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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오늘날 사회는 점점 더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고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다양한 지점에서 

점점 더 불확실한 내일을 맞이함에 따라 심리적 

불안이 증대되고 있다. 이렇게 증대되는 불안은 

개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대인

관계나 지역사회 활동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침으

로써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

나 불안은 주관적인 느낌으로, 그 수준이 개인이

나 사회의 관련 지표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지 않

다. 다시 말해 불안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 하

더라도 각 개인이 인지하는 위험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개인이 처한 사

회·심리적 맥락 속에서 이해되는 특성을 보인다. 

위험의 존재 양상에 대한 시각은 위험객관

개인의 불안은 개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나 사회활동에도 영향을 미쳐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이러한 불안은 주관적인 느낌으로, 각 개인이나 사회의 객관적인 지

표와 항상 상응하여 나타나지는 않는다. 이 글에서는 범죄 피해 불안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른 분

석을 통해 어떤 사람들이 더 불안한지, 불안에 국가 간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한

국은 전반적으로 범죄 피해 경험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범죄 피해에 대해 불안을 느끼는 사람의 비율이 상

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유럽 비교 대상 국가와 상반되게 교육 수준이 높고 연령이 낮은 계층에서 불안

을 느낄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적 자본 및 대인 신뢰도의 제고는 한국에서도 불안을 낮출 수 

있는 유의미한 요인임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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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risk objectivism)와 위험주관주의(risk 

subjectivism)로 분류할 수 있다. 위험객관주의

적 입장에서는 위험을 사망 확률 등의 계량적 형

태로 정확하게 포착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반면, 

위험주관주의적 입장에서는 개인들이 느끼는 내

적 불안이나 위험 가능성에 대한 인지는 주관적

으로 해석된다고 본다(정진성 등, 2010). 그러

나 많은 위험 인식에 대한 연구들이 주관주의적

인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심리

학자 폴 슬로빅은 위험은 우리의 마음과 문화와 

별개로 존재하여 측정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

니라 인간이 삶의 불확실성과 위험을 이해하고 

대처하기 위해 만들어 낸 것이라 설명하고 있다

(Slovic & Weber, 2002). 유럽 주요국과 한국의 

범죄 피해에 대한 위험 인식을 분석한 정해식 등

(2016)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은 불안을 유발하

는 객관적 지표가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으로 불안을 느끼는 사람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

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5년 동안 강

도나 신체적 위해 경험 여부는 1.5%로 유럽 주요

국과 비교하였을 때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유럽 

주요국 평균 17.5%), 어두울 때 집 주변을 혼자 

걸을 때의 안전감 수준은 2.8점으로 비교 대상국 

평균 3.1점보다 낮은 수준(매우 안전하지 않다 1

점~매우 안전하다 4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떤 사람들이 범죄 피해 불안

을 더 느끼는가?’, ‘범죄 피해 불안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들에 국가 간 차이가 있는가?’라는 질

문을 던지게 한다. 이에 이 글에서는 범죄 피해 

불안에 초점을 맞춰 유럽 주요 국가와의 비교를 

통해 궁금증에 대한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하였

다. 우선 유럽 주요국과의 비교를 통해 범죄 피

해에 대한 한국인의 불안 정도를 진단하고, 인구

사회학적 요인에 따라 불안을 느끼는 데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며, 영향 요인들에서 국가 간 차

이가 발견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

해 이 글에서는 유럽사회조사(ESS: European 

Social Survey) Round 8(2016)1)과 사회통합 실

태 및 국민인식 조사(2016)2)를 활용하였으며, 

분석의 일관성을 위해 분석 대상의 연령을 만 

19~75세로 제한하였다.

2. 범죄 피해에 대한 불안 비교

이 글에서 범죄 피해에 대한 불안은 “어두울 

때 집 주변을 혼자 걸을 때 당신은 얼마나 안전

하다고 느끼십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측정하

였으며, 이에 대한 응답은 ‘①매우 안전하다, ②

1) 유럽사회조사는(ESS)는 유럽 30개 이상 국가에서 2002년부터 2년 주기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신뢰, 복지 태도, 불평등 등 다양한 사

회경제적 인식을 파악해 유럽 국가 간 비교 분석과 시계열적 변화 등을 분석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Round 8은 23개국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사회경제적 인식에 대한 기본 모듈에 기후변화, 에너지 선호 등에 대한 해당 연도 주제 모듈이 포함되었다. 이 조사는 

15세 이상을 대상으로 면접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2)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인식 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통합센터에서 2014년부터 수행하고 있는 ‘사회통합정책영향평가사업’

의 일환으로 매년 이뤄지는 사회통합 관련 인식 조사의 2016년 조사에 해당한다. 이 조사는 만 19~75세 전국 성인 4000명을 대상

으로 면접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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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다, ③안전하지 않다, ④매우 안전하지 않

다’로 구성된 4점 척도이다. 유럽 주요국과 비교

한 결과, 밤길을 혼자 걷는 것이 위험하다고 인

식(안전하지 않다+매우 안전하지 않다)하는 사

람의 비율은 체코가 23.90%로 가장 높고 러시

아(23.35%), 한국(23.07%) 순으로 높게 나타나

며, 아이슬란드가 6.18%로 가장 낮다. 또 북유

럽 국가인 노르웨이(6.63%), 핀란드(6.77%), 스

위스(9.38%) 등이 낮은 편에 속한다. 그러나 이

러한 불안은 최근 5년간 본인 및 가구원이 강도

나 신체적 위해를 경험한 비율과 비교하였을 때 

경향성을 발견할 수 없는 결과이다. 즉, 직간접

적인 위해를 경험한 사람의 비율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불안을 느끼는 사람의 비율이 높게 나타

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경우 직간접적인 위해 

경험률이 1.49%로 비교 대상국 중 가장 낮으나 

밤길을 걸을 때 불안을 느끼는 사람은 23.07%

로 높은 수준인 반면, 핀란드는 위해 경험률이 

26.72%로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불안을 느끼

는 사람은 6.77%로 낮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범죄 피해 불안을 느끼는 사람의 비율 및 직간접적인 위해 경험률

(단위: %)

주:   1)  범죄 피해에 대한 불안은 “어두울 때 집 주변을 혼자 걸을 때 당신은 얼마나 안전하고 느끼십니까?”라는 질문에대해 ‘①매우 안전하다, ②안전하다, ③안전하지  

    않다, ④매우 안전하지 않다’라는 응답으로 측정하였으며, ③과 ④로 응답한 사람들을 불안을 느끼는 사람으로 리코딩하여 분석하였음. 

 2)   위해 경험률은 “귀하나 가구원 중 최근 5년 동안(2011년~현재) 강도나 신체적 위해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란 질문에 대해 ‘①예’, ‘②아니요’의 응답으로 측정

하였음.

자료: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인식 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함. 

2) ESS ERIC. (2016). European Social Survey(Round8).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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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범죄 피해 불안 정도를 점수화하여 살

펴보면, 한국은 2.18점으로 불안 정도가 가장 높

고 아이슬란드가 1.47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위 그림에 비추어 생각해 볼 때, 한국

은 불안을 느끼는 사람의 규모가 러시아와 체코

에 비해 다소 작지만 질적 측면에서 불안의 정도

가 다소 심각함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즉, 한

국은 ‘매우 안전하다’ 7.59%, ‘안전하다’ 69.35%, 

‘안전하지 않다’ 20.73%, ‘매우 안전하지 않다’ 

2.33%로 나타나는 반면 러시아는 각각 22.8%, 

54.47%, 19.55%, 3.8%로 나타나고 있다. 

3. 인구사회경제학적 요인과 범죄 피해 불안

이 글에서 불안의 지표로 살펴보고자 하는 범

죄 피해의 두려움에 대한 이론적 접근은 세 가

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범죄 피해 경험 관

점(the crime-experience perspective)은 직

간접으로 범죄에 노출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

람보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높을 것이라는 입

장이다. 둘째, 취약성 관점(the vulnerability 

perspective)은 여성이나 노인 또는 사회경제적

으로 취약한 사람 등과 같이 위협적인 상황에 처

했을 때 스스로 방어할 수 없다고 인식하는 사람

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높을 것이라는 입장이

그림 2. 범죄 피해에 대한 불안 정도

(단위: 점)

주: 1)   범죄 피해에 대한 불안 정도는 “어두울 때 집 주변을 혼자 걸을 때 당신은 얼마나 안전하다고 느끼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①매우 안전하다, ②안전하다, ③안

전하지 않다, ④매우 안전하지 않다’라는 응답을 점수화하여 나타냈음.

자료: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인식 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함. 

2) ESS ERIC. (2016). European Social Survey(Round8).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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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마지막으로 생태학적 관점(the ecological 

perspective)은 개인 수준의 특성 이외에 도시화 

정도, 거주 지역의 인구 규모, 공동체의 응집성 

등이 안전감 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입장

이다(Halle, 1996). 

위 세 가지 관점을 바탕으로 본인 또는 가구원

의 피해 경험 여부와 성별, 연령, 소득계층 및 소

득 만족도, 그리고 대인 신뢰도 및 사회적 활동 

참여 등과 범죄 피해 불안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우선 본인 및 가구원의 위해 경험은 범

죄 피해에 대한 불안에 가장 주요하게 작용하는 

요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각국의 위해 경험 여

부별 불안을 느끼는 사람의 비율을 비교해 보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위해 경험이 있는 사람이 그

렇지 않은 사람보다 불안을 느끼는 경우가 더 많

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네덜란드 제외). 그러나 

불안을 느끼는 사람의 비율이 상당히 낮은 북유

럽 국가인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스위

스, 스웨덴, 네덜란드는 강도나 신체적 위해 경험 

여부가 불안 여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p< .01)를 만들지 않는다. 

다음으로 취약성 관점에 따르면 자신에게 위

협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스스로 대처하기 어

렵다고 인식하기 쉬운 사람들에게서 범죄 피해

그림 3. 위해 경험 여부별 불안을 느끼는 사람의 비율

(단위: %)

주:   1) 범죄 피해에 대한 불안은 “어두울 때 집 주변을 혼자 걸을 때 당신은 얼마나 안전하다고 느끼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①매우 안전하다, ②안전하다, ③안전하 

    지 않다, ④매우 안전하지 않다’라는 응답으로 측정하였으며, ③과 ④로 응답한 사람들을 불안을 느끼는 사람으로 리코딩하여 분석하였음. 

2)   위해 경험률은 “귀하나 가구원 중 최근 5년 동안(2011년~현재) 강도나 신체적 위해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란 질문에 대해 ‘①예’, ‘②아니요’의 응답으로 측정함.

자료: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인식 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함. 

2) ESS ERIC. (2016). European Social Survey(Round8).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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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불안 정도가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여성과 노인은 신체적·물리적 측면에서 가장 취

약한 인구학적 집단이라 할 수 있는데, 분석 결

과 이를 확인 할 수 있었다. 모든 국가에서 여성

이 남성보다 불안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며, 이는 유의 수준 0.001에서 통계적으로 그 차

이가 유의미하다. 한국의 경우, 여성은 체코와 독

일, 프랑스의 여성보다 불안을 느끼는 사람이 적

고, 남성은 러시아 남성보다 불안을 느끼는 사람

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인층 역시 신체적으로 취약한 계층이기 때

문에 어두울 때 집 주변을 혼자 걷는 것에 불안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분석 결과 

대부분의 국가에서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다른 

연령대보다 불안을 느끼는 사람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영국과 한국은 34세 이하 연

령대에서 불안을 느끼는 사람의 비율이 가장 높

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령대별 불안

을 느끼는 사람의 규모 차이는 아이슬란드, 오스

트리아, 체코, 한국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p< 

.01)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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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성별 불안을 느끼는 사람의 비율

(단위: %)

주:   범죄 피해에 대한 불안은 “어두울 때 집 주변을 혼자 걸을 때 당신은 얼마나 안전하다고 느끼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①매우 안전하다, ②안전하다, ③안전하지 

않다, ④매우 안전하지 않다’라는 응답으로 측정하였으며, ③과 ④로 응답한 사람들을 불안을 느끼는 사람으로 리코딩하여 분석하였음.

자료: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인식 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함. 

2) ESS ERIC. (2016). European Social Survey(Round8).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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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여성이나 노인과 같이 신체적 취약성을 

가진 계층과 달리 범죄 피해에 자주 노출되거

나 피해 결과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운 저소득

층에 대해서도 범죄 피해의 취약성 관점에서 접

근할 수 있다(Skogan & Maxfield, 1981). 경제

적 계층에 따른 불안을 살펴보기 위해 각국의 소

득 10분위와 가구 소득 만족도별 불안을 비교해 

보았다. 대체로 소득 수준이 높고 소득 만족도가 

높을수록 불안을 느끼는 사람의 비율이 낮게 나

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소득 10분위 구

분에서 폴란드, 프랑스, 벨기에, 독일, 한국은 1

분위가 아닌 다른 분위에서 불안을 느끼는 사람

의 비율이 높으며, 주관적 소득 만족도 구분에서

는 스위스와 폴란드의 경우 ‘매우 어려움’이라고 

응답한 사람보다 ‘다소 어려움’이라고 응답한 사

람이 불안을 느끼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단, 아이슬란드와 스위스, 폴란드는 객관적·주관

적 소득계층이 불안을 느끼는 사람의 규모에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지 않으며, 노르

웨이와 핀란드, 러시아, 한국은 주관적 소득계층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만 객관적 소득계층

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p< .01).

그림 5. 연령별 불안을 느끼는 사람의 비율

(단위: %)

주: 범죄 피해에 대한 불안은 “어두울 때 집 주변을 혼자 걸을 때 당신은 얼마나 안전하다고 느끼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①매우 안전하다, ②안전하다, ③안전하지 

않다, ④매우 안전하지 않다’라는 응답으로 측정하였으며, ③과 ④로 응답한 사람들을 불안을 느끼는 사람으로 리코딩하여 분석하였음.

자료: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인식 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함.

2) ESS ERIC. (2016). European Social Survey(Round8).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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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소득 10분위별 불안을 느끼는 사람의 비율

(단위: %)

 주:   1) 범죄 피해에 대한 불안은 “어두울 때 집 주변을 혼자 걸을 때 당신은 얼마나 안전하다고 느끼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①매우 안전하다, ②안전하다, ③안전하 

    지 않다, ④매우 안전하지 않다’라는 응답으로 측정하였으며, ③과 ④로 응답한 사람들을 불안을 느끼는 사람으로 리코딩하여 분석하였음. 

2) ESS의 10분위 구분은 세후 소득 기준이며,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인식 조사의 10분위는 자료의 한계상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구분한 것임.

자료: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인식 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함. 

2) ESS ERIC. (2016). European Social Survey(Round8).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함.

그림 7. 주관적 소득 만족도별 불안을 느끼는 사람의 비율

(단위: %)

 주:   1) 범죄 피해에 대한 불안은 “어두울 때 집 주변을 혼자 걸을 때 당신은 얼마나 안전하다고 느끼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①매우 안전하다, ②안전하다, ③안전하 

    지 않다, ④매우 안전하지 않다’라는 응답으로 측정하였으며, ③과 ④로 응답한 사람들을 불안을 느끼는 사람으로 리코딩하여 분석하였음.. 

2)   주관적 소득 만족도는 “귀댁의 소득에 대해 귀하는 다음 중 어떻게 느끼십니까?”라는 질문에대해 ‘①현재 소득으로 만족스럽게 생활함, ②현재 소득으로 그럭저

럭 생활함, ③현재 소득으로 생활하기 다소 어려움, ④현재 소득으로 생활하기 매우 어려움’이라는 응답으로 측정함.

자료: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인식 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함. 

2) ESS ERIC. (2016). European Social Survey(Round8).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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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학적 관점에서는 도시화의 정도가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도시와 중

소도시, 그리고 농어촌으로 지역을 구분하여 불

안 정도를 살펴보면 대체로 도시화된 지역(대도

시 및 중소도시)에서 불안을 느끼는 사람의 비율

이 높고 농어촌에서 낮게 나타나고 있다. 핀란드, 

프랑스, 오스트리아, 독일은 대도시보다 중소도

시에 거주하는 경우 불안을 더 많이 느끼며, 한국

은 대도시와 중소도시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난

다. 다만, 아이슬란드와 노르웨이, 핀란드, 스위

스, 아일랜드, 벨기에, 러시아, 한국은 도시화 정

도별 불안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p< .01)하

지 않다. 

마지막으로 대인 신뢰도 또한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모든 비교 대상 국

가에서 신뢰도가 평균 이하인 집단이 신뢰도가 

평균 초과인 집단보다 불안을 느끼는 사람이 많

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단, 이러한 대인 신뢰

그림 8. 도시화 정도별 불안을 느끼는 사람의 비율

(단위: %)

주:   1) 범죄 피해에 대한 불안은 “어두울 때 집 주변을 혼자 걸을 때 당신은 얼마나 안전하다고 느끼십니까?”라는 질문에 ‘①매우 안전하다, ②안전하다, ③안전하지 않 

    다, ④매우 안전하지 않다’라는 응답으로 측정하였으며, ③과 ④로 응답한 사람들을 불안을 느끼는 사람으로 리코딩하여 분석하였음.  

2)   대도시는 광역시와 ‘A big city’, 중소도시는 광역시 외 시와 ‘The Suburbs or outskirts of a big city’, ‘A town or a small city’, 농어촌은 군 지역과 ‘A county 

village, A farm or home in the countryside’로 구분함.

자료: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인식 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함. 

2) ESS ERIC. (2016). European Social Survey(Round8).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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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따른 불안을 느끼는 사람의 비율 차이는 아

이슬란드와 폴란드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p<.01)하지 않다. 

앞서 살펴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불안

의 정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은 

범죄 피해 불안을 느끼는 사람의 비율이 체코와 

러시아 다음으로 높지만 불안의 정도를 점수화

하면 비교 대상국 중 가장 높게 나타난다. 이는 

직간접적인 위해 경험률이 비교 대상 국가 중 가

장 낮게 나타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불안

의 정도가 객관적 지표에 비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으며, 불안을 느끼는 사람의 규모가 비슷한 

국가에 비해서도 불안의 정도가 다소 심각함을 

시사한다. 둘째, 대체로 여성과 노인 등 위기 시 

대처 능력이 취약한 계층은 불안을 느끼는 사람

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한국은 불안을 

느끼는 사람의 비율이 노인층(65세 이상)에서 가

장 낮고 35세 이하 청년층에서 가장 높은 특징을 

보인다. 셋째, 대인 신뢰도가 낮은 집단에서 불안

을 느끼는 사람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며, 농어촌

보다는 대도시 및 중소도시에서 불안을 느끼는 

사람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노르

웨이, 스위스와 더불어 한국은 도시화 정도에 따

른 불안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그림 9. 대인 신뢰도별 불안을 느끼는 사람의 비율

(단위: %)

 주:   1) 범죄 피해에 대한 불안은 “어두울 때 집 주변을 혼자 걸을 때 당신은 얼마나 안전하다고 느끼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①매우 안전하다, ②안전하다, ③안전하 

    지 않다, ④매우 안전하지 않다’라는 응답으로 측정하였으며, ③과 ④로 응답한 사람들을 불안을 느끼는 사람으로 리코딩하여 분석하였음.. 

2)   대인 신뢰도의 경우,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인식 조사에서는 “내가 완전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에 대한 동의 여부를 5점 척도로 물었으며, 

ESS에서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해 11점 척도로 측정함.

자료: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인식 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함. 

2) ESS ERIC. (2016). European Social Survey(Round8).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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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범죄 피해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범죄 피해 불안에 대한 인구학적 요인들의 영

향을 좀 더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수행하였다. 종속변수(범죄 피해에 대한 

위험 인식)는 불안(=1, ‘안전하지 않다’와 ‘매우 

안전하지 않다’)과 안전(=0, ‘안전하다’와 ‘매우 

안전하다’)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독립변

수는 범죄 피해 두려움에 대한 세 가지 관점(피해 

경험 관점, 취약성 관점, 생태학적 관점)에 따라 

강도 및 위해 피해 경험, 성별, 연령층, 주관적 건

강 상태, 가구 규모, 가구 소득, 교육 수준, 경제

활동 상태, 도시화 정도, 사회적 자본, 대인 신뢰

도 변수를 투입하였다. 사회적 자본과 대인 신뢰

도에 대해서는 관련 문항3)을 주성분 분석을 통해 

변수를 축소하여 투입하였고, 기초분석에서 비

교 대상 국가와 달리 한국은 연령층이 높을수록 

불안을 느끼는 사람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

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연령 변수를 투입하지 않

은 모형과 투입한 모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

다(아래 내용은 분석 모형 1을 기준으로 함).4) 

우선 한국을 제외한 비교 대상 유럽 국가 전

체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범죄 피해 경험, 

성별, 주관적 건강 상태, 주관적 소득 수준, 교

육 수준, 경제활동 상태, 도시화 정도, 사회적 자

본, 대인 신뢰도가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강도 

및 위해 피해 경험이 있는 경우(Exp(B)=1.965), 

여성인 경우(Exp(B)=3.291), 건강 문제로 일상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Exp(B)=1.327), 현

재 소득으로 생활이 어렵다고 인식하는 경우

(Exp(B)=1.618), 실업자와 비경제활동 상태인 

경우(Exp(B)=1.355, 1.149), 도시에 거주하는 

경우(Exp(B)=1.734) 불안을 느낄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고졸 및 대졸 이상인 

경우(Exp(B)=0.891, 0.667), 사회적 자본과 대

인 신뢰 수준이 높은 경우(Exp(B)=0.94, 0.785)

는 불안을 느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음으로 한국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범죄 

피해 경험, 성별, 주관적 건강 상태, 주관적 소득 

수준, 학력, 사회적 자본과 대인 신뢰도가 불안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며, 연령층 변수

를 투입한 분석 모형에서는 교육 수준 변수가 설

명력을 잃은 반면 연령 변수가 불안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강

도 및 위해 피해 경험이 있는 경우(Exp(B)=6.782), 

여성인 경우(Exp(B)=2.532), 건강 문제로 일상생

활이 어려운 경우(Exp(B)=1.75), 현재 소득으로 

3) 사회적 자본은 두 문항(“당신은 또래와 비교할 때 사회활동-친목 모임, 취미 동호회, 각종 클럽-에 얼마나 자주 참여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귀하는 친구, 친지 혹은 직장 동료들을 얼마나 자주 친교를 위해 만나십니까?”), 대인 신뢰 변수는 세 문항(“대부분의 사

람들이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는가? 혹은 조심할수록 좋다고 생각하는가?”, “기회가 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신을 이용하려고 들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혹은 공정하려고 노력한다고 생각하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타적이라고 생각하는가? 혹은 이기적이라

고 생각하는가?”)을 주성분 분석 하여 각각 하나의 변수로 로지스틱 분석 모형에 투입하였음.

4) 비교 대상 국가는 앞선 기초분석 대상인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등 15개 유럽국이며, 유럽 15개국 전체와 한국, 핀란드를 개별

적으로 분석하였다. 유럽 국가 중 핀란드를 개별적으로 분석한 이유는 불안 정도가 낮은 국가 중 하나이며 우리나라와 상반되는 특징, 

즉 직간접적 위해 경험률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불안의 정도가 낮은 특징을 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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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어렵다고 인식하는 경우(Exp(B)=1.225), 

고졸과 대졸 이상인 경우(Exp(B)=0.0291, 

0.0318) 불안을 느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그러나 분석 모형에 연령층 변수를 

투입하면 한국은 65세 이상 노인이 비노인보다

(Exp(B)=0.567) 불안을 느낄 가능성이 낮은 것

으로 나타나며, 교육 변수는 설명력을 잃는다. 이

는 한국의 경우 연령과 교육 수준의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유럽 국가 

전체 모형에서와 같이 사회적 자본은 한국에서

표 1.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로짓분석

구분

유럽 비교 대상국 전체

(N=25362)

한국

(N=3669)

핀란드

(N=1656)

모형 1 모형 2 모형 1 모형 2 모형 1 모형 2

B

(SE)

EXP

(B)

B

(SE)

EXP

(B)

B

(SE)

EXP

(B)

B

(SE)

EXP

(B)

B

(SE)

EXP

(B)

B

(SE)

EXP

(B)

강도 및 위해 피해 경험
(ref=없음)

0.1564*** 1.965 0.1572*** 1.971 0.1277*** 6.782 0.127*** 6.714 0.101 1.511 0.1057 1.54

성별
(ref=남성)

0.3766*** 3.291 0.3776*** 3.301 0.2561*** 2.532 0.2506*** 2.481 0.5544*** 7.473 0.5513*** 7.389

연령
 (ref=65세 미만)

0.0171 1.078 -0.0962*** 0.567 0.0893 1.516

주관적 건강 상태
(ref=일상생활 어려움 없음)

0.0788*** 1.327 0.0778*** 1.322 0.1098*** 1.75 0.1147*** 1.795 0.0852 1.402 0.0866 1.41

가구 규모
(ref=2인 이상)

-0.0153 0.936 -0.0169 0.93 0.00373 1.021 0.0103 1.058 -0.0833 0.704 -0.094 0.673

가구 소득

소득 만족도
(ref=현재 소득 생활 가능)

0.1293*** 1.618 0.1306*** 1.626 0.0484* 1.225 0.046 1.213 0.1346** 2.142 0.1442** 2.262

10분위 -0.0206 0.988 -0.0202 0.988 -0.00279 0.998 -0.0168 0.987 -0.1106 0.927 -0.1229 0.919

교육 수준
(ref=중졸 이하)

고졸 -0.0348* 0.891 -0.0334* 0.895 0.0743* 1.312 0.0291 1.112 -0.0963 0.693 -0.0784 0.742

대졸 이상 -0.1283*** 0.667 -0.1274*** 0.668 0.0788* 1.338 0.0318 1.125 -0.2009* 0.482 -0.1833* 0.514

경제활동 상태
(ref=유급 노동자)

실업자 0.0351*** 1.355 0.0352*** 1.356 0.00971 1.107 0.00773 1.084 -0.0293 0.779 -0.0343 0.747

비경활 0.0419*** 1.149 0.0343** 1.12 -0.0255 0.904 -0.0137 0.947 0.0354 1.141 -0.0129 0.953

도시화 정도 
(ref=농어촌)

0.1649*** 1.734 0.1648*** 1.734 0.0443 1.363 0.0408 1.329 0.2117** 2.22 0.2203** 2.294

사회적 자본 -0.0455*** 0.94 -0.0451*** 0.94 -0.0535* 0.923 -0.0495* 0.928 0.0837 1.143 0.0827 1.141

대인 신뢰 -0.2097*** 0.785 -0.2105*** 0.784 -0.1046*** 0.874 -0.1039*** 0.874 -0.1703** 0.803 -0.174** 0.799

상수(E) -2.6443*** -2.6529*** -2.4107*** -2.1374*** -4.046*** -4.0845

-2 Log Likelihood 24368.785 24366.608 3708.494 3696.857 651.735 649.91

Pseudo R


0.1885 0.1886 0.1015 0.1059 0.1918 0.1946

 주:*p< .05, **p< .01, ***p< .001

자료: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인식 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함. 

2) ESS ERIC. (2016). European Social Survey(Round8).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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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불안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며, 대인 신뢰도 역시 불안에 의미 

있는 차이를 만들고 있다. 즉, 사회적 자본과 대

인 신뢰도가 높을수록 불안을 느낄 가능성이 낮

은 것으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정반대의 경향성(피해 경

험률은 높으나 불안을 느끼는 사람의 비율이 낮

음)을 보이는 핀란드의 분석 결과를 보면, 성별

과 주관적 소득 수준, 교육 수준, 도시화 정도, 대

인 신뢰도가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핀란드는 비교 

대상 유럽 국가 전체 분석 결과와 달리 강도 및 

위해 피해 경험이 불안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여성

인 경우(Exp(B)=7.473), 현재 소득으로 생활이 

어렵다고 인식하는 경우(Exp(B)=2.142), 도시에 

거주하는 경우(Exp(B)=2.22) 불안을 느낄 가능

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교육 수준이 대

졸 이상인 경우(Exp(B)=0.482) 불안을 느낄 가

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며, 핀란드 역시 대인 

신뢰도가 높을수록 불안을 느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유럽 비교 대상국 전체, 한국, 핀란드의 분석 

결과를 비교해 보면 모든 모형의 분석 결과, 취약

성 관점에서는 성별과 주관적 소득 수준이, 생태

학적 관점에서는 대인 신뢰도가 모두 유의미하

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관적 

소득 수준과 반대로 객관적 10분위 변수는 모든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위험 인식에서 객관적 소득지표보다는 

소득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이 주요함을 보여 준

다. 한편 유럽 비교 대상국 전체와 핀란드에서 교

육 수준이 높은 경우 불안을 느낄 가능성이 낮아

지는 것으로 분석되나, 한국은 이와 상반되는 경

향을 보이고 있으며, 유럽 비교 대상국과 핀란드

에서 연령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

지만) B값이 정적 관계로 나타난 것에 반해 한국

은 부적 관계로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5. 마치며

이 글에서 한국 분석 모형의 설명력은 Pseudo 

=0.1015로 유럽 비교 대상국 전체(Pseudo 

=0.1885)와 핀란드(Pseudo =0.1918)보다 낮다. 

이는 모형에 투입한 변수 이외의 요인이 한국의 

범죄 피해 불안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

미한다고 할 수 있으며, 비교 분석을 위한 자료의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에서 교육 수준과 연령이 불안에 미치는 영향은 

유럽 비교 대상 국가와 상반된다는 점과 객관적 

소득 수준보다는 주관적 소득 수준이 개인의 불

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 마지막으로 

사회적 자본 및 대인 신뢰도가 한국에서도 불안

을 낮출 수 있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겠다. 

유럽 비교 대상국 전체 분석에서 연령층이 불

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노인보다 비노인층에서 불안을 느낄 가

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유럽 국가와 상반되게 한

국은 교육 수준이 높을 경우 불안을 느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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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범죄 피

해 위험 인식에 대한 취약성 관점에서 연령 요인

은 한국에서 유효하지 않음을 보여 주며, 위험 상

황 시 고령으로 인한 신체적 대처 불능에 따른 불

안보다는 위험 상황에 처할 가능성(늦은 밤 외

출 빈도) 자체가 불안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

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범죄 피해에 

대한 불안은 지인이나 미디어를 통해 접한 범죄 

소식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Taylor, Hale, 

1986), 한국에서 비노인층의 불안이 높게 나타

나는 것은 미디어를 통한 정보 접근성이 높기 때

문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최근 각 신문사는 포털 

인기 뉴스에 오르기 위해 자극적으로 기사를 작

성하는 경향이 있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뉴

스를 접하는 경우가 많은 저연령층이 TV나 신문

으로 뉴스를 접하는 노인층에 비해 불안을 느낄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이재영, 정병수(2016)의 

연구에 따르면 인터넷 뉴스 이용 시간이 증가할

수록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높게 나타났다. 교육 

수준이 높은 경우도 연령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모든 모형에서 소득 변수 중 주관적 소

득 수준만이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난 결과는 불안이 객관적인 상황보다는 개인들

의 주관적 인식과 더욱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

을 보여 주는 것으로, 불안의 본질에 대해 시사

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불안은 

객관적 요인에도 영향을 받지만 이를 토대로 사

회·심리적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접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실제로 직

간접적 범죄 피해 경험률은 1.49%로 비교 대상

국 중 가장 낮지만 불안을 느끼는 사람의 비율이 

23.07%로 상대적으로 높다는 사실은 불안의 객

관적 실체가 있다기보다는 사회·심리적으로 만

들어진 불안이 사회에 만연해 있음을 보여 준다. 

최근 예멘 난민의 제주도 유입은 이슬람 혐오 

현상과 결부되어 ‘난민이 늘어나면 강력 범죄가 

늘어난다’는 등의 가짜 뉴스를 만들어 냈다. 정

제되지 않은 SNS나 인터넷의 정보들은 범죄 피

해에 대한 불안을 가중시킬 것이 분명하다. 따라

서 한국의 불안을 관리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

로 미디어의 자정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

부의 법적 규제는 자칫 미디어 공간에서의 표현

의 자유를 위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언론협회나 각 언론사 자체적으로 팩트체크팀을 

운영하거나 옴부즈맨 제도를 강화하는 등의 노

력이 필요하며, 정부는 이러한 자정 노력을 촉진

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적 자본 및 대인 신뢰도가 불안을 

완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퍼트넘(Putnam, 1993)에 따르면 

사회적 네트워크는 상호작용의 규범을 성장시

키고 조정과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여 대인 신

뢰도를 증가시킨다. 지역사회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되는 낯선 이웃을 줄

이는 일은 불안을 줄이는 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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