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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    약

본 연구는 범죄와 환경과의 관계가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는 전제하에 범죄억제를 위한 정책수립 

및 설계를 위한 대안마련의 사전단계로 범죄위험지역 분석과 요인, 공간적 특성이 반영된 예측모

델을 제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연구의 분석결과, H구 전체 지역에 범죄가 균등하

게 분포하였을 경우와 대비하여 약 1/4 수준으로 범죄발생지역은 군집성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주

로 H 해수욕장 배후 상업지역에서 특정범죄(강간, 절도, 폭력)는 강한 핫스팟을 나타내었다. 결과

적으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공간적 상관관계를 고려하는 지리가중회귀모형을 이용함으로써 보

다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다중선형회귀 모형의 결과에서와 

같이 연구지역 내 폐공가수가 종속변수와 단순히 부적의 관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따라 

종속변수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요어 : 센서스 집계구, 핫스팟, 공간이질성, 공간회귀분석, 지리가중회귀분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esent a prediction model that reflects crime risk 

area analysis, including factors and spatial characteristics, as a precursor to preparing 

an alternative plan for crime prevention and design. This analysis of criminal cases in 

high-risk areas revealed clusters in which approximately 25% of the cases within the 

study area occurred, distributed evenly throughout the region. This means that using a 

multiple linear regression model might overestimate the crime rate in some region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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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tudy area

underestimate in others. It also suggests that the number of deserted houses in an 

analyzed region has a negative relationship with the dependent variable, based on the 

multiple linear regression model results, and can also have different influences 

depending on the region. These results reveal that closure signs in a study area affect 

the dependent variable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region, rather than a simple or 

direct relationship with the dependent variable, as indicated by the results of the 

multiple linear regression model.

KEYWORDS : Census Tally, Hot Spot, Spatial Heterogeneity, Spatial Regression Analysis,  

Geographically Weighted Regression

서  론

1960년대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

나라 도시는 압축적인 성장을 이룩하여 왔다. 

고도의 압축성장에 따른 도시의 인구집중현상은 

다양한 도시문제를 초래하게 되었다. 특히, 도시

범죄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켜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범죄발생은 공간적인 특성과 패턴

을 지니고 있다는 환경범죄학이론을 전제로 다

음과 같은 연구의 목적을 설정하였다. 첫째, 범

죄사고 자료의 수집을 통한 실제 5대 범죄사고 

및 신고사례를 대상으로 지리정보시스템(GIS)

를 활용하여 점(點)·면(面)데이터로 자료구축 

후 우범지대를 도출하고, 연구대상지역에서 발

생한 범죄의 특성 및 패턴을 파악한다. 둘째, 연

구지역의 방어기제 요인을 세분화된 분석단위로 

파악하여 영향요인을 분석한다. 셋째, 복수의 전통

회귀모형(OLS)과 공간계량모형(GWR)을 비교․분

석하여 최적모형을 제시하며 기존의 회귀모형으

로 파악하기 힘든 소규모단위(집계구)의 범죄사

고 예측모형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향후 범죄발

생 예측지역에 대한 범죄예방 수립대책 마련을 

위한 자료를 제시하며, 궁극적으로 범죄로부터 

자유로운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치안정책의 반영 

및 시민들의 안전정보 제공, 범죄예방환경설계

(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 

onmental Design) 도입을 위한 활용자료로 활

용한다.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부산시 H구를 대상

으로 하였다(그림 1).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수행하였다. 1단계로 범죄발생자료는 범

죄관리대장의 데이터를 지오코딩하여 각각 점 

데이터 및 센서스 집계구 단위의 면 속성자료로 

구축하였다. 

2단계로 범죄발생요인 분석과 관련한 선행연

구를 실시하여 유의미한 결과값을 나타낸 변수

를 중심으로 추가, 제외하여 연구지역의 현황분

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모형과 공간의 요소가 반

영된 지리가중회귀분석의 모델링을 통해 범죄발

생의 영향요인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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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발생자료의 DB를 토대로 데이터의 편집을 

통해 센서스 집계구단위의 속성자료로 구축하였

다. 자료는 2009∼2013년까지 발생한 5년간의 

범죄관리대장을 기반으로 구성하였고 자료의 구

성상 범죄의 발생 자료는 점 및 면 데이터로 구

분되어 있어 자료의 분석을 위해 동일한 형태의 

데이터셋을 구축하여 분석하였다. 선행연구 분석

을 통해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낸 변수를 재구성

하였다. 변수는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물리환경

적, 방어기제로 구분하여 구성하였고 최종적으로 

15개의 변수를 선정하였다. 인구학적 변수는 총 

인구 수, 총 가구 수, 외국인 수, 아동 인구 수, 

청소년 인구 수, 1인 가구 수, 독거 여성 수, 노

령자 수의 8개 변수로 구성하였다. 사회경제적 

변수는 고학력자 수, 주택소유자 수, 복지급여대

상자 수의 3개 변수로 구성하였다. 물리환경적 

변수는 풍속업소 수와 폐공가 수로 2개 변수로 

구성하였으며 방어기제 요인으로 치안센터 수, 

CCTV설치 수의 2개 변수로 구축하였다. 

선행연구 고찰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한 범죄지리분석의 시

작은 1920년 미국에서 범죄지역을 계량하여 지

도화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여 현재에 이르러서

는 범죄의 발생지역 및 패턴을 입력․분석하고 이

를 토대로 범죄예측을 수행하는 형태로 발전하

여 왔다.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한 범죄지도 분

석은 지역, 시간, 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지도상

에 표시하여 일반 시민 혹은 관련 기관에 제공

함으로써 범죄피해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고 그

에 따른 적절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였다. 예를 

들어, 경찰행정의 경우 지리정보시스템은 순찰중

인 근무자에게 담당 구역 내에 발생한 다양한 사

건·사고 정보를 시각적 출력물(visual outputs)

을 통해 사실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효과적인 순

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표적 응용사례

로는 美시카고경찰의 ICAM(Information Coll-

ection for Automated Mapping) 프로그램이 

있다(Kim and Kwak, 2003). 이와 더불어 지

리정보시스템은 순찰활동뿐만 아니라 경찰자원

관리분야에서도 사용되어 왔다. 범죄집중지역을 

규명하여 한정된 인력을 효율적으로 범죄집중지

역에 배치함으로써 인력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Kim and Kwak, 2003). 대표적 

활용사례로는 뉴욕시의 컴스탯(CompStat: Com-

puterized Statistics)정책을 들 수 있다. 컴스

탯정책은 일종의 경찰수뇌부들의 발생범죄 정보

를 토대로 한 의사결정 수단으로 순찰계획 및 

범죄예방대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

에서 지리정보시스템은 범죄지역을 규명하는데 

주요역할을 담당하였다. 국내 경찰청도 2009년 

4월 지리적 프로파일링 시스템(Geo-pros)을 개

발 완료하여 각종 범죄의 유형에 따라 지역 및 

시간대별로 범죄다발지역과 위험도를 지도에 각

기 다른 색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한

국의‘Geo-pros’는 미국의‘Crime-Stat’를

모태로 개발되었는데 2009년 경찰청과학수사센

터에서 처음으로 구축되었다. Geo-Pros는 공간

분포 분석(Spatial Distribution Centrographic)

을 통해 범죄 발생 위치로부터 지리적인 중심 

위치를 분석하고, 확률 거리 분석(Probability 

Distance)을 통해 영역 안의 모든 위치에서 범

죄 발생 위치와의 거리에 따른 확률을 계산하여 

거점이 존재할 확률 값을 구하는 방식을 채택하

고 있다. Lee(1992)는 통계청의 인구센서스 자

료와 검찰청 범죄자료 및 신문기사(한국일보 사

회면에 게재된 사건자료: 1988∼1990년)를 활

용하여 범인의 거주지 및 발생지역을 도면화하

여 특성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범죄발생

은 접근성, 토지이용, 방어공간의 미비, 사회경

제적 지위와 밀접한 관련을 보인다고 제시함으

로 범인의 거주지역과 발생지역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Lee(2000)는 1992년 서울시에서 

발생한 폭력과 절도사건을 기반으로 Arc-view

를 이용해 4분위 등간분석으로 구별, 동별 범죄

지도를 구축하였다. Jeong et al.(2009)은 지

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마산시의 범죄 밀도분

석 및 핫스팟(hotspot)분석 등을 통해 지역 범

죄 발생패턴을 지도화하고, 공간회귀모델링 등

의 공간통계분석을 통해 범죄율과 범죄영향요인

간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Heo and Moon(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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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ber(%) Area Average pacel area

Muder 8(0.4) 741 370

Burglar 18(0.9) 107,800 11,977

Rape 79(3.8) 215,035 6,324

Theft 970(46.9) 1,785,645.7 4,555.2

Violence 992(48.0) 2,508,174.0 5,636.3

Total 2,067 4,617,397.4 5,235

TABLE 1. Pacel area of crime                                             (number/ % /㎡)

1)은 사례도시(J시)의 2008년과 2011년 범죄

자료를 바탕으로 전역적 및 국지적 차원에서 범

죄발생 Hotspot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대표적 

Hotspot을 대상으로 범죄발생 특성을 파악하여 

구체적인 범죄발생에 대한 도시 환경적 요인 등

을 밝혀내고자 하였다. Lee et al.(2016)은 공

개된 성범죄자 정보를 활용하여 전국단위로 성

범죄 발생 분포와 공간 클러스터(주거지형, 도

심형, 공장지형, 일반도시형, 주변도시형)를 환

경범죄학 측면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공간 종속성이란 범죄가 지역에 따라 랜덤하

게 분포하지 않고 이웃한 지역끼리 유사한 특성

을 보이는 현상을 말하는데 이러한 공간 종속성

은“모든 것은 그 밖의 다른 것과 상호 관령성이 

있지만 가까운 것들이 멀리 있는 것보다 더 큰 

관련성을 갖는다.”는 지리학 제1법칙 (Tobler's

First Law of Geography)에 따른 일반적인 현

상이다. 이러한 기존연구의 단점을 보완하고 공

간 상호간의 작용을 반영하기 위해 공간계량모

형이 등장하게 되었다.

공간계량모형은 공간종속성의 가정을 검증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간시차모형(spatial lag model)

또는 공간오차모형(spatial error model)이 제

시되고 있으며 공간이질성의 가정검증을 위해 지

리가중회귀분석(GWR: Geographically Weig-

hted Regressions)이 제시되고 있다. 지리가중

회귀분석은 넓은 지역에 대한 국지적인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범죄의 발생지역을 국지적

으로 분할하여 미시적인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

을 통해 범죄 관련 분석 시 그 필요성이 제기되

고 있으나 실질적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수행되

지 못하였던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두 가지 방

법을 통해 연구의 차별성을 가지도록 하였다. 

범죄발생 현황 및 공간적 분포 특성

본 연구에서 제시한 범죄자료는 H구에서 2009

년∼2013년간 발생한 5대 범죄자료(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총 2,067건을 토대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범죄유형별 빈도수에 대한 분석결과, 

폭력범죄가 992건(48.0%)을 차지하였고, 절도 

970건(46.9%), 강간 79건(3.8%), 강도 18건

(0.9%), 살인 8건(0.4%)의 비율로 나타났다.

범죄발생 지역의 공간적 밀집 여부를 분석하

기 위해 범죄발생지점의 해당 필지의 면적을 분

석한 결과, 범죄가 발생한 지점의 총 필지면적은 

4.62㎢로 H구 전체면적(51.46㎢)의 약 8.9%

지역에서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1).

범죄발생의 지역별 범죄발생 현황은 센서스 

집계구 단위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H구

의 경우 센서스의 집계구는 703개에 달함으로 

본 장에서의 행정동 단위로 재분류하여 제시하

였다. H구는 총 18개의 행정동, 703개의 집계

구로 구성되어 있다. H구 행정동별 범죄발생 현

황은 우1동이 391건(18.9%), 중1동 293건

(14.2%), 좌1동 157건(7.6%), 반여1동 140건

(96.8%) 순으로 나타났다. 범죄유형별 지역분포

를 살펴 본 결과 살인범죄는 우1동(2건), 반여3

동(2건), 좌1동(2건), 반송1동(1건), 재송1동(1

건)으로 나타났다. 강도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

는 지역은 중1동(5건), 송정동(4건)으로 나타났

으며, 강간범죄는 우1동(36건)에서 가장 빈번하

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도범죄는 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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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Crime map 

동(175건), 중1동(153건)이 높은 수치를 나타

내었고, 폭력범죄는 우1동(391건), 중1동(293

건), 좌1동(157건)으로 나타났다(그림 2,3).

H구에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발생한 범

죄는 2010년에 최고발생건수를 기록하다 점차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는 추세로 나타났으며, 계

절별로 살펴본 결과 주로 여름에 범죄사고의 발

생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름은 타 계절

과 비교해 주로 폭력과 절도의 비율이 다소 높

게 나타났는데 이는 여름에 유입되는 관광객으

로 인해 증가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각 년도

별, 범죄발생건수를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범죄 발생 장소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범

죄발생은 공공시설에서 578건(28.0%) 가장  많

은 범죄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업시

설 521건(25.2%), 기타(21.5%) 순으로 나타났

다. 특히, 공용시설에서 발생한 폭력범죄(349

건)가 모든 장소별 범죄 발생율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으며, 상업시설에서의 절도범죄(2 

52건), 폭력범죄(230건)순으로 나타났다.

Num. of crimes

FIGURE 2. Crime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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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Number of crimes

number muder burgla rape theft violence

2009 383 1 7 7 172 196

2010 529 6 2 25 244 252

2011 353 0 3 17 167 166

2012 451 1 5 15 225 205

2013 351 0 1 15 162 173

Total 2,067 8 18 79 970 992

TABLE 2. Number of crimes per year

Distribution of cctv

Police center

CCtv

Security lamp

  
Density of defense agency

   

FIGURE 4. Map of defense agency

범죄유형별로 살인범죄의 경우 전체 8건 가

운데 주거시설(일반주택)에서 3건으로 가장 높

게 나타났으며, 풍속업체에서 2건이 발생하였다. 

강도범죄는 노상에서 전체 강도 18건 중 7건, 

상업시설(풍속업체)에서 5건, 주거시설(아파트)

에서 3건 순으로 나타났다. 

강간범죄는 전체 79건의 범죄 중 상업시설

(풍속업체)에서 26건, 노상 16건, 아파트 12건

으로 나타났고, 절도범죄는 기타시설 213건, 노

상 189건, 풍속업체 89건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폭력범죄는 노상 337건, 기타 19 

8건, 풍속업체 168건으로 나타났다. 

H구 CCTV는 2009년부터 1차 ∼ 6차 사업

에 걸쳐 총 157개를 설치완료하고 방범용, 어린

이보호, 도시공원 용도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

으며, 2014년부터 CCTV 종합관제센터를 구축, 

방범 및 재난감시, 산불감시, 어린이보호, 쓰레

기무단투기 단속, 불법주차단속, 도로시설관리 

등을 종합하여 모니터링 하고 있다. 

CCTV 설치위치는 그림 4와 같으며 반여 1

동, 우1동, 반송2동, 재송1동, 재송2동에 밀집하

여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보안등은 3,507개소가 설치되어 있으

며 밀도를 분석하여 보면 반송 1,2,3동에 상당

히 군집되어 밀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송 1,2동에도 역시 같은 양상으로 나타났다. 

반송동과 재송동은 고급주거지와는 소득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으로 좁은 골목길을 따라 보

안등이 분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이는 낙후

지역의 범행유발 가능성을 염두한 대책으로 보

여진다. 한편, 구내에 분포하고 있는 지역경찰관

서는 16개소로 경찰서 지구대 5개소, 파출소 4

개소, 치안센터 7개소로 운영되고 있다. 반송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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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ve crimes Muder Burglar

Rape Theft Violence

FIGURE 5. Kernel density estimation

동과 3동은 통합되어 1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좌 1, 2동은 1개의 치안센터로 운영되고 있다.

총 범죄의 경우 우 1동 과 좌 1동의 경계지

점부 및 H 해수욕장 후면 일반상업지역 일대에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좌1동 중심부

의 중심상업지역에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또한, 

재송1∼재송2∼반여2∼반여3동으로 이어지는 주

거지역을 따라 범죄발생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

며 송정동의 동부산 관광단지 일대, 반송 2, 3

동의 일반주거지역에 범죄발생이 소규모 핫스팟

을 구성하였다.

범죄유형별 커널분석 결과 살인의 경우 반여 

3동, 반송 1동, 재송 1동, 우1동에 소규모 핫스

팟을 구성하고 있으며, 강도는 중 1동 동백중학

교 일대, 송정동 해동용궁사 일대, 장산역 일대 

상업지역에 소규모 핫스팟을 구성하고 있다. 강

간범죄는 우1동 H해수욕장 배후 일반상업지역

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좌2동 신시가지 주거지 

일대, 재송 2동 주거지 일대 및 송정해수욕장일

대에서 소규모로 나타났다. 절도는 우 1동과 중 

1동 경계지점부(온천지구) 일대에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좌 1동 주거지역 일대에서도 다소 

높게 나타났다. 폭력범죄 역시 절도범죄에 비슷

한 양상으로 온천지구 일대 및 좌 1동 장산역 

일대에서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커널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총 범죄는 H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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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Type A: Old residential area FIGURE 7. Type B: High-floor residential area

욕장 배후 온천지구일대와 H신시가지 장산역 

및 주거지 일대, 반여 및 반송동 주거지 일대에

서 밀집하여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폭행

과 절도범죄는 가장 광범위한 분포를 가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그림 5).

범죄 발생지역의 유형화와 특성분석

1. A 유형 : 공공문화 및 노후 주거지형

A 유형은 H구의 문화·컨벤션 중심시설인 

벡스코와 영화의 전당, 문화컨텐츠 컴플렉스 등

의 대형 문화시설과 대형백화점(신세계, 롯데)

이 밀집한 지역이며 공공기관 및 고급주거지가 

밀집한 지역과 반여1~4동, 재송동, 반송동 일대

의 노후주거지역 일대로 구성되어 있다. A 유형

에 해당하는 센서스 집계구는 110개(33.7%)로 

가장 많은 유형으로 포함된 지역이다. 발생범죄

로는 강도범죄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강간범죄 발생 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추세로 나

타나고 있다. 지표별 특징으로 CCTV의 설치 

수가 상대적으로 적으며 1인가구수가 적은 것이 

특징으로 나타났다(그림 6).

2. B 유형 : 상업지 인접 주거지형

B 유형은 H구 상업지역에 인접한 고층 고급 

주거지역의 특징이 강하게 나타나는 지역으로 

주로 간선도로변에 위치한 고층아파트 및 단독

주택 밀집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행정동은 H구 전체에 걸쳐 분포하고 있

는데 송정해수욕장 일대 지역과 중동 달맞이 

길, 우2동 고급아파트 위주로 형성되어 있다.

B 유형에 포함된 센서스 집계구는 88개(27. 

0%)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발생범죄로는 

살인과 강간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지

표구분 상 노령자인구수와 독거여성, 외국인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7).

3. C 유형 : 주거지 중심형

C 유형 H구 주거지 밀집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C 유형에 해당되는 센서스 집계구는 98

개 구역(30.1%)로 연구지역내에서 두 번째로 

높은 유형에 속하며 주로 마린시티의 초고층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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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Type C: Residential area

FIGURE 9. Hotspot overlay analysis 

of crime area

거지역 일대 및 좌동 H구 문화회관 사거리를 

중심으로 북측에 위치한 신시가지 아파트가 포

함되어있다.

발생범죄는 주로 절도와 폭행범죄의 발생율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주거지역으로 풍속업소나 

주점 등의 분포가 적은 것과 관련이 있다고 판

단된다. C 유형의 경우 고학력자(대졸이상)와 

아동인구수의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주로 신혼

부부의 주거지의 특징(자가비율이 낮고 임차 가

구의 비율이 다소 높음)을 가지고 있다. 접근성 

부분에서 지하철역과의 거리가 다소 이격되어 

있는 지역이 많았으며 연구지역내에서도 소득분

위가 높은 지역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

다. 주요 행정동은 우3동과 재송동, 반여1동, 좌

동일대로 나타났다. 이하, 종합해서 정리하면, 

첫째, 연구지역에서 발생한 범죄는 군집성(핫스

팟)의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그림 8).

H구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평균관측거리(발생

지점간 거리평균)는 24.2m로 연구지역내 범죄

가 규칙적으로 발생하였을 경우에 대비하여 1/4 

수준으로 매우 조밀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핫스팟을 형성하고 있는 지점은 H해수욕장 배

후 상업지역 일대와 신시가지 중심지역, 반여 2, 

3동 및 반송 2동 일대로 압축할 수 있다. H해수

욕장 배후 상업지역의 경우 대부분의 범죄가 절

도와 폭력, 강간으로 군집화된 핫스팟지역이 도

출되었는데, 이는 전국 단위 관광지인 H해수욕장

의 지역적 환경의 영형이 크다고 할 수 있다. H

해수욕장은 여름철 물놀이를 위한 사람들의 노출

과, 심야시간까지 운영되는 유흥주점, 심야시간의 

유동인구, 음주취객, 해변의 취사객으로 성적, 금

전적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 할 

수 있다. 실제로 H해수욕장 배후지역에 대다수의 

풍속업소가 밀집되어 있으며, 성추행등의 성범죄 

핫스팟 지역과 정확히 일치한다.

둘째, 연구지역 내 동일지점에서 다수의 범죄

가 발생한 지역이 존재한다. 연구지역 내 위치한 

업무, 대형상업시설 밀집지역 및 복지회관의 몇

몇의 특정장소에서 절도범죄가 다수 발생하였다. 

대형상업시설과 업무시설 밀집지역은 유동인구가 

많고, 금전적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임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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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 Min. Max. St. dev.

Constant -0.644 -2.129 1.611 0.754 

For 0.087 -0.007 0.214 0.040 

Youth 0.011 -0.053 0.074 0.026 

Under -0.015 -0.057 0.014 0.018 

Old 0.038 -0.026 0.148 0.041 

Single 0.003 -0.015 0.033 0.009 

Female -0.002 -0.045 0.021 0.008 

Edu 0.029 0.009 0.072 0.018 

Wel -0.011 -0.034 -0.002 0.007 

Adult 1.043 0.567 1.486 0.232 

Vacant 0.276 -0.725 1.921 0.609 

Sec 5.681 0.003 11.689 2.768 

CCTV 1.075 -0.329 6.293 1.326 

TABLE 3. Results of GWR


 Mean Min Max

0.714 0.536 0.214 0.822 

TABLE 4. Adjusted R Square

절도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

다.(그림 9)

지리가중회귀모형 구축

표 3은 지리가중회귀 모형에 의해 산정된 각 

독립변수별 회귀계수의 평균, 최소, 최대, 표준편

차 값을 나타낸 것이다. 지리가중회귀 모형은 각 

집계구에 대하여 독립변수별 회귀계수를 산정하

고, 이를 통해 집계구별 회귀식을 도출한다. 이로 

인해 표 3에서와 같이 각 집계구별로 다른 회귀

계수가 산정되었다. 이를 통해 종속변수와 독립

변수 간 공간적 이질성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지리가중회귀 모형에서 치안센터수의 표준편차 

값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지리가중회귀 모형에 

의해 산출된 회귀계수의 값이 다른 독립변수에 비

해 상대적으로 공간적 편차가 큼을 알 수 있다. 

지리가중회귀 모형에 의한 회귀계수를 살펴보

면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력이 공간적으로 다르

게 분포됨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폐공가수의 경우, 다중회귀모형에

서 종속변수와 부적의 관계를 가져 폐공가수가 

증가할수록 범죄 발생 확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리가중회귀 분석 결과를 살

펴보면, 연구지역 내 회귀계수의 약 52%는 음

(-)의 값, 약 47%는 양(+)의 값을 가졌다. 연

구지역 하단에 위치한 우동, 좌동, 중동에 위치

한 센서스 집계구에서는 폐공가수의 회귀계수가 

양의 값을 가졌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서는 음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결과는 다중선형회귀 모형의 결과에서와 같

이 연구지역 내 폐공가수가 종속변수와 단순히 

부적의 관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따

라 종속변수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에서 외국인수(For), 아동인구수(Under), 

노령자수(Old), 1인가구수(Single), 독거여성수

(Female), 고학력자수(Edu), 풍속업소수(Adult), 

치안센터수(Sec), CCTV설치수(CCTV)로 각각 

표기한다. 또한, 변수간 다중공선성분석 결과 상

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리가중회귀 모형의 결정계수(
 ) 값은 0. 

714로 나타났고 센서스 집계구별로 수정된 결

정계수 값을 가진다. 표 4는 지리가중회귀 모형

에 의해 분석된 수정된 결정계수 값의 평균, 최

소, 최대, 표준편차 값을 나타낸다. 지리가중회

귀 모형의 수정된 결정계수는 0.214에서 0.822

의 범위를 가져 큰 차이를 보였다. 이를 통해 

공간적 이질성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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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Map of GWR

GWR

Standardized mean square root error 1.190

Max. 12.070

Min. -26.400

TABLE 5. Error rate of GWR

지리가중회귀 모형의 수정된 결정계수 값의 

공간적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 그림 10과 같다. 

수정된 결정계수 값은 최소 0.214에서 최대 

0.822의 값을 가지며, 연구지역 상단에서 하단

으로 갈수록 점차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우 1동에 위치한 센서스 집계구 일부 지역에서 

0.8 이상의 수정된 결정계수 값을 가져 사용된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력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반송동, 반여동, 

재송동에 위치한 대부분의 센서스 집계구는 0.2

에서 0.4 사이의 상당히 낮은 수정된 결정계수 

값을 가졌다. 

구축된 지리가중회귀 예측모형의 정확도를 분

석하기 위하여 표준화된 평균제곱근오차 (SRM 

SE, 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Error)

를 산정하여 비교․분석하였다. 지리가중회귀 분

석을 통한 범죄발생 예측 모형의 표준화된 평균

제곱근오차 값은 1.190으로 0에 가까운 값을 보

여 보다 우수한 모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회귀 모형별 예측값과 관측값 간 차이를 보여

주는 잔차 그래프이다. 지리가중회귀 분석을 통

한 범죄발생 예측 모형은 (-26,400, 12.070) 

구간에서 변동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지리가중

회귀 분석을 통한 범죄발생 예측 모형이 범죄 

발생건수를 설명하는데 보다 우수한 모형임을 

알 수 있었다(그림 11). 

FIGURE 11. Residual graph of GWR

결  론

본 연구는 증가하는 범죄로 인한 주민 두려움

의 감소와 삶의 질 악화를 개선하기 위한 도시

계획 정책도입(CPTED : 범죄예방환경설계)과 

대안 마련의 사전단계로 범죄발생 위험지역 분

석과 요인분석, 예측모델 개발을 제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첫째, 연구지역에서 발생한 범죄는 강한 군집

성(핫스팟)을 나타낸다. 연구지역에서 발생한 범

죄 발생지점을 점, 면 데이터 형태로 나누어 분석

을 실시한 결과 범죄발생지점은 전체면적의 약 

8.9%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범죄발생지점간 

거리는 평균 24.2m로 매우 조밀하게 분포하고 

있다. 핫스팟을 형성하고 있는 지점은 H해수욕장 

배후 상업지역 일대와 H신시가지 중심지역, 반여 

2, 3동 및 반송 2동 일대로 압축할 수 있다.

둘째, 범죄발생지역을 유형화하여 특성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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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였다. 유형분석을 위해 용도지역별 유형과 

범죄관련 지표에 따른 계층적 분석기법(Ward)

으로 유형을 분류하여 분석을 수행한 결과 용도

지역별로 유형화 분석결과 면적대비 상업지역에

서 보다 높은 빈도와 조밀하게 범죄가 발생함을 

알 수 있었고, 특히 주거지역형의 경우 상업지

역과 인접한 지역에 범죄 핫스팟이 형성되어 상

업지역에서 발생한 범죄가 인접한 주거지역으로 

전이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GWR을 통해 범죄사고 예측 모형을 개

발하였다. 분석을 위해 종속변수는 총 범죄수로 

설정하였고 독립변수는 선행연구를 통해 유의미

한 결과를 낸 변수를 토대로 인구학적, 사회경

제적, 물리환경적 요인과 방어기제요인으로 구

분하여 총 15개의 변수를 취하였으며 다중공선

성 검증으로 총 12개의 변수를 최종적으로 분

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지리가중회귀분석을 통해 나타난 

공간적 이질성의 존재이다. 독립변수와 종속변

수의 공간적 상관관계를 고려하는 지리가중회귀 

모형은 독립변수별 회귀계수가 센서스별로 각기 

다른 값이 산정됨에 따라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

력이 공간적으로 다르게 분포됨을 알 수 있었

다. 따라서 범죄 관련 변수를 연구지역에 적용

함에 있어 종속변수와의 공간적 영향력을 고려

하여 센서스 집계구별로 차별화된 대책의 필요

성이 강조된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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