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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디지털 정보들은 각종 매체에 장되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그  범죄 련 비정형데이터

의 분석과 활용은 범죄수사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범죄통계 자료의 분석  

활용은 정형데이터를 이용한 제한  근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수사 자료  처리되지 

못한 비정형데이터를 분석, 장, 처리하여, 수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형데이터화 함으로 범죄 

로 일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 된다.  

1. 서론

  최근 다양한 디지털 정보들의 분석은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  반 에 요한 요소로서, 개인의 선호도 분

석을 통한 마 이나, 여론동향을 읽고 정책을 입안하는

데 있어서 비정형데이터의 분석은 사회 반의 다양한 

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본 논문은 범죄수사 자료  비정형데이터를 정형데이

터화 함으로 보다 많은 정보를 수사에 활용할 수 있고, 

재의 범죄 로 일러  문수사 의 직  수사, 즉 

연역  수사에서 귀납  수사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확하고, 문 인 정보를 수집  분석, 장하는 시스

템을 제안 하고자 한다. 본 시스템은 비정형 데이터를 

Ko-NLP를 이용하여 1차 분석하고 분석된 자료를 온톨로

지 기법을 활용한 계 연산을 하고 계층  군집화 알고

리즘을 통하여 최종 비정형데이터를 정형데이터화 함으로 

기존의 범죄통계 정보  범죄 참고자료를 보다 다양한 

범주  상황 등에서 실시간으로 조회가 가능한 데이터 

분석 기법을 제시한다. 

2. 련연구

가. 비정형데이터 연구

1) Ko_NLP

   Corpus에 품사를 부여하거나 형태소 해석의 모호한 결

과로부터 한가지 품사를 선정하는 작업을 태깅이라 한다. 

본 연구에서 HanNanum Ko-NLP Java version을 활용

하여 형태소 분석을 한다.

2) 상태 이도

     상태 이도는 DFA(deterministic Finite Automata

와NFA(Nondeterministic Finite Automata)로 나타낼

수 있으며, 어휘 분석기를 고안하고 구 하는 방법에 

사용된다. 본 논문에서는 Ko-NLP로 분석된 자료를 

바탕으로 어휘를 분석하여 패턴을 생성하 으며 <그

림 1>과 같다. 상태 이도를 바탕으로 계를 분석

하여 비정형 데이터  정형데이터를 분류 하 다.

<그림 1>어휘분석 알고리즘

    

나. 계층  군집화(Hierachical Clustering)

    통계  분석 방법을 이용한 데이터 마이닝 기법  

하나인 계층  군집화 알고리즘은 최단 연결법(Single 

Linkage Method)과 최장 연결법(Complete Linkage 

Method),평균 연결법(Average Linkage Method)등이 있

다. 최단 연결법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d(U,V)=min [d(x,y)|x∈U,y∈V]

    두 군집 U와V 사이의 거리 duv를 각 군집에 속하는 

임의의 두 개체들 사이의 거리  최단거리로 정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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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알고리즘은 <표 1>과 같다. 

단 계 내 용

[Step 1]
각 데이터를 하나의 군집으로 형성

N개의 데이터 집합 {… }과 군집 {… }

[Step 2] Loop

[Step 3]
군집간의 거리를 계산

․  ∈  ∈

[Step 4]

거리가 가장 가까운 두 군집을 병합하여 새로운 

군집을 생성

․ ∪

[Step 5]
until 하나의 군집이 남을 때까지 반복 

End Loop

<표 1> 계층  군집화 알고리즘

3. 범죄 데이터 연 성 분석

가. 범죄 데이터 분석

   범죄 데이터 분석은 패턴을 이용하여 분석을 한다. 패

턴은 <표 2>와 같으며, “ 등포 골목길 살인미수 사건”

에 한 패턴의 이며, <표 2>와 같은 많은 패턴을 생

성하여 장하고 문장의 구조를 분석한다. 

단 계 내 용

[Step 1] 종결어미(EF)로 블록 구분

[Step 2] Loop

[Step 3]
if  NN/NC+주격조사 or NN/NC+격조사(을/를)

     Output Victims or offeners Symbol

[Step 4] else  Output unformal Symbol

[Step 5]
if  NN/NC+MA 

     unformal sub-Symbol

[Step 6]
until   PV/PX/PA 나올때까지

End Loop

<표 2> 데이터 패턴의 

  <그림 2>는 패턴을 사용하여 분석된 정형ㆍ비정형데이

터를 유사성 통합한 결과 이다.

<그림 2> 정형ㆍ비정형데이터 연 성 분석도 

나. 데이터 연 성

   Ontology 기법을 이용하여 연 성 분석에 따른 계를 

설정 하고 비정형데이터를 기 으로 Instance를 생성한

다. <그림 3>은 Instance 생성의  이며 <그림 4>는 

계설정 이다.

<그림 3> Instance 생성 

<그림 4> Ontology Technique를 이용한 계설정 

  본 논문에서는 비정형데이터를 기 으로 Instance를 생

성하고 Ontology를 이용한 계를 설정하여 <그림 3>에

서 “상해”의 경우 고유명사 상하이의 임말과 남의 몸에 

상처를 내어 해를 끼치는 “상해”와의 의미상 차이를 구분 

하 다.

4. 범죄 데이터 분석 모델

  본 논문에서는 3 에서 분석된 범죄 데이터를 기반으로 

범죄 로 일링 분석모델을 제안한다.

가. 제안 모델의 구조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모델은 <그림 5>와 같으며, 디

지털 포 식 련의 비정형데이터  SNS 등 자료를 

추출하여 범죄자의 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며, 그

 일부분으로 Data Extractor 와 Algorithm  

Profiling을 설계한 것이다.

1) 범죄데이터 추출 모듈

    범죄데이터 추출은 Ko-NLP를 이용하여 형태소 단

로 분석된 문장을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패턴을 이용하

여 비정형데이터  정형데이터를 추출하여 장하며, 

패턴은 Rule base에 장되며 리된다.

2) 비정형 데이터의 유사성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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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제안 모델의 통합 아키텍쳐 

<그림 6> 비정형 á에 한 비정형 β γ ε δ 산출

<그림 8> Offender 와 Victim 데이터 추출

<그림 9> Unformal data 추출

 

    추출한 비정형데이터의 Instance를 한  유의어를 기

으로 통합하여 불필요한 데이터 복을 최소화 한다.

3) 범죄분석 모듈

    추출 장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범죄수사 의 상황  

단어 입력에 따른 연 성 데이터 추출은 <그림 6>과 

같으며, 그림에서 수사 의 á에 한 입력은 á와 련

된 범죄자 2건을 먼  추출하고 2건의 범죄자 Instance

로부터 β γ ε δ 의 비정형 Instance를 유추하고 유추된 

Instance를 바탕으로 입력된 á와 유추된 β γ ε δ를  

input data로 정의하고 사용자에게 달되며, Ontology

에 정의된 계를 바탕으로 의미를 달한다.

나. 제안 모델의 알고리즘

   제안 모델의 알고리즘은 범죄데이터를 수집하고 

Big-Data로 장하며 이를 바탕으로 정형ㆍ비정형 데이

터의 패턴을 이용하여 수평 으로 군집화 하며, 

Ontology로 수직  군집화를 구성하고 사용자의 요구에 

맞는 범죄 유형별, 범죄 상황별 조건 입력에 따라 정보를 

유추하고 제공한다. 군집화는 계층  군집화 알고리즘의 

입력으로 이용한다. 계층  군집화 알고리즘은 유사성을 

근거로 새로운 군집을 생성해 나가는 방식으로 기에 

군집 수를 결정해 주지 않아도 군집의 계층 인 모습을 

확인 할수 있다. 한 주어진 데이터에 합한 덴드로그

램의 높이를 결정함으로써 특정 군집결과를 얻을 수 있

다. 제안 모델은 표 으로 사용되는 유클리드 거리를 

기 으로 최단 연결법과 평균연결법을 이용한다. 

5. 구   평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분석모델의 구  단계는 <그림 

7>과 같고, 재 구  에 있다.

<그림 7> 구 단계

가. 범죄데이터 추출

    특정범죄를 상으로 범죄정보를 수집하여 <그림 8>

과 <그림 9>와 같이 패턴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하

며, 패턴의 사용에 한 검증을 통하여 추가 패턴을 생

성한다.

나. 데이터 유사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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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범죄 유형별/상황별 UI 

    <그림 10>과 같이 한  사 을 이용한 유의어를 매

칭한 DB구축  유효범  검증

<그림 10> 비정형 데이터 유의어 매칭 

다. 데이터 분석 모듈 구축

    데이터 입력에 따른 연 성 분석은 SPSS  계층  

군집을 통하여 모듈을 구축하며 <그림 11>은 용의자 

정보 입력 시 연 성 분석의 이다.

<그림 11> SPSS을 통한 연 성 분석 

라. 범죄 유형별/상황별 UI 구축

    <그림 12>은 범죄 유형별(살인,강간,상해 등)/상황별

(밤, 비오는날, 무차별, 우발 , 다수피해자, 등)데이터 

입력과 정보제공 UI를 보여 다.

6. 결론  향후 연구

  기존의 범죄 데이터는 정형화 되어 자료를 활용함에 있

어 제한된 자료를 바탕으로 참조가 가능하여, 실질 수사에 

있어 로 일러 는 문수사 의 직 에 의한 수사가 

부분이다. 한 비동기성/우발범죄  모방범죄를 해결

하기 해서는 많은 양의 양질의 데이터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정형화 되지 못하 던 비정형 데이터를 

정형화 함으로 재 국내의 KICS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범주에서 보다 확장된 범주를 제시함과 동시에 통합UI를 

제공하고 불필요한 원표를 통일하면서도 입력사항이 많지 

않으며, 모든 사건을 Big-Data 분석을 기반으로 설계운  

됨으로 빠르고, 특성화된 범죄(지능 ,우발 ,묻지마,모방

범죄 등)에 응하기 한 자료를 분석하여 제시함으로 

문 로 일러의 시간 단축과 미숙련 수사 에게 문

 수사기법을 제공할 수 있으며, 기존 시스템에서 제외 

되어 있는 미해결 사건  사건 미완료의 사례를 모두 분

석 자료에 반 함으로 연쇄범죄와 재범을 방  수사할 

수 있다.

  향후에는 문장 분석에 사용되는 패턴분석에 인공 지능

 요소를 용하여 패턴 용에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

며, 비정형 데이터의 군집화에 있어 퍼지 이론을 용하여 

연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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