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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시각적 접근과 노출 모델을 통한

범죄발생장소의 시각적 특성에 대한 연구

지도교수  최 재 필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정 은 석

최근 다양한 형태의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오래전부터 도시건축 분야에서는 늘

어나는 범죄 발생에 대해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범죄예방에 기여하고자 해왔다. 그

중에서 CPTED라는 것은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으로 최근 국내에서는 CPTED

학회가 생길만큼 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의 한 가지 

주장으로 자연적인 감시의 기능을 높이면 범죄발생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것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범죄발생은 시각적인 특성과 연관이 되어 있을 것이라는 가정이 

본 연구의 출발점이다. 범죄행위가 일어나는 지점들 사이에 공통적인 어떤 시각적 

특성이 있다면, 이는 범죄발생예방 차원에서 효율적인 방범에 기여하여 범죄발생건

수의 감소나 예방비용의 축소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연구를 시작하기에 앞서 범죄의 특성과 관련한 문헌 및 공간분석도구를 활용한 

문헌을 검토하여 본 연구의 연구방법에 대해 알아보았고, VAE 모델이 기존의 도시

건축이론에 있어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에 본 연구는 B시 

세 개의 동에서 발생한 절도범죄에 대해 시각적 특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VAE 모

델을 토대로 범죄발생지점과 그 외의 지점들을 서로 비교하였는데, VAE 모델을 도

시공간에 적용하는 데에 있어 한계점을 찾게 되어, 공간구문론을 통한 새로운 실험 

모델을 제안하게 되었다. 모든 실험결과 데이터는 GIS도구를 이용하여 비교분석하

였고, PASW를 이용한 T-Test를 실시하여 결과 데이터간의 유의미성을 찾아보았

다. 

실험의 결과에 따르면 3개의 동 모두 범죄발생지점에서 공통적인 시각적 특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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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데이터의 유의미성 측면에서는 조금씩 다른 결과를 보이기는 하였으나, 

데이터들의 방향성이 일치하였다는 것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었다. 새롭게 제안

된 VAE 모델은 이전의 모델에 비해 검증능력이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VAE₁모델은 통계적 유의성이 기존 모델과 동일하였고, VAE₂모델은 

S동에서 더 나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VAE 모델을 통해 도시건축에서 방어공간의 개념을 시각화하여 실제 

범죄발생공간의 시각적 특성을 살펴보았다는 것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현재

까지의 연구 결과로는 도시설계의 측면에서 그 활용가능성에 있어 한계점이 존재

한다. 하지만 VAE 모델을 도시설계에 적용하는 것에 있어 그 가능성을 찾았고, 추

후 연구를 통해서 그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범죄예방, CPTED, 시각적 접근과 노출이론, 공간구문론

학  번 : 2011-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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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다양한 유형의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 범죄 예방의 측면에서 건축분야가 무

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범죄행위가 자주 일어나는 지점, 혹은 범죄행위가 일어나

는 지점들 간에는 유사한 공간적 특성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범죄

행위와 해당 공간과의 관계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범죄에는 다양한 범죄 유형이 있

다. 그 중에서도 본 연구에서는 절도범죄에 한하여 공간과의 관계를 도출해보고자 

한다. 범죄의 유형 중 주거침입절도는 다른 범죄보다 외부환경에 가장 영향이 크다

는 기존 연구가 있는데, 그러한 점에서 절도범죄가 일어나는 환경이 다른 범죄유형

에 비해 공간과의 관계성을 찾는데 비교적 더 쉬울 것이기 때문이다.

범죄행위가 일어나는 지점들에서 공통적인 시각적 특성이 발견된다면, 이는 범죄

발생예방의 차원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효율적인 범죄

예방에 기여하여 예방비용의 감소 또는 범죄발생건수의 감소로 나타날 것이라 생

각되고, 둘째로 도시설계의 차원에서 방어공간을 실현하는 데에 있어 정량적인 분

석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된다. 

현재까지 공간의 시각적 특성이 범죄 발생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

는 미비한 상태이다. 범죄의 발생과 공간과의 관계성을 찾아 그것을 정립할 수 있

다면, 도시설계에서 말하는 방어공간을 구현하는 데에 어떠한 설계가 더 이로운지 

비교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어떠한 설계가 예방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지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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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방법 및 절차

1.2.1. 연구의 방법

본 연구에서는 B시의 세 개의 동(K동, S동, B동)에서 발생한 절도범죄에 대해 

공간분석을 실시한다. 연구에 사용되는 주 도구로는 시각적 접근과 노출이론 모델

인 VAE 모델을 기본으로 한다. VAE 모델을 이용하여 범죄발생지점과 그 인근지

역을 서로 비교하여 특정한 경향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정량적으로 실험을 실시하

며, 그 결과에 대해 분석하되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한 실험모델을 고안하여 실험

을 추가적으로 실시한다. 새로운 실험 모델을 제안하기 위해 공간구문론을 이용하

고, VAE 모델을 통하여 얻어낸 지표들에 대해서 면밀한 분석을 위해 GIS도구를 

이용한다. 또한 결과의 유의미한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PASW를 이용한 T-test를 

실시한다. 그리고 정량적인 공간분석 이외에도 실제 범죄 발생 지점의 시각적인 특

성을 정성적으로 분석하여 VAE 모델에서의 결과와 비교한다.

1.2.2. 연구의 절차

2장에서는 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하여 기존의 관련 문헌들을 살펴본다. 각 문헌

들에서 얻어낸 사실이나, 가설 및 실험결과 등을 토대로 본 연구의 가설을 수립하

게 된다. 3장에서는 기존 연구를 토대로 가설을 수립하게 되면 그 가설을 입증하기 

위한 실험을 설계하게 되는데, 이때 실험의 대상지는 B시의 3개의 동으로 단독, 다

세대주택 지역으로 구성된다. VAE 모델을 이용하여 실험을 진행하고, 해당 결과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된다. 4장에서는 VAE 모델을 이용한 결과에 따라 더 나은 결과

를 얻어 내기 위해 모델을 일부 수정하고, 새로 가정한 VAE 모델을 토대로 다시 

실험을 진행하게 된다. 3, 4장에서 각각의 실험결과는 T-test를 통해 그 유의미성

을 파악하고, 최종적으로 어느 VAE 모델이 범죄발생공간에서 유의마한 결과를 나

타내는지를 가려내어 범죄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방식을 제안하는 것이 본 연구의 

전체 흐름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간략화 하면 [그림1-1]의 연구흐름도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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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연구흐름도



5

제 2 장  범죄의 공간적 분포

2.1. 범죄의 특성과 관련한 문헌 검토

2.1.1 범죄행동의 원리에 관한 연구

2.1.2 범행대상의 선택에 관한 이론

2.1.3 범행지 선택의 기준에 관한 연구

2.2. 공간분석도구를 활용한 문헌 검토

2.2.1 VAE 모델을 활용한 연구

2.2.2 공간구문론을 활용한 연구

2.2.3 GIS를 활용한 연구

2.3. 기존 공간분석도구를 활용한 연구들의 한계

2.4. VAE 모델과 방어공간



시각적 접근과 노출 모델을 통한 범죄발생장소의 시각적 특성에 대한 연구

6

2.1. 범죄의 특성과 관련한 문헌 검토

2.1.1. 범죄행동의 원리에 관한 연구

범죄의 공간적 분포를 알기 위해서는 범죄가 발생하게 되는 공간적 특성을 파악

하는데 도움이 될 선행 연구를 살펴보아야 한다. 범죄행위에 관한 이론은 크게 범

죄성향이론과 범죄상황이론으로 구분할 수 있고 하였다.(이성식, 1996) 본 연구에

서는 범죄성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범죄행위가 일어나는 것이 아닌, 주어진 상황

의 여건에 의해 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고 가정하고 범죄행동의 원리, 범행대상의 

선택 이론, 범행지의 선택 기준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해 범죄의 공간적 분포를 알

아보고자 한다. 먼저 범죄행동의 원리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연구들이 있다.

문헌 제목 발행 연구자 연도 요약

범죄자 및 범죄행동에 

대한 심리학적 평가
한국심리학회

김중술, 

유성진
2001 범죄자의 성격 연구

청소년 범죄행동 유발 

요인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

한국형사정책연

구원
원호택 1990 범죄자의 성격 연구

범죄행동에서 돈과 폭

력의 의미
한국교정학회 홍성렬 2002

돈과 폭력의 욕구로 

인한 범죄행동 차이 

연구

범죄행동과 성격특성의 

연결
한국심리학회 이인혜 1991 정신병적 특성 연구

형사피의자에 대한 행

동분석
한국심리학회 김종률 2001

언어적, 비언어적 

행동에 대한 연구

주거침입절도 방지를 

위한 방범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

구원
최응렬 1997 방범대책 연구

[표 2-1] 범죄행동의 원리에 관한 선행연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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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의 대부분은 범죄자의 성격적인 측면에 기인한 심리연구가 주를 이룬

다.(이인혜 1991, 원호택 1990 등) 그중 공간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연구로는 

주거침입절도 방지를 위한 방범대책에 관한 연구(최응렬, 1997)가 있는데, 해당 연

구에서는 범죄행동을 규제하는 데에 있어 공간의 영역성보다 감시성이 더 크게 작

용한다는 것을 밝혔다. 정리하면 위의 연구에서는 공간의 물리적인, 공적인 공간과 

사적인 공간의 단계적 구획보다 누군가 자신의 행동을 볼 가능성이 있는지의 여부

가 범죄자의 범죄행동에 더욱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간의 공적인 정도와는 관계없이 접근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만을 통해 공간의 

시각적인 분석을 통해 범죄발생지점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2.1.2. 범행대상의 선택에 관한 이론

범죄자가 그 범행대상을 선택하는 것에 관련한 이론에는 여러 이론들이 있으나, 

그 중 범죄발생의 상황적인 특성에 초점을 두어 두 가지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는 합리적 선택이론이다. 해당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문헌 제목 발행 연구자 연도 요약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지각되는 보상과 부담
한국심리학회

최승혁, 

김시업
2008

범죄유발 시나리오

를 보상과 부담에 

대해 설문조사

범죄에 대한 합리적 선

택이론의 적용 및 평가

한국형사정책학

회

김준호, 

이성식
1995

잡힐 확률, 형벌의 

정도가 높으면 범죄

는 줄어든다.

강,절도범의 범행대상 

선택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

구원
황지태 2004

재소자들에 대한 설

문 면접조사.

[표 2-2] 범죄와 합리적 선택이론에 관한 선행연구 요약

합리적 선택이론에 따르면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범행을 저지르는 것에 대한 억

제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한다. 처벌은 체포된 후에 일어나는 일이고, 체포

되기 위해서는 적발 가능성이 높아야 하는데, 범죄를 저지르는 것에 있어서 적발되

는 일차적인 요인으로 범행을 들켰는지의 여부라고 볼 수 있다. 이는 황지태(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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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구를 통해 알아 볼 수 있는데 해당 연구에서는 적발 가능성을 최소화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성인범보다는 소년범이, 재범이상자 보다는 초범자의 

경우 그러한 적발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더 노력한다는 것을 보였다. 적발 가

능성이란 체포의 가능성을 의미하는데 이는 다양한 측면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증

거를 남기는지의 여부와 범죄행위에 있어 누군가에게 들켰는지의 여부 등 한 단어

로 대치시키기 어렵다. 하지만 범행대상을 선택함에 있어 일부분 감시성을 염두하

며 범행을 저지른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위의 연구에 따르면, 침입강도의 장소 선택에 있어 ‘단독주택’이 33.8%로 

가장 많고, ‘연립 혹은 다세대 주택’이 19.1%, ‘음식점/술집/노래방’이 11.8%, ‘고

층(6층 이상)아파트’가 각각 4.4% 순이었다. 주거지의 순으로 다시 보면, ‘단독주택 

> 연립 혹은 다세대 주택 > 고층 아파트’인 셈이다. 2.1.1절에서도 밝혔듯 단독, 다

세대 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연구가 시급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범죄기회이론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연구가 있다.

문헌 제목 발행 연구자 연도 요약

범죄기회요인과 지역특

성이 가구범죄피해에 

미치는 영향

한국형사정책연

구원
박성훈 2011

범죄기회이론을 토

대로 가구범죄피해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한국의 도시지역 범죄

피해의 지역적 맥락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성훈 2011
범죄피해 현상을 설

명

범죄기회이론의 출현배

경 및 그 주요 논지

한국형사정책연

구원 
이성식 1996

범죄기회이론에 대

한 평가

[표 2-3] 범죄기회이론에 관한 선행연구 요약

박성훈의 연구(2011)에 따르면, 한국의 도시지역에서 발생하는 가구범죄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주거 형태에 비추어 보면,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사

람이 단독, 연립,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에 비해 가구범죄피해를 당할 가능성

은 49%나 낮다고 한다. 그 만큼 범죄기회이론적 측면에서 범죄에 노출되어있는 수

준이 주거 형태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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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식의 연구(1996)에 의하면, 범죄기회이론은 다른 이론들과의 통합적 접근이 

요구되는 이론이라고 한다. 범죄 행위자의 입장에서의 고려가 배제되어있기 때문에 

범죄 대상에 대한 접근 용이성, 체포위험성, 등을 고려한 대상선정이론 등이 범죄

기회이론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한다.

범행대상의 선택과 관련한 두 이론을 요약하면 상황적 범죄예방을 강조하는데 

범죄를 저지르기 어렵게 만들어야 하고, 범죄에 따른 위험성을 증가시키며, 범죄에 

대한 보상을 줄이고 범죄자에 대한 비난을 증대시키는 것이 억제와 예방에 있어 중

요하다는 것이다.(최영인, 염건령, 2005) 이를 역으로 생각하면, 범죄가 발생하는 

장소의 공간적 특성은 범죄를 저지르기 쉬운 환경이고, 범죄에 따른 위험성이 낮은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범죄에 따른 위험성을 범죄가 발생한 장소의 공

간적인 특성만을 고려하면 범죄행위에 대한 발각위험성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이

다.

2.1.3. 범행지 선택의 기준에 관한 연구

범행지 선택의 기준에 관한 선행연구를 요약하면 [표 2-4]와 같다.

문헌 제목 발행 연구자 연도 요약

상황적 기회요인에 따

른 침입절도범의 범행

선택 차이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

회

이윤호, 

김대권
2010

상황적 기회요인의 

영향

주거침입절도 방지를 

위한 방범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

구원 
최응렬 1997

침입절도범을 대상

으로 설문조사

Burglar Decision 

Making and Target 

Selection

경찰학연구 이주락 2006
침입절도범과의 면

담

[표 2-4] 범행지 선택의 기준에 관한 선행연구 요약

이윤호 외(2010)의 연구에서는 범죄자가 범행지의 선택 과정에 있어 수익성과 

위험성이 범행 실행에 있어 중요한 결정요인이라 하였다. 그 외에도 적발가능성 또

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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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입절도범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최응렬의 연구(1997)에서 절도범

들은 접근성, 감시성, 도주의 용이성, 목표물의 가치가 범행지의 선택에 있어 사전

에 조사하는 요소라고 하였다. 또한 이주락의 연구(2006)에 따르면 침입절도범과

의 면담을 통해 거주자의 부재, 목표대상에 대한 사전지식, 거주자의 재산, 거주자

나 행인들에 의한 감시성, 방범장비의 순으로 범행대상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

였다.1)

위 문헌들에서 밝혀낸 사실을 토대로, 공간적인 특성과 관련된 것을 살펴보면 접

근성, 감시성, 도주의 용이성 및 발각 위험성 등을 찾아낼 수 있다. 공간의 물리적

인 구조를 통에서 접근성을 생각해볼 수 있고, 그러한 물리적인 구조 내에서 행인

들의 시각적인 특성이 감시성 및 도주의 용이성, 발각 위험성 등을 생각해볼 수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범행지 선택 기준에 있어 공간적인 특성 중 시각적인 요

소를 중점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공간의 물리적 속성과 범죄가 발생하는 것 간의 관

계성을 도출하고 그것을 시각적인 요소로서 밝혀냄으로써 범죄가 발생하기 쉬운 

공간에 대해 찾아보고자 한다.

1) 이주락, 침입절도 반복피해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009 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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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공간분석도구를 활용한 문헌 검토

2.2.1. VAE 모델을 이용한 연구

시각적 접근과 노출이론은 특정 공간에 등간격으로 격자 점(view point)을 찍어 

임의의 점에서 또 다른 임의의 점을 바라보았을 때 일정한 각도를 가지고 주변 시

야에 들어오는 점의 수를 세는 방식을 통해 분석하는 이론이다. 해당 이론에서의 

분석지표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지표 의미

VA, 시각적 접근도

특정 공간내의 한 위치에서 그 주변의 위치들을 시각적으

로 살펴볼 수 있는 가능성, 그 양의 크기

시각적 접근도가 높은 지점은 그 주변의 위치들을 시각적

으로 살펴볼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시야의 

VE, 시각적 노출도
특정 공간내의 한 위치가 그 주변의 위치들에 의해 시각

적으로 보이게 될 가능성, 그 양의 크기

사분할도

시각적 접근도(VA), 시각적 노출도(VE)

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특정 위치에 있

는 지점이 그 평균값 대비 어떠한 위상

에 놓이는 가에 따라 각각 다르게 그래

픽으로 표현한 것

[표 2-5] VAE 모델의 지표와 그 의미

[표 2-5]에서 사분할도의 표현에 따른 기존 연구의 해석을 인용하면 붉은색으로 

표시되는 지점(시각적 접근도가 평균보다 높고, 시각적 노출도는 평균보다 낮은, 

즉 VA↑,VE↓)은 강력범죄가 일어나기 쉬운 지점이고, 노란색으로 표시되는 지점

(시각적 접근도가 평균보다 낮고, 시각적 노출도도 평균보다 낮은, 즉 VA↓,VE↓)

은 인적이 드문 곳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단순 절도범죄가 일어나기 쉬운 지점이

다. 또한 초록색(시각적 접근도가 평균보다 높고, 시각적 노출도도 평균보다 높은, 

즉 VA↑,VE↑)지점과 하늘색(시각적 접근도는 평균보다 낮고, 시각적 노출도는 평

균보다 높은, 즉 VA↓,VE↑)지점이 공통적으로 지닌 시각적 노출도가 평균보다 높

은(VE↑) 특성은 가짜 CCTV의 설치를 통한 범죄예방효과가 있을 것이라 예상하는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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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VAE 모델에서 시각적 접근값, 노출값의 계산방식2)

[그림 2-2] 사분할도의 표현 예시

2) 최재필, 이기완, 시각적 접근과 노출 모델을 이용한 범죄취약공간 해석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2002, 그

림 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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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E 모델을 이용한 기존 선행연구로는 ‘최재필 외, 2002’ 연구가 있다. 해당 연

구는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 범죄가 발생한 아파트 단지의 주동은 다

른 주동과 시각적인 특성이 다를 것이라 가정하고 실험한 연구이다. 전체 점들에 

대해 범죄가 발생한 주동의 출입구에서는 시각적 접근도와 시각적 노출도가 전체

평균보다 낮다는 유의미한 결과를 얻어내었으나, 범죄가 발생하지 않은 다른 주동

의 출입구와 범죄가 발생한 주동의 출입구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시 말하여 주동의 출입구에 대한 특성에 대한 결과로, 해당 연구에서는 VAE 모

델의 지표인 시각적 접근도(VA), 시각적 노출도(VE)값의 통계적 유의미성은 발견

하지 못한 결과임을 볼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연구에서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게 

되는데, 이것은 등치영역(시각적 접근도≈시각적 노출도(VA/VE≈1))이라는 것으로 

해당 특성의 공간에서 주로 범죄가 발생한다는 것이었다. 

연구의 결론에서 시각적 접근과 노출모델에서 파악한 범죄발생특성에 대한 연구

결과는 지점적인 상세한 해석을 고려할 수 있어 공간구문론의 전반적인 움직임에 

대한 해석을 같이 고려하면 상호 보완적으로 좀 더 심층적인 논의가 이루어 질 수 

있다고 하였다.3)

본 연구의 가장 큰 참고문헌이 바로 위의 연구다. 본연구와 비슷한 가정을 가지

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대상지의 특성이 본 연구에서 실험을 하는 이유라고 볼 수 

있다. 앞서 2.1절에서 알아내었듯이, 아파트 단지에서보다 단독, 다가구주택지역의 

연구가 시급하다. 다른 연구 자료를 통해 살펴보면, 2005년 기준 전체 주택 중 

32.2%인 단독주택이 공동주택 66.2%보다 그 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 기

준 단독주택에서는 54,225건의 범죄가 발생하였고, 그것은 공동주택에서 일어난 

범죄보다 만 건 이상 많은 수치였다. 

3) 최재필, 이기완, 시각적 접근과 노출 모델을 이용한 범죄취약공간 해석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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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주택유형별 범죄예방조치 비율 및 범죄 발생률(2008년 기준)

 

이러한 원인은 [그림 2-3]에서 볼 수 있듯이 범죄예방을 위한 조치와 범죄발생

률간의 상관관계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4) 정리하면 최근 아파트 단지는 단지마다

의 방범체계가 나날이 발전해나가고 있는데 반해 단독, 다세대주택 밀집 지역은 

CCTV나 순찰에 의존하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파트 단지

를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의 확장으로써 단독, 다세대주택 밀집 지역은 아파트 단

지와는 어떠한 차이가 존재하고, 두 연구를 비교하였을 때 범죄가 발생한 지역은 

VAE 모델에서 어떠한 시각적 특성이 차이가 나는지 전반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4) 박신영, 방범을 위한 주거기준 마련의 필요성과 그 방안, 도시와 빈곤 제99호 58p, 2012  : 자료출처 - 한

국형사정책연구원, 범죄피해통계DB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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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공간구문론을 이용한 연구

공간구문론은 1984년 영국 런던대학 건축학부 교수인 빌 힐리어와 줄리엔 핸슨

(Bill Hillier & Julienne Hanson)에 의해 정립되었으며 공간을 정량적적으로 기술

하는 분석방법론이다. 공간구문론은 공간의 배치를 노드와 에지의 그래프로 표현하

여 분석하는 방법이며, 깊이의 개념을 도입하여 그래프구조에서 위상학적 중심을 

지표화하는 분석방법이다. 공간구문론은 그래프 이론에 의해 건축 및 도시공간을 

노드와 에지의 그래프로 형상화하고, 그래프에서의 각 노드의 수치를 이론에 따라 

정량화 하며 공간의 연결관계에 따른 깊이를 기반으로 연결도(connectivity), 통합

도(integration), 통제도(control value), 명료도(intellgibility)등의 지표를 산출하

여 공간구조를 분석한다.5) 선행연구에 따르면 전역 변수인 통합도보다 국부 변수

인 통합도(3)지표가 특정 공간 구조의 통행량 예측에 있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

타났다. (Hillier et al., 1993; Desyllas & Duxbury, 2001; Read, 2001; 임현식, 

2002; 김영욱, 2003)

5) 김은실, 공간구문론을 이용한 중국 집합주거의 단위평면 연구, 2010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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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의미

연결도

임의의 단위 공간에서 바로 이웃한 단위 공간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하는 지표. 

직접 연결된 다른 단위 공간들의 개수.

명료도

전체와 부분의 관계로 정의, 부분공간에서 전체공간의 이해의 

정도를 의미한다. 

공간의 명료도는 통합도와 연결도의 상관관계로 정의된다.

통제도

임의의 단위 공간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주변 공간들과 그 주

변 공간들에 영향을 미치는 공간을 포함한 지표. 

통제도가 높은 만큼 주변 단위공간을 보다 많이 통제한다.

특정 단위 공간이 n개의 연결도를 지니면, 주변에 1/n 만큼

의 통제도를 부여. 이러한 통제의 총합.

통합도

임의의 단위 공간에서 다른 단위 공간까지의 연결 관계의 상

대적 깊이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통합도가 높을수록 다른 단위공간으로 접근이 쉬움을 의미하

고, 해당 공간 구조의 위계상 중심성을 의미하는 지표이다.

국부통합도

특정 단위 공간을 중심으로 일정한 깊이, 즉 인접 범위 내에

서의 중심성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3단계까지의 깊이를 기준으로 산정. 이를 통합도 

3단계라고 부른다.

[표 2-6] 공간구문론의 지표와 그 의미

공간구문론은 공간의 위상학적 관계성에 대해서 공간을 노드와 에지로 표현하여 

분석하고, 이는 기존의 사회학적이고 인문학적인 건축 연구에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연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를 활용하여 범죄를 분석한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연구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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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제목 발행 연구자 연도 요약

아파트 단지 공간구조

와 범죄
대한건축학회

최윤경, 

강인호
1993

아파트 단지에서 범죄가 

갖는 공간적 특질을 파

악

고밀주거단지 내 범죄

발생장소의 공간적 특

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도시

계획과
권태정 1998

아파트 단지에서 범죄가 

갖는 공간적 특질을 파

악

공간구문론을 이용한 

범죄취약공간 해석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최재필, 

이기완
2002

기존 연구의 적용방법에 

따른 상이한 결과에 대

한 분석

[표 2-7] 공간구문론을 활용한 범죄연구 요약

[표 2-7]에서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결과를 공간구문론이 갖고 있는 가장 취약한 

점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축선도를 작성하는 사람이 그것을 작성하는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연구 결과에서도 그러한 측면에서 상이한 

결론을 맺게 된다. 먼저 최윤경 외(1993)의 연구를 살펴보면, 공간구문론의 지표들 

중 연결도, 통제도 지표와 관련이 있고, 명료도나 통합도 지표와는 관련이 없다고 

하였다. 권태정(1998)의 연구에서는 통합도 지표와 관련이 있고, 연결도, 통제도 

지표도 미약하게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최재필 외(2002)의 연

구에서는 통제도가 범죄발생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축선도를 그리는데 있어서 출입구나 내부가로 등의 포함관계 여부에 따

라 상이한 연구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간구문

론을 적용할 때에 축선도를 그리는 방식을 다양하게 설정하여 각각의 방식에 대한 

결과를 도출하여 어느 방식이 옳고 그름을 떠나, 어느 방식을 통해 분석하였을 때 

범죄와 공간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도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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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GIS를 이용한 연구            

GIS를 이용한 연구문헌을 살펴보면 [표 2-8]과 같다.

문헌 제목 발행 연구자 연도 요약

GIS의 공간분석을 활

용한 범죄예측지도의 

구현

대한건축학회 박명규 2003

주변 시설의 특성과 범

죄유형과의 관계, 범죄

와 녹지율과의 상관관계 

규명

범죄GIS와 형사사법기

관의 활용
한국경찰학회보 이현희 2007

GIS의 지형요소에 내포

된 물리 사회적 특성을 

바탕으로 공간을 분석

공동주택의 범죄방어공

간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

구원

도 건 효 

외
1992

건물 높이와 범죄와의 

상관관계 규명

GIS를 활용한 범죄지

역 분석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권오은 2002

범죄와 파출소의 입지 

및 순찰경로와의 상관관

계 규명

[표 2-8] GIS를 활용한 범죄연구 요약

우선 이현희(2007)의 연구를 살펴보면, GIS의 점, 선, 면으로 표시된 지형요소에 

내포된 물리 사회적 특성을 바탕으로 공간을 분석하였다. 그 외의 연구들은 모두 

범죄발생, 혹은 범죄유형과 다른 시설이나 물리적 요소들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한 

연구들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GIS상의 지도에 표현되는 단순한 물리적인 속성들과 범죄발생장소의 

비교를 통한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연구라기보다는, 범죄발생장소의 시각적 속성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이기 때문에 GIS를 도구적인 차원으로만 활용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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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기존 공간분석도구를 활용한 연구들의 한계

2.2절에서 공간분석도구를 활용한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세 종류로 구분할 수 있

었는데, 시각적 접근과 노출 이론을 통해서 살펴본 연구, 공간구문론을 활용한 연

구, GIS를 활용한 연구이다. 

연구들을 다시 정리하면, 먼저 시각적 접근과 노출 이론을 통해서 살펴본 연구인 

최재필 외(2002)의 연구에서는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연구하였고, 시각적 접근도

(VA), 시각적 노출도(VE) 지표와는 통계적 유의미성을 찾아내지 못하였다. 대신 

등치영역에 대해서 범죄가 일어나기 쉬운 장소를 밝혀내었다. 하지만 연구에서 언

급한 등치영역이란 '시각적 접근도≈시각적 노출도(VA/VE≈1)'이라는 특성을 가진 

공간으로, 대부분의 공간들이 등치영역에 속함으로써 연구 결과로써 큰 의미를 갖

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6) 

또한 공간구문론을 이용한 연구는 축선도의 작성 방식에 따라 연구 결과가 달라

질 수 있다는 한계점을 지니며, 연구대상지가 아파트 단지에 한정되어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그 까닭으로는, 현재도 마찬가지이지만 연구 당시 주류를 이루고 있었

던 주거유형이 아파트였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2.1절에서 밝혔듯이 범죄발

생장소는 대부분의 주거형태인 아파트보다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 등지에서 많이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연구대상지의 다양성 측면과 실제 연구의 성과에 

따른 활용도 측면에서 단독, 다세대 주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대목이다.

마지막으로 GIS를 활용한 연구를 살펴보면, 범죄지도와 다른 자료들 간의 단순

한 통계적 유의미성을 살펴본 연구로 단순히 상관관계를 찾아낸 수준에 불과하다

고 판단된다. 하지만 GIS라는 도구는 데이터 처리방법에 따라 무궁무진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효과적인 분석도구이다. 그러므로 앞서 살펴본 공간분석도구들을 

토대로 GIS를 활용하여 종합적인 연구를 할 수 있다면 범죄발생공간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연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는 단독, 다세대주택 주거지를 중심으로 범죄발생공간에 대해서, 가로중

심의 보행가능공간을 기준으로 범죄발생지역의 공간적 특성을 VAE 모델을 통해서 

6) 본 연구의 3, 4장에서의 실험과정 중 밝혀낸 결과에 근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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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진행하려고 한다. 분석을 할 때에는 GIS를 활용하여 범죄가 발생한 지점 주

변의 관측점과, 그 외의 관측점을 비교하고자 한다. 각각의 관측점들은 기본적으로 

시각적 접근도(VA), 시각적 노출도(VE)값을 얻게 되는데, 이러한 VAE 모델의 기

본적인 지표와 더불어, 선행연구에서 언급한 등치영역을 확인해볼 수 있는 지표인 

시각적 접근도/시각적 노출도(=VA/VE), 그리고 전체 시각량(=VA+VE) 대비 시각

적 접근도(VA), 시각적 노출도(VE)를 확인하기 위해 시각적 접근도/전체 시각량

(=VA/(VA+VE)), 시각적 노출도/전체 시각량(VE/(VA+VE))지표 또한 비교하고자 

한다. 이러한 관측점들의 지표는 통계프로그램(SPSS v.17)을 활용하여 T-Test를 

실시하여 그것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밝히는 것이 본 연구의 연구방법이라 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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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VAE 모델과 방어공간

VAE 모델은 도시건축공간에서 발생하는 사람의 시각적 상호교류를 정량화, 수

치화 시킨 모델로써 공간분석에 있어 시각적인 부분에 한하여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도구중의 하나다. 시각적인 영역을 담당한다는 측면에서 VAE 모델을 도시설

계의 차원으로 살펴보면, VAE 모델은 도시설계의 방어공간을 구현하는 데에 있어 

시각적으로 얼마만큼의 상호적인 시각 교류가 발생할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다. 어

떤 성격의 상호 시각교류가, 얼마만큼의 시각교류가 일어날 때 방어공간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미한 수준에 그친다. 

본 연구를 통해서 어떤 특정한 상호 시각교류가 있을 때 범죄가 발생하는 경향이 

있는지, 그러한 경향이 있다면 범죄가 발생하는 특성을 가진 시각교류를 가지는 공

간은 어떠한 공간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그러한 특성을 통해 어떠한 방법으

로 범죄 예방을 위한 방어공간을 설계할 수 있을지, 혹은 방범계획을 세울 수 있을 

지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한다. 앞서 VAE 모델을 이용한 범죄취약공간의 해석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았다. 이 절에서 방어공간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고, 그것이 

VAE 모델과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방범은 자기 자신이나 가족, 친구 그리고 개인과 공동의 재산을 지키는 것과 관

계있다. 따라서 성공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방범과 안전에 대한 느낌

을 주어야 한다. 이러한 것을 위해 때때로 개인화나 격리, 순찰, 감시카메라를 통해 

특정 공간을 통제하기도 한다. 그중에서 게이티드 커뮤니티는 자발적인 배제의 형

태로 출입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이는 개인 차원의 해결방법으

로 높은 차원인 도시설계적 해결방식이 필요하다. 

범죄 예방을 위한 접근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동기제거 방법’과, ‘상황제거 

방법’이 그것이다. 동기제거 방법과 상황제거 방법은 전혀 다른 환경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따라서 도시설계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중 하나만 택하거나, 하나로 통

합할 필요가 있었는데, 1990년대에 Ron Clarke가 수정한 상황적 접근론이 있는데 

이는 범죄 기회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상황적인 범죄 예방은 범죄가 일어날 기회

를 줄이기 때문에 관리적, 환경적 차원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회 축소 방법은 오래 전부터 활동, 감시, 그리고 영역 정의와 통제라는 주제로 도

시설계의 주된 연구 흐름 속에서 발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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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기회 축소 방법에 대한 주제별 논의7)

제인 제이콥스 오스카 뉴먼 CPTED 빌 힐리어

공간과 

영역성에 

대한 통제

공공공간과 사적 

공간 사이의 장벽

을 없애는 것

영역성 – 영역의 영

향이 미치는 지역을 

만들어내는 물리적 

환경의 능력

자연적 진

출입 통제

영 역 성 의 

강화

보행자들이 다른 

공간을 보고 들어

갈 수 있도록 다른 

공간과 통합된 공

간

감시

거주자나 이용자

들에 의한 감시

활동과 기능의 다

양성

거주자와 이용자를 

위해 감시의 기회를 

제공하는 물리적 설

계 능력

자연적 감

시

감시 – 공간을 이

동하는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감시

활동

거리의 사람들이 

나 건물 내의 사

람들이 가로나 도

보를 여러 번 볼 

수 있게.

보도에는 항상 이

용자가 필요함.

거리에 많은 활동과 

상업용도의 움직임

이 늘어나면 필연적

으로 거리의 범죄가 

줄어든다는 논쟁은 

기각함

활동이 줄

어들면, 활

동 수준이 

줄 어 드 는 

것에 대한 

논의

어떤 지역에 계속

해서 누가 있거나 

누군가 사용하면 

안전하게 느끼게 

되기 때문에, 이런 

측면으로 설계해야 

함(즉 동선에 따라 

서로 더 잘 섞이고 

통합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함)

방어공간에 대한 연구는 1900년대 초반 증가하는 범죄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1962년 J. Jacobs의 ‘The Death and 

Life of American Cities’가 세상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연구의 실마리를 제공하게 

된다. Jacobs는 미국에서 지금까지 행해졌던 도시계획이 주거와 상업지역을 분리

함으로써 밤이 되면 도심의 상업지역이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이러한 문제

는 바로 범죄발생에 영향을 주게 된다고 지적하였다. 즉, 일반인들의 통행이 빈번

한 낮 시간에는 ‘거리의 감시자(eye on the streets)’가 많이 있기 때문에 범죄자는 

범죄활동에 제약을 받게 된다. 따라서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주거지와 상업지역을 

통합하는 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Jacobs는 19세기 이상도

시가 가지는 공동체적이고, 상호 감시를 할 수 있는 전통적인 가로공간은 범죄예방

공간을 계획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한다.8)

7) 도시설계 장소 만들기의 여섯 차원, 강홍빈 외, 2009. p.227 표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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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Newman은 감시와 영역의 구분을 강조하면서 Jacobs의 생각을 발전시켰

다.9) Newman은 주거지역의 범죄율과 관련된 요소로 익명성, 감시의 부족, 도망칠 

수 있는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러한 개념은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CPTED)

의 접근방법과도 유사한데, 범죄활동이 유발되는 상황을 물리적으로 줄임으로써 범

죄의 발생과 두려움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그러하다. 반면 Hillier는 공공공간에 사

람이 있음으로써 안전한 느낌을 높일 수 있으며, 그것으로써 치안이 유지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적했다.

범죄발생억제와 방어공간의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공공공간(본 연구에서는 가로

에 해당)의 시각적 특성이 실제 범죄 발생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

성이 있다. 많은 연구자들의 연구에서 공공공간에서의 자연적 감시가 범죄발생을 

억제하는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지적하였기 때문이다. VAE 모델을 통해 공공

공간에서 범죄취약공간의 시각적 특성을 파악하여 도시설계를 진행함에 있어 어떠

한 관점이 요구되는지 살펴보자.

8) 공간분석 이론을 통한 범죄취약공간 해석에 관한 연구, 이기완, 석사학위논문, 2002에서 인용

9) 도시설계 장소 만들기의 여섯 차원, 강홍빈 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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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대상지 선정

3.1.1. K동

K동의 범죄 자료 및 이후의 범죄 자료는 모두 2005년 발생한 절도범죄를 대상

으로 하고 있다. K동은 일부분 아파트를 포함하고 있으나 범죄지도를 살펴보면, 해

당 지점에서는 범죄가 발생하지 않았다.

 지도

K동

위성지도

K동

범죄지도

[표 3-1] K동의 위성지도 및 범죄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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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에서 가장 가까운 파출소까지의 거리를 살펴보면, 대상지의 북서쪽으로부

터 서쪽 550m, 북동쪽으로부터 동쪽으로 480m 위치에 파출소가 있다. 각각의 파

출소까지 보행 시간은 8분이다. 대상지 전체의 중심으로부터는 대략 도보 12분내

외의 거리에 파출소가 있는 셈이다. 본 대상지 내에는 파출소가 없기 때문에 대상

지 내부의 범죄발생지점과 파출소의 위치와는 크게 관계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3-1] K동의 범죄발생지점 인근지역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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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동의 범죄발생지점 중 그 밀도가 높은 지점 주변의 상황을 살펴보면, 표시된 두 

지점 모두 남쪽으로는 순환도로가 존재하고, 가로형태는 좁은 일방통행로이다. 붉

은색 원으로 표시된 지점에서의 건물 출입구는 뒤로 물러져 있는 형태로 사거리에

서 바라보면 해당 건물의 출입구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한편, 파란색 원을 그린 지

점은 일종의 단지 내부로 들어오는 길이 가로에 노출되어있는데, 구획이 되어있지 

않고 뒤쪽으로도 출입구가 존재하지만 내부의 길의 폭은 좁고, 거주자 외에는 다니

지 않아 감시의 눈이 적어 범죄에 노출되기 쉽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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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S동

S동은 지도의 좌측 상단부가 작은 대학 캠퍼스가 있는 특징이 있고, 주변은 단

독, 다세대 주택 주거지로 구성되어있다. 다른 지역에 비해 범죄빈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빈도와 상관없이 범죄가 발생한 지점과 그 외의 지점으

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지도

S동

위성지도

S동

범죄지도

[표 3-2] S동의 위성지도 및 범죄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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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동 역시 대상지 내부에는 치안센터가 없다. 가장 가까운 지구대로는 대상지 동

남쪽으로부터 남쪽 방향으로 150m 떨어진 지점에 지구대가 있다. 하지만 왕복 6

차선의 대로변을 건너서 있기 때문에 범죄발생지점과의 접근성은 떨어질 것으로 

생각되고 해당 지구대가 대상지 내부의 범죄발생지점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울 것

으로 생각된다. 

[그림 3-2] S동의 범죄발생지점 인근지역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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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동은 대부분의 지점에서 범죄가 일어났다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로 광범위하게 

범죄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큰 가로 보다는 한 블록 안쪽으로 들어온 가로에서, 그 

가로보다는 좀 더 안으로 들어온 가로에서 범죄가 발생함을 볼 수 있다. 가로와 가

로가 만나는 사거리와 같은 곳에는 현재 CCTV가 설치되어 있으나, 실제 범죄가 

발생하는 지점은 해당 CCTV가 찍을 수 없는 장소에서 벌어졌다. 물론 본 연구의 

범죄 데이터는 CCTV가 설치되기 이전의 것이므로, CCTV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

이지만 사거리의 중심인 지역은 시각적 노출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으로 

범죄자에 대한 경각심을 제공하기에는 충분히 그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먼저 

파란색 원으로 표시된 지점은 첫 번째 사진에서처럼 좁은 골목 안의 더 좁은 골목

길에서 발생하였다. 행인들에게 노출되기 어렵고, 범행을 저지를 때 누군가에게 자

신이 발각될 수 있을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붉은색 지점에서도 사거리에서 좁

은 길로 들어가면, 한적한 주택가가 펼쳐져 있다. 일방통행의 좁은 길과 인적이 드

물고 낮은 담은 대문의 높이를 무색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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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B동

B동의 경우 지도의 중앙지점에 작은 공원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특징

이 없는 단독, 다세대주택 주거지이다.

 지도

B동

위성지도

B동

범죄지도

[표 3-3] B동의 위성지도 및 범죄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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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동의 경우 대상지의 동북쪽으로부터 동쪽방향 120m 위치에 치안센터가 있다. 

도보 2분 거리로 매우 가깝게 위치하고 있으나 왕복 4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

어 이곳 역시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발생지점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그림 3-3] B동의 범죄발생지점 인근지역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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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색 원으로 된 지점은 일방통행사거리에서 들어가는 골목이다. 측면의 담벼락

은 사거리에서뿐만 아니라 집 앞 가로에서조차 잘 보이지 않는 곳으로도 침입이 용

이하다. 붉은색 원으로 된 지점은 파란색 원보다 비교적 큰 사거리에서 가깝지만, 

실제로 골목을 하나 더 들어가야 되는 위치여서 행인들에 의한 감시성이 떨어진다. 

위에서 범죄지점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대상지 내부에는 경찰서나 치

안센터가 존재하지 않았고, 인적이 드문 곳 위주로 범죄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곳

에 위치하는 주택의 경우 개별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감시

비용의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본 연구에서 도시설계의 차원에서 효율적인 감시가 

이루어져, 범죄예방에 일조할 수 있도록 범죄발생대상지를 시각적인 차원에서 분석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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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실험의 설계

3.2.1. 가설의 설정

범죄가 일어난 지점은 주변 일대의 다른 장소에 비해 시각적으로 다른 특성이 존

재할 것이다. 그러한 시각적 특성은 VAE 모델의 시각적 접근도(VA), 시각적 노출

도(VE)지표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으며, 또한 선행연구에서 등치영역으로 언급한 

시각적 접근도/시각적 노출도(=VA/VE)값, 그리고 전체 시각량(VA+VE) 대비 시

각적 접근도(VA), 시각적 노출도(VE)지표 값인 시각적 접근도/전체 시각량

(=VA/(VA+VE)), 시각적 노출도/전체 시각량(=VE/(VA+VE))을 통해 나타날 것이

다. 

3.2.2. 실험의 방법

VAE 모델의 실험방식을 그대로 구현하여 관측점을 생성한다. 관측점간의 거리

는 세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데, 점이 무수히 많을수록 실험의 결과에서 나

타나는 실험의 정밀성은 높아질 것이나,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어렵기 때

문에 각 실험마다의 차이는 존재하게 된다. 하지만 각각의 관측점이 해당 지점의 

시각적인 특성을 갖기에는 충분한 정도의 숫자를 갖게 한다. 

또한 가시거리는 30m로 설정하였는데, 실제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리는 이 수

치를 능가하지만, 사회적 교류가 일어날 수 있는 범위로써 가시거리를 생각하면, 

30m 밖에서 일어나는 행위가 범죄행위인지의 여부를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에

서 30m로 설정하였다.

(1) 관측점 중 범죄발생지점

범죄가 발생한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점을 찾는다. 그 점은 범죄발생지점을 대신

하는 대푯값이 된다. 가장 가까운 관측점이 범죄발생지점 반경 20m를 벗어나게 되

면, 그 점은 대푯값으로의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고 가정하고 생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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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표점의 설정

(1)을 통해서 범죄발생지점을 대표하는 관측점을 찾아 그 점의 위치적 특성을 살

펴보면, 대부분 가로의 에지에 위치함을 볼 수 있었다. VAE 모델의 특성상 가로의 

에지에 위치한 점은 주변의 점들에 비해 시각적 효율성(VA/VE)이 높게 나타나므

로 그 점의 값을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당 대

표점을 중심으로 주변 10m 이내의 관측점들의 지표 값들에 대해 평균치를 구하여 

범죄발생지점의 시각적 지표로 대치한다.

(3) 그 외의 관측점

(2)에서 사용되는 대표점 주변 10m 점들을 제외한 나머지 점들은 이른바 그 외

의 관측점으로, 범죄가 발생한 것과는 관계가 없는 점들로 규정한다. 따라서 (2)에

서 구한 평균치들과 비교되는 점이 된다. 

이렇게 구분된 두 종류의 점은 통계처리를 위해 T-test를 실시한다.

(4) 본 연구의 지표측정방법에 대한 과정

본 연구를 진행하는 데에 있어 연구 방법의 타당성은 가장 논란이 되기 쉽다. 지

표측정방법을 채택하는데 앞서 많은 시행착오 끝에 위와 같은 방식으로 결정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은 [그림 3-4]와 같다. 

[그림 3-4]에서 (3), (4)과정 중, 대표점 하나 당 주변의 평균 값 하나를 가지게 

된 것은, 대표점들의 주변 10m 반경을 그렸을 때 서로 중첩되는 영역이 있었기 때

문이다. (1), (2)과정에서는 중첩되는 영역을 고려하지 않았으나, (3), (4)과정에서

는 범죄가 발생한 지점에 대한 개별적인 계산이 범죄가 자주 발생한 지점에 한하여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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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지표측정방법의 채택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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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실험의 결과

3.3.1. 사분할도결과

VAE 모델의 실험에서 사분할도 결과는 각각 [표 3-4]에서와 같이 나타났다.

 

 사분할도결과

K동

S동

B동

[표 3-4] VAE 모델의 사분할도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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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분할도결과는 대부분 위의 [표 3-4]에서와 같이 대부분 시각적 접근도와 노출

도가 모두 평균보다 높은 초록색(VA↑,VE↑) 혹은 시각적 접근도와 노출도가 모두 

평균보다 낮은 노란색(VA↓,VE↓)으로 나타나며, 일부 지역에서 시각적 접근도는 

평균보다 낮은데, 시각적 노출도는 평균보다 높은 하늘색(VA↓,VE↑), 시각적 접근

도는 평균보다 높은데, 시각적 노출도는 평균보다 낮은 붉은색(VA↑,VE↓)으로 표

기되는 점에서 특별히 눈에 띄게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큰길 주변

으로는 초록색의 점, 골목길에는 노란색의 점이 나타나는 것은 전체적으로 주고받

는 시각량이 골목길에서보다 큰길에서 더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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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통계처리결과

 GIS상의 범죄발생지역과 그 외 지역의 구분

K동

S동

B동

[표 3-5] K동, S동, B동 VAE 모델의 GIS상 범죄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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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는 3.2.2.(2)에서의 범죄발생지점의 대표집단과 3.2.2.(3)에서의 그 외의 

집단으로 구분하여 맵핑한 GIS상의 지도이다. 각각의 점들은 VAE 모델 상의 지

표 값을 가지고 있고, 그 데이터들을 토대로 동별로 통계처리 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K동

지표 구분 범죄구분

대표점/

그 외 

관측점

평균

범죄발생 

지역의 

증감여부

유의확률 유의성

시각적 접근도

(VA)

범죄발생 25 943.014

감소 0.237 X

그 외 3586 1060.589

시각적 노출도

(VE)

범죄발생 25 931.580

감소 0.215 X

그 외 3586 1066.833

시각적 접근도

/시각적 노출도

(VA / VE)

범죄발생 25 1.035

증가 0.328 X

그 외 3586 1.020

시각적 접근도

/전체 시각량 

VA / (VA + VE)

범죄발생 25 0.505

증가 0.339 X

그 외 3586 0.502

시각적 노출도

/전체 시각량

VE / (VA + VE)

범죄발생 25 0.495

감소 0.339 X

그 외 3586 0.498

[표 3-6] K동의 통계 요약

범죄가 발생한 지점에서의 시각적 접근도(VA), 시각적 노출도(VE)는 감소하여 

전반적으로 상호 시각적 교류가 적은, 즉 인적이 드문 곳에서 범죄가 발생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외에 범죄가 발생한 지점에서 전체 시각량(VA+VE) 대비 상

대적 시각적 접근도(VA)는 증가, 상대적인 시각적 노출도(VE)는 감소함에 따라 시

각적 접근도/시각적 노출도(=VA/VE)는 증가하였는데 이는 범죄가 발생하는 지점

에서의 시각적 접근효율이 높은 곳(VA/VE>1)에서 범죄가 일어나는 경향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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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의미한다. 하지만 유의성 검토를 통해 살펴보면, 그러한 경향을 나타낸다는 것

일 뿐 전체 데이터를 놓고 비교하였을 때 범죄가 발생한 지점에서의 그러한 경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2) S동

지표 구분 범죄구분

대표점/

그 외 

관측점

평균

범죄발생 

지역의 

증감여부

유의확률 유의성

시각적 접근도

(VA)

범죄발생 81 1458.769

감소 0.000 O

그 외 7130 1843.804

시각적 노출도

(VE)

범죄발생 81 1440.999

감소 0.000 O

그 외 7130 1840.520

시각적 접근도

/시각적 노출도

(VA / VE)

범죄발생 81 1.046

증가 0.216 X

그 외 7130 1.035

시각적 접근도

/전체 시각량 

VA / (VA + VE)

범죄발생 81 0.506

증가 0.522 X

그 외 7130 0.505

시각적 노출도

/전체 시각량

VE / (VA + VE)

범죄발생 81 0.494

감소 0.522 X

그 외 7130 0.495

[표 3-7] S동의 통계 요약

K동에서의 결과와 같이 범죄가 발생한 지점에서의 시각적 접근도(VA), 시각적 

노출도(VE)는 각각 감소하였고, 시각적 접근도/시각적 노출도(=VA/VE)는 증가하

였다. K동과 같은 경향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이러한 지표들이 범죄발생과 어느 정

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S동에서의 결과에 대한 유의성 검토를 살펴보면, 시

각적 접근도(VA), 시각적 노출도(VE) 지표가 감소하였다는 것에서, 범죄가 발생한 

지점에 대한 값들이 그 외의 관측점에 대한 지표 값들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

이가 있다는 결과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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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B동

지표 구분 범죄구분

대표점/

그 외 

관측점

평균

범죄발생 

지역의 

증감여부

유의확률 유의성

시각적 접근도

(VA)

범죄발생 37 2071.004

감소 0.047 O

그 외 9237 2509.416

시각적 노출도

(VE)

범죄발생 37 1986.991

감소 0.027 O

그 외 9237 2509.416

시각적 접근도

/시각적 노출도

(VA / VE)

범죄발생 37 1.092

증가 0.002 O

그 외 9237 1.034

시각적 접근도

/전체 시각량 

VA / (VA + VE)

범죄발생 37 0.514

증가 0.007 O

그 외 9237 0.503

시각적 노출도

/전체 시각량

VE / (VA + VE)

범죄발생 37 0.486

감소 0.007 O

그 외 9237 0.497

[표 3-8] B동의 통계 요약

K동과 S동의 결과에서처럼 B동에서도 지표들의 증감여부가 동일한 패턴으로 나

타났다. B동의 유의성 검토에서는 이전의 다른 동에서의 결과와는 달리 모든 지표

들이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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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소결

범죄발생지역의 증감여부를 살펴보면 K동, S동, B동 모두 ‘시각적 접근도(VA) 

지표는 감소, 시각적 노출도(VE) 지표는 감소, 시각적 접근도/시각적 노출도

(=VA/VE) 지표는 증가, 시각적 접근도/전체 시각량(=VA/(VA+VE))지표는 증가, 

시각적 노출도/전체 시각량(VE/(VA+VE))지표는 감소’라는 뚜렷하고도 일관성 있

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각각의 유의확률을 통해 살펴본 유의성 검토에서는 

대상지에 따라 조금씩 다른 결과를 나타내었다. K동에서는 어떠한 지표들도 유의

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S동에서는 시각적 접근도(VA), 시각적 노출도(VE) 

지표에 대해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B동에서는 모든 지표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나타났다. 

이 장에서의 VAE 모델에 대한 분석 결과가 만약 대상지에 따라 방향성이 다르

게 나타났다면 VAE 모델은 범죄발생공간을 설명하는 데에 있어 설득력이 없는 모

델이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유의미성의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지표의 방향

성이 일정하기 때문에 모델의 수정을 통해서 범죄가 발생한 공간에 있어서 더 설명

력이 뛰어난 모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3장에서의 분석은 지금까지 사용되어져 온 VAE 모델을 통해서 살펴본 결과이

다. 2장에서 언급하였듯이 다른 공간분석 도구인 공간구문론을 함께 적용할 수 있

다면 좀 더 유의미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VAE 모델이 범죄발생장소를 

설명하는 데에 있어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이 장에서 파악했다고 보고, 다른 공간

분석 도구와의 결합에 대한 고민과 새로운 실험설계는 4장에서 진행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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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VAE 모델의 한계점

4.1.1. VAE 모델에서 관측점의 의미

3장에서 VAE 모델을 통해 분석한 결과에서 지표들이 일정한 방향성을 나타냄을 

보였으나 유의미한 정도를 나타내는 것에 있어서는 대상지에 따라 조금씩 달랐다. 

그리하여 이 장에서는 VAE 모델에 대해 재고함과 동시에 새로운 VAE 모델을 만

들어 보고자 한다. 우선 VAE 모델에서 관측점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 논하고자 한

다.

VAE 모델에서의 관측점은 점 하나에 사람 한 명으로 대치할 수 있다. 공간에 사

람들을 일정한 간격으로 흩뿌려놓고, 사람이 서로를 보거나 보일 때 시각적 접근도

(VA), 시각적 노출도(VE) 지표의 값이 하나씩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관측점

의 간격을 설정할 때에는 그 공간에 얼마나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사람들을 배열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여 간격을 설정하기 때문에 관측점은 곧 한 명의 사

람이라 생각할 수 있다.

3장에서 실시한 실험에서는 기존의 VAE 모델의 방식을 고수한 체 실험을 실시

하였다. 결과가 크게 유의미하다고 볼 수는 없는 수준이다. 따라서 VAE 모델의 관

측점 설정에 대해 공간구문론의 지표를 이용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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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현실 공간에서의 상호 시각량 

현실 공간에서 과연 VAE 이론에서처럼 사람들이 공간을 균질하게 이용할까? 정

답은 이미 정해져있다. 사람들은 공간에 불규칙적으로 존재한다. 거리에 나가보면 

시간대에 따라 보행 밀도가 다르기도 하고, 길의 위계에 따라 보행 밀도가 다르기

도 하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공간에 있는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보이고, 또

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노출되어있다. 반대로 큰 길에서 안쪽으로 깊이 들어간 

좁은 골목길에서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없을뿐더러 그 만큼 남들에게 노출되기 어

렵게 된다. 

본 연구는 범죄를 다루고 있고, 그 중에서도 공간의 시각적 특성이 범죄발생에 

있어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가정한다. 선행연구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범죄자가 범

행을 저지르는 데에 있어 남들에게 노출되는 감시성을 고려한다는 가정 하에서의 

연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길의 위계에 따라 통행량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측면에

서 기존의 VAE 모델을 그대로 가져와 적용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모든 공간에 사

람들이 균질하게 서 있다는 것은 현실 공간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이

다. 따라서 관측점의 생성 측면에서, 기존의 지표 및 그것의 생성 논리는 그대로 가

져오도록 하되, 새로운 VAE 모델을 개발하여 본 연구에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생

겼다. 

여기서 생기는 문제는 통행량을 어떻게 예측하여 새로운 VAE 모델에 적용하는 

가이다. 공간구문론의 지표에 대해 연구한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공간구문론의 지표

들 중 통합도(3)값이 통행량예측에 가장 뛰어나다는 것을 밝혔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공간구문론의 지표인 통합도(3)값을 토대로 관측점 생성 간격을 각각의 길

에 대해 다르게 적용하여 실험을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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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새로운 VAE 모델의 제안

4.2.1. 관측점의 생성 논리

가상의 관측점은 곧 현실공간에서의 사람으로 대치될 수 있고, 사람들은 현실공

간을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져서 사용하는 것이 아님으로, 범죄발생에 있어 공간의 

시각적 특성을 연구하는 본 연구에서의 관측점은 기존의 VAE 모델과 달리 보행밀

도를 고려하여 새롭게 설정되어야 한다. 보행밀도라 볼 수 있는 통행량은 공간구문

론의 지표인 통합도(3)값을 이용한다.10) 

공간구문론의 지표가 축선도를 그리는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 연구에서는 

축선도를 그리는 방식을 최대한 다양하게 설정하여 여러 VAE 모델을 만들어 보고

자 한다.

4.2.2. 관측점 간격의 설정 방식

점의 수는 점의 간격에 대해 제곱으로 비례한다. 통합도(3)은 통행량에 비례한

다. 통행량은 곧 점의 수와 같다. 통합도(3)를 통해 점의 간격을 구하기 위해서는 

제곱근을 이용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된다.

 점의간격 =
1

통합도(3)
×K(K=상수)

여기서 K 값은 상수로, 전체 점의 수를 조절하는 데에 이용된다.

10) 통행량을 통합도(3)값으로 완벽하게 대치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실제 통행량을 조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를 고려하여 통행량을 예측할 수 있는 공간분석도구를 이용하여 그것을 대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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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실험의 설계

4.3.1. 새로운 VAE 모델의 추가

(1) VAE₁

위의 관측점 생성 방식에 따라 가로별 통합도(3)값을 알아낼 필요가 생겼다. 이

에 VAE₁모델을 제시함에 있어 공간구문론의 축선도를 그리는 방식을 설정하고자 

한다. 각각의 가로는 꺾임 없이 한 번에(직선으로) 이동이 가능한 정도에 따라 축선

도를 그린다. 여기서의 축선도는 가로의 길이에 구애받지 않는다. 또한 개별 건물

에 대한 출입구 동선을 생성하여 각각의 집은 하나의 축선도로 가로에 면하게 된

다. 이렇게 그린 축선도를 통해 가로에 대한 통합도(3)값을 얻으면, 위의 관측점 생

성 방식에 따라 적절한 K 값을 곱하여 관측점을 생성하고, 기존의 VAE 논리에 따

라 각각의 점들을 분석하여 VAE₁모델에 대한 지표 값을 얻는다.

[그림 4-1] VAE₁모델을 위한 공간구문론의 통합도(3)단계 결과

(좌측에서부터 K동, S동, B동)

(2) VAE₂

VAE₁에서 가로의 길이에 구애받지 않는 축선도를 그렸다면, VAE₂에서는 가

로와 가로가 만나는 지점에서는 축선도를 그릴 때 끊어서 그린다. 또한 VAE₁에서 

작성한 출입구 동선에 대한 축선도 또한 없애고 오로지 가로에 대해서만 축선도를 

그린다. 이렇게 그린 축선도를 통해 가로에 대한 통합도(3)값을 얻으면, 위의 관측

점 생성 방식에 따라 적절한 K 값을 곱하여 관측점을 생성하고, 기존의 VAE 논리

에 따라 각각의 점들을 분석하여 VAE₂모델에 대한 지표 값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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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VAE₂모델을 위한 공간구문론의 통합도(3)단계 결과

(좌측에서부터 K동, S동, B동)

4.3.2. 가설의 설정

범죄가 일어난 지점은 주변 일대의 다른 장소에 비해 시각적으로 다른 특성이 존

재할 것이다. 또한 그러한 시각적 특성은 보행밀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11)

4.3.3. 실험의 방법

VAE₁모델과 VAE₂모델의 기존과는 다른 관측점 생성 원칙을 통해 관측점을 

생성하되, 기존의 VAE 모델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VAE 지표를 도출한다. 실험에 

있어 관측점 생성 원칙 외에 가능한 다른 변수는 존재하지 않도록 통제한다.

11) 공간의 시각적 특성이 보행밀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범죄자가 범행을 저지를 때 사람들이 주변 

공간에서 자신을 지켜볼 가능성에 있어, 보행밀도를 고려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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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실험의 결과

4.4.1. VAE₁

(1) 사분할도결과

사분할도결과

K동

S동

B동

[표 4-1] VAE₁모델의 사분할도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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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에서의 VAE 모델의 사분할도 결과와 대체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

다, 하지만 부분적으로 살펴보면 시각적 접근도가 평균보다 높고, 시각적 노출도는 

평균보다 낮은 붉은색(VA↑,VE↓)으로 표기되는 점과 시각적 접근도는 평균보다 

낮고, 시각적 노출도는 평균보다 높은 하늘색(VA↓,VE↑)으로 표기되는 점의 분포

하는 위치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VAE 

모델과 VAE₁모델과는 세부적인 결과에 있어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어서 통계처리결과를 살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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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계처리결과

GIS상의 범죄발생지역과 그 외 지역의 구분

K동

S동

B동

[표 4-2] K동, S동, B동 VAE₁모델의 GIS상 범죄구분

[표 4-2]에서의 결과는 3장에서의 포함관계를 살펴보면 기존 VAE의 분석과는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10m 범위 내에 포함되는 점의 수가 하나 

둘 정도 늘거나 줄어드는 것 정도로만 보인다. 하지만 그것의 점들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VA, VE 등등의 지표 값이 다를 것이기 때문에 그 차이와 유의성에 대해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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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동

지표 구분 범죄구분

대표점

/

그 외 

관측점

평균

범죄발생 

지역의 

증감여부

유의확률 유의성

시각적 접근도

(VA)

범죄발생 26 1121.991

감소 0.332 X

그 외 3734 1240.027

시각적 노출도

(VE)

범죄발생 26 1109.022

감소 0.289 X

그 외 3734 1250.205

시각적 접근도

/시각적 노출도

(VA / VE)

범죄발생 26 1.042

증가 0.187 X

그 외 3734 1.020

시각적 접근도

/전체 시각량 

VA / (VA + VE)

범죄발생 26 0.507

증가 0.127 X

그 외 3734 0.502

시각적 노출도

/전체 시각량

VE / (VA + VE)

범죄발생 26 0.493

감소 0.127 X

그 외 3734 0.498

[표 4-3] K동의 VAE₁모델 통계 요약

K동 VAE₁모델의 통계결과를 살펴보면 기존의 VAE 모델과 비교하였을 때, 범

죄발생지역의 지표들의 증감여부에 대한 방향성은 모두 일치한다. 하지만 VAE₁

모델에서도 기존의 VAE 모델에서처럼 통계적 유의성은 찾아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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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동

지표 구분 범죄구분

대표점/

그 외 

관측점

평균

범죄발생 

지역의 

증감여부

유의확률 유의성

시각적 접근도

(VA)

범죄발생 81 2053.893

감소 0.000 O

그 외 8132 2824.475

시각적 노출도

(VE)

범죄발생 81 2039.467

감소 0.000 O

그 외 8132 2839.576

시각적 접근도

/시각적 노출도

(VA / VE)

범죄발생 81 1.051

증가 0.190 X

그 외 8132 1.032

시각적 접근도

/전체 시각량 

VA / (VA + VE)

범죄발생 81 0.507

증가 0.396 X

그 외 8132 0.504

시각적 노출도

/전체 시각량

VE / (VA + VE)

범죄발생 81 0.493

감소 0.396 X

그 외 8132 0.496

[표 4-4] S동의 VAE₁모델 통계 요약

S동 VAE₁모델의 통계결과를 살펴보면 기존의 VAE 모델과 비교하였을 때, 범

죄발생지역의 지표들의 증감여부에 대한 방향성은 모두 일치한다. K동에서 모델간

의 비교에서처럼 S동의 VAE₁모델에서도 기존의 VAE 모델과 같이 시각적 접근

도(VA), 시각적 노출도(VE)지표의 감소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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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동

지표 구분 범죄구분

대표점/

그 외 

관측점

평균

범죄발생 

지역의 

증감여부

유의확률 유의성

시각적 접근도

(VA)

범죄발생 36 1910.742

감소 0.028 O

그 외 8263 2513.591

시각적 노출도

(VE)

범죄발생 36 1869.036

감소 0.027 O

그 외 8263 2513.591

시각적 접근도

/시각적 노출도

(VA / VE)

범죄발생 36 1.135

증가 0.009 O

그 외 8263 1.041

시각적 접근도

/전체 시각량 

VA / (VA + VE)

범죄발생 36 0.522

증가 0.029 O

그 외 8263 0.505

시각적 노출도

/전체 시각량

VE / (VA + VE)

범죄발생 36 0.478

감소 0.029 O

그 외 8263 0.495

[표 4-5] B동의 VAE₁모델 통계 요약

B동 VAE₁모델의 통계결과를 살펴보면 기존의 VAE 모델과 비교하였을 때, 범

죄발생지역의 지표들의 증감여부에 대한 방향성은 모두 일치한다. K동 및 S동에서 

모델간의 비교에서처럼 B동의 VAE₁모델에서도 기존의 VAE 모델과 같이 모든 

지표의 방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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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VAE₂

(1) 사분할도결과

 사분할도결과

K동

S동

B동

[표 4-6] VAE₂모델의 사분할도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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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에서의 VAE 모델의 사분할도 결과와 앞 절에서의 VAE₁모델의 사분할도 

결과처럼 전체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 또한 부분적으로 살펴

보면 붉은색(VA↑,VE↓)으로 표기되는 점과 하늘색(VA↓,VE↑)으로 표기되는 점의 

분포하는 위치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역시 기존

의 VAE 모델, VAE₁모델과는 달리 VAE₂모델이 그 결과에 있어 차이가 존재한

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어서 통계처리결과를 살펴보도록 하자.



시각적 접근과 노출 모델을 통한 범죄발생장소의 시각적 특성에 대한 연구

58

(2) 통계처리결과

 GIS상의 범죄발생지역과 그 외 지역의 구분

K동

S동

B동

[표 4-7] K동, S동, B동 VAE₂모델의 GIS상 범죄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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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동

지표 구분 범죄구분

대표점/

그 외 

관측점

평균

범죄발생 

지역의 

증감여부

유의확률 유의성

시각적 접근도

(VA)

범죄발생 26 926.076

감소 0.203 X

그 외 3445 1058.173

시각적 노출도

(VE)

범죄발생 26 924.066

감소 0.203 X

그 외 3445 1068.755

시각적 접근도

/시각적 노출도

(VA / VE)

범죄발생 26 1.033

증가 0.493 X

그 외 3445 1.020

시각적 접근도

/전체 시각량 

VA / (VA + VE)

범죄발생 26 0.504

증가 0.540 X

그 외 3445 0.502

시각적 노출도

/전체 시각량

VE / (VA + VE)

범죄발생 26 0.496

감소 0.540 X

그 외 3445 0.498

[표 4-8] K동의 VAE₂모델 통계 요약

K동에서의 결과는 기존의 VAE 모델 및 VAE₁모델의 결과와 같이 방향성은 일

정하나 그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은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논의

는 이 장의 소결에서 계속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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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동

지표 구분 범죄구분

대표점/

그 외 

관측점

평균

범죄발생 

지역의 

증감여부

유의확률 유의성

시각적 접근도

(VA)

범죄발생 81 1983.022

감소 0.000 O

그 외 7906 2641.334

시각적 노출도

(VE)

범죄발생 81 1965.150

감소 0.000 O

그 외 7906 2640.357

시각적 접근도

/시각적 노출도

(VA / VE)

범죄발생 81 1.071

증가 0.018 O

그 외 7906 1.039

시각적 접근도

/전체 시각량 

VA / (VA + VE)

범죄발생 81 0.511

증가 0.048 O

그 외 7906 0.506

시각적 노출도

/전체 시각량

VE / (VA + VE)

범죄발생 81 0.489

감소 0.048 O

그 외 7906 0.494

[표 4-9] S동의 VAE₂모델 통계 요약

S동의 VAE₂모델의 결과는 이전 모델과의 방향성이 일치한다. 그러나 통계적 

유의성 측면에서 본 실험에서는 모든 경우에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나타났다. 적

어도 S동에서는 기존의 VAE 모델, VAE₁모델보다는 범죄지점에 대해 VAE₂모

델이 더 큰 설명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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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동

지표 구분 범죄구분

대표점/

그 외 

관측점

평균

범죄발생 

지역의 

증감여부

유의확률 유의성

시각적 접근도

(VA)

범죄발생 37 2124.228

감소 0.031 O

그 외 8528 2758.837

시각적 노출도

(VE)

범죄발생 37 2080.744

감소 0.029 O

그 외 8528 2758.837

시각적 접근도

/시각적 노출도

(VA / VE)

범죄발생 37 1.145

증가 0.007 O

그 외 8528 1.046

시각적 접근도

/전체 시각량 

VA / (VA + VE)

범죄발생 37 0.525

증가 0.018 O

그 외 8528 0.506

시각적 노출도

/전체 시각량

VE / (VA + VE)

범죄발생 37 0.475

감소 0.018 O

그 외 8528 0.494

[표 4-10] B동의 VAE₂모델 통계 요약

B동의 VAE₂모델의 결과는 범죄발생지역의 지표 값의 증감여부의 방향성 및 그 

수치의 통계적 유의성 측면에서 이전 모델들과 모두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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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소결

이상으로 VAE₁모델과 VAE₂모델을 적용한 실험을 마쳤다. 기존의 VAE 모델과 비

교하였을 때 새로운 모델들은 검증능력이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VAE₁모델은 통계적 유의성이 기존 모델과 동일하였고, VAE₂모델은 S동에서 더 나은 

결과를 나타냈다. 

먼저 K동의 경우 세 모델 모두 방향성은 다른 대상지와 같게 나타났으나 통계적 유의

미함을 나타내지 못했다. K동 대상지의 경우 다른 경우와는 달리 대상지 내부에 아파트 

단지가 존재하고, 단위면적당 거주인구가 크게 달라지는 지점들이 생겨 가로의 유동인구

에 상대적인 왜곡이 발생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기존 VAE 모델에서 밝혀내지 못한 유의

미함을 통행량에 가중치를 두는 방법을 통해 밝혀내려 하였으나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

지 못한 결과로, 추후 연구에서는 대상지 내부의 아파트 규모에 따라 아파트에 접하는 가

로에 대해 보행밀도의 가중치를 두는 방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S동의 경우 기존의 VAE 모델과 VAE₁모델의 경우보다 VAE₂모델에서 각각의 지표

들이 통계적으로 더 고르게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는 VAE₂모델이 VAE₁모델

과는 축선도 작성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상이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S동의 경우 

다른 대상지에 비해 가장 많은 범죄데이터가 존재하였음으로 통계적인 의미에서 가장 신

뢰도가 높은 대상지라고 여겨진다.

B동의 경우 모든 모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연구의 가설에 가장 

적합한 범죄데이터를 가진 대상지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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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VAE 모델의 도시건축적 의의

5.1 VAE 모델과 도시설계

5.2 도시건축에서의 활용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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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분석도구 도시설계요소 의미

VAE 모델
자연적 감시

시각적 교류

광장이나 교차로에서는 시각적 접근도와 시각적 노출

도가 모두 높은데 이는 해당 지점에서 주변을 둘러보면 

시야가 넓게 트여있고, 또한 다른 지점들로부터 쉽게 

보일 수 있는 특징을 지녔다. 그 만큼 시각적 교류가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이며 자연적 감시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반대로 좁은 골목길이나, 막다른 길의 경우 주변 가로

들에 비해 시각적 접근도도 낮고, 시각적 노출도 또한 

낮다. 시야가 뚫려있는 곳은 적고, 주변은 대부분 막혀

있다. 시각적 교류가 이루어지는 양은 적고, 그 만큼 

자연적 감시 기능이 저하된다.

공간구문론
중심공간

보행량

여러 가로들과 연결되어 있는 가로는 보행자들이 이동

하는 도중 해당 가로를 거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 

만큼 다른 가로들에 비해 중심적인 공간이 될 수 있다. 

주변공간들에 대한 중심성을 알아볼 수 있는 지표는 통

합도 지표인데 그중 통합도 3단계 값은 세부적으로 어

느 가로가 인접한 가로들에 대해서 더욱 중심적인 가로

가 되는 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실제 보행량과

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가 있다. 

5.1. VAE 모델과 도시설계

VAE 모델은 앞서 2장에서 언급하였듯이 도시건축에서 방어공간의 개념을 시각

화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간분석 도구이다. 3, 4장에서의 분석을 통해서 범

죄가 발생할 때 해당 지점이 VAE 모델에서 어느 특정한 성격을 가진 곳인지 파악

하였다. 이러한 결과가 실제로 도시건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에 논해보

고자 한다.

우선 VAE 모델로 실험을 하고, VAE 수정모델을 만들어 새로 실험을 한 것은 기

존의 VAE 모델이 실제 도시건축과 접목하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필수불가결한 부

분을 반영한 것이다. 통행량, 보행량이 그 요소인데 범죄예방에 관한 도시설계적 

측면에서의 선행 이론을 살펴보면 많은 연구자들이 도시에서의 자연감시에 집중했

다. 수정된 VAE 모델은 이러한 자연감시가 실제로 얼마나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인지 기존의 VAE 모델보다 실제적인 도시환경에 더 잘 반영된다. 본 연구에서 활

용한 공간분석도구들은 도시설계의 요소들 중 다음과 같은 속성들을 이용하였다.

[표 5-1] 공간분석도구의 도시설계적 요소와 그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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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위의 두 공간분석 도구를 접목시킨 것이 VAE₁과 VAE₂모델이다. 

VAE 모델의 한계는 모든 공간에 균질한 점을 찍는 것이 그 원칙이라 이를 실제 도

시공간으로 적용하여 환원하면 사람들이 모든 가로에 일정한 간격으로 빽빽하게 

서 있는 결과가 된다. 하지만 공간구문론의 통합도 3단계 값을 적용하여 가로에 따

라 사람들의 간격을 조절하여 실제 이용밀도, 이용패턴과 가깝게 만든 후 상호간의 

시각적 교류를 측정한 것이 VAE의 수정모델이다. 

기존의 VAE 모델을 이용하면 닫힌 공간인 쇼핑몰 내부의 평면, 공항 내부의 평

면 등을 분석하는데 용이하다. 어느 지점이 시각적으로 개방되어있는지, 어느 지점

에 CCTV를 설치하면 좋은 지에 대해서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해당 평면

들에서 사람들의 동선이 어느 정도 예측가능하고, 이동공간과 대기공간이 일정부분 

구획되어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게 되는 도시가로에서는 기존

의 VAE 모델을 그대로 이용하기에는, 적어도 본 연구의 실험 대상에 해당하는 범

죄발생공간을 분석하기에는 앞서 언급한 VAE 모델의 한계 때문에 제대로 된 결과

를 얻어낼 수 없다. 수정된 VAE 모델이 가로의 실제 보행밀도에 미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감안하여 만들어 진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VAE 모델을 이용한 것 보다 

좀 더 현실적인 결과가 얻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다음 절에서 VAE 모델, 수정된 VAE 모델이 어떻게 도시설계에 활용될 수 있

을지 논의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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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도시설계에서의 활용가능성

건축도시공간에서의 시각적 특성을 정량적으로 보여주는 VAE 모델, 혹은 수정

된 VAE 모델은 도시건축을 하는 데에 있어 어떠한 활용가능성이 있을 것인가? 해

당 공간분석도구는 시각적 특성만을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설계에 적용하는 

데 있어 지엽적인 요소만을 활용하게 되는 한계가 존재한다. 자연적 감시를 통한 

범죄예방효과가 높은 단지계획(대지 계획, 매스 계획 등), CCTV를 통한 경각심을 

제공하거나 실제 감시를 위한 효율적인 CCTV 위치 선정, 효과적인 순찰경로의 설

정 등을 본 연구의 결과에 따라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것을 종합하여 추후 

연구를 통해 관련 설계 규칙이나 가이드라인을 작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5.2.1. 단지계획

단지계획의 범죄예방측면에서 VAE 모델을 적용할 수 있다. 먼저 대지계획의 측

면에서 홀로 후퇴한 건물은 해당 건물과 그 주변 건물의 범죄발생가능성을 높인다. 

그 건물로 출입하는지의 여부는 건물로 들어서는 골목에 진입하였을 때조차 확인

할 수 없다. 범죄지점을 분석하였을 때 실제로 같은 골목 내에서도 홀로 후퇴한 건

물의 양 옆에 낮은 담을 가진 건물이 있을 경우, 주변 건물에서 범죄가 발생하는 경

우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담장 허물기 운동을 통해 생성된 주차장이나 마당이 인접

건물들을 범죄의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림 5-1] 범죄발생 건물예시 좌 S동, 우 B동

그리고 차 한 대가 겨우 주차되는 정도의 골목으로 출입구가 나 있는 경우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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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위험에 노출되어있다. [그림 5-2]에서 알 수 있듯이 ‘나 홀로 셋백된 건물’

과 마찬가지의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그림 5-2] 범죄발생 골목예시 좌 K동, 우 S동

매스 계획에 있어서도 같은 논리가 적용된다. 캐노피를 별도로 만들지 않고 건물

의 귀퉁이를 도려내어 출입구를 만든 형태에서도 범죄가 발생한 사례가 있고, 1층

에 세탁소를 전면으로 증축하여 출입구가 가려진 위치에서 발생한 범죄 사례도 있

다. 또한 1층을 대부분 필로티로 띄운 경우에도 범죄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 이

러한 경우들 역시 다른 지점들에 비해 시각적 교류가 낮아 자연감시의 효과가 떨어

지는 장소들이다. 

결과적으로 주변 건물의 입면 라인과 출입구 위치를 어느 정도는 비슷한 수준으

로 유지해주어야 골목어귀에서의 시야가 확보되어 자연감시의 효과를 받을 수 있

다. 또한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필지를 개발하거나, 새로운 주거단지를 조성할 때

에는 [그림 5-2]와 같은 내부진입로를 최대한 지양하고, 대형 필지로 대지를 나누

어 큰 골목길에서 직접 집으로 들어갈 수 있게 계획하거나, 작은 필지들을 소규모 

블록단위로 묶어 외부배타적인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훨씬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5.2.2. CCTV 위치 선정

효율적인 CCTV 위치 선정에 있어서도 VAE 모델의 활용도는 높다. 먼저 어느 

지점에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모이는지를 알 수 있다. 그것은 시각적 노출도(VE)가 

높은 지역으로, 광장이나 교차로, 넓은 가로의 한복판이 시각적 노출도가 높다. 시

각적 노출도가 높은 지점은 또한 절대적인 시각적 접근도(VA)도 높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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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에 의한 경각심을 부여하거나 관찰할 수 있는 시야가 넓게 된다. 하지만 실

제 범죄가 일어나는 지역은 그러한 큰 가로나 교차로에서 보다는 좁은 골목길, 다

시 말해 전체적으로 시각적 교류가 적게 일어나 자연감시의 영향에서 벗어나 있는 

지역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한 지점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 보다 방범에 효

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 대상지들의 범죄발생데이터들은 CCTV 설치 이전의 

것인데, 이후 설치된 CCTV의 위치는 가로와 가로가 만나는 교차로에 주로 설치되

어 있어 범죄발생 이후 도주하는 장면을 찍거나, 도주 경로를 탐지하는 데에만 쓰

일 것으로 생각된다. 

새로운 주거단지를 조성할 때에도 계획단계에서 CCTV를 설치하는 방법을 VAE 

모델을 이용한다면, 주거단지의 계획안들에 대해 방범대책과 관련한 비용을 미리 

추산할 수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VAE 모델을 활용한 CCTV 설

치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어떠한 기준으로 마련되게 될지는 추후 연구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한 예로 전체 대지에 비해 특정 수준 이하의 시각적 교류가 일어나

는 위치에 대해 CCTV를 설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경우 전체 대지면

적에 필요한 CCTV 설치 대수에 따라 CCTV 설치비용을 주거단지 계획안에 대해

서 비교할 수 있게 된다. 

VAE 수정 모델을 주거단지 계획안에 적용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 왜냐하면, 공

간구문론은 특정한 가로 패턴에 대해 통행량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

이다. 물론 K동에서처럼 주거지 내부에 아파트와 같이 가로의 보행 밀도 패턴을 흔

들 수 있을 정도로 파급력이 있는 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가중치를 주는 방식으로 

보정이 되어야 하겠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공간구문론의 통합도 3단계 값을  통하

여 보행량을 예측하고 VAE 모델을 적용하는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5.2.3. 순찰경로 설정

가로의 단위로 시각적 접근도(VA)와 시각적 노출도(VE)의 평균을 구할 수 있고, 

시각적 접근 효율(VA/VE)의 평균도 구할 수 있다. 연구의 결과에서처럼 시각적 접

근도와 시각적 노출도가 평균보다 낮으면서, 시각적 접근 효율은 높은 가로를 중심

으로 우선적으로 순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한 순서로 가로별로 우선순위

를 매기고 우선순위가 높은 가로들의 순찰빈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순찰경로의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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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경로를 설정하면 같은 시간동안 같은 거리를 순찰하더라도 범죄발생의 위험도가 

높은 지역은 순찰효과가 크게 작용하고, 범죄발생의 위험도가 낮은 지역은 비교적 

순찰의 효과를 적게 받게 되어 순찰대상지 전체가 고르게 방범 효과를 누릴 수 있

게 된다. 

순찰경로의 정하는 것에서도 수정된 VAE 모델을 이용하면 가로에 따라 보행밀

도를 고려한 자연감시의 영향을 보정할 수 있어, 순찰경로를 정하는 데에 있어 더

욱 세밀하게 설정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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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  론

6.1 연구의 종합

6.2 연구의 의의 및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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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연구의 종합

본 연구는 B시의 3개의 동, K동, S동, B동에 대해서 범죄가 발생한 공간은 시각

적으로 다른 공간에 비해 특별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 가정하고 진행하였다. 기존의 

VAE 모델을 통해 살펴보고 VAE 모델의 의미를 찾은 후, 그 모델을 도시설계에 적

용하는데 더욱 적합한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VAE 모델의 원칙을 재고하였고, 그리

하여 VAE₁, VAE₂모델을 고안하였다. 새로 고안한 모델을 이용하여 같은 대상

지에 동일한 실험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VAE₁모델은 기존의 모델과 유사한 결과

를, VAE₂모델은 기존의 모델보다 더 뚜렷한 차이가 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실험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범죄가 발생하는 지역의 시각적 특성은 시각

적 접근도(VA)와 시각적 노출도(VE)가 낮고 시각적 접근 효율(VA/VE)이 높은 지

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결과의 유의미성을 토대로 정리하면 [표 6-1] 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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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델

지표   

VAE VAE₁ VAE₂

K동 S동 B동 K동 S동 B동 K동 S동 B동

시각적 

접근도

VA

0.237 0.000 0.047 0.332 0.000 0.028 0.203 0.000 0.031

시각적 

노출도

VE

0.215 0.000 0.027 0.289 0.000 0.027 0.203 0.000 0.029

시각적 

접근도 

/시각적 

노출도

VA / VE

0.328 0.216 0.002 0.187 0.190 0.009 0.493 0.018 0.007

시각적 

접근도

/전체 

시각량

VA / 

(VA+VE)

0.339 0.522 0.007 0.127 0.396 0.029 0.540 0.048 0.018

시각적 

노출도

/전체 

시각량

VE / 

(VA+VE)

0.339 0.522 0.007 0.127 0.396 0.029 0.540 0.048 0.018

[표 6-1] VAE , VAE₁, VAE₂모델의 전체 결과의 유의미성 요약

(볼드체는 통계적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결과데이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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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모델은 공통적인 방향성을 나타내었고, 그중에서 가장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 모델은 VAE₂모델임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VAE 모델의 재고를 통해 범죄

발생공간의 분석에 있어 시각적 특성을 고려한 분석이 유의미할 수 있고, 나아가 

더 나은 모델을 찾는 연구의 필요성도 생기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도시설계로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는데, 그 결과 단지

계획, CCTV 위치 선정, 순찰경로의 설정에 있어 범죄발생예방 측면에서 VAE 모

델을 적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6.2. 연구의 의의 및 한계

지금까지는 공간분석도구를 이용하여 범죄예방에 기여하기 위한 방법론의 정립

이 되어있지 않았다. 하지만 본 연구는 VAE 모델이 도시설계의 맥락에서 CPTED

를 적용하거나 방범대책을 세우는 데에 있어 가능성이 있는 모델임을 입증하였고, 

그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내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세부

적인 사항으로 살펴보면, 기존 VAE 모델을 통한 범죄취약공간분석 연구에서 밝혀

내지 못한 시각적 접근도(VA), 시각적 노출도(VE) 지표와 범죄발생공간과의 상관

성을 규명하였고, 등치영역이 아닌 시각적 접근 효율이 높은 곳(VA/VE > 1) 이면

서, 그 값이 시각적 접근도/시각적 노출도(=VA/VE)의 전체 평균보다 높은 위치에

서 범죄가 발생한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서 향후 단독, 다세대주택 주거지의 방범대책을 세울 때 살펴

보아야 할 측면을 공간의 시각적인 차원에서 한 가지 제시해 주었다는 것, 그리고 

VAE 모델에 대한 원론적인 차원에서의 의문을 토대로, 범죄발생공간에 대한 분석

에 있어 도시설계적 측면에서 요구되는 VAE 모델이 기존의 VAE 모델이 아닌 수

정된 VAE 모델임을 밝혀내면서 공간분석도구인 VAE 모델에 대한 시각을 더욱 넓

히게 되었다는 점 또한 본 연구의 의의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도시의 가로패턴을 토대로 범죄발생지점의 시각적 특성을 

찾아보았다는 것으로, 가로만을 대상으로 시각적 특성을 고려한 나머지 다른 도시

적 환경을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점, 나아가 공간분석도구들이 각각 다루고자 하는 

부분과 그 특성이 다르다보니 쉽게 통합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공간구문론의 많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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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들 중 통합도 3단계 값만을 이용하여 VAE 모델을 새로 고안했다는 점에서 한계

점이 있다.

여러 공간분석도구들에 있는 각각의 지표들을 활용하여 더욱 설명력, 검증 능력

이 높은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있다고 생각한다. 추후 연구

를 통해 다른 방식으로 공간분석도구를 접목시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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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nalysis of the Visual Characteristics of 

Crime Locations through Application of 

the Visual Access and Exposure Model 

Jeong, Eunseok

Department of Architecture

Master Course in Graduated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dvised by Professor Choi, Jaepil

Recently, various types of crime have occurred. For a long time, the field 

of urban architecture has tried to contribute to the prevention of crime 

through multifaceted approaches. One of them is 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Many people in South Korea are so 

interested in CPTED nowadays that CPTED institute was founded recently. 

CPTED argues that if the surveillance becomes a routine form, the crime 

late will be lowered. In this regard, I start the research with assumption 

that crime is related with visual characteristics. If there are common visual 

characteristics on the point where crime occurs, Common characteristics 

would lead to reducing the crime-rate and the amount of cost for crime 

prevention. So,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visual 

characteristics of crime location through Visual Access & Exposure Model 

(VAE model).

For this study, I examined the researches of crime and spatial analyses 

and considered how VAE model could be used in the field of urban design. 

So I analyze the visual the visual characteristics of crimes which occur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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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ee different regions in B city. I compare crime branches with other 

branches, based on VAE model. There, however, is limit in applying VAE 

model to urban space. Therefore, I propose the new experimental model, 

Space Syntax. Every result of experiment are compared and analyzed 

through 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and I examined the 

significance between data through T-Test using PSAW.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experiment, the common visual 

characteristics are shown in all three different regions. Although the 

significance of the data is slightly different in three regions, it is more 

important that the direction of the data is consistent. The newly proposed 

VAE model showed similar or higher verification capabilities than the 

previous model. Statistical significance of VAE₁ model was same as the 

existing model, and that of VAE₂ model showed better results in the S 

region.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visualizes the concept of defensible 

space and examines the visual characteristics of actual crime scene in a 

city through the VAE model. There still are limits in applying the current 

study to actual urban designing. However, this research finds the possibility 

of applying VAE model to urban planning, which will be achieved through 

future researches. 

Keywords : Crime Prevention, CPTED, Visual Access and Exposure, 

Space Syntax

Student Number : 2011-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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