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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범죄에 대한 정보공개가 범죄율 및 부동산 가격에 미

치는 영향을 실증함으로써, 정보공개라는 유연한 정책 수단이 지역사회 

및 경찰행정 영역에서 어떠한 기제로 작용하고 있는지 설명하고자 하는 

데 있다.

 

범죄 발생현황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면 시민들의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

지고 지역사회의 치안활동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가 촉진될 수 있다. 정

보공개는 그 자체로 시민들의 의사결정에 의미있는 정보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경찰 내부에서만 관리되고 활용되

던 범죄정보를 지역사회에 공개하면 치안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

할 수 있어 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반면에 정보공개에 대

한 우려 또한 큰데, 대표적으로 범죄 피해자에 대한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고, 범죄 다발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부동산 가격 하락을 이유로 하는 범죄정보공개에 대한 반대 

여론이 강한데, 이는 범죄 취약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해 지역 간 소

득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다.

 

지역사회 범죄발생에 대한 세부정보가 대중에 공개되어 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범죄예방에 대한 정책효과를 분석한 국내외 선행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한국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만 시·군·구 단위의 정

보가 제공되고 있고, 세부지역의 범죄율은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 다

른 나라들도 정부 혁신의 목적으로 2000년대 말에 들어서야 비로소 세부 

지역별 범죄율을 공개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2011년부터 전자

범죄정보지도(Open Crime Map)을 통해 세부 거리 단위로 범죄 정보를 

공개한 영국(United Kingdom)의 경우를 대상으로 범죄 정보의 공개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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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밝혀 보고자 하였다.

전자범죄정보지도는 지리정보시스템(GIS), 정보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미

국, 영국 등에서 치안활동을 도울 정책 수단으로 활발하게 도입되고 있

는 제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것의 범죄 예방과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효과를 냉정하게 판단하고 그 제도의 국내 도입 여부와 제도적 보완점을 

판단해 볼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2011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전자범죄정보지도의 효과를 정량적 

자료를 이용해 실증 분석하되, 정보공개 자체의 효과뿐만 아니라 범죄정

보를 제공하는 수단인 전자범죄정보지도 제도의 적실성에 대해서도 살펴

보고자 하였다. 범죄에 대한 정보공개가 영국의 범죄 예방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지, 정보공개에 따른 부작용으로 부동산시장에 실질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본 것이다. 이를 위하여 2004년부

터 2012년까지 영국의 네 지역인 잉글랜드(England), 웨일스(Wales), 스코

틀랜드(Scotland), 북아일랜드(Northern Ireland)의 분기별 부동산가격자료

(Nationwide 부동산지수)와 영국 통계청(ONS)의 연도별 범죄유형별 범죄

통계자료를 활용하였다.

특히 영국 내의 전자범죄정보지도를 도입한 지역(잉글랜드와 웨일스지

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지역) 간의 비교를 통해 

정보공개수단으로서의 전자범죄정보지도의 순효과를 밝혀내고자 하였다. 

영국은 잉글랜드와 웨일스 지역에서만 2011년부터 전자범죄정보지도를 

활용해오고 있기에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지역의  범죄율은 공개되지 

않아 왔다. 따라서 전자범죄정보지도가 도입된 잉글랜드, 웨일스 지역과 

아직 이를 도입하지 않은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 지역은, 범죄 정보공

개의 차이에 따른 범죄율 및 부동산 가격의 차이를 비교할 적합한 사례

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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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정보공개 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자료를 활

용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는 점과, 정보공개 효과의 엄정한 분석을 위해 

자연실험 설계를 통해 정보가 공개된 집단과 공개되지 않은 집단을 비교

하여 정보공개제도 시행의 전·후의 차이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

가 있다. 

 

선형회귀모형에 의한 편이를 통제하기 위해 패널 고정효과모형분석

(Fixed Effect Model)과 DID모형분석(Difference-in-Difference Model)을 

실시하였다. 또한 범죄에 대한 정보공개가 범죄율과 부동산가격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 뿐만 아니라 이러한 변수 간 관계가 인구·사회학적 

설명변수 별로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을 시도하였다. 

보다 자세하게는 범죄유형을 대인범죄와 재산범죄로 나누어 그 효과의 

차이를 비교하고자 하였고, 과거에 범죄율이 낮았던 지역과 높았던 지역

에 대한 정보공개의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하여 그 차이를 설명하고자 하

였다. 그 분석 결과를 요약·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범죄에 대한 정보공개는 대인범죄율을 감소시키는 긍정적인 효과

를 내고 있다. 범죄정보를 공개하면 이를 민간부문에서 적절히 활용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 치안활동을 위한 참여 혹은 협력을 제고할 수 있는 

것이다. 정보공개를 통해 민간부문에서의 범죄비용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정보공개만으로도 범죄율 감

소가 일어나는 현상은 대인범죄 및 성범죄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특징

으로 재산범죄의 범죄율과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사회적으

로 큰 쟁점이 되고 있는 개별 범죄사건들이 대인범죄나 성범죄인 경우가 

많고 자극적인 사건이 많아 사람들의 관심이 많은 부분이기에 정보공개

를 통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것이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정보공개의 수단이 원래의 경찰활동과 정책적으로 조합을 형

성하여 어떠한 기제로 범죄가 예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향후 질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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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과거의 범죄율 순위에 따라서 유의미한 상호작용 효과가 발생하고 

있었다. 과거에 전체 범죄율이 높았던 지역에서는 범죄공개 이후에도 범

죄율이 여전히 높은 경향을 보였다. 범죄율이 낮았던 지역에서는 범죄정

보가 공개가 되면 오히려 범죄율이 증가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으나 범죄

율이 높았던 지역에서는 오히려 범죄율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

다. 즉, 범죄율이 높은 지역은 곧 치안환경이 좋지 않은 지역이라는 인

식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범죄율을 감소시키려는 유인이 더욱 

큰 것이다. 아마도 이는 경찰행정에서 일종의 성과로 판단될 수 있는 범

죄율의 수치에 대한 정보공개를 통해 범죄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많은 예

산을 투입하는 등의 범죄율을 낮추려는 여러 시도로 이어져 실제로 범죄

율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범죄율이 낮았던 지역에서는 

범죄정보가 공개되면 오히려 범죄율이 높아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동료효과(peer effect)와 같이 인근지역에 비해 범죄 예방에 더욱 

힘써야 할 유인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인범죄의 경우 정보공개 이후에 모든 지역에

서 범죄율이 감소하고 있는데, 특히 과거 범죄율이 높았던 지역에서의 

범죄예방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재산범죄는 정보공개에도 

불구하고 범죄가 전 지역에서 증가하고 있지만, 과거 범죄율이 높았던 

지역에서는 범죄율이 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살인, 상해, 폭력 

등의 대인범죄의 피해 양상은 재산이 아닌 신체의 침해라는 점에서 재산

범죄에 비해 시민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정도가 크다 할 것이어서 정보공

개의 효과도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셋째,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도 정보공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DID분석을 통해서 정보공개만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살

펴보면, 범죄정보공개가 부동산 가격뿐만 아니라 부동산가격의 변화율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여 

부동산가격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동산가격이 증가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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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거두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범죄정보공개에 대한 그간의 우

려, 즉, 지역사회 재산 가치 하락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

로 보인다. 영국 역시도 범죄정보지도에 대한 정책적 시도 전에 시민들 

역시 부동산 가격 인하, 낙인효과 등의 우려가 있었고, 현재는 성공적으

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결과를 어느 정도 확인하고 있었

다고 생각해볼 수 있다.

 

넷째, 범죄정보를 공개하면서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범죄율을 통

해서 이루어지는 간접효과보다는 정보를 공개하면서 부동산의 구매자가 

그 정보를 활용하면서 바로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직접적 효

과가 더 유의미하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대인범죄 및 성범죄는 직

접적 효과와 맞물려 간접적 효과도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구분해 분석해냄으로써 정보공개를 통한 메커니즘을 보다 자

세하게 풀어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더욱이 실증분석의 결

과를 통해 정보를 공개하면 오히려 부동산가격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보공개의 유의미하고 긍정적인 직접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

다. 이는 부동산 가격결정에서 정보 불균형을 해소함으로써 얻을 수 있

는 긍정적 효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과거 지역범죄율이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면,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는 총범죄와 재산범죄에서 비교적 유의

미한 경향을 보이고 있고, 대인범죄에서는 범죄정보를 공개해도 크게 유

의미한 상호작용 효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과거의 재산범죄율의 순위가 

높았던 곳은 정보공개 이후에 부동산가격의 상승효과의 크기가 더 큰 것

을 알 수 있다. 즉, 범죄정보가 공개되면 평균적으로 부동산가격은 상승

하지만 재산범죄는 여전히 소득이 높은 곳에서 발생률이 높고 부동산가

격도 그러한 지역이 높은 결과를 보인다.

  

정보공개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당위적인 주장에 그치거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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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제도 도입에 관한 고찰이 주를 이루어왔기에, 정보공개로 인한 정

책 효과의 실증적 분석은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따라서 정보공개 

제도를 도입하고 범죄정보를 공개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의사결정을 위한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였고, 범죄정보공개에 대한 우려를 종식

할만한 경험적 연구 역시 부족하여왔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이러한 

공백을 메우고 있다.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범죄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기에, 범

죄 현황에 대한 세부정보를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범죄 예

방을 위한 정책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그

러나 현재 경찰청에서 상시로 공개하는 범죄정보는 광역 시·도 단위로 

제공되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개되는 자료 역시 경찰서 단위로 제공

되고 있어 시민의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즉, 

우리 정부에서 공개되는 범죄정보는 지역주민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만큼 구체적이지 않아 정보공개를 통한 지역사회의 치안 강화 효과를 추

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왔다. 영국의 경우 범죄 정보가 세부 지역별로 

지도화되어 공개되고 있어 정보공개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에 적

절한 사례가 된다. 따라서 영국의 범죄정보공개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그것이 범죄 예방과 부동산 시장에 미친 영향에 대한 경험적 증거를 확

인함으로써 한국에서의 범죄정보공개의 적실성에 대해서도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어 : 정보공개, 범죄지도, 부동산 가격, DID모형, 범죄 예방

  학  번 : 2010-3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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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범죄 발생현황에 대한 지역별 정보가 공개되면 지역사회 범죄율 혹은 부

동산 가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 본 연구는 정보공개라는 정책

적 수단이 유의미한 정책효과를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

다. 범죄 발생현황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면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이 높아지고 지역사회의 치안활동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가 촉진될 수 있

다. 아울러 경찰 내부에서 관리되던 정보를 공개하면 치안행정의 책임성

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반면에 정보가 공개되면 범죄 다발지역의 부

동산 가격이 하락해 지역 간 소득 불균형이 더욱 심화한다는 우려도 있

다.

그간에는 범죄예방에 대한 정책효과를 엄정하게 분석할만한 정보가 충분

하지 않았고 국내외 연구에서 실증적 증거를 찾기 힘들었다. 현재 한국

은 경찰서 단위(단수 또는 복수의 시‧군‧구마다 설치됨)로만 범죄정보가 

제공되고 있고 동 단위 이하의 범죄율은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 다른 

나라들도 정부 혁신의 목적으로 2000년대 말에 들어서야 비로소 세부 지

역별 범죄율을 공개하기 시작하였다. 이렇듯 지역사회 범죄에 대한 정보

가 대중에 공개되어 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선행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2011년부터 세부 지역별 범죄 정보를 공개한 영국의 경

우를 대상으로 범죄 정보의 공개가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지 실증적으로 밝혀 보고자 한다.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범죄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기에, 범

죄 현황에 대한 세부정보를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범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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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을 위한 정책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그

러나 현재 경찰청에서 상시로 공개하는 범죄정보는 광역 시‧도 단위로 

제공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상의 정보

공개청구를 통해 공개되는 자료 역시 경찰서 단위로 제공되고 있어 시민

의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즉, 우리 정부에서 

공개되는 범죄정보는 지역주민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만큼 구체적이

지 않아 정보공개를 통한 지역사회의 치안 강화 효과를 추정하기에는 어

려움이 있다. 그러나 영국의 경우 범죄 정보가 세부 지역(street)별로 지

도화되어 공개되고 있어 정보공개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에 적절

한 사례가 된다. 따라서 영국의 범죄정보공개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그것이 범죄 예방과 부동산 시장에 미친 영향에 대한 경험적 증거를 확

인함으로써 한국에서의 범죄정보공개의 적실성에 대해서도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영국에서 2011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전자범죄정보지도(Open 

Crime Map)1) 제도의 효과를 정량적 자료를 이용해 실증 분석하되, 정보

공개 자체의 효과뿐만 아니라 범죄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인 전자범죄정보

지도 제도의 적실성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전자범죄정

보지도는 기존에는 경찰 내부에서만 관리하고 활용하던 범죄정보를 지역

사회에 공개하여 정부(경찰행정)의 투명성, 책임성을 강화하여 행정에 대

한 신뢰를 회복하고, 시민들의 의사결정에도 의미있는 정보를 제공했다

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범죄 피해자의 개

인정보 유출이나 지역 부동산 가격 하락 등이 염려되기도 한다. 특히 부

동산 가격 하락을 이유로 하는 범죄정보공개에 대한 반대 여론이 강한 

편인데(Timmins 2011), 이는 한국과 영국 양국 모두에서 그러한 것으로 

보인다.

정보공개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당위적인 주장에 그치거나 정보

1) 참조: www.police.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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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제도 도입에 관한 고찰이 주를 이루어왔기에, 정보공개로 인한 정

책 효과의 실증적 분석은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따라서 정보공개 

제도를 도입하고 범죄정보를 공개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의사결정을 위한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였고, 범죄정보공개에 대한 우려를 종식

할만한 경험적 연구 역시 매우 부족하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이러한 

공백을 메우고 있다.

본 연구는 영국 내의 전자범죄정보지도를 도입한 지역(England, Wales)

과 그렇지 않은 지역(Scotland, Northern Ireland) 간의 비교를 통해 정보

공개수단으로서의 전자범죄정보지도의 순효과를 밝혀내고자 한다. 영국

은 잉글랜드와 웨일스 지역에서만 2011년부터 전자범죄정보지도를 활용

해오고 있기에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지역의 세부지역 범죄율은 공개

되고 있지 않아 왔다.2) 따라서 전자범죄정보지도가 도입된 잉글랜드, 웨

일스 지역과 아직 이를 도입하지 않은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 지역은, 

서로 간의 범죄율, 부동산 가격의 차이를 비교할 적합한 사례가 될 것이

다.

범죄정보지도는 지리정보시스템(GIS), 정보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미국, 

영국 등에서 치안활동을 도울 정책 수단으로 활발하게 도입되고 있는 제

도로서, 본 연구에서는 그것이 범죄 예방과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효과

를 냉정하게 판단하고 그 제도의 국내 도입 여부와 제도적 보완점을 판

단해  볼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

2) 그러나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 지역 모두 2014년 하반기부터 전자범죄정보지도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잉글랜드와 웨일스와 통합된 하나의 사이트에서 범죄정보를 공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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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실증연구는 영국(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의 2011년 전

후 기간인 2004년에서 2012년까지 13년간의 세부지역(borough)별 범죄현

황과 영국의 ‘Nationwide 부동산가격지수’를 대상으로 한다. 잉글랜드

와 웨일스를 실험집단으로,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를 통제집단으로 각

각 설정해 범죄정보공개가 범죄율과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하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으로 영국을 선정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영국의 상황이 범죄정

보공개를 하기 이전과 이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비교하는 자연실험

이 가능한 사례를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영국은 일

부 지역에서만 범죄정보공개 제도를 도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영국, 네 

지역의 경찰 행정 체계가 비교적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고 치안과 자치경

찰에 대한 역사가 비슷하기에 때문에 범죄정보지도 시행 여부를 제외하

면 이들은 비교적 동일한 집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어서 더욱 적절한 

자연실험 상태가 된다.

이러한 실험설계를 통하여 범죄정보공개, 특히 전자범죄정보지도라는 수

단이 영국 각 지역에서 범죄예방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그리고 정보공

개의 역효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지를 추론해볼 수 있다. 단

순 OLS 회귀분석 모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내생성의 문제 등 인과관계

를 쉽게 식별해내기 어려운 계량적 문제들도 자연실험방법론을 통해 상

당 부분 해결해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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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영국 지도(4 countries)]

정보공개의 순효과를 식별해내기 위해서는 범죄정보지도 활용을 통한 경

찰행정 내부적인 업무능력 향상 효과와 범죄정보지도를 통하여 범죄정보

를 대중에 대해 공개함으로써 거두게 되는 범죄예방 효과를 서로 구분해

야 할 필요가 있다. 다행히도 영국은 15년 이상 경찰 내부적으로 컴퓨터

를 활용한 범죄정보지도를 작성하고 활용하여 왔다(Ratcliffe 2010). 따라

서 경찰 행정력이 범죄위치정보시스템을 활용하고 지역별로 범죄 자료를 

구축하여 이를 범죄 예방에 활용하는 능력 관해서는 이미 일정 수준에 

올라있는 상태라고 판단할 수 있다. 반면 한국은 경찰 내부적으로 전자

시스템을 통해 범죄 정보와 통계관리를 시작한 것이 겨우 2004년일 만큼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다. 따라서 범죄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시민사회로부

터 얻을 수 있는 협력을 통한 범죄예방 효과를 범죄정보지도 구축을 통

한 경찰행정 자체의 업무 효율성 제고 효과로부터 구분하여 식별하기 위

해서라도 범죄정보지도를 오랫동안 활용해온 영국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한국의 범죄정보공개 제도 도입에서도 큰 정

책적 시사점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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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영국 London Canary Wharf 지역 2014.10.1. 첫 주의 범죄발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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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제1절 연구의 배경: 영국의 Open Crime Map

2010년 6월, 영국정부는 거리단위(street level) 범죄정보지도를 공개하겠

다고 밝혔고, 이에 따라 2011년 1월 31일 실제로 경찰 전자범죄정보지도

(Open Crime Map)를 인터넷상에 공개하였다. 이러한 정보공개 정책의 

목표는 경찰 범죄 기록에 대한 국민의 신뢰 및 지역 범죄에 대한 관심을 

높임으로써 시민들이 지역사회의 치안활동에 더 깊이 참여하도록 하는 

데에 있었다(Chainey & Tompson 2012). 전자범죄정보지도에 대한 구상

은  ‘사법제도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고(distant) 책임성이 없다

(unaccountable)’는 취지의 국무조정실 보고서에 따라 고든 브라운

(Gordon Brown) 총리가 2008년 6월 지역사회 범죄 척결을 위해 계획한 

구상안 일부이다. 영국 내무부(Home Office)는 이 구상을 구체화하면서 

범죄정보공개를 통하여 대응성 있는 경찰 서비스를 구현해냄과 동시에, 

지역 범죄척결 및 예방 정책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 시민 참여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나아가 시민들에게 경찰활동 자체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기회를 제공하여 치안서비스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전자범죄정보지도는 처음 도입된 2011년 2월부터 그해 말까지 그 사이트

에 4천7백만 명이 방문하는 등 큰 관심을 받았다. 전자범죄정보지도에는 

범죄율에 대한 정보 외에도 지역사회 경찰행정인력 관련 정보와 범죄 신

고절차 등 범죄 예방을 위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이는 행정의 책임성

을 더욱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범죄가 취약한 지역에 더 

많은 경찰인력을 요청하거나 경찰의 범죄예방전략 개선에 관하여 시민사

회가 끊임없이 피드백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영국 국회의 감사보고서

에 따르면, 영국정부는 전자범죄정보지도 제도의 도입에  30만 파운드

(한화 5억 원), 연간 운영비용으로 15만 파운드(한화 2억 5천만 원)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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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을 투입하였다(Auditor General 2011). NPIA(National Policing 

Improvement Agency)는 또한 범죄정보와 경찰, 검찰의 성과 간 연관성

을 보여주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발하기 위해 21만 파운드(한화 3억5천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다(National Audit Office, 2012).

[그림3: 영국 도로별 범죄정보지도]

전자범죄정보지도는 지역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범죄 정보를 지리

적 위치와 연계해 지도에 나타냄으로써 누구나 쉽게 정보를 볼 수 있도

록 하고 있다. 이는 각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차별적 범죄 예방책을 수

립할 가능성을 제공해준다. 범죄 유형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전자범죄정보지도는 지역사회의 물리적 환경이 취약한 데서 비롯될 수 

있는 각종 유형의 범죄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고 여겨진다(Ratcliffe 

2010). 예를 들어, 어두운 거리, 감시카메라가 없는 지역 등 환경적으로 

취약한 곳에서 쉽게 범죄를 행할 수 있는 만큼, 지역별 범죄정보를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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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공개하면 위와 같은 범죄취약지역을 식별할 수 있고 그들을 대상

으로 적절한 범죄예방수단을 도입함으로써 범죄율을 감소시키는 있는 정

책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도시를 정비할 때 범죄에 대한 예방

책을 설계하는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역시 이러한 범죄정보지도를 

통한 범죄 현황에 대한 정보 없이는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 

그러나 범죄정보공개에도 그림자는 있다. 영국에서는 내무부, NPIA 및 

다른 행정기관들과 총리의 적극적인 주도에 따라 전자범죄정보지도 제도

가 도입되었으나, 영국 경찰 내부에서는 범죄정보지도를 공개하는 것에 

대하여 오랜 반감이 있었다(Arthur, 2010).3) 즉, 영국 경찰이 공개하고 있

는 범죄정보지도는 경찰 자발적으로 도입된 제도에 의한 것이 아니기에, 

아직은 범죄정보와 범죄통계가 정보 사용자에게 친화적인 형태로 공개되

고 있지는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위와 같은 전자범죄정보지도의 한계뿐 아니라 그 제도 자체의 부정적인 

효과로서는, 범죄정보가 공개되기 때문에 범죄 발생에 대한 신고를 주저

하는 경향이 일부 관찰되기도 했다. 2011년 12월에 런던의 Surrey Street

에서는 136건의 범죄가 발생했는데, 실제로는 2건의 범죄만이 신고되었

다고 한다. 또한 Direct Line Insurance의 어떤 설문조사에 의하면, 응답

자의 11%가 범죄정보공개 프로그램이 시작된 후 범죄를 목격해도 부동

산을 매매하거나 세를 주기가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 범죄에 대해 신고하

지 않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Timmins 2011).

 

3) 2008년 5월, 수도권 경찰국의 전 치안정감인 Brian Paddick은 “범죄정보지도를 대중
에게 공개하면 심각한 문제점이 있고, 사람들 앞에 명시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책임성
을 강화하게 하고자 하는 시도는 영국적 정서와 맞지 않는다”고 하였다. 

- 10 -

제2절 정보공개

1. 정보공개의 의의

일반적으로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기본적

인 의무로 이해된다. 여기서 국민의 알 권리는 1)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자유롭게 정보를 수집할 자유권적 권리, 2) 공적인 

사항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여 민주적 정치과정

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유권적 권리, 3)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적 권리의 세 단계로 이

해된다(박진우 2009). 

위의 세 단계가 국민의 알 권리의 구분이라면, 이러한 알 권리를 보장하

기 위한 정보공개 또한 몇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특히 이명진, 

문명재(2010)는 정보공개를 정보공개 자체의 자발성 유무와 공개대상 정

보의 선택권 유무에 따라 아래 그림과 같이 네 가지로 나누고 있다. 즉, 

이 분류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일반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은 자

발적인 정보공개와 시민의 공개 청구에 의한 의무적인 정보공개로 나눌 

수 있다. 또한, 공개당사자가 주체적으로 공개대상 정보를 선택할 수 있

는가에 따라서도 정보공개의 유형을 나눌 수 있다. 이처럼 공개대상 정

보를 누가 선택하느냐의 기준에 관하여 공공기관이 주체적으로 정보를 

선정하는 영역을 공공영역, 수동적으로 정보를 선택하는 영역을 민간영

역으로 칭하기도 한다(이재완 정광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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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정보공개의 유형 분류]

  

[출처: 이명진 문명재, 2010]

본 연구에서는 정보공개를 통상의 행정학에서 사용되는 개념과 동일하

게, 공개행위의 당사자가 공공기관이고 정보의 내용도 행정활동에 관한 

것인 경우로 규정하고자 한다. 그중에서도 본 연구의 주된 대상은 정부

의 자발적인 정보공개로서, 이와 비교할 만한 대표적 개념으로는 정부의 

의무적 정보공개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상 정보공개가 있다. 

정보공개법은 정보공개의 목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 국정에 대한 국민

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들고 있다. 결국 정보공개

법상 정보공개도 본 연구의 대상인 범죄정보공개와 그 목적은 동일하지

만 개념상 분명한 차이가 있다. 즉, 정보공개법에서는 청구인의 공개 청

구가 있어야만 정보가 공개되므로 위 정보공개의 분류 중 2유형과 4유형

의 정보공개만이 그에 해당하지만, 국민의 알 권리 보장에 필요한 넓은 

의미의 정보공개는 공공기관의 자발적 정보공개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파

악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말하는 범죄정보공개는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직접적이고 자발적으로 제공하고 전달하는 것을 

주로 의미한다. 이러한 자발적인 범죄정보공개는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사회 구성원이 그 수용자가 되는데 반하여,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

는 정보공개의 청구인만이 정보의 수용자로 한정되므로 정보 수용자집단

(audience) 면에서도 큰 차이가 있다.4)

자발적 공개 의무적 공개

주체적 정보 선정 1유형 2유형

수동적 정보 선정 3유형 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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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정보공개법상의 정보공개청구에 의한 정보공개가 행정의 대

응성의 관점에서 민원처리와 함께 이루어지는 의무적이고 소극적인 정보

공개를 주로 의미하는데 반하여, 본 연구에서의 범죄정보공개는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직접적이고 자발적으로 제공하고 전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와는 차이가 크다.

정부가 보유하는 정보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제공해야 하는지도 중요한 

논의의 대상이 된다. 이처럼 정보공개의 범위(degree of public 

information)를 정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가지는 가치에 대한 고찰이 선행

되어야 한다. 정익재(1996)에 의하면, 정보의 가치나 질은 다음과 같은 

속성에 의해 결정되는데, 적실성, 적시성, 정확성, 정밀성, 완결성, 간결

성, 형식성 등이 그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유의 목적에 따라, 얼마나 

많은 수용자를 대상으로 얼마나 적절한 시기에 정보가 공개되어야 하는

지, 즉 공공성과 정밀성, 적시성에 중점을 두어 정보공개의 적절한 정도

를 도출해내고자 한다. 

다시 말해, 공개된 자료가 법에 따라 어느 정도 정확성과 완결성 및 형

식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가정할 때, 제공되는 정보가 얼마나 가치 있는

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정보가 얼마나 자세하게 공개되고 있는지 살

펴볼 필요가 있다. 사람들이 잘 알고 결정(informed decision)을 내릴 수 

있으려면 제공되는 범죄정보 역시 세부 지역별 자료이어야 한다는 논의

도 이를 반영한다. Cornand & Heinemann(2008)도 행정의 투명성을 구현

해 내는 두 요소로 정보의 정밀성(precision)과 공공성(publicity)의 정도를 

들고 있다. 여기서 공공성의 정도는 공개된 정보를 향유하게 되는 수용

자의 수로 측정한다. 다시 말해, 정보가 정확하고 정밀하며, 적실성 있고 

광범위하게 제공된다면, 이는 가치 있는 정보로서 그러한 정보의 수용자

는 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범죄정보도 이와 마찬가지

4) 정보공개 수단에 따라서 수용자의 접근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논외로 한
다. 한 가지 예만 들자면, 인터넷으로 공개되는 범죄정보지도의 경우 정보수용자집단
은 인터넷에 접근 가능한 사용자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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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광범위한 수용자들에게 제공되어야 신뢰를 얻

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림4: 정보공개의 정도]

공개된 정보의 가치
작다 크다

정보 수용자집단(audience) 크기
정보의 정밀도
정보의 적시성

마지막으로 공공정보의 사회적 가치를 평가함에서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정보를 민간영역에서도 수집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

라진다. 경제학적 측면에서 보면, 민간 영역에서 신뢰할만한 정보가 없

는 경우, 공공정보의 광범위한 제공은 언제나 후생을 증가시킨다고 한다

(Morris & Shin 2002). 그러나 민간영역에서 독자적으로 신뢰성 있는 정

보에 접근 가능하다면 공공정보의 공개를 통해 얻게 되는 후생효과는 불

확실하다. 본 연구에서의 연구대상은 범죄에 대한 정보이고, 이는 공공

영역에서 일방적으로 수집되어 내부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정보이므로 경

제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범죄에 대한 정보공개는 당연히 사회의 후생

을 증가시킨다고 할 것이다. 

2. 정보공개수단의 정책수단적 특성

정보제공은 좁게는 공익관련 정보제공, 정책홍보뿐만 아니라 기술지원, 

상담 또는 교육과 훈련프로그램에서 넓게는 사회적 규제와 관련된 레이

블링(labelling)을 포함하는 개념”이다(문명재 2009).5) 문명재(2009)에 따

르면, 정보제공은 특히 어떤 영역이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

5) 정보공개, 정보제공, 정보전달등의 의미는 서로 다른 범주의 정보전달을 의미하지만 
자발적/비자발적으로 제공되는 정부활동에 대한 정보의 공개를 칭하는 용어로 혼용하
여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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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개인의 판단이 중요한 영역이어서 다른 정책수단이 효과적이지 못

한 경우, 혹은 다른 정책수단으로 인한 효과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인 경

우 효율적으로 활용된다. 일반적으로 정보제공은 다른 정책수단과 함께 

활용될 때(policy mix) 그 정책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정보제공은 단일하고 결정적인 정책수단으로는 좀처럼 활용되지 않으므

로, 정보공의 이러한 속성으로 인해 정보공개의 효과는 일률적이지 않고 

가늠하기 힘들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Bui 2005; Kraft, Stephan & 

Abel 2011). 

Vedung & Doelen(2005)는 정보가 정부의 가장 유연하면서도 간접적인 

정책수단(the most lenient tool of government)이며 활용하는 데 있어 비

용도 적게 든다고 주장한다. 이와 비슷한 취지로 Gibbons(2011) 또한 범

죄에 대한 통계정보 제공에 관해 설명하면서 이는 Thaler & 

Sunstein(2009)이 역설한 ‘넛지(nudge)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정책 수

단이라고 한다. 즉, 정부가 동일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민 생

활에 가장 소극적으로 개입하는 정책수단이 바로 정보공개이다. Vedung 

& Doelen(2005)은 정보의 부족은 원하지 않은 행동(undesired behavior)

의 시초가 되기 때문에 정보공개는 적어도 그러한 행동을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며 이러한 수단이 충분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충분

한 양의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고 한다.

또한 정보공개라는 수단이 정책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보 제공자와 

수용자의 이해도 또한 중요하다. 정보공개라는 수단은 유연하고 간접적

인 수단이기에 공개된 정보가 정보 수용자와 정보공개자의 의사결정 과

정 에서 잘 반영(embedded)이 되어야 비로소 그 효과가 발생한다(Weil, 

Fung, Graham & Fagotto 2006). Weil 외(2006)는 정보공개 제도를 설계

함에서는 정보의 제공자와 수용자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명확한 이해

가 선행되어야 제도를 적절히 설계하여 잘 활용되게 할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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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보공개의 제도적 배경 

20세기 후반부터 세계 많은 나라가 정부실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

부개혁을 추진해왔고 그 추진원리로 효율성, 효과성, 책임성 등을 강조

하여 왔다. 그중에서도 정부의 책임성(accountability) 강화를 위해 고안된 

제도적 장치와 수단 중에서 대표적인 것으로 정보공개를 들 수 있다. 정

부와 국민 간의 정보의 비대칭성 또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보 우위가 존

재하면, 행정의 비효율, 정책실패, 행정오류가 은폐될 가능성이 크고 이

는 행정부패의 원인이 되어 결과적으로는 행정의 책임성이 담보되지 않

는다(Tanzi 1998). 그 결과 시민들은 정부에 대해서도 정부가 생산하는 

정보에 대해서도 신뢰하기 힘들다. 책임성과 효율성 있는 다양한 행정활

동과 정책과정에 대한 정보를 적절히 공개할 때 정부는 정보의 비대칭성

을 해소하고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즉, 정보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 권

리를 충족시키고, 국민은 공개된 정보를 기반으로 정책참여를 함으로써 

민주주의를 향상하고 행정 책임성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승종 1990; Stiglitz 1999; OECD 2002). 정보공개제도가 부패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에 기반을 두어 일본과 한국의 정보공개 청구제도의 

비교 연구를 진행한 송희준 외(2011)는 정보공개 제도의 도입과 확대가 

정책 투명성 달성과 부패통제의 충분조건은 아니나 필요조건이라는 결론

을 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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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범죄에 대한 정보공개의 특성-정보의 수집‧분석‧공
개 

범죄에 대한 정보의 특성에 따라 정보의 수집‧분석‧공개 방법의 적절한 

선택이 요구된다. 우리가 접하게 되는 범죄정보는 경찰에 신고된 범죄 

건수로 측정이 되고 있다. 이는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은 여러 범죄를 파

악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아울러, 지역 경찰이 범죄정보를 잘못 측정

하거나 보고하는 등 통계적인 측면에서 범죄 입건 수를 잘못 파악한다거

나 혹은 고의로 범죄 수를 조작할 유인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

제가 과도하게 발생할 경우 인과관계 추정의 내생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Baer & Chambliss 1997).

범죄에 대한 정보는 그 정보의 정합성이 중요하다. 영국  부가 전자범죄

정보지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정보공개 정책 자문을 맡았던 Rohan 

Silva는 정보의 정확성을 강조하면서, 영국 범죄정보지도제도를 도입하기 

전 범죄통계를 정리할 때 경찰관들이 발생한 범죄와 그와 연동된 위치정

보를 기재하고 공개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었다고 한다(Rogers 2013). 범죄

유형별로 발생을 기재하면서 각 범죄의 발생위치가 아닌 경찰서의 위치

를 기재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데, 이는 그만큼 경찰관들이 범죄정보

지도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 관할 구역의 크기가 넓지 않았

기 때문이기도 하다. 결국, 정합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서는 경찰관

들의 범죄 위치정보 기재방식부터 개선돼야 했다.

둘째로, 범죄정보공개의 형태 및 수단이 중요하다. 공공이 접근 가능한 

지도 형태의 범죄정보는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에 대한 직접적

인 1차 자료를 파악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면

서도 왜곡되지 않은 정보에 접근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렇듯 지리정보시

스템(GIS)을 활용하여 지리 정보와 일반 데이터를 결합함으로써 정보 수

용자에게 새로운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이미 알려진 현상을 더욱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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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범죄에 대한 GIS 분석은 지역별 주

요 범죄의 빈도를 한눈에 알 수 있게 해 주어 경찰 내부적으로 치안인력

의 적절한 배치는 물론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방범의식을 고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이것이 범죄정보공개 제도가 가지는 

가장 큰 의의라고 할 것이다.

범죄정보에 대한 공개를 어떠한 형태로 하게 될지는 일면 정보의 수용자

가 본인에게 적합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를 가공해내는 방법으로 해결

하는 형태가 가장 적합할 수 있다. 즉, 정보를 제공하는 자(국가)는 일차

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다양하게 정보를 가공하고 변형해낼 

수 있다. 영국의 범죄정보지도 역시 2008년에 시험적으로 시행되었을 당

시에는 정부는 범죄정보지도의 형태가 아닌 일차적인 통계 자료를 공개

하는 방법을 택했으나 정보의 가공과 활용이 활발하지 않았기에 다시 정

부에서 범죄정보지도의 형태로 가공하여 더욱 접근하기 쉽게 제공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Rogers 2014). 그러나 정보공개가 오랜 기간 시행되어 

제도가 성숙하게 되면 정보 수용자 측에서의 다양한 가공방법을 통한 활

용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범죄정보공개의 수단에 대하여 보자. 범죄 세부통계가 공개되지 않는 상

황에서 시민들이 범죄에 대해 접하게 되는 자료 대부분은 강력범죄에 대

한 언론 보도일 것이다. 따라서 범죄정보공개제도 없이는 자극적인 사건

만이 언론을 통해 노출되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정치인이나 기타 이익집

단들은 대중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종종 이슈 프레이밍에 활용하고 있

다(Schlesinger & Tumber 1994). 물론, 범죄통계가 공개된다고 하여도 정

보 수용자마다 통계분석능력이 크게 달라서 범죄통계 수치와 대중의 인

식에 괴리가 있다는 한계는 분명히 존재한다(Roberts & Stalan 1997). 그

런데도 인터넷 등을 통한 광범위한 범죄정보공개는 위와 같은 언론 만에 

의한 범죄정보 노출과는 달리 대중에게 왜곡되지 않은 정보에 접근할 기

회를 제공한다는 면에서 충분히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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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에 대한 개별 정보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개인 정보를 모두 담고 있

으므로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와 긴밀히 맞닿아있다. 전자범죄정보지도를 

통해 거리별로 제공되는 범죄정보는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게 설계되어있

지만 이와 동시에 위치정보와 함께 공개되기 때문에 범죄 피해자의 신원

이나 위치 등의 개인 정보가 노출되기 쉬운 문제가 있다.6) 범죄 정보공

개는 이렇듯 조금 더 민감하게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일정 시간 

단위별로 통계화된 자료를 활용하는 것도 그러한 문제를 미리 예방하려

는 데 있다. 

범죄 정보의 분석 면에서 보자면, 그간 범죄에 대해서는 범행 동기, 범

죄자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가 진행되어 왔고(Weisburd & Eck 

2004), 범죄의 지역성에 대해 관심을 두게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인 약 40

년 전이다(Groff, Kearley, Fogg, Beatty, Couture & Wartell 2010). 즉, 범

죄와 지역적 특성과의 연관성은 최근에서야 조명을 받고 있다. 최근 들

어, 범죄정보지도와 분석은 공간적 데이터 분석기법을 이용함으로써, 통

계학적 기법을 도입하고 공간자료가 가지는 근본적인 한계를 보완해 주

고 있다. 지리정보시스템(GIS)은 범죄자 프로파일링, 지역사회 경찰활동, 

범죄예방 서비스 확대에 기여하였으며, 정보제공자로서의 경찰은 각종 

정보를 이전보다 효율적이고 수월하게 수집할 수 있게 되었다. 공간적 

자료 분석은 범죄 분석가로 하여금 범죄자료 분석을 쉽게 해주어 범죄가 

일어나는 장소뿐만 아니라 범죄의 발생원인까지 분석할 기회를 제공한

다. 즉, 범죄의 지역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더욱 대응성 있는 범죄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다. 

6)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의 경우 이러한 범죄 정보의 특성을 이용한 공개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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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범죄정보공개의 효과에 관한 이론적 논의 

정책설계의 관점에서 정책 효과 제고를 위해서는 “선택된 정책수단이 

정책문제와 정합해야 한다”(문명재 2010). 국민의 신체와 재산권을 보호

하기 위한 활동은 대개는 강제성을 띄는 정책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전영한 2007). 따라서 범죄 예방이라는 형사 정책적 문제는 주로 국가 

주도적인 입장에서 해결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범죄에 대한 정보공개를 통한 정보제공 자체만으로는 그 정책적 목표가 

치안 환경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의식을 고취하고 행정의 책임성·투명

성을 강화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형사 정책적 문제의 하향식 

행정작용과 얼마나 조화될 것인가에 따라 그 실효성이 크게 달라질 것이

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정보공개는 전통적인 범죄예방 활동에 대한 효

과적인 보완적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범죄정보지도를 공개하면서 

기대해볼 수 있는 효과는 단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것만이 아니

라 전통적인 범죄통제 수단과 함께 집행되면서 시민의 자발적인 경찰활

동의 참여를 증진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범죄를 예방하여 그 발생을 

줄이는 것이다. 이러한 효과에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이라는 기제가 작동

한다. 아울러 잠재적 가해자가 범죄행위를 결정하는 이론적 논의의 바탕 

하에서 범죄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면서 민간, 사회영역에서 범죄예방을 

위해 담당하는 범죄비용을 효과적으로 감소할 기회가 마련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 범죄정보공개의 경제학적 효과

범죄자가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범죄를 실행하기로 하고 범죄 수준을 선

택하는가에 대한 이해를 통해 정책입안자들은 치안행정의 여러 정책적 

수단들을 적절하게 모색할 수 있다. 즉, 사회영역에서 잠재적 피해자인 

시민, 경찰행정, 범죄자 등의 각각의 행위주체가 범죄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과 그 편익에 대한 고찰을 통해 범죄정보공개가 각 영역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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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아울러 이러한 정책수단의 실증적 

효과를 분석해냄으로써 이론을 보다 심도 있게 설명해보고자 한다. 

잠재적 범죄자의 범죄행위가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한 이론을 살펴보면 

이는 범죄행위자를 어떠한 존재로 보는가에 따라 이론이 발달해왔음을 

알 수 있다. 초기 사실주의 범죄학에서는 범죄자들을 생물학적으로나 사

회적으로나 일반인들과는 전혀 다른 병리적인 속성을 지닌 존재로 파악

하여 그들은 남들과 다르게 지닌 특이성으로 인해 범죄행위를 저지르기 

때문에 범죄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범죄자들에 대한 교화를 중심

으로 이를 해결해나가는 정책을 마련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1970년대에

는 경제적 관점의 합리적 선택이론(Becker 1968)을 중심으로 범죄자를 

불확실성과 현실적 제약에 따라서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합리적 인

간으로 파악하면서 범죄행위에 대한 비용과 이익을 따져 범죄행위를 실

행하는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범죄가 발생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

한 대응으로 범죄행위에 따른 기대이익을 낮추고 형사적 제재를 통해 기

대비용을 높임으로써 범죄행위를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합리

적 선택가설을 뒷받침하는 실증연구결과가 다수 존재하지만(Enrlich 

1977), 이와 반대로 범죄자들은 범죄행위 시에 검거 혹은 처벌 가능성과 

이에 따른 비용을 제대로 인식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여러 근거

(MacCoun, Pacula, Chriqui, Harris & Reuter 2008; Kleck, Sever & Gertz 

2005)를 제시하며 합리성 결여를 지적하는 행태경제학적 견해도 있다. 

이들은 경제적 유인보다는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는 사회성에 더욱 강조

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이론들은 어느 하나가 설명력이 뛰어나다기보다 

범죄행위가 발생하는 다양한 측면들을 다각적인 시각에서 모색하고 있다

고 판단하여 조화롭게 이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범죄 

행위자들이 범죄를 실행하기에 앞서 범죄행위에 대한 비용과 편익을 판

단하는 합리적 이론에 맞추어 설명해보고자 한다. 

범죄정보공개는 민간·사회의 각 영역에서 지출되고 있는 범죄 예방비용

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범죄비용은 

피해자의 손해 및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으로 인한 피해비용과 형사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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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비용을 포함한 범죄를 예방하는 비용을 합한 총 사회적 비용을 합산

하여 결정된다. 이러한 범죄의 사회적 비용은 민간영역에서 잠재적 피해

자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과 사회 전체적으로 국가가 지

출하는 자원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범죄 비용에 대해서는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에 따라 분류할 수도 있고(Cohen 2005), 범죄의 사건 단

계에 따라 예방적 차원, 결과적 채원, 대응적 차원에서 분류하여 비용을 

파악할 수도 있다(Davidson 1999).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정보공개와 특히 관련성이 

높다. 범죄를 예측하는 데 들이는 비용은 범죄 피해의 위험을 가능한 한 

줄이기 위해 지출되는 비용이다. 잠재적 피해자가 범죄를 예방함으로 얻

게 되는 이익이 그 비용보다 높다는 것을 자각해야 자신이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 실제로 어떠한 예방 조치를 취하고자하는 결

정을 하게 된다. 이러한 조치는 도난경보기, 담장, 조명의 설치 혹은 경

비원 증원과 같은 수단에 지출되는 '방어적 지출(defensive expenditure)'

과 대중교통 대신 택시를 탄다거나 특정한 사람이나 장소를 피하는 것, 

어두워지면 집에 머무는 등의 '예방 행동(precautionary behavior)'을 포

함한다(Czabanski 2008). 이론적으로 방어적 지출과 예방 활동은 두 경우 

모두 범죄피해자가 될 위험도를 낮추려는 예방조치라는 점에서는 큰 차

이가 없지만, 방어적 지출은 절도와 같은 재산범죄의 위험을 낮추려는 

데 중점을 두는 반면 예방 행동은 강도나 성폭행과 같은 대인범죄7)의 

위험을 낮추려는 데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박경래 외 

2009). 

방어적 지출은 범죄피해에 대한 인지된 위험(perceived risk of 

victimization) 외에도 지불능력, 기술 등의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박

경래 외 2009). 먼저, 보안장치에 지불할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의 정도

에 영향을 받는데, 대다수의 저소득층 시민들은 범죄피해자가 될 위험도

7) 이에 대하여 선행연구에서는 ‘폭력범죄’ ‘대인범죄’라는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
고 있다. 한국 경찰에서는 5대 범죄라 하여 살인, 강도, 절도, 성범죄, 상해를 취합하
여 ‘강력범죄’의 영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재산범죄’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대인범죄’라고 칭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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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높음을 알고 있음에도 보안장치에 지출할 여유가 없고,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은 피해자가 될 위험이 낮음에도 저소득층 보다 보안을 위한 지

출비용이 높을 것이다.8) 아울러 기술발전에 따라서도 방어적 지출의 수

준이 변화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차량 도난방지장치의 개발을 통해 사

람들은 비싼 보험에 들기보다 차량 도난방지장치를 활용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지출수준에 변화가 있을 것이다. 예방 행동에 대해서는 각각 

개인이 처한 상황과 개인의 위험회피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다. 

범죄정보의 개별 수용자적 관점에서, 범죄에 대한 정보가 지도의 형태로 

공개되면 민간영역에서의 잠재적 피해자의 위와 같은 범죄예방을 위한 

지출비용을 상당 부분 절감할 수 있다. 방어적 지출의 경우 범죄유형별

로 이에 적합한 지출 범위를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보공개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범죄 예방 행동을 하는 경우 범죄비용의 감소는 더욱 확실

하다. 본인의 생활반경 내에서의 범죄 다발구역 혹은 취약지역을 범죄정

보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범죄 피해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줄

일 수 있다. 각 범죄 유형에 따라 범죄 취약지역이 달라서 위험한 장소

를 가지 않는 등의 위험 회피행동을 함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의사 결정

하여 이에 투입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범죄정보의 개별적인 수용자의 관점이 아닌 지역사회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역사회에서 범죄 예방을 위해 지출하게 되는 비용도 방어적 지

출과 예방 행동으로 지출될 것이다. 지역사회에서는 범죄 피해의 집합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 조처할 수 있는데, 이는 개인의 범죄비용과 매우 유

사하다. 거리의 조도를 높이고, CCTV를 설치하고, 자율방범대를 조직하

는 등의 노력이 그것이다. 아울러 경찰행정에 서는 범죄율이 높은 지역

에 대한 집중적, 효율적 순찰강화 등의 노력을 할 수 있다.

8) 어떤 잠재적 피해자가 보안장치에 지출하는 것은 다른 잠재적 피해자에게 영향을 미
친다. 즉, 범죄자가 범죄대상을 조금 더 쉬운 대상으로 옮긴다거나 (예：A집에 보안
장치가 있어, 보안장치가 없는 바로 옆집인 B로 범행대상을 옮긴 경우) 인접한 대상
에게 더 광범위한 이익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예：A집에 보안장치가 있어, 아예 A가 
사는 동네를 떠나 범행대상을 물색하는 경우 B의 이익) 비용에 영향을 미친다. 방어
적 지출의 다른 결정인자는 장치의 가격과 그러한 조처를 우회할 수 있는 범죄자의 
능력을 포함한다.



- 23 -

범죄정보의 공개를 통해 범죄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면 이는 바꿔 말하면 

잠재적 피해자와 경찰행정이 정보공개를 통해 더욱 적은 비용으로 범죄

예방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므로 범죄자의 입장에서는 동일한 기대이

익에 비해 범죄행위로 인한 기대비용이 증가하는 것이 되어 결과적으로 

범죄 행위 수준이 낮아지게 된다. 범죄에 따른 기대형벌 수준을 기대비

용으로 산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대비용은 범죄행위가 적발되어 범죄

자에게 가해지는 형사적 제재수준을 나타낸다. 합리적인 범죄자라면, 어

떠한 범죄행위를 하기 전에 처벌받을 확률을 계산해 보게 된다. 즉 합리

적 범죄자는 횡령으로 인한 기대이익에서 집행확률의 불확실성에 따른 

비용을 감가하여 범죄의 기대치를 계산하게 된다(박경래 외 2009). 이러

한 전제하에서 범죄행위자가 합리적으로 의사 결정한다면 경찰행정과 잠

재적 피해자 영역에서의 정보 활용의 결과 범죄행위가 적발된 확률이 높

아짐에 따라 범죄에 들이는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개별 범죄자는 비용

이 증가하면 범죄실행을 하는 의사결정을 덜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적으로 범죄 발생 확률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개인차원의 범죄예방 노력과 지역사회 차원의 노력은 국가의 

하향식 범죄 억제노력과 예방을 위한 정책적 수단과 얼마나 잘 조화되는

가에 따라 국가 전체적으로 지출하게 되는 범죄의 사회적 비용의 수준이 

달라질 것이다. 잠재적 피해자와 지역사회, 국가의 각 영역에서의 범죄 

예방활동에 대한 조화에서 하나의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지역

사회 경찰활동이다. 

2. 지역사회 경찰활동

경찰의 범죄통제라는 관점에서, 경찰의 역동적이고 가시적인 방범 활동

과 중요범죄에 대한 검거에 중점을 두고 있는 중앙집중적 범죄통제전략

만으로는 범죄율을 감소시키는 데 한계가 있기에 범죄의 발생 원인을 제

거하거나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범죄를 예방하는 정책과 지역사회 경찰활

동(Community Policing)을 강화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21세기 경찰행정 

분야에서 많은 학자들에 의해 제시되고 있다(조선호 2003)9) 지역사회 경

찰활동(Community Policing)은 관할 지역 내의 경찰과 해당 지역공동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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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으로 노력하여 치안과 방범활동 등의 경찰활동을 책임지고 범죄를 

예방하려는 활동이다. Trojanowicz(1983)는 이를 주민과 경찰이 새로운 

파트너십을 형성하여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역사회에서의 사회

적 문제들을 인식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이를 공동으로 노력하여 해결해

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10) 이러한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의 많은 경찰 행정기관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범죄의 

두려움을 감소시키는 데 공헌하고 있다(Skogan & Hartnett 1997).

범죄정보를 공개하면서 지역사회 경찰활동 면에서 거둘 수 있는 궁극적

인 효과는 다음과 같다. 주민이 스스로 범죄정보지도에서 범죄 다발지역

으로 나타난 지역이 어디인지와 범죄 다발의 원인과 조건은 무엇인지를 

면밀히 규명해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범죄율을 감소시

킬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사회 수준에서 범죄예방대책이 오히려 국가 

수준의 범죄대책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점은 이미 많은 형사정책 연구와 

정책사례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 즉, 이미 시행되고 있는 범죄 예방을 

위한 활동(예를 들어, 경찰관의 지역 야간 순찰활동)의 효과를 높이기 위

해서는 치안 서비스에 대한 배경이나 설명을 제공하고 현 치안 상황에 

대해 객관적인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왜냐하면 

정보를 받은 시민은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도가 높아 문제 해결에 

더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게 되고, 경찰의 범죄 예방 활동에 참여하거

나 지역 치안 상황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즉, 정보제공으로 인해 정부의 정책효과가 증대할 수 있다. 

더욱이 범죄의 수가 날로 증가하고 이에 따라 범죄에 대한 두려움(fear 

9) 지역사회경찰활동의 개념에 대해서는 아직도 정확하게 합의된 개념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Cordner 2000; Oliver 1998). 
10)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주민들과 경찰간의 새로운 동반관계를 촉진하는 하나의 철학 

및 조직적 전략으로서, 지역사회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범죄, 마약, 

범죄의 두려움, 사회적․물리적 무질서, 그리고 전반적인 동네의 쇠퇴 등과 같은 당면

한 현안들을 확인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경찰과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하는 것으로도 풀어서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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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crime) 또한 커지고 있어 경찰 치안활동에 대해 불신하는 시민이 많

아지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11) 따라서 현재의 지역사회의 치안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고, 경찰행정에 대해서도 투

명성에 대한 요청이 많아지고 있다. 복잡하고 다양한 시민의 요구에 대

해 대응성 있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범죄 예방 활

동이 필요하고, 이에는 시민의 협력이 반드시 필수적이다. 범죄정보공개

를 통해서 정부는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임을 높이고 경찰과 시민의 의

사소통을 촉진해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 범죄정보공개는 정

부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국민이 경찰을 신뢰하게 되는 긍

정적인 효과를 낳는다(Chainey & Tompson 2012). 정보공개를 통해서 시

민은 경찰과 협력하려는 의지를 갖추게 되어 범죄와 무질서 행동을 신고

(reporting)하는 것에서부터 법규, 명령 등을 잘 준수하는 것에 이르기까

지 범죄예방에 긍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고 한다(Bradford, Jackson & 

Stanko 2009). 그러나 이처럼 다양한 연구가 있는 데에 반하여 정보공개

라는 소극적인 개입 수단이 시민의 인식을 변화시켜 실질적으로 얼마만

큼의 범죄 예방 효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 연구는 많지 않다. 

영국 내무부는 투명한 정부(Open Government)의 일환으로 전자범죄정보

지도를 출범시키면서 이것이 지역사회에서 시민들이 치안활동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어느 지역의 주택과 학교가 

범죄로부터 안전한지, 어느 거리(street)가 강도가 많이 발생하는지 등에 

대한 세부 범죄정보가 공개됨에 따라 위와 같이 범죄가 예방되고 범죄율

이 감소하는 메커니즘이 많은 학자에 의하여 제시되고 있고, 따라서 일

정한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곳에 경

찰력을 더 투입하고, 시민들은 경보나 신고 기기를 설치하고 적극적으로 

11) 우리나라는 2000년대 들어 5대 범죄 추세가 지속해서 증가해왔다. 2000년에서 2009

년의 10년 사이 총 5대 범죄 건수는 2배 이상 증가했고, 강간 사건의 경우 약 2배, 

폭력사건의 경우 4배에 가깝게 증가했다(김창윤 2011). 경제가 꾸준하게 성장했기 때

문이기도 하고, 범죄예방활동과 대응 활동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게 활발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한다(김창윤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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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협조하는 등의 움직임이 가능하다는 것이 위와 같은 기대에 대한 

직관적인 설명이다. 또한, 전자범죄정보지도에 지역 경찰관에 대한 정보

가 함께 기재되어 있기에 범죄의 신고율도 높일 수 있다. 

반면 정보공개 제도가 도입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사회 차원의 정보

공개 역기능도 있다. 범죄 다발지역의 경우 주민유입의 감소 및 이에 따

른 부동산 가격의 하락 등의 재산권 침해, 지방정부의 세입감소, 개인정

보 유출 등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등 국민이 겪게 될 수 있는 피해에 대

해서도 제도적으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범죄 취약지

역은 오히려 범죄율이 더 높아지고 우범 지역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

보공개를 통해 얻게 되는 실익에 비해 피해가 크다면 성공적인 정책이라

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전자범죄정보지도를 통해 거리별로 제공되는 범

죄정보는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게 설계되어있지만 이와 동시에 희생자의 

신원이나 위치 등의 개인 정보가 노출되기 쉬운 문제가 있다. 또한, 일

부 지역이 치안불안 지역으로 공개되면 각 지역 간 갈등 및 우수학생 유

치 문제, 집값 하락, 보험 프리미엄의 상승, 상권 이탈 등의 문제가 발생

할 것을 우려해 많은 사람이 이에 반대해왔다(Ratcliffe 2002). 

또한, 전자범죄정보지도가 공개되면 잠재적 범죄자들이 범죄 취약지역을 

알게 되고 이를 범행 장소 선정에 이용하는 사태도 가정할 수 있다. 이

처럼 정보공개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제도적으로 충분

히 준비되어야 공공의 알 권리 추구는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Ratcliffe 2011). 이처럼 공공서비스에 대한 정보공개는 어떠한 영역에서

든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은데 이에 대한 실증적인 근거를 밝힌 

선행연구는 역시 부족한 실정이다.

범죄정보에 대한 공개는 정책수단의 특성상 시민 인식도 제고에 그 기본 

목적이 맞추어져 있는 것은 맞지만, 치안행정에 있어 범죄 감소 등 보다 

적극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음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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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범죄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의 

1. 티부 가설: 발로 하는 투표(Voting with the feet)

지역사회는 한 개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결국 도시 전체의 

삶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Jacobs 1961). 도시 지역 내 공공 재화

와 서비스에 대한 가구의 지불용의(Willingness to Pay)는 도시경제학에서 

중요한 주제이다. 사람들이 향유하는 공공서비스와 환경의 질이 사람들

의 다양한 지역에로의 이동을 적절하게 설명해준다고 생각되기 때문이

다. 티부(Tiebout 1956)는 사람들이 공공재화(local public good)에 대해 

지출하는 비용(지방세)과 이를 통해 얻게 되는 지방 공공서비스의 질적 

수준 사이의 상관관계가 그들이 지역사회를 선택하는 요인이라고 주장한

다. 티부(1956)는 지역사회 공공재화의 효율적인 공급 메커니즘을 설명하

면서, 이를 통해 발로 하는 투표(voting with the feet)가 가능하다고 가

정한다. 즉, 사람들은 개인에게 유리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으로 

이동해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방정부 간에 경쟁이 유발되고, 이러한 

경쟁을 통해 지방정부 운영에 효율성을 추구해 도시 공공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게 될 수 있다는 설명은, 주로 대도시 내의 자치구를 선택할 

때와 같이 단일 노동시장에서의 지방정부 선택을 설명하는 데에 적합한 

이론이다(김용현 2012).

지역의 공공서비스가 개인의 거주지 선택에 영향을 얼마나 미치고 있는

지에 대해 분석해보면, 공공서비스 중에서 특히 범죄율과 (열악한) 교육

환경이 사람들의 이동, 그에 따른 주택가격의 변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

로 보인다(Gasper & Glaeser 1998). 한 개인의 주거 의사결정에서 이러

한 사회경제적인 요인들이 어떠한 기제로 작용하게 되는지는, 

Peer-effect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Coleman 1968). O’Regan & 

Quigley(1996)에 따르면, 사람들은 이웃으로부터 지식과 기술도 습득하지

만 여러 가치를 배우기도 한다. 따라서 마약을 하는 친구를 만나기 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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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이라든지, 범죄가 성행하는 환경에서는 그러한 범죄의 실행에 대해

서도 배우기 쉽고, 그렇게 되면 범죄를 저지르기 쉬운 것이다. Gaspar & 

Glaeser(1998)는 이를 지역사회의 가치의 교환(transfer of value)이라고 

설명하였다.

2. 공공서비스의 자본화: 도시의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부동산 시장

에 미치는 영향 

주택가격의 경우 지역 편의시설 및 공공서비스(local amenities)의 질에 따

른 사람들 이동(mobility)의 결과로 볼 수 있다. 티부의 이론은 사람들이 공

공서비스에 대해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이동에 대한 제약도 없는 것

을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람들은 공공서비스에 대해 즉각적

인 선택권을 행사해 원하는 지역으로 옮겨갈 만큼 신축적으로 이동하기가 

힘들다. 더욱이 공공서비스 외에 직장, 문화시설, 지역에 대한 정서, 지가, 

입지조건 등 이주와 관련하여 개인의 입장에서 고려해야 할 요인들이 많

다. 아울러 이동 자체에 따르는 직접비용 또한 만만치 않을 수 있다. 따라

서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거주지 이동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에 프리미엄이 더해지거나 감해지는 결과가 생기기 쉬운 것이다. 즉, 지역

사회와 지역 공공서비스의 질은 자본화(capitalization)되어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Glaeser 2011; O'Sullivan 2009). 위험한 지역의 경

우 부동산 가격이 낮아지고 안전하고 쾌적해 살기 좋은 지역일수록 부동

산 가격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사회의 질과 부동산 가격의 인과

관계는 지역사회를 개선, 개발하거나 지방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정

책 설계 시 매우 중요한 고려요인이 된다(Gibbons 2004). 지역 공공서비스

의 질을 좌우하는 요인 중에, 물리적인 요인을 제외한 사회 경제적인 요소

에는 대표적으로 교육, 치안, 접근성과 같은 요소들이 있다(Gibbons & 

Machin 2008)

티부의 가설은 사람들이 높은 이동성을 가질 뿐 아니라, 공공서비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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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상황도 가정한다. 그러나 공공서비스의 성

과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정보비대칭이 계속된다면 사람들은 왜곡

된 정보에 의해 본인의 주거지 결정을 하게 되고 이에 따른 부동산 가격 

역시 왜곡될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도 범죄에 대한 정보공개는 의미가 있

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람들의 공공재화서비스에 대한 선택에서 범죄

정보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보다 엄정하게 살펴볼 수 있다.

3. 주택가격 결정모형: 헤도닉 가격모형(Hedonic Pricing Method)

도시의 사회경제적인 변수가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정책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주택가격은 말 그대로 주택에 대한 수요

와 공급이 만나는 지점에서 형성되는 시장가격으로, 주택을 구매한다는 

것은 주택의 구조, 녹지비율 등 물리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접근성, 상업

지역 근접도, 범죄로부터 안전도, 주변 경관, 인근 학교의 질을 포함한 

여러 공공서비스에 대한 요소를 하나하나 더하여 한 번에 소비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재화에 내재된 특성들은 개별적으로 거래되지 않고 하나

의 묶음으로만 거래되기 때문에 주택가격은 주택에 대한 물리적인 요소

와 생활편의시설의 효용을 고스란히 반영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헤도닉 

가격모형(Hedonic Pricing Method)은 주택의 가치가 이를 구성하는 여러 

특성의 가격으로 분할될 수 있다고 가정하면서, 시장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요소들에 대한 가치를 잠재가격(implicit price)으로 추정하는 모형이

다. 

헤도닉 가격모형은 가구가 범죄와 같은 지역 생활편의성(local amenities)

에 대해 사람들이 매기는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경제주체들은 주택

의 개별 특성들과 다양한 지역 생활편의성의 가치를 균형 있게 파악

(informed tradeoffs)하여 거주지를 결정한다(Pope & Pope 2012). 헤도닉 

가격모형은 환경(주변 공기의 질), 학교, 범죄 등의 질적 수준을 가늠하

는 데에도 다수의 연구에서 활용되었다(Ridker & Henning 1967; Ka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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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gley 1970; Thaler 1978). 따라서 주택가격이 지리적으로 나타나는 패

턴은 사회의 각 개인이 도시의 생활편의성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인 교

육, 환경, 치안환경 등에 두고 있는 가치를 잘 반영하여 보여준다고 가

정할 수 있다. 

다만 주택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빠지는 누락변수 편이

(Omitted Variable Bias)의 문제, 여러 공공서비스 변수 간에 다중공선성

이 존재하는 문제, 함수형태의 결정문제 등 헤도닉 가격함수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패널 자료를 활용하

면 누락변수 편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Pope & Pope 2012). 더욱이 본 

연구는 Nationawide 주택가격지수를 활용하는데 Nationwide 지수는 주택

의 물리적인 요인들에 대한 보정을 하였기 때문에 헤도닉 가격모형을 그

대로 활용할 필요는 없이 공공서비스 등의 지역 생활편의성을 가치화하

는 요소만을 반영하면 될 것이다. 

4. 수요-공급 모형: 도시의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

는 영향 

범죄가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효과를 논하기 전, 부동산 가격에 대한 수

요와 공급요인을 거시적으로 파악하면 다음과 같다(Paciorek 2013; 

DiPasquale & Wheaton 2004).  

수요(Demand):     Demand={소득 혹은 재산세(proxy), 금리, 

리스크프리미엄, 감가상각률, 성장률 기대치}   

          

공급(Supply):        Supply={자본, 수요충격, 공급충격}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을 통해 부동산 가격이 

형성되는 간단한(reduced-form)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나타내게 되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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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Demand):     qit=d0+d1yit+d2pit+u1t                    

공급(Supply):      qit=s0+s1cit+s2pit+u2t                   

 

 qt: 인구당 주택 면적 

 yt: 인구당 실질가처분소득 혹은 가계가처분소득(GDHI)

 pt: 주택 가격

 ct: 건설비용

 uit: 오차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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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선행연구 검토 

1. 정보공개에 관한 선행 연구

행정 정보공개의 효과에 관한 연구는 국내외로 다수 있으며, 전자정부가 

시행된 후에 기술적인 여건이 밑받침이 된 후부터는 정보공개에 대한 경

험도 축적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는 정보공개의 당위성에 대한 

논의(김승태 2009; 이근주 2003; 이승욱 2005)이고, 정보공개의 실증적 효

과에 대한 연구는 적다(전대성, 정광호 2011). 정보공개는 유연한 정책수

단으로서 정보공개가 사람들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측정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Vedung & Doelen 2005). 정보공개의 효과에 관한 것으

로 주목할 만한 전대성, 정광호의 연구(2011)는, 개인 병원의 감기 항생

제 처방활동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경우 항생제 처방률이 유의미하게 감

소한다는 결론을 실증연구를 통해 끌어냈다.

한편 경제학에는, 정부(중앙은행)의 정보공개(public announcement)는 정

책 효율성을 높이고 정보 비대칭을 줄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도와 궁극

적으로 시장에 유익한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전통적이고 일반적인 추정이 

있으나, 투명성 증가가 과연 바람직하기만 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Cornand & Heinemann 2008). 시장의 행위자가 공

적 정보와 사적 정보를 모두 보유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공공정보의 공

개가 오히려 시장을 불안정하게 하고 효율성을 줄인다고 한다(Morris & 

Shin 2002). 관련 정보를 덮어두거나 덜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후생을 증진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경제학에서의 이러한 논의는 

사적 정보가 매우 부족한 행정 정보가 문제 되는 상황과는 상당한 다른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나, 정보비대칭 상황에서의 정보공개에 대한 개념

적 틀을 잡기에는 유용하다. 

범죄 분야에서 정보공개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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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지 않다. 범죄정보공개를 통해 지역사회가 안전에 대해 인식하고 범죄

의 경각심을 높여 치안활동에 참여해 궁극적으로 범죄예방 효과를 달성

할 수 있는지, 즉, 범죄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매

우 적으며, 설문조사를 통한 시민 인식 변화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주를 

이룬다(Groff et al 2005; Quinton 2011). 즉, 범죄정보지도에 대한 긍정적 

효과에 대한 주장은 오랜 기간 있었지만 이를 입증할 실질적 증거들은 

많지 않다(Groff et al 2005; Chainey & Tompson 2012). 이는 연구가 많

이 축적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며, 범죄정보가 좀처럼 공개되지 않아 

분석 자료 자체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범죄정보공개에 따른 효

과를 검증하기 위한 실증연구가 절실하다. 또한, 범죄정보가 공개되어 

생길 수 있는 부작용도 여전히 실증적으로 검증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

는 전자범죄정보지도를 통한 정보공개의 정책 노력이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지를 검증하여 위와 같은 연구의 공백을 메우고자 한다.

범죄 핫스팟 분석을 통한 범죄 예방 효과를 보여주는 연구를 통해 정보

공개가 범죄율을 하락시키는가를 가늠해볼 수 있다. 범죄 핫스팟 분석은 

일정 지역에 높은 범죄밀도를 보여주는 분석 방법으로(Chainey et al. 

2008) 범죄취약 지역(범죄율이 높은 지역)을 식별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범죄 핫스팟 분석의 수단으로는 LISA(Local Indicators 

of Spatial Association)의 글로벌 모란지수, 국지 모란지수가 대표적이다

(Anselin, Cohen, Cook, Gorr & Tita 2000). 실제로 Gorr & Lee(2012)는 

범죄 핫스팟 분석이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 미국 피츠버그의 

범죄 자료를 이용해 시계열 연구를 진행하여 범죄가 유의미하게 감소하

는 효과가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정보공개는 시민의 인식(perception)에 영향을 주는 것이 일차적인 효과

이기에(Quinton 2011) 지역사회 범죄예방 활동과 함께 진행된다는 조건

에서 시민들의 행동 변화를 예측해 볼 필요가 있다. 정보공개가 국민의 

안전에 대한 인식이나 정부에 대한 신뢰도, 혹은 시민참여에 얼마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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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선행연구가 일부 존재한다. 시민들은 

범죄 정보가 공개되면 경찰 활동내용과 결과에 대해 잘 알게 되고(well 

informed), 이를 통해 경찰과 경찰활동에 대해 긍정적 의견을 가지게 된

다(Bradford et al 2009; Wunsch & Hohl 2009). Quinton(2011)은 범죄정보

지도와 정보에 대한 시민의 인식도를 분석했다. 그는 설문조사를 통해 

범죄정보지도공개는 그것이 공개되지 않은 통제집단의 경우과 비교할 때 

지역사회의 안전과 지역 경찰활동에 대한 인식도를 높였다는 결과를 도

출해내고 있다. 그러나 응답자 대부분은 지역을 이동하는 등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를 제외하고는 범죄정보지도를 잘 찾지 않는다고 응답했

고, 지역 자치경찰집단을 범죄정보지도보다 더 신뢰한다고 응답했다. 

정보공개의 방법이 시민의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있다. Groff et al(2005)은 범죄통계의 공개 방법을 비교 분석하면

서 범죄통계를 표로 보여준 집단에 비해 전자범죄정보지도와 핫스팟

(hotspot) 분석을 통해 범죄정보를 접한 집단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덜

한 것으로 분석했다. 영국의 전자범죄정보지도 역시 처음에는 범죄에 대

한 통계자료만 공개하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활용할 것이라 예상했었다

고 한다(Rogers 2013). 영국 정부의 정보공개 정책을 자문한 Rohan Silva

는, 인터뷰에서 영국정부가 범죄 통계자료를 공개했지만, 민간 개발자들

이 이를 이용하여 바로 플랫폼(지도)을 활성화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개하면 그들이 만들 것이다’(If you release it, they will build it)라

는 법칙이 깨진 것이다. 이것이 영국 정부가 직접 전자범죄정보지도를 

활성화한 이유이다. 

경찰행정의 측면에서는 범죄정보공개의 효과에 대해 범죄정보지도를 범

죄예방에 활용하여 경찰관의 업무 능력을 끌어올리거나 행정 부패를 감

소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존재한다. Paulsen(2004)은 범죄정보지도를 

통해 지역 범죄정보를 취득한 순찰경찰관이 범죄를 어떻게 인지하고 순

찰활동을 향상시키는지에 대해 연구하면서, 적절한 교육이 뒷받침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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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으면 범죄정보지도가 경찰 순찰 활동의 효율성 제고에 크게 도움이 되

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복수의 정책수단을 함께 이용하는 것에 관하여, 

최진욱(2007)은 서울시가 OPEN 시스템을 도입한 후 행정의 부패 정도가 

일정 부분 감소했다고 설명하면서도 더욱 폭넓은 정보공개와 시민의 참

여, 처벌 강화를 통해야 의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

다. 이처럼 정보공개는 감찰활동과 제재강화라는 수단과 함께 시행될 때 

그 투명성 제고 효과가 강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보공개의 제도적, 기술적 보완점에 대해 파악한 논문들도 더러 있다. 

범죄정보공개의 경우, GIS 기술과 범죄 통계 등 기술적인 결함이 가져올 

수 있는 정보의 왜곡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Harries, 1999; Eck, 

Chainey, Cameron, Leitner & Wilson 2005). 또한 정보공개는 정보의 수

용자에 맞춰 제공이 이뤄져야 하고 시민들의 우선순위에 맞는 지역적 사

안들에 대해 경찰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제도가 설계 되

어야 한다(Hohl, Bradford & Stanko 2010; Wunsch & Hohl 2009). 이처럼 

제도적 보완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국내의 연구(이명진 문명재 2010) 

결과 또한 같은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들은 중앙부처 정보공개행태에 

대한 실증연구를 통해 정보공개활동이 조직의 기능 등 조직적 요인에 의

해 체계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파악하고, 활발한 정보공개를 위해서 

법률을 개정하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

하다고 주장했다. 

2. 선행연구의 정리 - 범죄가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이론

 

범죄가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를 정리한 결과는 다음 표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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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가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이론
저자 연구대상 자료 종속변수 및 IV 통제변수 모형 결과

Thaler(19
78)

Rochester
, NY

횡단자료 잠재가
격모형 

재산범죄율이 1% 증가시 집값을 1995년 
기준으로 약 $1,930정도 하락시켰다.

Rizzo   
(1979)

Chicago 324 주택거래정보 
소유자추정주택가격(
중간값)
 
71의 지역사회 수 

총범죄율, 재산범죄율, 
대인범죄율 
도구변수: 15-24인구의 
교육년수(median), 

실업률, 인구밀도, 
남녀비율, 
경제활동참가비율

모든 유형의 범죄에서 음의 효과를 
보이고 있다. OLS보다 도구변수를 
활용한 모형에서 그 계수가 커졌다. 

Naroff   
et al 
(1980)

Boston 소유자추정 
부동산가격(Median)
단위: Census 단위

종속변수: 범죄율 
도구변수:　인구밀도 

범죄율에 대한 주택가격 탄력성은 
-1.67이다.

Hellman 
&   
Naroff  
(1979)

Boston 범죄율에 대한 주택가격 탄력성은 
-0.63이다. 

Burnell   
(1988)

Chicago
외곽지역 

소유자추정 
부동산가격(Median)
71 지역. 
횡단자료

종속변수: 재산범죄율 지역사회 재정 및 
인구학적 특성 

범죄율에 대한 주택가격 탄력성은 
-0.10이다. 

Clark & 
Cosgrove
(1990)

highly educated   
households that 
work in the CBD & 
live in a single   
family dwelling

도시간 
HPM

10%의 치안지수 증가 시 매달 임대료 
1.3% 증가한다.

Buck   et 
al (1993)

Atlantic 
City   
region

64 자료 절도, 자동차범죄, 강도의 
범죄율의 래그 값. 
Failed over 
identification test

일관되지 못한 분석 결과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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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ynch & 
David   
W. 
Rasmusen 
(2001)

Jacksonvil
le, FL

2800 주택 거래 
횡단자료 
89 경찰순찰구역 

범죄지수: 피해자의 
피해법익에 따라 범죄의 
심각성에 가중치를 
매김(Cohen et al 1995)

범죄는 주택가격에 사실상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범죄율이 높은 특정 
지역에서 주택가격이 높다 (–0.048의 
가격탄력성). 대인범죄에서의 
1표준편차가 증가할 때 가격이 
4%감소한다. 
재산범죄의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다. 

Larsen et  
 al(2003)

Montgom
ery 
County, 
OH

횡단자료 성범죄자 거주지 성범죄자의 거주지에서 1마일내에서는 
주택이 17%낮은 가격으로 거래된다. 

Gibbons   
(2004)

London 10,464건의 단독주택 
거래정보 
횡단자료: 100미터당 
가택침입, 
공용물건손괴 

건조물 범죄, 
상업범죄밀도, 술집까지의 
거리, 강도, 재물손괴 
밀도(km2)

semi-
mara
metic 
model 

재산범죄가 1 표준편차만큼 증가할수록 
부동산 가격이 10% 감소한다. 
재물손괴의 범죄밀도가 1표준편차만큼 
증가할수록 부동산가격이 10% 감소한다. 
주거침입(건조물침입도 포함)은 영향이 
없다. 

Tita   et 
al (2006)

Columbus 43,000 단독주택 
거래정보 

총 범죄율, 재산범죄율, 
폭행범죄율 
도구변수: 살인

계절, 년도더미, 
인종비율, 인구, 
1인당소득, 
인구밀도, 실업률, 
청년인구 비율

HPM 폭행범죄에서 영향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지역사회의 부에 따라 
달라진다. 

Gibbons
(2008)

반복가격지수
Difference-in-differ
ence, 준실험설계 

HPM 

Linden   
& Rockoff
(2008)

NC 9,086 sales that   
occurred within a 
0.3 mile radius of 
174 registered 
offenders
174명의 성범죄자의 
반경 0.3마일 안에서 
행해지는 9,086건의 
주택거래정보

성범죄자공개법(Megan’s 
law) 이후 성범죄자가 
도착한 시점, 지점의 반경

HPM 부동산가격은 성범죄자 거주지역 
근처에서 19% 더 낮은 경향을 보인다. 
성범죄자 거주지역 근처에서 거래되는 
평균 주택가격은 4%가량 낮다. 이는 약 
$5,500정도의 가치 하락을 의미한다. 
그러나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이 영향은 
급격하게 미미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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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lanfeldt 
& Mayock 
(2010)

Miami-Da
de   
County, 
Florida

단독주택가격지수(반
복매매지수)

에이커당 범죄밀도
도구변수: 
토지이용현황도의 변화가 
범죄에 영향을 주어 
상업분야 토지이용율의 
변화
IV테스트: Hansen’s J 
statistic
Weak-IV test 
(first-stage   
F-statistics test)

7가지 유형의 범죄 중에서 강도, 
상해만이 주택가격에 영향을 준다. 

Bowes   
& 
Ihlanfeldt
(2001)

Atlanta 횡단자료 에이커당 범죄수 에이커당 하나의 범죄가 증가하면 
3~5.7%의 부동산가격 하락한다.

Pope   & 
Pope 
(2012)

US 전지역 주택지수: Fiserv's 
Case-Shiller Index 
(CSI)
1990-2000 
difference만 있어서 
yearly 자료 
존재하지 않음. 
51개광역권 및 
2299의 우편지구

재산범죄 및 대인범죄를 
우편번호 지구에 따라 
CAP Index로 범죄지수화. 
도구변수: 비슷한 
범죄추세를 보이는 다른 
광역권(MSA)을 같은 
우편주소지로 도구변수화 
한다. 

Gentrification의 
요소인 가구소득, 
인종, 연령, 
교육정도, 
정부투자비율, 
실업률변화, 
특정용도지역 여부 

HPM 범죄율에 대한 부동산가격 탄력성은 
-0.15~-0.35이다.
범죄율을 낮추면 부동산가치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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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연구의 한계 및 본 연구의 의의 

 기존의 정보공개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한계점들

이 존재한다. 정보공개제도의 의의와 제도적으로 정보공개가 어떻게 활

용되고 정립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지만, 실

증적인 분석을 통해 정보공개가 가지는 효과에 대한 근거를 찾아낸 연구

들은 많지 않았다. 정보공개라는 유연적인 정책수단을 통해서는 정책효

과를 실증적으로 식별해내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범죄에 대

한 정보공개와 관련하여서는 세부 범죄 자료가 공개되지 않았기에 범죄 

발생에 대한 정책 효과를 뒷받침할 연구적 노력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

였다. 본 연구는 정보공개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제시하여 이론을 뒷받

침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아울러 부동산가격의 하락 등 정보공개제도

에 대한 여러 우려의 실현 가능성을 함께 분석하여 정보공개에 대한 정

책 결정을 도울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정보공개 제도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의 정책적 효과에 대한 메

커니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범죄정보가 공개되어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실제 사람들에게 그것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고찰은 이루어지지 않아 왔다. 정보공개의 정책적 수단에 대한 특성은 

매우 유연한 수단이기에 인식도(awareness)를 높이는 효과에 대한 정책

적 효과를 식별해내기란 쉽지 않다. 정책 수단적 특성으로 인해 시민들

의 인식을 얼마나 제고시켰는가 하는 설문조사의 형태로 파악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평가가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공개 자체로 인한 효과

와 그로 인한 파급효과를 살펴봄으로써 정책적 효과를 엄정하게 측정하

려는 시도는 분명히 필요하다.

정보공개가 유연한 수단인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그 효과가 사람들의 관

심을 끌고 알 권리만을 충족시키는 것에 그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뉴욕에서 식당 메뉴판에 메뉴와 함께 칼로리를 함께 기재하도록 하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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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공개 정책은 단지 단순한 정보제공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칼로리 섭취

를 줄여 성인병을 감소하여 궁극적으로 보건(public health)을 증진하기 

위함에 있는 것이다. 

범죄에 대한 정보제공은 그 정책적 효과 역시 실증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범죄에 대한 통계자료 및 지도를 공개하는 데에는, 단지 선전적이

거나 계도적인 목적 뿐 아니라, 시민들이 범죄 취약지역에서 각별한 경

각심을 가지고 생활하며 범죄 예방을 위해 함께 노력하여 좀 더 안전한 

치안환경을 이룩하게 하려는 데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보공개로 인한 범죄 예방 효과와 주택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분명히 의

미가 있다. 

더욱이 범죄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하려는 입장에서는 정보공개 제도를 도

입하려는 목적에 비추어 그 제도가 불러오는 파급효과에 대해 가늠해야 

할 필요가 분명히 존재한다. 범죄정보를 공개해도 되는가하는 여부를 결

정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를 통해 얻게 되는 공익과 공개를 통해 사회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예측하고 이를 이익형량하여 제도 도입 

여부의 필요성을 확인할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그러한 범죄정보공

개 제도 도입 여부 및 공개의 형태를 결정하는데 기초가 될 만한 도전을 

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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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 가설 

본 연구는 전자범죄정보지도를 통한 정보공개 시행 전후 시점의 범죄율 

및 주택가격의 변화를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여, 정보공개가 시행된 지역

과 미시행지역의 비교를 통해 정보공개의 효과를 규명하고자 한다. 즉, 

범죄에 대한 정보공개제도가 시행된 후에, 범죄가 실제로 감소하고 있는

지에 대해 우선하여 살펴볼 것이다. 또한, 정보공개의 순작용 또는 부작

용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효과도 실

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기존 선행연구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범죄정보공개의 작용 메커니즘에 

대해 더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범죄 정보공개의 시행이 범죄 현

황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도를 향상시키고 있는지, 그리하여 범죄의 잠재

적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시민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및 경찰행정

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 파악해봄으로써 실질적으로 정보공개가 어

떠한 파급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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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정보공개에 의한 범죄 감소 효과 

 

1. 범죄예방 효과

일반적으로 정보공개를 통해 달성된 행정 투명성은 행정부패를 방지하고 

책임성을 확보하여 사회발전에 이바지한다(Kondo 2002; 송희준 2002). 특

히 범죄에 관해서 보자면, 범죄의 발생과 검거에 대한 정보는 주로 통계 

분석의 결과인 객관적 자료의 형태로 제시된다. 경찰 성과라고 할 수 있

는 세부 범죄 정보가 공개되면 지역별 경찰(예를 들어, 구별 경찰 관서)

의 입장에서는 책임 있는 치안행정을 구현해내야 한다는 의무감을 저버

리기 쉽지 않다. 지역사회의 경찰행정의 영역에서는 유권자인 시민의 행

정통제에 대한 압력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명시적인 

성과가 공개되는 상황에서는 경찰행정은 범죄예방을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정보공개는 정부가 한 방향으로 객관적 정보를 제공

하는 것이지만, 정보공개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공문제를 이해하고 정부

와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방향의 참여기회를 제공한다(OECD 

2000; Arnstein 1969). 시민들은 기존에는 접근 불가능하던 범죄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되면서 지역사회에 제공되는 행정서비스를 합리적 정보에 

근거해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행정통제에 대한 기회를 부여한다

는 점에서 시민과 지역사회의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다. 기

존에는 정부서비스가 일방적으로 제공되던 전통적인 경찰행정 영역에 대

해서 주민의 통제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치안서비스를 참여 거버넌스의 

영역으로 끌어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역 경찰의 성과 제

고와 부패 억제에 도움이 됨은 물론 향후 정책수립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즉, 범죄에 대한 정보공개를 통해서 지역사회 경찰활동

이 정착될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안전한 사회를 이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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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다발지역을 범죄정보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범죄 피

해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 범죄정보를 활용하는 시민 개개

인의 입장에서, 정보공개는 각각의 영역에서 지출되고 있는 범죄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범죄 정보 지

도가 공개되면 민간영역에서의 잠재적 피해자는 범죄예방을 위한 지출비

용을 상당 부분 절감할 수 있다. 

범죄자 입장에서는 동일한 기대이익에 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범죄예방

활동으로 검거될 확률이 높아지므로 범죄행위로 인한 기대비용이 증가하

는 것이 되어 결과적으로 범죄 행위 수준이 낮아지게 된다. 이러한 전제

하에서 범죄행위자가 합리적으로 의사결정 한다면 사회 전체적으로 범죄 

발생 확률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확인하고

자 하는 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가설 1: 범죄 정보가 공개되면, 지역 범죄율이 감소할 것이다.

범죄의 발생유형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며, 범죄 정보를 공개함에서도 

그 정책적 효과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각 지역의 사회경제학적인 요인

들이 다르고 범죄의 유형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범죄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정책효과에도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여러 유형의 범죄, 즉 신체적 법익에 대한 죄(이하, 대인범죄), 재산적 법

익에 대한 죄,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에 따라 효과가 각각 달라질 것이

다. 

앞에서 살펴본바, 재산범죄의 경우 일반 시민들은 보안설비, 보험가입 

등의 방어적 지출을 통해 재산범죄에 대응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강도, 

성폭행과 같은 대인범죄에 대해서는 예방 활동, 즉 위험한 곳을 회피하

고 귀가시간을 앞당기는 등의 노력을 들이는 형태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범죄피해자로 노출되는 위험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는 점에서는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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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범죄정보가 공개되면 그 효과는 범죄 유형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범죄 정보가 지도의 형태로 공개되면 기존에 방어적으로 지출되고 있던 

비용을 증가시키기보다는 각 범죄 취약지역에서 대인범죄를 예방하기 위

해 위험을 회피하려는 노력에 더 집중할 확률이 높다. 범죄 정보가 거리

별(street)로 공개되고 범죄환경이 취약한 지역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면 때문에 예방활동을 통한 범죄감소를 위한 노력을 더 기울이기 쉬워

질 것이기 때문이다. 

연구가설 2: 폭력 범죄에서 정보공개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2. 범죄정보공개에 대한 과거 범죄율의 상호작용 효과

범죄율이 높은 지역에서 중점적으로 치안 활동을 강화하면 범죄와 반사

회적 행동이 대폭 감소한다는 결과를 도출해낸 연구가 다수 존재하며

(Braga 2002; Eck 1997; Skogan & Frydl 2004; Weisburd & Eck 2004), 

범죄의 지역성에 대한 고려가 범죄를 예방하는 매우 효율적인 수단이라

는 것도 입증되고 있다(Braga, 2005). 범죄 취약지역을 식별하여 경찰 내

부적으로도 자원을 더욱 투입하여 치안활동을 강화할 수 있고 시민들도 

범죄손해를 입기 쉬운 곳에서 자기보호를 통해 범죄예방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보공개를 통한 범죄 감소 효과는 개별지역의 기존 

범죄율에 따라서 그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는 과거 범죄

율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에 관하여, 시차를 고려하여 정보공개와 범죄 

간의 상호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기존에 범죄율이 높았던 지역에서

는 범죄감소율이 더 높을 것이고 기존에 범죄율이 낮았던 지역에서는 범

죄감소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다. 

범죄정보공개로 인한 효과도 범죄율이 높았던 지역과 낮았던 지역에 따

라 크게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전제에서, 과거 범죄율이 낮았던 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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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정보공개 후에 범죄율이 덜 감소하고 범죄율이 높았던 지역일수록 

정보공개로 인해 범죄율이 더 감소하는 효과 등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도출해낼 수 있다. 왜냐하면, 유권자인 시민들의 요구에 대응하

기 위하여서는 지역사회 경찰행정의 입장에서도 모든 지역의 범죄율이 

공개되고 있으므로 범죄율이 낮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범죄율이 높

은 지역에서는 범죄 예방활동에 더 많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투입하는 노

력을 기울일 유인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범죄율이 높은 지역에서 범

죄정보공개가 범죄율 혹은 부동산가격에 미치는 효과와 범죄율이 낮은 

지역에서 범죄정보공개가 범죄율 및 부동산가격에 미치는 효과 사이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3: 과거에 지역 범죄율이 높은 지역이었을수록 범죄정보공개의 

효과가 커질 것이다.

Kwon and Jun(2015)은 항생제 처방률에 대한 정보공개 이후에 지역 병

원의 항생제 처방율은 평균적으로 낮아졌지만, 상대적으로 항생제 처방

률이 낮았던 지역에서는 오히려 항생제 처방을 더 많이 하는 현상을 보

인다는 흥미로운 연구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Kwon and Jun(2015)은 이를 

동료효과(peer effect)라고 설명하면서, 항생제 정보가 공개되면 같은 지

역 사회 내의 병원들 사이에서 인근 병원과 항생제 처방율을 비슷하게 

맞추려는  동료효과가 발생하여 낮은 처방률의 병원이 오히려 항생제 처

방을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항생제 정보를 활용하는 수용자인 

환자 입장에서는 학습효과가 일어난다고 설명하고 있다.

본 연구가설도 의료정보공개와 마찬가지로 범죄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면 

과거 범죄율이 높았던 지역과 낮았던 지역 간에 정보공개의 효과가 달라

질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과거 범죄율이 높았던 지역의 경찰

행정은 아무래도 인근지역의 범죄율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에 따

라 범죄 예방에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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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정보공개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효과 

1. 범죄가 재산권에 미치는 경제학적 효과

범죄정보를 공개하게 되면 시민들이 그 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 구매 결

정에 활용하게 되어 이는 직접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를 

범죄정보공개의 직접적 효과라 할 것이다. 이와 다르게 범죄정보가 공개

되면 범죄의 위험성에 대해 시민들이 학습하게 되고 이를 통해 범죄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범죄공개가 미치는 범죄예방 효과는 앞에

서 다룬 바 있다. 이렇게 범죄율이 변동하게 되면 그 자체로 다시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즉, 범죄정보가 공개되면 범죄율의 

변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를 정보공

개의 간접적 효과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범죄정보공개의 직접적 효과

와 간접적 효과는 정보공개의 매개 효과 분석을 통해 파악할 수 있을 것

이다. 

연구가설 4: 범죄에 대한 정보공개를 통해 시민의 거주지 결정 의사결정

에 정보가 합리적으로 반영되어, 정보공개 이후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지 

않을 것이다. 

1) 정보공개의 간접적 효과 

범죄정보지도를 통한 정보공개는 지역사회의 범죄를 감소시킬 수 있다. 

범죄의 감소란 곧 시민들의 신체나 재산이 침해될 확률이 감소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범죄의 감소는 그 자체가 사회의 순기능이다. 시민들

은 자신이 더 안전하다고 느끼게 되면서 삶의 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범죄가 줄어들면 안전도면에서 지역사회에 대한 가치 평

가가 높아지고 이는 주택가격에 반영된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치안상태

가 좋아지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이는 도시경제학에서의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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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으로, 사회공공서비스의 질이 제고될 경우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

이라는 명제와 부합한다(Dipasquale & Wheaton 2012). 

정보공개를 통해 범죄가 감소하면 이에 따라 순차적으로 범죄율이 낮은 

지역사회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지역 부동산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이는 

정보공개 그 자체가 직접 부동산시장에 반영되어서라기보다, 범죄율의 

감소로 인한 간접효과라 할 것이다. 

연구가설 4-1: 범죄에 대한 정보공개를 통해 범죄율이 감소하게 되면, 

변화된 범죄율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영향을 받을 것이다(상승할 것이

다). 

2) 정보공개의 직접적 효과 

범죄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면 정보 불균형이 해소돼 시민들은 주택을 구

매하는 데 있어서 정확한 정보에 근거해 의사결정을 내리게 된다. 범죄

에 대한 정보 불균형은 흔히 경제학에서 의미하는 행위자 간의 정보 불

균형과는 의미가 다르다. 지역의 치안, 자연환경, 공공서비스의 질, 교육

수준 등의 지표인 지역생활 편의성(amenity)12)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정

보가 공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며 혹은 부동산 가격 결정에 

고려할 만큼 충분하지 않은 수준으로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따라서 행

위자들이 주택거래를 할 때 잠재가격에 대해 저마다 다른 평가와 추정을 

하게 되고 결국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부정확한 정보에 근거하게 된

다.13) 그러나 매도인 측의 정보가 더욱 진실에 가까운 경우가 많고, 매

12) 지역생활 편의성에 대해 도시 어메니티라는 용어를 활용하고 있기도 하다. 
13) 범죄에 대한 정보는 주로 미디어를 통해 접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미디어는 자극

적인 사건을 다루는 경향이 있다. 미디어에서 자주 거론되는 지역이라고 하여 반드시 

그곳의 범죄율이 높다고 할 수 없다. 한국에서 외국인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

라고 미디어에서 주로 거론되는 안산지역이, 실제 외국인범죄 통계에서는 범죄 다발

지역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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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인이 이러한 정보취득을 위해 매수인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비용을 지출하게 될 것이다. 즉, 리스크 프리미엄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범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면 주택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불확실

한 정보에 근거한 리스크 프리미엄을 줄일 수 있어 균형 잡힌 가격이 형

성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성범죄가 빈발하는 지역에서는 매도인

이 매수인의 지불의사를 평가할 때 매수인도 범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프리미엄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설정하게 되

는 것이다. 따라서 범죄에 대해 정보를 공개하여도 부동산가격이 합리적

인 수준에서 결정되고, 급격하게 하락하지 않을 것이다. 

 

연구가설 4-2: 범죄에 대한 정보공개를 통해 거주지 결정에 관해 정확한 

정보를 반영하여, 정보공개 자체가 직접적으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

칠 것이다. 

[그림5: 범죄율의 매개 효과]

매개 효과(mediation effect) 분석을 통해 범죄정보공개의 직접효과와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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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독립변수인 정보

공개의 효과가 범죄율 변수를 통해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발

생하는 효과와 정보공개의 직접적인 효과를 구분함으로써,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인 주택가격에 미치는 메커니즘을 파악해볼 수 있을 것이다. 

매개 효과와 관련하여서는 Baron & Kenny(1986)에 의한 위계적 다중회

귀분석을 통해 범죄율의 매개 효과가 있는지와 만일 매개 효과가 존재한

다면 그것이 완전매개인지 혹은 부분매개인지 구분하여야 할 것이다. 범

죄율이 매개 변인으로 고려되어 간접효과가 있는 것이라면 각 독립변수

(예측변수라고도 한다), 매개변수, 종속변수 사이에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범죄율을 회귀모형에 추가한 직접효과모형에서의 독립변수

의 계수가 범죄율을 추가하지 않은 간접효과모형의 독립변수의 효과보다 

줄어들어야 한다. 그 효과가 유의하지 않으면 완전매개이며 유의하면 부

분매개일 것이다. 

2. 범죄유형에 따른 정보공개의 효과 

거주지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개인이 직접 재산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수단이 다양한 방법으로 존재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보안시스템을 개별

적으로 설치하거나 창문에 강한 창살을 설치하여 절도를 예방할 수 있

다. 아울러 절도 등의 재산범죄는 상대적으로 대인범죄보다는 피해자에

게 주는 심리적인 피해가 훨씬 적다(Cohen et al., 1995). 따라서 주택 구

매자가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대인범죄가 더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칠 것이고, 범죄정보가 공개되면 재산범죄보다 대인범죄에서 정보공개의 

효과가 두드러지게 날 것이다.14) Ihlanfeldt & Mayock(2010)의 연구는 재

14) 대인범죄에 속하는 살인의 경우 범죄의 지역적 성향이 크지 않음은 여러 선행연구에

서 잘 나타나고 있다(Cohen et al 1996; Ihlandfeldt & Mayock 2010). 살인은 다른 범

죄유형에 비해 그 발생 비율이 매우 낮으며 각 개별 살인 사례마다 그 유인이 다르기 

때문에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예를 들어 가정폭력에 의한 살인과 성

폭행을 은폐하기 위한 살인은 그 살인 동기 면에서 다르므로 이것이 지역적 특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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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범죄와 대인범죄를 분류하고 7가지 유형의 범죄 중에서 대인범죄에 속

하는 강도와 상해만이 주택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주장한

다. 이렇듯 범죄정보공개가 부동산 가격에 주는 영향은 각 범죄 유형마

다 차이가 있을 것이다. 

3. 범죄율에 따른 정보공개의 상호작용 효과

범죄정보가 공개되면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과거에 범죄

율이 낮았던 지역과 높았던 지역은 그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날 것이다. 

과거에 범죄율이 높았던 지역은 정보가 공개되면 그 자체로 부동산 가격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다. 직접효과 면에서도 정보공개 자

체로 범죄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주택구매자의 범죄 프리미엄으로 인해 

집값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범죄율이 낮았던 지역은 정보가 공개

되면 오히려 그 지역의 집값은 상대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는 직접효

과나 간접효과 모두 유사한 경향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 지역 

범죄율이 높은 지역이었을수록 범죄정보공개의 효과가 커질 것이다. 즉, 

과거에 범죄율이 높은 지역은 집값이 내려가고 범죄율이 낮았던 지역은 

집값이 상승할 것이다. 

연구가설 5: 과거에 지역 범죄율이 높은 지역이었을수록 범죄정보공개의 

효과가 커질 것이다.

의해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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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연구 설계

제1절 연구의 방법

본 연구에서는 범죄정보공개의 효과를 주택가격 지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실증분석하고자 한다. 범죄정보공개에 따른 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는 범죄율과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통제해야 한

다. 이러한 요인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을 경우 전자범죄정보지도의 순 

효과는 과대 혹은 과소 추정될 것이고, 누락변수 편이(omitted variable 

bias) 문제가 발생한다. 

영국에서는 2011년 전자 범죄정보지도가 차등적으로 도입되어, 정보공개

가 시행된 지역과 시행되지 않은 지역이 자연스럽게 구분이 되고 있다. 

영국은 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로 이루어져 자치권을 

가지고 있기에 이 같은 차이가 발견될 수 있다. 실험에 대한 인위적인 

개입이 없이 자연스럽게 실험설계와 유사한 상황이 일어나는 경우 이를 

무작위 통제 실험(randomized controlled experiment)과 구분해 자연실험

이라 한다(김태일 1996; Sekhon & Titiunik 2012). 자연실험은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의 구분이 사후적(post hoc)으로 이뤄지기에(Sekhon & Titiunik 

2012) 다른 외부 요소를 완벽하게 통제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기 때

문에(정광호 2002) 준실험(quasi-experiment)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공개 여부의 더미변수를 기준으로 통제/실험집단의 

구분이 이뤄지므로, 이를 활용하여 모형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2004년부터 2012년까지의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기 때문에 누락변

수에 대해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영국 경찰의 경우 중앙집권

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지지만, 행정의 집행은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내무부가 최종 결정권한을 가지는 잉글랜드와 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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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스는 범죄정보지도가 실시되고 있고, 북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는 각각

의 경찰 장관(policing minister)에 의해 정책 결정이 이뤄지기 때문에 두 

집단으로 구분될 수 있었다. 그러나 전체 영국 경찰 행정제도와 자치경

찰 제도의 변화는 역사적으로 함께 이뤄져 왔기에 범죄정보공개 여부를 

제외한 나머지 행정환경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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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대상 및 연구 자료

자연실험 상황을 통한 범죄정보지도의 순효과를 추정해내기 위해 잉글랜

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를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

서는 정보공개에 의한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대한 영향이 존재하는지를 

실증분석하기 위하여 영국의 4지역(잉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스코

틀랜드)에 대해 2004년에서 2012년까지 연도별 범죄유형별 범죄 발생 건

수와 1997년-2014년까지 Nationwide부동산지수를 활용하여 구(borough)

단위로 패널자료를 구축하였다. 

[표2: 연구의 대상]

실험집단 통제집단

범죄정보지도
여부 시행(실험집단) 미시행(통제집단)

지역

대도시

잉글랜드
Metropolitan

(London)

웨일스
Cardiff

북아일랜드
Belfast

스코틀랜드
Glasgow

면 적 607㎡ 54.2㎡ 44.4㎡ 67.76㎡
인 구 8,174,100 346,100 1,181,000 598,830

  

 

연구 대상을 영국으로 선정한 이유는 범죄정보를 공개하기 이전(2011년 

이전)과 이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비교해볼 수 있는 연구설계가 가

능한 사례를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영국은 2011년 잉글랜드와 웨일스 지

역에서만 범죄정보공개 제도를 도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영국, 네 지역

의 경찰 행정 체계가 비교적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고 치안과 자치경찰에 

대한 역사가 비슷하기에 때문에 범죄정보지도 시행 여부를 제외하면 이

들은 비교적 동일한 집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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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영국은 2014년 하반기부터는 잉글랜드, 웨일스 지역 외에 북아일

랜드, 스코틀랜드지역까지 통합하여 범죄정보지도를 공개하고 있다. 실

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비교에서 범죄정보공개 여부 외의 다른 요인들이 

과연 동일한 것이냐는 의문에 대해 2015년 현재는 잉글랜드, 웨일스, 북

아일랜드, 스코틀랜드의 지역이 통합된 범죄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범죄정보를 하나의 범죄정보지도의 형태로 공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제

집단과 실험집단의 차이는 크지 않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에서 살펴보건대 2004년에서 2012년까지의 시간적 범위 내의 범죄 

발생의 추이와 관련하여서 잉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의 

지역 간에 추이가 유사한 형태의 움직임을 보인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차이는 크지 않을 것이다. 그 외의 인구 및 사회

경제학적 요인들은 통제변수를 통해 분석에서 성공적으로 통제할 수 있

다. 

이러한 연구설계를 통하여 범죄정보공개가 영국 각 지역에서 범죄예방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그리고 정보공개의 역효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

하고 있는지를 추론해볼 수 있다. OLS 회귀모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내

생성의 문제 등 인과관계를 쉽게 식별해내기 어려운 계량적 문제들도 자

연실험방법론을 통해 상당부분 해결해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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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연구 모형

본 연구는 위의 연구 가설을 확인하기 위하여 패널자료를 활용한 고정효

과 모형(Fixed Effect Model)과 정보공개 시행 여부에 따라 정책 효과의 

차이를 분석하는 이중차이분석(Difference-in-Difference: 이하 DID모

형)15)모형을 활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기존의 범죄 정보공개 연구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영국의 범

죄 정보공개 자료를 활용하여 정보공개의 범죄율 감소효과 및 부동산 가

격에 미치는 효과의 크기를 패널 고정효과 모형에 따라 분석하고자 한

다.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횡단면 데이터를 활용하여 연구를 활용하였던 

만큼, 패널 자료를 활용하는 두 모형은 횡단 자료를 활용한 편이문제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으므로 기존 연구와 큰 차별점이 있다. 개별적

인 고유 효과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회귀분석의 추정량은 비효율적인 추

정량이 된다. 개별적인 고유효과가 존재하는 경우 회귀방정식의 계수는 

모든 지역과 모든 기간에 걸쳐 동일하지만 상수항이 차이가 있다는 가정

에 따라 고정효과 모형과 확률효과 모형으로 추정할 수 있다(정군오, 이

명환, 임응순 2012). 패널분석 방법은 설명변수가 오차항 및 개별효과와 

어떤 방식으로 상관관계를 가지는가에 따라 다양한 방법론이 존재한다

(권세훈, 한상범 2013). 패널자료를 활용한 고정효과 모형은 개인의 관측

되지 않은 특성을 통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시간불

변(time invariant)하거나 시간변동성이 매우 적은 설명변수의 계수는 추

정값이 부정확한 단점이 있다. 

15) 다시점 데이터를 활용하는 가장 간단한 모형으로서 사업 전후로 1시점 씩 데이터 포인
트가 존재하고 사업에 참여한 개인과 그렇지 않은 개인의 데이터가 존재하는 패널 데이
터에 대하여 1차 차분을 취한 고정효과 모형이 DID 모형이다. DID 모형의 가장 큰 장
점은 간단하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해하기 쉽고 패널 자료가 아니라 repeated 
cross-section data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반면 가장 큰 약점은 시점을 나타
내는 가변수와사업-비교 집단을 나타내는 가변수의 교호항 (interaction term)으로 사
업의 효과를 추정하는데 이 교호항이 사업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0의 계수 추정치
를 갖는다는 identification 가정이다. 그 외에도 sample attrition이 발생할 경우 이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이석원 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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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연구에서는 범죄정보공개 지역과 비공개 지역을 대상으로 집단

간 비교를 위한 DID모형을 이용해 정보공개 순효과를 실증 분석하고자 

했다. 영국 전 지역을 대상으로 범죄율이 공개되는 집단과 범죄율이 공

개되지 않는 집단의 정보공개 전후의 값들을 각각 비교하여 정보공개 효

과를 추정하고자 한다. 정책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시행 전과 후를 비교

하는 방법론을 통해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급격한 자연환경 및 사회경

제적인 요인의 변화가 발생한 경우의 효과를 제대로 측정할 수 없기 때

문에 DID모형이 의미가 있다. 

인과관계 1: 정보공개의 범죄 예방 효과

(1) Difference-in-Difference 모형(DID 분석)

Total Crimei = α + β(Disclosurei) + Θ(Posti) +  Φ(Disclosurei)*(Posti)+ 

λ(Χi)+ εi 

(1-1) Property Crimeit = α + β(Disclosurei) + Θ(Posti) +  

Φ’(Disclosurei)*(Posti)+ λ(Χi)+ εi 

(1-2) Violent Crimeit = α + β(Disclosurei) + Θ(Posti) +  Φ

(Disclosurei)*(Posti) + λ(Χi)+ εi 

(2) 과거 범죄율 순위의 상호작용 효과 모형

Total Crimeit = α + β(Disclosurei) + Θ(Posti) +  Φ(Disclosurei)*(Posti) 

+ δ(Disclosureit * Crime Rankingit-1) + γΔXit + ε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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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eit : 범죄발생율

Posti : 사후그룹 더미변수

Disclosurei: Treatment그룹 더미변수

Χit : 사회경제적변수{가계가처분소득, 실업률, 신생아률, 도시면적비율(도

시화율), 시간변수}

     Crime Rankingit-1 : : 과거 범죄율 순위(0~9)

εit: 오차

 

인과관계 2: 정보공개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효과

(1) Difference-in-Difference 모형(DID 분석)

Housei = Α(Crimei) + β(Disclosurei) + Θ(Posti) +  Φ(Disclosurei)*(Posti) 

+ λ(Χi)+ εi 

Crimeit : 범죄발생건수

Post : 사후그룹 더미변수

Disclosure: Treatment그룹 더미변수

Χit : 사회경제적변수{가계가처분소득, 실업률, 인구, 출생률, 도시면적비

율(도시화율), 시간변수}

εit: 오차

(1-1) 간접효과 모형 

Housei = α +  β(Disclosurei) + Θ(Posti) +  Φ(Disclosurei)*(Posti) + λ

(Χi)+ εi 

(1-2) 직접효과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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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ei = Α‘(Crimei) + β‘(Disclosurei) + Θ’(Posti) +  Φ

‘(Disclosurei)*(Posti) + λ’(Χi)+ εi 

(2) 과거 범죄율 순위의 상호작용 모형

Houseit = Α(Crime Rankingit-1) + β(Disclosurei) + Θ(Posti) +  Φ

(Disclosurei)*(Posti) + δ(Disclosureit * Crime Rankingit-1) + γXit + εit

Crimeit : 범죄발생건수

Χit : 사회경제적변수{가계가처분소득, 실업률, 인구, 출생률, 도시면적비

율(도시화율), 시간변수}

    Crime Rankingit-1 : : 과거 범죄율 순위(0~9)

εit: 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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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변수 

1. 종속변수 – 부동산 가격 변화율 

범죄정보공개와 부동산가격 변동 간의 인과관계 분석을 위한 종속변수로

는 Nationwide 주택가격지수(Nationwide House Price Index)의 변화율을 

활용할 것이다. 범죄예방 효과에 따른 지역사회 치안서비스의 질이 주민

의 재산권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는지를 살피기 위해서는 재산권

의 가치 변화에 대한 측정이 이뤄져야 한다. 

Nationwide 주택가격지수는 Nationwide Building Society에서 1952년부터 

영국 지역별로 공개하고 있는 지수로서, 1974년부터는 분기별로, 1991년

부터는 월별로 지수를 공개하고 있다. 특히 1993년부터는 Census 데이터

에 맞추어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16) Nationwide지수는 부동산 구입가격

을 주택유형(단독주택, 반단독주택, 아파트, 테라스하우스)별, 매수인 별

(생애최초 구매자와 구매경험자), 부동산 건축 시기로 조사하여 보정한 

평균값을 지수로 계산하여 얻어진다. Nationwide 주택가격지수는 헤도닉 

가격 모형(Hedonic pricing method)을 사용해 주택의 면적, 방의 개수 등

의 물리적인 차이점을 보정해 지수를 생산하기 때문에(DiPasquale & 

Wheaton 2004), 추가적으로는 사회경제적 변수만 고려하면 된다. 또한, 

Nationwide 주택가격지수는 계절에 따른 보정도 이루어져 있다. 주로, 봄

과 여름에 주택 구매자가 더 많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더 높게 

형성되고, 6월에 가장 가격이 높고 1월에 가장 낮은 경향이 보인다. 

16) 부동산 지수는 1983년부터 분기마다 영국 지역별로 공개해오고 있는 Halifax 

index(HBOS, Lloyds Banking Group)와 Land Registry와 Financial Times의 주택가격지

수를 비교해볼 때, Nationwide 지수는 borough별로 분기별 지수를 공개한다는 점과 

지수생산에 활용하는 데이터가 크다는 점에서 선택되었다. Nationwide 지수는 Helifax 

index와 같이 대출승인 기준 가격에 의해 측정되는 주택가격을 기반으로 측정하며 

Land Registry와 FT지수는 실거래가로 측정되는 주택가격에 대해서 지수를 생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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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주택가격지수 자체는 기준연도 지수를 100으로 하여 시계열에 다른 

지수 변화만을 보여주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다른 지역 간 지수 상승의 

의미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주택가격 변화율로도 상승의 정도를 측정하

여 활용할 것이다. 

2. 독립변수 – 총범죄율

범죄 예방을 위한 정보공개의 정책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

로 얼마나 범죄가 예방되고 있는가를 측정해야 할 것이다. 총범죄(Total 

crimes & offences)는 살인, 상해, 폭행, 성범죄, 강도, 절도, 교통법 위

반, 가택/건조물침입, 기타경범죄(Miscellaneous crimes against  society), 

마약, 사기, 공공질서위반, 흉기휴대의 범죄건수를 포함한다. 우리 연구

에서는 경범죄에 해당하는 offences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를 주된 대상

으로 하여 그 정책효과를 파악하고자 한다. 

따라서 총범죄율은 이들 범죄에 해당하는 신체적 법익에 대한 범죄(이

하, 대인범죄)와 재산적 법익에 대한 범죄(이하, 재산범죄)를 합친 것으로 

측정한다.17) 대인범죄에는 살인, 폭행, 상해, 성범죄가 해당하고 재산범

죄에는 절도, 사기, 강도 등이 해당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범죄의 측정단위로 많이 활용되는 범죄율은 총범죄 발생건수

를 인구 10만 명으로 나눈 값을 많이 활용한다(통계청, United Nations 

Office for Drug & Crime). 지역사회의 치안서비스의 질, 범죄 현황을 판

단하는 지표로는 범죄 발생수, 범죄율(crime rate; 범죄 발생 수/인구수), 

범죄밀도(crime density)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범죄 측

정치를 비교한 결과, Ihlanfeldt & Mayock (2010)는 범죄밀도(범죄발생/지

역면적)가  치안서비스와 범죄현황을 평가하는 데 가장 적합한 지표라고 

17) 공공질서위반(public justice Offences)죄도 하나의 범죄 유형이기는 하나 대부분 경범

죄에 해당하거나 하여 집값등에 영향을 주는 강력 범죄에 포함될 필요는 없을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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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한다. 범죄정보지도를 통한 범죄 예방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정량

적인 범죄발생률을 사용하는 데에는 여러 논의가 있지만 실제로 범죄발

생이 감소했는가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범죄율과 범죄밀도를 

활용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Bowes & Ihlanfeldt  2001). 

경찰행정의 성과를 평가하는 정량적 지표는 범죄 검거율, 112 만족도 등

이 있는데, 범죄 예방을 위한 치안 활동의 성과에 대한 정량적 지표로는 

범죄발생 증감률을 사용한다. 일선 경찰의 성과평가를 정량적 지표에 의

존해 실시하게 되면서 과도한 실적 경쟁에 따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는 우려도 존재한다(연합뉴스 2011). 반면, 영국은 경찰의 개인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영국범죄서베이(BCS, British Crime Survey)를 활용하는데, 

BCS는 시민들의 경찰, 범죄에 대한 인지도를 측정해 주로 범죄에 대한 

두려움(fear of crime)이나 지역 경찰, 자치경찰조직에 대한 신뢰를 측정

한다. 이러한 시민인식도 결과는 타당성과 신뢰성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비판이 있다. 따라서 정보공개에 따른 범죄예방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서는 인식도 조사보다는 범죄발생률 조사가 더 신뢰도 있는 결과를 줄 

것이라고 판단된다.

범죄에 대해서는 측정의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Glaeser 2005). 지역사회

에서 일어나고 있는 범죄에 대한 정보는 주로 경찰이 기록하는 범죄

(recorded crime)에 대한 것이다. 영국 2007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범죄

기록은 지방정부의 경찰서와 파출소에서 작성되고 내무부에서 수집되었

기 때문에 모든 자료가 동일한 정밀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실제로 범죄

의 수가 특정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고 해도, 그것이 실제로 범죄가 증

가해서라기보다 범죄 신고 혹은 기록 전달 절차가 행정적으로 개선되어

서일 수도 있기 때문에, 범죄기록에 대한 잠재적인 문제가 있다. 범죄에 

대한 정보 중에서 가장 타당한 변수는 살인 건수라고 평가되는데(Pope 

& Pope, 2012), 이는 살인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역별 살인 건수는 발생 건수가 극히 적고 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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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크지 않아 주로 상해에서 살인미수, 살인 등의 범죄까지 포함하여 

다루고 있다. 

3. 중요변수 – 범죄정보공개여부 

현재 영국의 모든 시민은 자신이 사는 지역에 어떤 사건·사고가 발생했

는지를 인터넷상에서 범죄정보지도를 통해 알 수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서 지역별 범죄 현황 및 발생 유형 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범죄

정보지도를 운영하고 있고 높은 조회 수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그만큼 

시민의 관심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범죄 위치와 유형 등을 주소지 주

변으로 상세하게 제공해 구체적인 범죄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예방할 

수도 있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다. 

반면 범죄정보지도를 통해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지역의 시민들은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되는 범죄 자료를 제외하면 세부 자료를 접하기 힘들

다. 온라인상의 지도를 통해 손쉽게 공개된 자료는 시민들의 범죄를 예

방하기 위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이고, 따라서 전자범죄정보지도가 

구축되지 않은 지역의 시민들보다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여건이 더 갖

춰진 셈이다.

범죄정보지도가 구축된 지역(1)과 그렇지 않은 지역(0)은 더미변수로 설

정한다. 정보공개 범죄정보지도가 구축된 지역은 잉글랜드과 웨일스 지

역으로 공개 여부를 (1)로 설정하고,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 지역은 범

죄정보지도제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공개 여부를 (0)으로 설정하여 실

험집단과 비교집단을 설정하였다. 

4. 상호작용변수 – 과거 범죄율 순위(t-1기)

정보공개에 따른 효과를 측정함에 있어서 과거의 범죄율이 높았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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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낮았던 지역에는 그 효과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가정된다(연구가설 

3). 과거의 범죄율 순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t기의 효과를 측정하면서 

t-1기의 범죄율의 순위를 10개의 등급으로 나누어 0~9까지의 연속변수를 

측정하여 상호작용변수로 활용하였다. t-1기의 자료를 과거 범죄율 순위

로 측정한 이유는 사람들이 범죄정보를 활용함에 있어서 과거 몇 년 동

안의 축적 범죄 건수나 5년 혹은 10년 전의 범죄율 정보를 찾는 것이 아

니라 현재 시점에서 가장 근접한 정보를 살펴보는 경향이 가장 크기 때

문이다. 예를 들어, 다음 분기에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하고자 할 

때 현재의 그 지역의 범죄율을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살펴보는 것이 통

상일 것이다. 아울러 국가에서 정보를 관리하여 이를 공개한다 하여도 

시의성 있는 정보보다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대개의 경우 1분기 혹은 

1년 전의 정보를 공개한다) 정보가 대부분일 것이다. 왜냐하면, 정보를 

취합하여 이를 대중에 공개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하는 데에 시간과 노

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영국에서 범죄정보가 공개되고 있는 형

태도 1년 전부터 현재까지의 범죄 건수(rolling 1 year) 혹은 이번 달의 

범죄 건수를 지도에 표기되는 형태로 정보가 공개되고 있다.18)

5. 통제변수

1) 범죄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1) 실업률

실업률은 경제활동 가능인구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측정한

다. Raphael & Winter-Ebmer(2001)은 범죄의 공급함수의 한 변인으로 

18) 영국 전자범죄정보지도를 통해 시각적으로 쉽게 얻을 수 있는 범죄정보는 이번 달의 

범죄 건수와 현재까지의 6개월간, 1년간의 범죄 건수이다. 계창고(archive)를 찾아보면 

엑셀의 형태로 과거의 범죄율을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거의 누적 범죄율은 

엑셀을 쉽게 다룰 수 있는 사람에게만 접근 가능한 자료라고 판단되며 일반 대중은 

이러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찾아볼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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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률을 그 한 요인으로 꼽으면서, 실업하게 되면 범죄활동을 범하게 

되는 가능성이 커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Levitt(2000)은 재산적 법익에 대

한 죄와 신체적 법익에 대한 죄를 구분하여 실업률이 이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였는데, 유가를 도구변수로 활용한 결과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

하였다. 그에 의하면 미국에서 1990년대 재산 범죄율의 하락에는 실업률 

감소가 큰 원인이었다고 한다. 실업률은 대인범죄보다는 재산범죄의 범

죄율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Levitt(2000)은 인

종, 1인당 소득, 인구수, 평균나이, 빈곤층 비율 등의 인구, 경제학적 변

수를 통제변수로 활용하였다. Cohen & Felson(1979) 역시, 실업은 단기

적인 관점에서는 범죄를 감소시키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범죄를 증

가하는 효과를 보인다고 하였다. 

대한민국(1964-1997)의 자료를 통한 연구에서는 실업률이 높을수록 범죄

율 또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Yoon & Joo 2005), 미국의 자료

(1946-1990)를 분석한 연구는 전년도의 실업률(범죄의 동기적 측면)은 다

음 해 재산범죄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Cantor & 

Land 1985). 이와 달리 당해년도의 실업률(범죄의 기회적 측면)은 당해년

도의 대인범죄와 재산범죄를 오히려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재산범죄율의 변화에서 실업률의 변화는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는 연구결과도 있어(İmrohoroğlu, Merlo & Rupert 

2004), 결국 실업률과 범죄율의 상관관계에 대한 선행연구의 집합적 결

론은 뚜렷하지 않다.

(2) 가계가처분소득(GDHI): 영국 파운드

범죄율에 영향을 주는 요인의 하나로 경기지표를 들 수 있는데, 가계가

처분소득(Gross Disposable Household Income; GDHI)이 실업률과 함께 그 

지표가 될 수 있다(Yearwood & Koinis 2011; 이천현 2011). 빈곤으로 대

표될 수 있는 어려운 경제적 상황은 범죄기회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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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이천현 2011).  

(3) 출생률: 신생아수/인구수(1,000명)

일반적으로 출생률은 범죄율과 정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생각된다

(Fox 1978; Soares & Naritomi 2010; Donohue & Levitt 2011). 이는 저개

발지역 또는 고성장지역에서 출생률과 범죄율이 모두 높게 나타날 가능

성이 크다거나, 낙태가 허용될 경우 출생률이 낮아짐과 동시에 특히 원

치 않은 출산이 적어져서 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범죄의 유인이 줄어

든다는 식으로 설명된다. 본 연구에서 출생률의 지표로는 인구 1,000명

당 연간 출생수를 사용한다.

2)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통제변수 

(1) 글로벌 금융위기 변수

2008년 하반기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는 것을 시작으로 글로벌 금융위

기가 있었다.19) 이러한 경기침체로 인해 전 세계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

은 모두 큰 위기를 겪었다. 영국도 금융위기 여파로 인해 2008년 부동산 

지수가 급격히 감소하였으나 2010년부터는 다시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여 그 이후 증가하거나 혹은 일정하거나 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가격지수의 변동을 경기변동과 비교해보면 서로 비슷하게 움직이

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래의 [그림6]은 영국의 네 지역에서 주택가격이 

가장 높은 지역의 주택가격지수의 시계열 그림이다. 벨파스트와 같은 북

아일랜드 지역은 부동산 시장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지수의 변동률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 2008년 2분기, 리먼브라더스의 손실은 약 28억 US달러에 달했고, 리먼은 인수자를 

찾는 데 실패했고, 9월 15일 정부에 파산 보호를 신청했다. 이는 전 세계 금융 시스

템에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일으켜, 미국, 영국 등의 선진국에서도 주요 금융기관의 

붕괴를 막기 위해 공적 자금이 투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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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 주택가격지수]

(2) 실업률

부동산 가격이 실업률로부터 부의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는 다수 존재한

다(Tobin 1972; Abelson, Joyeux, Milunovich & Chung 2005). 이는 직관적

으로 쉽게 설명되는데, 실업률이 높으면 상당한 주택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수요자들이 적어지고 그에 따라 부동산 가격도 낮은 지점에서 형성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단, 이렇게 상대적으로 명확한 직관적 설명에도 불

구하고 실업률이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는 연구도 있다(Johnes & Hyclak 1999; Klyuev 2008). 본 연구에서 

실업률은 퍼센트 단위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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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계가처분소득 

또 다른 통제 변인으로는 가계가처분소득(Gross Disposable Household 

Income; GDHI)지표를 사용하였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주택가격은 가구 

소득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Chen & Patel 1998; Gibbons 

& Machin 2003; McQuinn & O'Reilly 2008). 직관적으로, 가처분소득이 

많으면 주택 구입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도 많고 따라서 수요가 증가해 

부동산 가격이 높게 형성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높은 가처분 소득은 

주택구입을 위하여 돈을 대출할 수 있는 규모와도 연관되므로 결국 가처

분 소득은 부동산 가격과 높은 상관성을 가질 것으로 생각된다(McQuinn 

& O'Reilly 2008). 본 연구에서는 대부분 평균 가구소득을 그 지표로 활

용한다. 

(4) 출생률: 신생아수/인구수

인구수는 부동산가격을 결정하는 공급요인 중 하나이다. 또한, 출생률도 

공급 측면에서의 변수라 할 수 있다. 신생아 출생과 양육은 경제학적 측

면에서 보통재라고 할 수 있는데, 아이가 태어나면 더 넓은 주택에 대한 

필요가 많아지고 이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것이기 때문이다

(Dettling & Kearney 2014). 본 연구에서의 출생률은 신생아수를 인구수

로 나눈 비율로 측정한다. 

(5) 토지이용 중 도시면적비율

토지를 이용하는 현황에 대한 변수는 범죄의 기회와 부동산 가격에 모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Bramley(1993)는 도시계획(land use planning)이 새

로운 주택 건설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고 

있다. 도시와 농촌구분(Urban-Rural Classification)에 따른 도시면적 비율

(%)을 변수로 분석을 시행한다. 도시면적비율은 토지의 공급에 영향을 

주며 이는 주택가격에서 수요-공급을 결정하는 한 요인이 된다. 토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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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현황이 범죄의 기회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논리는 상업적으로 활용

되는 토지가 특정 유형의 범죄에 특별히 취약할 것이기 때문이다

(Ihlanfeldt & Mayock 2010). 편의점이 있는 곳은 절도 혹은 강도와 관련

된 범죄의 기회가 높지만 대인범죄가 발생할 가능성과는 크게 상관없는 

것이 그 예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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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분석모형에 포함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기초통

계량

1. 분석모형에 포함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측정지표

본 연구에 사용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들에 대한 설명은 아

래[표3]와 같다.

[표3: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측정지표]

구분 변수명 측정지표 출처

종속
변수

주택가격지수
(Nationwide)

물리적 조건들을 반영한 실거래
가 지수(obs. 100k) Nationwide

독립
변수

범죄정보공개
여부

공개=1, 비공개=0
(범죄정보지도   유무)

영국 내무부
의 범죄정보
지도

범죄율 범죄 종류별 전체 범죄 건수/전
체 인구수(명)

영국 통계청
(Office of 
N a t i o n a l 
Statistics, 
ONS)

과거 범죄율 
순위

t-1기의 과거 범죄율을 순위로 
계산하여 0~9의 점수화 

통제
변수

가계 가처분 
소득

Gross Disposable Household 
Income (GDHI) 1 per head at 
current basic prices

실업률 실업자수/경제활동인구
출생률 신생아 인구/인구수

토지이용 비율 도시사용면적/전체지역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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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모형에 포함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기초통계량

[표4: 기초통계량]

구분 변수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종속
변수

주택가격지
수(£) 3950 197644.

3 
69148.9

4  53520  844551.
5  

독립
변수
(%)

총범죄율 3950 3.532 2.0597  .8614  30.8922

재산범죄율 3950 2.14612 1.51419  .42024 22.7170  

대인범죄율 3950 1.38615  .67684 .31223 10.7757
4  

성범죄율 3950 .962  .496 .819 6.4

공공범죄율 3950 3.30834  2.08491  .03488 27.0998
4 

교통범죄율 3950 1.43032  1.82981  .09017 19.3216 

기타범죄율 3950 3.82933 1.03324  .13435 9.86701  

범죄정보공
개 여부 3950 0 1

통제
변수

가처분소득 3950 15260.9  3255.4  9596  36963  

실업률
(%) 3950 5.5765  2.3588 .9  15.5  

출생률
(%) 3950 11.987  2.2744  7.34455  22.1066 

도시면적비
율(%)  3950 64.5681

2  
34.1385

6  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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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연구 분석결과 및 논의(1) 정보공개의 범죄 

예방 효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본 장에서는 영국의 범죄 추이

와 실증분석에 사용되는 패널 고정효과 모형과 이중차이분석(DID) 모형

을 활용하여 범죄정보공개가 범죄 예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제6

장에서는 이중차이분석 모형을 통한 정보공개가 부동산가격에 미치는 효

과를 추정해보고자 한다. 제5장과 제6장에서는 각각 범죄 유형에 따라 

그 효과의 차이를 비교하고자 하며 과거 범죄율에 따라 그 효과에 차이

가 있는지도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 제7장에서는 요약 및 결론을 제언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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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영국의 범죄 추이 

1. 영국 범죄 분포도 

아래 [그림7]을 참조하면, 영국의 범죄 유형 중에서는 건조물 및 주거침

입, 교통법규 위반 등의 경범죄와 절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

다. 본 연구에서의 대인범죄에 해당하는 부류의 범죄는(살인, 성범죄, 상

해, 폭행, 강도) 총범죄수의 약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신체적 법익

에 대한 죄(대인범죄)보다 재산적 법익에 대한 죄(재산범죄)의 비중이 높

은데, 이는 절도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림7: 범죄 분포유형]

 

대인범죄의 각 범죄 유형별 분포를 재산범죄의 주요 유형인 절도, 사기

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절도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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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으로는 상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상해는 폭행과 달리 생리

적 기능의 훼손이 존재하는 범죄이고 상해와 폭행은 비중이 동일하다. 

성범죄는 그 범죄수와 범죄율에 있어서 다른 유형의 범죄와 차이가 있

다. 그 비중이 높지 않지만 그 범죄피해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느끼는 두

려움이 크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하는 범죄 유형이다.  

2. 범죄율의 추이 

영국의 네 지역(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의 평균 범죄

율을 비교하면 그 그래프는 아래 [그림8]과 같다. 잉글랜드와 웨일스는 

2004년부터 총범죄 발생건수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스코

틀랜드는 2005년까지 증가한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범죄

수 변화는 증감을 반복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반면, 북아일랜드의 범

죄건수는 큰 변화 없이 일정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 즉, 대체로 네 지역

의  총범죄 발생수는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고 그 증감추

이는 비슷하다. 

[그림8: 총범죄발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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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율 또한 범죄건수의 양상과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스코틀랜

드의 범죄율은 다른 지역에 비해 다소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대체

로 감소하는 경향에 있다는 점에서 다른 지역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

다. [그림9]과 [그림11]를 비교해보면 재산범죄율의 추이와 총범죄율의 

추이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범죄에서 재산

범죄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9: 총범죄발생률]

대인범죄율의 추이는 네 지역이 각각 다르게 움직이는 경향을 보이고 있

다[그림 10]. 그 등락폭이 재산범죄에 비해서 크다. 범죄율의 증가와 감

소를 반복하는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와는 다르게 잉글랜드와 웨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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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아래 [그림 11]를 보면, 

재산범죄는 총범죄의 추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네 지역이 대

체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림10: 대인범죄 발생률]

[그림11: 재산범죄발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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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2: 성범죄발생률]

위 [그림 12]을 보면 꾸준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다른 범죄유형과 

달리 성범죄는 그 증감 폭도 크고 대체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총 성범죄 수는 다른 유형에 비해 적지만 성범죄에 대한 관

심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범죄율이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인 것을 알 수 

있다. 

2004년에서 2012년까지의 시간적 범위 내의 범죄 발생의 추이와 관련하

여서는 잉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의 네 지역 간에 추이

가 유사한 형태의 움직임을 보인다는 점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 범죄정

보가 공개되는 여부에 따라 실험집단(잉글랜드, 웨일스)과 통제집단(북아

일랜드, 스코틀랜드)으로 나눌 수 있는데, 두 지역 사이의 범죄율의 추세

의 편차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실증분석에서 그 외의 인구 및 사회

경제학적 요인들을 실증 모형에 투입하여 다른 인구, 사회, 경제학적 영

향을 성공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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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실증분석 결과

1. 공개전후 평균값 비교(t검증)

우선, 샘플의 평균값만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전후를 비교하여 범죄정보

공개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에서 활용하는 주요변수에 대한 정

보공개 여부에 따른 효과의 차이를 비교·분석하고, 영국, 네 지역 별로 

부동산 가격이 높은 도시에 대해 범죄정보공개 전후를 살펴보았다. 

먼저 총범죄와 성범죄, 상해죄 모두 정보공개 이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수준에서 범죄 수가 증가하였다. 아울러 가처분소득과 실업률도 정보

공개 이후에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다음으로 부동산 가격에 대해 살

펴보면 범죄가 공개된 잉글랜드와 웨일스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였고,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는 하락하였는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

과가 아니다.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는 범죄정보를 2014년에 들어서야 

공개하였기 때문이다.  

[표5: 범죄유형별 t검증 결과]

대상 비공개 공개 차이 T값 유의수준

총범죄수 18047.16 27904.1 9856.95 7.347 .000
성범죄 147.07 408.24 261.17 14.783 .000
상해 488.74 3146.25 2657.5 18.49 .000

가처분소득 3169.09 5081.1 1912.0 14.51 .000
실업률 5.045 5.621 .575 5.92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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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 각 지역별 t검증 결과]

대상 공개 전 공개 후 차이 T값 유의수준

공
개

잉글랜드 24754 38328 13573 10.74 .000

웨일스 17410 26874 9464 3.161 .0009
비
공
개

스코틀랜드 30913 27401  -3512 .8605 .805

북아일랜드 3352 3110 -242 .3995 .655

2. 패널 고정효과 분석 결과 

1) 범죄정보공개의 범죄 예방 효과  

패널 회귀분석의 결과는 아래의 [표7]에서 살펴볼 수 있다. 범죄정보가 

공개된 시점을 기준으로 범죄정보공개가 범죄율에 미치는 효과를 보면 

정보가 공개된 후에 대인범죄는 약 0.01% 감소하고 재산범죄는 오히려 

0.14%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통제변수를 살펴보면, 출생률이 높을수

록 범죄율이 떨어지는 경향을 볼 수 있다. 가처분소득이 증가할수록 범

죄는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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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총범죄 대인범죄 재산범죄

범죄공개전후
.1241***

(3.42)
-.0144*
(-1.01)

.1386***
(5.47)

가처분소득
-.00026***

(-20.05)
-.000032***

(-6.17)
-.00023***

(-25.21)
실업률

-.0466***
(-3.88)

-.0583***
(-12.27)

.0117**
(1.39)

출생률
-.1428***

(-6.80)
-.0290***

(-3.49)
-.1137***

(-7.75)
도시면적비율

.0053
(0.35)

.0098**
(1.66)

-.0045
(-0.43)

상수
9.1558***

(9.25)
1.926***

(4.92)
7.2300***

(10.46)
R-sq within .3184 .2321 .3329

R-sq between .1065 .0557 .1955
R-sq overall .0406 .0752 .1138

관측수 3546 3546 3546
그룹수 394 394 394

F값 294.08 190.24 314.14
계수
(T값) 로 표기함 ***p<.01, **p<.05, *p<.10

[표7: 범죄정보공개의 범죄예방효과] 

2) 범죄정보공개가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효과

고정효과 모형에 의하면, 범죄정보가 공개되고 나면 주택가격이 하락하

는 결과를 보인다. 평균적으로 13,850파운드(2015.5. 기준으로 한화 2,350

만 원) 정도의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부동산가격은 약 6% 정도 

하락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범죄정보가 공개되고 난 후에 부동산가격의 

하락이 존재하는 것이다. 재산범죄와 대인범죄율 변수 모두에서 범죄율

이 증가하면 부동산 가격이 감소하는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 그 

외에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는 통제변수로는 글로벌 금융위기(-) 및 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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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소득(+), 실업률(-), 출생률(+)이 부동산가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R2값은 그룹 간, 그룹 내, 전체 값 모두 신뢰할만한 수

준인 것을 볼 수 있다. 

고정효과 모형과 확률효과 모형(Random Effect Model)을 각각 추정하고 

모형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하우스만(Hausman) 검정20) 을 시행하였는

데, 오차 항과 설명변수 간에 상관관계가 없다는 귀무가설은 1% 유의수

준에서 기각된다(Chi-Sq. Statistic 40.31). 확률효과 모형에 근거한 추정결

과보다는 고정효과 모형의 추정결과가 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패널 고정효과 모형은 범죄공개의 전후 효과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범죄를 공개한 지역과 범죄공개하지 않은 지역의 차이는 파악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다음 항에서 정보공개 그 자체만의 효과를 식별하

기 위해 이중차이분석(DID)를 시행하고자 한다. 

20) 하우스만 검정은 개별 지역과 오차 항과 설명변수 간에 상관관계가 없다는 귀무가설 

하에서의 검증이다. 대립가설 하에서는 고정효과모형의 OLS는 일치성이 있으나 확률효

과모형의 GLS는 일치성이 없게 되기 때문에, 귀무가설이 기각될 경우 확률효과 모형보

다는 고정효과모형을 선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정군오, 이명환, 임응순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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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변동률
변수 1 2 3 4 5 6

범죄공개전후 -.0696***
(-13.43)

-.0693***
(-13.37)

-.0687***
(-13.21)

-.0695***
(-13.39)

-.0672***
(-12.81)

-.0619***
(-11.61)

총범죄   -.0032*
(-1.30)         

재산범죄     -.0068**
(-1.96)   -.0125***

(-2.75)
-.0017
(-.35)

대인범죄       .0012
(-.20)

.0156**
(1.93)

-.0231**
(-2.34)

성범죄           .0677*
(.81)

공공범죄           .1381***
(7.72)

교통범죄           -.0158***
(-5.94)

기타범죄           .0218**
(2.20)

[표8: 부동산가격변동률에 미치는 패널 고정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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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0701***
(-14.95)

-.0705***
(-15.00)

-.0703***
(-14.99)

-.0700***
(-14.81)

-.0690***
(-14.56)

-.0709***
(-15.17)

가처분소득 .000077***
(41.43)

.000076***
(38.98)

.000075***
(37.35)

.000077***
(41.33)

.000074***
(35.84)

.000070***
(33.27)

실업률 -.0427***
(-26.02)

-0428***
(-26.05)

-.0426***
(-25.98)

-.0426***
(-25.32)

-.0416***
(-24.17)

-.0407***
(-23.64)

출생률
.0394***
(13.72)

.0390***
(13.48)

.0386***
(13.34)

.0394***
(13.71)

.0384***
(13.24)

.0344***
(11.90)

도시면적비율 .0053***
(2.61)

.0053***
(2.62)

.0053**
(2.59)

.0053***
(2.60)

.0051**
(2.50)

.0056***
(2.80)

상수 10.425***
(77.01)

10.452***
(76.26)

10.474***
(76.13)

10.423***
(76.75)

10.488***
(76.15)

10.552***
(77.58)

R-sq within .4423 .4426 .4430 .4423 .4436 .4606
R-sq 

between .4984 .4983 .4972 .4983 .4944 .4632
R-sq overall .4838 .4840 .4835 .4837 .4815 .4547

F값 415.80 356.71 357.27 356.29 313.35 223.41
그룹수 394 394 394 394 394 394
관측수 3546 3546 3546 3546 3546 3546

계수
(T값) 로 표기함 ***p<.01, **p<.05,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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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격
변수 1 2 3 4 5 6

범죄공개전후
-14076.9***

(-14.42)
-13848.3***

(-14.25)
-13489.6***

(-13.87)
-14225.4***

(-14.57)
-13178.7***

(-13.42)
-11611.3***

(-11.61)
총범죄   

-2727.20***
(-5.98)         

재산범죄     -4539.59***
(-6.97)   -5759.76***

(-6.75)
-5084.01***

(-5.69)
대인범죄       

-3267.44***
(-2.80)

3355.80**
(2.21)

-3390.79**
(-1.84)

성범죄           
4960.81

(.32)
공공범죄           29711.4***

(8.86)
교통범죄           

-640.27*
(-1.29)

기타범죄           
-851.16
(-.46)

금융위기 -16394.0***
(-18.56)

-16729.7***
(-19.01)

-16522.9***
(-18.84)

-16703.4***
(-18.79)

-16239.8***
(-18.34)

-16394.3***
(-18.70)

[표9: 부동산가격에 미치는 패널 고정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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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소득
18.221***

(52.08)
17.542***

(47.93)
17.189***

(45.54)
18.150***

(51.80)
16.984***

(43.73)
16.123***

(40.73)
실업률

-9770.99***
(-31.62)

-9905.71***
(-32.14)

-9720.92***
(-31.68)

-9968.44***
(-31.48)

-9504.68***
(-29.53)

-9156.87***
(-28.36)

출생률
5737.49***

(10.61)
5361.28***

(9.90)
5226.18***

(-9.65)
5654.78***

(10.45)
5173.70***

(9.55)
4578.18***

(8.43)
도시면적비율

250.90
(.65)

267.79*
(.70)

231.32
(.61)

285.23*
(.74)

190.79
(.50)

260.20*
(.69)

상수
-104558.4***

(-4.10)
-80358.5***

(-3.13)
-72032.7***

(-2.80)
-98975.5***

(-3.87)
-69024.1***

(-2.68)
-56384.6**

(-2.21)
R-sq withitn .5304 .5356 .5375 .5315 .5382 .5497

R-sq between .7107 .6855 .6728 .7063 .6664 .6794
R-sq overall .6921 .6702 .6592 .6882 .6536 .6665

관측수 592.16 518.27 522.19 509.80 458.10 319.42
그룹수 394  394 394 394 394 394

F값 431.71 371.32 371.63  370.34 325.12 232.15

계수
(T값) 로 표기함 ***p<.01, **p<.05,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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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ID 회귀분석 결과 

정보공개 제도 자체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범죄공개 전과 후의 전체 

차이와 범죄 정보공개를 한 지역과 하지 않은 지역의 차이를 비교하여 

분석하는 DID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패널 고정효과보

다 정보공개 자체의 엄정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

다.21) 

1) 정보공개의 범죄 예방 효과  

연구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해 DID 분석을 실시하였다.22) 연구가설 1은 정

보가 공개되면 지역범죄율이 하락할 것이라는 범죄율 감소 효과에 관한 

것이다. [표 10]에서 알 수 있듯이 범죄정보공개 자체만의 순효과는 (-)

의 값을 가지지만 통계적으로 크게 유의미한 정도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 패널 고정효과 분석의 결과와 같이 범죄정보를 공개한 

2011년 이후에 전체 범죄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범죄정보를 공

개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의 이중차이분석(DID)을 보면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지 않는다. 즉, 범죄정보공개 자체의 전체 범죄

율 감소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그 외 통제변수들은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실업률이 

증가할수록 범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출생률이 증가할수록 범죄율이 

증가하고 있다. 실업률은 1%P 증가할수록 범죄율이 0.28%P 증가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인구 천 명당 신생아수가 1명 증가할 

때 범죄율은 0.04%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증분석 결과에서 

나타나는 출생률과 범죄 건수와의 양(+)의 인과관계는 여러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Donohue & Levitt 2001). 출생률이 높은 지역은 

21) DID변수를 넣은 패널 고정효과 모형도 함께 분석하였으나 DID 회귀분석의 결과와 

비슷한 추이를 나타내었기에 결과의 반복적인 설명을 피하고자 위 분석에서는 DID 회귀

분석 결과만을 제시하기로 하였다. 
22) 패널분석은 설명변수 간의 공선성 문제를 감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모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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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고 인구의 유

입이 빠른 지역이라고 할 것이어서 범죄의 빈도도 높은 지역이라고 해석

할 수 있다. 

[표10: 정보공개의 범죄 예방 효과]

변수
총범죄율

계수 t값

범죄공개 전후 -1.212*** -6.28
범죄공개 여부 -.9146*** -9.22

DID(범죄정보공개) -.308 -1.53
가처분소득 .00014*** 13.38

실업률 .2789*** 15.70
출생률 .0351** 2.07

도시면적비율 .0144*** 12.77
상수 -.2034* -.94

Adj R-sq .2682   
관측수 3546   

F값 186.57   
***p<.01, **p<.05, *p<.10

 또한, 범죄를 저지르게 될 동기 및 기회의 측면에서 실업률이 높은 지

역 역시 실업자가 적은 도시보다는 범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실

업자가 범죄를 저지르게 될 확률이 높은 것은, 우선 첫째로 소득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범죄 동기 측면에서 재산 범죄를 저지를 유인이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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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아울러 범죄 기회비용 측면에서도 직업이 있는 자들에 비해 

실업자들이 범죄 기회비용이 훨씬 큰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즉, 잠재

적 범죄자가 범죄행위에 대해 검거될 확률과 그에 따른 보상을 종합하여 

판단해보면 실업자의 경우 검거되었을 경우의 손실비용이 크기 때문에 

실업자가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더 큰 것이다.23) 

아울러 도시면적비율은 1%P증가하면 범죄율은 0.0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도시면적비율이 증가할수록 범죄율이 증가하는 경향

을 보인다. 이는 사회구조적인 면에서 도시에서 상대적으로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것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도시지역에 범죄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고, 인구도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범죄에 대한 기회비용이 

낮고 범죄행위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이익도 크기 때문일 것이다. 

2) 범죄 유형별 공개의 효과 

둘째로, 독립변수인 범죄정보공개가 다양한 유형별 범죄율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고자 DID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1]에 따르면, 대인범죄 영역에서 정보가 공개되면 범죄율이 순감소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연구가설 2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이

러한 결과는 위 패널 분석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정보를 공개하게 되면 

대인범죄율이 약 0.2% 감소하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 살인, 폭력, 상해, 

성범죄 등의 유형의 대인범죄는 정보가 공개되어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통해 예방하기가 재산범죄보다 쉬운 유형의 범죄에 속하기 때문으로 해

석될 수 있다.24) 세부지역(street) 단위 별로 범죄가 공개되면 범죄 취약

지역에 거주하거나 업무에 종사하는 잠재적 피해자들은 범죄를 미리 예

23) 행태경제학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실업자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다양한 관계
를 통해 맺어지는 사회적 유대감이 적고 그렇기 때문에 범죄를 실행하기가 더 용이할 
것이다. 

24) 가정폭력 등의 범죄의 경우, 관계를 맺고 있는 지인 간에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어 정보공개로 인한 효과는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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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하는 데 보다 효과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 있고, 다발적으로 이루어지

는 대인 범죄의 경우에는 경찰활동의 영역에서 범죄를 사전에 범죄를 예

방하기 위한 수단(예를 들어, 순찰 강화 등)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잠재

적) 피해자 측에서의 범죄 예방이 효과적일 수 있는 것이다.25) 즉, (잠재

적) 피해자에서의 범죄예방 노력이 경찰행정영역에서의 범죄 예방노력 

못지않게 중요한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정보공개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범죄 정보가 공개되어 각 지역사회 

지역마다(영국의 경우   borough별, street별) 범죄율이 객관적으로 정량

화되어 공개되기 때문에 지역사회 경찰 측면에서 성과 공개에 따른 압력

을 받게 될 것이고 이는 범죄예방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생각

된다. 

재산범죄율 또한 정보공개가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 있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다. 연구가설 1과 연구가설 2는 

기각될 것이다. 재산범죄는 범죄 다발지역이 주로 상업지구(쇼핑몰, 인구

밀집지역, 고소득지역)인 경우가 많고, 이에 대한 잠재적 피해자는 개인

영역에서의 범죄예방에 이미 일정 부분 비용을 들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

다.  예를 들어 상점 주인의 경우 절도범죄에 대한 보험을 들거나 보안

업체에 가입하여 안전강화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경우를 더러 볼 수 있다. 

재산범죄율에 관련된 이러한 특징 때문에 따라서 범죄정보를 공개하는 

것 그 자체의 순 효과가 대인범죄 영역에서보다 작은 것으로 볼 수 있

다. 

통제변수 중 가처분소득과 관련해서는, 가처분소득이 증가할수록 재산범

죄율은 증가하고 이와 반대로 대인범죄율은 감소하고 있는 경향을 보인

다. 실증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소득이 높은 지역의 경우 범죄 

기회가 많고 검거될 위험에 비해 그 이익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범

죄행위의 보상도가 더 높아서 절도, 강도 등의 재산범죄가 발생할 확률

25) 범죄 환경적 설계인 CPTED의 경우에도 재산범죄와 대인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
이 구분되어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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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대인범죄의 경우, 평균소득이 낮은 지역에서 범

죄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잠재적 범죄자들은 자기가 사는 

지역 안에서 대인 범죄를 저지르기 쉬우므로 평균소득이 낮은 지역에서 

범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Ihlanfeldt & Mayock 

2010). 아울러 소득이 높은 지역에서 대인범죄 등에 대한 예방활동에 투

자를 더 많이 한다는 것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실업률은 증가할수록 범

죄율이 증가하고, 도시면적 비율 역시 증가할수록 범죄율이 증가하는 것

을 알 수 있다. 

[표11: 각 범죄유형별 정보공개의 효과]

변수
재산범죄 대인범죄

계수 t값 계수 t값
범죄공개 전후 -1.032*** -7.26 -.1799*** -2.85
범죄공개 여부 -.7240*** -9.90 -.1907*** -5.87
DID(정보공개) -.1067 -.710 -.2040*** -3.07

가처분소득 .00015*** 19.85 -.000013*** -3.81

실업률 .2174*** 16.61 .0615*** 10.56

출생률 -.0273** -2.19 .0624*** 11.23
도시면적비율 .0102*** 12.31 .0042*** 11.28

상수 -.7028*** -4.39 .4994*** 7.01
Adj R-sq .2658 .2697

관측수
F값

3546
184.39

3546
188.04

***p<.01, **p<.05,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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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범죄 세부 유형별로 살펴보면, 범죄정보공개의 효과에 대해서는 성범

죄, 공공범죄가 감소하는 효과를 보인다. 반면 교통범죄의 경우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은데, 교통범죄는 지역적 성향이 약한 범죄 유

형이기 때문이다. 즉, 교통범죄는 대부분 정보공개 여부와 무관하게 발

생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대부분 운전자가 이동하며 발생하는 범죄영

역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기타 경범죄는 범죄정보가 공개되면 범죄 수

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12: 범죄유형별 정보공개의 효과]

변수 공공범죄 성범죄 교통범죄 기타범죄
범죄공개

전후
-.1178***

(-5.75)
-.0015
(-.34)

-1.323***
(-8.10)

-.6581***
(-8.82)

범죄공개
여부

-.0131*
(-1.25)

-.0100***
(-4.37)

-2.889***
(-34.37)

-2.250***
(-58.65)

DID(범죄
정보공개)

-.0474**
(-2.20)

-.0130***
(-2.78)

.1544
(.90)

.1902**
(2.43)

가처분
소득

7.05e-06***
(6.48)

-6.05e-07**
(-2.56)

.000067***
(7.69)

.000049***
(12.45)

실업률
.0356***
(18.87)

.0040***
(9.83)

.2693***
(17.90)

.1822***
(26.52)

출생률
-.0060***

(3.33)
.0021***

(5.43)
-.2005***
(-13.96)

-.1629***
(24.84)

도시면적
비율

.0011***
(9.29)

.00026***
(9.95)

.0070***
(7.38)

.0024***
(5.49)

상수
.0715***

(3.10)
.0531***
(10.59)

3.692***
(20.04)

2.487***
(29.58)

Adj R-sq .2045 .1678 .3318 .5658
관측수 3546 3546 3546 3546

F값 131.16 103.10 252.50 660.79
계수
(T값) 로 표기함 ***p<.01, **p<.05,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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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유형과 사회경제학적 변수와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성범죄와 대인

범죄만이 유일하게 소득이 높은 지역일수록 범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

이는데, 이를 통하여 소득이 높은 지역에서는 그만큼 범죄 예방에 대한 

대책이 잘 수립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성범죄와 대인범죄

의 특성상 소득이 높은 지역이라 하여 범죄의 기회가 더 많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범죄율 감소 효과가 성범죄와 대인범죄에서 더욱 뚜

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성범죄는 대인범죄의 한 

유형에 속하기도 하므로 수긍할 수 있는 결과이다.

또한, 다른 범죄유형은 출생률이 높은 지역일수록 범죄가 감소하는데 반

하여, 성범죄와 대인범죄에 대해서는 출생률이 높은 지역일수록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출생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

역이란 가임기의 여성을 포함한 가족이 생활할 수 있는 거주 지역을 의

미하고, 이는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지 않은 지역이라 해석할 수 있

을 것이고, 아울러 출생률이 높은 지역은 산아제한을 계획적으로 할 정

도로 교육수준이 높지 않은 지역이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어서 이 역

시 범죄에 취약한 지역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출생률과 범죄율

의 양의 상관관계는 일면 수긍이 간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선행연

구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3) 과거 범죄율에 따른 범죄정보공개의 상호작용 효과 

본 연구에서는 DID 회귀분석에서 과거 범죄율 순위와 과거 범죄율 순위

의 상호작용변수를 분석 모형에 포함해서 실증 분석하였다. 이는 연구가

설 3을 확인하고자 함이다. 즉, 정보공개로 인해 이미 범죄율이 높은 지

역과 범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지역의 효과를 비교함으로써 그 정보

공개의 차이를 분석해 봄으로써 정보공개가 시행되면서 시민사회 영역에

서의 반응의 차이가 어떠한지 파악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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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과거에 범죄율이 높았던 지역이 여전히 현재의 

범죄율도 높은 현상을 보이고, 범죄정보를 공개하면 전체 범죄율이 소폭 

상승하는 결과를 유의미하게 보인다.26) 

과거에 범죄율 순위가 높았던 지역이 현재의 범죄율도 여전히 높은 경향

을 보이는 것은 범죄의 지역적 특성은 시간이 흘러도 쉽게 변하지 않는 

특성임을 보여주고 있다. 범죄율을 통해 가늠해 볼 수 있는 그 지역의 

치안 수준이 대체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크게 변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상호작용 효과는 모든 유형의 범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과거 범죄율의 순위가 증가할수록 범죄 예방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표13]에 나타난 범죄율 순위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해보면, 과거 범죄율 순위(0~9)에 따른 범죄정보공개의 상호작용 효

과의 회귀 계수 값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범죄율이 높았던 지역일수록 범죄 예방 감소 효과가 

유의미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보다 세부적으로 DID의 계수 값과 과거 범죄율 순위 변수와의 상호

작용 효과의 계수의 값의 합계를 계산하여보면 상호작용은 총범죄의 수

준이 낮은 지역에서는 (+)의 값에서 과거 범죄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지역으로 갈수록 (-)값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총범죄율의 경우, DID 

계수는 0.3641이고 상호작용계수(과거범죄율 순위*DID)는 -.0549이므로, 

정보공개의 효과는 과거 범죄 수준이 가장 낮은 지역은 0.3641의 값을 

가지고 계속 양(+)의 값을 보이다가 과거 범죄 수준이 7인 지역에서부터 

음(-)의 값을 보이고, 과거 범죄율 순위가 가장 높은 지역은 –0.13의 값

을 나타낸다. 즉, 범죄율이 낮았던 지역에서는 범죄정보가 공개되면 범

26) 앞에서 살펴보았듯 범죄정보공개 자체의 효과는 미미한 편이고 범죄 유형별로 차이

가 있는데 총범죄와 대인범죄만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는 영향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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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율이 증가하는 효과를 보이고, 범죄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오히려 범죄

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범죄 상호작용 효과는 재산범죄와 대인범죄 유형에 따라 상이한 경향을 

보여 흥미롭다.

대인범죄의 경우, 범죄율 순위의 상호작용 효과는 정보가 공개되면 전체 

지역에서 전반적으로 범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나27) 과거 범죄율 순

위가 높았던 곳에서 범죄율이 더욱 많이 감소하는 효과를 보인다. 대인 

범죄의 경우 범죄율이 높은 지역에서 정보공개의 범죄 예방 효과가 두드

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재산범죄는 대인범죄와 매우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재산범죄는 정보공

개의 효과가 (+)의 값을 보이고, 범죄율 순위에 따라 그 효과의 방향이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상호작용계수는 –0.0344이기에 과거 범죄율이 높

았던 지역에서는 범죄가 공개되고 나서 범죄율이 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역시 범죄 예방 효과가 어느 정도는 있는 것이라 할 수 있

을 것이다. 즉, 범죄에 취약한 지역일수록 정보가 공개되면 범죄율의 증

가세가 둔하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27) 범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0.0073의 (+)양의 값을 보임으로써 오히려 범죄 공개 후

에 범죄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외의 다른 지역은 모두 (-)의 값을 나타

내고 있으므로 대인범죄는 정보공개 후에 범죄율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

이 타당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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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3: 범죄유형별 과거 범죄율 순위의 상호작용 효과]

변수 총범죄율 재산범죄율 대인범죄율

범죄공개 전후
-.5936***

(-3.86)
-.5651***

(-4.84)
-.0575*
(-1.21)

범죄공개 여부
.4739***
(-5.97)

.6469***
(-10.81)

.0383*
(1.55)

DID
.3641**
(1.99)

.3350**
(2.38)

.0073
(.13)

범죄율 순위
.5413***
(44.41)

.3539***
(40.92)

.1889***
(50.67)

범죄순위 XDID
-.0549**
(-2.46)

-.0344**
(-1.93)

-.0125**
(-1.86)

가처분소득
.00013***

(15.79)
.00012***

(19.27)
4.30e-06**

(1.69)

실업률
.0985***

(6.72)
.0933***

(8.40)
.0085**
(1.90)

출생률
-.0393***

(-2.87)
-.0361***

(-3.49)
-.00047
(-.11)

도시면적비율
-.0055***

(-5.52)
.0027***

(3.66)
-.0011***

(-3.78)

상수
-.0966
(-.55)

-.5404***
(-4.02)

.4728***
(8.67)

Adj R-sq .5386 .5094 .5894
관측수 3546 3546 3546

F값 460.74 410.00 566.33
계수
(T값) 로 표기함 ***p<.01, **p<.05,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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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연구 분석결과(2) 범죄정보공개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효과

범죄에 대한 정보공개가 사회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할 때, 정책 수단이 

애초 추구하고자 하였던 정책 효과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지만, 그 외에 

우려되는 역효과에 대해서도 미리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장에서는 범

죄정보가 공개되면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악영향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그러나 범죄 정보공개 자체에 의한 효과와 공개가 범죄율에 미치게 되는 

효과를 분리하여 검증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범죄 공개 자체가 부동산

시장에 직접 미치는 효과와 범죄 공개를 통해 일차적으로 범죄율에 영향

을 미치고 이를 통해 다시 사회경제적 요인 중 하나인 범죄가 부동산 가

격에 미치는 간접적 효과를 나누어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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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영국 부동산가격 변동

부동산가격지수는 네 지역 모두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금융위기 여파로 인해 2008년 이후 부동산 지수가 급격히 감소하

였으나 2010년부터는 다시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여 그 이후 증가

하거나 혹은 일정하거나 한 추세를 보인다. 북아일랜드의 경우에 금융위

기 이후 부동산가격의 회복세가 다른 집단과 다른 형태를 보이지만 북아

일랜드는 부동산 시장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으므로 부동산가격지수의 

변동률의 폭이 큰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부동산가격지수

의 변동은 경기변동과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부동산 가격변동에서 금융위기의 영향을 통제해야 할 필요성도 

확인해볼 수 있다. 부동산가격지수(위의 [그림6] 참조)와 부동산가격변화

율([그림13] 참조)의 변화를 살펴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인한 변동의 추이는 부동산 가격변화율 그래프에서 확연히 드러나고 있

다. 

[그림13: 부동산가격 변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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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범죄정보공개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본 연구는 범죄에 대한 정보공개의 역효과로 우려되고 있는 부동산시장

에 미치는 실증적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표14]를 보면, 범죄에 대

한 정보가 공개되면 부동산지수와 부동산지수변화율 모두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미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세간의 우려와는 달리, 범

죄 정보가 공개되면 부동산가격이 증가하는 것이다. 즉, 사람들의 인식

과는 다르게 범죄정보가 공개된다고 하여 부동산가격이 내려가는 것은 

아니다. 이는 위에서 논의된 연구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라 할 것이다.

본절에서는 범죄 정보공개가 직접적으로 부동산가격 변화율에 미치는 영

향과 범죄 정보공개가 범죄율을 매개로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주는 매개 

효과를 분리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정보공개 그 자체의 효과라 함은 정보수용자가 그 정보를 취득하여 이를 

개별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미치게 되는 효과를 의미한다. 

아래 [표14]를 보자. 부동산가격에 범죄정보공개 효과에 대한 DID분석 

결과에 의하면 통계적인 유의수준은 낮지만 범죄정보를 공개하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결과를 보인다. 범죄정보가 공개되면 범죄정보를 활용

하여 개별 지역의 안전도를 진단하고 이에 근거해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

하는 등의 의사결정을 통해 정보공개 그 자체만으로 부동산 가격 형성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다. 정보공개가 그 자체로 직접적으로 부동산가격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범죄정보공개의 직접효

과라 할 것이다.

더미변수인 정보공개 여부에 따라 부동산가격변동률(혹은 부동산가격)이 

상승하는지 파악할 수 있는데, 이러한 범죄에 대한 정보공개의 간접효과

는 범죄 정보를 공개하면 부동산가격은 10,054파운드(2015.5. 환율에 따

르면 한화로 약 1,705만 원 정도에 이르는 금액)가 상승하였고, 부동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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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은 약 3.23% 상승한 것을 위 [표14]의 분석결과를 통해 파악할 수 있

다. 

부동산 가격 및 가격변화율이 증가하는 효과에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공개된 범죄 정보를 통해 부동산 매도인과 매수인의 정보 격

차가 좁혀져 정보 불균형이 해소되고, 부동산 가격의 균형점이 달라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매도인보다 부동산 매수인에게 지역 부동산의 주변 환

경에 대한 사회경제학적 세부 정보가 부족한 경향이 있다. 즉, 교육, 환

경, 범죄 등 사회적 여건에 대한 정보 불균형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데, 범죄의 경우에는 그 어떤 요인보다 직접 거주하거나 생활하지 않으

면 쉽게 파악해 낼 수 없는 환경적 요인이고 이에 대한 정보취득 비용이 

매우 비싸다. 이를 적절한 형태로 공개하게 되면 보다 부동산 가격형성

에서도 합리적인 수요-공급점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매수인 측에서 정

보취득을 위해 지출하게 되는 비용을 그만큼 절감할 수 있어서 보다 합

리적인 수준에서 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 

간접효과에 대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이 역시 직접효과와 유사하게 범

죄 정보가 공개되면 부동산 가격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부동산 가

격변동률도 상승한다. 범죄율이 1%P 증가할 때 부동산 가격은 0.3% 증

가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범죄정보가 공개되어 이것이 범죄율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변화된 범죄율에 따라 부동산 가격에 미치게 될 것

이라는 범죄정보공개의 간접적 효과 역시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을 알 수 있다. 

총범죄에 있어서는 정보공개의 범죄예방 효과에서는 연구가설 1이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게 지지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총범죄율이 미치는 간접

효과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았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범죄정보공개의 효과로 대인범죄율이 다소 감소하는 것으

로 나타나고 있는데(연구가설 2 지지됨), 정보공개에 따라 대인범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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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하면 이에 대한 간접효과로 부동산가격이 증가하는 효과를 볼 수 있

다([표11]과 [표14], [표19] 참조). 즉, 대인범죄에서는 정보공개의 범죄예

방 효과에서의 연구결과와 간접효과의 연구결과가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간접적 효과에 대한 가설(연구가설 4-1)은 도시경제학 선행연구

들의 논리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도시경제학 분야에서 부동산 재산가치

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범죄율(지역사회 안

전도), 교육의 질, 환경의 질을 들 수 있고, 범죄율이 높을수록 부동산가

치는 하락할 것이라는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

연구와는 달리, 범죄정보공개의 간접효과 모형에서는 총범죄율이 증가할

수록 부동산가격이 증가하는 인과관계를 보인다. 이는 정보공개가 범죄

율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미치는 효과는 유의미하기는 하지만, 직접적 효

과에 비해서는 미미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 해석할 수 있을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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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4: 부동산가격에 대한 범죄정보공개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변수 
부동산가격변화율 부동산가격

간접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직접효과

범죄공개 전후
-.1008***

(-5.44)
-.0958***

(-5.14)
-31940.9***

(-8.45)
-28866.2***

(-7.63)
범죄공개 여부

.1774***
(18.71)

.1809***
(18.85)

22215.1***
(11.47)

24361.5***
(12.51)

DID
.0312*
(1.61)

.0323*
(1.67)

9332.5**
(2.36)

10053.9**
(2.56)

총범죄율   .0037**
(2.31)   2304.2***

(7.03)
금융위기

-.0603***
(-6.48)

-.0579***
(-6.18)

-16636.9***
(-8.75)

-15132.5***
(-7.96)

가처분소득
.000068***

(68.93)
.000067***

(66.58)
16.803***
(-83.64)

16.471***
(80.33)

실업률
-.0287***
(-16.85)

-.0297***
(-16.88)

-3880.0***
(-11.17)

-4539.5***
(-12.70)

출생률
.0226***
(13.95)

.0225***
(-13.86)

4952.7***
(14.97)

4866.5***
(14.79)

도시면적 비율
.00049***

(4.54)
.00044***

(3.97)
85.790***

(3.90)
53.517**

(2.40)

상수
10.847***
(521.87)

10.848***
(522.14)

-111638.2**
*

(-26.31)

-111083.1**
*

(-26.35)
Adj R-sq .6791 .6795 .7310 .7346

관측수 3546 3546 3546 3546
F값 938.59 835.92 1204.89 1091.15

계수
(T값) 로 표기함 ***p<.01, **p<.05,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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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5]에서의 범죄유형별 범죄정보공개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살펴보

면, 재산범죄율과 대인범죄율에 의한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다. 그 양상은 총범죄율과 비슷하다. 정보공개에 의한 DID효

과를 보면 총범죄율의 계수는 직접효과보다 간접효과에서 계수가 증가하

고 있고 대인범죄율 역시 그러하다. 재산범죄와 대인범죄의 양상이 다소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재산범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부동산 가

격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대인범죄의 경우 부동산 가격에는 유의

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는다.

또한, 정보공개가 부동산가격에 미치는 영향에서 범죄율이 매개하는지를 

보다 엄정하게 알아보기 위해 Baron & Kenny(1986)가 제시한 단계에 따

라 분석하였다. 다시 한 번 매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단순패널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17]과 같다.28)

분석결과, 정보공개는 유의하게 범죄율을 예측하였으며, 범죄율에 대해 

2.1%의 설명량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공개는 유의하게 부동산

가격을 예측하였으며, 부동산가격을 2.2% 설명하였다. 즉, Baron & 

Kenny(1986)의 조건이 충족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3단계 관계를 검

증하기 위해 정보공개와 범죄율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부동산가격을 종

속변인으로 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범죄율을 추가하였

을 때, 부동산가격의 설명력은 3.03%로서 전체 설명량이 증가하였다. 또

한 이 과정에서 정보공개와 범죄율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즉 범

죄율은 정보공개가 부동산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매개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29)

28) DID분석을 통한 총범죄율과 대인범죄율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역시 비슷한 결과

를 보인다. 
29) Sobel(1982) 검증을 통해 설명변인이 매개변인을 통해 종속변인에 미치는 간접효과에 

대한 유의도를 검증하여 보면(Preacher & Hayes 2004), 그 검증방법은 직접효과의 계수

보다 간접효과의 계수가 감소하는 효과를 유의미하게 보여야 하는데, 본 연구결과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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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5: 범죄유형별 부동산가격변동률에 미치는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

변수 전체효과
직접효과

-재산범죄-
직접효과

-대인범죄-
직접효과
-성범죄-

범죄공개전후
-.1008***

(-5.44)
.0071***

(3.23)
-.1010***

(-5.45)
-.1008***

(-5.44)
범죄공개여부

.1774***
(18.71)

.0071***
(3.23)

.1772***
(18.59)

.1774***
(18.65)

DID
.0312*
(1.61)

.0071***
(3.23)

.0310*
(1.60)

.0312*
(1.61)

범죄율   .0071***
(3.23)

-.0011
(-.21)

-.0020
(-.03)

금융위기
-.0603***

(-6.48)
-.0569***

(-6.08)
-.0605***

(-6.47)
-.0604***

(-6.45)

가처분소득
.000068**

*
(68.93)

.000067**
*

(64.18)

.000068**
*

(68.81)

.000068**
*

(68.88)
실업률

-.0287***
(-16.85)

-.0302***
(-17.11)

-.0286***
(-16.53)

-.0286***
(-16.60)

출생률
.0226***
(13.95)

.0228***
(14.07)

.0227***
(13.74)

.0226***
(13.89)

도시면적비율
.00049***

(4.54)
.0004***

(3.81)
.00049***

(4.50)
.00049***

(4.48)
상수

10.847***
(521.87)

10.852***
(521.26)

10.847***
(518.35)

10.847***
(513.86)

Adj R-sq .6791 .6799* .6790  .6790
관측수 3546 3546 3546 3546

F값 938.59 837.69 834.09  834.07
계수
(T값) 으로 표기함 ***p<.01, **p<.05, *p<.10

유의미한 효과 크기의 감소가 재산범죄에서는 나타났으나 총범죄와 대인범죄에서는 나

타나지 않았다. 재산범죄에서는 그 효과의 크기가 감소하고 있어서 재산범죄율이 어느 

정도 매개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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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직접효과
직접효과
-재산범죄

직접효과
-대인범죄

직접효과
-성범죄-

범죄공개 전후 -38407.01***
(-11.36)

-32516.39***
(-9.57)

-37891.73***
(-11.19)

-38441.03***
(-11.37)

범죄공개 여부 21310.51***
(10.73)

24421.12***
(12.28)

21751.1***
(10.90)

21483.96***
(10.79)

DID 13597.79***
(3.88)

13149.66***
(3.79)

14091.03***
(4.01)

13938.05***
(3.96)

범죄율 4269.71***
(9.76)

2286.11**
(2.31)

16757.87
(1.20)

금융위기 -17055.19***
(-8.71)

-14981.21***
(-7.70)

-16663.04***
(-8.49)

-16859.33***
(-8.59)

가처분소득 17.200***
(87.97)

16.524***
(80.50)

17.220***
(88.03)

17.205***
(87.98)

실업률 -3775.13***
(-11.31)

-4686.48***
(-13.67)

-3909.56***
(-11.54)

-3842.80***
(-11.35)

출생률 4988.89***
(15.46)

5057.70***
(15.86)

4840.32***
(14.72)

4950.51***
(15.27)

도시면적비율 96.917***
(4.49)

57.250***
(2.64)

88.258***
(4.03)

93.076***
(4.27)

상수 -118271***
(-28.24)

-114814.4***
(-27.64)

-119348.3***
(-28.34)

-119116
(-28.06)

Adj R-sq .7338 .7400 .7341 .7338
F값 1358.21 1246.84 1209.23 1207.60

관측수 3940 3940 3940 3940

계수
(T값) 로 표기함 ***p<.01, **p<.05, *p<.10

[표16: 범죄유형별 부동산가격에 미치는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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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정보공개와 부동산가격 간의 범죄율 매개 효과 검증]

단계   설명변수 종속변수 B S.E. t
Adj 

R-sq
1단계

(경로A) 정보공개 범죄율  -.0071*** .0003 27.33 .0210

2단계
-직접효과
(경로C)

정보공개 부동산가격 14558*** 985.7 14.77 .0220

3단계
(경로C)

정보공개
범죄율 부동산가격 6910.10***

-1063932***
1030.9
 187.5

6.70
-18.60 .0303

***p<.01, **p<.05,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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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범죄유형에 따른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효과

다음으로는 각각의 범죄가 유형별로 부동산 가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표18]은 각각의 범죄유형별로 범죄

정보공개가 부동산 가격과 부동산가격 변화율에 미치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부동산가격 변화율에서는 재산범죄가 1%P 증가할수록 부동산가격

이 약 1.56%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대인범죄는 이와 반대로 대인범

죄율이 1%P 증가할수록 부동산가격이 약 1.95%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

다. 부동산가격 변동률에 있어서는 성범죄, 공공범죄, 교통범죄 등이 유

의미한 실증분석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총 범죄율이 1%P 증가하면 부동산 가격은 약 2,304파운드(한화 약 390만

원)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범죄유형별로, 대인범죄가 1%P 증가하면 

부동산가격은 약 6,587파운드(약 1117만 원)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재

산범죄에서는 약 8,249파운드(약 1400만 원)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즉, 

범죄율 증가에 따른 부동산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범죄 유형별로 매우 상

이하다. 대인범죄의 유형에 속하기도 하는 성범죄는 0.1%P 증가하면 

7392파운드(약 1254만 원)정도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공공

범죄는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지 았는다.

위와 같은 분석결과를 설명해보자면, 재산범죄가 자주 발생할수록 부동

산가격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절도, 강도 등의 재산범죄는 

주로 부동산가격이 높은 지역에서 범죄기회가 더 많다는 점을 반영한 것

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30) 또한, 대인범죄가 증가할수록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게 부동산가격은 낮아지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여러 선행연

구의 결과들과 일치하고 있다(Ihlanfeldt & Mayock 2010). 마지막으로, 성

범죄가 빈발하는 지역일수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부동산 가격

30) 이에 대해 역인과관계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의문은 여전히 
존재한다. 도시경제학에서는 이 문제를 도구변수로 해결하려는 시도 외에는 뚜렷한 
해결점이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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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낮아지고, 부동산가격 변화율도 낮아지는 경향이 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다.

아울러, [표18]에서 제시되고 있듯이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사회경제적 요인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

다. 소득이 높을수록 부동산가격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실업률이 낮

을수록 부동산가격 및 가격변화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경제 수준이 

높은 지역일수록 부동산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을 통제할 변수로 2009년도 더미변수를 분석모형

에 포함하여 2008년도 하반기 이후 시작된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을 통제할 수 있었다. 분석결과, 2009년도에 금융

위기로 부동산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고 2009년도의 부

동산가격에 미치게 된 경제변화를 모두 통제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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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8: 범죄유형별 범죄정보공개의 효과]

변수 부동산지수 부동산가격변화율
총범죄 범죄유형별 총범죄 범죄유형별

범죄공개
전후

-28866.2***
(-7.63)

-27577.55***
(-7.28)

-.0958***
(-5.14)

-.0854***
(-4.53)

범죄공개
여부

24361.5***
(12.51)

16039.53***
(5.49)

.1809***
(18.85)

.1987***
(13.67)

DID 10053.9**
(2.56)

8906.87**
(2.29)

.0323**
(1.67)

.0259*
(1.34)

총범죄 2304.2***
(7.03)   .0037**

(2.31)   

재산   8249.44***
(11.68)   .0156***

(4.45)
대인   -6587.69***

(-3.11)   -.0195**
(-1.85)

성범죄   -73924.76***
(-2.84)   -.1113

(-.86)
공공   5797.91*

(1.26)   .0015
(.07)

교통   -1624.07***
(-3.20)   -.0039*

(-1.56)
기타   -2475.35**

(-2.23)   .0116**
(2.10)

금융위기 -15132.5***
(-7.96)

-15325.69***
(-8.13)

-.0579***
(-6.18)

-.0582***
(-6.20)

가처분소득 16.471***
(80.33)

15.614***
(68.35)

.000067***
(66.58)

.000065***
(57.01)

실업률 -4539.5***
(-12.70)

-4303.61***
(-11.39)

-.0297***
(-16.88)

-.0315***
(-16.77)

출생률 4866.5***
(14.79)

5047.37***
(13.92)

.0225***
(-13.86)

.0256***
(14.18)

도시면적
비율

53.517**
(2.40)

59.730***
(2.71)

.00044***
(3.97)

.00044***
(3.99)

상수 -111083.1***
(-26.35)

-86807.47***
(-16.74)

10.848***
(522.14)

10.859***
(420.90)

Adj R-sq .7346 .7412 .6795 .6812
관측수 1091.15 726.14 835.92 542.08

F값 1233.21 824.38 958.36 624.22
계수
(T값) 로 표기함 ***p<.01, **p<.05,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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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1 2 3 4 5
범죄공개 전후 -.1008***

(-5.44)
-.0929***

(-4.98)
-.1010***

(-5.45)
-.0890***

(-4.77)
-.0854***

(-4.53)
범죄공개 여부 .1774***

(18.71)
.1827***
(19.01)

.1772***
(18.59)

.1837***
(19.15)

.1987***
(13.67)

DID .0312*
(1.61)

.0319**
(1.65)

.0310*
(1.60)

.0275*
(1.42)

.0259*
(1.34)

재산범죄   .0071***
(3.23)   .0154***

(4.89)
.0156***

(4.45)
대인범죄     -.0011

(-.21)
-.0260***

(-3.67)
-.0195**
(-1.85)

성범죄         -.1113*
(-.86)

공공         .0015
(.07)

교통         -.0039*
(-1.56)

기타         .0116**
(2.10)

금융위기 -.0603***
(-6.48)

-.0569***
(-6.08)

-.0605***
(-6.47)

-.0573***
(-6.13)

-.0582***
(-6.20)

가처분소득 .000068***
(68.93)

.000067***
(64.18)

.000068***
(68.81)

.000065***
(57.99)

.000065***
(57.01)

실업률 -.0287***
(-16.85)

-.0302***
(-17.11)

-.0286***
(-16.53)

-.0304***
(-17.25)

-.0315***
(-16.77)

출생률 .0226***
(13.95)

.0228***
(14.07)

.0227***
(13.74)

.0246***
(14.55)

.0256***
(14.18)

도시면적비율 .00049***
(4.54)

.0004***
(3.81)

.00049***
(4.50)

.00044***
(4.02)

.00044***
(3.99)

상수 10.847***
(521.87)

10.852***
(521.26)

10.847***
(518.35)

10.871***
(507.86)

10.859***
(420.90)

Adj R-sq .6791 .6799* .6790  .6810 .6812
F값 938.59 837.69 834.09  757.93 542.08

[표19: 범죄유형별 모형에 따른 정보공개가 부동산가격 변화율에 미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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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과거범죄율(t-1)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 분석 결과

범죄정보가 공개되면 부동산가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앞의 연구 분석 결과를 통해 확인하였다. 보다 세부적으로, 세부지역별

로 범죄율의 높고 낮음에 따라 그 정보공개의 효과가 다르게 미칠 것이

라는 가정에서, 범죄율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에서의 효과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상호작용 효과를 도출해내고자 하였다.

범죄율 순위에 따른 범죄정보공개의 상호작용 효과는 부동산가격 변화율

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다.31)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는 총범죄와 재산범죄에서 비교적 유의미한 경향을 보인다.

범죄율이 높든 낮든 간에 전체 지역에서 DID의 효과는 부동산 가격에 

유의미한 양의 인과관계를 보이고 있다. 즉,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정

보가 공개되면 부동산 가격은 증가한다. 총범죄와 재산범죄의 경우에는 

과거 범죄율의 순위에 따른 (+)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32) 

이를 해석해보면 과거 재산범죄율의 순위가 높았던 곳은 정보공개 이후

에 부동산가격의 상승효과의 크기가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와 다르게 대인범죄에서는 범죄정보를 공개하면 유의미한 과거 범죄율 

상호작용 효과를 보이지 않는다. 

31) 상호작용 계수의 방향을 보면 대인범죄율이 높은 곳에서 부동산 가격의 상승 폭이 

덜한 것을 볼 수 있고, 재산범죄율이 높은 곳은 부동산 가격이 상승이 더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는 있을 것이다.   
32) 표준화된 계수로 그 차이를 분석해보아도 같은 결과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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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0: 과거 범죄율 순위의 부동산가격 변화율에의 상호작용 효과]

변수
부동산가격 변화율

전체범죄 재산범죄 대인범죄

범죄공개 전후
-.1027***

(-5.52)
-.0975***

(-5.23)
-.1044***

(-5.64)

범죄공개 여부
.1762***
(18.43)

.1782***
(18.77)

.1716***
(17.83)

DID
.0264
(1.20)

.0250
(1.12)

.0321
(1.46)

범죄랭킹
-.0016*
(-1.08)

.0020*
(1.47)

-.0047***
(-3.22)

범죄랭킹 XDID
.00092
(.34)

.0021
(.75)

-.0013
(-.50)

금융위기
-.0613***

(-6.55)
-.0585***

(-6.24)
-.0615***

(-6.61)

가처분소득
.000068***

(68.90)
.000068***

(68.15)
.000067***

(68.05)

실업률
-.0282***
(-15.90)

-.0295***
(-16.68)

-.0272***
(-15.58)

출생률
.0228***
(13.82)

.0223***
(13.61)

.0243***
(14.41)

도시면적비율
.00054***

(4.53)
.00040***

(3.43)
.00062***

(5.46)

상수
10.848***
(508.78)

10.852***
(508.38)

10.845***
(511.82)

Adj R-sq .6790 .6792 .6800
관측수 3546 3546 3546

F값 750.81 751.56 754.42
계수
(T값) 로 표기함 ***p<.01, **p<.05,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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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부동산 가격

전체범죄 재산범죄 대인범죄

범죄공개 전후 -31890.32***
(-8.40)

-31303.37***
(-8.25)

-32146.12***
(-8.49)

범죄공개 여부
22241.98***

(11.40)
22502.18***

(11.63)
21749.48***

(11.05)
DID

3427.65*
(.76)

1257.79
(.28)

7162.27
(1.59)

범죄랭킹
-177.50
(-.59)

197.24*
(.70)

-419.91
(-1.42)

범죄랭킹 XDID
1537.27***

(2.81)
2175.63***

(3.78)
472.71
(.88)

금융위기
-16661.42***

(-8.72)
-16342.3***

(-8.55)
-16714.59***

(-8.78)
가처분소득

16.792***
(83.59)

16.752***
(82.88)

16.767***
(82.78)

실업률
-3918.92***

(-10.85)
-4063.02***

(-11.27)
-3797.10***

(-10.63)
출생률

4829.81***
(14.38)

4738.57***
(14.17)

5051.81***
(14.64)

도시면적비율
85.257***

(3.49)
68.826***

(2.86)
95.760***

(4.10)
상수

-108922***
(-25.04)

-107616.1***
(-24.74)

-110858.7***
(-25.59)

Adj R-sq .7314 .7321 .7310
관측수 3546 3546 3546

F값 966.32 969.85 964.21
계수
(T값) 로 표기함 ***p<.01, **p<.05, *p<.10

[표21: 과거 범죄율 순위의 부동산가격에의 상호작용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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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제1절 연구결과 정리 및 제시

본 연구는 범죄에 대한 정보공개가 영국의 범죄 발생에 어떠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범죄정보에 따른 부작용으로 부동산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이를 위하여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영국(United Kingdom)의 네 지역(잉

글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의 분기별 부동산가격자료

(Nationwide 부동산지수)와 영국 통계청의 연도별 범죄유형별 범죄자료를 

활용하였다. 기존의 정보공개 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객관적이고 정량

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는 점과 정보공개 효과의 엄정

한 분석을 위해 자연실험 상황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아울러 정보공개로 인한 사회의 파급효과에 대해 단계별로 확인해 보는 

것은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방법이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범죄에 대한 정보공개는 대인범죄율을 감소시키는 긍정적인 효과

를 내고 있다. 범죄정보를 공개하면 이를 민간부문에서 적절히 활용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 치안활동을 위한 참여 혹은 협력을 제고할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정보공개를 통해 민간부문에서의 범죄비용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재산범죄와 달리 대인범죄나 성범죄의 경우 정보공

개만으로도 범죄 발생이 억제되는 경향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더

욱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법경제학적 분석이 아닌 정성적 평가가 

필요할 것이다. 사회적으로 큰 쟁점이 되고 있는 개별 범죄사건들은 대

인범죄나 성범죄가 많고, 그 정보의 영향이 쉽게 와 닿는 범죄 유형이고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는 부분이기에, 정보공개의 수단이 원래의 경찰활

동과 정책적으로 조합을 형성하여 어떠한 기제로 범죄가 예방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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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대해서는 질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과거의 범죄율 순위에 따라서 상호작용 효과가 발생하고 있었다. 

과거에 전체 범죄율이 높았던 지역에서는 범죄공개 이후에도 현재 범죄

율이 여전히 높은 경향을 보였고, 이는 재산범죄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범죄율이 낮았던 지역에서는 범죄정보가 공개가 되면 오히려 범

죄율이 증가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으나 범죄율이 높았던 지역에서는 오

히려 범죄율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즉, 범죄율이 높

은 지역에서는  치안환경이 좋지 않은 지역이라는 인식으로부터 자유롭

지 못하기 때문에 범죄율을 감소하려는 범죄예방 효과에 대한 유인이 더

욱 큰 것이다. 아마도 이는 경찰행정에서 일종의 성과로 판단될 수 있는 

범죄율의 수치에 대한 정보공개를 통해 범죄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범죄율이 낮

았던 지역에서는 오히려 범죄정보가 공개되면 범죄율이 높아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동료효과(peer effect)와 같이 인근지역에 비해 범죄 

예방에 더욱 힘써야 할 유인이 적은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인범죄의 경우 정보공개 이후에 모든 지역에

서 범죄율이 감소하고 있는데, 특히 과거 범죄율이 높았던 지역에서의 

범죄예방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재산범죄는 정보공개에도 

불구하고 범죄가 전 지역에서 증가하고 있지만, 과거 범죄율이 높았던 

지역에서는 범죄율이 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살인, 상해, 폭력 

등의 대인범죄의 피해 양상은 재산이 아닌 신체의 침해라는 점에서 재산

범죄에 비해 시민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정도가 크다할 것이어서 정보공

개의 효과도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셋째,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도 정보공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DID분석을 통해서 정보공개만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살

펴보면, 범죄정보공개가 부동산 가격뿐만 아니라 부동산가격의 변화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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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즉,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

여 부동산가격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동산가격이 증가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범죄정보에 대한 공개에 대한 

그간의 우려, 즉, 재산 가치 하락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

로 보인다. 영국 역시도 범죄정보지도에 대한 정책적 시도 전에 시민들 

역시 부동산 가격 인하, 낙인효과 등의 우려가 있었고, 현재는 성공적으

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결과를 어느 정도 확인하고 있었

다고 생각해볼 수 있다. 

넷째, 범죄정보를 공개하면서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범죄율을 통

해서 이루어지는 간접효과보다는 정보를 공개하면서 부동산의 구매자가 

그 정보를 활용하면서 바로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직접적 효

과가 더 유의미하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대인범죄 및 성범죄는 직

접적 효과와 맞물려 간접적 효과도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구분해 분석해냄으로써 정보공개를 통한 메커니즘을 보다 자

세하게 풀어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더욱이 실증분석의 결

과를 통해 정보를 공개하면 오히려 부동산가격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보공개의 유의미하고 긍정적인 직접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

다. 이는 부동산 가격결정에서 정보 불균형을 해소함으로써 얻을 수 있

는 긍정적 효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보공개의 효과에서 과거 지역범죄율이 부동산 가격에 미

치는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면,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는 총범죄와 재산

범죄에서 비교적 유의미한 경향을 보이고 있고, 대인범죄에서는 범죄정

보를 공개하면 크게 유의미한 상호작용 효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과거

의 재산범죄율의 순위가 높았던 곳은 정보공개 이후에 부동산가격의 상

승효과의 크기가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즉, 범죄정보가 공개되면 평균

적으로 부동산가격은 상승하지만 재산범죄는 여전히 소득이 높은 곳에서 

발생률이 높고 부동산가격도 그러한 지역이 높은 결과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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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학문적 함의 및 정책적 시사점

1. 한국의 범죄정보공개 제도 도입에 대한 시사점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에서 범죄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정보공개 관련 제도를 

보자면, 1992년 충주시의 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을 그 시초로 볼 수 있

고 국가 전면적으로는 19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하 정보공개법)이 입법, 1998년도에 전면 시행되었다. 미국과 영국 역시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이하 FOIA)이 각각 1966년, 

2000년에 제정, 시행되었다. 유엔에서도 1946년 ‘정보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선언하며 기본 인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2004년부

터 본격적으로 ‘심스(CIMS·범죄정보관리시스템)’를 도입해 범죄정보

를 운영, 관리하고 있다. 

한국은 현재 매년 발간되는 경찰청의 범죄통계와 검찰청의 범죄분석을 

통해 광역시·도단위에 대해 범죄 통계정보가 공개되고 있다. 그리고 정

보공개법에 따라 구별 5대 범죄33)와 총범죄에 대한 세부 정보공개를 청

구한 결과(서울시 31개 경찰서), 구 단위까지의 범죄정보에 대한 청구권

을 인정하고 있었다.34) 행정청(범죄정보의 경우에는 경찰청)은 비공개 청

구 결정에 대하여서는 정보공개법의 제3조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거나 지역 집값 결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를 제시하였

다. 즉, 비공개 결정의 이면에는 범죄율이 높은 지역은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는 가정이 깔린 것이다. 시민들의 거주지 선택결정에서 범죄가 유

의미한 영향 요인이 아니라는 연구도 있으나(임재만 2008), 이에 대해서

33) 5대 범죄는 살인, 강도, 강간추행, 절도, 폭력행위의 5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34) 동 단위 5대 범죄 자료의 공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법 규정이 존

재하는 것은 아니나 서울시 31개 경찰서에 대해 동(지구대, 파출소단위)별 범죄율 자

료 요청을 한 결과 2개 서를 제외하고는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주된 원인

으로는 ‘지역 주민 재산권 보호’로 인한 것이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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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세부범죄정보가 공개되지 않기에 사람들이 범죄정보에 기반을 두고 

거주지를 선택할 선택권을 보장받기 어렵기 때문으로 보는 것이 더욱 적

절하다. 광역시·도 단위의 통계치는 행정적으로 자발적으로 공개되고 

있지만, 사람들의 거주지 결정은 보다 규모가 작은 하위 단위에서 이뤄

지기 때문에 이러한 통계치는 별 의미가 없다. 범죄의 공간적 특징에 대

한 횡단, 시계열 선행 연구 모두 범죄는 미시적(micro)인 공간, 즉 동 단

위보다도 작은 도로(street) 혹은 구역(block)단위로 집중되고 있다는 것

을 보여주고 있다(Groff et al 2010). 패널자료를 활용한 고정효과 분석을 

실시한 결과35)에서도 강력범죄율이 부동산 시장에서 유의미한 변수가 되

고 있지 못했다. 즉, 주민들이 주거지역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거주지역

의 치안은 유의미한 변수가 되고 있지 못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범죄율

에 대한 세부 자료가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인과분석은 한계가 있

다. 범죄에 대한 통계자료의 공개에 대해서 정책학적 고려가 필요한 시

점이다. 

2. 전자범죄정보지도를 통한 정보공개에 대한 시사점 

정보공개라는 정책적 수단을 통해 애초의 정책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책수단에 적합한 환경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혹은 반

대로 사회 환경에 적합한 정책수단이 선택되어야 이를 통한 정책효과를 

효과적으로 거둘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인터넷보급률이 세계 상위권에 

속하는 한국의 경우, 전자정보를 통한 공개가 상대적으로 효율적일 것이

라는 함의를 얻을 수 있다. 향후 후속 연구를 통해 다양한 정보공개의 

수단에 따른 정보공개의 효과를 살펴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5) 논의의 흐름상 수록하지 않았으나 2005~2011년 수도권 시군구별 5대 범죄와 부동산

가격의 패널자료를 이용한 고정효과 모형을 통해 범죄의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효과

를 분석한 결과 절도범죄를 제외하고는 5대 범죄가 유의미한 결정요인이 되지 못했

다. 반면, 교육(대학진학률), 소득(대리변수: 재산세)이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도출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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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rime information disclosure

-Lessons learned from the U.K. Open Crime Map 

program-

Lee, Hyein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ain how crime information 

disclosure affects the society including police administration and the 

neighborhood. Several studies have estimated the policy effect of 

information disclosure in the different countries, however, there is 

variations in the estimated effect reported in the studies from positive 

to substantially negative effects of crime information disclosure. 

Because the crime information has been rarely disclosed to the public, 

researchers reached the limits to design the experiment to identify the 

exact effect. 

This study uses a unique natural experiment in the United Kingdom to 

provide convincing evidence that a public policy offering exact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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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stics through open crime map has a substantial positive effect on 

the rate of crime and regional house price. In 2011, the UK 

government implemented a new policy of Open Crime Map. England 

and Wales opened the street-level crime map with different types of 

crime statistics to the public. The government also promised to 

decrease the number of crime. Scotland and Northern Ireland, however, 

have not initiated the same open crime map until late 2014. This allows 

the paper to measure differences between treatment group(England and 

Wales) and control group(Scotland and Northern Ireland). 

Using the data from mandatory information disclosure of crime rates in 

England and Wales, the study measures the effect of crime information 

disclosure on crime prevention and the house prices. To identify the 

policy effect of information disclosure, the research used both Panel 

Fixed Effect Model and Difference-in-Difference Model to compare the 

difference in outcomes after and before the intervention for groups 

affected by it to this difference for unaffected groups. 

The study shows that average crime rates decreased after the 

information disclosure. Especially, it lowers the rate of personal crimes, 

such as violence and burglary. Furthermore, crime information 

disclosure rather increases the rate of house price index in treatment 

group.  

Moreover, the neighborhoods with lower crime rate  than the local 

average before the information disclosure are more likely to increase 

crime. On the other hand, the neighborhoods with higher crime rate 

than the average before the disclosure shows clear signs of crime 

prevention efforts after the disclosure. These results are consis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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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he presence of peer effects. 

This result suggests that crime information disclosure helps the 

government officials decrease the crime rate of both personal crime 

and property crime by local government competition. And it was an 

unnecessary anxiety that crime information disclosure has a bad 

influence on house prices in neighborhoods. 

Keywords     : Information disclosure, Crime Map, Crime 

Prevention, House Price Index, Difference-in-Difference Model 

Student Number   : 2010-3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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