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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의 험도 산출을 한 다 요인 융합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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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생활공간에서 안 을 확보하는 것은 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지역별 시간별 사건발생 빈도 기반의 

험 알림 서비스에서 더 확장된 험도 산출 방안을 제안한다. 시간외에도 생활공간의 조도, 유동인구 뿐 아

니라 개인의 상태까지 험도 산출에 포함하 다. 기존의 확률기반 증거이론은 상황과 련있는 요소의 수가 

증가할 때, 계산량은 증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를 피하기 하여 퍼지이론을 도입하여 확장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제안한 산출 방안으로 험도를 산출한 계산 결과가 언어  형용 표 까지 가능함을 볼 수 있었다.

ABSTRACT

The importance of common life safety is getting growth with modern society progress. This paper shows the extended way of assessment of 

danger that outcomes better result than the previous assessment based on crime frequency assessment. The assessment of this paper involves 

time, illusion degree, floating population and the personal condition. The evidence theory is not beneficial when the number of component 

increases, the assessment is more complex than before. This research solves the problem through the fuzzy theory adoption. This paper shows 

more advanced result that can express better danger awareness and get the adjective ex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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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범죄 사례들을 살펴보면 도시의 공간  특성

이 범죄 발생에 연  있을 뿐 아니라 개인의 상태도 

범죄 발생을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근래의 범

죄 사례는 도시공간의 시공간  특성과 개인의 상태

가 범죄 의지를 가진 가해자에게 범죄 실행이 용이하

게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범죄 험도 산출에 있어서 도시의 시공간  특성

과 개인의 상태를 융합하여 계산하는 방안이 필요하

다. 국민안 처에서는 범죄 발생 빈도를 통계 으로 

분석하여 지도에 표기하고 생활 험지도를 온라인으

로 제공하고 있다. 경찰에서는 안 지도에 근거하여 

순찰강화, 잠복근무를 실행하여 범죄 발생을 억제하고 

용의자 검거율을 높이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 지

만 다양한 가변 인 요인이 험도 산출에 포함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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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있다. 국민안 처의 생활 안  지도에는 시간을 

포함하고 있으나 그 외 다른 가변 인 요인을 험도 

산출에 감안하지 못하는 은 개선할 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생활 안 지도에서 제공하는 지

역  험 요인과 시간, 유동인구, 조도와 같은 가변

인 험요소를 반 하고 개인의 상태까지 포함하는 

험도 산출 방안을 제안한다. 실세계의 험 상황에 

한 인지활동이 정확하고 세 하기 해서는 더 많

은 험 요소를 악하고 험도 산출에 포함시키는 

것이 유익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정된 공간  요소에 기반 하는 

험도와 가변 인 험요소 그리고 개인의 상태를 

기 으로 하는 험도를 융합 처리하기 하여 다

요인 융합처리를 활용한다. 확률기반 융합처리는 각 

경우의 사 확률을 알아야 하고, 계산량이 증하는 

약 이 있으며, 인공신경망 융합처리는 신속한 실시간 

처리에 약 을 가지고 있다. Kalman방정식을 이용하

는 융합처리는 이동체의 운동과 치 추정에는 유익

하나 실세계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추론에는 합하

지 않다는 특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퍼지 이론을 

이용하여 다  험요소들을 융합하고 보다 높은 수

의 험도 산출이 가능함을 보이고자 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 련연

구를 정리하고, 3장에서 도시공간 주거환경에서의 보

행자의 범죄 피해 험도 산출을 한 다 요인 융합 

처리 방안을 제안한다. 4장에서 제안한 방안에 한 

평가를 실시하고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Ⅱ. 본  론

2.1 도시공간에서의 범죄 방 연구 

범죄로부터 안 한 도시환경에 한 심이 증가되

고 있다. 범죄로부터의 안 은 보편 인 기본 권리이

며 삶의 질을 높이는 요한 요소이다. 도시범죄는 특

정 공간에 집 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건축  도

시계획  방법을 통해 한 공간과 시설을 계획함

으로써 범죄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범죄불안감을 감

소시키는 것은 요하다[1].

도시범죄를 방하기 해 건축물 설계단계부터 공

간환경에서의 범죄유발 요인을 억제하는 것에 한 

연구가 70년 부터 진행되어 왔다. 2005년 경찰청에

서 처음  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도입을 추진하면서 본격 으

로 제도 인 도입이 시작되었다. 이후 행정 심복합도

시, 교, 교 등 신도시 개발계획과 서울시 재정비

진사업 계획 등에 CPTED 기법이 도입되었다[2].

한 2013년 1월부터 국토교통부고시를 통해 ‘건축

물의 범죄 방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시행 에 

있으며, 공동주택 등 일정한 용도·규모에 해당하는 건

축물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범죄 방 기  반 을 의

무화 하고 있다. 서울시에서 공장 집지역인 천구 

일 에 범죄 방디자인을 용하기로 하는 등 그동안 

주거지역을 심으로 추진되던 범죄 방디자인은 공

장지 , 공원 등으로 확 되고 있다1).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 방 연구는 종합 인 평가와 

연구를 통해서 상업, 공업, 교육  주거시설 계획 등 

건축 도시설계 과정에서 용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에 용되는 지침들이 부분 외국의 사례를 소개하

는 수 이고 미흡하다. 안 한 도시 건축공간 형성을 

해서 련 법제도  가이드라인 분석, 문가를 

상으로 한 용성을 검토하 다. 이는 지구단 계획에 

반 할 수 있는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 방 기법들을 

유형화 하는데 목 이 있다[3].

Heo and Moon은 도시범죄발생의 공간  분포패턴

을 분석하여 도시내 방범 정책에 한 방향을 제시하

는 것이다. 이를 해 진주시를 상으로 범죄발생

황자료를 토지이용 에서 분석하 다. 연구결과, 

상업지역과 이에 인 한 주거지역이 범죄에 취약하며, 

실제 범죄발생지역과 시민이 불안감을 느끼는 장소가 

다름을 확인하여 이에 한 책이 필요함을 강조하

다[4]. 한 범죄다발지역(Hotspot) 탐색과 범죄다발

지역의 도시 환경  특성에 하여 연구했다[5].  

Jeong et al은 GIS와 공간통계기법을 이용한 시,공간

 도시범죄 패턴  범죄발생 향요인에 한 분석

도 활용하고 있다. 마산시의 범죄발생 데이터를 이용

하여 범죄발생의 특성을 악하고, 범죄발생의 향인

자를 찾아내어 안 한 도시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데 목 이 있다. 먼  지리정보시스템

1) http://spp.seoul.go.kr/main/news/news_report., 

서울시 보도자료



보행자의 험도 산출을 한 다 요인 융합 처리

 819

을 이용하여 범죄 도분석  핫스팟(hotspot)분석 

등을 통해 지역 범죄 발생패턴을 지도화하고, 공간회

귀모델링 등의 공간통계분석을 통해 범죄율과 범죄

향요인간의 계를 규명하 다. 그 결과 범죄는 생활

주기  범죄유형에 따라 시계열 으로 일정한 패턴

을 가지고 발생할 뿐 아니라, 공간 으로도 인 하여 

발생하는 군집  특성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모

든 범죄유형의 발생에서 공간  자기상 이 존재하

으며, 강도범죄율이 가장 높은 공간  자기상 이 있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5  총범죄율과 도범죄율의 

경우는 노령자 인구비, 재산세, 도소매업수, 숙박음식

업종수가 범죄율에 유의하고, 폭력범죄의 경우는 인구

도가 유의미하며 범죄율에 부(-)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6].

Kim[7]은 CPTED의 략  구성요소들이 지역 주

민의 범죄 두려움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연구

하 다. CPTED의 략  구성요소들을 물리  요소

와 사회  요소로 구분하여 각각의 요소들이 주민의 

범죄 두려움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 다. 

경찰청에서 지정ㆍ운 되고 있는 8개 지역 주민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자료를 분석하 다. 그 

결과 CPTED의 물리  요소는 주민의 범죄 두려움에 

큰 향을 미치는 반면 사회  요소는 별다른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CPTED의 물리  요

소는 사회  요소에 정 인 향을 미쳐 주민의 범

죄 두려움에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최근 도입되고 있는 CPTED 로그램  범죄

방을 한 지역사회 물리  요소의 증강은 주민의 

범죄  범죄 두려움을 감소시켜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범죄 방을 한 사회자본을 활성화해 주는 새

로운 기제로써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 을 구축하는

데 매우 효과 인 범죄 방 략으로 단된다.

2.2 다 센서 융합처리 

재 운용되는 부분의 감시 시스템은 단일 센서 

기반으로 단순히 상황에 한 분석·인식만 가능하기 

때문에 카메라 해상도 개선만 가지고는 안 사고나 

범죄와 같은 복합 이고 다양한 상황을 단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험상황을 단하는데 있

어 정확한 응을 해서는 다  센서 융합을 통한 

지능형 감시 기술이 필수라고 할 수 있다[14-15]. 

Hyeon and Yoon은 다 센서 융합에 의한 추  성

능 향상을 해 GPS, INS에 지상 이더를 추가하여 

각 센서특성에 따른 오차분석을 실시하고, 융합 간 오

차특성에 따라 각 센서의 Sensor Probability를 변화

시켜 정 도와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추  알고리즘을 

제안하 다. 각 센서의 항법정보 융합 간에 오차정도

에 따라 측정치의 반 강도를 변화시켜 항법정보의 

정확도 향상과 외부의 고의 인 환경변화  교란에

도 강인한 추 이 가능하다[8].

기 치가 주어지면 항체에 장착된 가속도계를 

이용하여 가속도를 측정하여 항체의 속도와 치를 

추정하고, 가속도의 방향과 크기를 측정하기 해 자

이로 센서를 사용한다[9]. 자이로 센서를 이용하여 몸

체의 자세를 알기 해서는 기 몸체가 이루는 roll, 

pitch, yaw각에서 자이로 센서로부터 계산된 회 각

을 시켜 자세를 갱신하게 된다. 이더는 안테나

가 목표물에 의해 반사되어 나오는 반사 를 감지하

여 이루어진다. 사용자는 이더 장비를 이용하여 목

표물의 안테나로부터의 거리, 각도, 속도 등을 측정하

며 측정값을 구좌표계를 이용하여 최종의 기동물체 

치를 계산하게 된다[10]. 

INS는 외부 도움 없이 치를 결정할 수 있는 특

성으로 지형  기상에 향을 받지 않아 무기체계 

센서로는 용이하다는 장 이 있다. 그러나 최  치

의 입력이 필요하고 소형센서 일수록 큰 오차범 를 

가지며, 이동거리가 증가함에 따라서 치오차가 증가

하는 단 을 가지고 있다[11]. 이는 자이로 센서가 

분을 하여야 자세각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며, 자이로 

센서와 가속도 센서를 Kalman Filter를 사용하여 융

합하더라도 기본 으로 가속도계로 구할 수 없는 

yaw각은 시간이 흐르면 항상 발산을 하게 되어 지수

으로 치오차가 발산하게 된다[12-13].

다  시스템 정보 융합 기술은 단일 시스템으로부

터 수신되는 정보들보다 좀 더 정확하고 명확한 정보

를 얻기 하여, 다양한 시스템의 정보들을 연 된 정

보들과 함께 비교, 평가, 종합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

을 수 있다. 이러한 정보 융합에 있어 이종 시스템, 

이종 주기 정보를 수신하여 정보를 융합할 수 있으며 

단일 시스템의 장애로 인하여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종 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에 다 센서 융합 시스템에서 정보들을 융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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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보행자의 험도 산출을 한 다 요인 
융합 처리

강력범죄를 지르는 범죄자들은 범죄를 성공시키

고자 하고, 자신의 범죄 행각이 발각되거나 수사기

에 의하여 체포되지 않기를 원한다. 범죄를 실행함에 

있어서 용의주도하게 다양한 고려를 한다고 볼 수 있

다. 범죄자들이 원하는 조건을 갖추고 그에 부합하는 

환경이 아무 곳에서나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범죄자

들이 범죄를 성사시키기 해서는 그들이 원하는 시

간과 공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먼

 범죄 발생과 련성이 높은 요소에 하여 살펴보

고, 이러한 요소들을 융합할 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3.1 범죄 련 요소 

3.1.1 범죄발생 빈도 : 국민안 처에서 제공하는 

생활 안 지도의 치안 련 정보는 경찰청의 사건 통

계자료를 이용하여 만든 것이다. 생활 안 시도를 통

하여 시간 별 지역별 범죄유형별 험도를 지도 기

반으로 악할 수 있다2).

그림 1. 국민안 처 제공 생활 안  지도
Fig. 1 safety map

  

  생활 안  지도에서 험한 곳은 빨간색, 덜 험

한 곳은 노란색으로 나타내 다.  그림은 천안시 

2) http://www.police.go.kr/porta, “2015년 범죄 실

태 조사 자료”, 서울지방경찰청

일 의 성범죄와 련한 험도가 표시된 사례를 보

여 다. 이와 같은 응용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범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동일한 범죄

가 발생할 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 범

죄 발생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지역별, 시간 별 험

도를 지도기반 정보로 알려주는 것은 유용하게 쓰이

고 있다. 부산경찰청, 안산경찰청 등에서는 이러한 정

보를 바탕으로 치안활동을 세 하게 개하여 범죄 

발생율을 낮추고 범인 검거율을 높이는 성과를 거두

고 있다. 험한 시간에 험하다고 표기된 지역에 

한 순찰강화를 통하여 범죄 발생을 억제하고 잠복근

무를 함으로써 범죄용의자를 신속하게 검거하는 실

을 올리는 것이다. 

3.1.2 시간 :  생활 안  지도는 동일한 지역의 

시간 별 험도를 제공해 다. 이는 시간이 범죄 발

생과 연 성이 높다는 분석이 있기 때문이다. 다음 그

림은 5  범죄의 시간별 발생 황을 도식화 한 것이

다3).

그림 2. 시간별 범죄 발생률
Fig. 2 Crime rate per time

  분석결과를 볼 때, 시간은 범죄 발생과 연 성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험도 산출

에 시간 별 가 치를 부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3.1.3 유동인구 : CPTED의 기본원칙 의 하나가 

‘자연감시’이다. 이 원칙하에 우범지역 가까운 곳에 벤

치를 설치하는 등 주민들의 여가시간을 유도하는 공

간을 마련하고 있다. 우범지역 가까이에 주민들의 활

3) https://opengov.seoul.go.kr/analysis, “2014년 서

울 유동인구 조사 보고서”, 서울시 정보소통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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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빈도를 높여서 범죄자의 범죄 의도를 압박하는 것

이다. ‘유동인구’가 많은 것은, 특정 범죄에 하여서

는 험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으나, 강력범

죄에 하여서는 범죄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요인이

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3.1.4 조도 : 기존의 CPTED사업에서 조도 역시 

요한 고려사항으로 포함하고 있다. 그에 따라서 가로

등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기존의 가로등의 조도를 높

이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보행 공간의 조도는 가변

으로 변화할 수 있는데, 주변 주택의 외등이나, 일시 

정차한 차량의 조등은 보행공간의 조도에 변화를 주

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보행공간의 조도에 한 

감지는 조도센서를 이용하여 쉽게 측정 가능하다.

3.1.5 개인의 상태 : 근래에 발생한 노상 납치 성

폭행 사건들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피해자가 만취하

여 심신미약 상태로 노출되어 있었다는 이다. 여성

이 단독으로 노상에서 만취한 상태임이 드러나 있을 

때, 납치되어 성폭행 당한 사건이 발생하여 언론에 공

개된 바 있다. 이런 사건은 본인이 범죄 험을 감지

할 수 없거나, 험으로부터 스스로 회피하거나 자신

을 방어하기 어려운 상태에 처하 음을 보여 주는 사

건이라고 하겠다. 이런 경우 개인의 상태를 추정하고 

개인의 상태가 심신 미약상태인지 감지하여 험도 

산출에 이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3.2 다 요인 융합

다 요인 융합 처리 방안으로는 인공신경망을 이용

하는 방법, 확률이론을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인

공신경망을 이용하는 방법은 실시간 계산에서 약 을 

보이며, 확률이론을 이용하는 방법은 사  확률을 인

지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고, 증거이론은 융합요소의 

개수가 증가할 때 계산량이 격히 증가하는 약 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런 방법의 문제 을 

피하여 다 요인에 한 융합처리를 원활히 하고자 

퍼지 이론을 이용하여 험도 산출하는 방안을 제안

한다. 퍼지 이론에 기반을 둔 다 요인 융합처리가 효

율 임을 보이기 하여 다 요인의 개수를 증가시키

며 험도 산출을 실시한다. 이러한 험도 산출 방안

은 실시간 처리가 가능함을 입증해 보이도록 한다.

그림 3. 다 요인 융합 처리 모델링
Fig. 3 Multi-factor Fusion processer Modeling

3.3 제안 모델 

다음 그림은 본 연구의 험도 계산을 한 다 요

인 융합 처리 방안을 도식화 한 것이다. 

그림에서 최상 에는 상황에 한 정보를 수집하는 

센서들을 나타내고 있다. 센서들은 실세계의 물리, 화

학, 생물학  변화를 감지하고 이를 수치화하여 보고

한다. 센서가 감지한 값들 에는 보고하여야 할 것과 

보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혼재되어 있다. 뿐만 아

니라 동일한 상에 한 측정값도 있으므로 복 제

거 과정이 필요하다. 

다음 단계는 각 센서들이 보고한 측정값에 한 가

치를 부여하여 융합처리를 실행한다. 실세계의 상황

에 여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악하기 하여 센서

들은 감지 활동을 한 것이다. 각 센서들이 악한 값

이나 이미 분석된 환경 요소들에 한 요도를 감안

하여 다 요인 융합 처리를 실시한다. 융합 처리된 결

과를 토 로 험도를 산출해 낼 수 있다. 수학 으로 

‘ 험하다’, ‘ 험하지 않다’는 계산은 쉽게 할 수 있으



JKIECS, vol. 11, no. 8, 817-826, 2016

822

나, 실세계의 상황은 이와 같이 계산하기에는 하

지 않은 면이 있다. 

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안 의 하나가 

Dempster-Shafer의 증거이론과 다른  하나가 퍼지 

이론이다. 이 두 가지 수학  방법은 불확실성을 표

할 수 있으며, 모호한 정도를 표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다 요인을 융

합 처리하되 이것을 이용하여 험도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다. 험도는 어느 값을 넘어서면 범죄가 발

생한다는 의미가 아니며, 어느 값 아랫니면 범죄가 발

생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범죄의 험 정도만 

인지하는 것이 목표이다. 고정  요인과 가변 인 요

인 그리고 개인의 상태 값들을 융합하여 나온 결과를 

토 로 험도를 산출하여 이를 응용 로그램으로 

보내 사용자에게 하는 것으로 모든 단계는 종료

한다. 이를 구조 으로 도식화한 것이 다음 그림이다.

그림 4. 험도 산출
Fig. 4 Risk Assesment

다음 4장에서는 지 까지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안에 

한 실험을 실시하고 그에 한 검토와 평가를 하도

록 한다. 

Ⅳ. 실험  평가 

4.1 실험

생활 안 지도에서 나타내는 바와 같이 치를 기

반으로 하는 지리 인 험도는 고정 인 요소로 볼 

수 있다. 보행자가 치하고 있는 장소에 한 험도

를 다 요인 융합 처리에 포함하도록 한다. 

표 1. 지역의 범죄 발생 건수에 따른 험도 분류
Table 1. classification degree of risk according to the 

incidence of crime areas 

area degree of risk

dark red 5

red 4

dark orange 3

orange 2

yellow 1

이를 표1과 같이 1∼5의 각 범죄 험도로 변환한

다. 1∼5의 수치는 고정  요소이며 5에 가까울수록 

험도는 높다. 고정  요소 외에 가변 으로 작용할 

요소는 시간, 유동 인구, 조도, 보행자 상태 총 4가지

로 선정한다. 범죄 발생에 있어 시간에 따른 범죄 발

생률은 그림2를 참고한다. 발생률에 따라 심야 – 밤 

– 오후 – 오  – 녁 – 새벽 순으로 험도를 

표2와 같이 분류한다.

표 2. 시간별 험도 
Table 2. Hourly degree of risk

Time degree of risk

00:00 ~ 04:00 5

20:00 ~ 24:00 4

12:00 ~ 18:00 3

07:00 ~ 12:00 2

18:00 ~ 20:00 1

04:00 ~ 07:00 0

유동인구는 해당 공간에 한 인체감지 센서의 활

동을 통하여 인지한다. 실험 공간에 설치한 인체감지 

센서가 해당 공간에서 감지한 사람의 빈도를 기반으

로 유동인구를 악한다. 유동인구가 많을 경우 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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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c factor S1 area

Dynamic 
factor

S2 time

S3 Floating population

S4 illumination

S5 pedestrian state

Language 
variables

If-Then inference rule

Very 
High 
Risk

If (<=25 && >20) 

then
printf(“Very High Risk.\n

Automatically connect to 112.\n”);

High 
Risk

If (<=20 && >15) 

then printf(“High Risk.
Be careful.\n”);

Moderate 
Risk

If (<=15 && >10) 

then printf(“Moderate Risk.
Look out.\n“);

Low 
Risk

If (<=10 && >5) then

printf(“Low Risk.\n”);

Very 
Low 
Risk

If (<=5) then

printf(“Very Low Risk.\n”);

도가 낮은 것으로 계산하고 유동인구가 을 경우 

험도가 높은 것으로 산출한다.  유동인구에 한 험

도는 문가의 실험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하여 산

출한다. 조도와 보행자 상태를 인식하기 해 조도 센

서, 가속도 센서로 부터의 보고 결과를 본 시스템에 

융합한다. 보행공간의 조도가 낮을수록 험도는 높아

진다. 조도 센서의 밝기에 따른 데이터 값을 표3과 같

이 1∼5의 험도로 분류한다.

표 3. 조도  값에 따른 험도
Table 3. Degree of Risk by illumination 

Illumination (lux) Degree of Risk 

    0 ~ 50 5

   50 ~ 100 4

  100 ~ 500 3

  500 ~ 1000 2

 1000 ~ 1

보행자의 움직임의 감지하여 상태를 추론하기 해 

3축 가속도 센서를 사용한다. 일반 으로 리 사용되

고 있는 스마트폰에는 가속도센서가 기본 장착되어 

있으므로 그로부터 측정값을 받는다. 스마트가속도 센

서의 값에 따른 험도를 표4와 같이 분류한다.

표 4. 가속도 센서 값에 따른 험도
Table 4. Degree of Risk by accelerometer value,
SW: Slow Walk, W: Walk, FW: Fast Walk, SR: Slow 
Run, R: Run, FR: Fast Run, AS: accelerometer 

sensor, Ri: risk 

SW W FW SR R FR

A
S 4 5∼9 10∼14 15∼18 19∼24 25∼

Ri 0 1 2 3 4 5

최종 험도를 단하기 해 언어 변수를 Very 

Low Risk - Low Risk - Moderate Risk - High 

Risk - Very High Risk 총 5단계로 나 다. 표5는 

본 시스템에 활용되는 데이터 요소들을 간략하게 표

한 것이다. 결과 으로 S1, S2, S3, S4, S5의 데이

터를 융합하여 보행자의 험도를 결정하고자 한다.

그림 5. 최종 험도의 퍼지 집합
Fig. 5 Fuzzy set of final degree of risk

표 5. 시스템의 용 데이터 요소
Table 5. Data factor for application of system

표 6. 퍼지 추론에 의한 험도 산출
Table 6. Assessment degree of Risk by Fuzzy 

inference

시스템 용을 한 피실험자는 두 명으로 설정한

다. 기  지역은 천안시로 보행자1과 보행자2의 이동 

경로를 표7과 같이 2시간 간격으로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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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me
P1 
Data

13:
00

15:
00

17:
00

19:
00

21:
00

23:
00

1:
00

state FW W W W FW R FR

S1 1 3 3 5 5 5 5

S2 5 4 4 4 2 2 4

S3 3 3 3 1 4 4 5

S4 1 2 2 4 5 5 5

S5 2 1 1 1 2 4 5

Total 12 13 13 15 18 20 24

 Time
P2 
Data

13:
00

15:
00

17:
00

19:
00

21:
00

23:
00

1:
00

state SW SW W R FR R SW

S1 3 1 1 2 2 2 2

S2 3 5 5 5 5 2 2

S3 3 3 3 1 4 4 5

S4 1 1 2 3 4 5 5

S5 0 0 1 4 5 4 0

Total 10 10 12 15 20 17 14

표 7. 보행자1, 보행자2의 이동 경로

Table 7. Route of pedestrian1, 2 

 pedestrian
 time

P1 P2

13:00 Sinbudong Daeheungdong

15:00 Senghwangdong Dujungdong

17:00 Dujungdong Gusungdong

19:00 Sungjungdong Ansedong

21:00 Bongmeyngdong Sinbudong

23:00 Budaedong Sungjungdong

 1:00 Ansedong Bongmeyngdong

보행자1의 이동 경로와 시간, 보행자 상태에 따른  

S1∼S5의 각 험도 값을 계산한다. S1∼S5의 각 시

간에 따른 합을 구한 후, 퍼지 추론에 의한 최종 데이

터 융합에 용한다. 보행자1의 경우 13시의 최종 데

이터 값은 12로 19시까지 Moderate Risk의 상태를 

가진다. 이 후 21시 송 구에 치하면서 데이터 값이 

18로 Hgh Risk 상태에 들어서게 되고 1시에 데이터 

값 24로 Very High Risk 상태에 이르러 매우 험한 

상태임을 보행자에게 알린다. 

보행자2는 13시 데이터 값 10으로 Low Risk 상태, 

안 한 상태를 유지한다. 21시 데이터 최 치 20으로 

High Risk, 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경고한다. 21시 

이후 Moderate Risk 상태에 이르러 안 한 상태를 

가진다.

표 8. 보행자1(P1)의 데이터 융합
Table 8. Data fusion of pedestrian1(P1) 

표 9 보행자2(P2)의 데이터 융합
Table 9. Data fusion of pedestrian2(P2) 

4.2 평가

여러 변수들을 하나의 결과 값으로 출력하도록 

Fuzzy Logic을 용하여 데이터 융합을 실행하 다. 

이 방안은 다 요인 융합 처리의  다른 방법인 

Dempster-Shafer 이론과 비교할 수 있다. 증거이론을 

이용하는 방안은 측정하여 보고되는 센서값 는 

워집합을 구성하는 요소에 하여 가 치를 부여하고 

조합 법칙에 의하여 각 확률로 표 하는 방법이다.

Dempster-Shafer 증거이론을 이용하는 방안은 

측과 가설에 한 확실성, 불확실성을 수치로 표 한

다는 에서 유리한 이 있다. 그러나 용하는 센서

의 수 즉, 가변  요소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Dempster-Shafer 이론보다 Fuzzy Logic이 유리하다. 

증거이론을 이용할 경우 센서가 n개 일 때, 계산하여

야 하는 요소의 수는 2n 개가 되어, 요소가 산술 으

로 증가할 때 계산량은 비교할 수 없이 증하는 문

제가 있다. Dempster-Shafer 이론과 달리 Fuzzy 

Logic은 언어  형용사 표 이 가능하다는 장 이 있

다. 한 시스템의 확장성과 유연성이 뛰어나다는 것

을 본 실험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Ⅴ. 결  론

도시 생활에서 범죄로부터의 안 을 확보하는 것은 

요한 일이다. 근래 도시공간을 재설계하여 범죄 발

생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도시

의 시공간  요소가 범죄 발생에 연 성이 있다는 분

석에 근거한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함에 있어서 고려

하여야 할 요소는 더 많은 가변  요소들을 포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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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생활 안  지도 서비스를 구

성하는 지역별 시간별 범죄 발생 빈도 기반 험도에

서 나아가 다양한 가변  요소를 추가하여 험도를 

산출하는 방안을 보 다. 본 연구에서는 추가할 수 있

는 가변 인 요소로써 시간 외에도 조도, 유동인구, 개

인의 상태를 제안하고 이 가변 요소들을 포함하여 다

요인 융합 처리를 실행함으로써 더욱 실효 인 험

도 산출할 수 있음을 보 다. 이것은 앞으로도 더 많

은 가변요소들을 추가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향후 연구과제로는 상처리를 통하여 획득하는 정

보까지 험도 산출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지속 인 

연구를 통하여 시민들의 실생활에서 안 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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