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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rengthening surveillance,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in the crime prevention environment of cultural heritages, has 

difficulty in evaluating and diagnosing the site. For this reasons, surveillance enhancement has been assessed by modelling 

the shape of cultural heritage, topography, and trees digital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the evaluation method of crime prevention environment for cultural heritage by 

using the 3D visual exposure index (3DVE) which can quantitatively evaluate the surveillance enhancement in three dimensions.

For the study, the evaluation factors were divided into natural, organizational, mechanical, and integrated surveillance. To 

conduct the analysis, the buildings, terrain, walls, and trees of the study site were modeled in three dimensions and the analysis 

program was developed by using the Unity 3D. Considering the working area of the person, it is possible to analyze the surveillance 

point by dividing it into the head and the waist position. In order to verify the feasibility of the 3DVE as the analysis program, 

we assessed the crime prevention environment by digitally modeling the Donam Seowon(Historic Site No. 383) located in 

Nonsan.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possible to figure out the problems of patrol circulation, the blind spot, and the weak point 

in natural, mechanical, and organizational surveillance of Donam Seowon. The results of the 3DVE were displayed in 3D 

drawings, so that the position and object could be identified clearly. Surveillance during the daytime is higher in the order 

of natural, mechanical, and organizational surveillance, while surveillance during the night is higher in the order of organizational, 

mechanical, and natural surveillance. The more the position of the work area becomes low, the more it is easy to be shielded, 

so it is necessary to evaluate the waist position.

It is possible to find out and display the blind spot by calculating the surveillance range according to the specification, 

installation location and height of CCTV. Organizational surveillance, which has been found to be complementary to mechanical 

surveillance, needs to be analyzed at the vulnerable time when crime might happen. Furthermore, it is note that the analysis 

of integrated surveillance can be effective in examining security light, CCTV, patrol circulation, and other factors.

This study was able to diagnose the crime prevention environment by simulating the actual situation. Based on this study, 

consecutive researches should be conducted to evaluate and compare alternatives to design the crime prevention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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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문화재의 범죄예방환경에서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인 감시강화는 현장평가와 진단에 어려움이 있다. 이로 인해 감시강화는 문화재 

형상, 지형, 수목 등을 디지털로 모델링하여 컴퓨팅 기술로 평가하는 접근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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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입체형상으로 감시강화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3차원 시각노출도 지표(3DVE, 3D Visual Exposure)를 이용하여 

문화재 범죄예방환경의 평가기법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를 위해 평가요인을 자연적 감시, 조직적 감시, 기계적 감시 그리고 통합적 감시로 세분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을 위해서 

건물, 지형, 담장, 수목 등의 형상을 입체적으로 모델링하였으며, Unity 3D를 이용하여 분석 프로그램을 제작하였다. 사람의 작업영역을 

고려하여 머리위치와 허리위치로 구분하여 감시지점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분석 프로그램으로 3DVE의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논산에 소재한 돈암서원(사적 제383호)을 디지털로 모델링하여 범죄예방환경을 평가하였다. 

연구결과 돈암서원의 자연적 감시, 기계적 감시, 조직적 감시에서 취약지점, 사각지대, 순찰동선의 문제점 등의 발견이 가능하였다. 

3DVE 분석결과를 3차원 도면으로 제작함으로써 위치와 대상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었다.

주간 감시성은 자연적 감시, 기계적 감시, 조직적 감시 순으로 높지만, 야간 감시성은 조직적 감시, 기계적 감시, 자연적 감시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작업영역의 위치가 낮을수록 차폐되기 용이하므로, 허리위치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CCTV의 제원과 설치 위치, 높이에 따른 감시범위를 산출하게 됨으로써 사각지대의 발견과 표시가 가능하게 되었다. 기계적 감시의 

보완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조직적 감시는 범죄취약 시간대에 분석이 요구된다. 또한 보안등, CCTV, 순찰동선 등의 설정을 

검토하는데 통합적 감시도 분석이 효과적일 수 있다.

본 연구는 실제를 시뮬레이션으로 제작하여 범죄예방환경을 진단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본 연구를 기반으로 범죄예방환경설계의 

대안을 평가하고 비교할 수 있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주제어: 폐쇄회로 텔레비젼, 감시, 보안등, 순찰, 가시도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범죄예방환경은 범죄의 저감 또는 예방을 위해 물리적으로 

조성되거나 형성된 환경을 의미한다. 물리적 개선을 통해서 

접근이 통제되고 보행인이나 거주자의 시선이나 순찰 또는 

CCTV 등에 의한 감시가 활발해지면 무단·불법 침입을 시도

하려는 범죄용의자는 행동에 위축을 받는다. 신의기(2011)는 

문화재 활용을 보존 못지않게 중요시하면서 건축문화재의 

보수나 재건축시 범죄예방환경설계의 적용 필요성을 제시하

였다.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는 환경설계를 통해서 범죄의 예방을 

대응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

Jeffery(1971)와 Newman(1972)에 의해 촉발된 CPTED의 

연구는 도시와 주거환경을 대상으로 시작되었다. 박물관 내부

에 대한 범죄예방환경에 집중했던 신의기(2011)의 연구 이후, 

윤관영(2015)이 경찰청과 국토교통부의 CPTED 가이드라인을 

검토하여 제도적으로 문화재에 적용 가능한 CPTED 요소를 

도출하였다. 한편 김충식(2015)은 문화재의 CPTED 평가에서 

감시강화, 접근통제, 입지조건 3가지 원리가 중요하며 정량화

가 가능한 평가지표로 감시성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또한 평

가지표에 대한 현장 적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순찰인력이나 

CCTV등에 의한 감시 범위가 명확하게 검토되지 못하는 문제

점이 발견되었다. 이는 문화재 현장에서 순찰자의 시야에 보이

지 않거나 CCTV에 촬영되지 않는 사각지대를 정확하게 밝히

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현장에서 가시여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컴퓨팅 기술

이 사용된다. 한 시점에서 보이는 지역이나 대상을 분석하는데 

GIS의 가시권분석(Viewshed analysis)과 3차원 시각노출도

(3DVE, 3 Dimensional Visual Exposure)가 대표적이다. 가시권

분석은 비교적 넓은 지역에서 효과적이지만 한옥형태의 건물이

나 교량처럼 하부가 비어있는 구조물의 형상을 다루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반면에 3DVE는 건물과 교량, 수목 등의 형상을 

현실과 근접하게 모델링함으로써 입체적인 가시성의 계산이 가

능하다. 김석태(2012)는 Benedikt와 Betty가 제시한 정량화 방

식을 발전시켜 주차장에 설치된 CCTV의 가시 범위를 측정한 

바 있다. 그러나 문화재가 처한 기복이 있는 지형이나 한옥 형

태의 건축물, 수목 등의 요소를 다룬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3DVE를 활용하여 문화재 CPTED의 현장에

서 적용에 한계가 있는 감시 강화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방법

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서 현실과 유사

한 형상으로 문화재 환경을 디지털로 제작하여 3DVE의 산출

이 시도되었다. 또한 산출된 3DVE 결과를 문화재 공간에 지도

화하여 순찰자나 CCTV 등에 의한 감시상황을 평가하는 도구

로써의 적용 가능성도 함께 검토되었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일반적으로 동산문화재는 방호시설이 설치된 박물관의 건물

에 보관되고 있어 감시 및 통제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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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research process

Related laws Contents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Article 6 (Formulation of Master Plans 

for Cultural Heritage)
Including matters concerning the safety management of cultural heritage

Article 14 (Prevention of Fire, Disasters, 

etc.)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do not have no particular obligation apart from 

subsidizing fully or partially expenses within budgetary limits, incurred by a person who 

establishes, maintains, or manages facilities.

Article 16 (Training of Cultural Heritage 

Experts)

The Administrator of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may train experts to be 

specialized in the protection, management, maintenance, etc. of cultural heritage.

Article 21 (Protection of Cultural 

Heritage in Emergencies)

In emergencies, the Administrator of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may relocate or 

bury State-owned cultural heritage, especially movable cultural heritage, to or at a safe 

area, or take other necessary measures take other necessary measures.

Article 33 (Management Principles for 

Owners) 

There are no contents about disaster prevention, safety and management for cultural 

heritage

Act on Cultural 

Heritage 

Maintenance, etc.

Article 4 (Establishment of Plans for 

Repair, etc. of Cultural Heritage)

This article includes the contents about safety management for cultural heritage related 

to formulation of master plans on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Safety Control of Fire-Fighting 

System Act
Cultural Heritage is managed as a specific fire-fighting object in the enforcement decree.

Table 1. Regulations related to safety and management for cultural heritage

므로 외부의 환경을 주로 다루는 CPTED에서 감시강화가 필요

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문화재 

CPTED의 보호대상은 외부 환경에 노출되고 있는 부동산문화

재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문화재청 2013). 이러한 관

점에서 연구의 공간적 범위를 부동산 문화재 주변의 출입구와 

담장, 마당 등을 비롯한 외부 공간에 국한하였다. 내용적 범위

는 CPTED 요소 중에서 가시성을 통한 감시도로 한정하였다.

연구의 과정으로 첫째, 선행연구 및 참고문헌을 고찰하여 

‘자연적 감시’, ‘기계적 감시’, ‘조직적 감시’를 문화재 CPTED의 

평가요인으로 도출하였다. 도출된 평가요인별로 평가 항목을 

세분화하였다. 둘째, 수치지형도와 현장측량 자료를 이용하여 

문화재의 외부환경을 구성하는 건물, 담장, 수목 등에 대한 3차

원 형상 모델을 제작하였다. 셋째, 평가항목에 대해 3DVE의 

평가지표를 계산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분석 프로그램을 

제작하였다. 넷째, 정량적 지표인 3DVE를 활용하여 평가요인

에 대해 주간과 야간으로 구분하여 감시환경을 분석하였다

(Figure 1 참조).

Ⅱ. 이론적 고찰

1. 문화재 CPTED 관련 운영 현황

문화재 CPTED에 대해 문화재보호법이나 관련 지침에서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문화재 CPTED에 해당되

는 일부 항목이 관련 법률에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나 ‘안

전’, ‘재난방지’ 등으로 정의되어 있다(윤관영, 2015). 재난의 

종류 또는 위험물에 따른 문화재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이 주

를 이루고 있으며, 문화재 안전 및 유지관리를 판단하거나 평

가할 규정이나 문화재 범죄안전에 관련된 구체적인 조항은 마

련되지 않았다(문화재청, 2015). 소방시설에 관한 세부적인 설

치기준은 있으나 방범시설에 관한 세부사항은 없는 상황이다

(Table 1 참조).

2008년 숭례문 화재 이후 문화재청에서 국가지정 건조물 문

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경비시설과 인력을 운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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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물 문화재 등 127개소에 대해 안전경비 인력이 운영 중이

다. 안전 유지를 위해 주야간 모두 747명의 인력이 24시간 경비 

근무를 수행 중이다(Table 2 참조). 그 외 국가지정 문화재 중 

중요목조건축물의 경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

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의거하여 소방안전관리

자와 안전경비인력이 배치되고 있다. 이와함께 방재시설로 소

화기, 옥외소화전, 물분무기 등의 소화설비 설치가 명시되어 있

으나, CCTV와 같은 감시시설과 접근통제시설에 대한 설치 규

정 등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Division Amount

Number of Cultural Heritage

Buildings 124

Others 3

Total 127

Number of people for 

Safety Guard

Day-time 383

Night-time 364

Total 747

Source: statistics for administration use(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2012)

Table 2. Manpower Status for Safety Guard

 

2.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과 보안등의 운용 현황

감시효과가 검증되면서 사회 도처에 빠르게 확산되는 대표

적인 범죄예방 및 감시시설은 CCTV이다. 문화재청(2016년)의 

자료에서 국보 및 보물로 지정된 93개 사찰에 설치된 CCTV는 

총 609개이다. 이 중에서 279개인 45.8%가 130만 화소 이하의 

저화질의 CCTV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상당수

의 문화재에 CCTV가 설치되어 있으나 정기조사, 감시범위의 

적정성, 사각지대 제거효과 등과 같은 평가 규정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설치된 CCTV는 대부분 2009년 이전에 설치되었으며 조달

청 등록기준 내구연한이 9년 정도이므로 수년 내에 교체가 이

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에 

따른 CCTV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문화재가 아닌 장소 또는 시설에 대해 ｢공공기관의 개인정

보보호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 제1항 10호)｣,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2012.1)｣ 등에서 

CCTV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2015.12)｣에 공동주택 단지 내 설치되는 CCTV는 130만 화소 

이상의 성능을 갖추어야만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130만 화소 

이상부터 네트워크 방식이며 범죄인의 모습이나 차량번호판 

등이 인식되는 것으로 규명됨으로써 개정되었다.

이 외에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

인(행정자치부)｣, ｢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

이드라인(행정자치부)｣, ｢정보통신 표준: 폐쇄회로 텔레비전

(CCTV) 시스템의 설계 및 설치(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등

의 지침에 따라 CCTV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이나마

도 설치 방법이나 운영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CCTV의 효율적 

설치 및 운용을 위한 제도적 기준의 마련이 요구된다. 

전국의 지자체도 이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추세이나, 

대부분 CCTV를 포함한 기계적 감시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대

한 기본적이고 개념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 공간적인 

설치기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미흡한 점은 마찬가지이다. 또

한 문화재 지역에 대해서도 CCTV 설치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역적 특성과 예산에 따라 각기 다른 모델이 설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야간에 CCTV의 감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는 

보안등이다. 주로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 등에 보행자를 범죄

와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시설로 보안등이 설치

된다. 이 외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과 ｢주택건

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등에 보안등 관련 규정이 있다. 그러나 

설치 간격에 대한 세부지침이 없고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양호한 시야환경을 확보해야 한다는 불명확한 규정만 있다. 조

도기준으로 교통량이 많은 주택지역은 5lx 이상, 교통량이 적

은 주택지역은 3lx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문화재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치 지침이나 평가에 대한 항목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Ⅲ. 문화재의 범죄예방환경 평가기법

1. 3DVE 지표의 산출방법

가시성은 보는 사람(또는 조망점)과 보이는 대상의 상호 관

계에 의해 결정된다. 즉, 가시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조망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보려는 대상의 가시여부, 가시범위, 가시면

적 등이 분석되어야 한다. 인간은 가시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

하지만, 이를 도면상에 표기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사실상 불

가능하다. 그러나 벡터 데이터 형식으로 구축된 가상의 디지털 

공간에서는 정량적인 가시성 분석과 도면 표기가 가능하다.

3DVE는 컴퓨터로 현실공간을 모사하여 조망점에서 목표로 

하는 대상의 가시여부를 안 보이는가(0)와 보이는가(1)로 단

순화하고, 조망점별로 보이는 대상의 빈도를 합산한 것이다. 

즉, 어느 지점에 대해 3DVE가 높다는 것은 다수의 조망점에서 

보이는 빈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를 이용하면 다수의 

대상을 감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지점과 감시 대상이 전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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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luating 

factors
Analysis items Definition Manipulative variable

Natural 

surveillance

Viewpoint of users
Locations where surveillance takes place in residential areas, 

major routes, etc.

Coordinates derived from the grid in the 

analysis space (x,y,z)

Visible distance
Cognitive distance of surveillance, maximum distance to 

identify objects
Day-time=135m, Night-time=54m

Organizational 

surveillance

Viewpoint of patrollers
Locations where patroller surveillance is conducted within 

the patrol line

Coordinates segmented along patrol lines 

(x,y,z)

Patroller's viewing angle Maximum viewing angle to identify objects All directions (360°)

Patroller's view direction
Directions where patroller surveillance is conducted within 

the patrol line
All directions (360°)

Patroller's visible distance
Cognitive distance of surveillance, maximum distance to 

identify objects
Day-time=135m, Night-time=54m

Mechanical 

surveillance

Viewpoint of cameras Installation points of CCTV Coordinates of cameras (x,y,z)

Camera's viewing angle Top, bottom, right and left recording range of CCTV All directions (360°)

Camera orientation Shooting direction of CCTV All directions (360°)

Camera's focal length Distance of lens from camera sensor
Limit distance according to angle of view 

setting

Camera's monitoring distance 0.8 times the focal length of the camera Focal length x 0.8 (Wide Mode)

Table 3. Analysis elements of 3DVE by evaluating factors

이지 않는 사각지대(3DVE 값이 0인 지점) 등을 판별해 낼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CCTV에 적용하면 CCTV별 가시성도 산

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침입자의 활동이 예상되는 공간에 일

정한 간격으로 가상격자를 발생시키고, CCTV에서 각 격자에 

대한 가시여부(1 또는 0)를 계산할 수 있고, 이는 공간에 생성

된 격자점에서 보이는 CCTV의 수량이 된다(Figure 2 참조).

Figure 2. Concept of 3DVE calculation
(Source: Seoktae Kim, 2013: p.43)

2. 평가요인별 3DVE 분석항목의 설정

문화재의 범죄예방환경에서 정량적 분석이 요구되는 원리는 

‘감시강화’이며, 평가요인은 자연적 감시, 조직적 감시, 기계적 

감시로 구분된다(김충식, 2015). 자연적 감시는 거주자와 방문

객의 가시여부로 평가될 수 있다. 3DVE가 계산될 거주자와 방

문객의 시점은 문화재 공간 내에서 불특정하게 발생되므로 

10m 간격으로 동일하게 발생시켜서 계산하였다(김석태, 2013).

자연적 감시의 평가 항목은 감시범위(시야각)와 감시거리이

다. 외부공간은 시선의 움직임이 자유롭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

의 ‘화면’과 같은 판단을 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자연적 감시

에서 3DVE는 전방위(360°)로 분석되어야 한다. 또한, 주간의 

가시거리는 자연적 감시에서는 동작 식별이 가능한 135m를 감

시거리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배현미 외, 1999). 야간의 

분석에 있어서 주야간의 비교를 위해서 주간 환경의 분석에 사

용된 조망점을 동일하게 사용하되 보안등이 설치된 상황을 반

영하였다(Table 3 참조).

조직적 감시는 관리사무실, 외부순찰, 내부순찰 등에서 순찰

자에 의한 가시성이 평가되어야 한다. 3DVE가 계산될 시점은 

순찰자의 동선을 일정 간격으로 나누어서 추출하였다. 순찰자

의 시야각, 시야방향은 각각 전방위, 135m로 자연적감시와 동

일하게 적용하였다. 야간 분석에서 손전등과 같은 인공적인 빛

으로 대상물이 식별될 수 있는 최대 범위를 순찰자의 가시거리

로 설정하여야 한다. 야간의 가시거리는 평균 시력 1.0의 운전

자가 야간에 교통표지판을 판독할 수 있는 54m를 기준으로 설

정하였다(추병선, 2011).

기계적 감시에서 3DVE를 계산하는 시점은 CCTV가 된다. 

그러므로 CCTV의 위치, 화각, 거리와 범위가 분석항목이 된

다. CCTV는 화각은 수평각과 수직각으로 구분된다(국립방재

연구원 2012). 그러나 설치되는 CCTV가 전방향(360°)으로 회

전되는 경우 화각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감시거리는 카메라 

센서에서 렌즈까지의 초점거리를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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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ctual landscape        b: Digitally created 3D model

Figure 3. Donam Seowon and digitally created 3D model

a: Natural surveillance displayed on the grid

(3DVE result value)

b: analysis result of natural surveillance at a waist 

position during the night

Figure 4. Examples of analysis by the self-produced program

3. 3DVE 프로그램 개발과 분석용 디지털 데이터 구축

연구과정에서 형상 자료 구축, 조망점 발생, CCTV 생성 및 

조작, 보안등 생성 및 조작, 3DVE 분석, 결과 조회 기능이 가

능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인 Unity 3D 기반에서 제작되었다. 

Unity 3D는 게임 엔진 기술이자 통합개발환경으로 게임의 개

발을 위해 3차원 형상의 생성과 분석에 용이한 프로그램 저작 

도구이다.

디지털 지형과 건물은 다수의 삼각형 표면(triangled 

surface)이 결합되어 형상을 나타내는 구조를 가지도록 하였다. 

수목은 원통이나 타원형으로 단순화하고 건물은 수직형, 문루

나 누각과 같이 하부가 비어있는 형상을 실제와 유사하게 구현

하여 현실적인 가시성의 검토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지형과 건물, 수목과 같은 형상은 AutoCAD나 SketchUP, 

Rhino와 3차원 도형 제작을 지원하는 상용프로그램에서 제작

이 가능한 OBJ(Wavefront Technologies에서 개발된 3차원 형

상정보 데이터 파일) 형식으로 제작함으로써 범용성과 호환성

을 고려하였다(Figure 3 참조). 

침입자가 활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간에서 가로 세로 

1x1m 간격으로 감시시점(격자점)을 발생시켜서 3DVE 계산

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감시지점은 인체의 동작치수를 바탕

으로 지상에서 구부리거나 선 자세, 서 있는 상태에서 손끝 최

대거리 등을 감안하여 구부리거나 선자세의 최대작업영역을 

구분하여 발생시켰다. 감시지점은 침입자가 쭈그려 앉거나 구

부린 자세를 취했을 때의 높이에 해당하는 0~1.0m(이하 허리

위치), 뛰거나 걷거나 혹은 서 있는 자세에서 손을 올린 높이 

1.0~2.0m(이하 머리위치)로 구분하여 산출하였다(안영배, 2014). 

모델에서 감시지점은 계산을 위한 가상의 지점이므로 가시

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산출된 3DVE 값은 감시지점에 부

여되었고(Figure 4의 a 참조), 3DVE의 최대값을 100%로 산정

하여 상대적인 차이를 평가할 수 있도록 표현하였다(Figure 4

의 b 참조). 적색은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3DVE가 형성되는 

지점이며, 청색은 상대적으로 최저의 3DVE가 형성되는 지점

이다. 이 때 조망점이나 CCTV에 1회도 보이지 않아 3DVE가 

0이 되는 감시지점은 표현되지 않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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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연구대상지의 범죄예방환경

연구를 위해 사적 제388호 돈암서원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

시하였다. 대상지의 문화재 지정구역은 5,548㎡이고 보호구역

은 59,151㎡에 이르며(문화재청 고시 제2016-28호), 주요 유적·

유물로 응도당(보물 제1569호)과 돈암서원비, 유경사, 양성당, 

장판각, 진사청 등이 있다. 보호구역은 대부분 필지가 전과 답

으로 서쪽이 높고 동쪽으로 낮아지는 지형이다. 분석범위는 문

화재 지정구역과 담장으로부터 10m 이내로 한정하였다. 대상

지는 법정 지정구역인 5,548㎡와 담장경계로부터 외곽으로 

10m의 완충지역을 포함해 약 9,700㎡이다. 

돈암서원의 감시 체계는 관리사무실에서 CCTV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리자 1명이 주간과 야간에 순찰을 하고 있다. 대상지 

주변에는 주거지가 적고 도로나 보도 등이 인지거리 밖에 위치

하여 주간의 자연적 감시도를 분석하는데 사용될 조망점(view 

points)은 감시구역에서 10×10m 간격으로 총 57개소를 설정하

였다(Figure 5의 a 참조).

기계적 감시도 분석에 CCTV 9대의 제원이 반영되었다. 설치

된 CCTV는 소형 카메라 렌즈가 돔처럼 생긴 케이스에 삽입되

어 전방위(360°) 회전이 가능하다. 화각은 Tele Mode(+Zoom)

일 때 수직과 수평 모두 2.7°이며, Wide Mode(-Zoom)일 때 수

직과 수평 모두 48°이다. 감시거리는 Tele Mode상태에서는 

80m, Wide Mode상태에서는 30m이다. 설치된 CCTV의 카메

라의 높이는 3.0m~3.5m 내외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Wide Mode상태를 일상적인 모니터링 환경으로 설정하고 감시

거리 30m와 CCTV 카메라 높이를 3.0m로 적용하였다(Figure 

5의 b참조). 

조직적 감시도 분석에 사용된 순찰동선의 길이는 약 230m이

며, 순찰자의 조망점은 5미터 간격으로 일부 교차점을 고려하

여 총 44개소가 선정되었다. 야간순찰의 감시성을 파악하기 위

해 손전등의 투사거리가 반영되었다. 대상지에 설치된 보안등

은 총 8개소이며, 전방위로 확산되는 논컷오프형(non cut-off)

에 해당된다. 현장에서 보안등의 투사거리는 30m, 보안등의 높

이는 3.0m~3.5m로 확인되었다. 야간순찰에서 사용되는 손전등

의 투사거리는 보안등과 동일하게 적용하였다(Table 4 참조).

머리위치와 허리위치에서 총 19,390개의 감시지점을 발생시

켜서 3DVE 지표를 분석하였다.

a: Donam Seowon's plan b: Crime prevention environment

  Figure 5. Research site

Evaluating factors Period Surveillance positions
Height of 

surveillance(m)
Viewing angle(°)

Distance of 

surveillance(m)
Observer

Natural surveillance
day 57 1.5 360 135 user

night 57 1.5 360 54 user

Organizational 

surveillance

day 9 3.0 360 30 user

night 9 3.0 360 30 user

Mechanical surveillance
day 44 1.5, 3.0 360 135 CCTV, guard

night 44 1.5, 3.0 360 30, 54 CCTV, guard

Table 4. Analysis elements for crime prevention environment of Donam Se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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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VE(%)

Day Night

Head position Waist position
total

Head position Waist position
total

amount rate%) amount rate%) amount rate%) amount rate%)

1~ 10 665 3.5 1,902 9.9 2,567 100 2.2 380 8.2 480

10~20 1,458 7.6 1,671 8.7 3,129 375 8.1 497 10.8 872

20~30 2,075 10.8 2,549 13.3 4,624 565 12.3 671 14.6 1,236

30~40 2,827 14.8 2,561 13.4 5,388 686 14.9 567 12.3 1,253

40~50 1,292 6.7 718 3.8 2,010 351 7.6 185 4.0 536

50~60 651 3.4 122 0.6 773 88 1.9 55 1.2 143

60~70 278 1.5 91 0.5 369 27 0.6 20 0.4 47

70~80 169 0.9 50 0.3 219 22 0.5 15 0.3 37

80~90 56 0.3 1 - 57 5 0.1 - - 5

90~100 6 - - - 6 - - - - -

subtotal 9,477 49.5 9,665 50.5 19,142 2,219 48.2 2,390 51.8 4,609

a. Day b. Night

Figure 6. 3DVE distribution graph of natural surveillance

Table 5. 3DVE calculation result of natural surveillance 

2. 평가요인별 감시도 분석결과

1) 자연적 감시도

57개의 조망점에서 총 19,390개소의 감시지점에 대한 3DVE

를 계산한 결과 주간에 방문객이나 순찰자 등에 의해 19,142지

점(98.7%)에 대한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인 것으로 밝

혀졌다(Table 6 참조). 그러나 8개소의 보안등만 설치된 야간

에 감시가능한 지점은 4,609개소(23.8%)로 주간에 비해 1/4로 

급격하게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Table 5 참조). 즉, 주간에 

돈암서원의 자연적 감시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이지만 야

간은 취약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41개 조망점에서 감시되는 빈도를 최대로 산정하였을 때 주

간에 대부분 감시지점에서 3DVE가 10~50%로 형성된다. 즉, 

적어도 4~20개의 조망점에서 감시지점이 보이는 상황인 것으

로 파악된다(Figure 6 참조). 야간의 3DVE는 머리위치에서 다

소 감소하지만 전반적으로 주간의 감시 경향과 유사한 분포를 

이루는 것을 알 수 있다.

주간과 야간 모두 30% 이내에서 허리높이에 대한 감시가 머

리위치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구부리거나 앉은 자세에서의 

은신 상황에 대한 감시가 잘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3DVE가 30%이상으로 나타난 지점은 허리위치가 가파르게 감

소하고 있어 건물 등과 같은 차폐물에 의해 앉아 있는 동작을 

감시하는 효과가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감시결과를 도면으로 작성한 결과 3DVE가 가장 높은(최대 

가시빈도) 감시지점은 총 57개 조망점 중에서 41개(붉은색)로 

주로 건물 지붕에 분포한다. 입덕문을 중심으로 응도당 앞마당

과 산앙루 남서쪽에 대해서는 감시 빈도가 높다. 반면에 숭례

사(사우) 후면과 전사청 앞마당은 사주문과 양성당에 의해 감

시가 빈약한 지역으로 판명되었다. 응도당 남쪽의 담장 사이공

간은 주간과 야간 모두 감시가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

다(Table 6 참조).

보안등이 설치된 범위 내에서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지만, 

보안등이 설치되었어도 응도당과 담장 사이공간과 전사청 앞

마당은 머리위치와 허리위치에서 감시성이 매우 낮아 추가적

인 감시 체계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사각지대인 것으로 

밝혀졌다.

주목할 것은 담장 밖의 감시지점에 대한 빈도가 허리위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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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Head position Waist position

Day

Night

Table 6. 3DVE map of natural surveillance

3DVE(%)

Day Night

Head position Waist position
total

Head position Waist position
total

amount rate%) amount rate%) amount rate%) amount rate%)

1~ 20 3418 21.2 4604 28.5 8022 670 15.1 1,049 23.7 1,719

20~40 3467 21.5 2843 17.6 6310 1,059 23.9 948 21.4 2,007

40~60 923 5.7 692 4.3 1615 364 8.2 298 6.7 662

60~80 109 0.7 88 0.5 197 22 0.5 20 0.5 42

80~100 4 - 4 - 8 - - - - -

subtotal 7921 49.0 8231 51.0 16152 2,115 47.7 2,315 52.3 4,430

Table 7. 3DVE calculation result of mechanical surveillance

서 거의 발생하지 않는 점이다. 돈암서원의 담장은 성인의 신

장보다 낮기 때문에 접근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사실상 영

역성 강화의 역할을 한다. 주간에 담장에 인접한 서원 내부에 

대한 감시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야간에 담장 내외부에 대한 

감시가 취약해지는 문제가 발견되었다.

2) 기계적 감시도

기계적 감시도를 산정하기 위해서 조망점을 9개 CCTV로 

설정하여 19,390개소의 감시지점에 대한 3DVE를 산출하였다. 

주간에 16,152개소(83.3%)의 감시지점이 CCTV의 감시범위에 

포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돈암서원에서 주간에 CCTV

의 사각지대는 16.7%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반

면에 8개소에 보안등이 설치된 야간에 CCTV의 감시에 포함되

는 지점이 4,430개소(22.8%)로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사각지대

가 77.2%로 주간에 비해 감시수준이 매우 취약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Table 7 참조).

주간에 3DVE의 최대값인 5개의 CCTV에서 보이는 경우를 

100%로 산정하여 분포그래프를 작성한 결과 주간에 3개 이내

의 CCTV가 중복해서 감시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Figure 7 참조). 야간이 주간보다 감시수준이 급격하게 감소

하지만, 전체적인 분포는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간에 CCTV의 중복이 높을수록 허리위치의 감시도가 급

격하게 감소하지만, 야간은 40% 이내에서 CCTV의 중복과 관

계없이 허리위치의 감시가 잘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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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Head position Waist position

Day

Night

Table 8. 3DVE map of mechanical surveillance

a. Day b. Night

Figure 7. 3DVE distribution graph of mechanical surveillance

리위치에 대한 감시는 주간에 CCTV 2대 이상의 중복이 이루

어진다.

기계적 감시도에 대한 3DVE 분포지도를 작성한 결과 주간

에 기계적 감시성이 높은 지역은 최대 5개의 CCTV가 중첩되

는 곳으로 입덕문을 들어서는 공간으로 판단된다. 허리위치에 

대해서 숭례사 서쪽과 북쪽, 정회당 서쪽 그리고 응도당 북쪽

마당에서 CCTV 감시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형성

되고 있다(Table 8 참조). 

기계적 감시분석도가 가장 높은 부분을 보면 CCTV에 의한 

감시가 강화되는 공간은 정의재와 거경재 사이와 경회당(관리

사무실)의 남쪽 마당이다. 즉, 대부분 감시강도가 높은 장소는 

관리인의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는 외곽보다 관리사무실 주변

이 되는 비효율적 감시체제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사청과 내삼문 사이공간은 허리위치에

서의 이동이 감지될 수 있어 숭례사로의 진입을 감시할 수 있

는 적정한 위치에 CCTV가 설치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자

연적 감시에서 주야로 사각지대를 형성하던 응도당 남측의 감

시가 강화되고 있어, 외부로부터의 침입 여부가 인지될 수 있

는 상황이다.

주간에 담장 내외부에 대한 감시가 허리위치까지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야간에는 응도당 담장 외

부에 대한 부분적인 감시가 이루어지는 것을 제외하고 대부분 

지역에서 감시가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CCTV를 회전하는 경우를 전제로 전방위 감

시를 측정하였다. 근무자가 CCTV의 방향을 수동으로 전환할 

수 있으나, 매번 조작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사실상 고정 상태

로 운영된다고 볼 때 본 연구에서 제시된 범위는 현격하게 감

소될 수 있다는 현실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외부

로부터의 침입을 감시해야하는 상황에서 CCTV는 효율적 배

치를 이루지 못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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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VE(%)

Day Night

Head position Waist position
total

Head position Waist position
total

amount rate%) amount rate%) amount rate%) amount rate%)

1~ 10 921 4.9 2,564 13.7 3,485 260 2.4 520 4.7 780

10~20 1,224 6.5 1,274 6.8 2,498 369 3.3 563 5.1 932

20~30 877 4.7 1,408 7.5 2,285 601 5.4 565 5.1 1,166

30~40 2,446 13.1 3,312 17.7 5,758 1,821 16.5 1,983 18.0 3,804

40~50 2,385 12.7 739 3.9 3,124 1,623 14.7 1,521 13.8 3,144

50~60 668 3.6 80 0.4 748 520 4.7 347 3.1 867

60~70 399 2.1 54 0.3 453 147 1.3 43 0.4 190

70~80 108 0.6 47 0.3 155 38 0.3 21 0.2 59

80~90 138 0.7 24 0.1 162 40 0.4 24 0.2 64

90~100 74 0.4 - - 74 20 0.2 15 0.1 35

소계 9,240 49.3 9,502 50.7 18,742 5,439 49.3 5,602 50.7 11,041

a. Day b. Night

Figure 8. 3DVE distribution graph of organizational surveillance

Table 9. 3DVE calculation result of organizational surveillance

3) 조직적 감시도

관리인의 순찰동선에 의한 조직적 감시도에 대한 3DVE 분

석결과 주간의 순찰에 의해 감시가 이루어지는 지점이 18,742

개소로 전체의 96.7%에 이른다. 돈암서원의 면적이 비교적 넓

지 않기 때문에 순찰에 의해 자연적 감시와 유사한 수준으로 

조직적 감시의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야간에 3DVE 

분석결과는 총 11,041개소(56.9%)에 대한 감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주간에 비해 다소 낮지만 자연적 감시나 기계적 

감시보다 효과가 높음을 알 수 있다(Table 9 참조).

3DVE 분석에서 최다 감시빈도인 36개소인 지점을 100%로 

산정해서 그래프를 작성했을 때 30~50%(10~18개의 감시중

복도)에서 분포가 집중되었다. 주간의 조직적 감시도는 40% 

이하에서 허리위치에 대한 감시효과가 높으며, 야간의 조직적 

감시도는 30~50%에서 높았다(Figure 8 참조). 야간에 머리와 

허리위치 모두 감시도가 높은 것은 주간에 감시빈도가 낮았던 

지역이 야간의 보안등의 투사범위에서 제외된 것에 기인한다.

조직적 감시도에 대한 3DVE 분포지도를 작성한 결과 순찰

자에 의해 감시가 형성되는 지역에서 주간과 야간의 차이가 발

생하였다. 조직적 감시도는 순찰자의 눈높이에 의해 감시범위

가 형성되기 때문에 담장과 건물에 의해 가려지는 공간의 감시

는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이로 인해 전사청-정회당에 이르는 

서쪽 지역은 사각지대가 형성된다. 이외에 응도당의 북동쪽과 

남쪽은 순찰이 요구되는 중요한 공간이 된다. 또한 현재 산앙

루의 주변 순찰은 되도록 담장에 가깝게 동선이 조정될 필요가 

있다(Table 10 참조).

특히, 응도당과 경회당 사이공간에 대한 감시집중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난 반면에 전사청-숭례사-장판각-

정회당의 서쪽은 건물과 담장, 화계 등의 지형과 구조물에 의

해 조직적 감시의 사각지대가 형성된다. 사각지대는 허리에서 

머리위치까지 침입자의 이동과 은신을 전혀 감시하지 못할 정

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주야간 모두에서 자연적 감시나 기계적 감시의 사각지대에 

대한 보완이 될 수 있음이 판명되었다. 그러나 감시효율을 높

이기 위해서는 자연적 감시나 기계적 감시에서 발생되는 사각

지대를 도출하고 순찰동선의 대안을 비교하여 짜임이 있는 감

시체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3DVE는 순찰자에서 발생하는 시점에 대한 중복 계산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사각지대를 도출하는 효과가 있으나, 순찰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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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Head position Waist position

Day

Night

Table 10. 3DVE map of organizational surveillance

3DVE(%)

Day Night

Head position Waist position
total

Head position Waist position
total

amount rate%) amount rate%) amount rate%) amount rate%)

1~ 10 745 3.9 1,940 10.1 2,685 109 1 418 3.8 527

10~20 1,557 8.1 1,720 9 3,277 374 3.4 608 5.5 982

20~30 1,121 5.8 1,121 5.8 2,242 726 6.5 712 6.4 1,438

30~40 1,524 7.9 1,309 6.8 2,833 1,554 14 1,574 14.2 3,128

40~50 2,897 15.1 2,663 13.9 5,560 1,939 17.5 1,860 16.8 3,799

50~60 1,012 5.3 708 3.7 1,720 468 4.2 336 3 804

60~70 350 1.8 69 0.4 419 175 1.6 60 0.5 235

70~80 145 0.8 62 0.3 207 69 0.6 30 0.3 99

80~90 107 0.6 37 0.2 144 38 0.3 16 0.1 54

90~100 88 0.5 23 0.1 111 20 0.2 16 0.1 36

소계 9,546 49.8 9,652 50.2 19,198 5,472 49.3 5,630 50.7 11,102

Table 11. 3DVE calculation result of integrated surveillance

정한 시차를 두고 반복되는 횟수에서도 한계가 있다. 또한 침

입자가 순찰자의 동선을 시차를 두어 회피하는 가능성도 내재

한다. 3DVE에서 기계적 분석보다 감시 범위가 넓은 것으로 판

명되었으나 동시간대에 CCTV에 의한 전면적 감시보다 효율

이 높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범죄취약시간대(새벽 

2~4시)에 대한 분석에 사용되는 것이 적합하다.

4) 통합적 감시도

실제로 자연적 감시, 기계적 감시, 조직적 감시가 동시에 수

행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통합적 감시에 대한 3DVE 분석이 실

시되었다. 분석결과 주간에 19,198지점(99%), 야간에 11,102지

점(57.3%)에서 감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야간의 

3DVE는 조직적 감시와 유사한 경향을 이룬다. 돈암서원의 범

죄예방환경의 감시강화에 조직적 감시가 중요함을 시사한다

(Table 11 참조).

최대빈도인 38을 100%로 산정하여 작성된 그래프에서 주간

에 1~40%(15개 이하의 중복)의 3DVE가 발생하는 지점이 주

를 이룬다. 40~50%(15~18개 조망점에서 감시가 중복)가 다

소 높게 형성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50%이상은 급

격하게 감소한다. 한편 야간의 3DVE는 30~50% 구간에서 높

은 빈도를 이룬다. 그렇지만 다른 구간에서는 낮은 빈도를 형

성하고 있어 특정 지점에 대한 중복이 편중되고 있음을 예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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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ay b. Night

Figure 9. 3DVE distribution graph of integrated surveillance

type Head position Waist position

Day

Night

Table 12. 3DVE map of integrated surveil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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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Figure 9 참조).

이러한 현상은 3DVE의 분포지도에서 확인된다. 주간에 최

대의 감시가 가능한 곳은 건물 지붕의 머리위치에 해당된다. 

그렇지만 허리위치는 지붕에서 잘 보이지 않는다. 지붕을 제외

하고 응도당과 경회당 마당에서 3DVE가 매우 높다(Table 12 

참조). 

기계적 감시와 조직적 감시가 부가됨으로 인해 전반적인 감

시 강화가 이루어지지만, 여전히 담장 외곽부는 부분적으로 낮

은 감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응도당과 경회당 사이 공간은 

매우 높은 감시도를 형성하고 있다. 관리사무실이 있는 경회당

과 그 주변에 해당되는 응도당 앞마당에 집중된 감시 상황을 

낮추고 취약한 곳에 대한 수준을 상향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

한 응도당 후면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CCTV의 위

치설정, 주간 순찰동선의 조정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보안등이 설치되지 않은 담장 주변 및 외곽부에 대해

서는 감시환경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주간

에 감시강도가 매우 낮은 전사청-정회당에 이르는 서쪽 지역의 

사각지대는 야간에 더욱 취약하기 때문이다.

통합적 감시도에 대한 3DVE 분석 결과 자연적 감시, 기계적 

감시, 조직적 감시가 종합적으로 수행되는 상황에 대한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야간에 있어서 보안등에 의한 감시 

범위의 축소 등도 파악될 수 있다. 또한 통합적 감시도는 개별

적 평가에서 발견되지 않은 종합적 감시상황의 판단에 사용될 

수 있다. 응도당 남쪽과 같은 지점에서 발생되는 사각지대의 

발견이 가능하였다. 또한 감시지점의 높이별 차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문화재에 대한 감시상황을 설정하여 분석하는 것

도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조직적감시에서 순찰자의 동선

이 상존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점을 감안하지 

못하는 것에 한계가 내재한다. 그러므로 야간의 분석에서 범죄

가 취약한 새벽 2~4시의 순찰을 한정해서 범죄예방환경을 평

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Ⅴ. 결론

본 연구는 문화재의 범죄예방환경을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기법을 개발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서 3차원 형

상 정보를 구축하고 자연적 감시, 조직적 감시, 기계적 감시 그

리고 통합적 감시로 구분하여 3DVE 지표를 평가하는 기법을 

개발하였다. 이 기법은 게임 엔진 기술이자 통합개발환경인 

Unity 3D를 이용하여 3차원 공간모델링과 CCTV, 보안등, 순

찰동선 등을 용이하게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현되었다. 

구축된 시스템을 이용하여 돈암서원의 자연적 감시, 기계적 감

시, 조직적 감시, 통합적 감시에서 취약지점, 사각지대, 순찰동

선의 문제점 등을 발견하고 그 결과를 도면으로 제작하는 것이 

가능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간 감시성은 자연적 감시, 기계적 감시, 조직적 감시 

순으로 높지만, 야간 감시성은 조직적 감시, 기계적 감시, 자연

적 감시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둘째, 기계적 감시에 대한 3DVE 분석을 통해서 CCTV의 제

원과 설치 위치, 높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각지대의 발견과 표

시가 가능해졌다. 특히, 머리위치와 허리위치 등으로 세밀하게 

발견이 가능하게 되었다.

셋째, 문화재 공간내의 건물이나 담장 등에 의해서 용의자의 

작업영역이 낮아질수록 감시가 어렵기 때문에 허리위치에 대

한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넷째, 조직적 감시는 기계적 감시의 한계를 보완하는 효과가 

있지만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사각지대를 감소시키지 못하는 것

이 발견되었다. 그러므로 범죄가 활발한 시간대인 새벽 2~4시의 

순찰동선을 설정하는 과정에 본 평가기법이 효과적일 수 있다.

다섯째, 통합적 감시환경을 분석함으로써 보안등, CCTV의 

제원, 순찰 동선, 차폐물(시설물, 수목) 등의 설정과 변경에 따

른 검토 도구로써의 활용이 전망된다. 

본 연구는 실제 상황을 시뮬레이션으로 제작하여 범죄예방

환경을 진단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대안을 실험하고 

제시하는 시도까지 수행하지 못했다. 앞으로 본 연구를 기반으

로 하여 범죄예방환경의 진단과 함께 대안의 실험과 비교, 최

적안의 도출을 제시할 수 있도록 발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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