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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일상생활 가운데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성폭력 범죄 위험의 예측을 목적으로 한다. 

2011-2015년 5년 간 청주시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성폭력 범죄를 대상으로 베이지안 통계 기반

의 Weight of Evidence를 적용‧분석하였다. Weight of Evidence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첫째, 

투입된 관련요인(Evidence) 총 26개 중 주거용도면적, 건축물 사용승인일, 개별주택가격, 용적률, 

지하층 수, 대지면적, 보안등, 오락시설 8개만이 신뢰도를 만족하여 각각의 가중치(Weight)가 산

출되었다. 둘째, 가중치가 산출된 8개의 관련요인을 결합하여 최종적으로 예측 지도를 도출하였다. 

성폭력 범죄가 발생할 위험이 75.5%인 지역은 대상지역 전체면적의 20.7%(2.0㎢)를 차지하였으

며 16.5% 지역은 3.3%(0.3㎢), 34.5% 지역은 19.0%(1.8㎢)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성폭력 범

죄 위험의 발생 확률과 이를 감소시킬 수 있는 환경적 요인 또는 조건을 도출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경찰의 범죄예방 활동 등 성폭력 범죄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의 기초자

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성폭력 범죄, 예측, 위험, Weight of Evidence

ABSTRACT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predict sexual violence crimes, which is an routine risk. 
The study used to the Weight of Evidence on sexual violence crimes that occurred in 
partly Cheongju-si for five years from 2011 to 2015.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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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and analysis of the Weight of Evidence that considers the weight of evidence 
characteristics showed 8 out of total 26 evidences that are used for a sexual violence 
crimes risk prediction. The evidences were residential area, date of use permission for 
building, individual housing price, floor area ratio, number of basement floor, lot area, 
security light and recreational facility; which satisfied credibility in the process of 
calculating weight. Second, The weight calculated 8 evidences were combined to create 
the prediction map in the end. The map showed that 16.5% of sexual violence crimes 
probability occurs in 0.3㎢, which is 3.3% of the map. The area of probability of 34.5%  
is 1.8㎢, which is 19.0% of the map and the area of probability of 75.5% is 2.0㎢, which 
is 20.7% of the map. This study derived the probability of occurrence of sexual violence 
crime risk and environmental factors or conditions that could reduce it. Such results 
could be used as basic data for devising preemptive measures to minimize sexual 
violence, such as police activities to prevent crimes.

KEYWORDS : Sexual Violence Crimes, Prediction, Risk, Weight of Evidence

서  론

현대인들은 도시침수,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

한 극단적 위험(extrme risk)에서부터 교통사

고, 화재의 발생, 범죄 등을 포함하는 크고 작은 

일상적 위험(routine risk)을 경험한다(Gabor 

and Griffith, 1980). 이 중 특히 범죄는 개인

적 삶의 질과 사회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

향이 막대하다. 범죄 피해로 인한 사회적비용은 

연간 158조 7천 293억 원, 국민 1인당 연 326

만원으로 추정된다(Dolan and Peasgood, 2007; 

Park et al., 2010). 또한 개인 또는 공동체, 

사회가 느끼는 범죄의 두려움은 범죄피해를 당

할지도 모른다는 히스테리와 강박으로 고통 받

게 하며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Kim, 2011). 

최근 성폭력 범죄(성범죄)로 인한 피해 사례

가 언론에 심심치 않게 보도되면서 주민들의 성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 2018

년 국민안전체감도조사 결과 13개 재난유형1) 

중 성폭력에 대한 불안감이 높게 나타났다. 실

제로 공공장소(탈의실, 화장실 등) 몰래카메라 

설치 및 촬영, 아동 및 청소년 대상의 그루밍 

성범죄, 노인여성 대상 성폭행 등 연령, 장소, 

범죄 유형을 불문하고 성범죄 발생 건 수는 지

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7-2017년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주요범죄별(성폭력, 강도, 폭

력, 절도, 살인) 연평균 증가율은 성폭력만이 

6.1% 증가율을 보이며 그 외 강도 –14.2%, 폭

력 –0.1%, 절도 –1.4%, 살인 –2.9%로 감소 추

세를 보인다(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2017). 전문가들은 성범죄가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Police Science Institute, 

2019; Kim, 2011; Hwang, 2010). 

이와 같은 성폭력 발생의 증가 추세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왜곡된 사회적 분위기의 변화, 

적극적인 성폭력 피해 신고, 2013년 성폭력 친

고죄의 폐지 등으로 인해 그동안 공식적으로 집

계되지 않았던 피해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설명

되기도 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낮은 신고율, 

높은 암수 범죄율 등 성범죄 관련 공식 통계의 

한계로 인해 숨은 범죄(hidden crime)는 더 많

을 것으로 추정한다(Kim, 2011; Hwang, 

2010). 즉 공식적인 수사가 진행되거나 표면으

로 드러나지 않았으나 성폭력으로 인해 고통 받

는 피해자가 다수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폭력 범죄 위험은 반드시 다루어야 할 연구 

대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성폭력 범죄 예방을 위한 경찰활

동은 전통적 방식의 순찰활동이 주를 이룬다. 

따라서 신고 접수 후 출동하는 등 선제적‧능동적 

대응 대신 사후적‧수동적 대응이 이루어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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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정이다(Roh, 2015). 또한 제한된 경찰자원으

로는 성폭력 범죄 발생 시 긴급하고 신속한 대

응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성폭력 범죄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

할 때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예측하고 선

제적인 대응활동이 필요하다. 최근 미국 등 선

진국의 경찰활동 패러다임이 데이터 기반의 예

측적 경찰활동(predictive policing)으로 옮겨가

고 있다(Tak et al., 2015). 이러한 현상은 과

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범죄 관련 데이터의 축

적, GIS 기반의 분석기법 및 소프트웨어의 발달 

등에 기인한다. 데이터 기반의 예측적 경찰활동

은 한정된 자원으로 최대의 성폭력 범죄 예방 

효과를 도출하기 위한 대응방안 될 수 있다. 

한편, GIS 및 공간분석기법은 범죄 연구 분

야에서도 매우 유용한 연구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범죄의 분석 및 향후 범죄 발생 예측을 

위해 공간분석과 결합한 소프트웨어의 개발 등 

정량적 분석 방법들은 지속적으로 발달하고 있

다. 범죄연구에서 GIS는 발생의 현황분석, 지도

화, 통계적 공간분석 등에 활용되고 있으며 특

히 기존 환경범죄학의 이론적 측면을 공간통계

분석모형(Spatial Statistics Analysis Model)과 

GIS로 통합하고 이를 분석하는 등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Yoon et al., 2014). 

주요 연구 경향은 범죄 발생의 분포패턴 분석 

연구(Hwang and Hwang, 2003; Murray et 
al., 2001; Shimada, 2004; Anderson, 2006), 

공간회귀모델을 활용한 실증 연구(Anselin, 

2002, Messner and Anselin, 2004; Lee, 

2004, Jeong et al., 2009; Cheong and 

Hwang, 2010; Heo and Moon, 2013, Yoo 

and Baek, 2017), 범죄 발생 예측에 관한 연

구(Park, 2013, Noe and Kim, 2012) 등이다. 

그러나 성폭력 범죄를 중점적으로 다룬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2010년대 들어 성폭력 범죄를 대상으로 GIS 

및 통계분석을 결합‧활용한 연구가 점차 증가하

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환경범죄학

(CPTED)에 기반한 성폭력 범죄 관련 변수와 

성범죄 발생 간의 상관관계 또는 영향관계 분석

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다(Lee et al., 2016; 

Jeong and Lee, 2015; Cho and Kwon, 2011). 

Roh(2015)는 인근반복모형(near-repeat model)

과 위험영역모형(risk terrain model) 등의 시

공간분석기법을 활용하여 범죄 예측력을 검증하

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은 가중폭행 및 성폭력 

범죄였으며, 연구 결과 두 모형을 모두 고려한 

예측모형의 예측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범죄 관련 연구 분야에서 GIS 및 공간통계분

석기법은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연구 방법으로서 

조명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 경향은 범죄 발생의 분포패턴 분석 및 지

도화, 공간회귀모형을 활용한 영향요인 도출 등 

분석 및 활용 범위가 제한적이며, 이미 발생한 

범죄에 초점을 두고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

이 성폭력 범죄 피해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성

폭력 위험 예측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베이지안 통계 기반의 

Weight of Evidence를 활용하여 성폭력 범죄 

위험을 예측하고자 한다. 위험을 예측한다는 것

은 성폭력 범죄와 같은 위험을 인식하고 적절한 

대처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과제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Weight of Evidence를 활용하여 성

폭력 범죄 위험과 관련 있는 요인들의 가중치

(Weight)를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방법으로 산

출하고 이를 결합하여 공간단위별 성폭력 범죄 

위험 발생 확률을 제시하고자 한다. 

Weight of Evidence의 이론 고찰

범죄 위험은 과거 범죄가 발생한 장소의 특성, 

발생 요소 등을 확인하고 측정함으로써 향후의 

범죄 발생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다(Caplan and 

Kennedy, 2010; Drawve, 2016; Dugato, 

2013; Yerxa, 2013). 그러므로 베이지안 확률 

기반의 Weight of Evidence는 범죄 위험 예측

에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Weight 

of Evidence는 가설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결합

하여 연구대상과 관련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제

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Lee et al., 2006). 즉 

성폭력 범죄 발생 지점과 주변 요인과의 공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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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관계를 계산하여 범죄 발생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 무엇이며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쳤는지, 

발생 확률은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정량적·객

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

서는 Weight of Evidence를 활용하여 과거 성

폭력 범죄의 발생 위치와 주변 요인과의 분포관

계를 분석하고 성폭력 범죄 위험을 예측하고자 

하였다.

Weight of Evidence는 베이지안 통계 기반

의 분석방법으로서 기본적으로 사전확률(Prior 

Probability)과 사후확률(Posterior Probability)

을 통해 결과가 도출된다2). 사전확률은 다양한 

공간 자료를 입력하지 않은 초기확률을 말하며, 

특정 공간적 속성과 관련한 정보를 이용하여 추

가적으로 수정이 가능한데 이를 사후확률이라 

한다(Harris et al., 2001). 

Weight of Evidence의 결과 산출과정을 설명

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지역 전체는  , 특정 위

험이 발생할 지점은 , 단위 셀의 수는  3)

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에 대한 사전확률은 식 

1과 같다(Bonham-Carter, 1994). 즉 에 대

한 관련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의 확률이다. 

 


                        (1)

추가적인 정보를 이용하여 사후확률을 얻기 

위해서는 위험발생지점()과 관련한 정보 

(Evidence)가 필요하다. 가 존재하는 경우 

가 발생할 확률(2)과 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가 발생할 확률(3)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Bonham-Carter, 1994; Porwal, 2001). 즉 

가 부재할 때 가 발생할 확률이 사전확률, 

가 존재할 때 가 발생할 확률은 조건부 확

률이 된다. 

 
∩

 
∩

(2)

 

∩



∩

(3)

는 사후확률을 도출하기 위한 관련정보로서 

가중치를 산출해야 하며 이 때 앞의 식을 Odds 

식으로 변환할 필요가 있다. Odds는 확률이 발

생할 가능성과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의 확률비

이다. 앞의 식 2와 3을 Odds 식으로 표현하면 

식 5 및 6과 같고 Odds는 로 나타낸다(Lee 

et al., 2006).  

   
  
 

            (5)

 

   
  
 

            (6) 

와 마찬가지로,  는 관련 정

보 가 주어졌을 때 의 조건부(사후) Odds

이고, 는 D의 사전 Odds이다.  /

  는 sufficiency ratio(LS)이고  

/  는 necessity ratio(LN)이다. Weight 

of Evidence에서 LS의 log는 양의 가중치

()이고 LN의 log는 음의 가중치( )이

다. 아래의 식 7, 8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Bonham-Carter et al., 1988; Bonham- 

Carter, 1994). 

  log
 
 

                   (7)

  log
 
 

                   (8) 

LS와 LN을 우도비(likelihood ratio)라 하며, 

LS의 값이 1보다 크면 LN의 값은 (0,1) 범위 

값을 가진다. 이는 위험발생 특성과 관련한 요

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뜻하고, 그 존재함이 

양의 의미를 나타낸다. 반대로 나타나면 음의 

상관관계를 가진 것이다(Baek and Jang,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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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

1. 연구대상

행정안전부는 전국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자체

를 대상으로 매년 지역안전지수4)를 조사·발표

하고 있다. 7대 안전분야 중 범죄분야에 대하여 

충북은 3년 연속(2015-2017) 4등급을, 그 중 

청주시는 4년 연속(2015-2018) 4등급을 기록

하며 범죄에 취약한 도시로 평가받았다. 이와 

같은 이유로 청주시는 성폭력 범죄 위험을 예측

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한 대상지라

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지는 청주시 중 일부지역으로 

한정하였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현재의 

청주시는 도농복합도시로서 청주시 중심부는 개

발밀도가 높고 도시적 경관 및 토지이용이 나타

나고 중심부를 둘러싼 외곽지역은 오창읍 및 오

송읍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형적인 근교농촌의 

특성을 나타낸다. 본 연구의 분석방법인 Weight 

of Evidence는 가변적 공간단위 문제(Modifiable 

Areal Unit Problem, MAUP)와 관련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성폭력 범죄의 

발생 빈도가 낮은 농촌 지역을 포함한 청주시 

전역을 대상으로 분석하는 경우 결과가 도출되

지 않거나 또는 오류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청주시에서 발생한 성폭력 범죄의 누적 

건 수가 가장 많은 일부 지역으로 한정하였다. 

한편, 청주시는 2014년 7월 옛 청주시와 청

원군이 통합되면서 출범한 통합청주시로서 도농

복합도시의 성격을 가진 지역이다. 2011-2015

년 5년 간 5대 강력범죄(살인, 강도, 강간·강

제추행, 절도, 폭력) 발생 건 수는 4만여 건이

다. 5년 간 강력범죄 발생 건 수 중 강간·강제

추행(성폭력 범죄)의 비중은 2.5%이며 절도 및 

폭력이 각각 52.8%, 43.9%로 대부분을 차지한

다5). 

2. 데이터의 구축

Weight of Evidence를 활용한 분석에는 과

거 성폭력 발생 지점(Training points)과 이를 

설명하는 관련요인(Evidence) 두 종류의 자료

가 필요하다. 성폭력 발생 지점 자료는 point 

형태의 데이터로 구축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2011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 5년 

간 청주시에서 발생한 성폭력 범죄 총 1,041건 

중 발생 위치가 정확하게 표시되어 Geocoding

이 가능한 자료만을 point 데이터로 구축하고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성

폭력 범죄의 범위는「형법」및「성폭력범죄 처

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강간·강간미수, 

준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이 포함된다.

다음으로 성폭력 범죄 발생의 관련 정보는 기

존 선행연구를 통해 요인을 도출하였다. 범죄예

방환경적 관점에서 범죄 또는 성폭력 범죄와 상

관성이 높다고 밝혀진 인구요인, 시설요인 등을

(Roncek and Maier, 1991; Heo, 2004; Lee 

and Jeon, 1994; Cheong, 2013; Roh, 2015; 

Heo and Moon, 2013; Lee, 2015; Cheong 

et al., 2015 Choi and Noh, 2016; Lee et 
al., 2016) 중심으로 선정하였다6).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한 관련요인은 인구환경요인, 건축물 

및 토지환경요인, 시설환경요인으로 분류하였다. 

Weight of Evidence 분석 시 관련요인은 래스

터 형태로 투입되어야 하므로 100m×100m의 

래스터 데이터로 구축하였다.

주요 분석 도구는 ArcGIS Desktop 10.5이

며 공간자료의 구축, 수정, 편집, 추출, 변환, 연

산, 시각화 등 분석과정의 전반에서 활용하였다. 

또한 Weight of Evidence는 Arc-SDM7)를 이

용하여 분석하였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Weight of Evidence를 활용

한 성폭력 범죄 위험 예측 모형을 설정하였다. 

이 예측 모형은 공간적 범위의 결정, 관련요인의 

검토 및 선정, Unit Cell 크기의 설정, 각 관련

요인의 가중치(Weight) 산출, 성폭력 범죄 위험 

예측 확률 도출 5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공간적 범위의 결정 단계는 성폭력 범죄 위험 

예측 분석 수행 시 나타는 가변적 공간단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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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간적 범위를 제한하는 

과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법정동별 성폭력 범죄 

발생 누적 건 수를 기준으로 상위 순위의 법정

동을 도출하였다8). 결과적으로 4개의 법정동이 

도출되었으며 이 지역은 매년 성폭력 발생 수 

1-3순위를 순차적으로 기록하였으며 5년 간의 

성폭력 발생 누적 수가 전체 발생 수의 약 40%

를 차지하는 지역이다. 또한 상위 순위 법정동 

지역에서 주민의 주거 및 상업 활동 공간을 도

출하고자 용도지역을 검토하여 산업단지 지역 

등을 제거하고 최종 공간적 범위를 도출하였다. 

분석 대상지역은 약 4개의 법정동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면적은 9.5㎢이다. 

관련요인의 검토 및 선정 단계에서는 관련요

인 간의 상관관계를 검토하여 일부 관련요인만

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한다. Weight of 

Evidence는 다수의 요인을 결합‧분석하므로 서

로 간의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일부 요인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Bonham-Carter, 1994). 

본 연구에서는 성폭력 범죄 발생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선정한 관련요인에 대하여 

OLS를 활용하여 상관성을 검토하였다. OLS분

석을 반복 수행하여 VIF 7.5이상9)인 관련요인

을 순차적으로 제거하였고 최종 관련요인을 도

출하였다(표 1).  

Unit Cell은 성폭력 발생 지점과 관련요인 간

의 분포 관계를 통해 가중치를 산출하는 과정에 

필요한 가상의 공간단위이다. 분석을 위해서는 

Unit Cell의 크기를 설정해야 한다. 다만 Unit 

Cell 크기는 첫째, 1개의 발생 지점이 포함되어

야 하며 둘째, 관련요인의 크기보다 작아야 하

는 두 가지 전제조건을 만족해야한다. 그러므로 

Category Evidence Unit VIF

Population
(6)

a single family family 1.13

female rate female/total population*100 1.14

adolescent female total 2.59

20’s female total 5.09

30’s female total 3.27

elderly female total 2.37

Building &
 Land
(11)

residential use area average(㎡) 1.27

usage approval date average(years) 2.11

a single house total 1.62

apartment houses total 1.26

value of land average(Won/㎡) 2.66

single housing price average(Won/㎡) 1.80

total ground area average(㎡) 2.28

floor area ratio average(%) 2.98

building height average(m) 3.22

basement floor average(floor) 1.57

siting area average(㎡) 1.00

Facility
(9)

check
factor

CCTV total 1.13

security lamp total 1.89

trigger
factor

accommodation total 1.06

retail store total 2.11

entertainment total 1.68

bar & pub total 1.74

restaurant & cafe total 2.78

parks present or absent 1.07

school present or absent 1.02

TABLE 1. OLS analysis results for E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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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Unit Cell을 설정하

기 위해서 성폭력 범죄 발생 지점 간의 최단거

리를 분석하여 활용하였다. 

다음으로 각각 관련요인의 가중치를 도출하였

으며 산출한 가중치를 중첩·결합하여 최종적으

로 성폭력 범죄 위험에 대한 확률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및 고찰

1. 관련요인의 가중치

Weight of Evidence를 활용하여 연구대상지

역 내 총 26개의 관련요인에 대한 각각의 가중

치를 산출하였다. 산출과정에서 신뢰도 검증이 

동시에 이루어지며 98% 신뢰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관련요인에 대한 가중치는 산출되

지 않는다. 즉 모든 요인이 가중치를 산출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Weight of Evidence는 가중

치 값을 2진 형식으로(binary, 1과 0)으로 재

분류하며 이 때 와 의 차 값(C), 곧 

C=()-() 통해 최적 기준 값을 도출한

다. 따라서 표 2 및 그림 1과 같이 값이 2개의 

등급(class)으로 나타난다.     

관련요인의 가중치 분석 결과 총 26개 중 주

거용도면적, 건축물 사용승인일, 개별주택가격, 

용적률, 지하층 수, 대지면적, 보안등, 오락시설 

8개 요인에 대하여 가중치가 산출되었고 인구환

경 요인은 가중치가 산출되지 않았다(표 2, 그

림 1).

가중치가 산출된 8개의 관련요인과 성폭력 

범죄 발생 간의 관련성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

다. 주거용도면적은 아파트와 같이 세대 수가 

많은 건축물의 경우 단독주택과 비교하여 상대

적으로 넓다. 그리고 용적률은 대지에 대한 건

축밀도를 나타내는 지표라 할 수 있는데, 용적

률이 높을수록 대지면적에 대한 세대 호 수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거용도면적과 

용적률은 공동주택의 특성을 간접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건축연한이 오래된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은 

시가지로 조성된 지 오래되어 노후주택이나 불

량주택이 많고 이면도로 위주의 좁은 도로가 형

성되어 있다. 일부 정비된 지역을 제외하면 공

간의 폐쇄성이 강하여 성폭력 범죄 발생 가능성

이 높은 지역이다.

주택가격은 건축연한과 더불어 입지의 영향을 

받는 요인으로서 중심상업지역이나 그 인근지역

에서 높게 나타나고 조성된 지 오래된 주거지역

이나 도시외곽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Evidence Value Area(㎢) Weight

residential use area
(㎡)

0-123 5.7 0.15

123-780 3.9 -0.28

usage approval date
(years)

0-2006 7.9 0.10

2006-2017 1.7 -0.65

single housing price
(million won)

0-387 9.2 0.03

387-750 0.4 -0.92

floor area ratio
(%)

0-346 9.4 0.02

346-712 0.2 -1.20

basement floor
(floor)

0 4.5 0.18

1-5 5.1 -0.19

siting area
(㎡)

0-1,226 8.8 0.05

1,226-108,697 0.8 -0.91

security lamp
(number)

0-8 8.1 0.07

8-22 1.5 -0.44

entertainment
(number)

0 8.1 0.06

1-9 1.5 -0.37

TABLE 2. Weight of each Evidence Calculated on Sexual Violence Cr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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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택가격을 통해서 그 지역의 토지이용 특

성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지하층은 대부분 도심지의 대규모 집객시설이

나 아파트에서 여러 층으로 분포하며 이 공간은 

주로 주차장으로 활용된다. 그러므로 지하층 수 

또한 대규모 상업시설이나 고층 공동주택의 특

성을 간접적으로 반영한다. 대지면적은 일반적

으로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한 필지를 뜻하므

로 도시 내 주민활동이 나타나는 공간을 간접적

으로 나타낼 수 있는 요인이다. 

CCTV는 범죄예방환경설계 시 우선적으로 투

입되는 시설이며 대표적인 성폭력 범죄 발생의 

견제 요인이다. 본 연구에 활용된 오락시설은 

PC방, 오락실, 당구장 등으로 여가오락관광 업

종에 속한다. 이와 같은 업종은 주거지역 인근

에 분산 분포하며 숙박업소나 유흥접객업소 같

은 시설과는 다른 입지 특성을 보인다. 기존 연

구에서는 상업시설 자체가 성폭력 범죄 발생과 

상관성이 높은 요인으로 도출되었으나 상업시설

의 구체적인 업종에 따라 입지가 다르게 나타나

므로 상세한 업종을 통해 성폭력 범죄 발생과의 

관련성을 직·간접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림 1은 가중치가 산출된 8개 요인(표 2)을 

지도로 나타낸 것이다. 각 관련요인 지도에서 

음영이 표시된 지역은 양수의 가중치(W+)를 

가지고 색이 없는 지역은 음수의 가중치(W-)

를 가진다. 양수로 나타난 지역은 성폭력 발생 

확률에 대하여 가중치 만큼 높고 음수로 나타난 

지역은 가중치 만큼 낮다는 의미이다. 

2. 성폭력 발생 위험의 예측

8개 관련요인의 가중치를 결합하여 산출한 

성폭력 범죄 위험 예측 결과(그림 2), 주거용도

면적이 좁고, 건축연한이 오래되고, 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용적률이 낮고, 지하층이 

▲ residential use area ▲ usage approval date ▲ single housing price ▲ floor area ratio

▲ basement floor ▲ siting area ▲ security lamp ▲ entertainment

FIGURE 1. Weight Map of Each E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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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건물이며, 대지면적이 좁고, 가로등 수가 

적고, 오락시설이 없는 지역으로 나타났다. 앞서 

설명한 성폭력 범죄 발생 관련요인의 특성을 바

탕으로 결과를 종합하면, 성폭력 범죄 위험 확

률은 조성시기가 오래된 주거지로 노후된 저층 

단독주택이 분포하는 지역에서 높게 나타난다.  

 

FIGURE 2. Prediction of the Risk of 

Sexual  Violence Crime

과거 발생한 성폭력 범죄 발생 확률을 기준으

로 성폭력 범죄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것

이라 예측되는 지역은 0%로 나타내었다. 

34.5%의 확률로 성폭력 범죄 발생이 예측되는 

지역의 면적비율은 19.0%(1.8㎢)이고, 다발지

역 면적의 20.7%(2.0㎢)은 최대 75.5%의 확

률로 성폭력 범죄 발생이 예측된다(표 3).

Probability AREA(㎢) OCCUPY(%)

0% 5.5 56.9

16.5% 0.3 3.3

34.5% 1.8 19.0

75.5% 2.0 20.7

Total 9.6 100.0

TABLE 3. Area by Probability of Sexual 

Violence Crime

 

그림 2를 보면 각 지역마다 예측 확률 값이 

다르게 나타난다. 북동 및 북서, 남서쪽지역은 

성폭력 발생 확률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동쪽지

역은 가장 높은 확률인 75.5%가 집중 분포한

다. Weight of Evidence는 산출된 가중치를 합

계하여 결과를 산출하며 이와 같이 지역별로 확

률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영향을 미친 요인의 

가중치가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지역에 

영향을 미친 요인(Evidence)의 가중치를 살펴

보고자 지도를 가상의 선으로 4분할하였다. 지

도의 상하좌우 점선화살표를 기준으로 반시계방

향으로 ⅰ지역, ⅱ지역, ⅲ지역, ⅳ지역으로 구

분하였다.

ⅰ지역은 성폭력 범죄 발생 확률이 매우 낮게 

나타난다. 그 이유는 총 8개의 관련요인 중 주

거용도면적, 건축물 사용승인일, 개별주택가격, 

지하층수, 오락시설 5개의 관련요인에 대한 가

중치가 음수(-)로 나타나는 지역이 넓게 분포

하기 때문이다(그림 1). 다시 말해 분석결과 연

구대상지역에서 가중치가 산출된 관련요인은 총 

8개이며 그 중 절반 이상인 5개의 관련요인 가

중치가 (-)이고 그 분포 면적이 넓어 발생 확

률이 낮게 나타난 지역이 지배적인 것이다. ⅱ

지역 또한 ⅰ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나타낸다. 

ⅳ지역은 ⅰ지역과는 대조적으로 8개의 관련

요인 가중치가 대부분 양수(+)로 나타난 지역

이다. 8개의 (+) 가중치가 결합하여 확률이 높

게 나타났다. ⅲ지역은 건축물 사용승인일, 용적

률, 보안등, 오락시설 4개의 관련요인 가중치가 

(-)이고 주거용도면적, 개별주택가격, 지하층수, 

대지면적 4개는 (+)이다. 따라서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성폭력 발생 확률 값의 분포가 고르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결  론

성폭력 범죄 위험을 예측하는 것은 매우 중요

한 과제이며 이와 같은 배경에서 성폭력 범죄 

위험 예측을 위한 목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 대상인 성폭력 범죄 위험 예측 분석을 

위한 도구로서 베이지안 통계 기반의 W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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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Evidence를 활용하였으며 분석 결과 최종적

으로 가중치가 산출된 관련요인은 26개 중 8개

였으며 주거용도면적, 건축물 사용승인일, 개별

주택가격, 용적률, 지하층 수, 대지면적, 보안등, 

오락시설이다. 가중치가 산출된 8개의 관련요인

을 중첩‧결합하여 성폭력 범죄 위험 예측 결과를 

도출하였다. 성폭력 범죄가 16.5%의 확률로 발

생할 지역의 면적은 0.3㎢이고 다발지역 총 면

적의 3.3%를 차지하였다. 성폭력 범죄 발생 확

률이 34.5%지역은 1.8㎢(19.0%)로 나타났으

며 75.5%지역은 2.0㎢의 면적으로 전체의 

20.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회귀분석 등을 통해서 성

폭력 발생에 영향을 미친 요인과 영향력, 다발

지역과의 상관성을 도출하였으나 향후 어디에서 

얼마만큼의 확률로 범죄가 발생 할지를 예측하

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그 간의 연구와 비교할 

때 본 연구는 성폭력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하여 관련요인과 구체적인 공간, 발생 확률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다시 말해 

과거 성폭력 발생 지점과 요인 간의 분포관계를 

통해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가중치를 산출하였으

며, 이를 결합하여 단위공간별 성폭력 범죄 발

생 확률을 제시하였다. 또한 성폭력 범죄 위험 

확률이 높게 나타난 지역과 상대적으로 낮게 나

타난 지역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영향을 끼친 환

경적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었으며 그 요

인이 끼친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 도출 할 수 있

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성폭력 범죄 피해를 최소

화하고 한정된 경찰자원의 효율적 배치 및  예측

적 경찰활동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연구의 한계로서 첫째, 성폭력 범죄의 발생을 

설명하기 위한 여성1인가구, 독거노인, 기초생

활수급자, 여성장애인 등 인구환경 요인을 다양

하게 고려하지 못한 것이다. 향후에는 대시메트

릭 매핑(dasymetric mapping)이나 보간법

(interpolation)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구축하는 

등 관련요인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향

후의 연구에서는 위험 예측 결과에 대한 정량적

인 검증이 이루어지거나 검증방법에 대한 논의

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주

1) 국민안전체감도조사는 2013년부터 행정안

전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 안전에 대해 

느끼는 개인의 주관적 인지도 조사이다. 13

개 재난유형은 원전사고, 신종감염병, 안보

위협, 붕괴사고, 자연재난, 화학물질 유출사

고, 화재, 산업재해, 범죄, 교통사고, 성폭력, 

사이버위험, 환경오염이다. 

2) Weight of Evidence의 가중치(Weight) 산

출 및 결합 과정에 관한 상세한 수식은 

Bonham-Carter(1994), Porwal(2001) 

등을 참조할 수 있다. 

3) D가 점유하는 면적을 산출하기 위해서 설정

하는 가상의 공간단위(Unit Cell)이다. 

4) 지역안전지수는 행정안전부(前 국민안전처)

에서 2015년부터 조사·발표하였으며 안전

에 관한 각종 통계를 활용하여 자치단체별 

안전수준을 7개 분야(교통사고, 화재, 범죄, 

자연재해,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로 계량화

하여 나타낸 수치이다. 1-5등급으로 표현하

고 1등급이 가장 안전한 등급이다. 당해 연

도에 대한 지수는 전년도 통계 자료를 활용

하여 산출한다. 

5) 본 연구의 원 자료는 범죄 발생 자료로서 

각 범죄발생 건에 대하여 발생일시, 장소 및 

위치(주소 등), 검거죄명, 범죄종류 등의 속

성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에 활용하

기 위하여 검거죄명 및 범죄종류를 기반으

로 5대 범죄로 분류하고 발생 건 수를 집계

하였다. 그러므로 범죄 발생과 관련한 공식

통계와는 차이가 있다. 

6) 본 연구에서는 관련요인 선정 후 요인 간의 

상관성을 분석하여 일부를 제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따라서 선행연구를 통해 선정

한 관련요인은 분석과정에서 제시하고자 한

다. 

7) Arc-SDM은 ESRI社의 ArcGIS 10.0 이상

에서 구현되는 Spatial Data Modeller이다. 

www.ige.unicamp.br에서 무료로 내려 받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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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본 연구에 활용된 범죄 발생 자료는 관련 기

관을 통해 학술적 연구 목적으로 제공받았으

며 제공기관의 요청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구체적인 지명은 표시하지 않았다. 

9) VIF(Vriance Inflation Factor, 분산팽창인

자)는 다중공선성을 나타내는 척도 중 하나

이며 7.5 이상인 경우 다중공선성이 존재하

는 것으로 판정한다(Park et al.,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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