는 인구수, 토지이용에 관하여서

는 숙박·음식업 비율 등의 생태학적 요인이 있다. 연구결과, 기초생

활수급자 비율과 기타 거처비율이 양(+)의 값으로 유의미하게 나타

났다.

오미진(2011)은 서울시 31개 경찰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5대범죄

와 각 5대범죄 유형별 분석모형을 제시하였다. 지하철 유동인구수, 

기초생활수급자수, 재산세 등의 사회구조적 변인과 유흥업소수, 주차

장 수, 공원밀도, 주거대비 공업시설 면적, 주거대비 상업시설 면적 

10) 유동인구수의 약 1%의 증가는 SAR모형과 SEM모형에서 약 29%, 33%의 5대 범
죄를 증가하는 요인으로, 유흥업소의 경우 약 1%의 증가는 약 16~20%의 5대 범죄 
증가를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남. 

11) 개발제한구역 면적 약 1% 증가 시, 총 범죄는 약 1.1%의 감소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주택 연상면적이 약 1% 증가 시, 총 범죄는 약 36%의 감소효과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 숙박 및 유흥업소 면적이 약 1% 증가 시, 총 범죄는 약 
2.5%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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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물리적 변인을 고려하였다. 유동인구수가 범죄발생에 가장 큰 영

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인구밀도는 5대 범죄와 강도, 절도, 

폭력범죄에 양(+)의 영향을, 재산세는 5대 범죄와 절도, 폭력범죄에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중·이성우(2011)는 수도권 63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5대 범

죄에 대한 공간회귀모형을 구축하였다. 이혼건수, 청소년인구비율, 

기초생활수급자수, 주거안정성, 1인당 지방세, 경찰 수 등 사회경제

적 변인과 주거지집중도, 토지이용 혼합도, 방범시설 집중도, 공간적 

접근도 등 공간계획적 변인을 반영하는 공간회귀모형을 구축하였다. 

분석결과, 상주인구, 1인당 지방세, 경찰 수가 5대 범죄 발생률에 양

(+)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간계획적 변인은 사회경제적 

변인에 비하여 5대 범죄에 미치는 영향력이 대체로 크게 나타났다. 

공간적 접근도, 토지이용 혼합도, 주거지 접근도가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결과를 보였다.12)

이혜인·김경민(2013)은 서울·인천·경기 지역의 62개 시·군·

구를 대상으로 5대 범죄의 공간적 분포특성을 규명하였다. 2005

년~2011년 7년간의 자료를 바탕으로 공간자기상관성분석을 시행한 

결과, 각각의 모든 5대 범죄유형에서 공간자기상관성이 존재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남양주시, 일산 덕양구, 과천시가 모든 5대 

범죄 유형별 발생률이 낮았으며, 높은 범죄발생률을 보이는 지역은 

서울시 내 일부지역에 한정되어 나타났다. 서울지역의 동, 서를 잇는 

축을 중심으로 살인, 폭행범죄가 높은 발생률을 보였으며, 강간·추

행은 서울지역 전반에서 높은 발생률을 보였다.

12) 공간적 접근도, 토지용도 혼합도, 주거지 집중도 순으로 5대 범죄에 미치는 영향력
이 큰 것으로 나타남. 주거지 집중도와 공간적 접근도가 약 1% 증가하면, 각 약 
31%, 약 126% 만큼의 5대 범죄 감소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됨. 반면 토지용도 혼
합도는 약 1%증가 시 약 42%의 5대 범죄 증가효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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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유상균(2014)은 청주시 구를 대상으로 5대 범죄에 대한 

음이항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여성인구 비율, 행정구역 면적, 청소

년 인구비율, 외국인 가구 비율 등의 인구·사회학 변인과 최인접 

경찰서거리, 고정식 무인 CCTV수로 대변되는 범죄대응 특성, 유흥

주점 수, 편의점 수로 대변되는 야간통행 유발특성을 분석에 반영하

였다. 여성인구비율, 최인접 경찰서까지의 거리, 무인 CCTV수, 편의

점 수는 5대범죄에 양(+)의 영향을, 행정구역 면적은 음(-)의 영향

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효진(2015)은 부산시 16개 군·구를 대상으로 2005년~2012

년 8년간의 패널데이터를 바탕으로 일원오차성분 모형(One-Way 

Error Component Regression Model)의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을 구축하였다. 분석결과, 지역별 범죄13)발생을 증가

시키는 변수는 65세이상 인구수, 이혼 수, 자동차 등록 수, 유흥주점 

수, 단독주택 수, 다가구주택 수, 연립주택 수, 주거지역 면적, 녹지

지역 면적으로 나타났다. 반면 범죄발생을 감소시키는 영향요인은 

CCTV수, 어린이 수, 외국인 수, 다세대주택 수, 공업지역 면적으로 

나타났다.

2.4.2 일상활동이론에 관한 선행연구

범죄가 발생하는 지역적 범위는 범죄자의 생활반경과 밀접한 관련

이 있다.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지역적·공간적 특성에 대해 연구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박준휘 외2, 2015).

미국에서의 강간 발생률이 높은 지역은 다양한 인종이 거주하고, 

유동인구가 많고, 다세대 임대 주거지의 밀도가 높다는 특징이 있다. 

이와 같은 지역은 대도시에 위치한 경우가 많고, 실직률이 높고, 낮

13) 형량에 따라 절도, 살인, 강도, 방화, 강간, 폭력범죄를 중범죄와 경범죄로 나누어 
분석에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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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수입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Miethe & McCorkle, 1998). 또한 

성폭력의 피해자는 주로 자신의 거주지 근처나 가해자의 거주지 인

근에서 범행을 당한다. 이는 Warr(1988)의 연구에서도 증명되었는

데, 범행 경험이 많은 강간범은 길거리 보다 범행대상의 거주지 내

에서의 범행을 선호한다. 거주지 내부는 상대적으로 감시나 방해정

도가 약하기 때문이다. Felson(1998)는 미국 내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에 비해 낮은 도시에서의 강간비율이 더 높다는 사실에 대하여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일수록 감시의 역할을 하는 주체들의 이목이 

덜하기 때문이라고 추론하고 있다.

Hazelwood와 Warren(1995)는 최소 10건 이상의 범죄이력이 있

는 41명의 연쇄성범죄자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성범죄가 발생하는 

지리적 공간특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분석대상인 41명의 

강간범의 피해자는 총 837명으로 강간범 1인당 평균 20.4명에게 범

행을 저지른 이력이 있다. 피해자 중 84%인 대다수가 낯선 사람이

었으며, 약 50%는 자신의 집에서 혼자 있을 때 범행을 당했다. 통

상적으로 강간범죄가 실외에서 발생한다고 인식되어 왔으나, 거리 

및 골목길(6%), 주차장 및 고속도로(6%)에서의 발생률은 다소 낮

았다. 결론적으로 약 50~60%의 강간범죄가 거주지 내부에서 발생

함을 도출하였다.

Canter와 Larkin(1993)은 강간범죄자를 약탈자와 통근자로 구분

하였다. 약탈자는 범죄자 자신의 거주지 주변에서 범죄를 행하며, 통

근자는 자신의 거주지 및 근거지 이외의 장소에서 범죄를 저지른다. 

특정 범죄자가 범죄를 한번 저지르고, 또 다른 범죄를 위해 이동한 

거리는 약탈자의 경우 약 1.2km, 통근자의 경우 약 4km 이었다. 인

종별로 분류하면 백인의 경우 약 4.3km, 다른 인종은 약 2km 이며,  

연령별 분류 시 고령범죄자는 약 4.2km, 젊은 범죄자는 약 1km 이

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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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ston(1994)는 성범죄자가 Canter(1993)가 설명한 약탈자와 통

근자로 구분되는 것이 부적절함을 지적하며, 차량의 곡선거리를 기

준으로 연쇄성범죄자의 이동거리를 분석하였다. 약 94%의 범죄자가 

범죄자 개인의 활동공간에서 2.5km이내에서 범행을 행하였으며, 그 

중 대부분의 범죄자가 0.3km 이내에 머문다는 사실을 밝혔다. 활동

영역은 범죄자의 과거 또는 현재의 거주지, 이전 또는 현 직장위치, 

범행의 조력자·친구·가족구성원의 거주지와 같은 활동 중심점을 

연결함으로써 정해진다. 각 활동중심지를 중심점으로 고려하였을 때, 

약 72%의 범죄자가 중심지를 중점으로 하여 약 5km의 반경 이내

에서, 거의 대부분은 2km 이내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김지영, 정선희(2011)는 국내 54명의 연쇄성범죄자의 254건의 범

행수법, 범행을 저지른 공간의 지리적 특성, 범행을 위해 이동한 거

리를 연구하였다. 약 60%이상의 성범죄가 주택밀집지역인 주거지역

에서 발생하였으며, 유흥주점 및 상가 밀집지역인 상업지역에서의 

발생률은 약 22%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한, 연쇄성범죄의 약 

70% 이상이 가해자의 거주지 및 직장부근과 같이 가해자에게 익숙

한 장소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처음 방문하는 익숙하

지 않은 장소에서의 발생률은 약 25%로 나타났다. 성범죄자가 거주

지를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한 경우가 절반정도로 나타났다. 이

는 해외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끝으로, 연쇄성범죄자가 범행을 

위해 이동한 거리를 분석한 결과, 전체 성범죄 중 약 30%의 성범죄

자가 자신이 거주하는 거주 동·리에서 발생하였다. 성범죄자가 거

주하는 동·리를 중심으로 범행을 위해 연쇄성범죄자가 이동한 평균

거리의 경우, 동일 해정구역 내에서 3건 이상의 성범죄를 저질렀으

며, 약 45%의 범죄자가 3km 미만을 이동하였다. 또한 직장 및 친

분 있는 대상의 거주지 등을 포함하는 성범죄자의 일상 활동 지역을 

범행가능 영역으로 본다면, 약 70%의 성범죄가 범죄자의 직장, 이

전 주거지, 현 거주지 주변 등 익숙한 장소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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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혔다. 

일상활동이론에 근거한 성범죄자의 행동반경에 대한 선행연구를 

종합한 결과, 잠정적 범죄자는 자신 혹은 친인척의 거주지, 직장 자

신이 익숙한 생활반경 내에서 범죄를 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Alston(1994)는 차량 이동거리를 기준으로 범죄자의 행동반경을 

분석한 결과, 약 94%가 개인의 활동공간을 중심으로 2.5km이내에

서 범죄를 행함을 밝혔다. 또한 김지영, 정선희(2011)는 약 45%의 

범죄자가 자신의 거주지가 위치하는 동·리를 범죄의 대상지로 간주

할 경우 3km 미만의 활동영역을 보임을 도출하였다. 두 선행연구에 

따라 범죄자 개인의 거주지를 중심으로 하였을 때 잠재적 범죄가능 

지역은 약 2.5~3km이다. 

 일상활동이론에 근거한 범죄자의 행동반경은 Alston(1994)의 연

구에서는 약 72%의 범죄자가 약 5km의 행동반경을 보였다. 또한, 

김지영, 정선희(2011)의 연구에서도 약 70%의 범죄자가 일상 활동 

지역 범행가능 지역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으로 보아 약 70%를 차지

하는 대부분의 범죄자들이 일상활동 범위를 범죄가능 지역으로 간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5 범죄전이 및 안전정책평가 관한 선행연구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안전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평가하기 위

해서는 범죄의 전이를 고려해야 한다. 범죄의 전이에 대한 선행연구

는 대부분 범죄전이지수(WDQ: Weight Displacement Quotien

t)14)를 통하여 범죄전이 및 이익의 확산효과를 분석하였다. 

14) Kate J. Bowers와 Shane D. Johnson(2003)이 제시한 범죄전이지수(WDQ)는 
시계열분석(Time-Series Analysis)과 지리학적 분석(Geographical Analysis)이 
통합된 형태의 분석기법으로, 범죄예방활동에 대한 지리적 범죄전이효과와 범죄통제
이익의 확산효과를 측정하는 유용한 지표임(김연수, 2008:22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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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수(2008)는 2002년 이후 서울시 강남구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었던 방범용 CCTV의 정책효과를 범죄전이지수(WDQ)를 통

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완충지역으로 설정한 지역 중 범죄통제

효과를 보이는 곳도 있었으며, 범죄전이현상이 나타난 지역도 있었

다.

박현호·황연선(2011)은 경기도 광명시 내 CCTV 설치지역을 대

상으로 범죄전이지수(WDQ)를 산출하였다. 분석결과, 강·절도 범죄

에 대한 범죄전이효과는 미미하고 오히려 주변지역의 범죄 또한 감

소하는 범죄통제 이익의 확산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폭

력범죄에 대해서는 CCTV 방범전략의 효과가 미약한 것으로 도출되

었다.

조일형(2011)은 서울시를 대상으로 성범죄예방정책의 효과를 검

증하였다. 첫 번째로 간이시계열 분석을 통해 전자감시제도의 효과

를 규명한 결과, 성범죄 발생을 영구적·단계적으로 어느 정도 감소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2005년~2009년까지의 패널데이

터를 바탕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경찰활동·민간 활동·지역 환

경 개선활동이 성범죄예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경찰인력, 순찰차수는 성범죄발생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

으며, 민간 활동의 대리변수인 자율방범대 수 또한 성범죄발생을 감

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환경 특성 변수 중 CCTV, 보안등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나, CCTV만 성범죄를 감소시키는 

변수로 나타났다. 통제변수 중 유흥업소수, 평균 가구 소득 변수가 

매우 높은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서울

시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AHP 설문 및 인터뷰조사를 실시하여 성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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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일형(2014)은 현 시행되고 있는 성범죄 예방정책의 정책효과를 

분석하였다.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신상정보공개제도, 전자감시제도, 

화학적 거세제도와 지역단위 대상인 범죄예방환경설계를 분석하였

다. 전국단위 정책의 효과분석을 위하여 패널교정표준오차(PCSE)

를, 지역단위 정책의 효과분석을 위하여 범죄전이지수(WDQ)를 활

용하였다. 분석결과 범죄예방환경설계, 전자감시제도, 화학적 거세제

도는 정책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상정보공제도는 정책효

과가 다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영선(2012)은 3,102명의 소년범을 대상으로 마코프 분석

(Markov Analysis)15)을 시행하였다. 범죄전이에 대한 분석결과, 

절도범죄자만 범죄에 대한 전문성을 보였으며, 절도범죄자가 다시 

절도범죄를 범할 전이확률은 52.8%, 흉악범죄와 폭력범죄, 기타범죄

는 모두 20% 이하였다. 또한, 흉악범죄 및 교통법규위반자가 지속

적으로 범죄를 범할 가능성이 폭력, 절도, 풍속, 과실 범죄자에 비하

여 높았다. 종합적으로, 절도범죄자는 다시 절도를 범할 가능성이 높

으나 반대로 절도범죄를 중단할 가능성도 크다. 흉악범죄자는 다종

범죄자로 다양한 범죄를 행하며 범죄를 중단할 가능성은 낮다는 결

론을 도출하였다.

15) 마코프 분석(Markov Analysis)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대상의 상태가 확률적으로 
변화하는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해 파악하는 기법임. 임의의 범죄자가 다음번에 특정범
죄를 행할 확률은 그 범죄자의 현재 범죄 확률에 따라 결정됨(한영선, 2012: 
259~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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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소결 및 연구의 차별성

앞서 범죄발생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연구의 주요목적을 

바탕으로 3가지 유형화가 가능하다. 범죄발생에 대한 영향요인을 규

명한 연구, 범죄자의 행동반경을 탐구한 연구, 안전정책의 정책효과

를 범죄전이여부를 통해 평가한 연구이다. 

범죄발생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5대 범

죄 및 5대 범죄의 유형별 범죄를 종속변수로 선정하였다. 또한 재산

세, 유동인구, 인구밀도, 기초생활수급자 수, 노인 및 청소년 인구비

율 등의 사회경제적 변수와 숙박 및 유흥업소 면적, 주거대비 상업

시설 면적, 토지이용 혼합도 등 도시계획적 특성변수가 범죄발생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밝혔다. 

일상활동이론을 근거로 하는 선행연구는 성범죄자의 주요 활동 시

간 및 행동반경을 분석하여 인종, 연령, 범죄발생 지역 등을 유형화

하였다.

마지막으로, 범죄전이 및 범죄통제 이익의 확산효과로서 안전정책

을 평가한 선행연구는 주로 범죄전이지수(WDQ)를 통하여 CCTV정

책의 범죄전이 또는 범죄통제 이익의 확산효과의 여부를 평가하였

다. 또한 신상정보공개제도, 전자감시제도 등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정책을 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앞서 분석한 선행연구의 목적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범

죄발생의 영향요인을 분석함과 동시에 범죄전이 여부를 고려하여 여

성안심지킴이 집 안전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고자 한다. 범죄발생의 

영향요인과 주변지역으로의 범죄전이 여부를 동시에 고려하여 정책

효과를 진단한 연구는 현재 부족한 실정이다. 선행연구에서 고려한 

사회경제학적 변수, 여성안심지킴이 집 정책관련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정책시행지역과 시행지역의 인접지역의 성범죄발생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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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절반이상이 발생하는 수도권 지역을 대

상으로 안전정책의 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향후 안전정책의 방향 설

정 및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범죄로부터 안

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공공의 역할로 간주되어 왔으나, 본 

연구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여성안심지킴이 집’정책은 민간과 공

공이 함께 보다 촘촘한 도시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함이라는 점에 정

책의 의의가 있다. 때문에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첫 사례인 

해당 안전정책을 정책 시행지역과 인접지역 모두를 고려하여 분석하

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차별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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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수도권 범죄 발생현황 및 여성안전정책

3.1 수도권 범죄 발생현황

대검찰청의 2015범죄분석에 따르면, 교통범죄를 제외한 국내 전체

범죄16) 발생비는 2005년 인구 10만 명당 2,326.7건에서 지속적으

로 증가하여 2009년 2,934.7건으로 최고치를 보이고 있다. 이후 

2010년에 감소하였으나, 다시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다.

년 도 발생건수(건)
인구 10만명당

발생비
2005년 대비

증가율(%)

2005 1,135,024 2,326.7 -

2006 1,177,954 2,404.4 3.34

2007 1,206,355 2,448.5 5.23

2008 1,331,112 2,686.9 15.48

2009 1,460,712 2,934.7 26.13

2010 1,279,510 2,532.9 8.86

2011 1,363,691 2,687.9 15.52

2012 1,390,209 2,728.7 17.28

2013 1,421,991 2,780.5 19.50

2014 1,359,632 2,648.9 13.85

* 자료: 2015 범죄분석, 대검찰청, p.4의 내용 재구성 

표 6. 전체범죄 발생건수 및 발생비(2005년~2014년)

국내에서는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범죄를 5대 범죄라고 정의

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특히 5대 범죄로 정의되는 범죄유

형은 범죄발생시, 피해자를 비롯한 사회전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력이 타 범죄에 비하여 크다. 형법범죄의 분류체계에 따르면, 살인, 

강도, 강간은 강력범죄(흉악), 절도는 재산범죄, 폭력은 강력범죄(폭

16) 전체범죄란 교통범죄를 제외한 형법범죄, 특별법범죄를 모두 포함한 범죄유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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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에 속한다. 경찰청 내부 자료인 2013년~2015년 5대 범죄 발생

건수에 따르면 전국대비 수도권 내 5대 범죄 발생건수는 2013년 

52.12%, 2014년 53.56%, 2015년 49.86%로 3개년 평균 약 

51.85%이다.  통계청의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하면 국내 인

구의 약 50% 또한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으며, 5대 범죄의 절반이상

이 수도권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도시민들의 안전한 생활

환경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단위: 건, %)

년 도 지  역 5대범죄 발생건수 전국대비 5대범죄 
발생률

2013

전  국 556,610 -

서  울 132,962 23.89

인  천 28,878 5.19

경기도 128,257 23.04

수도권 290,097 52.12

2014

전  국 532,858 -

서  울 130,674 24.52

인  천 27,855 5.23

경기도 126,885 23.81

수도권 285,414 53.56

2015

전  국 574,093 -

서  울 126,410 22.02

인  천 30,726 5.35

경기도 129,129 22.49

수도권 286,265 49.86

* 5대 범죄: 살인, 강도, 폭력, 폭행, 성폭력(강간·강제추행) 
* 자료: 관할경찰청 내부자료

표 7 수도권 5대 범죄 발생건수 및 전국 대비 발생률(2013~2015년)

본 연구에서 범죄의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의 경우, 수도권 내 

발생건수는 2013년 42.69%, 2014년 37.48%, 2015년 54.58%로, 

3개년 평균 약 44.58%의 성폭력 범죄가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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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건, %)

년 도 지  역
성폭력 범죄 

발생건수
전국대비

성폭력 범죄 발생률

2013

전  국 26,919 -

서  울 5,388 20.02

인  천 1,278 4.75

경기도 4,825 17.92

수도권 11,491 42.69

2014

전  국 29,863 -

서  울 5,462 18.29

인  천 1,205 4.04

경기도 4,526 15.16

수도권 11,193 37.48

2015

전  국 21,352 -

서  울 5,458 25.56

인  천 1,297 6.07

경기도 4,899 22.94

수도권 11,654 54.58

* 자료: 관할경찰청 내부자료

표 8 수도권 성폭력 범죄 발생건수 및 전국 대비 발생률(2013~2015년)

그림 6 전국·수도권 성폭력범죄 발생건수(2013~15년)

* 자료: 관할경찰청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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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내 성폭력 범죄발생은 2013년 26,919건, 2014년 29,863

건, 2015년 21,352건으로 2015년도에 감소추세를 보이는 반면, 수

도권 내 성폭력범죄 발생건수는 2013년 11,491건, 2014년 11,193

건, 2015년 11,654건으로 3개년 동안의 성폭력 발생건수에 큰 차

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안전정책의 동향을 살펴보고, 안전

정책의 효과를 검증하는 것은 향후 수도권 내 범죄예방 대책을 수립

함에 있어 보다 유의미한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3.2 수도권 여성안전정책

최근 1인 가구 중에서도 20~30대 여성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

다. 이와 같은 사회현상은 거주형태 중 여성전용고시원, 여성전용오

피스텔과 같은 유형이 존재하는 것으로 대변된다.

범죄자들은 홀로 생활하는 20~30대 여성을 범행의 대상으로 노리

고 있으며, 실제 피해사례 또한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지자

체별로 각 지역의 범죄발행 현황 및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여성안

전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 지역에서 현재 시

행 중인 여성안전정책은 대상 및 범주가 다양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민·관의 협력체계를 통해 범죄에 노출된 여성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안전정책을 중점으로 다루고자 한다. 

3.2.1 서울시 여성안전정책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1년도 전국 평균 성폭력 발생건수는 

10만 명당 43.4건인 반면 서울시는 10만 명당 61.4건으로 서울은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성폭력 발생률을 보였다. 또한 서울에서 거주

하는 여성이 도시생활에서 체감하는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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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로, 남성보다 2배 많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서울시 정책자료집, 2012).

서울시는 20~30대 여성을 비롯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발생

이 급증함에 따라, 대응책으로 여성안전대책 2013 ‘여성안심특별

시’ 추진계획을 진행 중이다. 추진목적은 민·관의 협력을 통해 도

시전반에 여성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5개 분야와 19

개 사업을 선정하여 현 2017년 까지 단계적으로 추진계획을 실행 

중이다(서울시 정책자료집, 2012).

분  야 사  업  명

1 환경안전망

1 도시전체 범죄예방환경(CPTED) 확대

2 혼자 사는 여성을 위한 홈 방범 서비스

3 여성 안심 택배함 설치

4 골목길, 공원, 주차장 조명개선

2 사람안전망

5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6 서울시 마을 파수관(배달원)

7 민·관 공동으로 여성안전마을사업 추진

8 안전마을의 거점, 안전지킴이 집 운영

3 교통안전망

9 지하철 성폭력 추방

10 여성 안심택시 서비스

11 안전귀가 버스운영

4
예방중심 

안전대책

12 여성폭력제로 아카데미

13 여성폭력 추방 캠페인

14 여성안전체험관 운영

5

신고부터 

보호까지 

원스톱 

서비스

15 24시간 신고, 위기 대응체제 구축

16 피해자 보호 및 자립지원

17 가정상담 멘토단 구성, 운영

18 한부모 가정 상담, 지원 확대

19 가정폭력 전문 강사 양성, 부부교육 확대

* 자료: 서울시 여성안전대책, 2013 ‘여성안심특별시’추진계획, 2013.3. 
여성가족정책실(여성가족정책담당관), pp.11-12의 내용 재구성

표 9 서울시 여성안전종합대책 추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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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정책은 ‘사람안전망’ 구축을 위한 

세부사업 중 ‘민·관 공동으로 여성안전마을 사업 추진’에 속하는 

‘안전마을의 거점, 안전지킴이 집 운영’이다. 

성폭력 비롯한 범죄는 각 유형별로 발생요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해당 요인을 단순하게 규명 짓기 어려운 특성을 지닌다. 때문에 공

공이 주도하는 안전정책에 비하여 공공 및 지자체를 비롯한 경찰, 

기업, 시민 등 다양한 관련주체의 협력이 전재된 안전정책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보다 치밀하고 강도 높은 특별대책을 

추진하고자 2013년 12월 ‘성폭력 추방 공동대책’ 추진계획을 수

립하였다. 추진목표는 성폭력 발생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

책을 마련하는 것이며, 실질적 정책시행을 위해 3개 분야와 26개 세

부사업을 선정하였다(서울시 정책자료집, 2012).

분  야 사  업  명

1

성폭력 
특별관리 

구역 600곳 
선정 

특별관리

1 다세대·다가구 원룸 밀집지역: 208곳
2 공원: 62곳
3 아파트: 24곳
4 골목길: 165곳
5 재개발·재건축 지역: 41곳
6 유흥가: 100곳

2
빅데이터

활용, 맞춤형 
대책마련

7 성범죄집중발생시간 감시, 순찰강화: 22~01시

8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성추행 추방
                        : 07~12시, 20~24시

9 심야시간대 택시안심서비스 개선: 24~04시
10 연령·유형별 맞춤형 교육: 29세 이하 여성

3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감시, 신고, 
보호 체계 

구축

11 시민차량 활용 24시간 감시

12 24시간 편의점, 안심지킴이 집으로 위촉운영

13 마을 파수관(배달원) 활동 본격시작

14 범사회적 성폭력 추방 캠페인 전개

* 자료: 서울시·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 추방 공동대책」 추진계획, 
2013.12. 여성가족정책실(여성가족정책담당관), pp.11-2의 내용 재구성

표 10 서울시 성폭력 추방 공동대책 추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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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기 추진 중에 있는 여성안전종합대책의 5대 분야 중 하

나인‘사람안전망’구축과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이 공동으로 추

진하는 성폭력 추방 사업의 3대 분야 중 하나인 ‘시민이 직접 참여

하는 감시·신고·보호 체계 구축’은 정책시행의 배경 및 목적에서 

유사한 특징을 보인다.

또한‘사람안전망’구축의 세부사업인 ‘민·관 공동으로 여성안

전마을 사업 추진’에 속하는‘안전마을의 거점, 안전지킴이 집 운

영’은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감시·신고·보호 체계 구축’의 세

부사업인‘24시간 편의점을 안전지킴이 집으로 위촉 운영’사업과 

유사한 맥락을 보인다.

3.2.1.1 여성 안전마을

서울시에서는 마을 주민, NGO, 경찰, 담당구청 등 관계자 간의 네

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성폭력·가정폭력과 같은 여성폭력문제를 해

결하고자 ‘여성폭력 없는 안전마을’을 조성 하였다. 여성 안전마

을은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어 범죄 위험지역 모니터링 뿐 만 아니

라 환경개선, 순찰활동 등을 수행하고 공공은 행정·재정적 부문에

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다. 국내 최초로 2013년 14개 자치구에서 

14개 여성 안전마을을 운영하는 것을 기점으로 2014년에는 19개 

자치구에서 16개 마을을 운영하였으며, 2015년에 25개 서울 전체 

자치구로 확대되었다. 2015년 기준으로 각 대상지에 800만원 씩 지

원하여 서울시 25개구에 총 2억 원이 지원된다(조영미 외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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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명 프로그램명 운영내용

1 노원구
여성이 안전하고  
편한 덕릉로길만들기

취약지역 환경개선, 주민순찰,
안심귀가지원

2 양천구 책을 품은마을 책을 통한 안전한 마을길조성

3 마포구
성산2동 주민과 함께 
하는 안전마을만들기

타운 홀미팅, 쏠라표지병 설치, 
주민 마을지킴이 양성 및 
순찰봉사단

4 영등포구
밝은도시, 환한 미소, 
안전한 영등포

여성안심귀갓길선정,조명개선및
표지판부착,민관합동순찰

5 강동구
스스로 만드는 우리 
마을 안전마을

지역안전모니터링, 안심 골목길 
만들기, 안전마을 그림전시회 등

6 성동구
우리 동네
범죄 ZERO!

주민설문조사, 환경개선(형광 
페이스트도포 등),
범죄예방 커뮤니티구축 등

7 강남구
A/SWomen
안전마을

한 부모 모자가정 등 창문 열림 
경보기 설치, 도시가스 배관개선, 
성폭력 예방교육 등

8 구로구
여성안심귀갓길 
Fun하고 Safe한 
골목조성

낡은 골목길 벽화조성,
안심거울 및 비상벨설치,
112 신고안내판 등

9 종로구
범죄제로! 창신 
안전마을 프로젝트

여성안심귀갓길
쏠라로 설치사업,
특수형광물질도포, 주민순찰 등

10 동대문구
청량리! 
더(The)안전한
마을 만들기

담장 벽화사업추진, 안전거울 및 
미러시트 부착, 주민순찰 등

11 관악구
행운동 여성안심 
캠페인 프로젝트

여성안심 컨퍼런스,
안심벽화 제작 등

12 동작구 동네한바퀴
마을 살피미 활동, 마을 
안전지도제작 및 안심거울 길, 
지키자 데이 등

표 11 여성폭력 없는 안전마을 현황(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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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명 프로그램명 운영내용

13 금천구
여성이 안전한
행복로 만들기

위험지역 모니터링, 지민수요조사, 
여성행복로 환경개선, 방문상담 등

14 서대문구
탁 트인
홍반장 만들기

모니터링, 골목환경개선, 미러시트 
부착, 벽화사업, 안전마을 간담 등

15 중구
어디서든 안전한 
촘촘마을 만들기 
시즌2

주민성폭력예방교육, 네트워크구축, 
야간 순찰대 운영

16 광진구 행복동 프로젝트
주민폭력 감수성 향상교육, 
여성폭력 사진전시회, 캠페인 등

17 용산구
안전UP폭력
Goodbye

주민참여 폭력예방교육, 안전 
스티커부착, 캠페인

18 도봉구
폭력 없는 안전한 
신창동 마을 만들기

주민대상 가정폭력예방교육 및 
캠페인, 주민참여 커뮤니티 등

19 강서구
움직이는
안전마을 만들기

안전지킴이교육, 주민참여 
폭력예방캠페인 운영, 마을순찰

20 서초구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행복한 
서초구

여성폭력 제로스쿨,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주민·학생참여 
캠페인

21 중랑구
중랑구 대장장이 
프로젝트

주민참여 젠더스쿨, 지역 센터 
성폭력 예방교실, 마을캠페인

22 은평구
Self-defense
아카데미운영

주민참여 여성폭력제로 아카데미, 
자기방어 훈련강사 양성 및 활동

23 성북구
장위3동자율방범대, 
여성호신술
아카데미 운영

주민참여위험지역 모니터링, 
순찰활동, 주민호신술강사양성

24 송파구
여성아동안전
그린존 운영

위험지역 모니터링,
안전귀갓길 조성, 순찰활동 등

25 강북구
삼양동여성폭력예방
을위한안전한
마을만들기

위험지역모니터링 및 환경개선, 
예방교육, 지역 안전네트워크 
MOU, 지킴이활동

* 자료: 서울시여성정책 담당관 행정자료(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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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2 여성안심지킴이 집

여성안심지킴이 집은 안전마을 내에서 여성들의 임시보호소의 역

할을 하도록 지정된 장소로, 필요할 경우 폭력피해를 입은 여성들이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정되었다. 안심지킴

이 집은 항상 열려있어 언제든지 이용가능하며, 비상벨을 설치하여 

경찰에게 상시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2013년 9월 기준, 여

성 안전마을 내 50개소를 시범운영하기 시작하였다(조영미 외2, 

2015).

서울시는 안전지킴이 집을 안전마을 내 특정장소로 선정하는 것을 

확대하여 2014년 3월부터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을 안전지킴이 

집으로 위촉하였다. 2014년 1월 서울시와 (사)한국편의점산업협회

는 MOU를 체결하여, 협회의 회원사인 CU, GS25, 7 ELEVEN, 

MINISTOP, C-SPACE 5개사의 편의점 중 일부를 ‘여성 안전지

킴이 집’으로 선정하였다. 여성안심지킴이 집은 24시간 동안 

CCTV를 운영하며, 경찰의 신속한 출동을 위한 112 핫라인 신고 시

스템을 구축하였다(조영미 외2, 2015).

피해자가 위급한 상황 시 여성안심지킴이 집으로 선정한 편의점으

로 대피할 경우, 112 핫라인 신고 시스템을 통하여 경찰에게 즉각적 

신고가 가능하다. 안심지킴이 집 내 점주 및 종업원은 계산대에 설

치되어 있는 비상벨을 누르거나, 전화기를 내려놓기만 하면 바로 

112로 연결되는 무 다이얼링 시스템을 통해 경찰에게 신속하게 신

고를 할 수 있다. 또한 시간 및 요일에 따라 종업원이 바뀌고 계산

대에 상주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편의점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점

주 및 종업원의 주머니에 휴대 가능한 무선비상벨을 희망 점포에 지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안심지킴이 집에서 신고를 

하면 112 신고센터를 통해 인근 지구대 및 경찰서 등에서 여성안전

지킴이집 ○○점, 주소, 연락처에 대한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위기상황 시 경찰의 신속한 출동 및 대처가 가능하다(조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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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2, 2015, 여성가족정책실 2016.5.25.보도자료).

여성안심지킴이 집으로 선정된 편의점이 그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

행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해당 자치구는 5개 회원사 편의점의 점주 

및 점장을 대상으로 위기상황 시 대처법, 운영사항 등에 관한 지속

적인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는 (사)현국편의점산업협

회와 안심지킴이 집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자치구, NGO

와 함께 현장 방문 및 평가를 실시하여 지속적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계약직 종업원이 시간대별로 교체되어 근무하

는 편의점의 특성을 감안하여 25개 각 자치구의 구청, 주민 등이 현

장점검에 동참하도록 하여, 참여 주민들에게 안심지킴이 집의 역할

을 알리고 동시에 마을의 감시자 역할을 수행하도록 독려할 계획이

다(여성가족정책실 2016.5.25. 보도자료).

서울시에서는 2014년 3월부터 638개소의 안심지킴이 집을 운영

하기 시작하여 2015년 712개, 2016년 9월 기준 883개로 점차 확

대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 말까지 1000개로 확대할 예정이다.17)

새롭게 지정되는 안심지킴이 집은 여성인구 밀도, 유흥업소 밀도,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과의 거리, 유동인구가 높은 도로와의 거리, 

지난 3년간의 성범죄 발생지 자료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

다. 여성 인구 및 여성 1인 가구와 유흥업소의 밀도가 높고, 기존 

여성안심지킴이 집, 버스정류장·지하철역, 치안시설, 유동인구가 많

은 도로로부터 거리가 멀고, 과거 3년의 성범죄 발생지역과 인접한 

지점을 모두 고려하여 우선관리지역을 선별하고, 그 중 상위 10% 

지역을 선정한다. 우선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상위 10% 지

역 내 안심지킴이 집으로의 운영을 희망하는 편의점이 여성안심지킴

이 집으로 선정된다.18)

17) 각 년도별 안심지킴이 집 수는 동일 년도 내에서도 산출한 시기에 따라 다소 편차
가 있을 수 있음. 2014년, 2015년, 2016년 말 지정 편의점 수는 뉴스 보도자료, 
2016년 9월 기준 지정 편의점 수는 서울시 여성 담당관과의 통화 및 데이터 요청을 
통해 알게 된 정보임.

18) 서울정책지도 서비스 구축사업 완료보고 자료, 서울시에 요청한 내부자료.



- 46 -

서울시 내 안심지킴이 집의 위치는 ‘서울시 정책지도’ 홈페이지

와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스마트 서울 맵’ 에서 확인가능하다. 개

인의 생활반경 내 안심지킴이 집의 위치를 미리 알아두면 만일의 사

고에 대비할 수 있다. 시는 보다 많은 여성들이 위급상황에 노출되

었을 경우 안심지킴이 집을 이용 할 수 있도록 소식지 등에 해당정

책을 소개하는 등 적극적 홍보를 수행할 예정이다(여성가족정책실 

2016.5.25.보도자료).

여성안심지킴이 집의 신고를 통해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

처한 사례는 2014년 81건, 2015년 90건으로 총 171건이다.

2014년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간 72건의 지원 사례가 있다. 

지원 사례를 분석해보면 65.2%(47건)는 낯선 남자나 취객이 쫓아

와 긴급히 대피를 도움, 16.6%(12건)는 만취여성을 성폭력 위험에

서 도움, 5.5%(4건)는 취객 또는 남자친구의 폭행으로부터 도움, 

2.7%(2건)는 가정폭력으로 인한 대피를 도움, 10%(7건)는 기타로 

나타났다(여성가족정책실 2014.12.19. 보도자료).

* 2014.03~2014.11 9개월 간 72건의 지원 사례
* 자료: 여성가족정책실, 2014.12.19. 보도자료 내용 재구성 

A(65.2%)

B(16.6%)

C(05.5%)

D(02.7%)

E(10.0%)

낯선 남자나 취객이 쫓아와 대피 도움

만취여성을 성폭력 위험에서 도움

취객이나 남자친구의 폭행으로부터 도움

가정폭력으로 인한 대피를 도움

기  타

그림 7 유형별 여성안심지킴이 집 지원사례(2014년)

지원 사례가 발생한 시간대는 대부분 23시~02시이다. 위기상황의 

대처를 도운 여성안심지킴이 집의 위치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51.3%(37건)가 20~30대 여성이 취객이나 낯선 남성이 쫓아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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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가, 원룸 밀집지역 주변의 안심지킴이 집으로 대피하였으며, 

26.3%(19건)는 유흥가 주변, 15.2%(11건)는 지하철역 부근, 

7.2%(5건)는 대학교 부근에 위치한 안심지킴이 집에서 신속한 대응

을 도운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정책실 2014.12.19. 보도자료).

* 2014.03~2014.11 9개월 간 72건의 지원 사례
* 자료: 여성가족정책실, 2014.12.19. 보도자료 내용 재구성 

A(51.3%)

B(26.3%)

C(15.2%)

D(07.2%)

주택가, 원룸 밀집지역 주변

유흥가 주변

지하철역 주변

대학교 주변

그림 8 범행발생 지역별 여성안심지킴이 집 지원사례(2014년)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여성안심지킴이 집 정책은 최

근 타 지역으로의 정책의 시행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경기지역 중 

수원은 2015년부터 약 105개의 편의점을 안심지킴이 집으로 선정

하여 정책을 시행 중 이며, 경기도 광주는 2016년부터 정책을 도입

하였다. 또한, 충북지역의 경우 2016년 중순부터 우선적으로 도내 

110개의 편의점을‘반딧불’편의점으로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다.19) 

반딧불편의점은 도내 유흥시설 밀집지역, 대학가 주변, 원룸 밀집지

역, 심야 가로등 미설치 지역, 인적이 드문 지역 등에 위치한 편의점 

중 일부를 선정 대상으로 하였다. 정책의 도입 취지 및 편의점 선정 

기준 등이 서울 및 경기지역에서 확대되고 있는 안심지킴 편의점과 

유사하다고 사료된다. 뉴스에 보도된 시점으로 유추하자면 지역별 

여성안심지킴이 집 정책의 시행은 2016년을 기점으로 경기, 충북 

등 타 시·도에서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 충북경찰청, 여성안전 ‘반딧불’편의점 운영, 브레이크뉴스 충북.
(http://www.cbreaknews.com/sub_read.html?uid=5057&section=sc7&secti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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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인천시 여성안전정책

제 4차 인천여성정책 기본계획(2013년~2017년)의 비전은‘소통

하는 성평등 도시, 시민모두가 행복한 인천’이다. 최근 다양해진 여

성들의 삶의 유형에 대응하여, 궁극적으로 인천 시민 모두의 행복을 

견인하는 것이 정책의 취지이다. 이번 4차 기본계획은 정책과제를 

이행하는 추진체계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이를 통해 성평등 추진체

계를 강화하고, 여성이 경제·사회·정치적으로 권리를 강화하는 것

에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한 3대 핵심 정책목표와 추진전략 및 7개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인천발전연구원, 2012:125~126).

Ⅰ
정책
목표

1 여성의 경제·사회·정치적 권리 강화

2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3 성 인지 정책의 실효성 강화

Ⅱ
추진
전략

1 성평등 추진기반 강화, 성평등 거버넌스 구축·활성화

2 성 평등 문화 확산으로 실질적 성 평등 도시 실현

Ⅲ
추진
과제

1 성평등 추진기반 강화
1 통합적 성인지 정책추진

2 성인지 통계 내실화

2 여성의 경제적 자립 지원
1 취업지원 및 인력개발

2 일가족 양립지원

3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1 돌봄지원·네트워크구축

2 성평등 육아문화

4
여성의 정치·행정·사회
참여확대 및 대표성 강화

1 정치역량·대표성강화

2 사회참여 활성화

5 다양한 가족·가구 지원
1 취약가족 지원 강화

2 1인가구 통합적 지원

6 여성의 권익 증진
1 여성·노인·장애인·

미혼모 지원

2 인권·건강권 보호

7 성평등 문화확산
1 차별없는 사회문화 조성

2 성평등 교육 내실화

*자료: 제 4차 인천여성정책기본계획, 인천발전연구원, 2012, p.127

표 12 제 4차 인천여성정책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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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추진과제 중 ‘다양한 가족·가구 지원’의 소과제인 ‘1인가

구 통합적 지원’은 2가지 중점과제 ‘1인가구에 대한 복지욕구 및 

실태조사’,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보장 지원’로 구성된다. 1인가

구의 증가폭이 두드러지는 현 사회현상에 대응하여 1인가구의 정확

한 실태 및 복지수요를 반영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함이다(인천발전

연구원, 2012:310~312).

특히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보장 지원’ 과제는 여성 1인가구의 

복지수요에 대응하고, 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 및 안전문

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세부 사업내용은 다음

과 같다(인천발전 연구원, 2012:310~312).

번호 사업명 사업내용

1
안전지킴이 
핫라인운영

여성 1인 가구 주거지역 및 지역사회의 안전도모
지역사회 내 사람들 중 ‘안전지킴이’로 선정하
여 위험상황에 처한 여성을 지원하는 서비스제공

2
1인 가구
사회복지

서비스 

여성 1인 가구의 연령·계층별 복지서비스 제공
가사, 보건, 의료, 상담, 법률 등 다차원에서의 
제공(저소득층 150%이하부터 시행)

3
1인 가구 

지역네트워
크 강화

여성 1인 가구의 지역사회 내 교류 증진을 도움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을 시작으로 지역 내 네트
워크를 확대해나가는 방식

*자료: 제 4차 인천여성정책기본계획, 인천발전연구원, 2012, pp.311~2

표 13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보장지원’ 세부사업

3개 과제 중 ‘안전지킴이 핫라인 운영’은 여성 1인가구의 주거

침입 및 밤거리 폭력과 같은 위기상황 속 신속한 지원을 위해 핫라

인설치, 긴급출동, 동행서비스를 지원한다. ‘안전지킴이’로 등록한 

사람은 비상연락망을 통하여 경찰, 병원 등에 연계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추진체계는 주관부서인 여성정책과와 사회복지봉사과, 경

찰청, 건강가정지원 센터 등의 협력기관으로 구성된다(인천발전 연

구원, 2012:311~312).20)

20) 편의점을 ‘안심지킴이 집’으로 지정하여 경찰의 신속한 출동을 지원하는 서울시 
안전정책과 도입의 취지 및 지원방식이 유사함. 인천광역시 여성가족부 담당자와의 
통화로 확인한 결과, 현재 ‘안전지킴이 핫라인 운영’ 정책은 추진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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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경기도 여성안전정책

제 4차 경기도 여성정책기본계획(2014년~2017년)의 비전은 ‘더

불어 성평등 사회를 만들어가는 경기도’ 이다. 여성들의 다양한 요

구사항을 반영하는 동시에 여성과 남성이 함께 성평등 사회를 만들

어간다는 취지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3가지 목표를 설정하였으

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정형옥 외3, 2013:58).

(1)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 여성의 경제적·사회적 참여를 확대하여 성평등한 사회적 기  

       반을 마련함

(2)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

    :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형태의 폭  

       력피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함

(3) 성인지 정책 실효성 제고

    :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여성친화도시 등 관련제도의  

       확대에 따라 성인지적 관점에서 모든 정책이 시행될 수 있   

       도록 함

또한, 정책의 비전 및 목표달성을 위하여 핵심 5대 영역과 14개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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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영역 정 책 과 제

1
여성의 경제적 

자립지원

1 정책대상별 여성경제활동 지원
2 고용주체별 일자리창출 지원
3 여성경제활동 지원 추진체계 강화

2
돌봄의 사회적 

분담 강화

4 보육지원 강화
5 돌봄의 사회적 지원 강화
6 일·가정 양립기반 구축

3
여성에 대한 
폭력근절 및 

인권 강화

7 폭력피해 여성보호 및 지원

8 여성폭력 예방 및 안전사업 확대

4
여성친화적

복지 및 건강 
증진

9 여성친화적 복지 및 가족지원 확대

10 생애주기별 여성건강 지원

5
성평등 문화 
및 정책역량 

강화

11 성평등 문화 확산
12 여성의 대표성 강화
13 여성정책 거버넌스 강화
14 성인지적 정책운영 내실화

* 자료: 제 4차 경기도 여성정책기본계획(2014~2017)수립 연구, 2013,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pp.59-61의 내용 재구성

표 14 제 4차 경기도 여성정책기본계획의 5대 핵심영역 및 정책과제

핵심 5대 정책과제 중 제 3영역에 속하는 ‘여성폭력예방 및 안전

사업 확대’는 여성안전을 위해 물리적 시설을 지원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다 유용하고 실생활 속에서 이용할 수 있는 안전

체계를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다. 여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 및 

정책이 추진 중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여성들이 경기지역 내에

서 체감하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오히려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물리적 차원의 안전정책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의 보호지원 및 

예방교육과 같은 보다 실질적 지원을 제공하는 안전체계의 필요성을 

시사한다(정형옥 외3, 2013: 210). 제 3역역의 5개 소과제와 17개 

세부과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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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소과제 사업명

1

폭력피해

여성 

보호 및 

지원

1

폭력피해 

여성지원 

내실화

1 폭력피해 여성 법률지원 강화

2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 다각화

3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아동
지원사업 확대

4 성매매 피해 여성 지원사업 강화

5 여성장애인 폭력피해 예방·지원

2

폭력피해여

성 지원기관 

운영지원

1 폭력피해 여성 지원기관
종사자 안전보장 및 처우개선

2
폭력피해 여성 지원기관
종사자 보수교육

3
폭력피해 여성 개인정보
보호체계 마련

3

이주여성

폭력예방 및 

인권보호

1
여성결혼이민자의 
폭력예방 및 지원강화

2
국제결혼 중개과정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3
외국인 여성 
성매매피해자 지원 강화

2

여성폭력

예방 및 

안전사업 

확대

1

여성폭력

예방교육 

지원 및

도민의식 

개선

1
성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질적 제고

2
아동·청소년, 학부모
성폭력 예방교육 강화

3 통합적 성인지 인권교육 확대

2

여성이 

안전한

지역환경 

조성

1
안심귀가 지원서비스 등
안전사업 확대

2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활성화 방안 구축 및 지원 강화

3
여성폭력 근절 캠페인
확대 및 지원서비스 홍보 강화

* 자료: 제 4차 경기도 여성정책기본계획(2014~2017)수립 연구, 2013,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p.190의 내용 재구성

표 15 제 4차 경기도 여성정책기본계획 제 3영역 소과제 및 사업명

특히 ‘여성폭력예방 및 안전사업 확대’의 소과제 ‘여성이 안전

한 지역환경 조성’의‘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활성화방안 구축 

및 지원강화’는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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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중점으로 한다. 여성가족과를 중심으로 경기지방경찰청, 경

기도 교육청, 폭력피해 여성 지원기관 등이 협력하여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다(정형옥 외3, 2013:218-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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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연구문제 및 가설 설정

4.1 연구문제

본 연구는 여성안전정책 ‘여성안심지킴이 집’을 시행한 지역을 

대상으로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고, 정책을 시행한 인근지역을 대상

으로 범죄전이 여부를 평가한다. 먼저, 서울 및 일부 경기지역에서 

도입한 여성안심지킴이 집 정책이 도입지역 내에서 범죄예방효과가 

있는지 판단한다. 도입지역에서 정책효과가 있다면, 해당지역의 범죄

는 감소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해당지역에서 범죄감소효과를 보인다

고 하여 정책의 효과가 있다고 평가할 수 없다. 범죄는 범죄자의 행

동반경에 의해 안전정책 미 시행으로 감시효과가 상대적으로 약한 

인근지역으로 전이되어 오히려 인근지역의 범죄발생이 증가할 수 있

다. 반대로 정책시행지역의 긍정적 효과가 인근지역까지 영향을 미

쳐 인근지역에서는 안전정책을 시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범죄

가 감소할 수 있다.

이처럼 범죄는 안전정책의 시행에 따라 해당지역을 비롯한 인근지

역으로의 범죄전이 및 이익의 확산효과를 동반하는 특성을 갖기 때

문에, 이를 고려하여 정책효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인근지역으로 범

죄가 전이된 전자의 경우, 실질적 정책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

다. 반면 이익의 확산효과로 인근지역의 범죄 또한 감소한 후자의 

경우, 실질적 정책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본 연구에

서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변 감시효과를 강화하는 안전정책을 시행하면, 해당지역의 

범죄발생건수는 감소할 것인가?

앞서 검토한 안전정책을 평가한 선행연구는 주로 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CCTV의 정책효과를 분석하거나, 전자감시제도, 화학적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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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도에 적용되는 특정 범죄자만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즉, 기존 

선행연구에서 다룬 안전정책은 주로 범죄자를 감시하는 역할이 주 

역할이었다. 하지만 여성안심지킴이 집 정책은 기존 안전정책과 다

소 상이한 성격을 갖는다.  불특정다수의 범죄자를 감시하는 동시에 

피해자가 범죄에 노출되었을 경우 대피소 및 신고·보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피해자입장에서 보다 유의미한 신고체계로,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여성안심지킴이 집 정책의 시행이 

해당지역의 범죄발생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진단해 보아야 한다.

둘째, 안전정책을 시행한 지역에서의 범죄가 감소하였다면, 해당 

안전정책을 시행지역과 인접한 지역의 범죄발생에는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

둘째로,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에서는 범죄전이지수(WDQ)를 통해 

정책을 시행한 지역에서 인근지역으로 범죄가 전이되어 인근지역의 

범죄가 증가하였는지, 반대로 범죄통제 이익의 확산효과로 인근지역

의 범죄가 감소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따라서 이를 좀 더 확대하여 

범죄발생에 영향을 주는 사회경제학적 변수 등을 고려하여 인근지역

의 범죄발생 양상을 논한다면, 또 다른 방면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이는 향후 정부의 안전정책 수립 시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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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가설설정

본 연구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1. 여성안심지킴이 집 정책의 도입은 해당지역의 성범죄발생건

수를 감소시킬 것이다.

여성안심지킴이 집 정책은 해당 지역의 감시효과를 증가시키는 요

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이는 해당지역의 범죄발생을 억제하는 요인

으로 작용할 것이다. 즉, 인구대비 여성안심지킴이 집으로 지정한 편

의점의 수가 많은 지역일수록, 해당지역의 인구대비 성범죄 발생건

수가 감소할 것이다.

그림 9 연구의 가설1 개념도

여성안심지킴이 집으로 지정된 특정 편의점은 대피소 및 신고·보

호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는 정책시행지역 내에서 주변 감시효

과가 강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주변 감시효과가 증가하는 것은 오설

리반(O’Sullivan)의 합리적 범죄자모형에 의해 범죄자가 처벌에 대

한 확실성을 보다 높게 체감한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잠재적 범죄

자들은 범죄를 저지르기까지 소요되는 비용이 높아진 것에 반응하여 

범죄를 포기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정책을 시행한 해당지역의 범죄

는 감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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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2. 여성안심지킴이 집 정책이 실질적 범죄예방효과가 있다면, 

이 정책은 정책시행 지역과 인접한 지역의 성범죄발생건수를 감소시

킬 것이다.

여성안심지킴이 집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범죄

자의 행동반경을 고려한 지역적 파급효과를 고려해야한다. 해당 안

전정책을 도입한 지역의 범죄가 감소한 반면, 인접지역의 범죄가 오

히려 증가하는 범죄전이효과(풍선효과)가 있다면 해당안전정책을 효

과적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하지만 안전정책으로 인해 정책시행지

역의 범죄발생이 감소하고, 정책시행지역과 인접한 지역의 범죄발생 

또한 감소한다면 해당 안전정책은 범죄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인구대비 여성안심지킴이 집 지정 편의점의 수

가 많은 지역일수록, 그 지역과 인접한 지역의 인구대비 성범죄 발

생건수는 감소할 것이다. 

그림 10 안전정책과 인접지역 성범죄발생 간 개념도

(그림10)의 개념도를 연구가설1의 개념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여성안심지킴이 집이 인접지역의 범죄발생에 주는 영향을 직

접효과와 간접효과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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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연구의 가설2 개념도

  

 

일상활동이론을 근거로 하는 선행연구결과, 잠재적 범죄자의 활동

범위는 반경 2.5km~5km 정도이다. 이는 범죄자의 주거지, 근무지, 

여가장소 등 익숙한 몇 개 장소를 아우르고 있다. 이는 특정 범죄자

가 반경 2.5km~5km 범위 내에서 범죄를 저지른다고 해석할 수 있

다. 반대로 해당 반경 내에서 안전정책을 시행한다면, 특정 범죄자는 

반경 2.5km~5km 범위 내에서의 범죄행위를 포기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범죄발생 가능지역의 범위가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속

할 경우, 정책을 시행한 행정구역을 비롯한 인접 행정구역에서의 범

죄발생 건수 또한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는 안전정책을 도입

한 지역에서 범죄가 감소하는 효과가 인접지역에까지 긍정적 영향을 

주어 인접지역의 범죄도 감소하는‘범죄통제 이익의 확산효과’로 

해석 가능하다.

따라서 여성안심지킴이 집 정책이 실질적 범죄감소 효과가 있다면, 

범죄통제 이익의 확산효과로 인해 정책 도입지역과 인접한 지역의 

범죄발생건수 또한 감소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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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분석의 틀

5.1 분석의 대상 및 범위

서울, 인천, 경기지방경찰청으로부터 구득한 총 81개 관할구역의 

자료를 서울 25개, 인천 10개, 경기 44개(21개 시, 20개 구, 3개 

군)인 79개 시·군·구 단위의 행정구역으로 보정하여 분석에 활용

하였다.21)

여성안심지킴이 집 정책은 2014년에 서울시에서 도입한 이래, 서

울시를 중심으로 하여 타 지역으로 정책 시행이 확대되고 있다. 때

문에 시간적 범위는 서울시의 정책도입 시기를 고려하여 선정하였

다. 서울시에서 안심지킴이 집 정책을 도입하기 전 연도인 2013년

부터, 정책도입을 시행한 2014년, 2015년을 연구의 시간적 범위로 

선정하였다. 내용적 범위는 범죄유형 중 성범죄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의 범위 내    용

공간적 범위 수도권 79개 시·군·구

시간적 범위 2013년~2015년

내용적 범위 성범죄 발생건수(건)

표 16 연구의 범위

21) 행정구역에 해당하는 경찰관할구역은 부록 <표26>, <표27>, <표2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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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분석자료

5.2.1 분석자료의 구성

5.2.1.1 행정구역별 성폭력 발생건수

본 연구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여성안심지킴이 집 정

책을 시행한 해당지역의 성폭력 범죄 발생건수 증감을 통해 여성안

심지킴이 집 정책의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수도권 행정구역 별 성폭력 범죄 발생건수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산하의 31개 관할서22), 인천광역시지방경찰

청 산하의 9개 관할서23),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의 30개 관할서24),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의 11개 관할서25)으로부터 총 81개 관할구역

의 성폭력(강간·강제추행) 발생건수에 대한 자료를 제공받았다.

하나의 행정구역이 2개 이상의 관할구역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관

할구역의 자료를 합산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하나의 관할구역이 2

개 이상의 행정구역을 포함하는 경우 관할구역의 성폭력(강간·강제

추행) 발생건수를 각 행정구역의 주민등록 인구수에 따라 비례 산출

22)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산하로 31개 경찰청이 있으며, 각 경찰청 별 관할구역에 따
라 서울시는 31개 관할구역으로 구성됨. (강남, 강동, 강북, 강서, 관악, 광진, 구로, 
금천, 남대문, 노원, 도봉, 동대문, 동작, 마포, 방배, 서대문, 서부, 서초, 성동, 성북, 
송파, 수서, 양천, 영등포, 용산, 은평, 종로, 종암, 중랑, 중부, 혜화 경찰서)

23)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산하로 10개 경찰청이 있으며, 인천광역시는 10개 관할구역
으로 구성됨. 본 연구에서는 인천국제공항경찰대의 자료는 구득하지 못하여 해당 경
찰대를 제외한 나머지 9개 경찰청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함. (강화, 계양, 남동, 남부, 
부평, 삼산, 서부, 연수, 중부)

24)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 산하로 30개 경찰청이 있으며, 경기남부지역은 30개 관할구
역으로 구성됨. (과천, 광명, 광주, 군포, 김포, 부천소사, 부천오정, 부천원미, 분당, 
성남수정, 성남중원, 수원남부, 수원서부, 수원중부, 시흥, 안산단원, 안산상록, 안성, 
안양동안, 안양만안, 앙평, 여주, 용인동부, 용인서부, 의왕, 이천, 평택, 하남, 화성동
부, 화성서부)

25)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 산하로 12개 경찰청이 있으며, 경기북부지역은 12개 관할구
역으로 구성됨. (가평, 고양, 구리, 남양주, 동두천, 양주, 연천, 의정부, 일산동부, 일
산서부, 파주, 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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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분석의 시간적 범위가 2013년~2015년이기 때문에 연도별 

성폭력 범죄 발생건수를 행정자치부26)에서 제공하는 각 해당연도별 

12월 말일 기준 주민등록인구수를 기준으로 비례 산출하였다. 서울, 

인천, 경기지방경찰청으로부터 구득한 총 81개 관할구역의 자료를 

서울 25개, 인천 10개, 경기 44개(21개 시, 20개 구, 3개 군)인 

79개 구 단위의 행정구역27)으로 보정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보정

한 자료를 기반으로 인구 100만 명당 성폭력 범죄 발생건수를 산출

하여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5.2.1.2 정책 시행지역과 인접한 지역의 성폭력 발생건수

수도권 각 79개 행정구역과 경계가 접한 행정구역의 평균 성범죄

건수를 분석에 적용하였다. 앞서 선정한 종속변수와 마찬가지로 인

구 100만 명당 인접지역의 평균 성폭력 범죄 발생건수를 종속변수

로 활용하였다. 산정 시 특정지역의 행정구역과 인접하여 행정구역

을 점, 선단위로 접하고 있는 모든 지역을 인접지역28)으로 보았다. 

예를 들면, 서울시 중구의 인접지역은 용산구, 성동구, 동대문구, 종

로구, 서대문구, 마포구로 총 6개 지역이다. 6개 지역의 평균 인구대

비 성범죄 발생건수를 산출하여 종속변수로 활용하였다.

26)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http://rcps.egov.go.kr:8081/jsp/stat/ppl_stat_jf.jsp)

27) 행정구역별 경찰 관할서는 부록 <표26>, <표27>, <표28> 참고
28) 행정구역별 인접지역은 부록 <표2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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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인접지역 산정 예시(서울시 중구)

5.2.2 설명변수의 구성

본 연구의 목적인 ‘여성안심지킴이 집’ 안전정책의 효과를 검증

하기 위하여 수도권의 행정구역별 성폭력 범죄 발생건수를 비롯하여 

해당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 인구학적 특성, 지역특성변수를 분석

에 활용하였다. 선정한 독립변수는 기존 선행연구 및 범죄이론에서 

범죄발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각 변수는 통계

청 및 해당지자체의 통계자료를 참고하였다. 

종속변수(Y) 100만 명당 성폭력 범죄 발생건수(건)

독립변수(X)

100만 명당 기초생활수급가구(가구)

100만 명당 지방세 징수(천원)

20-30대여성인구/총인구*100

100만 명당 65세 이상 인구수

100만 명당 연립다세대 거주 여성 1인 가구(가구)

상업지역 면적/도시지역 면적*100

100만 명당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이용자수

100만 명당 여성안심지킴이 집 개소

표 17 분석에 적용한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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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1 사회경제학적 변수

기초생활수급가구가 많은 지역은 경제적 수준이 낮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 오설리반(O’Sullivan)의 합리적 범죄자 모형에 따르면, 

경제적 수준이 낮다는 것은 감옥에 투옥되어 사회활동을 하지 못하

는 기간 동안의 기회비용이 낮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경제적 수준이 

낮은 지역일수록 범죄발생 건수가 많을 것이다. 지역의 경제적 수준

의 대리변수로서 기초생활수급가구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경제적 수준이 높은 지역은 지방세 징수액 또한 높을 것이다. 오설

리반(O’Sullivan)의 합리적 범죄자 모형에 의해 개인의 경제적 수

준이 높다면, 범죄행위로 인한 투옥기간 동안의 기회비용이 높음을 

뜻한다. 때문에 지방세징수액이 높은 지역은 범죄발생 건수가 낮을 

것이며, 해당지역의 소득수준을 대변하는 변수로 분석에 적용하였다.

5.2.2.2 인구특성 변수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는‘여성안심지킴이 집’정책

의 도입배경과 목적은 증가하는 20~30대 여성 1인가구를 위한 사

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실제 20~30대 여성의 피해사례가 발

생하고 있기 때문에 20~30대 여성인구의 비율이 높은 지역의 범죄

발생건수는 높을 것이다. 이를 분석에 적용하기 위하여 20~30대 여

성인구/총인구*100의 형태로 분석에 적용하였다.

 또한 1인가구는 주로 사회초년생인 경우가 많으며, 주로 원룸 및 

연립다세대 등에 거주하는 특성을 보인다. 따라서 연립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여성 1인가구를 분석에 반영하였다. 20~30대 여성 1인가

구와 마찬가지로 연립다세대 거주 여성 1인 가구 수가 많은 지역일

수록 범죄발생 건수가 높을 것이다.

고령인구 사회적 약자이며, 원도심 지역에서의 거주비율이 높다. 

사회적 약자는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보다 높다. 또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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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지역의 생활환경은 신도심으로의 인구이동, 재정비사업 지정 및 

해제 등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열악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범죄발

생이 용이한 환경이다. 분석에는 65세 이상 인구수를 반영하였으며, 

65세 이상 인구수가 많은 지역일수록 범죄발생건수 또한 높을 것이

라고 예상할 수 있다.

5.2.2.3 지역특성 변수

잠정적으로 범죄의 피해자를 대변하는 유동인구수는 범죄발생 요

인 중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주거, 상업, 공업지역 중 상업지역에서

의 유동인구 수가 가장 많다고 판단하여 도시지역 면적 대비 상업지

역 면적*100을 분석에 반영하였다.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는 유동인구가 많은 거주지 인근 버스정류

장 및 지하철 역 등에서 유동인구가 다소 적은 거주지까지 도우미가 

동행하여 안전한 귀가를 돕는 안전정책이다. 안심귀가 스카우트 이

용자수가 많은 것은 귀가 시 두려움을 느끼는 여성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주변 환경 또한 인적이 드물거나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환경이라고 판단된다. 때문에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이용자 

수가 많은 지역의 범죄발생건수는 높을 것이다.

여성안심지킴이 집의 정책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여성안심지킴이 

집은 시차를 적용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2014년에 여성안심지킴

이 집으로 지정된 편의점의 효과가 2014년 당해 연도에 즉각적으로 

나타나기 보다는 1~2년 뒤에 그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1년 시차를 적용하여 분석에 적용하였다. 여성안심지킴이 집으로 선

정된 편의점 수가 많은 지역은 주변감시효과 또한 높아지게 된다. 

때문에 이는 범죄발생건수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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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분석의 흐름 및 방법

5.3.1 분석의 흐름

본 연구에서는 여성안심지킴이 집으로 대변되는 안전정책이 정책

시행지역 및 인접지역에서 범죄예방에 효과가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위에서 제시한 설명변수의 기초통계량을 분석한 뒤 

정책시행지역에서의 여성안심지킴이 집 정책의 효과를 진단한다.

먼저 가설1을 검증을 위해 여성안심지킴이 집으로 선정된 편의점 

수가 시행지역의 성범죄발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분석한

다. 다음으로 가설2 검증을 위해 가설1에서 구축한 회귀모형을 활용

한 연립방정식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여성안심지킴이 집으로 선정

된 편의점 수가 인접지역의 성범죄발생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

아보고자 한다.

그림 13 분석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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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분석 방법

5.3.2.1 연립방정식 모형

여성안심지킴이 집의 정책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책을 

도입한 해당지역 내에서의 범죄감소효과가 있는지를 규명해야한다. 

먼저 해당지역 내에서 범죄예방효과가 있는지를 진단하고, 그 다음

으로 인접지역의 범죄발생양상은 어떠한지 논해야한다. 종합적으로 

여성안심지킴이 집 정책의 시행지역 내에서의 범죄예방효과, 정책 

시행지역과 인접한 지역 내에서의 범죄예방효과 두 가지에 관한 분

석결과를 모두 고려하여야 실질적 정책의 효과를 입증할 수 있다. 

이를 위해‘여성안심지킴이 집 정책시행 지역의 성폭력 범죄발생건

수’와 ‘정책시행 인접지역의 성폭력 범죄발생건수’를 각 종속변

수로 하는 두 가지 모형을 구축해야 한다. 

  --------------------------- (1)

      --------------------------- (2)

식(1)은 정책시행 지역의 성폭력 범죄발생건수()를, 식(2)는 정

책시행 인접지역의 성폭력 범죄발생건수()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

귀모형이다. 하지만 정책시행지역 내 성폭력 범죄발생과 인접지역 

내 성폭력 범죄 발생은 상호의존적이므로 이들의 상호작용을 고려하

지 않는다면 그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두 식

의 종속변수를 각 식의 설명변수로 고려하는 연립방정식 모형을 설

정하였다. 연립방정식의 모형은 다음과 같다.

  ------------------------------------ (3)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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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3)과 식(4)의 과 는 상호의존관계를 갖는 내생변수이며, 

과 는 외생변수이다. 이와 같은 연립방정식 모형에서는 각 식을 

OLS로 추정한다면 일치추정량을 구할 수 없다. 식(3)의  변수의 

계수인 에 대한 OLS 추정량은 와 오차항 이 상관관계를 갖

기 때문에 일치 추정되지 못한다.

  ≠ ---------------- (5)

식(5)에서 은 오차항 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공분산의 값이 

0이 될 수 없다. 식(4)의 변수의 계수 의 OLS 추정량 또한  

와 오차항 가 상관관계를 가지므로 일치추정량이 될 수 없다

(민인식·최필선, 2012).

일치추정량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도구변수 추정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식(3)의 추정 시에는 식(4)의 외생변수 를 도구변수로 사

용하고, 식(4)의 추정 시에는 식(3)의 외생변수 를 도구변수로 

사용한다. 적절한 도구변수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첫째, 도구변수는 오차항와 상관관계를 갖지 않아야 한다.

둘째, 도구변수는 내생적 설명변수와 상관관계를 가져야 한다.

즉, 도구변수 는 내생적 설명변수 에는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종속변수 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도구변수의 수는 내생적 설명변수의 수보다 같거나 많도록 설정해

야 한다. 특히 도구변수의 수가 내생적 설명변수의 수보다 많은 경

우, 2단계 최소제곱(Two-Stage Least Squares; 2SLS) 또는 

GMM(Generalized Method of Moments) 추정을 활용할 수 있다. 

2SLS와 GMM은 각 연립방정식 모형 식을 개별적으로 추정하지만, 

3단계 최소제곱(Three-Stage Least Squares; 3SLS) 방식은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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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동시에 추정한다. 종속변수 과 가 동시에 결정되기 때문에 

두 오차항 과  또한 상관관계를 가질 수 있다. 이와 같은  

≠ 인 경우 두 방정식을 동시에 추정하는 것이 각각 추

정하는 방법에 비해 보다 효율적인 추정량을 도출한다. 3SLS의 추

정과정은 다음 세 단계와 같다.

(1단계) 2SLS 첫 번째 단계와 유사하게 도구변수를 통해 내생적  

          설명변수에 대한 예측치를 추정에 사용한다.

(2단계) 1단계 모형 추정에서 구한 잔차를 이용하여 각 방정식의  

          오차항에 대한 공분산 행렬을 구한다.

(3단계) 1단계에서 구한 내생적 설명변수의 예측치와 2단계에서   

          구한 공분산 행렬을 적용한 두 방정식을 이용해 GLS     

          (Generalized Least Squares) 추정을 실행한다.

연립방정식의 추정법은 단일 방정식 추정법과 전체방정식 추정법

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세부적 분류는 다음과 같다. 

그림 14 연립방정식 모형의 분류

2단계 최소자승법인 2SLS(Two-Stage Squres)는 단일방정식을 

추정하는 방식 중 하나이며, 3단계 최소자승법인 3SLS(Th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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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Squres)는 전체방정식을 추정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연립방정식 모형은 식(6)에 따라 과다, 적정, 과소 식별여부를 진

단한다(장재민, 2010; 이무송 외, 2014).

≥ ------------------------ (6)

  모형 내 포함된 변수의 총 수(내생·외생변수의 총 수)

  특정 방정식에 포함된 변수의 총 수(내생·외생변수의 총 수)

  방정식의 총 수(내생변수의 총 수)

표 18 연립방정식 모형식별 여부

이 보다 클 경우 과다식별, 과 이 같

을 경우 적정식별, 이 보다 작을 경우 과소식별 또는 

비식별로 판단한다. 또한 과다식별, 적정식별의 경우가 아닌 과소식

별인 경우는 추정이 불가하므로 모형식별을 선행 한 후 모형을 추정

해야 한다(이중원, 2007).

본 연구에서는‘여성안심지킴이 집’안전정책의 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연립방정식 모형을 구축하였다. 해당 안전정책을 시행한 지역

과 시행지역과 인접한 지역의 성폭력 범죄발생은 상호의존적 관계이

다. 이들의 상호작용을 배제한 추정결과는 신뢰하기 어렵기 때문에 

종속변수를 각 식의 설명변수로 추가하여 연립방정식 모형을 구축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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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분석결과

6.1 여성안심지킴이 집 정책 시행지역

6.1.1 분석결과 및 해석

첫 번째 가설검증을 위한 회귀분석결과, 정책을 시행한 해당지역의 

100만 명당 성폭력 범죄 발생건수(건)에 유의미한 변수는 100만 

명당 기초생활수급가구(가구), 100만 명당 지방세징수(천원), 

20~30대 여성인구/총인구*100, 100만 명당 65세 이상 인구수, 

100만 명당 연립다세대 거주 여성 1인 가구(가구), 상업지역 면적/

도시지역 면적*100, 100만 명당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이용자수, 

((t-1)100만 명당 여성안심지킴이 집 개소)²로 나타났다.

100만 명당 기초생활수급가구(가구), 100만 명당 지방세징수(천

원), 20~30대 여성인구/총인구*100, 100만 명당 65세 이상 인구

수, 100만 명당 연립다세대 거주 여성 1인 가구(가구), 상업지역 면

적/도시지역 면적*100, 100만 명당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이용자

수는 정책 시행지역의 100만 명당 성폭력 범죄 발생건수(건)에 정

(+)의 영향을, ((t-1)100만 명당 여성안심지킴이 집 개소))²는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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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
Estimate

t Value Pr >｜t｜
Variance
Inflation

독

립

변

수

Intercept -505.73808 -3.66 0.0003 0

100만 명당 
기초생활수급가구(가구)

0.00670 3.30 0.0011 2.15372

100만 명당 지방세 
징수(천원)

3.278876E-8 3.04 0.0026 1.98904

20-30대여성인구
/총인구*100

40.58340 5.55 <.0001 2.18811

100만 명당
 65세 이상 인구수

0.00126 2.81 0.0053 2.76391

100만 명당
 연립다세대 거주

 여성 1인 가구(가구)
0.00827 2.17 0.0311 1.28453

상업지역 면적
/도시지역 면적*100

14.60630 4.34 <.0001 2.45834

100만 명당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이용자수(명)
0.11158 4.26 <.0001 2.83674

((t-1)100만 명당 여성 
안심지킴이 집 수(개))²

-0.00704 -2.29 0.0031 1.97440

R-Square : 0.5949, Adj R-Sq: 0.5807

표 19  회귀모형 분석결과

기초생활수급가구, 65세 이상 인구수는 해당지역의 경제적 수준이 

높지 못하고 사회적 약자가 타 지역에 비하여 많이 거주하고 있음을 

대변하는 변수로서, 경제적 수준이 낮고 사회적 약자가 밀집되어 있

는 지역은 성범죄로부터 취약한 지역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지방세징수액은 변수 선정 시 예상한 바와 상이하게 나타났다. 이

는 김현중·이성우(2011)의 분석결과29)와 같다. 오히려 부유한 계

29) 1인당 지방세가 1%증가하면 5대 범죄가 1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김현중·이
성우, 201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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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이 거주하는 지역일수록 성폭력 범죄발생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는 성폭력 범죄와 절도 및 폭력범죄 유형이 함께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잠재적 범죄자는 범죄로부터 얻게 될 높은 부정이득을 

기대하여 경제적 수준이 높은 지역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20~30대 여성인구/총인구*100 와 100만 명당 연립다세대 

거주 여성 1인 가구(가구)는 최근 증가추이를 보이는 20~30대 여

성 1인가구가 성폭력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사회현상을 대변하는 변

수이다. 20~30대 여성인구가 타 지역에 비해 높은 거주 비율을 보

이는 지역일수록, 성폭력 범죄가 많이 발생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20~30대 1인 가구의 경우 대부분 원룸이나 연립다세대 주택에 거

주하는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주거유형 중 연립다세대에 거주하는 

20~30대 여성 1인가구가 유의미한 변수로 도출되었다.

현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인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는 개

인이 희망하는 경우, 거주지 인근의 지하철역 및 버스정류장에서 신

청자의 거주지까지 보호자가 동행하여 안전한 귀가를 돕는 정책이

다.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이용자수가 성폭력 범죄 발생건수에 정

(+)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이유는 성범죄 다발지역에서 여

성안심귀가 스카우트를 이용하는 여성이 많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조영미 외 2(2015)는 서울시 안전정책 중 안심지킴이 집, 폭력 예

방교육, 안심 택배서비스, 안전마을, 안심귀가 스카우트인 총 5개 정

책을 반영한 회귀모형을 구축하였다. 분석결과 안심 택배서비스 사

업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30)를 보였다. 이는 대부분의 안전정책

의 시행기간이 짧아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한 한계에서 비롯

되었다고 판단된다. 동시에 이는 본 연구의 한계이다.

30) 분석결과, 안심귀가 스카우트 이용자가 1% 증가 시 범죄발생건수가 7.6% 감소함
(조영미 외2, 20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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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1)100만 명당 여성안심지킴이 집 개소는 시차를 적용한 변수

이다. 안심귀가 스카우트 및 안심택배 등의 안전정책은 이용자들이 

체험과 동시에 즉각적인 정책의 효과를 체감 할 수 있으나, 안심지

킴이 집과 같은 정책은 개인이 위급상황에 처하지 않는다면 일상생

활 속에서 쉽게 정책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 때문에 정책의 효

과가 정책을 시행한 당해 연도에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해에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2014년에 안심

지킴이 집을 선정하여 해당 정책을 시행하면, 그 효과가 2015년에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t-1)여성안심지킴이 집 수가 성폭

력 범죄 발생건수에 음(-)의 영향을 주면서 유의미한 것으로 보아, 

여성안심지킴이 집 정책은 성폭력 범죄 발생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위의 회귀모형을 통해 여성안심지킴이 집 정책은 정책시행지역의 

범죄예방에 효과가 있음을 규명하였다. 보다 유의미한 정책평가를 

위해서는 여성안심지킴이 집의 정책시행지역과 인접지역을 모두 고

려한 범죄예방 효과를 분석해보아야 한다.

6.2 여성안심지킴이 집 정책 시행지역 및 인접지역

6.2.1 분석결과 및 해석

여성안심지킴이 집 정책을 시행한 지역과 인접한 지역의 평균 100

만 명당 성폭력 범죄 발생건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모형을 구축

한 결과, 인접지역(평균) 100만 명당 기초생활수급가구(가구), 인접

지역(평균) 100만 명당 지방세 징수(천원), 인접지역(평균) 20-30

대여성인구/총인구*100, 인접지역(평균) 100만 명당 연립다세대 거

주 여성 1인 가구(가구)가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또한, 가설1 

검증을 위해 앞에서 구축한 회귀모형의 종속변수였던 정책시행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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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명당  성폭력 범죄 발생건수(건)와 정책시행지역 (t-1)100

만 명당 여성안심지킴이 집 변수도 인접지역(평균) 100만 명당 성

폭력 범죄 발생건수(건)에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접지역(평균) 100만 명당 성폭력 범죄 발생건수(건)에 인접지역

(평균) 100만 명당 기초생활수급가구(가구), 인접지역(평균) 100만 

명당 지방세 징수(천원), 인접지역(평균) 20-30대여성인구/총인구

*100, 인접지역(평균) 100만 명당 연립다세대 거주 여성 1인 가구

(가구)는 정(+)의 영향을 미치며, 정책시행지역 (t-1)100만 명당 

여성안심지킴이 집은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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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시행지역 100만 명당 성폭력 범죄 발생건수(건)

Observation 234, R-sq 0.6135

Coef. Std. Err. z P>｜z｜

100만 명당 
기초생활수급가구(가구) 0.009986 0.002017 4.95 0.000

100만 명당
지방세 징수(천원) 3.28E-08 9.83E-09 3.34 0.001

20-30대 여성인구
/총인구*100 50.59975 7.188524 7.04 0.000

100만 명당
연립다세대 거주여성 

1인 가구(가구)
0.008123 0.003522 2.31 0.021

100만 명당
65세 이상 인구수 0.000869 0.00043 2.02 0.043

상업지역 면적
/도시지역 면적*100 12.29593 3.144319 3.91 0.000

(t-1)100만 명당 여성 
안심지킴 편의점 수(개) -0.91648 0.451007 -2.03 0.042

100만 명당 안심귀가 
스카우트 이용자수(명) 0.114571 0.023468 4.88 0.000

_cons -646.272 133.8381 -4.83 0.000

인접지역 평균 100만 명당 성폭력 범죄 발생건수(건)
Observation 234, R-sq 0.7618

Coef. Std. Err. z P>｜z｜

인접지역 평균
100만 명당 

기초생활수급가구(가구)
0.010734 0.001686 6.37 0.000

인접지역 평균
100만 명당

지방세 징수(천원)
1.04E-07 7.96E-09 13.08 0.000

인접지역 평균 
20-30대여성인구

/총인구*100
58.21061 6.018601 9.67 0.000

인접지역 평균
100만 명당

연립다세대 거주여성 
1인 가구(가구)

0.025604 0.002788 9.19 0.000

정책시행지역 
(t-1)100만 명당 여성 
안심지킴 편의점 수(개)

-0.36976 0.204137 -1.81 0.070

정책시행지역 100만 
명당 성폭력 범죄 

발생건수(건)
0.0827 0.032437 2.55 0.011

_cons -822.086 94.99987 -8.65 0.000

표 20 연립방정식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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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연립방정식 분석결과

정책시행지역의 여성안심지킴이 집 수(개)는 해당지역에 0.916만

큼의 직접적 성폭력 범죄 감소효과를 주며, 인접지역에 0.370만큼의 

직접적 범죄감소를 야기하고 있다. 또한, 범죄통제 이익의 확산효과

로 인하여 안심지킴이 집 정책을 시행한 지역에서의 긍정적 효과가 

인접지역에 까지 영향을 주어, 정책 시행지역의 안심지킴이 집은 간

접적으로 인접지역의 성범죄를 0.758((-0916)·0.827)만큼 감소

시키는데 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역으로 정책시행 인접지역의 

성폭력 범죄발생건수가 정책시행지역의 성폭력 범죄발생건수에 미치

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책시행지역의 

성폭력 범죄증감이 인접지역의 성폭력 범죄발생에 영향을 주고 있다

고 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일상활동이론을 근거로 하는 선행연구 결과, 범죄자의 

행동반경인 약 2.5~3km, 약 5km를 수도권지역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각 구의 중심점으로부터 3km, 5km의 반경을 설정하면, 서울

지역과 강화·옹진군을 제외한 인천지역의 경우 활동영역이 접하거

나 교차함을 알 수 있으며 경기지역의 경우 서울과 인접한 지역에 

한하여 범죄자의 행동반경이 접하거나 교차하고 있는 양상을 보인

다. 이는 일상활동이론에 따라 특정 행정구역에서의 안전정책시행으

로 범죄자가 범죄를 포기하게 될 경우, 인접 행정구역에서의 범죄발

생 또한 감소하는 범죄통제이익의 확산효과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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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범죄자의 행동반경(3km)

그림 17 범죄자의 행동반경(5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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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장 결론

7.1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여성안심지킴이 집 정책효과를 정책을 시행한 해당

지역과 인접지역에서의 효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

주제에 대한 연구문제와 가설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가설검증은 회

귀분석(OLS)을 통하여, 두 번째 가설검증은 연립방정식(3SLS)을 

통해 검증하였다. 종합적으로 연구의 주요 내용과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분석에 활용한 변수는 각 경찰 관할서에서 제공하는 2013

년~2015년 성폭력 범죄발생건수를 행정구역별로 재산출하여 사용

하였다. 먼저 여성안심지킴이 집 정책을 시행한 지역을 대상으로 분

석을 시행하였다. 정책시행지역의 100만 명당 성폭력 범죄 발생건수

(건)을 종속변수로 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가구(가구), 20-30대 여

성인구/총인구*100, 연립다세대 거주 1인 여성 가구(가구), 상업지

역/도시지역 면적*100,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이용자수, 여성안심지

킴이 집 수 등을 독립변수로 선정하였다. 분석결과, 1년 시차를 적

용한 100만 명당 여성안심지킴이 집 수는 100만 명당 성폭력 범죄 

발생건수(건)에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연구가설1을 검증하였다.

첫 번째 분석에서 여성안심지킴이 집 정책은 정책시행지역 내에서 

범죄를 감소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는 여성

안심지킴이 집 정책을 시행한 지역, 시행지역과 인접한 지역을 동시

에 고려하여 해당안전정책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가설1 규명을 

위해 구축한, 정책시행지역의 100만 명당 성폭력 범죄발생건수(건)

에 (t-1)100만 명당 여성안심지킴이 집 수가 음(-)의 영향을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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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을 인접지역 평균 100만 명당 성범죄 발생 건수(건)를 종속변

수로 하는 모형에 대입하였다. 이를 통해 여성안심지킴이 집이 정책

시행지역과 인접한 지역의 성범죄 발생에 음(-)의 영향을 주는 것

을 검증하였다. 두 번째 분석을 통해 연구가설1을 보다 구체화하였

으며, 동시에 연구가설2 또한 검증하였다.

7.2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민관협력체계를 기반으로 도시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일부과제인‘여성안심지킴이 집’의 정책효과를 진단하였다. 범죄발

생요인을 비롯하여 인근지역으로의 범죄전이 및 이익의 확산효과를 

함께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하지만 범죄발생건수 자

료의 최소단위가 동 단위 또는 지구대단위로 구득이 불가하여 다소 

포괄적인 분석결과가 도출되었다. 또한 인접지역 산정 시 인접여부

만 반영하였는데, 이때 강 또는 산과 같은 지리적 조건을 고려하여 

인접지역을 산정하지 못하였다. 정책의 도입시점에 있어서는 여성안

심귀가 스카우트 및 안심지킴이 집과 같은 안전정책의 시행시기가 

다소 짧아 분석결과 해석 시 애매한 점이 있었다는 점 또한 본 연구

의 한계이다. 향후 보다 풍부한 자료를 바탕으로 세분화된 분석이 

보완된다면 보다 명확한 결과를 도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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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행정구역(구) 관할서

1 종로구 종로, 혜화

2 중구 남대문, 중부

3 용산구 용산

4 성동구 성동

5 광진구 광진

6 동대문구 동대문

7 중랑구 중랑

8 성북구 성북, 종암

9 강북구 강북

10 도봉구 도봉

11 노원구 노원

12 은평구 은평, 서부

13 서대문구 서대

14 마포구 마포

15 양천구 양천

16 강서구 강서

17 구로구 구로

18 금천구 금천

19 영등포구 영등포

20 동작구 동작

21 관악구 관악

22 서초구 방배, 서초

23 강남구 강남, 수서

24 송파구 송파

25 강동구 강동

부 록

표 21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및 관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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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행정구역(시) 번호 행정구역(구) 관할서

1 수원시

1 장안구 수원중부, 수원서부

2 권선구 수원남부, 수원서부

3 팔달구 수원중부, 수원남부

4 영통구 수원중부, 수원남부

2 성남시

5 수정구 성남수정

6 중원구 성남중원

7 분당구 분당

3 의정부시 8 의정부시 의정부

4 안양시
9 만안구 안양만안

10 동안구 안양동안

5 부천시

11 원미구 부천원미

12 소사구 부천소사

13 오정구 부천오정

6 광명시 14 광명시 광명

7 평택시 15 평택시 평택

8 동두천시 16 동두천시 동두천

9 안산시
17 상록구 안산상록

18 단원구 안산단원

표 23 경기도 행정구역 및 관할서

번호 행정구역(구) 관할서

1 중구 중부

2 동구 중부

3 남구 남부

4 연수구 연수

5 남동구 남동

6 부평구 부평, 삼산

7 계양구 계양

8 서구 서부

9 강화군 강화

10 옹진군 중부

표 22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및 관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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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고양시 

19 덕양구 고양

20 일산동구 일산

21 일산서구 일산

11 과천시 22 과천시 과천

12 구리시 23 구리시 구리

13 남양주시 24 남양주시 남양주

14 오산시 25 오산시 화성동부

15 시흥시 26 시흥시 시흥

16 군포시 27 군포시 군포

17 의왕시 28 의왕시 의왕

18 하남시 29 하남시 하남

19 용인시

30 처인구 용인동부

31 기흥구 용인동부, 용인서부

32 수지구 용인서부

20 파주시 33 파주시 파주

21 이천시 34 이천시 이천

22 안성시 35 안성시 안성

23 김포시 36 김포시 김포

24 화성시 37 화성시 화성서부, 화성동부

25 광주시 38 광주시 광주

26 양주시 39 양주시 양주

27 포천시 40 포천시 포천

28 여주시 41 여주시 여주

29 연천군 42 연천군 연천

30 가평군 43 가평군 가평

31 양평군 44 양평군 양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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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개)

번
호

해당
지역 인접지역

지역별인접지역
서
울

인
천

경
기 계

1 종로구 덕양구 은평구 서대문구 중구 성동구 동대문구 성북구 6 0 1 7

2 서울_중구 종로구 동대문구 성동구 용산구 마포구 서대문구 6 0 0 6

3 용산구 중구 성동구 강남구 서포구 동작구 영등포구 마포구 7 0 0 7

4 성동구 동대문구 광진구 강남구 용산구 중구 종로구 6 0 0 6

5 광진구 구리시 중랑구 동대문구 성동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6 0 1 7

6 동대문구 중랑구 광진구 성동구 중구 종로구 성북구 6 0 0 6

7 중랑구 노원구 구리시 광진구 동대문구 성북구 4 0 1 5

8 성북구 강북구 노원구 중랑구 동대문구 종로구 덕양구 6 0 0 6

9 강북구 양주시 덕양구 성북구 노원구 도봉구 3 0 2 5

10 도봉구 의정부시 양주시 강북구 노원구 2 0 2 4

11 노원구 의정부시 도봉구 강북구 성북구 중랑구 구리시 남양주시 4 0 3 7

12 은평구 덕양구 종로구 서대문구 마포구 3 0 1 4

13 서대문구 은평구 마포구 중구 종로구 4 0 0 4

14 마포구 덕양구 은평구 서대문구 중구 용산구 영등포구 강서구 6 0 1 7

15 양천구 강서구 오정구 원미구 구로구 영등포구 2 0 3 5

16 강서구 김포시 계양구 오정구 양천구 영등포구 마포구 덕양구 4 1 3 8

17 구로구 영등포구 양천구 오정구 원미구 소사구 광명시 금천구 관악구 동작구 5 0 4 9

표 24 수도권 행정구역 별 인접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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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금천구 구로구 관악구 만안구 광명시 3

19 영등포구 마포구 용산구 동작구 관악구 구로구 양천구 강서구 7

20 동작구 용산구 영등포구 구로구 관악구 서초구 5

21 관악구 동작구 구로구 금천구 만안구 동안구 과천시 서초구 3

22 서초구 강남구 수정구 과천시 관악구 동작구 용산구 4

23 강남구 용산구 서초구 수정구 송파구 광진구 성동구 5

24 송파구 강동구 하남시 수정구 강남구 광진구 3

25 강동구 구리시 남양주시 하남시 송파구 광진구 중랑구 3

26 인천_중구 동구 남구 0

27 동구 중구 남구 서구 0

28 남구 동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중구 0

29 연수구 남구 남동구 0

30 남동구 부평구 소사구 시흥시 연수구 남구 서구 0

31 부평구 서구 계양구 오정구 원미구 소사구 남동구 남구 0

32 계양구 김포시 서구 부평구 오정구 강서구 1

33 서구 동구 남구 부평구 남동구 김포시 계양구 0

34 강화군 김포시 0

35 옹진군 0

36 장안구 의왕시 수지구 영통구 권선구 팔달구 0

37 권선구 의왕시 장안구 팔달구 영통구 화성시 상록구 0

38 팔달구 장안구 권선구 영통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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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영통구 수지구 기흥구 화성시 권선구 팔달구 장안구 0 0 6 6

40 수정구 강남구 서초구 과천시 의왕시 분당구 중원구 하남시 2 0 5 7

41 중원구 하남시 수정구 분당구 광주시 0 0 4 4

42 분당구 중원구 광주시 수지구 의왕시 수정구 0 0 5 5

43 의정부시 포천시 남양주시 노원구 도봉구 양주시 1 0 4 5

44 만안구 금천구 관악구 동안구 군포시 상록구 시흥시 광명시 3 0 4 7

45 동안구 관악구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만안구 1 0 4 5

46 원미구 오정구 구로구 소사구 부평구 1 1 2 4

47 소사구 남동구 시흥시 광명시 구로구 원미구 부평구 0 4 2 6

48 오정구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원미구 부평구 계양구 2 2 1 5

49 광명시 구로구 소사구 시흥시 만안구 금천구 2 3 0 5

50 평택시 화성시 오산시 안성시 0 0 3 3

51 동두천시 연천군 포천시 양주시 0 0 3 3

52 상록구 단원구 화성시 권선구 의왕시 군포시 만안구 시흥시 0 0 7 7

53 단원구 시흥시 상록구 0 0 2 2

54 덕양구 양주시 파주시 일산동구 김포시 강서구 마포구 은평구 종로구 강북구 성북구 6 0 4 10

55 일산동구 덕양구 일산서구 파주시 김포시 0 0 4 4

56 일산서구 파주시 일산동구 김포시 0 0 3 3

57 과천시 서초구 관악구 동안구 의왕시 분당구 수정구 2 0 4 6

58 구리시 남양주시 노원구 중랑구 광진구 강동구 하남시 3 0 3 6

59 남양주시 포천시 의정부시 노원구 구리시 강동구 하남시 광주시 가평군 양평군 2 0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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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오산시 화성시 평택시 0

61 시흥시 단원구 상록구 만안구 광명시 소사구 남동구 0

62 군포시 만안구 동안구 의왕시 상록구 0

63 의왕시 과천시 수정구 분당구 수지구 장안구 권선구 상록구 군포시 동안구 0

64 하남시 남양주시 광주시 중원구 수정구 송파구 강동구 2

65 처인구 광주시 이천시 안성시 평택시 기흥구 수지구 화성시 0

66 기흥구 수지구 영통구 화성시 처인구 광주시 0

67 수지구 분당구 의왕시 장안구 영통구 기흥구 처인구 광주시 0

68 파주시 연천군 양주시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김포시 0

69 이천시 여주시 안성시 처인구 광주시 0

70 안성시 평택시 처인구 이천시 0

71 김포시 파주시 일산서구 일산동구 덕양구 강서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1

72 화성시 상록구 권선구 영통구 기흥구 처인구 평택시 오산시 단원구 0

73 광주시 남양주시 하남시 중원구 분당구 수지구 처인구 이천시 여주시 양평군 0

74 양주시 연천군 동두천시 포천시 의정부시 도봉구 강북구 덕양구 파주시 2

75 포천시 연천군 동두천시 양주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가평군 0

76 여주시 양평군 광주시 이천시 0

77 연천군 포천시 동두천시 양주시 파주시 0

78 가평군 포천시 남양주시 0

79 양평군 가평군 남양주시 광주시 여주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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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nalysis of Women's Safety Policy on 

Effects of Local Crime Prevention

-Focused on Convenience Store for Women's

Safety Guard Policy-

Baek, Yoon Jee

Department of Civil & Environmental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 Crime is one of the major social problems that are 

widespread in modern society. Fear of the crime in daily life 

has deep relationship with quality of life. Recently the crime 

rate has been increasing, and type of crime has also become 

more severe and diverse. In addition, among the 

single-person households, which are growing at a great pace, 

especially the number of woman in their 20s and 30s single 

household shows large increasing. Related with this social 

phenomena, woman in 20s and 30s is exposed to crim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iveness of the ‘Convenience Store for Women's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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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ard Policy’ published by Seoul metropolitan. The time 

range of analysis is from 2013 to 2015, and the spatial range 

is Seoul, Incheon, and Gyeonggi area. First, this study 

assessed the effect of the safety policy on the area where 

Convenience Store for Women's Safety Guard was 

implemented in the metropolitan area. The data on the 

number of cases of sexual violence crimes by jurisdiction 

provided by the local police department were adjusted by 

administrative districts. Second, this paper examined the 

effects of Convenience Store for Women's Safety Guard 

Policy on the areas adjacent to the enforcement area. The 

selection criteria of adjacent areas are the administrative 

districts that border the area where the policy is 

implemented. Synthetically this paper has constructed the 

simultaneous equations by taking the above two points 

together into consideration. The explanatory variables 

considered in the analysis are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explained by public assistance recipient households and local 

tax rate. An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variables such as 

the population proportion of female in the 20s to 30s relative 

to the total population, the number of woman in the 20s and 

30s living in multi-household and people over 65. Also 

commercial area relative to urbanized area, the number of 

Convenience Store for Women's Safety Guard and the number 

of people using Safe Scout Service.

As a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using the number of 

sexual assault crimes per 1 million people in the area where 

Convenience Store for Women's Safety Guard Policy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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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lemented as a dependent variable, the number of sex 

crime is decreased. Other independent variables, public 

assistance recipient households, local tax rate, the population 

proportion of female in the 20s to 30s relative to the total 

population, the number of woman in the 20s and 30s living in 

multi-household, people over 65 and the number of people 

using Safe Scout Service, which are all have a positive 

effect. 

Secon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simultaneous 

equations with the number of sexually assaulted crimes per 1 

million average persons in the vicinity of the enforcement 

area of Convenience Store for Women's Safety Guard Policy. 

As a result of analysis, the average of public assistance 

recipient households in adjacent areas, local tax rate, the 

population proportion of female in the 20s to 30s relative to 

the total population and the number of woman in the 20s and 

30s living in multi-household, which are all have a positive 

effect.  In addition, the number of Convenience Store for 

Women's Safety Guard in enforced area, which was the 

center of the surrounding areas, showed a negative impact on 

the average number of sex crimes in the neighborhood. 

Finally, in the first analysis, the number of sexually assaulted 

crimes per 1 million people in the policy enforcement area 

used as a dependent variable was used as the explanatory 

variabl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positive value was 

found to be significant in the dependent variable.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two analyzes, the gre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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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umber of Convenience Store for Women's Safety Guard 

in the area where the policy is implemented, the lower the 

number of cases of sexual violence crimes in the policy area. 

In addition, Convenience Store for Women's Safety Guard in 

the area where the policies are implemented indirectly and 

directly affect the occurrence of sexual violence crimes not 

only in the policy area but also in the adjacent areas. 

Directly, it acts as a factor controlling the incidence of 

sexual violence crime by 0.370. Indirectly, it contributes to 

reducing the incidence of sexual crime by 0.758. This is 

because the positive effects of the policy implemented on the 

policy as a result of the proliferation of the crime control 

profits spread to the neighboring regions and the average 

number of cases of sexual violence in the neighboring 

regions has decreased.

Based on the public-private partnership system, this study 

examines the policy effect of the first case of building a city 

safety network.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considers 

the effect of crime occurrence and the spread of crime 

transfer and profit to neighboring area. However, data 

collection on the number of cases of sexual violence crime 

was not as concrete as the administrative district or the 

district unit, comprehensive analysis result was obtained. In 

addition, there was a limit of data that could be used for the 

analysis because the enforcement time of the safety policy 

such as Convenience Store for Women's Safety Guard and 

Safe Scout Service is not long. Therefore, there are 

ambiguities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results. If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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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ailed analysis is supplemented with more detailed data in 

the future, more clear results will be obtained. Also various 

aspects of research about crime, it will be conducted to make 

a safe urban environment.

Key words : Women's safety policy, Convenience Store for 

              Women's Safety Guard, Safe city,

              Crime prevention, Sexual violence crime,       

                Simultaneous equations model

Student Number : 2015-21295


	제 1장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연구의 범위 및 구성

	제 2장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2.1 범죄의 정의
	2.2 범죄발생관련 이론
	2.3 범죄전이 및 범죄통제 이익의 확산효과
	2.4 범죄발생에 관한 선행연구
	2.5 범죄전이 및 안전정책평가 관한 선행연구
	2.6 소결 및 연구의 차별성

	제 3장 수도권 범죄 발생현황 및 여성안전정책
	3.1 수도권 범죄 발생현황
	3.2 수도권 여성안전정책

	제 4장 연구문제 및 가설 설정
	4.1 연구문제
	4.2 가설설정

	제 5장 분석의 틀
	5.1 분석의 대상 및 범위
	5.2 분석자료
	5.3 분석의 흐름 및 방법

	제 6장 분석결과
	6.1 여성안심지킴이 집 정책 시행지역
	6.2 여성안심지킴이 집 정책 시행지역 및 인접지역

	제 7장 결론
	7.1 결론 및 시사점
	7.2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startpage>14
제 1장 서론  1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2 연구의 범위 및 구성 5
제 2장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9
 2.1 범죄의 정의 9
 2.2 범죄발생관련 이론 12
 2.3 범죄전이 및 범죄통제 이익의 확산효과 20
 2.4 범죄발생에 관한 선행연구 23
 2.5 범죄전이 및 안전정책평가 관한 선행연구 29
 2.6 소결 및 연구의 차별성 32
제 3장 수도권 범죄 발생현황 및 여성안전정책 35
 3.1 수도권 범죄 발생현황 35
 3.2 수도권 여성안전정책 38
제 4장 연구문제 및 가설 설정 55
 4.1 연구문제 55
 4.2 가설설정 57
제 5장 분석의 틀 61
 5.1 분석의 대상 및 범위 61
 5.2 분석자료 62
 5.3 분석의 흐름 및 방법 67
제 6장 분석결과 73
 6.1 여성안심지킴이 집 정책 시행지역 73
 6.2 여성안심지킴이 집 정책 시행지역 및 인접지역 76
제 7장 결론 81
 7.1 결론 및 시사점 81
 7.2 연구의 한계 82
참고문헌 83
부 록 88
Abstract 95
</bo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