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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서울시의 범죄와 기상변화 및 불쾌지수를 상관관계분석을 하고 회귀분석을 통해 예측식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데이터들은 서울지방경찰청 2008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의 범죄데이터와 포털사이트를 통해 기상

청에 기록된 기상기록 및 불쾌지수를 사용하였다. 이 데이터를 토대로 범죄와 기상변화 및 불쾌지수의 상관관계분석과

회귀분석을 하기 위해 SPSS 18.0을 활용하였고, 분석을 통해 예측식을 도출하고 도출된 예측식을 통해 얻어진 예측값에

따라 위험지수를 5단계로 나타내었다. 이 같이 구분된 5단계의 위험지수를 통해 범죄예방활동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 판단된다.

Crime Prediction Model based on Meteorological Changes and

Discomfort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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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nalyzed a correlation between crime and meteorological changes and discomfort index of Seoul and p

resented a prediction expression through the regression analysis. For data used in this study, crime data from Januar

y 2008 to December 2012 of Seoul Metropolitan Police Agency and meteorological records and discomfort index recor

ded in the Meteorological Agency through the portal sites were used. Based on this data, SPSS 18.0 was used for

the regression analysis and the analysis of correlation between crime and meteorological changes and discomfort ind

ex and a prediction expression was derived through the analysis and the risk index was shown in 5 steps depending

on predicted values obtained through the prediction expression derived. The risk index of 5 steps classified like this

is considered to be used as important data for crime prevention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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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나라는 사회의 발전과 함께 안락한 삶을 누리

고 있지만 급격한 발전과 동시에 범죄의 발생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강간, 살인과 같은 강력 범죄

의 수법도 지능화되고 잔인해지고 있다. 이러한 범죄

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범죄에 대한 연구는 계속

되어 왔으나 대부분이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최근 들어서야 물리적환경이

범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

어지고 있으며 특히, 날씨, 기온, 강수량 등의 물리적

환경 및 심리적 요소인 불쾌지수와 범죄의 관계를 설

명하는 상황적 범죄예방이론으로 범죄의 원인을 설명

할 뿐 아니라 범죄예방대책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이

슈가 되고 있다[1].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물리적 환경(날씨, 기온, 강

수량 등)인 기상요소들의 변화와 심리적인 요소(불쾌

지수)에 따라 어떠한 범죄가 상관관계가 있는지 알아

보고 범죄를 예측하기 위한 예측식을 도출하고자 한

다.

다음의 2장에서 날씨와 범죄와의 관계, 3장에서는

범죄발생 환경 및 모형들을 분석하고 4장에서는 데이

터들을 SPSS 18.0을 이용하여 나온 결과를 토대로 5

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관련연구

2.1 날씨와 범죄의 관계

초기 범죄학자들은 날씨가 심리학적 영향을 미친다

고 하였다. 그래서 온대기후에 사는 사람들은 온화한

성격을 가지고 열대기후에 사는 사람은 반대로 공격

적인 성향을 가진다고 보았다. 즉, 온도가 높은 계절

이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때로는 공

격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고 한다[2].

미국의 뜨거운 남부지역에서 더 높은 살인율을 나

타나는 것이 이 때문이고, 일부 급진적인“기후 결정론

(climatic determinism)"은 아프리카의 기온이 높은

지역에서 건너온 흑인들은 공격적이고 충동억제력이

양한 조상의 기질을 물려받아 아프리카계 미국인 사

이의 높은 살인율이 나타난다고 보았다[1].

2.1.1 날씨효과와 범죄

날씨효과는 기상(온도, 습도, 강수량 등)이 개인의

감정에 영향을 주면서 범죄의 발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기상의 요소들과 범죄와의 연구 결과는 연구마

다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고 기온과 범죄는 높은 상관

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도출괴고 있다. 특히, 불쾌

지수가 높을수록 강력 5대 범죄의 발생률이 증가한다

고 보고되고 있다[1].

2.2 상관관계분석

2개의 변수 와 가 있을 때에, 의 변화에 따라

서 도 변화하는 관계를 상관관계라고 한다.

변수 간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수치적으로 판단하는

데는 상관계수라고 불리는 지표를 이용한다.

상관계수는 통상 r이라는 기호로 표기되고, -1에서

1까지의 값을 취한다.

 ≦ ≦ 

상관계수의 부호가 양(+)일 때에는 양의 상관관계

가 있다는 것을, 음(-)일 때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

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상관관계의 강도는 상관계

수의 절대 값  또는 자승 값  으로 평가한다. 어

느 쪽도 1에 가까울수록 상관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

한다.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을 때에는 상관계수의

값은 0에 가까운 값이 된다.

변수 와 의 상관계수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산출할 수 있다[2][3].

① 의 편차제곱의 합 를 계산한다.

  
  



    
  




  

  








② 의 편차제곱의 합 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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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와 의 편차곱의 합 를 계산한다.

 
  



 
 

 
  



  
  




  





④ 상관계수 을 계산한다.

 


2.3 회귀분석

회귀분석은 데이터 분석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통

계적 분석방법의 하나로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들간

의 관계를 밝히는 분석방법으로 선형모형을 통해서

모형을 적합하고, 적합된 모형을 통해서 관련된 현상

을 연구할 수 있다. 회귀분석에서 독립변수가 여러개

인 경우를 다중회귀분석이라고 한다. 이런 다중회귀분

석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적용하여 예측기법

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

여기서 는 절편을 나타내는 회귀계수이고,

  는 종속변수와 독립변수간의 기울기를 나

타내는 회귀계수로 다른 독립변수들의 고정되었을 경

우 이 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4][5][6].

3. 범죄발생 환경 및 모형 분석

본 연구에서는 폭력범죄를 예측하기 위해 기상요소

및 불쾌지수를 월별로 분석하여 기상요소 및 불쾌지

수에 따른 폭력범죄 발생 형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3.1 범죄현황

<표 1>은 2008년 ~ 2012년 폭력범죄의 월별 발생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표 1> 폭력범죄의 월별 발생 현황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1월 5534 5081 4783 5276 5235

2월 4534 5119 4300 4889 4683

3월 5690 6532 5515 6214 5418

4월 6080 6531 5474 5379 5852

5월 6427 7049 6017 6174 6426

6월 6958 7459 6071 6130 6346

7월 6791 6870 5909 7332 6775

8월 6023 5544 6330 6730 6513

9월 6979 6117 6160 6035 5986

10월 6907 5626 6103 6087 6563

11월 5871 5611 6018 6077 5559

12월 6493 5528 6118 5738 5276

합계 74287 73067 68798 72061 70632

3.2 평균온도별

폭력범죄의 발생 형태를 평균온도별로 보면 영하의

추운날씨보다는 영상의 20℃이상에서 주로 많이 발생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0℃이상의 기온의 경우

가장 활동적이며, 그 이상의 온도로 올라가면, 앞서

말했듯이 공격적인 성향이 나타남에 따라 폭력범죄가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된다.

(그림 1) 평균온도에 따른 폭력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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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상대습도별

상대습도는 기온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기온이 높

은 낮에는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하여 상대습도가 낮

으며, 밤이나 새벽에는 포화 수증기량이 감소하여 습

도가 높다. 폭력범죄발생을 상대습도 측면에서 보게

되면 상대습도가 60%이하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2) 상대습도에 따른 폭력범죄

3.4 강수량별

강수량은 운량과 습도의 영향을 받게 되며, 기상요

소들은 상호 연관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강수량

측면에서 폭력범죄를 살펴보면 강수량이 많은 비 오

는 날에 폭력범죄의 발생률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3) 강수량에 따른 폭력범죄

3.4 운량별

강수량과 습도에 운량은 영향을 받으며 강수량과

습도가 높게 측정되면 운량이 많고, 반대로 강수량과

습도가 낮게 측정되면 운량이 적게 나타난다. 운량에

따른 폭력범죄는 맑은 날씨보다는 구름이 조금 껴있

는 날에 범죄의 발생 빈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운량은 0-10의 정수로 나타낼 수 있으며, <표 2>와

같이 나타난다.

(그림 4) 운량에 따른 폭력범죄

<표 2> 운량에 따른 날씨분류[7]

날씨 운량

맑음 0-2

구름조금 3-5

구름많음 6-8

흐림 9-10이상

3.5 불쾌지수별

불쾌지수는 온도와 습도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불

쾌지수는 사람마다 느끼는 것이 다르겠지만 <표 3>

과 같이 분류된다. 불쾌지수 측면에서 폭력범죄를 살

펴보면 60이상의 상태에서 높은 범죄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그림 5) 불쾌지수에 따른 폭력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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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회귀식

평균
기온

Y0 = 47.183 × T + 2.358 × T –0.098 × T + 5329.852

습도 Y1 = 80.568 × H –0.320 × H + 0.000 × H + 2323.842

강수량 Y2 = 6.340 × P –0.013 × P + 7.442E-6 × P + 5541.127

운량
Y3 = 2697.826 × C –495.845 × C + 31.398 × C + 1002.

826

불쾌
지수

Y4 = 61.059 × D –0.003 × D + 3201.863

<표 3> 불쾌지수 분류[7]

단계 설명

매우 높음
(80이상)

전원 불쾌감을 느끼는 상태

높음
(75-80미만)

50%정도 불쾌감을 느끼는 상태

보통
(68-75미만)

불쾌감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상태

낮음
(68미만)

전원 쾌적함을 느끼는 상태

4.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폭력범죄와 기상요소 및 불쾌지수의

관계분석을 하기위해 SPSS 18.0을 활용하여 요소별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4.1 상관관계 분석

기상요소 및 불쾌지수와 폭력범죄의 상관관계를 분

석한 결과, 상관계수(R)는 .700, .503, .453, .494, .697

으로 모든 요소가 유의수준(양쪽)에서 0.01수준에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기상요소 및 불쾌지수와 폭력범죄의

상관관계

변인 1 2 3 4 5 6

1.폭력
1

2.기온
.700** 1

3.습도 .503** .704** 1

4.강수 .453** .592** .776** 1

5.운량 .494** .685** .779** .730** 1

6.불쾌

지수
.697** .999** .713** .615** .697** 1

**. 상관계수는 0.01수준(양쪽)에서 유의.

4.2 예측모형

기상요소 및 불쾌지수가 폭력범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회귀분석 기법을 적용시켜 예측식을 제시하였다.

4.2.1 폭력범죄의 발생 예측

폭력범죄 예측 연구 모형을 구성하기 위해 회귀분

석을 통해 요소별 폭력범죄에 미치는 영향정도(R Sq

uare)를 산출하였고, 영향력의 크기를 표준화하여 표

준화된 결정계수(Adjusted R Square)를 산출하였다.

또한 표준화된 결정계수를 상대적 영향력을 백분율로

환산하였다. 그 결과 평균기온이 가장 높은 영향력을

나타냈으며, 그다음으로 불쾌지수, 운량, 습도, 강수량

의 순으로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폭력범죄에 대한 요소별 영향력

구분 R2
Adjusted
R2

상대적
영향력(%)

영향
순위

평균
기온

.511 .485 29.252 1

습도 .254 .228 13.752 4

강수량 .267 .228 13.752 4

운량 .274 .235 14.173 3

불쾌
지수

.500 .482 29.071 2

4.2.2 추정식

평균기온, 습도, 강수량, 운량, 불쾌지수의 5가지 추

정 회괴식을 사용하여 폭력범죄를 예측하고자 한다.

요소별 추정 회귀식을 정리하면 <표 6>와 같다.

<표 6> 요소별 추정 회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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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들에 의한 폭력범죄의 발생을 예측하기 위해

요소에 따른 회귀식에 영향도를 곱하여 합한 값을 폭

력발생 예측식으로 하고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식 1)

과 같다.

폭력범죄예측식

 ×    × 

식 
 ×   × 

 ×   

여기서 은 평균기온, 은 습도, 는 강수량,

은 운량, 는 불쾌지수이다.

범죄예측의 빈도수가 (-)의 값을 가질 경우는 0으

로 산정한다.

본 연구에서 (식 1)에서 계산된 예측 값이 206이상

일 때는 폭력범죄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하고, 42미만 일 때는 아주 낮은 것으로 하여 이를 5

가지의 범위로 나누어 지수화 하여 <표 7>로 나타내

었다.

<표 7>폭력범죄발생에 대한 위험지수

예측 값(Q1) 위험지수 위험수준

206이상 81-100
Extreme
(매우높음)

153이상-206미만 61-80
High
(높음)

98이상-152미만 41-60
Moderate
(보통)

43이상-97미만 21-40
Low
(낮음)

1이상-42미만 0-20
Very low
(매우 낮음)

5. 결론

본 연구에서 폭력범죄와 기상요소(평균기온, 습도,

강수량, 운량) 및 불쾌지수에 대해 상관관계가 있는

지 알 수 있었으며, 회귀분석을 통해 폭력범죄의 예

측식을 도출하여 폭력범죄 발생가능성과 발생건수를

예측할 수 있는 예측식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예측식

을 통해 구하여진 예측값에 따라 206이상이면 매우

높음, 153이상 206미만이면 높음, 98이상 152미만이

면 보통, 43이상 97미만이면 낮음, 1이상 42미만으로

위험지수를 5단계로 구분하여 폭력범죄에 대한 예방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되었던 모델을 지속적인 연구가 수

행된다면 더욱더 신뢰도 있는 예측값을 바탕으로 폭

력범죄에 대해 적절한 예방정책을 수립함으로써 폭

력범죄를 감소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

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델을 토대로 다른 범

죄에 적용하여 구해진 예측값들을 토대로 기상청과

경찰청 등의 시스템을 연계하여 실시간으로 확인 가

능하도록 하여 범죄예방활동에 서비스할 수 있을 것

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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