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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오늘날 모바일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등의 각종 모바일 정보의 홍수 속에서  

폭증하는 데이터가 경제적 자산이 되는 빅데이터 시대가 도래하였다. 특히 스마

트폰의 출현으로 가치 있는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등이 급격히 양산되고 있다. 

이들은 규모로 보면 크지는 않지만 경제적 가치가 최고인 개인정보와 결합되는 

빅데이터를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또한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보유

하고 있는 공공 데이터는 가장 가치 있는 대규모 데이터로서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범죄, 질병, 재난재해 등 다방면에서 사회적, 경제적 비용절감의 효과가 예

상된다. 이에 따라 현 정부는 정부 3.0을 비롯하여 국가차원의 공공 데이터 개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외국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많은 공공 테이터가 시민

들에게 개방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공공 테이터 개방과 다양한 형태의 빅테

이터를 함께 활용하는 범죄예방 시스템 구축은 안전한 시민사회 구현에 크게 기

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2. 연구의 목적

현재 우리나라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사회 4대악 범죄인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기관 등에

서는 관련 법률의 제정, 다양한 예방 프로그램의 운영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이나 성폭력 등 범죄 사건이 처리되고 사건의 종결 후에

도 숨은 범죄의 발견, 범죄 패턴의 파악, 향후 범죄 예방 차원에서 공공 데이터와 

빅테이터를 통합하여 다각도로 분석⋅예측할 수 있는 부산 공공 범죄지도 구축 및 

운영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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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1. 연구의 내용

본 연구에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부산 지역의 사회 4대악 범죄를 예방하고 

대시민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연구를 하였다. 

먼저, 국내외 빅데이터 활용 현황과 사례, 공공 데이터의 개방 현황, 범죄 분야

의 활용 사례를 조사한다. 그리고 부산지역 범죄지도 활용 사례를 분석하고 공공 

데이터의 개방과 데이터의 연계 및 공유를 통하여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

과 시민이 참여하는 민간 데이터와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연구

한다.

2.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부산 범죄예방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따른 지역 

및 범죄의 범위는 부산 지역 사회 4대악이며, 시민 참여형, 공공 데이터 활용형, 

빅데이터 활용형으로 구분하여 시스템 구축 방안을 다루었다. 그리고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현황으로 빅데이터 활용방안 및 시스템 구축방안과 시

스템 운영에 따른 단계별 방법을 검토하는 것을 연구의 범위로 정하였다. 연

구 중 추가로 발견되거나 법·제도상 부문은 향후 추진과제로 본 연구의 범위에

서는 제외하였다. 본 연구는 시민 참여형 범죄지도, 정부 공공 데이터 개방에 의

한 범죄지도,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는 범죄예방 시스템으로 구성된 부

산 공공 범죄지도 구축 및 운영으로 사회 4대악 범죄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시스

템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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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빅데이터의 현황 및 활용 사례

제1절 빅데이터 현황

1. 빅데이터의 정의 및 특성

빅데이터는 “테라바이트 이상의 큰 규모, 매우 빠른 데이터의 증가, 다양한 

형태의 비정형 데이터”라는 세 가지 특징을 가지며, 이러한 특징에 따라 기존

의 데이터 처리 방식으로는 저장⋅관리⋅분석하기 어려운 새로운 데이터 영역을 

의미한다.

 데이터를 처리하고 활용하는 관점에서는 “대용량 데이터를 활용⋅분석하여 

가치있는 정보를 추출하고, 생성된 지식을 바탕으로 능동적으로 대응하거나 변화

를 예측하기 위한 정보화 기술”로 정의하기도 한다. [그림 2-1]은 넓은 의미의 

빅데이터의 세 가지 측면에서의 특성을 보여준다. 빅데이터의 종류는 정형화 정도

에 따라 [표 2-1]과 같이 분류된다.

[그림 2-1] 빅데이터의 세 가지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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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정형화 정도에 따른 데이터의 분류

정       의 설          명

정형

(Structured)

∙ 고정된 필드에 저장된 데이터

∙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엑셀 등

반정형

(Semi-Structured)

∙ 고정된 필드에 저장되어 있지 않지만, 메타 데이터 혹은 스키마

  등을 포함하는 데이터, XML, HTML 텍스트 등

비정형

(Unstructured)

∙ 고정된 필드에 저장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

∙ 텍스트 분석이 가능한 텍스트 및 이미지, 동영상, 음성 데이터 등

2. 빅데이터 활용 현황

빅데이터는 정치⋅사회⋅경제⋅문화⋅과학기술과 같은 전 영역에 걸쳐 그 중요성

이 부각되고 있다. 세계 각국의 정부들은 빅데이터가 미래 사회를 위한 새로운 

경제적 가치의 원천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각 분야에 걸쳐 데이터 분석에 의한 

예측과 서비스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표 2-2]는 세계 주요 국가에서 진행

되고 있는 공공 분야의 빅데이터 활용 현황을 보여 준다.

[표 2-2] 주요 국가의 빅데이터 활용 현황

국가
활용

분야
내   용

미국

국토

보안

•  9.11 이후 미국은 국토안보부를 중심으로 테러·범죄 방지를 위한

   범정부적 빅데이터 수집, 분석 및 예측체계를 도입

 – 부시행정부의 국토안보부 장관인 마이클 처토프(Michael Chertoff)는 국

토보안을 위한 빅데이터 추진현황 언급

 – 국내외 금융 시스템의 개인, 기관의 금융거래 감시로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색출 강화

치안

∙ FBI의 종합 DNA 색인 시스템(CODIS1))

 - DNA포렌직2), 클라우드DNA분석 등 “빅DNA데이터”의 활용을 통해 2007

년 45,400건의 범인 DNA Hit rate 달성

 - 1시간 안에 범인 DNA 분석을 위한 주정부 데이터 연계 및 빅데이터 실

시간 분석 솔루션 확보

의료

∙ 오바마 Health.20 – 필박스 프로젝트(Pillbox)

 - 국립보건원(National Library of Medicine)의 사이트로 약 검색을 서비스

 - Pillbox를 통해 수집된 빅데이터를 통해 후천성면역결핍증(HIV) 등 관리

대상 주요 질병의 분포, 연도별 증가 등에 대한 통계치 확보 가능

1) CODIS : Combined DNA Index System

2) DNA Forensic : DNA 과학수사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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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활용

분야
내   용

영국
정보

공개

∙ 영국은 정부 사이트(data.gov.uk)를 통해 공공부문의 정보 공유 및 활용을

   위한 데이터 원스톱 서비스 제공

 - 정부의 투명성 제고, 국민의 권리 향상, 데이터의 공개를 통한 경제적 

사회적 가치 증대, 차세대 웹(web of data)에서 주도권 획득 목표

 - 일반인들의 참여를 장려하고 아이디어 수렴, 앱 개발, 데이터 공개 등의 

주제에 대한 커뮤니티 제공

싱가

포르

국가

위험

관리

∙ 싱가포르 정부는 빈번히 발생하는 테러 및 전염병으로 인한 불확실한

   미래 대비를 위하여 2004년부터 빅데이터 기반 위험 관리 계획을 추진

 - RAHS(Risk Assessment & Horizon Scanning) 시스템을 통해 질병, 금융위

기 등 모든 국가적 위험을 수집 및 분석하여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 

 - 수집된 위험정보는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기법 등을 통해 분석되어 사

전에 위험을 예측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함

호주
정보

공개

∙ 호주 정보관리청은 정부 2.0을 통한 정보 개방 

 - 방대한 양의 정보를 검색하고 분석 및 재사용할 수 있도록 자동화된 툴을 

활용하여 시간과 자원을 절감

 - AGIMO3) 산하 정부 2.0 전략/서비스 팀에서는 정부 데이터에 대한 리포

지터리4) 및 검색 툴을 서비스하는 data.gov.au 웹사이트 운영

제2절 공공 데이터 개방

빅데이터의 분석과 활용에 있어 가장 선행되어야 할 작업은 정부 및 공공기관

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개방과 공유를 통한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해야 한다. 

이 데이터들은 민간에서 보유하고 있는 SNS, 위치정보 등 유용한 데이터들과의 

융합을 통하여 더 많은 의미와 효과적인 정책을 이끌어 낼 수 있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공공 데이터의 개방은 데이터 자체에 대한 개방과 데이터 개방

을 위한 플랫폼 개발의 두 가지 부문에서 추진되고 있다[표 2-3].

3) AGIMO : Australia Government Information Management Office

4) 리포지터리(repository) : 정보를 모아놓고 서로 공유할 수 있게 한 정보의 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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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선진국 공공 데이터 개방 정책

구분 미  국 영  국  EU 프랑스 일  본

추진

리더십

오바마 

대통령('09~)

고든 브라운

(前)총리('09~)

EU 집행위

부위원장('11)

사르코지

(前)대통령('11)

내각관방

장관('12)

국가

전략

Open 

Government 

Initiative

Power of 

Information

Open Data 

Strategy

Open Data

Initiative

전자행정

오픈데이터 전략

총괄

기구

백악관&
예산관리처 
(Office Of 

Management & 
Budget)

내각사무처

(Cabinet Office)

EU 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총리실

(Office of the 

Prime Minister)

IT전략본부

(총리직속)

법률

제도

정보자유법

(Electronic 

Freedom of 

Information 

Act)('66)

공공정보 재이용 

규칙

(The Reus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Regulations)('05)

공공정보 재이용 

지침

(Directive on 

Reus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03)

단일 포털에 

의한 공공정보 

제공('11)

전자행정 추진에 

관한 기본 방침

적용

대상

연방정부·주정부

·지자체
모든 공공기관

EU 27개 

전체회원국
정부기관 중앙정부·지자체

설치

조직

연방 CTO국 

(Office of the 

Chief

Technology 

Officer)

데이터전략위원회 

(Data Strategy 

Board)

오픈데이터연구소

(Open Data 

Institute)

ePSIPlatform

(22개국 대표부 

참여)

행정근대화사무국
(General 

Secretariat for the 
Modernisation of 

Public 
Administration)

Etalab
(공공정보 활용 

추진조직)

오픈데이터 유통 

추진 컨소시엄

데이터
제공
플랫폼

data.gov ('09) data.gov.uk ('10)
publicdata.eu

('12)

www.data.gouv.fr

('11)

opendata.

openlabs.go.jp

※ 일본은 공식적인 데이터 제공 플랫폼(포털)은 없으며, 오픈데이터 관련 아이디어를 수렴하는 
‘오픈데이터 아이디어 박스’운영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 데이터 개방은 안전행정부와 서울시를 중심으로 공공 

데이터를 Open API 등의 형태로 개방을 준비 중이며, 선진국 사례와 비교할 때 

개방하고 있는 데이터셋의 종류와 숫자 면에서 현재 부족한 실정이다. [표 2-4]

는 우리나라의 공공 데이터 개방 현황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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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우리나라의 공공 데이터 개방 현황

주  관 개방창구 내            용

안전행정부 data.go.kr

∙ 국민생활과 밀접한 버스, 우편․택배, 보육 등 13개 분야 

서비스 실시중

∙ 고전, 문양 등 22개 분야 지식콘텐츠(약7만8천건) 들은 

멀티미디어 데이터로 개발

∙ 22개 분야 서비스(통계․관광․농축산 가격 등)와 19개 분

야 지식콘텐츠(80만건)가 추가로 개방되어 등록될 예

정임(‘12) 

서울시 data.seoul.go.kr

∙ 서울시의 교통, 안전, 환경, 도시관리, 문화, 일반행정, 

보건 등 42종 939개의 데이터셋를 개방 중(2012.8월 기

준)

제3절 범죄 분야 활용 사례

빅데이터는 정부 공공 분야, 기업, 의료, 학술연구 분야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 

되고 있다. 여기서는 공공 범죄 분야에서 빅데이터의 국내외 활용 사례를 살펴

본다.

1. 외국의 활용 사례

(1) 범죄예방 시스템

샌프란시스코는 과거 8년간의 범죄 데이터 분석을 통해 새로운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예측하고, 경찰을 전략적으로 사전 배치하여 제한된 경찰 

인력의 활용성을 극대화하고, 실제 강력범죄 10개 중 7개를 미연에 방지, 범죄 

억제 효과를 거두었다고 한다. 라스베가스, 로체스터에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시티 범죄정보 분석 플랫폼을 도입하여 사람, 장소, 휴대폰 전화기록, 

차량기록 간의 연관성 등을 분석하여 수사 단서를 발췌하는 등 범죄 수사에 활용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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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범죄지도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범죄 데이터를 지도 형태로 일반에

게 공개하고 있다. 미국은 샌프란시스코 등 많은 도시에서 범죄지도를 공개 활

용하고 있으며, 영국도 런던 등에서 시민들이 원하는 지역⋅기간별로 범죄 발생 

건수, 유형 등의 구체적인 범죄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2-2]. 일본도 2003년부터 도쿄 경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범죄지도를 

공개해 왔으며, 오카사 경찰청에서는 스마트폰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2-2] 샌프란시스코 살인 범죄지도

     

(3) 탈세 및 사기범죄 분석

미국은 탈세 및 사기행위로 국가 재정위기 증가로 미국 국세청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탈세 및 사기범죄 예방 시스템의 구축으로 이를 해결하고 있다. 로스

엔젤레스 카운티는 조직화된 육아서비스 관련, 사기 범죄가 40% 증가하였는데 

대부분 전문적으로 조직화된 사기단이 연루된 것으로 추정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보조금 수령인과 서비스 공급자 파악 및 사기 행위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은 

대상과 기금의 대량손실 발생이 가능한 분야를 예측⋅수행하여 육아 서비스 부당 

청구 적발의 정확도를 85%로 향상, $7M ~ $31M 비용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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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의 활용 사례

우리나라에서는 범죄, 재난, 안전 등 통계자료를 구축해 일반인들에게 홈페이지

와 책자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범죄⋅재난안전 정보를 제외하면 읍

⋅면⋅동 단위까지 표기한 정보를 일반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 최근 들어 일부 

기관별로 초보적인 수준이지만 지리정보와 함께 공개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1) 성범죄자 알림e

현재 범죄자 정보를 읍⋅면⋅동 단위까지 표기해 온라인상으로 공개하는 대표

적인 경우가 여성가족부(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와 법무부(성인 대상 성범

죄자)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http://www.sexoffender.go.kr)

가 있다[그림 2-3].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에 대하여 신상정보, 

성명, 나이, 주소 등을 공개하는 전용 웹사이트로 법령에 근거 규정을 두었다.  

[그림 2-3]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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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진 경보 학교 

교육부는 일진(학교 폭력 조직)의 존재 가능성과 학교 폭력 위험도가 현저히 

높아 외부 개입을 통한 특별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진 경보 

학교로 지정하여 외부공개는 하지 않고 해당 학교에 통보를 하고, 의사⋅경찰⋅
시민단체 관계자로 구성된 외부 전문가 1,000여명을 투입하여 학교 상황을 진단

하고 지원을 통해 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게 했

다. 2013년 전국 총 11,360개 학교 중 102곳이 일진 경보 학교로 지정이 되어 있

다. [그림 2-4]는 교육부에서 지정한 일진 경보 학교 현황을 보여 준다.

 

 

[그림 2-4] 교육부의 일진 경보 학교5)

제4절 부산의 현황

부산지역에서는 4대악 범죄의 예방과 근절을 위하여 부산지방경찰청, 지자체 

등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시민단체들과 함께 신고, 단속, 상담, 캠페인, 전담 전문

가 배치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여기서는 부산지역의 4대악 범죄 예방을 

위한 데이터의 활용 사례 및 현황에 관하여 살펴본다.  

5) 조선일보 사회면, 2013.1.22. “일진학교 72%가 중학교··· 내달부터 ‘전면 개조 프로젝트’ 의사·경찰·사
회복지사 등 전문가 그룹 1000명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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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 성범죄자 데이터 분석 사례

부산일보와 부산지방경찰청은 2010년도 부산 ‘김길태 사건’ 등에서 보듯이 

성범죄 전력이 있는 우범자들의 생활거주지 주변에서 성범죄가 빈발하는 특성을 

감안하여 부산지역 성범죄 우범자 1,575명의 동별 거주지 데이터를 지리정보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저소득층 지역인 서부산권과 원도심에 우범자들의 분포

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림 2-5]는 부산 성범죄 우범자 데이터 분석 결과를 보여

준다. 우범자 거주지가 몇몇 거주지를 제외하고는 부산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이 높은 재개발지역이나 주거취약지역, 복지사각지대로 꼽히는 지역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 결과는 사회취약계층 밀집 동네에 

대한 경찰의 순찰 강화 등 치안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2-5] 부산 성범죄 우범자 데이터 분석6)

2. 부산 아동안전지도

부산 사상구청에서는 전국 최초로 아동 성범죄 예방에 활용할 ‘아동안전지

도’를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다[그림 2-6]. 아동안전지도는 구민들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평소 위험하다고 인지하는 범죄발생 예상 지역을 위험성에 따른 등급을 

표시하고 있다. 또한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주민공개용과 내부행정용 2가지로 

6) 부산일보 사회면, 2010.7.21. “서부산권·원도심지역 성범죄 우범자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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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해 제작을 하였다. 주민공개용 지도에는 표기되지 않은 최근 3년 동안의 강력

범죄 발생 장소도 별도로 안전지도에 포함되어 있다. 구청은 아동안전지도를 이용

하여 지역경찰서와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 함께 범죄예방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 

등을 지역별로 분석한 뒤 아동안전 종합계획 수립 등에 활용하고 있다. 

아동안전지도는 현재 구청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하는 종이 

지도이다. 따라서 향후 지리정보시스템과 모바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지도 형태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그림 2-6] 부산 사상구 아동안전지도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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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산 경찰 범죄지도

부산지방경찰청은 범죄 다발지역 위주의 맞춤형 예방활동을 위해 전국 최초로 

범죄지도를 제작하여 업무에 활용 중이다[그림 2-7]. 범죄지도는 지리적 프로파

일링 시스템과 범죄통계시스템 등을 활용해 2010년 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3년 

4개월간의 5대 범죄(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발생지를 표시하고 있다. 범

죄지도는 현재 관내 지구대와 파출소에 배포되어 효율적인 순찰과 경찰관의 배

치 등에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행정구역상 ‘동’단위 이하로 표시된 강력범죄 

발생 지리정보는 시민들의 재산권 침해 등의 이유로 일반인들에게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림 2-7] 부산 경찰 범죄지도8)

7) 부산광역시 사상구 인터넷홈페이지 자료제공(http://www.sasang.go.kr)

8) 동아일보, 2004.9.30. “[7대도시 범죄지도] 부산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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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빅데이터를 활용한 부산 공공 범죄지도    

구축 및 운영

최근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술, 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 분석 기술 등 정보기술

의 급속한 발전으로 이를 활용하여 범죄 예방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장

에서는 부산 지역의 4대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부산 공공 범죄지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설명한다. 

제1절 데이터의 활용 방안   

1. 공공 데이터의 개방

현재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는 경찰청, 검찰청 등 정부기관에서 보유 중인 범죄와 

관련된 다양한 공공 데이터들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극히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공공 데이터로 공개를 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현재 

정부에서는 정부 3.0 정책을 통하여 향후 정보의 공유 및 다양한 공공 데이터를 

시민들에게 개방하여 투명한 정책 추진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표 3-1] 미국 주정부의 공공 데이터 개방 현황

샌프란시스코
재정 및 정부 분야 데이터와 샌프란시스코 3119)의 지리정보, 범죄자 

지도정보, 기업정보 등 175개 데이터셋 개방

뉴욕시
주차장정보, 세금정보, 지번별 전기사용량 등 인기 데이터와 311서비스 

정보, 의료 및 교육관련 데이터 등 750여개의 데이터셋 개방

시애틀
미국 최초 911의 실시간 화재 및 범죄 데이터, 건축 허가 정보 등 370

개 데이터셋 개방 중

시카고
대중교통 정보, 범죄지도, 311서비스 정보, 관공서 위치 정보, 수자원 관

리정보 등 328개

현재 우리나라는 성범죄자 정보 공개를 위한 여성가족부의 성범죄자 알림e, 학교

폭력 일진 공개학교 등 극히 일부분의 범죄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부산의 공공 

9) 311서비스 : 911서비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비-응급 전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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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지도를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범죄 관련 데이터를 비롯하여 다양한 공공 데이터의 개방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정부기관별 주요 공공 데이터 개방 현황은 [표 3-2]와 같다.

[표 3-2] 정부기관별 주요 공공정보 개방 현황

구      분 제  공    정  보

국토교통부 공간정보(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부동산 정보 등

특  허  청 산업재산권정보(발명진흥법), 전문가 특허정보(약 20종) 등

농촌진흥청 농업정보서비스(농업기술, 병충해, 작물정보, 품종정보, 가격 유통) 등

통  계  청 일반통계정보(통계법), 공간통계 등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전통문양 등

서울특별시 서울 열린 데이터광장을 통해 2014년까지 150종 데이터셋 개방

2. 공공 데이터의 연계 및 공유

현재 우리나라의 범죄 데이터는 경찰청, 검찰청, 법무부, 안전행정부 등 정부 부처 

간 데이터가 혼재하여 데이터의 체계화 및 데이터베이스 간 연계가 필요하다. 

또한 현재의 정책에 의하면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 하나의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

고 그 결과가 관리되는지 명확하지 않고, 사건의 종결에만 그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대책을 위하여 다양하게 분석하거나 그 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 절실하다.

3. 민간 데이터와 빅데이터의 활용  

정부 기관에서 제공하는 공공 데이터와 함께 시민들의 참여에 의한 데이터, 소셜 

미디어 데이터, 포털 시스템의 데이터 등 민간 데이터의 효과적인 연계와 활용이 

필요하다. 정부 기관에서 제공하는 범죄 데이터는 신고된 데이터인 반면, 민간 데이

터의 경우는 신고되지 않은 데이터이므로 숨겨진 범죄 및 범죄 패턴의 발견 등 

다양하고 정교한 데이터 분석을 위해 빅데이터의 좋은 데이터 소스가 될 수 있다. 

 또한 각종 공공 스마트폰 앱 등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이미지, 텍스트, 휴대 

전화 로그 등의 사물통신(M2M)10) 데이터, 각종 문서 등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보다 정교한 데이터 분석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10) 사물통신(M2M) : Machine to Mac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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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공공 참여형 부산 범죄지도 운영 방안 

1. 시민 참여형 범죄지도 

커뮤니티 매핑은 지역주민들이 전용 스마트폰 앱 등을 이용하여 범죄지도 작성

에 스스로 참여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범죄로 이용되는 사각지대가 어디인지, 

귀가 길에 가로등이 없어 불안감과 두려움이 높아지는 지역이 어디인지, 학생들

의 입장에서 폭력을 당하고 돈을 빼기는 지역 등을 주민들이 직접 지도 생성에 

참여하고, 이와 같이 만들어진 지도정보를 활용하여 지역의 범죄 예방을 위한 

대안 등을 마련하는데 주민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그림 3-1, 

3-2]는 미국의 커뮤니티 매핑의 선구자로 널리 알려진 임완수 박사의 커뮤니티 

매핑 사례를 보여 준다. 

[그림 3-1] 학교안전지도 커뮤니티 매핑

  

[그림 3-2] 커뮤니티 매핑 스마트폰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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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 공공 데이터에 의한 범죄지도

정부는 2014년에는 지역별 재난⋅안전사고⋅범죄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생

활안전지도를 구축, 일부 시⋅군⋅구에서 시범운영하고, 2015년 이후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산불⋅산사태 위험지역이나 성범죄자 거주지와 

같이 이미 공개된 정보를 한 곳에 모으는 한편 추가 정보를 단계적으로 공개할 

방침이다. 

현재 범죄데이터의 경우 성범죄자, 일진학교와 같이 극히 일부분의 데이터를 

공개하고, 경찰청, 검찰청 등 공공기관에서 내부적으로 보유⋅활용하고 있는 상태로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향후 정부 3.0 등 국가의 공공

데이터 개방 정책에 따라 일반 시민들에게도 공개 되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3-3]은 미국 시카고 경찰청의 범죄 데이터 공개 사례이다.

[그림 3-3] 미국 시카고 경찰청 공공 범죄 데이터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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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빅데이터를 활용한 범죄예방 시스템

정부의 공공 데이터를 이용한 범죄지도에서는 신고된 범죄의 형태로 범죄 발

생 시각, 발생 연도, 지역 등의 기본적인 범죄정보를 파악할 수 있으며, 시민이 

참여하는 커뮤니티 매핑에 의한 범죄지도에서는 미신고된 범죄 등에 대한 범죄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방법들은 기본적으로 Excel 혹은 SQL 같은 

기본적인 정형 데이터를 주로 사용하므로 숨겨진 범죄 발견, 범죄 예측, 범죄 패턴 

발견 등의 보다 정교한 범죄예방 분석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그림 3-4]와 같이 기본적인 정형 데이터의 활용과 오픈 소스 

기반의 빅데이터 플랫폼인 하둡(Hadoop)11)을 이용하여 다양한 로그 데이터, 구

조화되지 않은 텍스트, 센서 데이터, 지리 공간정보 데이터, 소셜 데이터 등 빅

데이터를 활용한 범죄예방 시스템을 통합 구축하는 것이다. 

[그림 3-4] 공공 참여형 부산 범죄지도

제3절 빅데이터의 활용 

본 절에서는 오픈소스 기반의 빅데이터 플랫폼인 하둡을 이용하여 기존의 정형 

데이터와 함께 다양한 로그 데이터, 구조화되지 않은 텍스트 데이터, 센서 데이터, 소셜 

데이터 등과 같은 비정형정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설명한다.  

  

11) 하둡(Hadoop, High-Availability Distributed Object-Oriented Platform)은 대량의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큰 
컴퓨터 클러스터에서 동작하는 분산 응용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오픈 자바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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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빅데이터 플랫폼 

하둡은 대용량 데이터 처리를 위해 거대한 컴퓨터 클러스터에서 동작하는 분산 

응용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오픈 소스 프레임워크로 최근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표준 플랫폼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림 3-5]에서 보듯이 현재 하둡의 활용 분야

는 웹로그 분석이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이 클릭 정보와 상거래 데이터 등 인터넷 

데이터가 많이 사용된다. 또한 금융 및 CRM12) 고객 데이터 분석에도 많이 사용되

며, 센서 데이터를 포함한 과학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하둡이 사용되고 

있다. 현재 하둡은 대용량 배치 처리에 적합한 플랫폼으로 고안되어, 상호작용

성이 있는 실시간 데이터의 처리에는 부족함이 있으나, 실시간 스트림 처리를 위

한 Storm, 다중 이벤트 처리를 위한 CEP13) 등의 실시간 처리에 대응하기 위한 

솔루션의 출현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림 3-5] 하둡에서 활용하고 있는 데이터의 종류

하둡을 구성하는 핵심은 하둡파일시스템(HDFS)과 맵리듀스 프레임워크이다. 

하둡은 오픈 소스이므로 특성상 다양한 연관 솔루션과 도구들이 함께 사용되는

데 이러한 연관관계를 하둡 생태계(Hadoop Ecosystem)라 한다. 하둡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그림 3-6]과 같다.

12) CRM : Customer Rerationship Management

13) CEP : Complex Event 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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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하둡 생태계(Hadoop Ecosystem)

2. 빅데이터 소스 

[표 3-3]에서는 범죄 분석을 위한 데이터로 활용 가능한 데이터 소스와 형태를 

구분하였다. 범죄 데이터 소스는 범죄 패턴 발견 및 예측, 숨겨진 범죄 발견, 범죄 

모니터링, 범죄 예측, 범죄 추적 등의 기존에 활용되지 못한 데이터의 분석을 위해 

활용될 수 있다.

[표 3-3] 빅데이터 소스

데이터 소스 데이터 형 설    명

휴대 전화 로그
구조화 되지 않은 텍스트,

오디오 등
신고, 상담 전화 로그 등

센서, 지리공간 데이터
구조화 되지 않은 텍스트,

바이너리, 동영상 등
GPS, 공간정보, CCTV

사물통신(M2M)
구조화 되지 않은 텍스트,

이미지, 바이너리 등
스마트폰앱, 웹 애플리케이션 등

각종 보고서 구조화 되지 않은 텍스트 파일 형태의 텍스트

소셜 네트워크
구조화 되지 않은 텍스트,

관계기반 정보 등

트위터, 카카오톡, 미투데이 등 소셜 

미디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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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빅데이터 운영 프로세스 

빅데이터의 수집, 저장/처리, 분석 및 시각화의 과정은 [그림 3-7]과 같다.

[그림 3-7] 빅데이터 운영 프로세스

(1) 데이터의 수집 

정형 데이터, 반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이든 간에 모든 데이터는 가정 먼저 

수집하고 통합하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한다. 원천 데이터의 확보는 다양한 도구

를 통해 수집이 가능하다. 이를 위하여 Flume, Sqoop, Scribe, Chukwa와 같은 수

집 도구를 사용하여 분산된 서버에서 발생하는 각종 데이터를 변환 및 연동 등

을 통하여 하둡 파일시스템 혹은 데이터베이스에 안전하고 중복되지 않게 저장

한다.

특히, 현재 공공기관에서 활용하고 있는 각종 공공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 

발생하는 신고 및 상담 로그, 메시지, 소셜 네트워크 등에서 각종 형태의 비정형 

데이터들을 수집할 수 있다. [그림 3-8, 3-9]는 공공기관에서 학교폭력 신고 및 

상담 등을 위하여 활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앱 들을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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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교육부 굿바이 학교폭력 스마트폰 앱

[그림 3-9] 서울지방경찰청 117 CHAT 스마트폰 앱

(2) 데이터의 처리 및 저장

데이터 수집단계를 거친 데이터는 처리 및 저장의 단계를 거친다. 수집된 데이터

는 활용되는 시급성 및 특성에 따라 저장 위치를 결정해야 한다. 

비구조적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대용량 저장소인 하둡 분산파일 시스템

을 사용한다. 트랜잭션 형태의 반정형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하둡 기반의 

HBase, MongoDB, Casandra 등의 NoSQL14)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여 실시간 검색이 

가능하다. 배치 데이터의 처리를 위해서는 MapReduce15)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전체 또는 부분 데이터에 대해 데이터를 구조화한다. 하둡에서 제공하는 

MapReduce는 직접 프로그래밍하기가 쉽지 않다. 이를 위하여 정형 데이터인 경우 

SQL 형태와 유사한 Hive16)를 사용하며, 비정형 데이터인 경우 Pig를 사용한다. 

14) NoSQL : Not-Only SQL 혹은 No SQL을 의미하며, 고정된 스키마를 갖지 않는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의미
15) MapReduce : 구글에서 분산 컴퓨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하여 2004년 발표한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 

이 프레임워크는 페타바이트 이상의 대용량 데이터를 신뢰할 수 없는 컴퓨터로 구성된 클러스터 환경에서 병렬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개발. 

16) 하이브(Hive) : 데이터요약, 조회 및 분석을 위한 데이터웨어하우스(DW) 인프라 역할을 수행하고, 기존 RDBMS 
SQL과 유사한 HiveQL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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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피드17) 등과 같이 데이터의 수집과 동시에 분석을 수행하는 실시간 

스트림 데이터의 처리에는 Storm, S4 등이 사용된다. 데이터의 관리를 위해서는 

Chukwa와 Ganglia18)와 같은 관리 도구와 모니터링 도구를 사용한다. 

(3) 데이터의 분석

데이터 분석은 데이터 분석 모델링을 통하여 데이터 마이닝을 하는 단계이다. 

이를 위하여 통계 분석 알고리즘, 데이터 상관성 분석을 위한 유사 및 거리 분석 

알고리즘, 데이터 분류, 군집 분석을 위한 기계학습 알고리즘, 협력적 여과에 기반

한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 등을 사용한다. 최근 빅데이터 통계분석을 위한 오픈 

소스 R이 주목을 받고 있으며, 맵리듀스 기반의 기계학습을 통한 데이터 분석 

도구인 Mahout19)가 많이 사용된다.

(4) 데이터의 시각화

데이터 마이닝20)된 데이터를 다양한 형태의 보고서나 챠트, 바, 지도 등의 형태로 

시각화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단계이다. 범죄지도의 경우에도 [그림 3-10, 3-11]

과 같이 다양한 형태의 시각화를 제공할 수 있다.

[그림 3-10] 미국 아틀란타 경찰청 범죄지도 시각화

17) 트위터피드 : twitterfeed

18) Ganglia(갱글리어) : 분산모니터링시스템(Ganglia is a scalable distributed monitoring system for high-performance 
computing systems such as clusters and Grids)

19) Mahout(마훗) : 확장 가능한 머신 러닝(machine learning)과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을 위한 라이브러리.

20)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 : 대규모 데이터에서 가치 있는 정보를 추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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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남아프리카 공화국 더번,    일본 오사카 경찰청 범죄지도

제4절 시스템 구축 방안

[그림 3-12]는 제안하는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 범죄예방 시스템 구조를 보여준

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정부·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공공 데이터와 시민 참여

에 의한 데이터를 데이터 분석에 함께 활용한다. 또한 기존에 활용되지 않았던 

비정형 데이터를 선별하여 빅데이터 플랫폼인 하둡을 이용하여 보다 정교한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데이터 분석결과 중 외부에 공개 가능한 수준의 데이터는 지도 

형식 등으로 시민들에게 개방을 하고, 그렇지 않은 데이터 및 분석 결과는 범죄 

예방 정책 수립, 예측 등을 위하여 내부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표 3-4]는 시스템의 

중요 모듈과 역할을 설명한다.

   [그림 3-12]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 범죄 예방 시스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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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시스템의 주요 모듈

모     듈 설             명

User Interface

and Data

∙ 분석/예측에 대한 요청을 수행하고, 지도, 차트 등 다양한 인터페이스

를 연동하여 분석/예측 결과를 시각적으로 제공하는 모듈

∙ 모바일 앱, SNS, 인터넷 등 사용자 기기측에서의 이용 데이터 및 로그

Servlet

∙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하둡 클러스터간의 처리 요청과 사용자에게 

정보 제공을 위한 분석/예측 결과 변환 등을 처리하는 미들웨어

∙ 사용자 기기측에서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하둡 클러스터에 전달

Hadoop Cluster

∙ 내/외부, 사용자 데이터의 수집과 정형/반정형/비정형 데이터로의 변환 

및 관리/저장하는 모듈

∙ 데이터 통계/패턴 분석 및 데이터 마이닝/기계학습 기반 분석과 예

측을 수행

External Data ∙ 공공/민간 및 정부 등 다양한 내외부 데이터 리소스

Database
∙ 하둡 클러스터에 저장된 데이터 관리를 위한 메타 데이터 및 데이터 

수집/분석에 대한 운영/관리 데이터

제5절 단계별 운영 방안 

다음의 단계별 전략을 사용하여 앞서 제안한 부산의 범죄 예방 시스템을 구축

하고자 한다. 

1. 1단계 - 시민 참여형 커뮤니티 범죄지도 제작

시민 커뮤니티가 직접 참여하는 범죄지도 제작은 큰 의미가 있다. 커뮤니티 

매핑은 참여형 오픈소스 지도 플랫폼인 우샤히디(Ushahidi)21), 임완수 박사의 

Mappler 등 외국의 사례에서도 공익을 위하여 큰 효과가 증명 되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커뮤니티 매핑을 통한 시민 참여의 공공지도 제작이 시작

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4대악 범죄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커뮤니티 매핑을 통한 시민 참여형 범죄지도의 제작은 

매우 필요하다. 특히 시민 참여형 범죄지도는 신고되지 않고 숨겨진 범죄 파악 

및 예방을 위한 데이터 분석 등에 활용될 수가 있다. 

21) 우샤히디(Ushahidi) : 스와힐리어로 '증언'이라는 뜻으로 현재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는 폭력, 테러 사태 및 자연 
재해 등 실시간 정보 공유 시스템으로 웹 및 모바일을 통해 운영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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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단계 - 공공 데이터 개방을 통한 공공 범죄지도 제작

우리나라는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 일진학교 

지도 등 극히 일부분의 범죄 관련 공공 데이터를 일반 시민들에게 개방하여 활용

하고 있다. 그렇지만 최근 정부 3.0을 비롯한 국가차원에서의 공공 데이터 개방 

정책을 예고하고 있으므로, 향후 외국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공공 데이터가 

시민들에게도 개방되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및 관련기관과 적극적인 협의

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4대악 범죄와 관련한 데이터를 효과적

으로 선별하여 공공기관의 범죄지도가 제작되어야 할 것이다.  

3. 3단계 - 빅데이터 기반 부산 범죄예방 시스템 구축 

시민 참여형 범죄지도 및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범죄지도와 함께 최종적으로

는 기존에 활용되지 않았던 비정형 데이터를 파악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

여 보다 정교한 범죄 분석을 통한 범죄예방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 기반

의 범죄예방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우리 시는 향후 최종 시스템 구축을 통

하여 시민 참여 데이터, 공공기관 보유 데이터와 함께 구조화되지 않은 다양한 

비정형 데이터를 활용하여 범죄 예방, 범죄 패턴 발견, 범죄 예측 등 범죄 예방 및 

대책을 다양하게 분석·공유할 수 있는 통합 범죄예방 시스템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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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결  론

제1절 맺음말

본 연구에서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사회 4대악 범죄인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범죄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시민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빅데이터를 활용한 부산 범죄예방 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시민 참여형 범죄지도, 정부 공공 데이터 개방에 의한 범죄

지도,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는 범죄예방 시스템으로 구성된 공공 참여형 

부산 범죄지도 구축 및 운영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공공 참여형 부산 범죄지도

는 정부의 공공 데이터 개방 정책, 시민 커뮤니티의 참여, 기존에 간과한 비정형 

빅데이터의 활용을 통하여 숨겨진 범죄 발견, 범죄 패턴 예측 등 사회 4대악 범

죄 예방을 위한 보다 정교한 범죄분석 및 효과적인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한다. 특히 부산에서는 이미 지자체, 부산지방경찰청 등 유관기관에서 범

죄지도 제작 및 활용, 아동안전지도 제작 등 데이터 분석과 활용을 위한 기초적

인 토대를 갖추고 있다. 따라서 공공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개방하여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투명한 정부를 지향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인 행정을 구현

하고자 하는 정부 3.0 비젼과 전략에 제안한 부산 범죄예방 시스템 구축은 의미

있는 일이라 사료된다. 

제2절 도입과 관련한 향후 과제 

본 연구에서 제안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부산 범죄예방 시스템이 향후 실질적인 

적용과 활용이 되기 위하여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공개 정보의 대상⋅범위의 명확한 설정

공공기관의 범죄지도 구축과 공개를 위해서는 범죄 정보공개에 따른 긍정⋅부

정효과를 분석한 뒤 제공할 정보의 대상과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공개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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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이 적고 효과가 높은 것으로 예측되는 정보를 선별하여 공개하고 그렇지 

않은 정보는 공공기관 내부용으로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다양한 정보 생산 주체 간 협업

공공 범죄지도 구축과 공개를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생산 주체들 간의 협업 및 

데이터 연계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범죄정보의 경우 생산 주체들이 경찰청, 

검찰청, 교육부, 법무부 등 여러 기관으로 분산되어 있다. 이처럼 범죄지도에 

포함될 정보의 생산 주체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들 상호간의 데이터 연계와 협력

체계가 잘 구축되어야 한다.

3.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도 개선

공공 빅데이터 및 범죄 정보의 공개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등의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술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

하다. 현재 각 정보별로 주관 부처와 관련 법률 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개별 법률에 

해당 정보의 구축과 공개를 명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 

4. 시민의 참여

시민 참여형 범죄지도 제작의 경우는 많은 시민들의 참여가 성공의 관건이다. 

시민 커뮤니티, 민간단체, 공공기관 등이 함께 참여하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시도되고 있는 민간 커뮤니티 매핑 사례들과 

일부 지자체의 사례 등이 좋은 시작이 될 것으로 본다.

5. 부산 공공 빅데이터 센터 구축 및 활용

부산광역시에서는 향후 시민의 안전한 삶과 복지 등을 위해 다양한 공공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활용하고 부산지역의 공공 빅데이터 분야를 발굴하고, 이를 체계적

으로 활용하기 위한 부산 공공 빅데이터 센터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부산 공공 

빅데이터 센터에서는 향후 정부에서 설립 예정인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센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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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지역대학의 빅데이터 관련 연구 기관 등과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부산의 특화사업인 글로벌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와 연계하여 빅데이터 운영과 

플랫폼 기술 축적을 통하여 부산지역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신산업 창업 등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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