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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도시의 공공공간에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도시계획의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도시는 물리

적으로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졌을지라도 개인의 경제적, 사회적 지

위에 따라 다르게 인식되어 왔다. 특히 야간의 도시 공간의 이용에 있어

서는 젠더에 따라 경험하는 두려움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즉, 도시의 

공공공간은 형식적으로는 모두에게 접근 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

인 접근 가능성은 젠더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럼에도 도

시계획 분야에서 젠더에 따른 도시 공간의 이용 및 인식 차이에 있어 주

요한 개념인 범죄두려움에 대한 관심은 부족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근린환경 요인이 범죄두려움을 매개로 야간 

이동제약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탐구하고, 영향 관계에 있어 성별 및 

여성의 연령대에 따른 조절효과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분석에 활용한 자

료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시행한 2018년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범죄

피해조사)의 원자료이다. 분석의 방법은 구조방정식 분석이며, 성별 및 

여성의 연령대 집단 간 차이를 검정하기 위해서 다중집단분석을 시행하

였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근린환경이 야간 이동제약에 영향

을 미치는 관계에 있어 범죄두려움의 유의한 매개효과가 존재한다. 이는 

범죄두려움이라는 심리적 요인이 근린환경과 야간의 이동성 제약의 관계

를 증폭시키는 효과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여기서 야간 이동제약에 영향

을 미치는 근린환경 요인은 근린 내 유흥업소 밀집지역, 공단지역, 외부 

조명의 유무와 같은 객관적 특성뿐 아니라 근린의 물리적, 사회적 무질

서나 커뮤니티 유대감과 같은 주관적 인식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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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근린환경이 야간 이동제약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성별에 따

른 조절효과가 존재한다. 근린의 물리적 무질서나 커뮤니티 유대 등의 

근린환경 요인이 범죄두려움을 매개로 야간 이동제약에 미치는 효과의 

크기나 유의성은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셋째, 여성들 간에도 연령대에 따라 근린환경이 야간 이동제약에 영

향을 미치는 관계에 차이가 존재한다. 특히 청년 여성 집단은 다른 집단

에 비해 높은 범죄두려움 및 야간 이동제약을 보이는데, 다른 집단들에

서 범죄두려움을 매개로 야간 이동제약에 영향을 주는 근린환경 요인의 

효과가 청년 여성에게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다른 집단

들과 구분되는 특징을 보인다. 

 본 연구는 근린환경 요인이 범죄두려움이라는 개인의 인식에 영향을 

미쳐 도시공간의 이용을 제한한다는 점과 이러한 관계에 존재하는 성별 

차이와 여성 내 연령대에 따른 차이를 실증적으로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

미가 있다. 도시민의 자유로운 이동과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범죄율

과 같은 객관적 지표뿐만 아니라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같은 인지적, 심

리적 요인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기한다.

또한 도시 및 근린 환경을 계획하고 관리하는 데에 있어 젠더에 따라 

공간이 어떻게 인식되는지에 대한 차이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이 

제기된다. 동일한 근린환경 하에서도 그것이 개인의 이동성에 대해 가지

는 효과가 성별 및 여성 내 연령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특히 여성 

집단 내에서도 연령에 따른 차이가 존재한다는 연구 결과를 볼 때, 전통

적으로 도시 내 약자로 여겨지지 않았던 청년 여성 집단의 특수성이 고

려되어야 한다.

주요어 : 야간 이동제약, 범죄두려움, 근린환경, 젠더 효과, 구조방정식

학  번 : 2020-2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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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도시의 공공공간에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

록 하는 것은 도시계획의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이다. ‘포용 도시

(Inclusive City)’는 2016년 UN Habitat Ⅲ 회의에서 채택된 ‘새로운 도

시 의제(New Urban Agenda)’ 가운데 하나로, 도시가 "모든 사람이 재

산, 성별, 연령, 인종, 종교에 무관하게 누구나 도시가 제공하는 기회에 

생산적이고 긍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UN Habitat, 2002). 즉, 도시민이 양질의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전제조

건으로서의 공공재인 도시에 대한 권리가 모두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

이다.

이와 같은 최근의 포용 도시 개념, 도시 공간 및 도시 자원에 대한 

권리의 평등한 배분의 강조는 역으로 지금까지의 도시가 물리적으로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졌을지라도 개인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에 따라 

다르게 인식되고 이용되어 왔음에 대한 문제 제기를 포함하고 있다. 

2016년 전국 성폭력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택시, 공중화장실 등을 혼

자 이용할 때 성폭력을 당할까 봐 두렵다’고 응답한 여성은 64.5%, 남

성은 8.6%로 성별에 따른 차이가 크게 나타났으며, ‘지하철, 버스 등에

서 성추행을 당할까 봐 두렵다’고 응답한 여성은 27.6%, 남성은 6.7%였

다. 도시의 공공공간은 형식적으로는 모두에게 접근 가능한 것으로 보이

지만, 실질적인 접근 가능성은 공공공간에서의 두려움에 의해 젠더에 따

라 다르게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밤의 도시 공간은 많은 여성들에게 위험한 공간, 피해야 할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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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으로 인식되어 왔다. 통계청의 2020년 사회조사 결과에 의하면 성별에 

따라 야간 보행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의 비율은 남성의 83.1%, 여성

의 50.2%에 해당한다. 즉, 남성에 비해 여성이 밤길을 걷는 일을 더 두

려워한다. 현대 사회에서 도시민의 삶의 양상이 다각화됨에 따라 24시 

카페, 편의점 등 야간의 도시 활동 또한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여전히 야간의 도시 공간에서의 이동에 대한 인식이 성별에 따라 차

이를 보인다는 점은 주목이 필요하다.

도시계획 분야에서는 도시 인프라 및 서비스를 다양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시설 및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개인의 이동제약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개인의 도시 공간 이용을 제

약하고 있는 ‘범죄두려움’이라는 요인은 ‘범죄 건수’나 ‘범죄자 

수’ 등과 같은 객관적 지표에 비해 도시계획 분야에서 주로 다루어지지 

않은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여 도시의 물리적, 사

회적 요인이 야간 이동제약에 미치는 영향을 범죄두려움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즉, 근린환경 요인이 범죄두려움이라는 개인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인식이 다시 도시 공간 이용에 제약을 가

하는 구조를 실증적으로 규명할 것이다. 또한, 그러한 관계에 성별 및 

연령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탐구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개인의 야간 이동제약에 영향을 미치는 근린환경 

요인은 무엇인지 분석하고, 그 관계에 범죄두려움이 주요한 매개 효과를 

보임을 밝히는 것이다. 또한, 근린환경 요인이 범죄두려움을 통해 야간 

이동제약에 영향을 주는 관계에 성별 및 연령에 따른 조절 효과가 있음

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젠더에 따른 공간 인식 및 이용의 차이

를 고려하여 누구나 도시 공간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야간 이동

제약을 해소하는 도시계획 및 관리 대책을 파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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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근린환경 요인이 범죄두려움을 매개로 야간 이동제약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근린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에 대한 

인식과 객관적 특성이 개인의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과 범죄두려움을 

통해 야간 이동의 제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그 경로에 있어 성별

에 따라 나타나는 차이를 관찰하였다.

연구의 모집단은 전국 만 14세 이상 인구이다.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표본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시행한 2018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의 표

본 13,136명이다. 표본은 층화추출 및 계통추출을 통해 표집되었다. 먼저 

17개 시도로 1차 층화 후 서울특별시 및 6개 광역시는 동부, 세종특별시 

및 9개 도는 동부와 읍면부로 2차 층화하여 610개 조사구를 추출하였고, 

조사구 내 11개 가구로 총 6,704가구를 계통 추출하여 만 14세 이상 가

구원 13,136명을 대상으로 조사되어 모집단에 대한 대표성을 가지는 것

으로 판단된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측정 변수들은 응답자가 인지하는 ‘동네’의 물리적, 사회적 특성에 대

한 주관적 인식과 근린(반경 20m, 100m 내)의 객관적 특성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한계상 시·군·구 등의 행정적인 공간 구

분 단위를 분석에 포함하지는 못하지만, 선행연구에 의하면 주요 변수인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의 공간 단위는 시·군·구 

단위보다도 작으므로 타당성을 가질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18년이다. 2018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는 

2019년 5월 31일부터 7월 21일까지 조사되었으나 각 문항에서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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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을 기준으로’, ‘2018년 한 해’를 기준으로 응답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의 방법 및 흐름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 모형에 사용되는 

주요 변수를 설정하고 변수 간 관계를 구조화하기 위해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외생변수인 ‘근린환경 요인’이 매개

변수인 ‘범죄두려움’을 통해 내생변수인 ‘야간 이동제약’에 영향을 

주는 관계를 구조화하였다.

이어서 기초 통계를 통해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근린 특성 등

의 분포를 확인한다. 이후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모형에 활용될 변수

의 정의 및 타당성 검증을 진행하고, 구조방정식 분석을 시행한다. 구조

방정식 모형을 통해 근린환경 요인 인식이 범죄두려움을 매개로 야간 이

동의 제약에 영향을 주는 관계를 분석한다. 또한, 경로의 유의성 및 계

수의 부호와 크기에 있어서 성별 및 여성 내 연령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

는지 검정함으로써 여성에게서 더 크게 나타나는 범죄두려움 및 야간 이

동제약의 과정을 탐구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다중집단분석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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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분석

제 1 절 이동제약 관련 이론

1. 이동제약의 개념

Urry(2014)는 뉴 모빌리티스(new mobilities) 패러다임을 통해 다양한 

이동에 주목하며 이동하는 행위 그 자체뿐 아니라 이동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의 양상을 분석한다. 직장, 여가, 사회적 관계 등 모든 활동은 이동

을 수반하며 다양한 연결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이동성은 현대 사회에서 

중요성을 가진다. 또한, 여기에서의 이동은 다양한 형태의 그것을 모두 

포함한다. Urry는 모빌리티를 사람들의 육체 이동, 사물의 물리적 이동, 

이미지를 통한 상상 이동, 가상 이동, 통신 이동의 다섯 가지로 구분하

며 이와 같은 상이한 모빌리티가 상호 의존적으로 결합체를 구성한다고 

보았다. 

Kaufmann(2002)은 현대 사회에서 경제, 사회, 문화 자본뿐 아니라 

‘모빌리티 자본’이 새로운 중요한 형태의 자본으로 존재한다고 보았

다. 모빌리티 자본은 개인들을 구속하는 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

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가지며, 특히 높은 수준의 모빌리티 자본은 

다른 자본의 부족을 보완하는 데 필수적이다. Urry(2007)는 모빌리티의 

사회적 결과가 물리적 거리를 초월하여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보아 모빌리티 자본을 ‘네트워크 자본’의 구성요소 가운데 하나로 보

았다. 즉, 모빌리티 역량이 높아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개인은 다양한 

사람들과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네트워크 자본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중요성을 가지는 모빌리티 자본은 모두에게 평등하게 주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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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아니다. Cresswell(2010)은 모빌리티가 차별적으로 접근되는 자

원이라고 이야기한다. 즉, 모빌리티가 계급, 젠더, 인종, 국적 등 다양한 

사회관계로 인해 생산되는 동시에 이를 생산해내는 과정이며, 어떤 이들

의 이동은 다른 이들의 부동을 낳기도 한다고 보았다. Sheller(2014)도 모

빌리티 자본, 즉 이동 역량 및 능력의 불평등한 분포가 이동에 대한 물

리적, 사회적, 정치적 수용 가능성과 관련된다고 설명하며 나아가 이러

한 이동성 제약이 인간의 기본적인 이동에 대한 권리와 공간 정의 개념

과 관련하여 ‘도시에 대한 권리’ 문제와 유관하다고 지적하였다. 

교통 분야에서는 모빌리티가 ‘이동성’이라는 개념으로 논의되어 왔

으며 개인의 이동성은 교통 시스템에의 접근성과 이에 대한 활용 능력으

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윤신희, 2016). 이러한 이동성의 불평등한 분

배는 장소 및 교통시설, 개인 특성에 따른 접근성의 문제와 교통 빈곤 

또는 교통 약자를 중심으로 한 교통 형평성의 문제로 다루어져 왔다. 노

시학(2014)은 교통에 관련된 ‘수직적 형평성’을 교통 서비스의 사회 

계층 간 분배의 문제로 정의하며, 이동은 인간의 기본적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 수단이므로 개인적 배경과 상관없이 누구나 일정 수준의 이

동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2. 이동제약의 요인

1) 개인적 요인

Cass, Shove & Urry(2005)는 모빌리티의 불평등 현상을 이동 접근성

의 경제적, 조직적, 시간적 자원을 통해 설명하였다. 경제적 자원은 걷기

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통행을 위해 요구된다. 걷기를 위해서도 신발이 

필요하고, 자동차나 택시, 비행기 등의 여행에도 경제적 자원이 소요되

는 것은 물론, 장거리의 여행 중에 친구나 가족, 동료와 연락하고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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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도 경제력이 있어야 한다. 조직적 차원은 이동 수단 및 서비스에의 

접근성이 단순히 이용 가능한 통행 및 통행 수단의 형태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조직되어 있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령 대중

교통의 경우 정류장이나 역의 근접성뿐만이 아니라 버스의 운행 방향, 

다양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 비용, 이용 품질, 대기 및 환승 

장소의 상태, 정시성 등 대중교통 시스템 및 네트워크가 잘 조직되어 있

는지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동성은 시간

적 가용성, 즉 개인의 시간 주권 및 시간 체계에 대한 통제권에도 영향

을 받는다. 근무시간 전후에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의 부재, 쇼핑 

등의 여가 생활이 가능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없는 등의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여성의 경우 일정 시간에 저녁을 준비하기 위해 귀

가해야 하는 등 가사의 시간적 패턴에 구속을 당한다는 점에서 시간 자

원은 가정 내에서도 다르게 분배되어 차별적인 이동성을 낳는다.

교통의 수직적 형평성 개념은 신체적 제약 또는 성차, 소득 등의 사

회경제적 배경 등으로 인해 적절한 교통 서비스를 누릴 수 없는 개인들

의 문제를 다룬다(노시학, 2014). 신체가 건강한 비장애인을 중심으로 설

계된 교통체계는 노인이나 장애인의 통행을 제한하고 있으며, 남성에 비

해 가사 부담률이 높고 임시직에 근무할 가능성이 큰 여성의 통근 통행

패턴은 남성 취업자에 비해 단거리, 저비용으로 나타나는 등의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2) 물리적 환경 요인

이동제약의 물리적 요인을 설명하는 대표적 관점은 접근성

(accessibility)에 관한 것이다. 접근성은 두 장소가 서로 얼마나 가까운가

를 의미하는 장소의 접근성과 개인이 특정 시설에 얼마나 쉽게 접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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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가를 의미하는 ‘사람의 접근성’으로 구분되는데, 두 개념의 차

이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도시시설에의 접근성을 측정하는 데에는 거

리 근접성에 기반한 전자의 개념이 주로 통용되어 왔다(김현미, 2008).

특히 교통 분야에서는 이와 같은 접근성의 개선이 형평성의 측면에서 

논의되어왔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동제약의 해소를 도모한 도시계획적 

대안은 물리적 및 지리적 접근성에 초점을 맞춘다. 즉, 이동성의 증진을 

위한 교통 분야의 접근은 교통 약자, 혹은 농촌 및 낙후지역을 중심으로 

한 물리적 시설물 및 대중교통수단의 개선 및 보급을 중심으로 이루어졌

다(이원도 외, 2012).

Church et al.(2000)은 교통과 관련된 사회적 배제가 개인의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시공간적 예산, 교통 시스템의 특성(비용, 서비스 패턴, 

안전성 등), 그리고 개인이 이동을 통해 접근하고자 하는 활동의 시공간

적 조직의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며 교통과 관련된 사회적 배제

의 일곱 가지 유형을 제시하였다. 이 가운데 물리적 환경으로 인한 이동

제약과 관련된 요인은 물리적 배제와 지리적 배제에 해당한다. 물리적 

배제는 교통 시스템 및 건조환경의 특성이 특정 사람들의 교통시설 이용

에 있어 신체적, 심리적 불편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어린이나 고령자, 

장애인 등이 물리적 배제의 주 대상이 된다. 지리적 배제는 지역의 주변

성 등으로 인한 열악한 교통 접근성 문제에 해당한다. 

물리적 요인은 Cass, Shove & Urry(2005)가 설명한 모빌리티 불평등

의 영향요인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차량에 탑승하지 못하거나 운전하

지 못하는 것, 위험하거나 어두운 환경에서의 보행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 운행 시간표를 읽고 이해하는 역량의 부족은 물리적 차원의 제약에 

해당한다. 즉, 잠재적 이용자들의 역량과 물리적 환경의 결합은 개인의 

이동을 제약하는 요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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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동제약과 젠더의 관계

여성이 남성에 비해 낮은 이동성을 가지는 문제는 가사와 돌봄 노동, 

경제활동을 모두 수행함에 따라 생기는 복잡한 패턴의 여성 이동을 남성 

중심적 이분법 논리(공적/생산-사적/재생산)에 기반한 도시 공간 구조가 

뒷받침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다(Hayden, 1985; Massey, 1994). 실제

로 많은 연구에서 남성에 비해 여성의 통근 통행이 제약되고 있음을 지

적한다(Rutherford and Werkerle, 1988; 노시학·손종아, 1993).

특히 가사 부담과 돌봄 노동 등은 여성들의 시간 주권을 제약하여 이

동에 제약을 가하기도 한다(Church et al., 2000; Cass, Shove & Urry, 

2005). 손문금(2010)은 생활시간 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여성이 남성에 

비해 이동시간이 적고, 주로 낮 시간대에 이동하며, 무급노동 관련 이동

에 사용하는 시간이 많은 등의 특징을 보임을 밝혔다. 특히 여성 가운데

에서도 미취학 아동의 유무, 혼인 경험 여부 등에 따라 성별 차이보다 

여성 집단 내부의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 성별 자체가 아

니라 성 역할의 부담이 여성의 이동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

을 확인했다. 김현미(2008)의 연구에서도 미취학 자녀가 없는 여성의 

시·공간 패턴은 남성과 유사하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여성의 이동성에 

성 역할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이는 특히 여성의 실질적 

이동성을 파악하는 데에는 도시시설의 공간적 분포뿐 아니라 그러한 시

설들을 이용하는 데에 가해지는 시·공간적 제약을 복합적으로 고려하는 

‘사람의 접근성’(김현미, 2008)의 고려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성의 경우 ‘범죄두려움’이라는 인지적 요인도 유의미한 이동제약

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범죄 위험을 인식하고 범죄두려

움을 경험하는 개인의 대응은 회피적 대응과 방어적 대응의 두 가지 범

주로 분류될 수 있다(Keane, 1998; Gate & Rohe, 1987). 회피적 대응은 

범죄 위험이 존재하는 장소, 상황, 활동 등을 회피하는 것으로, 밤에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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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머무르거나, 특정 장소에 가지 않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는 등

의 전략을 포함한다. 방어적 대응은 범죄 위험 상황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해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잠금장치나 도난 경보, 외부 조명을 설치하

는 것, 호신용품을 지니고 다니는 것 등의 행위를 포함한다. 그러나 공

공공간에서 개인이 방어적 전략을 수행하기는 쉽지 않고, 특히 여성은 

남성에 비해 방어적 전략보다 회피 전략을 취할 확률이 높다(Gordon & 

Riger, 1979; Stanko, 1995). Church et al.(2000)도 교통과 관련된 사회적 

배제의 7가지 유형 가운데 하나로 ‘공포로 인한 배제’를 포함하며 안

전에 대한 걱정이나 범죄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공공공간에 대한 접근

이나 교통 서비스의 이용에 있어 배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특

히 여성이 이러한 배제에 놓이기 쉽다는 점을 밝혔다. 즉, 여성들은 높

은 범죄두려움에 대한 대응책으로 특정 장소나 교통수단 등을 회피함에 

따라 이동 여부, 이동 시의 선택지에 제약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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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근린환경과 이동

1. 근린환경의 영향

근린환경은 도시의 기본적 생활권인 근린(neighborhood)을 구성하는 

환경으로, 그 범위는 반경 400m에서 1km까지 연구에 따라 다양하게 정

의되나, 주로 거주지 주변의 환경을 의미한다(유치선·이수기, 2015). 이

러한 근린환경은 개인의 행동뿐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근린효과(neighborhood effect)를 낳는다(Dietz, 2002). 

Geis et al.(1998)은 물리적, 사회적 무질서, 지역 커뮤니티의 유대 및 

소통 등의 요인이 개인의 주관적 무력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곽

현근(2009)은 개인의 교육 및 소득 수준을 통제한 후에도 동네의 물리적 

무질서와 동네 이웃들의 낮은 교육 및 소득 수준이 개인의 자기효능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했다. 즉, 동네의 무질서 및 이웃들의 사회

경제적 빈곤 정도와 같은 장소의 취약성이 개인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처럼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근린환경의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여기

에서 ‘근린환경’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존재한다. 일

부 연구에서는 객관적 지표를 중심으로 주거 및 도시환경의 영향력을 분

석한 연구들의 한계를 지적하며 도시환경요인에 대한 주관적 평가가 개

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도 하였다. 김욱진·김태연(2013)은 주변

의 물리적 여건은 개인의 인지 및 심리적 처리를 거쳐 개인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환경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지각을 지역의 효과로 보아

야 한다고 보았다. 즉, 동일한 객관적 환경에 놓여있을지라도 이에 대한 

주관적 인식 및 평가가 다를 수 있다(Cho et al., 2005)는 점에서 객관적 

지표만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이해와 지역사회 환경의 영향력을 평가하는 

것은 불충분하다는 것이다(문하늬 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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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유에서 노인의 주거환경 인식이 주관적 건강 및 우울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이상오·박순우, 2021; 김진영, 2018), 물리적 

환경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문하

늬 외, 2018) 등은 지역 환경을 측정하는 데 있어 객관적 지표가 아닌 

개인의 평가를 활용하였다. 송나경·문하늬(2017)의 연구는 지역사회의  

물리적 환경이 청소년의 우울 및 삶의 만족에 영향을 직접 주지는 않지

만 거주 지역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밝히기도 하였

다.

2. 근린환경과 이동

건강 도시, 보행 도시 등 최근의 패러다임 하에서 개인의 보행 및 이

동, 신체활동을 증진할 수 있는 근린환경 요인에 관한 다수의 연구가 도

시 계획 및 설계, 공중보건 등의 분야에 걸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

다. 서울시 내 40개 행정동을 대상으로 커뮤니티의 물리적 환경이 보행 

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이경환, 안건혁(2007)의 연구는 근린의 토

지이용 혼합도가 높고, 다세대 및 연립 주택 비율이 낮을수록, 근린공원 

또는 하천까지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가로의 연계성이 높을수록, 경사도

가 낮을수록 보행 시간이 늘어나는 관계를 확인했다. 성인의 신체활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다룬 1998년 9월부터 2000년 사이에 진행된 연구 

38개를 분석한 Trost, Owen, Bauman, Sallies and Brown(2002)는 신체활

동에의 영향요인을 인구·생물학적 요인, 심리·인지·감정적 요인, 행

동 특성 및 능력, 사회·문화적 요인, 물리적 환경, 신체활동 특성으로 

구분하였다. 그 가운데 근린환경과 유관한 요인 및 변수들로는, 친구들

로부터의 사회적 지지가 신체활동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친 것을 확

인할 수 있었고, 물리적 환경 가운데에는 근린 안전, 경사도, 이웃들의 

신체활동이 목격되는 빈도, 양호한 풍경 등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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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활동과 근린환경 요인 간의 관계를 다룬 19개의 연구를 분석한 

Humpel, Owen, Leslie(2002)의 연구 역시 근린 안전, 근린환경의 편의성 

및 심미성, 친근한 이웃 등의 변수가 성인의 신체활동 참여에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침을 확인했다.

조혜민, 이수기(2016)의 연구는 보행목적(일상 보행, 여가 보행)에 따

라 보행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근린환경의 특성을 분석하며 인지환경과 

측정환경의 차이에 주목하였다. 연구 결과 일상 보행 시간에는 버스 정

류장의 수가 보행 활동에 영향을 주고, 여가 보행 시간에는 친한 이웃의 

수 등 근린의 사회적 관계, 주관적으로 인지된 접근성 등이 영향을 미친

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는 보행목적별로 보행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근

린환경에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보행 활동에 있어 주관적 인지 

환경이 객관적 측정환경보다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즉, 보행 활동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근린환경에 대한 객관적, 주관적 

특성을 모두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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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범죄두려움과 이동

1. 범죄두려움의 개념

1960년대부터 범죄가 주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사람들이 범

죄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관한 관심이 시작되어(Frustenberg, 1971) 범

죄두려움에 대한 정의 및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범죄두려움이라는 개념

은 범죄와 범죄 피해자들에게만 집중했던 과거의 연구 동향에서 관심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정의되기 시작했다. Garofalo(1981)에 의하면 범죄두

려움은 위험과 불안함의 감각에서 비롯되는 감정적 반응이라고 정의된

다. 이어 Ferraro(1995)와 Warr(1984)는 범죄두려움과 범죄 위험 지각을 

구분하기도 하였다. 이는 범죄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평가하는지와 범죄

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는 정도는 별개의 개념임을 명시한 것이다. 

즉, 범죄율이나 범죄 발생 수라는 범죄에 대한 객관적 지표가 개인이 

느끼는 범죄두려움을 모두 설명할 수는 없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범죄와 범죄두려움의 공간적 분포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선행연구

에 의하면 범죄두려움의 정도나 범죄두려움을 느끼는 장소는 범죄의 발

생 정도나 범죄 발생 장소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허선영, 문태

헌(2011)은 시민들이 범죄두려움을 느끼는 장소와 실제 범죄 발생 장소

의 차이를 비교하였는데, 시민들은 범죄가 주로 발생하는 장소에서만 두

려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 환경이 좋지 않은 등 범죄를 당할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장소에서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ee et al.(2012)의 연구에서도 범죄 발생 지점보다 범죄두려움을 느끼는 

지점이 많으며, 두 지점은 높은 연관성을 보이지 않았다는 결과가 있었

고,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범죄두려움을 느끼는 지점이 더 많은 등의 차

이가 발견되기도 하였다. 다시 말해 범죄 발생은 많지만 범죄두려움은 

낮은 지역, 범죄 발생과 무관하게 높은 두려움을 느끼는 지역이 존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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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이다. 

도시계획의 차원에서 볼 때 범죄두려움은 도시민의 삶의 질, 주거지 

선택 및 이동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주요한 요소이다. 특히 남성

에 비해 높은 여성의 범죄두려움은 여성의 삶에서 다양한 제약으로 작용

하는데, 여성의 삶의 질을 저해하고(장지원·정병수, 2020), 높은 안전성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높은 주거비를 지불하게 하는(조규원·김태형, 

2019) 등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범죄두려움은 도시민이 도시 공간 

및 공공영역을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게 제약한다는 점에서 도시민이 

안전함을 느끼는 도시를 만드는 것은 도시설계의 주요한 요소이다

(Carmona, 2009).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특정 장소에 국한된 것이 아니

라 많은 공공영역에 대한 접근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도시 공

간에서의 범죄두려움을 낮추는 일은 도시의 계획과 관리에서 중요하다.

2. 범죄두려움 영향요인

범죄두려움의 영향요인에 관한 이론 가운데 무질서 모델은 지역의 무

질서가 해당 지역의 사회 질서 붕괴 및 사회 통제 역량에 대한 상징이라

고도 볼 수 있다(장안식, 2015)는 점에서 개인의 범죄두려움을 증가시킨

다고 설명한다. 무질서는 물리적 무질서와 사회적 무질서로 구분할 수 

있는데(Taylor and Hale, 1986), 물리적 무질서는 거리에 쓰레기나 폐차, 

건물 등이 방치된 모습을, 사회적 무질서는 거리의 불량배나 술에 취한 

사람의 모습을 예로 들 수 있다(이성식 외, 2012). 

사회통합 모델은 사회의 통합 수준이 높은 지역의 거주민은 범죄에 

대한 지역의 통제력에 대한 기대를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범죄두려

움을 가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홍명기·장현석, 2015). 사회통합은 지역 

내 신뢰를 기반으로 공동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집

합 효율성과 구성원 간의 원활한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 유대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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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김세령 외, 2020). 반면 간접 피해 경험 모델에서

는 지역 내 유대가 높을수록 범죄 관련 소식이 지역 주민 간에 빠르게 

전달되어 범죄두려움을 높인다고 주장하고 있다(Covington and Taylor, 

1991). 선행연구에서도 지역 사회의 통합 정도가 범죄두려움을 완화하는 

결과로 이어진 연구(Ross and Jang, 2000)와 범죄두려움을 강화한 연구

(Villarreal and Silva, 2006; 이성식 외, 2012)가 동시에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실증 분석을 통해 범죄두려움에 대한 사회통합의 상반된 

효과 가운데 어떤 효과가 더 주요하게 나타나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취약성 모델은 범죄두려움이 범죄피해 위험에의 노출 가능성을 인지

하고 결과를 예상하는 것, 혹은 위험을 낮추거나 예방할 수 없다는 무력

감(Killas, 1990) 등에 의해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신체적, 사회적으로 체

감하는 취약성이 범죄두려움에 대해 높은 설명력을 가진다는 것이다. 신

체적 취약성은 개인이 신체적 능력이나 힘의 부족 등으로 인해 범죄에 

노출되기 쉽고 대응하기 어려우며 범죄 발생 시 손상을 회복하기 어렵다

고 인지하여 높은 범죄두려움을 가진다는 것이다(임창호, 2018). 사회적 

취약성의 경우 소득, 교육 수준 등의 사회경제적 요인에 기반을 둔 개인

의 취약성 인식이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취약성 모델에 

따르면 이러한 신체적, 사회적 취약성을 기반으로 개인이 범죄 위험에 

취약하다는 것을 인지하여 범죄피해의 발생 및 결과에 대한 민감성 및 

두려움이 높아진다(장안식, 2015).

이처럼 선행연구에 근거하면 지역 내 범죄율이 낮아지는 일이 필연적

으로 지역 주민들의 범죄두려움을 낮추는 것은 아니다. 범죄율 외에도 

다양한 지역사회의 물리적, 사회적 요인들이 범죄두려움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도시 내의 다양한 

활동을 영위하고 공간을 점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도시 정책 및 

계획이 범죄 피해자 수나 피해 규모 자체를 줄이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

이 아니라, 시민들의 범죄두려움을 유발하는 요인들을 제거하는 방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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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이 필요하다. 

범죄두려움에 관한 대다수의 연구에서 성별은 영향력 있는 변수로 드

러난다(Ferraro, 1995). Warr(1984)는 인지적 동시 발생 범죄 

(Perceptually Contemporaneous Offenses)라는 개념을 통해 하나의 범죄

가 또 다른 범죄(들)를 유발하거나 동반할 것으로 인식하는 현상을 묘사

하며, 이 개념이 여성이 가지는 높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잘 설명한다

고 분석하였다. 여성과 고령층은 하나의 범죄 상황에서 더 많은 것을 읽

어낸다("read" much more into the situation)는 것인데, 특히 여성의 경

우 많은 다른 유형의 범죄들과 강간을 연결한다는 점에서 여성의 범죄두

려움이 주로 강간에 대한 두려움으로 설명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Warr, 1985). 이러한 여성의 범죄두려움은 실제 범죄피해 건수와는 차이

를 보이는데, Ferraro(1996)에 의하면 실제 피해자의 수는 남성이 여성보

다 크게 높음에도 불구하고 범죄두려움의 강도는 여성에게서 훨씬 크게 

나타나며, 그는 이를 ‘성별-두려움 패러독스 (gender-fear paradox)’라

고 정의하였다. 국내에서도 다수의 연구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두려움

을 더 많이 느낀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조은경, 1997, 2003; 장안식 외, 

2011).

우리나라에서는 여성 가운데에서도 젊은 여성이 나이가 많은 여성보

다 높은 범죄두려움을 보이는 차별적인 현상이 나타난다. 서구를 중심으

로 한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나이가 많을수록 신체적, 사회적 취약성이 

높아져 범죄에 취약하므로 그에 따라 범죄두려움이 높아지는 현상이 존

재함을 보고하고 있다(Warr, 1984; Garofalo, 1979).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는 나이가 많아질수록 범죄두려움이 낮아지는 현상이 확인되며, 선행연

구에서는 이를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아지는 한국사회의 특징 

등에 의한 것으로 설명하기도 한다(장안식 외, 2011; 민수홍, 2011). 연령

이 낮을수록 범죄두려움이 높은 현상은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특히 청년층 여성은 남성 전체는 물론 중장년 및 노년층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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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비해서도 범죄두려움 수준이 높게 나타난다(박순진, 2012).

3. 여성의 범죄두려움에 따른 이동제약

공공장소에서의 범죄두려움으로 인해 취하는 회피 전략은 특히 여성

의 도시 내 이동성을 제약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한 선행연

구는 다음과 같다.

Keane(1998)은 캐나다 여성폭력통계(Violence Against Women)를 활용

한 연구 결과 밤에 동네를 돌아다니는 것이 두렵다고 응답한 여성 가운

데 67%가 더 안전하다고 느끼면 더 많이 돌아다닐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는 점에서 범죄두려움이 여성의 모빌리티 및 일상적 활동에 제약을 가하

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홍태경, 윤우석(2017)의 연구는 개인의 범죄 예방 행동 영향요인을 탐

구하였는데, 우범지역을 회피하거나 가족 등 타인의 보호를 동반하는 활

동에 있어 개인 특성 및 경찰 신뢰, 지역 내 유대 등을 통제한 후에도 

범죄두려움 및 성별(여성)이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관계가 관찰되

었다. 즉, 범죄두려움을 크게 느낄수록, 여성일수록 위험하다고 느끼는 

특정 지역을 회피하거나, 늦은 귀가 시 가족이 마중을 나오는 등의 행동

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이다.

조규원, 김태형(2019)의 연구에서도 남성과 여성이 안전성이라는 욕구

를 충족하는 방식 및 조건에 있어 차이가 발견되었다. 남성은 물리적 무

질서를 안전성과 연결 짓지 않으며, 사회적 무질서의 경우 특정한 위협

적 대상이 없다면 안전성이 충족되는 것으로 여긴다. 반면 여성은 위협

적 대상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주거지의 물리적 질서를 채우는 방

식으로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여성의 높은 범죄두려움을 설명하

는 성범죄의 경우 여성에게 있어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으로 방어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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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이 아니므로(권인숙 외, 2013) 개인의 능력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사회적 무질서보다는 귀가 경로, 주거지 선택 등을 통해 일부 통제 가능

한 물리적 무질서에 집중하여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조규원, 김

태형(2019)의 연구에서도 여성 응답자들은 밝고 행인이 많은 경로의 귀

갓길을 선택하고, 교통편과 멀더라도 대로변에 위치하는 주택을 선택하

는 등의 행태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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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연구의 차별성과 분석틀

1. 연구의 차별성

근린환경은 단순히 삶의 물리적, 공간적 배경일 뿐 아니라 개인의 인

식적 측면에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도시민의 삶을 이해하는 데

에 있어 중요성이 있는 요인이다. 따라서 근린환경이 개인의 삶의 질, 

정신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한 다양한 연구가 존재하나, 그 가운

데 도시계획 분야에서 근린환경과 범죄두려움의 관계를 탐구한 연구는 

많지 않다. 그간 안전도시, 보행도시, 삶의 질 등의 개념을 논의하고 그

에 대한 영향요인을 탐구함에 있어서도 ‘범죄율’이나 ‘범죄 발생 건

수’ 등의 객관적 지표와 비교해 ‘범죄두려움’이라는 개념은 잘 다루

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범죄두려움은 범죄의 직접적 피해자들뿐 아니라 

도시민 전체가 경험하는 반응이라는 점에서 범죄가 실질적으로 도시민 

전체에게 미치는 영향을 포착한다. 또한 개인의 삶의 질, 주거지 선택 

등 다양한 요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성이 있는 개념

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시계획 분야에서, 특히 개인의 이동제약

과 관련하여 범죄두려움이라는 개념이 고려되어야 함을 밝힌다.

모빌리티 패러다임을 중심으로 논의된 바와 같이 도시 내 개인의 

‘이동성’은 현대 사회에서 공간적 제약 및 다른 자본의 부족을 극복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필수 자본에 해당한다. 이처럼 높은 중요성이 있는 

개인의 모빌리티는 단순히 이동 수단의 소유 여부, 접근성 등과는 다른 

개념으로 경제적, 물리적, 조직적, 시간적 자원의 영향을 동시에 받으며 

불평등하게 분배된다. 도시계획 분야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개인의 이동

성, 보행, 신체활동 등 넓은 범위에서의 개인의 이동성을 증진할 수 있

는 근린환경 요인에 관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지만, 이 요인이 개인의 

이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어 범죄두려움의 매개효과를 밝힌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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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많지 않다. 그러나 근린환경의 계획 및 관리를 통해 개인의 이동을 

증진하고 공간의 자유로운 전유를 도모하고자 한다면, 근린환경에 영향

을 받으며 다시 개인의 이동제약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두려움이라는 개

인의 감정적, 인식적 반응을 포함한 종합적 구조를 밝히는 연구는 중요

성을 가질 것이다. 

또한 개인의 이동성 증진 및 그 영향요인에 관한 다수의 연구 가운데 

시간적 차원을 분석에 포함한 경우는 많지 않고, 특히 야간의 이동에 영

향을 미치는 근린환경요인을 다룬 국내 연구는 거의 없다. 그러나 서론

에서 밝힌 바와 같이 야간의 이동은 특히 성별에 따라 그 인식에 크게 

차이를 보인다는 특성이 있다는 점에서, 성별에 따른 이동성의 불평등을 

탐구하는 데에 있어 시간적 차원에 대한 관심은 중요성을 가진다.

상기한 범죄두려움 및 이동제약에 대한 분석에 있어 젠더의 효과를 

분석하는 일은 중요성을 가진다. ‘여성들은 밤길을 조심해야 한다’는 

규범은 우리 사회에서 널리 통용되어 왔고, 규범으로서의 명제를 떠나 

범죄와 범죄두려움 등으로 인해 많은 여성의 야간 이동이 남성과 비교해 

제약받고 있다는 사실은 의논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두려움을 매개로 이동제약의 정도를 심화하는 근린환경 요인은 무엇

인지 규명하고자 한 실증적 연구는 많지 않다. 그러나 다수의 선행연구 

및 이론적 논의에서 젠더에 따른 공간 인식 및 이용의 차이가 존재한다

는 사실을 밝히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는 도시계획 및 관리 대책을 마련

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근린환경 

요인이 범죄두려움을 매개로 야간의 이동에 제약을 가하는 과정에서 어

떠한 요인이 여성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한다면, 젠더에 따른 공

간 인식 및 이용의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도시 계획 및 관리 대책의 마련

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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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틀

상기한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해 설정한 연구의 분석

틀은 <그림 1>과 같다. 근린환경 요인이 범죄두려움을 매개로 야간 이동

제약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구조화하였다. 먼저 범죄두려움의 영향요

인에 대한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결과에 따라 근린환경 요인이 ‘범죄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설정하였다. 여기서 근린환경 요인은 

주관적 근린환경 인식과 객관적 근린환경 특성으로 물리적, 사회적 요인

을 모두 포함하도록 하였다. 

또한 범죄두려움에 따른 이동제약의 관계가 존재하므로 ‘범죄두려

움’이 다시 ‘야간 이동제약’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설정하고, 선행

연구의 검토를 토대로 근린환경 요인 중 ‘물리적 무질서’가 ‘야간 이

동제약’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관계 또한 설정하였다. 개인의 인구사회

학적 특성이 ‘범죄두려움’ 및 ‘야간 이동제약’에 미치는 영향도 통

제하였다.

<그림 1> 연구 가설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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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의 자료와 방법

제 1 절 연구의 자료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시행한 2018년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범죄피해조사) 원자료이다.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는 범죄 피해율 및 범죄 취약성 요인분석과 범죄 현상에 대한 인식 및 

태도 파악을 위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2년 주기로 실시되고 있다. 

해당 자료는 일반 국민을 모집단으로 하여 범죄 관련 인식을 조사한 전

국 규모의 국가승인통계로 범죄두려움과 개인의 일상 생활 행동 및 동네 

환경 등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해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며, 2018

년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는 공개된 가장 최근의 자료에 해당한다. 

2018년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는 2019년 5월 31일부터 7월 21일까지 

가구방문을 통한 면접 조사 및 자기 기입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표본의 

설계는 시·도 및 읍·면·동에 따른 층화 후 확률비례추출, 계통 표집

을 통해 이루어져 총 6,704 가구 내 만 14세 이상 가구원 13,136명을 대

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는 크게 기초조사와 사건조사로 구분되어 있다. 

기초조사에서는 가구 구성 및 개인의 동네 및 이웃 환경, 범죄에 대한 

인식, 범죄 피해 경험 여부 등을 조사하고, 기초조사에서 범죄피해 경험

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피해 사건의 내용 및 가해자 특성 등

을 묻는 사건조사를 진행한다. 구체적으로 기초조사의 주요 조사 항목으

로는 동네 환경 및 이웃 사람들에 대한 인식, 대상 및 범죄 유형에 따른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일상생활의 범죄 예방 활동, 범죄 피해 경험 등이 

포함되어 있다. 사건조사의 경우 사건 발생 일시 및 장소, 범행의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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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내용, 가해자 특성 및 경찰 신고 여부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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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가설 및 모형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해 설정한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근린의 물리적 무질서는 범죄두려움을 매개로 야간 이동제약

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근린의 사회적 무질서는 범죄두려움을 매개로 야간 이동제약

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근린의 커뮤니티 유대는 범죄두려움을 매개로 야간 이동제약

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근린환경 특성은 범죄두려움을 매개로 야간 이동제약에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근린환경 요인이 범죄두려움을 매개로 야간 이동제약에 영향

을 미치는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 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6. 근린환경 요인이 범죄두려움을 매개로 야간 이동제약에 영향

을 미치는 관계에서 여성 집단 내 연령대에 따른 차이가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가설의 검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

용한다. 구조방정식 모델(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은 관측 가능한 변

수를 통해 추상적 개념을 나타내 직접 관측이 어려운 잠재변수를 정의하

고, 이러한 잠재변수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통계 기법이다(이희연·노승

철, 2013). 본 연구에서는 추상적 개념에 해당하는 ‘범죄두려움’, ‘야

간 이동제약’ 및 근린환경에 대한 인식 등을 변수로 정의하고 이들 간

의 관계를 탐구하고자 하므로 구조방정식 모형의 사용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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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모형은 이론적 분석 및 선행연구 검토의 결과를 토대로 근린환경 

요인이 범죄두려움을 매개로 야간 이동제약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그

림 2>와 같이 구조화하였다. 근린환경 요인 가운데 주관적 근린환경 인

식에 해당하는 변수인 물리적 무질서, 사회적 무질서, 커뮤니티 유대 변

수 모두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친다. 이 가운데 사회적 무질서와 커뮤

니티 유대의 경우 범죄두려움을 통하지 않고 야간 이동제약에 직접적으

로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물리적 무질서는 심미성 및 

편의성의 저하와 관련되어 범죄두려움을 통하지 않고 직접적으로도 야간 

이동제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Humpel et al., 2002) 야간 이동제

약에 대한 직접 경로를 설정하였다.

객관적 근린환경 특성에 해당하는 변수인 CCTV, 외부조명, 공단지역, 

유흥업소 밀집지역, 대규모 재래시장 변수의 경우 근린의 방범 수준과 

유관하다고 볼 수 있는 변수로 모두 범죄두려움에 대한 직접 경로를 설

정하였다. 해당 변수들이 야간 이동제약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물리적 무질서 변수와는 달리 야간 이동제약에 대한 직접 

경로는 제외하였다. 

범죄두려움 및 야간 이동제약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특성 변수들은 직접 경로를 통해 통제하였다. 또한 변수 간 유의미

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보이는 외생변수 간에는 공분산 관계를 설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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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분석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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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주요 변수의 정의

본 연구의 모형 내 최종 내생변수는 야간 이동제약으로, 밤 시간대의 

이동 여부, 방식, 수단 등에 제약을 받은 정도로 정의한다. 본 연구에서

는 ‘밤에 혼자 다니기가 무서워 누군가와 같이 다닌다’, ‘밤에 일이 

있어도 밖에 나가기가 무서워서 미룬다’, ‘밤에 혼자 택시를 타지 않

는다’ 세 문항을 활용하여 개념을 측정하였다.

개인의 이동성에 근린환경의 특성이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이경

환·안건혁, 2007; 조혜민·이수기, 2016)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범죄

두려움을 매개로 야간 이동제약에 영향을 미치는 외생변수로 근린환경 

특성을 나타내는 요인들을 설정하였다. 보행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근린

환경을 측정하는 데 있어 객관적 변수와 주관적 변수 모두 중요성을 가

지므로(조혜민·이수기, 2016) 본 연구에서도 근린환경 요인 변수로 동네

에 대한 주관적 인식 변수와 동네의 객관적 특성 변수를 모두 포함하였

다. 응답자가 인지한 주관적 근린환경 인식에 관한 변수는 ‘물리적 무

질서’, ‘사회적 무질서’, ‘커뮤니티 유대’에 해당하며, 객관적 근린

환경특성 변수는 ‘CCTV 유무 (반경 20m 내)’, ‘외부 조명 유무 (반

경 20m 내)’, ‘유흥업소 밀집 지역 유무 (반경 100m 내)’, ‘공단지

역 유무 (반경 100m 내)’, ‘대규모 재래시장 유무 (반경 100m 내)’로 

구성하였다. 

주관적 근린환경 인식을 나타내는 변수는 근린의 무질서와 커뮤니티

에 대한 평가로 구성하였다. 근린의 무질서는 다시 물리적 무질서와 사

회적 무질서로 구분되며(Taylor and Hale, 1986) 물리적 무질서는 동네의 

건물, 골목 등 물리적 환경의 무질서에 대한 인식을, 사회적 무질서는 

동네에서 목격되는 사람들의 모습 등 사회적 환경의 무질서에 대한 인식

을 나타낸다. 물리적 무질서의 측정은 우리 동네 주위 환경에 대한 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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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어둡고 후미진 곳이 많았다’, ‘주변에 방치된 차나 빈 건물이 많

았다’ 두 개 문항, 사회적 무질서의 측정은 ‘기초 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다’, ‘무리지어 다니는 불량 청소년들이 많았다’, ‘싸

우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었다’세 개 문항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각 

문항은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커뮤니티 유대는 동네 주민들 간의 교류 및 친밀도 등의 유대 정도를 

의미한다. 변수의 측정을 위해서 우리 동네 사람들에 대한 물음인 ‘서

로서로 잘 알고 지내는 편이었다’,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자

주 이야기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잘 도왔다’, ‘동네의 각

종 행사와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네 개 문항을 활용하였고, 각 

문항은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객관적 근린환경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는 근린의 방범 수준과 관련되

며 개인의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요인들로 구성하

였다. 측정은 조사원이 응답자의 집을 기준으로 반경 20m, 100m 안에 

해당 시설 및 지역이 존재하는지를 ‘예’, ‘아니오’, ‘잘 모르겠

음’으로 응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기준으

로 ‘예’는 ‘있다’로, ‘아니오’ 혹은 ‘잘 모르겠음’은 ‘없다’

로 코딩하였다. 

범죄두려움은 지역 및 근린환경의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최재훈 

외, 2020; 변기동·하미경, 2020; 박정선·이성식, 2010) 개인의 이동에도 

제약을 가하는 효과가 있으므로(Keane, 1998; Church et al., 2000) 본 연

구에서는 범죄두려움을 근린환경이 야간 이동제약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

에서의 매개변수로 설정하였다. 범죄두려움의 측정을 위해서 본 연구에

서는 근린을 공간 범위로 하는 대인범죄이면서 개인의 이동성에 제약을 

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범죄들에 대한 두려움을 묻는 문항들을 활용하였

다. 가령 사기범죄는 근린을 공간 범위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주택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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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범죄는 개인의 이동성에 제약을 가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범죄두려움을 구성하는 측정 변수로 포함하지 않았다. 따라

서 ‘밤에 혼자 동네 골목길을 걸을 때 두렵다’, ‘누군가 강제로 내 

돈이나 물건을 빼앗아갈까 봐 두렵다’, ‘누군가 나를 구타(폭행)하여 

다치게 할까 봐 두렵다’, ‘누군가 나를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할까 봐 

두렵다’, ‘누군가 나를 쫓아다니거나 전화 등으로 집요하게 괴롭힐까 

봐 두렵다’의 다섯 개 문항을 활용하여 범죄두려움을 측정하였으며, 각 

문항은 리커트 5점 척도로 응답되었다. 

범죄두려움에 대한 통제변수로는 개인 특성인 성별, 만 나이, 소득, 

교육 기간, 범죄 피해 경험 수를 투입하였으며, 이는 개인의 취약성과 

관련하여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illas, 1990). 

또한 개인의 이동성은 신체적, 경제적 요인 등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Urry, 2014) 야간 이동제약에 대해서는 성별, 만 나이, 소득, 교육 기간

을 통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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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수명 문항

내생
변수 야간이동제약

밤에 혼자 다니기가 무서워 누군가와 같이 다닌다.

밤에 일이 있어도 밖에 나가기가 무서워서 미룬다.

밤에는 혼자 택시를 타지 않는다.

외생
변수

물리적 무질서
어둡고 후미진 곳이 많았다.

주변에 방치된 차나 빈 건물이 많았다.

사회적 무질서

기초 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다.

무리 지어 다니는 불량 청소년들이 많았다.

싸우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었다.

커뮤니티 유대

서로서로 잘 알고 지내는 편이었다.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잘 도왔다.

동네의 각종 행사와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매개 
변수 범죄 두려움

밤에 혼자 동네 골목길을 걸을 때 두렵다.

누군가 강제로 내 돈이나 물건을 빼앗아갈까 봐 두렵다.

누군가 나를 구타(폭행)하여 다치게 할까 봐 두렵다.

누군가 나를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할까 봐 두렵다.

누군가 내 집에 침입할까 봐 두렵다.

누군가 나를 쫓아다니거나 전화 등으로 집요하게 괴롭힐까 봐 두렵다.

<표 1> 잠재변수별 측정변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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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야간 이동제약 영향요인분석

제 1 절 기초 통계

데이터 내 총 관측값은 13,136개이며, 응답자 특성은 <표 2>와 같이 

분포한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남성은 6,085명(46.3%), 여성은 7,051명

(53.7%)이다. 만 연령은 만 14세에서 98세까지 분포하고 있으며, 연령대

별로는 10대(만 14세에서 만 19세)가 622명(4.7%), 20대가 1496명(11.4%), 

30대가 2030명(15.5%), 40대가 2385명(18.2%), 50대가 2722명(20.7%), 60대

가 1953명(14.9%), 70대 이상이 1928명(14.7%)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자의 균등화 소득(월)의 분포는 최솟값이 20.41만 원, 평균값은 

229.12만 원, 최댓값은 14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거주 주택 유

형은 아파트 51.2%, 오피스텔 1.4%, 단독주택 26.0%, 연립/다세대 주택 

20%, 비거주용 건물(상가, 공장, 여관 등) 내 주택 1.3%, 기타 0.1%로 구

성되어 있다.

응답자의 최종학력은 무학이 436명(3.3%), 초등학교 졸업, 재학, 수료 

및 중퇴가 1346명(10.2%), 중학교 졸업, 재학 및 중퇴가 1125명(8.6%), 고

등학교 졸업, 재학, 수료, 휴학 및 중퇴가 4717명(35.9%), 2, 3년제 대학 

졸업 졸업, 재학, 수료, 휴학 및 중퇴가 2039명(15.5%), 4년제 이상 대학 

졸업, 재학, 수료, 휴학 및 중퇴가 3303명(25.1%), 대학원 재학 이상이 

170명(1.3%)로 분포한다.

1년 간 총 범죄피해 경험 수는 0회가 12668명(96.4%)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1회 440명(3.3%), 2회 20명(0.2%), 3회 6명, 4회 1명, 7회 1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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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 (명) 비율(%)

성별
여성 7,051 53.7

남성 6,085 46.3

만 나이

10대 (14세 이상) 622 4.7

20대 1,496 11.4

30대 2,030 15.5

40대 2,385 18.2

50대 2,722 20.7

60대 1,953 14.9

70대 이상 1,928 14.7

가구소득

(월 평균)

100만원 미만 1,222 9.3

100-200만원 미만 1,390 10.6

200-300만원 미만 2,017 15.4

300-400만원 미만 2,521 19.2

400-500만원 미만 2,459 18.7

500-600만원 미만 1,754 13.4

600-700만원 미만 918 7.0

700만원 이상 855 6.6

주택 유형

아파트 6,730 51.2

오피스텔 185 1.4

단독주택 3,416 26.0

연립/다세대 주택 2,621 20.0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173 1.3

기타 11 0.1

최종학력

무학 436 3.3

초졸 이하 1,346 10.2

중졸 이하 1,125 8.6

고졸 이하 4,717 35.9

2,3년제 대학 졸업 이하 2,039 15.5

4년제 대학 졸업 이하 3,303 25.1

대학원 재학 이상 170 1.3

1년 간 범죄피해 

경험 수

0회 12,688 96.4

1회 440 3.3

2회 이상 28 0.3

<표 2> 응답자 특성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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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들의 주택 방범 수준 및 근린 환경 특성의 현황은 <표 3>과 같

다. 응답자의 61.8%는 주택 현관 또는 창문에 특수잠금장치를 설치했고, 

방범창을 설치한 경우는 50.6%, 비디오폰이나 외시경을 설치한 경우는 

51.1%, 주택을 관리하는 경비원이 있는 경우는 51.3%에 해당한다. 출입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는 23.0%, 도난 경보시스템을 갖춘 경우는 14.8%에 

해당한다.

근린 내 CCTV가 있는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74.4%, 외부 조명이 있

는 경우는 82.9%로 대다수에 해당한다. 근린 내 유흥업소 밀집 지역이 

존재하는 경우는 8.7%, 재개발 또는 재건축 공사장이 존재하는 경우는 

8.8%, 공단지역이 존재하는 경우는 3.8%, 대규모 재래시장이 존재하는 

경우는 11.0%에 해당한다. 

특성
없음 또는 모름 있음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주택

방범

수준

현관, 창문 특수잠금장치 5016 38.2 8120 61.8

방범창 6485 49.4 6651 50.6

비디오폰, 외시경 6423 48.9 6713 51.1

출입카드 10116 77.0 3020 23.0

도난 경보시스템 11191 85.2 1945 14.8

경비원 6391 48.7 6745 51.3

근린

환경

특성

CCTV 3363 25.6 9773 74.4

외부 조명 2244 17.1 10892 82.9

유흥업소 밀집 지역 11992 91.3 1144 8.7

재개발 또는 재건축 공사장 11978 91.2 1158 8.8

공단지역 12631 96.2 505 3.8

대규모 재래시장 11685 89.0 1451 11.0

<표 3> 응답자 주택 및 근린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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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 모형에 활용된 문항들의 기초 통계는 <표 4>와 같다. 리커트 5

점 척도의 문항이므로 최솟값과 최댓값은 각각 1, 5로 동일하며, 평균값

은 1.99에서 3.08까지 분포하고 있다.

요인 문항 Min Mean Max s.d

야간이동제약

밤에 혼자 다니기 무서워 함께 이동 1 2.24 5 0.979

밤에 일이 있어도 미룸 1 2.25 5 1.004

밤에 혼자 택시 회피 1 2.03 5 0.930

물리적 무질서
어둡고 후미진 곳 1 1.99 5 0.843

방치된 차, 건물 1 2.00 5 0.822

사회적 무질서

기초질서 위반하는 사람 1 3.08 5 0.989

불량 청소년들 1 2.83 5 1.029

싸우는 사람들 1 2.90 5 1.004

커뮤니티 유대

잘 알고 지냄 1 2.53 5 1.067

동네 소식 이야기 1 2.16 5 1.019

어려운 일 도움 1 2.39 5 1.133

행사, 모임 참여 1 2.03 5 0.914

범죄 두려움

밤에 혼자 동네 골목길 걸을 때 두려움 1 1.99 5 0.953

강도, 약탈 두려움 1 2.19 5 0.997

구타, 폭행 두려움 1 2.00 5 0.846

성추행, 성폭행 두려움 1 2.14 5 0.994

스토킹 두려움 1 2.28 5 1.077

<표 4> 변수 기초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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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야간 이동제약에 대한 근린환경의 영향 및 

범죄두려움의 매개효과 분석

1. 잠재변수 타당도 검정

구조방정식 분석에 앞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진행하였다. 확인적 요인

분석은 이론적 배경에 기반하여 변수들의 집중타당성, 판별타당성을 검

증하는 과정이다(우종필, 2017). 집중타당성은 관측변수들이 구성 개념을 

일관성 있게 측정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확인적 요

인분석의 결과에서 집중타당성은 잠재변수와 관측변수 간의 요인부하량

과 유의성, AVE (평균분산추출)값, 개념신뢰도 값을 통해 검증한다. 판별

타당성은 서로 다른 잠재변수가 독립된 구성개념으로 변수 간 차이를 보

이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확인적 요인분석의 결과에서 판별타당성은 

잠재변수의 AVE 값이 다른 잠재변수와의 상관계수 제곱 값보다 클 경우 

확보된 것으로 본다. 

관측변수의 집중타당성 및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모든 관측변수의 요인부하량이 0.6 이상, AVE 값이 0.5이상이며 개념신

뢰도 값이 0.7 이상으로 나타나 변수들의 집중타당성이 확보되었다. 즉, 

모든 관측변수가 각 잠재변수의 개념을 일관성 있게 설명하고 있어 분석

에 있어 타당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판별타당성의 검증 결과 <표 6>과 같이 모든 잠재변수의 AVE 값이 

상관계수의 제곱 값보다 크게 나타났다. 이는 모형에 포함된 잠재변수인 

‘물리적 무질서’, ‘사회적 무질서’, ‘커뮤니티 유대’, ‘범죄두려

움’, ‘야간 이동제약’ 변수가 이론적 관련으로 서로 일정 수준의 상

관관계는 있지만 독립된 개념으로 상이한 변수에 해당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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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변수 측정변수
집중타당성

개념
신뢰도비표준

화계수
표준화
계수 S.E C.R AVE

물리적
무질서

어둡고 후미진 곳 1 0.812 - -
0.586 0.738

방치된 차, 건물 0.817 0.716 0.013 63.019

사회적 
무질서

기초질서 위반하는 사람 1 0.675 - -

0.585 0.808불량 청소년들 0.999 0.809 0.013 75.257

싸우는 사람들 0.967 0.803 0.013 74.987

커뮤니티 
유대

잘 알고 지냄 1 0.842 - -

0.676 0.893
동네 소식 이야기 1.08 0.875 0.009 119.18

어려운 일 도움 1 0.83 0.009 111.622

행사, 모임 참여 0.941 0.735 0.01 94.138

범죄
두려움

밤에 혼자 동네 골목길 
걸을 때 두려움 1 0.657 - -

0.611 0.886
강도, 약탈 두려움 1.007 0.82 0.013 79.647

구타, 폭행 두려움 1.063 0.83 0.013 80.357

성추행, 성폭행 두려움 0.988 0.771 0.013 75.878

스토킹 두려움 0.928 0.816 0.012 79.315

야간 
이동 
제약

밤에 혼자 다니기 
무서워 함께 이동 1 0.8 - -

0.627 0.834밤에 일이 있어도 미룸 1.073 0.853 0.012 93.078

밤에 혼자 택시 회피 0.971 0.717 0.012 81.649

<표 5> 집중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물리적무질서 사회적무질서 커뮤니티
활성화 범죄두려움 AVE

물리적무질서 1.000 　 　 　 0.586

사회적무질서 0.715 
(0.511) 1.000 　 　 0.585

커뮤니티활성화 0.089 
(0.008)

-0.061 
(0.004) 1.000 　 0.676

범죄두려움 0.406 
(0.165)

0.512 
(0.262)

0.021 
(0.0004) 1.000 0.611

야간이동제약 0.26 
(0.068)

0.313 
(0.098)

0.097 
(0.009)

0.621 
(0.386) 0.627

괄호 안은 상관계수의 제곱 값

<표 6> 판별타당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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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조방정식 분석

지금까지의 선행연구 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를 토대로 구조방

정식 모형 분석에 활용한 최종 모형 및 분석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구조방정식 분석 과정에서 우선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한다. 절대적합지

수인 RMSEA(Root Mean Squared Error of Approximation) 값이 0.8 이하, 

GFI(Goodness of Fit Index) 값이 0.9 이상이면 양호한 모형으로 본다. 또

한 증분적합지수인 CFI(Comparative Fit Index), NFI(Normed Fit Index) 

값이 0.9 이상이면 양호한 것으로 판단한다(우종필, 2017). 구조방정식 모

형 분석 결과, 적합도는 χ2(df=309)=16207.289, RMSEA=0.63, GFI=0.911, 

CFI=0.886, NFI=0.870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림 3> 구조방정식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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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경로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S.E CR

주관적 
근린환경 

인식

물리적 무질서 →

범
죄
두
려
움

0.074 0.08*** 0.015 4.892

사회적 무질서 → 0.477 0.437*** 0.019 25.744

커뮤니티 유대 → 0.055 0.062*** 0.008 7.05

객관적 
근린환경 

특성

유흥업소 → -0.094 -0.035*** 0.021 -4.497

공단지역 → 0.098 0.025*** 0.031 3.196

재래시장 → 0.093 0.039*** 0.019 4.967

CCTV → 0.002 0.001 0.013 0.114

외부 조명 → -0.068 -0.034*** 0.016 -4.353

개인특성

나이 → -0.003 -0.071*** 0 -7.244

소득 → 0.069 0.06*** 0.011 6.442

교육연수 → 0.004 0.022** 0.002 2.051

범죄피해경험 → 0.159 0.046*** 0.027 5.876

여성 → 0.373 0.25*** 0.012 30.102

주관적 
근린환경 인식 물리적 무질서 →

야
간
이
동
제
약

0.042 0.043*** 0.01 4.355

범죄두려움 → 0.569 0.533*** 0.012 45.934

개인특성

나이 → 0 -0.009 0 -0.902
소득 → 0.012 0.009 0.011 1.054
교육연수 → -0.001 -0.007 0.002 -0.655
여성 → 0.443 0.278*** 0.013 33.936

* p<0.1, ** p<0.05, *** p<0.01

<표 7> 구조방정식 분석 결과 

분석 결과는 <표 7>과 같다. 먼저 ‘물리적 무질서’와 범죄두려움 

간에는 유의한 양의 관계(0.08***)가 존재한다. 즉, 근린 내 후미진 곳이 

많거나, 방치된 차나 건물의 모습이 자주 목격될수록 개인은 범죄두려움

을 크게 느낀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무질서’는 범죄두려움에 유

의한 양의 영향(0.437***)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린 내에서 규범을 

위반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자주 목격될수록 범죄두려움이 높아지는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범죄두려움의 관리를 위해서는 근린환경의 

물리적, 사회적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 관리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커뮤니티 유대’의 경우 범죄두려움에 유의한 양의 영향(0.062***)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내 주민들 간의 유대가 높을수록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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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려움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범죄두려움의 영향요인에 관한 이

론적 논의에서 범죄두려움에 대한 커뮤니티 유대의 효과는 일관되지 않

게 나타난다. 사회통합 이론에 의하면 지역사회의 높은 유대 및 비공식

적 통제 수준은 범죄두려움을 낮추지만, 간접 피해 경험 모델에 의하면 

지역 내 유대는 범죄 관련 소식을 빠르게 전달하여 범죄두려움을 높인다

(Covington and Taylor, 1991). 선행연구 가운데에도 커뮤니티 내 높은 유

대가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무질서의 영향을 감소시킴으로써 범죄두려움

을 낮춘다는 연구(Ross and Jang, 2000)와 지역 내에서 범죄에 관한 소식

이 빠르게 전달되어 범죄두려움을 높인다는 연구(Villarreal and Silva, 

2006)가 모두 존재한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 결과는 지역, 주택 유형 등

에 따라 '커뮤니티'의 특성과 '커뮤니티 유대'의 양상 모두 다르게 나타

날 수 있으나(송애정, 2017), 이에 비해 측정 지표가 다양화되지 못하였

기 때문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특히 아파트 거주 비율이 50% 이상인 

한국 사회의 커뮤니티 유대와 서구의 범죄학 중심으로 정의된 '커뮤니티 

유대'의 개념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재고가 필요하

다. 본 연구와 마찬가지로 높은 커뮤니티 유대가 강한 범죄두려움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보인 정승민(2009)의 연구도 해당 결과를 우리 사회에

서 지역 내 유대와 신뢰가 비공식 통제를 측정할 만큼 잘 갖추어지지는 

못했기 때문으로 해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국민 생활 안전조사에

서는 네 개 문항으로 커뮤니티의 유대를 측정하고 있는데, 커뮤니티 유

대의 다양한 양상을 포괄하여 포착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할 것으로 보

인다. 따라서 향후 개인 특성과의 상호작용, 지역 특성에 따른 차이 등

을 고려해 개념 및 변수를 정밀화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이 주관적 근린환경 인식과 관련된 잠재변수들과 ‘범죄두려움’

의 관계는 모두 유의하며 선행연구 분석 및 이론적 고찰 결과와 동일하

게 나타난다. 범죄두려움의 감소라는 관점에서 근린환경을 계획 및 관리

하는 데에 있어서 객관적인 환경 특성뿐 아니라 그러한 환경을 도시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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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주관적 평가 또한 중요하게 고려되

어야 한다는 시사점이 제기된다. 

객관적 근린환경 특성 변수들의 경우 ‘CCTV 유무’ 외 모든 변수가 

범죄두려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근린 내 유

흥업소 밀집 구역이 있는 경우 범죄두려움이 감소하는 관계(-0.035***)가 

존재한다. 이는 취객들이 몰리는 귀갓길 인근의 주점 및 노래방, 유흥 

시설의 수가 범죄두려움의 증가에 유의하게 기여한다는 선행연구(장세

린·홍성조, 2021; 변기동·하미경, 2020) 결과와 상반된다. 근린 내 유흥

업소가 많을수록 범죄두려움이 높아지는 이유로는 순찰이 되지 않거나 

환경이 무질서하다는 특성 등을 들 수 있다(서민진·이슬기·강석진, 

2021). 그러나 유흥업소 밀집 구역의 경우 늦은 시간까지 영업이 이루어

짐에 따라 야간에도 유동 인구의 수가 많고 거리가 밝혀져 있어 사회적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는 특성도 있다. 본 연구의 분석모형에는 물리적, 

사회적 무질서에 관한 변수는 포함되어 통제됐지만, 야간 유동 인구 등

의 변수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유흥업소 밀집 구역이 가지는 사회

적 감시의 효과만이 반영되어 범죄두려움의 감소로 이어지는 결과가 나

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근린 내 공단지역(0.025***), 대규모 재래시장(0.039***)의 존재는 범죄두

려움의 증가로 이어지는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 또한 야간의 유동 인구

와 사회적 감시의 효과와 관련하여 해석할 수 있다. 공단지역과 재래시

장의 경우 유흥업소들과는 반대로 야간 시간대에 유동 인구가 적어 사회

적 감시가 어려운 특징을 보이므로 본 모형 내에서 범죄두려움의 증가라

는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객관적 근린환경 특성은 범죄두려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영향에 있어 야간의 유동 인구와 그에 따른 

사회적 감시의 효과가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을 것을 예상해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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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근린 내 도시민의 야간 이동제약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근린

의 객관적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며, 그 과

정에서 근린 내 야간 유동 인구의 수준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이 

제기된다.

근린 내 외부 조명의 존재는 범죄두려움의 감소(-0.034***)로 이어진다. 

이는 구체적 범죄두려움에 대한 영향요인을 다수준 분석을 통해 분석한 

최재훈, 박석민, 우신철(2020)의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 해당 연구

에서는 길을 밝히는 가로등 또는 보안등은 주민들이 지역을 함께 감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았다.

CCTV가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

났다. CCTV와 범죄두려움의 관계를 다룬 선행연구들의 결과로는 CCTV

가 범죄 발생 시 해결에 대한 기대로 인해 범죄두려움을 낮춘다는 의견

(강석진·박지은·이경훈, 2009; 정진성·장윤식, 2014)과, CCTV의 설치 

자체가 범죄율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CCTV가 범죄를 예

방하는 역할은 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CCTV의 존재가 높은 범죄두려움

이라는 결과로 나타난다는 의견(변기동 외, 2020; 박종훈 외, 2018; 박현

수, 2018) 모두가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CCTV의 양면적 효

과가 서로 상쇄되어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장세린, 홍성조(2021)는 CCTV의 존재가 범죄 불안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지 않는 연구 결과를 대상지 내에서 응답자들이 CCTV 설치 여부를 

직접 확인하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해석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

료 내 ‘CCTV 유무’ 변수도 응답자가 아닌 조사자가 확인한 내용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응답자의 인지 여부와 차이를 보여 유의하

지 않은 효과로 나타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 특성 변수는 범죄두려움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여성일

수록, 나이가 어릴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교육연수가 길수록, 범죄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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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이 많을수록 범죄두려움이 높은 관계가 존재한다. 야간 이동제약에 

대해서는 성별과 나이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일수록, 나이가 어릴수록 야간 이동에 대한 제약을 크게 경험하는 관계

가 존재한다. 특히 성별(여성) 변수의 계수는 다른 변수들에 비해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여성들의 높은 범죄두려움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이 제기되며, 본 연구에서는 성별 및 여성 내 연령대

에 따른 다중집단분석을 통해 젠더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야간 이동제약에 대한 근린환경 요인의 직접적 영향으로는 ‘물리적 

무질서’가 유의한 양의 영향(0.043***)을 미치는 관계가 나타났다. 즉, 근

린 내 방치된 건물, 후미진 골목 등이 많다고 인지할수록 범죄두려움과 

무관하게 환경의 불쾌함 및 불편함, 혹은 범죄가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한 

불안함 등으로 야간 이동에 대한 제약을 크게 느낀다는 것이다. 

범죄두려움은 야간 이동제약에 유의한 양의 영향(0.533***)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범죄두려움이 높을수록 야간의 이동에 큰 제약을 

받는 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

다. 

본 연구에서는 근린환경 요인이 범죄두려움을 매개로 야간 이동제약

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므로, ‘야간 이동제약’에 대한 

근린환경 요인의 간접효과가 유의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구조방정식 

모형 내에서 야간 이동제약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잠재변수들의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주관적 근린환경 인식을 나타내는 변수들의 ‘야간 이동제약’에 대

한 총효과 및 간접효과는 모두 유의하였다. ‘물리적 무질서 → 야간 이

동제약’ 경로의 총효과는 유의한 정의 방향(0.086**)으로 나타났으며, 그 

가운데 직접효과(0.043**)와 간접효과(0.043**)가 모두 유의하게 나타나 가

설 1은 채택되었다. 즉, 야간의 이동에 있어 물리적 무질서가 직접적인 



- 44 -

제약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뿐 아니라 범죄두려움을 통해 제약을 가하는 

효과도 유의함을 의미한다. 

‘사회적 무질서 → 야간 이동제약’ 경로의 총효과는 유의한 정의 

방향(0.233***)으로 나타난다. 두 변수 간 직접적 영향 관계는 설정되지 

않았으므로, 변수 간 간접효과가 곧 총효과에 해당한다. 지역 내 규범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자주 관찰될수록 범죄두려움이 높아져 야

간의 이동에 대한 제약을 더 크게 느끼는 간접효과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가설 2는 채택되었다.

‘커뮤니티 유대 → 야간 이동제약’ 경로 역시 총효과가 유의한 정

의 방향(0.033***)으로 나타나며, 두 변수 간 간접효과가 곧 총효과에 해

당한다. 지역 내 주민 간 잦은 소통과 높은 유대가 범죄두려움을 높여 

야간 이동의 제약 정도를 높이는 간접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

경로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주관적
근린환경 

인식

물리적무질서 →

야
간
이
동
제
약

0.086** 0.043** 0.043**

사회적무질서 → 0.233*** - 0.233***

커뮤니티유대 → 0.033*** - 0.033***

개인 특성

여성 → 0.412** 0.278** 0.133**

나이 → -0.047** -0.009 -0.038***

균등화소득 → 0.041*** 0.009 0.032**

교육연수 → 0.005 -0.007 0.012**

범죄피해경험 → 0.025 - 0.025**

객관적
근린환경

특성

유흥업소 → -0.019*** - -0.019***

공단지역 → 0.013*** - 0.013***

재래시장 → 0.021** - 0.021**

CCTV → 0 - 0

외부 조명 → -0.018*** - -0.018***

* p<0.1, ** p<0.05, *** p<0.01

<표 8>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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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3은 채택되었다. 다만 전술한 바와 같이 개인적, 지역적 특성과의 상

호작용 등에 따라 나타나는 커뮤니티 유대의 다양한 양상 가운데 어떠한 

요소가 범죄 두려움 및 야간 이동제약을 높이는지에 대한 분석은 후속 

연구를 통해 자세히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유흥업소 → 야간 이동제약’ 경로의 총효과는 유의한 음의 방향

(-0.019***)으로 나타났다. ‘공단지역 → 야간 이동제약’(0.013***), ‘재

래시장 → 야간 이동제약’(0.021**) 경로의 총효과는 유의한 양의 방향

으로 나타났다. ‘외부 조명 → 야간 이동제약’ 경로의 총효과는 유의

한 음의 방향(-0.018***)으로 나타났다. 앞선 경로계수 분석 결과에서 각 

객관적 근린환경 특성은 범죄두려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데, 이것이 

개인의 야간 이동에까지 제약을 가하는 간접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모형에 포함된 근린특성 요인 가운데 CCTV를 제외한 모든 변수들이 

범죄두려움을 매개로 야간 이동제약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가설 4는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개인이 야간 이동에 대해 느끼는 제약에 

있어 심리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범죄두려움’의 유의한 매개효과

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개인의 이동성은 현대 사회에서 주

요한 자본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개인의 자유로운 이동을 증진하기 위

한 도시계획적 노력은 중요성을 가진다. 최근 야간의 도시 활동이 다양

화되고 활발해짐에 따라 야간의 이동성은 도시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

스 및 기회에의 자유로운 접근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야간의 이동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본 연구의 결과는, 근린환경 요인을 통해 개인의 이동 및 신체

활동을 증진하고자 한 기존의 도시계획 연구와 실천에 있어 ‘범죄두려

움’이라는 심리적, 감정적 요인의 고려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기한

다. 즉,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 자유로운 도시공간의 이용 및 전유를 위

해 근린 내 시민들의 야간 이동에 대한 제약 인식을 줄이고 자유로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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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및 활동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근린환경의 계획, 설계 및 관리에 

있어서 그간 잘 다루어지지 않았던 범죄두려움이라는 인식 및 감정적 요

인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범죄두려움이 여성에게

서 크게 나타나는 현황을 고려할 때, 도시계획에 있어 범죄두려움을 고

려하는 일은 여성들이 도시 공간을 자유롭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데 중요성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간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개인의 이동성을 증진하기 위해 기반

시설의 공급에 집중한 것과 달리 야간의 이동제약에 근린환경 요인이 주

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동성과 자유로운 신체활동 등

을 증진하기 위해 도시계획 분야에서는 주로 도로, 도시공원과 같은 도

시 기반시설이나 대중교통수단 등의 교통시설에 집중해왔다. 본 연구에

서 포함한 것과 같은 후미진 골목, 기초 질서를 위반하는 사람들의 모

습, 지역 주민 간의 유대 등의 물리적·사회적 근린환경은 개인의 이동

성이라는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다소 사소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으나, 

야간의 이동에 있어 개인이 느끼는 제약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야간

의 이동은 대부분 집을 출발지 혹은 목적지로 하는 가정기반 통행이라는 

점1)에서 야간의 이동에 대한 제약과 관련해 근린환경이 더욱 중요성이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1) 모바일 데이터를 통해 심야 모빌리티의 특성을 분석한 김병관, 김혜원(2020)의 

연구 결과 수도권의 심야 통행 가운데 가정기반 통행이 약 75%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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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집단 간 차이 검정

앞선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분석의 결과, 범죄두려움 및 이동제약

의 양상에 있어 성별, 연령 등 개인 특성에 따른 차이가 나타남을 확인

하였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개인 특성에 따른 다중집단분석을 통해 근

린환경 요인이 범죄두려움을 매개로 야간 이동제약에 미치는 영향 관계

에 개인 특성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검정하고자 한다. 차이를 검정하고

자 하는 개인 특성은 성별 및 여성 내 연령대이다.

먼저 이동제약의 정도와 범죄두려움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는 여성과 

남성 간 다중집단분석을 통해 야간 이동제약 및 범죄두려움에 대한 근린

환경 요인의 영향력에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다. 본 연구에

서 활용하는 데이터인 2018년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원자료에서도 <표 

9>와 같이 범죄두려움 및 야간 이동제약 요인점수 평균의 성별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난다. 요인점수는 <표 5>와 동일한 측정변수로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t 검정을 통한 평균 비교 결과 여성(0.239)이 남성(-0.277)보

다 범죄두려움을 크게 느끼며, 야간의 이동에 있어서도 여성(0.361)이 남

성(-0.418)보다 큰 제약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앞선 구조방

정식 분석 결과, 성별(여성)은 야간 이동제약에 대해 다른 변수들에 비해 

큰 직·간접효과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표 8>). 따라서 성별에 따

라 근린환경 요인이 범죄두려움 및 야간 이동제약에 주는 영향의 크기 

및 유의성에 차이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다중집단분석을 시행

한다. 

　 남성 (n=6,085) 여성 (n=7,051) 평균 차이 (t값)

범죄두려움 -0.277 0.239 -0.516*** (-30.849)

야간이동제약 -0.418 0.361 -0.778*** (-48.907)

<표 9> 성별에 따른 범죄두려움 및 야간 이동제약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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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여성 집단 내부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여성 내 연령 집단

에 따른 다중집단분석을 시행한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여성 내에서도 연

령대에 따라 범죄두려움 수준의 차이는 성별에 따른 차이 못지않게 크게 

나타난다. 특히 청년 여성의 범죄두려움은 중장년 혹은 노년과는 달리 

기존 범죄두려움 관련 이론에 기반한 영향요인으로 잘 설명되지 않는 차

이점을 보였다(박순진, 2012). 2018년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원자료 상에

서도 여성 청년과 중장년 및 노년 집단 간 범죄두려움 및 야간 이동제약

의 요인점수 평균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난다(<표 10>). t-검정의 결과, 

여성 청년(0.327)은 중장년 및 노년(-0.072)보다 범죄두려움을 크게 느끼

고, 야간 이동에 제약을 느끼는 정도도 청년(0.182)이 중장년 및 노년

(-0.040)보다 크게 나타난다. 요인점수는 <표 5>와 같은 측정 변수로 구

성하여 측정하였다. 따라서 다중집단분석을 통해 근린환경이 범죄두려움

을 매개로 야간 이동제약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 존재하는 여성 청년과 

여성 중장년 및 노년 집단 간의 차이를 검정한다. 

　
여성 청년

(n=1,229)

여성 중장년 및 노년

(n=5,560)
평균 차이 (t값)

범죄두려움 0.327 -0.072 0.399 (12.233***)

야간이동제약 0.182 -0.040 0.222 (6.96***)

<표 10> 여성 내 연령대에 따른 범죄두려움 및 야간 이동제약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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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별에 따른 다중집단분석

1) 다중집단 확인적 요인분석

다중집단 구조방정식 분석에 앞서 다중집단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측정동일성 검증을 시행한다. 확인적 요인분석은 동일한 모집단에서 추

출한 두 개 이상의 표본 간에 요인분석의 결과, 즉 개념의 구성이 동일

한지 확인하는 교차타당성(우종필, 2017) 검증의 과정이다. 측정모형은 

앞선 구조방정식 모형에서의 측정모형과 동일하다. 

다중집단 확인적 요인분석의 결과는 <표 11>과 같다. 일반적으로 측

정동일성의 검정에 있어 비제약모형과 제약모형 간 χ2값의 변화량을 활

용(우종필, 2017)한다. 본 모형에서는 요인부하량 제약모형, 공분산 제약 

모형, 오차분산 제약모형 등 모든 제약모형의 χ2 변화량의 p-value가 

0.05보다 작게 나타나 제약모형에서의 χ2 변화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나타난다. 

그러나 Cheung and Rensvold(2002)는 χ2 변화량이 표본 크기에 민감

하기 때문에 대표본에서 작은 χ2 변화량도 p-value의 유의성으로 이어

진다는 문제점이 존재할 수 있어 CFI 변화량을 사용하는 것이 더 적합하

다고 제안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표본은 13,136개로 대표본

에 해당하므로 CFI 변화량을 활용하여 측정동일성을 검정한다. Cheung 

and Rensvold(2002)가 제안한 CFI 변화량을 통한 모형 비교에서는 CFI가 

0.01보다 작게 감소하면 구조 동일성이 확보된 것으로 본다. 확인적 요

인분석의 결과 제약모형에서 CFI 변화량이 0.01보다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과 남성 간 측정동일성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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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χ2(df) CFI RMSEA △χ2(△df) △CFI 유의성

[Model1]비제약모형 4450.064 (218) .962 .038

[Model2]λ제약모형 4669.007 (230) .960 .038 218.943(12) -0.002 유의하지 않음

[Model3]ϕ 제약모형 4772.543 (233) .959 .039 322.479(15) -0.003 유의하지 않음

[Model4]λ+ϕ 제약모형 5097.253 (245) .957 .039 647.189(27) -0.005 유의하지 않음

[Model5]λ+ϕ+θ제약모형 7370.761 (262) .936 .045 2920.697(44) -0.026 유의하지 않음

<표 11> 성별에 따른 다중집단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2) 다중집단 구조방정식 분석

성별에 따른 다중집단 구조방정식 분석모형은 <그림 4>와 같이 구조

방정식 분석모형에서 성별 변수를 제외한 모형에 해당한다. 분석 결과 

모형의 적합도는 χ2
(df=570)=14482.408, CFI=0.894, RMSEA=0.43, TLI=0.879, 

GFI=0.916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림 4> 다중집단 구조방정식 분석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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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경로
여성 남성 계수 차이: 여-남

(t-value)경로계수 s.e(t-value) 경로계수 s.e(t-value)

주관적 
근린환경 

인식

물리적무질서→

범

죄

두

려

움

0.076*** 0.019(3.32) 0.072*** 0.02(2.906) 0.004(0.151)

사회적무질서→ 0.463*** 0.024(19.026) 0.447*** 0.025(17.563) 0.016(0.611)

커뮤니티유대 → 0.033*** 0.01(2.726) 0.112*** 0.011(8.316) -0.079***(-4.204)

객관적 
근린환경 

특성

유흥업소 → -0.038*** 0.027(-3.484) -0.034*** 0.027(-2.817) -0.004(-0.41)

공단지역 → 0.029*** 0.039(2.599) 0.023* 0.041(1.948) 0.006(0.384)

대규모재래시장→ 0.044*** 0.024(3.947) 0.036*** 0.025(2.98) 0.008(0.614)

CCTV → -0.018 0.017(-1.606) 0.025** 0.018(2.074) -0.043***(-2.608)

외부조명  → -0.032*** 0.02(-2.923) -0.04*** 0.02(-3.303) 0.008(0.306)

개인특성

나이 → -0.145*** 0.001(-9.642) 0.003 0.001(0.191) -0.148***(-7.366)

소득 → 0.042*** 0.014(3.124) 0.088*** 0.014(6.485) -0.046**(-2.474)

교육연수 → 0.005 0.003(0.314) 0 0.003(-0.02) 0.005(0.229)

범죄피해경험 → 0.062*** 0.032(5.625) 0.022* 0.041(1.838) 0.04**(1.964)

주관적 
근린환경 

인식
물리적무질서→ 야

간

이

동

제

약

0.089*** 0.014(5.879) 0.003 0.012(0.189) 0.086***(4.355)

범죄두려움→ 0.497*** 0.02(28.483) 0.642*** 0.018(35.491) -0.145***(-2.824)

개인특성

나이 → -0.043*** 0.001(-2.706) 0.016 0(1.223) -0.059***(-2.916)

소득 → 0.014 0.017(1.006) 0 0.014(0.037) 0.014(0.753)

교육연수 → 0.009 0.003(0.537) -0.05*** 0.003(-3.598) 0.059***(2.75)

* p<0.1, ** p<0.05, *** p<0.01

<표 12> 성별에 따른 다중집단분석 경로계수 차이 검정 결과  

근린환경 요인이 범죄두려움을 매개로 야간 이동제약에 미치는 구조

에서 성별에 따른 변수 간 경로계수 차이를 검정한 결과는 <표 12>와 같

다. 먼저 범죄두려움에 대한 주관적 근린환경 인식 변수들의 계수를 살

펴보면, 여성과 남성 모형 모두에서 변수들이 유의성을 보인다. 성별 간 

계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난 변수는 ‘커뮤니티 유대’로, 두 모형 모

두에서 계수가 양수이며 여성(0.033***)보다 남성(0.112***)에게서 계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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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가 더 크게 나타났다. 높은 커뮤니티 유대가 범죄두려움을 높이는 

관계를 커뮤니티 및 지역에 대한 신뢰감으로 이어지지 않는 문제로 설명

한 연구(정승민, 2009)를 고려할 때, 이러한 성별 간 계수 크기 차이는 

성별에 따른 커뮤니티 활동 참여도를 통해 이해해볼 수 있다. 일반적으

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적극적으로 이웃 관계망을 형성하는데(이경

환, 2009) 이는 여성이 주거기반 활동이 많다는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으

로 해석된다(정유진·최막중, 2016). 남성들에게 커뮤니티 내에서 공유되

는 정보의 양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커뮤니티 유대가 커질 때 추가

로 얻게 되는 정보, 그 가운데 범죄와 관련된 정보 또한 많아져 그에 따

라 늘어나는 범죄두려움의 정도도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남성

에 비해 높은 여성의 커뮤니티 내 교류 수준 및 유대 정도가 지역 애착

을 증대시킨다는 연구(윤우석, 2017)에 비추어 볼 때 남성에 비해 여성에

게는 커뮤니티 유대가 집합효율성으로 이어져 범죄두려움을 감소시키는 

상쇄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계수의 크기가 작게 나타난 것

으로도 볼 수 있다.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가운데 ‘사회적 무질서’는 여

성(0.463***)과 남성(0.447***) 모형 모두에서 계수가 가장 크게 나타난다. 

이는 물리적 무질서보다 사회적 무질서가 중요한 요인임을 밝힌 선행연

구 결과(Lagrange et al., 1992; 박정선·이성식, 2010)와 유사하다. 따라

서 도시공간, 특히 근린환경에서의 범죄두려움 저감을 위해서는 물리적 

시설물이나 토지이용 특성 등의 요인뿐 아니라 근린 내 질서 및 규범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지역 내 순찰, 사회적 감시의 효과를 강화하는 방

안 등도 고려되어야 한다. 

범죄두려움에 대한 객관적 근린환경 특성 변수들의 효과의 경우 대부

분 성별과 무관하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CCTV

의 경우 남성(0.025**)에게만 유의하게 범죄두려움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고, 여성에게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성별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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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설치 인식과 재산범죄 두려움의 관계를 연구한 심희섭·최낙범

(2018)의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해당 연구에서도 남성의 경

우 CCTV 설치를 인식할수록 높은 수준의 두려움이 나타나는 관계가 있

는 반면 여성의 경우 관계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야간 이동제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가운데 ‘물리적 

무질서’는 여성(0.089***)에게만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며 남성에게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다. 즉, 근린 내 어둡고 으슥한 곳, 방치된 시설물 

등이 유발하는 불쾌함이나 불편함, 혹은 본 연구에서 포함하지 않은 범

죄나 범죄 외의 원인으로 인한 불안함이 야간 이동에 가져오는 제약은 

여성에게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개인 특성 변수 가운데 나이는 범죄두려움 및 야간 이동제약에 미치

는 영향에 있어 여성에게만 유의한 음의 효과를 보이며, 남성에게는 유

의하지 않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특히 여성에게 있어 나이가 범죄두

려움에 미치는 영향(-0.145***)은 다른 변수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에서 주목이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여성 내 연령대에 따른 다

중집단분석을 시행함으로써 추가로 살펴보고자 한다. 

‘야간 이동제약’에 대한 ‘범죄두려움’의 경로계수는 여성

(0.497***)보다 남성(0.642***)에게서 더 유의하게 크게 나타난다. 그러나 범

죄두려움 자체가 남성에 비해 여성에게서 더 크게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

한다면, 일반적으로 남성의 경우 범죄두려움의 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남성이 느끼는 범죄두려움의 크기가 증가할 때 이것이 유발하는 

야간 이동제약의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근린환경 요인과 개인 특성이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직

접적 영향뿐 아니라 이들이 범죄두려움을 매개로 야간 이동제약에 미치

는 간접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절에서도 여성과 남성 모형

에서 주요 잠재변수가 야간 이동제약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에 성별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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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성의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다. 여성과 남성 각 모형에서의 주요 잠

재변수들의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13>과 같

다. 

분석 결과, 근린환경 요인 가운데 CCTV를 제외한 모든 변수가 남성

과 여성 모형 모두에서 범죄두려움을 매개로 야간 이동제약에 유의한 간

접효과를 보인다. 앞선 경로계수 차이 분석 결과와 같이 근린환경 요인

이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에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

였지만, 근린환경 요인들이 범죄두려움을 통해 야간 이동제약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는 성별에 무관하게 유의하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근린환경 요인 가운데 ‘사회적 무질서’가 야

간 이동제약에 미치는 총효과는 다른 변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구분 경로
여성 남성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주관적 

근린환경 

인식

물리적무질서→

야

간

이

동

제

약

0.127** 0.089** 0.038** 0.049** 0.003 0.046**

사회적무질서→ 0.23*** - 0.23*** 0.287*** - 0.287***

커뮤니티유대 → 0.016** - 0.016** 0.072** - 0.072**

객관적 

근린환경 

특성

유흥업소 → -0.019** - -0.019** -0.022** - -0.022**

공단지역 → 0.014*** - 0.014*** 0.015* - 0.015*

대규모재래시장 → 0.022*** - 0.022*** 0.023** - 0.023**

CCTV → -0.009 - -0.009 0.016 - 0.016

외부조명  → -0.016*** - -0.016*** -0.025** - -0.025**

개인특성

나이 → -0.115** -0.043** -0.072*** 0.018 0.016 0.002

소득 → 0.035** 0.014 0.021** 0.057*** 0 0.057***

교육연수 → 0.012 0.009 0.003 -0.05*** -0.05*** 0

범죄피해경험 → 0.031*** - 0.031*** 0.014* - 0.014*

* p<0.1, ** p<0.05, *** p<0.01

<표 13> 성별에 따른 다중집단분석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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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다. 개인의 이동성 제약을 완화하는 데 있어 근린환경 요인, 그 

가운데에서도 지역 내 사람들의 규범 준수 정도 등의 사회적 요인이 중

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이 제기된다. 특히 도시안전, 보행도시 

등의 분야에 있어 으슥한 골목이나 방치된 시설물 등의 물리적 무질서를 

관리하는 일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져 왔으나, 사회적 무질서 또한 범죄두

려움을 매개로 야간 이동제약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대한 관리 또

한 필요하다. 

CCTV의 경우 범죄두려움에 대한 효과에 있어 남성에게 유의한 양의 

계수를 보였으나, 야간 이동제약에 대한 간접효과는 남성에게도 유의하

지 않게 나타난다. CCTV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선행연구에서도 다양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 만큼, CCTV를 단순히 많이 설치하는 것보다는 근

린 및 지역사회의 특성을 고려하여 CCTV의 효과성을 실질적으로 제고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임창호, 2016).

여성은 남성보다 높은 범죄두려움을 느끼고, 그에 따라 야간의 이동

에 있어서 더 큰 제약을 경험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근린환경 요인

이 범죄두려움을 통해서 야간 이동제약에 영향을 주는 관계에 있어서 성

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검정하였다. 분석 결과, 물리적 무질서나 커

뮤니티 유대 등의 요인이 야간 이동제약에 대해 가지는 효과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가설 5는 채택

되었다. 즉, 동일한 근린환경 하에서도 그것이 개인의 이동성에 대해 가

지는 효과는 성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도시 및 근린 환경을 계

획하고 관리하는 데에 있어 성별에 따라 공간이 어떻게 인식되는지에 대

한 차이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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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성 내 연령대에 따른 다중집단분석

근린환경 요인이 범죄두려움을 매개로 야간 이동제약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 있어 여성 집단 내 연령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다중집단

분석을 시행한다. 앞선 성별에 따른 다중집단분석 결과 여성 집단에서만 

범죄두려움 및 야간 이동제약에 대한 나이의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선행연구 결과에서도 여성 내 연령대별 범죄두려움 수준 차이가 성별 간 

차이만큼이나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특히 여성 청년 집단이 특수성을 가

진다고 지적한다(박순진, 2012). 따라서 근린환경 요인과 범죄두려움, 야

간 이동제약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에 있어서 여성 집단 내 이질성을 고

려하는 일은 중요성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성 청년 집단과 중장년 및 노년 집단 간 차

이를 검정하고자 한다. 청년 집단(n=1,229)은 청년기본법에 의거해 만 19

세 이상부터 34세 이하까지로 한정하고, 중장년 및 노년 집단(n=5,560)은 

만 35세 이상으로 정의한다. 다중집단분석에서 여성 청소년 집단은 제외

하였는데, 이는 청소년의 범죄두려움 양상은 성인과 차이가 있어(May 

and Dunaway, 2000) 청년 집단과는 구분이 필요하나 단독 집단으로 구

성하기에는 청소년의 표본 수가 적기 때문이다.

1) 다중집단 확인적 요인분석

여성 청년 집단과 여성 중장년 및 노년 집단 간의 측정동일성 검정 

결과는 <표 14>와 같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CFI 변화량이 0.01보다 

작게 나타났으므로 여성 청년 집단과 여성 중장년 및 노년 집단 간에 측

정동일성이 확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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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χ2(df) CFI RMSEA △χ2(△df) △CFI 유의성

[Model1]비제약모형 2451.06 (218) 0.959 0.039 　

[Model2]λ제약모형 2480.849 (230) 0.959 0.038 29.789 (12) 0 유의하지 않음

[Model3]ϕ 제약모형 2523.767 (233) 0.958 0.038 72.707 (15) -0.001 유의하지 않음

[Model4]λ+ϕ 제약모형 2570.857 (245) 0.958 0.037 119.797 (27) -0.001 유의하지 않음

[Model5]λ+ϕ+θ제약모형 2723.867 (262) 0.955 0.037 272.807 (44) -0.004 유의하지 않음

<표 14> 여성 내 연령대에 따른 다중집단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2) 다중집단 구조방정식 분석

여성 내 연령 집단에 따른 다중집단 구조방정식 분석모형은 앞선 성

별에 따른 다중집단분석 모형과 동일하다. 분석 결과 모형의 적합도는 

χ2
(df=570)=7701.154, CFI=0.894, RMSEA=0.43, TLI=0.879, GFI=0.914로 양호

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여성 내 연령 집단에 따라 근린환경 요인이 범죄두려움을 매개로 야

간 이동제약에 미치는 구조에서의 변수 간 경로계수 차이를 검정한 결과

는 <표 15>와 같다. 먼저 주관적 근린환경 인식 변수 가운데 ‘커뮤니티 

유대’의 효과는 중장년 및 노년 그룹과 달리 청년 그룹에서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다. 지역 내 관계망 및 유대에 관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일반

적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지역 내에서 인적 네트워크를 더 많이 형성할 

수 있고 지역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며(Geis and Ross, 1998), 자녀의 교

육기부터 정보 교환이나 자녀의 친구관계를 계기로 개인의 관계망에서 

이웃 관계가 가지는 비중이 높아진다(정유진·최막중, 2016). 이를 고려

하면 여성 청년은 중장년과 노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근린 내 주민들과 

교류할 기회가 많지 않고 따라서 커뮤니티 유대가 개인에게 가지는 의미

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범죄두려움에 대한 커뮤니티 유대의 효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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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객관적 근린환경 특성 변수 가운데 공단지역 및 대규모 재래시장 변

수는 중장년 및 노년층과 달리 여성 청년에게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다. 공단지역이나 재래시장의 경우 중장년과 노년층에 비해 여성 청년에

게는 비교적 낯선 공간으로, 해당 공간에 대한 직접적 경험이나 뚜렷한 

이미지가 형성되지 않아 범죄두려움에 대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

구분 경로
여성 청년 여성 중장년·노년 계수 차이

(t-value)경로계수 s.e(t-value) 경로계수 s.e(t-value)

주관적 
근린환경 

인식

물리적무질서→

범

죄

두

려

움

0.147** 0.058(2.193) 0.061** 0.02(2.412) 0.086(-1.305)

사회적무질서→ 0.398*** 0.063(5.933) 0.484*** 0.026(17.615) -0.086(1.274)

커뮤니티유대 → 0.013 0.027(0.441) 0.04*** 0.011(2.857) -0.027(0.7)

객관적 
근린환경 

특성

유흥업소 → -0.061** 0.064(-2.271) -0.03** 0.029(-2.431) -0.031(1.073)

공단지역 → 0.001 0.104(0.021) 0.035*** 0.041(2.814) -0.034(1.014)

대규모재래시장→ 0.039 0.06(1.457) 0.046*** 0.026(3.672) -0.007(0.095)

CCTV → -0.049* 0.049(-1.837) -0.008 0.018(-0.636) -0.041(1.509)

외부조명  → 0.011 0.054(0.403) -0.042*** 0.021(-3.386) 0.053(-1.602)

개인특성

나이 → -0.033 0.004(-1.214) -0.053*** 0.001(-2.739) 0.02(0.604)

소득 → 0.049* 0.039(1.799) 0.046*** 0.014(2.971) 0.003(-0.67)

교육연수 → 0.025 0.011(0.921) 0.037* 0.003(1.8) -0.012(-0.399)

범죄피해경험 → 0.109*** 0.08(4.055) 0.059*** 0.033(4.718) 0.05*(-1.928)

주관적 
근린환경 

인식
물리적무질서→ 야

간

이

동

제

약

0.053 0.038(1.382) 0.1*** 0.016(5.873) -0.047(1.006)

범죄두려움→ 0.496*** 0.049(11.583) 0.49*** 0.023(24.917) 0.006(0.398)

개인특성

나이 → 0.061** 0.005(2.137) -0.007 0.001(-0.335) 0.068**(-2.158)

소득 → 0.03 0.048(1.038) 0.007 0.018(0.412) 0.023(-0.825)

교육연수 → 0.001 0.013(0.047) 0.044** 0.004(2.032) -0.043(0.526)

* p<0.1, ** p<0.05, *** p<0.01

<표 15> 여성 내 연령대에 따른 다중집단분석 경로계수 차이 검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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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CCTV의 경우 청년 여성에게는 유의한 범죄두려움 감소 효과가 있으

나 중장년 및 노년층에게는 유의하지 않고, 반대로 외부 조명은 청년 여

성에게는 유의한 효과가 없으나 중장년 및 노년에게는 유의한 범죄두려

움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차이가 존재한다. 동일한 근린환

경 특성, 특히 방범 시설에 대해서도 연령대에 따라 그 인식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결과로, 이에 관해 후속 연구 등을 통해 연령대가 

가지는 효과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성 청년 집단에서는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특성 

가운데 나이와 교육연수 변수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다. 이는 박순진

(2012)의 연구 결과와 유사한데, 해당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과가 청년 여

성의 범죄두려움이 막연한 주관적 인식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기 때문

으로 해석하고 있다. 범죄두려움 영향요인에 관한 이론상 주요한 변수에 

해당하는 나이와 교육연수 등의 변수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다는 점에

서 여성 청년의 범죄두려움은 중장년 및 노년 여성, 그리고 남성 집단과 

차이를 보인다. 

이와 같이 여성 집단 내 연령대에 따른 다중집단분석을 실시한 결과, 

남성과 여성 전체 표본 및 여성 전체 표본, 중장년 및 노년층에게서 유

의하게 나타나는 변수들이 여성 청년만을 대상으로 한 모형에서는 유의

성을 상실하는 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이

라는 성별뿐 아니라 여성 내부의 이질성을 고려한 연구 및 정책 설계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특히 여성 중에서도 높은 범죄두려움 수준을 보이는 

청년 여성의 범죄두려움 및 그로 인한 야간 이동제약 정도와 과정을 이

해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범죄두려움 이론 외에 차별적인 접근이 필요

하다는 시사점이 제기된다. 

여성 청년 집단과 여성 중장년 및 노년 집단 모형에서 주요 잠재변수



- 60 -

들의 야간 이동제약에 대한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를 분석한 결과

는 <표 16>과 같다. 

물리적 무질서가 야간 이동제약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면, 청년 집

단과 중장년 및 노년 집단 간 총효과의 크기는 비슷하지만, 청년 집단에

서는 범죄두려움을 매개로 하지 않는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

며, 범죄두려움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의 크기가 중장년·노년 집단에 비

해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범죄두려움에 대한 물리적 무질

서의 직접효과는 야간 이동에 대한 환경의 불쾌함 및 불편함, 범죄가 아

닌 다른 요인에 의한 불안함 등이 있을 수 있다. 중장년 및 노년에 비해 

청년층에게는 후미진 골목이나 방치된 건물 등이 주는 보행에 대한 기능

적 불편함보다는 범죄에 대한 우려와 두려움이 야간 이동제약에 더 큰 

구분 경로
여성 청년 여성 중장년·노년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주관적 

근린환경 

인식

물리적무질서→

야

간

이

동

제

약

0.125** 0.053 0.073* 0.13*** 0.1*** 0.03**

사회적무질서→ 0.197*** - 0.197*** 0.237*** - 0.237***

커뮤니티유대 → 0.006 -　 0.006 0.02** - 0.02**

객관적 

근린환경 

특성

유흥업소 → -0.03* - -0.03* -0.015** - -0.015**

공단지역 → 0 - 0 0.017*** - 0.017***

대규모재래시장→ 0.019 - 0.019 0.022*** - 0.022***

CCTV → -0.024* - -0.024* -0.004 - -0.004

외부조명  → 0.005 - 0.005 -0.021*** - -0.021***

개인특성

나이 → 0.045 0.061** -0.016 -0.033 -0.007 -0.026**

소득 → 0.054* 0.03 0.024 0.029 0.007 0.023***

교육연수 → 0.014 0.001 0.012 0.062*** 0.044** 0.018*

범죄피해경험 → 0.054*** - 0.054*** 0.029*** - 0.029***

* p<0.1, ** p<0.05, *** p<0.01

<표 16> 여성 내 연령대에 따른 다중집단분석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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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여성 가운데에도 청년층의 경우 근

린환경에서 가지게 되는 높은 범죄두려움이 실질적으로 야간 이동에 대

한 제약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도시 및 근린 환경의 계

획과 관리에 있어서 범죄두려움이라는 심리적 요인을 고려할 때, 특히 

여성 청년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시사점이 제기된다. 

근린환경 요인과 개인 특성이 범죄두려움을 매개로 야간 이동제약에 

미치는 직·간접 효과에 있어서 여성 청년 집단에서는 ‘커뮤니티 유

대’, 소득 등 다수의 변수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다. 야간 이동에 있

어 다수의 여성 청년이 두려움과 제약을 경험하고 있는 데 반해 이에 대

한 기존의 범죄두려움 관련 이론이 가지는 설명력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에서 향후 추가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성 청년의 

야간 이동제약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들의 높은 범죄두려움 수준에 대한 

관리에 기여할 수 있는 계획 및 정책이 요구된다. 

여성 내 연령대에 따른 다중집단분석 결과, 여성 청년과 여성 중장년 

및 노년 집단 간에 근린환경이 범죄두려움을 매개로 야간의 이동을 제약

하는 관계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따라서 가설 6은 채택되었

다. 즉, 여성 집단 내부에서도 연령대에 따라 야간의 이동성과 이에 대

해 근린환경이 범죄두려움을 통해 미치는 영향의 양상이 차이를 보인다

는 것이다. 따라서 도시의 계획에 있어 여성을 균일한 집단으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여성 집단 내부에도 연령 등에 따라 성별 못지않은 차이가 

존재함을 인지하고 그 다양성을 포착하고 반영하는 일이 중요성을 가진

다는 시사점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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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제 1 절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1. 연구의 요약

현대 사회에서 자유롭게 이동하고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개인의 모

빌리티는 중요성을 가지는데, 개인의 모빌리티는 계급, 인종, 젠더 등에 

따라 불평등하게 분배되고 있다. 특히 젠더에 따른 모빌리티 제약 정도

의 차이는 야간의 도시공간 이용 및 이동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지표에서 

크게 드러난다. 도시계획 분야에서도 도시공간의 자유로운 이용과 개인

의 이동성 증진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특히 야간의 공

공공간 이용 및 이동에 있어서는 여성이 높은 제약을 경험하고 있음에

도, 이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두려움이라는 개념은 도시의 계획과 

관리에 있어 잘 다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근린환경 요인이 범죄두려움을 매개로 야간 이

동제약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탐구하였다. 분

석 결과 주관적 근린환경 인식과 객관적 근린환경 특성 모두 범죄두려움

을 매개로 야간 이동제약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범죄두려움이라는 심리적, 감정적 요인이 

근린환경과 야간의 이동성 제약의 관계를 증폭시키는 효과를 가짐을 의

미한다. 

또한 근린환경 요인이 범죄두려움을 통해 야간 이동제약에 영향을 주

는 관계에 있어 존재하는 젠더 차이와 여성 집단 내부의 차이를 다중집

단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성별에 따라, 여성 내 연령대에 

따라 근린환경 요인이 범죄두려움을 매개로 야간 이동제약에 미치는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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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의 크기나 유의성에 차이가 존재한다. 이를 통해 개인의 야간 이동제

약 및 이에 대한 범죄두려움의 효과를 측정하고 관리하고자 할 때 젠더

의 효과에 대한 이해가 중요성을 가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2.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의 자유로운 야간 이동을 

도모하는 근린환경의 계획과 관리에서 범죄두려움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동안 도시민의 삶의 질이나 도시를 평가하는 데에 있어서 범죄율과 같

은 객관적 지표에 비해 범죄두려움이라는 심리적 요인은 주요하게 고려

되지 못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범죄두려움은 근린환경과 

야간의 이동성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주요한 효과를 가진다. 따라서 누

구나 언제든지 자유롭게 도시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시를 계획하고 

관리하는 데에 있어 범죄두려움이라는 요인을 고려하는 일이 중요하다. 

범죄두려움은 범죄의 직접적 피해로만 유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내 젠

더 관계, 공적과 사적 공간을 넘나드는 개인의 직간접적 경험 등과 관련

된 복합적인 결과물이다. 기존 여성친화도시 등 여성 안전 관련 정책이 

여성의 피해 경험만을 중심으로 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던 것처럼 여성이 

안심하고 도시를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환경의 개선뿐 

아니라 여성의 안전 역량을 강화하고 도시계획 및 운영에서의 성주류화

를 위한 노력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야간의 이동성에 있어 교통시설 등 도시 기반시설뿐 아니라 근

린환경의 특성 또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개인의 이동성 문제를 다루

는 데 있어서 도시계획, 특히 교통 분야를 중심으로 시설물의 물리적 접

근성 등을 개선하고자 하는 데에 집중해 온 경향이 있다. 그러나 본 연

구의 결과에 의하면 특히 야간의 이동에 대해 개인이 느끼는 제약은 근

린환경의 특성에 의해서도 범죄두려움을 매개로 한 유의한 영향을 받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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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특히, 근린환경의 객관적 특성뿐 아니

라 이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인식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므

로, 근린 환경을 측정하고 정의하는 데 있어 주어진 도시 공간을 도시민

이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시사

점이 제기된다. 

마지막으로, 동일한 근린환경 하에서도 젠더에 따라 그 공간을 인식

하고 경험하는 바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성별에 따라, 혹은 성별 내에서도 연령대에 따라 근린환경이 

범죄두려움을 매개로 야간 이동제약에 미치는 영향의 관계에 있어 크기

나 유의성에 차이가 존재한다. 도시 및 근린 환경의 계획에 있어 성별은 

물론 여성 내부의 이질성 및 젠더를 고려한 연구 및 정책 설계가 필요하

다는 시사점이 제기된다. 특히, 청년 여성의 경우 높은 범죄두려움을 가

지면서도 기존의 범죄두려움 이론에서 중요시하는 요인들의 설명력이 낮

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므로, 이들의 야간 이동의 제약을 완화하기 위

해서는 차별적인 접근과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다수의 여

성친화도시 등을 중심으로 시행하고 있는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모니터링뿐 아니라 주관적 평가 방법 등

을 함께 추진하는 방법(최유진, 2016) 등이 동반된다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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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의의 및 한계점

1. 연구의 의의

본 연구는 기존에 도시계획에서는 잘 다루어지지 않았던 범죄두려움

이라는 심리적 요인을 활용해 개인의 이동성 및 근린환경과의 관계를 밝

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도시계획 분야에서는 도시의 인구나 생산성 

등과 같은 객관적 지표뿐 아니라 개인의 삶의 질 및 만족도와 같은 주관

적 평가 지표도 도시를 평가하고 계획하는 데에 있어 주요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에 반해 범죄두려움이라는 개념은 주로 범죄학, 경찰행정학 분

야를 중심으로만 다루어져 왔으며 도시계획 분야에서는 주요한 지표로 

활용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범죄두려움은 근린환경의 특성에 의해 영향

을 받고, 다시 도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가진다. 

본 연구는 범죄두려움이 도시계획 분야에서 중요성을 가지는 개인의 이

동성 및 자유로운 도시 공간의 이용이라는 문제에 있어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야간의 이동에 제약을 크게 받는 여성의 이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 여성 집단 내 연령대에 따른 차이도 존재한다

는 점을 확인하였다. 범죄두려움 및 이동성에 관한 다수의 연구 가운데 

개인 특성 변수의 하나로 성별을 투입한 경우는 많지만, 성별에 따라 영

향 요인의 크기 및 유의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하거나 성별 내부

에 존재하는 이질성을 파악하고자 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근린환경이 야간 이동제약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와 범죄두려

움의 매개 효과에 있어서 젠더에 따른 영향 요인의 차이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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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한계점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에서 활용한 국민생활

안전실태조사 자료는 개인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 근린 환경 및 이웃에 

대한 인식, 야간 이동에 대한 제약 등을 포함한 전국 단위의 데이터라는 

점에서 장점을 가지지만, 응답자의 거주지 혹은 활동 지역에 대한 공간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본 연구 모형에서도 개인의 거주지나 주 활동 

지역의 토지이용 특성, 유동인구 등 지역에 대한 통제가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다룬 야간 이동제약은 개인이 야간 이동의 여부나 

방식 등에 있어 느끼는 제약을 의미하는데, 개인이 체감하는 제약 정도

와 실질적 이동 행위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한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 등을 통해 범죄두려움이 초래하는 이동제약 인식이 실질적으

로 개인의 이동 행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의 과정을 밝히는 것 또

한 유의미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설문 조사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한 것이 아니

라 기존 데이터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변수의 구성 및 정의의 면밀함에 

한계가 있다. 즉, 본 연구에서 잠재변수에 대한 측정 변수로 포함된 요

인들 외에도 근린 환경 특성이나 야간 이동제약 등의 개념을 구성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존재한다. 

특히 ‘커뮤니티 유대’ 변수는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도 지적되었듯 후속

연구에서는 한국 사회의 특성 및 지역적 특성 등을 반영하여 좀 더 정밀

하게 측정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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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s of Neighborhood 

Environmental Factors on Nighttime 

Mobility Restriction

-Focusing on Mediating Effect of Fear of Crime 

and Gender Effect-

Daeun Kang

Urban and Regional Planning

Department of Environmental Planning

The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Ensuring that everyone has free and equal access to the city's 

public spaces is one of the main agendas of urban planning. Although 

physical urban spaces seem to be open to everyone, they have been 

recognized and used differently depending on one's socioeconomic 

status. In particular, perception of urban space at night shows a large 

difference in relation to fear of crime depending on one’s gender. In 

other words, although seemingly accessible to everyone, the prac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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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ibility of public spaces is accepted differently depending on 

gender. Nevertheless, fear of crime, which well-explains the different 

use and perception of urban space according to gender, was not under 

study in the field of urban planning.

Accordingly, the relationship in which neighborhood environmental 

factors influence nighttime mobility restrictions through fear of crime 

was analyzed in this study. Also, the moderating effect of gender and 

age within women was analyzed. The data used for the analysis is the 

Korean Crime Victim Survey in 2018, conducted by the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and Justice. The method of analysis is structural 

equation analysis, and multi-group analysis was performed to test the 

difference between gender and age group within wome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re is a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of fear of crime in the relationship of the 

neighborhood environment, affecting nighttime mobility restrictions. That 

is, psychological factors such as fear of crime have an amplify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eighborhood environment and 

nighttime mobility. Neighborhood environmental factors affecting 

nighttime mobility restrictions include not only objective characteristics 

such as the presence of bars and clubs, industrial areas, or lighting in 

the neighborhood, but also subjective perceptions toward physical and 

social disorder or the bond of community.

Second, gender plays an important moderating role in the 

relationship betwen the neighborhood environment and nighttime 

mobility restriction. The magnitude or significance of the effect of 

neighborhood environmental factors such as physical disorder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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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ty ties on nighttime mobility restrictions through fear of crime 

differed according to gender. In particular, young women show a higher 

level of both fear of crime and nighttime mobility restrictions than 

other groups. Also, the effect of neighborhood environmental factors 

affecting nighttime mobility restrictions through fear of crime is often 

insignificant for young women.

This study has its significance in empirically demonstrating that 

neighborhood environmental factors can limit one’s free use of urban 

space by affecting one’s fear of crime, and that there exist 

differences in this relationship according to gender or age. In order to 

promote free mobility and use of urban spaces, not only objective 

indicators such as crime rate but also psychological factors such as 

fear of crime should be considered in urban planning.

In addition, differences in perception of urban space according to 

gender should be considered in planning and managing urban and 

neighborhood environments. The effect of the neighborhood 

environment on one’s mobility can be different even under the same 

objective situation, depending on gender or age group within women. In 

particular, the result of this study suggests that there exist differences 

according to age within women, which implies that the distinctiveness 

of young women, who have not traditionally been considered the weak,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in urban planning.

keywords : nighttime mobility restriction, fear of crime, neighborhood 

effect, gender effect, structural equa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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