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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the crime against elementary school students has been rapidly increasing. Under these circumstances,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basic principles of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 for the elementary
school in urban residential area, and suggest some planning and design guidelines. Among 59 elementary schools in
Pyongchon, Bundang, and Pangyo new towns, 11 distinctive schools were selected for analysis study. School cases were
investigated comparatively from the viewpoints of visibility, securing of observers, activity support and reinforced
territoriality on the basis of theoretical crime prevention concepts. The analysis adopts various methods including
theoretical research, field study, observation, and examination of plan. Some of findings of this analysis are as follows.
Most of schools rely on the mechanical and physical devices such as CCTV, gate control, or walls, which are
considered to be quite passive measures and ineffective for the crime prevention. Other effective methods such as
offering school facilities to the public or public space sharing with surrounding residents, for the protection of crimevulnerable students by public eyes. Therefore, in order to prevent crimes effectively, it is urgently required to analyze the
environments around and in the school, and to improve physical conditions on the basis of CPTED princi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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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최근 국내 범죄율의 지속된 증가로 사회불안이 심화되
고 있다. 특히, 등하교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증가는 불안을 더욱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커다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이러한 사회 분위기는 범죄예방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증가시켰으며,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
양한 분야에서 제안되고 있다. 특히 도시설계 분야에서도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방법에 대
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배경 아래 본 연구는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의 이론
에 근거하여 사례의 물리적 특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초등학교의 환경조성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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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2010년도 한국주거학회의 추계학술발표대회에 발표한 논
문을 발전시킨 연구임.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계획된 대규모 집합주택 단지 내
초등학교 사례를 대상으로 지형, 주변시설과의 배치, 도로
의 위계 등 단지와의 물리적 관계성을 배치의 특성별로
규명하고, 통학로와 초등학교 주변 환경을 범죄로부터의
안전성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1기
신도시인 평촌, 분당, 산본1)과 2기신도시에서 범죄예방 환
경설계(CPTED)개념이 도입된 판교로 한정하였다.
연구의 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선행연구, 문
헌고찰을 통해 CPTED의 개념과 이론적 배경을 살펴본
후, 각 신도시의 초등학교 입지를 도면화 하여 배치 개념
을 분석하였다. 이후 현장조사를 일반조사와 심층조사로
나누어 등·하교시간의 학교 주변의 전반적인 환경을 문
헌고찰에서 도출된 기본원칙과 분석 요소로 각 사례를 분
석하였다. 이후 분석결과를 토대로 주거지 내 초등학교의
배치에 있어서 범죄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도
출하였다.
1) 1기 신도시들은 체계적으로 계획한 신도시로 초등학교 주변환경
의 분석은 향후 신시가지 계획에서 안전한 초등학교 배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선정하였다. 격자형 구조인 평촌과 분당은 블록
의 크기 차이로 인한 초등학교 배치방법이 달라 비교의 대상으로, 산
본은 도시의 경계가 구릉지라는 특징 때문에 연구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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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 고찰

한 범죄의 증가라는 사회적 문제에 따라 주거지 내 초등
학교 주변 환경으로 연구의 범위를 넓힌 데 의의가 있다.

1. 선행 연구

본 연구 진행에 앞서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에 관
련된 선행 연구를 살펴본 결과 범죄학 관련연구,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제도적 연구,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주거지 관
련연구로 구분할 수 있었다. 주 내용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Leading Search
Category

Researchers

Study title

Main content

Kim dong-keun
Urban crime research in
Yun young-jin
Land used
(2007)

Study of
crime rate
focusing on
Criminology
Yang jin-seok
Prevention of Urban
urban form,
-related
(2010)
Crime using CPTED
social space
research
Correlation between
and economic
Park seung-hoon
urban design factors and issue
(2010)
property crime
Kang yong-gil
(2006)

Efficient introduction
using CPTED case
analysis

Research of
introduction
method by
Pak hyun-ho
comparison
CPTED in (2009)
of domestic
institutional
and abroad
research
Baek hye-woong Crime prevention through regulatory and
legislative
(2009)
environmental design
differences
Institutional measures for
Kang seok-jin
Lee kyung-hoon activation of CPTED
research and application
(2010)
Qualitative research of
standardization of crime
prevention environmental
design on the
fundamental theory

CPTED in
housingrelated
research

Kang seok-jin
(2007)

Composition of crime
prevention environment
through activation of
neighborhood in urban
residential area

Choi jae-en
(2009)

Improvement on the
current domestic
regulation and legislation
regarding crime
prevention in residential
area

Environmental planning
Won sun-young of common residence
regarding crime
(2010)
prevention

Study of
application of
environmental
design for
crime
prevention on
residential
area

Yun young-ho, Direction of application
Cho yong-kyung of CPTED on public
rental property
(2010)

현재 국내에서 환경범죄학과 관련한 대부분의 연구는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의 기본 개념을 가지고 범죄가
발생한 환경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고, 연구의
영역이 주거단지에 국한되어 연구 범위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의 궁
극적인 목표를 범죄가 발생한 공간 분석을 통한 대안 제
시가 아닌, 전반적인 환경 분석을 통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공간을 제안하는 데 두었다. 또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 국내·외 CPTED 제도와 사례연구

1) 국외 연구
국외사례 연구 결과 미국, 영국, 호주,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등 선진국들은 도시범죄의 예방과 감축을 위한 핵심
전략의 하나로 CPTED 요소를 선택하여 구체적으로 실천
하고 있으며, 그 효과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개
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각 지역성을 반영한 다양한
시행지침뿐만 아니라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
는 법과 조례의 제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중 교육시설의 범죄예방 환경설계 지침을 보면 미국
의 경우 플로리다, 샌디에고 등에서 교육부에서 CPTED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는데 그 내용으로는 학교시설의
배치와 동선구획을 위한 보도계획, 차량노선 및 주차구
역, 구체적인 실의 배치 등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건축
물의 창문크기, 출입구표시, 안내판 등 지속적인 유지관리
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2)
그 외 영국과 싱가포르에서도 교육시설과 학교 CPTED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가이드라인은 배치와
디자인, 물리적 보안시방서로 분리되어 범죄예방 방안을
제시하고 있었으며 공통적으로 자연적 감시, 자연적 접근
통제, 영역성 강화, 유지와 관리를 범죄예방의 기본원칙으
로 삼고 있었다.3)
2) 국내 연구
우리나라의 경우 범죄예방 환경설계 적용을 일반화한
근거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중앙행정부 및 지방정
부는 2005년부터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본격적으로 연구
하면서 제도화 방안에 노력하며 일반적인 설계지침과 전
략을 판교 신도시, 세종시, 서울시, 부천지역, 혁신도시,
광교 U-city 사례에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시설과 연
관된 범죄예방 환경설계 지침은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4)
과 서울시에서 제시하고 있는데5), 주 내용은 학교 주변
도로의 유동량이나 조명시설 등에 따른 감시, 울타리나
펜스 설치에 의한 영역성 확보, 범죄공포를 줄이기 위하
여 등·하굣길 학교 주변의 공적 공간의 유지 보수의 중
요성에 관한 것이다.
3) CPTED 기본 원칙과 방안
국내의 CPTED는 아직 초기 도입단계에 머무르는 수준
으로 그 효과성을 담보할 법과 제도의 정비가 부족하다.
2) Florida department of education (2003). Florida Safe School
Design Guidelines. USA: Florida.
3)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guidebook.
Examples of CPTED strategies applicable to various developments.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schools. Singapore.
4)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2007.12).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표준화연구 - 학교·청소년 시설 환경유형의 전략과 기법.
5) 재정비촉진뉴타운사업(2008).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지침. 서울: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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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선진사례의 법과 제도, 적용 사례연구의 기본원칙
과 방안을 정리해 초등학교 배치의 범죄 안전성에 대한
구체적 분석 요소를 추출하고자 한다.
배경 이론에서 주장하고 있는 기본원칙과 국내·외의
법 제도의 기본원칙에서는 공통적으로 감시성의 확보, 영
역성의 강화, 접근 통제6)의 방법을 강조하고 있다.
감시성의 확보를 통해 거리의 눈을 증가시킴으로서 범
죄기회를 감소시키고, 영역성의 강조를 통해 공간의 영역
을 구분하여 사용자를 정의함으로서 외부인의 출입을 막
아 범죄를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접근통제의 방법으로
는 출입차단기와 같은 기계적 방법뿐만 아니라 표지판 설
치로 영역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범죄를 감소시킬 수 있
다. 그 외에 활동성증대나 장소의 유지관리를 통한 이미
지 향상과 같은 방법도 있으며 범죄예방의 기본원칙과 세
부 방안을 요약하면 <Table 2>와 같다.
Table 2. CPTED Principles and Common Measures
Goals

Surveillance

Principles

Natural
surveillance

Measures
Make clear view
Use proper lighting
Enhancement of the
Combined land use
Eliminate the blind spot
Improving isolation area
Surveillance/Eye
Lighting/Landscaping
Safe Space/Mixed land use

Territoriality

Territoriality
strengthened

Access control

Mechanical access protection
Natural access
Display area
control
Managing natural/Accessibility

E
T
C

Support Act
Activities and
space management

Maintenance

Local image and
environmental management
Design, maintenance and
management

Demarcation

Image
Clarity
enhanced

Maintenance

Location of
the image
Maintenance
-

다, 또한 학교는 주거지 내 공용공간으로 공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주거지의 범죄예방 환경설계처럼 공적공간
과 사적공간의 명확한 구분이나 외부인의 접근통제와 같
은 계획을 적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주거지의 CPTED와
차별성을 가지며 범죄예방을 실현할 수 있는 디자인 기
법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국내의 아동범죄현황과, 학교
라는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감시, 영역, 접근통제라는
분석요소를 추출하였다.
1) 감시
초등학교 주변의 범죄 안전성을 평가하는데 가장 중요
한 요소는 주변으로부터의 감시성 확보이다. 학교가 공공
공간으로 사용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영역성 강조나 접근
통제를 계획기법으로 활용하기보다는 개방된 공간으로 계
획하되 주변으로 가시성을 확보하여 범죄를 예방하는 계
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주변의 감시는 시설계획을 통
한 가시성확보뿐만 아니라 주변의 관찰자로부터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관찰자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학교주변에 배치된
외부공간이나 시설배치가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것으로
학교주변의 감시성 확보에 대한 분석 요소와 관점은 <Table
3>과 같다.
Table 3. Elements and Perspectives for Visibility Analysis
Goals

Provide accurate information,
signs/Lighting/Landscaping

Support of
Take advantage activities
Activate the
of activities
community

Area, access control, and
safety zones
Comfortable room design
Maintenance
Signs

3. 초등학교 범죄안전성 분석 요소의 추출

이 연구에서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는 범죄가 일어
나기 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환경설계로 정의하고, 학교
주변의 물리적 환경을 CPTED의 기본원칙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유형은 주거지와 다르
6) Timothy D. C. (2000).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USA: Butterworth-Heinema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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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Elements

Ensure
visibility

Surveillance

Perspectives

Visibility in and
around

Planting, fences, lighting,
Level difference due to
blocking sight

Visibility within the
school

Elevation of the school
building process/
Building entrances

Surveillance in
residential

View, Exit the
relationship between
school - impulses of the
incense, kitchen,
windows, floors

Make the
observer Surveillance in
surrounding
facilities
Monitoring of
the road
Residents outside the
Placement space utilization
activity
Facilities for
factor
overnight

Commercial,
Public service facilities
location of the entrance
Vehicles, Pedestrian
monitoring
Parks, Playgrounds
Footpaths, Trails and
parks

2) 영역
영역이란 어떤 지역을 점유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권리
를 주장할 수 있는 심리적·물리적인 경계나 범위를 말
한다. 경계는 자연적 조건이나 물리적 조건에 의해 나뉠
수 있고, 범위는 공간구성으로 나뉠 수 있다. 현대에 들
어 학교시설은 더 이상 폐쇄된 공간, 단일 공간이 아니며
학교의 영역성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적 여
건을 고려하며 범죄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추출된 분석 요소와 관점은 <Table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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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Elements and Perspectives for Territoriality Analysis
Goal

Analysis elements
Area and the
perimeter of the
school
Territoriality
strengthened

Territoriality

Space
configuration

Perspectives
Natural and physical
boundaries

Relationship with
Color, Packaging, Bollard
the street
Fencing
Planting
Lighting

Materials, Height
Type and psychological
boundaries of the area

School facilities
Spatial
configuration

School buildings
Parking lots
Playgrounds and the
transition space

3) 접근 통제
국내의 CPTED 적용 한계는 범죄예방 방법으로 기계적
방법을 많이 이용하는데 있다. 학교시설은 앞서 언급한 바
와 같이 주거지의 공용시설로 이용되기 때문에 외부인의
접근을 통제할 수 없다. 따라서 CCTV와 같은 기계적 방
법을 통해 외부인을 감시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범
죄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교시설 개방과 관
리의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학교 시설의 개방시
간, 출입구의 위치와 개수, 차량접근의 방법과 관리방안에
대한 목표로 추출된 분석요소와 관점은 <Table 5>와 같다.
Table 5. Elements and Perspectives for the Analysis of Access
Control
Goal

Analysis Elements

우 서울의 주거기능을 분담한 역할로 보았을 때 초등학
교 배치에 대한 범죄안전성을 분석해 보는 것은 앞으로
주거단지 내 초등학교 배치 계획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2기신도시 중 판교는 도시계획에서 범죄예방 환
경설계 개념이 설계기준에 적용된 곳으로 1기신도시와 함
께 분석해 보는 것은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2. 분석의 틀과 방법

평촌, 산본, 분당, 판교의 총 59개의 학교를 예비 조사
한 결과 초등학교의 배치 계획에서 고려된 요소가 다양
하여 59개의 학교를 연구의 목적에 맞게 유형화하기 어
렵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신도시에서 주거지내 입지, 학
교 주변의 주택유형과 외부 공간, 도로의 위계 등을 기준
으로 분석의 주제별로 비교 대상으로의 가치와 특징을 가
지는 대표적인 사례를 선정하여 11개 초등학교를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1) 분석의 틀
본 연구의 분석의 틀은 선진사례의 연구를 통해 얻어진
CPTED 기본원칙과 방안을 국내의 현황과 학교라는 시설
의 특성을 고려하여 얻어진 분석요소를 바탕으로 나누었
다. 그 항목으로 감시, 영역, 접근통제가 있는데 이 중 감
시의 카테고리는 분석 내용이 많고 범죄예방에서 가장 중
Table 6. Analysis Elements and Samples
Goals

Analysis elements

Perspectives

Doors opening hours Playground Hours
Facilities
openness
Access
control

Number of doors

The location and
opening doors

Vehicle access and
parking

Access control devices
and area-sensitive
Display

Means of the
Facilities
Management
Management
plan
Gatehouse
CCTV

Child protection areas
Safety facilities and
safety forum
Position, Management is
responsible

Ensure
visibility

Surveillance

Placement of
activity factor

이상으로 학교 주변의 물리적 환경 분석을 위한 감시
성 확보, 영역성 강화, 접근통제를 위한 분석요소와 관점
을 추출해 보았다.

III. 사례 분석

Make the
observer

Territoriality
strengthened

Territoriality
Space
configuration

1. 사례의 선정

자연 발생적 주거 단지 내 학교는 여러 가지 계획의도
보다 부가요소의 중요성 때문에 자생적으로 배치된 경우
가 많다. 따라서 학교시설의 배치현황 분석을 위한 조사
대상지는 계획된 도시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배치 계획에 따른 범죄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계획된 신도시로서 1기 신도시의 평촌, 산본, 분
당과 2기 신도시인 판교를 선정하였다. 1기 신도시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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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
control

Facilities
openess

Management
plan

Samples*

Nak-saeng, SongVisibility in and around hyun, San-bon,
Sin-gi, Beom-gye
Visibility within the
school

Doug-hyun, Naksaeng, Song-hyun

Surveillance in
residential

Han-sol, Sin-gi,
Doug-hyun

Surveillance in
surrounding facilities

Sin-gi, San-bon

Monitoring of the road

Baek-hyeon,
Sin-Baek-hyeon

Residents outside the
space utilization

Baek-hyeon, Naksaeng, Sin-gi, Hansol, Beom-gye

Facilities for overnight

Sin-gi, Beom-gye,
Doug-hyun

Area and the perimeter Tae-eul, Baek-hyeon,
of the school
Song-hyun
School Facilities
Spatial configuration

Nak-saeng,
Sin-Baek-hyeon,
Song-hyun

Doors opening hours

11 cases school

Number of doors

Baek-hyeon,
Sin-Baek-hyeon

Vehicle access and
parking

11 cases school

Means of the
facilities,management,
Gatehouse, CCTV

11 cases school

*The order is enumerated by analysis of contents

주거지 내 초등학교의 범죄안전성 분석과 계획방안

요한 요소로써 가시성, 관찰자 확보, 활동 인자 배치로 세
분하였다. 분석의 관점인 세 개의 카테고리에 대응하는 가
장 대표적인 사례 11개의 초등학교는 <Table 6>과 같다.
2) 분석 방법
분석 방법으로는 기초조사와 현장조사, 이용행태의 파
악을 위한 관찰과 면담을 병행하였다. 먼저 도면자료와
문헌자료 등 기초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범죄예방 환경설
계에 대해 파악한 후 초등학교 주변의 환경 분석을 위한
요소를 추출하였다. 분석 요소를 토대로 도면분석 후 현
장답사를 통해 사례 학교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2010년 10월 기초조사를 위해 평촌, 산본, 분당의 초
등학교를 유형으로 구분하고, 초등학교 주변의 물리적 환
경을 상대적으로 비교해봄으로써 범죄안전성에 대해 평가
해보았다. 이것을 토대로 지역별로 2011년 3월 8일(화) 평
촌과 산본, 3월 9일(수) 판교, 3월 12일(토) 분당의 초등
학교 사례를 현장 답사 하였다. 이후 4월 10일(일) 평촌
과 분당을 2차 현장 답사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였으
며, 5월 11일(수) 판교의 초등학교 3곳을 방문하여 선생
님들과의 면담을 진행하였다.
3. 주거지내 초등학교의 범죄안전성 분석

1) 가시성
자연적 감시의 확보를 위해서는 주변의 시설, 활동에 의
한 감시자 확보에 앞서 우선적으로 가시성확보를 위한 시
설배치가 중요하다.
(1) 주변에서의 시야 확보
주변에서의 시야 확보는 범죄를 쉽게 노출시킬 수 있
는 환경을 만들어 자연적으로 범죄의 기회를 줄이는 범
죄예방의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다. 따라서 학교와 주변
지형과의 단 차이는 주변에서의 시야 확보에서 가장 중
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학교가 주변 지형보다 높게 배치된 경우 주변으로부터 시
야가 확보되지 않아 감시성이 약화되며, 학교가 주변보다
낮게 배치되는 경우나, 학교가 평지에 배치된 경우는 주변
으로부터 시야 확보로 감시성 확보가 용이하다<Tabl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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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Visibility of School Fence
Nak-saeng, San-bon, Sin-gi, Sin-baek-hyeon, Beom-gye, Song-hyun
Elementary School

(2) 학교 내에서의 가시성
학교 내에서의 가시성확보는 내부에서의 적극적 감시가
이루어져 범죄예방에 더욱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덕현 초등학교는 건축물이 운동장의 남쪽에 배치됨으로
써 시야 확보가 어려운 주차장이 교실으로부터의 시야확
보로 범죄예방에 효과적이다. 판교 낙생 초등학교는 행정
실, 교장실, 관리실이 정문을 바라볼 수 있는 운동장을 향
해 1층에 배치되어 있어 외부인의 출입을 쉽게 관찰 할
수 있다. 또한, 주차장이 있는 후문 쪽에는 건물의 코어
부분에서 주차장 쪽으로 가시성을 확보하고 있어 차량을
이용한 외부인의 출입역시 관찰이 용이했다. 판교의 송현
초등학교 역시 학교 건물 내에서 출입구를 감시할 수 있
도록 창문이 배치되어 있었다. 정문과 후문에서 진입한
동선은 각각의 통로 부분에서 감시되며, 중앙현관에 배치
된 행정실은 건물 내로 출입하는 외부인을 감시하여 범
죄를 예방하고 있었다<Figure 2>.

Figure 2. Visibility from Inside
Doug-hyun, Nak-saeng, Song-hyun Elementary School

Table 7. Relative School Level to Surrounding Terrain

다음으로, 주변으로부터 학교로의 시야 확보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학교의 영역과 경계를 표시하는 담장이다.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기본원칙에서는 가시성이 확보되는
담장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주변과의 단차이로 인해
옹벽이 생기지 않는 이상 학교의 담장은 모두 투시성이
있는 재료나 낮은 관목을 사용하고 있어 담장에 의해 시
야 확보가 어려운 경우는 거의 없었다<Figure 1>.

범죄예방 환경설계 요소에서 학교 내에서의 가시성 확
보는 주변에서의 시야 확보 이상으로 중요한 요소이다.
학교 내부에서의 감시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학생들을 보
호하기 위하여 더욱 적극적 감시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 내에서의 가시성 확보를 위해서는 학교의 교
문과 각 건물의 주 출입구의 위치를 고려하고, 내부공간
에 실을 배치할 때는 행정실과 같이 외부인의 출입을 통
제하는 실의 위치를 적절한 곳에 배치해야 할 것이다. 또
한, 내부에서 외부로 자연스럽게 시야가 확보될 수 있도
록 입면이 계획되어야 한다.
2) 관찰자 확보
자연적 감시의 또 다른 방법으로는 보호받을 곳 주변
제22권 제6호 (20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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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활동이나 보행자의 수를 늘려서 감시 기회를 늘리는
방안이 있다. 제인 제이콥스(J. Jacobs)는 이를 사회적 감
시(Eyes on the street) 확보7)라고 했다.
(1) 주거지에서의 감시
신도시 내 초등학교의 대부분 주거지와 연관성을 가지
며 주거지에 둘러싸여 배치되어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
주변의 주거지는 항상 감시성이 확보되는 공간이다.
주거지에서의 초등학교의 배치 유형은 초등학교의 학구
를 큰 슈퍼블록의 개념으로 보았을 때 학교는 블록의 한
면에 접해 있거나 블록의 중심에 배치된다. 가장 대표 사
례로 블록의 한 면에 접한 한솔 초등학교와 블록의 중심
에 배치된 신기 초등학교 사례를 분석해보면 한솔 초등
학교의 경우 학교의 북쪽과 남쪽의 아파트 주동에서 학
교를 관찰할 수 있다<Figure 3>.

의 확보를 분석해보면 관찰자의 생활 행태와도 관련된다.
고밀의 아파트 단지보다는 저밀의 주택단지가 이웃 간의
교류가 활발하여 외부활동의 빈도가 높아 관찰자 확보가
용이할 것이며, 소규모 블록이 배치될 경우 블록 내 사람
들의 보행경로가 다양해져 주거지 내에서의 감시영역이
다양해질 것이다.
하지만 초등학교 주변에 저밀 주거지만 배치될 경우 학
구의 영역이 넓어져 아이들 통학거리가 길어지는 단점이
있으므로 적정한 통학거리를 유지하며 초등학교 주변에
소규모 블록의 저밀 주거지를 계획해야 할 것이다.
(2) 주변시설에서의 감시
학교 주변의 근린생활시설은 공적 인물을 만들고 이러
한 공적 인물들은 가로에서 사회적 감시자의 구실을 한
다. 초등학교 주변에 배치된 시설은 단지 내 상가나 점포
주택 저층부에 조성된 상업시설, 유치원, 노인정, 커뮤니
티 센터, 주민 센터 등 대부분 주거지와 관련된 시설이
배치되어 있었다.

Figure 3. Eccentric Location in Residential Blocks
Han-sol Elementary School

신기 초등학교의 경우 블록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4
면에서 학교의 관찰이 용이했다. 특히 동쪽의 저층 주거
지는 단독주택으로 창문의 면적이 크고 학교와의 거리도
가까워 학교를 향한 감시성 확보가 용이할 것으로 판단
된다<Figure 4>.

Figure 4. Center Location in Residential Blocks
Sin-gi Elementary School

주거지에서의 관찰자 확보는 정주 감시자를 확보하는
것으로 학교의 어느 방향을 관찰하는지 중요한 기준이 된
다. 또한, 학교와 주동과의 거리도 감시 가능한 거리여야
하므로 감시 방향과 거리에 대한 연구 후 초등학교 주변
에 주동을 배치한다면 주거지에서의 관찰자 확보가 용이
할 것이다.
다음으로 초등학교 주변 주거지의 밀도에 따른 관찰자
7) Jacobs, J. (2010). Death and Life of American cities. Seoul :
Geurin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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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Surveillance from Outside Facilities
Sin-gi, San-bon Elementary School

신기 초등학교는 주변 4면에 시설이 배치되어 있어 지
속적인 관찰자를 확보하고 있다. 특히 아파트 단지 내 노
인정을 제외하고 상업시설, 주민 센터는 항상 사람들의
통행이 일어나는 곳이고, 학교의 출입구와 시설의 출입구
가 마주보고 위치하고 있어 학교로의 지속적인 감시가 이
루어지고 있다.
그에 비해 산본 초등학교는 도로건너편에 단지내 상가
가 위치하고 있지만 도로에 의해 분리되어 보행자로부터
의 관찰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주변의 커뮤니
티센터와 어린이집은 학교와의 레벨 차이 때문에 관찰자
를 통한 감시성 확보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Figure 5>.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변시설물을 이용하는 이
용자들은 학교를 감시할 수 있는 관찰자이다. 따라서 주
변시설물과 학교의 인접거리, 주 출입구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배치계획이 이루어진다면 관찰자를 통한 감시성
확보로 범죄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3) 도로에서의 감시
각 학교는 접근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최소 1면 이상 도
로와 접해있으며 학교 주변으로 보행로를 조성하는 경우
가 많다. 학교 주변 유동량이 많은 도로와 보행로는 등·
하굣길의 범죄 공포8)를 줄여주며 이 유동인구는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관찰자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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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백현초 주변의 보행전용도로는 주로 아침과 저녁
시간 학생들의 등·하굣길로 많이 이용된다. 또한, 주거
지를 관통하는 보행로로 어린이공원과 연계되어 있고, 버
스정류장으로 향하는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지만, 주변에
활동이 유발되는 시설이 없어 학교 이용시간 외에는 인
적이 드물어 우범 지대화 될 수 있다.
판교 신백현초는 3면의 도로와 1면의 보행로에 접해 있
다. 학교를 둘러싼 도로의 위계가 너무 크고, 보행로는 활
동을 유발하는 시설이 없어 도로에서의 감시가 활발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Figure 6>.

Figure 6. Roads, Footpaths and Pedestrians
Baek-hyeon, Sin-baek-hyeon Elementary School

보행전용도로의 조성은 주민의 생활환경을 편리하게 하
고 아이들의 통학거리를 줄여주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활동을 유발하는 요소 없이 통행 공간으로만 이용되는 보
행로는 관찰자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다른 여
러 시설과 인접하여 계획함으로써 관찰자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학교 주변의 도로는 위계가 적어도 초등학교의
출입구와 연계되어 있고, 도로의 유형이나 레벨 차이에
의해 학교로의 시야가 막히지 않아야 감시성 확보에 유
리하다.
3) 활동인자 배치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기본원칙에서 활용성 증대의 개념
은 거리의 눈(eyes on the street)9)에 의한 감시 효과를 높
이려는 방안으로 옥외행위를 지원할 수 있는 시설과 공
간 디자인을 통해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활발한 사용을
하게 함으로써 자연스러운 감시를 유도하는 방안을 말한
다. 이처럼 학교 주변의 활동을 유발하는 외부공간은 공
적 인물을 만들고, 이들은 학교를 자연적으로 감시하는
감시자 역할을 한다.
(1) 주민활용 외부 공간 배치
신도시의 초등학교 배치는 어린이 공원과 접해있는 경
우가 많다. 이러한 공원은 주민의 활동이 일어나는 공간
으로 학교 주변에 사회적 감시자를 만든다.
초등학교와 어린이 공원의 배치된 유형을 구분하면 학
교와 공원이 도로를 사이에 두고 인접한 경우, 보행자 전
용도로를 사이에 두고 인접한 경우, 연접 배치된 경우로
나눌 수 있다<Table 8>.
8)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2007.12).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표
준화연구 - 학교·청소년 시설 환경유형의 전략과 기법
9) Jacobs, J. (2010). op. cit. 5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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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Location of School and Park

분당 백현 초등학교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공원이 인
접한 경우로 공원으로의 접근성이 약화됐지만 공원 내 시
설물의 종류가 많고 학교의 출입구와 바로 연계되어 공
원의 활용도가 높아 관찰자 확보가 용이했다.
신기 초등학교는 보행자 전용도로를 사이에 두고 공원
이 인접한 경우로 공원으로의 접근은 용이하지만, 학교의
출입구와 연계성이 떨어져 관찰자의 감시성 확보가 미흡
하다고 판단된다.
범계 초등학교는 공원이 학교 동쪽에 연접 배치되어 있
지만 신기 초등학교와 마찬가지로 학교 출입구에서 직접
접근이 어려워 아이들의 공원 사용이 미흡해 관찰자의 감
시성 확보가 미흡했다<Table 9>.
Table 9. Relationship of School with Park

따라서 학교와 공원 사이에 보행로를 확보하여 접근로
를 제공하고 학교의 출입구와 연계되어 공원이 배치된다
면 공원의 이용률이 높아지며 관찰자 확보가 용이할 것
으로 판단된다.
(2) 야간활동 시설 배치
범죄예방 환경설계에서 조명의 사용은 야간시간 범죄예
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 적용방안으로는 보행자 도
로, 골목길, 공공장소의 접근 통로에서는 10 m 거리에서
얼굴을 식별할 수 있도록 조명을 설치해야 하며 특히 표
시물이나 출입구의 조명은 더 밝은 것을 사용해야 한다.10)
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신도시 내 초등학교의 경우 보
행로의 조성이나 어린이공원 등 외부활동이 일어날 수 있
는 공간 제공으로 야간시간에 학교운동장을 이용하지 않
아 학교 내부에 조명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후문을
폐쇄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다<Figure 7>.
따라서 학교의 이용시간이 오전과 낮 시간에 한정되어
10) 경찰청 (2005.09).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방안. 서울: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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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Closed Sub-gates
Beom-gye, Sin-gi Elementary School

있는 신도시 내 초등학교의 야간조명계획은 학교 내부보
다 주변의 보행로와 공원에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영역성 강화
영역성 강화란 어떤 지역에 대한 합법적인 권한을 가
지고 있는 사람들이 해당 지역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Park, 2009)하는 것으로, 사적 공간이 분명해질수록
사용자는 영역에 대한 통제감이 커지며, 통제가 강화될수
록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은 감소한다.
학교는 주거지 내 공공시설로서 외부인을 차단하기보다
는 이용자에 따른 공간을 구분으로 외부인 출입으로 인
한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
(1) 학교의 영역과 경계
학교 내부의 무분별한 외부인의 출입은 아이들을 범죄
에 노출시키게 된다. 현재 몇몇 학교는 담 터 운동을 진
행하여 주거지 내 녹지공간으로 활용하고, 복합화 시설을
조성하여 주거지 내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의 영역성 강화는 출입을 통제하는 기능보다
는 경계를 표시하고 가시성을 확보해주는 것이 더욱 중
요하다.
산본의 태을 초등학교는 산 밑에 자리 잡고 있어 주변
주거지와의 높이 차이가 3 m 이상이 난다. 높이 차에 의
한 주변 지역과의 단절은 학교의 영역성을 강화시킬 수
있지만, 주변에서의 자연적 감시를 어렵게 만들어 범죄에
취약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백현 초등학교와 송현 초
등학교의 수목 담장은 환경개선과 가시성 확보에 도움이
되지만,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출입구 외에서도 출입이 이
루어질 가능성이 많아 범죄안전성에 취약하다고 판단된다
<Table 10>.

학교의 영역과 경계를 나타내는 담장은 가시성 확보와
영역성 강화 측면에서 상충된 가치를 가진다. 따라서 투
시성 있는 재료의 사용으로 영역성을 강화하여 무분별한
출입을 막고, 외부로부터 가시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2) 학교시설의 공간구성
집단의 사회통제 기능은 영역의 위계가 명확하게 구분
되고 그에 따라 영역적 의식과 영역적 태도가 형성될 때
강화될 수 있다.11) 주거지 내 공공시설로서의 학교는 교
육의 기능이 우선으로 배려되어야 한다.
일반적 초등학교의 공간을 분석해보면 학교 부지 내의
영역을 운동장, 학교건물, 주차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
지만 판교 신도시의 초등학교는 학교 복합화로 인해 부
지 내 영역이 세분되어 있다<Table 11>.
Table 11. Differentiation of School Functions

낙생 초등학교는 주민들이 이용 가능한 강당의 출입구
가 따로 조성되어 있지만 특별교실 동과의 동선이 겹쳐
각 기능이 영역별로 독립되지 않았다. 따라서 주민들이
학교를 이용할 때 특별교실 동과 동선이 겹쳐 아이들의
학습영역이 방해받기 쉬울 것으로 판단된다. 신백현 초등
학교는 아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교사동과 운동장이 전이
공간을 통해 다른 기능의 시설들과 분리되어 사적 영역
의 구분이 확실했다.
Table 12. School Facilities and Access

Table 10. Perimeter of School

11) 이경훈 (2010.10). 한국적 안전도시의 개념정립 및 추진현황. LHI
Archive. 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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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 초등학교는 각 기능의 시설이 분리 배치되어 동
선과 영역을 구분하고 있지만, 전체 학교 건물이 부지 내
에서 비정형적으로 배치됨에 따라 생긴 비효율적인 공간
의 영역성이 확보되지 못했다<Table 12>.
각 기능에 따른 공간분리, 주민이 이용 가능한 건물과
교사동의 동선분리, 외부인의 출입이 가능한 전이공간설
치는 공간의 영역성을 강화시켜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
고 범죄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공간 구성에 대한 계획
이 철저히 이루어져야겠다.
5) 시설의 개방과 관리
시설의 개방과 관리는 접근통제의 관리방안으로 사람들
을 정해진 공간으로 유도하고 출입을 자연스럽게 통제하
여 범죄행위에 대한 위험 정도를 높이고, 도주로를 차단
하는 효과까지 함께 얻을 수 있다.12)
(1) 학교시설의 개방
각 학교는 시설의 무분별한 사용방지와 외부인의 출입
을 제한하기 위하여 학교개방시간을 요일별, 계절별로 구
분하여 지정하고, 학교시설의 개방범위를 운동장, 운동장
과 교실, 기타시설로 구분하여 개방하고 있다. 하지만 개
방시간이나 공간의 경우 실제 지키는 담당자없이 항상 개
방되어 실제 외부인의 출입을 막지 못한다. 따라서 외부
인 접근이 가능한 공간의 명확한 구분으로 접근통제 방
안을 제시하면 범죄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2) 출입구의 위치와 개수
출입구의 지정은 사람들을 일정한 공간으로 유도함과
동시에 허가받지 않은 사람들의 출입을 차단하여 범죄목
표물에 대한 접근을 어렵게 만들고, 출입구의 개수가 한
정되어 있을 경우 지정된 곳을 관찰할 수 있어 범죄를 미
리 예방하는데 도움을 준다.
분당의 백현 초등학교는 담터 운동을 시행한 학교로 학
교시설을 주민에게 항상 개방하고 있다. 따라서 출입구의
개수가 7개로 범죄예방의 측면에서는 목표물에 대한 접근
을 쉽게 만들어 범죄에 취약할 것으로 판단된다. 신백현
초등학교는 출입구의 개수가 정문, 후문으로 총 2개이다.
하지만 후문은 평상시에 잠겨있어 실제 사용되지 않았다
<Figur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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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구의 개수가 많으면 각각의 장소에서 접근이 쉬운
장점이 있다. 하지만 출입하는 장소가 많으면 영역성이
약화되며, 접근통제가 어려워 범죄발생률이 높아질 수 있
다. 학교시설이 공공시설이기는 하지만 사용 시간이 정해
져 있는 곳으로 접근의 용이성보다는 범죄로부터 안전성
확보가 더욱 중요하므로 적당한 출입구의 개수와 위치를
설정하여 접근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3) 차량 접근과 주차장
학교에서의 주차장은 정해진 공간으로 차량을 유도하고
외부차량의 출입을 자연스럽게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각 초등학교의 접근방법을 유형으로 나누어본 결과 동선
일체, 동선접합, 동선분리로 구분할 수 있었다<Table 13>.
Table 13. Pedestrian and Vehicle Access

보행·차량 동선 혼합은 가장 일반적인 유형으로 보행
과 차량 동선이 겹치는 부분에는 차량에 의한 안전사고
가 발생될 수 있지만, 차량을 이용한 외부인의 출입을 감
시할 수 있어 범죄예방 측면에서는 용이하며, 분당의 백
현, 평촌의 범계초등학교가 보행·차량동선의 혼합된 사
례로 관찰 모습은 다음과 같다<Figure 9>.

Figure 9. Entrance for Pedstrain and Car
Baek-hyeon, Beom-gye Elementary School

Figure 8. Location of School Gates
Baek-hyeon, Sin-baekhyeon Elementary School

12) 도시재생사업단 (2010.05). 도시생활 안전기준 개발연구 보고서.
서울: 한국토지주택공사. 89-95.

다음으로 보행·차량 동선이 접해 있지만 바닥 포장이
구분된 유형으로 판교의 낙생, 송현, 신백현 초등학교는
안전사고의 위험도 감소되며, 차량의 출입도 주변감시자
에게 노출되므로 범죄예방측면에서 가장 용이한 유형으로
판단된다<Figure 10>.
마지막으로 보행·차량이 완벽히 분리된 유형으로주차
공간으로의 감시자의 시야가 덜 확보됨으로 범죄에 취약
할 수 있다<Figure 11, 12>.
제22권 제6호 (20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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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5. Child Safety System
City

E. School

Child safety system

Beom-gye
Pyeong
chon

-

Sin-gi

Green food zone

Figure 10. Separated Entrance

Doug-hyun

Green food zone/Youth keeper

nak-saeng, Song-hyun, Sin-baek-hyeon Elementary School

Baek-hyeon

Green food zone

Han-sol

Green food zone
Smile kid keeper child safety

Bon
dang

San
bon

Figure 11. Vehicle Entrance
(San-bon E.S.)

Figure 12. Pedestrian Entrance
(San-bon E.S.)

범죄예방을 위한 동선혼합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동
선분리는 상충되는 문제이다. 따라서 두 내용을 모두 충
족하기 위해서 동선을 혼합 배치하되 바닥포장의 구분으
로 감시성 확보와 자연적 접근통제가 이루어진다면 범죄
로부터 안전성이 확보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시설의 관리 수단
각 학교가 범죄예방 수단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
은 CCTV 설치이다. 각 학교는 자체적으로 CCTV를 관리
하거나 업체를 통해 관리하고 있었으며 설치 현황은 <Table
14>와 같다. 하지만 CCTV 화면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
지 않고 단순 녹화 기능에 그치고 있어 사후 조치 수단으
로밖에 쓰이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 외 전형적인 감시방법인 사람에 의한 순찰이 있다. 대
부분의 학교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사라졌던 교문 옆 수
위실은 건물 내부 1층에 자리 잡고 있어 직접적인 외부인
의 출입을 감시하거나 막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실제 송현
초등학교는 중앙 현관에 배움터 지킴이 자리가 마련되어 있
지만, 자리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음을 확인하였다. 대부
분의 학교에 1-2명 정도의 경비가 배치되어 있지만 지속적
인 범죄율의 증가로 경비인원을 늘리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
다. 하지만 경비인원을 늘리는 대안보다는 수위실의 위치를
외부인의 출입이 이루어지는 곳에 두고, 경비의 순찰시간이
나 순찰범위에 대해 철저한 계획이 이루어진다면 예산절감
뿐만 아니라 범죄예방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 안전제도는
아이들의 등·하굣길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용되고 있다<Table 15>.

Pan
gyo

San-bon

Purification section of school env.

Soo-ri

Youth keeper

Tae-eul

Children's keepers

Nak-saeng

Green food zone

Sin Baek-hyeon

Door closed/School safety system
24 hours a day, 365 days

Song-hyun

-

Green Food Zone이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지정과 같
은 제도는 학교 주변의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이고, 청소
년 지킴이, 어린이 하굣길 지킴이 사업은 교사, 학부모,
아동안전 지킴이 등 어른들이 보호에 적극적으로 개입하
여 범죄를 예방하는 사례이다<Figure 13>.

Figure 13. Samples of Child Safety System
Nak-saeng, Doug-hyun, Tae-eul Elementary School

현재 각 학교들은 범죄예방 방안으로써 기계적인 방법
과 인적 보안관리, 안전제도 도입 등을 이용하고 있지만
CCTV의 실시간 모니터링의 부족, 경비원의 부재 등 여
러 가지 문제가 있다. 따라서 더욱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IV. 범죄로부터 안전한 초등학교의
입지와 계획방안
1. 계획원칙 제안의 전제

현재 국내에서 활용되고 있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전략
은 기계 의존적인 방법이 많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단지계
획의 원칙을 도출하여 실제 적용 가능한 배치 계획을 제

Table 14. CCTV installation in school
Pyeongchon

Bondang

Sanbon

Pangyo
S.
Song-hyun
baek-hyeon

School

Beom-gye

Sin-gi

Doug-hyun

Han-sol

Baek-hyeon

San-bon

Soo-ri

Tae-eul

Nak-saeng

CCTV
Co.

SECOM

Kpol

SECOM

City

SECOM

S\ch.

SECOM

SECOM
K-CAP

SECOM

ADT
CAPS

ADT
CAPS

#

3

1

3

-

6

-

1

3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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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 내 초등학교의 범죄안전성 분석과 계획방안

안하고자 주거지 내 학교의 입지, 학교 주변의 시설 계
획, 학교시설과 공간 계획, 건축물 계획으로 분류하여 대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기본원칙은 개념과 이론적으로는
구분할 수 있지만 이 원칙을 계획과 설계에의 적용에서
는 모순이 되거나 방법에서 상충될 가능성이 있다. 영역
성과 감시성이라는 두 원칙의 예를 들면, 학교 주변에 벽
을 세워 경계를 설정한다면 영역성은 강화되지만 주변으
로부터의 감시성은 약화된다. 반대로 경계를 없애면 주변
주거지와의 영역이 모호해져 주거지 거주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 계획 조건과 목표를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원칙을 선별 적용해야 할 것
이다. 본 논문은 분석 요소별 사례 분석에 의거한 범죄예
방 환경설계를 위한 최선의 계획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연
구의 의미를 찾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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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5. Low-rise residences near school

2. 계획방안 제안

1) 주거지 내 학교의 입지
주거지에서의 초등학교 입지는 주거지의 중심에 있도록
한다. 아이들에게 동등한 통학거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범죄 발생 시 쉽게 자신의 이웃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유리하다. 또한 초등학교 주변에 저밀주거지와 고밀
주거지를 혼합 배치하여 이웃의 감시자를 늘리며, 적정한
통학거리를 유지하고 범죄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한다<Figure
14>.

Figure 16. Community and Commercial Facilities near School
Gate

마지막으로 학교 주변에서 관찰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주
민들의 활동이 일어나는 공간을 배치한다.
3) 학교 시설과 공간 계획
학교 시설과 공간 계획은 부지의 형태를 고려해 배치
함으로써 시선이 닿지 않는 후미진 공간을 만들지 않고,
차량노선과 주차구역은 교실 및 관리지역에서 감시가 용
이한 곳에 배치한다. 또한 출입구와 운동장의 위치를 고
려하여 전이 공간을 설치하고, 외부인의 무분별한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학교 운영시간 동안 운동장의 출입은 건
물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도록 하여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
한다<Figure 17>.

Figure 14. Density Distribution Around School

2) 학교 주변의 시설 계획
학교 주변의 시설 계획에서 학교 주변을 둘러싼 주거
동은 항상 학교로의 감시가 확보되는 공간으로 학교를 향
해 배치되도록 한다. 북쪽 주거동은 후미진 주차 공간으
로, 서쪽 주거 동은 동향 배치로 학교로의 감시가 용이하
도록, 동·남쪽 주거 동은 저층으로 계획하여 운동장에
그늘이지지 않게 근접 배치시킨다<Figure 15>.
학교 주변의 커뮤니티 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은 학교 주
출입구를 향하게 배치해 아이들의 등·하굣길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한다<Figure 16>.
또한 학교 주변의 보행전용도로는 여러 시설과 인접하
여 계획하여 보행자를 확보하고, 학교의 출입구와 연계되
어 있는 도로는 위계를 작게, 지속적인 보도를 조성한다.

Figure 17. Separation of Users in Transition Space

4) 건축물 계획
건축물 계획에서는 학교 건물의 출입구 수를 최소화하
여 특정지점으로만 동선을 유도함으로써 접근 통제가 용
제22권 제6호 (20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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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도록 한다. 학교의 방문객을 통제하는 행정실의 위치
는 출입구 가까이 배치하여 범죄를 목적으로 한 외부인
이 행정실의 통제 없이 아이들이 활동하는 영역으로의 접
근하지 못하도록 한다. 또한, 건물의 적절한 입면 계획을
통해 실내에서 밖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한다.

V. 결 론
본 연구는 아동범죄의 증가라는 사회적 문제의 심각성
을 깨닫고, 안전한 초등학교 환경계획의 기초적 방안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작하였다. 분석대상은 신도시 주거지
내 일반적인 건축·도시 계획의 원칙에 의해 계획된 초
등학교로 하고, 이론과 국내·외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기
본원칙을 분석의 틀로 선정하여 각 초등학교의 배치와 공
간구성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신도시 주거지 내 초등학교의 물리적 환경을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기본 원칙을 토대로 범죄 안전성을 분석한 결
과 다음과 같이 요약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감시성 확보 측면에서 초등학교시설은 주거지 내
보행전용도로나 공원과 접해 주변으로부터 감시할 수 있
는 곳에 배치되어 있었다.
둘째, 영역성 강화 측면에서 초등학교의 부지는 주변도
로나 자연적 환경요소, 물리적 요소에 의해 경계가 설정
되며 학교의 영역을 나타내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셋째, 접근통제 방안으로써 각 초등학교는 외부인들에
게 교문의 개방시간을 공지하고 출입구를 부분적으로 폐
쇄하고 CCTV를 설치해두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은
실제로 범죄예방에 있어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
이를 근거로 계획 방향을 제안해보면 주거지 내 학교
의 입지는 주거지의 중심에 있도록 하고, 초등학교 주변
에 저밀 주거지를 배치하도록 한다. 또한 학교 주변의 시
설의 주 출입구가 학교를 향하도록 배치하여 아이들의
등·하굣길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한다.
학교 주변 보행전용도로 조성 시 여러 시설과 인접하
게 계획하여 지속적인 보행을 유발시키고, 주민들의 활동
이 일어나는 공간을 함께 배치시키면 학교를 향한 감시
성 확보에 효과적일 것이다. 학교부지 영역에서는 시선이
닿지 않는 후미진 공간을 만들지 않고, 외부인의 출입이
일어나는 곳에 감시 가능한 행정실을 배치하여 무분별한
출입을 통제한다. 또한, 학교 건물의 적절한 입면 계획은
내부에서 밖으로의 감시성 확보에 도움이 되어 범죄예방
에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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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간분석을 활용하고 사회·경제적 여건을
함께 고려한 분석 모델에 근거하지 않고 주관적으로 해
석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물리적
환경의 개선만으로는 학교와 학교 주변 안전을 확보하는
데 부족함이 있으므로 사회적·교육적 문제점 등 주변의
변수를 고려한 지속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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