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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환경 문제 해결, 교통 체계 개선과 함께 범죄 예방에 관한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가족과 함께하는 주거 지역의 범죄 예방에 대한 요구는 다른 어느 항목보다 더 중요한 것

으로 나타났다. 범죄 발생률은 주로 노후화 된 주거 지역에서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범죄와 물리적인 환경 요인의 관계

를 나타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고, 주변 환경에 대해 적절한 조치가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예방법이 있지만 우리 주변의 물리적인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범죄를 사

전에 차단하고 예방할 수 있다는 CPTED는 이러한 측면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CPTED의 기본 원

리는 자연감시, 접근통제, 영역성 확보의 기본 원리와 활동성 강화, 유지 관리의 부가 원리로 구성된다. 본 연구의 목적

은 도심지 내 노후화 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CPTED의 원리를 적용하여 범죄 발생률을 떨어뜨리고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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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riorated Apartment 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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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a recent survey conducted among Seoul citizens, the demand for crime prevention in addition to settlement of

environmental problem and traffic system improvement turned out to be the highest. In particular, the demand for

prevention of crimes in residential areas was higher than any other items. The crime rates are especially high in

deteriorated residential districts, which indicates the relation between crimes and physical environmental factors. In

other words, proper measures for surroundings can prevent crimes. While there may be various ways to keep the

residents from crimes safely, CPTED, a crime preventive method in a way of improving the physical surroundings is

one of the most noteworthy solutions. The principles of CPTED involves the basic principles such as Natural

Surveillance, access control, and securing of territoriality and additional principles of strengthening of Activity Support

and Maintenance & Management. This study aims to present a method to lower and prevent crime occurrences by

applying the principles of CPTED in deteriorated Apartment Housing in the middle of a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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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도심지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

안으로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수법(Crime Preven

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은 최근 들어

도시 및 환경 설계 분야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며,

뉴타운 계획1) 등에서 실제 적용하는 등 범죄 예방을

위한 대안적 기법으로 부각되고 있다. 도심지 내 범죄

는 주로 준공된 지 20년 이상되는 노후화 된 주거 지

역과 쇠락해가는 상업 지역 주변이 범죄 발생 확률이

높은 지역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

는 도심지 내에 존재하는 노후화된 공동 주거지역의

현장 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범죄 발생을 예방하기 위

하여 CPTED 기법을 도입하여 실태 조사와 합리적인

적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관련 선행 연구의 동향 및 문헌 고찰을

통하여 CPTED의 기본 개념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

로 물리적 환경 개선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도출하여

적용 방안을 항목에 따라 제시한다. 조사 대상 지역으

로 20년 이상된 노후화된 공동 주택을 선택하고 자료

분석과 현장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CPTED 체크리스

트 항목에 따른 범죄 취약 공간의 원인과 적용을 통

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2. CPTED 기법의 이론적 논의

2.1. CPTED에 관한 기존연구

초기 연구는 주로 이론적 소개가 주를 이루는데, C

PTED의 입법화와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시사점 제

시(표창원,2003), CPTED의 개념과 원리, 기본 설계와

관리 전략(경찰청,2005), CPTED의 이론 소개와 실천

사례(임창주,2006), 설문 조사와 관찰 조사를 통한 범

죄예방을 위한 설계기준 제시(강석진,2007) 등이 있다.

1)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에서 서울시 재정비촉진(뉴타

운)사업으로 범죄예방설계지침을 발표하였다.

이 후부터는 전략을 제시하는 등 보다 구체적인 연

구가 진행되고 있다. CPTED 표준화를 위한 기본 방

향 및 전략(경찰청,2007), 설문 조사를 통한 지역 주민

의 범죄 두려움에 관한 실증 연구, CPTED의 실천 전

략과 범죄 예방을 증가시킬수 있는 방안(이은혜,2008),

안전한 건축 및 도시 공간 형성을 위한 관련 법제도

와 가이드 라인 분석(박현호,2009) 등이 있다.2)

이러한 연구들은 우리가 생활하는 주변의 물리적

환경의 특성과 범죄율 간의 관계를 제시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CPTED의 효

과성을 검증하고자 하는 다각적인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외국의 선진국에서 유래된 CPTED의 구체적

인 제도화나 현실적인 도입 방안에 대한 연구는 상대

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해외에서 일정부분 성공적인

정착을 이루고 있고 국내에서도 영역을 확대해나가고

있는 CPTED는 도심지 내의 범죄 예방과 범죄 발생

율 감소에 기여할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제반 여건과

환경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를 통하여 국내 실정에 적

합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

2.2 CPTED의 개념과 기본항목

CPTED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환경 설계를 통한 범

죄 예방과 범죄율 감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으로 해석

되고 있으며, 잠재적인 범죄자들에게 범행의 시도를

망설이고 포기하게 만들어 일반 시민들이 자기들의

환경 속에서 안전감을 느낄수 있도록 인위적으로 구

조화 한 방법 전략을 의미한다.(Crowe,1991) 구체적으

로 도시 환경을 적절한 건축 설계나 도시 계획 등을

통하여 범죄를 예방할수 있는 형태로 디자인함으로써

범죄가 일어날 기회를 줄이고 도시민들이 범죄에 대

한 두려움을 덜 느끼고 안전감을 유지하도록 하여 삶

의 질을 향상시키는 종합적인 범죄 예방 전략을 의미

한다. 이러한 내용의 CPTED는 물리환경의 계획, 디

자인, 기계 및 인적경비 시스템, 시설의 활용성 등을

반영하는데3) 주로 자연 감시, 접근 통제, 영역성 확보,

활동성 강화, 유지 관리의 5가지 원리를 기본항목으로

하며 세부적인 내용은 표14)과 같다.

2) 환경설계를 통한 도시범죄 예방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

환경학회지, Vol.17,

3) 공동주택 범죄예방설계의 이론과적용, 문운당, p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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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소 내 용

자연감시
(Natural

Surveillance)

1. 가시권을 최대화시킬수 있도록 건물이나 시
설물을 배치하는것
2. 침입자가 발생했을 경우 쉽게 관찰할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주민들이 이웃과 낮선 사람들의
활동을 쉽게 구분함

접근통제
(Natural
Access
Control)

1. 사람들을 도로, 보행로, 조경, 문 등을 통하여
일정한 공간으로 유도
2. 허가받지 않은 사람들의 진출입을 차단하여
범죄목표물에 대한 접근을 어렵게 만들고 범죄
행동의 노출위험을 증가시켜 범죄를 예방함

영역성
(Territoriality)

1. 어떤 지역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사
용하거나 점유함으로써 권리를 주장할수 있는
가상의 영역
2. 실질적인 경계를 만들어 해당지역에 대한 정
당한 이용자를 구분하고 지역 주민들 간에는 공
감대를 형성하여 지역공동체를 만듬

활동성 강화
(Activity
Support)

1. 공공장소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활발한 사용
을 유도 및 자극
2. 이용자들의 눈에 의한 자연스러운 감시를 강
화하여 인근지역의 범죄위험을 감소시키고 주민
들로 하여금 안전감을 느끼도록 함

유지관리
(Maintenance

&
Management)

1. 어떤 시설물이나 공공장소를 처음 설계대로
지속적으로 이용될수 있도록 관리
2. 사용자의 일탈행동을 자제시킴으로써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

<표 1> CPTED의 기본항목

3. 분석대상 및 분석기준

3.1 대상지 선정

단지 시 설 내 용

A

세 대 수 560세대

동수/층수 15동/5층

준공연도 1985년

평면규모 47~65㎡

B

세 대 수 460세대

동수/층수 15동/5층

준공연도 1985년

평면규모 45~52㎡

C

세 대 수 624세대

동수/층수 12동/5층

준공연도 1990년

평면규모 45~52㎡

<표 2> 조사 대상지 개요

세 곳의 대상지는 공통적으로 준공된지 20년이 경

과한 5층의 저층형 집합 주택으로서 전체 동수는 12

동에서 15동이고 세대 면적은 45~65㎡ 의 소형 면적

4)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방안, 경찰청생활안전과,

p18-22

의 주거이다. 세대수는 400세대, 500세대, 600세대를

보이며 거주민의 연령 구성은 30대부터 70대까지 다

양한 계층을 보이지만 자녀와 함께하는 가구와 노령

층 가구가 다수를 이루고 있고 범죄 발생에 대한 불

안감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

3.2 현장 조사를 위한 체크리스트

선행연구와 관련자료 등을 종합하여 CPTED 측면

에서 물리적 환경을 파악할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도

출하였다. 체크리스트를 통한 조사는 단위시설이나 공

간에 대한 조사와 함께 대상지의 전반적인 현황과 분

위기를 통하여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일차적인 평가방법으로 대상지의 진

입방법과 단위주호의 형태와 부대시설의 사용빈도 및

위치, 기존 물리적 환경의 사용실태 및 관리현황을

파악하는 용도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였다. CPTED

의 요소에 따른 평가기준을 건축 계획적인 방법에서

접근하였고 5개 항목별로 22개의 소항목을 구성하여

평가기준을 선정하였다.

구분 평 가 기 준

자

연

감

시

① 주동의 채광창은 주변감시가 용이한가?

② 주동 출입현관의 조명은 적절한가?

③ 인접 주동과의 측벽 연결부 조명설치는 적절한가?

④ 주차공간에 대한 시각적 감시가 이루어지는가?

⑤ 단지 내 보행로의 자연감시는 어떠한가?

⑥ CCTV는 설치되어 있는가?

⑦ 단지 내 주출입구와 부출입구의 감시는 적절한가?

접

근

통

제

⑧ 단지 담장은 접근통제가 고려된 형태인가?

⑨ 놀이터는 외부인의 접근통제가 이루어지는가?

⑩ 단지 내 출입구의 접근통제는 적절한가?

⑪ 주동 출입현관의 시건장치는 이루어지는가?

⑫ 외벽에 노출된 배관의 접근통제 장치가 있는가?

⑬ 주차공간의 외부인 제어가 이루어지는가?

영
역
성

⑭ 각 주호의 접근표지판은 인지가 명확한가?

⑮ 단지 전체의 구분이 정확히 이루어지는가?

⑯ 상업시설과 단지내부의 경계설정이 있는가?

활
동
성

⑰ 단지 내부의 거주민 휴식공간의 활용도가 있는가?

⑱ 어린이 놀이터의 사용빈도는 어떠한가?

⑲ 부대시설의 활용도는 높은가?

유
지
관
리

⑳ 건물의 관리상태는 어떠한가?

㉑ 어린이 놀이터의 관리상태는 어떠한가?

㉒ 단지 외부공간의 조경의 관리상태는 어떠한가?

<표 3> CPTED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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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결과 및 개선방안

4.1 대상지 조사 분석

4.1.1 조사 대상지 A

조사대상지 A는 주변의 상업시설이 발달한 곳에

인접해 있어 통행량이 많으며 특히, 야간 통행량이 빈

번한 곳이다. 주변 통과교통에 대한 안전성 우려가 높

으며 야간의 취객과 외부인들의 단지 내 진입에 대한

통제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판상형 배열의 배치로 주동의 전면부에 옥외 주차

장이 설치되어 있어 시각적 감시는 효율적으로 이루

어 지고 있다. 그러나 주동 진입구의 조명이 어둡고

협소하여 주간에도 인식성이 떨어지고 자전거 보관이

입구내에 설치되어 있어 정리되지 못한 채로 방치되

어 절도의 위험성이 있다. 단지 주 출입구에만 관리

실이 있고 단지 전체의 담장은 없는 부분도 있으며

있다 하더라도 낮은 철제 소재로 되어 있거나 부분

적으로 협소한 출입구가 존재하여 주변 상업시설이나

개발지로부터의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어린이

놀이터는 단지 중앙부에 위치하여 주동과 관리실에서

시각적 감시가 가능하지만 전반적으로 노후화되어 있

고 외벽의 배관에는 별도의 방지장치가 없이 노출되

어 있다.

(그림 1) 조사대상지 A 취약부분

4.1.2 조사 대상지 B

조사대상지 B는 남북방향으로 세장한 형태의 부지

이며 남측으로 3개동이 통과도로에 의하여 분리된 형

상을 보인다. 그리고 부지의 좌측으로 도심지 소규모

하천이 있는데,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의 통행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접근에 아무런 제약이 없는 상황이다.

대지의 세장한 형상으로 측벽간의 거리가 협소하나

몇몇 주동은 서측으로 채광창이 설치되어 감시가 가

능한 상황이지만 조명이 제한적이고 단지 내 수령이

오래된 교목의 존재로 시각적 차단이 있고 주간에도

그늘에 의하여 어두운 실정이다. 주변의 상업시설이

부족하고 단지 전체가 노후화되어 있으며 부대시설도

낙후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림 2) 조사대상지 B 취약부분

4.1.3 조사 대상지 C

조사대상지 C는 도심간선도로에서 이격되어 있으

면서 막다른 진입도로를 통해서만 단지내로 진입이

가능한 장방형의 부지이다. 동측으로 산지가 형성되어

있고 주변 상업시설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최근 외벽 칠을 새로 하여 전체적으로 유지관리가

잘되어 있고 어린이 놀이터는 주변 어린이집에서 사

용하여 시설도 우수하고 감시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CCTV는 각 동마다 2개소 설치되어 있고 조명도 필

요한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 편이다. 그러나, 대지 동

측의 산지의 옹벽과 측벽부분이 지나치게 협소하고

대지의 담장이 불명확하여 접근통제가 이루어지지 않

고 있다.

(그림 3) 조사대상지 C 취약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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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조사 분석의 종합

요 소 항 목 대상지
A

대상지
B

대상지
C

자

연

감

시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⑥ ◐ ◐ ●

⑦ ○ ○ ○

접

근

통

제

⑧ ○ ○ ○

⑨ ○ ○ ◐

⑩ ○ ○ ◐

⑪ ○ ○ ○

⑫ ○ ○ ○

⑬ ○ ○ ○

영
역
성

⑭ ◐ ○ ◐

⑮ ◐ ○ ◐

⑯ ● ● ●

활
동
성

⑰ ◐ ○ ◐

⑱ ◐ ◐ ●

⑲ ● ◐ ●

유
지
관
리

⑳ ○ ○ ●

㉑ ◐ ◐ ●

㉒ ◐ ○ ◐

<표 4> CPTED 체크리스트 조사결과표

( ●적정 ◐보통 ○부족)

대상지 A는 적정 4개(18%), 보통 9개(41%), 부족 9

개(41%), 대상지 B는 적정 3개(14%), 보통 5개(23%),

부족 14개(63%), 대상지 C는 적정 8개(36%), 보통 6

개(28%), 부족 8개(36%)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공통적으로 판상형 주거이므로 주동의 채광창을 통

한 전면부의 통행공간과 주차장으로의 시각적 감시는

용이하나 측벽부분의 유보로(Promenade) 부분은 상

대적으로 감시가 곤란한 상황이다. 상업시설은 단지

외부에 있기에 영역의 구분은 대체적으로 명확하다.

어린이 놀이터와 노인정을 비롯한 부대시설은 비교적

사용빈도가 높게 나왔고 조경의 관리상태는 보통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 외벽의 노출된 배관을 통한 침입의 우려가 보

이며 연결된 외벽창호에도 제어장치가 없는 상황이다.

건축물의 관리상태는 노후화된 주거의 특성 상 낙후

된 이미지가 강하게 보이는데, 대상지 C는 최근 정비

화 사업을 통하여 전체적으로 우수하여 유지관리와

활동성과 영역성에서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단지의 접근통제 항목은 전체적으로 가장

부족하게 나타났는데, 담장은 경계를 명확히 구분짓지

못하고 관리실 부족과 주동출입 현관은 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외부인의 출입이 자유롭게 이루어지

고 있다. 대상지 A는 주변 유흥가나 미개발지에서 취

객의 접근이 우려되고 대상지 B는 서측부분의 강변

산책로 방향으로 열려있는 상황이며 대상지 C는 동측

산지로 접근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4.3 CPTED 적용을 통한 개선방안

요 소 물리환경 개선방안

자
연
감
시

공

통

▪ 주동 출입현관 및 계단실 LED 조명 설치

▪ 보행로 쪽 관목 식재로 시야 확보

▪ 주동 측벽부 조명 및 CCTV 설치

A - 놀이터 방향으로 관리실 창문 신설

B - 서측 산책로 부분에 고광도 조명 및 CCTV 확충

C - 동측 산치 방향 옹벽에 반사성 재료 마감

접
근
통
제

공

통

▪ 부분적 불투명 담장설치 및 담장높이 증가

▪ 단지 부출입구 관리실 1개소 추가설치

▪ 주동 출입현관 세대별 인식 개폐장치로 교체

▪ 저층부 채광창 부분은 방범창호 설치

▪ 노출배관에 특수덮게(바늘,가시형)설치

▪ 세대 주차 지정제 실시

A
- 관리실 확충으로 외부인 출입 감시,제한

- 담장소재 및 높이, 출입문 디자인 제고

B - 서측 산책로 방향에 부출입구 및 관리실 설치

C - 진입도로 전면부에 관리실 창문 추가 신설

영
역
성

공

통

▪ 표시판 텍스트 돋을새김 및 야광문자 설치

▪ 주동 진입구 상단 색채디자인 차별화

▪ 문주 설치하여 상징성과 입구의 전면성 강조

A - 상업시설과 구분형 경계벽 설치

B
- 서측 산책로와 구분되는 담장 설치

- 산책로와 바닥패턴의 구분 및 단의 차이 부여

C - 동측 산지쪽에 부분적인 담장 설치 후 벽화계획

활
동
성

공

통

▪ 벤치, 휴게 파골라 시설 정비

▪ 놀이터, 관리실, 부대시설 부근 관목 집중식재

A - 어린이 놀이터 인접한 휴게 파골라 설치

B - 경계지워진 상업시설 확충

C - 동측 산지측으로 야외 운동기구 및 텃밭 배치

유
지
관
리

공

통

▪ 전체 보수기간 단기,중기,장기로 구분시행

▪ 주동 사이공간 교목 식재 지양

A - 주동입구 창고화 방지(자전거 보관대 별도설치)

B
- 주동 전면 교목 정리 및 관리

- 주동 저층부는 밝은색의 마감재 사용

C - 대체로 양호하나 주기적 점검

<표 5> 대상지별 적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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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본 연구는 도심지 내 노후화된 공동주택을 대상으

로 범죄욕구 사전차단을 위하여 CPTED 원리를 적용

하여 물리환경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관련

선행연구와 선정된 대상지를 조사 분석한 결과적 내

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연감시 측면에서는 주동 채광창 부분에 비

하여 CCTV를 활용하여 측벽 부분에 대한 감시를 강

화할 필요가 상대적으로 크고 조명의 밝기에 강약을

두어 시각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접근통제 측면에서는 담장을 형성하여 물리

적, 심리적 접근의 제한을 두어야 하고 관리실을 적소

에 배치하여 외부인의 무분별한 접근 동선에 대한 사

전 감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준공 후 도시 가

스의 설치로 개구부에서 일정 거리를 이격하는 것이

어렵지만 배관을 통한 침입 방지 장치의 설치는 반드

시 재고되어야 한다.

셋째, 영역성 측면에서는 경계벽을 두어 단지 전체

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 단지 외부와 내부를 구분짓는

것이 필요하고 문주를 포함한 각종 표식의 가독성과

식별성을 주야간 구분하여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활동성 측면에서는 휴게 시설을 적소에 배치

하고 지속적인 정비를 통하여 활용성을 높여야 하고

운동시설이나 텃밭 등을 설치하여 거주민의 자발적

행위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섯째, 유지관리 측면에서는 주기적인 보수 작업

을 통하여 노후화된 이미지를 방지하는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외부 공간의 조경 식재를 입체적으로 하여

은폐공간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CPTED 원리는 개별 요소의 적용과 더불어 다층적

으로 복합적인 적용이 이루어질 때 상호 작용을 통한

상승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나기에 전체 요소의 동시

적용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단지 계획의 초기 단

계에서 구성 원리를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하고 물리

적인 환경의 세부적인 지침을 작성하여 적용하는 것

이 범죄 예방 측면에서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사실, 기존의 노후화 된 공동 주택은 거주민들의

재건축 욕구가 강하지만 건설 경기의 저하로 실현 가

능성이 불투명하기에 주민들의 합의를 통한 최소한의

공동 경비의 지출로 현재의 시설을 보수하고 보완하

여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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