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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범죄는 특정한 장소나 주변 환경에 따라서 범죄의 유형과 빈도가 매우 한 계를 갖으며 발생된다. 특히 공간

으로 범죄는 도심지역, 유흥가, 노상 등에서 많이 발생된다. 이러한 이유로 범죄와 발생장소와의 계를 분석하는 것은 범죄

를 측하는데 효과 이며 이를 해서 다양한 공간분석 기법이 용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범죄 측에 활용코자 

GIS 공간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범죄취약지를 추출하 다. 범죄취약지는 범죄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장소와 용도지역별로 다

르게 발생되는 범죄를 GIS의 핫스팟 분석(Hot Spot Analysis)과 역거리 가 법(IDW)을 이용하여 추출하 다. 한 셉테드

(CPTED)의 감시요소인 CCTV, 가로등, 지구 , 출소에 해서 각각 감시범 와 가 치를 산정하고 범죄취약지도와 첩

하여 4개 등 (안 , 주의, 경고, 험)으로 표 된 셉테드 기반의 범죄취약지도를 제작하 다.

주제어 : 범죄 방환경설계, 빅데이터, 지리정보시스템, 핫스팟, 역거리 가 법, 범죄지도

Abstract  This study set out to identify crime vulnerable areas with the GIS spatial analysis technique for the 
prediction of crimes. Crime vulnerable areas were extracted from the statistics of crimes with the GIS hotspot 
analysis technique and the inverse distance weighted(IDW) method applied to different crimes according to places 
and use districts. The scope of surveillance and weight were calculated for each of CPTED surveillance elements 
including CCTV, streetlamp, patrol division, and police substation. Maps of crime vulnerable areas were overlapped 
one after another to make a CPTED-based one expressed in four grades(safety, attention, warning, and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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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인구 10만 명당 발생하는 형법범죄 발생건수인 우리

나라의 범죄율을 살펴보면 지난 30여 년간 2배 이상이 증

가하 다. Fi.g. 1에서 보면 1990년  후반에서 2000년 

반까지 경제 기의 향으로 생계형 범죄가 증하여 범

죄율이 격히 증가하 으며, 2008년 세계 융 기를 

후하여 경계  사회  불안 등의 요인으로 흉악사범

이 증가하 다. 

특히 2000년에서 2016년 사이 형법범죄 에서 주요 

범죄로 분류되는 도는 1.1배, 성폭력은 3.9배, 폭행은 

9.4배가 증가하 다[1].

이처럼 주요범죄의 증가는 사람들에게 물리 , 정신

으로 큰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안 에 한 요성과  

사회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이에 범죄를 최소화하고 

사 에 방하기 한 책 마련에 한 요구가 증 되

고 있으며, 이를 해 정부와 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해결책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Vol. 8. No. 1, pp. 161-171, 2018

ISSN 2586-1816
e-ISSN 2586-4440

DOI : https://doi.org/10.22156/CS4SMB.2018.8.1.161



융합정보논문지 제8권 제1호162

Fig. 1. Rate of crime

부분의 범죄는 무작 인 분포로 발생하지 않고 

일정한 장소  패턴을 보이며 발생하기 때문에 그 공간

 분포가 특정 지역에 집 되는 형태로 나타난다[2,3]. 

따라서 범죄의 특성상 공간 으로 균일하게 발생하지 않

기 때문에 특정 범죄의 발생 장소에 한 분석을 통해서 

범죄취약지 측과 방을 한 해법을 찾을 수 있다

[3,4].

반면에 주요 통행 길이나 우범지역, 어두운 지역 등의 

범죄취약지에 CCTV를 설치하거나 가로등 설치와 조도

를 밝게 하여 감시가 용이하도록 함으로써 범죄 방과 

생활안 을 한 책을 마련할 수 있다.  

이처럼 범죄 취약지역의 환경을 변화시켜 범죄를 사

에 방, 제거함으로써 범죄의 발생 기회를 이려는 

기법, 즉 공간설계를 통해서 범죄 방을 유도하려는 셉

테드 기법에 한 활용이 국내 반에 걸쳐 활용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5].

최근에는 셉테드 기법과 범죄 자료를 활용하여 범죄

취약지를 추출하기 한 다양한 기법들이 연구되었다

[6-8].

기존의 연구사례를 살펴보면 Park(2014)은 1/5,000 연

속 수치지도를 이용하여 외진길, 막다른 골목길, 시야가 

좁은 사각지  등과 같은 고립된 지역을 상으로 범죄 

험도를 추출하여 범죄취약지를 제작하는 방법을 제안

하 다[6]. Park 등(2015)은 2006년에서 2009년까지의 범

죄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군집화하여 범죄발생 황도

를 제작하 다. 한 셉테드 감시요소인 가로등, CCTV, 

치안센터에 한 가 치를 산정한 후 범죄발생 황도에 

가 치를 부여함으로써 셉테드 용이 범죄취약지의 감

소로 나타남을 확인하 다[7]. Shin(2016)은 안 시설물 

설치요구에 한 민원  공  차질로 인해 안 시설물

이 미설치된 사각지 를 분석함으로써 수요자 측면에서

의 범죄취약지를 추출하 다[8]. 

이와 같이 범죄 방을 한 노력으로 범죄취약지를 

측하거나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CCTV나 

보안등 설치, 치안시설의 운 을 한 치선정 등 다양

한 연구가 시도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사례에서 공통 으로 나

타나는 한계 으로는 정확한 범죄 발생 치정보를 획득

하는 것이 어렵고, 이로 인해 연구 성과를 검증하는데 한

계가 있었다. 한 연구 상지역에 설치된 감시 요소로 

인해 범죄 발생이 감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분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한계 들을 해결하

기 해 2010년 시 의 공간정보, 2011년 범죄 통계자료, 

셉테드의 감시 요소를 이용하여 셉테드 기반의 범죄취약

지를 추출하고, 정부에서 실제 범죄발생 자료를 이용해 

구축한 2017년의 생활안 지도와 비교함으로써 범죄취

약지 추출기법에 한 신뢰성을 검증하고자 하 다.

특히, 2010년 반의 자료를 이용해 분석을 수행하고 

2017년 자료를 이용해 검증함으로써 범죄취약지 검증에 

한 한계를 극복하고, 이러한 성과를 통해서 범죄 발생 

사례가 없는 지역에 해서도 신뢰성 있는 범죄취약지 

측이 가능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사례가 되고자 

한다.

연구내용을 요약하면, 국내에서 발생한 범죄 발생장소

에 한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용도지역별로 범죄발생 특

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시범지역의 용도지역에 용

하여 범죄취약지를 측한다. 그리고 셉테드의 감시 요

소로 인한 범죄 감소 효과를 범죄취약지에 반 함으로써 

셉테드 기반의 범죄취약지를 추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5대 범죄와 형법범죄 

2013년 까지 ‘5  범죄’는 ‘주요범죄’를 통칭하는 개념

으로서 ‘살인, 강도, 강간, 도, 폭력’을 말하 으나, 2014

년에 범죄분류체계가 바 면서 ‘5  범죄’는 형법범죄의 

주요 범죄로 분류되어 ‘살인, 강도, 성폭력(강간 포함), 

도, 폭력’으로 정의되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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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용도지역

용도지역이란 도시계획에서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기

하기 하여 토지와 건물의 용도에 일정한 제한을 가함

으로써 각 지역에 합한 용도에 쓰이도록 지정된 곳을 

말한다. 용도지역은 『국토의 계획  이용에 한 법

률』 의하여 도시지역, 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

지역 등 4개의 용도지역으로 구분되며, 도시지역은 상

업지역, 주거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세분화된다

[9]. 

2.3 범죄지도와 GIS

범죄 방 련 공간객체와 범죄 발생의 공간 인 분포 

형태를 악하여 지도로 나타낸 것이 범죄지도이다.

범죄지도는 범죄분석가들이 범죄사건패턴  발생 분

포, 지역별 각종 범죄 발생 황 등을 지도화하여 분석하

기 해 사용된다. 범죄지도는 지리정보시스템(GIS :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을 사용함으로써 범죄분

석가들이 범죄발생의 핫스팟, 범죄의 다른 경향이나 패

턴을 확인하는 작업을 용이하게 해 다. 

GIS를 범죄분석에 이용하면 통계학  기법과 공간데

이터를 이용하여 기존의 범죄지도가 가지는 근본 인 한

계를 보완해 주며, 일차 으로 범죄발생의 공간 인 특

성, 분포를 확인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범죄발생과 

련된 요인들의 상호작용을 악하기 한 2차 분석에도 

유용해 범죄분포와 범죄 집  발생 장소, 시간별 변화, 범

죄자의 도주경로 등을 악하는데 활용 할 수 있다[10].

외국에서는 GIS를 이용한 범죄지도가 많이 상용화 되

어있다. 미국은 Crime Reports라는 사이트에서 지역별 

범죄율 보 서비스를 진행 이며 이미 그 효과도 입증

되어 있다[11]. 일본에서는 2003년부터 온라인 범죄 지도

를 제작하여 범죄 방에 심 을 기울이고 있다. 국의 

경찰국도 2008년부터 우편번호를 기입하면 해당 지역의 

범죄발생 황을 볼 수 있는 사이트를 제작하 다.

2.4 셉테드와 GIS

셉테드(CPTED :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란 도시공간을 설계하여 범죄를 

방하는 방법으로 건축 설계나 도시계획 등 범죄에 

한 방어  설계이다[12].

범인의 범행 패턴을 측하여 범죄 취약지역의 환경

을 변화시켜 범죄를 사 에 방, 제거함으로써 범죄의 

발생 기회를 여 시민들이 범죄에 한 두려움을 덜 느

끼며 심리  안정감,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종합  

범죄 방 략이다[5].

1960년  제이콥스(J. Jacobs)의 ‘방어 공간’을 시작으

로 뉴먼(Oscar Newman), 제 리(C. R. Jeffery)등의 학

자들에 의해 사회 , 고 인 범죄학을 탈피하여 감시

와 방어 공간이라는 개념의 환경설계를 이용한 범죄 

방 방법에 한 연구가 본격 으로 시작 되었다.

셉테드 환경설계에서 감시 역에 을 둔 요소로는 

CCTV, 보안등, 경찰서, 반사경, 도로망, 담장, 수목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감시 요소를 통해서 범죄 발생 기

회를 여 범죄 방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감시 

요소는 GIS기술을 통해서 그 입지를 선정하거나 범죄취

약지를 분석하는데 이용되고 있지만 GIS와 결합하는 연

구는 아직 기단계에 머물고 있다. 주로 셉테드 환경설

계 인자인 CCTV 치선정을 하거나, 범죄취약지 분석에 

감시요소 인자로 활용한 연구가 최근에 수행되었다

[6,13,14].

2.5 GIS 공간분석

치 기반으로 시공간 상을 탐구하고 공간상에서 발

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GIS 공간분석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의사결정을 지원한다는 측면

에서 GIS의 활용은 많은 이 을 제공한다.  

GIS를 이용한 범죄분석을 진행할 때 부분의 선행사

례는 통계 인 부분을 시각화하여 범죄패턴분석을 용이

하게 할 수 있는 핫스팟 분석이 유용하게 이용된다

[15,16].

핫스팟 분석은 (Point)으로 표 된 공간  사상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지역을 핫스팟 지역으로 인식한다. 

즉, 범죄 발생 건수를 포함하고 있는 의 값이 높으면 

핫스팟 지역을 나타나며, 낮은 값은 콜드스팟(Cold spot)

지역으로 표 된다.  

범죄분석 결과를 연속 인 패턴으로 시각화하고 그 

패턴을 통해서 취약지를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하는 역

거리 가 법 한 시각화 도구로 많이 사용된다. 역거리 

가 법은 주변의 가까운 으로부터 선형으로 결합된 가

치를 사용하여 새로운 셀의 값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가까이 있는 실측값에 더 큰 가 치를 주어 보간하는 방

법이다. 따라서 거리가 가까울수록 높은 가 치가 용

되기 때문에 역거리 가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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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 및 분석

3.1 연구범위 및 방법

3.1.1 연구범위

내용  범 로는 형범범죄 에서 주요 범죄로 분류

되는 살인, 강도, 성폭력, 폭행, 도 등 5  범죄를 상

으로 범죄취약지를 추출하 다. 

시간  범 로는 2011년 범죄 발생 통계자료와 2010

년에 구축되어 편집된 국 1/5,000 수치지도를 활용하

으며, 검증을 해서 2014년에서 2017년 사이의 범죄발

생자료를 활용해 구축된 생활안 지도를 사용하 다.  

공간  범 로는 자료수집이 용이하며, 시․도별 범죄

율 수치와 도시화율이 가장 높은 지역, 지가가 가장 낮고 

유흥가가 집되어있는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을 최종 연구지역으로 선정하 다.

3.1.2 연구방법

범죄자료의 경우 개인정보보호정책의 개정으로 정확

한 범죄 발생 치를 확인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경찰청에서 매년 제공하는 범죄통계 자료를 활용하면 범

죄 유형에 따라 범죄 발생장소에 한 패턴을 분석해 낼 

수 있다. 한 범죄 발생장소에 한 패턴과 특징을 일반

화하면 범죄 발생에 한 기 자료가 없는 신도시 개발 

지역, 도시계획 지역, 택지개발 지역에 해서 미래에 발

생할 수 있는 범죄에 한 취약지를 측해 낼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2011년 범죄통계 자료와 셉테드 

감시요소, 수치지도 등을 활용하여 셉테드 기반의 5  범

죄취약지를 추출하고 2017년 시 의 생활안 지도와 비

교함으로써 본 연구방법론의 정확성을 검증하 다. 

가. 용도지역별 5  범죄 가 치 산정    

주요 5  범죄의 발생장소에 한 통계자료를 용도 지

역별(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로 재분

류를 수행하고, 국을 상으로 용도지역 내 시설수와 

용도별 5  범죄의 발생건수를 나 어 으로써 용도지

역별 범죄 가 치를 산정할 수 있다. 를 들어 단독주택

의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재분류하고 단독주택에서 

발생한 5  범죄 발생건수를 국 주거지역 시설수와 각

각 나 워 으로써 단독주택에서 발생한 5  범죄가 주

거지역에서 얼마만큼의 비 으로 발생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즉, 각각의 주요 5  범죄가 동일한 범죄 발생건수

를 나타낼 때 시설수가 많은 용도지역보다 시설수가 더 

은 용도지역이 범죄 다발지역이라는 것이다(범죄발생 

건수는 주거지역이 많으나 주거지역 보다는 유흥가 등이 

범죄 다발지역으로 정). Levine(2013)은 2003년 샌 안

토니오에서 발생한 강도사건의 핫스팟 분석에서 인구수

가 많으면 당연히 범죄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진정한 

험지역은 인구수를 통제한 상태에서의(즉, 인구수가 

많아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제외) 다발지역이어

야 함을 나타낸 것도 본 연구방법과 유사하다[17].  

나. 용도지역별 5  범죄취약지 추출

두정동 내의 시설물에 해 용도지역을 각각 지정하

고 해당 시설물의 용도지역에 따른 범죄 가 치를 속성

으로 부여하 다. 구축된 데이터는 핫스팟 분석과 역거

리 가 법 등 GIS공간분석을 수행하여 5  범죄에 한 

각각의 범죄취약지를 추출하 다. 최종 으로 각각의 범

죄취약지를 첩하여 통합된 용도지역별 5  범죄취약지

를 추출하 다.  

다. 셉테드 감시요소 기반의 취약성도 제작 

셉테드의 감시요소에 해당하는 CCTV, 가로등, 출

소 등에 한 치를 DB로 구축하고 버퍼기능을 이용하

여 각각의 감시 가능범 를 선정하 다. 각각의 감시요

소에 한 감시범 를 상으로 가 치를 부여하고 첩

하여 셉테드 감시요소 기반의 취약성도를 제작하 다. 

그 결과는 CCTV, 가로등, 출소의 감시구역 내에 존

재하는 지역은 안 지역에 해당되며, 감시구역 밖에 존

재하는 지역은 취약지로 표 된다. 

취약성도는 안별로 가 치를 다르게 용하여 3가

지 안의 취약성도를 제작하 다.

라. 셉테드 기반의 5  범죄취약지 추출

셉데트 감시요소 기반의 취약성도 3개와 두정동의 용

도지역별 5  범죄취약지 추출 결과물 1개를 GIS 첩분

석을 통해서 셉테드 기반의 5  범죄취약지를 추출하

다. 최종 으로 취약지의 속성값을 재분류하여 안 , 주

의, 경고, 험 형태로 범죄취약지를 표 하 다. 

3.2 DB 구축 및 분석

3.2.1 기조자료 수집

DB구축을 한 기 자료는 Table 1과 같이 1/5,000 

국 수치지도, 통계청의 시설물 황, 5  범죄의 발생

장소별 발생건수, CCTV, 가로등, 출소 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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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 국 수치지도는 연구시 을 맞추기 해 

2010에 제작되고 편집을 통해 시설물의 Poi(Point of 

Interrest) 정보를 담고 있는 자료를 유료로 구입하여 사

용하 다. 통계청의 시설물 황은 시설물의 수량을 확

인하기 한 것으로 시설물의 수량을 확인할 수 없는 경

우 국 수치지도를 통해서 시설물의 수량을 확인하 다. 

5  범죄의 발생장소별 발생건수는 경찰청의 범죄통계 

자료를 다운 받아 사용하 다. 그 외 자료는 천안시청에 

자료 조요청을 통해서 수집하 다.  

Data Contents Type

Digital map
Scale : 1/5,000
Map of korea

.shp

Number of facility Statistics korea .xls

Number of crimes in the 
place

Murder, Robbery, Sexual 
violence,  Larceny, Battery

.xls

Streetlamp
Coordinates of streetlamp 

location
.xls

CCTV
Coordinates of  CCTV 

location
.xls

Police substation
Coordinates of police 
substation location 

.xls

Table 1. Basis data                    

3.2.2 용도지역별 5대 범죄 가중치 산정 

가. 5  범죄 발생장소의 용도지역별 재분류 

경찰청의 “2011 범죄통계” 자료에 있는 34개 항목의 

발생장소를 4가지 용도지역으로 재분류하 다. 

발생장소는 아 트, 연립, 다세 , 단독주택, 고속도로, 

노상, 백화 , 슈퍼마켓, 편의 , 형할인매장, 상 , 시

장노 , 숙박업소, 목욕탕, 유흥 객업소, 사무실, 공장, 

공사장, 산, 창고, 역․ 합실, 지하철, 기타교통수단, 

흥행장, 유원지, 학교, 융기 , 의료기 , 종교기 ,  산

야, 해상, 부 , 구 장소, 공지, 주차장, 공 화장실, PC

방, 기타 등으로 구분되며, 용도지역은 주거지역, 공업지

역, 상업지역, 녹지 등으로 구분된다.    

이처럼 세분화 되어 있는 범죄 발생장소를 특성이 유

사한 용도로 그룹화하고 일반화하는 것은 자료처리를 용

이하게 하며 시각화뿐만 아니라 용도지역별 범죄 가 치

를 산정하는데 유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서 용도지역별 범죄 발생 특성과 빈도를 살펴볼 수 있다. 

Table 2는 34개 항목의 범죄 발생장소를 4가지 용도지

역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것으며, 20개 항목이 최종 재분

류 되었다. 재분류에서 락된 14개 항목은 범죄발생이 

시설물 내에서 발생되지 않아 특정 치를 추정할 수 없

어 그 치를 표 하기 어렵거나 연구 상지역 내에 해

당 발생장소가 없는 경우이다. 락된 14개 항목은 고속

도로, 노상, 사무실, 기타교통수단, 산야, 해상, 부 , 구

장소, 공지, 기타,  역․ 합실, 지하철, 주차장, 공 화장

실 등이다. 

Land-use 
zoning

Mark Place of crime

Residential
area

a
Apartments, Multi-unit dwelling, 
Multi-household house, Detached house

a’ School

Commercial 
area

b

Department store, Market, supermarket, 
Convenience store, Large discount stores, 
Store,  Chapter entertainer, Financial 
institutions, Medical institutions, Pc-room

b’
Adult entertainment, Hostel, Performance 
facility

Industrial area c
Factory, Construction trades, Mine, 
Warehouse

Green area d Park

Table 2. Reclassification of crime occurrence place 

Table 2에서 학교(a’)와 유흥가(b’)는 용도지역 기 을 

세분화 하여 별도로 분리하 다. 학교는 성폭력 알리미

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활용하면 범죄발생 장소에 한 

상세한 분석이 가능하며, 유흥가는 범죄발생으로부터 특

히 취약한 장소로써 요한 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

에 상업지역에서 세분화하고 별도 항목으로 분리하 다. 

나. 용도지역별 5  범죄 가 치 산정 

Table 3에서 5  범죄에 한 용도지역을 6개 항목으

로 각각 나열하고 범죄 발생건수와 용도별 시설물 수를 

입력하 다. 이때 20개 항목에 한 용도별 시설물 수는 

국 수치지도와 통계청 자료를 이용하여 그 수량을 산

정하 고, 자료의 시 차로 인해 자료가 상이할 경우 수

치지도를 기 으로 수량을 산정하 다 그 결과 총 시설

물 수는 9,582,962개로 추정되었다. 

2011년 20개 항목의 장소에서 발생한 살인은 총 293건

이며, 그  226건이 주거지역에서 발생하 다(77.13%). 

그 다음으로 유흥가(13.65), 상업지역(6.48%), 공업지역

(2.05%), 녹지지역(0.68%) 순으로 발생하 다. 살인에 

해서 용도지역별 발생건수를 각각의 시설물 수로 나 어 

계산하고 이를 다시 가 치로 환산하여 나타낸 결과 유

흥가(42.71%), 상업지역(27.61%), 녹지지역(9.82%), 주거

지역(4.73%) 순으로 살인에 한 범죄 가 치가 산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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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e　 Use zoning
Number of 
crimes(a)

Rate(b)
Number of facility(c)

Rate(d) Weight(e)

a / ∑ a * 100 a / c * 100 d / ∑ d * 100

Murder

Residential 226 77.13 9,112,083 0.0025 4.73

Commercial 19 6.48 131,136 0.0145 27.61

Industial 6 2.05 116,373 0.0052 9.82

Green 2 0.68 25,195 0.0079 15.13

School 0 0.00 19,721 0.0000 0.00

Entertainment 40 13.65   178,454 0.0224 42.71

Sum 293 100.00 9,582,962 0.0525　 100.00

Robbery

Residential 736 40.82 9,112,083 0.0081 0.91

Commercial 561 31.11 131,136 0.4278 48.19

Industial 21 1.16 116,373 0.0180 2.03

Green 29 1.61 25,195 0.1151 12.97

School 14 0.78 19,721 0.0710 8.00

Entertainment 442 24.51   178,454 0.2477 27.90

Sum 1,803 100.00 9,582,962 　0.8877 100.00

Sexual 
violence

Residential 4,103 46.16 9,112,083 0.0450 1.13

Commercial 627 7.05 131,136 0.4781 11.97

Industial 67 0.75 116,373 0.0576 1.44

Green 165 1.86 25,195 0.6549 16.39

School 124 1.39 19,721 0.6288 15.74

Entertainment 3,803 42.78   178,454 2.1311 53.34

Sum 8,889 100.00 9,582,962 3.9955　 100.00

Larceny

Residential 46,068 39.55 9,112,083 0.5056 0.81

Commercial 36,755 31.56 131,136 28.0282 44.63

Industial 8,313 7.14 116,373 7.1434 11.38

Green 1,033 0.89 25,195 4.1000 6.53

School 2,084 1.79 19,721 10.5674 16.83

Entertainment 22,223 19.08   178,454 12.4531 19.83

Sum 116,476 100.00 9,582,962 62.7976　 100.00

Battery

Residential 11,010 35.05 9,112,083 0.1208 0.67

Commercial 5,029 16.01 131,136 3.8349 21.32

Industial 684 2.18 116,373 0.5878 3.27

Green 862 2.74 25,195 3.4213 19.02

School 504 1.60 19,721 2.5557 14.21

Entertainment 13,326 42.42   178,454 7.4675 41.51

Sum　 31,415 100.00 9,582,962 17.9880　 100.00

Table 3. Weight calculation of crime in land-use zoning 

었다. 이러한 결과는 시설물 수를 통제하면(시설물 수가 

많아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통제 는 제거)범죄에 

한 발생 빈도  다  발생에 한 패턴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앞 에서 기술한 Levine(2013)의 연구방법과 

동일하다[17]. 

Crime High risk Middle risk Low risk

Murder Entertainment Commercial Green

Robbery Commercial Entertainment Green

Sexual 
violence

Entertainment Green School

Larceny Commercial Entertainment School

Battery Entertainment Commercial Green

Table 4. Risk level of crime in use zoning 

Table 3에서 용도지역별로 범죄 가 치가 가장 높게 

나타난 범죄를 살펴보면 살인은 유흥가, 강도는 상업지

역, 성폭력은 유흥가, 도는 상업지역, 폭행은 유흥가로 

나타났으며, 이를 다시 정리하면 Table 4와 같다.

3.2.3 용도지역별 5대 범죄취약지 추출

GIS 기술인 핫스팟 분석과 역거리 가 법을 용하여 

범죄취약지를 추출하기 해서 두정동 내에 객체 유형이 

폴리곤인 건물을 포인트로 변환하 다. 이후 각각의 포

인트에 해서 건물의 용도와 특성에 따라서 용도지역을 

선정하여 그 해당되는 값을 입력하 다. 한 포인트의 

속성에 앞 에서 계산된 범죄가 치를 입력하 다. 

Fig. 2는 두정동의 용도지역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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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Land-use zoning of study area

Fig. 3. Hot spot analysis of murder

살인에 해서 핫스팟 분석을 수행한 결과 Fig. 3에서

와 같이 진하게 표 된 곳이 살인에 한 핫스팟 지역이

며, 흐리게 표 된 곳이 콜드스팟 지역이다.

Fig. 4는 살인 핫스팟 분석 결과에 해서 역거리 가

법을 용한 결과이다. 이와 같이 연속 인 패턴으로 셀

기반의 스터 자료를 획득할 수 있다. 역거리 가 법을 

통해 시각화된 Fig. 4를 살펴보면 살인은 A, B, C, D, E 

구역에서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육안으로 독 할 

수 있다.

Fig. 4. IDW analysis of murder

이와 같은 방법으로 5  범죄에 해서 각각 핫스팟 

분석과 역거리 가 법을 용한 후 그 결과를 첩하여 

통합한 결과 Fig. 5와 같이 나타났다.

Fig. 5. Five major crime vulnerable area using 

hot spot analysis and IDW

Fig. 5를 보면 진하게 표 된 곳이 범죄에 취약한 지역

임을 나타내며, 이는 Fig. 4의 범죄 취약 패턴과 유사하

다. 이는 앞 의 Table 4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5  

범죄가 모두 유흥가와 상업지역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

에 그 결과도 유사하게 나타난 것으로 단된다.

3.2.4 셉테드 감시요소 기반의 취약성도 제작

셉테드 감시요소인 CCTV, 가로등, 출소에 해서 

Table 5와 같이 감시범 를 설정하 다. 

Division Buffer(m)

CCTV 50, 100, 150

Streetlamp 10

Police substation 1,000

Table 5. Buffer of CPTED component

CCTV의 경우 장조사를 통해서 제원을 확인한 후 

각각에 해서 감시범 를 결정하 다. 한 감시요소에 

해서 각각 범죄 방효과가 서로 다르다는 가정 하에 

안 1, 안 2, 안 3으로 나 어 가 치를 부여하 다. 

이때 가 치의 총합은 1이 되도록 하고 각각의 감시요소

는 0.5를 넘지 않도록 가 치를 산정하 다. 가 치는 기

존 사례를 통해 감시효과가 가장 큰 CCTV에 해 가장 

높은 값을 부여하 고, 다음으로 출소, 가로등 순으로 

가 치를 부여하 다. Table 6은 셉테드 감시요소의 가

치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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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1 (b) case 2 (c) case 3

Fig. 6. Vulnerable area of CPTED component  

Division CCTV Streetlamp
Police 

substation

Case 1 0.5 0.15 0.35

Case 2 0.45 0.25 0.3

Case 3 0.5 0.2 0.3

Table 6. Weighted values of CPTED component

셉테드 구성요소의 감시범 에 해서 각각 버퍼

(Buffer) 분석을 수행한 후 각각의 버퍼 폴리곤에 가 치

를 부여하고, 첩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0에서 1까

지 범 의 값을 갖는 셉테드 감시요소 기반의 취약성도

가 제작되었다. 3가지 안으로 각각 제작된 취약성도는 

CCTV, 가로등, 경찰서 등의 감시범 에 내에  포함

되지 않는 즉, 0의 값을 갖는 험지역과 감시범  내에 

모두 포함되는 1의 값을 갖는 안 지역으로 표 된다. 

셉테드 감시요소 기반의 취약성도는 Fig. 6과 같다. 

3.2.5 셉테드 기반의 5대 범죄취약지 추출

1개의 용도지역별 5  범죄취약지와 안으로 각각 

제시된 3개의 셉테드 감시요소 기반의 취약성도를 각각 

스터 연산을 통해서 3개의 셉테드 기반의 5  범죄취

약지를 추출하 다. 그 추출 과정은 수식 (1)과 같다. 

 용도지역별 5  범죄취약지

- 셉테드 감시요소 기반의 취약성도 1. 2, 3 * 46.54

= 셉테드 기반의 5  범죄취약지 1. 2, 3 (1)

수식 (1)에서 셉테드 감시요소 기반의 취약성도에 

46.54를 곱한 것은 Fig. 6에서 보여주는 0에서 1까지의 범

를 Table 7과 같이 범 를 확장하기 한 것이다. 

이는 5  범죄의 가장 험한 지역 값인 46.54에 셉테

드 감시요소의 가장 안 한 값인 46.54 빼주어 안 한 지

역으로 변경시키기 한 것이다. 즉,  5  범죄취약지  

일부지역이 매우 취약한 46.54의 값을 갖더라도 모든 셉

테드 감시요소의 감시범  내에 있을 경우 안 한 지역

으로 지정하기 한 것이다. 수식 (1)을 이용하여 추출된 

셉테드 기반의 5  범죄취약지는 값의 범 가 Table 7과 

같이 22.65에서 –62.54로 나타났다.

Division Range of value

a1
Max(risk) 46.54

Min(safety) -23.64

a2 
* 46.54

Division Case1 Case1 Case1

Max(safety) 46.54

Min(risk) 0

a1 - a2
= b

Division b1 b2 b3

Max(risk) 20.32 22.65 22.65

Min(safety) -62.54 -62.54 -62.54

a1 = five major crime vulnerable area
a2 = vulnerable area of CPTED component
b, b1, b2, b3 = 
crime vulnerable area based on the CPTED

Table 7. Range of value for vulnerable area  

3개의 최종 셉테드 기반의 5  범죄취약지를 좀 더 알

기 쉽도록 시각화하고 값의 범 를 군집화하기 해 재

분류(Reclassify)를 실시하 다. Table 8은 재분류 기

에 한 값의 범 를 나타낸 것으로 그 기 은 용도지역

별 5  범죄취약지의 안  값인 -23.64를 기 으로 

CCTV, 가로등, 출소 3개의 인자가 모두 포함된 경우

에는 안 , 주의는 가장 큰 가 치를 부여했던 CCTV와 

경찰서 는 CCTV와 가로등 인자가 포함되어있을 경우, 

경고는 CCTV 는 출소와 가로등 인자가 포함되어있

는 경우, 마지막으로 험은 출소 는 가로등 인자가 

한 개만 포함되어 있을 경우를 험으로 지정하고 값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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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1 (b) case 2 (c) case 3 

Fig. 7. Crime vulnerable area based on the CPTED

범 를 결정하 다. Fig. 7은 안 , 주의, 경고, 험 4가

지 범주로 재분류된 셉테드 기반의 5  범죄취약지를 나

타낸 것이다.

Level Range of value

Safety -62.54 ~ -23.64

Attention -23.63 ~ -7.35

Warning -7.34 ~ -1.96

Danger 1.95 ~ 22.65

Table 8. Range of value for reclassify

 

3.3 검증 및 고찰

2014년부터 국가에서는 범죄로부터 안 한 사회구

을 해 생활안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 에

서 치안사고발생 황은 2014년부터 2017년 6월까지 범죄

발생 황(살인, 강도, 성폭력, 도, 폭행 등)을 근거로 지

도서비스 에 있다. 본 논문에서는 2011년 시  자료를 

이용해 만들어진 연구 성과와 치안사고발생 황을 상호 

비교함으로써 연구 성과를 검증하 다.

치안사고발생 황은 Fig. 8, 용도지역별 5  범죄취약

지는 Fig. 9, 분류되지 않은 셉테드 기반의 5  범죄취약

지(Case 2)는 Fig. 10, 재분류된 최종 셉테드 기반의 5  

범죄취약지는 Fig. 11에 나타냈다. 

각각의 그림을 육안 독을 통해서 치안사고발생 황

인 Fig. 8과 비교해 보면 매우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9는 치안사고발생 황과 각각의 범죄취약지를 

비교하기 해 지정한 검증지역의 칼라값을 색으로 표

해 나타낸 것이다. 

Site Fig. 7 Fig. 8 Fig. 9 Fig. 10

A

B

C

D

E

F

G

H

Table 9. Verification of crime vulnerable area 

Table 9를 살펴보면 A 지 에서 H 지  까지를 상호 

비교해 본 결과 B, G, H 지 을 제외하면 Fig. 11의 셉테

드 기반의 5  범죄취약지가 가장 유사한 결과를 보여

다. G, H 지역을 성 상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이 지역은 

임야로 확인되었다. B 지역은 주거지역에 해당되고 

CCTV  가로등이 집되어 있어 본 연구 성과에서는 

안 한 지역으로 평가 되었으나, 최근에 이 지역에서 

도사건이 발생되어 치안사고발생 황에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 성과를 고찰해 보면 단순히 범죄발생 통계자

료만을 통해서 제작된 용도지역별 5  범죄취약지 성과

만으로도 범죄취약지역 측이 가능할 것으로 단되며, 

셉테드 감시요소를 반 한다면 좀 더 정확한 범죄 취약

지역 측이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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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Korea safety map Fig. 9. Five major crime vulnerable area

Fig. 10. Crime vulnerable area based on the CPTED Fig. 11. Final crime vulnerable area based on the CPTED

4. 결론 및 제언

공간 빅데이터 자료인 국 수치지도와 범죄통계자료 

 셉테드 감시요소(CCTV, 가로등, 출소) 등의 기 자

료를 활용하고 핫스팟 분석, 역거리 가 법, 첩분석, 재

분류, 스터 연산 등의 GIS 기술을 용하여 범죄취약

지를 추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용도지역별 5  범죄취약지 추출 결과 범죄로부

터 가장 취약한 지역은 유흥가가 집되어 있는 지역과 

상업지역으로 선정되었으며, 다음으로 공업지역, 녹지, 

학교, 주거지역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 으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성폭력의 경우 유흥가, 녹지, 학교 순으

로 나타나 이에 한 방이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둘째, 셉테드 감시요소를 범죄취약지에 반 한 결과 

생활안 지도의 치안사고발생 황과 매우 유사한 결과

를 나타내고 있음을 육안 독을 통해 확인하 다. 즉, 셉

테드 감시요소는 범죄 방 효과가 있음을 확인 할 수 있

었으며, 좀 더 정확한 범죄취약지 추출과 범죄 방을 

해서 셉테드 기반의 5  범죄취약지 추출 기법이 유용할 

것으로 단된다.

마지막으로 2011년 기 자료를 통해서 제작된 범죄취

약지가 5년 뒤에 발생한 범죄발생 황과 매우 유사한 결

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범죄취약지 추출기

법이 범죄를 측하고 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

로 단된다. 한 범죄발생자료 없는 신도시 개발, 도시

개발계획, 택지 개발 등에 치안을 한 기 자료로 활용

되며, CCTV 입지선정 등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향후 기지국 기반의 통신자료를 획득하여 유동인구를 

분석하고, 범죄취약지 추출에 하나의 인자로 활용하여 

본 연구 성과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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