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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에서 CPTED 적용방안 및 원칙 따른 시뮬레이션
Application of CPTED Principles for School Facilities : With Simulations from Field 

Survey in Noen New-town, Daejeo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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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최근 학교폭력 등 청소년범죄의 증가에 따라 안 한 학교공간에 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학교공간의 

안 은 CCTV 등의 물리  요소, 순찰 등의 리  요소 외에 CPTED 원리 등 공간계획  요소가 함께 

용되어야 효과 으로 달성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 은 학교  주변지역의 안 을 확보하기 해서 학교시설  주변지역의 공간계획 황을 

CPTED  에서 조사하여 범죄를 방할 수 있는 공간계획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하여  

노은택지개발지구 내에 치한 7개 ‧ ‧고등학교를 상으로 CPTED의 5  원칙에 기반한 체크리스트

에 따라 장조사를 시행하 다. 장조사에서 분석된 문제 들을 CPTED의 5가지 원리에 따라 분류하고 

각각의 항목에 해 개선방안을 제시하 다. CPTED 용을 한 디자인  기본구상과 이를 용한 컴퓨

터 그래픽 시뮬 이션 사례를 제시하 다. 

학교가 범죄로부터 안 한 공간이 되기 해서는 CPTED 용을 한 기본 환경디자인 원칙과 이에 

기반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용함으로써 자연  감시, 역성의 확보 그리고 유지 리 등 CPTED 원

리에 기반을 둔 안 한 공간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 중심어 :∣셉테드∣신도시∣학교시설∣시뮬레이션∣가이드라인∣

Abstract

As to the increase of crime against children, the importance of safety in school area is more 

emphasized ever. Safety in school area can be achieved by the well-organized combination of 

physical, managemental and spatial planning factor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spatial planning direction to prevent crimes for the schools and their surroundings on the 

viewpoint of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Field survey using 

checklist drawn up with 5 major CPTED principles was conducted for 7 schools(primary, middle 

and high schools) located at Noen New-town, Daejeon Korea. Problems derived from field 

survey were categorized to 5 CPTED principles and countermeasures were suggested together 

with computer graphic simulation. CPTED design principles and guidelines for spatial planning 

can make school area safer because these can assure natural surveillance, territoriality, natural 

access control, etc.

■ keyword :∣CPTED∣New-town∣School Arear∣Simulation∣Guide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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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학교는 청소년이 부분의 시간을 보내며 인격을 형

성하는 안 한 공간이다. 그러나 최근 학교는 학교폭력 

 성폭력 등으로 인해 안 한 공간이라는 인식 보다는 

험한 공간이라는 인식이 더 커지고 있는 실이다. 

특히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건수나 비율도 증가

하고 있다. 2000년부터 2009년 사이 범죄발생장소가 

악된 범죄 가운데 학교에서 발생한 범죄는 3,238건

(0.28%)에서 6,939건(0.78%)로 증하 다[3]. 특히, 최

근에는 학교 담장허물기 사업 는 경비 감을 한 경

비인력의 축소로 학교 공간의 험성이 증가하고 있어 

학생 뿐 아니라 학부모의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정한 공간에서 범죄를 방하는 방법으로는 울타

리나 CCTV와 같은 물리  요소, 정기  순찰이나 입

장통제와 같은 리  요소 그리고 창호의 치나 조경

설계 등 공간계획  요소가 있다[10]. 학교공간은 교육

목 을 달성하기 해서 인 인 폐쇄나 감시보다는 

환경설계를 통한 자연스러운 범죄 방이 더욱 필요한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뉴타운 사업이나 행정

심복합도시 개발사업 등의 개별 사업을 심으로 학

교공간에 한 범죄 방을 한 환경설계(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가

이드라인이 제정되고 있으나, 방범창이나 CCTV 등 물

리  수단만을 공간별로 용하도록 제시하고 있어 그 

실효성이 낮은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 은 학교공간  주변지역을 심으로 

공간계획 황을 CPTED  에서 조사하여 범죄를 

방할 수 있는 공간계획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그

동안의 CPTED 련 연구가 사용자의 범죄 불안감 등

에 한 설문조사나 해외의 CPTED가이드라인을 소개

하는 것에 그쳤다. 본 연구는 도시계획측면에서 충실히 

검토되어 최근에 건설된 신도시를 상으로 CPTED원

리에 따른 용여부의 황분석과 문제  해결을 한 

디자인  기본구상 제시  CPTED 용방향, 그에 의

거한 시뮬 이션을 수행하 다. 비록 단순한 연구방식

이라 할 수 있지만 CPTED의 인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보다 안 한 학교공간  주변지역을 계

획하는데 기  연구로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단

된다.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노은택지개발지구 내에 치한 7

개 ․ ․고등학교를 상으로 CPTED의 5  원칙

인 자연  감시, 근 통제, 역성 확보, 활용성 증  

 유지 리 측면의 장조사를 시행하 다. 장조사 

결과는 2010년 12월  6일부터 17일의 2주간에 걸쳐 

시행되었으며, 7인의 조사원에 의한 체크리스트 방식으

로 정리되었다.

한, 장조사에서 분석된 문제 들을 악함과 동

시에 개선 을 모색하고 좀 더 구체 인 방향 제시를 

해 디자인  기본구상 토 아래 컴퓨터 그래픽을 이

용한 시뮬 이션을 통해 학교 공간의 CPTED 용방

향을 제시하 다.

2. 문헌고찰

2.1 학교범죄와 CPTED 연구 동향
국 으로 2009년도에 발생한 범죄발생장소가 악

된 범죄  학교 내에서 발생한 범죄는 총 6,939 건으로 

체 범죄의 0.78%를 차지하고 있다. 일반 인 인식과 

같이 아직까지 학교는 범죄로부터 상 으로 안 한 

공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학교범죄는 꾸 히 증가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3,238 건의 학교범죄가 

체 범죄의 0.28% 음을 고려하면 발생건수는 2.14배, 

비율은 2.78배가 증가한 것이다[3]. 특히, 학교 범죄는 

폭행상해와 도 등 경범죄가 주를 이루고 있기는 하지

만, 과거에 비해 공갈 박, 강간, 방화 등 강력범죄의 빈

도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CPTED 련 연구는 Newman(1972)이나 

Jeffrey(1979) 등에 의한 CPTED의 개념에서 부터 시작

하여 최근에는 Clark(1995) 등의 상황  범죄 방이론 

등으로 발 되어 왔다[19].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 Vol. 12 No. 6426

CPTED 원칙 내    용

기 본
원 리

1. 자연적 감시
(Natural Surveillance)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있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범죄의 구성요소인 피해자, 범죄인, 장소(환경을 
구성하는 요건)들 간의 상관성을 분석하여 일반인들에 의한 가시권을 최대화 시킬 수 있도록 건물이
나 시설물을 배치함

2. 자연적 접근통제
(Natural Access Control)

사람들을 도로, 보행로, 조경, 문 등을 통해 일정한 공간으로 유도함과 동시에 허가받지 않은 사람들
의 진출입을 차단하여 범죄목표물에 대한 접근을 어렵게 만들고 범죄행위의 노출을 증대시킴

3. 영역성
(Territoriality)

어떤 지역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함으로써 그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가상의 영역을 의미함

부 가
원 리

4. 활용성의 증대
(Activity Support)

공공장소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활발한 사용을 유도 및 자극함으로써 그들의 눈에 의한 자연스런 감
시를 강화하여 인근 지역의 범죄 위험을 감소시키고 주민들로 하여금 안전감을 느끼도록 함

5. 유지관리
(Maintenance and Management) 어떤 시설물이나 공공장소를 처음 설계된 대로 지속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함

표 1. CPTED의 5가지 원칙[19]

CPTED 이론 도입 이후 도시공간에서의 범죄발생  

이에 응한 설계 방안으로서 CPTED가 논의되었다. 

특히 공동주택이 속히 증가한 한국  상황을 바탕으

로 주거지를 상으로 한 공간과 범죄와의 계가 분석

되고 이에 응한 CPTED 략들이 제시되었다

[2][16][23]. 이후 CPTED 개념을 도시설계에 용하려

는 방안(류 석, 2004)이나, 법정계획인 지구단 계획

에 CPTED 기법을 용하려는 노력[18]들이 학계에서 

나타나면서 서울시 재정비 진(뉴타운)사업, 신도시 

 행정 심복합도시 건설사업 등의 개별사업에 

CPTED 가이드라인이 제정되어 용되는 결과를 가져

왔다[10]. 최근에는 CPTED 용을 하여 GIS 기법을 

용하거나[1], 신도시의 U-City 계획에 CPTED 개념

을 용[15]하는 등 첨단기술과 목시키려는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 등지에서도 학교시설의 CPTED 지침들이 1990

년 부터 개발된 데 반하여[26][28], 우리나라에서 학교

공간을 심으로 한 CPTED 연구는 어린이 상 성폭

력 등이 사회문제로 부각된 2000년  후반부터 본격

으로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수도 

매우 제한 이어서 이상원(2010)의 등학생 성폭력 방

지를 한 CPTED 략, 권지훈(2008)의 학교폭력 방

을 한 건축계획방법론, 그리고 최 모 등(2009)의 학

교 주변환경 분석과 체크리스트이 제시 등이 있을 뿐이

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 2008년부터 2010년에 

걸쳐 학교  학교 주변을 상으로 한 CPTED 용방

안에 한 규모 연구를 수행하 다[3][4][12][14]. 특

히,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는 교육계, 법조계, 경찰

계 등 다양한 분야의 동연구를 통해 학교범죄의 감

을 한 원인과 계획방향, 효과분석 등을 수행하 으나 

공간계획  요소 보다는 물리  요소에 한 해결책을 

제안함으로써 보다 근원 인 차원의 범죄 방에의 

근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2.2 학교공간의 CPTED 요소
범죄 방을 한 물리  요소, 리  요소 그리고 

공간계획  요소 가운데에서 CPTED는 공간에 한 

환경설계를 통해 주로 근통제, 감시, 활동지원 그리고 

동기강화라는 네 가지 범죄 방 원칙에 따른 환경설계

를 추구한다[19]. Newman의 방어공간 이론에 기반을 

둔 이들 원칙들은 설계원리로서 1. 자연  감시, 2. 자연

 근통제, 3. 역성의 강화, 4. 활용성의 증  그리

고 5. 유지 리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이들의 주요 내용

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박성철(2011)은 CPTED 용을 한 학교공간 우선

순 를 설정하기 하여 CPTED의 구성요소를 공간계

획  요소와 물리  요소 그리고 리  요소로 구분하

다. 공간계획  요소는 학교 외부와 내부로 구분하

으며, 물리  요소는 울타리나 조명 등의 건축재료 요

소와 CCTV 등의 기계  요소로 구분하 다. 이와 같

은 구분은 매우 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공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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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는 한 번 설계  시공이 이루어지면 다시 수정하

기 매우 어려운 반면, 물리  요소  특히 기계  요소

들은 필요시 추가로 설치/시공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강은 (2010)은 의 3 가지 요소들에 해 기비용, 

유지 리, 장기 효과 등의 측면에서 학교 설계시 공간

계획  요소, 리  요소, 물리  요소의 순서로 용

될 필요가 있다고 하 다.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CPTED 구성요소들  공

간계획요소와 물리  요소는 설계  시공 가이드라인

으로 구체화된다. 해외의 경우 학교공간에서의 CPTED 

용은 각종 연구논문[28][29], 로리다 교육부, 국 

ACPO의 Secured by Design 등 학교 련 시설의 계획 

 설계 가이드라인[10] 그리고 실제 설계사례[26] 등 

다양하게 실 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CPTED에 해서는 용방안에 한 논의만이 있으며, 

실제 공간계획에 용하는 방안에 한 국내의 연구는 

매우 미진한 상황이다. 신도시  행정 심복합도시 

그리고 서울시 뉴타운 사업을 한 지구단 계획 차원의 

CPTED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었으나[10][13] 선언  표

에 그친 경우가 부분이어서 가이드라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련 연구도 

공간계획 보다는 경찰학  측면에서의 근[17] 이나 

학 캠퍼스를 상으로 CCTV의 운 략 등을 제시

하는 등[11] 국지  연구에 머무르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종합 인 기 연

구를 수행하여[3][4] 향후 연구  용기반을 마련하

고, 학교설계 시 공간구성방향의 제시나[8] 행정 심복

합도시 내 미래학교 계획에 U-방범 시스템이 용되는 

등[24] 장에의 용을 한 방안도 조 씩 구체화되

고 있는 과정이다.

표 2. 학교공간 CPTED의 구성요소[10]

구 분 항 목 주요 제시내용

공 간
계 획
요 소

학교
외부

․ 주변 시설물과의 연계
․ 학생 통학로

학교
내부

․ 단일 동으로 건물 설계
․ 자연적 감시를 높이기 위한 실 배치
․ 조경           ․ 운동장 배치
․ 주차장         ․ 출입구
․ 엘리베이터 위치  ․ 창호의 위치
․ 계단 하부 등 은폐공간 최소화

물리적
요  소

건축
재료
요소

․ 울타리          ․ 사인물
․ 투시형 엘리베이터
․ 창호 잠금장치 및 강화유리
․ 낙서방지용 재료 사용
․ 조명

기계적
요소

․ CCTV         ․ 비상전화기
․ 주차장 차단기
․ 출입자 인식기술(전자카드 등)
․ 협박 경고장치

관리적 요소 ․ 지역주민의 운동장 사용 통제
․ 교육           ․ 지침서 개발

2.3 선진국의 학교공간에서 CPTED 정책
재 국, 미국, 호주, 네덜란드, 독일, 일본 등에서는 

범죄통제의 실 이고 합리 인 방향 에서 특히 사

 방  범죄 통제 략 의 하나로 CPTED 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많은 세계의 도시들이 법제

인 필요성을 충족시키고자 CPTED 설계 검토과정이 

포함되는 법령, 규칙이나 조례를 입안, 용하고 있다. 

특히 유럽을 심으로 한 표 화 제도는 우리에게 시

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재 일반 으로 공용

화된 유럽표  ENV 14383 (도시계획/건축설계를 통한 

범죄  두려움 감소) CPTED 가이드라인은 국의 

SBD 제도를 기반으로 부분 유럽의 환경  공간 구조

 특성을 분석하여 반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학

교의 안 을 해 많은 심을 나타내고 있는 국은 

자세한 SBD 지침으로서 ․ ․고에 2010년 3월부터 

용하고 있다. 특이한 것은 학교 보안을 한 국가 

SBD 지침은 최소한의 수 에서 설정되었음을 표시하

고 있으며, 험 수 이 높은 범죄에 해서는 지역의 

경찰과 문가들이 학교 역의 필요성에 있어서 논의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학교에 한 가이드라인 부문은 약 80개에 세부규정

을 가지고 있다. 건물 치를 한 권고, 학교경계, 출입

구, 차량 주차와 근, 커뮤니티 액세스, 외부환경, 장

기능, 실용 인 서비스  우편배달, 옥탑부 디자인, 안

조명 등으로 크게 나 어 세부내용을 자세히 규정하

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국가 으로 CPTED 가이드라인을 규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자체가 경찰과 함께 안 ․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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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항목 내용 비고

도 면
등에 
의 한 
점검

1)출입구와 
동선의 점검

① 교문위치와 개폐
② 교사등의 출입구
③ 시간대에 따른 개방존
④ 아동의 동선
⑤ 교직원의 동선
⑥ 학교개방시 이용자의 동선
⑦ 외부 방문자의 동선

<준비물>
∙ 교사 배치도
∙ 교사 평면도
∙ 설비관계의
  자료
∙ 학교주변의
  지도

2)외부침입
자의 입구와 
침입경로의 
상정

① 상정된 침입자의 동선
② 아이들의 피난경로

∙ 피난경로와 
 방재계획 등을 
 참고

3)어른의 눈
이 있는 장소
점검

① 교직원의 소재하는 장소와 
가시영역
② 학교주변의 거주자 ․ 통행
인의 가시영역

∙ 시간대의 
  유의
∙ 가시영역
 (30m)

4)지켜야할 
것에 대한 점검

① 아이들의 소재하는 장소
② 절도의 표적이 되는 중요
한 장소
③ 방화의 표적이 되는 가현
물성 제품이 있는 장소

∙ 시간대의
  유의
∙ 초등학교 
  장소는 
  학년에 유의

표 3. 일본 학교시설의 방범점검항목 일람표

현 장
에 있
어
점검

1)출입구와 
내려다볼수 
있는 곳 등의 
점검

① 학교의 사금장치
② 담장․울타리등의 경계구조
③ 부근의 감시가능 장소
④ 어른의 눈의 소재

2)관리실로
부터 시야

① 관리실의 창문
② 관리실의 가시영역
③ 방범 CCTV의 영상범위

3)야간상황

① 야간에 있어 교사등의 출
입구
② 야간의 옥외에 있어 교직
원의 동선
③ 외부조명 위치와 조도 

∙ 4m앞의 사람
  손동작 자세 
  관별이 
  가능한가

방범
훈 련
에 의
한 점
검

1)불심자의 발견․통보 ∙ 책상 또는 
 실제의 방범 훈련

2)아이들의 피난유도

3)구조․구명 등

4)범죄대책
상의 과제추출

① 즉시 개선이 필요한 상황
② 중 장기적 점검사항
③ 위의 수단, 관리 방법등

마 쯔꾸리라는 규정 는 핸드북을 제작하여 시민에게 

공개하고 있다. 표 으로 아이치 에서는 방범모델단

지 시범인증을 통해 용성을 높이고 있다. 인증을 받기 

해서는 주택에 한 방범 지침, 도로·공원·주차장 방범 

지침, 학교시설 방범 책 매뉴얼을 수하여야 한다. 

주요내용은 신축 는 개축되는 학교에 있어서는 학

교시설의 CPTED지침에 근거하여 계획단계부터 범죄

로 부터 안 한 환경이 되도록 배려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학교에 있어서는 산문제 등으로 

개선이 어려운 경우 범죄로 부터의 안 성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 하여, 일본 문부과학성은 『학교시

설의 범죄 책에 해서』라는 지침에서 기존의 학교

시설의 안 검의 방법으로서 다음의 [표 3]과 같이 

방범정검 항목일람표를 참고로 하여 기존 학교에서 자

가 검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기도 하다.

학교에 용된 일본의 CPTED 기법은 어린이 안 방

범을 한 다양한 로그램  운 을  심으로 학교, 학

부모, 지역주민들의 자발 인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즉 지역사회차원에서 학교의 안 방어를 하고 있다는 

이  학교․학부모 차원에서 안 방어를 하고 있는 우

리와 크게 다른 이라 할 수 있다.

자료 : 일본문부과학성 학교시설의 범죄대책에 대해서 (2011)

3. 신도시 학교시설의 CPTED 현황 분석

3.1 분석대상지역과 체크리스트의 구성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규모 택지개발사업지구인 

노은 1지구 내 ․ 등학교를 상으로 학교공간의 

CPTED 요소를 악하기 해, [표 1]의 5가지 원칙에 

근간하여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CPTED 황을 분

석하 다. 분석 상지인  노은1지구는 택지개발

진법에 의하여 조성된 신도시로서 1,968천㎡의 면

에 34,756명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주거지역이 체의 68.4%를 차지하고, 일반상업지역

과 자연녹지지역이 각각 16.6%  15.0%를 구성하고 

있다. 

[그림 1]과 같이 노은지구 내에는 등학교 4개소, 

학교 2개소 그리고 고등학교 2개소가 있으나, 본 연

구에서는 노은 학교를 제외한 총 7개의 학교를 상

으로 학교 황을 조사하 다. 체크리스트는 [표 1]의 

CPTED 5가지 원칙에 맞추어 [그림 2]와 같이 구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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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학교시설 CPTED 현황 체크리스트

그림 1. 노은 1지구의 토지이용계획 및 용도지역결정조서

3.2 체크리스트 분석 결과
연구 상지에 치한 7개 학교시설을 상으로 2010년 

12월 6일부터 17일까지 연구진의 장조사에 의해 분

석한 결과,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자연  감시 측면에서

는 도로변 등하굣길과 조경 배치의 가시성은 비교  잘 

확보된 반면, 시설 입구에 한 명확한 표시와 리인

에 의한 감시 기능은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연  근통제 부문에서는 지리  치와 문/창문

의 견고성 그리고 공  공간 구획에 의한 근통제는 

체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시설에 한 근가

능성이 상 으로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성 측면은 특정시설에 한 펜스/담장 등의 구획

이 명확한 우리나라 설계의 특성상 모든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활용성의 측면에서는 7개 학교  

4개 학교가 방과 후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어 범

죄 방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

설의 설계과정 등에 참여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악되

었다. 마지막으로 유지 리 측면에서는 공  공간의 유

지 보수는 상 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난 반면, 시설의 사용방법  행동규칙에 한 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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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등1 등2 등3 등4 학1 고등1 고등2 수

자연적
감시

1-1 1 1 1 1 1 1 1 7
1-2 1 1 0 1 0 1 1 5
1-3 0 0 0 0 0 0 0 0
1-4 0 1 0 1 0 1 1 4

자연적
접근통제

1-1 1 1 1 1 1 1 1 7
1-2 0 1 0 0 1 1 1 4
1-3 1 1 1 1 1 1 1 7
1-4 1 0 0 1 1 1 1 5
1-5 1 0 1 1 1 1 1 6

영역성

1-1 1 1 1 1 1 1 0 6
1-2 1 1 1 1 1 1 1 7
1-3 1 1 1 1 1 1 1 7
1-4 1 1 1 1 1 1 1 7
1-5 1 0 1 1 1 1 1 6

활용성
증대

1-1 1 1 0 0 0 1 1 4
1-2 0 0 0 0 0 0 0 0

유지관리
1-1 1 1 1 1 1 1 1 7
1-2 0 0 0 0 0 0 0 0
1-3 1 1 1 1 1 0 0 5
1-4 0 0 1 1 1 0 0 3

시설별 점수 14 13 12 15 14 15 14 -

표 4. 노은지구 학교시설에 대한 체크리스트 분석결과

이를 종합하여 살펴 볼 때, 건물 입구의 안내소와 안

내인의 역할, 주민들이나 장래 이용자의 설계과정 참여, 

그리고 시설의 사용방법  행동규칙의 명확화 등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반면, 역성과 근통제 등에 해서

는 부분 잘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단된다. 조사 결

과인 [표 4]을 시설별로 살펴보면, 총 20  만   학

교와 고등학교는 부분 14~15 을 취득한 반면, 등

학교 4개소  2개소는 12 ~13 을 취득하여 상

으로 CPTED 용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육

체  성장이 미비하여 최근 성범죄의 장소로 자주 선택

되는 등학교에 한 CPTED 용이 더욱 필요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단된다.

3.3 항목별 CPTED 평가사례
① 자연적 감시
최근 학교시설에 한 CCTV 설치 의무화로 인하여 

부분의 학교에서 자연  감시보다는 CCTV를 통한 

기계  감시에 더욱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단된다. 

CCTV의 범죄 방 효과성에 한 논란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는 치안인력이 부족한 실을 고려하

여 방범 책에 우선순 로 선택되고 있다. 그러나 

CCTV는 모든 지역에 설치할 수 없으며, CCTV가 설치

되지 않은 곳은 더욱 범죄에 취약해지는 단 을 가지고 

있고, 유지 리만을 고려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CCTV

는 천편일률 인 치에 설치되는 문제 도 보이고 있

다. 특히 학교폭력이 심한 학교는 학교 CCTV설치의 

동일한 기 으로 부터 탈피하여 특성을 감안하여 

CCTV가 설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설치의 문

제 을 가지고 있다.

[그림 3]은 학교폭력 는 성범죄가 상되는 장소로

서 주동 측면에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  감

시가 어려운 지 에 CCTV 등의 방범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고교1). 반면, [그림 4]에서

는 CCTV의 설치를 안내함으로써 범죄를 사 에 방

하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3. 방범이 취약한 사각
       지대 : 고교-1

 그림 4. CCTV 설치 안내 : 
        초등-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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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연적 접근통제
녹지공간 확보 등의 이유에서 시행된 학교의 담장허

물기사업(2000년 이래 총938개교의 담장이 허물어졌고, 

그  등학교가 70.7%를 차지, 2011년도는 국 23개 

학교가 담장허물기사업을 추진했으며, 해당 23개 학교 

 5개 학교만이 안 책으로 투명 스를 설치, 교과

부 발표)으로 인해 많은 학교들에서 외부인의 침입으로 

인한 험을 호소하고 있다. [그림 5]에서와 같은 낮은 

투시형 담장을 일부 설치하 지만, 학생들에게 정서

으로도 압갑을  뿐만 아니라 범죄자의 침입을 방지

하지 못할 것으로 단된다. [그림 6]에서와 같이 낮은 

수목이지만, 경사를 이용함으로써 주변 통행자로부터

의 자연  감시도 유도하면서 침입이 어려운 상황을 만

들어 주는 것이 보다 효과 일 수 있다.

그림 5. 낮은 펜스 : 초등-1 그림 6. 수목을 이용한 
접근통제 : 고교-2

③ 영역성 
[그림 7]은 외부로 부터 침입, 손, 방화 등의 을 

감소시킬 수 있는 역성을 표시하는 수목울타리가 훼

손(고교1)됨에 따라 유지 리 문제까지 이어지는 사례

이다. [그림 8]은 학교내부가 개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의 하부를 통해서 진입하고 건물로 둘러싸여 학교

시설 내부임을 자연스럽게 인식시킴으로써, CCTV 등

에 의한 기계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역성의 확

보  유지가 가능한 사례(고등2)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7. 훼손된 수목울타리 : 
고교-1

그림 8. 건물에 의한 영역성
확보 : 고교-2

④ 활용성 증대
학교주변의 거주자들이 학교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외부인의 침입이 자유로워 범죄자가 출입할 수 있는 반

면, 감시자도 많아져서 범죄자의 범죄의도를 사 에 방

지할 수 있는 장 도 존재한다. 따라서 활용성을 증

시키기 해서는 조명 등 물리  요소의 충족 뿐 아니

라 정한 리도 필요하다. [그림 9]는 주변 주택가와 

인 하여 있고, 통로도 개방되어 있음에도 수목 뒷부분

에 조명이 불충분하여 활용성이 하되는 사례를 보여

주고 있다. 

반면, [그림 10]은 인 한 아 트 주민들에게 개방시

간을 명확히 공개함으로써 활용성을 강화시키는 노력

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9. 조명이 부족한 학교시
설 : 초등-2

그림 10. 활용성 확대를 위한 
노력 : 초등-1

⑤ 유지관리
본 연구의 조사 상지 내 학교시설들은 부분 유지

리가 잘 되고 있어 쓰 기가 방치 는 폐기물의 

치되는 등은 없었다. 다만, 공  공간에 한 사용방법

이나 행동규칙이 제시되지 않았으며, 일부 학교의 경우 

교내에 치한 벤치 주 에서 담배꽁  등이 발견되어 

유지 리가 제 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 청소년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그림 11]. 그

러나 [그림 12]의 사례에서는 로와 인 하여 완 히 

개방되어 있는 학교 입구임에도 잘 리되는 경우 범

죄의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그림 11. 관리가 미흡한 교내 
벤치 : 고교-1

그림 12. 개방되었으나 관리
된 입구 : 중등-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 Vol. 12 No. 6432

4. 학교시설 CPTED 적용방안 및 시뮬레이션

4.1 학교시설 CPTED 적용방안 
분석 상지 내에 치한 학교시설 실태조사에서 공

통 으로 나타난 은 주로 학생 보호 측면보다 학교시

설 주의 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었으며, 이에 

따라 학생 상의 범죄 방을 한 개선이 시 한 것

으로 나타났다. 신도시의 특성상 부분의 학교가 주거

지역과 10분 이내의 거리에 근 하고 있는 을 고려하

여 주변 주민들의 자연  감시성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CPTED 용방안이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에서 분석한 5 가지의 CPTED 원리

별 장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 다. 

① 자연적 감시
범죄에 한 자연  감시는 첫째, 학생, 교직원 등 학

교시설 이용주체에 의한 감시, 둘째, 주변지역 거주자 

는 통행자 등 제3자에 의한 감시 그리고 인  감시가 

부족한 장소에 한 기계  감시의 세 측면에서 근하

여야 한다. 

학교시설 이용주체의 자연  감시를 극 화하기 

해서는 교실과 운동장 등 학교 내 주요 활동공간에서 

부분의 학교 공간을 사각 없이 찰할 수 있도록 개

방 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즉 구석구석에서 가시성이 

좋게 하고 학교건물이 흩어져 있지 않고 모여 있는 형

태의 학교설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야간의 조명과 낮은 울타리 등 조경  측면 한 고

려되어야 한다. 제3자에 의한 자연  감시가 가능하기 

해서는 도시설계 측면에서 유동량이 많은 도로변을 

따라 등하굣길이 배치되고, 주변 건물이나 상가 등에서 

학교가 항상 보이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기존의 벽돌 등을 이용한 조 형태의 학교담장에

서 탈피하여 투시형 담장을 이용한 벽면 개방감 등을 

확보한 후, 부족한 사각지 나 담장 주변에 CCTV등을 

이용한 기계  감시기능을 보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으로 단된다. 특히 등학교의 투시형 담장인 경우는 

아이들의 감수성을 고려하여 디자인 으로 근되어야 

하며, 담장의 일부분에는 CCTV가 부착되어 침입자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13. 디자인된 투시형 담장 예시

② 자연적 접근통제
학교시설에 한 자연  근통제는 학교에 한 

근과 학교 내에서 후미진 공간에 한 근으로 나 어 

고찰할 수 있다. 학교시설에 한 자연  근통제를 

해서는 출입구의 제한과 리인에 의한 출입통제, 투

시는 가능하지만 월담이 어려운 담장소재의 용 등이 

고려 가능하다. 최근 학교개방 정책으로 인하여 운동장

을 개방하는 경우에는 학교 건물이나 타 시설에의 근

을 불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교 내에서 옥상, 주차장, 건물 뒤편 등 후미진 공간

으로의 근을 통제하기 해서는 견고한 잠 장치와 

통제 안내표지 등 H/W  방법과 S/W  방법을 동시

에 용하여야 효과 이다. 옥상의 경우에는 각종 범죄

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만 재난 발생시 피장소로 사

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내외부에서 일정 방향으로만 개

폐가 가능한 장치의 설치가 바람직하다. 

③ 영역성 
학교시설을 민간에 개방하는 경우에도 학교시설의 

경계에 한 명확한 표시는 주인의식을 강화하여 침입, 

손, 방화 등의 험으로부터 학교를 보호하는데 큰 

도움을 다. 이 경우에는 담장이나 수목을 이용한 경

계의 표시와 함께 방범 경고문의 부착이 효과 이다. 

역성을 표시하는 담장이나 식재의 경우, 자연  감시

가 가능하도록 과도한 집식재를 지양함으로써 타 기

능과의 상충이 일어나지 않도록 고려해야 한다.

④ 활용성 증대
활용성의 경우도 자연  감시와 같이 학교 이용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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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CPTED 적용의 디자인적 기본구상

와 제3자의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방과 후 는 휴일

에 주변지역 주민들이 학교를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

는 경우에는 자연  감시가 가능해져 학교시설이 범죄

로부터 안 한 공간이 될 수 있다. 이를 하여 각종 운

동시설이나 주민이용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근할 수 있도록 하되, 이들 시설들이 고

립되지 않은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장래의 이용자와 

인근 주민들이 학교시설의 설계 등의 결정과정에 참여

하는 경우 주인의식의 함양을 통한 활용성 증  계기가 

될 수 있다. 

⑤ 유지관리
건물, 운동장, 기타 주변 공간에 한 유지와 보수는 

추가 인 손  방화의 험을 낮출 뿐 아니라 범죄 

동기를 가진 사람들이 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약화시

키는 효과가 있다. 학생들이나 학교의 리자에 의한 

유지 리 뿐 아니라 주변지역 거주자들로 구성된 자발

 유지 리시스템의 구축은 매우 유용한 학교시설의 

CPTED 용방안이 될 수 있다.

4.2 학교시설을 위한 CPTED 적용의 디자인적 기
본구상

학교시설의 CPTED 용방안에 해 좀 더 효율성을 

제고하기 해서 디자인  수단을 담는 CPTED의 디

자인  기본구상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CPTED가

이드라인 작성의 사 작업으로서 CPTED 용을 한 

기본디자인 원칙을 [그림 14]와 같이 10가지로 설정하

다.

도시계획의 경우는 토지이용계획에서 부터 공 역

과 사 역이 명확히 구분된다, 특히 향후 도시계획시

설 설치 시에도 기본 으로 CPTED 가이드라인이 

용되어야 도시의 안 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많은 지자체들이 극 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디자

인사업에 CPTED가 용된다면, CCTV처럼 라이버

시를 침해한다는 지 을 받아온 기존 범죄 방시설의 

단 을 보완하는 한편, 디자인을 극 활용한 환경설계

를 통해 도시경 을 개선하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한 CPTED에 디자인 목은 커뮤니티의 안

을 확보함과 동시에 도시경 개선  도시의 활력을 

불러오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도시의 랜드를 한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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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학교안전을 위한 CPTED 적용 환경시스템 구상도 

높이는 가치 지향 인 요소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기 된다.  

4.3 CPTED 원칙적용 시뮬레이션 및 환경시스템 구상도 
본 연구에서는 앞서 제시된 학교시설 CPTED 용방

안을 용하여 구체화할 수 있는 시뮬 이션을 수행하

다. 첫째로 학교에 한 자연  감시를 증 시키기 

한 학교내 편의시설의 시뮬 이션, 둘째로 학교주변

과의 역성  유지 리 강화를 나타내는 시뮬 이션

이다. 셋째로 자연  감시를 확보할 수 있는 학교출입

구의 시뮬 이션을 시행하 다. 시뮬 이션에서는 학

교시설 경계의 불분명함, 기 없는 개방 등의 문제  

해결로 역성의 확보를 해서는 도로 등으로 구분되

어 분명한 경계선을 인식할 수 있는 설계가 반 되었

다. 이와 같은 설계는 담장이나 식재가 아닌 경계의 표

시를 통해 역성과 가시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그림 15. 학교시설의 CPTED 적용 시뮬레이션

넷째 시뮬 이션은 교내시설  공간을 활성화 하는 

방안으로서는 휴식시설을 통한 주민들의 자연  감시

가 강화와 동시에 학교시설을 공공공간으로써 활용하

는 것이다. 요한 은 학교시설의 일정한 구역에 

해서는 근을 통제함으로써 고유의 역이 지켜질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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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종합 인 측면에서 재의 IT기술과 학교  

주변지역의 특정조건, 시설의 권고사항 하에 가장 합

한 환경시설물 디자인을 용하여 범죄 기회  범죄 

공포를 감소시키고, 자연  감시  안 을 강화하는 

체계 인 환경시스템을 도출하고자 환경시설물들이 서

로 유기 으로 연계되는 학교안 을 한 CPTED 

용 환경시스템 구상을 제작하 다[그림 16].

구상안에서는 등학생의 경우 개개인이 소지할 수 

있는 GPS 보안장치를 통해 집에서 학교까지의 동선을 

미리 장시켜 곳곳의 네트워크 CCTV의 행동 감지를 

통해 목 지 이탈 경보를 실시간 추  가능하도록 제안

하 다. 유괴 등의 범죄 발생 시 각 상황에 맞는 실시간 

범죄 상 상황 단기술을 기반으로 교내 통합안

리실로 자동 통보되고 사건 악 후 학교 주변에서 등

교를 돕는 학부모·선생님들이 소지한 단말기로 비상 호

출하여 GPS 기반의 어린이 재 치를 악하여 가까

운 인력이 어린이를 구조할 수 있다. 개방되어 외부인 

통제가 어려운 학교 교문에 얼굴인식 지능형 CCTV를 

설치하여 교내로 유입되는 학생, 선생님, 학부모 얼굴 

데이터를 인식시키고, 이를 제외한 외부인 얼굴이 감지

될 경우 교내 리통제실로 통보되어 상황을 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하 다. 한 아동 성범죄자에게 

용되는 자발 를 학교 보안장치에서 센서를 통한 인

식이 가능하도록 하여 자발 를 착용한 범죄자가 학

교주변에 근했을 때 알람 경보 는 긴  호출할 수 

있도록 하여 기 상황에서 처할 수 있다. 등‧하굣길

에는 등학생에게 낮선 사람이 근할 경우, GPS 보

안장치에 SOS 호출(짧게-보호자, 길게-경찰서)이 가

능하도록 하여 호출을 받은 사람이 스피커를 통해 어린

이 주변 음성 청취  GPS 치확인이 가능하도록 한

다. 더욱이 최근 스마트폰을 이용한 365일 24시간 감시

라는 새로운 개념의 장 모니터링이 가능해짐에 따라 

감시의 범 가 확 될 수 있다고 단된다. 

5. 결 론

최근 학교주변의 아동을 상으로 한 범죄가 속히 

증가되고 안 한 학교 만들기가 사회  쟁 으로 부각

되고 있다. 한 학교주변의 범죄증가로 인해 범죄의 

응방안으로 학교보안  제도 는 학부모가 참여하

는 자율방범  조직이 신설되어 운 되고 있기도 하다. 

학교안 을 해 방범용 CCTV증설이 이루어지고 있

으나, 학교주변 입지환경, 학교 내‧외부공간  시설내

부 등에 범죄 방을 해서 용되어야 할 체계 인 

CPTED 기 들이 정립되어 있지 못해, 물리 인 측면

에서 단순히 학교안 을 CCTV에 의존하고 있어 이 역

시 개선이 시 히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진국들이 학교  주변지역의 안

을 해 CPTED를 통해 범죄 방  커뮤니티 계획의 

핵심 사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에 착안하여, 

의 신도시인 노은1지구를 심으로 공간계획 황을 

CPTED  에서 조사하여 범죄를 방할 수 있는 

공간계획 방향을 제시하 다.

CPTED의 5가지 원칙인 자연  감시, 자연  근통

제, 역성의 강화, 활용성의 증 , 유지 리를 근간으

로 체크리스크 작성과 장조사를 통해 문제 을 악

하고, 학교시설의 CPTED 용방안을 제시하 다. 동

시에 시뮬 이션을 통해 연구결과를 명확히 하 고, 종

합 인 측면에서 범죄 기회  범죄 공포를 감소시키

고, 자연  감시  안 을 강화하는 환경시설물들이 

서로 유기 으로 연계되는 학교안 을 한 CPTED 

용 환경시스템 구상도를 제작하 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연구결과를 토 로 구체 인 

CPTED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학교  주변지역의 

공간계획은 이루어진다면, 범죄유발 공간을 최소화하

고 범죄와 범죄피해에 한 공포심을 사 에 차단하거

나 감소시켜 궁극 으로 안 한 학교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상된다. 

연구결과 조속히 증가되고 있는 학교안 문제를 확

보하기 해서는 CPTED의 원칙  역성의 강화차

원에서 학교부지의 경계를 확실히 해주는 다양한 연구

가 좀 더 필요하다고 단된다. 더욱이 ‧증등교육법 

개정(2012.01.26, 제30조의8 학생 안 책 등)에 의해 

법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학교 담장허물기사업의 재

검토가 이루어져 할 것이며, 항상 산부족에 허덕 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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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고 배움터지킴이  청원경찰배치, CCTV  

경비실 설치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여 연구의 실성

도 제고될 것이다. 향후 연구과제로서, 선진국과 같이 

CPTED가이드라인이 제정되어 도시개발사업 등에 

용시 민간에서 경제 으로 학교안 을 해 어느 정도  

지불할 수 있는지를 악하는 것으로 CPTED 용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단된다. 학교시설에서 

CPTED 용은 학교안 과 지역커뮤니티 안 을 확보

함과 동시에 도시경 개선  도시의 활력을 불러옴으

로써 도시의 경쟁력을 한층 높여  수 있는 요소로 자

리매김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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