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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In this paper, we present a simulation program to learn how to deal with crime situations by 

realizing a virtual environment using VR. Currently, education on various crimes is increasing year 

by year, but the crime prevention rate is not decreasing. It was developed to help prevent crime by 

using VR to experience these problems in an environment similar to reality, learn how to use 

various tools that have not been used directly, and experience virtual experiences through the 

metave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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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현재 많은 매체에서 제공하는 범죄예방 교육은 시청각 자료로 

과거에 비해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만, 

정작 그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VR을 통해 좀 더 현실적으로 범죄 현장을 체험하면 

실제상황에서도 범죄를 대처하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다.

II. Preliminaries

1. Related works

1.1 국내 동향

최근 성폭력 등 여러 범죄에 관해서 기사가 많아지고 있어 이 

주제를 다루는 프로젝트를 선정하였고 아래 그림은 2007년 ~ 2013년

에 범죄에 대한 발생 및 검거 건수이다.

연도마다 성폭력 범죄가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했고, 성폭력 범죄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보다가 VR을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범죄 

체험을 가능하게 해주고 이를 통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대처 

방법을 가르쳐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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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The Proposed Scheme

3.1 시스템 구성도

1) 로그인 화면

2) 회원가입 화면

3) 맵 선택 화면

4) 플레이 화면

5) 결과 화면

- 성공 시

- 실패 시

3.2 개발 환경

C#언어로 Unity기반 환경에서 개발

IV. Conclusions

이 프로그램에서 기존 제공하던 성범죄 관련 교육보다 사용자에게 

생동감 있는 위험성과 대응안을 알려줄 수 있으며 주로 학생에게 

제공되었던 교육이 다른 사회적 약자나 일반인에게도 제공될 수 

있다. 범죄를 체험할 수 있는 VR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않은 지금, 

이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다양한 범죄 예방 VR 프로그램을 여러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