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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들어 ‘뭇지마 범죄’ 등 각종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정부의 범죄 예방 노력과 이에 관한 
연구 등에도 불구하고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다른 접근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본 연구는 막대그래프와 버블차드 및 버블차드를 활용한 시각화
와 연관분석 등을 수행하였다. 여러 변수와 범죄와의 관계 분석을 위해 성남시, 사이버경찰청 등의 데이터를 분석하
였다. 분석 결과, CCTV의 수는 범죄율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이나 보안등의 수는 연관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또 시간대별로, 요일별로 다른 유형의 범죄가 집중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외국인의 증가도 범죄의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범죄율 감소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빅데이터, 범죄예방, CCTV, 보안등, 외국인 증가

Abstract  In recent years, various crimes such as "random killing' crime continue to rise. Despite the 
government's crime prevention efforts and crime related researches, crime increases and a different approach is 
needed. Therefore, this study proposes the alternative for crime prevention by analyzing big data. To achieve 
this objective, this study was to perform visualization utilizing the histogram, the bubble chart and the hit map 
and association analysi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crime and some variables, this study analyzed 
data of Seongnam city, Korea National Police Agency and etc. The results of analysis showed that CCTV will 
be to reduce the crime rate and security light is not significantly relevant. And the result showed that other 
types of crime focused by time of the day and day of the week and showed that an increase of the foreigners 
and crime increase are associated. This study presents a scheme for reducing the crime rate on the basis of 
this analysis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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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강남역 화장실 묻지마 살인사건이나 수락산 등

산로 살인사건 등 화에서나 볼법한 끔 한 범죄들이 

뉴스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 국 으로 매년 50만 건 이

상의 5  강력범죄가 일어나고 있으며 살인, 강도, 강간 

등의 흉악 범죄도 꾸 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범죄가 

증가하는 만큼 CCTV, 보안등, 환경조성 등 방 안도 

늘어나고 있지만 안이 증가한다고 해서 범죄가 어드

는 것은 아니다. 사이버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3년 

112 신고건수는 1,911만건으로 년 비 62.4%(1,177건) 

증가하 고, 2007년~2012년 연평균 13.6% 증가하 다[1]. 

이와 같은 통계는 그간의 안만으로는 범죄 방이 쉽

지 않다는 것을 보여 다.

미국 법무부 산하 국립사법연구소(NIJ :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는 2009년 11월과 2010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측  경찰활동에 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측  

경찰활동이란 “다양한 분석 기법(특히 양  기법)을 활

용하여 경찰개입이 필요한 목표물을 통계 으로 측함

으로써 범죄를 방하거나 해결하는 제반활동”을 말한다[2]. 

이는 2008년 William J. Bratton이 로스앤젤 스 경찰서

(LAPD) 서장으로 재직하면서 시작되었다. 즉 Bratton 서

장은 LAPD가 측 기법을 활용하여 갱단 폭력을 미리 

악하고 실시간 감시활동을 효과 으로 수행하고 있다

고 공표하면서, 이 새로운 근법은 기존의 지역사회 경

찰활동(COP: Community-Oriented Policing) 이나 정보

기반 경찰활동(Intelligence-Led Policing)을 더욱 강력하

게 만들어  것이라 주장한 것이다[3]. 물론 우리나라는 

아직 측  경찰활동이 본격화되지 않고 있다. 다양한 

방 조치에도 불구하고 증가하는 범죄에 한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방 안에 한 연구는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범죄 방 수

단을 제안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목  달

성을 해 문헌연구, 련 데이터수집  분석을 통해 결

론을 도출하고 이를 근거로 범죄 방 수단을 제안하고

자 한다. 다만 본 연구는 국 인 범죄 데이터수집 문제, 

정제 문제 등의 애로사항으로 인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연구 목 에 부합하는 개방데이터가 많고 데이터 분석에 

합한 리 품질을 가지고 있는 성남시 데이터를 표본

으로 하여 분석하기로 하 다. 수집한 데이터에 해서

는 엑셀과 구 비즈, 오 소스 분석 도구인 R을 활용하

여 분석  시각화를 실시하고자 한다.

2. 관련 연구

2.1 공공데이터 관련 연구

공공데이터 련 연구는 많지만, 본 연구와 련하여 

몇 가지만 정리하고자 한다. 공공데이터는 공공의 목

을 달성하기 해 이에 합한 품질을 갖추어야 한다. 그

러나 공공데이터 품질 리와 표 화의 미흡으로 인한 

오류데이터 발견  활용성 하 문제가 제기되며, 품질

에 한 가이드라인이 미흡하다. 그리고 공공데이터는 

활용이 되어야 한다. 활용의 세부 특성으로는 이해성, 가

공성, 연계성, 이용편의성, 표 수성이 있다. 그리고 데

이터는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 공공데이터가 가진 개인

정보나 기 사항을 보호하기 해 개방 공공데이터가 갖

춰야 할 특성이다. 공공개방데이터는 기술  보안으로 

보호되며, 기 사항이 한 처리로 보호되어야 한다. 

신뢰성에 포함되는 세부 특성으로는 보안성, 보호성, 공

유성이 있다. 그리고 데이터는 합하여야 한다. 공공데

이터가 활용목 을 이루기 해 값 자체가 갖춰야 할 품

질에 한 내용이다. 완 성의 세부특성은 완 성, 유효

성, 시성, 일 성이 있다[5].

공공데이터는 나아가 단순 제공에만 그쳐서는 안되며 

제공하는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툴을 제시할 수 있고, 

나아가 제공하는 다양한 데이터의 자유로운 결합과 분할 

등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공공데이터 활용의 

확산을 한 거버 스 시각에서 기술  근의 의미와 

모색이 보다 심도 있게 용되어야 할 것이다[6].

2.2 빅데이터 관련 연구

일반 인 의미의 빅데이터는 데이터 리에 있어 한

계를 넘어선 량의 데이터를 의미한다[7]. 즉, DB로 

장․ 리․분석할 수 있는 범 를 과하는 규모의 데이

터를 의미한다. 데이터가 생성되지 않는 분야가 없는 

재, 빅데이터는 활용가치가 매우 높아 의미 있는 정보를 

추려내 이를 정책과 기업경  등에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8]. 한 빅데이터는 기존의 데이터 처

리방식 보다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으며 다양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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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방식에 따라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다. 

한 이와 련된 다양한 빅데이터 처리 기술의 발  속

도가 빨라짐에 따라 이러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9].

2.3 범죄감소 관련 연구 

범죄 방  감소 안에 한 연구는 오래 부터 

진행되어 왔으며 범죄에 한 인식, 범죄심리, 노인 범죄, 

경찰 활동, 범죄 방 환경 조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

가 이루어지고 있다[10,11,12,13,14,15,16]. 한 외국인 유

입에 따른 국제범죄, 다문화 사회의 범죄 등에 한 연구

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17,18,19]. 몇가지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김순석은 범죄에 취약한 공간  요소를 최소화하고 

자연  감시를 증진시키기 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

방’에 하여 분석하 으며 이를 분석하기 해 실태

분석, 공간분석, 사례분석을 하 으나 수치로 나타낸 통

계분석으로 나타낸 자료가 부족하여 다른 주제를 가지고 

수치를 보여주는 분석을 하 다[10].

이윤호 등은 서울시의 날씨와 요일 특성에 따른 5  

강력 범죄 발생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검토하 으며 

이와 같은 데이터가 범죄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상

계분석, 분산분석,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 다. 이를 

통해 범죄와 날씨, 요일간의 계성을 보여 주었고 향후 

연구의 토 자료를 제시하 다[20].

김상균은 CCTV의 활용방안의 정, 부정  기능과 

권리  운  방안을 제시하 으며[21], 강승 은 범죄

방 환경 조성을 주요 변인들과의 활용사례를 통해 그 효

과성을 검증하여 환경의 요성을 제시하 다[22]. 한편 

범죄 방의 한 연구는 정책제시에 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데이터 분석을 활용하는 는 많지 않았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범죄의 방에 한 연구는 이론

인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본 연구는 원인을 분석하

고 그로부터 범죄 방 안을 모색하기 해 표본 인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연구를 하고자 한다.

3. 연구 설계 및 가설설정

3.1 연구 설계와 가설 설정

본 연구는 연구 범 를 성남시 범죄 련 데이터 분석

으로 한정하 다. 그 이유는 데이터 확보 문제도 있었지

만, 국 단 로 분석을 하는 것보다는 한 지역을 특정 

지어서 분석을 하는 것이 더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기 때

문이다. 한 CCTV, 보안등 데이터 등 본 연구에서 분석

하기에 합하게 정리된 데이터가 성남시의 데이터 다

는 도 성남시 범죄 분석을 연구 상으로 선택한 이유

이다. 결국 본 연구는 성남시 공공데이터를 분석하여 성

남시의 범죄에 어떠한 패턴이 존재하는지 그 패턴에 의

해 어떠한 방책이 필요할 것인지에 한 방안을 제시

할 것이다.

이를 해 본 연구는 연구가설을 정의한 다음, 이를 검

정하기 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하도록 연구모형을 

설계하 다. 본 연구의 가설은 통계  검정 차를 거쳐 

기각 내지 채택을 하기 한 것이라기보다 정책  단

을 지원하기 한 실험  가설로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

하고자 한다. 이러한 본 연구의 가설은 기존 연구모형에

서 검증된 가설을 심으로 구성하 다. 먼  CCTV  

보안등과 범죄와의 계는 김상균, 강승 의 연구에서 

CCTV와 보안등이 수행하는 주요역할  하나가 범죄의 

억제와 방인 것이 증명되어 이를 가설로 구성하 다

[21,22]. 둘째, 이윤호 등의 연구에 의하면, 공통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동일한 년, 월, 일, 시에 따라 규칙 인 

생활을 하고, 범죄 역시 인간 삶의 한 방식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시간 구성에 따라 일정한 패턴을 갖게 될 것이라

는 것을 추론된다[20]. 이에 본 연구는 이 추론으로 의하

여 특정시간 와 범죄와의 계에 한 가설을 설정하

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정규 등은 인종이나 민족에 따

라 경제 인 차별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범죄율이 높을 

것이라는 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 다. 

여기에서의 범죄율은 경제  차별을 받는 소수집단이 

지르는 범죄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다수집

단에 의한 소수집단의 차별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다수집

단의 범죄율도 높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즉 소수집단

에 한 차별이 결국 체 사회에 부정 인 향을 미친

다는 것이고, 그러한 향이 높은 범죄율로 나타난다는 

것이다[17]. 이에 본 연구는 소수집단으로서의 외국인의 

국내 유입과 범죄와의 계에 한 가설을 설정하 다. 

이상의 논리  근거를 바탕으로 하는 세가지 가설은 다

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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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 CCTV 수와 보안등 수가 증가하면 범죄율은 

감소할 것이다. 

가설 2: 시간 에 따라 범죄율은 차이를 보일 것이다. 

가설 3: 외국인의 국내 유입의 증가는 범죄율 증가와 

연 이 있을 것이다.

3.2 변수의 조작적 정의

첫 번째 가설인 CCTV  보안등과 범죄와의 계의 

검정을 한 독립변수는 CCTV와 보안등 수이며 종속변

수는 범죄율이다. 두 번째 가설인 범죄와 시간, 요일의 

계를 검정하기 한 독립변수는 특정시간 (시간 와 요

일별)이며 종속변수는 범죄율이다. 세 번째 가설인 외국

인의 국내 유입의 증가는 범죄율 증가와 계 검정을 

한 독립변수는 유형별 외국인 수이며 종속변수는 범죄율

이다.

가설 1을 검정하기 해서는 김상균의 연구와 성남시

의 CCTV와 보안등 데이터를 사용하 고[21], 가설 2를 

검정하기 해서는 이윤호의 연구와 요일별, 시간 별의 

범죄발생 황 데이터를 사용하 다[20]. 가설 3을 검정

하기 해서는 정육상, 김순석의 연구와 성남시에 유입

된 국  취득  미취득 외국인 데이터와 범죄 황 데이

터를 사용하 다[18,19,23].

4. 데이터 수집 및 분석

4.1 정보 도출을 위한 분석 기법

가설 1의 검정은 CCTV와 보안등이 범죄에 미치는 

향을 악하기 해 버블차트와 다 회귀분석을 이용하

여 분석하 다. 가설 2의 검정은 특정 시간 의 범죄 차

이 상 악을 해 범죄 황 막 그래 와 히트맵을 

이용하여 시각화를 하 다. 가설 3의 검정은 성남시 외국

인의 유입과 범죄와의 연  계분석을 실시하 다. 분

석을 한 툴로는 마이크로소 트(MS) 엑셀, 구 비즈

(Google biz), 오 소스 통계 로그램인 R을 사용하 다.

4.2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필요한 데이터는 성남시 공공데이터넷과 국가통계포

털(KOSIS), 사이버경찰청[1] 등에서 수집하 다. 즉 이 

주요 사이트를 통하여 성남시 범죄 방을 한 분석에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었다. 성남시 공공데

이터넷에서는 성남시의 반 인 CCTV, 보안등, 인구수 

등의 데이터를 수집하 고, 나머지 데이터는 국가통계포

털(KOSIS)에서 수집하 다. 특히 가설 3의 검정을 한 

데이터는 성남시 데이터와 근거 부족으로 우리나라에 범

죄 련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 하 다.수집한 데이터

는 처리를 통해 분석이 가능한 형태로 변환하 고, 그 

데이터를 상으로 시각화  통계 처리를 실시하 다. 

5. 데이터 분석과 가설 검정

5.2 CCTV 및 보안등과 범죄와의 관계 분석

5.2.1 시각화를 통한 CCTV와 범죄와의 관계 분석

본 연구는 먼  CCTV와 범죄와의 계를 악하기 

2014년도 각 지역별 CCTV 수와 범죄 발생 건수를 버블

차트로 시각화하 다. 그 결과 [Fig. 1]에서 볼 수 있듯이, 

수정구와 주원구의 인구수는 분당구의 반 수 이지만 

범죄 수는 인구에 비례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수

정구와 원구의 CCTV의 수는 30  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분당구와 비교해보면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시각화 결과 인구수와 CCTV의 

수는 연 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지만, 범죄율과는 련

성은 발견할 수가 없다.

[Fig. 1] A bubble chart for the number of crimes 
and CCTV of 2014

5.2.2 시각화를 통한 보안등과 범죄와의 관계 분석

한 본 연구는 2014년도 각 지역별 보안등 수와 범죄 

발생 건수를 버블차트로 시각화하 다. 시각화 결과, 

[Fig. 2]에서 볼 수 있듯이, 보안등의 개수는 3개구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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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구수가 은 수정구와 원구가 많고 오히려 

분당구의 보안등 수는 반 정도 수 으로 은 것으로 

분석된다. 그런데 범죄의 수가 보안등의 수에 비교  반

비례해서 나타나 보안등이 범죄 방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단할 수 있으나 신뢰할 만한 수 인지는 보다 

깊은 분석이 요구된다.

[Fig. 2] A bubble chart for the number of crimes 
and security light of 2014

5.2.3 CCTV 및 보안등과 범죄건수와의 통계분석

이상의 시각화를 통해 분석한 결과, CCTV  보안등

과 범죄와의 계가 명확한 연 계를 보여주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CCTV와 보안등 수

를 독립변수로 하고 범죄건수를 종속변수로 하는 다 회

귀분석을 통해 연 계를 분석하 다. 

<Table 1> Regression Analysis Results

<Table 1>은 2014년 경기도 성남시 분당, 원, 수정 

3구의 CCTV  보안등의 개수와 범죄발생건수에 한 

다 회귀분석 결과이다. 분석 결과 회귀식은 Y=10.280+ 

11.781X1+1.338X2로 정리된다. 이 회귀식의 결정계수(R2)

는 0.997로서 매우 높은 설명력을 가진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본 회귀식의 F검정 유의확률은 0.058로서 0.05보다 

약간 크기 때문에 가설을 채택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볼 수 있다. 즉 CCTV와 보안등의 증가가 범죄 방에 효

과가 있을 것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5.3 시간대와 범죄와의 관계 분석

5.3.1 시간대별 시각화에 의한 분석

본 연구는 시간 와 범죄와의 계 분석을 해 시간

별 범죄 발생 황을 그래 로 시각화하 다. 그 결과 

[Fig. 3]에서 볼 수 있듯이,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6

시까지 범죄 발생 건수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

로 주요 범죄는 밤과 새벽에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도

되고 있으나 최근 ‘묻지마 범죄’, ‘스마트형 범죄’가 증가

하면서 낮에도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시

간 별로 많이 발생하는 범죄 유형을 악하여 그에 걸

맞는 범죄 방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Fig. 3] A bar graph of the crimes on the time of day

5.3.2 시간대별 범죄 유형 시각화에 의한 분석

그리고 본 연구는 시간 와 범죄유형과의 계 분석

을 해 시간 별 범죄유형 발생 황을 히트맵을 통해 

시각화하 다1). 그 결과 [Fig. 4]에서 볼 수 있듯이, 상해

는 늦은 녁시간 에 많이 발생하고, 강간은 새벽시간

1) 시간대 구분은 새벽 0시부터 3시간 단위로 24시간을 8등분
하여 시각화하였다. 그리고 히트맵은 하얀색, 노란색 빨간색
순으로 범죄 발생빈도가 낮은 것으로 그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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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많이 발생하며, 살인은 낮시간 에 더 많이 발생하

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4] A hit map of the crimes on the time of day

5.3.3 요일별 범죄 유형 시각화에 의한 분석

한 본 연구는 요일과 범죄유형과의 계 분석을 

해 요일별 범죄유형 발생 황을 히트맵을 통해 시각화

하 다. 그 결과 [Fig. 5]에서 볼 수 있듯이, 월요일 범죄 

발생 빈도는 체로 낮은 반면, 주 에는 높다. 그  폭

행, 상해, 강제추행, 강간은 토요일에 범죄의 발생빈도가 

높은 것을 보여주고 있어 주말 순찰강화가 필요한 것으

로 보인다. 그리고 강도의 경우 주말 보다 평일에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살인은 특히 목요일에 많

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5] A hit map of the crimes on the day of week

5.4 외국인 유입과 범죄와의 관계 분석

최근 속하게 증가하는 외국인으로 인해 외국인에 

의한 범죄도 증가해 우리 사회의 한 문제가 되고 있

다. 본 연구는 외국인 범죄에 한 성남시만의 데이터가 

없어 다른 데이터를 활용하여 성남시의 외국인 범죄 

련 분석을 하 다. 즉 외국인과 범죄와의 계 분석을 

해 본 연구는 성남시 범죄 증감과 국  미취득 성남시 거

주 외국인의 증감데이터를 사용하 다[1]. 이 분석은 상

으로 범죄 비율이 높은 동남아시아 국가( 국·베트

남태국·필리핀 등) 국 의 외국인과 비동남아시아 국가

(미국· 앙아시아·유럽·오세아니아·아 리카) 국 의 외

국인 두 집단으로 나 어 실시하 다.

5.4.1 동남아 국적 외국인과 범죄와의 관계 분석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국, 태국,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의 국 을 가진 외국인에 의한 범죄가 상

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1]. 

[Fig. 6] Association analysis of the Southeast 
Asian and crime

경찰청 통계데이터를 기반으로 연 계 분석을 한 

결과, [Fig. 6]에서 볼 수 있듯이, 태국인과 필리핀인 계정

들의 LIFT값은 1 이상으로 범죄증가와 연 이 있다고 

분석된 반면, 베트남인이 포함된 계정들의 LIFT값은 1 

이하로서 베트남인의 증가는 범죄증가와 연 이 은 것

으로 분석된다.

5.4.2 비동남아 국적 외국인과 범죄와의 관계 분석

한편 비동남아시아 국  외국인과 범죄와의 연 계 

분석에 의하면, 이들의 범죄 연 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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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즉 [Fig. 7]에서 볼 수 있듯이, 유럽인과 오세아니

아, 아 리카, 미국인의 증가는 범죄증가와 련이 다

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 리카인의 경우는 유입되는 경

우가 어서 국 으로는 차이가 있으나 부분 LIFT

값이 1이 넘는 것으로 보아 각 계정과 연 이 없다고 나

오며 이는 결과 값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Fig. 7] Association analysis of the non-Southeast 
Asian and crime

6. 범죄 예방 방안

세 개의 가설을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CCTV는 범죄 

방에 정 일 수 있으나 보안등은 다른 근이 필요

한 것으로 보인다.  요일별, 시간 별 각기 다른 범죄 

방 활동이 필요해 보이며, 외국인의 경우 동남아 국  

외국인에 한 경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 가설에서 CCTV의 수가 명확히 범죄와의 연

성을 보이지는 않으나 CCTV의 회귀계수가 높은 것으

로 나타나 보안등보다는 CCTV의 효과가 큰 것으로 분

석된다. 김상균의 연구에서는 CCTV 가이드라인 설치 방

안과 부정사용에 한 처벌 강화 방안을 안으로 내놓

았다[21]. 본 연구에서는 성남시 3개 구에 방범용 CCTV

의 설치 증 를 해결방안으로 제시한다. 한 범죄 우발

지역에는 사각지 를 최소화할 수 있을 정도로 CCTV를 

설치하는 것을 제안한다. 

한편 보안등은 범죄 방과 연 이 은 것으로 해석

되었다. 그러나 보안등이 범죄 방과  련이 없다

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

인다. 를 들면, 보안등의 색을 변경하는 방안이 그것이

다. 야간 시간 에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골목 공간의 기

존 가로등 불빛 색상은 주황색이다. 국과 일본의 도시

에서는 푸른빛 백색의 가로등 도입으로 범죄 발생률을 

15∼20% 낮추었다. 국 스코틀랜드의 2000년 시내 쇼핑

가인 뷰캐 에서 거리의 가로등 빛을 푸른 백색으로 교

체하 으며 일본에서는 2005년 나라 의 보안등 교체 후 

범죄 건수가 었다. 국내에서도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가

로등 교체로 해당 지역의 범죄발생 건수가 감소했다고 

할 경찰서가 밝히기도 했다. 이러한 가로등 효과는 푸

른색(백색)이 심리  안정을 가져온다는 과학  근거에 

의한 것이다. 푸른색을 보면 시상하부가 자극을 받아 심

리 으로 안정작용을 하는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분

비되는 것이다. 한, 좁은 골목길 공간에 반사 재질 재료

를 사용하여 심리 으로 공간의 확장 효과를 주어 두려

움을 일 수 있도록 하고 혼자 보행 시 두려움이 발생하

는 것을 고려하여 구간마다 센서가 작동해 바닥의 자동 

조명과 소리 효과를 내는 방안도 제시한다[22].

두 번째는 특정시간 의 범죄율에 한 것인데, 분석 

결과 밤 9시부터 새벽6시까지 범죄율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석청호는 가 된 경찰 업무의 경감과 지역실정

의 합한 방활동을 제시하 다[14]. 따라서 본 연구는 

특정 시간 에 각기 다른 경찰력을 동원하고 순찰을 강

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가 된 경찰업무를 감안하

여 필요시 경찰인력을 늘리는 것을 제안한다. 

세 번째 가설 검정 결과 동남아 국 의 외국인의 증가

가 범죄 증가와 연 계가 큼을 알 수 있다. 이에 해 

정육상의 경우 외국인과 련된 새로운 법률  기본법 

제정과 국제 공조의 강화를 제시하 다[23]. 김순석은 다

문화 사회의 인식 환과 경찰 거버 스의 강화를 해결책

으로 제시하 다[19]. 본 연구는 련된 국가와의 공조를 

통하여 논란을 일으키지 않는 선에서 비자 발 을 강화

하거나 입국 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7. 결론

본 연구는 경기 성남시의 범죄 방에 해서 성남시 

공공데이터, 사이버 경찰청 범죄데이터, 국가 통계포탈

(KOSIS) 데이터를 이용하여 성남시의 범죄를 방하기 

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 다. 연구 결과, 시사 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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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다. 

첫째, 성남시 공공 데이터넷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성남시의 범죄 련 데이터와 가설을 뒷받침 하는 데이터

들을 R과 구 비즈 등을 통하여 분석을  해보았다는 

이다. 두 번째로는 나름 로의 해결방안을 기존의 방안

들과는 다르게 제시하 다는 이다. 기존의 방안들은 

환경개선, 인식조사 같은 구체 이지 않은 방안들이 주

를 이루었는데 데이터를 사용하여  빅데이터의 측면에서 

안을 제시하 다는 에서 연구의 의를 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정책이 실 되려면 재정

으로 제약이 따를 수 있다. 범죄 방에 한 제안으로

서 한정 일 수 있다는 것이다. 특정국가 국 의 외국인

과 범죄와의 련성 한 그 국가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인이 많아서 나타나는 상으로서 해석상 오류를 가

질 수 있다.

본 연구는 공공데이터 외의 다양한 변수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한계와 몇몇 변수만으로 범죄와

의 련성을 분석하 다는 연구상 한계를 가지고 있다. 

향후 보다 많은 유형의 데이터 기반 분석과 거시  

의 분석에 의한 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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