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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현재 한국 사회는 급속도로 증가하는 1인 가구 패러다임에 의해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법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본 연구는 

그러한 현실 가운데에서도 1인 가구의 범죄 취약성이라는 사회 문

제가 특성한 성에 기울어진 젠더화된 현상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

실에 주목한다.

실제로 남성 1인 가구와 여성 1인 가구가 서로 직면하고 있는 문

제는 성별 차이와 젠더 특성으로 인해 이질적인 측면이 강하다. 특

히 여성 1인 가구의 취약한 주거 현실은 현대 범죄의 양상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 안전은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이다. 그러나 범죄를 경험하는 데 있어 여성 1인 가구

는 여성이라는 동질집단 내에서도 차이를 보이는데 실질적인 피해

율과 범죄두려움의 정도 모두에서 청년 여성의 취약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청년 여성 1인 가구들의 범죄두

려움을 보다 더 심도 있게 탐구하기 위해 젠더 관점 아래 ‘장소’의 

개념을 바탕으로 주체들의 경험과 실천의 유형을 밝혀냄으로써 이

들이 재현하고 있는 집의 의미를 추론해내고자 한다.

본 연구는 현재 관악구에 거주 중이거나 혹은 거주한 경험이 있는 

청년 여성 1인 가구 9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으며 이들의 인

터뷰 내용을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통해 분석하는 질적 연구를 수행

했다. 연구결과, 총 8개의 구성요소가 도출되었으며 이는 집에서 직

접 경험하고 인식하는 범죄두려움의 유형인 ‘범죄두려움으로 점철된 

집’ 네 가지와 그로부터 안전한 공간을 사수하고자 하는 실천의 유

형인 ‘청년 여성들의 집 지키기 전략’ 네 가지로 나누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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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집이 다양한 유형의 범죄두려움으

로 점철되어 있다고 보았는데 이는 각각 ‘타인에 의한 두려움’, ‘보

호·관리가 되지 않는 공간’, ‘경계하게 되는 근린환경’, ‘성범죄의 

온상’으로 정제되었다. 첫째, 연구 참여자들은 1인 가구인 이웃, 주

거침입을 시도하는 낯선 자, 층간소음 유발자, 위협적인 길 위의 사

람들, 특정 직업군 등 집 주변의 신뢰할 수 없는 타인들에 대한 불

안함이 있었다. 둘째, 경찰관, 구청 담당자, 건물관리인과 같이 안전

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의 안일한 태도와 지역 무질서를 경험

하면서 집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걱정했다. 셋째, 유흥주점과 모텔, 공사장 등 집 근처의 특정 

시설물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인 범죄와 감시성이 부재한 

주변 환경들로 인해 경계하게 되는 근린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

다. 넷째, 청년 여성 1인 가구라는 정체성이 가장 극대화된 형태로

서 사회적으로 성적 대상화된 청년 여성들이 혼자 살면서 직간접적

으로 마주할 수 있는 범죄유형들에 대한 공포에 대해 이야기 했다.

그러나 이처럼 집을 에워싼 수많은 범죄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연구 

참여자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자신의 집을 안전 공간화 하고자 노력

했으며 이는 ‘유일한 안전지대 구축하기’, ‘집다운 주거환경 발견하

기’, ‘고립을 극복하기 위해 소통하기’, ‘두려움보다 주체적인 삶에 집

중하기’로 분류되었다. 첫째, 연구 참여자들은 범죄예방이 가능한 근

린환경이 보장되는 곳 혹은 최소한의 보안·방범체계가 구비된 건물 

을 거주지로 선택하고 동네 거주민들의 생활상을 예측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집만큼은 유일한 안전지대로 구축하고자 했다. 둘째, 안

락함을 주는 내부공간구조와 주거지로 인식될 수 있는 인근의 외부

지표들을 발견하고 주거환경의 ‘집다운’ 감각을 체득함으로써 안전함

을 이끌어내고자 했다. 셋째, 범죄두려움으로 인한 사회적 단절을 피

하기 위해 집 주변의 지인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나아가 타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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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적으로 함께 거주하는 방식을 선택하기도 했다. 넷째, 심리적

으로 그리고 물리적으로 집 밖의 범죄두려움과 집 안의 자신을 분리

하고 ‘나의’ 집에서 ‘나의’ 삶을 진취적으로 쟁취하고 있다는 사실에 

더 큰 가치를 둠으로써 범죄두려움을 줄여나갔다.

이처럼 청년 여성으로서 연구 참여자들에게 집은 본래부터 주어진 

쉼터나 안식처가 아닌 기본적으로 범죄두려움으로 둘러싸인 공간이며 

이들은 그러한 현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또 저항하면서 안전한 집

을 사수하기 위해 노력했다. 결국 청년 여성 1인 가구들에게 집은 수

많은 범죄두려움으로부터 자신과 집을 지켜내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하는, 말 그대로 ‘생존’의 장소라는 의미를 재현해내고 있었다.

본 연구는 청년 여성 1인 가구의 범죄두려움을 주제로 질적 연구

를 수행함으로써 다수의 양적 연구들 사이 학문적 균형을 꾀하고 

나아가 ‘장소’와 ‘젠더’ 논의의 결합을 통해 젠더 관점에서의 도시

계획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더불어 기

존의 연구들이 여성 1인 가구들을 단순히 피해자에 위치시킴으로써 

드러내지 못해왔던 범죄두려움에 대한 이들의 주체적인 대처양식들

을 기술했다는 점에서도 질적 연구로서 본 연구의 가치를 증명했다

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질적 연구 방식에 따른 일반화의 한계와 더

불어 대표성 확보를 위해 연구 대상지 및 주거유형을 한정하였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따라서 향후 1인 가구의 삶의 다양한 측면

을 설명해낼 수 있는 장치들을 수정·보완한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제

시하는 바이다.

◆ 주요어 : 여성 1인 가구, 청년 여성, 집, 범죄두려움, 장소, 젠더관점, 생존

◆ 학  번 : 2019-29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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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국은 사회 구조적인 변화를 거쳐 오며 가족의 형태가 대가족에서 핵

가족으로, 나아가 1인 가구로까지 변모하기 시작했다. 통계청 인구주택 

총 조사(2019)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인 가구는 1985년 약 66만 가구로 

전체의 6.9%에 불과했으나 2019년에는 전체 가구 중 30.2%인 614만 

8000 가구를 차지하며 한국 사회의 주된 가구 형태가 되었다. 이와 같은 

추세는 전통적인 4인 가구 체제의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난 새로

운 가족 형태로의 정책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통계청(2020)의 표준정의에 따르면, 1인 가구란 ‘1인이 독립적으로 취사,

취침,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구’를 의미한다. 이때 ‘나홀로’ 거주라는 

특징은 이들을 사회적, 경제적, 법적으로 취약한 구조에 놓이게 만드는데 

다양한 취약성 중에서도 최근 1인 가구와 관련된 사회문제로 가장 화두

가 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범죄취약성이다. 1인 가구는 기본적으로 다

른 형태의 가구보다 범죄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으며(Cohen and

Felson, 1979)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2012)에 따르면 1인 가구를 대상으

로 하는 범죄가 전체 범죄 발생 건수의 30%를 차지한다고 보고되었다.

서울시 1인 가구 실태조사(2017) 결과, 1인 가구가 혼자 사는 어려움에는 

경제적 어려움과 외로움뿐 아니라 안전 불안에 대한 것 역시 높은 비중

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실 가운데에서도 1인 가구의 범죄취약성이 특정한 

성에 기울어진 젠더화된 현상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남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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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가구와 여성 1인 가구가 직면한 문제는 성별 차이와 젠더 특성으로 

인해 이질적인 측면이 강하다(장임숙, 2020). 실제로 여성 1인 가구의 성

별 특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회적 배제는 안전과 관련된 분야이며 대

표적인 공간이 바로 주거공간이다(김혜정, 2015). 2019년 발 관악구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는 여성을 쫓아가 집 안으로 침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

은 ‘신림동 주거침입 사건1)’(조선일보, 2019.05.30)이 사회적 공분을 불러

일으키면서 1인 가구 여성의 취약한 주거 현실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통계청(2018)에 따르면 여성 1인 가구의 46.2%가 범죄 발생에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실제로 강력범죄피해자 중 87.0%가 

여성이며 이는 남성의 약 6.7배 높은 수준이다. 이 중 91.7%는 강간･강

제추행으로 인한 것으로 피해자 중 55.6%가 청년 여성이며 주거지(아파

트, 연립/다세대, 단독주택)에서 범죄 발생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장진희·김연재, 2016).

그러나 범죄피해를 경험하는 데 있어 1인 가구 여성은 여성이라는 동질

집단 내에서도 연령대별로 차이를 보인다. 형사정책연구원(2017)에 따르

면 1인 가구 중에서도 청년 여성 1인 가구가 남성에 비해 범죄피해를 당

할 가능성이 2.3배 높았다. 특히 주거침입을 당할 가능성은 무려 11.2배 

정도의 차이를 보였는데 이 중 34세 미만인 여성의 범죄 피해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강지현, 2017). 이러한 배경에서 권민지(2018)는 청

년 여성들을 새로운 주거불안계급으로 개념화하였다. 여기서 주거불안계

급이란 경제적 불안정성뿐 아니라 도시에서 편안함과 안전함을 느끼며 

사생활을 보호받아야 하는 사적공간의 부재로 불안을 느끼는 집단을 의

미한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받아야 할 주거공간에서조차 청년 여성

1) 고성민, 2019,“경찰, ‘신림돌 강간미수 영상’30대男 구속영장···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 적용,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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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높은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내재하고 있는 것이다(조규원, 2019).

이에 최근에서야 여성 1인 가구의 범죄두려움 관련 연구들이 차츰 모습

을 드러내고 있으나 기존 연구들은 대개 안전한 환경, 즉 실증적 지식과 

객관적 지표를 기반으로 한 물리적 인프라 중심의 양적 연구들이 주를 

이루어왔다. 그러나 도시공간에 대한 지식이 과학적 합리성에 매몰될 때 

정작 그 공간에 배태되어 있는 인간 고유의 경험은 쉽게 간과될 우려가 

있다. 개별 구조물과 통계적 수치에 한정된 계획은 공간 그 자체의 성격

이나 경험을 방치하기 쉬우며 이처럼 도시공간에 있어 사용자의 경험이 

반영되지 않은 도시계획을 ‘도시계획에서 빠진 공간(SLOIP: Space Left

Over In Planning)’이라 부른다(Brette, 1970).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실증적 ‘공간’ 개념의 대안으로서 ‘장소’의 개

념을 이론 틀로 차용하여 도시계획에서 빠진 공간의 공백을 메우고자 한

다. 여기서 장소란 행위자들의 경험을 통해 의미가 부여된 공간을 의미

한다(Carter, Donald, Squire, 1993). 그러나 장소와 관련된 논의들 역시 그

간의 도시계획이 실증주의적 가치를 통해 보편성 내지는 중립성을 표방해온 

것처럼 장소를 경험하는 사람들 간의 다양한 차이를 간과했다는 점을 비판받

아왔다. 특히 여성주의 학자들은 장소의 원형이자 돌봄의 장으로서 ‘집’에 

대한 기존 학자들의 장밋빛 관점이 많은 여성들에게는 공유되고 있지 않

음을 지적하고 그간 장소 논의에서 결여된 젠더 관점의 중요성을 강조하

였다. 이에 본 연구는 청년 여성 1인 가구의 안전현실에 문제의식을 느끼

고 범죄두려움이 집에 대한 이들의 경험과 실천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 있

게 탐구하기 위해 젠더 관점 하의 장소적 접근을 통해 범죄두려움을 매개

로 청년 여성 1인 가구가 재현하는 집의 의미를 추론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중심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4 -

청년 여성 1인 가구들이 범죄두려움을 통해

재현하는 집의 의미란 무엇인가?

본 연구를 관통하는 핵심 개념인 장소적 관점에 따르면 장소로서 집은 

물리적인 공간을 토대로 공간 내 주체들의 경험과 실천이 축적되는 과정

을 통해 다양한 의미를 생산해낼 수 있다. 이때 ‘경험’이 개인이 처한 현

실 그 자체라면 ‘실천’은 그에 따른 개인들의 행동양식에 해당한다. 따라

서 아래의 두 가지 하위질문들을 통해 청년 여성 1인 가구들이 범죄두려

움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집의 장소적 특징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실천

전략을 분석해냄으로써 궁극적으로 재현되고 있는 집의 의미를 도출해내

고자 한다.

하위질문1. 청년 여성 1인 가구들이 집과 집 근처에서 경험하는 범죄두

려움의 유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하위질문2. 청년 여성 1인 가구들이 집과 집 근처에서 경험하는 범죄

두려움에 취하는 실천전략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본 연구는 장소의 현상학적 관점을 토대로 청년 여성들의 집에 대한 경

험을 초월적 관점에서 일반화하기보다는 그들의 경험과 실천이 장소적 

의미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획일화되지 않은 다양한 모습을 발견해내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또한 여성 1인 가구의 범죄두려움을 주제로 질적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다수의 양적 연구들 사이 학문적 균형을 꾀하고 나

아가 ‘장소’와 ‘젠더’ 논의의 결합을 통해 젠더 관점에서의 도시계획 연

구의 필요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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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흐름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서울시 관악구이며 인터뷰의 시간적 범위는 

2021년 1월에서 3월 사이로, 응답자 모두 현재 관악구에 거주 중이거나 

거주했던 경험이 있는 청년 여성 1인 가구이다. 본 연구는 서론에 해당

하는 1장을 제외하고 이론적 고찰부터 결론 및 한계점까지 총 5장에 걸

쳐 기술된다.

구체적인 연구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2장은 문헌 검토를 통해 본 연구와 관련된 이론들을 고찰한다. 먼저 젠

더관점에서 수행된 도시연구들을 살펴봄으로써 도시연구 내 젠더 시각의 

필요성을 점검한다. 그 다음 여성 1인 가구의 범죄두려움 관련 선행연구

들을 검토하고, 청년 여성 1인 가구들의 집에 대한 경험과 실천을 분석

하기 위한 개념으로서 장소와 집과 관련한 개념적 논의들을 젠더 관점에

서 훑어본다. 이후 해당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집의 장소적 의미를 도출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설정한다.

3장에서는 본 연구의 분석틀인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과 연구의 

타당성 및 윤리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분석 자료에 해당하는 연구 대상

지 및 연구 참여자들의 선정기준과 특성을 제시한다.

4장은 인터뷰 내용을 분석한 연구결과로서 범죄두려움을 중심으로 집에 

대한 청년 여성 1인 가구들의 장소적 경험과 실천을 분석하여 본질적인 

집의 의미를 추론한다.

5장에서는 본 연구의 전반적인 내용을 요약하고 본 연구가 가지는 정책

적·학문적 영역에서의 함의를 도출한다. 나아가 일부 한계점을 밝혀 이

를 보완할 수 있는 향후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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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이론적 고찰

1. 도시연구에서의 젠더관점

그간의 도시계획은 성별과는 거의 관련이 없는 젠더 중립적인 영역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건조 환경이 곧 공간계획이라는 관점으로 

현재까지도 규범적 준거로 여겨지는 실증주의적 사고에 기초한다. 그러

나 공간은 물리적 체계 내외를 점유하고 또 지나치는 사람들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 의미를 얻게 되는데 여기서 공간은 사회적 공간이다.

공간은 우리의 일상적인 공간적 실천을 통해 만들어진 사회적 산물이며

(Lefebvre, 2011; 박영민 외, 2001) 이러한 사회-공간의 변증법적 성격에 

의해 젠더는 도시공간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공간 역시 젠더가 재

생산되고 변형되는 과정에 관여한다는 점에서 젠더 관점은 도시를 접근

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결국 도시연구에서 젠더관점이란 도시를 둘러

싼 다양한 현상들을 사회의 젠더관계를 통해 들여다보고 젠더에 따른 남

성과 여성의 경험의 차를 설명하여 도시현상에 대한 보다 더 균형적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접근방식의 일환이다.

실제로 공간은 젠더뿐 아니라 계층, 연령, 인종, 장애와 같은 수많은 사

회적 관계를 매개로 사회 내 권력과 억압 그리고 자원배분(Pain, 2001)을 

수반한다. 그러나 다양한 차이와 배제의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간에 내재된 권력은 공간이 마치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것처

럼 보이게 만듦으로써 보편성 내지는 중립성을 가장한다(안숙영,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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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스트 도시연구가들은 이러한 권력관계를 매개로 도시이론의 바깥

을 구성하게 된 타자들에 대한 연구를 제시함으로써 주류 도시이론이 간

과하는 지점을 드러냈다(Buckley and Strauss, 2016). 이들의 연구는 역

사상 토지 대부분이 남성들에 의해 지배되어왔으며 그로 인해 많은 여성

들이 도시의 물리적·사회적·경제적 환경을 조성하는 의사결정에서 제외

되어 왔음을 밝혀냈다(Fainstein, 2001).

젠더관점을 통한 도시연구는 1970년대 서구 페미니스트 학자들을 중심

으로 본격화되었으며 당시 남성성 혹은 여성성으로 대변되어 오던 공적

/사적, 생산/재생산, 직장/가정 등과 같은 가치들이 도시에 수반됨에 따

라 야기되는 차별적인 공간 경험에 대한 분석이 주를 이루었다. Hayden

and Mackenzie(1980)는 70~80년대 도시 공간이 여성과 남성 사이 이분

법적인 사회 분리체계를 물리적으로 뒷받침해왔다는 사실을 비판했다.

산업사회가 들어서고 과거에 비해 더 많은 여성들이 임금 노동력에 유입

된 사실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도시와 주택은 계속해서 ‘집에 갇힌 여성’

을 위해 디자인되어 옴으로써 물리적·사회적·경제적으로 여성들에 대한 

구속과 종속을 강화했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와 이러한 이분법적인 접근 자체가 또 다른 젠

더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여성 집단 내부

의 다양성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여성 집단 내에서도 인종이나 계급과 

같은 다양한 특성이 교차되는 지점을 드러낼 수 있는 사회공간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강미선, 2012). Mollenkopf and Castells(1991)은 도시

재구조화 과정에서 자본주의의 가치가 극대화되는 경제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의 변화를 젠더·인종·계급의 분열로 간주하고 이들과 관련한 새로운 

도시의 불평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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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경우 1990년대 후반 내지는 2000년대 초반에 들어서야 젠더 관

점에서의 도시연구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후 다양한 사회적 변화와 함

께 페미니즘 관련 이슈들이 맞물리면서 여성친화도시 및 젠더관점의 도

시변화에 대한 연구가 늘어나고 있으나(조수진 외, 2020) 아직까지는 상

대적으로 이론적·기술적 논의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남영우, 1997;

이현재, 2010; 강미선, 2012; 안숙영, 2012; 정현주, 2016).

남영우(1997)는 1990년대 당시 한국의 도시 재구조화 과정을 젠더 개념

과 함께 고찰했으며 여성의 역할분담을 전제로 한 여성운동이 도시공간

의 변화를 요구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현재(2010)는 르페브르의 도시

권(right to the city)을 여성주의 관점에서 재구성하고 서울시의 ‘여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가 가부장제하의 정상적 여성성에 기반 한 차이의 

권리만을 고려할 뿐 여성들 간의 다양한 차이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하였다. 안숙영(2012)은 전통적 공간연구의 남성중심주의를 비판하고 

젠더 관점을 통한 공간의 사회화 과정에 주목했다. 젠더가 도시의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으로의 분리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젠더 평등에 기

초한 공간의 생산 및 주권 구현을 위한 공간의 정치화를 제안했다. 강미

선(2012)은 도시 및 건축 정책 역시 성 주류화의 대상이며 공간을 계획하

는 모든 과정에서의 성인지적 관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정현주(2016)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도시정책과 담론에서의 성인지적 관점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모습의 젠더 억압과 모순의 

복잡성을 분석하기 위한 개념으로서 교차성2)을 제안하였다.

이 외에도 비교적 최근에는 실증적 논의를 기반으로 한 연구들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김현미, 2008; 이건학 외 2013; 조연숙 외, 2015).

2) 교차성은 계급, 젠더, 인종, 섹슈얼리티, 연령, 시민권, 장애, 종교 등이 각각 특정한 억압
구조를 만들어 내며, 이처럼 여러 억압구조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결합되어서 특정한 사
회구조와 권력관계를 규정한다고 보는 접근방식이다(박미선, 2014; 정현주, 2015).



- 9 -

김현미(2008)는 자녀 연령별 여성의 도시기회접근성(Access to Urban

Opportunities)의 시·공간적 구속성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이는 복잡한 

역할을 제한된 시간 내에 동시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여성의 일상성에 대

한 시간지리학 연구로서 남녀 간 그리고 여성 집단 간의 차별화된 도시

기회 접근성을 GIS-기반 연구방법론을 사용해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 여

성의 접근성 경험은 성별(sex)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적 성 역할인 젠더

(gender)와 더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건학 외(2013)는 젠

더링(spatial gendering)기법을 통해 건물용도별 공간분포를 중심으로 젠

더화된 공간을 실증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도시 전체에 걸쳐 남성적 공

간으로 유형화되는 공간적 점유가 여성적 공간에 비해 비교적 높게 분포

되어 있었으며 이는 특히 도심과 부도심과 같은 도시 중심부에 집중되어

있는 양상을 보였다. 조연숙 외(2015)는 도시 공공시설을 젠더의 문제와 

함께 바라보고 성별에 따라 다른 경험과 특성이 도시공공시설의 구성과 

배치에 어떠한 수요를 반영하는 지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다. 연구 결과, 여성은 남성에 비해 돌봄 수행을 위한 이용 공간 개선과 

지역 의사결정 참여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앞선 국내외 논문들을 통해 젠더에 따라 차별적인 도시 경험

의 존재를 확인하였다. 이는 그간의 도시계획이 담보해오던 보편성 내지

는 중립성이라는 명제에 질문을 던지게 만듦으로써 도시의 젠더 편향적

인 속성을 다시금 상기시킨다. 여성과 남성의 다른 공간적 실천은 서로 

다른 공간을 생산해낸다. 그러한 개인의 경험들이 그 자체로 도시의 구

조를 설명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젠더관점은 성별에 따른 다양한 고려들

이 도시라는 물리적 실체와 관념을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토대를 제

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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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성 1인 가구와 범죄두려움

1인 가구란 ‘1인이 독립적으로 취사, 취침,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구’

를 의미한다(통계청, 2020). 이때 1인 가구는 가구주의 나이, 성별, 거주

유형 등과 같은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분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도 본 연구는 젠더관점을 바탕으로 여성 1인 가구들의 주거 현실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남성 1인 가구와 여성 1인 가구가 직면한 문제는 성별 차이

와 젠더 특성으로 인해 서로 이질적인 측면이 강하다(장임숙, 2020). 이

때 여성 1인 가구의 문제는 흉폭화･지능화되고 있는 현대 범죄의 양상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하희송·박한실, 2020) 이들에게 있어 안전은 특

히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이슈이다. 통계청(2018)에 따르면 여성 1인 가

구의 46.2%가 범죄 발생에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실제로 강력범죄피해자 중 87.0%가 여성이며 이는 남성의 약 6.7배 높은 

수준이다. 이 중 91.7%는 강간･강제추행으로 인한 것으로 피해자 중 

55.6%가 청년 여성이며 주거지(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주택)에서 범죄 

발생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장진희·김연재, 2016).

그러나 범죄피해를 경험하는 데 있어 1인 가구 여성은 여성이라는 동질

집단 내에서도 연령대별로 차이를 보인다. 형사정책연구원(2017)에 따르

면 1인 가구 중에서도 청년 여성 1인 가구가 남성에 비해 범죄피해를 당

할 가능성이 평균 2.3배 높았다. 특히 주거침입을 당할 가능성은 무려 

11.2배 정도의 차이를 보였는데 이 중 34세 미만인 여성 1인 가구의 범

죄 피해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강지현, 2017). 청년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침입 범죄두려움과 그에 따른 자기보호행동을 분석한 하지은 외

(2017)의 연구에 따르면 주거침입 범죄두려움과 자기보호행동 모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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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여성 1인 가구의 결과 값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때 범죄두려움(fear of crime)의 정의는 문헌 및 연구들마다 상이한 

경향이 있으나3) 기존연구들에서는 ‘범죄나 범죄와 관련된 상징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적 반응’(LaGrange·Ferraro, 1987) 또는 ‘타인에 대한 불신,

걱정, 낯선 사람에 대한 공포 등을 비롯하여 범죄 발생과 연관 지을 수 

있는 다양한 정서적 상태, 태도, 인식’(Warr, 2000)으로 해석되는 두 학자

의 정의가 대표적이다. 국내의 경우 ‘자신이 범죄의 피해자가 될지도 모

른다는 느낌이나 기분’이라는 조은경(1997)의 정의가 대표적이며 이 외에

도 ‘범죄피해의 위험을 지각함으로써 야기되는 부정적인 정서적 반응’(차

훈진, 2007), ‘실제적으로 범죄피해를 당할 것 같은 느낌’(고준호, 2009)

등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다. 본 연구의 경우 여성 1인 가구의 범죄두려

움을 포괄적으로 기술하고자 상대적으로 넓은 범위로 해설된 조은경

(1997)의 정의를 따른다.

범죄두려움과 관련된 기존 연구들에서 나타나는 가장 일관된 결과 중 

하나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수준과 그에 대한 반응에 있어 가장 강력

하고 일관된 변인이 ‘성(gender)’이라는 점이다(Baumer, 1978; Balkin,

1979; Hindelang et al., 1978; Riger and Gordon, 1981; Skogan and

Maxfield, 1981; Garofalo, 1979; Gordon and Riger, 1989; Pain, 1991;

Stanko, 1987; Warr, 1984; Ferraro, 1995, 1996; 노성호․김지선, 1998; 이

성식, 2001; 차훈진, 2008 등). 비(非)성범죄와 같은 일반범죄에 대해서도 

3) Sundeen & Mathieu(1976)는 범죄두려움을 자신이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것에
대한 불안과 걱정의 정도라고 규정하였으며, Garofalo & Laub(1978)은 반드시 범
죄피해를 직접 경험한 결과만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특정 범죄의 피해에 대
한 인지된 위협과 그에 대한 심리적 반응 그 이상을 내포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고 하였다. 그리고 Garofalo(1981)는 범죄두려움을 범죄와 관련한 외부의 물리적
위험으로부터 도출되는 감정적인 반응이라고 정의하였다. Baumer(1985)은 범죄
두려움을 ‘범죄피해자가 될 위험인식 혹은 범죄에 대한 우려’라고 정의 하는 등
범죄두려움과 관련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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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범죄두려움이 남성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여성의 경우 일

반범죄가 성범죄로 돌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는(Ferraro,

1995) 설명이 아직까지 가장 신뢰를 받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여성 1인 가구의 범죄두려움 관련 선행연구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김상훈·한혜련(2014)의 연구에 따르면 신림동 고시

촌 여성 1인 가구들의 범죄두려움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건물 외벽 가

스 배관의 차단, 골목길 조명의 전방 시야 확보 등의 물리적 개선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재원·이지원(2019)은 서울시 자치구를 대상으

로 여성 1인 가구를 포함한 도시환경이 5대 강력 범죄(살인, 절도, 강도,

폭행, 성폭력)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했다. 연구 결과, 여성 1인 가

구 비율, 용도지역의 혼합 정도, 도로율, 주거 지역 비율이 5대 강력범죄

의 발생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하희송·박한실(2020)은 

여성의 성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과 지역적 특성의 영

향요인들을 파악하고 가구 유형이나 CCTV와 같은 물리적 예방정책들 

간의 상관관계를 실증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여성의 성범죄두려움은 연

령대가 증가할수록 낮아졌으며 지역의 물리적·사회적 무질서가 여성의 

성범죄두려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범죄피

해경험이 있는 1인 가구 여성은 다인 가구의 여성보다 성범죄두려움을 

느낄 확률이 116%나 더 높았으며 CCTV설치 여부는 여성의 성범죄두려

움 및 범죄 억제에 유의미한 영향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외에도 그 수는 미비하지만 주거 실태, 주거비, 지원정책 등 다각도

에서도 관련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황정임·김은지(2014)는 주거환경에 

대한 치안의 주관적 만족도를 중심으로 도시지역의 비혼 여성 1인 가구

와 여성 한 부모 가구의 주거 양상을 양부모 가구와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두 집단 모두 본인이 사는 주거공간에서 범죄의 표적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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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이웃들과의 관계 등에서 상당

히 제한적인 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진희·김연재(2016)는 서울

시 청년 여성 1인 가구의 전반적인 주거실태를 불안정주거와 안전을 중

심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서울시 청년 여성 1인 가구는 혼자 사는 

어려움에 대한 응답으로 경제적 문제, 열악한 주거환경, 방범시설 및 주

거지 층수에 따른 주거환경에 대한 불안, 사생활 보장 등을 문제로 삼았

다. 조규원(2019)은 관악구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

경에서 안전에 대한 취약성이 주거비용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주거환경에서의 안전성을 이유로 여성 1인 가구는 남성 1인 

가구에 비해 낮은 주거 욕구 단계를 충족하고 있었으며 이처럼 안전성을 

추구하는 경향은 여성으로 하여금 남성보다 높은 주거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1인 가구의 범죄두려움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여성들의 범

죄두려움은 단순히 집이나 집 근처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 

일상생활에 제약을 주는 것은 물론 상대적으로 더 높은 주거비를 지출하

게 하는 등 실질적인 측면에서 여성 1인 가구들의 삶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었다. 또한 기존 연구들의 연구경향이 대개 실증적 지식이나 

객관적 지표를 기반으로 한 양적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특징이 

있었다. 본 연구는 집이라는 공간에서의 범죄두려움이 청년 여성들에게 

어떠한 경험을 생산하고 또 대처하게 하는 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이처럼 도시공간에 대한 지식이 과학적 합리성에 매

몰될 때 정작 그 공간에 배태되어 있는 인간 고유의 경험은 쉽게 간과될 

우려가 있으며 특히 개별구조물 혹은 현상에 대한 통계적 수치에 집중한 

양적 연구는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을 총체적으로 전달해주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앞선 선행연구들 역시 범죄두려움에 따른 여성 1인 가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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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피해’ 그 자체를 수치화하는데 지나치게 몰두한 나머지 이들을 단지 

열악한 사회적 혹은 물리적 환경의 피해자로 묘사하는데 그치고 있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의 한계를 보완하고 해당 도시현상에 

대한 보다 더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수치 이면의 주체들의 

내밀한 경험과 실천을 함께 이해하고자 한다. 따라서 범죄두려움이라는 

특정한 사회적 맥락 하에서 여성 1가구들의 주거 현실을 보다 더 구체적

으로 분석하기 위해 앞선 실증적 ‘공간’ 연구들의 대안으로서 공간 내 

행위자들의 경험에 집중한 ‘장소’의 개념을 살펴보고자 한다.

3. 장소와 여성의 집

‘장소’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인본주의(humanistic) 지리학과 그 맥을 

함께 해왔다. 1970년대 지역(regional)지리학이 공간과학(spatial science)

지리학으로 바뀌면서 환경 계획 및 설계에서 주어진 대상을 수량화하고 

객관화하는 공간적 태도가 촉망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개별 구조물들이 

가장 중요한 계획이라는 입장 하에서 해당 태도는 행위자들보다는 2차원

적 지도화에 치중했으며 그로 인해 공간 그 자체의 성격이나 사용자의 

경험을 방치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받았다.

이때 ‘공간’이라는 개념에 배태된 논리 실증주의적 가치의 대안으로서 

‘장소’에 대한 논의가 1970년대 중반 인본주의 지리학과 함께 등장했다.

여기서 장소란 의미가 부여된 공간으로 정의되며(Carter, Donald,

Squire, 1993) 이처럼 인간 세계를 장소라는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은 앞

선 공간적 시각이 간과해온 대상에 대한 앎의 부재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유용한 태도가 된다(이석환·황기원, 1997).

인본주의 지리학의 창시자 중 한 사람인 이푸 투안(Tuan, 1979)은 6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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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 공간과학이 주류였던 상황에서 가치중립의 이면으로서 산업사회의 

비인간화, 인간 소외 등의 문제를 비판하며 인간 가치의 회복을 주장하였

다. 투안은 논리실증주의의 객관적 설명을 대체하는 감정 이입의 이해

(verstehn)라는 방법론 아래 공간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장소를 언급하

였다. 이때의 장소는 곧 정지상태이며 그는 환경과 인간의 관계를 조명함

으로써 발견할 수 있는 장소애(topophilia), 즉 장소 사랑을 강조했다.

투안과 더불어 인본주의 지리학을 대표하는 학자로서 애드워드 랠프

(Edward Relph, 1976)가 있다. 랠프는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인『장소와 

장소상실』4)에서 장소 개념을 좀 더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다루었다. 당

시 랠프는 환경에 대한 논의가 매우 기계적이고 인간 세계를 마치 쉽게 

재현된 구조나 모델로 단순화한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대안적 접근으

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세계’ 즉, 장소현상에 대한 탐구를 주장하였

다. 지리학자였던 랠프는 주로 지리적 지식을 토대로 장소의 속성을 정의

하였는데 여기서 지리적 실재란 무엇보다도 누군가가 존재하는 장소이며 

사람들이 기억하는 장소나 경관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이 사실로부터 장

소는 단일하거나 동질적이지 않고 제각기 이름이 있어 근본적이거나 편안

하고, 혹은 위협적일 수도 있는 그 어떤 것으로 직접 경험되는 개념이다.

이 외에도 트랜식(Trancik, 1986)은 공간에 의미를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장소를 바라보고 추상적이고 물리적인 공간이 문화적이거나 지역적인 것

을 기반으로 나타나는 맥락 의미를 얻게 됨으로써 곧 장소가 된다고 정

의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스틸(Steele, 1981) 역시 장소성이란 특정한 환

경에서의 개인의 특정한 경험을 말하며 환경의 자극에 대한 인간의 반응 

패턴으로서 한 위치에서의 존재와 관련된 결과, 감정, 인식, 행동을 포함

4) Edward Relph (2005). 김덕현·김현주·심승희 역.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Place
and Placeness.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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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호 작용적인 개념이라고 언급하였다.

인본주의 지리학들에게 진정한 장소의 원형은 ‘집’ 그 자체였기 때문에 

이들은 기존 공간연구들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사적 공간의 전형적 수사

라 할 수 있는 집과 가정을 그들의 핵심 연구주제로 삼았다. 예로, 이푸 

투안은 장소애(topophilia)라는 개념을 통해 “중심, 쉼터, 집 또는 고향은 

모든 인간에게 친밀한 장소이며, 돌봄의 장”이라 언급했으며5) 랠프 역시 

집이야말로 “대체될 수 없는 중요한 장소”라 이야기하며6) 장소의 궁극적

인 이상향에 대해 설명했다. 여기서 집은 갈등 없이 고요한 장소이며 아

이들을 양육하고 어른을 보조하는 돌봄으로 가득한 장소이다. 장소와 집

을 연결시키려는 작업은 모성적 여성에 대한 환상을 통해 여성화되었으

며 장소가 여성적이라고 규정된 특징과 결부될 때 전형적 여성상은 곧 

그들의 궁극적인 장소와 동일시되었다. 나아가 집에 대한 그러한 해석이 

곧 모든 인간(Man)의 경험을 대표한다고 가정하고 집에 부여된 가정적인 

이미지는 누구에게나 보편적이며 심지어 생물학적인 기준으로 상정되기

도 했다. 가령 투안은 “친숙한, 양육하는 장소는 생물학적 기준으로 구분 

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7). 인본주의 지리학자들은 이처럼 유토피아적인 

장소감이야말로 집에 대한 유일한 해석이라 단언했다.

그러나 페미니스트 학자들은 이와 같은 인본주의 지리학들의 집에 대한 

찬양이 실은 남성의 장소를 대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그토록 신

성시해온 장소의 진정성이야말로 인간(Man)이 아닌 오로지 남성(Men)의 

관점에서 경험된 것임을 밝혀낸 것이다. 논리실증주의가 여성에 대한 해

석을 제거했다면 인본주의는 장소 그 자체를 여성화된 타자의 개념으로 

5) Y.F.Tuan. Topophilia: a study of Environment Perception, Attitudes and
Value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78, p247

6) E. Reiph, Place and placelessness, London:Pion, 1976, p1
7) Y.F.Tuan, "Geography, phenomenology, and the study of human nature", p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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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 수용한다. 이들은 장소를 수동적이며 내향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도

달할 수 없는 어떠한 이상향이나 일종의 향수로 미화하면서 그러한 집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것을 경계했다. 인본주의 지리학자들은 여성으로 환원

된 타자와 자신을 대조시키는 과정을 통해 인본주의 지리학의 합리성을 

정당화하였는데 질리언 로즈는 이를 ‘미학적 남성중심성’이라 개념화하였

다. 미학적 남성중심성은 남성이 재현한 전형적 여성상을 중심으로 여성

을 일반화하면서 실증주의와는 또 다른 방식으로 여성을 제거한다.

인본주의 지리학은 그들이 비판하고자 했던 실증주의자들의 권위주의를 

그대로 모방했으며 심지어 그러한 본인들의 장소 해석이 세계를 통찰할 

수 있다는 오류를 범하기도 했다(Rose, 1993/2011). 결국 집에 대한 기존

의 설명이 매우 젠더화 되어있다는 측면에도 불구하고 인본주의 지리학

자들은 집에 대한 논의와 설명이 확장되는 과정에서 ‘누가’ ‘어떤 목적’

으로 집을 장소화하는 지에 대해서는 이야기 하지 않았다(김덕삼, 2018).

집에 대한 경험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을 부정하는 것이야말로 장소

에 내재된 남성 보편의 시각이었던 것이다.

이에 페미니스트 학자들은 집은 오랫동안 ‘누구에게 장소가 되어왔는

가’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했다. 실제로 1970년대 후반 서구 백인 사회주

의 페미니스트들에게 집과 가정은 여성을 억압하는 장소였다. 당시 자본

주의 국가들은 효과적인 노동의 재생산을 위해 집과 가정을 감독하는 방

식으로 여성의 무임금 가사노동을 통제하였는데 이 같은 자본주의적 가

부장제의 사회관계가 여성들에게 집과 가정을 ‘여성 억압의 현장’으로 

만들었다. 애초에 돌봄과 안식처라는 집의 기능은 남성적 질서를 통해 

작동하였음으로 당시 여성들에게 집은 마음의 고향도, 장소의 원형도 될 

수 없었다. 따라서 백인 사회주의 페미니스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집에 

대한 인본주의 지리학자들의 이상화된 관념은 더더욱 동의할 수 없는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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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에 불과했다.

한편, 다른 여성들에게 가정이나 집은 새장이나 덫, 감옥이었으며

(Gavron, 1968;, Oakley, 1988), 공포와 학대의 장소이기도 했다(Cambell,

1988). 여성의 가사노동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더 사적이고 폐쇄적으로 만

들어진 집의 물리적·사회적 구조는 가부장적 질서의 억압은 물론 폭력을 

은폐하도록 부추겼다(Wilson, 1983). Dobash and Dobash(1992)에 따르면 

여성이 가정 내에서 가사노동과 관련된 남성의 기대감을 충족하지 못하거

나 잘못을 범했을 때 남성이 처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당대

의 믿음이 집을 학대의 공간으로 만들었다. 당시 가정폭력은 여타 형태의 

개인 간의 폭력과는 달리 중대한 신체적 폭력으로 규정되지 않는 사적 분

쟁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경찰조차 가정폭력에 개입하는 것을 꺼려했다.

그러나 이후 흑인 여성주의 학자들 사이에서 이와는 또 다른 집에 대한 

해석이 등장했다. 백인 페미니스트들의 경험과는 달리 흑인 여성들에게 

집과 가정은 안식처이자 인종차별주의적인 사회의 억압들로부터 도피가 

가능한 안전장소이기도 했다(McDowell, 1999, 2010: 161; Vlalentine, 2001,

2014: 116). 미국 여성주의 작가 벨 훅스는 흑인 여성들이 가정을 만듦으

로써 저항했고 모든 흑인은 빈곤, 고난, 박탈에도 불구하고 가정 안에서 

스스로에 대해 확신하며 공공의 바깥세계에서 부정되는 존엄성을 회복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hooks, 1991b: 42). 당시 백인 여성들과 마찬가지

로 흑인 여성들에게 집은 남성주체에 의해 강제된 가사노동과 가정폭력

이 뒤얽힌 공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흑인이라는 인종적 특성은 이들에게 

집 밖의 인종차별주의를 가부장제보다 더 큰 사회적 억압으로 만들었다.

흑인 여성들에게 집과 가정은 젠더의 문제만큼이나 심각한 인종적 폭력

으로부터 사수된 장소였다. 여기서 집은 돌봄과 양육으로 가득 찬 장소

도, 가부장제 하의 여성 억압과 학대의 장소도 아닌 인종과 젠더의 복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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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관계가 재협상된 사회 질서에 대한 저항의 장소 그 자체였다.

앞선 사례들은 주체에 따라 다른 경험, 행위, 의미로부터 발현된 다양한 

장소감이 집이라는 공간 내부의 수많은 권력 관계를 표면화 할 수 있는 

중요한 장치가 된다는 사실을 공고히 한다. 또 다른 예로, 이성애적 가족 

형태가 아닌 혹은 그러한 가구로부터 탈주한 여성들에게 집은 이성애적 

질서에 얽매이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친구나 파트너와 함께 머무를 

수 있는 자유의 장소로서 의미를 갖기도 한다(장민지, 2015). 이때의 집

은 이성애적 정상가족이라 표식 되지 않은 규범적 권력을 드러내는 동시

에 자기 정체성을 표현하고 편안하게 안전을 즐길 수 있는 장소로서 기

능하기도 한다(Elwood, 2000).

국내의 경우에도 여성주의 관점에서 집의 의미를 탐색한 장민지(2015)의 

연구가 있다. 해당 연구는 수도권으로 이주한 20~30대 여성 청년들을 중

심으로 이들의 일상 경험이 만들어내는 집의 장소적 의미를 탐색한다.

청년 여성들은 독립이라는 과정을 통해 가사노동이 어머니 혹은 여성에게

만 주어진 의무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간 무의식 속에 존재해왔던 

젠더 질서를 다시금 마주함으로써 집을 젠더와 무의식의 장소로 재현한다.

이처럼 청년 여성들의 독립 주거공간은 ‘새 가족의 공간’이나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공간’이 아닌 ‘나의 주거공간’이다(권민지, 2018). 인본주의 

지리학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 이들은 가족 중심의 전형적인 모성의 통념

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불안정한 존재이다. 특히 결혼하지 않은 여성은 

가족의 관할로 인식하는 한국사회에서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대상자이

기도 한 청년 여성 1인 가구는 여전히 독립된 가구로 여겨지지 않는 경

향이 있다. 이들은 청년, 여성, 미혼(내지는 비혼), 1인 가구라는 정체성

들이 치열하게 경합하는 존재로서 주류사회가 규정하는 전형적 여성성을 

비껴간 비전형적인 여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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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집에 내재된 ‘미학적 남성중심주의’(Rose, 1993)를 해체하기 위해

서는 여성의 언어로 표현된 장소를 복원하고 모성의 전형으로 묘사되지 

않은 다양한 비전형적인 주체들로부터 더 많은 집의 의미들이 드러나야 

한다(Rose, 1993)8). 여성이라는 집단 내에서도 다양한 연령·계층·인종 등

이 교차하는 여성들로부터 집의 의미를 발굴해내는 작업을 통해 집과 장

소에 대한 해석은 계속해서 확장해 나갈 수 있다.

제 2 절 소결

본 연구는 이론적 틀을 구상하기에 앞서 제일 먼저 젠더 관점에서 수행

된 공간연구들의 일련의 계보를 정리함으로써 도시연구에서의 젠더 접근

의 필요성을 검증하였다.

이후 여성 1인 가구의 범죄두려움 관련 연구들을 훑어본 결과, 여성 1

인 가구 중에서도 청년 여성의 취약성과 범죄두려움이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 대개가 실증적 지식을 기반으로 한 양적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으며 객관적인 수치에 집중하는 양적 연구들

의 특성상 범죄두려움에 따른 여성 1인 가구의 주거 현실을 ‘피해’라는 

관념에 고착시키고 경향이 있었다. 이는 공간에 배태된 주체들의 경험이 

쉽게 간과할 우려가 있으며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고자 본 연구는 실

증적 ‘공간’ 연구의 대안으로서 ‘장소’ 관련 논의들을 살펴보았다.

장소란 의미가 부여된 공간으로 인본주의 지리학자들의 주장에 따르

면 장소의 진정한 원형은 집이다. 여기서 집은 돌봄의 장이자 쉼터로 

해석되었는데 페미니스트 학자들은 그러한 집에 대한 해석이 미학적

8) Gillan Rose. G., 1993, FEMINISM & GEOGRAPHY: The Limits of
Geographical Knowledge. p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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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중심성에 의해 매우 젠더화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 여성주의 관

점에서 볼 때 집은 개인을 둘러싼 수많은 권력관계가 경합하는 장소

였기 때문에 인본주의 지리학자들의 단일한 해석보다 훨씬 더 다양하

고 복잡한 장소적 의미를 구현해낼 수 있다. 실제로 전형적 모성을 비

껴간 비전형적인 여성들에게 가부장제, 가정폭력, 인종차별 등과 같은 

사회적 맥락은 집을 억압, 학대의 장소로 만들었으며 여성들은 그러한 

현실 속에서도 집 안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끊임없이 확인하거나 

기존 주거지를 벗어나는 등의 실천양식들을 통해 집을 저항, 젠더/무

의식, 자유 등의 의미로 재현해나갔다.

이에 본 연구는 청년 여성 1인 가구의 안전현실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범

죄두려움이 집에 대한 이들의 경험과 실천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 있게 탐

구하기 위해 젠더 관점 하의 장소적 접근을 통해 범죄두려움을 매개로 청

년 여성 1인 가구가 재현하는 집의 의미를 추론하고자 한다.

제 3 절 이론적 틀

집에 대한 젠더 시각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인본주의 지리학의 장소 개념

은 논리실증주의의 과학적 합리성을 비판하고 사적인 공간의 전형적 수사

라 할 수 있는 집과 가정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젠더 관점에서

의 공간연구들과 공통점이 있다. 본 연구는 이처럼 두 학문 사이에서 공

유되는 장소적 가치에 의의를 두고 장소 개념이 공간 내 행위자들의 경험

을 분석하는 데 있어 효과적인 이론체계라는 사실을 적극 수용하고자 여성

주의 시각 하의 장소 개념을 본 연구의 핵심적인 이론 틀로 차용한다.

장소 관점에 따르면 공간은 기본적으로 추상적이고 빈 물리적 용기로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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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다. 이처럼 비어있는 공간은 인간이 공간을 점유하고 의도적으로 경

계를 만드는 과정을 통해 의미를 얻게 되는데 이를 장소화(place-making)

라고 부른다(Anderson, 2010/2013, 75). 여성주의 관점에 따르면 집에 대

한 장소화 과정은 기존의 해석처럼 단편적인 것이 아닌 비전형적인 여성

주체들을 둘러싼 사회적 억압에 따른 각기 다른 경험과 실천이 축적되는 

과정을 포함하기 때문에 집의 의미는 그만큼 다양하게 서술될 수 있다.

집의 장소화 과정은 크게 주체의 경험과 주체의 실천이라는 두 가지 개

념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때 ‘경험’이 주체가 처한 현실 그 자체라면 ‘실

천’은 그에 따른 주체들의 대처양식에 가깝다. 주체의 경험이란 특정 억압

의 사회적 맥락 아래 집이라는 공간에 대한 개인들의 경험과 인식 모두를 

드러낼 수 있는 개념이며 연구자는 해당 개념을 통해 연구 참여자들에게 

주어진 물리적 또는 사회적 주거현실을 파악할 수 있다. 주체의 실천은 

주어진 현실 그 자체보다는 그러한 현실을 바탕으로 집이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주체들의 행동전략에 해당한다. 이는 사회적 관계, 억압의 정

도 혹은 개인의 특성에 따라 상이하며 수동적이거나 주체적일 수 있고,

개별적이거나 협동적일 수 있는 등 매우 다양한 양태를 띌 수 있다.

즉, 젠더 관점 아래 집의 의미는 진공상태인 물리적 공간을 토대로 특정 

억압의 사회적 맥락 하에서 비전형적인 여성주체들이 자신의 주거현실을 

자각하고 이에 반응함으로써 발현된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이론적 틀은 다음의 [그림 1]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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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에 따르면 청년 여성 1인 가구는 ‘정상’ 가족의 전형적 모성 

범주 밖에 있는 여성 가구원이며 특히 범죄두려움은 이들의 일상 전반에 

제약을 주고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해당 이론적 틀의 비전형

적인 여성주체를 청년 여성 1인 가구로, 장소화 과정의 배경이 되는 억

압의 사회적 맥락은 범죄두려움으로 설정함으로써 이에 따른 연구 참여

자들의 경험과 실천을 분석하여 최종적으로 집에 대한 장소적 의미를 추

론한다.

[그림 4] 이론적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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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방법

제 1 절 분석 절차

1.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

공간에 대한 인간의 경험과 의미가 장소를 만든다는 점에서 현상학적 

관점은 장소 개념의 본질이다(Relph, 1976). 장소의 현상학적 관점은 장

소 자체를 다차원적인 경험으로 보고 장소의 다양한 속성과 개인의 장소 

경험을 탐구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데 본 연구는 행위자들의 범죄두려

움이라는 경험과 실천을 분석하여 집에 대한 장소적 의미를 도출해내고

자 한다는 점에서 현상학적 연구에 해당한다.

현상학적 연구란 양적 연구에서 밝혀낼 수 없는 인간의 경험이나 행동 

양태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질적 연구방식의 일환이다. 대표적인 귀납

적·기술적 연구방법인 현상학적 연구는 인간 경험의 기술(description)에 

대한 분석을 통해 경험의 의미를 분석한다(신경림 외, 2004). 양적 방법

이 실증적 관심을 주제로 다량의 집합적 자료를 통해 정확성을 추구하는 

학문이라면 질적 연구는 개인과 집단의 삶을 조건 지우는 생활세계

(life-world)에 관심을 가진다(조성남 외, 2011). 따라서 본 연구 역시 청

년 여성 1인 가구들의 집에 대한 경험적 의미를 초월적 관점에서 일반화

하기보다는 이들의 경험과 실천이 집의 의미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획일

화되지 않은 다양한 모습들을 발견해내고자 한다.

연구자는 대표적인 현상학적 연구방법 중 하나인 Giorig(2004)의 현상학

적 연구방법을 사용한다.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은 본질적 구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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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구하는 현상에 대해 기술이나 면접의 형태로 경험적·객관적 자료를 수

집하고 연구 참여자의 기술을 심층 분석하여 살아 있는 경험의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Giorgi의 현상학적 분석절차는 총 4단계로 구성된다. 첫 번째, 전반적인 

기술내용을 인식하는 단계로서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의 진술을 총체적

으로 파악하기 위해 텍스트를 여러 번 정독한다. 두 번째, 앞서 정독한 

내용을 가능한 의미 단위로 구분하는 단계로서 연구자의 학문적 관점과 

연구목적에 따라 각 의미 단위를 구분하고 정의한다. 세 번째, 의미 단위

를 조합하여 주제화시키는 단계로서 그 안에 함축된 중심의미를 드러낼 

수 있는 학문적 용어를 선별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는 구성요소와 하위 

구성요소라는 형태로 구분되며 이때 이 두 가지 개념은 인터뷰에 기술된 

핵심 내용을 구체적으로 포함한다는 특징이 있다. 네 번째, 학문적 용어

로 변경된 중심의미를 통합하는 단계로서 이는 양적 연구의 평균(mean)

개념에 해당한다. 이 과정에서 개별 참여자들의 맥락을 통해 파악된 생활 

세계의 경험적 의미가 상황적·구조적 기술(situated structural description)

로 체계화되고 이렇게 도출된 기술문은 다시 전체 참여자들의 관점에서 

살아 있는 경험의 의미인 일반적·구조적 기술(general structural

description)과정을 통해 본질주제가 된다(신경림 외, 2004; 이혜경, 2007;

임미영, 2010).

이처럼 현상학적 연구방식은 기본적으로 어떠한 현상에 대한 여러 개인

들의 체험 의미를 기술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도 궁극적으로는 모든 연

구 참여자들이 해당 현상을 경험하면서 공통적으로 갖게 되는 것을 추론

하고자 한다(Creswell, 2010).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구조화된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은 [그림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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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타당성 및 윤리

모든 현상학적 연구는 수행 과정에 있어 현상학적 환원, 에포케, 괄호 

치기로 구성된 세 가지 주요원칙을 가진다. ‘현상학적 환원’이란 일체의 

선입견에 대한 연구자의 판단을 보류하는 것으로 이는 판단을 중지하는 

‘에포케’, 판단 중지를 위해 연구자가 가진 모든 믿음을 괄호 안에 집어

넣는 ‘괄호 치기’와 함께 수행된다. 이에 본 연구는 연구주제와 관련된 

문헌 분석을 통해 연구 참여자인 청년 여성 1인 가구의 현실을 바로 이

해하되 그들에 대한 연구자의 견해가 그간 주류 사회가 묘사해오던 피해

자라는 관념에 매몰되지 않도록 연구 과정에서 연구자 스스로 현상학적 

환원, 에포케, 괄호 치기의 단계를 거친다.

본 연구에서는 환원, 에포케, 괄호 치기의 단계를 보다 더 구체화시키기 

위해 Lincon & Guba의 신뢰성 준거 방법 중 중립성(neutrality)을 확보

하는 활동을 적용하였다. Lincon & Guba의 신뢰성 준거는 질적 연구자

[그림 5] 분석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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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신의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만족시켜야 

하는 연구 활동의 예를 처음으로 이론화한 것으로 질적 연구 분야에서 

가장 보편화되어 있다(김영천, 2012). 여기서 중립성이란 연구결과가 연

구자의 편견, 동기, 관심, 관점이 아닌 연구 참여자의 경험으로부터 영향

을 받았는가를 확인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이에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

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연구의 목적, 참여자 선정 조건, 참여 내용이 기재

된 모집문건을 사전에 제시함으로써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의 전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이후 자료수집 과정에 있어 연구자의 편견을 배

제하고자 연구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변수들을 통제할 

수 있도록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본격적인 자료 분석의 단계에서는 연구

자의 자의적인 해석을 최대한 지양하고 연구의 방향성을 일관성 있게 유

지하는 등 연구의 엄격성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

또한 연구의 윤리적 수행을 위해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를 통해 본 연구에 대한 심의를 최종 승인받

았으며 연구 진행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지도교수로부터 조언을 얻었다.

제 2 절 분석 자료

1. 연구 대상지 선정 및 특성

본 연구의 연구대상지는 서울시 관악구이다. 통계청 인구총조사(2019)

에 따르면 관악구 1인 가구의 수는 119,863가구로 서울시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같은 년도 기준 관악구 내 여성 1인 가구의 수는 

57,263가구로 전체의 27.4%를 차지했으며 특히 20세에서 34세 사이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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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32,715가구로 청년 여성 1인 가구의 경우에도 서울시에서 가장 집

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거환경의 측면에서 보면 관악구는 1인 가구의 집중에 따라 

원룸, 오피스텔, 고시원 등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시설이 많이 분포되어 

있다(국민일보, 2020.11.18.)9) 범죄취약지역은 전반적으로 1인 가구, 상업

시설, 단독·다가구주택, 유흥숙박시설, 15~34세 여성 인구, 세입자 가구,

인구 이동률이 높은 이른바 ‘뜨내기’가 많은 지역에 해당한다(신산영·조

권중, 2014). 관악구는 입지 상 원룸, 다가구·다세대, 유흥시설 밀집 지역

이며 특히 광진구, 강남구 등 기타 범죄취약지역에 비해 유흥시설 밀집 

지역과 인접한 주거지역이 많다는 특징이 있다.

실제로 2019년 발 관악구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쫓아가 집 안으로 

침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은 ‘신림동 주거침입 사건10)’(조선일보, 2019.05.30)

이 미디어를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으며 그 직후에도 같은 지역의 한 

남성이 여성 1인 가구의 화장실 창문으로 침입을 시도한 사건이 연달아 발생

하기도 했다(데일리팝. 2019.07.17.)11). 최근 5년간 서울에서 총 300건의 주

거침입 성범죄가 발생한 가운데 관악구에서만 28건(9.3%)이 발생하면서 서

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했다(서울지방경찰청, 2020)

이에 본 연구는 청년 여성 1인 가구의 높은 거주 비율과 범죄에 취약한 

주거환경을 근거로 하여 관악구가 범죄두려움을 중심으로 청년 여성 1인 

가구의 집에 대한 의미를 분석하기에 가장 적절한 대상지라 판단하였다.

9) 김재중, 2020.11.18. ‘여성 1인 가구 비율 전국 1위’관악구, 범죄없는 안전도시 5개
년 계획추진. 국민일보. (2020.12.17.열람)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
arcid=0015230429&code=61111311

10) 고성민, 2019,“경찰,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30대男 구속영장···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 적
용,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30/2019053003157.html,
(2021.03.02. 열람).

11) 이지원, 2019.07.17. ‘여성1인 가구 노인 범죄 잇달아 발생, 유동 신림동에서 발생하
는 이유?’. 데일리팝. http://www.dailypop.kr/news/articleView.html?idxno=40037
((2021.01.08.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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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참여자 선정 및 특성

본 연구는 1:1 심층 인터뷰를 통해 진행되었으며 연구 참여자의 수는 

총 9명으로 이는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중심으로 전개된 선행연

구들을 산출 근거로 삼았다(이호연, 2010; 최정경, 2013; 손소연 외, 201

6)12).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청년 여성 1인 가구로 현재 관악구에 거주 

중이거나 혹은 거주했던 경험이 있다. 본 연구에서 청년의 연령은 ‘청년

기본법’13)제 3조의 정의인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 

한다”에 해당하는 조항에 의거한다.

9명의 연구 참여자는 연구자의 인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눈덩이 표집 

방식을 통해 모집되었다. 가장 먼저 파일럿 스터디에 참여했던 대학원생 

둘을 필두로 본 인터뷰를 실시했다. 그러나 이 둘은 같은 대학의 풀타임 

대학원생으로 비슷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어 연구 참여자

들의 소득과 거주패턴 등의 조건이 다양화될 수 있도록 직장인 혹은 무

직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추가로 모집했다. 연구자는 최종적으로 대학원생 

4명, 직장인 4명, 무직 1명으로 구성된 연구 참여자 목록을 확보하였다.

또한 관악구 내 1인 가구의 수가 청룡동, 신림동, 대학동, 행운동, 서림동,

낙성대동 순으로 높다는 사실을 근거로 하여(서울시, 2016) 1인 가구로서 

이들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위 5개 지역 모두에 연구 참여자들이 고

12) 이혼한 아버지와 살아가는 청년들의 경험을 현상학적 접근을 통해 분석한 최정
경(2013) 논문의 경우 연구 참여자가 총 9명이었으며, 성소수자의 커뮤니티 참여
의미에 대한 연구를 현상학적 접근을 통해 분석한 손소연 외(2016) 논문의 경우
연구 참여자가 총 8명이었다,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사회적 배제 경험에 대한 현
상학적 연구를 진행한 이희연 외(2010)의 경우에도 역시 연구 참여자가 총 8명이
었던 점 등을 통해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를 사용한 연구들의 총 연구 참여자는
평균적으로 약 8~9명 정도로 추산되었다.

13) 법률 제16956호, 2020. 2.4일자로 제정된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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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 분포될 수 있도록 하였다. 단, 연구자 모집과정에서 서림동에 거주하는 

참여자의 표본은 연구 참여자의 사유로 인해 본 인터뷰에서 제외되었다.

연구 자료는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에 걸쳐 수집하였고, 인터뷰 

시간은 최소 40분에서 길게는 2시간 정도로 진행되었다. 연구 참여자들

의 나이는 만 25살부터 33살까지 다양했으며 혼자 살기 이전의 곳은 서

울, 안양, 전주, 진주 등 매우 다양했다. 월 평균 소득은 2021년 최저시급 

8,720원의 209시간을 기준으로, 약 182만원 미만부터 300만원 ~ 400만원 

미만까지로 고루 분포되어 있는 편이었다.

이들의 거주기간은 적게는 5개월부터 길게는 3년 이상 거주한 경험이 

있으며 3년 이상 거주한 사람들 중 2명은 관악구 내에서만 한 번 이상 

이사를 경험했다. 거주형태는 소득과 상관없이 모두 원룸에 해당했으며 

월세와 전세의 구분에도 소득의 차는 그다지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각 호실을 1개의 실로 만들어 생활하도록 만든 

주거형태인 원룸은 그 특성상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으로 분류되는데 실

제로 관악구 내 여성 1인 가구 약 95.4%가 해당 주거유형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9). 이에 본 연구는 청년 여성 1인 가구의 

주거유형의 대표성을 확보하고자 연구 참여자들 모두 원룸에 거주하고 

있는 혹은 거주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하였다.

인터뷰 시에는 범죄두려움을 유발하는 물리적 환경과 그에 따른 행동적 

반응, 느낌 등을 위주로 질문하였다. 이때 1인 가구라는 거주방식의 설명

력을 분명히 하기 위해 가족 혹은 타인과 함께 거주했을 때와의 차이점

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도록 유도했다. 특히 이사를 경험한 연구 참여자들 

가운데 현재 관악구에 거주하고 있지 않거나 타인과 동거하는 방식을 선

택한 경우 그 경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물어보았다. 연구 참여자들의 

목록과 일반적 특성은 아래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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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나이 직업 거주지 월소득 거주형태 거주기간

P1 93년생 직장인 관악구 인헌동
300만 ~

400만 미만

원룸

(보증부 

월세)

1년 반 

P2 91년생 직장인 관악구 인헌동
200만 ~

300만 미만

원룸

(보증부 

월세)

2년

P3 95년생 직장인

관악구 

신림동에서 

행운동으로 이사

200만 ~

300만 미만

원룸

(전세)
총 3년

P4 94년생 무직 관악구 낙성대동 182만 미만

원룸

(보증부 

월세)

1년 반

P5 89년생 대학원생 관악구 낙성대동 182만 미만
원룸

(전세)
5개월

P6 93년생 대학원생

관악구 

대학동에서 

인헌동으로 이사

200만 ~

300만 미만

원룸에서 

투룸으로 

이사

(보증부 

월세)

총 3년 

P7 94년생 직장인 관악구 신림동
300만 ~

400만 미만

원룸

(전세)
3년

P8 95년생 대학원생 관악구 청룡동 182만 미만

원룸

(보증부 

월세)

1년

P9 95년생 대학원생 관악구 청룡동 182만 미만

원룸

(보증부 

월세)

2년

[표 1] 연구 참여자 목록과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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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결과

제 1 절 범죄두려움으로 점철된 집

범죄두려움을 중심으로 집에 대한 주체의 경험과 실천의 구조를 밝히기 

위해 인터뷰 내용을 분석한 결과 중심의미는 총 386개가 도출되었다. 이

를 상황적·구조적으로 구조화하고 그 중 맥락에서 벗어나거나 겹치는 진

술을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의미 단위는 71개, 하위구성요소 19개, 구성요

소 8개로 나타났다. 이때 8개의 구성요소는 주제들이 집에서 경험하고 

인식하는 범죄두려움의 유형인 ‘범죄두려움으로 점철된 집’ 네 가지와 

그로부터 안전한 공간을 사수하고자 하는 실천의 유형인 ‘청년 여성들의 

집 지키기 전략’ 네 가지로 나누어졌다.

상황적·구조적 기술 중 첫 번째 주제인 범죄두려움으로 점철된 집에 대

한 구성요소는 다음의 [표 2]와 같다.

구성요소 하위구성요소 의미단위

타인에 

의한 

두려움

원룸촌의 찝찝한 

이웃

주변에 자취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오만사람이 다 

몰려 사는 것 같아서 찝찝함, 1인 가구가 많이 살

아서 원룸촌 느낌,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위

기 시 도움을 못 받을 거 같음

침입하려는 

낯선 자에 대한 

공포

새벽에 모르는 사람이 인터폰으로 문 열어달라고 

해 너무 무서움, 낯선 남자가 집 문을 계속 두드리

고 문을 열려고 함, 누군가 술을 먹고 공동현관문

을 발로 차서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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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적인 

길 위의 사람들

집 주변에 주취자가 지나갈 때 나에게 시비를 걸 

거 같음, 골목에 혼자 있거나 모여 있는 젊은 남자

들이 위협적임, 길 가에서 싸우는 사람들을 보면 

불안함, 집 주변에 노상방뇨를 하는 사람을 보면 

안전하지 않게 느껴짐

층간소음 유발자 

남자의 고함소리가 들리지만 찾아가 항의하면 해

코지를 당할 것 같음, 같은 건물에서 여자 비명소

리가 들려 경찰에 신고함, 새벽에 위층에서 다수의 

목소리가 들려서 신경쓰임  

특정 직업군에 

대한 불안감

배달기사가 집안을 훑어보거나 나를 해칠까봐 걱

정됨, 배달을 시키고 집에 혼자 있을 때 집에 누군

가와 함께 있는 척함, 혹시 몰라 택배이름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받음

보호·관리

가 되지 

않는 공간 

안전 책임자들의 

안일한 태도

피해신고에 대한 경찰의 미온적인 대처가 무용지

물이라 생각함, 층간소음 민원에 대한 관리실의 무

책임한 대응으로 인해 제대로 관리 받고 있지 못

하다고 느낌, 구청소속 여성안심지킴이 활동에 참

여했지만 행정가들의 피상적인 태도에 실망함

적절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지역

집 주변에 담배꽁초, 깨진 병, 음식물 쓰레기 등이 

많아 통제되고 있지 않는 것 같아 안전하지 않게 

느껴짐, 출퇴근길에 전단지 및 토한 자국이 있어 

불쾌함

경계하게 

되는

근린환경

위험해 보이는 

근처 시설물 

집 근처 술집에서 술을 마시거나 모여 있는 사람

들을 되도록 피해감, 집 주변 모텔가가 범죄에 있

어  안전하지 않다고 느낌, 집 근처의 공사장이 있

어 무서움

감시성이 부재한 

주변 환경

주택단지에 정말 주택들만 있어 어두운 공간이 많

음, 영업을 마친 가게들만 있는 거리는 도와줄 사

람이 없을 것 같아 우회함, 골목을 돌아다닐 때 사

람이 너무 없어도 무서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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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타인에 의한 두려움

가. 원룸촌의 찝찝한 이웃

먼저 연구 참여자들은 본인들의 주 이웃이 1인 가구라는 사실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해당 현상은 1인 가구의 생활양식이 특정

한 방식으로 정형화되거나 쉽게 유형화되지 않는다는 예측 불가능성으로

부터 기인한다. 연구 참여자들 본인 역시 1인 가구임에도 불구하고 이는 

사회 전반이 여전히 다인으로 구성된 가구, 특히 4인 가구 정상 가족 이

데올로기로부터 기대되는 보편적인 생활상을 가장 이상적인 거주형태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따라서 1인 가구와 같이 규격화된 

틀 바깥에 놓인 가구의 형태들은 각자의 주거형태를 불문하고 서로에게 

찝찝한 감정을 유발하고 있었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이웃에 대한 신뢰 저

하로 이어졌다.

성범죄의 

온상

여자 혼자 사는 

것에 대한 불안감

창문을 열면 바로 맞은편에 건물이 있어 불법촬영

범죄를 당할 것 같음, 현관을 열면 내부가 너무 잘 

보여 불안해 커튼을 달음, 집에 혼자 있을 때 누가 

들어와서 성범죄를 저지를까봐 무서움, 젊은 여성

혼자 산다는 것은 항상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

각을 해야 함, 여자 혼자 산다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인 의견 및 소식을 접해 공포심이 생김 

간접피해경험으로 

복잡한 심경

간접피해사례를 들으면 평소보다 더 조심해서 행

동하게 됨,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을 접하고 뭘 더 

조심할 수 있을 까 허탈함, 주변지인들의 범죄피해

사례를 들으면 무섭지만 화가 나고 어이없음  

[표 2] 범죄두려움으로 점철된 집의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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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그냥 오만사람들이 다 몰려있는 거 같아요. 주택가처럼 일정한 가족들이 다 

같이 거주하는 게 아니고 여기저기서 올라온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가족 단위로 

모여 사는 것보다는 좀 불안하죠.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으면 좀 찝찝해요.” (P1)

P1의 인터뷰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1인 가구는 부정적인 의미에서 

다인 가구의 거주형태와 대비되고 있었다. 많은 연구 참여자들이 답하길 

가족 단위가 집중된 지역은 안전하게 인식되는 반면 1인 가구가 집중된 

지역은 반대로 불안함이 느껴진다고 답했다. 이들은 타 지역에 비해 저렴

한 주거비, 입지요건 등을 이유로 관악구를 선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

고 자신과 비슷한 조건을 찾아 정착한 이웃들로부터 위기감을 경험했다.

또한 ‘일정한 가족’이라는 어구에서 드러나듯 이들은 특정한 가족 단위 

그 자체에 신뢰가 있다기보다는 생활반경이 일반화된 형태로 예상 가능

한 이웃들을 곁에 두고자 했다.

“다양한 사람들이 오는데 젊고 활기찬 분위기가 아니고 시끄럽고 정신 산만한 

느낌이었어요. 하는 얘기로 ‘어중이떠중이’가 많이 오는 곳이라 생각해요.” (P5)

‘오만사람들’ 혹은 ‘어중이떠중이’처럼 1인 가구의 다양성은 해당 지역

을 혼잡스럽고 어수선한 주거환경으로 인식하게 하는 데 있어 주요 요인

으로 작용했다. 1인 가구 밀집 지역의 특성상 거주민들은 각자의 독특한 

생활상을 여러 방면을 통해 드러내고 있었는데 연구 참여자들은 이처럼 

다분화되어 쉽게 단정 지을 수 없는 이웃들의 모습을 불쾌한 감정으로 

연결 지었다. 인터뷰에 언급된 바에 따르면 해당 이웃들은 이른 오후 시

간대가 다 지나도록 흔히 ‘보통’이라 여겨지는 출근 혹은 등교를 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었다. 이에 연구 참여자들은 가능한 한 그들과 자신

의 생활상을 물리적·의식적으로 분리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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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다 원룸이고 옆에는 다 혼자 사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게 내가 무서워

서 도움을 요청했을 때 뭔가 달려와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겠다 이런 생

각들 때문에 좀 무서웠던 것 같아요.” (P3)

P3의 답변에서처럼 혼자 사는 이웃들에 대한 불신은 범죄 취약성을 내

재하고 있는 청년여성들에게는 보다 중요한 문제로 고려되고 있었다. 가

령 연구 참여자들은 집 혹은 집 근처에서 자신에게 범죄가 발생하더라도 

주변 이웃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일상의 불안감을 안고 

있었다. 이들에게 정체를 알 수 없는 이웃들은 자신에게 해를 입힐 가능

성이 있는 존재인 동시에 그러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조차 없는 

철저한 타인에 불과했다. 따라서 1인 가구 밀집 지역은 연구 참여자들의 

선호에서 우선적으로 배제되고 있었다.

나. 침입하려는 낯선 자에 대한 공포

연구 참여자들은 집 밖에서보다 자신이 집 안에 있을 때 누군가와 마주

치게 되는 상황이 더욱 두렵다고 대답했다. 후자에 해당하는 마주침은 

주로 예고 없이 일면식도 없는 낯선 사람들에 의해 강제된다. 실제로 9

명의 연구 참여자 중 4명이 매우 유사한 사건을 공유했을 만큼 연구 참

여자들에게 타인의 주거침입시도는 매우 높은 확률로 발생하고 있었다.

특히 가해자들의 유입경로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 이후에도 적절한 해결책 없이 계속해서 불안을 내재하며 살

아가고 있었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이 경험한 주거침입시도 사건은 시간

대와 무관하게 일어난다는 특징이 있어 이들은 낮 시간대에도 예외 없이 

경계를 늦출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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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신림동 사건처럼 누가 쫓아와서 집에 들어와 있거나 그런 두려움이 좀 

있었던 거 같아요. 제가 살다가 한번은 모르는 남자가 저희 집 문을 계속 두드

리고 번호를 열려고 그랬었거든요. 그땐 정말 두렵고 진짜로 내가 이 문이 열리

면 죽을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나 스스로 그 사람이랑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자신이 없으니까요.” (P2)

2019년에 발생한 ‘신림동 주거침입 사건’은 이들에게 이전보다 더욱 강

한 범죄두려움을 촉발시키는 신호탄이 되었다. 같은 지역 내에서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과 더불어 피해를 둘러싼 정황이 자신의 주거환경과 매

우 유사했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의 피해 가능성이 더욱 가시화되었다고 

느끼거나 과거에 직접 경험했던 비슷한 사례들을 떠올렸다. 외출 후 집으

로 돌아오는 순간까지 혹은 집 안으로 들어온 뒤에도 이들은 자신이 안

전할 수 없다는 현실을 깨달았다. 집에 들어와 가장 먼저 현관문과 다른 

잠금장치들을 점검하고 집 밖에서 들리는 작은 소리에도 항상 경계를 늦

추지 않는 것은 이들에게 있어 이제는 당연한 일상이 되었다.

이 같은 크고 작은 경험을 통해 연구 참여자들에게 집은 누구나 손쉽게 

침입을 마음먹고 또 시도할 수 있는 장소로 인식되고 있었으며 혹여나 

그러한 침입이 성공하게 된다면 본인은 무방비상태에 노출됨으로써 속절

없이 당하고 말 것이라 이야기했다. 이유도 모른 채 죽을지도 모른다는 

극한의 공포를 느끼는 동시에 그에 저항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체험하면

서 연구 참여자들은 그저 문밖의 사람이 스스로 행위를 멈출 때까지 가

만히 숨을 죽이고 있었다.

“낮 시간에 아무도 올 일이 없는데 누가 계속 벨을 눌렀어요. 여자들은 그 상황

에서 절대 나가볼 수 없잖아요. 그런 일상적인 행동들에서 미묘한 시그널을 포

착하는 건 항상 약자니까 피해를 당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죠.”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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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낯선 사람들은 연구 참여자들과 현관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문을 두

드리거나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위협을 가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연구 참여자들의 대응은 단 한 가지에 불과했으며 이

들은 자신이 당시 혼자 사는 젊은 여성이었기 때문에 절대 직접 나설 수 

없었다고 이야기했다.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상황이 더욱 악화될 가

능성이 농후하다 판단하였고 주로 집 안에 없는 것처럼 연기하거나 지인

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우회적인 방식으로 혹시 모를 피해를 최소화하고

자 했다. 이와 같은 경험들을 통해 연구 참여자들은 본인이 범죄에 취약

한 약자라는 사실을 상기했으며 그로 인해 항상 타인을 경계하는 것이 

습관화되었다고 말했다.

다. 위협적인 길 위의 사람들

연구 참여자들이 집 안에 있을 때 느끼는 두려움은 집 내부를 넘어 문

이나 창밖 가까이에 서 있는 외부 사람들에 의해서도 유발되었다. 환경

적 요인을 통해 범죄두려움의 원인을 설명하고자 하는 지역 무질서 모델

에 따르면 이 사람들은 범죄에 대한 위험을 지각하게 하는 주요 변수 중 

하나인 사회적 무질서에 해당한다(Skogan, 1990). 사회적 무질서의 전형

은 거리의 불량배, 술에 만취한 사람의 모습 등이 대표적이며 본 인터뷰

의 경우 주취자에 대한 언급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학교 근처에 거주하는 연구 참여자의 경우 비행 청소년으로 보이

는 집단의 왕래를 특히 불편해했다. 이 청소년들은 주거지 골목에 모여 담

배를 피거나 오토바이를 모는 등 위협적인 형태로 무리 지어 다녔는데 미

성년자라는 특성상 그러한 행동의 책임이 당사자가 아닌 학교 또는 보호

자에게 귀속되는 경우가 많아 직접적인 제재가 어렵다는 특징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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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너편에 예술고였나 거기 다니는 친구들이 밤에 오토바이 끌고 다니면서 고성

도 많이 지르고 담배 피던 애들이 있었어요. 가면 갈수록 이제 빈도수도 늘어나

니까 내가 상대하기 어려운 애들이란 생각이 드니까 무서웠던 것 같아요.” (P3)

물론 인터뷰를 통해 묘사된 특성으로 미루어 볼 때 이들은 누구에게나 

그다지 유쾌한 형태의 이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연구 참

여자들의 한에 있어 이들의 존재가 단순한 불쾌함을 넘어 위협적이라는 

점에 있다. 이는 거주지 도처에 있는 사회적 무질서의 존재가 그것을 받

아들이는 상대에 따라서도 그 정도의 차가 매우 클 수 있다는 사실을 보

여준다. 특히 주거지 근처의 사회적 무질서를 계속해서 마주함에 따라 

해당 지역은 점자 그러한 위협이 용인되는 공간처럼 인식되었다. 위의 

사례들은 주로 좁은 골목이나 놀이터, 유흥가 주변과 같은 한정된 공간

에서 두각을 나타낸 반면 이들이 유발하는 범죄두려움은 주거지 곳곳으

로 그 범위를 넓혀 나갔다.

“집 안에 있어도 밖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피해가 있는 것도 있고, 한편으

로는 그 사람들도 저를 보고 있잖아요. 나를 볼 수 있어서 무섭더라고요.” (P5)

P5는 집 밖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집 안에 있는 자신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야기했다. 집 안 

밖의 사람들 모두 각자 분리된 공간에서 서로를 응시할 수 있지만 상대

를 통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연구 참여자의 생각은 자연스럽게 집 바깥

의 상대가 시선의 우위를 선점하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들

은 제한된 공간에 ‘고립’되어 자신의 위치가 외부에 ‘노출’되어있다고 자

각하면서 두려움을 느꼈다. 길 위의 타인보다 건물 안의 자신이 더욱 안

전하지 않다고 여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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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층간소음 유발자

층간소음과 관련하여 연구 참여자들은 집을 둘러싼 정체 모를 소음 그 

자체보다 그 순간 집 안에 혼자 있었던 자신의 상황에 대해 더욱 구체적

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누군가가 싸우는 소리, 누군가의 비명소리 혹은 다

수가 떠드는 소리가 들릴 때조차 이들은 자신이 혼자 사는 여자라는 사실

에 주목하면서 그러한 소리의 근원을 직접 마주하는 것을 꺼려했다. 연구 

참여자들에게 층간소음은 일상의 불편함을 넘어 불안전에 더 가까웠다.

“윗집에서 신혼부부라고 했는데 윗집 남자가 막 소리 지르고 뭐 집어던지고 하

는 소리가 들려서 집 주인한테 연락하고 제가 직접 찾아가진 못했어요. 절대 찾

아갈 수 없죠. 해코지 당할까봐. 그게 제일 무서워요. 열 받죠. 나도 시끄러우니

까. 이게 지속될 때 찾아가지 못하는 게 그런 것도 열 받고 당장 내가 뭔가를 

해결할 수 없는 데서 오는 그런 답답함도 있어요.” (P1)

P1의 경우 층간소음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 자체가 매우 강했기 때문

에 당사자에게 직접 항의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한 갑갑함 역시 매우 큰 

편이었다. 그러나 위층에서 들려오는 소음 자체가 상당히 폭력적인 형태

였음으로 더더욱 그 상황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없었다고 답했다. 소

음이 단순히 시끄럽거나 거슬리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아 사안을 심각성

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자신 역시 그 상황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생

각했다. 이는 1인 가구 여성의 높은 범죄 취약성이 사회의 개입을 통해 

중재가 필요한 사건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장애가 되고 있음을 단적

으로 보여준 사레이다. 연구 참여자들의 범죄두려움은 이웃에게 정당한 

요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물론 이웃끼리 도움을 주고받은 것조차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일로 만들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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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에 한두 번씩 여자가 우는 소리가 들리다가 비명소리 같은 게 들리다가 

그래가지고, 경찰이 왔을 때 복도에서 집 주인이랑 얘기를 하는데 집주인이 ‘어 

아닌데 여자는 *호에 한명 밖에 안 사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복도에 있는 사람

들이 여자는 저밖에 없고 그게 몇호에 사는지 알 수 있는 상황이 되서 그때가 

오히려 더 무섭더라고요. 나중에 ‘너 왜 신고했어’' 이런 것들을 포스티잇으로 

문 앞에서 붙어있으면 어떡하지 싶고“ (P4)

반복되는 층간소음을 저지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들은 소음의 당사자가 

아닌 집주인이나 경찰관과 같은 제 3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

았다. P4의 경우 층간소음을 원인을 파악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두려움을 경험했다.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신고자라는 

사실이 주변 이웃들에게 공공연하게 드러나게 되어 층간소음을 유발한 

자 또는 같은 건물의 이웃들에게 불필요한 신고자라는 오인을 받을 가능

성이 있었다고 대답했다. 특히 사건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자신이 혼자 

사는 여성이며 구체적으로 몇 호에 거주하는 지와 같은 지극히 개인적인 

신상들이 노출되면서 P4는 소음을 마주할 당시보다 문제를 제기한 이후

에 더 큰 범죄두려움을 느꼈다.

이처럼 소음을 직접 해결할 수 없다는 답답함 속에서도 이들은 제일 먼

저 혼자 사는 여성으로서 자신의 안위를 걱정했다. 상항을 대처할 당시를 

포함해 이후 겪게 될 수도 있다 여겨지는 일들에 대해 경계하고 있던 것

이다. 소음의 근원을 마주하는 순간 가해질 수 있는 위해는 물론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자신의 신변이 노출될 수 있음으로 상황이 

진정된 이후에도 충분히 자신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인터뷰를 

통해 구술된 언어를 빌리자면 한마디로 이들은 모두 ‘해코지’ 당할 것을 

걱정하고 있었다. 특히 이 같은 보복성 범죄의 가능성이 자신이 청년 여

성 1인 가구라는 특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라 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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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특정 직업군에 대한 불안감

9명의 연구 참여자들 중 8명이 ‘집에 있을 때 주로 어떤 대상에게 두려

움을 느끼는 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특정 직업군인 배달원과 택

배원을 언급했다. 이들은 직업 특성상 업무수행을 위해 연구 참여자들의 

집 안으로 들어오거나 주소, 이름, 전화번호와 같은 신상정보들을 습득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시스템의 구조는 연구 참여자들이 원하

는 물건이나 서비스의 제공 받고자 할 때 자신의 신변이 드러남으로써 

얻게 되는 잠재적인 위험을 등가 교환하도록 만들고 있었다. 식사를 해

결하거나 상품을 구매하는 것과 같이 아주 기본적인 일상 속에서도 혼자 

사는 청년 여성들이 느끼는 불편함은 곳곳에 침투해 있었다.

“혼자 있을 때는 배달기사가 어쨌든 제일 무섭죠. 아무래도 같은 건물에 계속 

사는 사람들보다는 외부 사람들이 제일 걱정되는 거죠. 택배도 다 다른 사촌동

생 이름으로 받는데 여자가 혼자 사는 게 알려지는 걸 원하지 않아요. (P1)

인터뷰에서는 주로 두 직업군이 함께 언급되는 편이었으나 배달원의 경

우 택배원에 비해 소비자가 직원인적정보에 대한 접근이 상대적으로 어

렵다는 점에서 연구 참여자들의 범죄두려움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

다.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반대로 자신의 내밀한 정보를 알고 

있으며 집 앞을 주기적으로 오고 간다는 사실은 현재와 같은 코로나-19

현상으로 해당 서비스의 사용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특히 더 연구 참여자

들을 곤욕스럽게 만들고 있었다. 따라서 배달원과 택배원에 대한 두려움

이 있었던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 혼자 사는 

여성임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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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없을 때 배달음식 시킬 때나 택배 올 때가 제일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사람이 칼 같은 거 가지고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거.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약간 

배달 갔던 집을 기억해서 자기들끼리 얘기를 한다거나 여자 얼굴이나. 실제로 

문을 활짝 열고 받았더니 시선이 뒤로 슥 가서 위아래로 훑기도 했어요.” (P4)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해당 직업군과 관련하여 연구 참여자들이 직접적

으로 불쾌한 경험을 겪은 것은 물론 그와 관련하여 미디어를 통해 접하

게 되는 사건 사고들로부터 본인이 자유롭지 않다는 사실을 항상 주시하

며 살고 있었다. 이에 본인의 신상이 노출되는 것을 최대한 지양하기 위

해 개인 정보란에 본명을 바꾸어 기입하거나 비 대면으로 서비스를 이용

하는 등으로 각자 나름의 대안들을 실천해나가고 있었다.

2. 보호·관리가 되지 않는 공간

가. 안전 책임자들의 안일한 태도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집에 대한 안전 책임자로 경찰관, 건물 관리인,

구청소속 행정가를 언급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이 각 집단에 부여한 책임

의 정도는 경찰관, 구청소속 행정가, 건물 관리인 순이었으며 이들 모두 

작게는 개별 건물에서부터 크게는 지역구 전체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의

무가 있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들은 이들이 시의적절한 문제의식 없이 

여성 1인 가구의 범죄두려움과 관련된 사안들을 다루고 있음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실제로 범죄두려움을 설명할 수 있는 모델 중 하나인 지역사회 경찰 활

동 모델에 따르면 범죄두려움을 감소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지역사회의 

경찰 활동은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Skogan, 1990; Trojanowic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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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Bucqueroux, 1990). 이는 범죄두려움의 원인을 개인이 아닌 지역적 

차원에서 설명하며 지역사회 경찰의 순찰 활동이 범죄예방에 기여함으로

써 주민들에게 안전감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해당 모델에 따르

면 경찰 활동은 단순한 방범 활동 이외에도 지역주민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충분한 신뢰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본 인

터뷰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신고에 대한 사후처리 과정에서의 경

찰관들의 안일한 태도를 재차 강조했다. 해당 집단에 부여된 책임의 정

도에 비해 연구 참여자들이 이들에게 갖는 신뢰의 정도는 앞서 언급한 

세 집단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다.

“어떤 남자가 제 집 번호를 눌러서 경찰서에 신고를 했었는데 경찰관이 집 앞

에서 크게 주민번호를 불러보라고 하고 인적사항을 막 물어보고 그런 게. 윗집 

남자를 데려와서 자꾸 이 사람이 맞는지 확인을 해보라는 거예요. 신림동 사건 

때문에 자기들도 예민하니까 확실히 해주셔야 된다고 하면서. 신림동 사건 이후

로도 뭐 변화는 없는 거 같았어요. 호들갑만 떨 뿐이죠. 무용지물이었죠.” (P2)

P2는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담당자들의 미흡한 이

해도를 언급했다. 신고자에게 가해자로 특정되는 사람을 직접 대면하게 

하거나 오히려 자신들의 직업적인 상황을 고려하게 하는 등 해당 경찰관

들은 피해자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처리해나갔다. 해당 사건 이후

에도 연구 참여자는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경험했지만 더는 경찰에 신고하

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전과 같은 대처방식이라면 오히려 자신의 안위가 

위험해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연구 참여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당시가 신림동 주거침입 사건 직후임을 고려한다면 이는 해당 현

상이 더욱 문제적인 상황에 직면해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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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신고로 경찰이 왔을 때 복도에서 경찰이랑 집주인이랑 복도에서 그

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너무 나이브하게 대응되는 거 같기도 해

요. 쥐도 새도 모르게 내가 사라져버리는 건 아닐까 싶어요.” (P4)

P4 역시 사건을 대하는 경찰관의 태도가 매우 미온적이었다는 점을 지

적했다. 해당 연구 참여자는 경찰관들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오히

려 자신의 신변이 공개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경험했으며 당시 이와 

같은 방식이라면 그 어떠한 방범체계도 자신의 안전을 제대로 보장해 줄 

수 없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P2와 달리 P4는 신고 이후 사건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가 원활히 

이루어 진 편이라고 답하면서 경찰사회 전체를 일반화하는 것을 지양하

였으나 두 명의 연구 참여자들 모두 사건을 처리하는 기존 메뉴얼에 한

계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연구 참여자

들이 그러한 한계를 마주함으로써 자신을 보호 할 수 있는 대안이 더는 

없다고 여겼다는 점에 있다. 생활 안전에 있어 최후의 보루로 여겨지던 

경찰행정조차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연구 참여자들 스스로가 돌파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신이 느끼는 

범죄두려움은 현재 해결할 방도가 없으며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만 하는 

일들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구청에서 하는 여성안심지킴이 시민활동 같은 거를 참여 한 적이 있었어요. 거

기서 제안한 안들 중에 집까지 가는 길에 CCTV가 있는 골목을 네비게이션처럼 

경로를 알려준다 그거를 약간 좋은 안처럼 내놓은 게 있었는데 이걸 보면서 뭔

가 진짜로 우리가 걱정하고 무서워하는 게 뭔지를 사회에서 잘 알아주지 못하

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빡쳤던 거 같아요.”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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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의 경우 특정 지역구청이 주관하는 여성안심지킴이 시민 활동에 참

여하기도 했다. 이는 범죄두려움에 대한 가장 적극적인 대응 방식으로서 

지역사회의 범죄를 통제하고 예방하고자 하는 집단행동에 해당한다. 그

러나 P4는 해당 활동을 통해 경찰뿐 아니라 공적 영역의 행정 담당자들 

역시 여성 1인 가구의 범죄두려움이라는 현상의 본질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특히 범죄예방안건에 대한 논의가 여전히 CCTV

와 같은 피상적인 물리적 접근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사건의 예방보다

는 사후처리에 집중하고 있다는 인식을 받았다. 이러한 공적 영역의 현

실은 향후에도 상황이 개선될 여지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또 다른 좌절감

을 안겨 주었다.

“층간소음이 좀 있었어요. 거기는 관리실이 24시간 있기 때문에 전화 드렸는데 

알아서 직접 가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직접 가서 말씀드리고 왔

는데 약간 무섭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 입장에서는 좀 불편하고 나중에 해코지

당할 걱정이 크죠. 비싼 돈을 주고 사는 관리실에 돈을 내고 있고 관리인분들이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24시간 상주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죠.” (P5)

안전한 주거환경을 보장받기 위해 타 연구 참여자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주거비를 지출하고 있던 P5는 건물 관리인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

해 안전할 권리를 묵살 당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지역의 평균 주거비보

다 더 높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지불하던 안전비

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 느꼈다. 이후 지속되는 

층간소음에 대응하고자 본인이 직접 이웃을 대면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두려움을 혼자 감내했다. 위와 사례들은 모두 외부의 위협적인 

타인들과 안전책임자들의 안일한 태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발현되는 

범죄두려움에 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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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적절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지역

연구 참여자들은 집 주변의 정돈되지 않은 도로 상태를 보며 해당 지역

이 시와 지자체의 적절한 관리 및 통제 하에 있지 않은 것 같다고 걱정

했다. 이들은 해당 현상이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고 인식하였는데 이는 

정확히 지역 무질서 모델의 또 다른 변수인 물리적 무질서에 해당한다

(Skogan, 1990). 물리적 무질서란 거리의 쓰레기나 벽의 낙서와 같은 징

후를 범죄에 대한 상징적 신호로 보며 범죄두려움을 느끼는 것을 의미한

다. 따라서 이는 주거지역의 쾌적성이라는 일차원적인 논의를 넘어 안전

하다는 감각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관리되지 않은 도로가 그렇죠. 쓰레기, 깨진 유리병, 담배꽁초가 많이 떨어져 

있다던 가. 이렇게 길에서 담배꽁초가 있다는 건 준법정신이 없는 사람들이 다

닌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관리되지 않은 도로 상태가 가장 여기는 안전

한 동네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주는 첫 번째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P5)

이처럼 물리적 무질서는 직접적인 범죄 현장이 아닌 사소하거나 간접적

인 주거환경을 통해 범죄두려움을 유발하기 때문에 거주민들은 물론 지

역의 공식 관리자들조차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그

러나 이 같은 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오래 지속될수록 거주민들은 그러한 

무질서에 쉽게 적응하여 해당 지역을 서서히 무질서해도 되는 혹은 관리

가 소홀하여도 이상할 것이 없는 공간으로 인식하게 된다. 지저분한 길거

리 혹은 도로의 모습이 그 지역의 상징적인 지표가 되는 것이다. 이는 일

상적인 범죄두려움은 물론 실제 범죄 발생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 참여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고려요인이 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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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집 주변이 약간 낙후되어있다는 느낌. 골목이 아무래도 약간 지저분하지 

않나 싶고 뭔가 잘 계획되어 있고 정돈되어 있고 이런 느낌은 잘 안 들죠. 내가 

항상 차타고 오면서 하는 말이 여기는 재개발 언제 되나 해요. 재개발 해야겠다

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약간 낙후되어있다는 느낌이라.” (P1)

특히 길거리의 담배꽁초 혹은 쓰레기와 같은 작은 형태의 물리적 무질

서는 범죄두려움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 거주지역 전반이 낙후되어 있다

는 인상을 주는 데에 있어서도 중점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 물리적 무

질서를 통해 발현된 근린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연구 참여자들

에게 집 주변을 오래 거주하고 싶지 않은, 나아가 재개발이 필요해 전체

적으로 탈바꿈이 필요한 동네로 각인시키면서 현재 살고 있는 거주지를 

계속해서 정착할 수 없는 임시거처로 여기도록 만들었다. 결국 주거지 

인근의 직접적인 방범 시설 이외에도 주거지 인근의 쾌적성과 같은 환경

적 요인들 역시 범죄두려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3. 경계하게 되는 근린환경

가. 위험해 보이는 근처 시설물

앞의 사례에서처럼 지역의 물리적 무질서에 해당하지 않을지라도 특정 

시설물들의 존재는 그 지역을 지나다니는 것만으로도 범죄두려움을 유발

하기도 했다. 인터뷰에서는 주로 유흥가, 모텔가, 공사장 등이 언급되었

는데 연구 참여자들은 유흥주점이나 모텔, 공사 중인 건물 그 자체보다

는 해당 시설물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차적인 현상 즉, 해당 공간

을 점거하는 사람들로부터 유발될 수 있는 예기치 않은 범죄들을 두려워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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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서 집 가는 길이 다 술집이었거든요. 밤에 지나갈 때 아저씨들 막 야외 테

이블에서 술 먹고 담배 피고 모여 다니는 사람들 되게 많았어요. 새벽에 혼자 지

나갈 때는 진짜 무서워서 휴대폰에 112 쳐서 들고 다닌 적도 있었거든요.” (P3)

유흥주점은 일반적으로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은 시간까지 영

업을 지속하기 때문에 낮 시간대보다는 저녁 혹은 밤 시간대에 주변 유

동인구가 더 많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해당 유동인구들의 특성이 주

로 주취자에 한정되는 경우가 많아 인근에 거주하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유흥주점이 밀집된 거리는 항상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되

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용도지역의 특성상 해당 시설물들과 가까이 거

주할 수밖에 없는 경우 연구 참여자들에겐 집을 나서고 들어오는 모든 

순간이 긴장의 연속이었다.

실제로 연구 참여자들은 장소를 불문하고 주취자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인터뷰 내내 시비, 폭행, 성희롱 등 특정한 

장소와 관계없이 술에 취한 사람이 자신에게 가할 수 있다 여겨지는 다

양한 범죄 유형들을 나열했다.

“저희 집 주변은 딱 그건 거 같아요. 모텔가. 모텔가 하면 범죄, 주치자 이런 것

들이 항상 따라다는 곳. 근처에 모텔가가 많아서 그래서 약간 좀 안전하지는 않

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로 출퇴근길도 여성안심길로 많이 다니려고 해요.” (P7)

모텔의 경우 주로 지하철역 부근에 밀집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어 대중

교통과의 접근성이 중요한 1인 가구들에게 주거지 인근의 모텔가는 상대

적으로 흔한 입지조건이었다. 모텔은 업종의 특성상 골목에 폐쇄적인 형

태로 위치해 있었으며 외부에서 시설이용자들의 상태를 쉽게 구분할 수 

없다는 점이 연구 참여자들에게 범죄두려움을 유발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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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유흥주점과 숙박시설은 소음이나 악취와 같은 환경피해와 지역

의 부동산 가치 하락 등을 이유로 특정 주민들의 입장에서 기피 시설 내

지는 통상 혐오시설(嫌惡施設)으로 분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연

구 참여자들은 해당 시설들이 지역의 범죄 발생 가능성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사실에 가장 먼저 주목하면서 자신이 그러한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었다.

“집까지 가는 길에 공사장이 있어요. 대단지 아파트 공사를 짓고 있었기 때문에 

좀 무서웠죠. 항상 인부들이 계시고 철골 서 있고 천막 같은 거를 해놓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집 대신에 거기서 모여서 술을 마실지 모를 일이고요.” (P5)

[그림 3] 주거오피스텔 단지 근처의 모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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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의 경우 공사 환경의 다양한 요소 자체가 유발하는 위압적인 분위

기와 함께 당일 공사가 마무리된 이후 해당 공간의 관리자가 부재함에 따

라 발생하는 불안함이 있었다. 인근 거주민들이라 할지라도 거대한 천막 

혹은 철판으로 가려진 공사장 내부의 상황은 그 누구도 확인할 수 없다.

특히 아파트 대단지 공사 사례의 경우 상당히 넓은 면적에서 시행되기 때

문에 공사의 소음뿐 아니라 공사 시간이 지나면 인근 유동인구의 왕래가 

현저히 줄어든다는 점에서 있어서도 범죄두려움을 유발하고 있었다.

나. 감시성이 부재한 주변 환경

연구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어둡고 인적이 드문 공간에서 안전하지 않

다고 느꼈는데 이는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거리의 눈’ 즉 감시성

(Surverillance)이 부재한 상황에 해당한다. 위기 상황 시 나를 도와줄 누

군가가 없다는 사실은 거리에서 마주치게 되는 주취자 혹은 위협적인 무

리와는 전혀 다른 맥락에서 범죄두려움을 조성한다.

“주택단지가 진짜 주택만 있을 경우 특히 어두운 곳들 있잖아요. 상가 같은 게 좀 

있어가지고 간판을 좀 달았으면 좋겠어요. 들어가는 길이 다 집이고 주자창이고 

이러면 설령 CCTV가 있다한들 그게 진짜 안전하다고 느낄지 의문이에요.” (P4)

상업시설과 혼재되어 있지 않은 주거지의 경우 늦은 시간 유동인구의 수

가 급격히 감소하고 영업을 마친 가게가 즐비해 있어 가로환경이 전반적

으로 어둡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연구 참여자들은 주로 오피스텔 건물이 

밀집된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기에 주거지 인근에 골목이 많고 가로의 폭

이 좁은 등 안전한 주거환경을 확보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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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이 드물고, 가까운 곳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 거 같은 그런 거리. 닫

힌 영업이 마친 가게들만 있는 거리요. (그런 경우) 항상 늦게 다닐 때는 큰 길

로만 다니려고 했어요. 조금 돌아오더라도 아니면 뛰어오거나.” (P2)

범죄예방 환경설계인 CPTED14)의 기본원리에 해당하는 자연적 감시

(Natural Surveillance)는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있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반인들의 가시권을 최대화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건물이나 시설물

들을 배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터뷰에 제시된 바와 같이 어둡고, 숨을 

곳이 많은, 유동인구가 적은 곳들은 모두 이 자연적 감시가 원활히 이루

어질 수 없는 공간적 특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14) CPTED란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의 영어 두문자어
로 우리말로는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또는 ‘범죄예방디자인’으로 표현한다.

[그림 7] 영업을 마친 인헌동 시장골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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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범죄의 온상

가. 여자 혼자 사는 것에 대한 불안감

여성이자 청년이며, 혼자 살고 있다는 연구 참여자들의 복합적인 특성

은 개인적 요인이 범죄두려움의 원인이라고 보는 취약성 모델과 깊은 관

련이 있다. 취약성 모델은 개인의 범죄피해 취약성이 두려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며 주로 신체적 특성과 연결된 성과 연령이 주요 요인이라 

가정한다(Skogan & Maxfield, 1981). 해당 이론에 따르면 개인의 신체 

취약성은 범죄 발생 가능성과 정비례 관계에 놓여있다.

이때 범죄두려움은 취약성 인지 정도의 신체적·사회적·상황적 차원에 따

라 다르게 나타난다(Killias, 1990). 기존 연구들에서도 여성이 남성에 비교

해 범죄두려움을 강하게 느낀다는 결과를 일반적으로 지지하고 있는데

((Ferraro, 1995; May, Rader & Goodrum, 2010; 이성식, 2000; 장안식·정

혜원·박철현, 2011) 이처럼 여성의 높은 범죄두려움은 주로 성폭력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기인한다는 설명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는 

범죄가 일단 발생하고 나면 여성이 입게 되는 신체적·정신적·사회적 피해

가 매우 심각하다는 사회의 현실에 입각한다. 그러나 같은 여성 집단 내

에서도 나이, 학력, 소득수준, 주거환경 등과 같은 개인적 특성에 따라 범

죄두려움의 정도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젊은 여성일수록 

성폭력의 가능성과 위험성을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박순진, 2012).

“여성이라서 피해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거랑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랑,

사후처리가 (잘 안될 걸 아니까) 내가 스스로 구제받는 걸 쉽지 않는다는 걸 알

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통째로.”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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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청년 여성 1인 가구인 연구 참여자들의 범죄두려움 역시 

대부분 성적인 피해에 대한 두려움에 의해 형성되어 있었으며 자신이 

‘혼자 사는 젊은 여성’이기 때문에 집에서조차 가장 높은 확률로 범죄의 

표적이 될 것이라 믿고 있었다. 또한 범죄가 발생한 이후에도 적절한 조

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여겼는데 이는 청년 여성 1인 가구를 향

한 위협에 대한 기본적인 대처와 처벌이 그 심각성에 비해 여전히 사문

화되어있음을 의미한다.

“여자 혼자 사는 집이 사실 타겟으로 삼기 편해 보이니까. 한 명 정도야 무력으

로 싸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자 혼자 산다는 건) 제압하기 쉽고, 도와주러 

올 가족이 없고 그런 것들. 제일 무서운 건 성범죄나 폭행이나 사실 뭐 살인까

지도 생각해요. 여자 혼자 사는 집에 들어와서 그런 일이 너무 많으니까” (P1)

P1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연구 참여자들은 인터뷰 내내 ‘여자가 혼자 사

는 집’의 위험성에 대해 토로했다. 연구 참여자들은 ‘가장 무서운 범죄유

형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타인이 자신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는 경우에

서부터 스토킹이나 성폭행, 심각하게는 살인까지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

을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연구 참여자에 따라 혹은 이들이 언급하는 범

죄유형에 따라 범죄의 발생 가능성은 상이하게 인지되었으나 이들 대부

분이 위와 같은 범죄들 모두 본인에게 일어날 확률이 아주 희박하지는 

않다고 생각했다. 특히 자신과 가장 높은 관련이 있을 것이라 여긴 범죄

는 모두 성적인 폭력에 해당했다.

“젊은 여성이니까, 당연히 남성보다는 훨씬 더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크다

고 생각했어요. 물론 높은 연령의 여성들도 범죄에 노출될 수 있지만 제가 그냥 

생각하기로는 젊은 여성들은 표적이 되기가 쉽다고 생각했어요.”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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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참여자들은 기본적으로 스스로가 신체적으로 매우 취약하다는 점

을 내재화하고 있었기 때문에 범죄 발생 시 무력으로 대처할 수 없을 것

이라는 사실에 대해 노심초사하고 있었다. 그러나 P2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이들은 자신의 범죄 취약성이 단순한 신체적 특성 그 자체보

다는 20~30대 여성을 향한 성적 대상화된 사회상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미디어를 통해 청년 여성 1인 가구들의 신체

적, 사회적 취약성을 성애화하는 문화는 큰 제제 없이 받아들여지곤 했

으며 해당 현상은 곧 혼자 사는 젊은 여성들의 삶 전반을 성적 대상화 

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일조해왔다. 이는 청년 여성 1인 가구의 집을 주

거지가 아닌 성적인 대상 그 자체로 인식하게 만들면서 타인이 침범할 

수 있는 혹은 하고자 하는 폭력적인 욕망이 수용되어야 할 공간으로 오

인되는 것을 방관했다. 따라서 최근 급증하는 1인 가구 현상과 함께 과

거 그러한 문화가 공공연하게 용인됨으로써 나타나는 부작용들이 현재 

우후죽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아무래도 내부에서는 안이 보일까봐 걱정이 제일 많이 되요. 그래서 창문 여는 

걸 되게 조심하고 일단 창문 열었는데 집안을 볼 수 있다고 했을 때 불법촬영 

관련한 것들이 걱정 되요. 일단 커튼을 되게 열심히 닫고요. 완전 옷을 중무장

을 하고 있지 않는 이상 커튼 블라인드는 항상 내리고 닫고 있어요.” (P4)

“사실 어느 공간에 살든 여자는 범죄의 타겟이 될 수 있다고 인지를 하고 살아

야 한다고 생각해요. 창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거는 프라이버시 문제죠. 요즘 

카메라가 얼마나 좋아요. 줌 땡겨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 그런 무서움이 있고

요. 집에 창이 크면 집에 보통 이 사람이 작정하고 보려고 하면 언제 들어오고 

나가는지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스토킹 같은 무서움이 있죠.”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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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범죄의 경우 집 내부의 당사자가 자신의 촬영 여부를 쉽게 확

인할 수 없을 정도로 범죄의 수법이 매우 교묘해지고 있다는 점이 특히 

문제적이다. 피해자조차 범죄피해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어 제때 신고

를 하거나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없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이는 단

순한 사생활 침해 문제를 넘어 개인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또 다른 형태

의 성범죄에 해당한다. 특히 불법촬영범죄는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유포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거주민들의 생활패턴을 추측할 수 있게 함으로

써 보다 더 직접적이고 파괴적인 범죄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있

어 사회 전체가 더는 좌시해서는 안 될 현상이다.

“신림동이 따닥따닥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집 안에서는 밤 되면 무조건 암막커

튼을 다 쳐놓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 집이 여자 혼자 사는 것을 좀 알게 되니까 

그런 것들에서 조금 그런 게 있죠. 아무래도 제일 큰 거는 성폭력이나 성폭행이 

제일 걱정되는 같아요.” (P7)

이들은 공통적으로 ‘여자가 혼자 사는 것’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극도

로 경계하고 있었으며 특히 건물 사이의 가까운 거리나 넓은 창 등의 물

리적인 구조가 내부 공간의 노출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유발한다고 이야기했다. 특히 1인 가구 밀집 지역의 경우 한정

된 주거면적 내 많은 인원을 수용하기 위해 설계된 저층 건물들이 많아 

건물 간의 거리도, 심지어 건물 내부의 각 호실까지도 서로 매우 가깝다

는 특징이 있다. 이처럼 거주민들의 주거의 질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지어진 구조물들로 인해 연구 참여자들은 외부의 시선을 차단하기 위해 

창문을 열지 못하거나 오랜 시간 동안 블라인드 및 커튼을 내리고 사는 

등 일상생활 속에서 크고 작은 불편함을 겪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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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간접피해 경험으로 복잡한 심경

범죄두려움 관련 초창기 논의에 따르면 범죄두려움은 개인이 노출된 범

죄의 양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 직접피해경험모델이 주로 설명력을 가졌

다. 그러나 이후 직접피해경험모델에서 다루고 있는 성별, 연령, 인종과 

같은 주요 변수들이 너무 모호하여 집단들 간의 범죄두려움의 원인을 제

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적받기 시작했다((Petsuksiri, 1986). 이

러한 한계점을 쇄신하고자 범죄두려움과 피해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는 모

델의 패러다임이 직접피해경험모델에서 간접피해경험모델로 전환되었다.

간접피해가설은 직접적인 피해경험보다는 주변 사람들이나 대중 매체를 

통해 범죄 사건에 대한 소식을 듣는 등 주위로부터의 간접적으로 경험하

는 피해가 범죄두려움에 오히려 더 많은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를 지

지한다(Taylor 1980; Skogan& Maxfield, 1981; Liska et al., 1988). 미디어

를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던 신림동 주거침입 사건과 더불어 그와 유

사한 형태의 피해 경험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면서 연구 참여자들은 가장 

먼저 전보다 경각심을 가질 것을 다짐했으나 이는 점차 분노에 가까운 

감정으로 변화하였다. 지속적으로 같은 범죄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자신이 

더 이상 조심할 수 있는 건 없으며 그 이전에 왜 자신이 조심해야 하는 

지와 같은 본질적인 의문을 품음으로써 두려움과 억울함이라는 양가적인 

감정에 휩싸였다.

“신림동 사건을 듣고는 여기서 내가 뭘 더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내가 뭘 더 

어떻게 조심해. 그래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나도 그래서 그런 일을 겪고 나서 

후회하는 것보다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거죠.”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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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들이 겪은 일을 얘기할 때에는 무서운 것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언제까

지 이런 걸 신경 써야 하나 하는 그런 좀 분노, 화남도 있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왜 조심해야 되지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무섭지만 한편으로는 그래서 어

이없었던 거 같아요.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화가 많이 났죠.” (P6)

연구 참여자들이 지인의 사례나 미디어를 통해 경험한 간접피해사례들

은 자신과 거리를 두거나 분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실제로 본인

들 역시 아주 유사한 사건을 경험한 적이 있던 것은 물론 타인에게 발생

한 피해의 정황들이 자신의 주거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신이 조금만 운이 나빴다면 혹은 그 시간에, 그 공간에 있었다면 본인 

역시도 충분히 그러한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었을 것이라 여겼다. 그

러므로 연구 참여자들에게 지금과 같은 현상은 더욱 이해할 수도, 더는 

묵인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수많은 피해 사례들이 일관되게 공유하고 

있던 지점은 결국 젊은 여성이 혼자 살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신림동 사건 이후)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억울하고 분노가 있는 거 같아

요. 왜냐하면 여자이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한 공간을 선택하려고 지불하는 비용

에 대한 그런 화도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왜 범죄는 남자들이 저지르는데 조심

은 나만 조심해야 되도 더 불편한 건 나인지. 그런 것들이 좀 화가 나죠.” (P2)

이와 같은 청년 여성 1인 가구들의 격노는 여성, 특히 젊은 여성을 성

적 대상화 하는 성차별적인 사회구조와 젠더 폭력의 희생자로서 당사자

성을 다시금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며 발현된다. 이는 자연스럽게 그간 

주거안전을 위해 연구 참여자들이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지불하던 혹은 

당연하게도 지불해야한다 여겨왔던 기회비용의 불합리성에 대해 다시 고

민하도록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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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청년 여성들의 집 지키기 전략

상황적·구조적 요소의 첫 번째 주제인 ‘범죄두려움으로 점철된 집’이 범

죄에 취약한 청년 여성 1인 가구들의 주거현실에 대해 기술했다면, 두 

번째 주제인 ‘청년 여성들의 집 지키기 전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여성들이 그러한 현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안전 공간으로서 자신의 

집을 지키기 위해 수행하는 주체들의 다양한 실천 양식들을 기술한다.

상황적·구조적 기술 중 두 번째 주제인 청년 여성들의 집 지키기 전략

에 대한 구성 요소는 다음의 [표 3]와 같다.

구성요소 하위구성요소 의미단위

안전지대

추구하기

범죄예방이 가능한 

근린환경

24시간 편의점, 식당, 카페 등이 있어 늦게까지 안

전하다고 느낌, 집 앞에 바로 대로변이 있어 안심

이 됨, 집의 위치가 번화가와 가까움, 집 근거리에 

지구대 및 파출소가 있어 안전감을 느낌

집 자체의 

보안·방범체계

집 안에 이중잠금장치 및 방범창을 설치함, 반드시 

공동 출입구 비밀번호가 있어야 함, 건물에 상주하

는 관리인 있는 곳에 거주함, 건물 내부에 CCTV

가 있어야 안전하다고 느껴짐, 높은 층수에 살기 

때문에 신경 쓸 일이 없어서 좋음  

생활패턴이 예상 

가능한 거주민들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리는 사람들이 멀끔한 

외관을 하고 있어 안심됨, 같은 건물에 또래가 많

이 거주하고 있어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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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다운 

주거환경 

발견하기 

‘집’다운 

내부공간구조 

방이 넓고 채광이 잘 들어 거주지로 선택함, 개인 

작업할 공간이 넉넉하고 요리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곳으로 이사함, 주방과 방이 분리되는 구조라 

집같이 느껴짐

주거지를 상징하는 

외부 지표들

근처에 학교나 학원들이 있어 주거지라는 생각이 

들었음, 집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있어서 안정감이 

느껴짐, 집 앞에 놀이터가 있어 안심됨, 생활편의

시설이 많아 주택가 느낌이 남, 돌아다니는 사람들

의 차림이 편안해 주택가의 사람 사는 지역 같음,

아이들이 자주 왕래하여 낯선 느낌이 없음, 강아지

를 데리고 산책하는 사람들이 보임

고립 

극복을  

위해 

소통하기

가까운 거리의 

의지할 수 있는  

지인

본가와 멀지 않은 곳에 자취방을 구해 평소에 자

주 방문함, 지인이 주변에 살고 있어 어느 정도 안

전이 보장된 거주지를 선택함, 집 근처 지인을 만

들기 위해 동네 친목모임에 가입해 자주 왕래함,

자주 가는 카페 사장님과 일면식이 생기게 됨

함께 지내기   

잠깐이라도 집에서 같이 잘 친구를 구하면 편안하

고 안전한 느낌이 들어 좋음, 룸메이트를 구해 함

께 살 수 있는 집으로 이사함

두려움보다 

주체적인 

삶에 더 

집중하기

온전한

‘나의’ 공간

집에 혼자 있을 때 온전히 무언가에 집중하고자 

함, 집에 들어오면 딱 사회생활의 가면을 벗고 있

을 수 있음, 내가 제일 편안히 쉴 수 있는 곳이라

는 생각이 드는 곳으로 무리해서 라도 주기적으로 

이사함. 집을 친근하고 편안한 느낌으로 인테리어 

함, 집 내외부가 ‘나스러워’ 보일 수 있게 장식함,

집 안의 가구 등을 내 집처럼 느껴지게 변화를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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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지대 추구하기

가. 범죄예방이 가능한 근린환경

범죄에 대한 실제 피해 경험이나 일상적인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몇몇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집은 나름대로 안전한 편이라고 대답했다. 이들 

모두 청년 여성으로서 혼자 살아간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감수해야 할 위

험이 있다는 사실에는 동의했으나 그 속에서도 본인의 집이 안전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몇 가지 이야기했다.

연구 참여자들은 안전한 거주환경의 구성 요소로서 가장 먼저 범죄예방

이 가능한 근린환경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안전한 근린환경의 기

준은 집이 대로변과 가까이 위치해 있는지와 같은 지리적 요건에서부터 

근처 기반시설의 종류까지 다양한 방면을 통해 고려되고 있었다. 특히 

연구 참여자들은 주로 집 근처에서 늦은 시간대까지 운영하는 상가들로

부터 안전감을 느꼈는데 이는 앞선 제 1장의 ‘감시성이 부재한 주변 환

경’의 사례와는 반대로 자연적 감시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에 

해당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범죄를 예방하는 데 있어 주변이 밝고, 나를 

볼 수 있는 누군가가 상주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했

홀로서기와 독립

범죄도 걱정되지만 그보단 부모님의 간섭에서 벗

어난 내 자유에 더 가치를 둠, 여자 혼자 사는 게 

어렵긴 사지만 진짜 홀로서기 하는 느낌이 들고 

주체가 되어 내 삶을 살아가는 느낌, 여성 1인 가

구가 느끼는 공포가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본가에

서의 부담감에서 독립할 수 있다고 생각함  

[표 3] 청년 여성들의 집 지키기 전략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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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제로도 이들 대부분이 집을 선택할 때 이와 같은 안전한 근린환경

이 보장되어 있는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었다.

“제가 살고 있던 부근에는 대로변이 있고 24시간 하는 식당들도 있고 24시간 

편의점도 있어서 밤늦게 하는 카페 같은 것이 있으니까 조명이 들어오는 가게

들이 있으면 밤에도 낮에도 안전감을 느끼게 되는 거 같아요.” (P2)

“범죄예방에는 오히려 편의점 24시간 편의점이 더 도움이 되는 거 같아요. 일단 

편의점은 불이 밝으니까 안전한 곳이라는 느낌이 많이 들고, 안에 사람이 있으

니까 밖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안에서 보고 신고를 해주거나 하니까” (P4)

가장 먼저 24시간 동안 운영하는 상업시설들의 종류가 구체적으로 언급

되었다. 24시간 편의점, 24시간 식당 및 카페 등은 시간대와 상관없이 일

정한 수의 유동인구를 지속적으로 유입시킨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해당 

시설의 근무자와 이용자 모두가 일종의 감시자 역할을 수행 할 수 있고 

운영 시간 동안에는 시설 내외부의 조명 등을 통해 어두운 가로환경에서

의 가시성을 확보시킬 수 있다.

이처럼 해당 시설들의 존재는 간접적으로 범죄예방이 가능한 환경을 조

성하는 것은 물론 위기 상황 발생 시 연구 참여자들이 도움을 처할 사람

과 공간이 집 가까이에 있다는 사실을 암시함으로써 주거지 근처에서의 

범죄두려움을 상쇄시키는 데 매우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상점

의 긴 운영 시간은 그 특성 자체만으로 잡화·식료품 판매점 또는 취식과 

같은 시설 본래의 기능 이상의 것들을 수행하고 있었다. 심지어 몇몇 연

구 참여자들의 경우 CCTV, 여성안심거리 등과 같은 직접적이고 노골적

인 방범 시설들보다 오히려 주거지 근처의 24시간 편의점의 존재가 범죄

예방에 훨씬 도움이 된다고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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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경찰이 돌아다니고 사람들이 많고 그런 거에 노출되는 게 조금 더 안전

하다고 느끼게 되는 거 같아요. 우리 집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요 보다는 우

리 집 앞에 경찰서가 있어요가 더 안전하게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P6)

또한 기본적으로 집 근처의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등 범죄예방을 담당

하는 공공기관들의 존재를 거주지의 안전함을 유지 시켜 주는 주요 요인

으로 평가했다. 앞선 제 1장의 ‘안전 책임자의 안일한 태도’에서 기술한 

안전관리자들의 미숙한 대처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경찰·행정기관의 여부

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거주지 인근을 안전한 근린환경으로 인식하는 데 

있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림 5] 주거지 근처 24시간 상업시설



- 64 -

“(경찰서는) 완전 근처는 예방이 될 거 같아요. 근데 그거랑 조금 떨어져 있으면 

뭐 경찰서는 어디에나 있지만 그래도 범죄도 어디에서나 일어나니까요.” (P2)

그러나 이 역시도 자신의 집을 기준으로 근거리에 위치해 있지 않은 이

상 해당 기반시설을 통해 느끼는 안전감은 급격히 저하되는 편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공공 기관으로 분류되는 경찰서, 지구대 등의 특성상 

입지의 수가 매우 제한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범죄의 산재성 앞에 무력

한 측면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입지의 제한이 적고 

다양한 조건과 지역에서 수용이 가능한 상업시설의 존재를 보다 생활밀

착형 범죄예방 시설로 여기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범죄 발생 직후 즉각

적인 대처의 중요성과 더불어 앞서 언급한 안전 책임자들에 대한 불신이 

복합적으로 얽혀 나타난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나. 집 자체의 보안·방범체계

앞선 조건들이 모두 충족되어 있을 지라도 연구 참여자들은 집에서 온

전히 안심할 수 없었다. 앞선 제 1장의 ‘범죄두려움으로 점철된 집’의 여

러 유형에서처럼 근린환경과는 별개로 이들에게 집은 언제든지 다양한 

형태의 위협과 마주칠 수 있는 공간이다. 이에 연구 참여자들은 집 안의 

자신을 지키기 위해 각자의 방식으로 집 자체의 보안·방범체계의 최소기

준을 설정하고 또 적극적으로 구비 해나가고 있었다.

“제가 일부러 집을 구할 때는 무조건 집 앞에 현관에 비밀번호가 있어야 되고,

들어가는 입구나 이런 데는 CCTV가 완전하게 갖춰져 있어야 되고 이런 집에 

대한 안전 환경을 제가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런데만 골라서 다녀요. 건물이 신

축이고 기존 원룸보다는 좀 비싼 것 같아요.”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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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안에도 관리실에서 CCTV가 있는 것을 다 확인을 했고, 주거지 있는 층

에는 들어갈 때 카드를 찍어야지만 그 층에 입장을 할 수 있어서 완전히 분리

가 되죠. 관리실도 24시간 상주를 두 분이 하고 계세요. 가격 면에서는 좀 힘들

지만 그래도 안전한 편이고 편리한 게 있으니까 이쪽으로 오게 되었어요.” (P5)

P7과 P5은 건물의 구조 그 자체로부터 보장되는 안전을 일 순위로 고

려하였다. 외부인의 출입이 불가능한 공동현관 시스템, CCTV의 설치 여

부, 24시간 상주하는 관리인, 건축 연도 등 물리적인 보안·방범의 정도를 

최소한의 거주 기준으로 설정한 것이다. 해당 요소들은 연구 참여자들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건물 그 자체의 안전성과 관련이 있어 앞서 기술한 

근린환경보다는 다소 협소한 개념에 해당한다.

특히 P5의 경우 주상복합건물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주민의 주

거공간에 대한 외부인의 출입이 철저히 차단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을 매

우 중요하게 생각했다. 따라서 주로 건물 내 거주민들과 외부 방문자들

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순간들을 주시하게 된다고 말했다. 주상복합건물

은 오로지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건물들과는 다르게 상대적으로 외부인

들의 출입이 자유로운 측면이 있으며 이는 주거침입과 같은 범죄 수법의 

일부로 오용될 여지가 있다. 이에 P5도 마찬가지로 외부인의 주거 층 출

입 통제가 적절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관한 여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었다.

위의 경우들은 대체로 신축건물에 해당했으며 높은 주거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그러나 두 명의 연구 참여자들 모두 살아가는 

데에 있어 해당 비용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에게 있어 

범죄로부터 건물이 안전한가에 대한 여부는 주거지를 선택하기 위한 전

제조건이었기 때문에 현재 지불하는 안전비용 역시 필수 불가결한 것으

로 여기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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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집 안에다가 현관 이중잠금장치 달아놨고, 창문도 혹시 몰라서 다 이중으

로 잠그는 걸로 해놨어요. 일정부분이상 안 열리게 제가 집주인한테 얘기해서 

추가로 설치를 한 거예요. 스토퍼도 있어요. 층수가 엄청 높은 건 아니다 보니

까. 스토퍼라고 외부에서 창문을 열었을 때 일정 이상 안 열리게 막아 놓는 거.

저도 만약에 이 방범창이 없었으면 창문 잘 안 열었을 거예요.” (P1)

그러나 이처럼 높은 주거비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P1의 사례와 같이 

스스로 집 내외부에 보안·방범 장치를 설치하기도 했다. 이 역시 집 안

과 밖을 철저히 분리하는 방식에 해당하며 외부인의 주거침입을 막기 위

한 장치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현관문 혹은 창문과 같이 외부로 통하

는 매우 단순한 형태의 구조물조차 연구 참여자들에게는 범죄의 가능성

을 차단해야 하는 또 하나의 변수가 되었다.

[그림 6] 이중방범창 내부·외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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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는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나왔어요. 지금 살고 있는 경기도도 가격이 

싸지는 않거든요. 같은 가격에 신축에 살 수 있고 저는 지금 오피스텔이거든요.

그리고 서울에서는 보통 높아봤자 3층, 4층 이런데, 저는 1층이나 2층 이렇게 

살았었는데 거기에 혼자 사는 여자입장에서는 불안했는데, 여기서는 층수가 높

아지다 보니까 밖에 신경 쓸 일도 많이 없고 해서 좋은 것 같아요.” (P3)

연구 참여자 P3의 경우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보장받기 위해 지역 

간의 이동도 마다하지 않았다. 일정한 주거비에 상응하는 관악구 내 안

전의 질이 자신의 기준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경기도 인근에서 거주하고 

있는 P3이 현재 지불하고 있는 주거비는 관악구의 여타 원룸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았으나 같은 수준의 비용임에도 현재 거주지의 보안체계

는 관악구와는 확연한 차이가 있었다.

P1과 같은 맥락에서 해당 연구 참여자는 현 거주지가 안전할 수 있는 

핵심 요인으로 높은 층수에 거주할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서울 내 원룸 

밀집 지역의 건물 대부분이 저층임을 고려한다면 연구 참여자의 입장에

서 이는 충분히 합리적 선택이었다. 낮은 층수의 경우 건물 현관과 가깝

게 위치해 있어 높은 층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외부인과 거주민들 사이 

조우가 잦음으로 이를 통해 개인의 주거공간은 외부에 더 쉽게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해당 연구 참여자는 이처럼 주거비, 주거환경 등 여러 가

지 요소를 따져봄으로써 자신의 안위를 보장하는 데 있어 관악구를 이탈

하여 서울 외곽으로 이동하는 것이 보다 나은 결정이라 여겼다.

결국,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이 지출 가능한 선에서 가장 안전한 건물환

경이 확보된 주거공간을 선택하는 것은 물론 필요에 따라 개인이 보안·

방범 장치를 정비하는 것에서부터 기존에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역으

로 이사를 결심하는 것까지 매우 다양한 방식을 통해 안전한 주거환경을 

추구하고자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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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생활 패턴이 예상 가능한 거주민들

제 1장의 ‘원룸촌의 찝찝한 이웃들’에 따르면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주 이웃인 1인 가구의 예측 불가능성에 불안함을 느끼고 있었으며 이는 

기본적으로 자신이 예측할 수 없는 우발적인 범죄에 대한 두려움으로부

터 발현된다. 이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서 연구 참여자들은 인근 거주민

들의 생활상을 예상할 수 있는 순간들을 마주하고 또 의식적으로 추론해 

나가면서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경감시켰다. 이들은 보통 외적으로 드러

나는 한정된 정보로부터 이웃들의 대략적인 생활 패턴을 추측해 나가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타면 입주민들을 가끔 마주하잖아요. 다들 멀끔하게 입고 다니는 

거 보면서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그런 갑자기 훅 들어오는 그런 범죄를 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뭔가 불안정해 보이고 약간 이상해 보이고 내가 예측 못할 거 

같은 이상한 돌발행동을 할 거 같은 느낌이 없으니까. 그런 외적인 부분이 그런 

판단을 하게 하죠. 안전한 지 아닌지.“ (P5)

이웃들의 생활상은 보통 외적인 차림새를 통해 예측되었는데 연구 참여

자들은 이웃의 깔끔한 옷매무새와 낮은 범죄율이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을 거라 판단하기도 했으며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유니폼 등으로 구체

적인 직업을 추측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추측이 실제 범죄 발생의 여부

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긴 어려우나 연구 참여자들은 사소한 부분

일지라도 이웃들의 행동반경을 자신의 예측 하에 둘 수 있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이는 이웃들과의 직접적인 교류 없이도 주변 환경에 대한 신

뢰를 쌓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에 대한 예측 불가능성으로부터 오는 

범죄두려움을 조금이나마 감소시켜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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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건물 자체가 다들 학생들이 살고 있던 집이어서 뭔가 위험하다고 많이 느

끼지는 못했던 거 같아요. 대부분이 다 대학생들이고 서로 좀 조심하는 분위기

였고 그래서 그 집 자체가 위험하다고 느낀 적은 거의 없었어요.” (P6)

“다행인 건 제가 살던 집은 근처 공항이 있으니까 몇몇 승무원이나 젊은 애들이 사

는 집이어서 건물 안에만 들어가면 그래도 이 집은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P5)

특히 연구 참여자들은 같은 건물의 이웃 대부분이 본인과 비슷한 연령

대라는 사실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인터뷰를 통해 언급된 

바에 따르면 이들은 주로 20~30대의 대학생, 대학원생, 승무원 등으로 

특정되었다. 이들 모두 연구 참여자들과 동일한 연령대로 사회로부터 요

구되는 일반적인 생활양식을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측 가

능한 불특정 다수에 해당한다. 이웃들의 생활상을 예측 할 수 있는 정도

가 높아질수록 집에 대한 범죄두려움은 일정 부분 줄어들었다.

2. ‘집’다운 주거환경 발견하기

가. ‘집다운’ 내부공간구조

집을 안전하게 느끼도록 하는 요인들 중에는 앞서 설명한 직접적인 범죄

예방 시설뿐 아니라 ‘집스러운’ 혹은 ‘집다운’ 공간의 내부 주거환경 역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안전하다는 것은 어떠한 공간 안에서 안

락함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다. 이에 연구 참여자들은 범

죄예방을 목적으로 설계된 공간 이외에도 자신에게 안락함을 주는 공간구

조의 집을 선택하는 방식을 통해 안전하다는 감각을 체득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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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같은 느낌을 주는 이유 일단은 집의 구조가 좀 더 ‘집스럽다’는 거죠. 그러

니까 제 방이 있는 거잖아요. 공간의 구분이 명확하게 된다는 거죠.” (P6)

이때의 안락함은 구체적으로 채광이 잘 드는, 일정한 규모 이상인, 분리

형 등의 특성을 나타내는 집 내부구조들을 통해 조성되고 있었다. 최근 

룸메이트를 구해 원룸에서 투룸으로 이사한 P6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인 

집이 거실과 방이 분리되어 있어 원룸의 구조에 비해 보다 더 ‘집스러

운’ 감각을 전달해준다고 이야기했다. 특히 주방과 침실의 별도 구분이 

없는 원룸의 주된 특성으로 인해 원룸 거주자들은 자신의 주거 공간에 

단순히 먹고 자기 것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

한 맥락에서 원룸은 안락하거나, 나아가 안전하다는 감각과도 쉽게 연결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방이 넓고 채광 잘 드는 곳으로 가려다 보니까, 지금 사는 데는 일부러 넓고 

사람들 놀러올 수 있는 작업할 공간도 있고 요리도 해먹고 기본적인 공부라던 

지, 일이라던 지 일부러 환경을 갖추려고 노력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은 방으로 

오라고 하지 않고 우리 ‘집’으로 와라고 해요. 더 오래 있고 싶어요.” (P4)

그러나 ‘집’이라는 감각은 단순한 물리적 구조를 통해서만 발현된다기보

다 그러한 내부구조가 수용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과도 깊은 관련이 있

다. P4는 현재 거주하는 집을 구할 당시 의도적으로 개인 작업 혹은 지인

을 초대하는 등의 활동이 가능한 넓은 면적의 원룸을 선택했으며 이를 통

해 주거지에 더 많은 애착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때의 집은 단지 먹

고 자는 공간 그 이상의 개인적인 의미를 실현해낼 수 있는 장소가 된다.

이처럼 연구 참여자들이 집과 집 근처에서 경험하던 범죄두려움은 ‘집’이

라는 감각을 통한 애착이 커질수록 일정 부분 상쇄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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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거지를 상징하는 외부 지표들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이 ‘주거지역’에 산다는 사실을 체감할 때 스스로 

안전한 곳에 거주하고 있다고 여겼다. 이 사실은 주로 지역의 용도가 주

거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음을 드러내는 시설물들에 의해 수용되었는데 

그 예시로 아파트, 놀이터, 생활편의시설, 학원, 학교 등이 언급되었다.

인터뷰를 통해 언급된 생활편의시설들의 구체적인 유형으로는 생활용품 

판매점, 집 인근의 전통시장, 스터디 카페, 헬스장 등이 대표적이었다.

“방문객들을 위한 편의시설보다는 생활편의시설들이 많은 곳들이 주택가라는 느낌

을 준다고 느끼고 있어요. ‘사람 사는 집’ 같은데 살자는 생각에 골랐어요.” (P5)

[그림 7] 주거지 근처 생활편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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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집 앞에도 놀이터가 있고 주변 환경이 주거지역이다 보니까 가족들이 

많이 살거든요. 그러다 보니 조금 더 집에, 주거지역에 산다는 느낌이 들어요.

예전에 살던 데는 대학가나 원룸촌 느낌인데 여기는 집이라고 느껴져요.” (P6)

“일단 처음에 그 집을 골랐던 이유는 그 동네에서 그나마 아파트 단지가 근처

에 있고, 어린애들 다니는 태권도 학원이나 학원이 있는 걸 봐서 아이들이 많이 

다니니까 안전할거라고 생각했죠.” (P5)

특히 인터뷰에서 언급된 놀이터, 학교, 학원 등은 주로 아이 혹은 학생

들의 존재를 상징하는 시설물들로 이는 곧 해당 지역이 약자를 위한 최

소한의 주거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연결된다. 이러한 

시설들의 존재는 상대적으로 사람들에게 주거지역이라는 감각을 더 많이 

제공하는 것을 물론 사회 보편적으로 ‘가족’이라 여겨지는 가구 구성원들

이 인근에 거주한다는 점을 상징하는 지표로 인식될 수 있다. 연구 참여

[그림 8] 주거지 내 놀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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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 역시 그러한 시설들을 목격함으로써 본인이 ‘정상’적인 주거지에 편

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반추하면서 범죄두려움을 감소시켜나가고 있었다.

“주택가를 조금 더 선호하죠. 일단은 외부 사람들이 많이 안다니고 다니는 사람

들이 약간 동네 주민들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편안한 차림일거고. 아이들도 

좀 많이 보이고, 강아지 데리고 산책하는 분들도 보이고 해서” (P5)

더불어 물리적 시설 외에도 거주지 인근을 왕래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해당 지역의 ‘거주민’으로 특정될 수 있는 순간들을 포착하면서 자신이 

주거지 내부에 속해있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연구 참여자들은 범죄두려

움과 관련하여 특히 외부인의 존재를 조심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

하고 동네 주민들로 보이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내부인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들을 자신과 같은 생활반경을 공유하는 집단으로 분류

했으며 인근 주거지의 실 거주자로 보이는 사람들의 특징들을 유추함으

로써 거주지를 ‘침입’한 외부인들의 존재를 의식적으로 지워나갔다.

3. 고립을 극복하기 위해 소통하기

가. 가까운 거리의 의지할 수 있는 지인

연구 참여자들은 대체로 범죄피해위험이 높다고 인식되는 상황을 피하거

나 자신을 격리시키는 회피행동을 수행하였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외부로

부터의 단절감 혹은 고립감을 발생시켰다. 이들은 범죄의 가능성을 차단

하기 위해 집 주변의 외출을 자제하거나 이웃과 의도적으로 교류하지 않

는 등의 생활방식에 익숙해졌다 이야기하면서도 그로 인해 겪게 되는 사

회적 단절이 고민이라고 말했다. 청년 여성 1인 가구들은 범죄두려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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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를 회피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사회적 고립을 마주하고 있었다.

“바깥에서 느끼는 공포나 피로감 여러 부정적인 것들을 집 안으로 끌고 오고 

싶지 않고 집은 외부와 단절시키고 분리할 수 있는 게 필요한데. 그렇다고 또 

너무 단절되면 집 밖으로 나갔을 때 괴리감이 너무 클 거 같아요.” (P5)

“약간 답답한 느낌이랑 고립된 느낌도 좀 있었던 거 같아요. 바깥이랑 약간 단

절된 느낌이 더 들었던 것 같아요. 이웃들이랑 인사를 한다거나 교류를 한다거

나 하는 게 전혀 없다보니까 심리적으로도 더 고립된 거 같았었고.” (P3)

이에 몇몇 연구 참여자들은 그러한 고립감을 극복하기 위해 보다 적극

적으로 집 주변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했다. 일반적 범죄두려움의 설명

모델 중 하나인 사회통합모델(Shaw & Mckay, 1942)에 따르면 지역사회

가 유기적으로 통합되지 않으면 지역사회가 해체되고 이는 곧 지역주민

들의 결속력 약화로 이어지면서 범죄두려움을 증가시킨다. Adam(1992)

은 사회통합을 지역을 향한 지역주민들의 소속감이라고 정의하였는데 그

러한 사회통합의 일환으로서 연구 참여자들의 인적 네트워크는 가족에서

부터 알고 지내던 동료, 지역 친목모임을 통해 새로 알게 된 지인들까지 

매우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었다.

친목의 형태와 깊이는 각자 달랐지만 집에서 가까운 곳에 지인이 거주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연구 참여자들은 일종의 주거 공동체가 주는 

소속감을 경험했다. 자신이 신뢰할 수 있는 이웃과 주기적으로 소통하고

자 노력했던 경험은 주거지에 대한 범죄두려움을 상쇄하는 것을 넘어 개

인이 주거 애착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유의미한 요인으로 작동하

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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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본가에 찾아가려면 버스나 지하철 타면 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서 오는 

안정감이 있죠. 언제든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 근거리에 있으니까. 동네 

친목모임 같은 것도 들어가서 여차하면 도움이 필요하거나 할 때요.“ (P1)

P1의 경우 자취를 시작하기에 앞서 본가와 그리 멀지 않은 곳을 염두에 

두고 집을 구했다. 가족과 독립 이전만큼 자주 왕래하지는 못하지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또는 공간이 근거리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안정감

을 느낀다고 말했다. 또한 관악구 지역 직장인 모임에 자발적으로 합류함

으로써 새로운 환경에서도 주변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고자 했다.

해당 지인들은 또래라는 공통분모를 가진 이웃인 동시에 위기 시 바로 

손을 뻗을 수 있는 비상연락망 그 자체이기도 했다. P1은 혹시 모를 상황

에서의 피해위험을 최소화하고자 거주지 주변에서 자신의 인적 자원을 

계속해서 충원해나가는 방식을 통해 범죄두려움에 대처하고 있었다.

“집 주변에 아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 되게 큰 힘이 되는 거 같아요. 자주 봐

요. 경찰 왔었을 때도 가까이 사는 친구한테 말했었거든요. 멀리 사는 사람들 보

다는 가까운 동네에 사는 친구한테 말하는 게 더 안정되는 같아요.“ (P4)

P4 역시 가까이에 거주하고 있는 친구들과 자주 왕래하는 방식을 통해 

집 주변의 인적 네트워크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었다. 이들은 서로 근거

리에 거주하고 있다는 특성을 활용해 각자의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거

나 주거지 근처의 소식 혹은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면서 물리적으로 가까

운 누군가와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얻고자 했다. 집 주변에 

지인이 거주한다는 사실은 위기 시 단순히 도움을 주고받는 다는 것을 

넘어 주거 공동체로써의 연결감을 획득시켜 일상 전반의 안정감을 유지

할 수 있게 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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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함께 지내기

앞선 ‘가까운 거리의 의지할 수 있는 지인’의 사례들이 인적 네트워크

를 활용한 간헐적인 교류에 해당했다면 보다 중장기적으로 친구와 함께 

지내거나 혹은 아예 동거인과 함께 거주하는 방식을 선택하면서 범죄두

려움을 극복해나간 경우들도 존재했다.

“친구가 저희 집에 자주 와서 일주일에 두세 번 와서 잤던 거 같던 거 같은데 

그렇게 오니까 되게 밤에 훨씬 편안하게 잤어요. 같이 있으니까.” (P3)

“확실히 누군가랑 같이 살 때가 더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주변 환경 자

체도 나를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자체가 주는 것도 있는 것도 같아요.” (P6)

P3의 경우 타인과 온전히 함께하는 방식은 아니었지만 주기적으로 방문

하는 친구의 존재 덕분에 생활 전반이 대체로 안전하게 느껴졌다고 말했

다. 그에 반해 관악구에서만 총 3년 이상을 거주한 P6은 인터뷰를 기점으

로 약 반년 전 룸메이트를 구해 같은 지역구 안에서 더 넓은 집으로 이

사했다. 해당 연구 참여자는 동거인과 함께 살고 난 뒤부터 누군가가 항

상 자신의 안위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사실 체감할 때마다 지금이 더욱 

안전하다고 느꼈다. 이는 앞서 설명한 ‘집’다운 주거환경과도 깊은 관련이 

있으며 물리적 환경 외에도 이처럼 함께 지내는 사람의 존재는 개인의 

생활 전반에 변화를 주어 소속감이라는 형태로 안전감을 부여해주었다.

인근 거주민들과 왕래하는 것에서부터 타인과 한 집에 거주하는 것까지 

위의 사례들은 모두 공동체를 이루는 방식을 통해 사회적 고립에 저항했

다. 공동체란 기본적으로 “생활이나 행동 또는 목적 따위를 같이하는 집

단”을 일컫는데15) 이는 지역주민들 사이의 공동체 의식(Sens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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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ty)16)을 발현시켜 서로 간의 유대감을 강화시킨다. 이처럼 지역

공동체에 대한 크고 작은 소속감은 자연스럽게 주거지 혹은 지역 전반에 

대한 안전한 감각으로까지 이어져 점차 개인이 주거지 주변으로부터 범

죄두려움과 거리를 둘 수 있게 해주었다.

4. 두려움보다 주체적인 삶에 더 집중하기

가. 온전한 ‘나의’ 공간

집은 누구에게나 마땅히 쉴 수 있는 편안하고 안전한 장소여야 한다.

연구 참여자들 모두 청년 여성으로서 혼자 살아가는 동안 가깝게는 근린

환경에서부터 넓게는 사회 전반이 불안하게 느껴지는 순간들 속에서도 

집에서 온전한 휴식을 취할 수 있을 때만큼은 적어도 안전함을 느낄 수 

있다고 대답했다.

“집은 쉼터나 안식처기 때문에 집 안에 들어왔을 때 안전함을 느끼는 게 더 중

요한 거 같아요. 그래서 집과 외부 세상을 분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

각해요. 내가 나로 온전히 있을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을 해요.” (P5)

“저한테 집은 제일 편안하고 제가 쉴 수 있는 곳. 집은 항상 편안해야 한다. 집은 

내가 딱 들어오면 이곳만큼은 내가 다 내려놓고 쉴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P7)

집을 둘러싼 숱한 위험들 속에서 이들은 범죄두려움을 잊기 위해 의식

적으로 집을 안전 공간화 하고자 했다. 집 밖의 범죄두려움과 집 안의 자

15) 표준국어대사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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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을 심리적으로 분리할 때 집은 현실과는 무관하게도 안전한 공간처럼 

인식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집을 지극히 사적인 장소로 내재화

하면서 집 안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기에 역으로 그 공간이 안전하게 느

껴진다고 대답했다. 이때 집을 ‘나’의 공간처럼 여기게 만드는 요소들은 

집을 바라보는 관점 그 자체에서부터 물리적인 변화까지 매우 다양했다.

“집을 내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되게 친근하고, 편안한 느낌으로 인테리어를 하

고 카페트를 깐다던지 조명을 단다던지 하면서 나만의 공간을 만들었어요.” (P2)

“내가 원하는 것들과 내가 고른 것들로 채워진 ‘나’의 공간이죠. 집 자체는 안

전하고 안락한 공간이기 때문에 범죄두려움과 큰 연결은 없는 것 같아요. ‘나스

러워’ 한다고 생각해요 철저하게 내 취향으로 꾸미는 거죠. 제 공간답게 ” (P5)

연구 참여자들은 집이 ‘나의’ 공간이라는 점을 진취적으로 도모하고 또 

누리고자 했다. 실제로 집을 자신의 취향대로 가꿔나가면서 공간을 점차 

자신의 기호에 맞는 모습으로 탈바꿈시켜나갔다. 집 안 곳곳을 자신의 것

으로 영역화하는 과정을 통해 이들에게 집은 자연스럽게 ‘나의’ 공간으로 

경계 지어진다. 이 느슨한 형태의 경계는 시간이 흐를수록 견고해지며 이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일종의 익숙함을 통해 안정감을 경험했다.

그중에서도 P5는 매우 적극적으로 집을 ‘나스러운’ 공간으로 변모시켰다.

가시적으로 구분되는 집 안팎의 경계는 집 내부로부터 외부의 범죄두려움

의 연속성을 차단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 과정에서 집 밖의 두려움, 나아

가 실존하는 위협까지도 집 내부의 자신과는 점차 관련이 없는 것처럼 받

아들여진다. 이처럼 연구 참여자들 각자가 가진 ‘나’의 공간에 대한 애정은 

자연스럽게 집을 친숙하고 또 안전한 공간으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안식처 

혹은 쉼터의 장소가 될 수 있게 만들었다.



- 79 -

나. 홀로서기와 독립

연구 참여자들은 ‘나의’ 공간에서 ‘나의’ 삶을 살아간다는 점 역시 중요

하게 생각했다. 비록 집을 구하고 또 살아가는 데 있어 범죄두려움과 관

련해 수많은 난관들에 봉착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홀로 주

체적인 삶을 살아 갈 수 있다는 사실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있었다. 자신

이 주도적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는 찰나의 해방감은 범죄에 대한 두

려움의 크기를 그만큼 희생 가능한 것으로 만들었다.

“저는 당장 독립하는 게 더 중요했어요. 사실 본가 집에 있는 게 제일 안전하긴 

하죠. 그래도 독립된 자유가 더 중요한 해요 범죄나 그런 게 걱정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걱정 되서 다시 집에 들어가는 것 보다 혼자 사는 게 나요” (P1)

“서울에서 사는 건 일적인 부분에도 더 많은 영역을 경험하게 되고 저 혼자 살

아가는 것에서도 정말 좋은 것 보다는 안 좋은 것도 다 경험하게 되면서 성장

해나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 홀로 서기를 시작하는 느낌인 거 같아요.” (P7)

기본적으로 이들은 부모님의 보호와 간섭 하에서 더 안전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러한 안전함을 포기할 만큼 타인에게 귀속되지 않

는 자신의 삶이 더욱 소중하다고 이야기했다. 청년 여성이 1인 가구로 

산다는 것은 연구 참여자들 스스로와 이들의 부모 모두에게 일종의 불안

을 유발하는 일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본인 스스로가 범죄에 취약하다

는 사실을 걱정한 한편 이들의 부모는 그러한 자녀의 안위를 직접 살필 

수 없다는 사실을 걱정했다. 그럼에도 연구 참여자들 대부분이 혼자 살

기 때문에 부딪히고 또 성장할 수 있는 계기들을 마주하는 것 역시 삶에 

있어 필수적인 부분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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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혼자 사는 것이 되게 인간에게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자들이 안전한 공간을 찾는 데 너무 비용을 지출하다 보니까 다른 것에 대한 

기회가 줄어드는 것이 안타까운 거 같아요.” (P2)

그러나 여전히 독립의 과정에서 여성이기 때문에 지불해야 하는 안전 

비용이 자주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안전한 주거를 보장받기 위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자 했지만 모순적이게도 그로 인해 더 많은 삶의 기회들을 박탈당하고 

있었다.

제 3 절 ‘생존’의 장소로써 집

본 연구는 제 1절과 제 2절 상황적·구조적 기술을 통해 도출된 요소들

을 다시 전체 참여자들의 관점인 일반적·구조적 기술을 통해 바라봄으로

써 범죄두려움을 중심으로 청년 여성 1인 가구들의 본질적인 집의 의미

를 추론하고자 한다.

인터뷰 분석결과 집에서의 범죄두려움이라는 사회적 맥락에 대한 연구 

참여자들의 구술 내용은 크게 주체들의 경험과 실천 두 가지로 구분되었

다. 먼저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집이 다양한 유형의 범죄두려움으로 

점철되어 있다고 보았다. 이는 범죄두려움을 매개로 한 주체의 ‘경험’에 

해당하며 개별 연구 참여자들의 맥락을 통해 파악된 범죄두려움의 공통된 

유형은 다시 네 가지로 분류되었다. 첫째, 1인 가구인 이웃, 주거침입을 

시도하는 낯선 자, 층간소음 유발자, 위협적인 길 위의 사람들, 특정 직업

군 등 집 주변의 신뢰할 수 없는 타인들에 대한 불안함이 있었다. 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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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구청 담당자, 건물관리인과 같이 안전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

의 안일한 태도와 지역 무질서를 경험하면서 집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관

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걱정했다. 셋째, 유흥주점과 모텔, 공

사장 등 집 근처의 특정 시설물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인 범죄

와 감시성이 부재한 주변 환경들로 인해 경계하게 되는 근린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 넷째, 청년 여성 1인 가구라는 정체성이 가장 극대화된 

형태로서 사회적으로 성적 대상화된 청년 여성들이 혼자 살면서 직간접적

으로 마주할 수 있는 범죄유형들에 대한 공포에 대해 이야기 했다.

그러나 이처럼 집을 에워싼 수많은 범죄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연구 참여

자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자신의 집을 안전 공간화 하고자 했다. 이는 범죄

두려움에 대한 주체의 ‘실천’에 해당하며 청년 여성들의 집 지키기 전략 

역시 다시 네 가지로 나누어졌다. 첫째, 연구 참여자들은 범죄예방이 가능

한 근린환경이 보장되는 곳 혹은 최소한의 보안·방범체계가 구비된 건물 

을 거주지로 선택하고 동네 거주민들의 생활상을 예측하는 과정을 통해 

집만큼은 유일한 안전지대로 구축하고자 했다. 둘째, 안락함을 주는 내부

공간구조와 주거지로 인식될 수 있는 인근의 외부지표들을 발견함으로써 

주거환경의 ‘집다운’ 감각을 통해 안전함을 이끌어내고자 했다. 셋째, 범죄

두려움으로 인한 사회적 단절을 피하기 위해 집 주변의 지인들과 적극적

으로 교류하고 나아가 타인과 중장기적으로 함께 거주하는 방식을 선택하

기도 했다. 넷째, 심리적으로 그리고 물리적으로 집 밖의 범죄두려움과 집 

안의 자신을 분리하고 ‘나의’ 집에서 ‘나의’ 삶을 진취적으로 쟁취하고 있

다는 사실에 더 큰 가치를 둠으로써 범죄두려움을 줄여나갔다.

청년 여성들의 네 가지 집 지키기 전략은 앞선 범죄두려움의 네 가지 유

형과 일대일로 대응하기 보다는 각 유형의 범죄두려움이 서로 관계를 맺

어 발현되는 총체적인 두려움으로부터 일정부분 모두 영향을 받았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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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청년 여성으로서 이들에게 집은 인본주의자들의 말처럼 본래부터 주

어진 쉼터나 안식처가 아닌 기본적으로 범죄두려움으로 둘러싸인 공간이

다. 그러나 이들은 그러한 현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또 저항하면서 안

전한 집을 사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결국 청년 여성 1인 가구들에

게 집은 수많은 범죄두려움으로부터 자신과 집을 지켜내기 위해 고군분

투해야 하는, 말 그대로 ‘생존’의 장소라는 의미를 재현해내고 있었다.

이들에게 집은 안팎의 수많은 위험들로부터 구해내고 또 쟁취해내야만 하

는 장소로 청년 여성들은 오늘도 자신의 안전한 쉼터를 지켜 ‘살아남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생존의 장소로서 청년 여성 1인 가구들의 집의 일반

적·구조적 구조는 다음의 [그림 9]과 같이 정리된다.

[그림 9] 생존의 장소로써 집의 일반적·구조적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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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한계점

제 1 절 연구의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범죄두려움을 매개로 집의 본질적인 의미를 추론해내고자 관

악구를 대상지로 하여 현재 청년 여성 1인 가구로 거주 중이거나 혹은 

거주했던 경험이 있는 9명의 연구 참여자들을 인터뷰했다.

연구 참여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집이라는 공간 내 범죄두려움이라는 경

험과 실천의 구조를 분석한 결과 중심의미가 총 386개, 의미단위 71개,

하위구성요소 19개, 구성요소 8개로 나타났다. 이때의 구성요소는 크게 

범죄두려움으로 점철된 집의 요소인 ‘타인에 의한 두려움’, ‘보호·관리가 

되지 않는 공간’, ‘경계하게 되는 근린환경’, ‘성범죄의 온상’과 그로부터 

집을 지키기 위한 청년 여성들의 전략인 ‘안전지대 추구하기’, ‘집다운 

주거환경 발견하기’, ‘고립 극복을 위해 소통하기’, ‘두려움보다 주체적인 

삶에 더 집중하기’로 구분되었다. 하위구성요소는 범죄두려움의 구체적

인 유형인 ‘원룸촌의 찝찝한 이웃’, ‘침입하려는 낯선 자에 대한 공포’,

‘위협적인 길 위의 사람들’, ‘층간소음 유발자’, ‘특정 직업군에 대한 불안

감’, ‘안전 책임자들의 안일한 태도’, ‘적절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지

역’, ‘위험해 보이는 근처 시설물’, ‘감시성이 부재한 주변 환경’, ‘여자 혼

자 사는 것에 대한 불안감’, ‘간접피해경험으로 복잡한 심경’과 이에 대

한 대응전략인 ‘범죄예방이 가능한 근린환경’, ‘집 자체의 보안·방범체계’,

‘생활패턴이 예상 가능한 거주민들’ ‘집다운 내부공간구조’, ‘주거지를 상

징하는 외부지표들’, ‘가까운 거리의 의지할 수 있는 지인’, ‘함께 지내

기’, ‘온전한 나의 공간’, ‘홀로서기와 독립‘로 분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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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에게 집은 다양한 형태의 범죄두려움과 그 속에서 자신과 집을 지키

기 위한 피나는 노력이 공존하는 장소이다. 집은 기본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타인들, 위험요소로 가득한 근린환경, 사회적으로 성적 대상화된 젊

은 여성에 대한 표상까지 수많은 물리적·사회구조적인 두려움으로 둘러싸

여 있었다. 그러나 청년 여성들은 이처럼 취약한 주거 현실에 체념하기보

다는 자신의 상황을 개진시키고 집을 안전한 쉼터이자 안식처로 만들기 

위해 보다 더 안전한 환경을 찾아다니거나 주변인과 소통하고, 두려움보

다는 독립적인 삶에 더 큰 가치를 두는 등의 방식을 통해 악전고투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범죄두려움을 매개로 할 때 청년 여성 1인 

가구들에게 집은 ‘생존’의 장소로 재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청년 여성 1인 가구들의 주거 현

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적 함의와 본 연구의 학문적 의의를 밝히고

자 한다. 다음의 제언들은 여성 1인 가구들의 범죄두려움 감소를 위한 안

전한 주거환경조성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연구 참여자들은 다양한 위치의 타인들로부터 범죄두려움을 느끼

고 있었는데 정체 모를 자들의 직간접적인 위협뿐만 아니라 경찰관, 행정 

담장자 등 안전에 대한 공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들의 무책임한 태도 역시 

크게 문제 삼고 있었다. 따라서 정부, 시, 지자체들은 시의적절한 젠더감

수성을 통해 여성 1인 가구의 범죄두려움 관련 사안을 다루어야 할 필요

가 있다. 특히 청년 여성 1인 가구들이 겪고 있는 범죄두려움의 특수성이 

특정 연령·계층의 여성을 성적 대상화 하는 성차별적인 사회구조로부터 

기인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범죄두려움에 관한 논의가 당사자를 중심으

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둘째, 연구 참여자들은 범죄두려움과 관련하여 거주지 내외의 다양한 사

회적·물리적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었다. 이에 도시를 계획하고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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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는 데 있어 지역의 사회적·물리적 무질서를 정비하는 것을 물론 ‘사람 

사는’ 혹은 ‘집다운’ 주거환경의 물리적·심리적 감각이 보장될 수 있는 공간 

환경을 적극 도모해야 한다.

셋째, 청년 여성들은 범죄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집 주변의 인적 네트

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또 구축해나가고 있었다. 이는 공동의 가치

를 추구하는 공동체 의식과 협동 생활 등이 개인의 범죄두려움을 감소시

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실제로 공동체 의식은 이웃과의 유대감을 

강화시켜 서로 간의 신뢰를 쌓는 것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데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Lund, 2002). 해당 

현상은 광의의 의미에서 도시 커먼즈(commons) 운동과도 연결되는데 커

먼즈 운동이란 도시 자체를 집합적으로 생산·향유되는 공공재로 보면서 

사적 전유에 대항하고 재생산하려는 과정을 의미한다(윤순진, 2018). 범죄

두려움을 이유로 집을 지나치게 사적 공간화하는 행위는 위기상황이 발생

할 시 자칫 공공이나 외부의 필수적인 개입을 차단할 가능성이 있다. 이

때 지역공동체는 공공에게 안전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움직임으로써 그와 같은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지역

사회 구성원 모두가 주거안전에 대한 책임 주체가 됨으로써 보다 더 효율

적인 방식으로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 거주민들 

사이 지속 가능한 소통과 실질적인 교류 활동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제도

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주거 안전성이 개인의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영위 하는

데 있어 전제조건이라는 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보다 요구되어 보인다.

도시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극복하는 포용적(inclusive) 관

점에 따르면 도시라는 공간에 대한 공간적 포용(spatial inclusion)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한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모두 ‘살 만한 주거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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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nt housing)’을 갖는 것이다(박인권, 2015). 해당 논의는 주로 경제적 

빈곤계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나 광의의 의미에서 연구 참여자들 역시 

범죄두려움을 이유로 적합한 주거공간을 전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는 점에서 여전히 도시의 사회적 약자인 한계집단(marginalized groups)에 

해당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앞서 언급한 네 가지 정책방안들은 결국 공공

과 민간영역 모두가 청년 여성 1인 가구들의 주거문제 해결에 대한 사회

적 책임이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와 관련된 논의가 범죄

예방환경설계(CPTED), 여성친화도시 등과 같은 기존 담론들을 넘어 사회

적 취약계층 모두의 요구를 통합, 반영하고 이들의 안전을 고려한 도시의 

개념으로 확장될 필요성을 제시하는 바이다.

본 연구는 청년 여성 1인 가구의 범죄두려움을 주제로 질적 연구를 수

행함으로써 다수의 양적 연구들 사이 학문적 균형을 꾀하고 나아가 ‘장

소’와 ‘젠더’ 논의의 결합을 통해 젠더 관점에서의 도시계획 연구의 필요

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더불어 기존 연구들이 여성 1인 가

구들을 단순히 피해자에 위치시킴으로써 드러내지 못해왔던 범죄두려움에 

대한 이들의 주체적인 대처 양식들을 기술했다는 점에 있어서도 질적 연

구로써 본 연구의 가치를 증명했다고 볼 수 있다.

“제일 처음 떠오른 단어는 생존이에요. 제 경우에는 대로변에 집을 구할 정

도의 여건이 되는 정도로 운이 좋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더더욱 생존

에 가까울 것 같아요. 확실히 1인 가구 여성으로서 사는 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어느 정도 울타리 안에 갇혀져 있는 느낌이에요.”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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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한계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사용한 질적 연구의 일환

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연구결과에 대한 다의적이고 비과학적인 측면을 

암시해줌으로 연구자는 해당 결과를 사회 전반에 걸쳐 일반화시킬 수 없

다는 한계를 인정한다.

둘째, 본 연구의 연구 대상지가 서울시 관악구로 한정됨에 따라 다른 지

역의 지역적 특성에 따른 청년 여성 1인 가구들의 주거환경의 차를 고려

하지 못했다는 점 역시 아쉬움으로 남는다.

셋째, 본 연구는 여성 1인 가구의 거처 종류별 분포양상에 따른 대표성

을 확보하기위해 연구 참여자들의 주거유형을 모두 원룸에 한정하였다.

그러나 이는 아파트 및 기타 주거유형들의 환경적 요소를 반영할 수 없었

다는 점에서 다소 제한된 결과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향후 1인 가구의 삶의 다양한 측면을 설명해낼 수 있는 장치들을 

수정·보완한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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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본 연구 질문지>

연구책임자 : 장재원

* 녹취 동의

본 인터뷰 자료는 연구 이외 그 어디에도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약

속드립니다. 연구의 객관적이고 적절한 분석을 위해 본 인터뷰가 녹취되는 점에 

동의하십니까?

* 인적사항

해당 정보는 논문에 기재될 예정이며, 참여자분은 모두 가명(연구번호로) 기재

될 예정입니다. 만약 해당 정보 기재를 원치 않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1. 연령 

2. 직업 

3. 월 소득 

4. 월세/전세 & 금액 

5. 거주지 

6. 거주기간 

7. 거주 유형  

8. 1인 가구로써 현재까지의 거주지 이동 루트 & 이유 

* 거주지 현황

1. 해당 거주지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2. 주변 인프라 시설은 어떠한 편입니까?

3. 집을 중심으로 가장 자주 다니는 루트는 무엇입니까?

4, 현재 거주지가 안전한 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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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질문

1. 집(건물 포함)과 집주변(근린환경)에서 범죄두려움을 유발시키는 요소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1 해당 요소들이 범죄두려움을 유발한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2 범죄두려움을 유발하는 대상 및 범죄 유형은 무엇입니까?

2. 본인이 주거지 및 주거지 근처에서 범죄피해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1 가족들과 같이 살 때와 혼자 살 때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3. 주거지 주변 방범시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3.1 위의 방범시설들이 범죄 예방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 이유 

4. 집과 집주변에서 범죄두려움을 유발하는 물리적 환경들에 대한 평소 반응 

행동은 무엇입니까?

5. 구체적으로 직접적인 피해경험 또는 간접적으로 뉴스기사, 지인의 피해사

례 등을 들었을 때 전후로 행동패턴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6. 집과 집주변에서 직접적인 범죄 또는 범죄두려움이 유발될만한 사건을 경

험한 후 느끼신 바는 무엇입니까?

7. ‘집 주변’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 또는 이미지

는 무엇입니까?

8. 본인에게 집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9. 청년 여성 1인 가구로써 도시에서 살아가는 것을 본인의 방식대로 정의해

보자면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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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eaning of home

for young adult women

: Focusing on experience and practice

according to fear of crime

in one person household

Jang. Jae-Won

Urban and Regional Planning

Department of Environmental Planning

The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accordance with the rapidly increasing single-person households

Korean society has been facing various social, economic, and legal

problems. Given such a reality, this study pays attention to the fact

that the social problem of single-person households' vulnerability to

crime is based on a gendered phenomenon.

In fact, the problems germane to male one-person household and

female one-person household are strongly heterogeneous due to

gender differences and gender characteristics. In particular, sinc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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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ulnerable situation of female one-person households has to do with

the pattern of modern crime, safety is one of the salient issues

directly related to their lives. Notwithstanding, when it comes to

experiencing crime, single-woman households show differences even

within the same homogeneous group of women, and it was found

that young adult women were the most fragile group in both the rate

of victimization and the degree of fear of crime. Therefore, this study

elucidates the meaning of the home they represent by revealing the

types of experiences and practices of the subjects under a gender

perspective so as to explore the fear of crime of young adult women

in one-person households in more depth.

In this study, nine young female single-person households who

currently reside or have lived in Gwanak-gu were selected as research

participants, and then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 was used to

analyze their interviews through a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

As a result, a total of eight components were derived and it was

divided into ‘house besieged by fear of crime’, which is a type of fear

of crime that is experienced and recognized directly at home and

‘strategies for young adult women to protect their house’, which is a

type of practice to guard a safe space from it.

To begin with, the participants are pre-occupied with the idea that

their home was filled with various types of fear of crime, which

encompass 'fear out of others', 'space rarely protected and managed',

'risky neighborhood environment', and 'hotbed of sexual crime', First,

they had anxiety about untrustworthy people around their house such

as neighbors who are one-person households, strangers who try to

break into their house, noise makers, menacing people on streets and

certain occupational groups. Second, they were concerned about the

lack of proper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houses, encountering

local disorder and experiencing perfunctory attitude of people

responsible for safety such as police officer, staff in district offic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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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ilding manager. Third, there was a fear of accidental crimes that

could occur due to the presence of specific facilities near the house

such as bars, motels, and construction sites, and the neighborhood

environment without monitoring. Fourth, as the most maximized

identity of young adult women, they underscored that their fear of

crime is mostly attributed to the sexual objectification toward young

women who live alone.

On the other hand, albeit these numerous fears of crime, the research

participants stepped forward to make their home a safe space in their

own way and this was done by 'building the validated safe zone',

'discovering a home-like living condition', 'communicating with others

to overcome isolation' and 'focusing on an independent life rather than

fear'. First, the participants decided to live in places with a

neighborhood environment where crime prevention is possible or

buildings guaranteed with a minimum security and also comforted

themselves through a series of processes of predicting the life style of

local residents. Second, on the promise of a sense of homelikeness they

tried to discover the internal spatial structures that give easement and

external indicators that can be recognized as a residential area. Third,

in order to avoid social isolation induced by fear of crime, they

persistently interacted with acquaintances around the house and chose

to live together with others in the long-term. Last but not least, the

fear could be reduced by psychologically and physically separating

themselves from fear of crime outside the house and placing greater

value on the fact that they dedicate their best efforts to take ‘their

own’ life in ’their own' home rather than fear of crime.

As such, for young adult women in one-person household, even if a

home is not a shelter or resting place that was originally given to

them but a space surrounded by fear of crime, they tried to secure a

safe home, putting up resistance to such ordeals. As a result, the

home was reproducing the meaning of a place of 'survival' 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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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y had to struggle to protect themselves and their home from the

daunting fear of crimes.

This study aims to achieve an academic balance among a number of

quantitative studies by conducting a qualitative study on the fear of

crime of female one-person households, and furthermore proclaims the

necessity of urban planning study through the combination of 'place'

and 'gender' discussion. In addition, it is sensible to assert that this

study proved the value as a qualitative study in that it described

young adult women's coping strategies for fear of crime, which had

been depreciated by previous researches simply portraying female

single-person households as victims.

Lastly, this study has limited generalization on account for

characteristic of the qualitative research method as well as one-sided

residential environment in a attempt to ensure typicality. Therefore, it

should be redeemed after a follow-up study supplements the part that

can explicate various aspects of single-person households' lives.

keywords : single women household, young adult women, home,

fear of crime, place, gender perspective, survival

Student Number : 2019-29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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