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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specifically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crime by empirical analysis for the determining factors that 

affect determining the crime through the space syntax in Busan. In this study, poisson regression and negative binomial regression were 

used for accurate analysis. 8 variables that were significant of the total 13 variables. The summary if this study based on the results is 

as follow. Statistically significant variables are female ratio, over 65 population ratio, administration are and commercial area ratio in 

characteristics. And the more CCTVs a region has, the lower crime rate it shows. As a results of examing whether space syntax variables 

can predict crime occurrence places. Space with low connectivity come to be a crime causal factor because they have few other related 

spaces and thereby have low possibility of sudden appearance of interrupters, which results in low surveillance levels of foot passengers. 

It will provide the basic data that can contribute to urban planning and implementation of crime prevention asp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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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를 대상으로 범죄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특히, 공간구문론에 의한 영향을 분석한 실증적 연구이다. 정확한 분석을 위

해 본 연구에서는 가산자료 분석의 대표적 방법인 포아송 회귀분석과 음이항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5대 범죄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총 13개 변수 중 8개 변수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인구학적 특성변수에서는 여성인구비율, 65세 노인인구 비율이, 토지이용 

특성변수에서는 행정구역면적과 상업지면적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범죄대응 특성변수인 CCTV는 그 수가 증가할수록 범죄발생

은 감소한다고 나타났다. 공간구문 특성변수에서는 연결도, 국부통합도, 전체통합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 중에서 연결도는 그 

수치가 낮을수록 연결된 다른 공간이 적기 때문에 갑작스런 방해자의 출현 가능성이 낮고, 통행인에 의한 감시도가 낮아져 범죄발생 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들을 통해 본 연구는 차후 범죄예방적 측면의 도시계획 입안 및 실천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검색어 : 범죄, 공간구문론, 포아송 회귀모형, 음이항 회귀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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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사람은 누구나 안락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하지만 

도시 공간 곳곳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도시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을 이루며 양적으로 질적으로 풍요로움

을 누리게 되었지만, 그 이면 부작용으로의 하나로 나타난 안전위협, 

특히 범죄발생이 중요한 도시문제로 대두되었다. 

범죄 발생장소를 분석하면 공통적인 특징을 알 수 있다. 그 

중 하나가 물리적 환경의 특성이다. 인적이 드물고 좁은 길, 주택가

의 미로 같은 골목길 등의 공간 환경적인 특징이 범죄발생을 일으키

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범죄는 경찰에 의한 단속이나 

범죄자의 처벌, 교육 등으로는 완전히 해소시킬 수 없다. 따라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건물이나 지역·공간 등의 환경이 

가지고 있는 범죄발생 요인을 분석하고 통제하고자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범죄를 예방할 할 수 있는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범죄

현상을 정확히 분석하고, 이해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도시계획분야에서는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공간의 구조적 특징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고 범죄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국내의 연구사례는 다소 부족

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공간적·구조적 특성을 계량적이고 객관적으로 

분석해주는 기법인 공간구문론(Space Syntax)을 활용하고자 한다. 

즉, 공간구문론을 통하여 연결도, 통제도, 통합도가 각각 어떻게 

범죄발생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고려한 변수로 인구학적 변수뿐만 아니라, 토지이용 특성(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및 범죄발생의 방어기제 역할을 하는 CCTV 

설치 수를 변수로 이용하여 범죄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공간구조적 특성, 인구학적 

특성, 토지이용 특성 및 범죄대응 특성이 범죄발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차후 범죄예방적 측면의 도시계획 입안 

및 실천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동별 범죄발생 건수의 자료구득이 가능한 부산광역시 

16개 구·군 중 205개 동, 2개 읍, 3개 면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부산시 내 공간구조·범죄대응 특성과 범죄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분석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자료를 통합하여 단일 자료로 

구축하였다. 부산시 5대 범죄(살인, 강도, 강간, 폭력, 절도)발생 

건수에 대한 자료는 2013년 현재 부산시 각 경찰서에서 제공받은 

범죄 자료를 이용하였다. 각 경찰서에 구축된 범죄발생 자료는 

행정동별로 정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고, 2~4개 행정동이 포함된 

자료도 있었다. 이러한 자료는 범죄발생 건수를 행정동별 인구수에 

근거하여 산출하였다. 독립변수 중 인구학적 특성 및 토지이용 

특성, 범죄대응 특성 변수는 부산시청 홈페이지, 통계청에서 제공하

고 있는 자료를 활용하였다. 공간구문 특성은 각 행정동별 연결도, 

통제도, 통합도 값의 합 평균을 구하여 분석하였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5대 범죄건수 즉, 가산자

료 분석의 대표적 방법인 포아송 회귀모형(Poisson Regression)과 

음이항 회귀모형(Negative Binomial Regression)을 활용하여 분

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그래서 두 모형 중 더 적합한 분석모형의 

결과를 바탕으로 공간구조적 특성, 인구학적 특성, 토지이용 특성 

및 범죄대응 특성이 범죄발생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

자 한다.

2.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2.1 공간구문론

공간구문론(Space Syntax)은 Bill Hiller & Hanson julienne 

등에 의해 개발된 대표적인 정량적 공간분석기법이다. 공간구조를 

구성요소 단위 공간 간의 상호연관성에 주목하여 공간배치형태 

상의 위상학적 중심성, 접근성, 동선효율성 등의 공간속성을 분석하

는 기법이다(Hiller and Julienne, 1984). 즉, 공간 구조에 내재되어 

있는 사회적 특성을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방식으로 보여주는 분석

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공간구문론의 활용을 통해서 각 

단위 공간간의 관계 그리고 이들을 연결하는 동선들과의 연결 

관계를 파악하고, 해당 건물 공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교류의 

양상을 설명할 수 있다(Hiller, 1996).

공간 구조를 공간구문론으로 분석하는 과정은 우선, 분석 대상

의 공간 구조 경계를 설정하고, 해당 공간 구조를 단위 공간으로 

분해하여 이들 간 연결 관계를 설정한다. 최종적으로는 단위 공간 

간 연결 관계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 지표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간구문론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지표에는 연결도(Con-

nectivity), 통제도(Control), 통합도(Integration) 등이 있다.

연결도는 한 공간에서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의 수를 

의미한다. 연결도가 크다는 것은 다른 공간으로 연결된 축선이 

많아, 공간 간의 이동이 쉽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공간 활용성에 

밀접한 관계를 갖는데, 이는 연결도가 높은 공간일수록 주민의 

공간 활용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결도를 통해 공간 

활용성에 따른 범죄 발생을 알 수 있다.

통제도는 연결도를 발전시킨 개념으로 한 공간에서 인접공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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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통제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각각의 공간은 n개의 인접한 이웃

공간을 가지고 있는데, 이 때 통제정도를 1/n으로 가정하여 인접 

공간 각각의 통제도의 총합으로 계산한다. 일반적으로 1이상이면 

인접공간과 통제성이 높고, 1보다 작으면 통제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통제도가 약하다는 것은 주변으로 직접 연결되는 공간의 

수는 적은 대신, 직접 연결된 각각의 공간들과 그 주변 공간들과는 

높은 연결도를 갖는 개방적 공간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통제도를 

통해 공간의 개방성에 따른 범죄 발생을 알 수 있다.

통합도는 전체통합도(Global Integration)와 국부통합도(Local 

Integration)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각의 공간에서 전체공간에 

얼마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전체통합도는 

분석대상 공간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의 공간들까지 포함한 모든 

공간들에서의 각 공간의 통합도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전체통합

도가 1이하인 경우는 공간이 상호 분리되어 있는 분리성이 강한 

반면 1.7이상이면 통합성이 강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특정 

공간의 전체통합도가 크다는 것은 그 공간이 전체 공간구조상 

중요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통합도를 통해 도시전체의 

인지도 및 도시 공간구조상 중요성에 따른 범죄 발생을 알 수 

있다. 국부통합도는 각 공간으로부터 몇 개의 공간깊이까지만 고려

하여 통합도를 계산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해당공간을 중심으로 

3개의 공간까지만 고려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국부통합도를 

3개의 공간까지만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2.2 선행연구

도시범죄와 관련된 국내외 연구들은 초기에 방어공간에 대한 

이론적이고 규범적인 차원에서 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이후 

정책적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는 CPTED 영역으로까지 발전하였지

만, 연구방법상 이들 연구는 주로 사례연구 및 각 대상지의 특성과 

범죄발생의 연관성을 분석하는 실태분석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 

이와는 달리 보다 실증적이고 정량적인 방법으로써 공간구문론을 

활용한 연구들이 나타났는데, 초기에는 주로 통행량 예측과 관련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최근 범죄의 특성 분석을 위해 공간구문론을 적용하고자 했던 

연구자들은 도시범죄패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간구조적, 사회

학적, 인구통계학적 요인들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공간구문론

을 이용한 상당수의 연구들, 특히 재산범죄와 관련한 연구들은 

지역적 감시를 증대시키고 비거주자의 인과적인 침임의 배제를 

강화토록 하는 것을 중요한 요소로 다루었다. 이는 Newman (1973)

의 조직화되지 않은 폐쇄된 공간들에서 오히려 범죄들이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자연스러운 이동을 방해

하는 공간구성 형태를 보이는 지역에서는 공간을 점유하고 이용하

는 사람들이 충분히 존재하지 못함으로써 범죄자에게 더 많은 

범죄기회요인을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였다(Hiller, 1998; 

Shu, 1999). 이후 많은 경험적 연구들은 접근성이 높은 장소들에서 

범죄율이 낮은 경향을 보이고, 접근성이 낮은 지역들에서는 보다 

높은 범죄율을 보이고 있음을 증명해 보였다. 이는 거리의 감시자

(eyes of streets)의 개념을 처음 도입한 Jacobs와 자연스러운 이동

(natural movement)의 중요성을 주장한 Hiller의 주장을 지지해 

주는 결과이다(Jones and Fanek, 1997; Shu and Huang, 2003). 

하지만 모든 공간구문론 연구들이 이러한 결과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Nubani and Wineman, 2005; Baran et al., 2007). 이러한 

상반된 연구결과는 연구대상지역의 분석단위 차이와 연구지역에서

의 거주자들의 다른 생활양식에 따른 결과라 할 수 있다(Nubani 

and Wineman, 2005). 또한 범죄유형의 세부적인 차이 역시 연구결

과의 일관성을 저해하는 주요한 요인이라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공간구조적 특성과 범죄발생 사이의 영향관계는 단순한 차원의 

문제가 아닌 매우 복잡한 다차원적인 문제로써, 일단의 정교한 

가정을 전제로 세심한 분석과정과 주의 깊은 해석이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의 공간구조적 특성을 밝혀냄으로써 

범죄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정책대안 마련이 현실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국내의 연구사례는 부족한 실정이다.

먼저 공간구문론과 관련된 국외의 연구사례를 보면, Shu and 

Huang (2003)은 주거침입절도와 공간구문변수들과의 상관관계를 

연구하였다. Nubani and Wineman (2005)은 범죄유형별로 공간

적 분포 특성과 공간구문간의 상관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국부통합도와 연결도가 높은 공간에서 범죄율이 증가함을 보였다. 

Baran et al. (2007)은 전체통합도가 높은 공간일수록 범죄율이 

높다고 하였고, 연결도와는 토지이용패턴에 따라 정(+)의 관계와 

부(-)의 관계를 동시에 가진다고 하였다.

국내의 연구사례를 보면, Kwon (2007)는 분당신도시를 대상으

로 도시공간과 범죄와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공간구문론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통합도에 따라 강도 및 절도범죄가 달라짐을 

보여주었다. 또한 자연감시가 잘 이루어지는 공간에서 범죄발생률

이 낮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 달리, 사람들의 이동이 많은 공간에서 

범죄자의 익명성이 보장되므로 오히려 범죄발생률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그 외에도 범죄발생률과 공간구조적 특성들과

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 연구들이 있었다(Kim, 2007).

그 외에도 범죄예방을 위해 다양한 특성들을 고려한 연구들이 

있다. 인구학적 특성, 사회·경제적 특성, 공간적 특성을 도시특성요

소로 정의하여 범죄와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이다(Choeng and 

Park, 2010; Lee, 2010; Kim and Lee, 2011; Cheong, 2014).

Kim and Lee (2011)는 사회·경제적 요인이 수도권 5대 범죄 

발생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인구수, 청소년 인구수,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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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토지용도 등을 이용하였으며,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Cheong 

(2014)은 주거이동비율, 외국인비율, 인구밀도, 숙박·음식업 비율, 

단독주택 비율 등을 변수로 이용하여 범죄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공간구문론에 기반한 도시범죄 연구를 보면, 범죄발생여부와 

공간구문변수와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만을 다루고 있을 뿐, 토지이

용행태 및 기타 지표들과의 통합적 고려가 부족하였다. 특히, 국내의 

연구는 주로 공동주택단지나 단독주택지역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

어 도시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산시 전체를 대상으로 공간구문 변수뿐만 아니라, 도시특성요소

들도 고려하여 많은 연구에서 다루지 못 한 행정동별 단위로 분석하

고자 한다.

3. 추정모형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범죄건수는 음의 값을 가질 수 없는 가산 

자료이다. 이러한 가산자료를 분석할 경우에는 제곱근 변환이나 

로짓 변환을 실시해도 이분산성과 비선형이 해결되지 못하는 한계

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최소자승법(OLS)에 근거한 선형회귀모형

은 적합하지 않고, 가산자료에 적합한 분포함수를 가진 모형을 

구축, 분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는 

포아송 분포에 근거한 포아송 분석(Poisson Regression)과 음이항 

회귀분석(Negative Binomial Regression)이 있다(Allison, 1999; 

Choi, 2005).

포아송 회귀모형은 포아송 분포의 특성상 평균과 분산이 동일하

여야 한다는 제약조건이 따른다. 는 의 평균값이며,  

이다. 는 정수만을 가질 수 있지만, 는 

양수를 가질 수 있다. 가 커질수록 최빈수는 0에서 멀어지고 

분포는 점점 정규분포와 유사한 형태를 띠게 된다. 또한 포아송 

분포는 평균과 분산이 같다.1)

1) 포아송 회귀는 OLS와 달리 과대산포(overdispersion)에 의해 민감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모형의 적합도 검정(goodness-of-fit test)을 위해 

피어슨 통계량  와 우도비 통계량  을 사용한다. 적합도값 가 

5이상이고 수준수 이 고정되어 있을 때 두 통계량은 근사적으로 

카이제곱분포를 따른다(Agresti, 1996; Choi, 2005).

  만일 포아송 회귀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과대산포가 존재한다면, 

척도화피어슨 카이제곱(Scaled Pearson chi-square)값이나 척도화편

차(Scaled Deviance) 의해 수정되어야 한다. 척도화피어슨 카이제곱통

계량은 자유도에 대한 카이제곱적합도 검정비율 결과를 C라 할 때 

각 계수에 대해 카이제곱통계량을 C로 나눈 뒤 각 계수의 표준오차를 

C의 제곱근과 곱하여 구할 수 있다. 척도화편차(Scaled Deviance)도 

척도화피어슨 카이제곱통계량과 같은 방법으로 나누어 피어슨 카이제

곱통계량에 해당하는 값을 구할 수 있으며 두 통계량은 대부분의 경우 

거의 유사하지만, 준가능도(Quasi-likelihood)추정 이론은 피어슨카이

제곱통계량을 사용하라고 제안하고 있다(Stokes et al., 2000).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피어슨카이제곱통계량을 사용하고자 한다.

Pr   




       (1)

하지만 Cox (1983) 및 McCullagh and Nelder (1983) 등은 

현실 자료에서는 평균보다 분산이 크게 나타나는 문제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러한 과대산포(over dispersion)가 존재하는 자료를 

포아송 회귀모형에 적합시키면 회귀계수 추정량의 표준오차가 편

향되는(biased)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포아송 회귀분석과 더불어 가산자료 분석의 대표적 방법인 

음이항 회귀분석(Negative Binomial Regression)을 추가 활용하

여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음이항 회귀분석은 포아송 분포와 감마분포의 혼합에 의해 생성

된다. 독립변수 ⋯ 이 주어질 경우 종속변수 가 이러

한 음이항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는 회귀모형이다(McCullagh 

and Nelder, 1983; Jong and Heller, 2008).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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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는 과대산포를 나타내는 모수이며, 는 기댓값을 나타

낸다.2)

4. 분석결과

4.1 변수구성 및 기초통계

구축된 자료를 분석의 목적에 맞게 Table 1과 같이 변수를 

구성하였다. 종속변수는 부산시 행정동별 5대 범죄발생 건수이다. 

독립변수는 Nubani and Wineman (2005)과 Baran et al. (2007), 

Jeong (2010), Cheong (2014) 등의 연구를 바탕으로 크게 4가지 

특성으로 구분하였다. 이들 연구에서 유의한 변수로 나타난 유흥업

소 수, 경찰관 수, 청소년 수 등 다양한 변수들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

2) 음이항 회귀모형에서 MLE를 유도하기 위한 로그우도함수는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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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ummary of Variables and Descriptive Statistics

Classification Variables Unit measure N Mean

Dependent variables 5 Major Crime count 210 113.8

Independent variables

Characteristics of Demography 

Female Ratio % 210 0.5011

Population Density person/km
2

210 4628

Over 65 Population Ratio % 210 0.1479

Foreigner Ratio % 210 0.0127

Characteristics of Land Use

Administration Area km
2

210 3.6658

Residential Area Ratio % 210 0.1413

Commercial Area Ratio % 210 0.0243

Industrial Area Ratio % 210 0.0614

Characteristics of Crime Response Number of CCTV count 210 12.0238

Characteristics of Space Syntax

Connectivity

Total Average

210 9.5815

Control 210 1.9421

Local Integration 210 3.4285

Global Integration 210 0.6217

는 행정동 단위의 자료 구득의 어려움으로 좀 더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하지 못 하였다. 세부적으로 인구학적 특성변수는 여성인구 

비율, 인구밀도, 65세 이상 인구 비율, 외국인 비율로 구성하였고, 

토지이용 특성변수는 행정구역면적, 주거지면적비, 상업지면적비, 

공업지면적비, 범죄대응 특성변수는 CCTV 수, 마지막으로 공간구

문변수는 연결도, 통제도, 국부통합도, 전체통합도로 설정하였다.

기초통계분석 결과를 보면, 부산시 210개 읍·면·동에서 평균적

으로 113.8개의 5대 범죄가 발생하였다. 본 분석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범죄대응 특성변수와 공간구문변수를 살펴보면, CCTV 

수는 평균적으로 12개가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공간구문변수는 

부산시 전체에 대한 연결도, 통제도, 통합도를 각 읍·면·동에 속해있

는 축선도의 평균값을 계산한 것이다.

음이항 회귀분석은 각 변수들의 척도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각 변수들의 평균 비율 차이가 10배 

이하가 될 것을 권고하므로(Land et al.), 분석의 안정성을 위하여 

인구밀도는 10으로 나누고, 그 외 특성변수들은 곱해서 종속변수인 

범죄발생 건수에 맞춰서 분석하였다.

4.2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인 포아송 회귀모형과 음이항 회귀모형 

중 최적 모형을 선택하기 위해서, 모형 선호 기준통계량인 로그우도

(Log Likelihood) 및 AIC로 평가하였다. 일반적으로 로그우도값

이 크고, AIC 값이 작을수록 선호 모형으로 판단한다. 분석결과인 

Table 2를 살펴보면, 두 개의 모형 중 음이항 회귀모형이 더 적합하

게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음이항 회귀모형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5대 범죄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총 13개 변수 중 

8개 변수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먼저 인구학적 특성변수를 살펴보

면, 여성인구비율이 99% 유의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전체 인구 중 여성인구의 비율이 높을수록 범죄발생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여성은 

범죄에 취약할 것이라는 가정과 일치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전체 인구 중 65세 노인인구의 비율이 높을수록 범죄발생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은 골목길 등에서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범죄발생을 낮춰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주야간 전체 범죄발생 건수를 고려하였기에 이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결과는 노인이 사회적 

약자로써, 범죄의 피해대상이 쉽다는 점과 2014년 대검찰청 통계자

료의 결과와 같이 점차 노인들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

토지이용 특성변수에서는 행정구역면적과 상업지면적비가 각각 

95%, 99%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행정구역

면적은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행정구역면적이 증가할수록 

범죄발생이 감소한다고 볼 수 있다. 상업지면적비는 범죄발생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타용도지역보

다 유동인구 수가 많아서, 범죄가 일어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

다. 한편에서는 상업지역이 주거지역보다도 보안장비 및 접근통제

가 엄격하게 지켜짐으로써, 범죄율이 낮아진다고 볼 수도 있지만 

본 결과는 정(+)의 관계로 나타났다.

범죄대응 특성변수인 CCTV 수는 부(-)의 영향으로 CCTV 

수가 증가할수록 범죄발생은 감소함을 알 수 있다. CCTV는 부족한 

경찰 인력과 방범 장비를 보완해주는 중요한 시설로 범죄의 예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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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sults of Analysis using Poisson Regression and Negative Binomial Regression

Classification Variables
Poisson Negative Binomial

Estimate t-value Estimate t-value

Intercept -205.432** -11.03 -204.432** -9.03

Characteristics of 

Demography 

Female Ratio 34.254** 5.37 34.253** 4.64

Population Density 0.351 0.68 0.355 0.43

Over 65 Population Ratio 0.156** 5.02 0.156** 4.84

Foreigner Ratio 0.0625 0.23 0.0624 0.15

Characteristics of 

Land Use

Administration Area -0.533* 2.01 -0.572* 1.99

Residential Area Ratio 0.264 0.31 0.256 0.06

Commercial Area Ratio 0.158** 4.71 0.184** 3.54

Industrial Area Ratio -0.205 0.68 -0.214 0.28

Characteristics of 

Crime Response
Number of CCTV -4.513** 6.23 -4.535** 4.45

Characteristics of 

Space Syntax

Connectivity -1.236** -24.34 -1.223** -11.65

Control -1.862 -0.13 -1.848 -0.19

Local Integration 0.685** 5.56 0.665** 3.56

Global Integration 1.567* 1.98 1.589* 2.05

Scaled Deviance 358.564 316.845

Pearson Chi-Square 1,358.864 1,451.865

Scaled Pearson x² 386.418 389.486

Log Likelihood -135.628 -114.656

AIC 2865 2348

* P<0.05, ** P<0.01

통제에 있어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점이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통해 재확인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방범용 CCTV는 절도와 

강도 등 재산범죄에 대해서 더 큰 예방효과를 보인다고 하였다

(Whelsh and Farrington, 2009; Park and Choi, 2009).

공간구문 특성변수에서는 연결도, 국부통합도, 전체통합도가 

각각 99%, 99%, 9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

다. 연결도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연결

도가 낮은 공간은 연결된 다른 공간이 적기 때문에 갑작스런 방해자

의 출현 가능성이 낮고, 통행인에 의한 감시도가 낮아져 범죄발생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연결도가 낮은 공간은 탈출통로가 

적기 때문에 범죄를 억제시킬 수 있는 변수라고 생각될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범죄를 억제시키기 보다는 발생시키는 영향력

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범죄자가 탈출통로의 제한에 대한 

위험성 보다는 범죄발생 시 적발로 인한 검거 위험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함에 따라 연결도가 낮아질수록 범죄발생이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통제도는 범죄발생 변수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값이 부(-)로 나타났다. 이는 통제도가 낮은 공간은 주변에서 직접 

연결되는 공간의 수는 적지만, 그 연결된 공간이 다른 공간들과 

많이 연결되어 있어 개방적 공간이라는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범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통합도

는 Nubani and Wineman (2005), Baran et al. (2007) 연구 

등의 결과와 일치하게 나타났다. 범죄발생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통합도는 통행빈도와 관련성이 높다. 그래서 

통합도가 높고 통행빈도가 많은 공간은 범죄발생이 적고, 통합도가 

낮고 통행빈도가 적은 공간은 범죄발생이 증가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통행빈도가 많다는 것은 주민뿐만 아니라 외부인의 

통행빈도도 높으므로 낯선 외부인의 익명성과 장소의 영역성 상실

로 인해 범죄가 증가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전체통합도가 

높은 지역은 도시전체공간상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공간은 접근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주로 상업지

비율이 높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 앞선 분석과 연결하여 상업지면

적비가 높을수록 범죄발생이 증가한다는 것과 일맥상통한 결과라

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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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우리나라는 급격한 도시화 과정에서 범죄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최근 몇 십년 동안 범죄로 인한 주민들의 불안감이 

점차 증대되어, 도시에서의 범죄가 중요한 도시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공간적·구조적 특성을 계량적이고 객관적으로 

분석해주는 기법인 공간구문론(Space Syntax)을 활용하였다. 또한 

인구학적 변수, 토지이용 변수 및 범죄발생의 방어기제 역할을 

하는 CCTV 설치 수를 변수로 이용하여 범죄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 가산자료 분석의 대표적 방법인 포아송 

회귀분석과 음이항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음이항 회귀분석이 더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음이항 회귀분

석을 토대로 공간구조적 특성 및 범죄대응 특성이 범죄발생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였다.

5대 범죄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총 13개 변수 중 

8개 변수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여성인구비율이 정(+)의 관계로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전체 인구 중 여성인구의 비율이 높을수

록 범죄발생이 높아진다는 뜻이다. 그리고 전체 인구 중 65세 

노인인구의 비율이 높을수록 범죄발생이 증가한다고 나타났다. 

이는 노인이 사회적 약자로써, 범죄의 피해대상이 쉽다는 점과 

점차 노인들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 토지이

용 특성변수에서는 행정구역면적과 상업지면적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범죄대응 특성변수인 CCTV는 그 수가 증가할

수록 범죄발생은 감소한다고 나타났다. 공간구문 특성변수에서는 

연결도, 국부통합도, 전체통합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연결도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연결도가 

낮은 공간은 연결된 다른 공간이 적기 때문에 갑작스런 방해자의 

출현 가능성이 낮고, 통행인에 의한 감시도가 낮아져 범죄 유발요인

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통합도는 범죄발생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도는 통행빈도와 관련성이 높은데, 

통행빈도가 많다는 것은 주민뿐만 아니라 외부인의 통행빈도도 

높아지므로 낯선 외부인의 익명성과 장소의 영역성 상실로 인해 

범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간의 속성과 범죄발생과의 종합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범죄발

생의 정확한 장소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특성상 정확한 장소를 파악하는 것에는 무리가 따른다. 

그래서 향후 더욱 풍부한 사례의 적용과 정확한 범죄 자료의 사용을 

통해 더욱 일반화된 결론을 얻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분석의 

종속변수인 5대 범죄발생은 범죄 유형에 따라 즉, 절도와 살인 

유형 등에 따라 공간구문론에 따른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한계점인 범죄유형을 구분하여 다양한 외적요인

과 도시 관련 지표들을 적용한다면 더욱 좋은 연구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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