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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은 위험의 복잡하고 주관적인 특성을 고려하면, 많은 다양한 

요인들이 위험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한다. 본 논문에

서는 선행연구들이 비교적 소홀하게 다루어 왔던 큰 피해를 유발하는 극

단적 사건(extreme event)이 위험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확

인하고자 한다. 둘째, 범죄의 객관적 위험수준의 추이와 범죄위험인식 수

준 간에 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현실에서 객

관적 범죄위험수준과 범죄위험인식 수준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을 주

요한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세 가지 분석은 모두 동일한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먼저, 정

부가 매월 실시한 국민안전체감도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자료는 

합동횡단면데이터이다. 이외에도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과 관련된 

정보가 트위터를 통해 트윗된 양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소셜빅보드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였다. 성폭력과 가정폭력, 학교폭력의 발생 또

는 신고통계는 경찰청의 내부 통계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모든 분석에서 데이터가 합동횡단면데이터 구조라는 사실을 

무시하고 통합최소자승법(Pooled Ordinary Least Square)을 활용하여 분

석을 실시하였다. 다만 이분산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분산을 해결하기 

위해 “실행 가능한 일반화된 최소자승법(feasible generalized least

square)”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논문의 분석결과를 보면 극단적 사건의 발생은 사회위험인식 및 가정

폭력 위험인식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관계가 확인되었지만 성

폭력 위험인식 및 학교폭력 위험인식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관계가 확인되었다. 둘째, 극단적 사건관련 트윗건수는 사회위험인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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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관계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성폭력관련 트

윗 건수는 성폭력 위험인식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관계가 확인

되었고, 가정폭력과 관련된 트윗 건수는 가정폭력 위험인식과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관계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학교폭력 트윗 건수는 학교

폭력 위험인식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관계가 확인되었다. 셋째,

범죄관련 정부정책의 효과인식은 사회위험인식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관계가 확인되었다. 또한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과 관련된 

정부정책에 대한 효과인식은 각각 이들 범죄에 대한 위험인식과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음(-)의 관계가 확인되었다. 넷째, 성폭력 발생건수는 성폭

력 위험인식과 유의미한 양(+)의 관계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가정폭력 신

고건수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관계가 확인되었고, 학교폭력 

신고건수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섯째,

일반인과 범죄전문가는 성폭력과 가정폭력 위험인식 수준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에 일반인이 범죄전문가에 비해 높은 학교폭력 

위험인식 수준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논문은 몇 가지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선

행연구들이 비교적 소홀하게 다루어 왔던 큰 피해를 유발하는 극단적 사

건(extreme event)이 위험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리고 기존 연구에서 검증된 적이 없는 범죄의 

객관적 위험수준의 추이와 범죄위험인식 수준 간에 통계적으로 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현실에서 객관적 범

죄위험수준과 일반인의 범죄위험인식 수준이 일치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

을 확인했다는 의미도 있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연구결과의 측면에서 

기존 연구의 공백을 메우는 의미가 있다. 분석 대상의 측면에서 보면 기

존의 연구들이 주로 원자력과 범죄 등 기술과 인간 활동에 대해 연구를 

진행한데 비해 본 연구는 사회위험인식을 대상으로 영향요인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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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그간 범죄에 대한 위험인지 연구는 범죄의 

두려움에 집중되어 왔다. 그러나 본 연구는 연구 대상이 범죄에 대한 위

험인식이라는 측면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또한 최근 들어 개

별 범죄를 대상으로 범죄의 두려움을 연구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일반적인 측정기준을 통해 범죄의 두려움이 연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성폭력과 가정폭력, 학교폭력 같은 구체적인 범죄를 연구의 대상

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아울러 기존에 연구

된 적이 없는 범죄전문가와 일반인의 범죄위험인식 수준의 차이를 확인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분석 자료의 측면에서 보면, 지금까지의 위

험인식에 대한 조사는 시계열자료 없이 일회성의 조사를 통해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여 성폭력 발생 추이

가 성폭력 위험인식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의미가 있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연구 자료의 측면에서도 기존 연구와 차별성이 있

다.

주요어 : 위험인식, 극단적 사건, 사회위험인식, 범죄위험인식,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학  번 : 2009-30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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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의의

1970년대 ‘한강의 기적’으로 일컬어지는 압축 성장(compressed

development)의 결과 우리나라는 2016년 기준으로 세계 11위 수준의 국

내총생산(GDP) 규모를 가진 나라로 성장했다(IMF, 2017). 또한 2010년 1

월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회의(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회원국으로 가입함으로써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

를 하는 나라로 발전했다(OECD, 2010). 그러나 압축 성장의 과정에서 

안전을 소홀히 한 결과 현재 우리의 안전보건관련 기술, 인력, 제도, 인

식 같은 안전보건 인프라는 우리나라의 소득 수준을 밑돌고 있다(박두

용, 2013).

정부는 국민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민

안전 강화는 박근혜정부와 문재인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이다. 박

근혜 대통령 취임 직후 정부는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구축의 4대 국정기조와 14개 추진전략 그리고 140개 국정과제를 확

정 발표하였다(관계부처 합동, 2013b). 국민안전은 14개 추진전략 가운데 

하나이고, 140개 국정과제 중 23개 과제가 국민안전관련 과제다(관계부

처 합동, 2013b).1) 박근혜 정부는 정부출범과 함께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11690호, 시행 2013.3.23)을 통해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변경하고,

1) 23개 과제는 범죄로부터 안전관련 9개 과제, 재난재해예방, 관리 관련 6개 과제, 쾌적·지속가능

한 환경관련 8개 과제 등이다(관계부처 합동, 201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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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장관에게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기능

을 부여하였다. 이에 따라 안전행정부가 중심이 되어 범정부적인 국민안

전종합대책(2013.5.30)을 마련하는 한편, 그동안 역할이 미미했던 안전정

책조정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였다.

문재인정부는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국민이 주

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

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의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 그리고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였다(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국민안전은 20

대 국정전략의 하나이고 100대 국정과제 중 8개 국정과제가 국민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과제이다(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문재인정부도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14804호, 시행 2017.10.19.)을 통해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를 폐지하고 행정안전부로 통합하였으며, 국민안전처 산하의 

소방과 해경을 행정안전부 산하의 소방청과 해양수산부 산하의 해양경찰

청으로 독립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 7월 집중호우(2013.7.11∼23)로 인한 강원도

와 경기도 지역의 홍수, 충남 태안 사설 해병대 캠프 실종 사고

(2013.7.18),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2014.2.17), 세월호 

침몰사고(2014.4.16)2), 울산 LS공장 폭발사고(2014.5.13.), 경주지진

(2016.9.12.), 포항지진(2017.11.15) 등 다양한 형태의 자연재난과 사회재

난, 그리고 안전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2)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여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과 관련하여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국회에서는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와 관련하여 “세월호 침몰사고”라는 용어를, 4·16세월

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12843호 시행 2015.1.1)에서는 

“4.16세월호 참사”라는 용어를 각각 사용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국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 

중 “세월호 침몰사고”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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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의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6년 현재 우리사회의 안전에 대

해 45.5%가 불안하다고 느끼고 있고,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13.2%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큰 

불안요인은 ‘범죄 발생’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29.7%로 가장 높았으며,

‘범죄발생’ 다음으로는 ‘국가안보(19.3%)’, ‘경제적 위험(15.5%)’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범죄발생’을 사회의 주된 불안요인으로 생각하는 비율

은 여자가 37.3%로 남자(21.9%)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범

죄는 국민들을 가장 불안하게 하는 주요한 사회위험요인이다.

정부는 범죄를 줄이는 것을 주요한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있다. 박근

혜정부는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을 ‘4대 사회악’으로 규정

하고(새누리당, 2012; 국무조정실, 2013a; 안전행정부, 2013b), 4대 사회악 

근절과 4대 사회악으로 인한 국민 불안 해소를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다(국무총리실, 2012; 국무조정실, 2013c; 국무총리실, 2013; 여성

가족부, 2013; 안전행정부, 2014a;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13). 국

무조정실에서는 국정과제 가운데 우선순위가 높고 조기에 성과의 가시

화가 필요한 40개 과제를 집중 관리하였는데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

회,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환경 조성, 먹을거리 관리로 식품안전 강

국 구현 등 4대 사회악과 관련된 3개 과제가 포함되었다(국무조정실,

2013a). 문재인정부도 민생치안 역량 강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를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선정하고 젠더폭력 근절, 아동·노인학대 근절 및 실

종예방, 학교폭력 및 학교(가정) 밖 위기 청소년 보호를 주요 실천 과제

로 선정하고 있다.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위험을 이해하고 회피하는 것은 위험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금전, 건강, 안전, 명성, 마음의 평화 그리고 자존심의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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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같은 피해(Fischhoff & Kadvany, 2011), 더 나아가 생존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사회적으로 보면 위험과 위험인식을 이해하는 것은 사

회와 직장을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첫 걸음이다(Inouye, 2014). 정책

적인 측면에서 보면 일반인들의 위험인식에 대한 명확한 이해 없이는 좋

은 의도를 가진 정책도 위협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Slovic, 1987). 예를 들어 사람들이 재난의 위험에 대해 어떻게 생

각하고 행동하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어떤 종류의 재난보험이 효과가 있

는지 알기 어렵다(Slovic et al., 1982). 잘못된 위험 인식에 근거하여 사

소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큰 예산을 잘 못 사용한다면 더 많은 국민들이 

위험에 처하게 될 수 있다(Renn, 1998). 그러나 한정된 예산을 생명을 살

릴 수 있는 비율에 따라 집행한다면 국민들은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

다(Renn, 1998). 따라서 안전과 보건에 관한 정책을 입안하는 정책결정자

들은 국민들이 위험에 대해 생각하고 반응하는 것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Slovic, 1987). 특히,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들의 위험에 대한 인식

을 이해하는 것은 위험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Slovic et. al., 1982; Slovic, 1993; Renn, 1998).

위험인지와 관련된 연구의 흐름은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하나

는 유전자변형식품(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GMO), 원자력, 흡

연, 음주 등 기술과 인간 활동에 대한 위험인식(risk perception)에 관한 

연구로 심리학과 사회학, 지리학, 정치학, 인류학, 정책학, 언론학 등의 

학문분야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Slovic, 1987 참조). 위험인식분석

은 위험인식의 영향요인뿐 아니라 전문가들과 일반인들의 위험인식 차이

를 설명하고 있으며, 위험인식을 위험소통과 연계하여 재구성하려는 시

도도 진행되고 있다. 다른 위험인지 연구의 흐름은 범죄의 두려움(f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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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crime)에 관한 연구로 심리학과 사회학, 범죄학, 건축학, 지리학, 행정

학 등의 학문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차훈진, 2011). 범죄 두려움

에 관한 연구는 범죄두려움의 원인과 결과에 중점을 두고 연구가 진행되

어 왔다.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된 일반인의 위험인식과 범죄의 두려움에 

대한 공통적인 영향 요인은 정책요인, 피해의 경험, 개인적 요인, 주변의 

환경 요인, 위험대상의 특성 등이다(Baumer, 1978 참조; Box et al., 1988

참조; Hale, 1996 참조; Warr, 2000 참조; Plain, 2000 참조, 차훈진, 2011

참조).

이러한 배경에서 본 논문은 개인적 차원에서 위험의 복잡하고 주관적

인 특성을 고려하는 동시에 위부환경 요인들이 위험인식에 미치는 영향

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외부요인과 관련해서 본 논문에서

는 선행연구들이 비교적 소홀하게 다루어 왔던 큰 피해를 유발하는 극단

적 사건(extreme event)이 위험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확인

하고자 한다. 둘째, 기존 연구에서 검증된 적이 없는 범죄의 객관적 위험

수준의 추이와 범죄위험인식 수준 간에 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

다. 이를 바탕으로 현실에서 객관적 범죄위험수준과 일반인의 범죄위험

인식 수준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다차원적인 개념인 사회위험인식이 우리사회의 주요 

위험요인인 범죄와 관련된 극단적 사건(extreme event), 소셜미디어를 통

해 유통된 극단적 사건관련 정보의 양, 정부정책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는 점을 확인하고자 한다. 둘째, 구체적 범죄에 관한 위험인식이 극단적 

사건, 범죄의 객관적 위험수준이라 할 수 있는 범죄 발생(신고) 건수, 소

셜미디어를 통해 범죄관련 정보가 유통된 양, 범죄관련 정부정책의 효과

에 영향을 받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셋째, 현실의 위험수준을 반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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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볼 수 있는 범죄전문가의 범죄위험인식 수준과 일반인의 범죄위

험인식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한다.

제1장의 서론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의의 이외에 연구의 범위와 방법을 

설명하였다. 제2장 이론적 논의에서는 위험인식과 범죄의 두려움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위험인식과 범죄의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들과 전문가와 일반인의 위험인식 수준이 차이가 나는 원인, 범죄 두려

움의 영향과 적절성에 대해 설명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연구 목적 달성

을 위해 세 가지 분석을 실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사회위험인식에 관한 

분석을 실시하였고, 제4장에서는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범죄에 대

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제5장에서는 범죄전문가와 일반인의 범죄위험

인식 수준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제6장에서는 본 연구가 제시하는 이론

적·정책적 함의와 시사점 그리고 연구의 한계를 제시하였다.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어떤 특정 개체의 현상이나 특성을 시간 순으로 기록해 놓은 것을 시

계열데이터(time-series data)라 하고, 특정 시점에 있어서 여러 개체의 

현상이나 특성을 모아 놓은 것을 횡단면 데이터(cross-sectional data)라 

한다. 즉 시계열 데이터는 특정 개체에 대한 관측시점이 여러 개인 반면,

횡단면 데이터는 특정시점에 있어서 관측되는 개체가 여러 개이다(민안

식․최필선, 2016). 이와 같은 시계열데이터와 횡단면데이터를 하나로 합

쳐 놓은 것이 패널 데이터(panel data) 또는 합동횡단면데이터(pooled

cross-sectional data)이다. 시계열데이터와 횡단면데이터를 합쳐 놓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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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점에서는 두 데이터 유형은 동일하다. 그러나 합동횡단면데이터

에서는 서로 다른 개체가 매 시점에서 조사되는 데 반해 패널데이터는 

동일한 개체를 시간에 따라 반복적으로 조사한다(민안식․최필선, 2016).

본 연구의 세 가지 분석은 동일한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먼저, 안전행

정부와 국민안전처가 실시한 국민안전체감도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자료는 합동횡단면데이터이다. 국민안전체감도 조사는 일반인과 범죄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일반인에 대한 조사는 매월 주민등록 인

구통계를 토대로 만19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성별과 나이, 지역별 

인구 비례할당에 의한 표본 설계 후, 일반전화와 무선전화 각각 50%씩 

임의번호걸기(Random Digit Dialing) 방식으로 표본을 추출하였다. 범죄

전문가에 대한 조사는 안전행정부와 법무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양성평등진흥원 등 관련기관에서 제공한 전문가와 설문조사 기관에서 관

련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한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전문가 

788명을 대상으로 비례할당에 의한 표본 설계 후, 전문가 100명을 대상

으로 분기별 1회 조사를 실시하였다. 유의할당(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

력 등 전문 분야별 각각 1/3, 모집단에 포함된 법조인과 학계, 현장전문

가 비율 고려) 방식으로 표본을 추출하였으며,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조

사가 이루어졌다(안전행정부, 2013c; 안전행정부, 2013d). 또한 성폭력, 가

정폭력, 학교폭력과 관련된 정보가 트위터를 통해 트윗된 양은 국립재난

안전연구원의 소셜빅보드(http://sns.ndmi.go.kr)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였다.3) 성폭력과 가정폭력, 학교폭력의 발생 또는 신고통계는 경

3) 소셜빅보드는 각종 재난 사고 발생 시에 정보전달 매체로 주목 받고 있는 트위터를 실시간 수

집 분석하여, 71개 재난안전유형으로 분류한 후 재난상황 모니터링과 재난발생 감지 및 예측, 국

민안전체감 정도를 한눈에 파악하기 위하여 국민재난안전연구원이 개발한 재난 모니터링 시스템

이다(국립재난안전연구원 내부자료,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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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청의 내부 통계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모든 분석에서는 데이터가 합동횡단면데이터 구조라는 사실

을 무시하고 통합최소자승법(Pooled Ordinary Least Square)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만 이분산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분산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다른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오차의 분산을 알고 있는 경

우에는 가중최소자승법(Weighted Least Square)을 활용할 수 있다

(Gujarati & Porter, 2009). 그러나 현실에서는 오차의 분산을 알지 못하

므로 오차의 분산을 추정하는 “실행 가능한 일반화된 최소자승법

(feasible generalized least square)”을 활용하였다(오민경·조주현, 2016).

첫 번째 사회위험인식에 대한 영향요인을 확인하는 분석과 두 번째 성

폭력 위험인식, 가정폭력 위험인식, 학교폭력 위험인식에 대한 영향요인

을 확인하는 분석은 2013년 7월부터 2014년 12월까지를 분석기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2014년 1월은 제외)으로 한다. 분석기간을 이와 같이 

한정한 이유는 일관된 통계 자료의 확보라는 측면이 크게 작용하였다.

세 번째 일반인과 범죄전문가의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범죄에 대한 

위험인식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분석은 세월호 침몰사

고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일반인과 전문가에 대한 조사가 동시에 이루

어진 조사자료 중 세월호 침몰사고 발생 이전인 2014년 3월 조사 자료와 

세월호 침몰사고 발생 이후인 2014년 6월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 9 -

제2장 이론적 논의

제1절 이론적 배경

1. 위험의 의미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매일 수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생활하고 있다. 위

험은 범죄, 질병, 사고, 테러, 기후변화, 재무, 그리고 육체적 관계를 포함

한 다양한 원인으로부터 발생한다(Fischhoff & Kadvany, 2011). 이와 같

이 위험은 매우 일상적이고 평범하며 자연스러운 인간 삶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서재호, 2010). 위험이 인간에게 익숙한 상황임에도 위험에 대한 

관심은 최근에 와서 부각되고 있다(서재호, 2010). 그 이유는 과거에는 

주로 개인차원의 위험이 관심대상이었으나 고도로 산업화된 연결망 사회

에서는 위험이 더 이상 개인의 문제에 한정되지 않고 사회전체의 위험이 

되기 때문이다(서재호, 2010).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 벡(Ulrich Beck)은 

‘위험사회(risk society)’라는 책에서 과학기술의 발전이 인간에게 새로운 

위험을 가져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전에 대한 욕구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가운데 하나이다. 매

슬로우(Abraham Maslow)는 인간의 동기(motivation)를 욕구 단계설

(hierarchy of needs)을 통해 설명하고 있는데(Maslow, 1943), 이 이론에 

의하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생리적 욕구(physiological need)이

고 그 다음이 안전의 욕구(safety need)이다. 안전과 환경, 보건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 수준은 대게 소득 수준에 비례한다(박두용, 2013).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가 되면 환경에 대한 요구가, 2만 달러가 되면 안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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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요구가, 3만 달러가 되면 보건에 대한 요구가 일반화된다(박두용,

2013).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에서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요구가 일반화

된다는 의미는 일반 국민들이 안전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각자의 여건에

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기꺼이 투자를 할 용의가 있으며, 안전에 대한 

권리의식도 자리 잡기 시작한다는 의미이다.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

은 2007년 처음 2만 달러를 넘어섰다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여파로 2

만 달러 이하로 내려간 이후 최근까지 2만 달러 대에 머물러 있다(IMF,

2017). 따라서 일반적 기준에 비추어 보면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요구가 일반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박두용, 2013).

국민들의 위험인식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먼저 안전과 위험을 어떻

게 정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안전(safety)은 사전적으

로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음 또는 그런 상태를 의미한다.

안전(safety)은 위험(risk) 또는 위기(crisis)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이러

한 것들이 제거된 상태를 의미한다(이건 외, 2013). 안전(safety)은 우리말

로 동일하게 사용되는 안전(security)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안전

(safety)은 유형을 불문하고 위험으로부터 광의의 보호를 의미하는 반면,

안전(security)은 외부에서 야기된 위험으로부터의 협의의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정문식, 2007).

위험(risk)은 어떻게 정의될 수 있을까? 위험은 사전적으로는 손실이나 

부상의 가능성(possibility of loss or injury)을 의미한다. 위험은 사건이

나 활동으로 인한 원치 않는 부정적인 결과의 가능성으로 정의할 수 있

다(Rowe, 1997). 또한 위험은 “자연적 또는 인간이 초래한 위험요인과 

취약한 환경의 상호작용에 따른 유해한 결과 또는 예상되는 (생명, 인명

손상, 재산, 가축, 경제활동의 방해 또는 환경적 피해 같은) 손실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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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으로 정의할 수 있다(UN ISDR, 2002). 이와 같이 대부분의 위험에 

대한 정의는 부정적인 사건에 대한 가능성 추정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리해 보면 위험은 어떠한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의 발생 가능

성과 그에 따른 피해를 나타내고 있다(정지범, 2009). 따라서 공학적으로 

정량화를 시도할 경우 “위험도 = 발생가능성 × 발생시 예측되는 결과”

로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이다(정지범, 2009; 서재호, 2010).

2. 사회위험의 의미 

사회위험(social risk)을 빈곤의 문제나 순수하게 인간행동으로 비롯된 

사건 등으로 좁게 정의하는 경우도 있다(한국행정연구원, 2008). 그러나 

넓게 보면 모든 위험은 사회적인 성격을 지닌다(Cutter, 1993). 그래서 사

회위험은 위험이 내포한 사회적 차원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할 필요

가 있다(정지범·류현숙, 2009). 사회위험은 위험개념을 확대한 것으로 그 

원인이나 전개 과정, 피해의 결과가 사회적 성격을 가지며 국민의 생활

이나 사회의 존립기반에 부정적인 영향과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

나 현상으로서 사회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위험이다(정지범·류현숙,

2009).

사회안전과 사회위험에 대한 기존의 접근은 전체로서의 사회위험에 대

한 전체론적인 접근(holistic approach)과 분야별 접근(sectoral approach)

으로 구분할 수 있다(서재호·이승종, 2012). 기존의 연구에서는 안전과 

위험을 통합적인 모형에서 접근하는 대신 주로 안전과 위험의 하위 구성

요소들을 통해서 이를 이해하고 있다(서재호·이승종, 2012). 분야별 접근

의 입장을 취할 경우 분야별 사회위험과 사회안전의 요인은 곧 전반적인 

사회위험과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을 구성하거나 전반적인 인식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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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서재호·이승종, 2012). 이 논문에서는 

사회위험을 전체론적인 관점에서 포괄적인 우리사회의 위험으로 정의하

고자 한다. 다만, 분야별 위험요인이 사회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야별 접근의 입장도 보충적으로 채용하고자 한다.

3. 우리사회의 위험요인

사회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위험의 종류를 분류하는 것

이 중요하다. 위험의 분류는 연구하는 학자나 기관에 따라 다양하다. 국

제위험통제학회(International Risk Governance Council, IRGC)는 다양한 

위험들을 그 발생 원인에 따라 물리적 요인(physical agents), 화학적 요

인(chemical agents), 생물학적 요인(biological agents), 자연적 요인

(natural forces), 사회적-소통의 위험(social-communicative hazards), 복

합 위험(complex hazards)으로 구분하고 있다(IRGC, 2006). 세계은행에

서는 위험을 원인에 따라 자연적 위험(natural), 건강 위험(health), 생애 

위험(life-cycle), 사회 위험(social), 경제적 위험(economic), 정치적 위험

(political), 환경 위험(environmental)으로 구분하고 있다(Holzman &

Jørgensen 2001). 한국행정연구원은 관리 및 관리체계의 관점에서 위험을 

재난위험, 생활안전, 자원부족 위험, 건강관련 위험, 범죄 위험, 사회경제

적 위험, 청소년 관련 위험으로 분류하고 있다(한국행정연구원, 2008).

실제 통계에서는 이러한 사회위험에 대한 분류가 반영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통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우리사회의 위험요인은 다음과 

같다. 먼저, 범죄는 우리사회의 주요한 위험요인이다. 아래 < 그림 1 >은 

연간 발생한 모든 유형의 범죄 현황이다. 2006년부터 2015까지 다소 간

의 등락을 보이고 있으나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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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과 2009년에 최대 2백만 건 이상의 범죄가 발생한 이후 1백 8십만 

건 내외에서 소폭 등락을 보이고 있다.

< 그림 1 > 범죄발생 현황

(단위: 건)

자료: 통계청,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 경찰청 범죄분석 통계

둘째, 각종 사고도 주요한 사회위험요인이다. 아래 < 그림 2 >는 각종 

사고발생 현황이다. 사고에는 도로교통, 화재, 산불, 철도, 폭발, 해양, 가

스, 유도선, 환경오염, 공단 내 시설, 광산, 전기(감전), 승강기, 보일러,

항공기, 수난, 등산, 추락, 농기계, 자전거, 레져, 놀이시설 사고가 포함된

다(통계청, e-나라지표). 사고 발생 건수와 인명피해(사망, 부상) 규모는 

연도별로 다소간의 등락은 있으나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

세이며 2015년에 최고로 많은 315,736건의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6,434명이 사망하였으며 379,922명이 부상을 당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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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 사고발생 현황

(단위: 건, 명)

자료: 통계청,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 국민안전처 재난연감

셋째, 자연재난도 주요한 사회위험요인이다. 호우, 태풍, 대설 등 자연

재난으로 인해 피해는 연도별로 등락이 크다. 지난 10년간 연평균으로 

보면 사망과 실종자는 22명, 재산피해는 2015년 환산가격 기준으로 5,477

억 원에 달하고 있다. 2015년에는 인명피해는 없고 319억 원의 재산피해

만 발생하였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지진의 안전지대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2016년 경주지진과 2017년 포항지진으로 인해 지진이 새로운 사

회위험으로 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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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 > 자연재난발생 현황

(단위: 명, 백억 원)

자료: 통계청,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 국민안전처 재해연보

넷째, 통계청의 사망원인 통계를 통해서도 사회위험요인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주요한 위험요인은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 질병, 고의적 자해(자살), 운수사고 등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극단적 사건(extreme event)도 우리사회의 큰 위험요인이

다. 극단적 사건은 인간과 자산, 자연에 큰 해를 미치는 사건을 의미한다

(Slovic & Weber, 2002). 예측하지 못한 자연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홍수, 지진, 폭풍과 기술적 실패나 인간의 의도하지 않은 실수에 의한 러

시아 체르노빌(Chernobyl) 원전사고와 인도 보팔(Bhopal) 화학사고, 최근

에 극단적인 위협(extreme hazard)이 되고 있는 테러가 그 사례라고 볼 

수 있다(Slovic & Weber, 2002). 우리사회를 예로 들면, 1995년 6월 29일 

서울의 삼풍백화점이 붕괴되면서 502명이 사망하고 937명이 부상하고 6

명이 실종된 삼풍백화점 붕괴사건, 2013년 2월 18일 대구지하철 1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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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 사망원인 분류

(단위: 건)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총 사망자수 255,405 257,396 267,221 266,257 267,692 275,895

질병 222,761 224,951 236,068 235,242 238,343 247,111

운수사고 6,830 6,316 6,502 6,028 5,700 5,539

낙상(추락) 2,129 2,144 2,104 2,333 2,282 2,320

불의의 익사 및 
익수 638 646 712 622 564 589

연기, 불 및 
불꽃에 노출 279 254 311 299 323 269

유독성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224 207 282 252 209 213

고의적 자해 
(자살) 15,566 15,906 14,160 14,427 13,836 13,513

가해(타살) 624 552 542 564 511 519

모든 기타 외인 6,354 6,420 6,540 6,490 5,924 5,822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중앙로역 구내에 진입한 전동차 안에서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사망  

자 192명, 부상자 148명 등 34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구 지하철 사고,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

가 침몰하여 304명이 실종되거나 사망한 세월호 침몰사고 등이 극단적 

사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고들은 피해가 크다는 것 이외에

도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가장 최근에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는 심리적인 측면에서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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쳤다. 국민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에 대한 우려(이진의 외, 2014)와 인생관의 변화(교통연구원, 2014)

가 보고되고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직접 관련이 있는 관광산업(박

영태, 2014)과 해운업(김영부, 2014)이 영향을 받았고, 관광·음식·숙박·도

소매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의 부진과 전반적인 소비 둔화가 나타났다(한

국은행, 2014). 이외에도 사고의 책임을 둘러싼 문제(강영민, 2014; 김병

섭․김정인, 2014; 박상식, 2014; 최석윤․이수진, 2014), 언론의 재난보도 

행태 문제(곽천섭, 2014; 이진로, 2014; 임연희, 2014), 위험소통과 관련된 

문제(신동진, 2014; 이창호, 2014; 정세훈, 2014; 한수경, 2014)가 지적되었

다. 세월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재난관리시스템의 개혁 논의가 촉발되었

다(이동규, 2014; 이상명, 2014; 최병선, 2014; 신용식, 2014). 결국 사고발

생 34일 만에 국가재난관리체계와 공직사회 전반의 개혁 방향을 담은 대

국민 담화가 발표되었다(2014.5.19). 대통령의 담화 발표이후 국민안전처

와 인사혁신처의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법률 제12844호, 시행 

2014.11.19), 재난관리체계의 개혁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법률 

제12943호, 시행 2014.12.30.), 소위 관피아(관료 + 마피아)로 일컬어지는 

고위공직자의 재취업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법률 

제12946호, 시행 2014.12.30),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법률 제13278호, 시행 

2016.9.28.), 공직에 민간전문가의 임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제26566호, 시행 2015.9.25)과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

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5437호, 시행 2014.7.1) 등이 제정 또는 

개정되면서 국가재난관리체계 개혁과 공직사회 전반의 개혁이 추진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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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위험인식과 두려움

일상생활에서 인식된 위험(perceived risk)이라는 단어와 (두려움의 일

종인) 근심(worry)이라는 단어는 구분 없이 사용되고 있다(Sjöberg,

1998).4) 예를 들어 누군가 “그녀는 무언가에 대해 근심하고 있다”고 말

한다면, 이것은 위험이 가까이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근심(worry)은 

불확실하고 불쾌한 사건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는 표시이고, 위험

인식(risk perception)은 일정한 규모의 위험이 가까이 있다는 것에 대한 

판단이라고 본다면 위험인식과 근심은 서로 다른 개념으로 볼 수 있다

(Sjöberg, 1998).

범죄의 두려움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혼란이 발생하는 주

요한 이유 중 하나는 범죄의 두려움과 피해에 대한 위험 인식(perceived

risk of victimization)을 동일시하는 데서 발생한다(Warr, 2000). 그러나 

(두려움의 일종인) 근심(worry)을 경험하는 것과 위험(risk)을 경험하는 

것이 다르고, 감정은 스스로의 특징과 역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

적인 판단을 이해하는 것과 동일하게 이해될 수 없다(Sjöberg, 1998). 결

국 위험인식과 두려움(dread)이 동일하다는 가정은 맞지 않다(Gregory

& Mendelsohn, 1993).

위험인식과 두려움이 서로 다른 개념이라면 두 개념은 어떤  관계일

까? 선행연구 결과에 따르면 위험인식과 근심(worry)이 관계가 있고

(Sjöberg, 1998), 위험인식이 두려움을 일으키는 원인중 하나이며(Ferraro

& LaGrange 1987), 위험인식은 두려움의 ‘직접적인 원인(proximate

4) 영어에는 정도는 다르지만 두려움(fear)을 의미하는 다양한 단어(예, terror, worry, alarm,

apprehension, dread)들이 있다(Warr,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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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use)’이다(Warr, 2000). Ferraro의 연구(1995), Chiricos 외의 연구(1997)

와 이민식의 연구(2000)에서 범죄에 대한 위험인식이 범죄에 대한 두려

움을 유의미하게 증가시켜주는 핵심요인으로 확인되고 있다.

지난 수십 년 간의 연구와 논쟁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들은 여전히 범죄

의 두려움에 대한 개념정의에 대해 완전한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Warr, 2000). 수십 년 동안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다양한 감정적 상태,

태도 또는 인식(다른 사람에 대한 불신, 불안, 인식된 위험, 이방인에 대

한 두려움 또는 쇠락한 이웃이나 국가적인 도덕의 쇠락에 대한 우려 포

함)과 동일시되어 왔다(Warr, 2000). 그러나 위험인식과 범죄의 두려움을 

연구하는 학자와 위험을 다루는 기관들은 위험인식의 성격이 판단

(judgement)이라는데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이들은 위험인식을 위험에 

대한 본능적․주관적 판단(Slovic, 1987; Kung & Chen, 2012),5) 지적인 

판단(Sjöberg, 1998), 위험의 특성과 강도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DHS,

2010)으로 정의하고 있다. 반면에 두려움(fear)은 감정(emotion)으로 보고 

있다. 근심(worry)은 감정적인 반응(Sjöberg, 1998), 두려움(fear)은 위험과 

불안 감정이 특징인 감정적인 반응(Garofalo, 1981), 두려움(fear)은 위험

에 대한 지각 또는 기대로 인한 놀람 또는 두려움의 감정 또는 느낌

(Slcken, 1979; Warr, 2000)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연장에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범죄 또는 범죄와 관련된 상징에 의해 발생하는 부정적인 

감정반응(Ferraro & LaGrange, 1987) 또는 범죄피해의 위험을 지각함으

로써 야기되는 부정적인 정서 반응(차훈진, 2007)으로 이해된다.

오랫동안 다양한 질문들이 범죄의 두려움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어 왔

5) 위험인식을 본능적 판단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할 경우 두려움이 위험인식에 포함될 수 있다.

실제로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계량심리모형에서는 두려움을 위험인식의 특성으로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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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Ferraro & LaGrange, 1987; Ferraro, 1995). 낮 동안의 두려움 또는 밤 

동안의 두려움, 집에 있을 때의 두려움 또는 이웃이나 도시에서의 두려

움, 혼자 있을 때의 두려움 혹은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의 두려움.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구체적인 범죄를 언급하지 않고 소위 말하는 일

반적 측정기준(global measure)을 통해 범죄의 두려움을 측정해 왔다

(Hale, 1986). 미국과 우리나라의 사회조사에서 활용되고 있는 “당신이 

살고 있는 곳 주변에 밤에 혼자 걷기 두려운 곳이 있는가?” 같은 질문이 

사례가 될 수 있다. 이 질문은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변화의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Warr, 2000). 그러나 이 질문은 가

상적이고, 상황이 밤에 한정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범죄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Warr, 2000). 따라서 일반적 측정기준을 

사용하는 무형의 두려움(formless fear)과 구체적인 범죄에 대한 두려움

을 측정하는 구체적 두려움(concrete fear)을 구별해야 한다(Garofalo &

Laub, 1978). 최근 들어 개별 범죄를 대상으로 범죄의 두려움을 연구하

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일반적인 측정기준을 통해 범죄의 두

려움이 모니터링 되고 있다(Warr, 2000).

DuBow 외(1979)에 따르면 범죄에 대한 반응은 심리적 측면과 행위적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심리적 측면이 범죄에 대한 인식

(perception of crime)이다. 그들은 범죄에 대한 인식을 감정적 반응, 인

지적 판단, 범죄의 특성에 대한 평가 그리고 범죄의 중요성에 대한 도덕

적 또는 정치적 평가로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다. Ferraro &

LaGrange(1987)는 이러한 DuBow 외(1979)의 연구 성과를 활용하여 판

단, 가치, 감정의 세 가지 인식 유형과 본인기준이냐 일반인기준이냐의 

두 가지 준거기준을 중심으로 범죄에 대한 위험인식을 6차원으로 분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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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이러한 분류는 범죄와 사회위험을 포함한 모든 위험요인에 대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분류를 일반화하여 무형의 두려움인지 구체적 두려움인지를 추

가하면 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인지는 판단과 가치, 감정의 세 가지 인식

의 유형과 본인, 일반인의 두 가지 준거기준 그리고 대상 위험이 구체적

인지 무형인지를 기준으로 < 표 2 >와 같이 12차원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 표 2 > 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인지

준거 

수준

대상 

위험

인식의 형태

인지적 정서적

판단 가치 감정

일반적 구체적 (1) 다른 사람에 

대한 구체적 

위험 평가

(2) 다른 사람에 

대한 구체적 

범죄의 우려

(3) 다른 사람의 

구체적 피해에 

대한 두려움

무형 (4) 다른 사람에 

대한 일반적 

위험 평가

(5) 다른 사람에 

대한 일반적 

범죄의 우려

(6) 다른 사람의 

일반적 피해에 

대한 두려움

개인적 구체적 (7) 자신에 대한 

구체적 위험 

평가

(8) 자신에 대한 

구체적 범죄의 

우려

(9) 자신의 구체적 

피해에 대한 

두려움 

무형 (10) 자신에 

대한 일반적 

위험 평가

(11) 자신에 

대한 일반적 

범죄의 우려

(12) 자신의 

일반적 피해에 

대한 두려움 

자료: Ferraro & LaGrange(198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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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에 대한 두려움(fear of crime)은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범죄의 두려움은 왜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인가? 많은 연구자들이 범죄

의 두려움과 연계되어 있는 인간의 행위들을 확인해 왔다. 이러한 행위

들은 불을 켜거나 집을 나설 때 문을 잠그는 일반적이고 사소한 행동부

터 밤에 집을 나서지 않거나 혼자 밖에 나가지 않는 것 같은 사회적으로 

영향이 있는 행동까지 다양하다(Warr, 1984; Warr 2000). 2016년 사회조

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범죄의 두려움에 따른 가장 일반적인 반응은 무섭

지만 그냥 다닌다(50.9%)이고, 다음으로 낮에 가거나 다음기회로 미룬다

(14.7%), 멀리 돌아간다(14.4%) 순이다. 이와 같이 범죄의 두려움은 사람

들의 여행경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집을 나서는 시간에 영향을 미친다

(Warr 1984; Warr 2000). 이러한 습관은 상업과 도로 이용, 레저 활동,

사회적 상호작용에도 영향을 미치고, 사람들이 집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도록 만든다(Warr 2000). 만약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가 국민들

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라면 널리 퍼진 범죄의 두려움은 이러한 책임

에 대응하는 데 대한 정부실패로 이해될 수 있다(Warr 2000).

많은 기업들은 가정용 보안 시스템, 차량도난 방지 장비, 여행자 수표,

스프레이와 경보기 같은 개인 보호 장비, 재산 보험 같은 상품과 서비스

를 팔기 위해 범죄의 두려움에 의존하고 있다(Warr, 2000). 일부 기업들

은 자신들의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데 있어 책임감이 있고 신중하지

만 일부 기업들은 범죄에 대한 피해를 과장하거나 극화한다(Warr, 2000).

기업들뿐 아니라 정치인들도 범죄의 두려움을 이용한다. 실제로 미국에

서도 대통령 선거나 지방선거에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Warr,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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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위험인지에 관한 연구

위험인지와 관련된 연구의 흐름은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하나

는 유전자변형식품(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GMO), 원자력, 흡

연, 음주 등 기술과 인간 활동에 대한 위험인식(risk perception)에 관한 

연구로 심리학과 사회학, 지리학, 정치학, 인류학, 정책학, 언론학 등의 

학문분야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Slovic, 1987 참조). 위험인식분석

은 위험인식의 영향요인뿐 아니라 전문가들과 일반인들의 위험인식 차이

를 설명하고 있으며, 위험인식을 위험소통과 연계하여 재구성하는 연구

가 진행되고 있다. 다른 위험인지 연구의 흐름은 범죄의 두려움(fear of

crime)에 관한 연구로 심리학과 사회학, 범죄학, 건축학, 지리학, 행정학 

등의 학문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차훈진, 2011). 범죄 두려움에 

관한 연구는 범죄두려움의 원인과 결과에 중점을 두고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된 일반인의 위험인식과 범죄의 두려움에 

대한 공통적인 영향요인들은 정책요인, 피해의 경험, 개인적 요인, 주변

의 환경 요인, 위험대상의 특성 등이다(Baumer, 1978 참조; Box et al.,

1988 참조; Hale, 1996 참조; Warr, 2000 참조; Plain, 2000 참조; 차훈진,

2011 참조).

20세기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범죄의 두려움(fear of crime)은 범죄학에

서 관심을 끄는 분야가 아니었다(Warr, 2000). 범죄 피해의 심각성은 명

백했지만 별도로 범죄의 두려움을 연구하지는 않았다(Warr, 2000). 미국

에서 범죄의 두려움에 대한 연구와 정책적인 관심은 1960년대부터 대폭 

증가하고 있다(Hale, 1996). 1967년 법집행과 사법행정 대통령위원회

(President's Commission on Law Enforcement and Administra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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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ice)가 “폭력 범죄의 가장 큰 피해는 두려움이고, 이 두려움은 과소평

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간단하지만 날카로운 관찰을 한 이후 미국에서 

범죄의 두려움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Warr, 2000). 국내

에서 범죄의 두려움에 대한 연구는 이윤호(1993)와 주희종(1996)의 이론

적인 논의를 거쳐, 노성호․김지선(1998)에 의해 처음으로 범죄의 두려움

을 설명하는 요인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시행되었다(박윤환․장현석,

2013). 이어서 형사정책연구원의 전국범죄피해조사 자료 또는 개별적인 

자료 수집 등을 통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조은경, 2003; 정승

민, 2007; 차훈진, 2007; 최수형, 2009; 황의갑, 2009; 박정선․이성식,

2010; 장안식․정혜원․박철현, 2011; 김성언, 2013; 박윤환․장현석,

2013).

1. 객관적 위험 수준과 위험인지

위험은 복잡하고 주관적이기 때문에 위험인식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영

향을 미친다(Slovic, 1999). 또한 일반인들은 일반적으로 위험을 보고 듣

고 기억하는 것을 기반으로 추측하는 경향이 있다(Slovic, et al., 1979).

따라서 개인이 위험을 인식(risk perception)하는 것은 객관적인 위험과

는 다를 수 있다(Oltedel et al., 2004). 위험인식에 관한 연구들의 목적은 

이러한 차이의 원인을 설명하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잘 알려진 위험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위험인식에  실제 

위험이 반영되어 있다고 주장한다(Sjöberg, 1995). 그리고 지금까지 많은 

범죄학자들은 암묵적으로 객관적인 범죄 위험과 범죄에 대한 위험인식 

수준이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가정해 왔다(Warr, 2000). 많은 연구자들이 

두려움은 위험 수준과 비례한다는 상식적인 생각으로 범죄를 줄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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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려움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Warr, 2000). 이러한 가정에 따

라 정책결정자들도 범죄에 대한 두려움 보다는 범죄 자체의 감축에 집중

해 왔다(Warr, 2000). 그러나 이러한 가정은 검증된 적이 없다(Warr,

2000). 따라서 객관적 위험과 일반인들의 위험인식 수준의 관계에 대해 

확인하는 것은 학술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정부가 국민들의 위험인식을 조절해야 하는지, 조절한다면 어떤 방향으

로 조절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분석이다(Warr, 2000).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원인

은 무엇인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결과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관

심이 있다(Warr, 2000). 정책결정자들은 그러한 질문에도 관심이 있겠지

만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완화되어야 하는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어떻게 완화될 수 있는지?” 같은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Warr, 2000).

두려움은 사랑이나 즐거움, 행복과는 달리 인간이 추구하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두려움은 제거되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Warr, 2000). 그러나 적절한 수준의 두려움은 인간이 생

존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다(Warr, 2000). 범죄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

는데도 범죄의 두려움을 줄인다면 사람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

한 사전조치를 취하지 않게 되고 범죄 피해의 위험이 증가하게 된다

(Warr, 2000).

어느 정도의 범죄의 두려움이 적절한지 또는 합리화 될 수 있을까?

그러나 합리화될 수 있는 범죄의 두려움 수준이라는 것은 잘 못된 개념

이다(Warr, 2000). 합리화라는 개념은 객관적인 수준과 주관적인 현상(위

험인식 또는 두려움)이 높은 수준으로 일치할 때 적용되는 개념이다

(Warr, 2000). 그래서 이러한 비교는 위험에 적용될 때는 가능하다.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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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객관적인 측정이 가능하고 사람들이 위험에 대한 인식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는 적용될 수 없다. 왜냐하

면 범죄의 두려움은 단순히 위험인식의 함수가 아니라 위험의 심각성에 

의해서도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심각성은 사람들이 재산이나 사람

에 대해 부여하는 가치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 위험인식에 초점

을 맞춰야 하는 이유는 동일한 수준의 위험인식이 다른 사람들 특히 남

자와 여자, 노인과 젊은이들 사이에 다른 수준의 두려움을 유발하기 때

문이다(Warr, 1984). 따라서 한 사람의 두려움이 다른 사람의 두려움 수

준에 비해 합리화될 수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범죄의 두려움을 줄이는 것은 무조건적인 선이나 비용이 들지 않는 

것이 아니다. 두려움을 완화함으로써 피해의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Warr, 2000). 현실에서는 범죄의 두려움과 같은 감정을 조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Warr, 2000). 대신에 범죄의 두려움의 원인을 조작함으로써 

범죄의 두려움을 조작할 수 있다(Warr, 2000).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

이 위험인식은 두려움에 대한 강력한 설명변수이다. 따라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범죄에 대한 위험인식을 조절해야만 한다

(Warr, 2000).

먼저 현실에서 객관적 위험과 위험인식 수준이 정확하게 일치한다면 

현재의 위험인식 수준은 정당화 될 수 있고, 범죄에 대한 위험인식의 증

가나 감소시킬 필요가 없다(Warr, 2000). 만약 일반 대중이 위험을 불필

요하게 과대평가하고 있다면 불필요한 두려움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Warr, 2000). 이러한 상황에서는 위험의 증가 없이 두려움을 감소시

키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바람직하고 논란이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반

대로 일반 대중이 위험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면 적절한 두려움을 느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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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위험인식을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Warr, 2000). 이러한 상황

은 도덕적으로는 방어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대중을 겁먹게 하는 것이

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선례가 없는 것은 아니

다. 사회적으로도 국민들의 위험인식이나 두려움을 높이기 위해 캠페인

을 벌이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흡연의 위험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

과도한 음주의 위험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 자동차 안전벨트 미착용의 

위험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 난폭 운전이나 과속 운전의 위험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 도박 중독의 위험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 미성년 임신의 위

험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 등이 그 사례이다.

2. 영향요인

(1) 극단적 사건

극단적 사건(extreme event)은 인간과 자산, 자연에 큰 피해를 유발한

다(Slovic & Weber, 2002). 극단적 사건(extreme event)의 영향은 해당 

분야뿐 아니라 다른 분야, 다른 지역, 사회 전체 또는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위험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Slovic, 1987; Kasperson

et al., 1988; Renn et al, 1992; Schmitt, 2004). 다시 말해 극단적 사건은 

국민들의 심리적 안전을 위협함으로써 사회 전체에 총체적인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설동훈, 1998). 상식적인 수준에서도 대형 사고가 발생하

면 관련된 분야뿐 아니라 다른 분야의 위험인식이 높아지고 사회위험인

식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지금까지 극단적 사건과 위험인식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위험인식을 위험소통과 결부하여 재구성하려는 시도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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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증폭 모델(Social Amplification of Risk)에서 극단적 사건과 위험인

식의 관계가 부분적으로 확인되고 있다(최진식, 2009).

사회적 증폭 모델은 (극단적 사건 또는) 불운한 사건(사고, 오염의 발

견, 사보타주, 제품조작)이 심리적, 사회적, 제도적 그리고 문화적 과정을 

통해 개인과 사회의 위험인식을 강화시키거나 약화시키고 위험에 대한 

행동을 형성할 수 있다는 가정에 기반을 두고 있다(Renn et al., 1992).

이러한 행동 반응은 인간과 환경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를 넘어 이차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Kasperson et al., 1988). 이차적인 영향은 반기술

적인 태도와 물리적 환경으로부터의 격리, 기업 매출과 집값에 대한 영

향, 정치 환경과 문화의 변화, 안전 모니터링과 규제의 변화, 기관에 대

한 대중의 신뢰 상실을 포함한다(Kasperson et al., 1988). 이차적인 위험

이 사회적 집단이나 개인들에게 인식되면 세 번째 영향을 생성하기 위한 

증폭의 단계가 발생한다(Kasperson et al., 1988). 이 영향은 다른 대상,

떨어져 있는 장소 또는 미래 세대를 향한 확산 또는 ‘물결’이다

(Kasperson et al., 1988). 이차적인 영향은 추가적으로 제도적인 대응과 

보호 조치 요구를 촉발하거나, 반대(위험 약화의 경우)로 필요한 보호 조

치를 하는데 방해가 되기도 한다(Renn et al., 1992). (극단적 사건 또는)

불운한 사건은 연못에 떨어진 돌과 유사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Slovic, 1987). 돌에 의해 발생한 ‘물결’은 처음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피해자, 그다음에는 책임이 있는 기업이나 기관, 그리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다른 기업이나 다른 기관, 다른 산업에까지 퍼져나간다(Slovic,

1987). 예를 들어 화학물질에 의한 토양오염이나 체르노빌 사고 같은 산

업시설의 사고는 사건의 영향이 지역에만 한정되지 않고, 사회 전체 또

는 세계적 위험 위사소통에 신호를 보낼 수 있다(Schmidt, 2004). 천성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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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효터널 공사 사례를 갖고 인터넷을 통한 위험의 증폭과정을 분석한 정

익재(2010)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한 의견 표출이 제한된 공

간에 머물지 않고 사회적으로 증폭 확산되어 특정 문제에 대한 광범위한 

관심을 촉발할 뿐 아니라 문제해결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 터널 

공사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위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시간, 지역 그

리고 영역 차원에서 증폭되었다. 위험증폭의 파상 효과는 국지적 차원에

서 전국으로 확산되었으며 비공식 정책집단과 공식 정책결정자의 상호작

용을 통해서 확대되었다.

(2) 정책요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다.

우리 헌법 제34조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재난으로 국민을 보

호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문재인정부는 

헌법에 국민의 안전에 대한 권리를 기본권으로 규정하는 것을 국정과제

로 선정하고 있다(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노력해야 할 분야로 가장 많은 국민이 “정부의 안전정책 

개선(55.3%)”을 꼽았고, 다음으로 “개인의 안전의식 향상(49.4%)”, “자치

단체의 대응역량 강화(30.2%)”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국민안전처, 2016).

이와 같이 국민안전과 관련하여 정부와 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

기 때문에 재난안전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은 국민들의 위험인식에 영향

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일부 연구가 정부정책이 위험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있다. 이

동규 외(2015)가 세월호 침몰사고 직후 사회위험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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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들을 연구한 바에 따르면, 정부의 대응역량이6) 높아질수록 우리사회

가 위험하다는 인식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Sakurai 외(2013)

는 위험관리와 관련된 촌 정부(村, town) 정책 활동(국민들의 염려에 귀

를 기울이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환경위험(곰의 위험)에 관한 시

민들의 위험인식에 영향이 있다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재난관

리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 긍정적이고 관리체계가 좋

을수록 발생한 재난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확신으로 우리사회의 

위험인식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이동규 외, 2015)

경찰 활동에 대한 인식도 범죄의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하나

이며, 많은 연구들이 이러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Box et al., 1988;

Dowler, 2003; 정승민, 2007; 조일형, 2015). 이러한 결과는 만약 사람들

이 경찰이 범죄를 소탕하고 범죄자를 체포하는데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

고 믿는다면 범죄를 덜 두려워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Box et al.,

1988). 정승민(2007)은 경찰 활동이 일반적인 범죄의 두려움과 구체적인 

범죄의 두려움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고, Dowler(2003)는 경

찰의 성과에 대해 낮은 등급을 부여한 응답자들이 범죄를 더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이러한 응답자들은 아마도 경찰이 

대중들과 지역사회를 효과적으로 보호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3) 피해의 경험

언론이나 주변을 통한 간접적인 피해의 경험이 위험인식과 범죄의 두

6) “정부가 재난관리를 전반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측정되었다. 이 질

문은 정부의 재난관리 정책의 성과나 효과에 관한 측정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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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먼저, 많은 연구들이 언론

을 통한 간접경험이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언론이 위험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때 많은 연구들이 활용하는 이론적 프레임워크가 

Tversky & Kahneman(1974)이 주장한 가용성(availability)이다(Wåhlberg

& Sjöberg, 2000). 위험사건이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사람들의 머릿속에 

쉽게 떠오르게 되고 일반인의 위험인식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송해룡 외

(2005)는 유전자 변형 식품(GMO)의 경우 미디어를 통한 정보제공이 수

용자의 의식이나 행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했고, 이건 외

(2013)도 매스컴에서 이루어지는 보도에 대한 인식이 12개의 위험요소들

에 대한 불안감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보고하고 있다. 이준

웅․장현미(2007)의 연구에서는 인터넷 이용량은 텔레비전 이용량을 통

제한 이후에도 강도 및 살인의 위험인식(발생확률에 대한 예측)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음란물과 스팸에 대한 비자발적 노출

이 강도 및 살인에 대한 위험인식과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청소

년을 대상으로 언론의 영향을 확인한 연구도 있다. 이채식(2010)의 연구

에서는 위험관련 방송의 시청경험이 많은 청소년이 적은 청소년에 비해 

위험인식이 높았으며, 위험관련 독서 경험이 많은 청소년이 적은 청소년

에 비해 위험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의 두려움에 대한 언론의 영향을 확인하는 이론이 1970년대에 제

기된 배양효과이론(cultivation theory)이다. 이 이론에 의하면 텔레비전

을 더 많이 보는 사람들이 더 두려워(더 주관적인 위험을 경험)하게 된

다(Gerbner & Gross, 1974; 1976). 왜냐하면 언론에 묘사되는 세계는 현

실 세계보다 폭력이나 범죄가 많은 세계인데, 사람들이 세상을 현실에 

있는 세상보다 텔레비전에 있는 세상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다(Gerbn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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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ss, 1976). “당신이 텔레비전을 많이 보면 현실감을 잃고 의견을 형성

하는데 (예를 들어 범죄에 관한) 이용 가능한 정보를 활용하게 된다”는 

것은 상식적이다(Wåhlberg & Sjöberg, 2000). 실제 많은 연구들이 언론

과 범죄의 두려움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직접적인 피해의 경험보다는 텔

레비전과 신문 같은 대중매체나 주변으로부터 범죄피해 경험을 접했을 

때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높아진다는 것이다(Hale, 1996). Gorden &

Heath(1981)는 범죄에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하는 신문을 구독하는 사람이 

더 적은 지면을 할애하는 신문을 구독하는 사람에 비해 더 큰 범죄의 두

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Heath(1984)도 선정적이고 무작위적

인 지역범죄를 많이 싣는 신문을 구독하는 사람이 이러한 지역범죄를 덜 

싣는 신문을 구독하는 사람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범죄 두려움을 겪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Romer 외(2003)는 지역의 범죄율과는 독립적으로 지

역뉴스 시청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우려를 증가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

음을 발견했다. Chiricos 외(1987)는 나이, 성별, 인종, 피해경험 등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고 텔레비전 뉴스 시청과 라디오 뉴스 청취 빈도는 범죄

에 대한 두려움과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Dowler(2003)는 

강하지는 않지만 범죄드라마를 주기적으로 시청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에 

비해 범죄를 더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병기․이기

웅(1995)의 연구에서도 범죄프로그램을 더 많이 시청하는 사람들이 범죄

를 더 두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Hirsch(1980)와 Hughes(1980)의 연구에서는 배양효과는 확인되

지 않았다. Doob & Macdonald(1979)는 사람들이 텔레비전을 많이 보기 

때문에 범죄를 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텔레비전을 많이 보고 범죄가 

많은 지역에 살기 때문에 두려움이 높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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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비전 시청과 범죄의 두려움 간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비슷

한 맥락에서 Heath & Petraits(1987)의 연구는 텔레비전은 도시에서는 영

향이 있지만 농촌에서는 영향이 없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조은경

(2003)의 연구에서는 범죄를 자주 접할 수 있는 취약한 환경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범죄관련 미디어 노출은 범죄의 두려움에 별로 영향을 주지 

못한 반면, 범죄에 노출되지 않는 환경에 거주하면서 스스로 범죄의 취

약성에 노출되어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일수록 미디어 노출이 범죄에 대

한 위험인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진식(2009)이 서울시민들

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언론의 과도한 보도는 정부의 광우병 사전예

방 및 사후통제 능력에 대한 불신과 결부될 때에만 위험인식을 증폭시켰

을 뿐, 언론의 과도한 보도 자체만으로는 위험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못

했다.

Tyler(1984)가 범죄의 두려움과 언론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범죄의 두려움은 언론이 아니라 개인의 경험 또는 친구들의 경험

에 의해 형성된다고 결론짓고 있다. Box 외(1988)는 이웃에서 피해를 당

한 사람(간접적인 피해 경험)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 사람에 

비해 범죄를 두려워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을 확인했다. 노성호․김지

선(1998)의 연구에서는 타인의 범죄피해에 대한 인식이 가구범죄와 대인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자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황의갑(2009)의 연구

에서는 범죄피해에 대한 간접경험이 읍면지역을 제외한 대도시와 중소도

시에서 범죄에 대한 구체적 두려움을 자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개인의 직접적인 피해경험은 범죄두려움의 중요한 예측요인이다. 많은 

연구들이 피해의 경험과 범죄의 두려움이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

고 있다(Skogan & Maxfield, 1981; Hough, 1985; Skogan, 1987; Sm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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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ll, 1991; 노성호․김지선, 1998; 박정선․이성식, 2010). 위험인식과 

관련해서도 간접적인 피해경험보다는 직접적인 피해경험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되고 있다. 화재가 난 집을 직접 본 것이 지역

신문에서 화재기사를 읽은 것보다 더 인상적이어서 주관적 확률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Tversky & Kahneman, 1974). 어떤 위험을 직접 경험한 

사람은 대중매체의 정보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고, 그 정보를 부정확한 

것으로 생각한다(Wiegman & Gutteling, 1995).

피해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중화시킨다는 것이 발견되면서 피해의 경험

이 범죄의 두려움을 증가시킨다는 가설은 수정되고 있다(Agnew, 1985).

중화가설은 피해자가 피해가 해롭지 않다고 자신을 설득하기 위해 특별

한 믿음 또는 '중화 기술(neutralizing technique)'을 활용한다고 설명한

다. 자신의 피해를 이런 식으로 정의함으로써 두려움과 두려움에 동반되

는 부정적인 반응을 회피한다고 본다. Box 외(1988)의 연구에서는 직접

적인 피해를 경험한 사람은 주변의 무질서가 수준이 낮을 때는 피해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 범죄의 두려움이 낮을 가능성이 있지만, 주

변의 무질서 정도가 높을 때는 더 큰 범죄의 두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의갑(2009)의 연구에서는 범죄피해에 대한 직접경

험은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어느 지역에서도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개인적 요인

상식적인 수준에서 볼 때 빨리 달릴 수 없거나 공격으로부터 벗어날 

신체적 힘이 부족해서 자신을 보호할 수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 자신의 

가정을 보호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 물리적 또는 신체적인 손상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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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하는 데 보통사람보다 시간이 걸릴 것 같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더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Hale, 1996). 여성과 노인, 가난한 사

람, 소수인종이 이 범주에 해당된다(Box et al., 1988; Hale, 1996).

위험인식에 관한 많은 선행연구에서 이러한 개인적 요인들이 위험인식

의 차이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확인되고 있다. 특히, 성별은 위험인식의 

원인을 설명하는 데 가장 많이 활용되는 요인이다. 많은 연구에 따르면 

여성이 재난이나 위험을 더 심각하고 위험한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

다(Pilisuk & Acredolo, 1988; Howe, 1990; Cutter et al, 1992; Dejoy,

1992; Savage, 1993; Flynn et al, 1994; Slovic, 1997, 1999; 이동규 외,

2015). 특히나 이런 위협이 가족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Fothergill,

1996). Pilisuk & Acredolo의 연구(1988)에서는 여성이 기술적인 위험에 

대해 더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Howe(1990)의 연구에서는 여성이 

주변에 있는 화학물질과 화학물질의 오염, 누출 그리고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남성에 비해 더 큰 우려를 표현했으며, Dejoy(1992)의 연구

에서는 여성과 남성이 교통사고의 빈도와 위험한 행동으로 인한 사고의 

발생가능성은 유사하게 인식하는 반면, 남성이 이러한 행동을 덜 심각하

고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Cutter 외(1992)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기술에 대해 약간 더 비관적이고,

핵무기나 상업용 핵 발전 같은 사회적 위협을 더 두려워한다고 보고하였

고, Savage(1993)는 여성이 위협을 더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

였으며, 이동규 외(2015)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사회위험에 대한 인식이 

높다는 것을 확인했다.

기존의 연구에서 이러한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설명하는 접근법 중 하

나는 신체적․사회적 요소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Slovic, 1997). 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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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을 양육하고 보존하도록 사회화되었고(Steger & Witt, 1989), 강간과 

같은 폭력에 취약한 것으로 규정되어 온 것이 다른 위험에 민감하도록 

만들었을 수 있다(Ferraro, 1996; Warr, 1985). 그러나 Flynn 외(1994)의 

연구에서는 백인 여성이 백인 남성에 비해 더 위험을 크게 인식하고 있

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백인이 아닌 사람들에게서는 여성과 남성의 위

험인식 수준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백인여성과 백

인이 아닌 사람들이 위협을 더 위험하고 두려운 것으로 인식하는 것은 

권력, 지위, 소외, 신뢰 같은 사회정치적인 요소가 위험을 인식하고 수용

하는 것을 결정하는 강한 요소라는 것을 의미한다(Flynn et al., 1994).

그 외에도 나이, 인종, 자녀, 교육수준, 소득수준 등 위험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이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요인들에 대해서는 

상반된 연구결과가 제시되고 있다. Savage(1993)는 교육수준이 낮은 사

람과 소득이 낮은 사람, 젊은 사람 그리고 흑인이 위협을 더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지만, 질병에 대해서는 노인이 더 두려워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동규 외(2015)도 나이가 적을수록 사회위험인식이 높다는 것을 확인했

다. Pilisuk & Acredolo(1988)는 소수인종, 교육수준이 낮고 가난한 사람

들이 기술적인 위험에 대해 더 우려하는 것을 확인했다. Sjöberg(1998)의 

체르노빌 사고 반응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갓난아기가 있는 사람들이 다

른 사람들에 비해 더 강하게 반응하고,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더 높

은 수준의 불안을 겪는다는 것을 확인했다. 홍영오 외(2006)는 여자, 20

대 이하 및 지각된 하류층의 사회적 불안수준이 높지만, 종교유무, 교육

수준, 거주 지역, 거주유형, 월평균가구소득에 따라서는 사회적 불안 수

준에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고 있다. Gould 외(1988)는 교육과 정치적 성

향, 성별이 위험에 대한 태도에 거의 영향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 서재



- 37 -

호·이승종(2012)의 연구에서는 소득이 증가하면 사회위험에 대한 인식은 

감소하였고, 실업률과 여성인구수가 증가할수록 사회위험에 대한 인식은 

증가하였다.

범죄의 두려움에 관한 많은 연구에서도 이러한 개인적 요인들이 위험

인식의 차이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확인되고 있다. 먼저, 많은 연구에서 

성별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원인을 설명하는 데 가장 많이 활용되는 

요인이다.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큰 범죄의 두려

움을 느끼고 있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Clemente & Kleiman, 1977;

Baumer, 1978; Skogan & Maxfield, 1981; Baker et al., 1983; Box et al.,

1988; Warr, 1993; Ferraro, 1996; 노성호․김지선, 1998; Dowler, 2003;

정승민, 2007; 황의갑, 2009; 박정선․이성식, 2010; 장안식 외, 2011). 대

부분의 범죄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피해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남성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역설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Goodey, 1994; Hale, 1996). 여성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남성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비이성적으로(irrationally)’ 낮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한다(Goodey, 1994; Hale, 1996). 이러한 현상의 원인에 

대해 학자들은 몇 가지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Hale, 1996; 차훈진, 2014).

먼저 실제 범죄통계가 여성이 당하는 범죄 피해를 다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 숨은 범죄피해(hidden victimization)를 고려할 경우 여성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높은 것은 역설이 아니다(Stanko, 1988). 가정 폭력에 대

한 '침묵의 공모(conspiracy of silence)'도 원인 중 하나이다(Hanmer &

Sanders, 1984). 둘째 취약성이이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신체적으로 취

약하기 때문에 더 큰 두려움을 느낀다(Hale, 1996). 셋째, 여성이 대인범

죄, 재산범죄 같은 모든 범죄에 대해 남성에 비해 두려움을 더 크게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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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성적인 공격이나 강간에 대한 위험을 인식하기 

때문이다(Ferraro, 1996). 젊은 여성들이 강간을 두려워하는 것은 강간이 

살인이나 강도 같은 범죄와 연계될 수 있기 때문이다(Warr, 1985). 강간

의 두려움이 여성의 다른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뒤에 자리 잡고 있다

(Warr, 1985). 넷째, 남성과 여성의 사회화 과정의 차이로 인해 이러한 

차이가 생긴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여성은 수동적이고 위험을 선택하지 

않도록 사회화되고, 반대로 남성은 위험을 선택하도록 사회화된다

(Goodey, 1997). 다섯째, 남성은 범죄에 두려움을 느낀다고 답하는 것이 

강한 남성 이미지에 대한 도전으로 생각해서 범죄의 두려움을 감추는 경

향이 있다(Crawford et al., 1990; Plain, 2000에서 재인용).

둘째로 나이는 취약성을 이야기할 때 두 번째로 거론되는 요소다. 서

양에서는 사람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Clemente & Kleiman, 1977;

Baumer, 1978; Skogan & Maxfield, 1981; Baker et al., 1983; Kennedy

& Krahn, 1984; Box et al., 1988; Hale, 1996; 정승민, 2007). Clemente &

Kleiman(1977)은 나이가 예상보다는 작지만 범죄의 두려움에 영향이 있

음을 확인했고, Baumer(1978)는 나이가 들수록 범죄의 두려움이 증가한

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Baker 외(1983)는 피해를 적게 보는 노인들이 범

죄의 두려움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Kennedy & Krahn(1984)은 농촌출

신 도시주민들에게서 연령이 범죄의 두려움과 선형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Box 외(1988)는 남성이 나이가 들수록 범죄의 두려움이 증가

해서 여성과 남성의 범죄의 두려움 격차가 줄어든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

다. 정승민(2007)의 연구도 나이가 들수록 일반적 범죄의 두려움과 구체

적 범죄의 두려움이 증가한다는 결과를 확인하고 있다. 이렇게 나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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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수록 범죄의 두려움이 증가하는 현상은 범죄 피해의 심각성에 대한 예

상을 반영한 것으로 나이가 들수록 뼈가 부러지는 것 같은 심각한 피해

로부터 회복의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Skogan & Maxfield, 1981).

그리고 남성이 나이가 들수록 범죄의 두려움이 증가하는 것은 정신력이 

약해지기 때문이다(Box et al. 1988).

국내의 많은 연구들은 나이가 들수록 범죄의 두려움이 감소한다는 결

과를 보고하고 있다(Dowler, 2003; 조은경, 2003; 박정선․이성식, 2010;

장안식․정혜원․박철현, 2011; 김성언, 2013). 조은경(2003)과 

Dowler(2003)는 나이 든 사람들이 범죄를 덜 두려워하는 것을 확인했고,

박정선․이성식(2010)도 나이가 들수록 일반적 범죄의 두려움이 감소한

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김성언(2013)도 나이가 들수록 일반적 범죄의 두

려움과 구체적 범죄의 두려움이 감소한다는 결과를 보고했다. 장안식 외

(2011)의 연구에 따르면 남성과 여성 모두 나이가 들수록 성관련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급격히 감소하였다. 그러나 강도․절도․폭행 범죄에 대

한 두려움은 여성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급격히 감소하였으나 남성은 

낮은 수준을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에서 나이는 

전통적인 권위의 원천이며, 한국사회에서 나이가 든다는 것은 권위라는 

사회적 자원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한국사회에서 노

인은 신체적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감소한다고 가

정해 볼 수 있다(장안식 외, 2011). 그러나 황의갑(2009)의 연구에서는 거

주 지역에 따라 나이와 범죄의 두려움의 관계가 달리 나타나고 있다. 대

도시지역에서는 나이가 많을수록 일반적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낮아지는 

반면 읍면지역에서는 나이가 많을수록 일반적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높

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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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로 소수인종과 가난한 사람, 덜 배운 사람들이 백인과 부유하고,

더 배운 사람들에 비해 범죄를 더 두렵게 느끼는 경향이 있다(Hale,

1996). 많은 경험적인 연구에서 인종과 소득, 그리고 교육수준과 같은 사

회경제적 요인들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Clemente & Kleiman, 1977; Baumer, 1978; Skogan

& Maxfield, 1981; Baker et al., 1983; Dowler, 2003; 류준혁, 2011).

Clemente & Kleiman(1977)은 인종과 소득, 교육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

과 연계되어 있음을 확인했고, Baumer(1978)는 인종, 소득, 교육은 나이

나 성별보다는 덜 일관되지만 범죄의 두려움과 연계되어 있음을 보고하

고 있다. 또한 Baker 외(1983)는 피해를 가장 많이 보는 교육수준이 높은 

백인들이 낮은 범죄의 두려움을 보이는 것을 확인했고, Dowler(2003)는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더 크게 느끼는 것을 보고

하고 있다. 류준혁(2011)의 연구에서도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남성)이 소

득수준이 높은 사람들에 비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더 크게 느끼는 것

으로 나타났다. Hale(1996)은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

다.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 또는 재산을 보호하거나 

두려움을 만드는 상황을 피하기가 쉽지 않다. 물질적 사회적 자원이 부

족하다는 것은 개인적 수준에서 피해에 대비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

을 의미하고, 사회적 수준에서도 더 높은 수준에 있는 이웃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접촉, 조직적 역량 그리고 정치적 네트워크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모든 것이 통제의 부족감을 증가시키고 범죄의 두려움을 

증가시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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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부자나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이 더 큰 범죄의 

두려움을 겪는다는 결과도 보고되고 있다. Dowler(2003)의 연구에서는 

대학교육을 받은 사람이 대학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에 비해 더 범죄의 

두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박정선․이성식(2010)의 연구에서도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일반적인 범죄의 두려움을 겪는다는 결과가 확인되

고 있다. 황의갑(2009)의 연구에 따르면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에서 교육수

준이 높은 시민들이 범죄에 대한 일반적 두려움이 높았다. 이렇게 사회

경제적 수준이 높은 사람들에게서 오히려 범죄의 두려움이 더 높게 나타

나는 것은 상류층 사람들이 범죄의 좋은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박정선․이성식, 2010), 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잃을 것이 더 많다고 느

끼기 때문이다(Dowler, 2003). 사회경제적 요인들은 영향이 없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고 있다. 조은경의 연구(2003)에서는 교육수준과 가구소득 

등 사회경제적 요인은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황의갑의 연구(2009)에서도 대도시에서는 교육수준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주변 환경 요인

사람들은 주변 환경을 두려운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범죄의 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된다(Box et al., 1988). Hunter(1978)는 범죄 자체보

다 무질서요인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

다. 시끄러운 이웃과 소란스러운 파티, 낙서, 거리에서 어슬렁거리는 청

소년, 거리의 부랑자, 주변의 쓰레기와 담배꽁초, 버려진 주택, 유리창이 

깨진 건물 등이 사람들에게 이웃이 쇠락하고 있고, 예측하기 어렵고, 두

렵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는 것이다(Box et al., 1988). ‘깨진 유리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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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broken windows)’에 따르면 무질서는 지역의 부적절한 사회 통제력

을 반영하는 것으로 그런 무질서한 지역에서는 범죄가 통제되지 못해 범

죄피해의 위험성을 느끼게 되고, 그런 면이 범죄의 두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Wilson & Kelling, 1982). LaGrange 외(1992)는 사회적․물리적 무

질서가 범죄에 대한 위험인식 및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연계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국내에서도 물리적․사회적 무질서에 대한 인식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자극한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노성호․김지선, 1998;

조은경, 2003; 박윤환․장현석, 2013). 그러나 황의갑(2009)의 연구에서는 

무질서요인은 도시지역에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자극하는 역할을 한 

반면 읍면지역에서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소도시나 시골에 사는 사람들에 비해 범

죄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되고 있다(Kennedy &

Krahn, 1984; Belyea & Zingraff, 1988; Hale, 1996). 이와 관련해서 지역

사회의 인구규모와 두려움 간에 양(+)의 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도 제시

되고 있다(Baumer, 1975; Clemente & Kleiman, 1976; Liska et al., 1982;

Sacco, 1985). 대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소도시나 시골에 사는 사람들

에 비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다는 결과가 나온 이유는 다음과 같

이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대도시가 다른 지역보다 범죄율이 높기 때

문에 실제로 대도시 주민들이 더 높은 피해 위험에 처해 있다(Sacco,

1985). 둘째, 도시의 높은 인구밀도와 이질성으로 인해 사회적 관계가 고

립되고 외롭게 만들고 반사회적인 행동이 증가할 수 있다(Hale, 1996).

이와 관련해서 이웃에 소수인종이나 청년이 급격하게 증가하면 범죄의 

두려움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있고(Taylor & Covington, 1993), 높은 

성장을 보이는 지역이 범죄의 두려움이 높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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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Krannich et al., 1985).

반대로 농촌이나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 범죄의 두려움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고 있다. Bankston 외(1987)는 농촌에 거주하는 농부, 농촌

에 거주하지만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 소도시 거주자, 도시 거주자로 분

류하여 16가지 범죄에 대한 위험인식을 조사한 결과 농촌 거주들이 도시 

거주자들에 비해 위험인식이 높았고 그로 인해 더 높은 피해의 두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황의갑(2009)의 연구도 비슷한 결과를 보고하

고 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중소도시와 대도시 주민들은 읍면지역 주

민들에 비해 범죄에 대한 일반적 두려움이 낮았다. 또한, 중소도시의 주

민들은 읍면지역 주민들에 비해 범죄에 대한 구체적 두려움도 낮았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농촌지역의 급격한 변화와 농촌지역의 범죄율 

상승이 지목되기도 하고(Povey et al., 1997), 한국적인 맥락에서 전통적

인 사회질서의 붕괴를 경험하면서도 현대적 시설과 환경 정비는 미흡한 

읍면지역의 현실을 반영하는 결과로 이해되기도 한다(황의갑, 2009).

사람은 자신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울 사람이 없다면 고립되었다고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Hale, 1996). 따라서 거주지역이 범죄의 두

려움에 미치는 영향은 사회적 유대와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Baumer(1978)는 이웃과의 친밀감 그리고 지역주민들과의 활동이 범죄의 

두려움과 연계되어 있음을 확인했고, Box 외(1988)는 이웃과의 유대가 

낮은 지역이 범죄의 두려움이 높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박정선․이

성식의 연구(2010)에서는 지역유대나 비공식통제에의 참여 같은 요인들

의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고, 지역경제수준이 높은 지역이 오히려 일반적

인 범죄의 두려움이 높게 나타났다. 황의갑(2009)의 연구에서도 지역사회 

유대감의 정도는 대도시에서 중소도시 그리고 읍면지역으로 갈수록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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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으나 이러한 유대감이 어느 지역에서도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 그는 이러한 결과를 우리의 전통적인 비공식사회시스템 특

히 주민간의 상호의존 구조가 시민들의 주관적 삶의 복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6) 위험대상의 특성

인간은 불확실한 상황 하에서 확률과 가치의 예측을 복잡하게 계산하

기 보다는 대표성(representativeness), 가용성(availability), 적응과 기착

(adjustment and anchoring) 같은 휴리스틱(heuristic)에 따라 판단한다

(Tversky & Kahneman, 1974).7) 이러한 주장은 계량심리접근법

(Psychometric Approach)에 근거한 위험인식 연구에 중요한 이론적 기

반을 제공하고 있다. 일반인들의 휴리스틱 원칙(heuristic principles)에 

따른 위험인식은 합리적, 정량적 판단을 지향하는 전문가들과의 위험 소

통(risk communication)의 문제를 발생시킨다(정지범․류현숙, 2009). 그

러나 이러한 휴리스틱에 영향을 받는 것은 일반인뿐이 아니고 숙련된 연

구자들도 본능적으로 판단할 때는 동일한 편의(bias)를 보이는 경향이 있

다(Tversky & Kahneman, 1974). 전문가들도 사용가능한 자료를 넘어서 

불확실한 지식을 활용해서 판단해야 하는 경우 일반인과 동일한 본능적

인 판단 과정을 거치게 된다(Fischhoff et al., 1982). 실제로 통계교육을 

잘 받은 전문가들도 사전 확률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는 데이터를 

가장 잘 대표하는 결과를 예측함에 있어 본능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관

7) 대표성은 하나의 사건(사람)이 해당 범주의 특성을 대표하는 정도에 따라 해당 사건(사람)의 발

생확률을 추정한다는 것이다. 가용성은 사람들이 객관적인 발생확률이 아니라 머릿속에 쉽게 떠

오르는 정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기착과 조정은 처음에 설정한 기준점을 잘 조정하

지 못해서 의사결정의 편의(bias)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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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되고 있다(Tversky & Kahneman, 1974에서 재인용).

Fischhoff 외(1978)의 논문에서 출발하는 계량심리접근법은 사람들의 

위험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대상의 특징을 확인하기 위한 접근법이다

(McDaniels et al., 1995)8). 이 접근법은 정신물리학적 척도

(psychophysical scale)와 다변량분석(multivariate analysis) 기법을 사용

한다(Slovic, 1987). 이 접근법에서 사람들은 위험인식에 영향을 주는 것

으로 가정되는 다수의 위험 특징에 따라서 위협적인 활동과 기술에 등급

을 매긴다.9) 각각의 위협적인 활동과 기술에 대한 평균이 계산되고 요인 

분석이 실시된다.

계량심리접근법에 따른 초기 연구들은 두 개의 차원을 가진 유명한 

‘위협지도(map of hazards)’ 또는 위험태도에 관한 ‘인식지도(cognitive

map)’로 귀결된다(Slovic, 1987; 정지범·류현숙, 2009). 두 개의 차원은 두

려운 위험(dread risk)과 미지의 위험(unknown risk)이다. 두려운 위험의 

극단은 통제 부족, 두려움, 파국적인 가능성, 치명적 결과 그리고 위험과 

혜택의 불평등한 분배로 정의될 수 있으며, 원자력과 원자 폭탄이 이 특

성의 극단에 위치한다. 미지의 위험은 관찰할 수 없음, 미지, 새로움 그

리고 지연된 위해가 나타남 등으로 정의되며, 화학기술과 유전자(DNA)

기술이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김영평 외(1995)의 연구에 따르면 일

반적으로 한국인들은 자발적이고 친숙하며 위험의 발현시기가 즉시적인 

위험에 대하여 안전하다고 평가하는 반면, 비자발적이고 낯설며 위험의 

발현시기가 지연되는 위험에 대해서는 위험의 지각도가 높은 편이다. 이

8) 계량심리접근법은 정익재(1994), 김영평 외(1995) 등에 의해 국내에 도입된 이후 많은 학자들에 

의해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9) Fischhoff 외(1978)는 9개의 위험 특성에 따라 30개의 활동과 기술에 대한 판단을 하였고, 그 이

후 Slovic과 동료들(1980)은 18개의 위험 특성에 따라 90개의 활동과 기술에 대한 판단을 하였으

며, 김영평과 동료들(1995)은 8개의 위험특성에 따라 20개의 활동과 기술에 대해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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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성향에 따라 결국 원자력관련 위험과 환경관련 위험을 객관적인 실

제 위험에 비하여 높게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객관적 위험도가 

가장 높은 자동차 여행을 가장 안전하다고 인식하여 친숙한 위험일수록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다. 차용진(2012b)의 연구에 따르면 원

자력위험은 다른 위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두려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고,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두려운, 친숙한, 개인적 지식수준

이 높은 위험으로 평가되었다.

계량심리접근법의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Sjöberg, 2000; Rowe &

Wright 2001; Sjöberg et al., 2004). 계량심리접근법에서는 미지의 위험

(new-old), 두려운 위험(dread), 그리고 노출되는 사람의 수(number of

exposed) 같은 세 가지 요인이 위험인식 변동의 약 80%정도를 설명한다

(Sjöberg, 2000). 그러나 자료가 적절하게 분석될 경우 위험특성은 최대 

20∼25% 정도의 변동을 설명할 수 있다(Sjöberg, 2000; Sjöberg et al.

2004). 계량심리모형의 강력한 설명력은 평균을 사용하는 잘못된 자료 

분석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Sjöberg, 2000; Sjöberg et al. 2004). 또한 

계량심리모형의 설명력은 두려운 정도가 설명변수로 포함되었기 때문이

지만 두려움은 위험인식의 결과이지 위험인식의 원인이 아니다(Sjöberg

et al., 2004). 따라서 두려움은 위험인식의 설명요인으로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Sjöberg et al., 2004).

범죄의 두려움은 위험의 심각성이나 위험의 발생가능성과 연계되어 있

다. Warr & Stafford의 연구(1983)에 의하면 살인은 두려움이 낮게 나타

났고, 주택침입 강도가 모든 범죄 가운데 가장 높은 두려움을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났다. 결국 두려움은 인식된 범죄의 심각성에 의해서만 결정되

는 것이 아니라, 인식된 범죄의 심각성과 위험의 발생가능성의 곱셈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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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서 결정된다(Warr, 2000). 강한 두려움이 생기기 위해서는 범죄의 

결과가 심각해야하고 발생할 것 같아야만 한다(Warr, 2000). 젊은 여성이 

강간에 대해 극도의 두려움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강간이 극도로 심각

하고 발생할 것 같기 때문이다(Warr, 1985). 그리나 자신이 범죄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범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며, 높은 위험인식이 자동적으로 높은 두려움의 감정으로 연결되는 

것도 아니다(Ferraro & LaGrange, 1987). 또한, 동일한 수준의 위험인식

이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서(특히, 남자와 여자 그리고 젊은이와 노인) 다

른 수준의 두려움을 유발한다(Warr, 1984; Warr, 2000). 결국 위험인식이 

두려움의 강력한 설명변수가 되지만 그것이 두려움과 완전히 상관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이민원, 2010). 위험인식은 두려움의 원인이지만 두려

움 자체는 아니며 위험인식과 두려움은 구별되어야 한다(Ferraro &

LaGrange, 1987; Warr, 2000). Sjoberg(1999b)는 인식된 위험 수준은 피해

의 가능성과 연계되어 있는 반면, 위험 경감의 요구는 주로 예상되는 결

과의 심각성과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3. 전문가의 위험인식

계량심리접근법은 일반인들의 위험에 대한 인식(예, 일부 위험 요소에 

대한 극단적 회피, 다른 위험 요소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전문가들과 

일반인들의 위험인식 차이를 설명하는 가장 보편적인 접근법이다(Slovic,

1987). 보통사람들에게 위험을 평가해 보라고 하면 공식적인 증거 없이,

대부분의 경우 보고 듣고 기억하는 것을 기반으로 추측한다(Slovic, et

al., 1979). 이와 같이 일반인들은 위험을 주관적이고, 가상적이고, 정서적

이고, 어리석고, 비이성적으로 인식하는 반면 전문가들은 위험을 객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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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현명하고, 합리적으로 측정한다고 인식되어지고 있다(Slovic, 1999).

위험인식을 연구하는 학계에서는 (1) 전문가들은 일반인들과는 위험을 

달리 인식하고, (2) 전문가들의 판단은 일반인들의 위험인식에 비해 더 

진실하다는 것이 믿어지고 있다(Rowe & Wright, 2001).

많은 연구들이 전문가와 일반인의 인식에 차이가 있음을 증명하고 있

다(Kraus et al., 1992; Sjöberg, 1999a; Lazo et al., 2000; 장은아 외, 2001;

이영애·임해숙, 2005). Kraus 외(1992)의 연구에서는 일반인들이 전문가들

에 비해 화학물질과 관련된 위험에 대해 더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

으며, 처방약을 복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났다. Lazo 외(2000)의 연구에서는 일반인들이 전문가들에 비

해 25개의 환경위험 가운데 21개 위험이 환경시스템에 더 큰 영향이 있

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jöberg(1999a)의 연구에서는 원자

력 위험에 대해 전문가들이 일반인들에 비해 훨씬 낮은 위험인식을 가지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은아 외의 연구(2001)에 의하면 전반적으로 

일반인이 전문가에 비해 26개의 환경위험에 대한 위험지각의 정도가 높

았으며, 전반적인 환경오염 상황 역시 전문가에 비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애·임해숙의 연구(2005)에 따르면 비전문가

들은 전문가들에 비하여 원자력, 핵폐기물, 방사성폐기물처리장 등에 대

하여 더 위험하다고 인식한 반면, 전문가는 비전문가에 비해 불량식품,

자전거타기 등 일상적인 활동과 경제적인 활동을 더 위험하다고 판단하

였다.

일부에서는 전문가와 일반인의 위험인식에 차이가 없다거나 오히려 일

반인에 비해 전문가의 위험인식 수준이 더 높다는 연구결과도 제시되고 

있다. Wyler 외(1968)는 의사와 환자들이 다양한 질병에 대해 매우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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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위험 순위를 부여하는 것을 발견했다(Sjöberg, 1999a에서 재인용).

Barney 외(1990)가 프랑스의 보르도 지방의 전문가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위생과 안전과 관련된 위험에 대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문가가 일반인

에 비해 위험의 수준은 낮게 평가하였지만, 전문가와 일반인이 아주 유

사한 위험 순위를 부여하는 것을 발견했다(Sjöberg, 1999a에서 재인용).

이러한 결과에 대해 Sjöberg(1999a)는 프랑스 전문가들이 미국의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에 비해 전문성이 낮을 수 있고, 조사 대상 전문가들이 

모든 위험에 대한 전문가일 수 없어서 나온 결과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차용진(2001)이 용인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

역 주민은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 공무원에 비해 20개의 위험에 대해 상

대적으로 덜 친숙하며, 지식을 상대적으로 덜 가지고 있다는 결과가 나

왔으나, 일반적 위험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에 비해 덜 심각하게 

느끼는 경향을 보였다.

Kraus 외(1992)는 화학물질에 대한 전문가와 일반인의 위험인식의 차

이는 단순히 성별과 인종, 교육수준 같은 차이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주

장한다. 그러나 소득과 연령, 교육수준이 위험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므로 전문가 집단은 일반인들에 비해 더 교육을 받았고, 소득이 높고,

더 나이가 많을 가능성이 있다(Rowe & Wright, 2001). 따라서 전문가와 

일반인의 차이가 아니라 더 나이 들고 더 부유하고 더 교육받은 남자들

과 더 젊고 덜 부유하고 덜 교육받은 사람들 간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

(Rowe & Wright, 2001). Sjöberg(1999a)는 원자력 위험에 대한 전문가와 

일반인의 위험인식의 차이는 성별과 교육, 나이 같은 인구통계학적인 원

인 이외에 다른 가능성이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기본적으로 전문

가는 실질적인 위험을 평가하고 일반인이 위험을 잘 못 이해하고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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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지만 다른 요인들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먼저, 전문가들은 

위험을 확률로 이해하는 데 비해 일반인들은 결과로 이해한다. 둘째, 전

문가들은 관련분야에 참여하고 있어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오랜 

경험이 위험을 습관화되게 만든다. 셋째, 전문가들은 일반인들에 비해 관

련 업계나 정부기관, 다른 전문가들에 대한 신뢰가 높다. 그 외에도 전문

가가 되는 과정에서 자기 선택(self selection), 전문가의 사회화 과정, 정

치적 이념, 언론의 보도 내용도 영향이 있다.

위험인식에 관한 전문가와 일반인의 다른 차이는 지식이다. 전문가들

은 교육과 훈련, 경험을 통해 일반인들은 갖지 못한 위험과 관련된 지식

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Siegrist & Cvetkovich, 2000).

지식을 갖지 못한 일반인들은 다양한 정보원에서 나오는 정보의 정확성

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보를 제공하는 전문가에 대한 신뢰에 기반

을 두고 위험을 판단하게 된다(Siegrist & Cvetkovich, 2000). 많은 연구

들이 신뢰가 기술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확인

하고 있다. 유전자 기술과 관련된 기업과 과학자에 대한 신뢰를 가진 사

람들이 신뢰를 갖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 비해 유전자 기술의 위험은 더 

낮게 이익은 더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iegrist, 1999). 원자력,

유해폐기물 등의 분야에서도 신뢰는 해당 기술의 인식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Flynn et al., 1992; Bord & O'Connor, 1992).

Siegrist & Cvetkovich(2000)는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서 신

뢰와 25가지 위험한 기술과 활동에 대한 위험에 대한 판단이 강하게 연

계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영애․임혜숙(2005)은 비전문가들이 정부와 

과학자 등 위험관리 주체에 대한 신뢰가 전문가들보다 낮고, 신뢰가 높

을수록 낮은 위험지각을 보이는 것을 보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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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토

선행연구들은 일부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원자력과 범죄 같은 다양한 기술과 인간 활동에 대한 일반인과 전문가들

의 위험인식의 정도, 특성으로서의 위험에 대한 인식 또는 지각을 연구

해 왔으나 사회위험인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부족하다(서재호·이승종,

2012). 둘째, 그간 범죄에 대한 위험인지 연구는 범죄의 두려움에 집중되

어 왔고, 범죄위험인식이라는 주제로 한 연구는 이루어진 바가 없다. 셋

째, 최근 개별 범죄를 대상으로 범죄의 두려움을 연구하는 경우가 증가

하고 있으나 여전히 일반적인 범죄의 두려움이 연구되고 있다(Warr,

2000). 넷째, 범죄의 두려움에 관한 연구에서는 경찰의 활동과 경찰의 신

뢰가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다수의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Baker et al., 1983; Box et al., 1988; 정승민, 2007; 박정선․이성식,

2010; 박윤환․장현석, 2013; 조일형, 2015). 그러나 정부정책이나 활동이 

위험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극소수의 연구만이 이루어져 왔다

(Sakurai 외, 2013; 이동규외, 2015). 다섯째, 큰 피해가 발생한 극단적 사

건(extreme event, Slovic & Weber, 2002)과 위험인식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다.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하여도 심리적인 측면(이진의 

외, 2014; 교통연구원, 2014), 경제적인 측면(박영태, 2014; 김영부, 2014)

등에서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세월호 침몰사고와 위험인식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진 바 없다. 여섯째, 범죄학자들과 정책결정자들은 범죄에 

대한 위험인식과 실제 범죄의 위험 수준이 일치한다는 인식에 따라 범죄

에 대한 두려움은 제쳐 두고 범죄 자체의 감축에 집중해 왔으나 이러한 

가정은 검증된 적이 없다(Warr 2000). 일곱째, 텔레비전, 신문, 영화, 인

터넷을 통한 간접적인 피해의 경험이 위험인식과 범죄의 두려움에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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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다수 확인되고 있다(Gerbner & Gross, 1974;

1976; Gorden & Heath, 1981; Chiricos외 1987; Wåhlberg & Sjöberg,

2000; Romer외, 2003; Dowler, 2003; 이병기·이기웅, 1995). 그러나 소셜

미디어를 통한 간접적인 피해의 경험이 위험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여덟째, 원자력을 비롯한 다양한 위험대상에 대

해 전문가와 일반인의 위험인식 수준의 차이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

다(Kraus et al., 1992; McDaniels et al., 1997; Sjöberg, 1999a; Lazo et

al., 2000, 장은아와 동료들, 2001; 이영애·임해숙, 2005). 그러나 범죄 피

해의 위험을 대상으로 범죄전문가와 일반인의 위험인식 수준의 차이를 

분석한 연구는 확인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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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사회위험인식 분석

제1절 연구 설계

1. 연구문제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원자력과 범죄 등 다양한 기술과 인간 활동에 

대한 일반인과 전문가들의 위험인식의 정도, 특성으로서의 위험에 대한 

인식 또는 지각을 연구했을 뿐 사회위험에 대한 국민들의 폭 넓은 인식

의 영향요인을 탐색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서재호·이승종,

2012). 이처럼 선행연구가 부족한 사회위험에 대한 다양한 영향요인을 

확인하는 것은 의미 있는 연구이다.

본 분석은 “사회에 큰 피해를 유발한 극단적 사건(extreme event)은 

일반인의 위험인식에 영향을 미칠까?”라는 질문에서 출발한다. 이 질문

은 더 나아가서 “극단적 사건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영향을 미칠까?”라는 

질문으로 이어진다.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하는 대형 사고는 안전사고가 

특정계층이나 특정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말해 주는 징후라고 할 수 있다(설

동훈, 1998). 따라서 대형 사고는 국민들의 심리적 안전을 위협함으로써 

사회 전체에 총체적인 불안감을 조성한다고 볼 수 있다(설동훈, 1998).

그러나 지금까지 위험인지에 관한 연구는 위험소통의 측면에서 부분적으

로 극단적 사건의 영향을 확인했을 뿐 극단적 사건의 위험인식에 대한 

영향을 확인하지 않고 있다(Slovic, 1987; Kasperson et al., 1988; Renn

et al, 1992; Schmitt, 2004).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하여도 심리적인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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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이진의 외, 2014; 교통연구원, 2014), 경제적인 측면(박영태, 2014; 김영

부, 2014) 등에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세월호 침몰사고와 위험

인식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진 바 없다. 또한 텔레비전, 신문, 영

화, 인터넷을 통한 간접적인 피해의 경험이 위험인식과 범죄의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다수 확인할 수 있다(Gerbner & Gross,

1974; 1976; Gorden & Heath, 1981; Chiricos외 1987; Wåhlberg &

Sjöberg, 2000; Romer외, 2003; Dowler, 2003; 이병기·이기웅, 1995). 그러

나 소셜미디어를 통한 간접적인 피해의 경험이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는 소수에 불과하다. 본 분석에서는 “극단적 사건인 세월호 침몰사고 발

생이 사회위험인식에 영향이 있는지?” “특히 트위터로 대표되는 소셜미

디어을 통해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극단적 사건이 위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은 단순히 극단적 사건이 위험인식에 

대한 영향을 확인하는 것뿐 아니라 극단적 사건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 다른 하나의 중요한 연구문제는 “국민들이 우리사회의 가장 큰 불

안요인으로 인식(통계청, 2016)하고 있는 범죄와 관련된 정부정책의 효과

인식이 사회위험인식에 영향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범죄의 두

려움에 관한 연구에서는 경찰 활동에 대한 인식도 범죄의 두려움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의 하나이며, 많은 연구들이 이러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

다(Box et al., 1988; Dowler, 2003; 정승민, 2007; 조일형, 2015). 그러나 

위험인식과 관련해서는 극소수의 연구만이 이루어져 왔다(Sakurai 외,

2013; 이동규외, 2015). 박근혜정부는 4대 사회악 근절과 4대 사회악으로 

인한 국민 불안 해소를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다(국무총리실,

2012; 국무조정실, 2013c; 국무총리실, 2013; 여성가족부, 2013; 안전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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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2014a;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13). 그 과정에서 정부의 안전

대책에 대해 구체적인 목표치를 제시하는 ‘감축목표 관리제’를 실시하였

다(안전행정부, 2013b). 성폭력은 미검률과 재범률의 감축, 가정폭력은 재

범률 감축, 학교폭력은 피해경험률의 감축을 감축목표로 설정하였다(안

전행정부, 2013b). 실제 아래 < 표 3 >을 보면  2014년 6월말 기준으로 

성폭력의 미검률과 재범률은 2014년 목표(10.6%, 6.3%)를 초과 달성(2.7%

와 5.5%)하였고, 가정폭력도 2014년 재범률 목표(11.4%)를 초과 달성한 

10.9%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학교폭력 피해경험률도 2014년 목표

(2.0%)를 초과 달성한 1.4%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성폭력과 학교

폭력, 가정폭력 근절 정책은 모두 당초 설정된 목표를 초과달성하고 있

다. 이 분석에서는 박근혜정부가 근절을 위해 노력한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관련 정부정책을 통합한 범죄와 관련된 정부정책에 대한 효과인

식이 사회위험인식에 영향이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 표 3 > 감축목표 관리 실적

구 분 2012 2013
2013

상반기(a)

2014

상반기(b)

증감

(b-a)

2014

목표

성 폭력
미검률 15.5% 11.1% 7.6% 2.7% -4.9%p 10.6%

재범률 7.9% 6.4% 7.5% 5.5% -2.0%p 6.3%

가정폭력 재범률 32.2% 11.8% 14.9% 10.9% -4.0%p 11.4%

학교폭력
피해 

경험률
9.6% 2.1% 2.2% 1.4% -0.8%p 2.0%

자료: 안전행정부. (2014a).

2. 분석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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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은 복잡하고 주관적이기 때문에 위험인식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영

향을 미친다(Slovic, 1999). 선행연구에서는 성별, 나이, 교육 수준, 가구

소득 같은 개인적 요인의 영향이 확인되고 있으며, 주변 환경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주 지역의 영향도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을 통제변

수에 포함하였다.

대형 사고는 국민들의 심리적 안전을 위협함으로써 사회 전체에 총체

적인 불안감을 조성한다고 볼 수 있다(설동훈, 1998). 따라서 본 분석에

서는 우리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친 극단적 사건인 세월호침

몰사고 발생여부 그리고 세월호침몰사고 관련 트윗 건수가 종속변수인 

사회위험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고 이 두 가지를 독립변수에 

추가하였다. 정부가 우리사회의 가장 큰 불안요인인 범죄관련 정책을 효

과적으로 수행한다면 우리사회 위험인식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범죄

관련 정책효과 인식을 독립변수에 추가하였다.

3. 연구 가설

먼저, 극단적 사건의 사회위험인식에 대한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대

형 사고는 국민들의 심리적 안전을 위협함으로써 사회 전체에 총체적인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설동훈, 1998). 상식적인 수준에서도 대형 사고

가 발생하면 일반인들의 사회위험인식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극단적 사건인 세월호 침몰사고 발생이후에 종속변수인 일반인들

의 사회위험인식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가설 1-1】 극단적 사건인 세월호 침몰사고 발생으로 일반인들의 사

회위험인식수준이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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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 > 사회위험인식 분석의 틀

독 

립 

변 

수

극단적 사건

- 극단적 사건 발생

- 극단적 사건관련 트윗 

건수

범죄관련 요인

- 범죄관련 정부정책에 

대한 효과인식 요인
사회위험인식

통 

제 

변 

수

개인적 요인

- 성별

- 나이

- 교육수준

- 가구소득 

주변 환경 요인

- 거주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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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사고의 위험인식에 대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조사기

간 중에 다른 위험 사건(risk event)의 영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필요

가 있다. 아래 < 그림 5 >는 조사기간 중 주요 사회위험요인과 관련된 

언론보도 건수를 나타내고 있다. 해양사고를 제외하고 지진과 교통사고

와 관련된 언론보도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해양사고에 비해 변화의 

폭이 적고 지속되는 기간도 짧다. 또한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에 뉴스빈

도가 증가하는 것은 세월호 침몰사고의 영향으로 이들 분야에 대한 관심

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래 < 그림 6 >은 조사기간 중 주요 사회위험요인에 대한 트윗 빈도

를 보여주고 있다. 해양사고를 제외하고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에 트윗 

양이 특이한 변화를 보이는 위험요인은 없다. 이를 통해서도 세월호 침

몰사고 전후에 특이한 주요 사회위험요인의 변화와 그로 인한 범죄위험

인식의 변화는 없다고 볼 수 있다.

< 그림 5 > 주요 위험요인별 뉴스 빈도

(단위: 건)

자료: 국립재난안전연구원 R Scanner(Risk Scanning System) 분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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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6 > 주요 위험요인별 트윗 빈도

(단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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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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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립재난안전연구원 R Scanner(Risk Scanning System) 분석 자료

둘째, 소셜미디어를 통해 극단적 사건과 관련된 정보가 유통된 양이 

일반인의 사회위험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고자 한다. 현대사

회에서는 대중매체뿐 아니라 소셜미디어가 대중이 정보를 소통하는 주요

한 채널이기 때문에 소셜미디어를 통한 간접적인 피해경험이 위험인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예상해 볼 수 있다. 특히 특정시점에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유통되는 정보의 양이 많으면 일반인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간접

적으로 피해를 경험했을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트위터를 통해 

유통된 세월호 침몰사고관련 정보가 많을수록 일반인의 사회위험인식이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가설 1-2】 트위터를 통해 유통된 세월호 침몰사고관련 정보의 양이 

많을수록 일반인들의 사회위험인식이 높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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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범죄와 관련된 정부정책 인식의 일반인의 사회위험인식에 대한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정부가 역량을 집중하여 정책을 추진한 결과 

당초의 목표치를 초과달성한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정부정책의 효

과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사회위험인식에 영향이 있을까? 국민들은 안

전과 관련하여 정부의 역할을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재난

관리를 위한 정책이 긍정적이고 관리체계가 좋을수록 발생한 재난의 피

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확신으로 우리사회의 위험인식을 낮출 수 있

다(이동규 외, 2015). 그리고 범죄가 우리사회의 가장 큰 불안요인(통계

청, 2016)임을 감안하면 범죄관련 정부정책 효과인식이 높을수록 종속변

수인 일반인들의 사회위험인식이 낮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가설 1-3】 일반인들의 범죄관련 정부정책에 대한 효과인식이 높을

수록 사회위험인식이 낮을 것이다.

제2절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1.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는 안전행정부와 국민안전처가 실시한 일반인에 대한 국민

안전체감도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실제 설문조사는 매월 말에 전문 

조사업체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안전행정부와 국민안전처가 조사를 관리

하였다. 조사는 매월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토대로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1,2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성별과 나이, 지역별 인구 비례할당에 

의한 표본 설계 후, 일반전화와 무선전화 각각 50%씩 임의번호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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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dom Digit Dialing) 방식으로 표본을 추출하였다. 설문조사는 총 16

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설문에 대해 응답자들은 4∼5

점 척도로 답변하였다. 질문은 다음 < 표 4 >와 같다. 본 질문 외에도 

응답자의 거주 지역, 성별, 나이, 교육수준, 직업, 가족과의 동거여부, 가

족 수, 가족의 소득, 장애가족 유무, 결혼 여부, 초중고 자녀 여부 등의 

인구통계학적 질문들이 포함되어 있다.

< 표 4 > 설문내용 개요

번호 설문 요지

Q01. 사회위험인식

Q02. 4대악 정부정책 인지 여부

Q03. 4대악 가운데 우선 근절 분야

Q04. 성폭력 위험인식

Q04-1.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이유

Q05. 성폭력 정부정책 효과인식

Q06. 가장 효과 있는 성폭력 대책

Q07. 가정폭력 위험인식

Q07-1. 가정폭력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이유

Q08. 가정폭력 정부정책 효과인식

Q09. 가장 효과 있는 가정폭력 대책

Q10. 학교폭력 위험인식

Q10-1.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이유

Q11. 학교폭력 정부정책 효과인식

Q12. 가장 효과 있는 학교폭력 대책

Q13. 정부출범이후 4대악 정책 강화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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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과 관련된 정보가 트위터를 통해 트윗된 양

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소셜빅보드(http://sns.ndmi.go.kr)를 통해 수

집된 자료를 이용하였다. 성폭력과 가정폭력, 학교폭력의 발생 또는 신고

통계는 경찰청의 내부 통계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2013년 7월부터 2014년 12월까지를 분석기간으로 한다10).

분석기간을 이와 같이 한정한 이유는 일관된 통계 자료의 확보라는 측면

이 크게 작용하였다. 분석기간을 과도하게 연장할 경우 다른 위험사건의 

영향을 배제하기 어려울 수 있다.

2. 변수

(1) 종속변수

본 분석은 우리사회의 위험인식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을 확인하는 

연구로 종속변수는 사회위험인식이다. 응답자들은 아래 질문에 대해 “매

우 안전하다”에서 “전혀 안전하지 않다”까지 5점 척도에 따라 답변하였

다.

� 선생님께서는 현재 우리나라 사회가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

은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위 질문은 앞의 < 표 2 >에서 살펴본 위험요인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

는 기준으로 보면 우리사회의 위험수준에 대해 판단하도록 하는 질문으

로 위험인식(risk perception)을 측정하는 것이다. 준거 기준으로 보면 본

인의 위험성을 묻는 개인적(personal) 기준과 주변 사람들의 위험성을 묻

는 일반적(general) 기준을 혼합한 측정이다. 그리고 위험 대상의 측면에

10) 2014년 1월에는 설문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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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보면, 사회의 일반적 위험에 대한 위험을 측정(general measure)하는 

것이다. 종합해 보면 본 논문의 사회위험인식은 < 표 2 >에서 차원 (4)

그리고 차원 (10)을 합친 경우에 해당된다.

(2) 독립변수

첫째, 극단적 사건은 설문조사가 세월호 침몰사고 발생이후에 이루어 

졌는지 여부이다(이전=0, 이후=1)

둘째, 극단적 사건관련 트윗 건수는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이 있는 

해양사고 관련 월별 트윗 건수이다.

셋째, 범죄관련 정부정책 효과인식은 성폭력과 학교폭력, 가정폭력과 

관련된 정부정책의 효과를 인식하는 수준으로 다음 세 가지 설문 항목에 

대한 응답을 통합하여 산출하였다. 응답자들은 개별질문별로 5점 척도에 

따라 답변하였다(“전혀 효과가 없다”=1, “매우 효과가 있다”=5). 세 가지 

설문 항목의 응답을 합산하면 3에서 15까지의 값이 도출되며, 값이 클수

록 응답자가 범죄에 관한 정부정책의 효과를 높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변수의 신뢰성 지수(Cronbach‘s Alpha)를 계산한 결과 0.692로 

신뢰성의 보편적인 판단기준인 0.6이상으로 지표의 신뢰성에 문제가 없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정부는 성폭력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담 수사팀 설치, 가해자 처

벌 강화, 피해자 지원센터 설치 확대 등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

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성폭력 피해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정부는 가정폭력 피해를 줄이기 위해 경찰의 현장 출입·조사 강화,

피해자 보호시설 확대 등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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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들이 가정폭력 피해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정부는 학교폭력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학교 폭력 예방교육 강화,

학생상담 활성화, 학교전담 경찰관 확대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학교폭력 피해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

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3) 통제변수

본 분석에서는 성별, 나이, 가구소득 같은 다양한 요인들을 통제변수로 

도입하였다.

첫째, 성별은 응답자의 성별이다(남성=0, 여성=1).

둘째, 나이는 응답자의 나이를 의미한다.

셋째, 가구소득은 응답자 가구의 월수입으로 7점 척도로 전환하였다

(1=100만원 이하, 2=200만원 이하, 3=300만원 이하, 4=400만원 이하,

5=500만원 이하, 6=1,000만원 이하, 7=1,000만원 초과).

넷째, 교육수준은 응답자의 최종학력이다(“초등학교 졸업 이하” =1,

“중학교 중퇴 또는 졸업“=2, ”고등학교 중퇴 또는 졸업”=3, 대재/대학 

중퇴 또는 졸업이상“=4)

다섯째, 거주지역은 응답자가 대도시(특별시, 광역시)에 거주하는지 여

부이다(예=1, 아니오=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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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 > 사회위험 분석의 변수 측정 요약

변수 측정

종속

변수
사회위험인식

우리사회 안전에 대한 평가(“매우안전하다”

=1 - “전혀 안전하지 않다”=5).

독립

변수

극단적 사건 
조사가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에 이루어졌는

지 여부(이전=0, 이후=1)

극단적 사건 

관련 트윗 건수
해양사고관련 월별 트윗 건수

범죄관련 

정부정책 

효과인식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정

부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는 세 가지 설문 

(“전혀 효과 없다”=1 - “매우 효과 있다”=5)

통합(Cronbach's Alpha = .692)

통제

변수

성별 응답자의 성별(여성=1, 남성=0)

나이 응답자의 나이

가구소득
가구 월수입(100만원 이하=1, 1000만원 초과

=7)

교육수준
최종학력(“초등학교 졸업 이하” =1 - 대재/

대학 중퇴 또는 졸업이상“=4)

거주 지역
응답자의 대도시(특별시, 광역시) 거주여부

(예=1, 아니오=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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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형의 추정방법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가 합동횡단면데이터 구조라는 사실을 무시하고 

통합최소자승법(Pooled Ordinary Least Square)로 추정해 보고자 한다.

yit = α + βxit + εit i=1, 2, …, Ti

위 식에서 n은 조사 개체의 수이고, Ti는 i의 데이터 포괄기간이다. 이 

추정량이 올바른 추론이 되기 위해서는 OLS의 기본 가정이 성립해야 한

다.

(가정 1) E(εit) = 0, 모든 i 및 t에 대해

(가정 2) var(εit) = σ2, 모든 i 및 t에 대해

(가정 3) cov(εit, εjs)=0 모든 i ≠j 및 t≠s에 대해

(가정 4) cov(xit, εjs)=0 모든 i 및 t에 대해

가정 1은 모든 패널 개체에 대해 모든 시점에서 오차항의 기댓값이 0

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가정 2는 모든 패널 개체에 대하여 모든 시

점에서 오차항의 분산이 σ2이라는 것으로 동분산(homoskedasticity)을 의

미한다. 즉 패널 개체와 시간에 따라 오차항의 분산이 변하지 않아야 한

다. 가정 3은 패널 개체의 오차항은 서로 상관관계가 없어야 하며, 동시

에 한 개체의 서로 다른 시점의 오차항 사이에도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마지막으로 가정 4는 오차항과 설명변수 사이

에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즉 설명변수의 외생성

(exogeniety)을 가정하고 있다.

회귀모형에서 기본가정들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최소자승 추정치는 최

대불편추정치(BLUE, Best Linear Unbiased Estimator)의 특성(불편성,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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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 일치성, 효율성)을 모두 갖게 된다. 일반적으로 횡단면 자료를 이

용할 경우 이분산(heteroscedasticity)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진다(이

종원, 2007). 동분산(homoskedasticity) 가정이 충족되지 못하고 이분산 

현상이 나타날 경우 추정치는 불편성과 일치성은 유지하나 추정량의 분

산이 커져 최소분산을 갖는 효율성을 갖지 못해 최대불편추정치(BLUE)

가 되지 못한다(Gujarati & Porter, 2009). 또한 최소추정치 자체는 불편

성을 유지하지만, 추정치의 분산추정량은 하향편의를 갖게 된다. 이로 인

해 검정통계량인 t-통계량이 하향편의를 가진 분산추정량으로 인해 귀무

가설을 부당하게 기각시킬 가능성이 커진다. 본 연구에서는  화이트 이

분산 검증(White’s General Heteroscedasticity Test)을 이용하여 동분산 

여부를 검증하고자 한다(Gujarati & Porter, 2009).

오차항에 자기상관이 존재한다면 최소자승 추정치는 불편성과 일치성

은 만족하지만 분산이 커져 효율적인 추정량이 되지 못한다. 이로 인해 

검정통계량인 t-통계량의 가설 검증도 불가능하게 된다. 자기상관의 문제

는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더빈-왓슨 검증(Durbin-Watson test)를 통해 

검증하고자 한다(Gujarati & Porter, 2009).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이 존재하는 경우 추정치는 최대불편추정

치(BLUE)이다. 그러나 다중공선성은 추정치의 표준오차를 크게 만들기 

때문에 추정의 정확성이 떨어진다. 분산팽창계수(VIF, Variance Inflating

Factor)는 추정치의 분산이 다중공선성에 의해 얼마나 팽창되었는지를 

보여 준다(Gujarati & Porter, 2009).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분산팽창계수

(VIF)를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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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분석결과

1. 기술통계

아래 < 표 6 >은 사회위험인식에 대한 분석에서 관련 변수들의 기술

통계를 보여주고 있다. 종속변수인 응답자의 사회위험인식 평균은 3.19로 

일반국민들은 우리사회의 위험도를 보통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표 6 > 사회위험인식 분석의 기술통계량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사회위험인식 19,660 1 5 3.19 .966

극단적사건 19,830 0 1 .56 .496

극단적사건 

트윗
19,830 5,601 3,086,092 783,531.92 980033.732

범죄관련 

정부정책 

효과인식

19,049 3 15 10.02 2.448

성별 19,830 0 1 .55 .498

나이 19,830 19 94 49.28 15.868

교육 19,592 1 4 3.25 .940

가구 소득 16,114 1 7 3.69 1.804

거주 지역 19830 0 1 .44 .497

유효수 

(목록별)
1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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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의 기초통계량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에 

조사된 비율이 56%, 해양사고와 관련된 월 평균 트윗 건수는 783,531건

으로 나타나고 있다. 폭력과 가정폭력,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정부 정책

의 효과를 평가하는 세 가지 설문 통합하여 구성한 범죄관련 정부정책 

효과인식은 15점 만점에 10.02로 나타나고 있다.

통제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를 보면 여성이 55%, 평균 나이는 49세, 교

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 대도시에 거주하는 비율은 44%로 나타나

고 있다.

2. 실증 분석결과

아래 < 그림 7 >의 히스토그램을 통해 모형의 정규분포를 가정할 수 

있고, 쿡의 거리(Cook’s Distance) 등을 통해 이상치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통합최소자승법(Pooled Ordinary Least Square)을 적용하기 위해서

는 모형이 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을 만족해야만 한다. 아래 < 그림 7 >을 

통해 모형의 이분산을 예상해 볼 수 있다.

화이트 이분산 검증(White’s General Heteroscedasticity Test)을 통해 

모형의 동분산 검증을 실시한 결과 이분산을 확인하였다(p<0.01). 이에 

통합최소자승법(Pooled Ordinary Least Square)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

하였다. 이분산 현상을 해결하는 방법 중 오차의 분산을 알고 있는 경우 

가중최소자승법(Weighted Least Square)을 활용할 수 있다(Gujarati &

Porter, 2009). 하지만 오차의 분산을 알지 못하므로 오차의 분산을 추정

하는 “실행 가능한 일반화된 최소자승법(feasible generalized least

square)”를 활용하였다(오민경·조주현,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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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7 > 사회위험인식 분석 관련 그래프

분산분석 결과는 아래 < 표 7 >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모델은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다(F 검정, p<0.01). 이러한 결과는 응답한 일반인에게 있

어 독립변수 또는 통제변수 중의 하나는 종속변수인 일반인의 사회위험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표 7 > 사회위험의 분산분석

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유의확률

회귀 모형 6218.142 8 777.268 213.469 .000

잔차 55865.695 15343 3.641 　 　

합계 62083.837 1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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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8 >에서 보듯이 R2값이 0.100라는 것은 모델이 응답한 일반인의 

사회위험인식 변동의 10.0%를 설명한다는 의미다. 더빈-왓슨

(Durbin-Watson) 값이 1.986으로 나타났다. 이 값은 2의 근사치로 오차항

에 자기상관관계가 거의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분산팽창계수(VIF,

Variance Inflating Factor) 분석결과도 모두 3.0미만으로 다중공선성의 

보편적인 판단기준인 10보다 낮게 나타나 변수들 간에 다중공선성의 문

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표 8 > 사회위험분석의 모형 요약

R R2 수정된 R2
추정값의 

표준오차

Durbin- 

Watson

.316 .100 .100 1.908 1.986

극단적 사건, 극단적사건관련 트윗 건수, 범죄관련 정부정책 효과인식 

등 독립변수와 응답한 일반인의 사회위험인식과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극단적 사건(B=.089, p<0.01), 극단적 사건관련 트윗 건수

(B=.073, p<0.01), 범죄관련 정부정책의 효과인식(B=-.217, p<0.01) 같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인 일반인의 사회위험인식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가설 1-1, 가설 1-2, 가설 1-3을 지

지하는 결과이다.

또한 성별(여성=1, B=.146, p<0.01), 나이(B=.052, p<0.01), 교육수준

(B=-.022, p<0.05), 가구소득(B=-.033, p<0.01), 거주 지역(대도시=1,

B=-.021, p<0.01) 같은 통제변수와 종속변수인 일반인의 사회위험인식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확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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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9 > 사회위험인식 분석 결과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B 표준오차 β

극단적사건 .173 .022 .089*** 7.862

극단적사건 트윗 .000 .000 .073*** 6.461

범죄관련 

정부정책 

효과인식

-.088 .003 -.217*** -27.214

성별 .282 .015 .146*** 18.822

나이 .003 .001 .052*** 5.285

교육수준 -.023 .011 -.022** -2.201

가구소득 -.018 .005 -.033*** -3.609

거주 지역 -.040 .015 -.021*** -2.700

(상수) 3.739 .063 58.942

*** p<0.01, ** p<0.05, * p<0.10

3. 결과 해석

첫째, 극단적 사건과 관련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극단적 사건인 세

월호 침몰사고 발생은 가설과 동일하게 종속변수인 일반인의 사회위험인

식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관계가 확인되었다. 대형 사고는 사고

가 특정계층이나 특정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

라 사회 전체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말해 주는 징후라고 할 수 있다

(설동훈, 1998). 따라서 대형 사고가 국민들의 심리적 안전을 위협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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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사회 전체에 총체적인 불안감을 조성하게 된다(설동훈, 1998). 이 분

석의 결과는 세월호 침몰사고라는 극단적 사건이 해양안전이나 여객선 

안전, 관광 안전 분야와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전남 지역을 넘어 전체 

국민들의 사회위험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

다. 특히 시계열자료를 활용하여 세월호 침몰사고가 일시적이 아니라 상

당기간 동안 사회위험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통계적으로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다.

둘째, 트위터를 통해 유통된 극단적 사건관련 정보의 양은 가설과 동

일하게 종속변수인 일반인의 사회위험인식과 유의미한 양(+)의 관계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간접적인 피해경험이 위험인식과 관계가 있

다는 기존의 많은 연구결과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다. 특히 

소셜미디어를 통한 간접경험이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이유는 세월호 침몰사고의 경우 많

은 희생자가 발생되었을 뿐 아니라 국민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부의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과정을 보면서 정부의 재난대응역량에 실망하였기 

때문에 소셜미디어를 통해 유통되는 정보도 부정적 것이 대부분이기 때

문이일 수 있다. 지금까지 정부는 정부정책 홍보의 수단으로 언론이 중

요하다고 생각하고 언론을 통한 홍보에 중점을 두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위험과 관련된 정책을 국민들과 소

통을 하는 데 있어 대중매체를 통한 일방적인 의사소통도 중요하지만 소

셜미디어를 통한 쌍방향 의사소통, 실시간 의사소통에 더 관심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재난위기 시에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데는 장애를 극복해야 

한다(OECD, 2014). 정부가 재난대응에서 소셜미디어를 활용해서 전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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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서는 교육과 훈련, 비용을 필요로 한다. 특히, 전통적 매체를 통

해 업무를 수행해 왔던 재난관리자들을 위해 급격한 학습과정을 요구하

게 된다. 공무원들은 소셜미디어에 너무 의존하는 것이 정부기관에서 감

당하기 어려운 새로운 대중의 기대를 발현시킬 수 있다고 두려워하는 경

향이 있다. 그 결과 많은 기관들은 여전히 재난위기 정보소통에서 전통

적 매체가 대중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기본매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러나 최근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빈도가 증가하고 있고, 노인(베이비 

붐 세대)의 소셜미디어 활용으로 소셜미디어 사용인구가 증가하게 됨에 

따라 소셜미디어는 재난위기 정보소통에서 이익이 되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셋째, 범죄관련 정부정책 효과인식은 가설과 동일하게 종속변수인 일

반인의 사회위험인식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관계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책효과인식이 관련분야 위험인식에 영향이 있다는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이동규 외, 2015; Sakurai 외, 2013). 일반

적으로 정부는 범죄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기 위해서 범죄예방디

자인(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의 확

대,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 확대, 거리의 무질서와 환경 정비, 경찰 

증원, 경찰의 순찰 강화, 경찰의 지역사회 활동 강화, 정보기술의 활용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Grabosky, 1995 참조). 박근혜정부는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근절과 이로 인한 불안해소를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다(국무총리실, 2012; 국무조정실, 2013c; 국무총리실, 2013; 여성

가족부, 2013; 안전행정부, 2014a;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13). 정

부 합동으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2013.7)과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

(2013.6), 가정폭력 종합대책(2013.6)을 마련하였다(국무총리실, 2012; 국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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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실, 2013c; 국무총리실, 2013; 여성가족부, 2013). 그 외에도 검찰과 

경찰은 성폭력 특별수사대와 전담수사팀, 전담검사 지정 등 다양한 정책

을 추진하였다(안전행정부, 2014a). 본 분석의 결과는 박근혜정부가 추진

한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범죄와 관련된 정부정책이 긍정적이고 이

들 범죄에 대한 관리체계가 좋을수록 범죄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다는 

확신으로 우리사회의 위험인식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동규 외, 2015 참고). 결국 정부가 범죄와 관련된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만으로도 사회위험인식을 낮출 수 있다는 매우 중요한 결과

이다.

통제변수와 관련해서도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먼저 기존 국내

외 많은 연구결과와 동일하게 여성이 남성에 비해 사회위험을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나타나는 원인으로는 숨은 

범죄피해(Stanko, 1988), 신체적 취약성(Hale, 1996), 권력, 지위, 소외 그

리고 신뢰 같은 사회정치적인 요소(Flynn et al., 1994), 성적인 공격이나 

강간에 대한 위험인식(Ferraro, 1996), 남성과 여성의 사회화 과정의 차이

(Goodey, 1997)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설명은 여성의 사회위험을 

낮추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 여성의 신체적 취약성은 해

결하기 힘든 문제라고 본다면 여성의 낮은 권력과 지위, 소외와 남성과 

여성의 사회화 과정의 차이와 같은 사회경제적인 요소를 해결하는 것이 

여성의 사회위험인식을 낮추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경제

적인 요소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전체가 변화되어야 하고 오랜 기간

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정부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이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둘째, 나이는 국내 다수의 연구결과와는 달리 종속변수인 일반인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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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위험인식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관계, 나이가 들수록 사회위

험인식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이유는 사

회위험은 성격상 개인이 통제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위험일 수 있고, 노

인들은 한국전쟁과 다양한 대형사건이나 사고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했을 

가능성이 높아서 나이가 들수록 개인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위험이 

있다고 인식하는 숙명주의적인 사고가 바탕에 깔려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교육수준과 가구소득은 사회위험인식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

(-)의 관계가 확인되고 있다. 물질적 사회적 자원이 많다는 것은 개인적 

차원에서 피해에 대비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사회적 차원에

서 조직적 역량과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Hale,

1996). 결국 한국적인 맥락에서도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자신 또는 자녀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사회

위험인식이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Hale, 1996).

넷째, 거주 지역(대도시=1)은 종속변수인 일반인의 사회위험인식과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관계, 대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도(道) 지

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비해 사회위험인식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결과는 농촌이나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 범죄의 두려움이 높다는 선행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하는 결과이다(Bankston 외, 1987; 황의갑, 2009).

특별시나 광역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도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비

해 사회위험인식이 낮게 나타나는 것은 농촌지역의 급격한 도시화 현상

이 원인일 수 있다(Povey et al., 1997 참조). 또한 한국적인 맥락에서 전

통적인 사회질서의 붕괴를 경험하면서도 시설과 환경 정비는 미흡한 도

지역의 현실을 반영하는 결과로 이해되기도 한다(황의갑, 200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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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범죄위험인식 분석

제1절 연구 설계

1. 연구문제

본 분석의 주요한 목적은 “사회에 큰 피해를 유발한 극단적 사건

(extreme event)이 일반인의 범죄위험인식에 영향을 미칠까?”라는 질문

에서 출발해서, “범죄위험인식이 범죄의 객관적 위험수준이라 할 수 있

는 범죄발생 또는 신고추세에 따르는가?”라는 질문을 확인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조사는 시계열자료 없이 일회성의 조사를 통해 위험인식을 

연구해 왔기 때문에 개별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개별 범죄의 발생 추세

에 따르는지 아니면 주요 사건(master offence)에 반응하는지에 대해 알

지 못한다(Warr, 2000). 또한 지금까지 많은 범죄학자들과 정책결정자들

은 범죄에 대한 위험인식과 실제 범죄의 위험 수준이 일치한다는 인식에 

따라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제쳐 두고 범죄 자체의 감축에 집중해 왔으

나 이러한 가정은 검증된 적이 없는 맹목적인 가정이다(Warr 2000). 선

행연구에 따르면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하는 극단적 사건(extreme event)

의 영향은 해당 분야뿐 아니라 다른 분야의 위험인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Slovic, 1987; Kasperson et al., 1988; Renn et

al, 1992; Schmitt, 2004). 그러나 극단적 사건과 위험인식 간의 관계를 통

계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확인하기 어렵다.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하여

도 심리적인 측면(이진의 외, 2014; 교통연구원, 2014), 경제적인 측면(박

영태, 2014; 김영부, 2014) 등에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세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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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몰사고와 위험인식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진 바 없다. 본 분석

에서는 시계열자료를 활용하여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위험인식이 

세월호 침몰사고라는 극단적 사건의 발생에 영향을 받는지?” “이들 범죄

의 발생(신고) 추이에 영향을 받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셋째, 또 다른 중요한 연구문제는 “구체적 범죄관련 정부정책과 이들 

범죄에 대한 위험인식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다. 국민들은 안전과 

관련하여 정부의 역할을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정책

이 긍정적이라고 생각할수록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확신으로 위험

인식이 낮아질 수 있다(이동규 외, 2015). 따라서 정부의 구체적 범죄관

련 정책에 대한 효과인식은 이들 범죄에 대한 위험인식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실제 선행연구에서도 경찰 활동에 대한 인식은 

범죄의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고 있다(Box et al.,

1988; Dowler, 2003; 정승민, 2007; 조일형, 2015). 위험인식과 관련해서도 

정부정책과 위험인식의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Sakurai 외, 2013; 이동규

외, 2015). 본 분석에서는 시계열자료를 활용하여 박근혜정부가 근절을 

위해 노력해 온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근절관련 정부정책에 대한 

효과인식과 이들 범죄에 대한 위험인식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한다.

넷째, 현대사회에서는 언론뿐 아니라 소셜미디어가 정보를 소통하는 

주요한 채널이기 때문에 소셜미디어를 통한 간접경험이 위험인식에 영향

을 미친다고 예상해 볼 수 있다. 많은 선행연구에서는 언론과 인터넷을 

통한 간접경험이 위험인식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확인되고 있다(송해룡 외, 2005; 이건 외, 2013; 이채식, 2010; Gorden

& Heath, 1981; Heath, 1984; Romer 외, 2003; Chricos 외, 1987;

Dowler, 2003). 그러나 소셜미디어을 통한 간접경험의 영향을 확인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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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확인하기 어렵다. 본 분석에서는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범죄

관련 정보가 트위터를 통해 유통된 양이 일반인의 성폭력, 가정폭력, 학

교폭력 위험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2. 분석 틀

앞서의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다차원적인 개념인 범죄위험인식에 영향

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종속변수인 일반인의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범죄에 대한 위험인식에 영향이 있는지를 확

인하고자 한다.

극단적 사건은 다른 분야의 위험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극단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세월호 침몰사고 발생을 독립변수에 포함

하였다. 객관적 범죄의 위험수준이 낮아지고 정부가 범죄관련 정책을 효

과적으로 수행한다면 범죄위험인식이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발생(신고) 건수와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

력 범죄에 대한 정부정책효과 인식을 독립변수에 포함하였다. 소셜미디

어를 통한 간접적인 피해경험이 많을수록 범죄 위험인식이 높아질 것으

로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범죄관련 트윗 건

수를 독립변수에 포함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성별, 나이, 교육 수준, 가구소득 같은 개인적 요인의 

영향이 확인되었다. 또한 주변 환경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주 지역의 

영향도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에서 영향이 확인된 요인들을 통

제변수로 분석 모델에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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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8 > 범죄위험인식 분석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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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가설

첫째, 극단적 사건의 구체적 범죄에 대한 위험인식에 대한 영향을 확

인하고자 한다. 사회적 증폭이론에서는 극단적 사건(extreme event)의 영

향이 해당 분야뿐 아니라 다른 분야, 다른 지역, 사회 전체 또는 세계적

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위험인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Slovic, 1987; Kasperson et al., 1988; Renn et al, 1992; Schmitt, 2004).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 평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분야에 대해서도 위험

하다고 인식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극단적인 사건의 발생이 다양한 분

야의 위험인식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극단적 사건인 

세월호 침몰사고의 발생이후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범죄에 대한 위

험인식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가설 2-11】 세월호 침몰사고 발생이후 성폭력 위험인식이 높아질 

것이다.

【가설 2-12】 세월호 침몰사고 발생이후 가정폭력 위험인식이 높아질 

것이다.

【가설 2-13】 세월호 침몰사고 발생이후 학교폭력 위험인식이 높아질 

것이다.

둘째, 성폭력과 가정폭력, 학교폭력에 대한 위험인식이 발생 추세에 따

르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범죄학자들과 정책결정자들은 범죄에 대한 

위험인식과 실제 범죄의 위험 수준이 일치한다는 인식에 따라 범죄에 대

한 두려움은 제쳐 두고 범죄 자체의 감축에 집중해 왔으나 이러한 가정

은 검증된 적이 없다(Warr 2000). 이와 같이 범죄위험인식 수준이 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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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범죄위험수준에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 진 바가 없다.

따라서 성폭력과 가정폭력, 학교폭력에 대한 위험인식이 발생(신고) 추세

에 따르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의미 있는 연구이다. 성폭력의 경우 실제 

발생건수를 사용하였으나 가정폭력과 학교폭력의 경우 경찰청에서 관리

하고 있는 신고건수를 활용하였다. 객관적 범죄위험수준과 범죄위험인식 

수준이 연계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검증된 적은 없으나(Warr 2000)

자연스러운 가정이다. 따라서 객관적인 위험수준으로 볼 수 있는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범죄발생 또는 신고 추세는 일반인의 이들 범죄위험

인식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가설 2-21】 성폭력 발생이 많을수록 일반인의 성폭력 위험인식이 

높을 것이다.

【가설 2-22】 가정폭력 신고가 많을수록 일반인의 가정폭력 위험인식

이 높을 것이다.

【가설 2-23】 학교폭력 신고가 많을수록 일반인의 학교폭력 위험인식

이 높을 것이다.

셋째, 위험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 사람들의 머릿속에 쉽게 떠오르게 

되고 일반인의 위험인식이 높아지게 된다(Tversky & Kahneman, 1974;

Wåhlberg & Sjöberg, 2000). 많은 선행연구에서도 언론과 인터넷을 통한 

간접경험이 위험인식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

인되고 있다(송해룡 외, 2005; 이건 외, 2013; 이채식, 2010; Gorden &

Heath, 1981; Heath, 1984; Romer 외, 2003; Chricos 외, 1987; Dowler,

2003). 따라서 현대사회에서는 언론뿐 아니라 소셜미디어가 정보를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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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주요한 채널이기 때문에 소셜미디어를 통한 간접경험이 위험인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예상해 볼 수 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성폭력, 가정폭

력, 학교폭력과 관련된 정보가 유통된 양은 일반인의 범죄위험인식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가설 2-31】 트위터를 통해 유통된 성폭력관련 정보의 양이 많을수

록 일반인의 성폭력 위험인식이 높을 것이다.

【가설 2-32】 트위터를 통해 유통된 가정폭력관련 정보의 양이 많을

수록 일반인의 가정폭력 위험인식이 높을 것이다.

【가설 2-33】 트위터를 통해 유통된 학교폭력관련 정보의 양이 많을

수록 일반인의 학교폭력 위험인식이 높을 것이다.

넷째, 구체적 범죄관련 정부정책과 범죄위험인식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자 한다. 국민들은 안전과 관련하여 정부의 역할을 매우 중요하게 인식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정책이 긍정적이라고 생각할수록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확신으로 위험인식이 낮아질 수 있다(이동규 외, 2015). 따라

서 정부의 구체적 범죄관련 정책에 대한 효과인식은 이들 범죄에 대한 

위험인식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실제 선행연구에서도 

경찰 활동에 대한 인식은 범죄의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하나로 

확인되고 있다(Box et al., 1988; Dowler, 2003; 정승민, 2007; 조일형,

2015). 위험인식과 관련해서도 정부정책과 위험인식의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Sakurai 외, 2013; 이동규외, 2015). 박근혜정부는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근절과 이로 인한 국민 불안 해소를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추

진하였다(국무총리실, 2012; 국무조정실, 2013c; 국무총리실, 2013; 여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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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부, 2013; 안전행정부, 2014a;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13). 앞에

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당초 목표를 초과달성한 성폭력과 가정폭력, 학교

폭력 관련 정부정책에 대한 효과인식은 이들 범죄에 대한 위험인식에 영

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가설 2-41】 일반인의 성폭력관련 정부정책 효과인식이 높을수록 성

폭력 위험인식이 낮을 것이다.

【가설 2-42】 일반인의 가정폭력관련 정부정책 효과인식이 높을수록 

가정폭력 위험인식이 낮을 것이다.

【가설 2-43】 일반인의 학교폭력관련 정부정책 효과인식이 높을수록 

학교폭력 위험인식이 낮을 것이다.

제2절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1.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는 안전행정부와 국민안전처가 실시한 일반인에 대한 국민

안전체감도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실제 설문조사는 매월 말에 전문 

조사업체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안전행정부와 국민안전처가 조사를 관리

하였다. 조사는 매월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토대로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1,2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성별과 나이, 지역별 인구 비례할당에 

의한 표본 설계 후, 일반전화와 무선전화 각각 50%씩 임의번호걸기

(Random Digit Dialing) 방식으로 표본을 추출하였다. 설문조사는 총 16

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설문에 대해 응답자들은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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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척도로 답변하였다. 본 질문 외에도 응답자의 거주 지역, 성별, 나이,

교육수준, 직업, 가족과의 동거여부, 가족 수, 가족의 소득, 장애가족 유

무, 결혼 여부, 초중고 자녀 여부 등의 인구통계학적 질문들이 포함되어 

있다.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과 관련된 정보가 트위터를 통해 트윗된 양

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소셜빅보드(http://sns.ndmi.go.kr)를 통해 수

집된 자료를 이용하였다.11)

성폭력과 가정폭력, 학교폭력의 발생 또는 신고통계는 경찰청의 내부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2013년 7월부터 2014년 12월까지를 분석기간으로 한다.12)

분석기간을 이와 같이 한정한 이유는 일관된 통계 자료의 확보라는 측면

이 크게 작용하였다. 분석기간을 과도하게 연장할 경우 다른 위험사건의 

영향을 배제하기 어려울 수 있다.

2. 변수

(1) 종속변수

본 모델에서는 개별 범죄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을 확인하는 연구로 

종속변수는 각각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에 대한 위험인식이다. 응답

자들은 아래 질문에 대해 “매우 안전하다”에서 “전혀 안전하지 않다”까

지 5점 척도에 따라 답변하였다.

11) 소셜빅보드는 각종 재난 사고 발생 시에 정보전달 매체로 주목 받고 있는 트위터를 실시간 수

집 분석하여, 71개 재난안전유형으로 분류한 후 재난상황 모니터링과 재난발생 감지 및 예측, 국

민안전체감 정도를 한눈에 파악하기 위하여 국민재난안전연구원이 개발한 재난 모니터링 시스템

이다(국립재난안전연구원 내부자료, 2016).

12) 2014년 1월에는 설문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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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께서는 본인 또는 주변 사람들이 성추행 등 성폭력 피해로

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

까?

� 선생님께서는 본인 또는 주변 사람들이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신체

적 폭행과 같은 가정폭력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 선생님께서는 본인의 자녀 또는 주변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이 신체적 폭행, 집단 따돌림 등과 같은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하

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측정은 < 표 2 >에서 살펴본 위험요인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

는 기준으로 보면 구체적 범죄에 대한 위험을 판단하도록 하는 질문이

다. 준거 기준으로 보면 본인의 위험성을 묻는 개인적(personal) 기준과 

주변 사람들의 위험을 묻는 일반적(general) 기준을 혼합한 측정이다. 그

리고 위험 대상의 측면에서 보면, 성폭력과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 구체

적 위험을 측정(specific measure)하는 것이다. 종합해 보면 본 논문 범죄 

위험인식은 < 표 2 >에서 차원 (1) 그리고 차원 (7)을 합친 경우에 해당

된다.

(2) 독립변수

첫째, 극단적 사건은 설문조사가 세월호 침몰사고 발생이후에 이루어 

졌는지 여부이다(이전=0, 이후=1)

둘째, 범죄발생 또는 신고건수는 월별 성폭력 발생건수와 가정폭력 신

고건수, 학교폭력 신고건수이다.

셋째,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관련 트윗 건수는 성폭력, 가정폭력,



- 87 -

학교폭력 관련 월별 트윗 건수이다.

넷째, 범죄별 정부정책 효과인식은 성폭력과 학교폭력, 가정폭력과 관

련된 정부정책의 효과를 인식하는 수준으로 응답자들은 개별질문별로 5

점 척도에 따라 답변하였다(“전혀 효과가 없다”=1, “매우 효과가 있

다”=5).

� 정부는 성폭력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담 수사팀 설치, 가해자 처

벌 강화, 피해자 지원센터 설치 확대 등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

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성폭력 피해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정부는 가정폭력 피해를 줄이기 위해 경찰의 현장 출입·조사 강화,

피해자 보호시설 확대 등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가정폭력 피해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정부는 학교폭력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학교 폭력 예방교육 강화,

학생상담 활성화, 학교전담 경찰관 확대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학교폭력 피해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

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3) 통제변수

본 모델에서는 성별, 나이, 교육수준, 가구소득 같은 다양한 개인적 요

인들을 통제변수로 도입하였다.

첫째, 성별은 응답자의 성별이다(남성=0, 여성=1).

둘째, 나이는 응답자의 나이를 의미한다.

셋째, 교육수준은 응답자의 최종학력이다(“초등학교 졸업 이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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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중퇴 또는 졸업“=2, ”고등학교 중퇴 또는 졸업”=3, 대재/대학 

중퇴 또는 졸업이상“=4)

넷째, 가구소득은 응답자 가구의 월수입으로 7점 척도로 전환하였다

(1=100만원 이하, 2=200만원 이하, 3=300만원 이하, 4=400만원 이하,

5=500만원 이하, 6=1,000만원 이하, 7=1,000만원 초과).

다섯째, 거주 지역은 응답자의 특별시 또는 광역시 거주여부이다(예=1,

아니오=0).

< 표 10 > 범죄위험 분석의 변수 측정 요약

변수 측정

종속

변수

개별 범죄별 

위험인식

성폭력(가정폭력, 학교폭력)으로부터 본인 또

는 주변사람들의 안전을 평가("매우 안전하다

"=1 - "전혀 안전하지 않다"=5)

독립

변수

범죄별 

정부정책 

효과인식

1) 성폭력, 2) 가정폭력, 3) 학교폭력 근절관련 

정부 정책의 효과를 평가 설문(“전혀 효과 없

다”=1 - “매우 효과 있다”=5)

범죄별 발생 

또는 신고건수

월별 성폭력 발생건수, 월별 가정폭력 신고건

수, 월별 학교폭력 신고건수

개별 범죄 관련 

트윗 건수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관련  월별 트윗 

건수

극단적 사건 
조사가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에 이루어졌는지 

여부(이전=0, 이후=1)

통제

변수

성별 응답자의 성별(여성=1, 남성=0)

나이 응답자의 나이

교육수준 최종학력(“초등학교 졸업 이하” =1 - 대재/대

학 중퇴 또는 졸업이상“=4)

가구소득
가구 월수입(100만원 이하=1, 1000만원 초과

=7)

거주 지역
대도시(특별시, 광역시) 거주여부(예=1, 아니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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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형의 추정방법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가 합동횡단면데이터 구조라는 사실을 무시하고 

통합최소자승법(Pooled Ordinary Least Square)로 추정해 보고자 한다.

yit = α + βxit + εit i=1, 2, …, Ti

위 식에서 n은 조사 개체의 수이고, Ti는 i의 데이터 포괄기간이다. 이 

추정량이 올바른 추론이 되기 위해서는 OLS의 기본 가정이 성립해야 한

다.

(가정 1) E(εit) = 0, 모든 i 및 t에 대해

(가정 2) var(εit) = σ2, 모든 i 및 t에 대해

(가정 3) cov(εit, εjs)=0 모든 i ≠j 및 t≠s에 대해

(가정 4) cov(xit, εjs)=0 모든 i 및 t에 대해

가정 1은 모든 패널 개체에 대해 모든 시점에서 오차항의 기댓값이 0

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가정 2는 모든 패널 개체에 대하여 모든 시

점에서 오차항의 분산이 σ2이라는 것으로 동분산(homoskedasticity)을 의

미한다. 즉 패널 개체와 시간에 따라 오차항의 분산이 변하지 않아야 한

다. 가정 3은 패널 개체의 오차항은 서로 상관관계가 없어야 하며, 동시

에 한 개체의 서로 다른 시점의 오차항 사이에도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마지막으로 가정 4는 오차항과 설명변수 사이

에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즉 설명변수의 외생성

(exogeniety)을 가정하고 있다.

회귀모형에서 기본가정들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최소자승 추정치는 최

대불편추정치(BLUE, Best Linear Unbiased Estimator)의 특성(불편성,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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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 일치성, 효율성)을 모두 갖게 된다. 일반적으로 횡단면 자료를 이

용할 경우 이분산(heteroscedasticity)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진다(이

종원, 2007). 동분산(homoskedasticity) 가정이 충족되지 못하고 이분산 

현상이 나타날 경우 추정치는 불편성과 일치성은 유지하나 추정량의 분

산이 커져 최소분산을 갖는 효율성을 갖지 못해 최대불편추정치(BLUE)

가 되지 못한다(Gujarati & Porter, 2009). 또한 최소추정치 자체는 불편

성을 유지하지만, 추정치의 분산추정량은 하향편의를 갖게 된다. 이로 인

해 검정통계량인 t-통계량이 하향편의를 가진 분산추정량으로 인해 귀무

가설을 부당하게 기각시킬 가능성이 커진다. 본 연구에서는  화이트 이

분산 검증(White’s General Heteroscedasticity Test)을 이용하여 동분산 

여부를 검증하고자 한다(Gujarati & Porter, 2009).

오차항에 자기상관이 존재한다면 최소자승 추정치는 불편성과 일치성

은 만족하지만 분산이 커져 효율적인 추정량이 되지 못한다. 이로 인해 

검정통계량인 t-통계량의 가설 검증도 불가능하게 된다. 자기상관의 문제

는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더빈-왓슨 검증(Durbin-Watson test)를 통해 

검증하고자 한다(Gujarati & Porter, 2009).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이 존재하는 경우 추정치는 최대불편추정

치(BLUE)이다. 그러나 다중공선성은 추정치의 표준오차를 크게 만들기 

때문에 추정의 정확성이 떨어진다. 분산팽창계수(VIF, Variance Inflating

Factor)는 추정치의 분산이 다중공선성에 의해 얼마나 팽창되었는지를 

보여 준다(Gujarati & Porter, 2009).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분산팽창계수

(VIF)를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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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분석결과

1. 기술통계

아래 < 표 11 >은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에 대한 분석에서 관련 

변수들의 기술통계를 보여주고 있다. 종속변수인 응답자의 성폭력 위험

인식의 평균은 3.31, 가정폭력 위험인식은 2.42, 학교폭력 위험인식 평균

은 3.54이다. 학교폭력에 대한 위험인식이 가장 높고, 성폭력 위험인식이 

그 다음, 가정폭력 위험인식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독립변수의 기초통계량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에 

조사된 비율은 56%, 월별 성폭력 발생건수 평균은 2,624건, 월별 가정폭

력 발생건수 평균은 18,358건, 월별 학교폭력 발생건수 평균은 7,156건이

다. 성폭력관련 정부정책에 대한 효과인식의 평균은  3.28, 가정폭력관련 

정부정책에 대한 효과인식의 평균은 3.39, 학교폭력관련 정부정책에 대한 

효과인식의 평균은 3.33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은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

폭력 관련 정부정책의 효과에 대해 보통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성폭력관련 트윗 건수의 평균은 108,359건, 가정폭력관련 트윗 건수

의 평균은 10,195건, 학교폭력관련 트윗 건수의 평균은 11,037건으로 단

연 성폭력관련 트윗 건수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통제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를 보면 여성이 55%, 평균 나이는 49세, 교

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 대도시에 거주하는 비율은 44%로 나타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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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1 > 범죄위험인식 분석의 기술통계량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성폭력 위험인식 19,591 1 5 3.31 .996

가정폭력 위험인식 19,405 1 5 2.42 1.067

학교폭력 위험인식 19,405 1 5 3.54 .972

극단적사건 19,830 0 1 .56 .496

성폭력발생건수 19,830 1,458 3,848 2,624.38 684.244

가정폭력신고건수 19,830 14,916 21,570 18,358.98 1,883.597

학교폭력신고건수 19,830 3,910 8,876 7,156.06 1,563.039

성폭력 트윗 19,830 57,436 199,566 108,359.36 40,635.651

가정폭력 트윗 19,830 4,648 20,142 10,195.24 4,420.391

학교폭력 트윗 19,830 5,869 20,832 11,037.64 3,595.538

성폭력 정부대책  

효과인식
19,543 1 5 3.28 1.041

가정폭력 정부대책  

효과인식
19,443 1 5 3.39 1.018

학교폭력 정부대책  

효과인식
19,598 1 5 3.33 1.052

성별 19,830 0 1 .55 .498

나이 19,830 19 94 49.28 15.868

교육 19,592 1 4 3.25 .940

가구소득 16,114 1 7 3.69 1.804

거주 지역 19830 0 1 .44 .497

유효수 (목록별) 1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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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9 > 성폭력 위험인식 분석 관련 그래프  

2. 실증 분석결과

아래 < 그림 9, 10, 11 >의 히스토그램을 통해 모형의 정규분포를 가

정할 수 있고, 쿡의 거리(Cook’s Distance) 등을 통해 이상치가 없는 것

을 알 수 있다.

통합최소자승법(Pooled Ordinary Least Square)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모형이 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을 만족해야만 한다. 아래 < 그림 9, 10, 11

>을 통해 모형의 이분산을 예상해 볼 수 있다. 화이트 이분산 검증

(White’s General Heteroscedasticity Test)을 통해 모형의 동분산 가정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성폭력 위험인식, 가정폭력 위험인식, 학교폭력 위

험인식 분석 모두 이분산이 확인되었다(F 검증, p<0.01). 이분산 현상을 

해결하는 방법 중 오차의 분산을 알고 있는 경우 가중최소자승법

(Weighted Least Square)을 활용할 수 있다(Gujarati & Porter, 2009). 하

지만 오차의 분산을 알지 못하므로 오차의 분산을 추정하는 “실행 가능

한 일반화된 최소자승법(feasible generalized least square)”를 활용하였

다(오민경·조주현,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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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0 > 가정폭력 위험인식 분석 관련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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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1 > 학교폭력 위험인식 분석 관련 그래프

분석 결과는 아래 < 표 12 >에 제시되어 있다. 성폭력 위험인식, 가정

폭력 위험인식, 학교폭력 위험인식 분석모델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다(각각 p<0.01). 이러한 결과는 응답한 일반인에게 있어 독립변수 또

는 통제변수 중의 하나는 종속변수인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범죄에 

대한 위험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표 12 >에서 보듯이 성폭력 범죄위험인식 분석, 가정폭력 범죄위험

인식, 학교폭력 범죄위험인식의 R2값이 각각 .066, .064, .094 라는 것은 

모델이 응답한 일반인의 성폭력 범죄위험인식, 가정폭력 범죄위험인식,

학교폭력 범죄위험인식 변동의 6.6%, 6.4%, 9.4%를 설명한다는 것이다.

더빈-왓슨(Durbin-Watson) 값은 성폭력 범죄위험인식 분석 1.984,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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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위험인식 분석 1.968, 학교폭력 위험인식 1.985로 값이 모두 2의 근

사치로 오차항에 자기상관의 문제는 거의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분

산팽창계수(VIF, Variance Inflation Factor) 분석결과도 모두 6미만으로

(최대: 성폭력 1.642, 가정폭력 5.260, 학교폭력 1.779) 다중공선성의 보편

적인 판단기준인 10보다 낮게 나타나 모든 분석에서 변수들 간에 다중공

선성의 문제도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성폭력 위험인식 분석에서 독립변수인 극단적 사건(B=-.028,

p<0.01), 성폭력관련 트윗 건수(B=-036, p<0.01), 성폭력관련 정부정책 효

과인식(B=-.191, p<0.01)은 종속변수인 성폭력 위험인식과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음(-)의 관계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독립변수인 성폭력 발생건수

(B=.048, p<0.01)는 종속변수인 성폭력 위험인식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관계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가설 2-21과 가설 2-41을 지

지하는 결과이고 가설 2-11과 가설 2-31을 지지하지 않는 결과이다. 통제

변수인 성별(여성=1, B=.137, p<0.01), 교육수준(B=-.034, p<0.01), 가구소

득(B=-.039, p<0.01)과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확인되었다.

둘째, 가정폭력 위험인식 분석에서 독립변수인 극단적 사건(B=.155,

p<0.01)은 종속변수인 가정폭력 위험인식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

의 관계가 확인되었다. 반면에 가정폭력 신고건수(B=-.110, p<0.01)와 가

정폭력관련 정부정책 효과인식(B=-.176, p<0.01)은 종속변수인 가정폭력 

위험인식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관계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가

정폭력 트윗 건수(p>0.1)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확인되지 않

았다. 이러한 결과는 가설 2-12과 가설 2-42를 지지하는 결과이지만 가설 

2-22와 가설 2-32는 지지하지 않는 결과이다. 통제변수인 교육수준

(B=-.087, p<0.01), 가구소득(B=-.091, p<0.01)과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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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가 확인되었다.

셋째, 학교폭력 위험인식 분석에서 독립변수인 극단적 사건(B=-.049,

p<0.01)과 학교폭력관련 정부정책 효과인식(B=-.286, p<0.01)은 종속변수

인 학교폭력 위험인식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관계가 확인되었

다. 독립변수인 학교폭력관련 트윗 건수(B=.032, p<0.01)는 종속변수인 

학교폭력 위험인식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관계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독립변수인 학교폭력 발생 건수(p>0.1)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가설 2-13과 가설 2-43을 지지하

지 않는 결과이고 가설 2-23과 가설 2-33을 지지하지 않는 결과이다. 통

제변수인 성별(여성=1, B=.029, p<0.01), 나이(B=-.059, p<0.01), 교육수준

(B=-.051, p<0.01), 가구소득(B=-.021, p<0.05)과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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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2 > 범죄위험 분석의 분석결과

성폭력 분석 가정폭력 분석 학교폭력 분석

β t β t β t

극단적사건 -.028*** -3.213 .155*** 8.655 -.049*** -6.256

발생건수

(신고건수)
.048*** 5.860 -.110*** -8.623 -.010 -1.346

트윗건수 -.036*** -4.033 -.007 -.527 .032*** 4.168

정부정책 

효과인식
-.191*** -24.171 -.176*** -22.123 -.286*** -36.124

성별 .137*** 17.491 .004 .544 .029*** 3.702

나이 -.002 -.191 .011 1.103 -.059*** -5.974

교육수준 -.034*** -3.415 -.087*** -8.599 -.051*** -4.984

가구소득 -.039*** -4.329 -.091*** -9.814 -.021** -2.365

거주 지역 -.005 -.685 .003 .378 .012 1.564

(상수) 55.733 31.174 66.335

F 123.433*** 118.256*** 200.126***

R2 .066 .064 .094

수정된 R2 .066 .064 .093

D-W 1.984 1.968 1.985

VIF 최대값 1.642 5.260 1.779

*** p<0.01, ** p<0.05, * p<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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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해석

첫째, 극단적 사건의 발생의 영향은 범죄에 따라 결과가 달리 나타나

고 있다. 극단적 사건 발생은 가정폭력 위험인식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양(+)의 관계가 확인되었지만, 성폭력 위험인식 및 학교폭력 위험인식

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관계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보

면 극단적 사건이 모든 분야에서 일반인의 위험인식을 강화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평소 비교적 높은 위험인식을 보인 성폭력 

위험인식(평균 3.31)과 학교폭력 위험인식(평균 3.54)은 위험인식 수준이 

낮아지고, 평소 낮은 위험인식 수준을 보인 가정폭력 위험인식(평균 

2.42)은 위험인식 수준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세월호 침몰사고와 같

은 극단적 사건이 발생하면 사람들이 극단적 사건이 발생한 분야와 해당 

분야의 위험을 비교하게 되고 비교적 높은 위험인식 수준을 보였던 분야

의 사건이나 사고의 가능성을 낮게 평가함으로써 위험인식 수준은 낮게 

인식하게 되고, 평소 위험을 낮게 인식했던 분야의 사건이나 사고의 발

생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게 됨으로써 위험인식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성폭력 발생건수는 성폭력 위험인식과 유의미한 양(+)의 관계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위험인식에 관한 연구와 범죄의 두려

움에 대한 연구가 묵시적으로 가정해 온 객관적인 위험과 위험인식이 독

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가정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의미가 있

다. 결국 정부가 국민들의 범죄에 대한 위험인식과 두려움을 낮추기 위

해서는 범죄발생을 줄이는 것이 기본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

다. 그러나 가정폭력 신고건수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관계가 

확인되었고, 학교폭력 신고건수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확인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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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고 있다. 이들 범죄의 경우 공식 범죄통계에는 잡히지 않는 ‘암수

범죄(暗數犯罪, hidden crime 혹은 dark fatigue)가13) 매우 높아 가정폭

력 신고건수나 학교폭력 신고건수가 실제 해당 범죄의 상황을 정확이 반

영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이창훈(2011)이 경찰청의 의

뢰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강도와 절도의 경우는 경찰이 공식 집계한 통

계에 비해 18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 폭력에서의 침묵의 공모

(conspiracy of silence)(Hanmer & Sanders, 1984), 학교폭력의 대부분이 

경찰에 신고 되지 않고 학교 내에서 종결 처리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이렇게 추정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14). 정부가 성폭력과 가

정폭력 근절을 강조할수록 관련 범죄 발생 건수가 늘어날 수 있다. 그러

나 이러한 현상은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이 심각해지는 것이 아니라 숨어 

있던 범죄가 드러나는 것으로 바람직한 현상이다. 정부는 피해자 보호 

조치 강화 등을 통해 숨은 피해를 들어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학교폭력

의 경우도 과거에는 폭력으로 인식되지 않던 언어폭력이나 따돌림 같은 

것들이 폭력으로 인식되어짐으로써 학교폭력 숫자가 늘어날 수 있다. 그

러나 이러한 현상도 역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

이다. 숨은 범죄를 드러내서 실태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

안을 찾아야 한다. 성폭력 범죄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범죄에 대한 

교육 강화, 성범죄자 신상 정보의 공개, 범인 검거, 처벌 강화 등 성범죄 

13) 암수범죄는 범죄가 실제 발생했지만, 경찰 등 국가 수사기관에 보고되지 않아 수가가 진행되

지 않고, 결과적으로 공식범죄통계에는 잡히지 않는 범죄룰 말한다(이창훈, 2011). 

14) 교육부가 2015년 9월부터 10월 사이에 조사(2015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실제 

학교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학생은 34천명이고 비율은 0.9%로 나타나고 있다.

구분 2012년 2차 2013년 2차 2014년 2차 2015년 2차

응답률(%) 8.5 1.9 1.2 0.9

명수(천명) 321 77 48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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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트윗 건수는 범죄에 따라 결과가 달리 나타나고 있다. 성폭력관

련 트윗건수는 성폭력 위험인식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관계가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가정폭력과 관련된 트윗 건수는 가정폭력 위험인

식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확인되지 않았고, 학교폭력 트윗 건수

는 학교폭력 위험인식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관계가 확인되고 

있다. 이와 같이 단순히 소셜미디어를 통해 유통되는 정보의 양이 많을

수록 해당 분야의 위험인식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범죄와 관련해서는 

범죄발생에 관련된 정보가 유통될 수 있으나, 범인이 체포되었다거나 재

판을 받아 처벌되었다는 등의 정보도 유통될 수 있다. 범죄발생 관련 정

보는 범죄관련 위험인식을 높일 수 있으나, 범인체포나 처벌 관련 정보

는 정부가 범죄와 관련하여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위험인식을 낮출 수도 있다. 따라서 유통되는 정보의 양보다는 정보의 

내용이나 감정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결과는 트위터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유통되는 정보의 양을 대표하지 못하는 결과일 수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분야라고 볼 수 있다.

넷째,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과 관련된 정부정책에 대한 효과인식

은 각각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위험인식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

(-)의 관계가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관련 정책이 효과가 있다고 인식할수록 각각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위험인식이 낮다는 것이다. 이는 재난과 마찬가지로 범죄에 대한 정부정

책이 긍정적일수록 범죄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인식으로 범

죄에 대한 위험인식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이동규 외,

2015). 그리고 경찰의 활동과 경찰에 대한 신뢰가 범죄의 두려움을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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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킨다는 연구결과(Baker et al., 1983; Box et al., 1988; 정승민, 2007; 박

정선․이성식, 2010; 박윤환․장현석, 2013; 조일형, 2015)와도 동일한 맥

락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이 분석의 결과는 정부가 성폭력, 가정폭력, 학

교폭력 범죄와 관련된 정책을 어떻게 수행하느냐에 따라 이들 범죄 위험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중요한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 정책효과

인식은 경찰이 추진하는 정책의 효과에 대한 인식에 한정되지 않고 관련 

정부부처 전체가 추진하는 정책효과에 대한 인식이다. 지금까지 범죄의 

두려움에 관한 연구에서는 경찰 활동과 경찰에 대한 신뢰를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 확인해 왔다. 범죄에는 경찰뿐 아니라 검찰 등 다양한 정부부

처가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범죄에 대한 위

험인식에는 경찰의 활동이나 정책성과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정부부처의 활동과 성과가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국민들의 성

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에 대한 위험인식을 낮추기 위해서는 경찰뿐 아

니라 법무부와 검찰청,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관련되는 정부부처 모두가 

노력할 필요가 있다.

통제변수와 관련해서도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먼저 성별(여성

=1)은 기존 국내외 많은 연구결과와 동일하게 성폭력 위험인식 및 학교

폭력 위험인식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관계가 확인되었다. 이러

한 결과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성폭력, 학교폭력 위험을 더 높게 인식하

는 의미다. 여성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나 위험인식이 남성에 비해 높

게 나타나는 원인으로는 숨은 범죄피해(Stanko, 1988), 신체적 취약성

(Hale, 1996), 권력, 지위, 소외 그리고 신뢰 같은 사회정치적인 요소

(Flynn et al., 1994), 성적인 공격이나 강간에 대한 위험인식(Ferraro,

1996), 남성과 여성의 사회화 과정의 차이(Goodey, 1997) 등이 제시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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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러한 원인은 여성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낮추기 위한 정책 방

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 여성의 신체적 취약성은 해결하기 힘든 문제라

고 본다면 여성의 낮은 권력과 지위, 소외와 남성과 여성의 사회화 과정

의 차이와 같은 사회경제적인 요소를 해결하는 것이 여성의 사회위험인

식을 낮추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경제적인 요소

를 해결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사회전체가 변화되어야 해결할 수 

있는 요소들로 오랜 기간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정부가 장기적인 관점

에서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상승시키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러나 가정폭력은 여성이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남녀 간에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나이는 성폭력 위험인식 및 가정폭력 위험인식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확인되지 않았고, 학교폭력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관계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적인 맥락에서 나이는 전

통적인 권위의 원천이며, 한국에서 나이가 든다는 것은 권위라는 사회적 

자원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한국사회에서 노인은 신

체적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들과 성폭력과 가정폭력에서 위험인식

이 차이가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장안식 외, 2011). 또한 

나이가 들수록 학교폭력 위험인식이 낮게 나타나는 것은 노인들은 학교

폭력의 피해를 입을 자녀들이 없을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학교폭력에 

무관심하게 되고 이로 인해 나이가 들수록 학교폭력에 대한 위험인식이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교육수준과 가구소득은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위험인식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관계가 확인되었다. 물질적 사회적 자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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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다는 것은 개인적 차원에서 피해에 대비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

하고, 사회적 차원에서 조직적 역량과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Hale, 1996). 이러한 결과는 한국적인 맥락에서도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자신 또는 자녀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고 판단하기 때문에 범죄와 관련된 위험인식이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Hale, 1996).

넷째, 거주 지역은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위험인식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 실제 2014년 말 주민등록 인구기준으

로  대도시(특별시와 광역시) 인구의 비율은 45.2%인데 비해, 전체 범죄

의 46.8%, 강력범죄의 51.4%, 폭력범죄의 48.8%가 대도시에서 발생하고 

있어 대도시의 범죄율이 다소 높은 것을 알 수 있다(경찰청, 2015). 이처

럼 대도시의 범죄비율이 다소 높음에도 불구하고 대도시와 도지역의 범

죄관련 위험인식 수준의 차이가 없는 것은 농촌지역의 급격한 도시화 현

상과 농촌지역의 범죄율 상승이 원인일 수 있다(Povey et al., 1997 참

조). 또한 한국적인 맥락에서 전통적인 사회질서의 붕괴를 경험하면서도 

현대적 시설과 환경 정비는 미흡한 도지역의 현실을 반영하는 결과로 이

해될 수 있다(황의갑,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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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범죄전문가와 일반인의 범죄위험인식 

수준 차이 분석

제1절 연구 설계

1. 연구 문제

본 분석의 목적은 “객관적인 범죄위험수준과 일반인의 범죄위험인식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둘 간의 관계에 따라 사회

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해야하는지?” 혹은 “줄

이기 위해 노력해야하는지?” 혹은 ”현재의 수준을 유지해야 하는지?“를 

판단하고 적절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원자력을 비롯한 다양한 위험대상에 대해 전문가와 일반인의 위험인식 

수준의 차이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Kraus et al., 1992;

McDaniels et al., 1997; Sjöberg, 1999a; Lazo et al., 2000, 장은아와 동료

들, 2001; 이영애·임해숙, 2005). 그러나 범죄를 대상으로 범죄전문가와 

일반인의 범죄위험인식 수준을 비교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범죄전문가와 일반인의 범죄위험인식 수준을 비교하는 것은 학문적으로

뿐 아니라 실무적으로도 의미 있는 연구이다.

보통사람들에게 위험을 평가해 보라고 하면 공식적인 증거 없이, 대

부분의 경우 보고 듣고 기억하는 것을 기반으로 추측한다(Slovic, et al.,

1979). 이와 같이 일반인들은 위험을 주관적이고, 가상적이고, 정서적이

고, 어리석고 비이성적으로 인식하는 반면 전문가들은 위험을 객관적이

고, 현명하고, 합리적으로 측정한다고 인식되어지고 있다(Slovic,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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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인식을 연구하는 학계에서는 (1) 전문가들은 일반인들과는 위험을 

달리 인식하고, (2) 전문가들의 판단은 일반인들의 위험인식에 비해 더 

진실하다는 것이 믿어지고 있다(Rowe & Wright, 2001). 다시 말하면 전

문가들의 위험인식이 일반인들의 위험인식에 비해 더 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실제 기존의 많은 연구들에서 일반인들이 전문

가에 비해 위험인식 수준이 높다거나, 위험을 더 우려한다는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Kraus et al., 1992; McDaniels et al., 1997; Sjöberg,

1999a; Lazo et al., 2000, 장은아외, 2001; 이영애·임해숙, 2005).

전문가들의 위험인식이 일반인들의 위험인식에 비해 더 현실에 부합하

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전문가의 위험인식 수준

과 일반인의 위험인식 수준 비교를 통해 실제 위험수준과 위험인식 수준

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분석에서는 범죄전문가들의 성폭

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범죄위험인식 수준과 일반인들의 이들 범죄위험

인식 수준의 비교를 통해 차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2. 분석 틀

범죄전문가와 일반인의 범죄 위험인식 수준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범죄전문가와 일반인을 별도의 비교집단으로 구분하여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위험인식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범죄전문가와 일반인의 범죄 위험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별,

나이, 교육수준 같은 개인적 요인과 주변 환경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주 지역, 극단적 사건 발생, 각각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관련 정부

정책에 대한 효과인식을 통제변수에 포함하여 범죄전문가와 일반인의 범

죄에 대한 위험인식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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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2 > 범죄전문가와 일반인의 범죄위험인식 수준 비교 분석 틀

독

립

변

수

집단

(범죄전문가, 일반인)

성폭력(가정폭력, 

학교폭력) 

범죄위험인식

→
성별

나이

통

제

변

수

거주 지역

극단적 사건

성폭력(가정폭력, 학교폭력) 

정책효과 인식

3. 연구 가설

지금까지 많은 범죄학자들과 정책결정자들은 범죄에 대한 위험인식과 

실제 범죄의 위험 수준이 일치한다고 인식해 왔으나 이러한 가정은 검증

된 적이 없는 맹목적인 가정이다(Warr 2000). 전문가들의 위험인식이 일

반인들의 위험인식에 비해 더 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전문가의 위험인식 수준과 일반인의 위험인식 수준 비

교를 통해 실제 위험수준과 위험인식 수준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또

한 일반인이 전문가에 비해 위험인식 수준이 높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고

려해보면 일반인의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위험인식 수준이 범죄전

문가에 비해 높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범죄전문가들은 범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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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문가이지만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사회위험에 대한 전문

가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범죄전문가와 일반인의 사회위험인식 수준의 

차이를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번 분석에서는 사회위험인식에 대

한 비교는 제외하였다.

【가설 3-1】 일반인이 범죄전문가에 비해 성폭력 범죄에 대한 위험

인식 수준이 높을 것이다.

【가설 3-2】 일반인이 범죄전문가에 비해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위

험인식 수준이 높을 것이다.

【가설 3-3】 일반인이 범죄전문가에 비해 학교폭력 범죄에 대한 위

험인식 수준이 높을 것이다.

제2절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1. 분석자료

본 분석에서는 안전행정부가 실시한 국민안전체감도 조사 자료를 활용

하였다. 설문조사는 매월 말에 전문 조사업체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안전

행정부가 조사를 관리하였다.

일반인에 대한 설문조사는 매월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토대로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1,2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성별과 나이, 지역별 

인구 비례할당에 의한 표본 설계 후, 일반전화와 무선전화 각각 50%씩 

임의번호걸기(Random Digit Dialing) 방식으로 표본을 추출하였다(안전

행정부, 2013c; 안전행정부, 201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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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를 담당한 안전행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안전행정부에서는 일

반 국민들의 인식은 대형사건이나 사고에 영향을 받기 쉽기 때문에 범죄

전문가에 대한 조사도 실시하였다. 범죄전문가에 대한 조사는 안전행정

부와 법무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양성평등진흥원 등 관련기관에

서 제공한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전문가와 설문조사 기관에서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한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전문가 788

명을 대상으로 비례할당에 의한 표본 설계 후,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분기별 1회 조사를 실시하였다. 유의할당(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 

전문 분야별 각각 1/3, 모집단에 포함된 법조인과 학계, 현장전문가 비

율 고려) 방식으로 표본을 추출하였으며,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조사가 

이루어졌다(안전행정부, 2013c; 안전행정부, 2013d).

설문조사는 총 16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설문에 대

해 응답자들은 4-5점 척도로 답변하였다. 본 질문 외에도 응답자의 거주 

지역, 성별, 나이, 교육수준, 직업, 가족의 소득 같은 인구통계학적 질문

들이 포함되어 있다.

본 분석에서는 세월호 침몰사고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극단적 사건 

발생 이전인 3월에 실시된 조사와 사고발생 이후인 6월에 실시된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인에 대한 조사는 사고발생 직전인 2

월과 사고발생 직후인 4월과 5월에도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범죄전문가와

의 비교를 위해 범죄전문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3월과 6월 자료만을 

활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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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3 > 범죄전문가 풀 구성 현황

구분
가정

폭력

성․가

정 폭력*

성 

폭력

학교

폭력

성․학교 

폭력**

성․가정․

학교폭력**
계

법조인 6 0 16 11 0 0 33

학계 241 0 66 70 10 0 387

현장

전문가
37 23 218 72 2 16 368

총계 284 23 300 153 12 16 788

주) *가정 폭력 전문가로 구분, **학교폭력 전문가로 구분

2. 변수

(1) 종속변수

본 분석은 범죄전문가와 일반인의 범죄위험인식 수준의 차이를 확인하

는 연구로 종속변수는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에 대한 위험인식이다.

응답자들은 아래 질문에 대해 “매우 안전하다”에서 “전혀 안전하지 않

다”까지 5점 척도에 따라 답변하였다.

� 선생님께서는 본인 또는 주변 사람들이 성추행 등 성폭력 피해로

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

까?

� 선생님께서는 본인 또는 주변 사람들이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신체

적 폭행과 같은 가정폭력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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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 선생님께서는 본인의 자녀 또는 주변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이 신체적 폭행, 집단 따돌림 등과 같은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하

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측정은 < 표 2 >에서 살펴본 위험요인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

는 기준으로 보면 구체적 범죄에 대한 위험을 판단하도록 하는 질문이

다. 준거 기준으로 보면 본인의 위험성을 묻는 개인적(personal) 기준과 

주변 사람들의 위험을 묻는 일반적(general) 기준을 혼합한 측정이다. 그

리고 위험 대상의 측면에서 보면, 성폭력과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 구체

적 위험을 측정(specific measure)하는 것이다. 종합해 보면 본 논문 범죄 

위험인식은 < 표 2 >에서 차원 (1) 그리고 차원 (7)을 합친 경우에 해당

된다.

(2) 독립변수

분석의 목적이 범죄전문가와 일반인의 범죄위험인식 수준의 차이를 분

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단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더미변수로 집단

을 구분하였다(일반인=0, 전문가=1).

(3) 통제변수

통제변수는 범죄전문가와 일반인 대상 조사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

는 성별과 나이, 대도시 같은 인구통계학적 변수들과 범죄별 정부정책 

효과인식으로 구성하였다. 통제변수의 측정은 앞의 영향요인 분석과 동

일하다.

첫째, 성별은 응답자의 성별이다(남성=0, 여성=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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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나이는 응답자의 나이를 의미한다.

셋째, 거주 지역 변수는 응답자가 특별시, 광역시에 거주하는 지 여부

다(예=1, 아니오=0).

넷째, 극단적 사건은 설문조사가 세월호 침몰사고 발생이후에 이루어 

졌는지 여부이다(이전=0, 이후=1)

다섯째, 범죄별 정부정책 효과인식은 성폭력과 학교폭력, 가정폭력과 

관련된 정부정책의 효과를 인식하는 수준으로 응답자들은 개별질문별로 

5점 척도에 따라 답변하였다(“전혀 효과가 없다”=1, “매우 효과가 있

다”=5).

� 정부는 성폭력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담 수사팀 설치, 가해자 처

벌 강화, 피해자 지원센터 설치 확대 등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

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성폭력 피해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정부는 가정폭력 피해를 줄이기 위해 경찰의 현장 출입·조사 강화,

피해자 보호시설 확대 등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가정폭력 피해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정부는 학교폭력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학교 폭력 예방교육 강화,

학생상담 활성화, 학교전담 경찰관 확대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학교폭력 피해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

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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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3 > 범죄전문가와 일반인의 범죄 위험인식 수준 비교 변수 

측정 요약

변수 측정

종속

변수

구체적 범죄 

위험인식

성폭력(가정폭력, 학교폭력)으로부터 본인 또는 

주변사람들의 안전을 평가("매우 안전하다"=1 - "

전혀 안전하지 않다"=5)

독립

변수
집단 응답자가 일반인인지 여부(일반인=0, 전문가=1)

통제

변수

성별 응답자의 성별(여성=1, 남성=0)

나이 응답자의 나이

거주 지역
응답자의 대도시(특별시, 광역시) 거주여부(예=1,

아니오=0)

극단적 사건
설문조사가 세월호 침몰사고 발생이후에 이루어 

졌는지 여부(이전=0, 이후=1)

범죄관련 

정부정책 

효과인식

1) 성폭력, 2) 학교폭력 근절관련 정부 정책의 효

과를 평가 설문(“전혀 효과 없다”=1 - “매우 효과 

있다”=5)

3. 모형의 추정방법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가 합동횡단면데이터 구조라는 사실을 무시하고 

통합최소자승법(Pooled Ordinary Least Square)로 추정해 보고자 한다.

yit = α + βxit + εit i=1, 2, …, Ti

위 식에서 n은 조사 개체의 수이고, Ti는 i의 데이터 포괄기간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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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량이 올바른 추론이 되기 위해서는 OLS의 기본 가정이 성립해야 한

다.

(가정 1) E(εit) = 0, 모든 i 및 t에 대해

(가정 2) var(εit) = σ2, 모든 i 및 t에 대해

(가정 3) cov(εit, εjs)=0 모든 i ≠j 및 t≠s에 대해

(가정 4) cov(xit, εjs)=0 모든 i 및 t에 대해

가정 1은 모든 패널 개체에 대해 모든 시점에서 오차항의 기댓값이 0

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가정 2는 모든 패널 개체에 대하여 모든 시

점에서 오차항의 분산이 σ2이라는 것으로 동분산(homoskedasticity)을 의

미한다. 즉 패널 개체와 시간에 따라 오차항의 분산이 변하지 않아야 한

다. 가정 3은 패널 개체의 오차항은 서로 상관관계가 없어야 하며, 동시

에 한 개체의 서로 다른 시점의 오차항 사이에도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마지막으로 가정 4는 오차항과 설명변수 사이

에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즉 설명변수의 외생성

(exogeniety)을 가정하고 있다.

회귀모형에서 기본가정들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최소자승 추정치는 최

대불편추정치(BLUE, Best Linear Unbiased Estimator)의 특성(불편성, 선

형성, 일치성, 효율성)을 모두 갖게 된다. 일반적으로 횡단면 자료를 이

용할 경우 이분산(heteroscedasticity)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진다(이

종원, 2007). 동분산(homoskedasticity) 가정이 충족되지 못하고 이분산 

현상이 나타날 경우 추정치는 불편성과 일치성은 유지하나 추정량의 분

산이 커져 최소분산을 갖는 효율성을 갖지 못해 최대불편추정치(BLUE)

가 되지 못한다(Gujarati & Porter, 2009). 또한 최소추정치 자체는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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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유지하지만, 추정치의 분산추정량은 하향편의를 갖게 된다. 이로 인

해 검정통계량인 t-통계량이 하향편의를 가진 분산추정량으로 인해 귀무

가설을 부당하게 기각시킬 가능성이 커진다. 본 연구에서는  화이트 이

분산 검증(White’s General Heteroscedasticity Test)을 이용하여 동분산 

여부를 검증하고자 한다(Gujarati & Porter, 2009).

오차항에 자기상관이 존재한다면 최소자승 추정치는 불편성과 일치성

은 만족하지만 분산이 커져 효율적인 추정량이 되지 못한다. 이로 인해 

검정통계량인 t-통계량의 가설 검증도 불가능하게 된다. 자기상관의 문제

는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더빈-왓슨 검증(Durbin-Watson test)을 통해 

검증하고자 한다(Gujarati & Porter, 2009).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이 존재하는 경우 추정치는 최대불편추정

치(BLUE)이다. 그러나 다중공선성은 추정치의 표준오차를 크게 만들기 

때문에 추정의 정확성이 떨어진다. 분산팽창계수(VIF, Variance Inflating

Factor)는 추정치의 분산이 다중공선성에 의해 얼마나 팽창되었는지를 

보여 준다(Gujarati & Porter, 2009).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분산팽창계수

(VIF)를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제3절 분석결과

1. 기술통계

아래 < 표 14 >는 범죄전문가와 일반인의 범죄위험인식 수준의 차이 

분석에서 관련 변수들의 기술통계를 보여주고 있다. 종속변수인 성폭력 

위험인식의 평균은 3.30, 가정폭력 위험인식의 평균은 2.45, 학교폭력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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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인식의 평균은 3.45다. 학교폭력 위험인식이 가장 높고 가정폭력 위험

인식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독립변수인 집단을 보면 일반인이 92.31%이고 범죄전문가가 7.69%로 

나타나고 있다.

통제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를 보면 여성이 56%, 평균 나이는 49.66세,

대도시에 거주하는 비율은 46%이다. 성폭력 근절대책에 대한 효과인식

의 평균은 3.30, 가정폭력 근절대책에 대한 효과인식의 평균은 3.39, 학교

폭력 근절대책에 대한 효과인식의 평균은 3.34으로 가정폭력관련 정부정

책에 대한 효과인식이 가장 높게, 성폭력관련 정부정책에 대한 효과인식

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 표 14 > 범죄전문가와 일반인의 범죄위험인식 수준 비교 기술통계량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성폭력 위험인식 2,607 1 5 3.30 .951

가정폭력 위험인식 2,571 1 5 2.45 1.038

학교폭력 위험인식 2,579 1 5 3.45 .993

집단 2,634 0 1 .0759 .26494

성별 2,634 0 1 .56 .497

나이 2,634 19 90 49.66 15.574

거주 지역 2,634 0 1 .47 .499

극단적 사건 2,634 0 1 .51 .500

성폭력 정책 효과인식 2,596 1 5 3.30 1.042

가정폭력 정책 효과인식 2,590 1 5 3.39 1.013

학교폭력 정책 효과인식 2,611 1 5 3.34 1.062

유효수 (목록별) 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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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증 분석결과

아래 < 그림 13 >의 히스토그램을 통해 모형의 정규분포를 가정할 수 

있고, 쿡의 거리(Cook’s Distance) 등을 통해 이상치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통합최소자승법(Pooled Ordinary Least Square)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모형이 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을 만족해야만 한다. 모형의 동분산 가정을 

확인하기 위해 화이트 이분산 검증(White’s General Heteroscedasticity

Test)을 통해 모형의 동분산 검증을 실시하였다. 범죄전문가와 일반인의 

성폭력위험인식 수준 차이 분석에 대한 화이트 이분산 검증결과 이분산

은 확인되지 않았다(F 검증, p>0.1).

< 그림 13 > 성폭력 위험인식 수준 비교 분석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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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아래 < 그림 14 >의 히스토그램을 통해 모형의 정규분포를 가정

할 수 있고, 쿡의 거리(Cook’s Distance) 등을 통해 이상치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범죄전문가와 일반인의 가정폭력위험인식 수준의 차이 분석에 대한 화

이트 이분산 검증결과 이분산이 확인되었다(F 검증, p<0.01). 오차의 분

산을 알지 못하므로 오차의 분산을 추정하는 “실행가능한 일반화된 최소

자승법(feasible generalized least square)”를 활용하였다(오민경·조주현,

2016).

< 그림 14 > 가정폭력 위험인식 수준 비교 분석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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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아래 < 그림 15 >의 히스토그램을 통해 모형의 정규분포를 가정

할 수 있고, 쿡의 거리(Cook’s Distance) 등을 통해 이상치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범죄전문가와 일반인의 학교폭력위험인식 수준의 차이 분석에 대한 화

이트 이분산 검증결과 이분산이 확인되었다(F 검정, p<0.01). 오차의 분

산을 알지 못하므로 오차의 분산을 추정하는 “실행가능한 일반화된 최소

자승법(feasible generalized least square)”를 활용하였다(오민경·조주현,

2016).

< 그림 15 > 학교폭력 위험인식 수준 비교 분석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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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는 아래 < 표 15 >에 표시되어 있다. 분산분석 결과 성폭력 

위험인식, 가정폭력 위험인식, 학교폭력 위험인식의 분석모델은 모두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다(F 검정, p<0.01). 이러한 결과는 독립변수 또는 통

제변수 중의 하나는 성폭력 위험인식, 가정폭력 위험인식, 학교폭력 위험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 위험인식 분석에서 R2값이 0.087이라는 것은 모델이 응답한 범

죄전문가와 일반인들의 성폭력 위험인식 변동의 8.7%를 설명한다는 의

미다. 가정폭력 위험인식 분석에서 R2값이 0.050이라는 것은 모델이 응답

한 범죄전문가와 일반인들의 가정폭력위험인식 변동의 5.0%를 설명한다

는 의미다. 학교폭력 위험인식 분석에서 R2값이 0.146이라는 것은 모델이 

응답한 범죄전문가와 일반인들의 학교폭력위험인식 변동의 14.6%를 설

명한다는 의미다.

더빈-왓슨(Durbin-Watson) 값이 각각 1.992, 1.931, 2.001로 값이 모두 2

의 근사치로 오차항에 자기상관의 문제가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산팽창계수(VIF, Variance Inflating Factor) 분석결과도 모두 2미만으로 

다중공선성의 보편적인 판단기준인 10보다 낮게 나타나 변수들 간에 다

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먼저 일반인과 범죄전문가의 성폭력 위험인식 수준 차이 분석에서는 

독립변수인 집단(전문가=1)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확인되지 않

고 있다(B=-.012, p>0.1). 그러나 통제변수인 성별(여성=1)과 성폭력관련 

정부정책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확인되고 있다(성별:

B=.170, p<0.01; 성폭력 정부정책 효과인식: B=-.233, p<0.01). 정리하면 

성별, 나이, 거주지역, 극단적 사건, 성폭력관련 정부정책 효과인식이 변

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 일반인과 범죄전문가 간에 성폭력 위험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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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이

러한 결과는 가설 3-1을 지지하지 않는 결과이다.

둘째 일반인과 범죄전문가의 가정폭력 위험인식 수준 차이 분석에서는 

독립변수인 집단(전문가=1)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확인되지 않

고 있다(B=.004, p>0.1). 그러나 통제변수인 성별(여성=1)과 나이, 극단적 

사건, 가정폭력관련 정부정책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확인되

고 있다(성별: B=.037, p<0.1; 나이: B=.103, p<0.01; 극단적 사건: B=.060,

p<0.01; 가정폭력 정부정책 효과인식: B=-.187, p<0.01). 정리하면 성별,

나이, 거주지역, 극단적 사건, 성폭력관련 정책효과인식이 변하지 않는다

고 가정할 경우 일반인과 범죄전문가 간에 가정폭력 위험인식 수준에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가설 3-2

를 지지하지 않는 결과이다.

셋째 일반인과 범죄전문가의 학교폭력 위험인식 수준 차이 분석에서는 

독립변수인 집단(전문가=1)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확인되고 있

다(B=-.047, p<0.05). 또한 통제변수인 성별(여성=1), 나이, 학교폭력관련 

정부정책 효과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확인되고 있다(성별:

B=.065, p<0.01; 나이: B=-.040, p<0.05; 학교폭력 정부정책 효과인식:

B=-.360, p<0.01). 정리하면 성별, 나이, 거주 지역, 극단적 사건, 성폭력

관련 정책효과인식이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 일반인이 학교폭력 

위험인식 수준이 범죄전문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

과는 가설 3-3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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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5 > 범죄전문가와 일반인의 범죄위험인식 수준 비교 분석결과

성폭력 분석 가정폭력 분석 학교폭력 분석

β t β t β t

집단 -.012 -.632 .004 .202 -.047** -2.587

성별 .170*** 8.975 .037* 1.888 .065*** 3.539

나이 .007 .378 .103*** 5.208 -.040** -2.113

거주지역 -.030 -1.607 .025 1.297 .005 .262

극단적 

사건
.030 1.603 .080*** 4.099 006 .315

정책효과 

인식
-.233*** -12.188 -.187*** -9.456 -.360*** -18.946

(상수) 44.208 27.598 61.134

F 40.869*** 22.207*** 72.860***

R2 .087 .050 .146

수정된 R2 .085 .048 .144

D-W 1.992 1.931 2.001

*** p<0.01, ** p<0.05, * p<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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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해석

독립변수인 집단(전문가=1)은 성폭력과 가정폭력 위험인식에서는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성폭력: B=-.012, p>0.1; 가

정폭력: B=.004, p>0.1). 다시 말해 성별, 나이, 거주지역, 극단적 사건의 

발생, 성폭력 또는 가정폭력관련 정부정책에 대한 효과인식이 변하지 않

는다고 가정할 경우 성폭력 또는 가정폭력에 대한 범죄전문가들과 일반

인들의 위험인식 수준은 일치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지금까지 많

은 범죄학자들과 정책결정자들이 암묵적으로 생각해 온 바와 같이 성폭

력과 가정폭력의 객관적 위험과 일반인의 위험인식 수준이 정확하게 일

치한다는 것이다(Warr, 2000). 반면, 독립변수인 집단(전문가=1)은 학교폭

력 위험인식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B=-.047, p<0.05)가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 나이, 거주 지역, 극단적 사건의 발

생, 학교폭력관련 정부정책에 대한 효과인식이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 학교폭력에 대해 범죄전문가들이 일반인들에 비해 낮은 수준의 위

험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지금까지 많은 범죄학자들

과 정책결정자들이 암묵적으로 생각해 온 바와 달리 객관적 위험과 위험

인식 수준이 차이가 나는 결과이다. 이와 같이 학교폭력에 대해서만 범

죄전문가들과 일반인들의 위험인식 수준에 차이가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이유는  학교폭력이 갖는 특수성 때문일 수 있

다. 학교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대부분 학생들이고 학교에서 발생하

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학교폭력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기 

어렵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범죄전문가들이 성폭력이나 가정

폭력에 비해 학교폭력을 더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Sjöberg 1999a, 참조). 셋째, 범죄전문가들이 일반인에 비해 학교,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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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청 등 학교폭력관련 기관들에 대한 신뢰가 높기 때문일 수도 있다

(Sjöberg 1999a, 참조).

범죄전문가들의 위험인식이 일반인들의 범죄위험인식에 비해 현실에 

더 부합하는 것(Slovic, 1999; Rowe & Wright, 2001)으로 본다면 우리사

회에서 일반인의 성폭력과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위험인식은 실제 위험

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따라서 성폭력과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조절할 필요가 없다. 반면에 일반인들은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불합리하

게 높은 위험인식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일반인들이 학

교폭력의 위험을 불필요하게 과대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사회는 일반

인들이 학교폭력에 대해 갖고 있는 불필요한 두려움을 줄이기 위해 노력

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은 학교폭력 피해 위험의 증가 없이 두려움을 감

소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고 논란이 없는 상황이다(Warr, 2000).

그러나 일반 대중이 위험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면 적절한 두려움을 느끼

도록 위험인식을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은 도덕적

으로는 방어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대중을 겁먹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국민들의 위험인식이나 

두려움을 높이기 위해 캠페인을 벌이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흡연의 

위험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 과도한 음주의 위험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

자동차 안전벨트 미착용의 위험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 난폭 운전이나 

과속 운전의 위험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 도박 중독의 위험을 알리기 위

한 캠페인, 미성년 임신의 위험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 등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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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제1절 연구의 함의 및 시사점

1. 요약

본 논문은 위험의 복잡하고 주관적인 특성을 고려하면, 많은 다양한 

요인들이 위험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한다. 본 논문에

서는 선행연구들이 비교적 소홀하게 다루어 왔던 큰 피해를 유발하는 극

단적 사건(extreme event)이 위험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확

인하고자 한다. 둘째, 범죄의 객관적 위험수준의 추이와 범죄위험인식 수

준 간에 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현실에서 객

관적 범죄위험수준과 범죄위험인식 수준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세 가지 분석은 모두 동일한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먼저, 정

부가 매월 실시한 국민안전체감도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자료는 

합동횡단면데이터이다. 이외에도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과 관련된 

정보가 트위터를 통해 트윗된 양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소셜빅보드

(http://sns.ndmi.go.kr)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였다. 성폭력과 가

정폭력, 학교폭력의 발생 또는 신고통계는 경찰청의 내부 통계를 활용하

였다.

본 연구의 모든 분석에서는 데이터가 합동횡단면데이터 구조라는 사실

을 무시하고 통합최소자승법(Pooled Ordinary Least Square)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만 이분산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분산을 해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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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실행 가능한 일반화된 최소자승법(feasible generalized least

square)”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논문의 분석결과를 보면 극단적 사건의 발생은 사회위험인식 및 가정

폭력 위험인식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관계가 확인되었지만 성

폭력 위험인식 및 학교폭력 위험인식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관계가 확인되었다. 둘째, 극단적 사건관련 트윗건수는 사회위험인식과 

유의미한 양(+)의 관계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성폭력관련 트윗 건수는 성

폭력 위험인식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관계가 확인되었고, 가정

폭력과 관련된 트윗 건수는 가정폭력 위험인식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학교폭력 트윗 건수는 학교폭력 위험인식

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관계가 확인되었다. 셋째, 범죄관련 정

부정책의 효과인식은 사회위험인식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관계

가 확인되었다. 또한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과 관련된 정부정책에 

대한 효과인식은 각각 이들 범죄에 대한 위험인식과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음(-)의 관계가 확인되었다. 넷째, 성폭력 발생건수는 성폭력 위험인식

과 유의미한 양(+)의 관계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가정폭력 신고건수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관계가 확인되었고, 학교폭력 신고건수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섯째, 일반인과 범죄

전문가는 성폭력과 가정폭력 위험인식 수준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반면에 일반인이 범죄전문가에 비해 높은 학교폭력 위험인식 수

준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논문은 몇 가지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선

행연구들이 비교적 소홀하게 다루어 왔던 큰 피해를 유발하는 극단적 사

건(extreme event)이 위험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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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리고 기존 연구에서 검증된 적이 없는 범죄의 

객관적 위험수준의 추이와 범죄위험인식 수준 간에 통계적으로 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현실에서 객관적 범

죄위험수준과 일반인의 범죄위험인식 수준이 일치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

을 확인했다는 의미도 있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연구결과의 측면에서 

기존 연구의 공백을 메우는 의미가 있다.

분석 대상의 측면에서 보면 기존의 연구들이 주로 원자력과 범죄 등 

기술과 인간 활동에 대해 연구를 진행한데 비해 본 연구는 사회위험인식

을 대상으로 영향요인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그간 범

죄에 대한 위험인지 연구는 범죄의 두려움에 집중되어 왔다. 그러나 본 

연구는 연구 대상이 범죄에 대한 위험인식이라는 측면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또한 최근 들어 개별 범죄를 대상으로 범죄의 두려움을 

연구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일반적인 측정기준을 통해 범

죄의 두려움이 연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성폭력과 가정폭력, 학교폭력 

같은 구체적인 범죄를 연구의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 차

별성이 있다. 아울러 기존에 연구된 적이 없는 범죄전문가와 일반인의 

범죄위험인식 수준의 차이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분석 자료의 측면에서 보면, 지금까지의 위험인식에 대한 조사는 시계

열자료 없이 일회성의 조사를 통해 연구되어 왔다(Warr, 2000).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여 성폭력 발생 추이가 성폭력 위험

인식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의미가 있다. 이와 같이 본 연

구는 연구 자료의 측면에서도 기존 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2. 이론적 함의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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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분석결과를 보면 극단적 사건 발생은 사회위험인식과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관계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세월호 침몰

사고라는 극단적 사건이 해양안전이나 여객선 안전, 관광 안전 분야와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전남 지역을 넘어 전체 국민들의 사회위험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다. 특히 시계열자료를 활용

하여 세월호 침몰사고가 일시적이 아니라 상당기간 동안 사회위험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다. 대형 사고는 사고가 특정

계층이나 특정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말해 주는 징후라고 할 수 있다(설동훈,

1998). 따라서 대형 사고가 국민들의 심리적 안전을 위협함으로써 사회 

전체에 총체적인 불안감을 조성하게 된다(설동훈, 1998). 극단적 사건 발

생이 범죄 위험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범죄에 따라 결과가 달리 나타나고 

있다. 극단적 사건 발생은 가정폭력 위험인식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관계가 확인되었지만, 성폭력 위험인식 및 학교폭력 위험인식과

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관계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극단적 사건이 모든 하위위험에 대한 일반인의 위험인식을 강화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평소 비교적 높은 위험인식 수준을 보

인 성폭력 위험인식(평균 3.31)과 학교폭력 위험인식(평균 3.54)은 위험인

식 수준이 낮아지고, 평소 낮은 위험인식 수준을 보인 가정폭력 위험인

식(평균 2.42)은 위험인식 수준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세월호 침몰

사고와 같은 극단적 사건이 발생하면 사람들이 극단적 사건이 발생한 분

야와 해당 분야의 위험을 비교하게 되고 비교적 높은 위험인식 수준을 

보였던 분야의 사건이나 사고의 가능성을 낮게 평가함으로써 위험인식 

수준은 낮게 인식하게 되고, 평소 위험을 낮게 인식했던 분야의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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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고의 발생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게 됨으로써 위험인식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정책효과인식을 통합한 범죄 관련 

정부정책의 효과인식은 사회위험인식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관

계가 확인되었다. 또한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과 관련된 정부정책에 

대한 효과인식은 각각 이들 범죄관련 위험인식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관계가 확인되었다. 정부는 범죄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기 

위해서 범죄예방디자인(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의 확대,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 확대, 거리

의 무질서와 환경 정비, 경찰 증원, 경찰의 순찰 강화, 경찰의 지역사회 

활동 강화, 정보기술의 활용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Grabosky,

1995 참조). 박근혜정부도 성폭력과 가정폭력,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하

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본 분석결과는 이와 같은 범죄관련 정부

정책들이 긍정적일수록 범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확신으로 범죄

에 대한 위험인식과 우리사회의 위험인식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이동규 외, 2015 참고). 결국 우리사회의 주요 위험요인인 범죄

와 관련된 정부정책을 어떻게 수행하느냐에 따라 범죄에 대한 위험인식

과 사회위험인식에 가시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매우 중요한 결과이다.

셋째, 일반인과 범죄전문가는 성폭력과 가정폭력 위험인식 수준이 동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일반인이 범죄전문가에 비해 높은 학교폭

력 위험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문가들의 위험인식이 일

반인의 위험인식에 비해 현실에 더 부합하는 것(Slovic, 1999; Rowe &

Wright, 2001)으로 본다면 일반인의 성폭력과 가정폭력 위험인식은 객관

적 위험과 위험인식 수준이 정확하게 일치한다. 반면에 학교폭력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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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일반인들이 위험을 불필요하게 과대평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많은 범죄학자들이 암묵적으로 현실에서 객관적 위험과 위험인

식 수준이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생각해 왔다(Warr, 2000). 이러한 생각은 

성폭력과 가정폭력에는 부합하지만 학교폭력에는 부합하지 않는 결과이

다. 일반 대중이 위험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면 적절한 두려움을 느끼도록 

위험인식을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은 도덕적으로

는 가능한 상황이지만, 대중을 겁먹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사회적으로도 국민들의 위험인식이나 두려움을 

높이기 위해 캠페인을 벌이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흡연의 위험을 알

리기 위한 캠페인, 과도한 음주의 위험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 자동차 안

전벨트 미착용의 위험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 난폭 운전이나 과속 운전

의 위험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 도박 중독의 위험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

미성년 임신의 위험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 등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본 

분석에서는 일반인들이 학교폭력의 위험을 불필요하게 과대평가하고 있

기 때문에 우리사회는 일반인들이 학교폭력에 대해 갖고 있는 불필요한 

두려움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은 위험의 증가 없이 

두려움을 감소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고 논란이 없는 상황이다

(Warr, 2000).

통제변수와 관련해서도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먼저 기존 국내

외 많은 연구결과와 동일하게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은 사회위험인식,

성폭력 위험인식, 학교폭력 위험인식 수준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또한, 교육수준과 가구소득은 사회위험인식, 성폭력 위험인식, 가정폭

력 위험인식, 학교폭력 위험인식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관계가 

확인되었다. 여성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나 위험인식이 남성에 비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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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나타나는 원인으로 사회정치적인 요소(Flynn et al., 1994)이 제시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사회경제적인 지위의 차이가 위험인식 수준

의 차이를 결정하는 원인의 하나라고 해석할 수 있다. 물질적 사회적 자

원이 많다는 것은 개인적 차원에서 피해에 대비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사회적 차원에서 조직적 역량과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Hale, 1996). 이러한 결과는 한국적인 맥락에서도 사회경

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자신 또는 자녀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범죄와 관련된 위험인식과 사회위험인식이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Hale, 1996, 참조).

둘째, 나이는 성폭력 위험인식 및 가정폭력 위험인식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확인되지 않았고, 학교폭력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관계가 확인되었으며, 사회위험인식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

(+)의 관계가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나이가 위험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일률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나이가 들수록 신체

적 능력을 저하시키는 측면도 있으나, 한국적인 맥락에서 나이는 권위의 

원천이라는 측면이 동시에 작용함으로써 나타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셋째, 거주 지역(대도시=1)은 사회위험인식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

(-)의 관계가 확인되었으나 성폭력 위험인식, 가정폭력 위험인식, 학교폭

력 위험인식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와 같

은 결과는 도 지역이 급격하게 도시화 되어가고 있다는 측면과  한국적

인 맥락에서 전통적인 사회질서의 붕괴를 경험하면서도 현대적 시설과 

환경 정비는 미흡한 도지역의 현실을 반영하는 결과로 이해할 수 있겠다

(황의갑,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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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적 함의 및 시사점

먼저, 정부가 감축 목표관리제를 통해 범죄의 객관적인 위험을 줄이는 

것에서 나아가 범죄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을 줄이는 것을 정책 목표로 

설정했다는 것은 범죄와 관련된 정부 정책의 중요한 발전이다. 객관적인 

위험은 통계와 확률분포에 따라서 계산될 수 있다(Oltedel et al., 2004).

그러나 개인이 위험을 인식하는 것은 객관적인 위험과는 다를 수 있다.

이러한 차이가 존재하는 한 객관적인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세금 낭비라는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이건 외, 2013). 만약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우선순위가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라면 널리 

퍼진 범죄의 두려움은 이러한 책임에 대응하는 데 대한 정부실패로 이해

될 수 있다(Warr 2000). 따라서 객관적인 위험을 줄이려는 노력도 중요

하지만 국민들의 주관적인 위험인식을 줄이기 위한 방안 마련은 정부의 

필수적인 정책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이건 외, 2013). 정부가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체감도를 조사하여 발표하였는데 이러한 국민들의 주관적 

위험인식에 대한 실증조사는 정부정책에 대한 증거기반의 접근이라는 점

에서 의미가 있다(이건 외, 2013). 앞으로도 위험과 관련된 정부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객관적인 실적과 함께 국민들의 위험에 대한 인식을 관

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성폭력 발생건수는 성폭력 위험인식과 유의미한 양(+)의 관계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위험인식에 관한 연구와 범죄의 두려

움에 대한 연구가 묵시적으로 가정해 온 객관적인 위험과 위험인식이 독

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가정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의미가 있

다. 결국 정부가 국민들의 범죄에 대한 위험인식과 두려움을 낮추기 위

해서는 범죄발생을 줄이는 것이 기본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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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가정폭력 신고건수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관계가 

확인되었고, 학교폭력 신고건수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확인되

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들 범죄의 경우 공식 범죄통계에는 잡히

지 않는 ‘암수범죄(暗數犯罪, hidden crime 혹은 dark fatigue)가 매우 높

아 가정폭력 신고건수나 학교폭력 신고건수가 실제 해당 범죄의 상황을 

정확이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가정 폭력에서의 침묵의 

공모(conspiracy of silence), 학교폭력의 대부분이 경찰에 신고 되지 않

고 학교 내에서 종결 처리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이렇게 추정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가 성폭력과 가정폭력 근절을 강조할수록 

관련 범죄 발생 건수가 늘어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성폭력이

나 가정폭력이 심각해지는 것이 아니라 숨어 있던 범죄가 드러나는 것으

로 바람직한 현상이다. 정부는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함으로써 숨은 

피해를 들어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학교폭력의 경우도 과거에는 폭력으

로 인식되지 않던 언어폭력이나 따돌림 같은 것들이 폭력으로 인식되어

짐으로써 학교폭력 숫자가 늘어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도 역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숨은 범죄를 드러내

서 실태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셋째, 성폭력관련 트윗 건수는 성폭력 위험인식과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음(-)의 관계가 확인되고 있으나 가정폭력과 관련된 트윗 건수는 가정

폭력 위험인식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학

교폭력 트윗 건수는 학교폭력 위험인식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관계가 확인되고 있다. 극단적 사건관련 트윗 건수는 사회위험인식과 유

의미한 양(+)의 관계가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단순히 소셜미디어를 통해 

유통되는 정보의 양이 많을수록 해당 분야의 위험인식이 높아지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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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범죄와 관련해서는 범죄발생에 관련된 정보가 유통될 수 있으나,

범인이 체포되었다거나 재판을 받아 처벌되었다는 등의 정보도 유통될 

수 있다. 범죄발생 관련 정보는 범죄관련 위험인식을 높일 수 있으나, 범

인체포나 처벌 관련 정보는 정부가 범죄와 관련하여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위험인식을 낮출 수도 있다. 따라서 유통되는 정

보의 양보다는 정보의 내용이나 감정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

러한 결과는 트위터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유통되는 정보의 양을 대표하

지 못하는 결과일 수도 있다. 지금까지 정부는 국민들에게 정부정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수단으로 언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언론을 통한 홍보에 중점을 두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를 보면 정부가 국민들과 정책과 관련된 소통을 하는 데 있어 

소셜미디어를 통한 쌍방향 의사소통, 실시간 의사소통에 더 관심을 두어

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재난으로 인한 위기 시에 소셜미디어를 활용

하는 데 있어서는 전통적인 매체에 익숙한 재난관리자들의 소셜미디어 

활용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야만 한다(OECD, 2014). 비용이 소요되겠

지만 교육과 훈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가 가지는 여러 가지 의미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일부 한계

를 가지고 있다. 먼저 2차 자료 분석이 가지는 한계다.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에 맞게 조사한 것이 아니라 정부가 조사한 자료를 활용하다 보니 

범죄위험인식이나 사회위험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들이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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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포함되지 못했다. 이것이 모델의 설명력이 낮은 원인이 되고 있다.

둘째, 설문조사를 통한 연구의 한계다. 설문조사를 통해 범죄위험인식

과 사회위험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요인들을 확인한 것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설문조사만으로는 왜 그런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

한 원인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는 본 연구

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위험인식과 범죄의 두려움에 대한 

연구가 양적 방법으로 진행되어 왔고, 양적 방법에 근거한 연구는 범죄

의 두려움이나 위험인식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것을 알게 해 주

었다(Hale, 1996). 서로 다른 연구 방법은 서로 다른 강점을 가지고 있고,

서로 보완적일 수 있다. 연구방법론의 다각화(methodological

triangulation)를 통해 양적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갈 필요

가 있다(김병섭, 2008; Hale, 1996). 질적 조사방법의 도입은 설문조사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Hale, 1996).

향후 연구가 필요한 분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위험

인식과 두려움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위험인식과 불안, 근심, 두려움 등의 개념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 기

존의 위험인식과 범죄의 두려움에 대한 연구에서 결과가 달리 도출되는 

이유는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이 서로 다르기 때문일 수 있다. 향후 연구

에 있어서는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고 그들 간의 

관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소셜미디어가 위험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소셜미디어의 영향은 범죄에 따라 달리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트위터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유통되는 정보의 양을 대표하지 못

하는 결과일 수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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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라고 볼 수 있다.

셋째, 위험인식 연구와 범죄의 두려움에 대한 연구의 학제적 연구

(interdisciplinary research)가 필요하다(Jackson, 2006). 범죄의 두려움에 

대한 연구에서 위험인식을 매개변수로 사용하는 경우(Ferraro, 1995;

Chiricos et al., 1997; 이민식, 2000)와 범죄의 두려움에 대한 연구에서 

위험인식 연구의 성과를 활용하는 경우(Warr, 2010) 등 두 학문분야의 

성과가 상호 활용되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위험

인식에 관한 연구와 범죄의 두려움에 대한 연구는 연계 없이 독립적으로 

진행되어 왔고 두 학문분야의 성과가 공유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나 우

리나라에서는 두 학문분야가 별도로 연구되고 있고 연구 성과의 상호 활

용도 확인하지 못했다. 그러나 범죄가 위험의 일종이고, 위험인식이 두려

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학제적 연구

(interdisciplinary research)를 통해 두 학문분야의 성과를 공유하고 활용

할 필요가 있다. 두 학문에서 공통점을 찾아 비교함으로서 새로운 것을 

얻을 수 있고 이러한 학문 간의 공통점을 찾음으로서 학문 간에 의사소

통이 이루어지며, 또한 학문 간에 응용할 수 있는 범위의 확대가 가능하

다(Jackson, 2006).

넷째, 향후 연구는 단순히 위험인식이나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는 연구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성에 관련된 이론,

청소년 관련 연구, 정부 신뢰에 관한 연구 등의 성과를 바탕으로 영향요

인들이 위험인식이나 범죄의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다섯째, 위험의 사회적 증폭과정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세월호 침몰

사고는 우리사회 전체를 바꾼 극단적 사건이다. 이러한 극단적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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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위험의 사회적 증폭 이론을 통해 분석

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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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악 국민안전 체감도 조사 (일반 국민용 2014. 3)

안녕하세요? 저는 여론조사 전문 기관인 0000000의 면접원 000입니다. 안전행정부와 함께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안전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문항
이 몇 개 안되니 잠시 설문에 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설문은 만19세 이상 성인
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입니다.

SQ1. 선생님께서 거주하고 계신 지역은 어디입니까?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경기    ⑨ 강원 ⑩ 충북    ⑪ 충남    ⑫ 전북     

⑬ 전남 ⑭ 경북    ⑮ 경남 �� 제주

SQ2. 성별(목소리로 판단할 것!)  ① 남자        ② 여자

SQ3. 선생님의 연령은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세 (☞ 만 19세 미만 면접 

중단)

    SQ3-1. ① 만19~29세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Q01. 선생님께서는 현재 우리나라 사회가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안전하다 ② 어느 정도 안전하다 ③ 보통이다

④ 그다지 안전하지 않다 ⑤ 전혀 안전하지 않다

⑥ 모름/무응답

Q02. 선생님께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국정 과제인 4대악 근절에 대해 알고 계십

니까?

① 매우 잘 알고 있다                ② 어느 정도 알고 있다

③ 잘 모르고 있다            ④ 전혀 모르고 있다

Q03. 정부가 근절하고자 하는 4대악은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입니다. 선

생님께서는 4대악 중 가장 우선적으로 근절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

니까? 한 가지만 말씀해주십시오. (R)

① 성폭력 ② 가정폭력 ③ 학교폭력 ④ 불량식품

⑤ 모름/무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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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부터는 4대악 중 성폭력에 대해서만 여쭤보겠습니다.

Q04. 선생님께서는 본인 또는 주변 사람들이 성추행 등 성폭력 피해로부터 안전하다

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안전하다 ☞ Q05번으로

② 어느 정도 안전하다 ☞ Q05번으로

③ 보통이다 ☞ Q05번으로

④ 그다지 안전하지 않다 ☞ Q04-1번으로

⑤ 전혀 안전하지 않다 ☞ Q04-1번으로

⑥ 모름/무응답     ☞ Q05번으로

Q04-1. 성폭력 피해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

수응답 가능)

① 신속한 수사와 검거 부족      ② 가해자 처벌과 재범방지 노력 미약

③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미흡

④ 예방교육 부족 및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 

⑤ 기타 ( )    ⑥ 모름/무응답

Q05. 정부는 성폭력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담 수사팀 설치, 가해자 처벌 강화, 피해자 지

원센터 설치 확대 등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성폭력 피

해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효과가 있다 ②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③ 보통이다

④ 그다지 효과가 없다 ⑤ 전혀 효과가 없다 ⑥ 모름/무응답

Q06. 그렇다면, 성폭력 피해 근절을 위해 가장 효과가 높은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

니까? 필요한 순서대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R) 

1순위 ( ), 2순위 ( )

① 범죄 발생 시 신속한 수사․검거 ② 가해자 처벌 및 재범방지 강화

③ 피해자 지원기관 확대

④ 성(性)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홍보 강화

⑤ 기타 ( ) ⑥ 모름/무응답

※ 지금까지는 성폭력에 대해 여쭤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가정폭력에 대해 여쭤보겠습니

다. 



- 162 -

Q07. 선생님께서는 본인 또는 주변 사람들이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신체적 폭행 등과 같은 

가정폭력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안전하다   ☞ Q08번으로

② 어느 정도 안전하다  ☞ Q08번으로

③ 보통이다 ☞ Q08번으로  

④ 그다지 안전하지 않다 ☞ Q07-1번으로 

⑤ 전혀 안전하지 않다 ☞ Q07-1번으로

⑥ 모름/무응답     ☞ Q08번으로

Q07-1. 가정폭력 피해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① 가정폭력에 대한 신속한 출동 및 수사 부족 

② 가해자 처벌과 재범방지 노력 미약

③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미흡

④ 예방교육 부족 및 가정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 

⑤ 기타 ( ) ⑥ 모름/무응답

Q08. 정부는 가정폭력 피해를 줄이기 위해 경찰의 현장 출입·조사 강화, 피해자 보호시설 

확대 등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가정폭력 피해를 줄이

는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효과가 있다 ②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③ 보통이다

④ 그다지 효과가 없다 ⑤ 전혀 효과가 없다 ⑥ 모름/무응답

Q09. 가정폭력 피해 근절을 위해 가장 효과가 높은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필요

한 순서대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R) 1순위 ( ),2순위 (     )

① 가정폭력에 대한 신속한 현장 출입․조사 강화

② 가해자 처벌 및 재범방지 강화

③ 피해자 지원 확대 

④ 가정폭력이 범죄라는 인식 확산 및 예방 교육 강화

⑤ 기타 ( )

⑥ 모름/무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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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는 가정폭력에 대해 여쭤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학교폭력에 대해 여쭤보겠습

니다. 

Q10. 선생님께서는 본인의 자녀 또는 주변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신체적 폭행, 집단 

따돌림 등과 같은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안전하지 않다

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안전하다 ☞ Q11번으로

② 어느 정도 안전하다 ☞ Q11번으로

③ 보통이다 ☞ Q11번으로

④ 그다지 안전하지 않다 ☞ Q10-1번으로

⑤ 전혀 안전하지 않다 ☞ Q10-1번으로

⑥ 모름/무응답              ☞ Q11번으로

Q10-1. 학교폭력 피해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복

수응답 가능)

① 가정과 학교의 관심․지도 부족 ② 가해자 처벌과 재범방지 노력 미약

③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미흡    ④ 예방교육 부족 및 학교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

⑤ 기타 ( )   ⑥ 모름/무응답

Q11. 정부는 학교폭력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학교 폭력 예방교육 강화, 학생상담 활성화, 

학교전담 경찰관 확대 등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학교폭력 피해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효과가 있다 ②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③ 보통이다

④ 그다지 효과가 없다 ⑤ 전혀 효과가 없다

⑥ 모름/무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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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끝으로 통계처리를 위해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

DQ1. 실례지만 학교는 어디까지 마치셨습니까?

① 초등학교 졸업 이하 ② 중학교 중퇴 및 졸업 ③ 고등학교 중퇴 및 졸업

④ 대재/대학 중퇴 및 졸업 이상 ⑤ 모름/무응답

DQ2. 선생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① 농/임/어업 종사자 (가족 종사자 포함)

② 자영업자 (소규모 장사 및 가족종사자, 개인택시운전사 등)

③ 입법공무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정부/기업 고위 임원, 일반관리자 등)

④ 전문가 (의사, 약사, 변호사, 회계사, 교수, 작가, 예술가 등)

⑤ 기술공 및 준전문가(컴퓨터 관련 준전문가, 경찰, 소방공무원, 철도기관사,

운동선수, 연예인, 종교인 등)

⑥ 사무종사자 (일반사무 종사자, 공무원, 교사 등)

⑦ 서비스종사자 (이미용사, 보안서비스 종사자, 음식서비스 종사자등)

⑧ 판매종사자 (상점점원, 보험설계사, 나레이터 모델 및 홍보종사자 등)

⑨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광부, 전기/전자장비 설비 및 정비 종사자, 수공예

Q12. 학교폭력 피해 근절을 위해 가장 효과가 높은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한 순서대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R) 1순위 (     ), 2순위 (

)

① 학교폭력 단속 강화 ② 가해자 처벌 및 재범 방지 강화

③ 피해자 지원 확대 ④ 학교폭력 예방 활동 강화

⑤ 기타 ( ) ⑥ 모름/무응답

Q13. 선생님께서는 정부에서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강화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강화하고 있다 ② 어느 정도 강화하고 있다

③ 보통이다 ④ 그다지 강화하고 있지 않다

⑤ 전혀 강화하고 있지 않다 ⑥ 모름/무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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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등)

⑩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건설 및 기타 이동장치 운전종사자, 자동차 운전

종사자 등)

⑪ 단순노무종사자 (배달, 운반, 세탁, 기사, 청소원, 경비원 등)

⑫ 학생 ⑬ 전업주부 ⑭ 직업군인

⑮ 무직 �� 기타 �� 모름/무응답

DQ3. 선생님께서는 현재 가족과 함께 살고 계십니까?

① 혼자 살고 있다 ☞ DQ4번으로

②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 ☞ DQ3-1번으로

③ 모름/무응답 ☞ DQ4번으로

DQ3-1. 선생님을 포함해서 몇 분과 함께 살고 계십니까? ( ) 명

DQ4. 선생님 댁 가족 전체의 보너스를 포함한 월평균 소득은 얼마입니까? ( )

만원

DQ5. 혹시 선생님을 포함해서 동거하시는 가족 분 중 몸이 불편한 장애를 가진 분이 계신

가요?

① 있다 ② 없다 ③ 모름/무응답

DQ6. 선생님께서는 결혼을 하.셨습니까?

① 결혼했음 ② 결혼하지 않음 ③ 기타 ( )

④ 모름/무응답

DQ7. 선생님께서는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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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takes the view that many different factors can affect risk 

perception, given the complex and subjective nature of the risks. In this 

paper, I would like to confirm that extreme events, which have been 

relatively neglected in previous studies, may affect risk perception. Second, I 

want to confirm whether there is a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 of crime 

risk perception and the level of objective risk level of crime. Based on this, 

the main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confirm that the level of objective 

crime risk and the level of crime risk perception are identical.

All three analyzes of this study utilized the same data. First, I used monthly 

survey data on national safety perceptions. This data is pooled 

cross-sectional data. In addition, information related to sexual vio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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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estic violence, and school violence was tweeted through Twitter, using 

data collected through the Social Big Board of the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Research Institute. The statistics of sexual violence occurrence 

domestic violence occurrence, and the reporting of school violence utilized 

internal statistics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In all the analyzes of this study, the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Pooled 

Ordinary Least Square, ignoring the fact that the data is a pooled 

cross-sectional data structure. However, when heteroscedasticity is identified, 

it is analyzed using "feasible generalized least square" to solve the 

heteroscedasticity.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occurrence of extreme events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social risk perception and domestic violence 

risk perception, but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with 

perception of sexual violence risk and perception of school violence risk. 

Second, the number of tweets related to extreme events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with social risk perception. However, the 

number of tweets related to sexual violence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 perception of sexual violence risk, and the number of tweets related to 

domestic violence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the 

perception of domestic violence risk.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number of tweets related to school violence 

and school violence risk perception. Third, the recognition of the effects of 

crime-related government policies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relationship with social risk perception. In addition, the recognition of the 

effects of government policies related to sexual violence, domestic vio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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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school violence was foun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risk perception and these crime. Fourth, the number of 

incidents of sexual violence was significantly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 

perception of sexual violence risk. However, a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relationship was found with the number of reports of domestic 

violence, and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 was found with the 

number of reports of school violence. Fifth, the general public and criminal 

experts showed no difference in the perception level of sexual violence and 

domestic violence. On the other hand, it was found that the general public 

had a higher level of school violence perception level than the criminal 

experts.

This paper has some meaning. In terms of content, it is meaningful that the 

extreme events that cause the great damage that previous studies have 

relatively neglected can affect risk perception.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re i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 of objective 

risk trend of crime and the level of perceived risk of crime. It also means 

that in reality the level of objective crime risk is consistent with the level 

of perceived risk of crime. Thus, this study is meaningful to fill the gaps of 

existing research in terms of research results. From the aspect of the 

analysis subject, it is meaningful that the existing researches mainly 

investigated the technology and human activities such as nuclear power and 

crime, but this study confirms the influence factors on the social risk 

perception. In addition, research on the risk of crime has focused on the 

fear of crime. However, this study is different from previous studies in 

terms of the perception of crime risk. Recently, fear of crime has b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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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reasingly studied for individual crimes, but fear of crime has been studied 

through general measures. This study is different from the previous studies 

in that it focuses on specific crimes such as sexual violence, domestic 

violence and school violence. In addition, it is meaningful that the difference 

in the perception level of crime risk among the crime experts and the 

ordinary people who have not been studied before is meaningful. In terms 

of analytical data, previous studies of risk perceptions have been studied 

through one-time surveys without time series data. However, in this study, it 

is meaningful to confirm that the occurrence of sexual violence is related to 

the perception of sexual violence risk using time series data. In this way, 

this research is different from previous studies in terms of research data.

Key words: risk perception, extreme events, social risk perception, crime risk 

perception, sexual violence, domestic violence, school vio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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