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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SMART 치안’이란 범죄통계 등 치안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전략적 관리’, ‘분석과 연구’, ‘과학기술’을 반영하여 

수집·분석하고 활용함으로써 한정된 경찰력을 선택과 집중에 따라 운영하는 치안 활동을 의미한다. 최근 여성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대검찰청의 ‘범죄분석’을 기준으로 성범죄 건수는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

역별 특성에 적합한 ‘여성안심특별시 3.0’의 성범죄 예방 프로그램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여성들에게 홍보 

및 이용 실적이 저조하고, 실질적 효과성이 나타나기 위한 정책으로는 부족하였다. 앞으로 미래 경찰이 수행해야 할 

시스템으로 ICT에 접목하여 자율주행차 또는 드론으로 경호를 하며, 안전하게 귀가를 담당 할 수 있는 범죄예방 시

스템을 제안하였다. 이 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한 좁은 골목, 전깃줄 등 주변 환경이 자율주행자동차 및 드론을 운영하

기에 어려운 점이 많으나,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시 충분히 극복하여 운영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ABSTRACT 

'SMART Police' means collecting, analyzing and utilizing the police database such as crime statistics, reflecting 
'strategic management', 'analysis and research', 'science technology' do. In recent years, the number of sex offenses has 
more than doubled based on the 'crime analysis' of the Supreme Prosecutors' In this trend, we started to build a sex crime 
prevention program for women 's relief special 3.0 which is suitable for regional characteristics. However, it was not 
enough for the women to have low publicity and utilization results, and to show the practical effect. In the future, we 
propose a crime prevention system which can safely take home safeguarding with autonomous driving car or drone by 
applying ICT to the future police system. Although it is difficult to operate autonomous vehicles and drones in the 
surrounding environment such as narrow alleys and power lines for application to this system, it is thought that the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can be sufficiently overcome to ope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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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SMART 치안’이란 범죄통계 등 치안관련 데이터베

이스를 ‘전략적 관리’, ‘분석과 연구’, ‘과학기술’을 반영

하여 수집·분석하고 활용함으로써 한정된 경찰력을 선

택과 집중에 따라 운영하는 치안활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전략적 관리와 분석·연구 그리고 ICT기술을 

접목한 체계적인 치안활동은 예측할 수 없는 미래 치안

환경에서 경찰이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강력 범죄가 일어난 곳과 지역간 

'안전 격차'를 확인해 보았다.
2016년도 전국에서 발생한 5대 강력 범죄는 총 54만 

3천 5백여 건이다. 폭력(30만 9천여 건),절도(20만여 

건), 성폭행(2만 9천여 건), 강도(1천 1백여 건), 살인

(910건) 순이다. 2016년 말 전국에서 1만 명당 105건의 

'5대 강력범죄'가 발생한 셈이다.
2014년부터 전국 기준 1만 명당 114건, 2015년 113건

으로 소폭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100건이 넘는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국민 전체 기준일 뿐, 지역에 따라서는 큰 차이를 보였다.
2016년 전국 234개 지역 가운데 인구 1만 명당 가장 

많은 강력범죄가 발생한 곳은 부산 중구(409건)였다. 전
국 평균의 4배 가까운 수치다. 전국 최저인 전북 진안군

(34.9건)보다 12배나 많았다. 특정 지역의 집값이 유독 

비싸듯 범죄에서도 지역 편중이 존재한다.
이런 경향은 5대 강력범죄 발생 건수의 3년간 평균치

에서도 확인됐다. 2014~2016년 3년간 발생 건수(만 명

당)가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 중구(1만 명당 408건)였고, 
반면 가장 낮은 지역은 40.5건에 불과한 전북 진안군이

었다. 부산 중구는 3년간의 전국 평균값인 110건 보다 

무려 4배 가까이 많았다.[1]
전체 1인 가구중에서도 20∼30대 여성의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주요 거주형태는 여성 전용 고시원, 
오피스텔 등 이다.

범죄자들은 혼자 생활하는 20∼30대 여성을 범행의 

대상으로 노리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저녁 시간대 귀갓길

에서 여성 범죄 위험의 노출이 높은 실정이다. 
그래서 지자체별로 범죄 발생 현황 및 특성을 고려하

여 다양한 여성안전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여성안전정책 관련 추진배경 및 목적은 인구 대비 높

은 서울특별시의 성범죄 발생 빈도를 낮추고 범죄에 대

한 여성의 불안감을 낮추는 것이다. 경찰이 주도하여 도

시 전반에 ‘여성안전망’을 확립하여 보다 안전한 도시

를 만드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안심귀가 서비스에 대한 현황

을 파악 후 현재 가용한 ICT 기술 중 자율주행차 및 드론

을 통한 새로운 안전귀가 시스템을 연구하였다.
앞으로 여성의 안전한 귀갓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스마트치안에서 운영하는 안전귀가 시스템

을 제안한다. 

Ⅱ. 본  론

2.1. 범죄 현황과 문제점

SBS데이터저널리즘팀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관련한 가장 종합적인 자료인 그림. 1의 2016년 경찰 자

료를 분석 / 공개했다.
2016년의 자료는 2014년과 2015년까지 함께 분석해 

범죄의 지역별 특성과 차이를 확인하였다.
전국 242개 경찰서에 접수된 5대 강력범죄(살인, 강

도, 절도, 폭행, 성폭력) 발생 현황, 경찰력 현황, 출동시

간 등을 분석해 ‘전국범죄지도’를 만들었다.[2]

Fig. 1 National Crime Map in 2016

표. 1은 범죄 예상 시스템에서의 객관적인 근거가 될 

수 있는 성범죄 발생 234개 지역을 기준으로 1만 명당 

성폭력 발생 건수를 확인하여 1∼10위까지 지역별로 선

정하였다.[3]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Vol. 22, No. 10: 1294~1299, Oct. 2018

1296

Table. 1 Sexual abuse ranking per 10,000 in 2016

rank city district Sexual violence per 
thousand people

1 seoul jung-gu 27.39
2 daegu jung-gu 20.57
3 seoul jongro-gu 19.84
4 seoul mapo-gu 17.93
5 busan jung-gu 14.16
6 seoul gangnam-gu 13.91
7 seoul yongsan-gu 13.46
8 seoul seocho-gu 13.42
9 seoul yeongdeungpo-gu 12.82
10 seoul gwangjin-gu 11.20

대도시 중 서울, 대구, 부산 등 인구 밀집 지역으로 외

부인의 출입이 잦은 지역에 주로 범죄가 많다.
주요 대도시를 대상으로 안전정책의 동향을 살펴보

고, 정책의 효과를 검증하는 것은 향후 범죄예방 대책을 

수립하는데 의미있는 결과를 제공한다.

2.2. 안전귀가 대책

2.2.1. 여성 안심 지킴이집

위기 상황시 대피 할 수 있는 곳으로 서울시는 그림. 2
처럼 800여 개의 24시간 편의점을 ‘여성안심지킴이 집’
으로 위촉하여 여성의 위기상황 시 긴급 대피하게 하고, 
경찰청과의 핫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여 안

전하게 귀가하도록 도와준다. 
서울 전역 CU, 7-ELEVEN, GS25, C-SPACE MINISTOP 

5개 편의점 800여 개소이며, 이용 시간은 24시간, 그림. 
3처럼 위기상황시 긴급대피하고 경찰신고 및 안심귀가 

지원이 가능하다. 이용방법은 편의점 우측 상단 ‘여성안

심지킴이 집’ 마크를 확인 후 대피하면 된다.[4]

Fig. 2 Women's safe protect house

Fig. 3 Women's safe protect house step

2.2.2. 여성안심 귀가 서비스

서울시는 여성안심특별시 3.0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림. 4처럼 인적이 드문 귀갓길을 같이 동행

(2명 1조)해주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 25개 전 자치구 모든 곳에서 시행 중이며, 이

용 시간은 월요일 밤 10~12시, 화~금요일 밤 10~새벽 1
시까지 시행하고 있다. (토, 일, 공휴일 제외) 이용방법

은 그림. 5처럼 스카우트 앱을 이용하시거나, 120번에 

전화신청, 자치구 상황실에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다.[5]

Fig. 4 Women's safe come home scouts

Fig. 5 Women's safe come home scouts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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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안심이 앱 서비스

귀갓길에 강도·폭행·성추행 등 위급 상황시 스마트폰

으로 긴급 구조요청을 할 수 있는 서울시 '안심이' 애플

리케이션 사용 가능지역이 서울 전역으로 확대될 예정

이다. 현재 성동·은평·서대문·동작구에서만 제한적으로 

시범 운영되고 있다. 
그림. 6에서의 앱 대표기능은 '안심귀가 서비스'와 '긴

급호출'이다. 어둡고 좁은 골목길을 혼자 이동할 때 앱 

화면에서 '안심귀가 서비스'를 누른 뒤 목적지를 입력하

면 앱 사용자의 실시간 위치 정보(GPS)가 구청 관제센

터로 전송된다. 보호자 연락처를 등록해 놓으면 보호자

에게 귀가 시작을 알리는 문자가 전송된다.
귀가 중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앱 화면의 '도와주세요'

를 누르거나 스마트폰을 여러 번 흔들면 관제센터에 긴

급호출 요청이 들어간다. 전원 버튼을 빠르게 세 번 눌

러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를 접수한 관제센터는 CCTV를 통해 위치와 상

황을 확인한 뒤 경찰에 출동 요청을 한다. CCTV에 음성 

방송 기능이 있는 경우 "즉각 중단하십시오! 순찰차가 

출동합니다" 같은 경고 방송도 내보낸다.[6]

Fig. 6 Women's relief come home app

2.2.4. 스마트 가로등

광주시는 범죄예방에 스마트 가로등을 활용하고 있

다. 범죄로부터 안전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2015년부

터 광주시에 그림. 7처럼 3,370개의 스마트 가로등이 설

치됐다. 
스마트 가로등이 있는 구역에서 위급상황 발생 시 그

림. 8처럼 ‘빛고을 스마트 가로등’ 앱이 설치된 스마트

폰을 흔들면, 보호자와 경찰(112)에 긴급구조 요청이 이

뤄진다. 2015년에는 스마트 가로등에 녹화된 자료 44건

이 범죄를 해결하는데 기여하기도 했다.[7]

Fig. 7 Light Town smart streetlight 

Fig. 8 Light Town smart streetlight app

Ⅲ. 안심귀가 대책의 문제점

정부에서 내놓고 있는 범죄예방 서비스에 대한 대부

분 여성은 범죄예방 서비스를 인지하고 못하고 있고, 이
를 홍보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작되는 범죄예방 홍보물

도 본 적이 없거나 사용하지 않는 여성이 많았다.
정부가 여성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시행하는 범죄예

방 서비스이지만 홍보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서비스

의 인지도가 낮은 실정이며, 주요 언론에서 뉴스로 내보

내는 성폭력 범죄 기사의 후속으로 안내하여 접하게 되

는 경우가 많다.
이에 현재 제공되는 안전귀가 대책의 문제점은 표. 2

와 같이 예방효과보다는 범죄 발생시에 대한 신고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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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결책으로 예방 대책으로서는 미흡한 점이 있으며 

스마트치안을 통한 적극적인 예방이 필요하다.

Table. 2 Problems with safe come home countermeasures

Policy Problem

Women's safe 
protect house

· Not evacuated, not reported
· No convenience store, 

not many people

Women's safe 
come home scouts

· Scout is scarce
· Long wait time

Women's relief 
come home app

· Lost smartphone, can not report
· Battery is discharged, can not use

Light Town smart 
streetlight 

· Real monitoring difficult
· Button manually 

Ⅳ. 자율주행차 및 드론을 활용한 범죄예방 대책

4.1. 스마트치안 자율주행자동차

그림. 9처럼 호출자(신고자)가 모바일을 통해 차량 내 

탑승자가 없는 보호 차량(전기차)을 호출하여 탑승한다. 
범죄자가 보호 차량을 보았을 때 경찰차로 인식되므

로 보호 차량을 탈취하면서까지의 범행은 제한되며 범

행시 경광등이 켜지고 싸이렌이 울리면서 차량 외부의 

CCTV 카메라로 범죄자 촬영 및 경고 방송을 통해 경찰

이 도착하기 전까지 범행을 지연시킬 수 있다.[8]

Fig. 9 Smart police autonomous vehicle

무면허 여성도 스마트폰으로 호출한 자율주행자동차

가 센서정보와 정밀지도를 기반으로 주변 도로상황 등

을 인식해 운행되며, 인식된 결과를 바탕으로 내비게이

션 작동하 안전하게 자택까지 안내가 가능하다. 

4.2. 두바이 자율주행 경찰차

두바이 경찰청은 싱가포르 ‘오트쏘 디지털(Otsaw 
Digital)’사와 제휴해 자율주행차인 ‘O-R3’를 도입했다. 

O-R3는 고화질 카메라, GPS, 3D 레이저 스캐너, 초
음파 센서, 적외선 카메라, 데이터 송신기를 갖추고 있

다. 그림. 10처럼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탑재해 장애물을 

피하고 주인 없는 수상한 물건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시

스템은 사람이나 차량이 승인된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

록 얼굴 및 번호판 인식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

Fig. 10 OTSAW Robotics O-R3

4.3. 스마트치안 드론

여성이 호출한 지점(GPS)으로 사용자 위치를 전달하

고 드론 내 카메라를 통해 실시간으로 상황실에 영상이 

전달되며, 그림. 11처럼 드론 LED를 경찰차 경광등과 같

은 색깔로 사용함으로써 경찰의 신변 보호 아래 이동하

는 상황을 주변 범죄자에게 인지시켜 범죄를 예방한다.
경찰이 도착 전까지 드론의 싸이렌을 작동하여 범죄

가 발생했음을 알리고 납치 등 추가 범죄 발생시 지속적

으로 추적한다. 또한 촬영된 영상이 수사에 활용되어 범

죄 검거에 도움이 된다.[9]

Fig. 11 Smart Police Dr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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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현대사회에서 성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여성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대검찰청의 ‘범죄

분석’을 기준으로 성범죄 건수는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단순 범죄예방 정책에서 지역 특

성에 적합한 여성안심특별시 3.0 등 성범죄 예방 프로그

램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여성들에게 홍보 및 이용 실적이 저조하고, 

ICT에 부합된 실증적 효과성이 나타나기 위한 정책으

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제안한 자율자동차와 드론 기술을 통해 범죄 

예방 대책을 연구하였다.
현재 활용되는 안전귀가 대책에 대한 문제점을 기준

으로 ICT 기술 중 자율주행자동차 및 드론 기술에 접목

하여 새로운 형식의 범죄예방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스마트치안 시스템의 국가적 안전망을 활용하여 체

계적이고 안전하게 여성의 범죄를 예방할 수 있으며, 기
존 특정 시간의 모니터링 등 인간이 범죄예방을 하기 위

한 인적, 물적 낭비를 근본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기술

이다.
범죄예방 개념을 바탕으로 기기의 기술보다는 좁은 

골목, 전깃줄 등 주변 환경이 자율주행자동차 및 드론을 

운영하기에는 제한적이기는 하나 인공지능 기술을 적

용시 충분히 극복하여 운영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더 

좋은 치안과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첨단기술

이 필요하며 다양한 노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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