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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말 

이 보고서는 영국의 홈 오피스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런던 대학의 범죄 질 단도 범죄 과학 연구

소를 위해 우리가 썼던 “문제해결 범죄 분석가가 되기” 매뉴얼의 확장된 개정판이다. 우리는 미국

을 위해 이 개정판을 만들도록 허락한 연구소와 홈 오피스에 대단히 감사한다. 또한, 우리는 일을 

실제로 수행한 지역중심의 치안 서비스 담당 국에도 감사한다. 이전 판의 감사의 말 페이지에서 

우리는 자신들의 업적들을 마음 편히 활용하게끔 우리에게 허락한 많은 동료들과 친구들에게 감

사했었다. 초안에 대해 조언을 했다던가 아니면 다른 식으로 이번 개정판을 완성하게끔 우리를 

도와준 사람들은 다음의 이름들을 포함한다. 스테이시 벨레딘, 라첼 보바, 캐런 블록, 바비 브룩오

버, 크리스토퍼 브루스, 앤디 브룸웰, 그래험 파렐, 롭 궤렛, 사만다 그윈, 쉐인 존슨, 요하네스 크

눗센, 글로리아 레이콕, 낸시 리치, 데보라 로웬, 타마라 메덴센, 망가이 나타라얀, 신시아 파파스, 

켄 피즈, 낸시 플루페, 배리 포이너, 제리 랏클리프, 조지 렌그터, 닉 로스, 킴 로스모, 라나 샘슨, 

매튜 슈나이더, 카린 쉬멀러, 마이클 스캇, 닉 틸리, 수잔 워닉, 맷 와잇, 그리고 데보라 램 와이젤, 

이들 모두에게 감사한다.  

 

저자소개 

로날드 비. 클라크 

로날드 클라크는 뉴저지 주립 러트커스 대학교 범죄학 대학 교수이며 런던 대학교의 질 단도 연

구소의 객원 교수이다. 그는 상황적 범죄 예방과 영국 범죄 설문의 개발에 공헌했던 홈 오피스 

연구소에서 여러 해 동안 일했다. 그는 문제 중심의 경찰활동 센터의 부소장 이고 문제 중심의 

경찰활동에 관한 탁월함을 인정하는 연례 허만 골드슈타인 상을 선정하는 심사위원단의 의장이다. 

그와 다음의 이 메일 주소로 연락할 수 있다: rclarke@andromeda.rutgers.edu.  

 

존 이. 에크 

존 에크는 신시네티 대학교 범죄학과 교수이다. 그는 버지니아 뉴스포트 뉴스에서 미국에서의 문

제 중심 경찰활동의 개념을 실행하기 위한 최초의 전반적인 시도를 연구한 때인 1984년 이래로 

문제 중심 경찰활동의 개발에 공헌해왔다. 그는 SARA 모델과 문제 분석 삼각형을 포함하는 문제 

중심의 경찰활동에 관한 많은 표준 기법을 개발하는데 공헌했다. 에크 박사는 문제 중심 경찰활

동 센터의 관련 멤버이며 문제 중심 경찰활동에서의 우수성에 관한 틸리 상을 선정하는 심사위원

이다. 에크 박사는 국가과학 아카데미의 경찰 정책과 집행에 관한 평가 연구에 대한 심사위원회

의 멤버이었다. 그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john.eck@uc.edu.  

      

머리말 

오늘날 미국 경찰활동에서 가장 주요한 관심사의 하나는 재정지출에 대한 심각한 압박이다. 경찰

예산에 대한 사용은 인건비에 많이 쓰여진다. 그 결과, 많은 경찰기관들이 이미 그들에게 부여된 

능력에 상당히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활동한다. 새로운 경찰관을 채용하기 위한 자금은 획득하

기 어렵다. 그리고, 인력에 지나치게 의존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경찰활동은 줄고 있다. 신고는 옛

날처럼 철저하고 빠르게 처리되지 못한다. 인력은 검거나, 그물수사, 그리고 특수 임무수행등과 

같은 노동 집약적인 전술로서 거리에 경찰을 배치하는 방법을 증가시키는데 자유롭게 활용될 수 

mailto:rclarke@andromeda.rutgers.edu
mailto:john.eck@uc.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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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이러한 현실은 경찰활동의 방법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주요한 이유이다. 이는 경찰의 효과성에 

대한 많은 관심을 높이기 위한 이전의 노력들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이는 오래되고 간과된 필요

를 – 경찰이 자신의 업무 생산물을 시험하도록 어떤 제도화된 능력을 갖추게 할 필요, 대체로 같

은 일을 실행하기 전에 경찰이 성취하도록 기대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될 것인지를 주기적으로 물을 필요 – 충족하는데 대한 신선한 자극을 준다. 

 

현재의 방법들을 다시 생각해보는 것은 경찰역할에 대한 – 경찰과 경찰이 봉사하는 공공 모두에 

대한 - 새로운 이해를 필요로 한다. 경찰 기능이 때때로 묘사되는 것만큼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다. 그것은 흔히 법을 집행하는 것으

로 정의되는 단순한 기능이 아니다. 그것은 각 영역이 다른 영역과 상당히 다른 여러 범위에 걸

친 행동의 문제들을 다루는 것을 요구한다. 그것은 단순히 끝없는 사건들의 나열에 대한 대응으

로 이루어져 있지는 않다. 경찰은 오늘날 사건이 처음 일어나는 것을 예방하도록 요구 받고 있다.    

 

경찰활동에 관한 새로운 시각은 경찰이 그들의 업무를 구성하고, 각각의 개별문제들을 어떻게 가

장 훌륭히 예방하고, 줄이거나, 또는 없앨 것인지에 관한 여러 전략들을 고려하는 것과 관련되며, 

그리고 그들이 새로이 조준한 대응방식을 채택하는데 있어서의 효과성을 보다 정밀하게 계산하는 

것과 관련된 수많은 행동 문제들의 각각을 깊이 있게 점검할 것을 요구한다.     

 

문제 중심 경찰활동의 개념이 1979년에 처음 소개된 이후로 많은 발전이 문제 중심 경찰활동이

라는 우산아래에서 있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경찰활동 내에서 주류는 아니었다. 이러한 방

식의 경찰활동은 이따금 시도 되었고, 공정하게 다루어 지지 못했으며, 깊이 있고 지속적인 뿌리

를 내리지 못했다. 그것들은 지배적이고, 계속되는 전통적인 경찰활동에 대한 집착과 순찰과 체포

를 담당하는 수 많은 경찰관들에 대한 지나친 의존에 가리어져 왔다. 

 

특정한 행동 문제들을 다루는 경찰의 효과성에 대한 보다 큰 관심은 아주 처음부터 시작할 필요

는 없다. 우리는 경찰 업무를 이루는 여러 행동문제들과 그것들을 어떻게 가장 잘 예방할 수 있

을까에 관해서는 잘 알고 있다. 이러한 지식은 범죄와 범죄 예방에 관한 중요한 문헌들에서 – 특

히 상황 범죄 예방에 관한 문헌들에서 – 찾아볼 수 있다. 많은 가치들이 또한 경찰 조직의 집행

에서 그리고 경험 많은 경찰관들의 머리 속에서 발견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과 전문성은 

철저한 분석과 함께해야 한다. 

 

문제 중심 경찰활동 센터는 (The Center for Problem-Oriented Policing: POP Center) 

(www.popcenter.org) 현재 경찰이 흔히 직면하는 문제들에 관한 증가하는 지식의 집합체를 축적

하고 있다. 이 센터는 이러한 자료를 여러 방법으로 그러나 주로 문제-중심 길잡이의 출판을 통해 

배포하고 있다. 각 가이드는 특정 문제와 관련한 이미 있는 지식과 평가된 집행을 통합하며, 경찰

이 자신의 지역 상황에서의 문제를 어떻게 가장 잘 다룰 수 있는가에 관해 그들 스스로의 생각을 

발전시키도록 그들을 자극한다.               

http://www.pop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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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 센터가 문제 중심 경찰활동과 관련된 수 백 건의 성공 사례들을 기록해오는 동안, 그러한 

개념을 발전시키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경찰 기관 내에서의 분석 능력의 부재였다. 많은 경찰 기

관들은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범죄 분석가를 채용했지만, 가장 규모가 크고 발전된 경찰 조직들

의 일부는 그렇지 않았다. 채용되었을 경우, 범죄 분석가의 일은 종종 발생한 범죄들을 표로 만드

는 일에 제한되었다. 다른 전문가들의 경우는, 가장 그럴 것 같은 범죄자를 지목하여 그를 체포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우선적인 목적을 두는 범죄 유형을 찾아내는 일로 확장되었다. 보다 야심 

찬 형태로는, 범죄 분석가의 일이 범죄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찾아내는 것을 포함할 지

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들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은 보통 집행 요원에게 

이관되며, 이들은 결국 그 요인들을 다루는데 있어 전통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한편, 범죄 분석 분야는 훨씬 정교해지고 발전하고 있다. 이 분야의 잠재성에 관한 좋은 문헌들이 

이용 가능하다. 경찰이 주기적으로 수집하는 방대한 양의 자료를 전자적으로 확보하고, 저장하고, 

그리고 자료를 불러오는 능력은 십 년 전 보다 엄청나게 커졌다. 범죄를 지리적으로 표시하는 능

력은 놀랄만하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범죄분석에서 주요하고 필수불가결한 도구이다. 표준화된 

접근은 사법관할지역의 경계를 아울러는 정보 수집과 분석, 그리고 배포를 위해 발전되어왔다.  

 

이 매뉴얼에서는, 론 클라크와 존 에크가 분석가를 위해 보다 더 야심차고 잠재적으로 생산적인 

아젠다를 시작한다. 그들은 범죄분석가가 진단된 문제들에 대한 새로운 대응방식들을 찾는데 집

중적으로 투자하고 그러한 대응방식들을 시험하고 실시하는데 드는 노력들에 직접적으로 참여하

는데 있어서의 역할에 대한 아웃라인을 제시한다. 분석가는 경찰 일을 실행하는데 새롭고 보다 

창의적이며 잠재적으로 보다 효과적인 방식들에 공헌하도록 기대 된다. 이 매뉴얼을 통해서 클라

크와 에크는 적절히 훈련되고 활용된 한 분석가가 아마도 수 백 명의 경찰관의 생산성과 효과성

을 상당히 증가시킬 얼마나 큰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해된다면, 

범죄 분석가에 대한 투자는 지역 공동체가 선서한 경찰관들에 들이는 상당한 투자에 대한 돌려받

음을 증가시킬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일 수 있다.  

 

연구자 그리고 자신 들의 경찰 활동과의 친숙함과 같은 그들의 전문성을 혼합함으로써, 클라크와 

에크는 관련되고 현재 이용 가능한 모든 지식과 방법론을 수집해왔으며, 이 두 요소를 논리적으

로 구축하는 60개의 작은 부분들과 단계들로 조직했으며, 간결하고 쓸모 있는 스타일로 문헌을 

작성했다. 이 문헌은 그것을 과거 수 십 년 동안 경찰 분야를 다룬 가장 중요한 출판들 가운데 

하나로 만드는 핵심적이고 수준 높은 정보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 매뉴얼의 가장 직접적인 목표는 범죄분석가로 경찰 기관에 고용된 상대적으로 작은 수의 인원

들이 그들의 기능을 확장함으로써 그들이 속한 조직의 활동의 효과성에 보다 더 공헌할 수 있도

록 돕는 것이다. 보다 더 야심 차게는 새로운 범죄분석가 또는 문제해결자의 훈련과 그들의 수를 

증가시키며, 뚜렷하고 핵심적인 직업으로서의 그들의 발전에 공헌할 의도를 갖고 있다. 그러나 문

제 분석은 기술자들의 배타적인 영역이 아니다. 우리는 순찰 경찰관에서부터 경찰 수장에 이르기

까지 경찰 기관의 모두와 더 포괄적으로는 범죄에 관련된 공공과 민간분야에 종사하는 모두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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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에 제시된 생각들을 자신들의 업무에 한 시각으로 접목시키기를 희망한다.  

 

허만 골드슈타인 

법학 석좌교수 

위스콘신 대학교 - 메디슨      

                         

        

들어가는 말: 독자들에게 (read this first) 

 

이 “60 단계” 매뉴얼은 다음과 같은 경찰의 업무를 돕는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일에 종사하는 분

석전문가를 대상으로 저술 되었다. 이 매뉴얼이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찰 또는 경찰업무 

관련자는 다음과 같다. 

 

1. 컴퓨터를 사용하여 광범위한 자료들에 접근하고 그 자료들을 조작하는 자. 

2. 지형지도를 만들어 내고, 범죄 밀집지역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 와 같은 기능을 인구학적인 

자료와 같은 여러 종류의 테이터에 연결시길 수 있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자. 

3. 경찰부서 내에서 정기적으로 주간 또는 월간의 범죄동향변화 등을 보여주기 위해 도표를 그리

는 업무에 관련된 자. 

4. 경찰업무 중, 전과범들의 주소와 지역의 자동차절도나 주택침입강도 등이 주로 일어나는 지역

의 관계 등을 분석하는 자. 

5. 경찰의 주거지 절도나 자동차 절도 등의 범죄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의 이전과 이후의 평가 등

의 분석을 하는 자. 

6. 통계와 연구방법론에 관한 기본지식 (대학의 학사수준) 이 갖추어 져 있는 자.  

 

본 책자는 위에 설명된 독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독자가 범죄문제를 분석하는 업무에 핵심 관련

자가 될 수 있는 준비를 돕는 목적이 있다. 실제로 최근의 범죄문제분석경찰학은 범죄분석가들을 

경찰의 업무의 가장 중요한 새로운 핵심인력으로서 여기고 있다. 학자들은 현재 경찰의 범죄대응

활동의 많은 부분의 약점들이 잘 훈련된 범죄분석가들이 각 범죄문제의 해결과정에 있어서 충분

히 참여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지적한다.  

 

본 책자는 문제해결중심경찰학에 관한 기본 지식과 환경학적 범죄학과 상황범죄예방 (Situational 

Crime Prevention)에 관련된 지식 등을 제공하여 이 새로운 경찰의 역할에 준비될 수 있도록 돕는 

목적이 있다. 위와 같은 분야에 대한 지식 없이, 또는 현재 자신의 업무에 관한 재고 없이는 온전

한 범죄분석가로서 활동할 수가 없다. 적극적인 태도의 범죄분석가가 되기 위해서는 동료들이 당

신에게 다가와서 정보를 얻기를 기다리기 보다는 모든 범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분석하고 효과적

인 대응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각 문제분석의 단계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우선적으로 담당해

야만 한다. 그리고 적극적인 범죄원인분석을 통해서 세워진 대응책의 결과와 평가를 통해서 경찰

이 다시 배울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이와 같은 분석가가 되기 위해서는 당신의 일상업무의 범

주보다 광범위한 범죄관련정보와 자료 등을 다루어야 하며, 특정 범죄사건이나 프로젝트에 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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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 시간 관련되어있어야 하며, 그 범죄문제나 프로젝트의 실패나 성공에 있어서 다른 경찰팀원들

과 함께 책임을 나누어 질 수 있는 팀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본 서는 위와 같은 경찰내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범죄분석가들이 자신의 전문성의 발전을 돕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기술의 발전과 눈부신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발전에 힘입어, 범죄분석가가 새로운 전문분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21 세기의 경찰의 발전을 이끌어갈 인재들, 높은 수준으로 훈련되어있고 높은 동기부여가 

되어있는 경찰간부들에게 큰 주목을 받고 있는 분야이다. 범죄전문가는 전문학술회의나 학술지를 

통해서 자신의 전문성을 통해 학술분야발전에 공헌할 기회도 있다. 이와 같은 활동은 단순히 자

신의 전문분야와 경찰의 발전에 관한 일반적인 공헌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는 활동이 

되기도 한다.  

본 서는 독자가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투자하면 읽을 수 있을 정도의 분량이다. 그러나 저자가 

본 서를 저술 할 때의 목적은 독자가 읽고 나서 책꽂이에 꽂아두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범죄

원인분석업무 중 필요할 때 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긴요한 참조서적이 되는 것이다. 그러한 지

속적 사용의 목적을 위해서 본 서는 독자가 특정 범죄문제해결을 필요로 할 때 언제든지 필요한 

부분을 읽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본서의 내용은 논리적이고 순차적인 문제해결단계과정 (SARA 모델과 같은)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동시에, 각각의 장들이 특정의 문제들을 다루어 독자들의 문제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구성

되어 있다. 따라서 독자들이 문제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찾기 위해 책의 이곳 저곳을 헤 

메 다닐 필요 없이 목차의 내용을 따라서 원하는 단계의 범죄분석단계에 대해 연구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디자인 되어있다.   

경우에 따라서 특정 주제에 관한 내용이 여러 곳에서 거론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12단계는 범죄

의 범죄분산효과 (displacement) 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48과 49 단계의 설명 

역시 프로젝트나 범죄대응책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여러 가지 형태의 범죄분산효과가 발행

했는가 등에 대한 정보를 다루고 있다. 본 서의 마지막 장에 포함되어 있는 용어사전과 참조사항

들을 통해서 여러 단계에서 다루어진 주제들을 어느 장에서 찾을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주제들과 가장 가까운 예시들을 들기 위해서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들의 

사례를 다루고 있다. 따라서 사례들이 다양한 다른 나라의 사례가 거론되어도 하나의 일반적인 

원칙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책에 제시된 다양한 사례들이 독자들의 창

조적인 상상력을 자극하여 “이와 같은 접근법이 이 문제에 적용될 수 있을까?” “우리의 경우는 어

떻게 적용해야 하는 가?” 등의 질문들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 책은 일반 학술지와 같은 방식으로 완전한 인용문을 갖추지는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우선, 본

서에 수록된 내용들이 인용된 자료들의 핵심사항 들을 모두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현 

업무에 바쁜 대부분의 범죄분석가들이 학술자료들을 읽을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에 착안한 것이

다. 마지막으로 인용문이 되는 전문 학술지를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접근이 오직 소수 

범죄전문가들에게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독자들이 특정 주제에 관한 

인용문에 대해 더 많이 알아야 할 경우가 있기에 각각의 단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독자들이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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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할 수 있는, 특히 온라인에서 구할 수 있는, 연구논문이나 전문서적 등에 대한 정보가 실려있다.  

마지막으로 인용문에 대한 정보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나, 본 서에 대한 견해나 의견이 있는 독자

들은 앞서 기제된 저자들의 이메일 주소로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의 범죄분석자료

를 본서의 개정판에 수록하고 싶은 독자는 이메일에 첨부해서 보내길 바란다.  

 

 

 

 

 

 

영국 내무부 (The Home Office) 와 영국경찰 (The British Police) 

본 서의 앞선 출간서적은 런던대학의 질 단도 범죄과학연구소 (The Jill Dando Institute of Crime 

Science at University College London) 에서의 사용을 위해 집필되었습니다. 본 개정판을 발간함에 

있어서 저자들은 영국 특유의 용어들과 단어들을 미국의 용어와 단어 그리고 예시들로 대체하였

으나 여전히 다양한 영국의 참고문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본서의 내용에 영국의 웨일즈

나 잉글랜드 지역관련 범죄와 경찰업무에 관한 내용과 관련해서 미국의 국무부와 대비되는 영국

의 내무부에 관한 언급이 자주 발견 될 것입니다. 잉글랜드와 웨일즈에는 (약 5천만의 인구대비) 

오직 43개의 경찰서가 있을 뿐이어서 미국의 경찰조직보다 광범위한 지역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

습니다. 또한 미국의 경찰조직에 비해서 영국의 경찰은 훨씬 더 통일된 서열구조, 장비, 그리고 

경찰배치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국의 내무부가 영국의 경찰을 좀 더 직접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영국의 내무부는 각 경찰서 예산의 51%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왕립 수사대 (Her 

Majesty’s Inspectors of Constabulary) 가 정기적으로 사찰하는 등이 구조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특

히 영국의 내무부는 범죄와 형사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경찰업무에 직

접적이고 실무적인 다수의 연구들을 출판하고 있는 연구부서를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는 본서의 최초 출판 본을 포함하여, 범죄원인분석경찰학에 관한 많은 연구들을 지원하고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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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인간은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라 

 

실제적인 대응 

38. 범죄대응에 있어서 당신의 역할의 중요성을 인지하라. 

39. 범죄를 저지르는데 드는 노력을 증가시켜라 

40. 범죄행위로 인한 위험을 증가시키라 

41. 범죄로 얻는 이득을 감소시키라 

42. 범죄의 도발요인을 줄이라 

43. 범죄를 저지를 구실을 없애라 

44.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라 

45. 수행 가능한 대응전략을 선택하라 

 

대응효과분석 

46. 범죄대응과정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라 

47. 어떻게 각 과정을 조절할 것인지를 알라 

48. 지역적인 그리고 시간적인 범죄분산효과에 대해서 생각하라  

49. 다른 형태의 범죄타겟, 범죄수단, 그리고 다른 종류의 범죄로의 범죄분산에 대해 살피라 

50. 새로운 범죄자들의 유입을 감시하라 

51. 범죄로 인해 발생되는 기대치 못한 혜택들에 대해서 알아두라  

52. 범죄가 조기에 쇠퇴되는 경우를 예상하라 

53. 유의도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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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분명한 이야기를 전달하라  

55. 명확한 지도를 만들라  

56. 단순한 표를 사용하라  

57. 단순한 도표를 사용하라 

58. 영향력 있는 프레젠테이션을 구성하라  

59. 효과적인 발표자가 되라  

60. 지식의 축적에 기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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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신의 업무에 대해서 재고하라 

 

일반적인 범죄분석가들은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큰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는다. 경찰부서에서 범

죄를 해결하는 임무나, 범죄소탕업무 등을 직접 수행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대신, 범

죄분석가는 현장에서 가져온 데이터의 분석을 통해서 효과적인 범인 검거를 하는 방법을 찾아내

는 업무를 한다고 생각한다. 분석가의 일은 지구대 또는 경찰서 소속의 경찰들의 요구에 따라 최

신의 차량 도난사건이나 강도 등의 사건들의 통계치를 제공하는 일이나, 다른 경찰들의 보고서에 

사용 될 월간 범죄 동향분석 등의 업무라고 생각한다. 이는 범죄분석가들은 다른 경찰들이 도로

에서 순찰할 때는 사무실의 의자에 편히 앉아 있다가 단지 경찰들이 도움을 청할 때만 일을 하는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이다.  

 

본 책을 통해서 당신은 범죄 분석가로서의 자신의 업무에 대해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

게 될 것이다. 차의 뒤 좌석에 앉은 사람도 운전자가 길을 잃었을 때 길을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정보를 통제하는 것과 그 정보를 분석 할 수 있는 능력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런 능력을 갖춘 사람이 바로 팀의 핵심인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것은 

조직에서의 지위나 권력 등을 예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경찰기관의 가장 큰 도전과제인 어떻게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범죄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에 관한 것이다. 자신을 이 중요한 도전

과제를 풀어갈 팀을 돕는 특별한 역할을 맡은 구성원으로 인식하라. 이 책을 학습하면서 당신은 

이러한 역할을 어떻게 수행할 수 있으며,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임무인 지에 대해서 더 알게 

될 것이다.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많이 알아야 한다. 이 책의 목적은 그저 컴퓨터 기술이나 지도

를 그리는 프로그램을 연마하기 위한 책이 아니다 (물론 위의 두 기술은 중요한 부분이다). 지역

의 범죄문제전문가로서 당신이 소속되어 있는 경찰조직의 중요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범죄자체

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만약 지역에 새로운 형태의 강도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 범

죄에 대해 처음으로 인지하고 보고할 수 있는 사람이 당신이어야 한다. 범죄 사건을 분석하고 범

죄지도를 그리고 사건관련 정보들을 스스로 수집해야 한다. 만약 당신이 기다린다면 다른 사람이 

사실에 대한 분석 없이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 하게 될 것이다. 분석가의 역할은 가능한 빨리 

최선의 방법을 통해서 “사실”을 발견하고 전달하는 것이다.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분석

가는 경찰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이상의 정보를 구하고 다룰 수 있어야 한다. 이 책은 분석가

들이, 범죄피해자나 범죄자와의 인터뷰, 다른 조직과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범죄 관련 데이터 

등의 경찰데이터 이외의 자료에 어떻게 접근하고 사용하는가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다. 경찰 조직 

내에서 정보의 제공자가 되어야 하고 특히 조언을 줄 수 있는 사림이 되어라. 물론 이러한 역할

을 하는 데 있어서 당신의 상사가 얼마나 열려있는 사람인가에 많이 좌우되지만 데이터와 정보를 

통해 얻은 사실들을 통해 당신의 의견을 제시하거나 다른 사람들에 의해 제시된 의견을 지원해 

줄 수 는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분석가는 어떤 경찰활동이 효과적이고 그렇지 않은 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한다 

무작위 경찰 순찰이 효과가 있는가? 범죄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인내력을 요구하는 경찰의 수

사력이나 과학수사가 더 효과적인가? 체포 시에 잠복근무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범죄소탕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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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펼치는 데 있어서 경찰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하는가? 범죄 형태별 범인검거비율은 어

떻게 다른가? 얼마나 다른 형태의 범죄들이 경찰에 신고되고 있는가? 위와 같은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다면 성실히 일하는 경찰관들이 범죄를 왜 더 효과적으로 예방하지 못하고 있는지,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수의 경찰이 범죄문제해결경찰활동에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

게 될 것이다.  

 

본 서의 주된 목적은 도대체 범죄문제해결경찰활동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경찰활동에서 범죄 분

석가인 당신이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에 대해서 논하는 것이다. 본 서를 통해서 당신은 범죄문

제해결경찰활동이 지역경찰활동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범죄해결경찰활동이 환경범죄학과 상황

범죄분석의 (SCP: Situational Crime Prevention) 원리를 사용함으로써 왜 더 효과적인 경찰활동이 

되는 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본 서는 범죄문제해결경찰활동을 네 가지

의 단계로 나뉘어 설명하고 있다. 범죄문제를 인지하는 단계 (scanning), 특정 범죄 문제를 심도 

있게 분석하는 단계 (analyzing), 해결책을 도입하여 특정 문제에 대응하는 단계 (responding), 그

리고 특정 사건에 도입된 범죄문제해결프로젝트의 결과를 평가하는 단계이다 (assessing). 그리고 

각 단계의 설명과정에서 필요한 예시 및, 정보와 자료를 제시하여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과정은 당신이 실제 범죄문제해결 팀의 일원으로서 각 네 단계의 문제해결과정에서 일을 효과적

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용 가능한 분석방법들을 설명하고 있다.  

 

범죄문제해결경찰활동은 전통적인 범죄분석가들이 해 왔던 것 보다, 특정 분석가가 한가지 프로

젝트를 더 오랜 시간 동안 담당할 것을 요구한다. 범죄문제해결경찰활동을 통해서 범죄를 분석하

려고 한다면 단지 서너 시간에 걸쳐서 범죄밀집지역을 지도에 표시하거나 월간 보고서를 작성하

는 등의 일과 달리, 당신은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한가지 프로젝트에 매달리게 될 것으로 예상

할 수 있을 것이다. 특별히 상세한 범죄에 대한 분석결과가 요구 될 경우, 그 시간은 일년이 될 

수도 있다. 당신은 이 점에 대해서 다른 경찰들에게 설명해야 할 것이다. 경찰들의 반응은 처음에

는 당신이 한가지 프로젝트에 그렇게 오랜 시간을 쓴다는 것에 의아해 하는 것이겠지만, 이내 당

신의 노력이 보람이 있는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범죄분석결과에 대해서 다른 경찰들에게 잘 전달할 수 없다면 당신의 노력은 헛수고가 될 것이다. 

이 책의 뒷부분에는 간단한 지도나 테이블 등을 사용해서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결과내용을 전달 

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하고 있다. 범죄분석내용을 발표할 때는 경찰들의 일

련의 반응을 기대하게 되지만 당신이 분석에 사용한 데이터의 한계나 보고한 내용 중에 사실에 

근거 하기 보다는 최선의 추측을 통해 세워진 문제해결대안을 제시한 부분이 있다면 그러한 내용

도 모두 알려야 한다.   

본 서를 읽음으로써 범죄문제해결분석가가 되기 위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것은 아니

다. 당신의 전문성과 기술적 능력들을 지속적으로 증가시길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경

찰범죄해결활동 관련된 최신의 발전과정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보충해야만 한다.  정보를 더 잘 

습득하고 처리하기 위한 더욱 효과적인 방법을 스스로 찾아내야 하는데 이것은 당신이 자신의 업

무를 처리하고 남은 시간에는 범죄문제해결에 관한 새 업무를 수행해야 함을 의미한다. 더 광범

위한 자료들과 책을 읽어야 하고 여러 가지 정보들을 찾아보아야 한다. 본 서에는 추가로 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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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들과 자료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 외에도 당신 스스로가 자신에게 필요한 자료들을 찾아내

야만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경찰기관의 범죄분석가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정보를 교환

하고, 분석가들과 경찰 그리고 범죄학자들의 전문학술회의에 참석하는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습

득한 자료들과 교훈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회의 등의 자리에서 발표를 통해서 정보를 교환하도록 

하라.  

 

결론을 말하자면, 당신은 당신이 단지 데이터를 조작하고 결과를 발표하는 데만 능숙한 기술자라

고 생각하지 말아라. 당신을 경찰활동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과학적 

힘을 전달하는 연구자로서 – 일반 연구원들보다 더 실질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 인식하라.  

마찬가지로 당신은 현재 떠오르고 있는 새로운 전문분야의 전문인의 일원이며 그 전문분야의 발

전에 공헌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라.  

 

당신의 업무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것: 

 

⚫ 한 범죄에 대한 전문가가 되어라. 

⚫ 경찰활동에서 어떤 것들이 범죄해결에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라. 

⚫ 문제해결방안을 찾아라. 

⚫ 팀에서 자신의 역할을 구축하라 

⚫ 환경 범죄학에 대해 학습하라 

⚫ 연구능력을 연마하라 

⚫ 효과적으로 전달하라 

⚫ 당신의 전문성을 증진시키라 

 

더 읽을 거리: 

 

Braga, Anthony (2002). Problem-Oriented Policing and Crime Prevention, Monsey, NY: Criminal Justice Press. 

 

 

 

2. 지역범죄에 관한 전문가가 되라  

 

당신이 업무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종류의 질문을 얼마나 자주 해 보았는지를 생각해 보라.  

⚫ 현재 어느 지역이 자동차절도 우범지역인가? 

⚫ 어느 특정 편의점들이, 왜 반복적으로 강도피해를 입는가?  

⚫ 상점에서 도난 당하는 물건들은 어떤 것이고 그 장물은 어디서 매매되고 있는가?  

⚫ 가로등 설치가 더 잘되어있는 거리에는 범죄가 적게 일어나는가? 

⚫ 어떤 아파트단지에 마약시장이 형성되어 있는가?  

 

어떤 질문에 대해서는 전혀 대답할 수 없을 수도 있고 어떤 질문은 일단 분석을 하고 나서야 대

답을 할 수 있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바로 당신이 위의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면 어떠한가? 바로 당신이 그 지역의 범죄에 관한 전문가라고 한다면 어떻겠는가? 사실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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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가인 당신 이외에는 이러한 질문에 답변을 할 사람이 없는 실정이다.  

 

⚫ 경찰관들은 전화답변에도 너무나 바쁘다. 

⚫ 형사들은 특정 사건들에 매달려 있다. 

⚫ 경사급들은 경찰관들을 감독하는 업무를 한다.  

⚫ 경위/경감급들은 광범위한 지역의 순찰활동을 감독한다. 

⚫ 경찰서장과 그의 보좌관들, 그리고 경정급들은 행정적인 업무에 묶여있다.  

 

요점을 말하자면, 어떤 사람도 전체 범죄에 대한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다. 그러

나 당신이 지역범죄에 관한 전문가가 됨으로써 당신의 경찰조직이 범죄를 줄이기 위해 더 많은 

정보를 보유하고, 더욱 효율적으로 경영 되며, 그리고 경찰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을 갖출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시민들에게 범죄에 대해 경고하고 범인을 찾

아내며, 그리고 범죄예방노력을 기울이는 데 있어서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당신의 업무가 많은 사람들을 돕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지역 전문가가 되기 위해 정기적으로 경찰순찰차, 통신 지원자들과 경찰들과 거리에서 그들이 본 

것에 대해서 예기하는 기회를 가져라. 밤 시간대 순찰경찰은 낮 시간대에 경찰들이 보는 것을 보

지 못했을 수 있으며, 지역은 한 구역에서만 순찰하는 경찰들은 그 반대 구역에서 근무하는 경찰

들이 보는 것을 볼 수 없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경찰들은 주로 순찰 중 항상 반복되는 일

들에 대해서 보다는 자신들을 화나게 했다 던지 하는 등의 특별한 사건들이나 일들에 대해서 예

기를 한다. 그러나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야 말로 범죄 분석가들에게는 가장 기본이 되는 

정보들이다.  

 

경찰의 순찰차에 시간이 허락 될 때마다 동승하라. 경찰서의 다른 동료경찰들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는 계기일 뿐만 아니라 경찰들의 업무에 관해서 더 많은 것을 느끼게 되고 그들이 거리에

서 겪게 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더 잘 알게 될 것이다. 플로리다 보안관 사무실의 범죄분석가 

맷 화이트 (Matt White)는 GIS자료가 실려있는 노트북을 가지고 순찰차에 동승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실제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순찰지역의 데이터와 그 지역을 순찰하는 경찰관의 의견을 비

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심각한 범죄가 일어났던 범죄현장은 언제나 경찰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게 되지만 일반범행장소는 

그렇지 못하다. 범죄현장을 방문하는 것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 특히 어떤 특정 범죄에 

관해 더 이해하고자 한다면 말이다. 사건현장보고서와 당신 스스로의 관찰을 비교해 봄으로서 보

고서에서는 누락되었으나 – 아마도, 보고서에서 특별히 보고하도록 요구된 사항들이 아닐 경우 - 

중요한 사건의 정황과 상황사실들을 포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사실들에 대해서 알게 되면 

당신은 보고서를 작성하는 양식에 대해서 수정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사항들은 결

국 범인을 검거하고 미래의 범죄의 예방을 위한 경찰업무에 도움을 주게 된다.  

 

범죄의 새로운 변화에 뒤지지 않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하라. 범죄관련 보고서들을 매주 꼼꼼히 읽

으면서 새로운 변화들이 있지는 않은지 관찰하라. 실패한 범죄에 관한 기록에도 주의를 기울이도

록 하라. 어떤 범죄자들은 새로운 범죄 방법을 찾기 위해 시행착오 과정을 거치기도 한다.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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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기나 현금지급기 등을 통해 범죄를 저지르는 방법을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범죄

자들이 범행에 성공하게 되면 이 방법들이 금새 다른 범죄자에게 알려질 것이다. 만약 당신이 범

인들이 쓰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경찰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한 지역의 범죄문제가 다른 지역에서도 발견되는 것은 흔한 일이다. 이전에는 범죄가 일어나지 

않았던 빌딩들이 서있는 지역에 빈발한 도난사건이 일어난다던 지 하는 일이 있을 수 도 있다. 

그러나 다른 어느 곳에서는 이 같은 도난사건이 그 지역 경찰의 골치거리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왜 범죄목표에 대한 변화와 그 범행방법 등에 늘 민감해야 하는 이유이

다. 인터넷은 다른 곳에서는 어떤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통로이다. 그리고 주변의 경찰서의 동료 분석가들과도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들도 아

마 당신의 지역에서 일어난 새로운 범죄의 범인이 저질렀을 지도 모를 범죄로 인해 똑 같은 문제

를 겪고 있을 수 도 있는 것이다.  

 

함께 일하는 대상을 경찰로만 제한시키지 말라. 다른 많은 사람들 역시 특정 범죄문제에 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을 수 도 있기 때문이다: 

 

⚫ 시 조례 검사관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분명해지기 전에 범죄 사안이 발전하는 것을 관찰

할 수 있다.  

⚫ 술집을 운영하는 주인은 미성년자들의 음주나 문제 있는 술집들의 운영사례에 대해서 알

고 있을 것이다 (물론 자신의 가게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가게이겠지만!).  

⚫ 교장은 학교 교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학생들의 괴롭히는 행위들이나 기물을 부수는 등의 

행동들에 대해서 모두 잘 알고 있을 것이다.  

⚫ 소규모의 상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상점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민감하

게 파악하고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약사는 자신의 약국에서 어떤 물건들이 도난을 당했

는지, 약에 취한 사람들이 가게 근처를 서성이고 있지는 않은 지에 대해서 알고 있다.  

⚫ 병원의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경찰에는 보고 되지 않고 병원 기록에만 남는 범

죄로 인해 부상을 입는 많은 사례들을 접한다.  

⚫ 여성의 피난처나 성폭행 대처센터 근무자들은 가정 내 폭력의 패턴에 대해서 대부분의 

경찰들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알고 있다.  

⚫ 사설 경호원들이나 경비원들이 특정 사건에 대해서 최초의 발견자가 되는 경우가 자주 

있다. 그러나 최초의 사건 발견 이외에도 당신의 지역의 범죄발생패턴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을 만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다.  

 

범죄자들 자신은 놀라울 정도의 정보의 보고이다. 그들 스스로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순순히 

인정하지 않겠지만 범죄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 가에 대해서는 종종 애기하려고 한다. 많

은 범죄자들은 사실 자신의 범죄기술에 대해서 예기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들이 어떻게 범죄 타

겟을 선정하는지, 장물은 어떻게 거래하는지, 요즘 범인들이 저지르려 하는 범죄들은 어떤 것들인

지 등등에 대해서 말해줄 것이다. 동료경찰들이 범죄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정보를 얻어주는 것은 

가끔 아주 유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범죄 피해자들도 범죄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줄 수 있다. 주거침입 강도의 경우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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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은 범죄가 일어난 시간이 언제인지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줄 수 없지만 범인이 어떻게 집으

로 침입했는지, 무엇을 도난 당했는지, 어떤 방과 층은 도난의 피해를 당하지 않았는지 등등의 사

실에 대해서 알 수 있다.  

 

3. 어떻게 지역의 범죄전문가가 될 수 있는가:  

 

⚫ 컴퓨터에만 의존하지 말라. 

⚫ 경찰관들이 보는 것들에 대해 들어라.  

⚫ 순찰에 동행하고 순찰 통신지원 관들과 자주 대화하라.   

⚫ 범죄현장을 방문하고 범죄보고서를 꼼꼼히 읽으라. 

⚫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알기 위해 실패한 범죄시도 역시 확인하라.  

⚫ 특정 범죄문제에 관해서 시청 공무원들과 예기하라.  

⚫ 개인 사업자들과 민간경비들과 정보를 공유하라. 

⚫ 이웃 도시들의 범죄 분석가들과 범죄 대상들과 범죄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라. 

⚫ 경찰관들을 통해 범죄자들에게 그들의 범죄 방법에 대한 정보를 얻도록 하라.  

⚫ 범죄 피해자들로부터 정확히 언제, 어디서, 그리고 어떻게 범죄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정보를 얻으라. 

⚫ 범죄 보고서 양식과 자료들을 찾아내는 방법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일하라.  

 

 

실패한 범죄로부터 배울 것들 

 

캘리포니아의 Cula Vista 경찰서는 도시의 건축 붐이 주거지역 강도범죄문제를 더욱 악화 시킬 것

이라는 것을 인지하였다. 새로 지은 건물들은 강도들이 주거침입을 가장 많이 하는 낮 시간에 주

로 집을 비우는 부유한 부부들을 위한 집들이었다. 경찰은 새롭게 건축되고 있는 집과 건물들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안전예방책들이 설치 될 수 있는지 또는 설치를 권유할 수 있는지를 알기 위

해 그 안전예방책들의 효율성을 검사하기로 하였다.  경찰서의 범죄 분석가인 캐시 브르시아가는 

도시에서 18 개월간 569 가정의 성공한 강도사건들과 실패한 사건들의 사례들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신축된 집들의 옆 문과 현관문에 빗장들이 설치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250 명의 피

해자와 50 명의 강도들과의 인터뷰결과는 단 1명의 강도도 이중유리로 된 창을 부수고 집으로 침

입하려고 시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같은 결과는 모든 신축된 집들에 이중창을 설치

하고 엄격한 주거강제침입 기준 (forced entry standards)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Completed burglaries                        Unsuccessful Attempts 

 

Dusk to dawn light             28%                                     29% 

Indo or light on                26%                                     29% 

Indo or timer light               9%                                     11% 

Deadbolt on front door          28%                                     25% 

Deadbolt front & side doors      15%                                     29% 

Outdoor motion detector         23%                                     36% 

Radio/TV left on                9%                                     18% 

Alarm company sign            19%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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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찰업무에서 무엇이 효율적인지 인식하라  

 

효과적인 경찰활동에 대한 증거물들을 찾아내는 것은 21세기 경찰의 일원인 범죄분석가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연구들을 이해하는 것은 지난 3세기 동안 경찰전문가들이 발견하였던 

경험들을 적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어떤 경찰활동이 범죄를 줄이는 데 있어서 효과가 있고 어떤 활동들이 그렇지 못한가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행해져 왔다. 최근에 미국과학연구제단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에서는 사회

과학전문가들의 패널을 통해 경찰활동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주제 등을 포함한 모든 경찰관련 연

구논문들을 검토하게 하였다. 그 연구패널 보고서에서 사용된 도표가 이 장에 수록되어있다. 가장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된 경찰활동일 수록 도표의 사분 면의 좌측 아래에 표시되어 있고 가장 

효과적인 경찰활동일수록 우측 상단에 표시되었다.  

 

도표의 좌측 면 하단에는 “전통적 경찰활동 모델 (standard model)”이 표시되어있다. 전통적 모델의 

경찰활동은 경찰력에의 지나친 의존과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는 경찰활동이라는 특성을 가지

고 있는데 이 형태의 경찰모델이 미국의 경찰에서 가장 지배적인 특징이다. 범죄 근절을 위한 일

반 순찰활동, 경찰서비스를 요구하는 다양한 전화에 대한 응답, 범죄의 수사, 그 외의 지역이나 

사람들 그리고 시간, 상황 등에 따라 특정 지어지지 않는 일반 경찰활동 등이 있다. 전통적 경찰

모델만을 알고 있는 공무원이나 매스컴은 범죄감소에 대한 대중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해결책

으로 경찰력의 증가, 경찰의 출동요구에 대한 출동시간 단축, 경찰들을 더 쉽게 거리에서 볼 수 

있게 한다 던지, 더 많은 범죄사건의 해결 및 용의자 체포의 증가 등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동시

에 대중매체나 공무원들이 간과하는 사실은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왜 그리고 어떻게 사건이 

발생하는 가에 대한 정확한 분석, 범죄 종류에 따른 구분, 범죄 해결을 위한 공공기관과 사설기관

의 공조, 또는 비 형사정책적 대안의 적용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초기의 경찰활동의 효과에 대한 연구들은 위에 설명된 ‘전통적 경찰모델’을 연구하였다. 연구들은 

전통적 경찰활동이 범죄, 사회혼란, 또는 범죄에 대한 공포 등에 대해 주목할 만한 효과를 발견하

지 못하였다. 무작위 순찰활동, 빠른 범죄신고에 대한 출동, 지속적인 범죄수사, 그리고 체포를 위

주로 하는 경찰정책들은 어떤 면에서는 혜택이 있을 수 있으나, 범죄나 사회질서혼란 등에 대해

서는 아무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전통적 경찰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경찰 수를 

늘리는 것이 범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어떠한 분명한 증거도 발견하지 못하였다.  

 

효과적으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 연구자들이 경찰정책에 다음의 두 가지 요건이 반드시 포함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두 가지 요건은 표의 두 축에 나타나있다. 첫째로, 범죄와 무질서에 

접근하기 위한 경찰정책의 “다양성”이 필요하다. 즉, 경찰은 범죄와 무질서 등에 대응 할 때 단순

히 법을 적용하기 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방법 등에 대해서 생각해야만 한다. 이런 관점은 수평

축에 나타나있다. 실제로 경찰이 대중들과 함께 일하고, 단순한 법 집행 이상의 전략을 사용할 때

에 범죄와 무질서가 어느 정도까지 줄어드는 효과를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더욱 경찰과 시민들의 

접촉이 더욱 편안한 관계가 될 때, 범죄를 줄이는 데 더 큰 효과를 가져다 준다는 연구보고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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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효율의 경찰활동을 위한 두 번째의 요건은 바로 “집중”이다. 이 요건은 표의 수평축에 나타

나 있다. 특정 지역의 범죄문제 또는 무질서가 주로 일어나는 우범지역에 경찰력을 집중하는 전

략이 단기간이지만 범죄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가 있다. 즉 몇몇 심한 우범지역을 

집중적으로 순찰하여 단속하는 전략이 범죄를 줄이는 데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었고, 무질서를 

줄이는 데는 큰 효과가 있었다. 이는 집중적인 체포활동을 겸하는 것이나 겸하지 않는 것과 상관

없이 얻을 수 있는 효과였다. 1990년대 후반에 등장한 컴스텟 (CompStat)이나 그 밖의 혁신적인 

경찰전략의 발전이 이런 결과를 통해 혜택을 얻게 되었다. 지역경찰활동지원부서 (The Office of 

Community Oriented Policing Services)에서는 언제 집중적인 범죄 단속이 필요하며, 그와 관련된 경

찰작전책략들 중에 어떤 책략들이 효과가 있고 또는 없는지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범죄문제해

결안내서 (Problem-Oriented Guide)를 출간하였다.  

 

만일 소수의 개인들이 대부분의 범죄나 사회적 혼돈에 책임이 있다면 그들을 체포하는 것으로 범

죄는 반드시 줄어들 수 있다. 이것이 원론적인 생각인 듯 하지만 위의 생각을 뒷받침 해 줄 수 

있는 증거나 연구결과들은 거의 없다. 따라서 만약 논리는 그럴 듯 해 보이나 실제 효과적으로 

시행 될 수 없는 것이라면, 재범교육프로그램에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도 우리는 분명히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범죄문제해결경찰활동은 위에서 언급된 두 가지 요소, 집중적인 관점을 가지고 행동하고 다양한 

접근법을 사용하는 것을 아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많은 연

구들이, 엄격한 방법론을 쓴 연구이거나 또는 약한 방법론을 쓴 연구이던지, 이 두 가지 요소의 

통합이 실제 범죄와 무질서 문제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다는 증거를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있다. 

첫째, 많은 경찰의 범죄문제해결노력들이 집중적인 경찰단속이나 작전을 펼친 후에 도입이 된 경

우에는 범죄를 줄이는 효과를 오랜 기간 유지할 수 없었다. 범죄문제해결활동도입 초기, 버지니아

주의 뉴포트 뉴스 (Newport News, Virginia)의 경찰은 약 10년간 뉴브리아필드 아파트단지 (The New 

Briafield apartments) 내의 높은 주택침입강도비율로 인해서 오랫동안 고심을 해 왔었다. 경찰은 소

규모의 경찰서를 세우고 도보순찰을 강화하는 등의 여러 가지 경찰활동을 통해서 단기간의 범죄

감소효과를 얻을 수 있었지만, 뉴브리아필드 아파트단지 지역에서 근무하던 경찰들이 재배치를 

받아 근무경찰들이 바뀔 때 마다 강도사건수는 다시 높이 증가하였다. 이 후, 시민들을 공공주거

단지 담당 공무원, 소방서, 시청 법률담당관청, 그리고 미국 주택도시 개발부를 그 지역범죄문제 

해결을 위한 경찰활동에 참여시키는 본격적인 범죄문제해결경찰활동을 적용한 이후에야 지속적이

고 상당히 강도사건을 줄일 수 가 있었다. 두 번째, 뉴저지주의 저지시 (Jersey city, New Jersey)에서 

데이빗 와이즈버드(David Weisburd)교수와 로레인 그린(Lorraine Green)교수의 마약거래위험지역에 

범죄문제해결경찰활동과 전통적인 경찰활동의 효과를 비교하는 무작위표본 실험 연구는

(randomized experiment) 범죄문제해결경찰활동이 훨씬 더 큰 범죄감소효과가 있었다는 연구결과를 

발견하였다. 결론적으로 집중력 있는 경찰의 범죄에 대한 대응이 효과가 있지만 집중력 있는 범

죄문제해결경찰활동은 훨씬 더 큰 효과를 가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30년간의 경찰활동에 관한 연구를 통한 교훈은 분명한 것이다. 효율적인 경찰활동은 범죄

문제에 집중되어야 하고 다양한 접근법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둘 중 하나의 요소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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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한 경우는 가장 비효율적인 경찰활동이다. 이에 대한 설명은 분명하다. 만일 다양한 형태의 

범죄문제 접근법에 집중력이 결여된다면 가장 적절한 접근법이 가장 필요한 장소와 사람들에 적

용되는 것이 어려워질 것이다. 만일 경찰이 범죄위험지역에 경찰활동을 집중하였지만 단순한 법 

집행만을 수행한다면 효과적인 경찰활동을 제한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능률적인 경찰서는 구체

적인 특정 범죄의 상황에 대한 정보를 통해 범죄발생의 기회를 줄이기 위한 기회나 전략을 찾아

낼 수 있어야 한다. 범죄분석전문가는 자신의 분석방법론을 통해서 정확성을 가진 집중적 전략을 

도입하고 지역경찰이 발견한 범죄문제의 잘 맞는 적절한 전략을 정교하게 세우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사실이 바로 21세기를 범죄분석가의 세기로 만들게 되는 것이다.  

 

 

더 읽을거리:  

 

Scott, Michael (2003). The Benefits and Consequences of Police Crackdowns. Problem-Oriented Poli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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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ible at www.popcenter.org and www.cops.usdoj.gov). 

 

Weisburd, David and John Eck (2004). "What Can Police Do to Reduce Crime, Disorder and Fear?"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593: 42-65. 

 
 

 
 

 

 

4. 범죄문제해결경찰활동 (POP) 전문가가 되라  

 

심각한 범죄가 발생할 때, 경찰은 즉각적으로 그 범죄에 대응할 것이 요구된다. 경찰은 범죄피해

자에게 도움과 안심을 주어야 하며, 또한 빠르게 움직여서 범인을 검거해야만 한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경찰이 피의자를 검거하지 못하기도 하고 또한 그런 경우에는 피의자의 유죄를 재판에서 

판결 받기 어렵게 된다. 그리고 무작위 경찰순찰이 대중들이 경찰에게 바라는 것이긴 하나 실제

로는 범죄자들을 체포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는 대부분의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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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가 대중이 원하는 범죄단속을 실현함에 있어서 매우 제한적인 역할만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만일 대중이 이 사실을 알고 있더라도, 경찰의 순찰활동을 그만 두는 것에 동의 한다 던지, 또는 

심각한 범죄에 대한 경찰의 출동 등에 대해 낮은 기대를 갖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대중

이 원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행해지던 경찰의 업무를 유지하면서, 또한 경찰이 범죄를 감소시켜줄 

새롭고 개선된 업무를 새로이 도입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미국 경찰의 지도자들이 컴스텟

(CompStat), 참지 않음 (Zero tolerance), 지역경찰활동 (Community policing), 범죄문제해결경찰활동

(Problem oriented policing) 등을 실험적으로 도입해 왔던 것이다. 위에서 열거한 모든 혁신적인 활

동들에서 범죄분석가의 역할은 중요하지만, 특히 범죄문제해결경찰활동 (POP)에서는 가장 주목을 

받으며 팀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범죄문제해결경찰활동 (POP) 대

해서 배워야 하는 이유이다.  

 

허만 골드스타인 (Herman Goldstein)이 바로 이 범죄문제해결경찰활동의 개념을 1979년에 출간된 

그의 한 연구논문에서 처음 소개하였다. 그의 생각은 간단하다. 경찰활동은 근본적으로 반복되는 

범죄문제들을 양산하는 조건들을 바뀌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단순히 범죄사건이 일어난 

뒤 이에 반응하는 것이나 예방적인 순찰활동을 통해 사건이 일어날 지점에 단순히 시간상 먼저 

순찰하며 사건발생을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경찰은 매번 같은 장

소에서 일어나는 문제로 계속 같은 지역에 반복적으로 가는 것이나 또는 몇몇의 동일한 범죄자들

이 지속적으로 일으키는 문제들을 반복적으로 상대하는 것이 경찰들의 사기를 떨어뜨린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경찰들은 엄청난 양의 경찰출동전화와 아무 효과 없는 사건해결에 달려나가야 하는 

것에 힘겨워하고 있었다. 이런 반복적인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 골드스타인이 주장한 

것은 경찰이 다음의 네 가지 단계로 이루어 진 범죄문제해결방식의 접근법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

다는 것이다.  

1. 경찰이 일상적으로 다루는 사건들의 패턴을 발견하기 위한 데이터의 조사단계 (Scan)  

2. 발견한 패턴들 (또는 문제들)을 대상으로 심도 있는 원인분석단계 (Analysis) 

3. 문제발생원인의 초기 단계에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을 발견하여 같은 문제들이 앞으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조처하는 단계. 이 단계에서 적용된 새로운 전략들은 범죄자들을 찾아내고, 

체포하고 고소하는 방법에 제한되지 않아야 한다. 만약 형사법의 적용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일 

경우 기존의 방법을 적용하는 방식을 유지하지만, 그러나 범죄문제원인경찰활동의 우선적 관점은 

범죄예방에 있고 이를 위한 다른 가능한 효과적인 대응책들을 찾아가는 것이다. (Respond)  

4. 경찰의 전략의 효과에 대해서 평가하고 만일 그 전략이 범죄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면, 본 전략

개발과정단계를 새롭게 다시 시작하라. (Assess)  

 

SARA는 위의 네 단계의 범죄문제해결전략의 약자이다: 문제의 조사 (Scanning), 분석(Analysis), 대

응 (Response), 그리고 평가 (Assessment). 본 책자의 뒤 부분에서 위의 각 단계에 대해 더 깊이 있

게 다루게 될 것이나, 당신은 이미 지금까지 범죄분석가가 왜 범죄문제해결경찰활동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되었을 것이다. 분석가인 당신이 경찰데

이터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의 저변에 

내제되어 있는 공통된 패턴을 발견하기 위해 어떻게 분석하고 지도에 통계자료를 옮겨야 하는지

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아마도 소속되어 있는 경찰서에서 새롭게 도입된 전략평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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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데이터에 대한 분석도 가장 잘 할 수 있는 사람일 것이다. 만일 당신이 지역범죄문제에 관

한 전문가가 되기로 했다면 당신은; 지역의 문제들과 관련된 정보들을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다

른 지역에서 동일 문제에 성공적으로 적용된 전략들에 관한 정보를 수록하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

나 전문서적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환경범죄학의 지식에서 얻은 통찰력을 문제분석을 위해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일어날 지도 모르는 범죄확산현상을 예측하고, 측정해 낼 

수 있는 지 등에 대해서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앞서 말한 네 단계의 과정을 당신의 일상의 업

무에서 늘 염두에 두고 실행하지 않는 한, 당신의 범죄문제해결경찰활동 프로젝트는 대폭적이고, 

지속적인 범죄문제의 해결을 이루어 낼 수 없을 것이다.  

 

범죄문제해결경찰활동은 어려운 프로젝트일 수도 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분석과 평가단계일 

것인데, 바로 이 부분들이 당신이 팀에 가장 크게 공헌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실제로, 골드

스타인은 초기의 논문에서부터 가장 최근에 발표된 연구논문에 까지도 범죄문제해결경찰활동의 

성패는 그 경찰조직에 수준 높은 분석능력이 있는 인력이 있는가에 결정적으로 좌우된다고 주장

하였다. 또한 골드스타인은 본 서와 같이 범죄문제해결경찰활동에서 범죄분석가의 역할을 직접적

으로 설명하고 있는 매뉴얼을 출간할 필요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당신 자신도 이제 범죄문제해결경찰활동에서의 당신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에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또한 현실적인 당신의 업무를 고려할 때, 그 역할을 성공적으로 담당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을 가질지도 모른다. 시간이 많이 드는 엄밀한 범죄분석을 위해 시간을 얼마나 낼 수 있을

까? 지속적으로 통계보고서를 써내야 하고, 분석지도들을 급히 만들어 제출해 달라는 요구에 시

달리는 환경에서 한가지의 프로젝트에 오랜 시간 동안 전념할 수는 있을까? 만일 당신이 민간인 

신분이라면 경찰조직 안에서 어떻게 다른 경찰들과 동일한 팀원으로서 한 팀으로 어우러질 수 있

는가? 한가지 사건의 분석이 다 완료되기도 전에 해결책부터 찾으려고 하는 경찰들의 성급한 본

성을 어떻게 달랠 수 있는가? 어떻게 누가 범인인지 알아내고, 체포하는 것에 우선해서, 문제의 

해결방법을 더 고려해야 한다고 경찰들을 설득할 수 있는가? 당신이 실제적으로 범죄를 해결하기

보다는 연구자체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비난을 받는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한마디로, 

아마도 당신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예기다.  

 

위의 질문들이 중요한 것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현재의 경

찰활동은 변화하고 있고, 당신의 업무는 그 변화의 가속화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은 더욱 

효과적인 조직으로의 변화에 대해 느리지만 점점 더 강한 압박을 받고 있으며, 경찰 서장은 경찰

의 비효율성에 대해 더 이상 부족한 경찰력과 지원을 탓하며 변명을 할 수 가 없게 되었다. 이제

는 최소한 큰 규모의 경찰서의 경우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가지고 엄밀하고 증거에 

입각하여 사건을 해결해 나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경찰의 활동은 매일 더

욱더 면밀히 감독되고 있고 대다수의 도시의 경찰들이 성취해 냈다는 범죄의 감소에 대한 주장은 

경찰의 실패에 대한 변명들을 더욱 믿을 수 없게 하였다. 

 

결론적으로, 앞으로 경찰의 데이터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더 증가할 것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당신이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데이터를 경찰조직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업무에 인

내심이 더욱 필요로 할 것이다. 그러나 경찰에 도움이 되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함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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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더욱 보람 있는 경찰활동으로의 변화의 조류에 함께 하게 된다. 만약 당신이 이 역할을 

수행한다면 당신의 업무는 범죄의 감소라는 목적에 확실히 초점을 맞추어 가게 될 것이고, 당신

의 전문성은 점점 더 중추적인 경찰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변해갈 것이다. 바로 범죄문제해

결경찰활동이 당신의 이러한 변화를 위한 완벽한 도구가 될 수 있다. 경찰분야도 새롭고 유망한 

대안이 제시될 때 이전의 방법은 사라지게 된다. 대부분의 경찰들은 새롭게 전략들이 도입이 되

면 한동안 그것을 도입하지만, 상사가 그 새로운 전략들에 대해 관심을 잃게 되기를 기다려 다시 

과거에 해오던 경찰활동으로 돌아가고 싶어한다. 그러나 범죄문제해결경찰활동은 한때의 유행이 

아니다. 이 전략은 결과를 도출해 낼 것이고, 또 경찰에서 오랫동안 사용될 활동이 될 것이다.   

 

더 읽을 거리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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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58. 

 

Goldstein, Herman (1990). Problem-Oriented Policing. New York: McGraw Hill. 

 

Goldstein, Herman (2003). "On Further Developing Problem-Oriented Policing. In Problem-Oriented Policing. 

From Innovation to Mainstream." Crime Prevention Studies, Volume 15, edited by Johannes Knutsson. Monsey, 

NY: Criminal Justice Press. 

 

 

5. 진정한 문제지향경찰활동을 적용하라  

 

경찰 지도자들 중, 범죄문제해결경찰활동(POP)에 관심을 가진 동시에, 지역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 “깨진 창문” 경찰활동 (“broken window” policing), 정보위주의 경찰활동 (intelligence-led 

policing), 그리고 컴스텟 (CompStat) 등과 같은 다른 전략적 활동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

다. 위의 다른 경찰활동전략들이 어떻게 함께 적용되느냐에 그것이 진정한 범죄문제해결경찰활동

인지 또는 아닌지가 결정된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두 가지 이상의 전략이 잘 양립되게 적용이 

되었다 하더라도 진정한 범죄문제해결경찰활동이 아닐 수 도 있다. 때문에 범죄문제해결경찰활동

이 다른 경찰활동전략들과 어떻게 다른지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범죄문제해결경찰활동은 범죄문제들을 분석하고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이다. 반면 지역경

찰활동은 더욱 광범위한 조직의 경찰활동철학을 반영하고 있다. 지역경찰활동은 범죄문제해결을 

문제원인해결경찰활동 (problem-oriented policing)의 일환으로서 설명하고 포함하고 있지만, 이 전략

은 지역주민들과 단체들과의 협력관계형성 등을 포함하고 있다. 게다가 지역경찰활동은 지역문제

의 해결, 지역주민들과의 협력관계의 형성, 그리고 적극적인 범죄와 사회무질서에의 대응에 관한 

조직의 변화 등을 지지하기 위해 경찰서 내의 조직의 변화가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한다고 주장한

다. 그러므로 지역경찰활동은 범죄문제해결경찰활동보다 경찰과 대중들과의 교류에 더 초점을 두

고 있고, 범죄문제해결경찰활동을 단지 지역경찰활동의 여러 원리 중 하나로 통합한 광범위한 조

직의 철학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 지역경찰활동이 범죄문제해결경찰활동과 연합되어 잘 적

용 되었을 때는 강력하고 최우선시 될 수 있는 철학을 경찰조직에 제공하게 되지만, 범죄문제해

결경찰활동의 원리들을 포함하지 못한 지역경찰활동은 실제로 대폭적인 범죄감소의 효과를 기대

할 수가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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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문제해결경찰활동은 특정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가를 파악한다. 지역

경찰활동이 이상적으로 적용될 경우, 이 경찰전략도 위의 기능을 포함한다. 만약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버스정류장 근처에서 벌어지는 폭행들이라면, 경찰에게 필요한 협력파트너는 바로 지역 

교통 담당자일 것이다. 만일 해결할 문제가 상점에서의 물건 절도라면, 지역상인들의 협력이 가장 

필요하게 될 것이다. 지역주민들은 지역의 문제를 자주 발견한다. 지역민들 중 특정 사람들이 (범

죄자들을 포함하여) 문제분석에 유용한 중요한 통찰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지역주민들은 문제

해결방안을 실제로 적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집에 강도를 막기 위해 걸쇠를 장

착한다던 지, 걸인에게 돈을 주지 않는 다던지 하는 방법들). 또한 문제해결노력의 성공여부는 지

역주민들의 반응 에 달려있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이 전문화된 기술이 포함되는 

업무인 문제분석, 문제해결전략설립, 그리고 전략에 대한 평가활동 등의 업무에 참여하여 경찰을 

도울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지역경찰활동은 특정한 문제에 관해서 지역주민들과 협력을 구

하는 것 이외에도, 경찰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보다 일반적이고 넓은 범위의 협력을 이루기 위

한 지역주민들과의 협력을 원한다. 이런 점에서 지역경찰활동은 범죄문제해결경찰활동에서 정의

하고 있는 협력관계보다 이상의 것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광범위한 개념의 지역경찰활동을 채택

한 경찰서들은 범죄문제해결경찰활동이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협력관계와 지역경찰활동에서 장려

하는 협력관계들의 다른 목적들을 혼돈하지 말고 주의를 기울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구분들이 가장 혼란스러울 때가 범죄문제해결경찰활동의 초점이 지역에서부터 파생되었을 

때이다. 이 경우에는 문제해결프로젝트에서 개인들의 문제들을 함께 조합한 것을 통해서 공통의 

문제점들을 발견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범죄문제해결프로젝트는 대다수의 지역주민들과의 관계

를 형성하기 보다는, 예를 들면, 마약하우스, 상점 강도, 그리고 술집에서의 다툼 등의 특정문제의 

해결에 초점을 두고 있다. 지역주민들이 각각의 다른 문제들의 해결에 관련이 되어 있는 점에서

는 이들은 각각의 사건들과 관련해서 다른 성격의 개인들의 그룹들이라고 볼 수 도 있는 것이다. 

지역민들과의 광범위한 협력관계는 경찰과 지역과의 신뢰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형성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문제해결의 과정이 더욱 쉽게 진행될 수 도 있다. 그러나 어쨌든 광범위한 지역민들

의 협력이 없다고 하더라고, 지역의 문제들은 체계적으로 다루어져야만 하는 것이다.  

 

범죄문제해결경찰활동과 깨어진 창 경찰활동 (Broken window policing)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우선 범죄문제해결경찰활동은 경찰들이 대면하고 있는 각각의 문제들에 대해서 주의 

깊은 분석과 발견들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깨어진 창 이론은 범죄가 가시

화 될 문제가 될 어떤 조짐이 보이기만 하면 그 무질서를 통제하고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일반

적인 경찰활동의 원리를 수호하고 있다. 이 접근법은 두 가지의 원칙에 근거하는데, 첫째는 작은 

범법행위들이 모이면 지역의 안전한 생활을 파괴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한 장의 

종이를 버리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만약 모든 사람들이 그런다면 그 

지역의 이웃들은 쓰레기장에서 살게 될 것이다. 두 번째의 원칙은 작은 범법행위들이 큰 범죄들

의 발생을 부추긴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버려지고 쌓여진 물건들과 건물들이 마약거래 등의 범

죄의 활동장소로 종종 이용 되기도 하며, 이로서 더욱 심각한 범죄들을 야기하게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의 영향으로 몇몇 도시에서는 경찰들이 작은 범죄행위에 대해 더 많은 주의

를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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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경찰활동에는 경찰관의 판단이 필요하고 깨어진 창문 경찰활동 역시 경찰관들의 판단과 관

련하여 요구하는 중요한 것들이 있다 (이 점이 이 경찰활동이 좀더 정치적인 슬로건인 무관용 경

찰활동과 혼돈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 왜냐면 무관용 경찰활동이라는 것이 사실상 실현 불가

능한 점이 있기 때문이다. 무관용 경찰활동을 도입하게 되면 곧바로 엄청난 사람들이 법정에 서

야 하고 많은 사람들을 범죄인으로 만들게 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경찰은 어떤 범죄가 다른 

범죄들을 양산하고 어떤 범죄가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판단해야만 한다. 예로서 뉴욕시의 지하철 

시스템의 매니저들이 공짜로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지하철의 십자형 회전문을 무단으로 뛰어 넘

나드는 젊은이들이 주로 지하철에서 강도사건들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경우에 작

은 범죄를 단속한 것이 큰 범죄의 감소를 가져왔다. 그러나 지하철 매니저들은 지하철에서 낙서

를 하는 젊은이들은 심각한 범법행위에 연관되어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하철에서의 낙

서를 하는 행위가 철저히 감독되었지만 이러한 행위는 강도사건의 감소를 가져오지는 않았다.     

 

범죄문제해결경찰활동 역시 경미한 범죄들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는 예상을 하고 있지는 않지

만 그런 범죄의 경우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공원에서의 파괴행위가 강도사건을 증가시키는 요

인이 된다고 여기지는 않지만 결국 공공의 시설을 파괴하는 것이므로, 이 문제 또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의 시민들은 속도위반, 교통혼잡, 또는 소음 등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고 걱정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문제들이 문제를 규정하는 기준들에 맞는다면 범죄문제해결경찰활

동에 의해서 다루어 져야 한다는 것이다.  

범죄분석가들은 경찰의 활동을 제시하기 위해서 올바른 정보 제시를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꼽고 

있는 “정보수집에 의한 치안유지경찰활동” (intelligence-led policing)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정보수집에 의한 치안유지경찰활동은 기본적으로 올바르고 유용한 정보를 만들어 

내는 방법론의 한 종류이다. 이 방법이 SARA 모델을 통해 범죄를 줄이기 위해 작전을 디자인하

고 수행하는 것과 같이 경찰의 작전을 지도하지는 않는다. 또한 범죄분석가들에게 경찰활동작전

의 전 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지도 않는다. 이것이 왜 문제지향경찰활동이 범

죄분석가들에게 더 많은 역할을 부여하고 더 많은 것을 기대하게 만드는 이유이다.  

 

마지막으로, 문제지향경찰활동은 컴스텟 (CompStat)과 공유할 수 있는 비슷한 특징이 있지만, 다

르게 구분되는 경찰활동이다. 두 경찰활동 모두 경찰의 관점을 강조하고 있으나, 컴스텟 

(CompStat)은 그 기능을 일반적으로 지역적인 범죄다발지역분석에 제한하고 있지만 문제지양경찰

활동은 더 광범위한 범죄문제들에 적용이 가능하다. 두 경찰활동 역시 모두 경찰의 활동을 지휘

하기 위한 데이터분석을 하지만 단순한 대상을 대상으로 하는 컴스텟 보다 도 문제지향경찰활동

이 더욱 다양한 데이터의 사용과 심도 있는 분석을 하고 있다. 또한 컴스텟은 기존의 법 집행에 

중점을 두는 전통적 경찰활동을 위주로 사용하고 있지만, 문제지양경찰활동은 보다 다양한 경찰

의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다. 컴스텟은 지역적인 범죄다발지역에 단기간의 효과를 주지만 그 효과

가 시간이 지나면서 빠르게 없어지므로 다른 법 집행활동을 수반해야만 한다. 반면 문제지양경찰

활동은 장기간의 범죄문제해결을 위한 접근법을 제시한다. 만약 컴스텟이 응급처지를 위한 경찰

의 대응으로 사용된다면 문제지양경찰활동은 장기간에 걸친 문제로부터의 치유를 위해 적용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위의 두 경찰활동은 함께 잘 사용될 수 있다.  

 

더 읽을거리:  



27 

 

Wilson, James Q. and George Kelling (1982). "Broken Windows." The Atlantic Monthly March: 29-38. 

 

 
 

 

 

6. 특정범죄의 전문가가 되어라  

 

당신이 소속되어있는 경찰서에서 가끔 자동차 범죄나 강도와 같은 특정 범죄에 대한 단속을 시작

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범법행위들에 대한 통계자료지도를 만들고 작전을 지원

할 수 있는 다른 데이터들을 제공할 업무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여러 종류들의 범

죄에 관한 조사는 문제지향경찰활동의 관점에서는 지나치게 광범위한 것으로 각각의 범죄가 하나

의 구별된 범죄로서 분석 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자동차 범죄”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포함하

게 될 것이다.  

 

⚫ 다시 팔거나 수집을 위한 자동차의 휠캡을 훔치는 행위 

⚫ 차 내부의 물건을 훔치기 위해 차를 부수는 행위 

⚫ 차의 오디오등을 훔치기 위해 차를 부수는 행위 

⚫ 재미로 남의 차를 양해도 없이 함부로 운전하고 다니는 청소년들의 행위 

⚫ 한시적인 교통수단으로의 이용을 위한 차 도난행위 

⚫ 다른 범죄를 위해 차를 훔치는 행위 

⚫ 차를 훔쳐서 계속 타는 행위 

⚫ 차를 훔쳐서 차체를 부분으로 조각을 내서 파는 행위 

⚫ 장물로 차를 팔기 위해 훔치는 행위 

⚫ 장물로 차를 해외에 팔기 위해 훔치는 행위  

⚫ 노상에서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살해해서 차를 훔치는 행위 

 

이 범죄가 다양한 동기와 다양한 수준의 범위의 조직성, 지식 그리고 기술 등 여러 면에서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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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범죄자들이 관련되어 발생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자동차의 휠캡을 훔치는 행위

는 그 중에서 위험부담이 가장 적으므로 청소년들이 많이 저지를 수 있는 범죄이다. 재미로 남의 

차를 함부로 훔쳐서 타고 다니는 행위는 범죄를 행할 담력과 자동차의 기본적 운전기술을 좀 더 

요구한다. 외국으로 팔기 위해서 차를 훔치는 행위는 좀더 복잡한 범죄이므로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서는 고도의 조직력과 범죄의 여러 단계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관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범죄

를 저지르는 범죄자들은 이러한 범죄에 오랫동안 가담한 부도덕한 사업가들일 수 도 있다. 위에 

열거된 예들 중, 가장 비정하고 무서운 종류의 범죄자들이 저지르는 범죄가 차를 훔치기 위해서 

노상에서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살해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단 한가지의 해결책으로는 위와 같이 다양한 형태를 가지는 범죄들을 해결하기란 불가능

하다. 재미를 위해서 자동차를 절도하는 것과 같은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 자동차에 개선된 보안

장치를 설치하는 것 – 움직임 제어 장치 (immobilizer) 등의 설치 - 등을 통해서 효과를 보고 있다. 

그러나 차에 간단한 보안장치를 설치하는 것으로는 차를 훔치려는 범죄자들이 노상에서 피해자들

에게 위협을 가한다면 피해자들은 꼼짝없이 자동차열쇠를 건네 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사실 새

로 나오는 신형자동차에 장착된 움직임 제어 장치 (immobilizer) 보안장치들의 성능이 개선 되어 

차의 도난이 더욱 어려워진 이후로 노상에서 차를 빼앗는 위험한 범죄행위가 더 증가했다고 주장

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러한 보안장치를 설치하는 것 역시 범인들이 차를 해외로 빼돌려 판매하

려는 조직들이 자동차를 훔치는 데 필요한 고도의 기술을 보유했을 경우는 차 도난을 막는데 큰 

역할을 하지 못할 수 도 있다. 이때의 해결방법은 물건의 수출입을 감독하는 국경이나 항구에서 

도난차량들을 해외로 빼돌리는 데 사용하기 위해 조작된 서류들을 더욱 치밀하게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의 큰 종류의 범죄를 작은 부분들로 다시 분류하는 것은 문제지향경찰활동에서 문제에 초점

을 맞추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된다. 예를 들어 최근 노스캐롤라이나의 샬롯시에 위치한 한 경

찰에서 문제지향경찰활동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그 프로젝트는 원래 도시의 시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동차들을 대상으로 하는 절도사건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문제점에 대해서 분석을 

해 나가면서 점점 더 세밀한 단위의 프로젝트로 발전하였다. 첫째, 대부분의 차량 관련 절도사건

이 공원에서 발생하였다. 이에 반해 주택지나 도로길가에 세워진 차량도난 사건은 단지 17 퍼센

트에 지나지 않았다. 그리고 지상의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들의 도난 위험이 주차장에 주차된 차

의 도난위험에 비해 6배나 높았다. 이는 프로젝트의 초점이 지상 주차장에 세워진 차들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는 것, 즉 조명을 더 많이 하고, 더 튼튼한 담장을 세우고, 경비원들에게 더 주의 

깊게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이다. 이것이 상대적으로 이미 도난위험이 낮은 주차장에 주차되

는 차들에 대한 범죄를 더욱 줄이려고 노력하는 것 보다 더욱 큰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

이다. 이처럼 초점을 한곳에 모으려는 문제지향경찰활동프로젝트가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

용하면서 성공적인 범죄감소의 결과를 만들어 낼 성공확률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문제지향경찰활동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초점을 맞추는가에 대해 

몇 가지 유념해야 할 것들이 있다. 범죄의 성격과 심각성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지만 한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점을 지나치게 세심하고 좁은 범위에 맞춘다면 문제해결을 위해 사용한 자

원들에 비해 효율적이지 못한 결과를 얻을 수 밖에 없다. 만약 단지 몇 건의 휠캡 도난 사건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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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을 두면 이것은 문제지향경찰활동의 장점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반면 구석진 거리에 

위치한 상점에서 일어나고 있는 강도사건일 경우, 매년 일어나는 사건이 단지 소수에 지나지 않

는다고 하더라고 문제지향경찰활동프로젝트를 세우기에 충분한 사건이다. 위와 같은 강도사건을 

방치할 경우 살인과 같은 심각한 범죄로 변질 될 위험이 충분하고 지역주민들의 범죄에 대한 공

포를 확산시길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학교 내에서의 총기난사와 같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 몇몇 심각한 사건들은 지역경찰단위에서 문

제지향경찰활동프로젝트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분석을 위한 방법론적 문

제와 관련이 있는데, 사건의 저변에 있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서는 특정 단위의 

반복되는 문제들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흔히 일어나지 않는 범죄들에 대한 

지역경찰의 대처는 기존의 경찰활동이 제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사건들에 대해 기민하

게 대처할 수 있는 경찰의 대응계획들이 잘 계발되어 있는지 등의 일상적인 경찰대응행동에 관련

한 정비가 더욱 중요할 것이다.  

 

프로젝트를 세울 때, 처음부터 해결책을 가지고 시작하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이나, 어떤 특정 범

죄에 관한 해결책들은 너무 분명해서 문제지향경찰활동프로젝트의 초점을 정의하는데 오히려 도

움이 되기도 한다. 위에서 언급된 상점에서의 강도사건의 예를 다시 인용하면, 두 명 이상의 점원

을 상점에 배치하면 늦은 밤에 일어나는 강도사건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연구보고들이 있다. 위

의 사실에 근거하여 당신의 지역에서 늦은 밤에 일어나는 상점에서의 강도사건이 몇 건이나 되는

지를 바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심야에 발생하는 상점강도사건이 상당한 수에 이른다면 

이미 이 이사건의 해결을 위한 가장 최선의 문제해결방법을 아는 당신이 위의 사건감소에 초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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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 문제지향경찰활동프로젝트를 세울 수 있도록 당신이 소속된 경찰서에 조언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문제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그 문제가 연관된 다른 문제와 공동으로 해결 될 

수 있는 문제라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택시운전기사를 폭행하는 사건들에 

대해 분석하면 많은 수의 폭행사건이 택시강도를 위한 시도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 두 사건을 하나의 프로젝트로 해결한다면 경제적이고, 하나의 일괄적인 대응전략들

을 세우는 것으로 두 가지 문제에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문제들을 나누고, 공통된 해결책을 제시하라.  

 

 
 

 

7. SARA의 원리에 의해 움직여라 – 길을 잃지 말라!  

 

경찰이 문제지향경찰활동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1) 특정 문제들에 대하 주의 깊은 정의를 내려

야 하고; 2) 그 문제점들의 원인들을 이해하기 위해 심도 있는 분석을 해야 하며; 3) 문제들의 원

인들을 제거하고 장기간의 문제해결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그리고 4) 해결책으로 도입된 경찰의 활동들의 효과를 평가해야만 한다. 이는 잘 

짜인 사회과학방법론으로 연구자들이 다른 연구 파트너들과 함께 성공적인 결과물을 낼 수 있을 

때까지 전략적 방법을 개발하고 상세히 논의하는 일종의 적극적인 연구형태의 하나이다. 이것은 

연구자들이 실제적인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활동하는 파트너들과 함께 일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문제에 관한 배경정보들을 수집하고 독립적인 평가활동 등을 수행하는 일반적인 연구자의 연구활

동과는 대비된다. 적극적인 형태의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연구자도 문제지향경찰활동프로

젝트 팀의 일부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이것은 바로 범죄분석가의 역할이기도 하다. 분석가는 경찰

활동의 모든 단계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그 활동을 안내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SARA는 당신과 당신의 팀이 언제나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SARA는 존 에크 와 

빌 스펠맨이 4단계의 문제해결단계인 문제의 이해 (Scanning), 분석 (Analysis), 대응 (Response), 그

리고 평가 (Assessment) 라는 단계의 개념들을 약자로 줄여서 만든 단어이다. 위의 4가지 단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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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해결과정은 수집, 조사, 분석, 보급 그리고 반응 등의 단계로 이루어진 기존의 범죄분석과정

을 포함하여 다른 분석적 조사과정들과 많은 부분에서 비슷하다. SARA는 하나의 프로젝트를 여

러 구분된 단계를 나눔으로써 각각의 범죄해결단계들이 올바른 단계별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

다. 예를 들면 SARA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들이 그 문제에 대한 분석이 완전히 끝나기 전에 도입

될 수 없도록 되어있다. 이는 빠른 결과의 도출을 위해서 필요한 단계들을 거치지 않고 마지막 

단계의 대응책의 도입을 서두르려고 하는 일반적인 경향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문제해결프로제트들은 때론 어려운 일이 될 수 도 있다.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팀은 문제해결효과

를 얻을 수 있을 때까지 이전의 활동들에서 얻은 전략들을 적용 하는 등, 전략적 대응책에 대한 

지속적인 수정이나 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그렇지만 대응책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단 진

행하는 프로젝트가 평가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기다려야만 한다. 또한 만약 해결하려던 문제가 

사라지지 않았다거나 또는 그 형태를 바꾸어 다른 모양의 범죄문제가 다시 나타나게 되는 경우, 

문제해결을 위한 팀의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전부 다시 새롭게 시작 되어야만 한다. 아래의 도표

에 나타나있는 바깥쪽의 화살표는 대응책의 평가와 문제의 이해간의 피드백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 네 단계의 문제해결단계가 항상 엄밀하게 앞 단계에서 바로 다음단계로 연결되는 것 

만은 아니다. 사실 프로젝트의 수행이 처음 문제이해단계에서 분석단계를 거쳐 대응과 평가단계

로 선형적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오히려 전체의 과정이 느슨하게 연결 되어서 단계

별 진행 중에 수행된 분석결과들이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관점을 바꾸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 도입

된 대응전략에 문제점들이 포착되는 경우 전략이 수행 중이어도 이에 대한 새로운 분석을 하는 

등의 경우도 있다. 진행이 된지 오래되고 복잡한 프로젝트 일수록 이런 느슨한 루프 (loops)들이 

더 자주 발견된다. 도표의 안쪽에 나타난 작은 화살들은 위에서 설명된 다이나믹한 과정들을 나

타내고 있다. 예를 들면, 한 프로젝트는 문제를 포착하고 나면 (Scan) 장기적인 해결책수립을 위해 

분석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지만, 동시에 문제로 인한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한 단기간의 응급대응

책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 때, 단기간 대응책에 대한 평가자료들은 새로운 형태의 대응책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로 사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평가과정을 거치면 연구자들은 다시 문

제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해야 할 경우가 있다. 해결하는 과정에서 변화된 문제에 대해 새롭게 

정의하거나 또는 새로운 종류의 문제로 인식해야 할 경우도 있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문

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분석과 평가단계들이 문제해결을 위한 각 단계에서 잘 적용되어야 하고 문

제의 인식단계를 거쳐 대응책을 도입하는 과정으로 바로 직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32 

 
 

저자들 중 의 한명인 클라크 교수는 최근 허만 골드스타인과 공동으로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샬롯

시에서 건축중인 집에서 집안 가전용품 등에 대한 절도행위를 줄이기 위한 프로젝트에서 함께 일

한적이 있다. 주택이 주로 건설되고 있는 지역은 한적한 시골지역들이어서 효과적인 경찰의 순찰

활동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지역인 경우가 많다. 그리고 건축회사들은 새로운 입주자 대상자들을 

위해 저녁이나 주말에 신축건물안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안을 위한 통제도 어려운 게 대부분이

다. 이 사건과 연루되어 체포된 절도범의 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대부분의 범인들에 대한 정보나 

범죄자들이 훔친 물건들을 어떻게 처분하는지 등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는 상태였다. 처음에 연

구자들은 보안을 위한 컨테이너를 사용하는 방법이나 보안 카메라 텔레비전의 설치, 휴대용 경보

기의 사용 등등 광범위하고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보려고 노력했다. 그 중에 한 작은 건축회사에

서 사용하는 해결책을 알게 된 것이다. 바로 집을 산 새로운 집 주인이 입주 하기 전까지 집에 

설치할 가전제품을 새집에 설치하지 않고 따로 보관하는 것이었다.  

 

처음에 대부분의 건축회사들은 이 아이디어를 싫어하였다. 집에 가전제품들을 설치한 뒤에 새 입

주자 대상자들에게 집을 보여주어야 집이 더 잘 팔린다는 것이었다. 현장의 건축감독들도 한번에 

많은 양의 가전제품을 배달해 와서 일괄적으로 설치를 해 두는 것에 비해, 새 집에 사람들이 입

주 하고 난 뒤에 가전제품을 설치하는 일이 많이 힘든 작업이라고 한다. 어떤 경우에는 건축회사

에서 건축한 건물을 검사하는 검사자들이 전기제품이 설치되어있지 않은 집을 검사할 때는 사용

허가를 얻기가 더 힘들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었다. 잘못된 주장을 하는 이들도 있었는데, 담보

조건에 새집의 판매 전에 가전제품이 설치되어있어야만 하는 조항이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전제품을 가구마다 따로 설치할 경우 집의 상태를 검사하는 검사관의 방문을 매번 요청하여 주

거용 건축물에 대해 발부되는 인증서를 받는 절차를 하는 일이 너무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제시한 해결책이 상당한 장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었기 때문에 건축회사

들의 반대의견들에 대응할 방안들을 찾을 수 있는 분석을 해 보기로 결정하였다. 결과적으로 분

석을 통해 얻은 결과들이 건축회사들에게 제시된 해결책을 도입하도록 설득하는데 유용하였고, 

많은 건의 가전제품절도사건이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처럼 문제지향경찰활동은 문제해결책에 필요한 데이터와 정보들을 점차적으로 수집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데이터와 정보들은 프로젝트에 도입된 해결책에 질문들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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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고, 개선할 점들을 찾아내며,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라도 필요하면 그 초점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데 사용된다. 가장 최선의 해결책을 발견하게 되면 해결책의 도입에 드는 비용과 얻을 수 있

는 혜택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요구된다. 무엇보다도 가능한 모든 대안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

들이 프로젝트에 대한 지지를 잃지 않고 성공을 가져다 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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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문제분석삼각원리를 이용하라  

 

대부분의 범죄학이론의 관심은 바로 무엇이 사람을 “범죄자”로 만드는 가 하는 것이다. 범죄학자

들은 간접적이고 좀더 근본적인 요인들로 가정에서의 아동의 교육방법, 유전적인 영향, 심리학적 

또는 사회적인 요소들을 발견하였다. 이런 범죄학이론들을 테스트하는 것은 쉬운 작업이 아니다. 

다양한 이론들간의 과학적 타당성도 모두 알려지지 않았으며 불분명하고 경찰들이 실행할 수 있

는 범위를 넘어서는 정책제안을 내놓을 뿐이다. 그러나 환경범죄학이론들과 그 개념들은 경찰들

의 일상적인 업무에 큰 도움이 된다. 이는 환경범죄이론들이 범죄자들에게 범죄의 유혹이 되거나 

기회를 주는 것, 그리고 범죄의 대상에 대한 불충분한 보호의 문제 등 현장에서 범죄의 직접적인 

원인들이 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위에서 언급된 개념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 문제지향경찰활동 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팀원이 될 것이다.  

 

문제분석의 삼각형 (또는 범죄의 삼각형)은 여러 환경범죄학 중에 가장 주목 받는 이론중의 하나

인 일상활동이론 (routine activity theory)로 부터 유래한다. 이 이론은 원래 로렌스 코헨 과 마르쿠

스 펠슨에 의해서 창시되었는데 이 이론이 주장하는 것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사람 (a 

likely offender) 과, 적절한 범죄목표물 (suitable target)이 시간과 공간적으로 함께 있고, 범죄를 막을 

수 있을 만한 보호자 (capable guardian)가 부재한 경우 위험한 종류의 범죄들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 이론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욕심과 이기심이 대부분의 범죄의 동기로 설명된다는 전제하에 범

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가진 범죄자를 어디에나 있는 대상으로 가정하고 있다. 범죄의 대상은 사

람이나 물건 등의 성격에 대해서 구별하지 않는데 이는 둘 다 범죄자의 범죄목적을 충족시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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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대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론에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보호자는 사람이거나 또는 범

죄예방을 위한 안전장치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이론의 공식이 각각의 면인 범죄자, 목표물, 그

리고 위치 도는 장소를 나타내는 범죄문제분석의 삼각형을 만들어 냈다 (삼각형의 안면에 나타나

있다).  

 

이 삼각형에 나타난 세 가지의 주요요소들에 집중한다면 어떤 범죄문제를 분석하던지 그 세가지 

요소를 다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경찰들이 한 범죄문제에 관련해서 주로 생각하는 것은 범

죄자에 대한 수사에 국한 되어있는 데, 주로 어떻게 하면 범인을 파악하고 체포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다. 그러나 문제지향경찰활동은 당신에게 더 광범위한 범위의 요소들에 대해서 생각

하고, 피해와 범죄가 일어난 장소들에 대한 정보의 수집을 필요로 하게 한다.  

가장 최근에는 문제분석삼각형에 내부 삼각형의 바깥 선을 두르는 외부 삼각형을 추가하였다. 이 

외부 삼각형은 내부 삼각형의 각 면의 대상을 통제할 수 있는 요소들 (controllers)에 대해 설명하

고 있다. 

 

⚫ 범죄대상/범죄피해자에 대해서는 원래의 일상생활이론에서 예기하고 있는 가능한 보호자

가 범죄를 통제하는 통제요소가 된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본인 스스로나 자신의 소유물들 

또는 가족 구성원들, 친구들, 그리고 동료들을 서로 보호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경찰이나 사설 경호원들 역시 보호자들이다.  

⚫ 범죄자의 경우 범죄자를 잘 알고 있으면서 범죄자의 행동을 어느 정도까지 통제할 수 있

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핸들러” (handler)가 통제요소의 역할을 한다. 범죄자를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이 핸들러들은 (handlers) 부모, 형제들, 교사들, 친구들 그리고 배우자들

이다. 교정보호관이나 가석방위원들은 범죄인 통제에 있어서 주로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  

⚫ 장소에 있어서 범죄를 통제할 수 있는 요소는 바로 매니저나, 장소의 주인, 또는 특정장

소에서 일하면서 관리의 책임을 지고 있는 피지명인, 즉 버스운전사 또는 학교의 교사들, 

술집의 운영자들, 아파트의 집주인, 또는 상업비행기내에서 근무하는 비행기의 승무원 등

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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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분석의 삼각형은 다른 분석을 위한 기초가 되기도 한다. 경찰들이 주로 대면하는 세가지 

주된 범죄문제의 요소의 분류, 그리고 어떻게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지에 관해 설명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존 엑크 와 윌리암 스필만은 위와 같은 문제들을 “늑대” (wolf), “오리”(duck) 그리

고 “굴”(den)의 문제들로 분류하였다.  

1. 반복되는 범죄문제는 범죄자들이 다른 목표물을 대상으로 다른 장소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

을 의미한다. 이런 것들을 탐욕스러운 늑대의 문제라고 표현한다. 연속적으로 은행을 터는 무장은

행강도가 하나의 전형적인 “늑대”범죄의 예이다. 늑대문제는 범죄자가 일시적으로 무방비상태에 

처할 수 있는 범죄대상이나 장소들을 파악할 수 있을 경우 발생한다. 이 범죄의 대상들과 장소들

을 통제할 수 있는 요소가 앞으로의 범죄예방에 도움이 될 수 도 있겠지만, 범죄자들은 언제나 

다른 목표물이나 장소로 옮겨갈 수가 있으므로 범죄자의 통제요소인 ‘핸들러’의 통제부족이 이러

한 늑대범죄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반복적인 범죄피해문제는 피해자들이 다른 범죄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범죄피해를 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현상을 “오리” 문제로 표현한다. 택시 운전사들이 다른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에 

의해 강도를 당하는 경우가 전형적인 오리문제이다. 오리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피해자가 가능

한 범죄자들과 교류하고 있는 시점에서 다양한 장소에서 일어난다. 이 때, 이러한 범죄피해자들은 

스스로의 보호를 위한 방법들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들을 보호해줄 보호자들은 부재하거나 있어

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3. 반복되는 장소의 문제는 다른 범죄자들과 다른 대상들이 함께 같은 장소에 있을 때 일어나는 

문제들을 의미한다. 이것은 굴 (den)이라는 불법이 일어나는 장소를 의미한다. 술을 마실 수 있는 

분위기에서는 싸움이 자주 일어나는데,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일 경우가 대표적인 

이 ‘굴’에 관련된 문제의 예이다. 굴 문제는 새로운 가능한 범죄자와 새로운 가능한 범죄목표가 

운영이나 관리가 소홀한 한 장소에 함께 있을 때 발생한다. 이러한 환경이 지속적으로 범죄문제

를 증가시키는 요소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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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순수한 개념의 늑대, 오리 그리고 굴 문제들이 아주 드물다는 것에 주목하라. 대부분의 문

제들은 위의 요소들이 합쳐져 있을 때 나타난다. 우리가 질문해야 할 점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에서 어떤 것이 가장 큰 문젯거리인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늑대인가? 오리인가? 아니면 굴인

가?  

 

범죄가 발생할 때는 문제분석의 삼각형 내부의 모든 요소가 나타나고 외부의 삼각형의 모든 요소

가 약하거나 부재하고 있을 경우이다. 예를 들어, 만약 가능한 범죄자가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상

황에서 보호자가 없을 때만 범죄가 일어나는 경우라면, 보호자가 항상 존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이 물어보라 “범죄의 

이전과 범죄가 일어나는 동안과 그리고 범죄가 일어난 후의 상황을 묘사한다면 이 범죄분석삼각

형의 모습은 각각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 것인가?”  

 

문제가 기회에 의해서 어떻게 창조되는 지에 대한 이해가 당신이 다음의 목표들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 지 생각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범죄자들의 통제요소들을 더 잘 활용하여 범

죄자들의 재범을 예방하도록 하는 것; 범죄피해자들이 범죄의 대상이 될 확률을 줄일 수 있도록 

돕는 것; 그리고 범죄의 문제들이 발생하는 장소들을 바꾸는 것, 그 곳이 학교이건, 술집이건, 또

는 주차장이던지 들이다. 결론적으로, 이 삼각형은 당신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바로 첫 단계부터 

실용적인 해결책들을 고안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여섯 가지의 측면에 관련된 데이터수집에 

집중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9.  기회가 도둑을 만든다  

 

환경 범죄학자들은 “기회가 도둑을 만든다”라는 말을 그저 하나의 속담으로만 여기지 않는다. 이

것이 바로 이 이론의 가장 핵심원리이다. 환경범죄학자들은 범죄기회가 증가하면 범죄도 따라서 

증가한다고 믿고 있다. 당신도 이 생각에 동의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다면 질 단도 범죄과학연구

소의 글로리아 라이콕 과 닉 틸레이가 제시한 아래의 시나리오를 읽고 생각해 보라.  

 

  만약 모든 상황을 통제하는 요소들이 없어진다면: 자물쇠도 없고, 세관 통관절차도 없고, 현금

으로 낸 주차비가 뚜껑도 없는 통에 지키는 사람이 없이 쌓여있고, 도서관의 도난 방지대도 없고, 

비행기에 수화물 검색도 없고, 기차역에서 기차표 검사도 없고, 교통신호등 등이 없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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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이 상황에서 범죄나 사회무질서로 인한 문제의 양에 아무 변화가 없을 것인가? 

 

만약 당신도 당연히 범죄나 무질서가 증가할 것이라고 대답한다면 당신 역시 기회가 범죄의 원인

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믿을 수 없겠지만, 대부분의 범죄학자들은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범죄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기회는 단지 언제 그리고 어디서 범죄가 일어나는 가에 영

향을 줄 수는 있으나 범죄가 일어나는 것 자체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의 의견에 따

르면 범죄가 일어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범죄자의 내제적 요소들에 의해 결정되고 그

러한 범죄에 대한 기질들이 종합적으로 사회의 범죄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사실 사회에서의 범죄가 얼마나 되는 가 하는 것은 한 사회의 물질적 그리고 사회적 설비들에 의

해서 제공되는 기회들의 영향을 받는 만큼, 사회 구성원들의 기질들과 태도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실험적 연구가 필요할 테지만, 주거침입이나 강도사건 들이 일

어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기다리는 것은 도덕적으로 바람직하지 못

할 것이다. 그러나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는 몇 가지 실험이 행해지기도 하였다. 1920년대에는 연

구자들이 어린아이들에게 시험에서 부정을 저지를 수 있는 기회, 그 부정행위에 대한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사용하던 퍼즐조작들로부터 동전들을 훔칠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하였

다. 다른 연구자들은 겉 봉투에 우표가 붙여져 있고 주소가 써 있는 우편봉투를 길거리의 여기저

기에 흩어두고 사람들이 그 봉투를 우편함에 넣는지를 지켜보았다. 물론 그 우편봉투의 일부는 

현금을 넣은 것들도 있었다. 그리고 세 번째 실험연구에서는 피실험자들이 다른 사람들이 어떤 

테스트에서 지시하는 내용에 따르지 않았을 때 그들에게 심한 전기충격을 주는 “벌을 가할 수 있

도록” 하였다 (실험에서 실제로 전기충격이 사용되지는 않았다).  

 

위의 실험연구들의 결과들은 기회가 범죄의 원인이 된다는 주장을 지지하였다. 대부분의 피실험

자들은, 심지어 대부분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던 사람들도 몇 가지의 기회의 경우 - 그들이 일상

에서는 경험하지 못했을 기회들이지만 실험을 통해서 맞닥뜨린 기회에 대해서는 - 에는 정직하지 

못했거나 공격적으로 행동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경미한 범죄에 대한 실험결과를 강도나 자동차 

절도 등의 심각한 범죄의 경우에까지 일반화할 수 는 없다. 그러므로 다음에는 기회가 범죄의 원

인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른 종류의 증거들을 제시하였다.  

 

자살과 기회: 자살은 범죄가 아니나 범죄를 저지르는 것만큼이나 특정한 동기부여가 필요한 행위

이다. 그러나 기회가 자살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분명한 증거가 영국에서 제시되었다. 

1950년대에 대략 영국에서 자살한 수의 절반 정도가 집안에서 사용하는 가스를 사용하였다. 이 

가스에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치명적인 양의 탄소일산화물 (carbon monoxide)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래서 자살이 “자신의 머리를 개서 오븐에 집어넣기”라고 알려질 정도였다. 1960년대에는 가스가 

석탄대신 기름에서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다. 이 새로운 가스는 더 작은 양의 탄소일산화물을 

포함하고 있었고 영국에서 가스를 이용한 자살자의 수가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1968년에는 단지 

약 20 %의 자살이 가스를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두 번째의 변화가 시작된 것은 제조된 가스들

이 북해의 자연가스로 대치된 때부터이다. 자연가스는 탄소일산화물을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살에 사용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1970년대의 중반이 되어서는 영국에서 

발생한 자살 중 약 1퍼센트 미만의 자살만이 가스를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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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놀라운 것은 자살을 하기 위한 수단이 다른 종류의 수단을 사용하는 것으로 대치되지 않았

다는 것이다. 아래의 표를 보면 1958년에서 1976년 사이에 자살이 5,298건에서 3,816 건으로 약 

30퍼센트 정도가 감소하였다. (이 시기는 경기침체의 시기로 자살이 증가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었

고 실제로 이 기간 동안 다른 유럽의 나라들에서의 자살자의 수는 증가하였다). 사람들은 여러 가

지 단점들이 있는 다른 방법의 자살을 시도하지 않았다. 약물과다복용은 탄소일산화물에의 중독

보다 생명에는 덜 치명적이다. 목을 매다는 것은 이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용기가 

요구되는 방법이다. 사람들은 모두 총을 가지고 있거나 사용할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총은 죽지 못했을 경우 신체에 큰 해를 미치고 끝날 수도 있는 방법이다. 반면에 가정에서 사용

되는 가스는 대부분의 집에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도구이다. 이 방법은 치명적이고 피를 흘

리지 않고 고통 없이 죽을 수 있는 방법이다. 따라서 이 가스를 사용하는 방법이 자살자들 사이

에서 오랫동안 선호되어온 방법이고 또 이 가스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제거되었을 때, 자살의 

사건 수가 감소한 것은 그리 놀랄만한 일은 아닐 것이다.  

 

 
 

살인과 기회: 미국과 영국의 몇 년 전의 살인범죄의 비율을 비교한 자료를 보면, 기회가 또한 살

인범죄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연구에서 1980년에서 1984년의 기간에 걸쳐

서 미국과 영국에서의 살인범죄를 비교하였다. 우선 전체 살인범죄의 비율을 비교한 결과, 미국의 

전체 살인범죄는 영국과 웨일즈에서 일어난 살인의 8.5배나 많았다. 그리고 장총과 소총을 사용한 

살인범죄비율은 각각 63배와 75배나 많았다. 약 50백만 인구의 영국과 웨일즈 전체에 걸쳐서 이 

기간 동안의 소총을 사용한 살인범죄는 단지 57건에 지나지 않았지만 약 230백만 인구의 미국에

서는 총 46,552 명의 사람이 소총에 의해서 살해되었다.  

 

미국의 전체 범죄비율이 영국과 웨일즈의 전체 범죄비율보다 일반적으로 높기 때문에 위의 연구

결과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지나 15년간 두 나라의 전체 범죄비율은 점

차 비슷해졌고 현재는 살인범죄 비율 외에 두 나라 사이에 많은 차이가 없다고 여기고 있다. 미

국에는 여전히 굉장히 높은 비율의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이는 영국인들의 총기 소유에 비

해서 훨씬 많은 미국인들이, 특히 소총의 경우, 총기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영국의 

경찰들은 항상 총기류를 소지하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미국에서 사람들간에 싸움이 일어날 경우 

어떤 미국 사람들은 영국에 있는 사람들 보다 총에 맞을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것이다. 비슷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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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위의 예처럼 아주 놀랍지 않은 것은, 미국과 캐나다 두 나라간의 살인범죄비율을 비교하는 것

이다 (아래의 상자에 설명이 되어있다). 결론적으로, 이와 같은 비교들이 총기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살인사건에 있어서 중요한 원인요소가 된다는 것이다.  

 

이 장에서 주장하는 바를 이해하는 것과 기회가 범죄를 일으킨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것은 타고난 

성격, 부모가 이혼한 가정, 그리고 일관적이지 못한 자녀훈육방법 등의 다른 범죄의 원인들의 중

요성에 대해서 부정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당신이 사람들의 타고난 성격들이

나 부부들의 이혼율, 그리고 잘 못된 자녀교육방법들을 바꾸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

다. 하지만 분명히 나타나는 범죄를 조성하는 환경을 바꾸는 일은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기

회가 도둑을 만든다는 말의 뜻을 이해하는 것은 당신의 주의를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들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당신을 안내할 수 있을 것이다.  

 

 
 

더 읽을거리: 

Felson, Marcus and Ronald Clarke (1998). Opportunity Makes the Thief. Police Research Series, Paper 98. 

London: Home Office 

 

 

10. 범죄자의 입장에 서보라  

 

범죄를 분석하거나 해결책에 대해서 생각할 때 마다, 범죄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것을 권한다. 

왜 그들이 범죄를 저지르는지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해보라. 그 관점을 먼 데 있는 사회적 또

는 심리적인 원인들에서 찾지 말고, 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지를 때 얻고자 하는 혜택이 무엇인가

를 생각해보라. 약 30년 전에 범죄학이론에 대해 과격하게 비난하던 사람들이 지적한 것은 은행

강도가 은행을 터는 것은 그들의 타고난 유전적인 요소들 때문이 아니라 은행강도들이 부자가 되

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절도와 강도사건의 경우에는 범인들이 원하는 것이 분명하나, 갱들의 폭력이나 무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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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파괴행위나 낙서행위들을 통해 범인들이 얻고자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사실 

낙서행위는 청소년 폭력조직들의 영역을 표시하는 데 사용될 수 있고, 마약 등을 살 수 있는 구

역이 어디인지, 또는 단지 자신들의 존재를 과시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을 수 있다. 어떤 것이 낙

서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인지를 아는 것은 문제해결을 위한 프로젝트의 초점을 정하는 데 도

움을 줄 수 있고 문제의 발생에 기여하는 다른 요소들을 발견하게 한다. 이것은 또한 프로젝트팀

이 문제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다. 그러므로 뉴욕시의 지하철 담당자들이 지하철

역의 낙서행위를 근절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낙서를 하는 이유가 지하철의 역사

에 자신들의 낙서가 발견되는 것을 보는 것을 즐기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였다.  

 

범죄자들이 어떻게 범죄를 저지르는 지에 대해 아는 것은 왜 그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가를 이해

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합리적 결정이론은 (rational choice theory)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생각

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이론의 이름은 그 주장과 상반되는 부분이 있다. 이 이론은 범죄

자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신중하게 계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이 이론은 범인들이 범

죄를 통해서 혜택을 얻고자 하는데 이 것 자체가 범인들에게는 합리적인 결정이라는 것이다. 이 

이론은 범죄자가 자신들이 추구하는 이익을 얻는데 성공할 것을 가정하지 않는다. 그것은 범죄자

들이 범죄에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거의 다 갖출 수 없고, 범죄행위를 계획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들이기 어려운 데다, 위험을 감수해야 하고, 그리고 실수를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의 결정들을 내리는 방법이고 이론가들은 이를 제한된 합리성이라고 부

른다.  

 

범죄자들은 어떻게 자신들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체포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 지에 대해서 종종 빨리 결정을 내려야만 한다. 범죄자들을 인터뷰하는 것은 그들이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 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놀랍게도, 범죄자들에게 그런 것

들에 대해서 예기하게 만드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다. 특히 당신이 범죄의 문제에 관해서 

연구하는 일에만 당신의 업무를 확실히 제한하고 그들이 저지른 특정 범죄에 대한 질문들을 피하

기만 한다면 말이다. 범죄자들 역시 자신들에 대해서 예기하고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예기

하기를 즐기지 않는 것이 아니다. 반면에 습관처럼 범법행위를 하는 사람들로서 습관적으로 자기

에 대한 이야기를 과장한다거나 거짓말을 한다는 등의 불신 할 수 밖에 없는 점들을 항상 가지고 

있다.  

 

만약 당신이 범죄자들을 인터뷰 할 수 없다면, 범죄의 과정들에 대해서 상상해 볼 것을 권한다. 

각각의 범죄단계에서 어떤 것들을 행해야 하는가? 범죄대상은 어떻게 선정될 것인가? 피해자들은 

어떻게 범죄자에게 당하고 속게 되는가? 경찰로부터 어떻게 피했는가? 훔친 장물처리는 어떻게 

하는가? 당신이 범인들이 범죄에 쓰는 방법들에 대한 질문들에 대해 모두 답을 할 수 는 없다 하

더라도 범죄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려는 당신의 시도는 대응책을 세우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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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당신에게 범죄심리분석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범죄자의 무의식을 탐구하기보다 당

신이 해야 할 것은 범죄자들이 범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이익이 무엇인지 그리고 범

인이 어떻게 하면 너무 많은 노력이나 큰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어떻게 범죄를 수행할 수 있을지

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영국의 내무부 소속의 연구기관 (The Home Office Research 

Department)의 폴 엑브롬 (Paul Ekblom) 이 범죄문제의 대책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 조언하는 것

이다. “도둑처럼 생각하라” (think thief). 

 

 
 

당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범죄자들을 인터뷰하는 것의 대안으로는 비슷한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한 내용의 보고서나 문서들을 찾아보는 것이다. 환경범죄학자들은 자동차 절도범들, 길거리 

강도들, 상점 절도범들, 그리고 주거지나 상업지구의 강도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함으로서 그들

이 저지르는 범죄방법들에 대한 지식을 확장하는데 큰 공헌을 해왔다. 이 범죄자들은 지금 당신

이 관심 있어하는 범죄자들과 같은 성격의 범죄자들이 아닐 수 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터뷰연

구들의 결과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당신이 해결해야 할 문제들과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가설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더 읽을 거리: 

 

Decker, Scott (2004). Using Offender Interviews to Inform Police Problem-Solving Guide No. 3. Problem-

Oriented Guides for Police, Problem Solving Tool Series. Washington, D.C.: Office of Community Oriented 

Policing Services, U.S. Department of Justice. (Accessible at www.popcenter.org and www.cops.usdoj.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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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범죄자의 반응을 예상하라  

 

범죄자들은 자신들이 지각하는 기회에 근거해서 판단한다. 범죄자들이 보는 관점을 이해하는 것

이 범죄를 예방하는데 효과적인데 왜냐면 대부분의 모든 범죄예방이 범죄자들의 범죄의 기회를 

보는 관점을 바꾸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다. 어떤 범죄예방프로그램은 경찰이 범죄자들에게 직접

적으로 주의 깊게 그들을 살피고 있다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직접적으로 범죄자들의 관점에 영향

을 미치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예방전략들이 하나 또는 여러 단계들도 이루어진다.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범죄자들의 관점을 변화시킨다. 변화된 관점은 범죄자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

고 결과적으로 범죄의 패턴을 바꾸게 된다.  

 

많은 경우에, 범죄예방전략들은 범죄자들의 미래의 범죄행위를 멈추게 하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전략들은 기대하지 못했던 긍정적인 다음과 같은 효과들을 가져오기도 한다. 1) 범죄예방책이 초

점을 두고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범죄의 감소효과를 가져온 경우를 “혜택의 확장”(diffusion of 

benefits) 이라고 한다; 그리고 2) 예방전략을 실제로 도입하기 전에 범죄가 줄었을 때의 경우는 기

대했던 혜택 (anticipatory benefits) 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예방전략들이 언제나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은 아니다. 가끔씩은 범죄자들이 진행되고 있는 예방책들에 대해 인식하지 못할 

때도 있다. 예를 들면 범죄자들이 경찰들이 은밀하게 경찰활동을 강화한 상황에서도 범행을 지속

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이는 범죄자들이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상으로 체포의 위험이 증가했다

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일 수 있다. 다른 경우에는 범죄자들이 범죄예방책에 잘못 적

응할 수 도 있다. 이러한 잘못된 적응은 범죄분산효과 등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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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의 분산효과 (Displacement): 범죄의 분산은 범죄자들이 경찰의 범죄예방활동을 실패

하게 하기 위해 범죄자들의 행동을 바꾸는 것이다. 범죄분산효과는 범죄예방정책 이익의 

파급효과에 반대되는 개념이다. 범죄분산효과는 예측 가능한 위험이지만, 전혀 예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연구들을 분석해 보면 많은 상황변화를 통한 예방책들은 범죄분산효과

가 거의 일어나지 않았고 범죄분산효과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도 범죄예방책이 가져온 혜

택을 모두 상쇄시키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 범죄의 적응 (Adoption) 은 범죄예방전략이 도입되고 한동안 정착이 된 이후에 범죄자들

이 새로운 범죄의 기회를 발견하게 되는 일련의 장기간의 과정을 언급하는 것이다. 폴 엑

블롬, 켄 피아제, 그리고 다른 연구자들이 이 과정을 설명할 때 범죄를 예방하려는 경찰

들과 범죄자들 간의 관계를 군비경쟁에 종종 비유하기도 한다. 그래서 때로는 범죄예방전

략들의 도입으로 인해서 줄어들었던 많은 범죄들이 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새로운 방법들을 고안하게 되면 다시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

한 적응현상은 이전부터 범죄를 저지르던 범죄자들이 천천히 새로운 방법들을 고안해 낼 

때, 또는 변화한 기회들을 이용하려는 새로운 범죄자들이 나타날 때 발생하게 된다.  

 

범죄의 적응현상의 예로서 신용카드위조범죄를 제시할 수 있다. 다른 최근의 적응현상은 자전거 

자물쇠와 관련된 범죄이다. 이제 자전거 도둑들은 자전거의 도난을 막기 위해 많이 사용되고 있

는 자물쇠를 흔한 볼펜을 사용해서 풀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러나 모든 범죄

예방책들이 범죄자들의 재간이나 발견들로 인해 무력화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닐 쇼버는 

현재는 흔하지만 이전에는 거의 발견할 수 없었던 현재의 기술이 금고 털이 범죄의 위험을 지속

적으로 줄이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한다.  

 

어떤 상황에서는 범죄예방활동이 범죄자들의 저항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범죄자들이 예방활동

의 노력의 권위에 저항하고 더 많은 범죄를 저지를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예를 들면 성급하게 

경찰이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사람들의 폭력적인 행동들을 자극할 수 도 있기 때문에 경찰들은 

주로 심각한 난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폭동진압을 위한 복장을 

완전히 갖추지 않음으로써 경찰에 대한 권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몇몇 연구는 경찰의 활동

이 공정하지 않고 무력의 공권력을 많이 사용할 때 사람들이 경찰이나 공권력에 더욱 저항하게 

되지만, 경찰이 도출하는 결과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다 하더라도 경찰이 사람들을 

대하는 과정이 공정하다면 더욱 법을 준수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공권력에의 저항은 

연구가 많이 되어있는 현상은 아니다. 그러나 경찰이 전형적 경찰활동인 체포와 법 집행을 가장 

중요한 범죄예방전략으로 도입하였다면 위에서 언급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전혀 배

제할 수 는 없을 것이다.  

 

더 읽을거리:  

 

Ekblom, Paul (1997). "Gearing up Against Crime: a Dynamic Framework to Help Designers Keep up with the 

Adaptive Criminal in a Changing World." International Journal of Risk, Security and Crime Prevention, 2: 249- 

265. (Accessible at www.homeoffice.gov.uk/rds/pdfs/risk.pdf) 

 

 

 

 

http://www.homeoffice.gov.uk/rds/pdfs/risk.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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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범죄확산효과의 불길한 전조에 낙담하지 말라  

 

문제지향경찰활동은 주로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기회를 줄이는 활동이다. 주거침입강도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아파트 단지들의 집 창틀들에 걸쇠를 장착하는 것이나 주차장에서 일어나는 절도

행위를 막기 위해 폐쇄회로 CCTV 등을 설치 하는 것들이 그 예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범죄의 

기회를 줄이는 전략들을 실행하는 아이디어는,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범죄가 일어나

는 장소가 다른 곳으로 옮겨지는 것뿐이라는 의견에 부딪혀 왔다. 이러한 범죄확장이론에 의하면 

범죄들은 다음에 설명된 5가지 방식으로 움직여진다.   

1. 범죄는 한 장소로부터 다른 장소로 옮겨간다 (지역적 이동). 

2. 범죄는 시간적으로 하나의 시간대로부터 다른 시간대로 옮겨간다 (시간적 이동).  

3. 범죄는 하나의 범죄대상으로부터 다른 범죄대상으로 옮겨간다 (범죄대상의 이동).  

4. 한가지의 범죄방법은 다른 방법으로 바뀐다 (전략적 이동). 

5. 한 가지 종류의 범죄가 다른 종류의 범죄로 대치될 수 있다 (범죄의 종류).  

 

위에서 설명된 각각의 경우에서, 이 이론은 범죄자들은 어떤 방해가 있더라도 어쨌든 범죄를 저

지르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 이것은 사람의 내부에 범죄를 저지르고자 하는 성향이 

쌓이면, 그 성향은 성적욕구를 방출하듯이 꼭 해소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나, 또는 전문적인 

범죄자들이나 마약 중독자들이 자신들의 습관과 삶의 방식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입을 범죄행위를 통해서 충당한다는 생각에 근거한다. 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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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심각한 심리적 충동이 있어야 한다거나 동기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에는 근거가 없다. 사실 

사람은 범죄를 저지를지 여부, 어디서, 그리고 언제 저지를지에 대해 결정을 내리는 존재라는 것

에 대해서는 많은 증거들이 있다. 근거가 어디서 출발하던지, 범죄분산효과에 관한 원리들은 범죄

의 유혹이나 기회 등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다.   

 

범죄를 많이 저지르는 범죄자들의 경우에도, 범죄분산효과이론은 기회란 개념에 대해 큰 중요성

을 부여하지 않는다. 마약 중독자들에 대한 연구를 보면 중독자들이 마약의 공급의 변화에 따라

서 그들의 마약중독의 행동도 바꾼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약 사용에는 어떠한 단순하게 설명되는 

중독성 증가과정이 있지는 않다. 반대로 마약중독자들은 공급이 줄어들게 되므로 이전에 사용하

던 것 보다 더 훨씬 작은 양의 약을 사용하는데 만족할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다.  

 

은행강도들 같은 전문적인 범죄인들의 경우에는 범행을 하면 그들이 반드시 정해진 금액의 돈을 

얻게 된다고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다. 범죄에 성공하기가 더 어렵고 위험해 진다면 범인들은 범

죄를 덜 저지를 것이고, 반대로 범죄를 저지르고 성공하기가 쉽다고 판단이 된다면 더 많은 범죄

행위에 가담하게 될 것이다. 은행강도의 경우, 다른 범죄자들도 마찬가지지만, 범죄를 성공적으로 

저지를 수 있는 상황이 줄어들게 되는 상황이나 그로 인한 수입의 감소로 인한 상황들에 적응해

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범죄분산효과를 무시한다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합리적 결정이론에 따르

면 범죄자는 범죄로 인해 잃는 손실이 얻는 이익보다 클 경우 범죄자들이 다른 곳이나 다른 종류

의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분산효과가 일어난다고 예측하고 있다. 실제 예로서 1990년대 초에 

뉴욕경찰청은 마약 및 약물 류 단속전략 팀을 마약거래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몇몇 위험지역에 

배치하였다. 그러자 마약거래자들은 이전의 아파트 골목 등지에서 거래하던 장소에서 아파트 단

지 내의 안쪽으로 마약거래장소를 바꾸는 방법으로 대응하였다. 그러나 많은 연구들은 범죄분산

효과가 거의 일어나지 않았거나 일어난다 해도 제한 된 범위 안에서만 일어난다는 사실을 발견하

였다. 예를 들면: 

 

• 미주리 주의 켄사스 시 에서는 총으로 무장한 경찰들의 집중순찰이 총기류사고가 많은 위

험지역에서의 총기류를 사용한 범죄의 수를 크게 줄였다. 그리고 이러한 단속효과가 근처

의 다른 지역이나 다른 범죄로 전이되는 범죄분산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 새로 계발된 신원파악방안이 스웨덴에서 사기행위범죄를 크게 줄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 경우에도 범죄감소가 다른 종류의 비슷한 범죄로의 전이 없이 이루어졌다.  

• 집중적인 범죄예방을 위한 장치 등을 은행에 설치하는 예방행위가 오스트레일리아의 강도 

범죄율을 크게 낮추었고, 그 와 관련해서 길거리의 상점, 주유소, 도박장, 모텔, 또는 길거

리에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들이 증가했다는 보고는 없었다.  

• 강도침입범죄가 자주 발행하는 버지니아주의 뉴포트 뉴스 시의 아파트단지에 문제해결경

찰활동이 도입되고 강도사건을 크게 줄였다. 그러나 이에 따른 근처 다른 곳의 아파트단

지에서의 강도범죄의 분산효과는 일어나지 않았다.  

• 런던의 주택가에 위치한 핀스버리 파크의 거리가 통제되고 매춘을 통제하는 경찰의 활동

이 강화되고 나서 매춘활동이 단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다는 보고는 거의 없었다.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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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들의 보고에 의하면 그 공원의 거리에서 매춘을 하던 여성들은 매춘에 깊이 관여된 

사람들은 아니었으나 그 곳에서 매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쉽게 돈을 벌 수 있을 거

라고 생각한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이전에 일하던 거리가 통제되고 경찰단속이 강화되자 

여성들의 매춘행위에 대한 관여가 크게 줄고 또 매춘행위를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 캘리포니아 주의 샌 디에고 시에서 강도행위와 폭행 등을 줄이기 위해 트롤리 정류장을 

다시 디자인한 것이 다른 트롤리 정류장으로 범죄의 전이 없이 의도한 위치에서 폭력범죄

의 감소를 가져왔다.  

 

이러한 예시들과 그 외의 다른 여러 사례들에서 보이는 것처럼, 범죄자들이 치르는 분산비용은 

다른 지역이나 다른 범죄로 분산 함으로서 얻을 수 있는 이득보다 훨씬 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위의 예시들은 범죄효과의 발생이 일반적으로 믿고 있는 것 보다 훨씬 적게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의견은 영국, 캐나다, 미국 그리고 네덜란드의 4나라의 범죄분석

효과에 대한 연구분석과 일치한다. 네덜란드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가장 최근의 연구발표) 전 세

계의 범죄분산효과에 관한 55개의 연구 중 22개의 연구는 범죄분산효과를 전혀 발견하지 못하였

다. 그 외 33개의 연구에서는 범죄분산효과가 발견이 되었으나, 그 중에서도 몇 건의 연구만이 의

미 있는 분산효과를 발견하였다. 그러나 위의 33개의 연구 중 어떤 연구결과도 범죄의 분산효과

가 범죄의 예방효과보다 크거나 같다는 보고는 없었다. 그리고 어떤 연구결과도 범죄분산효과가 

전체범죄 발생률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범죄자가 변화에 빨리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범죄분산이 쉽게 일어나지는 않는다.  

그리고 만약 범죄자들이 정말로 변화한다면 범죄자들이 전혀 다른 범죄로 변화하는 것이 쉽지 않

기 때문에 그들이 주로 경찰이 예방활동을 통해 범죄가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 특정범죄와 비

슷한 종류의 장소, 시간, 그리고 범죄대상, 방법, 그리고 범죄 형태로 변화할 것 같다. 이것은 범

죄분산효과는 범죄자들이 택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식의 변화를 예상함으로써 예측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한다. 만약 범죄자들이 명백히 쉽게 취할 수 있는 변화가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범죄예

방계획 안에 이러한 사안들을 어떻게 포함해야 할 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만약 위와 같은 가능성들을 범죄예방계획에 포함시킬 수 없다면 범죄자들이 다른 범죄로 전향할 

수 있는 것에 대비하여 항상 범죄자들의 행동을 감시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범죄분산효과는 경찰활동에 있어서 언제나 주의해야 할 점이지만 그러나 범죄분산효

과가 피할 수 없는 것은 아니란 강한 이론적 근거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범

죄분산효과에 대한 연구결과들에서 볼 수 있듯이, 범죄분산효과가 실제로 일어난 경우에라도 이

것은 범죄예방활동을 통해 이루어낸 순수한 범죄 감소의 효과보다 훨씬 적은 규모의 범죄이며 또 

범죄의 기회를 감소시키는 전략들을 통해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종류의 것이다.  

 

더 읽을 거리:  

 

Hesseling, Rene (1994). "Displacement: A Review of the Empirical Literature." Crime Prevention Studies, 

volume 3, edited by Ronald Clarke. Monsey, NY: Criminal Justice Press (accessible at www.pop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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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대응전략의 혜택의 유포를 기대하라  

 

범죄분산현상이 발생했는가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가끔씩 그 반대의 사실을 발견하였다. 범죄가 

다른 지역이나 다른 시간대로 번져나가기 보다, 예상했던 것 보다, 훨씬 넓은 범위에서, 그리고 

그 범죄대응전략들이 의도했던 것 이상으로 범죄가 감소한 것을 발견한 것이다. 이것은 최근에 

서야 주목 받은 사실이지만 이미 많은 예시들이 발견되어 있다:  

 

⚫ 기대한 대로, 위스콘신대학의 도서관에서 책에 전자이름표를 부착한 것이 책 도난사건을 

많이 줄이는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전자이름표가 부착되지 않았던 비디오 카세트들이나 

다른 물건들에 대한 절도도 역시 감소하였다. 

⚫ 뉴저지의 전자소매상가에서 값어치 있는 상품들의 수를 매일 세어두는 방법을 도입한 결

과, 고용인들이 수를 세어둔 상품들을 대상으로 한 절도가 급감하였다. 그러나 수를 세어

두지 않았던 물품들에 대한 절도 역시 급감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 로잭 차량추적시스템 (LoJack vehicle tracking system)이 여섯 곳의 대도시에서 실시 된 때부

터, 시내 전역의 절도범죄비율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이 같은 장치를 구매한 차량의 소유

주의 차들에 대한 절도사건 감소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절도사건의 감소를 가져왔다.  

⚫ 스코틀랜드(Scotland)의 한 큰 도시인 스트라트클라이드 (Strathclyde)시의 한 교차점에 붉

은 빛의 카메라가 설치 된 후에, 이 곳에서의 신호위반이 감소한 것뿐 아니라 근처의 다

른 교차점들에서의 신호위반범죄가 줄어들었다.  

⚫ 영국(U.K.)의 키르크홀트 (Kirkholt)라는 도시에 위치한 한 공공주택의 반복적인 강도사건

을 겪은 집들에 경비를 강화시키는 방안을 시도했는데, 경비를 강화한 집들뿐만 아니라 

경비를 강화하지 않은 집들을 포함하여 그 공공주택전체에서 범죄가 감소하였다.  

 

위의 예들은 모두 다 범죄예방대응전략의 시행으로부터 발생한 “혜택의 확산효과 (diffusion of 

benefits)”가 실제로 발생한 예들이다. 범죄자들은 아마도 새로운 범죄예방대책이 도입되었다는 것

에 대해서 알지만, 이러한 전략들의 정확한 범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범죄

자들은 대응전략이 실제보다 더 넓은 범위에 적용이 되고 있다고 믿게 되고, 실제보다 범죄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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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르기 위해 드는 노력이나 범죄로 인한 위험이 더 넓은 장소, 시간대 그리고 범죄대상들에게, 더 

커졌다고 믿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혜택의 확산이 범죄의 분산현상처럼 다양한 형태를 취하면서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범죄예방의 혜택의 확산현상은 실제적으로 상황적 범죄예방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는 풍차와 같

은 것이나, 어떻게 의도적으로 이 현상을 증가시키는 지에 관해서는 아직 잘 알지 못한다. 하지만 

하나의 중요한 방법은 아마도 공공성을 이용하는 것일 것이다. 공공캠페인을 통해서 실제로는 소

수의 버스들에만 비디오감시카메라를 설치하였는데, 영국 북부에서 운행되고 있는 전체 80대의 

이층버스에 마치 비디오 감시카메라설치를 모든 버스에 설치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

다. 카메라를 설치한 버스 중의 한대가 학교들 주위를 순환하면서 학생들에게 버스에서 잘못된 

행동들을 하거나 버스를 파괴하는 행동들을 하면 체포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실제로 이 설

치된 카메라 때문에 첫 번째 체포된 상황을 뉴스 등의 매체를 통해서 공공연하게 알렸다.  

 

 
 

혜택의 확산효과는 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데 드는 노력과 그에 따른 위험이 자신들이 생각

했던 것 보다 더 크게 증가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연구논문들에 의하면 영국에서 음주검사기 (breathalyzer)를 사용하던 초기에, 또한 실제로 체포될 

확률이 높았을 때, 기대이상의 즉각적인 음주운전범죄의 감소효과가 나타났다고 한다. 그런, 운전

자들이 음주측정을 위해서 단속에 걸리게 될 위험이 극히 작다는 것을 알았을 때, 음주운전의 발

생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범죄자들이 당면한 정확한 수준의 위험이 얼마나 큰 것

인지, 또는 지속적으로 범죄행위를 할 경우 그들에게 얼마나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되는 지 등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계속 의문점만 들게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현실적인 수준에서, 혜택의 확산은 범죄대응전략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저항할 때 이유가 되는 

범죄분산효과에 대한 반론으로 사용될 이유로써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당신이 업무를 수

행할 때 이와 비슷한 많은 사례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둘째, 혜택의 확산을 계산에 넣어서 대

응전략을 평가할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러한 평가의 실행방법들은 두 종류의 통제지역을 선정하

는 것인데, 한 곳은 대응전략수행지역에서 가까운 곳, 그리고 한 곳은 멀리 떨어진 장소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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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는 단계 51에서 자세히 거론되고 있다. 이렇게 혜택의 확산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대응

전략이 목표지역으로 삼은 지역보다 더 넓은 곳에서 범죄가 감소한 것을 이유로, 당신이 수행하

고 있는 대응전략의 효과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문을 품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더 읽을 거리: 

 

Clarke, Ronald and David Weisburd (1994). "Diffusion of Crime Control Benefits: Observations on the Reverse 

of Displacement". Crime Prevention Studies, volume 2. Monsey, NY: Criminal Justice Press (accessible at 

www.popcenter.org). 

 

 

 
 

 

 

14. 문제를 정의할 때 CHEERS의 원리를 이용하라  

 

범죄의 문제란 한 지역의 지역주민들이 마을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련의 해로운 사건들을 

경찰이 해결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위의 정의는 다음의 6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그것은 

지역 (Community); 해로움(Harm); 기대 (Expectation), 반복 (Recurring), 그리고 유사함(Similarity)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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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같은 요소들의 앞 글자들을 따서 만든 단어가 CHEERS이다.  

 

⚫  지역 (Community): 어떤 특정지역의 주민들이나 구성원들이 해로운 사건을 경험하는 것

을 의미한다. 이 구성원은 개인, 사업자단위, 정부기관 또는 다른 여러 집단이나 그룹의 

형태를 포함한다. 구성원 전부 또는 대부분이 그 문제를 경험해야 할 필요는 없고 일부의 

구성원들이 그 문제를 경험할 것을 전제한다.   

⚫ 해로움(Harm): 사람 또는 기관들이 반드시 사건의 유해함으로 인해 고통을 당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그 해로움은 재산의 손실 또는 손해, 상해, 또는 사망, 심각한 정신적 고통, 

또는 경찰력에 대한 심각한 손상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불법성이 문제를 정의하는 결정적

요소인 것은 아니다. 어떤 문제들은 합법적 행동들을 하는 것일지라도 경찰이 반드시 해

결해야 할 문제일 경우도 있다. 흔한 예로서 합법적인 상업적 광고활동을 하는 중에 발생

하는 소음에 대한 이웃 주민들의 불만이 발생할 경우가 그 예이다. 어떤 문제들은 처음에

는 불법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듯 하나 조사를 하고 나면 불법적인 요소들이 없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도 위의 CHEERS의 기준을 모두 만족시킨다면 범죄에 관

한 문제들이라고 할 수 있다.  

⚫ 기대 (Expectation):  그 지역의 일부 구성원들이 지역에 해로움을 주는 사건의 원인들을 

경찰들이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믿어야 한다 (그런 믿음을 가진 지역주민이 많지 않아

도 상관없다). 이런 기대가 처음부터 있어야 한다고 가정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시민들이 

경찰서에 전화하는 것, 지역주민모임들, 신문의 기사, 등등의 과정에서 경찰에 대한 주민

들의 기대가 반드시 드러나야 한다. 이것은 경찰이 대중들의 문제에 대한 정의나 원인들

에 대한 생각들 또는 어떤 대응조치가 취해져야 하는가 등등에 대한 주민들의 생각을 그

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대중들이 문제의 원인이나 특성에 대해서 잘 못 이

해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은 범죄분석가의 역

할이다.  

⚫ 사건 (Events): 문제를 구성하고 있는 사건들의 타입을 묘사할 수 있어야만 한다. 문제는 

성격이 다른 문제들로 구성되어있다는 점이다. 사건들의 예를 들면 집안에의 침입, 한 사

람이 다른 사람에게 폭력행위를 하는 것, 두 사람간에 돈으로 성을 매매하는 것, 또는 심

각한 소음의 발생 등등이다. 대부분의 사건은 짧게 일어나지만 어떤 사건들은, 사기 사건

들과 같이, 많은 시간이 들어서 벌어진 것일 수 도 있을 것이다.  

⚫ 사건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한다. 반복성은 급작스런 문제나 만성적인 문제의 전조가 

될 수 있다. 심각한 문제들은 마을에 몇 건의 차량을 부수고 물건을 훔쳐가는 행위가 갑

자기 많은 수로 늘어나는 것처럼 갑작스럽게 일어난다. 어떤 급작스런 범죄들의 경우에 

아무 대응을 하지 않았어도 갑자기 더 이상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도 한다. 다른 경우에는 

사건들에 대처하지 않는 경우에, 만성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런 

사건들은 이 사건들이 더 큰 문제들로 발전될 전조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

져야 한다. 만성적인 문제들은 매춘을 위해 길거리를 헤매는 행위가 어느 특정 거리에서 

여러 해 동안 지속되는 것처럼 오랜 시간 동안 유지되었던 것을 말한다. 이런 경우는 어

떤 특정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이러한 만성적인 문제들에서 기인하는 사건들이 지속

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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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성: 그 반복되는 사건들은 어떤 공통점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 사건들은 아마도 

같은 사람에 의해 저질러 졌거나, 같은 종류의 피해자에게 만 일어났거나, 사건이 일어난 

곳에 비슷한 성격의 지역적 특성이 있거나, 비슷한 상황에서 사건이 일어났거나, 사건에 

사용되었던 무기가 같은 종류이었거나, 하는 등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요소들을 같이 가

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을 것이다. 이 같은 공통점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의 문제를 나타내

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다른 여러 개의 사건들을 다루게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범

죄를 구별하는 행위 즉, 미국의 Uniform Crime Report 등은 사실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차량도난사건이란 말은, 예를 들면, 재미를 위해 차를 훔치는 것, 차 부품을 나누어서 팔

기 위해 차를 훔치는 행위, 다른 나라에 차를 팔기 위해 훔치는 행위, 다른 범죄에 사용

하기 위해 차를 훔치는 경우, 그리고 일련의 다른 여러 가지 성격이 다른 사건들을 다 포

함한다. 그러므로 많은 다양한 차량도난 사건이 하나의 문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더 많

은 정보가 필요한 것이다. 공통점들이 있으면 여러 사건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패턴을 

볼 수 가 있고 그것이 하나의 문제를 의미하는 가를 파악하게 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

어서 교외의 주택가에서 도난 당하는 미니맨 차량들이 도시의 집시택시 (gypsy cabs) 로 

사용되는 경우이다.  

 

문제들은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은 작은 세부사항이 일련의 해로

운 사건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상황들과, 해로운 사건들을 만들어 내는 상

황들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CHEERS는 당신이 문제를 알아가는 단계에 당신이 

물어봐야 할 6가지의 질문들을 제안한다.  

⚫ 그 문제로 인해서 이 지역구성원 중 누가 해를 입었는가? 

⚫ 그 문제가 일으킨 해로움은 무엇인가? 

⚫ 경찰이 문제에 대응하는 것에 대한 지역의 기대는 어떤 것인가?  

⚫ 어떤 종류의 사건들이 그 문제의 원인이 되었는가? 

⚫ 이 같은 사건들은 얼마자 자주 다시 발생하는가? 

⚫ 이 사건들은 서로 얼마나 비슷한가? 

 

경찰들에 보고되는 모든 사건들이 “문제”는 아니다. CHEERS의 원리를 사용하면 문제로 연결되지 

않는 사건들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서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문제”는 문제지향경

찰활동의 내용 안에서 이해되는 전문적 용어를 뜻하고 우리가 일상적인 대화에서 사용하는 문제

의 의미와는 다르다. 그러므로 여기의 “문제”의 개념에 들어가지 않는 사건들이지만 경찰의 주의

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개별적 사건들 (single events): 하나의 개별적인 사건은, 그 사건이 얼마나 심각한 사건인

가의 사실과 상관없이, 만일 경찰이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사건이 다시 

반복해서 발생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예측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 개별적

인 사건은 수사와 경찰의 조사가 반드시 수반되는 사건이지만 문제지향경찰활동에서 다

루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의 예방활동이 필요하지 않은 개별사건은 아니다. 

⚫ 이웃 (Neighborhood): 도시의 중앙부나, 또는 특정 아파트 주거단지 같은 작은 지역단위들

이 범죄문제들로 인해서 나쁜 명성을 얻을 때가 있다. 이런 지역들은 여러 가지 복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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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들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나의 지역이 한가지의 문제만을 가지고 있다고 볼 

때, 문제의 대응책을 찾기 위한 노력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당신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

응할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기회는 줄게 될 것이다. 그 대신 한 지역 안의 특정 문제들을 

파악하고 그 문제들을 개별적으로 다루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만약 그 문제들이 서로 연

결되어있는 것이라면 그 연결고리들에 집중적으로 경찰력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이다. 지역적으로 가까운 곳에서 발생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문제들이 서로 연결되어있을 

것이라고 가정하면 안 된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한가지 해결책이 서로 다른 문제들을 해

결하는 데 효과적일 수도 있다.  

⚫ 지위적 조건 (Status conditions): 학교를 무단 결석한 어린이들, 심심해 하며 모여있는 십대 

청소년들, 부랑자들, 그리고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인들을 생각해 보자. 그들의 현재 상태

가 학교에 있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모여있다는 것, 직장이 없는 것, 또는 범죄의 

유죄판결을 받은 경력이 있다는 것이 자체로 어떤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경찰이 어떤 행동을 취해 주길 바랄 것이다. 그러나 이런 

그들의 현재의 상태나 지위가 특정의 해로운 사건이 될 수는 없다. 위에 열거된 사람들의 

일부는 범죄문제의 대상들이나, 범죄자들 또는 다른 종류의 역할로 “문제”를 일으키는 역

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사실까지도 문제지향경찰활동이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를 만들지는 못한다. 사람들의 현재 지위와 상황들을 통해서 문제를 정의하려는 

것은 정확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에 관해서는 좀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상황들이 

보다 큰 문제의 작은 부분을 보여주고 있을 수 도 있기 때문이다.  

 

항상 CHEERS 의 질문들을 사용하라. 내가 주목하고 있는 문제가 위의 6가지 요소들을 갖추고 있

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문제는 문제지향경찰활동을 통해 해결하기에 적합하지 않는 문제들

일 수도 있다.  

 

15. 당신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를 파악하라  

 

지역경찰들은 CHEERS의 문제정의의 기준에 적합한 광범위한 문제들을 다루어야 하므로, 우리는 

이러한 다양한 문제들을 구분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하였다. 이 구분법은 당신이 문제를 정확히 

정의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이 방법은 실제로는 다른 성격의 문제이지만 겉으로 보았을 때

는 비슷해 보이는 문제를 구별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당신이 다루고 있는 문제와 비슷한 문제

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그리고 문제를 연구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특성들이 무엇인지를 파악

하는데도 유용하다. 예를 들면, 지역경찰활동기관 (The Office of Community Oriented Policing Services) 

과 문제지향경찰활동센터 (The Center for Problem-Oriented Policing) 의 웹사이트에는 비슷한 문제들

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다양한 안내서들을 보유하고 있다. 당신이 수사하고 있는 문제의 종류

가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것은 당신의 다루는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더라고 문제해결

에 유용한 자료들을 발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분류법은 두 가지의 기준점에 근거하는데, 

문제가 일어난 환경 (Environments) 과 그 문제에 관여된 사람들의 행동(Behavior) 이 두 가지 이다.  

 

환경 (Environments) 은 범죄대상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하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제한

하고, 그리고 그 지역을 누가 조정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한 환경을 상세히 조사하는 것은 그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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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존재 할 때와, 존재하지 않았을 때의 상황들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 환경에는 문제를 해

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람들이 있다. 다음은 경찰들이 대면하는 가장 흔한 문제들과 연관된 

11가지의 다른 상황들이다.  

 

⚫ 주거지역- 사람들이 사는 거주지역이다. 집, 아파트, 그리고 호텔방들이 그 예이다. 대부

분의 경우는 고정되어있는 주택이지만, 몇몇 경우는 레저 차량 등을 이용한 이동식 주택

을 보유하는 사람들도 있다.  

⚫ 유흥지역 - 사람들이 즐거운 여흥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 가는 곳. 술집, 나이트 클럽, 식

당, 영화관, 운동장, 해안의 산책길들, 그리고 공원들이 이에 속한다.  

⚫ 사무지역 - 사무직원들이 일을 하는 곳으로서 직원들과 일반 대중들과의 대면의 기회가 

거의 없는 장소이다. 국가 공공기관, 사무실 등이 주로 이런 타입의 지역이다. 이러한 지

역에의 접근은 주로 제한되어 있다. 

⚫ 소매상업지역 - 사람들이 걸어 들어오거나 운전하는 손님들의 교통량이 있고 돈의 거래

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상점들과 은행이 그러한 곳이다.  

⚫ 산업지역 - 상품들을 처리하는 곳이다. 현금의 거래가 이곳에서는 중요한 활동이 아니며, 

대중의 방문도 거의 드물다. 공장들, 대형창고들, 그리고 수하물창고 등이 그 예이다.  

⚫ 농업지역 - 농작물을 재배하고 가축들을 키우는 장소들 

⚫ 교육 - 배우거나 공부하는 장소들로서, 유치원, 학교, 대학교, 도서관, 그리고 예배를 드리

는 장소 등이 포함된다.  

⚫ 휴먼 서비스 (Human Service) - 사람들이 문제가 있을 때 찾는 곳으로서, 법원, 구치소, 감

옥, 경찰서, 병원 그리고 약물치료센터 등이 있다.  

⚫ 공공 대로 (Public ways) – 모든 다양한 환경들을 연결하는 길. 도로, 고속도로, 산책길, 자

전거 도로, 그리고 주차공간 등이 그 예이다.  

⚫ 대중교통 (Transport)  – 사람들의 대단위 통행을 이루는 장소. 버스, 버스정거장, 비행기, 

공항, 기차, 기차역, 그리고 여객선, 여객터미널 등이다.  

⚫ 열린 공간 (Open/Transitional) – 하나의 특정한 목적만을 위해 이용되는 공간인 장소. 공원

과 같은 장소처럼 시민들의 여가를 위해 만든 장소 같은 곳이 아니나, 사람들이 그런 목

적을 위해 모이기도 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런 장소들에는 버려진 집들이나, 건축현장 등

이 포함된다.  

 

행동 (Behavior): 문제를 분류하는 데 사용되는 두 번째의 측면이다. 행동을 특정 지우는 것은 문

제들의 해로움, 범죄의 의도, 그리고 범죄자와 범죄대상의 관계 등의 측면에 집중하는데 도움을 

준다. 다음의 6가지 타입의 행동이 있다:  

 

⚫ 약탈자적 행동  (Predatory) - 범죄자가 피해자와 확실히 구분이 되며, 피해자는 범죄자의 

행동에 반대하여 행동한다. 대부분의 범죄가 이 타입에 속한다. 예를 들면, 강도, 아동학

대, 주택강도, 그리고 절도 등이다.  

⚫ 동의하는 행동 (Consensual) – 두 상대방이 알고 또 의도적으로 서로 행하는 범죄이고 특

히 어떤 종류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범죄이다. 마약거래, 매춘, 그리고 장물거래 등이 그 

예이다. 그러나 매춘 중에 일어난 폭력행위는 약탈자적 행동으로 구분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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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등 행동 (Conflict) – 폭력적인 행동들은 서로 비슷한 부류의 사람이거나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관계의 사람들에게서 일어난다. 어떤 형태의 부부간의 가정폭력이 이 범위에 포함

되나 어린이나 노약자에 대한 가정의 폭력은 약탈자적 행동으로 분류된다.   

⚫ 교양 없는 행동 (Incivilities) – 범죄자가 피해자로부터 구별 될 수 있으나 피해자가 대다수

의 일반인들일 경우 그리고 그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 아닐 경우의 행위들이다. 사람들을 

화나게 하고, 눈에 거슬리고, 시끄럽거나 또는 일상생활에 방해가 되지만 심각한 재산피

해나 사람에게 신체적 상해를 가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이다. 시끄러운 파티가 그 

예이다. 물건을 파괴하는 행위 (Vandalism)가 여기에 속하는 지는 더 자세한 분석에 따라 

달라진다. 어떤 종류의 교양 없는 활등은 장소나 환경에 관련 없이 문제가 되지만, 어떤 

행동들은 특정 환경에서만 문제가 되기도 한다.   

⚫ 위험에 처하게 하는 행동 (Endangerment) – 범죄자나 피해자가 같은 사람이거나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해를 가하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없는 경우이다. 자살시도, 마약 과다 복용, 

그리고 차량충돌 등이 그 예이다.  

⚫ 경찰력의 잘못된 사용 (Misuse of police) – 이 종류는 잘못된 경찰에의 보고와 출동요청 등

이 포함된다. 거짓으로 범죄를 보고하는 행위나, 시민들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상황에 

지속적으로 경찰에 전화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아래의 표는 위에서 설명한 구별에 관한 설명을 담고 있다. 하나의 문제를 적절히 설명하는 가로

행과 세로열이 서로 교차하는 지점에 그 범죄를 표시함으로써 하나의 문제를 구별하고 있다. 예

를 들면 술집 근처에서 유리병으로 인해서 부상을 입은 사건은 갈등과 유흥 (conflict-recreational) 

문제로 구별되었다 (A) 샌디에고의 경찰들은 한 편의점이 갱 단원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위협을 받

고 있다고 허위 전화제보를 지속적으로 한 사건에 대해 (B) 의 범죄로 분류하여 처리하였다. 텍사

스의 플파노 지역에서는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상점에 대해서 (C) 의 형태로 분류하고 처리

하였다. 이민자 농장일꾼이 관련된 자동차 사고는 공공대로에서의 위험에 처하게 하는 (an 

endangerment-public ways) 문제로 분류되었다 (D) 휴지를 길거리에 버리는 행위와 고성방가의 행위 

등이 공공대로와 교양 없는 행동의 (a public way/incivilitiy) 카테고리로 분류되었다 (E). 길 모퉁이

에서 행해지는 마약류 판매 (F)나 마약판매상과의 갈등으로 인한 강도의 보복적 총격 등의 문제 

(G)가 어떻게 다른지 생각해 보라. 위의 두 문제는 부분적으로 겹치지만 그러나 같은 문제는 아

니다.   

 

대부분의 문제들이 아래의 표에 하나의 칸에 분류될 수 있지만, 가끔 어떤 문제들은 여러 가지의 

복합적 행동들이나 환경들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잉글랜드의 스태포드쉬어 

(Staffordshire) 경찰은 시위자들이 버려진 빌딩이나 공사장 등을 점거하였을 때 이런 문제를 발생

시킨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이 점거한 장소는 열린 장소 (open/transitional)적 환경을 가지고 있

는 곳이다. 그 시위자들의 행동은 일반적으로 비사회적인 행동 (incivilities)들로 구분되지만 그와 

같은 건물을 점거하는 행위 등은 또한 시위자들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에 처하

게 하는 행동 (endangerment)역시 관련된 또 하나의 행동으로 분류된다. (테이블에서의 H). 이처럼 

여러 가지 행동과 환경이 하나의 문제를 정의할 때 필요할 수도 있으나 지나치게 다양한 행동과 

환경의 종류를 포함하는 것은 문제의 정의를 정확하지 않게 만들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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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들을 분류함으로써, 경찰기관들은 같은 종류의 환경과 같은 타입의 행동들이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서로 다른 노력들에 대해서 서로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공통적인 분석 이슈들이나 

특정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대응책들이 있는가? 한 종류의 문제에 관련된 분석

이나 대응책들이 다른 종류의 문제의 대응책이나 분석과 다른가? 위와 같은 질문에 답하는 것은 

문제해결전략뿐만 아니라 훈련방법 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그리고 다른 종류의 

환경에서 발생한 다른 종류의 문제들이 어떤 방식의 대응책을 사용할 때 효과적인 대응이 될 것

인지 등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증가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더 읽을 거리:  

Eck, John and Ronald Clarke (2003). "Classifying Common Police Problems: A Routine Activity Approach." 

Crime Prevention Studies, volume 16, edited by Martha Smith and Derek Cornish. Monsey, NY: Criminal 

Justice Press. 

 

 

 
 

 

16. 범죄로의 여정을 연구하라  

 

8단계에서 설명된 문제분석삼각형이 범죄의 세가지 핵심적 요소들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지만, 

범죄자들이 어떻게 범죄할 만한 대상을 찾아내는 지에 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 마르쿠스 

펠슨 (Marcus Felson)에 의하면, 범죄자들은 다음의 세가지 단계로 범행대상을 찾아낸다.  

 

1. 피해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을 근거로 (당신의 이웃집의 아들이 당신이 언제 

집을 비우는 지에 대해서 알고 있을 수도 있다).  

2. 직업을 통해서 (전화설치기사로 일하고 있는 주거침입강도가 당신이 다음주에 휴가를 떠나 집

을 비울 것이라는 것을 엿듣게 되었을 수도 있다.) 

3. 활동영역이 겹치게 되면서 피해자를 파악해 낸다.  

 

활동영역이라는 개념은 캐나다출신의 환경범죄학자인 팻 (Pat) 과 파울 브랜팅햄 (Paul 

Brantingham) 이 발전시킨 범죄패턴이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다. 그들은 이 개념을 이용

해서 범죄자들이 그들의 일상 생활활동에서 어떻게 범죄대상을 찾아내는 가를 설명하고 있다. 삼

각형에서 시작해서, 그들은 범죄자들이 집에서부터 직장으로 또 여가를 즐기는 곳으로 이동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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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기본으로 가정한다. 삼각형의 각각의 세 꼭지점에서 그리고 각각의 삼각형의 변을 따라서 

이동하면서 범죄자들은 범죄의 기회를 찾는다는 것이다. 범죄자들이 이 삼각형의 루트에서 아주 

조금씩 벗어나는 행동을 할 수 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지역을 벗어나서 

먼 곳으로 가거나 하는 일은 거의 하지 않는다. 그것은 일상의 생활이 일어나는 과정 중에 범죄

를 저지르는 것이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특별히 어느 지역으로 여행을 떠나는 것보다 더 쉽기 때

문이다.  

브랜팅햄 부부도 역시 사람들이 생활하고, 일하고, 쇼핑하고, 또 즐거움을 찾는 공간들의 경계선

들을 표현하기 위해 “경계선” (edges)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어떤 범죄들은 이 경계선 상에서 일

어난다. 그러한 범죄들은 인종적 공격, 길거리 강도범죄 또는 상점물건 절도 등인데 그것은 이런 

곳들이 서로 다른 지역에서 온 서로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상태에서 벌어지는 범죄들이

기 때문이다. 브랜팅햄 부부는 초기의 연구에서 플로리다주의 탈라하세 시의 주거지 강도사건은 

부유한 지역이 가난한 이웃들이 사는 지역과 경계된 곳에서 주로 밀집되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

였다. 그들의 설명은 부유한 지역의 집들은 이웃의 가난한 지역의 강도들에게 매력적인 타겟을 

제공하였지만 그 강도들은 자신들이 마을의 경계선에서 너무 멀리 떨어진 부유한 지역의 안쪽까

지 들어가서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그 지역에 대해서 범죄자들이 잘 모

르는 것과 그 지역의 주민이 아닌 것이 쉽게 발각될 것을 두려워해서 라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

들의 지역에서 더 멀리 떨어진 부유한 이웃으로 침범했을 경우 범죄를 저지르는 데 드는 시간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범인들이 발각될 위험도 더 크다는 우려 때문일 것이다.  

 

삼각형에서의 사람들의 일상생활의 활동들을 나타내는 변과 꼭지점들은 사람들이 범죄피해자가 

될 위험과 범죄의 패턴을 동시에 설명하고 있다. 이것이 브랜팅햄 부부와 다른 범죄패턴학자들이 

범죄의 지역적 분산과 일상생활의 활동리듬에 많은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이유이다. 예를 들어 

이 같은 연구자들은 범죄활동의 지도를 일상생활의 다른 시간대의 활동들과 연결하는 지도를 만

들어 낸다. 즉 사람들이 출퇴근하는 시간대, 학생들이 하교하는 시간대, 그리고 상점이 문을 다는 

시간 또는 다른 삼각형의 변과 꼭지점을 따라 움직이는 일상활동들을 연결시킨다. 소매치기나 어

떤 종류의 상점물건을 훔치는 범행은 사람이 붐비는 곳을 찾는데, 다른 범죄자들은 사람들이 없

는 장소와 때를 찾기도 한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직장에 가서 집을 비우는 때는 주택강도들에게 

주택지역으로 범죄의 기회를 찾아 가게 되고, 사람들이 퇴근하여 집에 있는 저녁때는 강도들은 

상점이나 상업지구를 범죄대상으로 삼아 그 곳으로 모이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많은 연구들이 밝힌 바로는 범죄를 하려는 데 범인이 떠나는 거리는 상당히 짧다는 것이다.  범

죄자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집에서 1마일이나 2마일 정도가 떨어진 곳에서 범죄를 저지른다고 

한다.  예를 들어, 영국의 가장 큰 경찰기관의 하나인 웨스트 미드랜드 경찰서 (The West Midelands 

Police) 의 앤디 브룸웰 (Andy Brumwell)씨는 최근에 2년간 수집된 258,074 건의 범죄여행을 분석

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가 발견한 것은 다음과 같다.  

 

⚫ 약 절반에 이르는 범죄를 위해 범죄자가 여행하는 거리가 1마일 미만이었다.  

⚫ 이동거리는 범죄에 따라 다양하였다. 예를 들어, 상점에서 물건을 절도하는 범죄자들은 

다른 종류의 범죄자들보다 더 먼 거리를 이동하는 경향을 보였다. 

⚫ 여자 범죄자들이 남자 범죄자들보다 더 먼 거리를 이동하였다. 이는 많은 여성들이 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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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물건을 훔치는 범죄에 많이 가담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 각각의 범죄자들은 다양한 범죄여행의 형태를 보였다. 몇몇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범죄를 저질렀고 다른 사람들은, 특히 공범자가 있을 경우에는 더 먼 곳으로 이동을 해서 

범죄를 저질렀다.  

⚫ 어린 범죄자일수록 자신의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또한 20대의 

범죄자들이 범죄를 위해 가장 먼 거리를 이동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켄자스 주의 오버랜드 파크 시의 범죄분석가인 수잔 베르니크 (Susan Wernicke)씨는 캘리포니아의 

샌디에고에서 미국 형사정책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주최로 열린 2000년 전국 범죄 매핑 

컨퍼런스 (national Crime Mapping Conference )에서 청소년 범죄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들을 발표하

였다. 수잔 베르니크는 오버랜드 파크 시에서 사는 체포된 한 11세의 어린이가 집에서 평균 1.05 

마일 거리를 이동하면서 범죄를 저질러 왔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거리는 나이가 증가하면서 함

께 늘어났다. 17살의 청소년은 2.7마일의 거리를 이동하면서 범죄를 저질렀다. 연구자는 이것은 부

분적으로 나이가 증가하면서 차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느는 것으로 설명된다고 하였다.   

 

 
 

당신은 이 범죄패턴이론의 개념을 당신의 관할구역에서의 범죄를 이해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을 것

이다. 우선 당신은 범죄자들이 활동하는 꼭지점, 변, 그리고 경계선 등을 찾아내서 범죄자와 범죄

의 패턴을 조합해야 한다. 우선 당신은 범죄자들이 어떻게 범죄의 기회를 의도적으로 찾는지, 그

리고 언제 범죄자들이 피해자를 우연히 찾게 되는 지를 구별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될 것이다. 그

리고 어느 곳에서 범죄자들이 사라지고, 어느 곳이 범죄자들이 모여드는, 우범지역 (hot spot)인지

를 발견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지에 대한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라. 당신의 지역에서 벌어지

는 범죄의 패턴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에도 어떤 거리에서는 범죄

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 곳도 있을 것이고 어떤 주소지는 그 지역의 대부분의 범죄를 일으키는 곳

일 수 도 있다. 지역주민들은 어떤 거리가 걸어 다니기에 안전한 곳이고 다른 어떤 거리는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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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면 안 되는 곳인지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만약 지역주민들도 자신들의 지역에 관해서 잘 

알고 있다면 당신이 지역의 문제들을 발견하는데 어려움이 무엇이 있겠는가? 범죄패턴이론은 위

와 같은 분석을 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범죄이해의 단계 (Scanning stage)에서 한 특정 문제를 정

의하는 것과 분석단계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더 읽을거리: 

Brantingham, Patricia and Paul (1993). "Environment, Routine, and Situation: Toward a Pattern Theory of 

Crime." Routine Activity and Rational Choice, Advances in Criminological Theory, volume 5, edited by Ronald 

Clarke and Marcus Felson.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Publishers. 

 

Felson, Marcus (2002). Crime and Everyday Life. Thousand Oaks, CA: Sage.  

 

Wiles, Paul and Andrew Costello (2000). The Road to Nowhere: The Evidence for Travelling Criminals. Home 

Office Research Study 207. London: Home Office (accessible at www.homeoffice.gov.uk) 

 

 
 

 

17. 범죄우범지역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알라  

 

범죄분석가들은 주로 지형만을 살펴서 우범지역 또는 ‘핫스팟’ (hot spot) 을 파악한다. 이것은 시작

지점으로서는 좋지만 핫스팟을 없애거나 줄이기 위해서는 왜 그 곳이 핫스팟이 되었는지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 이 단계에서는 핫스팟이 형성되는 과정을 이해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다룰 것이다.  이 후에 23단계와 55단계에서는 지도를 만드는 소프트웨어 프로

그램 (mapping software) 없이도 어떻게 핫스팟을 분석해 내고 찾아내는 지에 대해서 논의 할 것이

다. 앞선 단계에서 논의 되었듯이, 작은 단위의 지역들이 (small areas), 즉 장소의 단위 (places), 많

은 문제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효과적인 대응책을 계발하는데 아주 중요하다. 그러므로 이 단계에

서는 작은 단위의 핫스팟의 장소 (places)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 할 것이고 이 논의를 기반으

로 뒤의 단계에서는 핫스팟의 거리 (streets) 들과 지역(areas)들을 연구하게 될 것이다.  

다음은 세가지 종류의 우범지역장소들이다. 다음의 세가지 종류들은 각각의 특징적인 범죄발생원

http://www.homeoffice.gov.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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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생기는 과정이 다르다:   

• 범죄를 유발하는 장소 (Crime generators) 란 범죄를 일으키게 만드는 장소들을 지칭하는데, 

이 장소는 많은 사람들이 범죄의 동기와는 무관한 이유들을 가지고 모이는 장소이다. 이 

장소는 범죄자나 피해자들을 일정 시간 동안 한 장소에 모이도록 함으로써 범죄와 여러 

무질서들 (disorder)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이런 범죄를 유발하

는 장소들은 쇼핑을 할 수 있는 장소, 많은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장소들 (기차

역, 버스 터미널 등), 축제나 스포츠경기가 열리는 장소 등이다. 따라서 많은 범죄나 무질

서를 만들어 내는 것은 우선적으로 위와 같은 장소를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과 범죄의 대

상들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 범죄를 유도하는 장소 (Crime attractors) 란 많은 범죄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장소로 범

죄자들에게 이미 알려져 있는 장소를 일컫는다. 범죄의 동기를 가진 자들이 이런 장소들

로 몰리게 된다. 짧은 기간 동안에는 범죄자들이 이 지역의 밖에서부터 범죄의 기회를 찾

아 이 장소로 오지만, 이 지역이 형성되고 유지되는 기간이 길어 질수록, 그리고 특정 경

우에 따라서, 범죄자들이 이러한 범죄유도장소로 이주를 하기도 한다. 매춘이나 마약을 거

래하는 지역들이 이 예에 속한다. 어떤 유흥지역은 범죄들이 일어 날 수 있는 환경을 제

공하기도 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러한 장소들은 처음에는 지역주민들 사이에서만 

알려져 있다가, 점차 이런 지역에 대한 소문들이 퍼져서 더 많은 범죄자들이 몰려들고 결

과적으로 범죄와 사건들을 증가시키게 된다.  

• 범죄발생을 가능하게 하는 장소 (Crime enablers) 란 그 장소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으로 

규제되는 규정들이 거의 없는 장소들을 말한다.  즉 장소에 있을 때, 사람들이 지켜야 할 

행동의 규정이 없거나, 또는 공권력에 의해서 감시되지 않고 있는 상태를 일컫는다.  예를 

들면, 주차장의 경비원이 없을 경우에 사람들이 주차장의 근처에서 방황하며 돌아다니게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결국은 차량의 도난 사건 등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다. 장소 관리를 갑작스럽게 변경하는 경우의 예도 있다. 때로는 장소를 관리하는 방식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점 느슨해져서 범죄문제를 키우는 경우도 있다. 범죄발생을 허락하

는 장소들은 또한 보호자들의 관심과 주의가 허술해 지는 경우에도 생긴다. 예를 들면, 아

이들이 놀이터에서 놀 때, 부모들이 함께 한다면, 부모들은 아이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

는 동시에, 아이들이 말썽을 부리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만약 부모들의 양

육방식이 점차적으로 변함으로써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부모의 보호 없이 놀게 된다면, 아

이들의 범죄피해의 위험과 또한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기회들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패트리샤 (Patricia) 와 폴 브란팅햄 (Paul Brantingham) 은 범죄자나 범죄 피해대상을 끌어들이지 

않고, 또 장소에 있는 사람들의 행동을 적절히 통제 할 수 있는 장소를 범죄에 중립적인 장소라

고 하였다.  이런 장소들에서는 범죄를 거의 찾아 볼 수 없고 일어나는 범죄들도 특정 형태의 패

턴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이런 이유로, 범죄중립장소들이 경찰의 주의대상이 되는 일은 거의 없

다.  이러한 장소들에 대해서는 범죄 분석을 거의 하지 않고 있지만 사실 다른 장소에서의 범죄

분석들과 비교하기 위해서도 범죄중립적인 장소에 대한 범죄분석은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범죄

중립적인 지역들에서 발견된 사실들을 우범지역의 분석과 비교함으로써 범죄유도지역이나,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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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발지역, 또는 범죄를 가능하게 하는 지역들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각각 어떻게 다른지를 파악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분석을 위해서는 58 단계에서 다룰 사건통제연구 (Case-control 

studies) 의 지식이 유용할 것이다.  

 

요약하면, 한 범죄나 무질서의 우발지역 (핫스팟)이 더 큰 문제로 나타나게 되었을 때 그 원인들

은 일반적으로 범죄대상이 증가한 경우이거나, 범죄 우발지역에 모여들거나 범죄우발지역에서의 

범죄기회를 이용하는 범죄자가 늘었거나, 또는 장소에서 사람들의 행동을 규제하던 통제의 수준

이 점점 약해진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위의 세가지 요소들이 동시에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자

주 발견된다. 예를 들면, 한 지역에 새로운 도로가 놓인 덕분으로 쇼핑을 하는 사람들을 늘어나게 

된 경우를 생각해 보라. 이런 경우 새로운 절도의 기회를 노리는 범죄자들이 늘어나서 이 지역에

서의 절도사건이 증가하게 될 수 있다. 범죄자들의 범죄가 성공적일수록 더 많은 수의 범죄자들

이 이 지역으로 몰려 들게 되고, 따라서 이 지역에서 쇼핑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더욱 감소하

게 될 것이다. 이런 현상은 범죄현상을 줄일 수 있는 기능을 하는 “보호자역할” (guardianship)이 

더욱 약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비자들이 줄어드는 것의 효과). 이것은 또 다른 영향을 미

치는데, 그것은 그 지역에 장사가 잘 되지 않게 되면서 지역의 관리가 더욱 소홀해지게 된다는 

것이다. 즉, 하나의 문제가 그 지역을 범죄를 유발하는 장소 (crime generators)로 바뀌게 하고, 더 

나아가 범죄를 유도하는 장소(crime attractors)로 진화되며, 마지막으로 범죄발생이 가능한 지역

(crime enablers)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의 범죄를 조성하는 과정 (mechanism)들 중 어떤 것이 작용을 하는지 진단

하기 위해서 숫자들과 비율들을 비교해 볼 수 있다. 비교해 보려고 하는 범죄들을 가능한 범죄대

상들로 나누면 비율들을 얻을 수 있다 (27단계의 과정). 이 계산은 가능한 100 명의 범죄대상 당 

일어나는 범죄의 수로 표현된다. 예를 들면, 만약 한 주차장의 1년간 차량관련 도난사건이 15건이 

이고 그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 대 수가 150 대이며, 매번 사용 가능한 주차공간을 거의 

다 채우면서 운영을 했다고 가정한다면 그 주차장에서 일어난 차량관련도난사건은 15분의 150 또

는 0.1이다. 즉, 주차공간당 1년에 10건의 차량관련도난사건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 분석은 이 

주차장의 공간이 거의 다 사용될 때를 가정으로 한 때만 유용하다. 만약 대부분의 경우 50공간만

이 사용이 되었다면 이 범죄비율은 위의 3배로 증가할 것이다 (15/150 = .3 또는 1년에 1차량 대, 

30 대의 차량관련도난 발생)  

 

표 1는 우범지역의 심각성을 범죄 숫자로 썼을 때 또는 비율로 표현했을 때 그 순위가 어떻게 달

라지는 지를 보여주고 있다. 범죄사건을 숫자로 보았을 때는 A 장소가 가장 범죄가 빈번히 발생

하는 지역인 것으로 보이지만, 비율로 보면 두 번째의 우범지역으로 나타난다.  장소 C는 범죄숫

자에서 비율로 단위를 바꾸었을 때, 세 번째 우범지역에서 첫 번째 우범지역으로 순위가 바뀐다.  

우범지역을 만드는 과정들이 어떻게 직접적으로 숫자와 비율의 결합을 만들어 내는지를 보자. 범

죄유발지역들은 많은 범죄들이 일어나는 곳이지만 범죄의 대상이 늘어날수록 그 지역의 범죄비율

은 줄어들게 된다 (표 1의 장소 B). 범죄유도지역들 역시 범죄가 많이 일어나지만 이 지역은 비교

적 범죄대상들이 적으므로, 이 장소에서의 범죄비율은 증가하게 된다 (장소 A). 범죄를 가능하게 

하는 지역들은, 이 지역의 약해진 행동통제력 때문에 범죄대상들이 모여들지 않게 된다. 그러나 

이 지역에 나타나는 적은 수의 범죄대상들에 대한 범죄피해가능성은 아주 높다. 그러므로 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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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이 비교적 적은 수의 범죄사건이 발생하였지만 높은 범죄비율을 나타내는 것은 이 지역이 범죄

가능지역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장소 C). 마지막으로, 범죄중립지역의 범죄건수는 주로 낮을 것이

다. 그리고 만약에 가능한 범죄피해대상의 수가 많지 않을 경우에라도 이 지역들의 범죄율은 역

시 낮을 것이다 (장소D). 표 2에서는 이러한 관계들을 잘 나타내고 있다.  

 

범죄 사건 숫자와 비율들의 순위들은 서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위의 과정들은 범죄와 관련된 과

정들을 비교 하는 데 아주 유용하다. 물론 한 지역에 두 개 이상의 과정들이 복합적으로 진행되

고 있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한 지역의 낮은 행동통제력 (enabler)은 역시 범죄자들을 끌어 들이

게 되는 요소가 (attractor) 될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비교들은 이 후에 설계할 

수사와 연구를 위한 가설을 세울 때 유용한 초기의 징후들을 발견하게 해 준다 (단계 20을 보라). 

위와 같은 분석은 범죄를 줄이는 데 효과적인 대응책들을 제시해 줄 것이다.  

 

더 읽을거리:  

Brantingham, Patricia and Paul (1995). "Criminality of Place: Crime Generators and Crime Attractors". 

European Journal on Criminal Policy and Research 3(3):1-26. 

     

 
 

18. 80-20 의 원칙이 적용되는지를 파악하라  

 

범죄예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원칙은 범죄는 특정 사람들, 장소들 그리고 사건들과 특히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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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있다는 것이다. 즉 범죄가 집중되어 있는 곳에 범죄대처자원들을 집중적으로 사용하면 가장 

큰 예방효과를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집중지역들에 관련해서는 범죄 분석

가들 사이에서는 잘 알려진 여러 가지 이름표들이 붙여지게 된다.   

 

• 상습 범죄자들 (Repeat offenders). 필라델피아의 출생 년도가 같은 한 무리의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 울프강 (Wolfgang)의 유명한 “필라텔피아 코호트” (Philadelphia cohort)

연구에 의하면 이 연구에 참가한 모든 범죄자들 중 단지 약 5 퍼센트의 범죄자들이 50 퍼

센트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 반복되는 피해자들 (Repeat victims). 영국의 범죄 설문조사에 의하면 반복적으로 범죄피해

를 당하는 사람들이 (전체 범죄피해 경험이 있던 사람들 중 약 4 퍼센트만이 반복적으로 

범죄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보고했다) 설문 조사에서 보고된 모든 범죄피해 중 약 40 퍼센

트에 달하는 범죄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밝혀졌다.  

• 핫 스팟 (Hot spots). 로렌스 셔먼 (Lawrence Sherman)과 그의 동료들은 우범지역 (hotspot)의 

개념을 지도에 사용하는 획기적인 연구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미네아폴리스 (Minneapolis)

에서 경찰에 서비스를 요구하는 전화의 60퍼센트가 단지 그 지역의 6퍼센트의 주소들로부

터 걸려온 것을 발견하였다.   

• 인기 상품들 (Hot products). 고속도로 손실데이터연구기관 (The Highway Loss Data Institute) 

에서 발표하는 연간자료에 의하면 특정 자동차모델에 대한 절도사건이 다른 자동차종류의 

절도사건에 비해 30배나 높았다.  

• 위험이 높은 시설들 (Risky facilities). 매사추세츠 주 (Massachusetts)의 단버스 시(Danvers)의 

경찰에 보고된 상점털이 절도사건의 55퍼센트가 78 상점들 중 3 개의 상점에서 발생하였

다.  

 

이 같은 집중성은 범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현상에도 적용되는 일반적인 법칙이라

고 할 수 있다. 지구의 적은 일 부분의 토양에 지구에서 살고 있는 대부분의 생명들이 살고 있지 

않은가. 지구상의 전 인구의 작은 비율만이 지구상의 대부분의 부(wealth)를 소유하고 있다. 작은 

비율의 경찰관들이 대부분의 범죄인 검거를 이루어 내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일반적으로 80-20 규칙으로 불린다. 이론적으로 20 퍼센트의 어떤 대상들이 80퍼센

트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규칙이 항상 정확히 80-20 인 것은 아니

다. 그러나 이것은 항상 적은 비율을 어떤 대상이나 또는 어떤 집단이 많은 퍼센트의 어떠한 결

과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이다. 다음의 표는 이 규칙이 적용된 사례들을 보여준다. 다음의 연구

는 플로리다주의 잭슨빌 시의 55개의 주택건설회사의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절도범죄와 주거침입

강도사건에 대해 스테이시 벨레딘이 분석한 것이다. 그 건설회사들 중 11개의 회사가 2004년 1월

부터 9월까지 잭슨빌의 보안관 사무소에 보고된 건축현장의 절도와 강도사건들 중 85퍼센트에 달

하는 피해사례를 경험하였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들을 연구하던지, 당신은 이 80-20 규칙이 적용이 되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

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다음의 간단한 6단계의 질문들이 당신이 답을 찾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1. 사람들과 장소들 그리고 물건들과 관련된 사건들의 숫자를 연관시킨 리스트를 만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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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범죄의 숫자가 많은 순서부터 낮은 순서로 순위를 매겨라.  

3. 각각 사람, 장소 또는 물건들과 관련되어있는 사건들의 퍼센티지를 계산하여라. 표를 보면, 

386 건의 절도사건과 주택강도사건들이 표시되어있다. 그 사건들 중 60건이 (15.5 %) 건축

회사1의 소유인 건설현장에서 일어난다.  

4. 가장 높은 범죄사건을 나타내는 사람, 장소 또는 물건 등 (또는 여기의 예처럼 주택건축

회사)을 시작으로 사건들의 퍼센티지를 계산하라. 

5. 사건과 관련된 그 사람, 장소, 또는 물건들의 퍼센트를 축적해서 적어두라 (우리의 예는, 5 

번째 칸에 채워진 주택건설회사들의 축적된 퍼센티지). 

6. 그 축적된 사람, 장소, 또는 물건들의 퍼센트(5번째 칸)를 축적된 결과들의 퍼센트 (4번째 

칸)에 대비하여 비교하라. 이러한 비교가 사건들이 가장 많이 발생한 그 사람, 또는 장소

들이 얼마나 그 문제와 연관되어있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은 앞으로의 범죄예방노력을 인도 해 갈 문제의 인식단계에서 아주 유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잭슨빌 시에서 발생한 사건의 예에서 단 5개의 건축회사들이 50퍼센트 이상의 범죄사건

들을 경험하였다. 이론적으로 그 지역의 55개의 모든 건축회사들에 대해서가 아닌 그 5개의 회사

들에 범죄예방노력을 집중하는 것이 그 도시의 전체적인 건축현장에서의 절도와 주택강도사건들

을 줄이는데 매우 효과적인 전략이 될 것이다.  

 

분석의 단계에 이르면 이 같은 표들이 가장 높은 사건율과 가장 낮은 사건율을 보인 사람, 장소 

또는 물건들간에 차이점을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책의 예로 쓰인 스테이시 벨레딘의 

연구에서는 주택건설회사의 숫자와 절도와 주택침입강도사건들을 경험한 주택건설회사의 숫자가 

잘 연관되어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이 숫자들이 범죄피해의 위험의 모든 차이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범죄의 위험을 설명하는 다른 중요한 요소들은 아마도 건축회사들이 건축

을 하고 있는 지역의 이웃들에 있을 수 있는데, 주민들이 범죄가 발생할 때 경찰에 신고를 얼마

나 하는지, 그리고 주민들의 일반적인 안전장치들이 무엇인가 하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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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당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 연구하라  

 

다른 경찰기관들이 당신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들을 이미 다루어왔을 수도 있고 또는 연구자들

이 그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였을 수 도 있다. 이전의 연구들에서 어떻게 그 문제가 분석 되었고 

어떻게 연구를 하였으며, 그리고 어떤 대응방법들이 효과적이었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어떤 것들

인지를 찾아본다면 문제해결에 많은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의 연구자료들을 

공부하는 것이 당신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테스트 할 연구가설을 세우는데 유용할 것이다 (단

계 20).  

 

우선 다음의 온라인 사이트 (www.cops.usdoj.gov 와 www.popcenter.org) 에 올려져 있어 사용 가능

한 문제지향경찰활동안내서 (the Problem-Oriented Guides for Police) (POP Guides) 로 시작하라.    

각 연구서는 한가지의 특정 문제점에 대해 연구들을 정리하여 두었고 그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새로운 안내서들이 지속적으로 만들어 지고 있으나 당신이 해결하

고 자 하는 문제에 대한 연구자료가 없으면 연관안내서들을 찾아보아라. 예를 들어, 당신이 해결

하고 자 하는 문제인 공공주택에서의 마약거래문제에 관한 안내서가 현재 없다고 가정해보자. 그

러나 “개인이 소유한 아파트단지들에서 발생하는 마약거래” 와 “열린 공간에서의 마약거래시장”

http://www.cops.usdoj.gov/
http://www.pop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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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안내서들이 존재하는데, 이런 안내서들을 읽는 것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유용한 웹사이트 

 

당신의 연구를 확장하기 위해서 다음의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웹사이트들을 방문해보라. 오스트

레일리아 (Australia)와 영국 (the U.K.)의 웹사이트들은 문제지향경찰활동이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

는 나라이고 미국에서 발생하는 범죄문제들과 비슷한 범죄문제들을 다루고 있으므로 그냥 지나치

지 말고 방문할 것을 권한다. 사실 샌프란시스코의 범죄는 테네시 주나 루이지아나 주의 작은 마

을에서 발생하는 범죄보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시드니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더 유사하다.   

 

• Center for Problem-Oriented Policing.  

(www.popcenter.org). 문제지향경찰활동안내서 (POP Guides)와 별도로, 수백 건의 문제지향경찰

활동프로젝트 보고서들이 이 웹사이트를 통해 골드스타인과 틸레이 어워드 수상 (Goldstain 

and Tilley Awards)을 위해 수년간 제출되어왔다. 이 웹사이트의 검색창에 원하는 프로젝트의 주

제를 검색하면 그 보고서들을 읽고 다운받을 수 있다.   

• NCJRS Abstracts Database 

(http://abstractsdb.ncjrs.gov). 이 웹사이트가 포함하고 있는 방대한 자료들 중, 경찰활동에 관한 

연구초록은 아주 작은 수만이 수록되어있다. 그러나 이 자료들이 당신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

가 될 수 있다. 초록들이 가끔은 전체의 연구보고서와 연결되어 있어서 다운받을 수 있는 경

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보고서 책자를 빌려야 할 때도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무료이고 

상당히 효과적이다. 보통은 자료를 받기까지 약 2주에서 3주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 The Home Office, United Kingdom 

(www.homeoffice.gov.uk). 미국의 법무부 (the U.S. Department of Justice) 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영국의 내무부 (The Home Office)는 경찰관련 주제들에 대한 뛰어난 연구들을 지원하고 또 직

접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홈페이지의 “빨리 찾기 (quick search)” 기능의 검색상자 (search box) 

를 이용하라. 각각의 엔트리 (entry) 에 요약들이 제시된다. 이 요약문들을 클릭하면 전체의 내

용으로 연결될 것이다.  

• Crime Reduction Website, Home Office 

(www.crimereduction.gov.uk). 강도사건, 주거지역 강도, 가정폭력사건, 일반 범죄들 그리고 대학

생들의 피해사례 등의 다양하고 많은 범죄들을 다루는데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자료들이 있

는 “툴킷” (toolkits)과 “미니사이트” (mini-sites) 를 둘러보라.   

• Australian Institute of Criminology   

(www.aic.government.au). 처음 열리는 웹사이트의 페이지에서부터 자료를 찾을 수 있다. 짧은 

설명이 담겨있는 엔트리 (entry) 가 제공된다. 찾고자 하는 주제를 클릭하면 전체의 내용으로 

연결된다. 많은 연구보고서들의 전체내용을 다운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다른 유용한 자료들 

 

• 구글 (Google). 만약 위의 웹사이트들이 큰 도움을 주지 못하거든,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를 구글 사이트에서 찾아보라 (“googling”). 구글사이트는 아주 유용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우수한 사이트이다. 몇 단어의 검색단어들을 검색창에 적어 넣은 뒤 검색버튼을 클

릭하면 주제와 관련 있는 웹페이지들의 리스트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리스트는 구글 

http://www.popcenter.org/
http://abstractsdb.ncjrs.gov/
http://www.homeoffice.gov.uk/
http://www.crimereduction.gov.uk/
http://www.aic.government.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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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에서 찾은 검색결과를 관련 중요도에 따라서 순서대로 나열해 둔다. 당신이 찾고자 

하는 자료의 범위를 좁히기 위해서는 검색창에 이미 적어둔 단어들에 관련된 몇가지 단어

들을 더 적어 넣기만 하면 된다. 이전의 좀 더 광범위한 검색단어들을 통해 찾은 검색결

과보다는 적은 페이지의 새로운 검색결과 나타날 것이다.  

• 다른 경찰부서들 (other police departments). 만약 다른 경찰서에서 당신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와 같은 문제를 다룬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 자료들을 사용하라. 그 프로젝

트를 담당했던 범죄분석가나 경찰관들에게 자문을 구하여라. 기록된 자료가 없는 것이 아

니라면 대화를 통해 들은 조언들에 지나치게 의지하지 말라. 사람들의 기억력은 신뢰하기

에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 지역의 학자/교수들 (Local faculty). 특히 당신 지역의 대학에 범죄학과나 경찰학관련학과가 

있다면 그 학과의 교수들로부터 유용한 조언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학과의 어떤 교수들

과 접촉을 시도하기 전에 먼저 학과의 웹사이트를 통해서 교수들의 관심과목이 무엇인지

를 파악하도록 하라. 주립대학의 교수라면 정부의 기관을 돕는 일이 자신의 업무중의 하

나라고 생각 할 수 도 있겠지만, 한 시간이나 그 이상의 시간 동안 만난 교수에게서 조언

을 듣는 것에 대해 돈을 지불해야 할 경우가 있을 수 도 있다.  

• 전문가 (National experts). 자료를 검색하는 동안 그 분야의 어떤 전문가의 이름을 반복적으

로 보게 된다면 그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는 이메일을 보내보라. 그 전문가가 빨리 제공할 

수 있을 구체적인 정보를 구하라. 만약에 참고자료들에 대한 조언을 구한다면 당신이 이

미 찾아둔 참고자료리스트를 보내서 그 전문가가 살펴보고 중요한 자료가 빠지지 않았는

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라.  

• 다른 도서관들 간의 대출 (interlibrary loan). 대부분의 공공 도서관과 큰 규모의 대학의 도

서관들은 이 서비스를 이미 갖추고 있는데, 이는 당신이 찾고자 하는 책이나 자료를 다른 

도서관에서 빌려오는 것이다. 도서관에서 요구하는 요청양식을 적어서 제출하면 약 2주정

도 후에 그 요청한 자료가 도서관에 도착해 있을 것이다.  

• 형사학 연구논문 초록집 (Criminal Justice Abstracts) (CJA). 온라인을 통한 CJA의 접근은 범

죄학과나 형사정책학과가 있는 대학의 도서관에서만 찾을 수 있는 서비스이다. 당신의 경

찰서에서도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상관을 설득해 보라. 이 서비스는 경찰활동과 관

련한 중요한 저널들과 책들 그리고 보고서들에의 접근을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NCJRS의 

초록검색서비스보다 더 많은 양의 학술적인 연구자료들을 보유하고 있다.  물론 NCJRS는 

정부에서 발간되는 연구논문들과 전문적 보고서들을 싣고 있는 잡지들을 CJA 보다 더 많

이 보유하고 있다.  

 

정보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들 

 

당신에게 가장 유용한 자료들은 아마도 (1) 당신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그 문제를 연구한 학

자에 의해서 쓰여진 학술연구논문과 (2) 같은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경찰프로젝트의 보고서 일 

것이다. 그러나 두 가지의 자료들도 다름과 같은 제한을 가지고 있다.  

 

• 대부분의 범죄학자들은 특정한 종류의 범죄보다는 일반적인 범죄와 청소년 비행 등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범죄학자들은 범죄문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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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비상태, 또는 부족한 감시장치의 문제들 보다, 범죄의 보다 근본적인 원인들, 즉 사

회적으로 불리한 환경, 온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가정 등의 사건에 더 관심을 많이 가

진다. 그러므로 당신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다룬 학술적 연구논문을 찾은 경우, 그 논문

에서 말하고 있는 범죄의 원인들이 효과적인 범죄대응전략을 개발하는데 거의 도움이 되

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다.  

• 당신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매우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면,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많은 경찰프로젝트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말아야 한다. 보

고서에서 프로젝트가 성공적이었다는 주장에 대해 지지해 줄 수 있는 평가자료들이 없다

면 그 주장을 곧이곧대로 믿지 말라. 심지어 골드스타인 과 틸리상 (Goldstain and Tilley 

award)을 수상한 프로젝트들이라도 그 평가가 잘 되었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 또한 한 특

정 마을이나 이웃들에서 성공한 대응책들이 당신이 일하는 지역의 환경적 특수성이 상황

에 다르게 적용될 수도 있으므로 똑같이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

을 염두에 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문제를 다룬 과거의 경찰들의 경험은 당신이 처

한 경우에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중요한 자원이 될 것이다.  

  

 
 

만약 당신이 어떤 종류의 대응전략에 대해서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예를 들어, CCTV감시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 다시 컴퓨터와 위의 도서관들로 돌아가서 자료를 찾아라. 그것을 통해 당

신이 필요로 하는 정보들을 찾고, 다른 사람들의 경험으로부터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게 될 것

이다.  

 

더 읽을거리:  

Clarke, Ronald and Phyllis Schultze (2004). Researching a Problem. Problem-Oriented Guides for Police, 

Problem-Solving Tool Series No. 2.Washington, DC: Office of Community Oriented Policing Services. 

(accessible at www.popcenter.org and www.cops.usdoj.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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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가설을 세우라   

 

새로운 그리고 혼란스러운 범죄패턴을 해결해야 할 때마다 우리는 주로 불확실한 정보들을 가지

고 그 범죄사건들의 원인들에 관한 가설들을 세우게 된다.  경험과 이론은 가설의 중요한 자료들

이 된다. 가설을 세울 때 (1) 당신의 가설을 분명하게 기술하고, (2) 그 가설들만을 고집하지 말아

야 하며, (3) 가설들을 객관적으로 시험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사용해야 한다. 어떤 가설도 완벽하

게 옳은 것은 없기 때문에 관련된 데이터들이 연구되고 나면 당신이 세운 모든 가설들이 수정되

거나 또는 버려질 수 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라. 위와 같은 이유 때문에 여러 대립되는 가설들

을 테스트하는 것이 종종 가장 좋은 방법이 되기도 한다.  

 

일련의 가설들은 분석에 있어서의 하나의 도로지도의 역할을 한다. 가설들은 어떤 종류의 데이터

를 수집해야 하는지,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분석해야 하는지, 그리고 분석결과들을 어떻게 해석해

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준다. 만약 당신이 술집에서 음주와 관련된 폭력행위들에 대해서 조사하

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들부터 던지게 될 것이다. “문제지역들에 얼마나 많은 술집들이 있

는가?” 80-20의 규칙에 근거해서 (단계 18), 당신은 몇몇의 술집들에서는 많은 폭력사건이 발생하

는데 반해, 대부분의 술집들은 거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거나 아예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가설을 

세우게 될 것이다. 그리고 등록된 술집들의 리스트와 각 장소에서 보고된 지난 12개월간의 폭력

사건 수를 세어서 위의 가설을 시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당신의 가설이 맞았다면, 당신은 다음의 질문을 하게 될 것이다. “싸움이 많이 일어난 술집

의 어떤 점에서 싸움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던 술집과 다른 것인가?” 다음의 “위험시설의 개념” 

(단계 28)이 다음의 일련의 세 가지의 가설들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1. 위험한 바에는 더 많은 손님들이 있다.  

2. 위험한 바에는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모이게 하는 특징이 있다. 

3. 위험한 바에서 근무하는 종업원들은 손님들의 행동을 통제하는데 실패하였거나 또는 싸움

을 조장하는 역할을 한다.  

 

싸움의 위험이 높은 술집과 낮은 술집에 오는 손님들의 숫자를 파악하고, 손님당 일어나는 폭력

사건의 숫자와 비율을 계산하고,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 술집에서와 문제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술집에서의 사람들의 대화 등을 관찰하고, 술집의 직원들과 손님들을 인터뷰 하는 등의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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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모은다면 당신은 위의 세가지 가설들을 테스트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첫 번째 가설이 데이터와 상반된다면 그리고 다른 술집들 간에 폭력사건의 숫자가 차이가 

없다면, 이제는 당신은 “왜 그렇게 많은 술집들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될 것이다. 이 질문은 다른 가설을 제안한다. 그것은 인식에 관한 문제이다; ‘이 도시에서 일어나

는 술집폭력사건은 다른 비슷한 규모의 도시에서 발생하는 것과 비슷한 만큼의 사건 수이다.’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당신이 이제는 비교할 수 있을 만한 다른 도시의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것

을 알려주고 있다. 

  

만약, 필요한 자료를 수집한 후에, 당신의 관할 도시에서 비정상적으로 높은 숫자의 술집관련 문

제들을 발견했다면, 당신은 다음의 질문을 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많은 수의 폭력사건을 발생시

키는 이 도시 내의 술집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문제들은 무엇일까?” 한가지 가설은 바로 술집

운영 허가서가 발부되는 것과 술집들이 단속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한가지 가

설은 당신의 도시의 술집을 이용하는 손님들의 기질에 무엇인가 있다는 것이다. 각각의 가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가설들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이 필요할 것

이다.  

위에서 제시된 질문들과 가설들이 어떻게 분석을 이끌어 냈는지를 주목하라. 가설검증의 결과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던지, 새롭고 더욱 구체적인 질문들을 이끌어 냈다. 이 목적은 광범위한 질문

들과 가설로부터 출발해서 가지치기의 과정을 거쳐서 실현 가능한 대안전략들을 끌어낼 수 있을 

만한 일련의 아주 구체적인 질문들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가설들은 당신이 수집해야 할 종류의 데이터들을 제안한다. 술집의 폭력사건에 관한 예에서, 각각

의 가설들을 테스트하는 과정은 특정한 데이터를 요구하였다. 가끔은 같은 데이터가 다수의 가설

들을 테스트하는 데 사용 될 수 있다. 가끔 다양한 데이터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당신의 가설이 

더 구체적일수록, 데이터 수집도 더욱 구체적이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은 괜찮다고 생각 

하지만 분명하게 세워지지 않은 가설이, 혹은 더 나쁜 경우 아주 가설이 없는 경우, 보다, 당신은 

혹시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하고 확실하게 서술 된 가설이 중요한 이유이다.  

 

 
 

가설들은 데이터의 분석을 지휘하기도 한다. 분명하게 세워진 가설은, 만약 가설이 옳다면, 당신

이 관찰해야만 되는 데이터의 패턴을 제시한다. 위의 예에서 위험시설의 개념에서부터 유추된 가

설들은 간단한 분석적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테스트 될 수 있다. 만약 한 술집이 범죄 유발체 

(crime generator)라면 당신은 여기서 높은 폭력범죄사건 수, 많은 술집손님의 수, 그러나 낮은 폭력

사건비율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단계 17을 참고하라). 이와 같은 패턴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것

은 그 가설이 틀렸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의 가설이 옳은 경우, 당신이 관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가설이 틀린 경우, 당신이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분명히 알고 있는 것

이 중요하다 (다음 표의 세 번째 칸을 참고하시오). 만약 당신이 이런 것들을 할 수 조차 없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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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가설이 지나치게 애매한 가설이란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가설들은 분석결과를 해석하는 것을 돕는다. 술집에서의 폭력사건을 분석한 결과, 소수의 술집에

서 대부분의 싸움이 발생하였고, 높은 위험 군의 그리고 낮은 위험 군의 술집들을 관찰한 결과 

높은 위험 군에 속하는 술집의 안내요원이 싸움을 일으켰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가정해 보자. 이 

사실은 적용 가능한 일련의 대안 책들을 제시해 준다. 즉, 가설의 정당성이 차이를 만들게 된다. 

이것은 가설이 참일 경우에 내리는 결정이 가설이 틀릴 때의 경우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만약 가

설의 테스터결과에 상관없이 같은 결정을 내린다면 그 가설과 그 가설을 테스트 한 것은 아무 상

관이 없게 된다.  

 

결론적으로, 가설은 분석의 방향을 안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가설을 세우기 위해서는 중요한 

질문들을 해야 하며, 그리고 그 질문들에 대해 간단하고 직접적으로 앞을 내다 볼 수 있는 답을 

생각해 내야 한다. 이러한 답들이 바로 당신의 가설이 된다. 이러한 투사 (speculations)는 틀릴 수 

있다는 점을 과감하게 감안해야 하며, 이 가설들이 정확한지 아니면 틀린 것인지를 보여줄 수 있

는 방법들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만약 할 수 있으며, 서로 대립되는 가설들을 세우도록 하라.  

 

가설을 형성하는 것은 유용한 단체의 활동이다. 단체의 참가자들이 서로 대비되는 의견들을 내어 

놓고 분명하고 객관적인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모순된 가설들을 내

놓은 참가자들도 문제의 분석에 상당한 기여를 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 각각의 가설들이 하나의 

가능성 있는 대안과 연관이 된다면, 그 가설들을 테스트 하는 것과 동시에 실행 가능한 대응전략

에 집중하고 비효율적인 접근들은 제거하는 과정을 실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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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당신이 소장할 수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라  

 

당신의 일상적인 분석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당신은 아마도 범죄사건과 체포관련 데이터만을 

주로 다루게 될 것이다. 그러나 문제지향경찰활동프로젝트 (problem-oriented projects)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더욱 광범위한 데이터를 다루어야 한다. 예를 들면, 경찰의 출동을 요청하는 전화에 관

한 데이터가 용의자 체포 데이터보다 문제지역들에서의 마약거래의 규모 등에 관해서는 더 많은 

정보들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시청이나 사업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들이 반달리즘 

(물건을 파괴하는 범죄)이나 상점에서의 물건도난사건 등을 분석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

을 것이다. 위의 두 자료들은 경찰서에서는 잘 기록되고 보관되지 못하는 데이터들이다. 그러나 

문제지향경찰활동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직접 현장으로 나가서 당신이 직접 데이터를 수집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될 것이다. 당신의 데이터를 수집할 필요성은 다음의 SARA의 4단계 중 

하나의 단계에서는 반드시 느낄 수 밖에는 없을 것이다. 다음의 예를 참고하라.  

 

1. 로날드 클락은 노스 캐롤라이나의 샬로테 시의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주차장들에서 발생

하던 차량관련도난사건들을 해결하려는 프로젝트에 관련이 되어있었다. 그 도시에서는 건

물이 헐린 장소에 새로운 주차장들이 지속적으로 생겨났고 이전의 주차장이던 곳에 새로

운 빌딩들이 세워졌기 때문에 당시 그 시에는 모든 주차장들을 다 표시하고 있는 최신지

도가 없었다. 결과적으로 그 프로젝트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경찰관들이 전체의 주차장을 

포함하고 있는 목록을 만들기 위해 시내 도심 전 지역을 조사하게 되었다. 이 프로젝트가 

실시된 후반기에는, 경찰관들이 각 주차장의 주차공간을 세어서 각 주차 공간 당 절도의 

위험을 계산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같은 조사를 통해 각각의 주차장의 위험도에 따라 주

차장을 가장 높은 위험순서부터 가장 위험이 낮은 순서로 순위를 정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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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와 같이 주차장들간의 위험의 분포가 다양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하여 경찰관들

은 각 주차장들의 안전상태와, 조명과 담장이 적절하게 유지되고 있는지의 상황, 그리고 

경비원이나 경비순찰 등을 사용하고 있는 지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2.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절도사건들에 초점을 둔 샬롯테 시 (Charlotte) 의 다른 프로

젝트에서는 단 쿠니우스 (Dan Cunius) 와 에릭 로스트 (Eric Rost),두 명의 경찰관이 일하고 

있었다. 이 두 경찰관은 프로젝트에 속해있는 집들을 대상으로 건축회사들이 설치하기로 

약속한 절도예방책들을 잘 설치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였다. 그 프로젝트가 끝

나갈 무렵 두 경찰관들은 총 8,050 회에 걸쳐 각각의 개별적인 집들을 점검한 기록을 완

성하게 되었다. 이 데이터는 당시의 다양한 날씨까지 조사하는 등의 놀라운 자료였다. 

3. 미국 형사정책기술센터(National Law Enforcement & Corrections Technology Center)에 제출되는 

한 보고서에, 캘리포니아 주의 (California) 쿨라 비스타 (Chula Vista)시에서 근무하는 공공

안전분석가인 캐린 슈머렐러 (Karin Schmerler)씨는 우수한 문제지향경찰활동을 위한 골드

스타인 수상 공모를 위해 제출된 프로젝트 들 중에서 직접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있어서 

예시가 될 만한 다음의 데이터들을 수집하였다.   

 

• 매춘 관련 경찰출동전화를 줄이기 위한 뉴욕주의 버팔로 시의 한 프로젝트에서 경찰은 15

명의 매춘부들과 심도 있는 인터뷰를 했고, 매춘의 고객이었던 남자들 (“Johns”) 11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이 정보들은 매춘을 하려고 하는 남자고객들에 대한 법 집행

강화와, 약물치료시설의 증가, 그리고 매춘부들의 위한 법원에서의 선택사항을 마련하는 

것 등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지지를 모으는데 사용되었다.   

• 지방 도로의 위험한 간선도로에서 35퍼센트까지 사망을 줄였던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 

프로젝트 과정 중에 30명으로 구성된 테스크 포스는 20마일의 도로를 감시하는데 버스에

서 5시간을 보냈다. 이 테스크 포스가 제시한 한 핵심적인 제안은 24시간 자동차 헤드라

이트를 켜놓게 하는 정책을 채택 하는 것 이었다.       

• 오하이호 주의 사우스 유클리드 시에 학교 아이들의 폭력을 줄이기 위한 프로젝트에서 경

찰들은 학생들이 어느 장소와 언제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지를 조사하기 위해 학생들

을 대상으로 소 그룹 집중인터뷰/포거스 그룹인터뷰 (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였다. 

인터뷰에 참가한 학생들은 학교의 복도와 수업이 바뀌는 시간들과 같은 위험한 아이들의 

폭력 등이 일어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밝혔다. 그리고 경찰들이 학교에 기록된 사건기

록을 보고 그 사실을 다시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하여, 수업시간 변경시

간이 시간적으로 번갈아 가면서 이루어지게 하였고, 선생님들이 팀을 이루어서 복도에서

의 학생들의 관리감독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활동이 그 학교의 복도에서 발생하는 아이들 

폭력 (bullying)을 60퍼센트나 감소시켰다.  

 

자신의 연구논문에서 카린 슈멀러 (Karin Schmerler)씨는 아주 기본적인 데이터 수집마저도 범죄예

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 예로서 자주 범죄대상이 되는 현금지급기계를 잠시 방

문해서 그 위치와 주변의 조명상태를 조사하는 것 만으로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다른 사례들

의 경우, 데이터수집은 지역대학에서 데이터 수집을 위한 디자인과 수집활동을 하는데 도움을 요

청해야 할 경우도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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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서가 당신이 범죄문제를 해결하는 분석가가 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과 해야 할 일들

의 모든 것을 일일이 다 예기해 줄 수는 없다. 당신의 전문성과 기술적 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

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이며, 관련된 분야의 가장 최근의 발전들에 대해서 지속적

으로 습득해 나가야 한다. 정보를 찾아내기 위한 더욱 효과적인 방법들과 정보를 더욱 효율적으

로 처리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해야만 한다. 그에 따라서, 일상업무로부터 시간이 

생긴다는 것은 문제분석을 위한 새로운 일을 위한 더 많은 시간이라고 생각해야만 한다. 당신은 

더 광범위한 주제의 책들을 읽어야 하고 다양한 출처의 정보들을 섭렵해야 한다. 또한 본 서적을 

읽으면서 제시된 추가적인 자료들을 읽을 것을 추천하지만 또한 자기 스스로가 또한 자료들을 찾

을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일들을 하기 위한 좋은 방법들은 다른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범죄분석

가들의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것이고, 분석가들과 경찰들 그리고 범죄학자들이 모이는 전문적인 

학술회의에 참석하는 것 등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학회에서 당신이 직접 수행하였던 귀중한 분

석이나 또는 새로운 분석 등을 통해 당신이 배운 것들을 학술발표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도록 하라.  

 

결론적으로, 당신은 당신 스스로를 데이터를 조작하고 보고하는데 있어서 숙련된 단순한 기술자

이상으로 보기 시작해야만 한다. 당신은 연구자가 되어야 한다. 물론 좀더 실제적인 부분에 초점

을 가지고 있지만 경찰활동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과학을 제공할 수 있

는 연구자가 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당신은 현재 각광받으며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그리고 당

신이 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한 사람인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당신의 업무에 대해 재고하라: 

• 범죄 전문가가 되라. 

• 경찰활동에 어떤 전략이 효과가 있는지를 알라. 

• 문제해결을 촉진하라. 

• 프로젝트 팀에서 당신의 위치를 찾아라. 

• 환경범죄학에 대해서 배우라. 

• 효과적으로 대화하라. 

• 당신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라. 

 

더 읽을거리:  

 

Schmerler, Karin and Mary Velasco (2002). "Primary Data Collection: A Problem-Solving Necessity". 

Advanced Crime Mapping Topics. Denver, CO: National Law Enforcement & Corrections Technology Center, 

University of Den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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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데이터의 분산을 연구하라  

데이터를 수집한 후에는 그 데이터가 당신에게 무엇을 예기하는지를 알아야만 한다. 당신이 택시

운전사들을 폭행하는 사건에 대해 자료를 수집했다고 가정해 보자. 폭행사건들이 아주 적은 수의 

택시운전자들에게만 집중되어있는가? 폭행사건들은 일주일 중 어떤 날들 또는 하루의 어떤 시간

들에만 집중되어있는가?  

  

위와 같은 질문들에 대답하기 위해서 수집한 데이터의 분산을 살펴보아야 한다. 아래의 표에 나

타나있는 숫자들은 36 개월간 신시내티 (Cincinnati)의 53개의 이웃들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분산

을 나타내고 있다. 수평축은 한 이웃단위의 지역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수를 나타낸다. 수직의 

축은 얼마나 많은 이웃들이 각각의 숫자의 사건을 보고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즉, 첫째 열에는 

13개의 이웃단위들이 0건의 살인사건을 보고한 것이다.) 대부분의 이웃들에서 살인사건이 거의 발

생하지 않았지만 소수의 이웃단위들은 많은 살인사건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오른쪽으로 

길게 뻗은 선의 꼬리가 그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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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은 어떤 분산을 요약해야 할 필요가 있다. 분산의 두 가지의 기본적인 설명이 존재하는데, 하

나는 전형적인, 또는 평균적인, 사례이며 다른 하나는 사례들의 다양한 분포, 또는 나열이다.  

 

평균적인 사례 (The Average Case). 평균은 다음의 세 가지 방법으로 계산될 수 있다: 

• 평균 (Mean). 이것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평균이다. 신시내티의 이웃들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평균은 하나의 이웃 단위당 3.7 건의 살인사건이다. 이것은 198 건의 살인사건

을 53개의 이웃들로 나눈 값이다. 

• 중앙값 (Median). 이것은 사례들을 똑같은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는 것이다. 신시내티의 

이웃들 중의 절반은 2 또는 그 이상의 살인사건을 보고하였고 나머지 절반은 2건 또는 그 

이하의 사건이 발생하였다.  

• 최고 빈도치 (Mode). 가장 많은 사례에서 발견되는 수를 의미한다. 이 예에서 살인사건의 

최고 빈도치는 0이다. 가장 많은 대다수의 이웃들이 0건의 살인사건을 보고하였기 때문이

다.  

 

사례들의 나열의 정도(The Spread of Cases). 세가지 형태의 확장의 정도를 측량할 수 있는 일반적

인 방법들은 다음과 같다:  

• 범위 (Range). 이것은 나열을 측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가장 낮은 수와 가장 높

은 수를 나타낸다. 이 책의 예에서는 범위가 0 건에서 27 건의 살인사건이 범위이다.  

• 내부 사분위수 범위 (Inner quartile range). 사례들의 가장 낮은 범위에서 가장 높은 범위의 

가운데 50 퍼센트를 차지하는 부분들이다.  신시내티의 예에서는 내부의 사분위수의 범위

는 1건의 사건에서 5건의 살인사건이다. 전체 중 절반의 이웃들이 이 50 퍼센트의 괄호 

안에 들어간다. 또 다른 25 퍼센트의 이웃들에서는 1건이나 0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하였고 

그 나머지 25 퍼센트의 이웃에서는 5건 또는 그 이상의 살인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내부

의 사분위수 범위를 찾기 위해서, 모든 사례들을 순위에 따라 나열하고 이 사례들을 네 

개의 그룹으로 똑같이 나누어야 한다. 그 중 가운데 두 개의 사분위수 그룹들이 내부 사

분위수 범위가 된다. 이 내부 사분위수 범위는 이 중간의 두 그룹의 가장 낮고 가장 높은 

숫자를 나타낸다.   

• 표준편차 (Standard deviation). 이러한 방식의 나열의 측정은 분산의 평균으로부터의 차이를 

평균한 것을 의미한다. 표준편차가 적을 수록, 평균을 중심으로 사례의 숫자가 퍼져있는 

평균이 작다. 이 공식은 좀 복잡하지만 엑셀의 스프레드 시트나 또는 통계프로그램은 표

준편차를 쉽게 계산할 수 있다. 사례의 삼분의 이는 평균의 양 쪽에 펼쳐져 있는 1 표준

편차 안에 포함된다. 신시내티의 예에서 살인사건의 표준편차는 5.2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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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설명된 여러 가지 어떤 전형성 (typicality) 과 나열 (spread) 의 측정방법 중에 어떤 것이 가

장 좋은 방법인지는 당신이 분석하려고 하는 데이터의 2가지 특성에 달려있다. 첫 번째 특성은 

분산의 대칭성 (symmetry of the distribution) 이다. 대칭적 분산은 평균값의 한 면의 분산모양이 나

머지 다른 한 면의 거울에 비친 모양처럼 똑 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 그리고 대칭적 분산에서 평

균값 (mean)은 중앙값 (median)과 같은 값을 가진다. 만약 대부분의 사례들의 값이 중앙에 몰려 

있다면, 그 분산의 최고 빈도치 (mode)는 위의 평균값과 중앙값과 같은 값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최고 빈도치가 중앙값이나 평균과 같은 값을 가져야 할 필요는 없다. 이 분산은 중앙값 

기준으로 나눈 분산의 두 면의 각각에서 나타나는 두 개의 최고 빈도치를 가질 수 도 있다. 만약 

분산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체로 대칭적인 분산모양을 하고 있다면, 그 분산의 평균값과 표준편

차가 전형성 (typicality)를 나타내는 데 적합한 값이 될 것이다.  

 

만약 분산이 비대칭 (asymmetrical)이라면,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사용하지 말고, 중앙값이나 최고 

빈도치 (mode) 그리고 내부 사분위수 (the inner quartile) 또는 범위 (full range)를 사용해서 분산을 

나타내도록 하라. 문제의 분석에 있어서 이러한 비대칭의 분산은 흔히 발견된다.  

 

전형성 (Typicality) 과 나열 (spread)의 적절한 측정방법을 선택하기 위해 사용되는 두 번째의 분산

의 특징은 데이터를 측정하는 척도 (measurement scale)이다. 가장 흔하게 사용되고 있는 척도는 다

음의 세 가지의 척도이다.  

 

⚫ 이름 척도 (Nominal scales). 간단히 말해서 측정값에 어떤 뜻 (label)을 부여한 것이다. 성 

(Gender) 을 (남자=1, 여자=2) 이와 같이 나타낸 것은 숫자가 단어의 뜻으로 대치된 것으

로 표시 되었기 때문에 이름 척도이다. 여기서 쓰인 분류척도는 다시 조합될 수 있어서 

남자=2, 로 그리고 여자를 =1 로 다시 표시하여도 전혀 문제가 없다. 만약 당신의 데이터

가 이름 척도로 되어 있다면 최고 빈도치가 분산을 나타내는 데 가장 유용할 것이다.  

⚫ 서열척도 (Ordinal scales). 사례들에 순위를 정하고 그 순위에 다시 어떤 의미 (label)를 부

여하는 것이다. 가장 많은 살인사건을 기록한 지역부터 가장 낮은 살인사건을 보고한 지

역의 순으로 순위를 정한 마을들의 목록이 바로 서열척도이다.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그리고 53번째까지의 순서로 서열을 정함). 서열척도에 덧셈이나 뺄셈, 곱셈 그리고 나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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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등의 산수를 할 수는 없다. 이 척도로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례가 더 큰 값

을 가지고 어떤 사례가 더 작은 값을 가지는 가 또는 하나의 사례가 다른 사례와 같은 

값을 가지는 가 등만을 결정할 수 있다. 만약 당신의 데이터가 서열척도로 측정되어 있다

면 평균과 표준편차는 사용되어서는 안되고, 중앙값과 내부 사분위수범위를 이용하여 분

산을 나타내야 한다.  

⚫ 비율척도 (Ratio scales). 비율척도에서 나타나는 각각의 값의 차이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 

척도에 덧셈, 뺄셈, 곱셈 그리고 나누기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한 마을의 살인사건수가 

비율척도로 측정되어 있다면, 0과 1의 차이는 26건의 살인사건과 27건의 살인사건과 같은 

차이를 나타내고, 0건의 살인사건도 의미를 가지는 값이 된다. 비율척도의 데이터의 분산

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사용해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 읽을거리:  

 

Help for elementary to advanced statistics with many useful links 

www.prndata.com/statistics_sites.htm - Hyperstat HyperStat Online Textbook 

http://davidmlane.com/hyperstat/index.html 

 

 
 

 

 

23. 당신의 지역의 우범지대를 진단하라  

 

범죄가 일어나는 상황을 지도에 표현 할 때 (mapping crime), 갑작스럽게 범죄가 심각하게 일어나

는 지역과 (acute hot spot), 만성적인 우범지역 (chronic hot spots)을 구분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단

계 17). 급격한 범죄증가지역 (acute hot spot)에서는 비정상적으로 범죄율이 치솟지만 결국 자연적

http://davidmlane.com/hyperstat/index.html


78 

으로 그 범죄의 비율이 내려가는 지역을 말하고, 만성적 우범지역 (chronic hot spots)은 다른 지역

들에 비해서 지속적으로 높은 범죄발생비율을 보이는 지역으로 어떤 대처행동이 취해지지 않고서

는 그 범죄비율이 감소하지 않는 상태를 일컫는다. 다음은 세 가지의 기본적 형태의 만성적 우범

지역에 대한 설명이다. 각각의 형태는 특정 범죄 이론들과 특정 대응형태들과 연결되어있다.  

 

⚫ 우범지점 (Hot dots)은 높은 범죄발생을 보이는 장소의 지점들이다. 우범지점은 범죄가 특

정 시설물들이나 반복적으로 범죄피해를 당하는 어떤 주소들에 몰려있다는 것을 보여준

다 (단계 28과 29를 참고하라). 복잡하고 다양한 범죄사건들이 발생하는 장소들을 점들로 

표시한다.  

⚫ 우범거리 (Hot lines)는 범죄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거리들의 부분들을 나타낸다. 예를 들

어서, 만약 특정 거리들을 따라서 주차된 차량들이 높은 비율의 차량침입도난사건을 경험

하고 있다면 이러한 거리들을 우범거리라고 지칭한다. 거리들의 단편들을 따라서 다양한 

범죄들이 발생하는 것을 보여주는 선을 지칭한다.  

⚫ 우범지역 (Hot areas) 이란 범죄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이웃들/마을들을 의미한다. 우범지

역이 발생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지역적 특색이 많은 범죄를 일어나게 할 수

도 있다. 또는 하나의 우범지역이 여러 가지 다양하고 각각 다른 성격의 문제들을 포함하

는 지역일 수 있다. 지도상에서는 우범지역을 어두운 음영을 넣은 지역으로 표현하거나, 

윤곽선을 그려 넣거나, 또는 범죄율을 나타내는 도표를 사용해서 묘사하기도 한다. 제리 

래트클리프 (Jerry Ratcliffe)의 우범지역 유형학 (아래의 표)은 다음의 두 가지 종류의 우범

지역을 구분하고 있다:  

- 사건들이 집단으로 강하게 밀집된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지역들과 

- 비교적 동일한 수의 사건들이 우범지역 전체에 넓게 분포되어있는 지역들이다.  

아래의 지도는 앞의 세가지 형태의 우범지역 (hot spots)들을 묘사하고 있다.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유흥지역들은 사건들이 주소지에 따라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점들로 표시되어있다. 그러나 자동

차절도사건들은 길게 난 거리를 따라서 발생하므로 이 사건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지역은 두 개

의 교차선으로 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음영을 넣은 등고선 (graduated contours)으로 표시된 부분은 

주거지역의 우범지역을 표시하고 있다. 이 부분은 주거침입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한 작은 

지역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점차 멀어져 갈수록 범죄수가 감소하는 것을 보여준다.  등고선으로 

표시된 지역내의 점들은 반복적으로 강도사건이 일어나는 위치를 표시하고 있다.  

 

우범지역의 특성을 분명히 파악하는 것이 하나의 범죄의 대응책과 연관이 된다: 

 

⚫ 우범지점들은 특정 장소들의 물리적 환경의 변화나 장소들을 관리상태의 변화가 필요하

다는 것을 제시한다. 또한 이런 지점들은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는 대상들을 보호하는 대

응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한다.  

⚫ 우범거리들은 큰길들, 좁은 길들, 그리고 다른 통행로 또는 그러한 길들을 따라 형성되어

있는 환경들의 변화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 우범지역들은 이웃지역들을 바꾸기 위한 거대규모의 파트너쉽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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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표는 범죄의 집중이 그것을 지도에 표시하는 것과 어떻게 연관되어있는지, 그리고 경찰의 

대응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가를 보이고 있다.  

 

 

 
 

우범지역의 분석은 우선 장소들의 작은 단위의 분석에서 시작하여, 그리고 도로, 다음엔 좀 더 넓

은 지역의 분석의 순서로 나아가야 한다. 예를 들어, 오래되어서 버려진 차량의 문제에 대해서 생

각해 보자. 이 문제들이 한 특정 장소에서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가? 만약 그렇다면, 인근의 다른 

장소가 아닌 왜 그 장소가 차량을 버리는 곳으로 선택이 되었는지에 대해 질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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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그렇지 않다면, 다음 단계로 도로를 따라 나타나는 범죄문제분석으로 관심을 옮겨야 할 것

이다. 마약 거리를 따라서 범죄가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다면, 왜 어떤 거리는 차량을 버

리는 행동들이 많이 일어나고 다른 거리들은 그렇지 않은 지에 파악하기 위한 두 종류의 거리들

의 비교분석을 해야 할 것이다. 만약 거리단위의 범죄집중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다음에는 더 큰 

지역단위의 범죄 집중현상이 없는지를 살펴야 하고, 높은 범죄집중현상을 보이는 마을들과 낮은 

범죄집중현상을 나타내는 마을들을 비교해야 한다. 이런 접근법이 뚜렷한 초점을 가진 대응책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위의 지도에서 주택강도사건 우범지점들을 한 마을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문제 중에서 반복적

인 강도사건들을 나타내고 있다. 우범지역을 나타내는 하나의 지역표시만으로는 위와 같은 정보

를 보여줄 수 없을 것이다. 분석을 더 진행하기 전에, 이 단계에서 당신은 그 지역의 우범지역 

(hot spots)이 단지 몇 건의 강도사건 때문에 생긴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우선 각각의 범죄발생

지역에 범죄들을 표시하고 각각의 범죄들이 하나의 개별적인 사건들인 것처럼 다루어보라. 그리

고 그 전체 지역을 살펴보라. 만약 주변지역이 더 이상 우범지역이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면, 이 

지역의 그 문제들은 단지 소수의 우범장소들 (hot places)에서 발생하는 문제들로 인해 생기는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그 주변지역들이 여전히 우범지역으로 나타난다면, 강도사건의 우범지점

(hot dots)으로 표시된 반복적으로 강도사건을 표시하는 점들은 그 이웃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강도사건의 한 부분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우범지역분석 (Hot spot analysis)은 문제해결과정의 초기단계에 있어서 매우 귀중한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우범지역을 파악하고 나서는 왜 어떤 장소들은 범죄들이 집중되어있는데 다른 장소

들은 그렇지 않은 가에 대해서 반드시 질문해야 할 것이다. 우범지역을 파악하는 것 이외에 후속

적인 분석을 하지 않는다면 피상적인 분석의 결과만을 도출할 뿐이고, 효과적이지 못한 범죄대응

책을 시행하는 결과만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만약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들에 지형학적인 

요소들이 없다면 우범지역을 지도에 표시하는 것 (hot spot mapping)이 큰 유용성을 가지지 못하게 

되므로 다른 분석접근법을 사용해야 한다.   

 

더 읽을거리:  

 

Eck, John, Spencer Chainey, and John Cameron (2005). Mapping Crime: Understanding Hot Spots.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Justice,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24. 언제 해상도가 높은 지도를 사용해야 하는지를 알아라  

 

시내 중심지역이나, 대학 캠퍼스, 공공주택들, 또는 크고 많은 빌딩들이 서 있는 어떤 장소에서 

벌어진 범죄사건들을 지도에 나타낼 때는,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은 

큰 유용성을 가지지 못한다. 이는 대부분의 빌딩건물들이 지도 위에서는 하나의 주소지로만 표시

되고, 범죄사건들이 빌딩건물의 어느 장소에서 일어나도 그 범죄사건들은 단지 그 빌딩건물의 위

치를 나타내는 하나의 주소지에서 발생한 것으로만 처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범죄지도는 어떤 

특정 빌딩이나 시설물에 범죄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내지만, 이것은 그저 이 장소가 너무 크

고 넓은 것이 이유이다라고 할 수도 있다. 문제를 설명할 때, 만약에 그 빌딩에서 근무하는 많은 

사람들과 그 시설을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의 수를 고려하였다면, 이것은 오히려 그 장소가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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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안전한 곳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된다. 조지 렌거트 (George Rengert)의 연구에서 자동

차사고의 우범지역으로 알려져 있는 필라델피아의 중심부에 위치한 한 주차장이, 그 주차장의 시

설에 주차 할 수 있는 많은 자동차수를 고려해서 우범지역문제를 다시 고려하였을 때, 실제로는 

그 주차장에서 나타난 자동차범죄 발생비율이 주변의 거리들보다 더 낮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사실 많은 수의 빌딩들은 안전하지 못하다. 1960년대의 미국 공공주택에 대한 오스카 뉴만 (Oscar 

Newman) 의 신랄한 비판에서 보여지듯, 건물의 높이가 높을수록, 거주민 100명 당 일어날 수 있

는 범죄의 비율이 훨씬 높아졌다. 높고 많은 수의 건물들이 모여있는 것이 이웃주민들이 서로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되고, 건물의 디자인과 배열이 복도, 엘리베이터, 그리고 운동장 등의 공공장

소에 대한 범죄예방을 위한 감독과 감시를 어렵게 만들어 범죄를 더 유발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의 아이디어는 지금까지도 발전되어서 환경디자인을 통한 범죄예방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이라는 원칙들로 발전되어왔다. 이 아이디어는 공공장소들과 건물들

을 안전하게 디자인하고 배열하는 것에 관한 연구들이다.  

 

왜 어떤 특정 빌딩이 안전하지 못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범죄들이 개별적 카테고리로 나누어 

져야 하고 그리고 범죄가 빌딩 안에서 발생된 위치들이 도표화되어야 한다. 이 때 선명도가 높은 

지도나 3 –D의 지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불행히도, 높은 선명도의 지도를 그리는 것은 어

렵기도 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일이다. 그리고 다음의 두 가지 원칙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1. 경찰의 범죄사건기록은 한 건물 내에서 정확한 사고발생장소를 거의 표기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건물의 매니저나 보안담당부서는 가끔씩 위와 같은 정보를 제공해 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들이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범죄발생에 관해 특별하게 

범죄기록과정을 새롭게 만들어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단계 21).  

2. 새로운 빌딩일 경우 빌딩의 층별 정보를 디지털형태로 구해서 지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오래된 빌딩의 경우 최신형의 빌딩의 경우와 같이 층별디자인을 얻기가 어

려울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빌딩의 층별디자인을 그려야 할 것이다. 많은 경우에 이와 같

은 문제들이 선명도가 높은 지도를 사용하는 것을 포기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조지 렌거

트와 그의 동료들이 필라델피아의 템플대학 (Temple university) 캠퍼스 내에서의 범죄를 연

구한 논문에서 대안을 제시하였다. 그 연구팀은 지도를 만드는 소프트웨어를 교내 캠퍼스

를 그린 오토 캐드 (Auto CAD)의 그림들과 통합함으로써 선명도가 높은 GIS프로그램을 

만들어냈다. 수도관이나 전기선 등의 그림 등은 지도에서 삭제 되었고, 거리들은 선 

(lines)으로 대체되었고, 다각형 (polygons)은 빌딩이 서 있는 지역이나 운동장 그리고 주차

장 등을 나타냈다. 관목 울타리, 담장, 조명, 그리고 다른 물리적인 형태들도 지도에 함께 

표시되었다. 이에 따라 대학교내 경찰들에 의해 기록된 범죄사건들은 정확히 범죄가 일어

난 지점에 점으로 표시되었다. 이러한 점들은 연구자들이 조명이 나쁜 지역이라든지, 또는 

잘 보이지 않는 구석 등 범죄자들이 피해자들을 기다리면서 숨어 있을 수 있는 장소 등을 

제공하는 환경적 특징들과 범죄가 연관되어 보여질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  

 

범죄가 각 빌딩의 층들에 표시되었고 그리고 그 빌딩 내에 수평적으로 범죄를 배열해 둔 그림은 

건물의 형태를 보여주는 바닥그림에 투사되어있다. 그림 1은 글러드펠터 홀 (Gladfelter Hall)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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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건물중의 한 빌딩의 지도를 보여주고 있다. 범죄는 10층을 제외하고는 모든 층들에서 발생

하였다. 이 지도는 또한 범죄가 집중적으로 모여있는 지점들이 모든 층들에서 공통된 지점들이라

는 것을 보여준다. 그 지점은 건물의 중앙에 위치해 있는 네 개의 엘리베이터가 모여있는 곳에서 

가까운 지점들이다. 이곳은 각 학과의 비서들이나 안내요원들이 일하는 사방에서 다 보이는 유리 

창문으로 만들어진 사무실이 위치한 곳이다. 도둑들은 이런 사무실을 들여다 볼 수 있으므로 훔

쳐갈 물건이 없는지 또는 사람이 있지 않은지를 다 관찰 할 수 있게 된다. 렌거트가 소속해 있는 

대학의 형사정책 연구학과는 현재 창문에 블라인드를 설치하였다. 저녁에는 블라인드가 창문을 

가려서 사무실 내부를 볼 수 없도록 만든 것이다. 

 

현재는 사진으로 현상한 것과 같은 도시 모형을 만들 수 있는 상업적 소프트웨어가 이용 가능하

고, 3-D의 레이저 이미지를 만드는 등의 기술의 발달이 글라디펠터 홀의 지도 같은 컴퓨터지도를 

만드는 작업을 간단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범죄사건의 수가 적은 경우는 간단히 건물

의 위치들을 깔끔하게 그려서 범죄가 일어난 장소들을 표시하는 것도 유용할 수 있다. 그림 2는 

베리 포이너 (Barry Poyner)가 그린 런던의 리손 그린 (Lisson Green) 공공주택의 층별디자인을 보여

주는 그림이다. 이 그림은 위의 건물들에서 각각 6개월간 2번에 걸쳐 수집한 강도사건들이 일어

난 위치들과 빌딩들을 연결하는 통로에서 발행한 소매치기 사건 등의 위치를 나타내고 있다: 범

죄예방을 위한 어떠한 조처를 취하기 전의 6개월과 4개의 건물들에 인터폰 (entry phone)을 설치한 

뒤의 6개월간의 데이터 수집이 있었다. 사실 큰 길가와 연결되어있는 현관문에서부터 이 통로시

스템으로의 접근 시 인터폰의 사용이 막혀있었다. 이런 경우에, 높은 선명도의 지도는 범죄예방조

치의 효과를 평가하는 데 유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림 2역시 문제의 진단을 도울 수 있는데, 이

는 강도사건들과 소매치기사건들이 이웃 건물들 또는 일층의 감시가 부족한 지점에서 발생하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이다.  

 

더 읽을거리:  

 

Crowe, Tim (1991).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Applications of Architectural Design and 

Space Management Concepts. Boston: Butterworth-Heinemann.  

 

Rengert, George, Mark Mattson, and Kristin Henderson (2001). Campus Security. Situational Crime Prevention 

in High-Density Environments. Monsey, NY: Criminal Justice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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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매일과 주간의 리듬에 관심을 기울여라  

 

활동의 주기는 문제들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출퇴근과 쇼핑의 리듬에 의해서 형성

되는 차량들의 밀물과 썰물들은 주차시설들에서 범죄피해를 입을 수 있는 가능한 대상의 수와 보

호자들의 수를 바꾼다. 이것은 계속해서 차량도난사건들 그리고 차량침입사건들이 가장 많이 발

생하는 시기에 영향을 준다. 술에 취한 취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도범죄들은 범죄의 대상이 가

장 많을 시간 대인 금요일이나 토요일의 술집이 문을 닫는 시간 즈음에 가장 많이 발생 할 것이

다. 여기의 예시에서는 두 가지의 중요한 리듬들이 문제 활동들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첫 

번째는 금요일과 토요일 밤을 유흥과 여가를 보내는 가장 인기 있는 요일로 만드는 주중 과 주말

의 사이클이다. 두 번째는 술집을 열고 닫는 하루 일과의 사이클이 이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몇 

시간이나 며칠 동안 발생하는 단기간의 변동들에 대해서 논의 하게 될 것이다. 단계 26에서는 몇 

달과 몇 년의 주기를 대상으로 하는 더 긴 시간 동안의 주기들에 대해서 살펴 볼 예정이다.  

 

다른 시설들은 그들의 장소들과 관련되어있는 문제들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행동주기들을 가지고 

있다. 학교리듬은 여러 지역들에 걸쳐서 유사한 리듬을 보여준다. 버스정류장은 통근의 리듬과 쇼

핑의 리듬에 영향을 받지만, 버스들이 더 자주 오고 가는 것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범죄 또는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사건들의 리듬을 표로 만들어 두는 것은 어떤 한 문제에 기여할 

지도 모르는 중요한 활동의 사이클의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아래의 표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

이 여러 날에 걸쳐서 매 시간마다 (또는 일정한 다른 시간 간격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의 숫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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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을 계산하여 표에 적어보라 (표A). 표 B는 매일 일어난 그 주의 사건들의 퍼센트를 보여주고 

있다. 어떤 날은 다른 날들에 비해서 일상적으로 매우 다른 리듬을 가지기도 하기 때문에 라헬 

보바 (Rachel Boba)는 일별 그리고 시간 별 사건기록을 함께 작성 할 것을 권유하였다 (표 C). 이 

분선은 한 주를 통틀어서 가장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시간대를 보여준다. 이런 표들은 만들기도 

쉽다. 위의 세가지 표들은 모두 스프레드쉬트 (spreadsheet)를 사용하여 만든 것이다.    

 

시간의 분석(temporal analysis)은 문제의 사건들이 자주 일어 나는 경우에 가장 하기 쉽다. 따라서 

시간분석은 소음에 대한 주민들의 항의들이나 심각하지 않은 교통사고 등의 일반적으로 많이 일

어나는 작은 사건들을 분석하는 데 유용할 것이나 자주 일어나지 않는 살인사건 같은 심각한 사

건들에는 적합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분석할 사건들의 수가 적다면, 더 많은 사건기록을 수집

하기 위해서 더 긴 시간 동안 데이터를 수집하면 된다. 그러나 만약 그 문제가 긴 시간 동안 바

뀌게 된다면 그 동안 데이터를 수집해서 얻은 결과는 왜곡되었거나 이미 뒤쳐진 정보들의 분석결

과가 될 뿐일 것이다.  

 

대체로 사건들이 발생한 정확한 시간을 알게 되는 경우도 시간 분석에 도움이 된다. 강도사건, 강

간사건 그리고 폭력사건 등의 접촉을 통해서 일어나는 범죄들의 경우, 피해자들은 주로 언제 범

죄가 일어났는지를 정확히 묘사한다. 차량관련 범죄, 주택침입강도사건, 그리고 물건을 부수는 사

건 등의 재산범죄들은 언제 일어났는지 정확하게 시간을 지목하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일

반적으로 위와 같은 사건들이 발생했을 법한 시간범위를 알려 주는 것이 고작이다. 이런 경우에 

피해자에 의해 제시된 범죄 발생시간의 범위의 중간지점에 해당하는 시간대를 범죄가 발생한 시

간으로 추정하는 경우가 보통이지만, 이런 방법은 왜곡된 분석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긴 

시간의 범위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이 분석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8시간 이상의 

범위) 

 

제리 라트글리프 (Jerry Ratcliffe)는 세가지 형태의 시간의 밀집군을 파악하였다. 첫째, 사건들의 발

생시간이 하루 전체의 시간 동안 비교적 똑같이 분포되어있을 수 있다. 그는 이러한 형태를 분산

된 패턴(diffused pattern)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두 번째, 구별된 시간 범위 대에 사건들의 발생이 

밀집되어 있는 것을 집중된 패턴 (focused pattern)이라고 한다.  교통량이 많아지는 출퇴근 시간대

의 “러쉬아워” (rush hours)에 사건들의 발생이 밀집되어 있는 것은 집중된 패턴의 예이다. 세 번째, 

짧은 시간범위 내에 급작스럽게 높은 수의 사건들이 조밀하게 밀집되어서 발생한 것을 급작스런 

패턴 (acute patterns)라고 한다. 술집의 마감시간이 지나자 마자 소동들이 일어나는 것이 그 한 예

이다. 집중된 그리고 급작스런 패턴들은 경찰의 조사가 이루어 져야 할 시간주기들을 바로 제시

한다.  

 

라트클리프가 매일의 패턴을 분석한 분류학(typology)을 개발하였지만, 그 기본이 되는 아이디어는 

주간사이클에 적용될 수 있다. 만약 일주일 중의 특정한 어떤 하루도 규칙적인 문제들과 연관되

어있지 않다면, 이것은 분산된 주간패턴을 의미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만약 하루 또는 이틀 동

안 눈에 띄도록 사건들이 집중되는 것이 관찰된다면 이것은 급작스런 패턴을 의미하는 것이다.  

 

더 읽을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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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ba, Rachel (2005). Crime Analysis and Crime Mapping: An Introduction.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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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장기간의 변화를 설명하라  

 

당신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더 악화되었거나 또는 개선되었는가? 이 문제는 규칙적인 또는 무작

위적인 변동을 보이는가? 위의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서는 사건들이 발생한 숫자들이나 또는 시간

에 대한 범죄의 발생비율을 그래프로 나타내서 살펴보아야 한다. 비율을 구하는 방식은 일반적으

로 사건이나 무질서를 초래한 사고 숫자들을 피해를 입을 위험이 있는 범죄대상의 숫자로 나누어

서 구한다 (단계 27).  

 

한 문제의 시간과정은 다음의 세가지 기본 요소들로 구분될 수 있다: 

 

• 전체적인 추이 (The overall trend). 이는 시각적인 조사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인데, 

긴 시간에 걸쳐서 지역의 문제가 악화되었는지, 개선되었는지, 또는 그대로 인지를 보여준

다.  

• 계절적, 일과적, 그리고 주간적 주기 (cycles). 

• 많은 수의 작은 영향들에 의해 일어나는 무작위적 변동 (Random fluctuations).  

 

범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들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시계열연구” (time 

series analysis)라고 한다.  

 

도표 1은 뉴욕주의 버팔로 시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을 나타내고 있다. 이 도표의 가운데를 관통하

는 직선은 범죄의 전체적인 추이를 나타낸다. 이 선은 시각적으로 평평한 선으로 보이며 살인사

건의 증가추세를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 2001년 5월은 특별히 사건이 많이 발생한 달이었고, 2000

년 10월과 11월은 특히 사건발생이 낮은 달들이다.  

 

총 58개월 동안 달마다 사건의 발생들이 봉우리와 계곡의 그래프를 지그재그로 나타내면서 상당

한 변화가 있음을 보이고 있다. 낮은 발생빈도를 보이는 문제들이 이 변화의 특성을 따라가는 경

향이 있으나, 시간당 많은 사건들이 일어난 문제들은 주로 완만한 변화들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무작위 변동들은 체계적으로 일어나는 변화들을 숨겨버린다. 무작위 변동으로 인해서 희미해진 

사건의 추이를 밝혀내기 위해서 쓸 수 있는 한가지 방법이 움직이는 평균 (moving average)을 사용

하는 것이다. 이것은 “완만하게 하기” (smoothing)라고도 일컬어진다. 이 단계의 예에서는 3개월 단

위의 움직이는 평균 (moving average)이 사용되었다. 예를 들면, 7월에 나타난 값은 6월, 7월,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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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에 발생한 사건들의 평균이다. 이때 그 8월의 값은 7월 8월 그리고 9월의 사건의 평균이 된다. 

이 연속된 데이터에 첫째 달과 마지막 두 달의 정보가 없다는 것을 주목하라. 그것은 원래 데이

터에 이 세 달의 정보가 없기 때문이다. 움직이는 평균 (Moving average)은 그래프에 나타난 계곡

들을 채우고 봉우리들을 깎아내는 역할을 한다. 움직이는 평균 (Moving average)을 단기간 동안의 

분석보다 오랜 기간의 분석에 사용할 수록, 전체 그래프는 더욱 완만해진다. 그러나 또한 그래프

를 완만하게 만듦으로써 유용한 정보들을 감추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주기들은 일년 (the year)의 같은 달들(the same months) 의 자료들을 비교함으로써 조사할 수 있다 

(또는 달의 같은 주들, 또는 한 주의 같은 날들, 또는 하루의 같은 시간들). 그리고 달들의 날수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달들의 날짜가 다른 것이 문제의 사건들의 발생 수에 영

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어떤 분석가들은 위와 같은 문제를 피하기 위해, 달의 단위를 사

용하기보다는 4주의 기간을 사용하기도 한다.  

 

분명한 계절주기는 도표 2에서 볼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32달의 기간에 걸쳐 매달 발생하는 자

전거 도난사건들의 수를 보고 있다. 도난사건은 7월과 8월에 지속적으로 최고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1월과 2월에는 지속적으로 가장 낮은 사건 수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보면 2001년 한해 동안 달 별 사건수가 2002년보다, 그리고 2003년의 달들보다 더 많았

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름에는 훔칠 수 있는 자전거들이 더 많았을 것이고, 겨울 동안에는 도둑들

도 자전거를 거의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이 그래프는 이해가 되는 패턴을 보인다 (특

히 이곳은 버팔로 시이니까!).   

 

하나의 시계열 분석을 부분으로 구분하는 것은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요인들을 밝히는데 아

주 유용하다. 예를 들어, 이 살인 사건의 추이는 가정 내 살인사건과 그 외의 살인사건의 (또는 

총기를 사용한 살인사건과 총기를 사용하지 않은 사건들) 두 가지 도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따

라서 집 밖에서 일어나는 살인사건들은 증가하는 추세이나 가정에서 벌어진 살인사건들은 감소하

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도표들은 집 밖에서 벌어지는 살인사건을 해결하는데 더 집중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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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제시하고 있다.  

 

시계열 분석방법은 범죄대응책의 효과를 평가하는데 아주 유용한 도구이다. 근본적인 원리는 범

죄에 대한 대응책을 실제로 수행하기 전에 앞에서 설명한 분석기술들을 사용하여 한가지 문제의 

자연적인 추이와, 주기들, 그리고 변화들에 대한 바른 이해를 얻자는 것이다. 이 분석은 또한 당

신이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 이 문제가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를 보여준다. 그리고 이것은 범죄에 대응책을 실시한 뒤에 그 효과를 검사하기 위해 주어

져야 하는 시간을 결정하는 기본근거를 제공한다. 범죄사건 추이, 주기의 변화들 또는 심지어 무

작위 변동의 변화들은 대응책이 어떤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제시한다. 대응책을 실시하기 전과 

후의 시간이 길면 길수록, 당신의 결론에 대한 확신은 더욱 커질 것이다.  

 

시계열 분석은 매우 복잡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특정 시간의 사건들을 정확히 분석해 내는 것이 

문제해결에 아주 중요하다면, 이 분야에서 통계전문가를 찾아 도움을 청해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

이다.  

 

 
 

27. 비율과 분모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라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보다 더 많은 범죄가 발생하였다면, 그 장소에 다른 장소보다 더 많은 범

죄의 대상들이 있는 것이 가능한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다. 범죄비율을 조사하는 것이 만약 범

죄대상의 숫자가 그 문제들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준다 (단계17을 참고하라). 

 

비율은 일정한 기간의 시간 동안 위험에 처한 범죄대상대비 일어난 범죄의 수를 나타낸다: 예를 

들면, 2002년 한해 동안 1,000 가구당 발생한 한 건의 주택침입강도사건이다. 범죄대상비율은 일정

한 기간 동안 평균의 범죄대상이 범죄에 관여될 수 있는 위험을 나타낸다.  

 

범죄대상비율을 계산하기 위해서 다음의 단계들이 필요하다: 

1. 당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건의 형태를 정의하라 (예: 차량에서의 도난사건) 

2. 위험에 처해있는 인구대상을 정의하라 (예: 차량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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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치들과 기간을 정하라 (예: 2004년 한해 동안의 도심지역의 주차공간들) 

4. 관심을 가지는 사건들의 수와 각 위치들에서 발견되는 범죄대상들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

하는 데이터의 공급처를 찾으라 (예: 경찰의 범죄보고서는 특정 주차장들과 연관되어있는 

도난사건이 발생한 주소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도심의 주차장에 대한 관찰기록들은 

각 주차장들에 주차할 수 있는 차량들의 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5. 각각의 위치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 (분자)를 범죄의 대상물의 숫자 (분모)로 나누어서 범

죄비율을 구하라.  

 

범죄의 위험에 있는 대상들 (targets at risk)을 정의 하기 위해서는 신중해야 한다. 만약 당신이 주

거침입강도사건을 분석하고 있다면, 당신의 대상물은 사람이 되는가 또는 집이 되는가? “집” 이란 

대답이 더 합리적인 대답이 될 것이다. 다른 조건들은 모두 동일한 가운데, 만약 인구 1000명이 

500가구의 집에 살고 있다면 같은 수의 인구가 250 가구에서 사는 지역보다 앞의 지역에서 더 많

은 주택침입강도사건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할 것이다. 만약 당신이 분석하고자 하는 범죄가 거

리에서의 강도사건이라면 범죄의 위험에 있는 대상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을 걸어 다니

는 있는 보행자들의 수가 될 것이다.  

 

경찰사건보고서는 보통 관심을 두는 사건들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정보를 담고 있다. 즉 사건

이 일어난 주소지 정보 등인데 그러므로 특정 위치에서 발생한 사건들의 수를 이 보고서에서 얻

을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위치들에서 범죄의 위험에 처해있는 대상들에 대한 숫자를 설명하고 있

는 정보들은 이런 보고서에서 찾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 경찰에 보고된 차량관련 도난사건이 발

생한 주차장의 주소는 구할 수 있으나, 그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들의 숫자에 관한 정보는 아마

도 보고되어 있지 않을 것이다 (아래의 상자를 보시오).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범죄대상의 대리가 될 수 있는 변수 값을 찾아야 할 것이다. 예

를 들어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수는 아마도 그 주차장의 크기에 비례할 것이다. 그러므로 범

죄대상이 될 수 있는 차량들의 대리변수 (proxy measure)는 주차장의 면적이나 주차공간의 수가 될 

것이다. 아래의 표는 범죄의 위험에 있는 피해대상의 비율을 측정하는 몇 가지 예를 제시하고 있

다.  

 

범죄대상의 대리변수들은 반드시 다음의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첫째, 대리변수들은 

범죄대상들과 지역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 주차장의 공간이 차량의 양과 관련되어 있을 것

이라는 것이 예측가능 하지만, 주차장 입구의 높이가 차량들의 숫자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예

상하지는 않는다. 둘째, 대리변수와 범죄의 위험에 있는 대상들간의 관계가 지역들마다 크게 다르

지 않아야 한다. 만약 도심지에 있는 모든 주차장들이 주중에는 약 3분의 2정도의 공간을 채운다

고 한다면, 주차공간의 수는 유용한 대리변수가 된다. 그러나 만약 몇몇 주차장들만이 사용 가능

한 주차공간을 다 사용하고 다른 주차장들은 거의 주차공간을 채우지 못한다고 한다면 주차공간

의 숫자는 범죄대상을 나타내는 좋은 지표가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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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대리변수들의 경우에도, 범죄대상데이터를 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정보기관들은 당신

이 필요로 하는 정보들의 일부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오하이오 주의 헤밀턴 카운

티에는 감사원이 그 카운티의 모든 땅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사업가들과 사업연합회들은 

가끔씩 물건판매 양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주에 납부하는 소비세에 관한 정보들이 

고객의 수를 대신하는 대리변수로 사용될 수도 있다.  

 

비율을 계산하는 것은 위험시설들을 발견하는데 있어서 매우 유용하다 (단계 28). 캘리포니아 주

의 출라 비스타 (Chula Vista) 시의 경찰서에 근무하는 카린 슈머렐러 (Karin Schmerler)와 그의 동

료들은 그 도시의 모텔에서 걸려오는 전화들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10개의 전국규모의 모텔체인과 

16개의 지역의 독립모텔들이 비슷한 숫자의 전화를 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국규모의 체인의 모

텔들이 더 많은 객실을 보유하고 있었다.  

 

지역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모텔들로부터 걸려온 전화들을 모두 합하여 그 모텔들이 보

유하고 있는 총 객실수로 나눈 결과, 슈머렐러는 이 독립체인모텔들로부터 걸려온 전화의 평균이 

객실 1개당 1.8 통의 전화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전국규모의 체인의 모텔들

에서 걸려온 전화를 평균을 구한 결과, 그 비율은 0.5 였다. 확실히 지역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

고 있는 모텔들에서 객실 당 더 많은 전화가 걸려온 것이다.  

 

당신은 높은 숫자들 또는 높은 비율들에 더 중점을 두어야만 하는가? 만약 당신의 목적이 범죄의 

양을 줄이는 것이라면 범죄의 사건 숫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가장 최선의 선택이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당신의 목적이 피해대상이 해를 입을 기회를 줄이는 것이라면, 비율에 초점을 맞추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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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rke, Ronald and Herman Goldstein (2003). Thefts from Cars in Center City Parking Facilities. From 

Innovation to Mainstream. Crime Prevention Studies, vol. 15, Monsey, New York: Criminal Justice Press. 

(available at: www.popcenter.org) 

 

28.  위험한 시설들을 파악하라  

 

시설들은 특정한 기능을 하는 환경이다 (단계 15). 교육시설들은 가르침과 학습활동을 포함하는 

곳이다. 산업시설물들은 물건을 생산하고 처리하는 곳이다. 사무시설들은 정보들을 처리한다. 상

점시설에서는 판매와 현금의 거래활동이 발생한다. 어떤 시설들은 범죄와 무질서가 빈번히 일어

나는 장소들이다. 이런 장소들은 선술집들, 공원들, 기차역사들, 공중전화박스, 편의점, 그리고 공

공주택들 (public housing projects)이다. 이러한 시설들은 범죄와 무질서를 일으키는 데 무척 큰 공

헌을 하게 되는 “위험시설들” (risky facilities)이다.  

 

그러나 이 용어는 또한 더욱 정확한 뜻이 있다. 모든 형태의 시설 내에 몇몇의 시설들이 특히 위

험하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다. 앞의 18단계에서 언급한 80-20 규칙을 설명할 때, 매사추세츠 주

의 단버스 시에서는 5퍼센트의 상점에서 그 도시의 경찰에 보고된 상점물건도난사건의 50퍼센트

를 차지했다는 사실을 언급하였다. 여기에 위험한 시설들을 설명하는 보고된 다른 예들이 있다:  

• 편의점. 한 전국설문조사에서 약 6.5 퍼센트의 편의점에서 모든 강도사건의 65퍼센트를 경

험하였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 주유소. 1998년도에서 1999년까지, 텍사스 주의 오스틴에서 경찰서에 자동차 전용수송차량

을 요구하는 전화와 마약범죄들을 신고하는 전화들의 약 50퍼센트가 단 10퍼센트의 주유

소들에서부터 걸려온 것으로 나타났다.  

• 은행. 영국의 은행들 중 4퍼센트의 은행들에서 다른 은행들보다 4배에서 6배 가량의 높은 

은행강도사건비율을 나타냈다.  

• 학교. 스톡홀롬의 8퍼센트의 학교들만이 1993년에서 1994년간 보고된 폭력범죄의 50퍼센

트를 경험했다.  



92 

• 버스 정류장. 앤드류 뉴톤 (Andrew Newton)의 최근의 박사논문은 영국의 한 도시인 리버

플의 9퍼센트의 버스정류장에서 40퍼센트 이상의 반달리즘사건 (vandalism incidents) (물건

과 시설들을 파괴하는 사건들)이 발생하였다고 보고했다.  

• 주자시설들. 또 다른 영국의 도시인 노팅험 시의 도심지에 위치한 19개의 주차장에서 

2001년 한해 동안 보고된 415건의 범죄사건들 중 단 한 곳의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건들이 

총 사건의 약 25퍼센트에 달하는 103건의 사건이었다.    

 

여기에 시설물들이 위험하게 되는 최소한의 8가지의 이유들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어떤 이유들이 

어떤 특정 상황들에서 작용하게 되는지를 알아 보는 데 도움이 되는 다른 분석절차들이 제시되었

다.    

 

1. 무작위 변화 (Random variation). 무작위의 변동들에 의해서 몇몇의 장소들에서 범

죄가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상황은 당신이 단지 소수의 사

건들이 발생한 몇몇의 시설들만을 관찰할 때 더 잘 일어난다. 같은 시설들을 다른 

시간적 기간을 두고 체크할 수 있도록 해보라. 만약 사고의 발생순위가 그 두 기

간에서 같은 순위로 나타난다면, 이 변화들은 더 이상 무작위의 변동들이 아니다.  

2. 범죄를 보고하는 활동(Reporting practice). 어떤 시설들은 범죄사건들을 경찰에 항상 

보고하지만 다른 시설들은 아마도 같은 수의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훨씬 적은 수

의 범죄만 보고할 수도 있다. 이런 사실들은 확인하기가 어렵지만 특정 시설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경찰관들에게 보고된 범죄율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시설

물들에서 발생하는 범죄문제에 대한 생각들이 잘 맞아떨어지는 지 물어보아야 할 

것이다.  

3. 많은 범죄의 대상(Many targets). 어떤 시설들은 많은 범죄대상들을 보유하고 있다. 

단버스 시에서 가장 높은 상점도난사건이 발생하는 상점이 바로 그 도시에서 가

장 규모가 큰 상점중의 하나였다. 그러나 이것만이 모든 것을 설명하는 이유는 아

니었다. 상점의 크기를 계산에 포함해서, 상점의 100 스퀘어 피트 당 상점도난사

건이 일어나는 비율을 계산하자, 이곳이 역시 상점절도범죄가 가장 빈번히 일어나

는 위험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계 27).  

4. 인기 있는 물건 (Hot products). 위험시설들이 많은 양의 범죄대상물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특별히 아주 인기 있는 범죄대상을 소유하고 있을 수도 있다. 단버스 시는 

1000 스퀘어 피트 (square feet)당 상점물건절도사건의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15개의 상점들의 리스트를 가지고 있다. 작지만 아주 비싼 가격의 전기제품

들의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상점은 단계 31에 설명되어있는 CRAVED의 기준에 

모두 맞는 상점이었다.  

5. 위치 (Location).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들, 아마도 습관적인 범죄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에 위치한 시설들은 더 많은 범죄의 위험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

것은 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먼 곳까지 이동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이다. (단계16).  

6. 반복적인 범죄피해 (Repeat victimization).  어떤 장소들은 특히 범죄에 더 취약한 

사람들을 모이게 한다. 위험한 시설들과 위험하지 않은 시설들에서 범죄의 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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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는 사람들을 비교해보라. 만약 재범률이 다르다면, 반복적인 범죄피해는 높아

진 위험이 원인이 된 경우일 것이다 (단계 29).  

7. 범죄유발장소 (Crime attractors). 많은 수의 범죄자들을 유인하는 시설들은 범죄를 

유발하는 시설들이다 (단계 15). 범죄 유발장소들은 많은 수의 범죄들이 일어나고 

높은 범죄율을 가지고 있다. 체포기록의 분석과 범죄자들의 이름들을 포함하는 정

보 등의 분석 등 추가적인 진단이 필요하다.   

8. 불충분한 관리감독상태 (Poor management). 시설의 주인이나 매니저들이 적절한 통

제나 관리감독을 실행하지 않는다면 위험한 시설이 생겨나게 된다. 아래의 상자에

는 슬럼가 주택의 한 악덕 집주인 (slumlord)의 태만한 집 관리가 그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위험시설들로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가를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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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읽을거리:  

 

Eck, John, Ronald Clarke and Rob Guerette, "Risky Facilities: Crime Concentration in Homogeneous Sets of 

Facilities." Crime Prevention Studies, in press. 

 

29. 반복되는 범죄피해에 대비하라  

 

어떤 사람들은 반복적으로 범죄피해를 당하고, 그리고 80-20 규칙 (단계 18)에서 예견한 것처럼, 

전체 범죄피해사례들 중 많은 범죄피해가 적은 비율의 범죄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일어난 것으

로 나타났다. 켄 피아세와 그라함 페라렐은 위의 사실을 보고서로 만들어서 “한번의 범죄피해자

가 두 번째의 피해자가 된다” (Once Bitten, Twice Bitten.)라는 제목으로 영국의 내무부에서 연 2회에 

걸쳐 발간되는 출간물을 통해 발표하였다. 영국범죄설문조사는 (아래의 표를 참고하라), 한해 동

안 4퍼센트의 설문참가자들이 설문지에서 보고된 전체 범죄피해 중 약 40퍼센트에 달하는 범죄피

해를 경험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반복적인 범죄피해는 가정폭력, 성폭력, 강도사건, 그리고 

차와 관련된 도난 사건 등 다양한 범죄사건에 걸쳐서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범죄 종류에 따

라 달라지지만 범죄의 반복적인 피해자가 되는 시간은 짧았는데, 즉 첫 번째 피해경험 이후 주로 

일주일 이내에 새로운 범죄피해를 경험한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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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해서 반복된 범죄피해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 많은 범죄피해자들이 반복되는 범죄피해경험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반복

적 범죄피해가 경찰기록에는 사실보다 낮게 기록되어있다. 이 때문에 연구자들이 설문조

사를 통해서 피해자들이 경찰에 알리지 않은 범죄피해들에 대해서 알아내려고 하는 것이

다. 실망스럽게도 영국의 범죄설문조사와 같은 종류의 미국의 전국범죄피해조사 (The 

National Crime Victimization Survey)는 여전히 범죄피해에 관한 정보를 사실보다 적게 파악

하고 있는데 이는 이 설문지의 조사가 참가자들에게 지난 6개월간에 일어난 범죄피해사건

에 대해서만 조사하는 설문조사실행과 한 특정 피해자에게 연속적으로 일어난 모든 범죄

피해경험 수를 전부 기록하지 않는 형식을 취하기 때문이다.  

• 범죄분석가들은 주소단위로 일어난 범죄의 수를 세어서 반복적 범죄피해를 조사하는데 경

찰의 범죄데이터는 이런 주소들에 대해서 불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특히 아파트단지

의 주소일 경우는 더욱 그렇다. 이런 사실이 주소지에서 일어난 범죄피해들을 단 한번만 

일어난 범죄피해사건으로 계산하게끔 만들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들이 GIS시스템의 사용

이 훨씬 많아지고 범죄와 주소지를 연결시키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예: Geocoding) 등의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많이 해소되고 있다.  

• 반복적 범죄피해는 “시간-창문효과” (time-window effect)에 의해서 잘 나타나지 않는다. 만

약 범죄피해가 어떤 특정한 기간에만 일어난 범죄피해만 기록이 되었다면 - 예를 들어, 

시간의 기간을 2002년 1월에서 2002년 6월까지 만으로 정했다면 (시간-창문효과) - 2001년 

12월에 범죄피해를 당하고 또 그 다음 6개월의 기간 동안 한번의 범죄피해를 당한다면 이

것은 반복된 범죄피해로 기록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그 사람이 2002년 7월에 다

시 범죄피해를 당하는 불운을 겪었다면 이 사람이 세 번째로 반복된 범죄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없을 것이다. 이상적으로는, 첫 번째의 범죄피해가 보고된 이

후 그 범죄피해자들을 일년간 추적하면 조사하는 유동적인 시간적 기간 즉 “움직이는 장

문” (moving window) 을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반복적 범죄피해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켄 피아제는 다음의 두 종류의 설명들을 구별하였다:  

 

1. 고무된 계좌 (Boost accounts)는 처음의 범죄행위에서 얻은 긍정적인 경험으로 인한 

범죄피해의 반복성을 설명한다. 즉 한 주택침입강도가 한 주택을 침입하게 되면, 

그 집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게 된다. 한번 침입했던 집에 대해서 잘 알게 된 

것이 그 강도가 다시 같은 집을 털기 위해 침입하게 부추기는 계기가 될 수도 있

다. 또 강도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그 집에서 훔치지 않고 남겨두고 온 물건

들에 대해서 이야기 할 수도 있고, 이런 행동들이 다른 강도들이 그 집의 물건을 

훔치러 침입하도록 만들 수도 있다.  

2. 깃발 계좌 (Flag accounts)는 범죄의 대상이 다양한 범죄자들로부터 범죄를 유발할

만한 특별히 매력적인 특징이 있거나 또는 특별히 범죄에의 취약성을 가지고 있

어서 일어나는 범죄피해의 반복성을 설명한다. 어떤 직업 군은 다른 직업들에 비

해서 훨씬 높은 범죄피해율을 나타낸다 (예: 택시 운전사). 그리고 위험한 장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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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도 또한 반복되는 범죄피해자들이 훨씬 더 많이 되는 

경향이 있다 (예: 편의점에서 일하는 종업원). 마지막으로 매우 인기 있는 물건들

을 소유하는 것, 즉 멋진 차를 소유하는 것이 차를 무단으로 타기 위해서 훔치는 

범죄피해의 위험을 증가시키듯, 역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범죄의 피해위험을 증

가시킨다 (단계 31).  

 

 
 

“비슷한” 반복적 범죄피해는 처음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나 대상물과 비슷한 특징을 가진 대상들

을 포함한다. 첫 범죄대상에 성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범죄자들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다른 대상들에게도 비슷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게 된다. 첫 번째로 강도피해를 당한 집과 비슷한 

구조를 가진 이웃에 있는 집들은 높은 범죄피해의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

것은 첫 번째 집을 침입한 강도가 그 집과 비슷한 집들에 침입하기 전에 그 집들의 구조들에 대

해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반복적 범죄피해에 대한 지식은 누가 다음으로 범죄피해를 당할 위험이 가장 큰지 그리고 언제 

그런 위험이 있는지에 대해서 예측하는 데 유용하다. 이것은 범죄예방을 위한 자원들을 대부분 

범죄의 위험이 매우 낮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되기보다는 범죄피해위험이 큰 사람들에게 

집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많은 경찰기관들은 반복적 범죄피해를 다룰 때 이제는 “등급을 매긴 대응전략” (graded response)을 

사용한다. 이것은 더 많은 범죄피해를 당하는 몇몇의 사람들에게 더 강력한 경찰의 범죄예방노력

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범죄피해가 반복되는 시간적 기간을 아는 것은 가장 범죄의 위험

이 클 때, 일시적으로 범죄예방대응책을 짧은 기간 동안 실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예를 들면, 

어떤 경찰기관들은 반복적인 주택침입강도사건들이 곧 일어날 위험이 아주 높은 곳에 일시적으로 

주택강도범죄 감시 알람을 설치할 수 있을 것이다.  

 

더 읽을거리:  

Weisel, Deborah (2004) Analyzing Repeat Victimization, Problem Solving Tool Series, No. 2. Washington, 

D.C.: Office of Community Oriented Policing Services, U.S. Department of Justice. (accessible at 

www.popcenter.org and www.cops.usdoj.gov). 

 

Johnson, Shane and Kate Bowers (2004). "The Burglary as Clue to the Future: The Beginnings of Prospective 

Hot- Spotting." European Journal of Criminology, 1(2), 237-255. 

 

http://www.pop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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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반복적인 범행에 대해 생각하라  

 

범죄학이론에서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적은 비율의 사람들이 많은 비율의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

이다. 마빈 울프강 (Marvin Wolfgang) 의 유명한 필라델피아의 코호트 스터디 (cohort study) (나이가 

같은 한 그룹의 사람들을 오랫동안 추적하는 연구)의 데이터는 약 5퍼센트의 범죄자들이 전체 범

죄 중 40퍼센트에 달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

들에 관해서는 두 가지의 이론이 있다. 첫 번째는, 충동적이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사회적 애착이 

약하게 형성된 사람들이 덜 충동적이고 애착형성이 잘 되어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자주 

문제를 일으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범죄와 무질서의 기회들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 기회들을 이용하면서 거기에 맞추어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이다 (단계 9). 위의 

두 가지 이론들은 모두 사실일 수 있다. 충동적이면서 애착이 약하게 형성된 사람들은 범죄의 기

회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다.  

 

반복적인 범행은 80-20규칙을 이용하면 간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범죄자들이 자신의 

정체가 알려지지 않기 위해 애쓰기 때문에 범죄자들에 대해 거의 모든 정보들을 수록한 데이터가 

거의 존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반복적 범행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정보 

수집 등을 통해서 얻은 정보가 반복적인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를 제공할 수 있겠으나, 이런 정보

는 굉장히 가변적이고 범죄자들에 대한 온전한 정보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우리가 범죄자들에 

대해 아는 것 보다 범죄가 일어난 장소나 피해자들에 대한 정보를 종종 더 많이 알고 있고, 그리



98 

고 더 사실에 가깝게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자들과 그들의 공범자

들과의 체계적인 인터뷰는 범죄의 문제들을 이해하고 대처하는데 매우 유용한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다 (단계 10).    

 

반복적인 범죄자들의 목적과 동기들을 이해하는 것은 범죄예방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이 된다. 차

를 훔치는 도둑들이 차를 훔치는 목적이 멋진 차를 타고 운전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인 

지, 또는 늦은 밤의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가는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차를 훔치는 경우인지, 또는 

차를 팔아서 자신이 쓸 마약을 살 돈을 구하려고 하는 경우인지에 따라서 차량도난사건을 해결하

는 방법이 달라질 것이다. 낙서를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범죄자들이 갱들의 영역을 표시

하려고 하는 것인지, 대중예술을 창조하려는 행위였는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려고 하는 낙서였

는지, 또는 종교, 인종 간의 갈등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을 위협하려는 행위였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성공적인 범죄들은 더 많은 범죄들을 이끌어낸다. 이것은 다음의 세가지 방법으로 일어난다: 

 

•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범죄자들도 범죄를 저지르면서 배운다. 성공적인 범죄는 중요

한 교훈을 가르친다. 이 경험을 통해서 그 범죄자는 동일한 대상에 대해 다시 범행을 저

지를 것이다 (아래의 상자를 참고하시오). 그러나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범죄자 

역시 범죄에 대해 배운 것을 일반화할 수 있다. 즉 범죄자들은 그들이 비슷한 대상을 공

격해도 그들의 범죄가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다 (단계 29).  

• 범죄자들은 서로에게서 배운다. 작은 그룹단위로 일하는 개인들이 다시 다른 그룹으로 나

뉘고 또 새로운 집단이 형성되면서 범죄자들 사이에서 정보들이 퍼져나간다. 이런 사실이 

범죄자들의 네트워크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경찰은 이 범죄자들의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범죄자들의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범죄대상이나 범행장소들이 범행

에 적합하지 않다는 인식들을 강화시켜줄 수 있는 정보를 퍼트릴 수 있다. 예를 들어, 매

사추세스 주의 보스톤 시의 경찰은 청소년살인사건을 줄이는 노력의 일환으로 갱 단원들

에게 그들의 활동이 매우 주목 받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활동을 하였다.  

• 성공적인 범죄는 범죄예방활동의 노력을 감퇴시켜서 지속적인 범죄를 더 쉽게 만들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울타리의 조금 허물어진 부분이 계속 사용되면서 허물어진 부분이 더 커

지는 것과 같다. 만약 범죄자들의 유입이나 공격적인 행동들이 경찰들이나 장소의 매니저

들의 대응보다 더 빨라진다면 하나의 작은 문제가 더 심각하게 악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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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범죄예방의 기술들은 신뢰할 만한 위협을 준다는 가정 위에 존재한다 (단계 40). 폐쇄회로 

티브이 (CCTV)의 설치는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비행행위를 목격하면 반드시 행

동을 취할 누군가가 감시를 하고 있다 라든가, 또는 범죄를 저지르고 난 후, CCTV에 녹화내용을 

근거로 범죄자들의 신원이 파악되고 체포될 것이라는 위협을 줌으로써 범죄를 단념시키게 한다. 

이것은 많은 수의 체포가 실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단지 몇몇의 잘 알려진 

체포 사건들이 중요한 메시지전달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범죄자들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파가 된다면 더욱 강력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소수의 사람들이 문제의 대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라는 특별한 정보가 있을 때, 이러한 사람

들에게 집중하는 것이 생산적일 것이다. 보스톤 경찰서에서는 비교적 적은 수의 갱 단원들을 집

중적으로 감시함으로써 젊은 남성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살인사건들을 줄일 수 있었다. 프랜시스 

쿨렌 (Francis Cullen)과 그의 동료들은 보호관찰과 가석방 담당자들은 개별 범죄자들이 어떠한 특

정 상황에서 문제에 휩쓸리게 되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하고, 그리고 범죄자들이 위와 같

은 상황들을 피할 수 있는 계획들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이렇게 세워진 계획들에 잘 따

르고 있는지 잘 감독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범죄를 조장하는 환경들을 제거하는 것은 반복되는 범죄를 막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예를 들어, 

영국의 스타이닝 (Staining)이라는 한 마을에는 한 폐물 수집소가 훔친 차량들, 차의 부분, 그리고 

절도로 얻은 장물들을 처리하는 장소의 역할을 했다. 그리고 이 일과 관련된 범죄자들의 대부분

이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았다. 마침내 그 지역의 치안관 (the local constable)이 환경을 위협하는 활동과 오염을 통제하는 

법을 이용하여 그 폐물 수집소를 닫을 수 있었다. 그러자 이 마을의 범죄가 크게 감소하게 되었

다. 이와 비슷하게, 미국의 경찰들도 민법을 이용하여 자주 마약거래, 매춘, 그리고 다른 범죄나 

무질서 등을 조장하는 시설들을 폐쇄한다.   

 

반대로, 범죄자들을 잡기 위해 범죄의 기회를 만드는 것은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 1970년 

후반과 1980년대 초반에 많은 미국의 경찰서들이 “사기” (sting)수사를 펼쳤다. 이것은 장물들을 살 

수 있는 가짜의 시장을 형성해서 훔친 물건들을 경찰들에게 판 사람들을 수사하여 많은 절도범들

을 체포하는 것이었다. 많은 경찰의 수사가 평가를 받았는데 이러한 수사가 범죄를 감소시켰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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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는 전혀 발견되지 못했다. 이러한 수사가 장물들을 팔 수 있는 쉽고 돈이 되는 방법들을 제

공함으로써 오히려 범죄를 증가시켰다는 증거들이 발견되었다. 본 서를 통해서 우리는 범죄를 조

장하는 환경이 범죄를 증가시키는데 있어서 강한 영향력을 가진다는 점을 주목해왔다. 그러므로 

아직 알려지지 않은 많은 범죄자들을 일시에 검거하기 위해 위조된 범죄의 기회들을 만들어 내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재범하는 범죄자들과 그들의 협력자들에게서 취한 정보들은 범죄를 조장하는 환경들의 특성을 파

악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편의점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초기에 많이 적용했었던 예방책들의 

대부분은 범죄자들과의 인터뷰로부터 계발된 것이다 (단계 9). 1970년 대 초, 콜로라도의 레이크우

드 경찰서는 유죄선고를 받은 주거침입강도들과 인터뷰를 통해 범죄대상이 될 주거지를 어떻게 

선택하고 훔친 물건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다. 버지니아주의 뉴포트뉴

스 경찰서는 차량에서 물건을 훔치는 것에 대해 분석을 돕기 위해 범죄자들과의 인터뷰를 했다. 

경찰이 얻는 매우 중요한 정보는 바로 도둑들이 절도를 하기 위해 차를 선택할 때는 도둑들이 보

기에 마약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차들을 타겟으로 삼는다는 것이었다. 보다 최근에, 캘리

포니아의 쿨라 비스타 시의 경찰서는 차량 절도범들을 인터뷰하고 나서 절도범들이 사용하는 도

구들이 수사관들이 생각했던 것 보다 훨씬 더 간단한 도구들이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특정 차

종의 오래된 차들의 알려지지 않은 범죄피해위험성에 대한 수사관들의 생각을 바꾸어 놓았다. 이

와 같은 정보는 범죄자를 통하는 것 외에는 얻을 수 없는 정보들이다.   

 

더 읽을거리:  

 

Cullen, Francis and colleagues (2002). "Environmental Corrections: A New Framework for Effective Probation 

and Parole Supervision." Federal Probation, 66 (2):28-37. 

 

Kennedy, David and colleagues (2001). Reducing Gun Violence: The Boston Gun Project's Operation Ceasefire. 

Research Report.Washington, D.C.: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31. 절도범들이 원하는 물건들 (CRAVED)에 대해서 이해하라  

 

80-20의 원칙에서 말하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단계 18), 모든 물건들이 동일한 절도의 위험에 

처해있는 것은 아니다. 절도범들은 자신들이 훔칠 무엇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이다. 

절도범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인기 있는 물건들”, 즉 자동차, 노트북 컴퓨터, DVD 플레이어, 

그리고 핸드폰 같은 물건들에 집중한다. 마르쿠스 펠슨 (Marcus Felson)이 “범죄의 모유” (the 

mother’s milk of crime.)라고 표현한 현금이 물론 가장 인기 있는 품목이다. 현금은 절도, 주택침입

강도, 그리고 약탈범죄 등에서 가장 자주 털리는 항목이다. 이것이 은행강도와 불법도박업소들, 

공중전화 털이 범죄, 그리고 현금지급기 근처에서 발생하는 강도사건 등을 부추긴다.  

 

사람들의 소지품들이 그들의 범죄피해의 위험도를 설명한다. 예를 들면, 차를 소유하는 것은 범죄

의 피해를 두 배로 증가시킨다. 이것은 인구학적 그리고 사회적 변수들을 고려한 뒤에도 마찬가

지다. 그리고 특정한 모델의 차를 소유하는 것이 몇 배나 많은 위험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 사람

들에게 범죄대상의 위험이 높은 차량의 종류에 대해서 알리고 차를 만드는 제조회사들에 안전장

치를 강화하라는 압력을 주기 위해서, 미국의 워싱턴 디씨 (Washington D.C)에 있는 고속도로손실

데이터연구소 (The Highway Loss Data Institution)에서는 차의 종류별 절도관련사고로 인한 보험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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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신고건수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연간데이터를 발표하였다. 아래의 표는 2001년에서 2003

년 동안의 305 종의 새로운 차의 모델 중에서 절도관련사건으로 가장 높은 사고 빈도수와 가장 

낮은 사고 빈도수의 신고사례를 보인 차들의 종류가 각각 다섯 가지씩 나타나 있다. 캐딜락의 

“에스칼라데”와 닛산의 “맥시마”가 가장 낮은 사고빈도수를 보인 5개의 차종에 비해서 30배나 높

은 절도사건신고빈도수를 나타냈다. “데스칼라데”의 경우 차량의 휠 (wheel)이 범죄의 대상이었고, 

맥시마는 이전 차종에서는 없었던, 최신 차종이 보유한 높은 밝기의 헤드라이트가 대상이었다.  

 

이런 종류의 데이터가 유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어떤 차들이 어떤 특정 형태의 절도사건에 가장 

큰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없다. 그러나 1980년대에 실시된 연구에 의하면 강한 

가속의 기능을 가진 체브롤렛의 카마로와 같은 “힘”(muscle)을 소유한 차종이 즐기기 위해 차를 

훔치는 (joyriders) 절도범들에게 선호되는 차종임이 밝혀졌다. 가장 자주 절도피해를 입지만 절대 

다시 발견되지 않는 차들은 링컨이나 메르세데스 등의 값비싼 차들이고 차를 부수고 내부의 부속

품들을 훔치는 범죄피해는 성능이 좋고 다른 여러 종류의 차에 부착이 가능한 라디오 등이 있는 

유럽의 차종, 폭스바겐 등의 차들이 주된 대상이 된다. 가족단위의 이동을 위해서 사용되는 미국

의 스테이션 웨건 차량들은 어떤 형태의 절도사건에도 위협을 받지 않았다. 이런 차들은 값이 싸

고, 성능이 나쁜 라디오를 장착하고 있으며 절도범들이 즐기기 위해 이런 차를 훔칠 이유가 절대

로 없기 때문이다.  

 

손실예방연구위원회 (The Loss Prevention Research Council)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가게의 

물건들을 훔치는 범죄자들이 지속적으로 선택하는 물품들은 시디들, 담배, 술, 그리고 힐피거 청

바지와 나이키 스니커즈 등의 패션아이템 들이었다. 이런 물건들의 대부분은 길거리나 또는 집집

마다 방문하는 형식으로 언제든지 다시 팔 수가 있는 물건들이었다. 경찰은 훔친 물건들의 장물

거래에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그것은 물건들이 장물인지를 증명하는 것이 어려운데다, 이

런 범죄들은 비교적 약한 형량을 받는 범죄들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많은 경찰서에서 

전당포에서 일어나는 거래들에 대해 정기적으로 전자보고를 받고 있다. 이런 보고서들을 읽는 것

으로부터 당신의 지역에서 강도들과 다른 범죄자들이 어떤 물건들을 훔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

속적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한 장물들이 어떻게 팔리고 장물 거래를 어떻

게 중단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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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AVE라는 줄임말 (acronym)은 어떤 물건들이 가장 많이 절도되는 지에 대해서 기억할 수 있도

록 도와줄 것이다. 이 단어는 감출 수 있고 (Concealable), 옮길 수 있고 (Removable), 손에 닿는 곳

에 있고 (Available), 값비싸고 (Valuable), 즐길 수 있으며 (Enjoyable), 처리하기 쉬운 (Disposable) 

이라는 뜻이 있는 단어들의 앞 글자만을 딴 줄임말이다: 

 

• 감출 수 있는 (concealable). 주머니나 가방 등에 숨길 수 있는 물건들은 들치기범죄나 다

른 절도범죄들의 피해대상이 될 위험성이 더 높다. 훔치고 난 뒤에 누구의 물건인지 확인

하기가 어렵고 또 쉽게 숨길 수 있는 물건들이 또한 더 높은 범죄피해의 위험을 가지고 

있다.   

• 옮길 수 있는 (removable). 차나 자전거들은 움직이는 것이라는 사실이 왜 그 물품들이 자

주 도난의 대상이 되는지를 설명한다. 또한 노트북 컴퓨터가 값이 비싼 제품이기도 하고 

쉽게 가지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자주 도난을 당하는 것도 놀라운 사실이 아니다. 무엇

이 가지고 가기 쉬운 물건인가는 절도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주택강도들이나 상

점도둑들 모두 담배나, 술, 기계들, 그리고 잡다한 물건들을 슈퍼마켓에서 훔친다. 그러나 

주택강도들은 훨씬 더 많은 양의 물건을 훔쳐간다.  

• 손에 닿는 곳에 있는 (available). 여러 곳에 있고 쉽게 찾을 수 있는 좋은 물건들은 더 높

은 위험에 노출되어있다. 그래서 집 주인들이 보석이나 현금 등을 강도들로부터 숨기려고 

애쓰는 이유이다. 이것은 차의 연식이 오래 될수록 왜 더 도난의 위험이 높아지는지를 설

명한다. 이런 차들은 가난한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점점 더 소유하게 되는데, 이런 동네에

서는 주로 거리에서 멀리 떨어진 주차장 등에 주차하지 않게 되고 더 많은 범죄자들이 주

변에 살게 된다. 마지막으로, 절도가 늘어나는 이유는 새롭고 매력적인 새로운 상품들이 

많아져서 그 물건을 불법적으로 거래하는 시장이 빨리 형성되는 경우이다 (아래의 상자를 

참고하시오).  

• 값비싼 (valuable). 절도범들은 일반적으로 더 비싼 물건들을 훔치려고 한다. 특히 물건을 

되팔기 위해서 훔치는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가치는 단지 되팔 때 받을 수 있는 

가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자신이 사용하기 위해서 물건을 훔치는 경우, 청소년 

절도범들은 자신들의 친구들 사이에서 자신의 지위를 나타낼 수 있는 물건들을 고르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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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비슷하게, 즐기기 위해 차를 훔치는 절도범들은 차의 가격보다는 차의 성능에 

더 관심이 많을 것이다.  

• 즐길 수 있는 (enjoyable). 인기 있는 물건들은 술이나, 담배 그리고 DVD들처럼 소유하거

나 소비하면서 즐길 수 있는 물건인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주택강도들은 비슷한 가격대

의 전자제품들인 전자레인지나 전기오븐 등의 물건을 훔치기 보다는 디비디 플레이어나 

텔레비전 등을 더 많이 훔쳐갈 것이다. 이것은 아마도 즐기는 것을 좋아하는 많은 절도범

들의 생활스타일을 반영하는 것이다.  

• 처리하기 쉬운 (disposable). 최근에 와서야 인기 있는 물건들과 장물시장의 관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절도범들이 팔기 쉬운 물건을 더 많이 선택하는 경

향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것이 미국의 약국 (일종의 편의점과 같은 기능을 하는 상

점) 에서 왜 건전지들이나 일회용 면도기들이 가장 자주 도난 당하는 물품인가를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더 읽을거리:  

 

Clarke, Ronald (1999). Hot Products. Police Research Series. Paper 112. London: Home Office. (Accessible 

at: www.popcenter.org). 

 

 
 

32. 사례-통제연구를 수행하라  

 

한가지 문제를 분석할 때, “다른 비슷한 대상들은 훨씬 더 문젯거리들이 적은 데, 왜 이 사람들, 

장소들, 시간들, 또는 사건들이 문젯거리가 더 많을까?”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은 항상 도움이 된

다. 위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많은 사례들을 문제가 없는 사례들과 비교해야 한다.  

 

이와 같은 비교를 “사례-통제연구” (case-control study)라고 부른다. 사례-통제 연구는 문제가 많은 

사람들, 장소들, 시간들, 또는 사건들을 문제가 없는 사람들, 장소들, 시간들 또는 사건들과 비교

하는 것이다. 여기서 문제가 많은 사례들이 바로 사례-통제 연구에서 말하는 “사례”들이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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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례들에 비교되는 대상들을 “통제” 라고 부른다.  

 

캔자스의 스완니의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범죄분석가 수잔 워니크가 제공한 데이터에서 하나의 예

를 제시할 수 있다. 수잔 위니크는 스완니 시의 모든 술집을 상대로 술집에서 수용할 수 있는 사

람수 100명당 경찰서에 걸려온 전화를 계산하였다. 이런 방법으로 술집들의 다양한 크기의 차이

를 조절할 수 있었다. (단계 27). 아래의 표는 가장 높은 전화 비율에서 가장 낮은 전화 비율을 보

인 술집들 사이의 순위를 보여주고 있다. 기본적인 사례-통제연구가 여기에서 적용될 수 있다. 가

장 높은 전화비율을 나타낸 술집들을 가장 낮은 비율들을 보인 술집들에 비교하여 두 종류의 술

집들 사이에 술집의 운영방식들과, 술집에서의 행동, 그리고 술집에 모여드는 손님들의 타입들에 

체계적인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려는 것이다.  

 

사례-통제연구들은 문제의 사례들의 수가 문제가 없는 사례들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희귀할 때 

아주 유용하다. 이런 경우가 문제해결의 상황에서 자주 나타나는 상황이다.  

 

유효한 사례-통제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단계들을 따라야 한다: 

 

• 당신의 사례들을 정확히 정의하라. 

• 이러한 사례들을 대표하는 표본을 선정하라. 

• 문제사례들과 비슷한 조건들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해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었지만 결국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았던 통제사례들을 선정하라. 

• 위의 통제사례를 대표하는 표본을 선정하라. 

• 선정한 사례들의 특징들을 선정한 통제들의 특징과 비교하라.  

 

상당한 차이가 발견된다면 이것은 집단의 특징이 그 문제에 기여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

미한다. 유사성이 발견된다면 그것은 집단의 특징이 그 문제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을 의미할 것이다. 위의 단계를 사례를 들어서 연구해보자.  

 

앞의 스와니 지역의 술집의 예는 앞에서부터 제시된 4가지의 단계들을 묘사하고 있다. 또한 몇 

가지의 사례-통제연구의 자세한 사항들을 설명하면서 좀 더 복잡한 예를 설명할 수 있다.  

 

사례를 정밀하게 정의하라. 1990년대 초기에 존 엑크는 왜 몇몇 장소들에서는 지속적인 마약거래

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근처의 대부분의 지역들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해 관심을 가졌

다. 캘리포니아주의 샌디에고 경찰서의 도움으로 한 샌디에고의 이웃에서 300건의 사례가 넘는 

마약거래사건이 보고된 지속적인 마약거래장소들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장소들은 시민들의 전화, 

마약단속경찰활동, 현장에서의 심문조사기록, 체포데이터, 그리고 순찰경찰관들의 관찰 등에 근거

해서 파악되었다. 지속적인 범죄장소로 분류하기 위해서 각각의 현장들은 한 건 이상의 마약관련

체포, 전화, 또는 여러 날들에 걸친 현장에서의 심문수사기록이 있어야만 했다. 또는 단속을 위한 

영장이 한번 이상 발부되거나, 또는 순찰 경찰관들에 의해서 마약거래장소로 파악이 된 장소이어

야 했다. 다수의 지표들이 그러한 현장들을 찾기 위해 사용되었기 때문에 가장 지속적인 현장들

이 파악되었다고 믿기에 충분하였다.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는 사례들의 대표 샘플을 선택하라. 그 이웃의 각각의 구역에 위치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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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마약거래장소가 연구를 위해 선정되었다. 만약 한 구역에 두 곳 이상의 장소가 있다면 그 두 

장소는 무작위로 선정되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이웃의 마약거래장소들을 대표할 수 있는 

189개 장소의 표본이 선정되었다. 모든 마약거래장소를 연구에 포함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는 

연구에 드는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다. 간단한 무작위 표본추출법이 사용될 수도 있었으나, 이 방

법이 마약거래의 영향을 받은 모든 구역들을 다 포함할 수 있다는 보장을 줄 수가 없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통제들의 무리를 정의하라. 통제들은 그 이웃 내에서 마약거래문제가 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한 장소들이었다. 마약거래장소와 가까운 장소들이 더 적합한데 그것은 마약

거래자들이 자신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지역에서 거래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찾기 때문이다. 그

러므로 근처의 장소들은 마약거래자들에게 노출이 되어 있지만 마약거래자들에게 선택되지는 않

은 곳들이다. 통제들은 반드시 범죄사례가 될 수 도 있었지만 어떤 알 수 없는 이유로 그 사례가 

되지 않은 곳이어야만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그 알 수 없는 이유를 밝히는 것이다.   

 

통제들의 한 대표적인 샘플을 선택하라. 각각의 구역마다 마약거래를 하는 지역의 수와 같은 수

의 마약을 거래하지 않는 장소들이 선정되었다. 이 현장들은 각각의 구역에서 마약의 활동이 없

었다는 지표를 가지고 있는 장소들의 목록에서 무작위로 선정이 되었다. 수 천의 장소들에서 마

약거래활동이 없었으므로 모든 마약활동이 없는 장소들을 선정하는 것은 실용적이지 못하다. 사

례들과 통제들이 같은 구역에서 선정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통제지역들이 마약거래자들

에게 노출된 장소들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무작위 표본추출방법을 통해서 모든 마약거래

가 일어나지 않은 장소들을 대표하는 표본이 추출되었다는 것을 보증하였다.  

 

사례들을 통제들과 비교하라. 관찰자들을 통제지역과 사례지역들에 파견하여 그 현장들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였다. 이 정보들은 현장의 구조의 형태 (상업지역, 아파트 빌딩들, 부모가 혼자인 집, 

빈 공터 등등); 도로의 형태; 가장 가까운 고속도로로부터의 거리; 현장 주변의 건물들의 형태; 가

로등으로부터의 거리; 아파트단지들의 수; 울타리의 존재나 다른 안전장치들의 유무; 뒷골목과 샛

길 등으로부터의 근접성; 그리고 그 외의 다수의 특성들을 포함한다. 이 관찰의 목적은 마약거래

장소들이 마약을 거래하지 않는 장소들과 위의 특징들에 있어서 상당히 다른지에 관해서 알고자 

하는 것이었다. 두 가지의 패턴이 발견되었는데, 하나는 크랙 코케인 (crack) 마약거래현장에서 이

고 다른 하나는 메타암페타민 (methamphetamine)의 거래현장이었다. 통제지역들과 비교하였을 때, 

메타암페타민 거래현장들에는 부모가 혼자인 가정과 샛길이 많은 특징이 있었다. 마약거래자들이 

작은 건물들의 장소를 빌리는 것을 선호하는 듯 보이는 것은 그들이 건물을 관리하는 수준이 낮

은 장소들을 찾고 있는 것을 의미하였다. 더 이후의 실험에서, 엑크는 건물주의 관여나 간섭이 마

약 관련범죄를 실제로 감소시킨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사례-통제 연구들은 다른 대부분의 연구들과는 다르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기술

을 요구한다. 단계 33은 특별히 유용한 한가지 분석기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사례-통제 연구들은 문제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유용하다. 이 방법은 작은 사례 수를 가진 

장소들 (스와인 시의 술집의 사례)이나 아주 많은 수를 가진 사례들 (샌디에고 시의 예)에 있어서 

다 적용될 수 있을 만큼 적응력이 있는 접근법이다. 여기서 사용된 예가 장소들에만 집중하고 있

지만 같은 분석과정이 사람, 시간 그리고 사건들에도 적용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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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상관관계를 측정하라  

 

현관을 지키는 경비원이 있는 주차장이 그렇지 않은 주차장보다 차량관련 도난사건의 수가 더 적

은가? 경비원이 현장에서 감독하는 아파트의 경우가 그렇지 않은 아파트보다 마약거래의 위험이 

더 적은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나, 장소들 또는 사건들의 어떤 특성들과 문

제들을 측정하는 어떤 변수들 (예: 범죄, 부상, 등) 간에 통계적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관련성을 계산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주로 상관관계계수 (correlation coefficient)가 

많이 사용된다. 상관관계계수는 -1에서 1 사이의 범위를 가지고 있다. 음수의 상관관계는 한 특성

이 증가하는 것이 다른 특성의 감소와 관련되어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양수의 상관관계는 한 특

성의 증가가 다른 특성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뜻한다. 큰 상관관계계수는 강한 관계를 의

미한다. 만약 상관관계계수가 거의 0에 가깝다면 둘 사이에 거의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나타낸다. 

즉 한 특성의 변화가 다른 특성의 변화와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어떤 스프레드 쉬트나 통계분석

프로그램이던지 이 상관관계를 계산할 수 있다.  

 

플로리다 잭슨빌-듀발 카운티의 보안관사무실의 범죄분석부서 (the Crime Analysis Unit of the 

Jacksonville-Duval County)는 50 단위 이상을 보유한 아파트단지들을 검사하였다. 그 결과 269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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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단지들에서 아파트 단위의 숫자와 범죄의 숫자 사이에 약 .57의 상관관계를 발견하였다. 이 아

파트단지들에서 또한 재산관련범죄들의 수와 폭력범죄들의 수 사이에 .91의 매우 높은 양적 상관

관계를 발견하였다.   

 

사례-통제 연구에서는 관련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상관관계계수를 사용할 수 없다. 대신 확률비율 

(odds ratio)을 사용해야만 한다.  

 

확률비율 (odds ratios)이란 0보다 큰 어떤 숫자가 될 수 있다. 하나의 확률비율 (odds ratios)의 값이 

1과 같을 때, 거기에는 특성 (the characteristic)과 결과 (the outcome) 사이에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

다. 즉, 그 특성이 존재 하던지 또는 존재하지 않던지 상관없이 그 결과의 위험은 동일하다는 것

이다. 만약 확률비율 (odds ratios)이 0과 1 사이라면, 그 특성이 존재하지 않을 때가 그 특성이 존

재 할 때 보다 더 위험하다는 것이다 (부정적 관계). odds ratio가 .1인 경우에는 그 특성이 존재 할 

때, 그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그 특성이 없을 때의 10분의 1이라는 것이다. 만약 확률비율 (odds 

ratios)이 1보다 크다면 그 위험이 일어날 확률이 그 특성이 존재할 때가 그렇지 않을 때 (없을 

때) 보다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긍정적 관계). 확률비율 (odds ratios)이 3일 경우는 결과를 초

래할 위험이 그 특성이 존재할 때에 그렇지 않을 때 보다 3배나 더 커진다는 것이다.  

 

확률비율 (odds ratios)을 쓰기 위해서는 특성과 결과의 두 변수가 반드시 2값만을 가져야 한다. 결

과의 경우, 예를 들면, 1은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술집을 의미하고, 0은 범죄발생이 낮은 술집을 

의미한다. 특성의 경우를 예를 들면, 1은 술집의 종업원들이 폭력사건들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 훈련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0은 술집종업원들이 그런 훈련을 받지 않았다는 것

을 의미한다. 확률비율 (odds ratios)은 폭력사건을 예방하는 법에 대해서 훈련 받은 종업원들이 있

는 술집과 많은 수의 범죄가 발생하는 술집 사이의 상관관계를 알려줄 것이다. 여기서 상관관계

는 부정적인 관계일 것이며,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odds ratio가 1보다 작은 수이어야 

할 것이다.  

 

표1은 확률비율 (odds ratios)을 어떻게 계산하는 지에 대해서 보여준다. 결과는 열 (row)에 표시되

어있고, 특성은 행 (column)에 나타나있다. 사건의 수와 결과와 특성의 적절한 값을 나타낸 정보

가 각 칸에 나타나있다. 칸 A에는 연구하고자 하는 특성을 가진 사례들 (cases)의 수가 적혀있다. 

칸 C는 그 특성이 없는 사례들의 수를 나타내고 있다.  칸 B는 그 특성을 가지는 통제(controls)의 

수가 나타나있다. 칸 D에는 그 특성이 없는 통제의 수가 적혀있다. odds ratios는 표 1 아래 칸에 

적혀있는 공식을 사용하면 계산기를 사용해서도 구할 수가 있다. 그러나 많은 통계프로그램들도 

이 계산을 해 줄 수 있다.  

 

표 2는 샌디에고 시에서 사용된 사례-통제연구의 마약거래장소에 관한 연구의 예에도 적용될 수 

있다 (단계 32를 참고하라). 결과는 지속적인 코카인 (cocaine)이나 헤로인 (heroin)의 거래를 나타

낸다. 이 연구에서는 지속적인 마약거래를 하고 있다는 지표를 가지고 있는 58개의 아파트건물들

이 사례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마약거래를 하는 지표가 발견되지 않은 47개의 아파트건물들이 통

제로 사용되었다. 잠겨있거나 잠겨있지 않은 아파트의 입구 또는 아파트 현장을 감독하는 관리원

들이 마약거래자들이 거래장소를 선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가? 입구가 잠겨있지 않은 아파트들과 

잠겨있는 아파트들을 비교 하였을 때, 확률비율 (odds ratios)이 1보다 컸으나 이는 1보다 통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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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유의미하게 다르지 않았으므로 우리는 단속하지 않은 입구와 마약거래간에 아무런 관계가 없

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었다. 문단속이 되어있는 아파트입구와 마약거래는 양적인 상관관

계가 있었다. 문이 잠긴 아파트 입구를 가진 건물들에서 그렇지 않은 아파트건물들 보다 코카인

과 헤로인의 거래가 일어날 위험이 거의 3배 반이나 높았다. 아파트현장에서 관리하는 관리인이 

있는 아파트는 그렇지 않은 아파트보다 마약거래가 이루어질 확률이 10분의 3에 지나지 않았다. 

이것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관계였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상관관계란 원인관계와 같은 것

이 아니라는 것이다. 상관관계는 연구하고자 하는 한 특성이 아마도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자체로는 원인관계를 제시하기에는 불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34. 범죄를 촉진하는 요소를 찾아라  

 

범죄의 촉진요소들은 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무질서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다음

의 세가지 범죄촉진요소들이 있다.  

 

⚫ 물리적 촉진요소들은 범죄자들의 범죄역량을 증진시키거나 또는 범죄예방책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트럭은 범죄자들이 물건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을 확장시키고, 

전화기는 사람들에게 역겨운 전화를 걸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그리고 총기류들은 강도

들에 대한 사람들의 저항을 무력하게 만든다. 어떤 물리적 촉진요소들은 도구들이나, 다

른 것들은 물리적 환경의 한 부분이기도 하다. 펠스 와 그의 동료들은 뉴욕시의 포트 초

소리티 버스터미널의 오래된 구조가 다양한 범죄들의 발생을 촉진했는지에 대해서 설명

하고 있다. 범죄의 형태들은 그 오래된 정류장안의 다양한 디자인의 특징들에 의해서 형

성된 특정한 생태학적 활동범위를 가지고 있었다. 

⚫ 사회적 촉진요소들은 범죄나 무질서의 발생을 장려하는 요소들이다. 이것은 범죄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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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을 수 있는 보상들을 강화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핑계를 합리화 시킨다던가, 또는 범

죄를 장려하는 것 등이다. 예를 들어서 한 집단의 젊은 남자들은 스포츠경기에서 난폭한 

행동들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제공할 수 있다. 갱들과 조직범죄의 네트워크들은 그

들의 단원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범죄행위들이 촉진된다.  

⚫ 화학적 촉진요소들은 범죄자들의 위험 또는 도덕적 가책들을 무시할 수 있는 능력을 증

가시킨다. 예를 들어, 어떤 범죄자들의 경우에는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자신들의 두려움

을 줄이기 위해 심하게 술을 마시거나 마약을 사용한다.  

 

각 형태의 촉진요소들은 특정 형태의 상황을 바꾸어서 범죄를 예방하려는 노력 (situational crime 

prevention)에 반하는 요소들이다 (단계 39-43). 이것은 아래의 표에 나타나있다. 각 촉진요소들 

(행)은 특정한 범죄예방방법들에 반하고 있다 (점으로 표시되어있음). 물리적 촉진요소들은 범죄자

들이 감수해야 할 위험이나 노력들을 증가시키는 예방적 전략들을 극복하는 것을 돕는다. 이들은 

또한 범죄를 자극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사회적 촉진요소들은 각각의 예방노력들을 차감시킨다. 

예를 들어, 간단히 말해서 위험을 상쇄시킨다. 어떤 범죄들은 이런 노력을 상쇄시키기 위해 다수

의 범죄자들이 필요하기도 하다. 범죄대상이 매력적인 정도에 관한 인식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가에 주로 영향을 받는다. 어떤 것이 수긍 될 수 있는 변명이 되는 가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수긍할 것인가에 의해 결정될 때가 종종 있다. 그리고 아는 사람들이 격려를 통

해서 범죄나 무질서한 행동들을 자극할 때가 있다. 화학적 촉진요소들은 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지

르는 것과 관련된 위험과 노력들에 대해서 무시하도록 하고 말도 안 되는 변명들을 꾸미게 만든

다.  

 

범죄예방노력들을 무디게 만드는 이들의 재량 때문에, 한 문제 안에서 촉진요소들의 역할에 대해

서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촉진요소들에 대한 증거는 피해자들과 범죄자들을 인터뷰하고 

사회적 상황을 관찰한 수사기록들이나 수사관들에 의해서 발견될 수 있다. 범죄보고서를 분석하

는 것은 범죄들과 다양한 촉진요소들간의 관계를 결정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만약 촉진요소들이 그 문제들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면 그 다음 단계는 그 촉진요소들을 제

공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다. 물론 이 제공자는 촉진요소들의 형태에 따라서 달라질 것

이다. 물리적 촉진요소들은 아마도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들, 폭도들이 던지는 돌들이나, 마약 거

래범들이 사용하는 공중전화와 같은 것들이다. 또는 주택침입강도들이 주로 사용하는 도구들 같

이 범죄자들이 구입한 것일 수도 있다. 또는 심각한 범죄에 사용된 도난차량 등과 같이 훔쳐진 

물건들일 수도 있다. 일단 이들의 제공처가 밝혀진 뒤에는 그 제공처들에 대한 어떤 조처를 취하

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아래의 상자들은 마약 거래에서 공중전화들이 사용되는 경우들과 현금지

급기 주변에서 범죄를 촉진하는 환경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취해진 방법들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적 촉진요소들은 범죄자들이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는가, 그리고 그 어울림의 상황들에 

의해서 크게 좌우된다. 예를 들면, 위험한 시설물들 (단계 28)은 사회적 촉진을 위한 상황을 제공

할 수 있다. 갱들은 범죄를 위한 사회적 지지를 제공한다. 그러나 몇몇 정치적인 동기를 가진 폭

력사건들의 경우, 또는 역사적으로 라이벌 관계에 있는 시합이 끝난 뒤에 대학생들일 일으키는 

소동 등, 합법적인 활동들이라도 사회적 촉진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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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촉진요소들은 풍부하고 범죄와 무질서와 빈번하게 관련되어있다. 특별히 술은 촉진제로서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다양한 촉진요소들이 섞여서 사용되는 것은 흔히 일어난다. 특히 오

락을 즐기는 행위에서 사회적 그리고 화학적요소의 합성이 흔히 일어난다.  25가지의 상황범죄예

방 (situational crime prevention) 중 몇 가지의 전략들은 이 세가지 종류의 범죄 촉진요소들의 효과

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고안되었다 (단계 39-43). 

 

 

 

 
 

35. 범죄의 시작에서 끝을 이해하라 

 

우리는 범죄는 순간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길거리에서 목걸이를 훔쳐서 달아나는 것이

나, 소매치기나 또는 차를 부수고 물건을 훔치는 일 등에 걸리는 시간은 단지 몇 초이다. 그리고 

강도들은 범죄를 저지르고 어딘가 숨어있으려 하지 않는다. 대신, 강도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들어

간 집에서 단 몇 분 만에 값나가는 물건을 발견하자마다 도망쳐버린다. 사실 목걸이 소매치기나 

강도행위를 위한 무단침입 등은 앞에서 예기한 범죄들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벌어지는 일련의 여

러 가지 단계의 행위 중 단지 한 단계일 뿐이다. 

 

당신은 해결하려는 범죄나 무질서의 문제들이 일어나기까지 필요한 일련의 모든 단계들을 이해하

려고 노력해야 한다. 다음은 당신이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접근법들이다. 

 

⚫ 러트커스 대학 (Rutgers University)의 리즐리 케네디(Leslie Kennedy)와 그의 동료인 빈센트 

사코 (Vincent Sacco)는 범죄가 일어나는 과정을 범죄 전 단계(precursors), 실제단계

(transactions), 범죄 후 단계 (aftermath)로 나누고, 이 단계들을 중심으로 범죄사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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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한 범죄학 전공서적인 “범죄사건 (The Criminal Event)”을 출판했다.  

⚫ 윌리암 하돈 (William Haddon)은 도로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을 예방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돕기 위해 위에서 제시된 것과 비슷한 분류방법을 개발하였다. 그는 예방적 활동들을 충

돌 이전 단계 (pre-crash), 충돌단계 (crash), 충돌 이후 단계 (post crash)로 나누었다.  

⚫ 데렉 코니쉬 (Derek Cornish)는 분석을 돕기 범죄의 “각본” (script)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였

다. 이 개념을 사용하는 본질적인 아이디어는 어떤 형태의 범죄라도 그 범죄가 발생되기 

위해서는 연극에서 각본 (script)이 필요 하듯이, 일정한 순서로 진행되어야 할 정해져 있

는 일련의 행위들이 필요로 하다는 것이다. 연극의 장면들은 범죄가 단계를 따라 연속적

으로 일어나는 것들로 비유가 될 수 있고, 배역들은 범죄자들과 피해자들과, 그리고 주변

에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범죄자들이 쓰는 범죄도구는 바로 

소품들인 것이다.  

 

위에서 소개된 여러 가지 접근법 중 어떤 것을 적용하던지, 하나의 범죄가 완전히 일어날 때까지 

범죄자들이 반드시 거쳐야 할 연속적인 단계들의 목록을 작성하도록 하라. 아래에 제시된 표에는 

코니쉬 (Cornish)가 즐기기 위해서 차를 훔치는 범죄자들인 조이라이더 (joyriders)들이 범죄행위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들을 단순화한 것이다. 이 표는 우리가 바로 그 범죄라고 생각하는 

특정 행동에는 준비단계가 앞서 행해지고, 그리고 범죄행위 후에 도망가는 것이나 범죄과정을 즐

기는 것 등의 과정 등의 이후 과정들이 따른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범죄를 분석할 때, 이처럼 

단계별로 신중하게 분석하는 것이 왜 필요한 지를 보여준다. 범죄행동의 발생과정과 순서들을 분

명히 이해하는 것이 범죄를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게 해 줄 것

이다. 다시 말하면, 당신의 프로젝트에 적용할 만한 대응책의 선택의 폭을 더욱 넓혀 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 열에 나타난 내용들은 재미를 위해 차를 훔치는 행위, 조이라이딩 (joyriding), 

의 각 단계별 행위들에 대한 가능한 대응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조이라이딩 (Joyriding)은 단순한 범죄이지만, 이 범죄를 발생의 단계적 순서들에 따라서 구별하는 

작업을 더 복잡한 종류의 범죄분석에도 적용할 수 있다. 한 예를 들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가운데 일어나는 혼란과 무질서의 행위들이다 (시위나 폭동 등의 행위 포함). 대중에 관련된 연구

에 있어서 중요한 전문가인, 클락 맥필 (Clark McPhail)은 모든 종류의 사람들 모임 (집합과정, 소

집된 모의 과정들, 그리고 분산과정)을 분석하기 위한 세가진 단계의 과정을 만들어 냈다. 신시내

티 대학(University of Cincinnati)의 대학원생인 탐라 매드슨 (Tamar Madensen)은 2가지의 앞선 단계

를 더 추가하였다. 초기의 계획단계 (initial planning)와 소집이전의 준비단계 (pre-assembly 

preparation)가 그것이다. 경찰이 술을 마시는 큰 파티를 주최하는 행위들에 대해서 주의를 주는 

것으로 초기의 계획이 세워지는 것을 앞서 막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불을 피우는 것과 같은 행

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모이기 전의 준비단계를 하는 동안 불에 쉽게 탈 수 있는 쓰

레기 등을 치우면 될 것이다. 사람들이 모이는 동안 도착하는 경찰들이 학생들에게 합법적인 활

동을 할 것을 격려하도록 대화를 할 수도 있다. 사람들이 모였을 때, 경찰들은 그들의 행동을 주

시하고 만약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즉각 간섭할 수 있을 것이다. 소란스러운 혼란이 일어나는 과

정에서 경찰은 군중이 빨리 그리고 평화적으로 해산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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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이민자들의 사망을 예방하는 것 

 

상황적 예방 (situational prevention)의 원리를 특별한 경우에 사용한 예가 있는데, 이는 플로리다

(Florida International University)의 랍 구에레테 (Rob Guerette)가 수행한 불법이민자들이 미국과 멕시

코의 국경을 불법으로 건널 때 죽게 만드는 미국국경순찰에 관한 연구이다. 매 해마다, 약 300명

의 불법이민자들이 비극적인 상황에서 죽어갔다. 예를 들면, 수로나 강에 빠져서 사망하거나, 사

막지역을 건너면서 뜨거운 열에 의해서 사망하거나 또는 차량 사고 등으로 사망하는 경우들이다. 

불법 이민자들이 국경을 건너기 위해 거치는 단계들을 분석하고 그리고 생명을 잃는 경우로 이끌

어가는 상황들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 함으로써, 불법이민자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수많은 제

안들을 도출 해 낼 수 있었다. 그는 이와 같은 제안들을 두 방향의 격자로 된 한 표에 제시하였

다.  

 

⚫ 윗 부분에는 윌리암 하돈 (William Haddon)의 방법을 따라서 예방적 대안들을 생명을 위협

하는 전단계, 과정단계, 그리고 이후 단계로 분류하였다.  

⚫ 표의 옆 부분에서는, 범죄의 삼각형의 원리를 따라서 대응전략을 적용하고자 하는 대상이 

(1) 불법 이민자들 또는 “피해자들”인지, (2) 불법 입국자들에게 돈을 받고 안전하게 국경

을 넘을 수 있도록 밀입국을 돕는 범죄자들인지, 일명 코요테 (coyote)라고 불림, 그리고 

(3) 장소 또는 환경 (사막, 강, 도시지역, 등등)을 목표로 하는 지에 따라서 분류하였다. 

 

아래에 제시된 제안들 중 일부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전략들을 더 확장한 것 이거나 향상시킨 것 

들이나 몇몇은 새로운 제안들로서 그의 접근방법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나타내고 있다. 대부분의 

제안전략들이 쉽게 이해되는 것들이지만, 몇몇의 제안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배경지식이 

필요하다.  

 

1. 그의 연구는 비율적으로 더 많은 여자들이 열에 오랫동안 노출됨으로 인해 사망한 것을 보고

했다.  

3. 불법이민자들은 전형적으로 국경과 가까운 멕시코 내의 마을에 모여서 코요테들과 연락을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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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4. 구에레테 (Guerette)는 고도로 훈련된 수색구조대원들이 배치되었을 때 일반 수사관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구조 될 수 있었다고 보고했다.  

5. 2003년에는 사막을 매우 더운 계절 동안 불법이민자들이 붙잡히고 되돌려 보내진 뒤 바로 다시 

사막을 건너는 행동을 막기 위해, 더운 계절에 애리조나 사막에서 붙잡힌 이민자들은 더운 시기

가 끝난 뒤에 텍사스의 국경 근처의 멕시코의 마을로 다시 되돌려 보내졌다. 이 실험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데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6. 2004년에는 멕시코 정부의 관리가 애리조나 사막에서 멕시코의 내륙지역으로 불법이민자들을 

되돌려 보내는 것에 동의하였다.  

14. 애리조나의 운전자들은 작은 집단을 이루어서 뜨거운 계절에 사막을 건너는 불법이민자들의 

모습을 자주 발견한다. 무료로 전화할 수 있는 1-800번의 전화를 통해서 불법이민자들을 목격한 

것을 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캠페인을 통해서 사망을 막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15. 애리조나의 국경순찰대원들은 불법이민자들을 체포한 경우, 다른 불법이민자들로 인해서 사막 

안에서 조난당한 불법이민자들이 있을 때 그들의 위치를 파악하기가 힘들다고 한다. 이는 거의 

특색이 없는 사막의 특성과, 그리고 체포된 불법이민자들이 주로 정확하지 않은 위치를 알려주기 

때문이라고 한다. 사막지형을 따라서 색이나 상징물 등을 사용해서 일시적으로 표기를 할 수 있

는 체계적인 프로그램 등이 이런 어려움을 어느 정도 해소해 줄 수 있을 것이다.  

 

 
 

36. 육하원칙 (5개의 W와 1개의 H라는 질문)에 따라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앞 단계에서 언급된 개념들을 사용하여 분석을 완성하려고 할 때, 당신의 분석이 다음의 육하원

칙 (5W 그리고 1H) 질문들에 답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무엇을, 어디서, 언제, 누구를, 왜, 

그리고 어떻게?  

 

위의 육하원칙과 동일한 질문들이 하나의 큰 문제를 연속적으로 연관된 작은 부분으로 분해해서 

범죄를 분석하는 배리 포이너 (Barry Poyner)의 범죄분석 방법을 구성하고 있다. 예를 들면,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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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의 요청으로 코벤트리 와 버밍햄의 시내에서의 “거리에서의 폭력” (street attacks)을 연구할 

때, 경찰이 위의 범죄를 거리에서 벌어지는 강도사건 및 절도사건으로 구분한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는 경찰이 강도 및 절도사건으로 분류하는 대부분의 사건들이 서로 성격이 많이 다른 

문제들로 구분 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 거리의 자판기 부스들에서의 강도사건 

• 취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도사건 

• 은행에서 바로 찾은 돈을 훔치는 사건 

• 여성의 지갑을 훔치는 사건 

• 여성들을 괴롭힌 뒤에 피해자의 손에서 지갑이나 돈을 훔치는 사건 

• 쇼핑한 물건들을 훔치는 절도 

• 버스 정류장에서 소매치기 

 

위와 같은 분류는 “거리에서의 폭력” (street attacks)에 대한 더 의미 있는 분류가 되고 이와 같은 

사건들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첫 단계였다. 그리고 나서 그는 사건 보고서들을 분류하면서 대

응전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 줄 수 있는 각 문제들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노력했

다.  

 

사건보고서는 정보를 일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았고 특히 사건이 피해자가 없었을 때 그리고 증

인도 없었을 때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했다. 그러나 포이너는 특정 문제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기 위해 각 보고서들의 조각들을 맞추려고 애썼다 (아래의 상자를 참고하시오). 각 사건에서 

그가 발견하고 자 했던 사실들은: 

 

• 무엇이 일어났는가? 이 과정은 사건들이 일어나는 진행들과 그러한 진행에 관련된 행동들

을 일일이 발견해나가는 것이다.  

• 어디서 이 사건이 일어났는가? 가끔씩 사건들의 진행이 여러 곳에서 일어나기도 한다. 예

를 들어, 주차장에서 도난 당한 차가 차의 주요 부품들을 빼내기 위해 지하 주차장으로 

옮겨질 수 있고, 그리고 쓰레기처리장에 부분으로 분리되어서 버려질 수 있다. 그러나 보

고서에는 처음 범행장소와 마지막에 차가 발견된 장소에 관한 정보만이 있을 수 있다. 이

와 같은 범행장소들을 방문하는 것이 왜 범죄자가 그 장소들을 선택했는지를 설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 언제 이 사건이 발생했는가? 집주인들이나 차 주인들은 그들의 차가 도난을 당하고 집에 

도둑이 든 때가 “주말의 언제쯤 일 것이다”라고 만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대인

범죄들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언제 그 범죄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을 것

이다. 이와 같은 정보로 그 거리가 사람들이 거의 다니지 않는 거리인지 등에 대해서 유

추할 수 있게 된다.  

• 누가 관련되었는가? 범죄에는 항상 한 명 이상의 범죄자가 연루되어있다. 범죄의 피해자

의 경우는 심지어 그들이 범죄자와 직접적으로 마주친 적도 없다고 해도, 한 명 또는 다

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리고 범죄사건에는 증인이나 제 삼자들이 있을 수 도 

있다. 증인들이나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질문해서 작성된 경찰보고서들은 아주 중요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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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들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한 사건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경우도 있다.  

• 왜 그들이 이 같은 행동을 했는가? 특정한 범죄행위가 범죄자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특

정한 혜택, 이득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부분의 절도범죄에 관한 경우에

는, 그 동기가 분명할 것이다. 그러나 대인관계 범죄들이나 그리고 파괴행위 등의 동기는 

범죄자들을 인터뷰하는 것을 통해서만 알 수 있을 수도 있다 (단계10). 범죄예방을 위해서 

똑같이 중요한 부분은 왜 피해자들과 증인들이 사건에서와 같이 행동을 했을까를 이해하

는 것과 “무엇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범죄자들의 공격을 받도록 했을까?” 그리고 “왜 증인

들은 주로 범죄행위를 제지하지 못하였을까?”하는 질문에 답하는 것이다.  

• 범죄자는 어떻게 범죄를 수행했는가? 범죄는 단지 특정한 그 시간에 국한되어 발생한 하

나의 행동이라고 보기보다는 시작부터 완성까지의 여러 단계들로 구성된 하나의 과정이라

고 보아야 한다. 각 단계에서 범죄자들은 반드시 결정들을 내려야 하고, 다른 사람들과 일

을 해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특별한 지식이나 도구들을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단계 35에서 언급된 코니쉬의 “각본”적 접근에 관한 근거가 되

는 생각이다. 매번 구체적인 각본들을 만드는 것이 항상 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범죄분석

은 어떻게 그 범죄가 완수되었는지에 대한 분명한 그림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버스정류장에서의 소매치기범죄에 대한 포이어의 분석은 이 접근법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다. 그

는 버스를 기다리며 줄을 서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찰과 함께 사건에 대한 스케치적인 묘사를 통

해서 구체적으로 사건을 서술하였다. 그는 소매치기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간이 오후의 러시아

워 때로, 특히 금요일 오후, 버스를 타려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을 때라는 것을 발견했다. 

버스를 타기 위해 사람들이 줄 서 있는 곳에서 세 명 또는 네 명 정도의 젊은이들이 모여서, 의

심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근처의 가까운 상점들의 전시창문들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동시에 적

당한 범죄피해자들을 주시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피해대상들은 주로 자신들의 지갑을 바지의 뒷 

주머니에 보관하는 중년이나 노년의 남성들이다.     

 

피해자가 버스를 타려고 할 때, 이 버스 시스템은 주로 타면서 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pay as 

you enter), 그 젊은이들은 줄의 앞쪽으로 달려가서 버스의 플랫폼으로 뛰어들고 버스를 타는 사람

들을 팔꿈치로 밀쳐내려 할 것이다. 소매치기 젊은이들은 운전자에게 버스의 목적지에 관해서 별 

관련 없는 질문들을 던질 것이다. 그 동안 그 젊은이들 중 한 명이 피해자의 주머니를 털 것이다. 

그 피해자는 다른 범죄자들의 팔꿈치가 치고 들어오는 것 등에 화가 나서 자신에게 지금 무슨 일

이 일어났는지를 알아차리지 못했을 것이다. 버스 운전자는 그 젊은이들에게 버스에서 내리라고 

소리를 치고 다른 버스 이용객들은 불평을 하기 시작할 것이다. 범죄자들은 버스에서 내려와 군

중들 속으로 미끄러지듯이 사라질 것이다. 이 젊은 소매치기들은 절대 잡히지 않는다. 피해자는 

나중에야 자기의 지갑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분석은 다음의 네 가지의 가능한 대응들을 제안한다: 

• 버스에 타면서 버스비용을 지불하는 방식 대신 (Pay-as-you-enter), 버스정거장에서 버스를 

타기 전에 티켓을 판매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버스정거장의 위치를 주요 도로에서 떨어진 곳에 세우고 버스 플랫폼들을 버스 역처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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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를 바꾸도록 한다. 이 방법은 범죄자들이 버스를 타기 위해서 줄에서 서서 같이 기다리

는 것처럼 꾸미는 것을 어렵게 할 것이다.  

• 버스 대합실을 사용해서 버스를 타기 위해 줄을 서 있는 것이 보이지 않고 차단될 수 있

도록 한다. 그러면 범죄자들이 범죄행위 전 적절한 피해자를 찾아내는 것이 불가능해 질 

것이다.  

• 버스를 타는 지점에 줄을 통제하는 울타리는 만들어서 범죄자가 버스 플랫폼에 뛰어들지 

못하도록 한다.   

 

위에서 열거한 대안 책들이 경찰들이 통상적으로 행하는 일의 범위를 넘는 일들인 것에 주목하라. 

예를 들면, 경찰관들은 자신들의 업무가 버스 정류장을 다시 디자인하는 일을 포함한다고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범죄문제해결범죄분석가로서 당신의 업무는 범죄를 줄이는 것과, 이와 

같은 일들도, 넓은 관점으로 보았을 때, 동료 경찰관들의 업무가 된다고 그들을 설득하는 것도 당

신의 업무가 될 것이다.   

 

 
 

37. 실수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범죄예방은 주로 범죄를 예측하는 것을 포함한다. 한 문제와 관련된 범죄자들은 과거에 그들이 

해온 것과 같이 지속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것인가? 최근에 범죄피해를 경험한 사람들이 멀지 않

은 미래에 다시 범죄 피해자가 될 것인가? 범죄 우범지역 (hot spot)이 범죄가 없는 지역이 될 것

인가 아니면 여전히 우범지역으로 남아 있을 것인가? 과거의 행동이 미래의 행동을 예측하는 가

장 최선의 변수가 될 수 있지만, 이것은 완벽한 예측변수는 아니다.  

 

앞에서 언급한 예시들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다른 방식으로도 알 수 없는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예견을 해 볼 수도 있다. 거짓말탐지기는 검사대상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지 그렇지 않은지를 검사하려고 한다. 약물검사는 피검자가 최근에 불법약물을 사용했는지의 여

부를 검사하기 위해 사용된다. 공항에서 사용되는 금속탐지기와 수하물검사장치들은 승객들이 무

기를 자신의 몸이나 가방 등에 숨겼는지 여부를 검사한다. 앞의 모든 예시에서 사용된 검사장치

들은 알 지 못하는 상황들에 대해서 파악을 하기 위해 사용된다. 또한 미래를 예측하는 것과 마

찬가지로, 검사장치들은 정확한 판단을 하기도 하지만 또한 부정확한 판단을 내리기도 한다.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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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어떻게 예측과 그리고 다른 판단들이 잘못 될 수 있는 가를 이해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예측과 판단의 실수들을 연구하는 유용한 방법은 예측한 것을 실제로 발생한 사실에 비교해 보는 

것이다. 표1의 행들(columns)은 두 가지의 가능한 예측들을 보여준다. 결과가 일어날 상황 (yes) 그

리고 일어나지 않을 상황 (no). 표의 열들 (rows)은 두 가지의 실제로 일어난 결과들을 나타낸다: 

그 결과가 실제로 일어났던 경우 (yes) 그리고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던 경우 (no) 

 

 
 

더 많은 수의 예측들에 대해서 상상해 보라. 하나의 예측이 실제의 사실과 일치하였을 때, 그 예

측은 정확한 예측이다. 칸 A와 D는 정확한 예측들의 수를 나타낸다. 두 칸에 나타난 정확한 예측

의 수를 합해서 전체의 예측들의 수로 나누면 정확한 예측의 비율을 얻을 수 있다.  

 

다음은 칸 B 와 C를 보자. 판단을 내리는 사람이 어떤 결과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

였는데 그 결과가 실제로 일어난 경우, 이 예측들은 칸 B에 수록될 사건들로 분류된다. 이것을 

틀린 긍정예측 (False Positive)이라고 부른다. 칸 C에 있는 사례들은 판단을 내리는 사람이 그 결

과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을 했지만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은 경우들이다. 이러한 경우를 틀린 

부정예측 (False Negatives)이라고 부른다. 두 칸에 나타난 각각의 사례들의 수를 전체 예측의 수로 

나누면 위의 두 종류의 예측의 실패비율을 계산할 수 있다.  

 

가정으로 세운 하나의 예를 보자. 임대주택들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 한 경찰서에서 

집주인들에게 개인정보확인을 할 것을 권장하였다. 임대를 원하는 세입자들 중에서 최근의 전과

기록이 있는 사람들은 집을 입주를 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은 정책은 최근에 범죄를 저지른 경력

이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도 계속 임대주택의 재산에 대한 범죄행위 등에 관련될 것이지만 전과기

록이 없는 사람들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을 내포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정책들이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다음의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알기에

는 유용한 방법들이다. 첫째, 이와 같은 정책이 임대주택관련 재산범죄를 줄이는가? 이 정책에 대

한 평가연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정책이 범죄를 줄였어도, 어떤 

부정적인 결과들이 생길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예측오차에 관한 분석이 필요

하다. 만약 우리가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면 다음의 표2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 정책의 예측이 정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정책으로 발생된 오류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최근에 범죄를 저지른 경력은 없지만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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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현재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지 않은 너무 많은 수의 전과자들이 

집 임대를 거절 당한 것은 아닌가?  

 

 
 

최근의 범죄경력이 없는 사람들에 의한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 엄격한 제한정책을 쓰는 것은 틀린 

부정예측비율 (False Negative)을 감소시킬 수는 있겠지만 틀린 긍정예측비율 (False Positive)을 증가

시킬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판단을 내리기 위한 정보가 지금 사용되고 있는 정보보다 덜 정확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반면에, 입주를 원하는 사람들 중 최근의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구

분해 내는 것은 틀린 긍정예측비율을 줄일 수 있지만, 그러나 틀린 부정예측의 비율은 증가하게 

될 것이다. 위와 같은 타협은 흔히 일어나는 일이다.  

 

한 종류의 오류가 다른 오류보다 더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만약 집주인이 사용한 

범죄예방책이 심각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만 효과가 있었다면 틀린 긍정예측오류비율이 너무 높

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심각한 종류의 폭력범죄들이 미연에 방지되었다면, 틀린 부정예측오류가 

더 큰 걱정거리가 될 것이다. 이 같은 오류들로 인한 결과들은 매우 중요하지만 이러한 결과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종종 다른 의견들을 나타내곤 한다.  

 

의견의 불일치를 가져오는 다른 요인은 바로 그 오류비율이다. 이 같은 오류비율들은 종종 측정

하기가 매우 어렵다. 표 2의 명암이 진하게 칠해진 칸들을 잘 살펴보라. 대부분의 상황에서 이 같

은 숫자들은 거의 알려지지 않을 것이다. 집주인들은 전과기록 때문에 입주를 거절한 사람들의 

수를 셀 수 있을 것이나, 이 사람들이 입주를 거절 당하지 않았다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

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틀린 긍정예측오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정확도와 함께 알려져 있지만 틀린 부정예측오류는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가 있다. 공항

에서의 검색과정에서, 틀린 긍정예측오류는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이는 밀수품들을 가지고 있는 

사실에 대한 예측이 집중적인 검색을 통해 그 예측의 진위여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안전검사

자가 총기를 소지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한 여행객은 집중적인 검색을 받게 될 것이고, 이는 처음

의 예측이 정확한지 또는 정확하지 않은 지를 밝혀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틀린 부정예측오

류는 낮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다. 밀수품들을 가지고 공항 검색대를 통과한 여행객은 다시 검색

을 받지 않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그 승객의 경우가 틀린 부정예측오류의 경우인지를 알 수 없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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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오류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 우선 예측을 하고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지를 

주의 깊게 관찰하는 시험테스트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자신들의 범죄행위들을 숨기고자 하는 

범죄자들에 대해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가능한 피해자들이나 또는 범죄장소

에 대한 실험은 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면, 한 범죄문제에 대한 대응책은 어떤 장소에서 가장 범

죄가 많이 일어날 것 같은지, 그리고 이 장소들에서 적용될 수 있는 대응방법들은 무엇인지에 대

해 예측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 대응책을 실시하기 전에 예상한 일이 일어나는 지를 연구하는 시

험연구가 행해질 수 있다. 만일 오류비율이 수용할 수 없을 만큼 높다면, 이 대응책을 실제로 적

용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38. 범죄대응에 있어서 당신의 중요한 역할을 깨달아라  

 

경찰이 우선적으로 선택하고자 하는 문제해결방법은, 심지어 자세한 문제의 분석을 하고 있더라

도, 경찰력의 집행이다. 당신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하고 이 방법이 짧은 기간의 범죄억제

효력을 가진다 하더라도 경찰의 입장에 반대하지도 말아야 한다. 그러나 처음부터 경찰들이 더 

지속적인 범죄억제효과를 가진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지역의 협력체들이 이런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실천해야 할 안건들이나 제한된 효과를 가진 해결책들

을 도입하도록 밀어 부치는 경우도 있다. 그 결과는 종종 타협으로 인해 만들어진 하나의 종합해

결책들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어느 해결책도 효과가 없을 수 있으나 각각의 방법들이 관련된 사

람들 중의 일부만을 만족시킬 수는 있는 그런 방안들이다. 사실 해결책에 대한 서로 다른 의견들

은 하나로 모을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어떤 해결책도 적절히 실행될 수 있도록 하지 못

하게 할 뿐이다.  

 

당신은 이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막을 수 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반드시 해결책 

개발에 대한 전문가가 되어야만 한다. 예를 들어, 만약 그 문제가 차량 도난 문제들 중 하나라면, 

당신은 “빈 경찰차” (decoy vehicles)을 세워두는 것이나 또는 “당신의 차를 잠그세요” (lock your car) 

라는 캠페인 등의 비효율성에 대해서 권위를 가지고 예기할 수 있어야만 한다. 만약 문제가 주택

강도범죄문제라면 당신은 강도예방 경보기 (burglar alarms) 또는 향상된 길거리의 조명 등에 관한 

연구결과들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서 둘 중의 어느 방안이 해결책으로 제시될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할 것이다. 혁신적인 해결책들이 범죄분산에 관한 이론에서 예견하는 분산효과로 인해서 종종 효

과를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신은 범죄의 분산에 대해서도 반드시 잘 알아야 할 것이다.   

 

해결책에 관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빠른 연구논문검색을 통해 특정 대응책들에 관한 정보를 어

떻게 더 찾아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잘 알고 있어야 한다 (단계19). 또한 당신은 반드시 

범죄의 기회를 줄이는 것에 관한 상황 범죄 예방 (situational crime prevention)에 관한 전문가가 되

어야 한다. 상황예방은 문제지향경찰활동에서 사용하는 것과 같은 활동과 연구의 방법론들을 사

용하며 수많은 성공적인 평가연구들이 이 원칙의 효과성에 신뢰를 더하고 있다. 범죄분산효과나, 

혜택의 분산효과, 반복적 범죄피해,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이 책에서 소개된 개념들에 대한 많은 

지식들이 상황 연구자들에 의해서 개발되었다. 다음의 다섯 단계는 다섯 가지의 큰 그룹으로 묶

일 수 있는 상황 범죄 예방 (situational crime prevention)에서 개발된 25가지의 전략들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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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상자를 참고하시오). 다음의 다섯 가지 전략들의 그룹은 영국의 노팅햄 트렌트 대학 

(University of Nottingham Trent)의 닉 틸레이(Nick Tilley)에 의해 정의되었는데, 이는 범죄예방의 효

과를 이룰 수 있는 과정들이다: 범죄를 저지르는데 드는 노력을 증가시키는 것, 범죄를 저지르는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 범죄로 인해 얻을 수 있는 대가를 줄이는 것, 범죄의 도발을 줄이는 것 그

리고 범죄를 용서하지 않는 것 이다.  

 

이 지점에서, 당신이 왜 해결책들을 밝혀나가야 하는 책임을 떠맡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에

게 질문을 할 수도 있다. 당신이 범죄를 연구하고 (scanning), 분석하고(analysis) 그리고 평가하는

(assessment) 업무를 맡은 것 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인가? 그리고 만약 당신이 이런 업무를 맡았

다고 해서 왜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가? 그러나 범죄해결분석가가 되기 

위해서는 당신이 관습적인 분석업무 이상을 수행해야만 한다. 당신의 지위가 비교적 높은 위치일 

수도 있다. 그러나 당신의 권위는 당신의 전문적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지 당신의 지위에서 나오

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참신한 제안들을 제시하거나 당신이 다른 사람들의 좋은 제안을 지지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증거들을 제공할 수 있다면, 사람들은 당신이 하는 예기에 귀를 기울일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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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언제나 문제를 신속히 줄여줄 수 있는 최선의 해결책을 선택할 수 있어야만 한다. 이것은 

당신이 먼 거리에 있는 보다 본질적인 문제의 원인보다 더 직접적이고, 당면한 문제의 원인에 대

해서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중요한 구분은 영국의 내무부의 폴 엑블롬이 개발

한 깨진 병들과 유리잔들로 인해 발생하는 술집에서의 싸움의 부상들에 관한 문제의 예를 들 수

가 있다.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먼 거리의 문제의 원인들은 아마도 불평불만을 폼은 소수민족의 

젊은 세대를 양산하는 인종차별이나, 넓게 퍼진 사회적 배타주의를 만들어 낸 지역일자리의 부족, 

그리고 가난하고 무법적인 지역들 내에 거친 지역이라고 특히 평판이 난 지역들의 문제들이다. 

더 즉각적이고, 상황적인 원인들은 아마도 만취를 조장하는 지역의 술집들에서의 책임감 없는 영

업행태들과, 그리고 병과 유리잔등 치명적인 무기들로 쉽게 사용될 수 있는 물건들이 즉각적으로 

사용 가능한 술집의 환경 등이다.  

 

신속하고 오래 지속되는 범죄의 감소는 오직 상황적인 원인들을 해결할 수 있을 때만 이룰 수 있

는 것이다.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것은, 심지어 우리가 그 해결방법을 알 고 있다고 하더

라도, 상당한 시간이 걸린 뒤의 미래가 되고 나서야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때쯤이면 이 

문제들과 관련 있는 사람들의 관심이 이미 사라지고 난 뒤 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직접적 문

제의 원인들이 해결되지 않는 동안, 깨진 유리잔들이나 병들이 계속 피해자들을 만들어 낼 것이

다.   

 

어떤 상황적 해결방안들은 실행하는 데 오랜 기간이 걸리기도 한다. 예를 들면, 유리잔들과 병들

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위협들은 술집들에 강력한 유리로 만든 잔과 깨지면 산산이 부서지는 재

료로 만들어진 병들만을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을 제정하는 것으로 해결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법을 제정하는데 약 일년은 걸릴 것이다. 더 현실적인 방안은 지역주민들이 술집에서 강력한 

유리로 만든 술잔이나 플라스틱소재로 만든 술잔만을 사용하고 술을 병으로 파는 것을 할 수 없

도록 술집들에 압력을 가하는 것이다. 이 같은 방법은 더 짧은 시간에 실행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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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특별히 이 같은 대안의 실행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이 방안을 실행 할 때 술집들에 드는 

비용들 그리고 줄어든 상해와 응급처리로 인해 절약되는 비용 등에 대한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하

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해결책의 실행가능성, 비용, 그리고 대중들과 문제해결을 위한 

파트너관계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중요하게 요구되는 모든 방법들을 대중들이 수용할 수 있는 지 

등을 분석하기 위한 데이터 수집은 당신의 역할이 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만약 당신의 신중한 분석작업이 결실을 거두게 하고 싶다면, 당신은 반드시 광

범위한 해결방안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지키기 위해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더 읽을거리:  

 

Clarke, Ronald (1997). Situational Crime Prevention: Successful Case Studies (2nd ed.). Monsey, NY: Criminal 

Justice Press. 

 

Von Hirsch, Andrew, David Garland and Alison Wakefield (2000). Ethical and Social Perspectives on 

Situational Crime Prevention. Oxford: Hart Publishing. 

 

39. 범죄를 저지르는데 드는 노력을 증가시켜라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범주의 상황적 전략들인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어렵게 만들도록 고안된 

장치들에 대해서 논하게 된다. 우선 범죄대상에 대한 보안강화 (target hardening) 전략들에 대해서

부터 논의하도록 하자. 범죄대상에 대한 보안강화 (target hardening) 전략은 상황적 예방책이 포함

하고 있는 25가지의 전략들 중 하나에 지나지 않지만, 때때로 상황적 예방책은 범죄대상에 대한 

보안강화 (target hardening) 전략이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겨질 때가 있다. 여기서 이 전략들간

에 상당한 중복이 있다는 것을 주목하라. 예를 들면, 범죄대상에 대한 보안강화 (target hardening) 

전략은 범죄를 저지르기 어렵게 하는 것 이지만 또한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르는 속도를 늦추고 

그로 인해서 범죄자가 체포될 수 있는 확률을 높이게 된다. 어떤 전략들은 한가지 이상의 목적을 

가지고 수행 될 수도 있다. 위의 분류된 방법들을 사용할 때, 한 특정 전략이 어느 경우에 적합하

게 사용되는지에 대해 고민하는데 시간을 들이지 말아라. 단지 광범위한 상황적 대응방안들의 대

안들을 특정 문제에 대해서 적용할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면 된다.  

 

보안이 잘 된 대상 (Harden targets). 당연한 것이겠지만, 도난을 방지하고 물건의 파괴행위를 막는 

데는 안전장치나, 차폐물, 그리고 보안을 강화시키는 물리적 장치들을 설치하는 것이 종종 매우 

큰 효과를 가져온다. 미국과 해외의 여러 나라에서 사용된 지 30년이 넘는 자동차도난방지대 

(steering locks)의 설치가 오랜 기간 동안 자동차도난방지의 큰 효과를 가져왔고 시동을 불가능하

게 하는 장치가 이러한 범죄감소의 효과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런던의 우체국에 설치된 강도방

지 차폐막 (anti-robbery screen)은 약 40퍼센트에 이르는 강도범죄감소를 가져왔고 택시의 승객좌석

과 운전석 사이에 설치된 방탄이 가능한 차단벽 (bullet-resistance passenger screens)은 뉴욕에서 택시

를 대상으로 일어났던 폭행과 강도사건에 비용대비 큰 감소효과를 가져왔다 (택시 운전사 강도사

건, 경찰을 위한 문제 지향 경찰활동 안내서 No. 27. www.cops.usdoj.gov 와 www.popcenter.org 에서 

열람 가능함).    

 

http://www.cops.usdoj.gov/
http://www.pop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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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들에 대한 입장을 통제하라 . 어떤 장소에 있을 권리가 없는 사람들이 특정 장소 즉 군대시설

이라든지, 공장들이나, 또는 아파트단지 등에 접근 하지 못하게 하는 데 대해서는 전통적으로 중

세 성곽 문에 쇠창살 문을 내리던가, 성곽 둘레에 해자를 두르던가, 또는 도개교를 설치하는 등에 

대한 생각을 떠오르게 된다. 이는 상황적 예방책의 과학적 관심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오스카 

뉴만 (Oscar Newman)의 방어할 수 있을 만한 공간(defensible space)에 관한 개념의 가장 중요한 요

소들이다. 배리 포이너 (Barry Poyner)는 현관에 인터폰을 설치하는 것과 건물들을 연결하는 보도

를 없애는 것 등이 런던의 한 부동산에서 발생하던 강도행위를 상당히 줄였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단계 24). 어떤 경우에는, 입장을 통제하는 것은 입장권이나 서류 등의 소지를 확인하기 위한 경

우다. 입장권 소지의 확인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입장권을 재 디자인한 사례는 밴쿠버의 캐나다의 

페리에서 발생하던 입장권을 내지 않고 배에 올라타던 행위들을 급격히 낮출 수 있었다. 아주 유

명한 예로, 1970년대 초기에 공항에서의 가방과 승객에 대한 검색은 전 세계에서 해마다 약 70건

씩 일어나던 비행기 납치사건을 약 년간 15건 정도로 줄이는데 공헌을 하였다.  

출구를 검색하라. 출구를 검색하는 목적은 한 건물, 시설 또는 어떤 장소들을 떠나는 사람들이 훔

친 물건을 소지하였거나, 지불해야 할 모든 비용들 또는 세금들을 다 지불했는지를 확인하기 위

한 것이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의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은 지하철역에 입장 할 때뿐만 아니라 

지하철역을 빠져 나갈 때도 표를 전자입구에 삽입해야만 한다. 이것은 승객이 지하철이용 비용을 

지불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두 번의 기회를 제공한다. 뉴욕시의 지하철에서는, 승객들이 

지하철역에 입장 할 때 한번만 반드시 표를 넣을 수 있도록 함으로서, 지하철이용 요금을 내지 

않고 무임승차하는 행위 (fare evasion)를 적발할 기회가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했다. 다른 출구 검

색의 예들은 한 나라를 떠날 때 국경에서의 검색과, 도서관의 책들과 상점의 물건들에 전자표 

(electronic tags)를 사용함으로써 출구를 통제하는 경우가 있다. 이 전자표들은 도서관의 책이 대출

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도둑이 전자표가 달려있는 물건을 상점에서 가지고 나가려고 할 때 경고소

리를 울리도록 한 장치이다. 이와 같은 장치들이 상점에서의 절도와 도서관에서의 책 도난 사건 

등을 크게 줄였다는 연구보고들이 있다.  

 

범죄자들이 만나지 않게 하라. 영국에서는 라이벌 축구팬들 그룹들간의 싸움을 줄이기 위해 운동

장에서 분리된 좌석에 앉도록 배치하고, 문제를 촉진시키는 기다리는 시간을 피하기 위해 그들이 

경기장에 도착하고 떠나는 시간을 정해놓는다. 술집이 문을 닫는 시간에 맞추어 마지막 버스가 

떠나도록 버스시간을 배열한 것도 영국에서 전통적으로 술집이 문을 닫고 난 후 축구팬들간에 싸

움이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방책이다. 이 같은 예들이 바로 범죄자들을 범죄의 대상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도록 하는 일상활동범죄학에서 제안하는 상황적 예방전략중의 하나이다. 또 다른 예

로서 다른 여러 종류의 범죄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기도 한 도로를 차단하는 전략이 있다. (도로

와 골목길들의 차단과 범죄의 감소, 경찰을 위한 문제지향경찰활동 안내서. No.2, 

www.cops.usdoj.gov 와 www.popcenter.org 에서 열람 가능함). 심지어 로스앤젤레스에서 발생하던 

달리는 차에서 총을 난사하는 사건들도 도로의 차단으로 인해서 많이 감소하였다 (아래의 상자를 

참고하시오).  

 

 

 

 

http://www.cops.usdoj.gov/
http://www.pop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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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들과 무기들을 통제하라. 옛날 미국의 서부개척시대의 살롱들과 같은 술집에서는 술집에 들

어서는 입구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던 총을 맡겨둘 것을 요구하였다. 이는 술 취한 상태에서 

총기사건이 발생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더 최근에는 안전한 권총이 계발되었는데, 총기의 소유

자만이 총을 발사할 수 있도록 장치가 되어있거나 또는 왁스총알이나 안정제등을 발사하는 총 등

이 그것이다. 깨진 유리들이 무기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영국의 많은 술집들은 현재 “강

화유리”로 만든 맥주잔들을 사용하고 있다. 전화건 사람의 번호를 알 수 있는 “발신자번호 서비

스” (caller-ID) 의 상업적 도입을 통해서 음란장난전화의 발생을 약 25 퍼센트 가량 줄일 수가 있

었다. 단계 34에서는 도시들간에 공중전화를 통해 마약거래를 하는 행위들을 통제하기 위한 방법

들을 소개하였는데, 그 중 공중전화로 걸려오는 전화를 막고 특정 지역에 공중전화를 설치하지 

않는 방법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이 소개되었다. 맨하탄의 버스터미널에서 공중전화

들을 다시 프로그램 하여 불법적으로 국제전화를 걸던 행위를 막았고, 사기꾼들이 수백만 달러의 

사기행위들을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신용카드를 사용시 엄격해진 보안절차가 1990년 

중반부터 기승이던 미국에서의 신용카드사기범죄들의 수를 대폭적으로 줄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단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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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범죄의 위험을 증가시키라  

 

범죄자들과의 인터뷰내용에 의하면, 범죄자들은 체포된 이후의 결과들 보다 체포될 위험에 대해 

더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범죄자들이 일단 체포된 후의 처리에서 자신

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으나, 체포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의를 더 기울이는 것

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상황적 예방법에서 체포의 위험을 증가

시킬 방안을 강구하면서 처벌에 대한 제안은 제시하지 않는 이유이다.  

 

보호조치의 확대 (Extend guardianship). 코헨 과 펠슨은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주택지역의 강도범

죄의 발생의 부분적인 원인이 많은 여성들이 직장에서 일하기 위해 집을 비웠기 때문이라고 설명

하였다. 이것은 많은 집들이 낮 시간대에 집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 (capable guardians)”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연구들도 강도들이 사람들이 대부분 밖에서 활동하고 있을 주중의 오후 시

간대에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선호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는 사람들이 휴가를 갈 때 신문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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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취소하고 이웃들에게 자신들이 집을 비운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행동들을 설명한다. 핸드폰을 

소지하고 다니는 것 또는 밤에 여러 사람들과 함께 외출을 하는 것 역시 보호 (guardianship)의 범

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체계적으로 보호의 범위를 확장하는 이와 같은 일상적인 보호장치들과 이

웃들이 서로를 관리해주는 역할들이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그러나 한 집에 강도사건이 발생하면 그 집을 둘러싼 집들의 범죄에 대해 더욱 경계하게 되는, 

“코쿤 (cocoon)” 이웃관리제도가 영국의 키르콜트 (Kirkholt)에서 시행된 한 프로젝트의 중요한 성

공 요소였다.   

 

자연적 감시장치들의 설치를 도우라 (Assist natural surveillance). 집주인들은 창문가와 현관문에 있

는 관목들을 손질하고 은행들이 밤에도 내부사무실의 불을 밝혀서 자신들의 일상생활의 일로 지

나다니는 사람들이 제공하는 자연적인 감시 (natural surveillances)를 이용한다. 거리의 조명을 향상

시키고 건축물들에 방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가장 우선 되는 목적 역시 자연적인 감시체제

를 더욱 향상시키는 것이다. 영국에서 행해진 연구에서는 공공주택의 조명을 개선함으로써 범죄

의 분산효과도 거의 없이 범죄를 줄일 수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CPTED의 범죄대응전략이 사

용된 초기의 사례들 중 한 예는 오레곤 주의 포틀랜드 시에서 상점들이 늘어선 지역에서 발생하

던 강도범죄를 줄이기 위해서 상점들의 외부에 조명을 향상시킨 경우이다. 오스카 뉴만은 자연적 

감시의 원리를 적용함으로써 공공주택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성공적으로 줄일 수 있었던 사례들을 

보고하였다. 마지막으로, 대중에 의한 자연적 감시를 이용하기 위해 시도된 프로그램들로서 정보

제공자들을 위한 비상전화연락망 (informant hotline)과 범죄를 근절하는 사람들이라는 프로그램 

(crime-stopper programs)등이 있었다.  

 

익명성을 줄이라 (Reduce anonymity). 더욱 많은 사람들이 차를 소유하게 되자 집에서부터 먼 곳의 

직장에서도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마을을 벗어난 곳에 쇼핑몰을 세우게 되면서 마을의 시내에 

있는 상점들이 쇠퇴하게 되었다. 낮은 여행비용 때문에 국내와 국외의 여행하는 여행객의 수가 

증가하였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더 많은 시간을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보내게 

되었다. 큰 규모의 학교건물들은 학생들이 학교관계자들이나 다른 학생들간에 서로 잘 알지 못하

게 만들어 이런 추세에 더욱 기여하고 있다. 익명성을 줄이는 것은 범죄를 줄이는데 상당히 효과

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상황적 전략으로는 거의 이용되고 있지 못하다. 현재 어떤 학교들은 

학생들이 유니폼을 입도록 규정하였는데 부분적으로 학교를 통학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익명성

을 줄여보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택시운전사들이 이름을 적은 명찰을 유니폼에 달고 있는 것이

나, 트럭 운전사들의 운전을 평가하는 1-800 전화번호가 사람들의 익명성을 줄이는 두 가지의 예

이다.  

 

장소 관리자들을 이용하라 (Use place managers). 어떤 직장의 고용인들은 자신들의 일차적 업무 이

외에도 어느 정도는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장소 관리자들”이란 영업보조원들, 호텔의 

도어맨, 그리고 주차장 관리자 등을 포함한다. 캐나다의 연구에서는 아파트단지에 도어맨이 있을 

경우에는 강도범죄의 위험이 현저히 낮아진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뉴저지의 한 전기제품소매상점

에서는 계산대의 현금출납직원에게 위조되었거나 도난 된 신용카드사용을 발견할 경우 보상을 하

는 제도를 사용함으로써 연간 신용카드위조로 입었던 손실을 약 10억 정도 줄일 수 있었다. 영국 

북부지역에서 큰 규모의 이층버스들을 대상으로 한 파괴행위들은 몇 대의 버스에 비디오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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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설치함으로써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편의점에 두 명의 종업원을, 특히 밤근무 시간대에 배치

하는 것이 강도사건을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지속적으로 밝혀졌다 (아래의 표를 보시

오).  

 

공적인 범죄감시를 강화하라 (Strengthen formal surveillance). 공적인 범죄감시는 경찰, 안전요원들, 

그리고 상점의 보안요원들 등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으로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범

죄를 포기하도록 하는 위협을 제공한다. 강도경보기, 비디오 카메라, 그리고 속도위반카메라들은 

이러한 감시체제를 강화시킬 수 있다. 필라델피아 인근에 위치한 한 부유한 거주지역에서 많은 

가구들이 강도경보기를 소유함으로써 그 지역 전체적으로 강도범죄를 낮추게 되고, 이로써 경찰

의 비용감소의 효과를 가져왔다는 연구보고서가 있다. 영국의 내무부는 영국의 도시들 곳곳에 비

디오 카메라를 설치한 이후에 다양한 종류의 범죄의 감소효과가 발견되었다고 하였다. (공공장소

에서의 비디오카메라를 통한 감시, 경찰을 위한 문제지향경찰활동 안내서, No. 3, 

www.cops.usdoj.gov 와 www.popcenter.org 에서 이용 가능함). 오스트레일리아의 빅토리아 주에 사

진레이더를 설치한 결과를 평가하면서, 이와 같은 장치가 자동차의 운전속도를 줄이고 45 퍼센트 

가량의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공헌을 하였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캐나다의 밴쿠버시의 교외에 위

치한 주차장에서 사설경비회사의 자전거 순찰이 자동차 도난사건을 크게 줄였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례이다. 뉴저지의 한 창고형 전기제품 판매상점에서 보안책임자가 도난위험이 높

은 물건들이 수를 매일 체계적으로 세기 시작하면서 관리한 뒤부터 고용인들에 의한 도난이 80퍼

센트 이상 줄었다.  에크하르트 쿨혼 (Eckhart Kuhlhorn)이 진행한 연구에서 보여진 바와 같이 개인

들의 데이터를 연결하는 것으로 공적인 감시체제를 더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에크하르트 쿨혼은 복지수당을 신청하는 개인이 자신의 수입에 대해 쓴 진술문과 두 구별

된 스웨덴 정보부서들의 정보들을 함께 검사하는 컴퓨터시스템이 복지수당을 사기로 받는 행위를 

줄인 것을 보여주었다. 사람들이 집세를 결정할 때 자신들의 수입을 실제 수입보다 낮춰 보고하

지만 아파서 회사를 비워 수당을 요구할 때는 자신의 수입을 더 부풀려서 보고하려고 한다. 수입

관련 보고서들을 서로 비교하는 능력이 이와 같은 사기행각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더 읽을 거리:  

 

Painter, Kate and Nick Tilley (1999). "Surveillance of Public Space: CCTV, Street Lighting and Crime 

Prevention." Crime Prevention Studies, volume 10. Monsey, NY: Criminal Justice Press. (Accessible in part at 

www.popcenter.org). 

 

 

http://www.cops.usdoj.gov/
http://www.pop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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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범죄를 통해 얻는 이득을 줄여라 

 

합리적 결정이론 (Rational choice theory)은 범죄자들이 자신들이 저지르는 범죄들을 통해서 이득을 

얻고자 한다는 주장을 한다. 범죄자들이 얻는 이득이란 절도에서 얻는 것 같은 단순한 물질적 이

득만은 아니다. 범죄에는 성적해소, 약물중독, 흥분, 복수, 친구들로부터의 존경을 얻는 것, 등등이 

있다. 상황적 범죄예방법 (situational crime prevention)이 이루어 낸 중요한 성과는 바로 어떤 특정

한 범주에 속하는 범죄라도, 그로부터 얻는 이득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리고 그 이득을 줄이

거나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범죄의 대상을 숨기는 방법 (conceal targets). 집주인들은 주로 보석들이나 다른 값비싼 물건들을 

숨김으로써 강도행위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노력을 한다. 또한 커튼으로 창문을 가려두어서 집 밖

의 도둑들이 그 집에 어떤 물건들이 있는지 볼 수 없도록 한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이 많은 장

소에 있을 때는 금장신구를 하지 않는다거나, 혼다 (Honda)나 아큐라 (Acuras)와 같이 즐기기 위해 

차를 훔치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모델의 차를 밤새도록 길거리에 세워두는 행동을 삼간다. 아래

의 표는 영국범죄설문조사데이터 (British Crime Survey)에서 나타난 결과를 보여주는데, 길거리에 

세워둔 차량에 대한 도난사건이 집의 차고나 집 앞의 길에 세워둔 차량에 대한 도난사고보다 훨

씬 많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예들은 모두 범죄대상물들을 감추어서 범죄자들의 범죄행

위유혹을 덜 유발시키려는 방법들이다. 어떤 경우는 범죄대상을 숨기는 전략들이 분명하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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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도 있다. 예를 들면, 여성인지 남성인지 알 수 없도록 전화번호의 명단을 만드는 것으로 음란전

화범죄로부터 여성을 보호할 수 있고, 표시하지 않은 무장트럭은 이동 중 강도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범죄대상을 제거하는 방법 (Remove targets). 한 스페인의 교회는 신용카드로 헌금을 받을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 혜택을 얻을 수 있었다: 신자들은 세금공제 관련 목적으로 영

수증을 받을 수 있었고, 그 교회는 더 많은 헌금을 거둘 수 있었고, 그리고 현금이 직접 적립되는 

형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범죄대상이 될 수 있는 현금적립방식을 없애서 절도의 위험도 줄였다. 

보다 일찍 적용된 이 상황적 범죄예방 기술은 미국 캘리포니아의 골드러쉬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

다. 승합마차에 대한 강도사건이 만연하자 한 광산에서는 금을 400 파운드의 정육면체로 주조하

기 시작하였다. 이 무게의 금들은 강도들이 말에 싣고 가기가 너무 무거운 것이었다. 최근 범죄대

상을 제거하여 범죄를 예방한 예로써 공중전화에 관련된 변화를 들 수 있다. 공중전화 벽면의 유

리를 깨뜨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영국에서는 위험지역에 벽이 없는 형태의 공중전화부스를 

대치시켰고, 전화를 걸기 위해 어느 정도 한도의 금액을 미리 지불한 전화카드를 사용하는 것으

로 범죄의 한 중요한 대상을 제거할 수 있게 되었다. 아마도 가장 눈길을 끄는 범죄대상제거의 

예는 정확한 버스이용요금을 안전하게 지불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의 도입인데, 이 방법은 1960

년대 뉴욕과 18개의 다른 도시들에서 버스운전사를 대상으로 일어나던 강도범죄를 극적으로 줄일 

수 있었다.  

 

신원 재산 (identity property). 선진국의 자동차들은 반드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반드

시 고유의 자동차고유번호 (Vehicle Identity Number) 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것은 세금을 거두

는 것을 돕는 목적이 있지만 동시에 자동차 절도를 줄였다. 1934년, 일리노이 (Illinois)주에서 자동

차고유번호를 반드시 사용할 것을 마지막으로 규정하였는데, 이 후에 자동차도난이 전년도 28,000

건에서 약 13,000건으로 줄어들었다. 보다 최근에, 1984년에 제정된 연방자동차도난관련법률은 도

난의 위험이 높은 자동차의 모든 중요한 부품과 부위마다 반드시 자동차고유번호를 표기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미국에서 경찰이 펼치고 있는 “고유번호설정 작전 (operation identification)” 프로그

램의 효과는 제한된 성공을 거두었지만, 질 단도 범죄과학연구소 (Jill Dando Institution of Crime 

Science)의 글로리아 라이콕 (Gloria Laycock) 은 웨일즈의 작은 규모의 세 지역에서 행해진 소유물

들에 고유한 표기를 권장하는 프로그램이, 대중매체를 통해 대중들에게 집중적으로 이 프로그램

을 알리는 활동이 함께 진행되었을 때 경찰에 신고된 집을 대상으로 하는 강도범죄가 반으로 줄

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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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거래시장을 분쇄하는 것 (Disrupt markets). 범죄 학자들과 경찰은 도난 된 물건들을 위한 시장

을 이해하고 그 시장들을 분쇄시키는 데에는 거의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범죄학자들은 이 같은 

장물시장에 대한 데이터를 구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경찰은 장물의 매매

처럼 형량이 약한 범죄를 단속하는 것 보다 절도범들과 강도들을 잡아들이는 것을 더 선호하여왔

다. 그렇지만 만약 장물을 거래하는 시장이 없다면 지속적인 강도행위와 대량의 술과 담배들을 

운송하는 트럭들에 대한 절도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영국내무부 소속의 마이크 수톤 

(Mike Sutton)의 최근의 연구는 장물을 거래하는 시장을 분쇄시키는 데 대한 관심을 일깨웠다. 시

장을 분쇄시키기 위한 방법은 그 장물시장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져야 하는데, 이는 전당포에서 

벌어지는 매매에 관한 경찰의 체계적인 감시활동, 불법적인 거리의 노점상인들을 철거시키는 것, 

그리고 반복되고 있는 장물노점상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신문에 작게 실리는 판매광고를 감시하는 

행동들을 포함한다. 연구논문들은 경찰은 가짜 장물가게를 운영하는 등의 “속이기 (sting) 작전”을 

반드시 삼가야 하는데, 이는 경찰의 이 같은 행동들이 그 주변지역의 절도사건들을 오히려 촉진

시킬 수도 있다는 결과를 발견하였기 때문이다.  

 

범죄의 이득을 거부시킬 것 (Deny benefits). 도로의 속도 방지턱을 설치하는 것은 속도를 높이는 

것에 대한 이득을 감소시킨다. 암호안전장치가 된 차의 라디오와 잉크택 (ink tags)의 설치는 더 개

발된 범죄예방전략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암호안전장치가 된 라디오는 그 라디오의 암호번호

를 알 기 전까지는 그 라디오를 사용할 수 없고, 미국과 호주에서 실시된 연구들에 의하면 이러

한 라디오들을 설치한 차들에는 절도비율이 낮았다. 잉크 택들은 옷 가게에서 절도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이다. 만약 누군가 이 택을 떼거나 망가트리려 했다면 잉크가 흘러나와서 지

워지지 않는 얼룩이 택이 부착되어있는 옷에 남게 되는 것이다. 그 도둑은 그 옷을 입을 수도 팔 

수도 없게 되어 절도를 격려하는 이득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더 읽을거리: 

Sutton, Mike and colleagues (2001). Tackling Stolen Goods with the Market Reduction Approach. Crime 

Reduction Research Series Paper 8. London: Home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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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범죄를 유발하는 요인들을 줄이라 

 

교도소들과 술집들에 관한 연구를 수행할 때, 리차드 워틀리 (Richard Wortley)는 붐빔 (crowding), 

불편함(discomfort), 그리고 무례한 대우 (rude treatment)가 두 장소에서 폭력을 유발한다는 것에 주

목하였다. 이에 그는 상황적 범죄예방책이 범죄를 유발하는 기회에만 지나치게 집중하였고 범죄

를 예견하거나 또는 유발하는 상황들의 특징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연구의 결과로, 클락 (Clark)과 코니쉬 (Cornish)는 그들의 새로운 상황적 범죄예방전략들 

(situational techniques)의 분류에서 “범죄를 도발하는 요소들 (provocations)”을 줄이는 다섯 가지의 

기술들을 포함시켰다. 이 다섯 가지의 기술들은 워틀리의 예를 사용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좌절감과 스트레스를 줄여라. 웨이터가 무례하게 행동할 때, 붐비는 상황에서 서비스를 받으려는

데 앞으로 밀려나갈 때, 또는 기차가 아무 해명 없이 출발이 지연될 때, 모든 사람들이 화를 참지 

못한다. 가끔씩은 너무 화가 나서 사람들의 행동이 폭력적이 될 때가 있다. 이 같은 일들은 손님

들이 서비스 향상을 의도적으로 요구함으로써 방지될 수 도 있다. 그러나 무례를 경험한 손님들

이 힘이 없을 경우에는 이 같은 불평들이 무시될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죄수들이 자신들

이 배고플 때 음식을 먹을 수 없을 때나,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볼 수 없을 때 불만을 

토로할 때 아마 무시를 당할 것이다. 그것은 이 같은 불평이 식사시간을 조금 조정하고 텔레비전

을 좀 더 제공하는 것으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도 그럴 것이다. 전화기를 사용할 순서를 

기다리는 것이 죄수들에게는 또 다른 좌절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전화사용을 컴

퓨터화된 시스템을 사용해서 배당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아래의 상자를 참고하시

오). 분노와 폭력의 분출은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불편 - 지나친 소음, 지나친 혼잡, 그리고 앉을 

자리가 전혀 없는 상황 등 - 을 경험할 때 나타나는 결과일 수도 있다. 이 같은 불편은 많은 클럽

들, 술집들 그리고 출발이 지연된 비행기의 승객들이 겪을 수 있는 것인데, 이런 상황이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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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발시킨다는 것이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더 많은 좌석, 마음을 달래는 음악, 그리고 부드러

운 조명의 사용 등의 방법이 이러한 상황에서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논쟁을 피하라. 영국에서는 축구의 라이벌 팬들이 축구경기장에서 격리되어 좌석을 배치하고, 그

들의 출발과 도착시간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이것은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 동안 발생할 수 있

는 문제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다. 뉴욕에서는 뉴욕의 케네디 공항에서 맨하탄까지의 택시요금을 

45달러로 규정해 두었는데 이는 택시요금을 속이거나 더 많이 부과하여서 발생하는 논쟁을 막기 

위한 조처이다. 호주의 모토사이클 대회에서 합의에 의해 잘 성립된 대중들의 단속을 이루기 위

해, 운전자들이 자신들의 동료모토사이클 운전자들을 위한 캠프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자신들의 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규정들을 스스로 만들도록 장려하였다. 이 같은 방

법이 적용되기 전 해의 경기의 운영에 손상을 가한, 경찰과 모토사이클운전자들 사이의 싸움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범죄의 자극과 유혹을 줄이는 것. 남자 의사들은 간호사나 또는 접수계의 직원이 함께 하지 않을 

경우에 여자환자의 신체를 자세히 검사하여서는 안 되도록 되어있다. 이것은 거짓 고소에서 의사

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고, 또 환자를 성적으로 추행하려는 유혹을 줄일 수 있는 장치가 되기도 

한다. 어린아이의 성 도착증에 관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아이들과 접촉이 있는 직업을 가

질 수 없도록 정한 법률은 어린이들을 보호하려는 목적뿐만 아니라 어른들의 성적인 욕망을 자제

시키는 것을 돕는 역할을 한다. 총을 보는 것 만으로도 공격의 기분이 들게 한다는 사실이 무기

의 진열을 규정하는 중요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비슷하게, 많은 비율의 성 범죄자들이 야한 동

영상들을 소유하거나 보았다는 사실이 이 같은 동영상들을 통제하는 이유를 제공한다. 마지막으

로, 많은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 돈에 주의하고, 젊은 여성에게 밤에 혼자 있을 때 주의할 것을 

조언하는 이유의 기본원리가 바로 범죄의 유혹을 줄이자는 것이다.  

 

친구들의 압력을 해소하는 것. 많은 부모들이 자신들의 아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친

구와의 교제를 못하게 하고, 학교들은 문제가 많은 학생들을 여러 다른 반으로 분산시킨다. 기존

의 회사의 직원이 새로운 직원들에게 회사에서 물건을 훔칠 것을 유도할 수 있고 그리고 젊은이

들은 친구들에 의해서 술을 많이 마시게 되는 경우가 자주 있다. 호주에서 시행된 한 대중캠페인

은 음주운전단속측정기의 강력한 범죄감속효과를 확인시켜주었는데, 이 캠페인에서 “좋은 친구는 

친구들을 음주 후 운전하도록 하지 않는다” 라는 슬로건을 사용하였다. 호주에서의 한 광고캠페

인은 “친구들은 친구들을 술 취한 상태로 운전하게 두지 않는다” 라는 구호를 사용하였다.  

 

범죄를 흉내내지 못하게 하는 것. 모든 신형 텔레비전들은 “브이칩 (V-chip)” 이 내장되어있어서 

부모들이 아이들이 폭력적인 프로그램들을 보지 못하도록 자신들의 텔레비전을 프로그램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폭력적인 영화를 보는 것과 사회에서의 폭력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논쟁이 

있지만, “모방(copycat) 범죄”, 즉 대중매체의 특이한 범죄에 대한 보도가 가끔씩 어딘가에서 모방

범죄를 도발한다는 증거가 있다. 예를 들면, 학생들이 자신들의 선생님들이 불법적인 컴퓨터활동

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그 학생들이 컴퓨터 관련 범죄를 더 많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빨간 불에서 어떤 사람들이 길을 건너면 나머지 지나가던 사람들이 같이 건너게 된

다는 것이다. 그리고 공원의 피크닉 테이블에 긁힌 자국과 파인 낙서들이 있으면 그렇지 않은 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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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블들보다 더 많은 해를 입을 위험이 두 배나 높다고 한다. 이와 같은 발견들이 물건을 파괴하

는 행위에 대처하기 위한 “신속한 수리 (rapid repair)”라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근거가 되었다. 윌

슨 (Wilson) 과 켈링 (Kelling)은 그들의 유명한 “깨진 창문이론 (broken windows)” 논문에서 이 원

리를 더욱 확대하였다. 그 논문에서 그들은 한 지역에서 발생한 사소한 쇠퇴의 징조를 신속하게 

다루지 못함으로써, 그 지역의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이용하려는 심각한 범죄자들을 그 

지역으로 모이게 하여 빠른 시간에 그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되는 상황에 이른다고 주장하였다.  

 

더 읽을거리: 

 

Wortley, Richard (2001). "A Classification of Techniques for Controlling Situational Precipitators of Crime." 

Security Journal, 14: 6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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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범죄가 발행할 수 있는 구실들을 제거하라  

 

상황적 범죄예방기술들 중 5번째의 기술은 범죄자들이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도덕적 판단을 내린

다는 것과, 범죄자들이 죄책감이나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않도록 그러한 마음과 생각들을 “중화시

키기 (neutralize)” 위해서 자주 자신들의 행동을 합리화한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범죄자

들이 하는 변명들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는 그런 일을 당해 마땅해,” “나는 그냥 빌리려고만 했을 

뿐이야,” 그리고 “나는 그녀를 그냥 한대 때렸을 뿐이야.” 이러한 변명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탈세, 

음주운전, 부하직원에 대한 성적인 추행, 그리고 고용인의 재산을 훔치려는 매일의 유혹들에 대한 

반응에 특별히 중요하게 쓰일 것이다.  

 

규율을 세우라. 모든 조직들은 그 조직을 운영하는 행동들에 관한 규율들을 만든다. 예를 들어, 

기업들은 직원들이 근무시간을 엄수할 것을 규정하고, 상점들은 판매종업원들이 현금을 관리하는 

엄격한 절차를 따를 것을 요구한다. 또한, 병원, 공공 도서관, 그리고 호텔들과 같은 조직들은 반

드시 그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들의 행동 또한 규제하고 있다. 행동들에 관한 이러한 규정

들이 불분명하다면 이 시설들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이득이 되는 것을 위해 규정의 불분명함을 이

용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황적 범죄예방법이 거둔 하나의 중요한 성취는 규칙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즉 수용될 만한 행동들 (acceptability of conducts)에 관한 어떤 불분명한 점도 남겨두

지 않기 위해 새로운 규칙들과 절차들을 소개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식당에서 예약을 하고 손님

이 나타나지 않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서 현재는 많은 식당들이 손님이 전화번호를 남겨 둘 경우

에만 예약을 받도록 하고 있다. 어떤 경우에는 신용카드번호를 받아서 예약을 하고 식당에서 식

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 일정 금액을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낚시꾼들에게 낚시

허가증을 옷에 부착하도록 하는 방법을 도입해 성공적으로 더 많은 낚시꾼들이 낚시허가증구입을 

요구하는 규정에 따를 수 있도록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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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표시하라. 직장에서의 규정은 계약서에 나타나있고, 신용카드회사나, 전화서비스공급회사, 

그리고 보험회사 등이 정한 규정들은 서비스 계약서에 나타나 있게 된다. 공공장소나 시설 등을 

운영하는 규정들은 대중들이 볼 수 있도록 표지로 나타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사람들이 규정

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어떤 규정들이 어떻게 적용되는 지에 대해서 알려

주기 위한 목적이 있다. 특히 도로에서의 운전 또는 주차에 관한 규정들을 도로표지를 많이 사용

해서 전달하고 있다. 연구들에 의하면 경고문구를 표시한 주차표지의 설치가 장애인을 위해 마련

해 둔 주차장소에서 발행하는 불법주차 사건 수를 상당히 줄였다고 한다. 다른 많은 시설들, 공원, 

대학교, 도로, 그리고 주택건설현장 등에 다양한 범주의 행동들을 규정하고 있는 표지판들을 사용

하고 있다. 이처럼 법 집행의 중요한 도구이고, 그리고 범죄문제해결의 노력의 일환으로 자주 사

용되는 표지판이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표지판설치의 예방적 효과에 대한 평가는 거의 이루어지

지 않고 있다.  

 

사람들의 양심을 일깨우라. 상황적 범죄예방전략들은 “비공적인 사회통제”와 두 가지 중요한 관

점에서 다르다. 첫째, 상황적 범죄예방전략은 개별적인, 그리고 굉장히 제한된 상황에서 발생하는 

특정 형태의 범죄에 그 초점이 있다. 둘째, 그 목적은 영구적으로 법 위반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

변화를 일으키는데 있기 보다 어떤 측정 종류의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시점에서 도덕적 자각을 

불러일으키는 데 있다. 예를 들어, 상점 입구에 “상점에서 물건을 훔치는 행위는 절도행위입니다” 

라는 문구를 적어둔 표지를 세워둔다던 지, 맨하탄의 포트 오쏘리티 버스 터미널 (Manhattan’s Port 

Authority Bus Terminal)의 표지판은 “이곳에서의 흡연은 불법이며, 이기적이고 무례한 행동으로 간

주됩니다” 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도로에 서 있는 속도측정기는 지정속도 이상으로 운전하고 있

는 운전자들에게 즉각적인 피드백을 (벌금을 지불해야 할 티켓을 발급하지 않으면서) 주고 있다.  

 

규칙에 따르게끔 유도하라. 19세기의 이탈리아 범죄학자인 세자레 롬브로조 (Cesare Lombroso)가 

노상방뇨를 하는 사람들은 감옥에 가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자, 그의 친구인 엔리코 페리 (Enrico 

Ferri)가 더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는데, 그것인 공중화장실을 만드는 것이다. 이는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 주는 하나의 예시이다. 이 방법은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다. 

즉 술 취한 사람들에게 택시이용을 권장하는 것이나, 거리에 휴지통이나 “낙서 판 (graffiti boards)”

등을 제공하는 것, 그리고 도서관에서의 도서대출과정을 향상시켜서 도서반납의 지연을 줄이고 

책 대출 관련 규정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변명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등의 예들이 있다. 디

즈니월드를 연구한 쉐어링 과 스터닝의 고전적인 연구논문에서는 대중들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고

도로 세련된 한 방법들 - 도로 포장 위에 표시들을 해 두는 것과,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 물리적

인 울타리를 세우는 것 그리고 친절하고 즐거운 디즈니의 직원들로부터의 설명 등 - 이 놀이동산

에서의 가능한 범죄와 무질서를 크게 줄이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마약과 술을 통제하라. 술과 마약은 범죄를 통제하는 장치들을 무시하게 하고 인식능력과 지각을 

손상시켜서 범죄자들이 범법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덜 자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범죄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음주에 관한 상황적 통제의 가치는 잘 알려져 있다. 노르웨이 경찰대학의 연구소의 

국장인 요하네스 크넛숀은 미드 섬머 디브의 한 스웨덴의 리조트 타운에 개인이 소지할 수 있는 

술의 양을 제한함으로써 사람들의 만취와 무질서적 행동들을 줄일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알라스카 주의 바로우의 한 작은 마을에서 1994년에 술을 지나치게 마시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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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술 판매를 전적으로 금지하도록 하였는데, 이로 인해 술과 관련해서 경찰의 출동을 요청하는 

전화가 81퍼센트나 줄었고, 중 범죄의 43퍼센트가 감소했으며, 공공장소에서 술 취한 사람들이 어

슬렁거리는 것을 90퍼센트 이상이나 줄일 수 있었다 (www.popcenter.org 의 골드스타인 상 지원사

이트를 참고하시오). 지역의 술을 판매하는 관련자들이 자원하여 책임감 있는 음주문화를 촉진시

킬 것을 결의한 뒤에 호주의 유흥가에서 발생하던 수많은 술과 관련된 범죄를 줄였다는 보고가 

있다. 러트커스 대학은 기숙사에서 열리는 파티에서 캔맥주를 사용하는 대신 반드시 맥주 통에서 

바로 서비스 되어야 한다고 학칙을 정하였다. 그 이유는 캔맥주는 숨기기가 쉽고, 그리고 학생들

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만약 하나의 맥주 통이 있어서 약 20명의 사람들이 맥주를 마시기 위해 

줄을 서 있게 된다면,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서 마시는 것 보다 술을 덜 마시게 될 것” 이기 때

문이다.  

 

 

http://www.pop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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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문제가 누구에게서 발생하는지 있는지 파악하라  

 

많은 문제들이 어떤 기관들 - 사업체, 정부기관 또는 다른 조직들 - 이 범죄를 발생시키기 보다는 

예방하려는 방법으로 업무처리를 하는 것에 실패함으로써 발생한다. 즉, 많은 문제들은 하나 또는 

더 많은 기관들이 범죄예방적 전략을 수행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을 때, 또는 이런 기관들이 의도

적으로 범죄나 무질서를 자극하는 환경을 조성하였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위

험한 시설들과 (단계 28) 다른 범죄발생의 집중현상을 창조하게 된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상황을 통제할 책임을 완수하지 못한 사

람들과 기관들의 능동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문제의 소유주들은 문제의 발생에 대한 

자신들의 책임을 대중과 경찰의 책임으로 넘겨버린 것이다. 결과적으로, 모든 문제해결과정의 하

나의 중요한 목적은 문제의 통제를 실패한 사람들에게 다시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

해서는 어떤 문제와 관련되어 있던지, 다음의 세 가지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누구의 문제인가: (who owns the problem?) 

⚫ 왜 그 사람은 그 문제가 발전되도록 방치해 두었는가? (Why has the owner allowed the 

problem to develop?) 

⚫ 그 사람이 문제예방활동을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처가 필요한가? (What is 

required to get the owner to undertake prevention?) 

 

누구의 문제인가? 어떤 문제가 한 특정한 장소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그 문제는 그 장소를 소유한 사람의 문제인 것이다. 예를 들어, 한 공원

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문제는 그 공원을 운영하는 책임이 있는 대상, 주로 지역 정부

나 또는 어떤 사설 기관의 문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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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넓은 지역에 걸쳐서 만연해 있다면, 이것은 누구의 문제인지 파악하기가 훨씬 더 어려울 

것이다. 만약 그 여러 지역에 걸쳐 만연한 그 문제가 한 특정 지역에서 집중되어 발생하고 있다

면, 그 지역이 주변 지역까지 퍼져있는 문제들의 진원지일 수 있고, 그 지역의 소유자가 그 문제

에 책임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한 지역에 많은 지역을 방치된 채로 두는 부동산 투기꾼이 있다

면 그 사람이 그 방치된 지역과 관련된 문제들에 책임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만약 특별한 집단의 사람들, 즉 노약자들, 장애아동들, 또는 가정폭력피해자들이 범죄나 무질서의 

대상이 된다면, 그러한 문제들은 그 사람들의 가족들의 문제가 될 것이다. 만약, 이 같은 사람들

의 건강한 생활을 보살필 책임을 지고 있는 기관들이 있다면, 이와 같은 서비스 기관들은 이 문

제의 공동책임자들이 될 수 있다. 캘리포니아 주의 고속도로 순찰기관에서는 이주 노동자들의 고

속도로상의 사고로 인한 사망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던 중, 이주 노동자들의 운송에 전문적으로 

관련된 사업자들을 파악하였다. 이 기업들은 이 문제와 관련이 있지만, 그러나 아무런 책임도 주

어지지 않았다. 책임관련 문제를 정비하기 위해서 이 사업과 관련된 규정들을 더 엄격하게 정하

였는데, 강화된 규정들은 차량검사, 특정 형태의 이주노동자 운송차량에 좌석들과 안전벨트를 규

정하는 것, 그리고 더욱 강화된 안전운송법규의 적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 결과로 이주 농장 

노동자들이 관련된 치명적인 교통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노력은 2002년의 “우수

한 문제해결 경찰활동 골드스타인 상”을 수상하였다.  

 

 왜 그 사람은 그 문제가 발전되도록 방치해 두었는가? 다음의 네 가지 설명은 하나 또는 서로 

조합하여서 대부분의 문제에 관한 설명에 적용될 수 있다.  

 

1. 한 기관이 범죄예방을 수행할 능력이 없을 수도 있다. 이것은 그 기관의 활동이 범죄에 대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무지 (ignorance) 하거나 또는 어떻게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

해 알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다. 또는 그 기관이 그들의 활동이 범죄를 만들어 내는 것을 돕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에도,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자원이 모자라기 때문일 수 도 있다. 또한 

제도화된 절차들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다. 기관의 측면에서 보면, 절차를 바꾸

는 것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금전적인 자원이나 인적 자원 모두의 비용이 많이 드는 작업이다. 

상점에서의 절도와 내부절도를 예방하기 위해 새로운 상품목록의 통제절차를 도입하는 것은 직원

들이 그들이 일상적으로 해 오던 영업의 절차들을 단절시키는 변화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힘든 

일이다.  

 

2. 어떤 기관들은 범죄를 해결하는 것은 전적으로 경찰의 책임이라고 믿기 때문에 자신들의 활동

으로 촉진된 범죄를 예방하려는 의지가 없을 것이다. 범죄를 만들어 내는 기회가 하는 역할에 대

해서 인식하기 보다는, 어떤 사람들은 전적으로 범죄자들의 역할에만 생각을 맞춘다. 이런 관점에

서는 범죄를 줄이는 것은 더욱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한 경찰의 역할인 것이다. 이 접근법의 한계

점들은 단계 3에 설명되어있다. 범죄예방의지의 부재를 만드는 다른 원인은 경찰의 활동이 그 소

유지 주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믿음이다. 한 소매점의 주인은 상품을 마음대로 진열하던 그 권

리가 있고 경찰은 상점의 절도를 줄일 수 있는 대체적인 상품진열방식을 강요할 수도 심지어 권

할 수도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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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떤 기관들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드는 비용 때문에 범죄를 예방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 

그저 범죄가 일어나는 것을 무시하는 것이 범죄로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다. 이런 경우에는 범죄예방에 드는 비용이 그로 인한 혜택보다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 한 유락시설에 경비요원들을 고용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고, 우수한 경비인력을 고

용한다면 더 많은 비용이 들 것이다. 만약 그 문제로 발생한 손실이 그 시설에서 발생한 것이 아

니라면 범죄예방을 위한 비용을 들이는 것에 대한 필요를 거의 느끼지 못할 것이다. 결국, 이런 

시설들은 범죄와 예방으로 인한 비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고 자신들의 직접적인 손해를 줄

이려는 것이다.  

 

4. 어떤 기관들은 범죄로부터 이익을 얻을 지도 모른다. 즉 중고물건을 파는 가게에서 진열해 둔 

물건들의 합법적인 소유권에 대한 확인을 거의 하지 않는 것이 그러한 것이다. 자동차 정비소들

은 훔친 장물의 부품을 합법적인 자동차의 부품을 사는 것 보다 더 싸게 구입할 수 있고, 그러므

로 이를 통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사람이 문제예방활동을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처가 필요한가?  헤르만 골드스타인은 

범죄에 대한 책임을 경찰로부터 문제를 일으키는 기관들에게로 다시 옮길 수 있도록 디자인 된 

대략적인 계층적인 활동전략에 대한 초안을 제시하였다 (아래의 상자를 참고하시오). 

 

골드스타인의 리스트의 가장 아래 단계에서 가장 위의 단계로 이동하면, 범죄예방활동들은 덜 협

력적이고 더욱 강제적인 형태를 취하게 된다. 이 때문에, 단계가 올라갈 수록, 경찰의 범죄예방활

동이 더욱 어려워지게 되고, 실패로 인한 경찰의 손실도 더 증가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정보와 

완벽한 분석의 가치는 아래단계에서부터 위의 단계로 올라갈수록 더욱 증가하게 된다. 골드스타

인이 지적하듯이, 이 계층적 리스트는 어떤 정확한 묘사라기 보다는 대략적인 경향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문제에 대응하는 일련의 단계적 대응책들을 계획하는데 유용할 것

이다.  

 

책임을 문제를 발생시킨 사람들에게 다시 돌리는 것은 법적 그리고 정치적 갈등을 만들어 낼 수 

도 있다. 한 문제를 통해서 이득을 얻었거나, 또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면서 손해를 예견

하는 기관들은 그들이 문제해결을 위해서 무언가 해야 한다는 것에 간단히 동의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잘못 울리는 알람 (false alarm)의 문제는 20년 이상 된 골칫거리였다. 그러나 많은 재판 관

할구역들에서는 원칙적으로는 잘못된 알람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알람 산업이 입을 정치

적 그리고 경제적 타격에 대한 문제들을 극복하기가 힘들었다. 분명한 것은, 최소의 비용과 최저

의 간섭을 일으키는 예방책들이 이에 대한 저항을 가장 많이 낮출 수 있을 것이다 (단계 45). 그

러나 이러한 예방책이 효과가 없을 때 경찰은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만 하게 된다: 문제를 유발하

는 대상에게 더 많은 책임을 요구하고 정치적인 갈등의 위험을 감수하거나 또는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에 지속적으로 공적인 돈을 소모하는 것 중 선택을 해야 한다. 이론적으로 

답은 분명해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힘든 결정이다.  

 

더 읽을 거리:  

 

Scott, Michael (2005). "Policing for Prevention: Shifting and Sharing the Responsibility to Address Public 

Safety Problems." Handbook of Crime Prevention and Community Safety, Nick Tilley. Cullompton 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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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lan. 

 

 

 
 

45. 실행 가능한 대응전략을 선택하라  

 

적절한 대응책을 찾는 것은 힘든 과정이다. 효과적일 것이라고 예상되는 예방책들이 비용이나 또

는 협력의 부족 등의 이유 때문에 거부를 당할 때, 당신은 반복적인 실망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

른다. 그러나 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다. 결과적으로, 당신의 팀은 다음

의 몇 가지 기본적인 필요요건들을 갖춘 한 대응전략을 수용하게 될 것이다.  

 

⚫ 너무 과도한 목표를 세우지 않거나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대응책이어야 한다. 

⚫ 멀고 간접적인 원인들보다 근접하고 직접적인 원인들에 초점을 맞추는 대응책으로써 즉

각적인 영향력을 주는 전략이어야 한다.  

⚫ 각 대응책들이 어떻게 그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한 과정이 명확하게 표현되어야 

한다.  

 

이제, 최소한 당신의 걱정은 끝이 나고 이제는 좀 편안한 마음을 가져도 될 것이다. 내 말이 맞는

가? 아니 틀렸다! 하나의 대응책을 선택하는 것 보다 더 어려운 것은 이것이 실제로 수행될 수 

있는가를 확신하는 것이다. 이것은 당신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그러나 대응책을 수행하

는데 있어서 생각지 못했던 위험요소들을 알고 있다면, 이런 위험에 빠질 대응방안들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팀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영국의 맨체스터 (Manchester)의 11개 학교

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물건과 기물들을 파괴행위들을 예방하는 프로젝트를 연구할 때, 팀 호프

(Tim Hope) 와 단 머피 (Dan Murphy)는 위에서 언급한 위험요소들을 알아 낼 수 있었다.  

 

각 학교에 수행될 대응방안들은 지역 정부의 관리들과, 학교의 교직원들 그리고 경찰로 구성된 

그룹들에 의해서 선정이 되었다. 이 그룹은 두 가지의 다른 해결책들을 제시하였다: 건물들을 보

호하기 위한 상황적 대응책들 또는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덜 위험한 

활동들에 관심을 돌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11개의 학교 중 단 1 학교만이 여가활동을 위한 설

비향상을 추천하였다. 상황적 대응책들로 제시된 사항들은 지역주민들이 인접해 있는 두 학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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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 항상 주시하고 그리고 아이들의 운동장을 덜 위험한 지역으로 옮기는 계획들도 포함하

고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기본적인 범죄대상보호전략들 (target-hardening) (창문에 창살을 설치하는 

것, 강화유리를 설치하고 높은 울타리를 설치하는 것) 이었다.  

 

단지 두 학교들만이 모든 제안사항들을 다 수용하였다. 세 학교는 어떤 대안 책도 수용하지 않았

으며, 나머지 여섯 곳의 학교들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제안들이 실현되지 못하였다. 실제 적용의 

실패는 이 대응책들이 파괴행동들에 대해서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호프

와 머피는 적용에 있어서 다섯 가지의 주요 장애물들을 파악하였고 이 모든 장애물들이 미국에서

의 문제해결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역시 대면할 수 있었던 것들이었다.  

 

1. 예상하지 못했던 기술적 문제들 (unanticipated technical difficulties). 여덟 개의 학교에 대해서는 

파괴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창문들을 폴리카보네이트 (polycarbonate)가 덧칠해진 창문 또는 강화유

리로 된 창문으로 바꿀 것을 권하였다. 그러나 하나의 유리창도 위의 두 가지의 권고안에 따라 

바뀌어서 설치되지 않았다. 그 시의 건축가들이 폴리카보네이트가 덧칠해진 창문을 사용하는 것

을 금지했기 때문이다. 이는 화재가 발생할 경우 창문을 통해서 피할 수 있는 기회를 막을 뿐만 

아니라 유해가스를 방출 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강화유리는 유리를 강화하기 전에 크기에 맞추

어서 잘라 두어야 하는데, 학교의 창틀의 사이즈가 너무나 다양하여서 각 사이즈에 맞추어서 소

수의 강화유리를 준비해 두는 것이 어려운 일이 되었다.  

 

2. 대응방안 적용에 관한 부적절한 관리감독 (inadequate supervision of implementation). 한 학교에서 

운동장을 덜 위험한 지역으로 옮기는 방안을 수용하였다. 원래 사용하고 있는 운동장은 꽃밭으로 

대체할 계획을 세웠으나, 이 작업은 정부기관에 의해서 완성되어야만 했다. 그러나 그 정부기관은 

이 업무에 들 예산을 계산하는 일 밖에는 더 이상 아무 일도 해주지 않았다. 그리고 운동장을 옮

기는 작업은 한 사설 건설 업체를 선정하여서 일을 진행하였으나 어떤 오해로 인해서 운동장으로 

사용되기로 한 지역의 반만 다시 포장할 수 있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2년 후에, 꽃밭은 어디에도 

없었고, 그리고 학교는 사용 가치가 없는 좁고 긴 포장된 땅을 소유하게 되었을 뿐이었다.  

 

3. 다른 기관간의 활동의 통합의 실패 (failure to coordinate action among different agencies). 건물을 유

지하는 주된 책임이 학교에게 주어지도록 하는 모든 제안들이 수행되었을 때, 이와 관련된 다른 

부서나 기관들의 책임과 활동은 실현되지 않았다. 예를 들면, 두 학교들의 근처에 사는 주민들은 

학생들의 방과후의 활동들을 주의 깊게 살피고 어떤 의심스러운 상황을 목격하더라도 경찰에게 

신고하도록 장려되었다. 이러한 방안은 학교행정시스템, 교장, 교직원들 그리고 학교의 학생들 그

리고 경찰의 세 부서들 - 범죄예방부서, 지역관계담당부서 그리고 지역 경찰 - 의 협력이 요구되

었다. 모두 이 아이디어를 좋게 평가하였으나, 누구도 앞장서서 이 제안을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  

 

4. 우선순위경쟁 (competing priorities). 이 대안 책이 수행되는 기간 동안 많은 지역정부의 공무원

들에 의한 노동불안과 학생인구의 감소로 인한 학교의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서 많은 다른 요구들

이 학교시스템에 맡겨졌다. 학교 교직원의 변화는 이 파괴행동예방프로젝트에 관여된 교직원들의 

재배치를 가져왔다. 이 새로운 교직원이 파괴행동예방프로젝트에 낮은 우선순위를 두게 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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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상하지 못한 비용들 (unanticipated costs). 어떤 경우에는, 어떤 행동의 특정한 과정의 광범위한 

결과가 직접적인 혜택보다 더 많은 손해를 끼치는 때가 있다. 예를 들어, 가장 심한 파괴행위문제

를 가지고 있는 학교에서 다가오는 휴일기간 동안 안전순찰을 강화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 학교

의 관리를 맡고 있는 종사자들은 자신들의 여가 시간 동안 수당을 받으면서 학교를 순찰하기 위

해 고용된 사람들이었다. 이 방안은 즉각적으로 파괴행위를 줄이는 성공적인 효과를 거두었고 학

교의 휴가기간뿐만 아니라 저녁 시간대 와 주말에도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확대되어서 실행

되었다. 다른 학교들은 같은 방식의 보호와 더 많은 관리 종사자들을 고용하였다. 결과적으로 비

용이 지나치게 증가하자 이 프로젝트는 폐기되었다.  

 

위의 설명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수용의 문제들은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선택된 대응책들의 일부분은 실제 적용되지 않을 것이란 것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그러나 어떤 

특정한 대응책들 경우에는 어떤 문제들이 발생될 것인지를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어

떤 경우에는, 물론, 대응책의 효과가 아주 클 것으로 예상되어서 대응책을 적용할 때 예상되는 문

제점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행할 가치가 있는 것들이 있다. 그러나 미리 문제에 대한 경고를 받

는 것은 미리 대비해 둘 수 있다는 의미이다.  

 

더 읽을거리:  

 

Hope, Tim and Daniel Murphy (1983). Problems of Implementing Crime Prevention: The Experience of a 

Demonstration Project. The Howard Journal, XXII, 38-50. 

 

Laycock, Gloria and Nick Tilley (1995). Implementing Crime Prevention. In Building a Safer Society, edited by 

Michael Tonry and David Farringt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46. 진행과정평가를 수행하라  

 

평가의 가장 중요한 첫째 단계는 진행과정평가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는 “범죄대응방안이 계획한 

대로 적용이 되었는가? 그리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변경되었는가?”의 질문에 답을 하는 것

이다. 아래의 도표에서 나타났듯이, 진행과정평가는 대응책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사용된 자원들과

(자본투입) 그 자원들을 사용하여 이루어 낸 활동들 (결과물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이 대응

책이 범죄 또는 문제를 감소시키는데 효과를 거두었는가 (성과물)는 평가하지 않는다. 성과에 대

한 평가는 효과의 평가에서 따로 행해진다. 효과평가활동은 해결하려던 문제에 변화가 있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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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다루게 된다 (단계 47 에서 53).  

 

과정의 역할과 효과의 평가 

 

두 가지 형태의 평가 모두가 POP 프로제트에 필요하다. 아래의 표는 두 가지 형태의 평가에서 발

견한 사실들을 기초로 가능한 결론들을 요점정리 한 것이다. A) 대응책은 계획에 따라서 수행되었

고, 문제가 감소한 것에 대한 다른 가능한 설명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 대응책이 문제의 

감소를 야기했다는 믿을 만한 증거가 발견되었다. B) 대응책은 계획대로 수행이 되었으나 문제의 

감소는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그 대응책이 효과가 없다는 신뢰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었다.  

 

그러나 만약 그 대응책이 계획한대로 수행이 된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경우, 위와 

같은 결과에 도달하기 어렵게 된다. C) 만약 그 문제가 감소하였다면, 그 대응책은 우연히 효과를 

거둔 것이거나 다른 요소들이 영향을 끼친 것일 것이다. D) 만약 문제가 감소하지 않았다면, 어떤 

실용적인 결과도 도출될 수가 없다. 아마도 원래의 대응책은 효과가 있을 수 있었으나, 그 수행된 

대응책이 잘못 된 것이거나, 또는 둘 다 효과가 없었을 수도 있다. 계획된 대응책이 수행되지 않

는 한, 효과평가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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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대응전략은 다양한 요소들로 복잡하게 조립된 하나의 장치와 같은데, 이 요소들 중 어떤 

하나라도 잘 못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단계 45). 진행과정의 평가는 어떤 요소들이 성공

적으로 수행되었는지를 검사한다. 아래의 표에 나타난 진행과정평가 체크리스트는 당신이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들을 강조하고 있다.  

 

문제의 대응에 있어서 활동들의 시간표를 세우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이 때문에, 언제 중요한 대

응전략의 구성요소들이 적용될 것인지를 나타내는 프로젝트 시간표를 만드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언제 다른 예상치 못했던 사건들이 발생했는지를 기록함으로써 예측된 혜택들을 위한 확인

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단계 52).  

 

예상치 못한 전개사항들이 대응책을 수정할 상황을 만들 수 도 있지만, 이런 전개사항들 중 일부

는 대응책을 수용할 때 어떤 잘못된 일들이 발생할 것인가를 이해함으로써 예견될 수 있다. 다음

은 몇 가지 가능한 답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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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신이 그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당신은 반복적 

피해자들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두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는 그 문제에 대한 잘못된 가정들을 

세웠다거나 불충분한 분석이 원인일 수 있다 (예를 들면, 반복된 피해사례를 찾아보지 않았을 수

도 있다). 만약 대응책을 개발하는 중에 당신의 분석의 약점들을 찾아낼 수 있다면 지속적으로 수

반되는 계획들을 창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2. 그 프로젝트의 구성요소들이 잘못된 것이다. 진행과정평가의 체크리스트는 프로젝트의 수행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실패할 수도 있는 시점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모든 구성요소들이 프로

젝트의 성공적 수행과 관련해서 모두 동일한 중요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더 나아가, 가끔은 어

떤 구성요소가 더 큰 실패의 확률이 있을 수 있는지 예상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를 들면, 시민들

로 구성된 집단들은 업무를 수행하는 그들의 능력이 일반적으로 상당히 가변적이다. 반복적인 시

도를 바탕으로 구성요소를 결정하는 것이나 또는 대체계획을 만들어 두는 것이 구성요소의 실패

로 인한 영향을 약화 시킬 수 있다.  

 

3. 범죄자들이 당신의 대응에 부정적으로 반응 할 수도 있다 (단계 11). 어떤 형태의 부정적인 적

용이 예상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가끔씩 지역적인 범죄분산지역들이 대응책을 수용하기 전에라도 

발견 될 수 있다 그리고 범죄자들의 발전된 보호활동들이 대응책의 효과를 저해할 수 있도록 할 

수 도 있다  

 

4. 대응책에 영향을 미치는 예상치 못한 외부의 변화들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협력관계에 

있는 기관의 예산이 예상치 못하게 삭감이 되어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들이 강제로 삭감될 

수도 있다. 문제가 저절로 없어지지 않는 한, 유일한 방법은 계획을 수정하는 것뿐이다.  

 

진행과정평가는 정보를 필요로 한다. 이 정보는 대체로 문제 해결 팀의 구성원들로부터 도출된다. 

그래서 이들의 활동을 문서화 하는 작업이 중요한 것이다. 어떤 활동들이 문서화 되어야 하고 누

가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는 가 등이 대응책을 계획하는 동안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47. 통제집단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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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책을 평가할 때 다음의 세가지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1. “수행된 대응책은 무엇이었는가?” 진행과정평가는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다 (단계 46).  

2, “그 문제의 심각성은 감소하였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이 문제의 심각성의 수준을 대응

책이 수행 되고 난 이후의 정도와 비교해 보라.  

3. 만약 문제가 감소하였다면 “그 대응책이 문제의 감소의 원인인가 또는 다른 무엇이 작용하였

는가?”를 물어라. 보통 많은 대안적 설명들이 문제의 감소를 설명할 수 있다.  

 

세 번째의 질문에 답을 하는 것은 통제요소들의 사용을 필요로 한다. 통제요소들을 사용하는 목

적은 다른 대안적 설명들을 제외하려는 데 있다. 아래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다른 대안적 

설명들은 다른 형태의 통제요소들을 필요로 한다.  

 

크기의 변화 (changes in size). 만약 아파트내의 세입자들의 수가 줄어들었다면, 가능한 범죄피해자

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강도범죄의 문제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범죄대상의 감

소는 대응전략의 효과로 문제가 감소하였다는 설명을 대신 할 수 있는 대체설명이 될 수 있다. 

크기의 변화를 통제하기 위해서, 대응전략이 시행되기 전과 후의 강도사건의 수를 세입자들이 실

제로 살고 있는 아파트의 수를 대응전략의 수행 전 후의 수로 나눌 수 있다. 아래의 표는 강도범

죄의 감소가 부분적으로는 아파트에서 실제로 살고 있는 가구수의 감소 때문이라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범죄대상의 수의 변화를 설명한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대응전략이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활동의 주기 (cycles of activity).  사람들의 활동은 일별, 주별, 그리고 월별로 다양하게 변화한다. 

가장 일반적인 주기적 활동들은 학교나 회사에 출근하거나 통학하는 활동들과 레저를 즐기는 활

동 그리고 계절과 휴일들을 따라서 이동하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활동의 주기를 통제하기 위

해서, 대응책이 시행 되기 전의 같은 기간의 활동의 주기와 이후의 같은 기간의 주기를 비교해 

볼 수 있다.  

 

문제의 장기간의 경향 (long-term trends in the problem). 문제들은 대응책이 실시 되기 전에 악화 

(또는 개선) 될 수 있다 (단계 26). 문제의 추이를 살피지 않고서는 어차피 대응책의 실시여부와 

상관없이 발생할 일들에 적용된 대응책이 책임이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문제의 추이를 통

제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 방법은 대응책이 시행되기 전에 문제를 오랜 시간 동

안 측정하여 그 문제의 장기간의 추이를 파악하는 것이다. 대응책이 실시 되고 난 후 상당한 정

도의 변화가 발생하였다면 그것은 대응책의 효과라는 증거가 될 것이다. 문제의 기대효과는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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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시행으로 감소할 것이나 대응책의 실시 이전에 발생하는 것은 모두 계산에 들어 가게 될 것

이다.  

 

두 번째 방법은 대응책이 실시된 장소나 사람들을 이 대응책이 실시되지 않은 비슷한 지역이나 

비슷한 사람들에 비교하는 것이다. 이러한 대상들을 통제집단 또는 비교집단이라고 부른다. 통제 

집단은 그 문제와 관련해서 대응책이 실시되는 집단과 비슷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 단지 

그 대응책이 실시 되지 않아서 그 영향을 받지 않는 집단이어야 한다. 통제집단은 실험집단인 대

응책이 실시된 집단에 대응책을 수행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만약 

대응책이 실시된 집단이 통제집단과 다른 변화를 겪었다면 이는 대응책이 효과를 가져왔다는 증

거가 된다.  

 

다른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들 (other unexpected events). 대응책이 수행 될 때, 다른 많은 것들도 

같이 변화하는데, 한가지 또는 그 이상의 변화들이 문제의 감소를 가져 올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사고를 줄이는 대응방안이 도로에서의 교통사고발생의 감소를 가져오는 대신, 같은 기간에 도로

의 보수공사로 인해 차들의 속도가 늦어진 것이 교통사고발생의 감소의 원인이 될 수 도 있는 것

이다. 이 경우에도 범죄의 추이를 연구할 때 사용된 것처럼, 통제집단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통제방법이다. 통제지역은 이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들이 대응책이 실행된 지역에서 발생한 

것과 동일한 경우일 때만 사용된다. 그러므로 통제지역과 대응지역은 모두 도로보수공사로 인해 

영향을 받았어야 하고 이 두 장소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수를 비교하는 것으로 도로보수공사가 사

고의 감소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대해 알 수 있게 된다.  

 

문제의 측정에 있어서의 변화 (change in problem measurement). 이전-이후의 비교는 오직 문제에 

대한 측정이 대응책이 시행되기 전과 후에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 졌을 경우에만 유효하다. 측정

의 차이는 문제의 변화에 있어서 인식의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다. 같은 측정절차를 사용해서 대

응책의 수행 전 후의 문제를 측정하라. 이전 그리고 이후 관찰은 반드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

간대에 이루어 져야 하며, 같은 것을 관찰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기록해야 한다. 이전과 이후의 비

교 사진과 동영상은 같은 밝기의 조명에서 같은 앵글로 맞추고 같은 거리에서 그리고 같은 이미

지 크기로 촬영해야 한다. 인터뷰를 하는 사람도 동일해야 하며, 같은 질문을 같은 순서대로 질문

해야 한다. 자료의 기록이 지속적으로 같은 방식으로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를 검사하기 

위해서는 공적 자료들을 검토할 수 있다.  

 

극단적으로 심각한 문제상태에서 자연적인 문제의 쇠퇴 (Natural decline from an extreme high). 심

각한 상태로 발전하게 되는 많은 문제들은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생각을 들게 한다. 그래

서 문제들이 비정상적으로 심각해 질 때 대응전략이 수행된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영구적이던 문

제도 상황이 심각하게 변화할 수도 있다. 어떤 경우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현재는 심

각한 상황의 문제가 다시 갑자기 정상적인 수준으로 회복될 때가 있다. 만약 대응전략이 수행된 

지역의 문제가 가장 심각해진 상태이고 통제지역은 그렇지 않을 때, 통제지역을 설정하여 비교하

는 것은 유용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 대응전략이 실시 되기 전부터 장기간 동안 문제의 변동을 

검사하여 문제가 심각하게 악화된 것인지의 여부를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래의 도표는 통제집단을 사용한 예시들이다. 각 도표를 시계방향의 순서로 관찰하면 도표 A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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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해의 11월초에 대응전략이 수행된 시점을 전, 후로 24개월간의 시계열 자료를 보여주고 있다. 

이 도표는 대응전략의 시행이 눈에 띄는 연간주기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의 원인이 되지 않는 다

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대응전략이 실시 된 바로 후, 11달에 문제의 심각성이 더 증가한 것을 보

여주는 것은 대응전략의 실시가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도표 B는 대응전략의 수행 전-후의 비교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대응전략실행 이후에 그 문제

가 더 악화되었다고 나타내고 있다.  

 

도표 C는 통제지역이 추가된 자료이다. 이전-이후 자료의 비교는 대응전략이 시행된 지역이 통제

지역보다 문제의 해결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주기적 영향

으로 인해서 이 결론을 완전히 신뢰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두 지역에서 나타난 문제의 감소의 일부의 원인은 아마도 일반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

감소흐름 때문일 수 도 있다. 도표 D는 대응전략의 영향에 대하여 더 개선된 평가방법을 나타내

고 있다. 대응전략의 수행 이전에는 그 지역의 문제가 비교지역에 비해서 지속적으로 더 악화되

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대응전략이 수행 되고 나서는 두 지역의 문제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

다. 또한, 문제로 나타났던 11월 달의 문제의 갑작스런 증가가 통제지역에서도 같은 흐름을 보였

기 때문에 대응전략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응전략은 어떤 효과를 보여주었다

고 여겨진다. 그러나 어떤 극적인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였기 때문에 문제의 흐름, 주기 그리고 예

상치 못한 사건들 등의 요소들 때문에 쉽게 가려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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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지역적인 그리고 시간적인 범죄분산효과에 대해서 생각하라 

 

지역적인 범죄분산은 범죄대응전략이 한 시설 또는 어떤 한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나 무

질서의 기회들을 차단했을 때, 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다른 시설들이나 또는 지역으로 

옮겨갈 때 발생한다. 시간적인 범죄분산도 범죄예방전략이 성공을 거둘 때 나타나는데, 이 경우에

는 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시간을 다른 시간대나 날짜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쉬운 범죄와 무질서의 기회들은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범죄자들은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단계 16). 범죄대상들은 어떤 지역들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을 수 있지만 다른 지역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단계 16). 범죄피해의 위험이 높은 가능한 

피해자들도 어떤 지역에서는 발견이 되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발견되지 않을 수 있다 (단계 29). 

어떤 시설들은 행동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수준이 낮을 수 있지만, 다른 시설들은 그렇지 않을 것

이다 (단계 28). 존재하는 기회들이 있는 곳들은 이미 우범지역 (hot spots)으로 알려져 있는 곳이

거나 범죄자들에게 감추어져 있을 수도 있다.  

 

범죄자들은 자신들이 범죄를 저지르던 우범지역에 단속이 강화되면 다른 범죄의 기회를 줄 장소

를 멀리서 찾지는 않는다. 그래서 만약 범죄자들이 장소를 옮긴다면, 원래 범죄를 많이 저지르던 

우범지역에서 가까운 곳으로 이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 아래의 도표에서 보듯이, 범죄자들이 기회

를 찾아 이동할 가능성은 그 기회가 원래의 범죄를 저지르던 우범지역에서 멀면 멀수록 줄어들게 

될 것이다. 또한, 모든 장소들이 범죄자들의 범죄에 적당한 장소가 될 수 는 없다 범죄의 기회가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주어져 있는 것은 아니다.  

 

아래의 지도에서, 다이아몬드로 표시된 지역은 원래의 우범지역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장소

를 표시하고 있다. 원래의 우범지역에서 가까울수록 범죄분산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거리

와 함께, 자연적인 방해물들이 범죄의 분산을 제한할 수도 있다. 아래의 도표에서, 북동쪽에서 남

서쪽으로 흐르는 강의 존재가 동쪽으로의 범죄의 분산의 기회를 줄이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면, 범죄분산을 막는 전략은 가장 범죄분산의 위험이 높은 지역에 범죄대응전략을 적용하

는 것이 될 수 있다.  

 

만약 지형적 또는 시간적 범죄분산이 발생하였다면, 범죄가 범죄예방전략이 의해서 영향을 입은 

지역과 시간과 비슷한 지역들과 그리고 시간대로 옮겨지는 것일 것이다. 이 같은 전환은 범죄자

들에게 아주 다른 장소와 시간대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보다 적은 노력, 학습 그리고 위험의 감

소를 요구할 것이다. 그리고 범죄자들은 로렌스 셔만이 발견한 대로 경찰의 범죄대응의 효과가 

소멸될 때까지 오랫동안 기다리려고 할 것이다. 만약 범죄자들이 한 대응전략의 효과가 쇠퇴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한다면 범죄자들에게 가장 친숙한 장소들과 시간대가 범죄의 분산을 경험할 

가장 큰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폴 과 패트리샤 브랜팅험이 지적하듯, 범죄분산이 가장 일어날 

것 같은 장소를 예측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이는 현재의 상태에서 범죄의 기회들에 대

한 상세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만약 지형적 범죄분산이 발생한다면 대응전략의 효과에 대한 결론을 왜곡시킬 수 있다. 표 1은 

이런 일이 어떻게 발생하는 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 예에서는, 대응전략이 실행 되기 전에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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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범죄사건이 발생하던 비슷한 조건의 세 지역이 있다고 가정한다: (1) 대응전략이 수행된 지

역; (2) 대응전략이 수행된 지역과 이웃한 지역; 그리고 (3) 대응전략이 수행된 지역에서 멀리 떨

어진 지역. 대응전략이 수행된 지역은 약 25건의 범죄가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웃한 지역에서는 

10 건의 범죄가 증가하였다. 이것은 대응지역에서 어떤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면 이웃지역과 동

일하게 10건의 범죄가 증가했을 것이라고 결론지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총 (순수) 범죄감

소는 35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10건의 범죄의 증가는 지역적 범죄분산의 영향 때문일 수도 있다. 따라서 먼 지역의 

통제지역의 사건을 비교해 보는 것이 더 나은 분석이 될 것이다. 먼 지역의 통제지역과의 비교는 

만약 대응전략이 수행되지 않았어도 대응전략이 수행된 지역이나 그 이웃지역 어느 곳에도 범죄

사건수의 변화는 없었을 것이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대응전략이 수행된 지역은 25건의 

범죄가 줄었고, 그 이웃지역은 10건의 범죄가 증가하였으므로 전체를 합하여 생각하면 15건의 범

죄감소 효과를 얻은 것을 의미한다. 여전히 효과를 나타냈지만, 그 대응전략은 최초의 범죄감소효

과보다는 적은 효과였다. 단계 51에서 대응전략의 효과를 평가할 때, 범죄분산효과를 감안하여 계

산할 수 있는 식 (formula)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다.  

 

평가단계에서 두 비교지역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라: 한 지역은 대응전략이 실행된 곳과 비슷한 

범죄의 기회를 가지고 있으면서 가까운 지역을 선정하여 지형적 범죄분산이 일어났는지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라. 그리고 나머지 다른 지역은 통제지역으로 사용 될 수 있도록 하라. 이 지역은 범

죄분산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하므로 먼 거리에 위치하거나 또는 지형적 방해물들이 있어서 범죄

분산으로부터 보호받는 곳이어야 한다. 유효한 통제와 범죄분산지역을 선정하기 위해서 범죄자들

의 정상적인 이동패턴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범죄자들이 다니는 지역

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통제지역을 선정하고 범죄자들이 배회하는 지역 내에 범죄분산을 측정할 

통제지역을 선정해야 한다.  

 

시간적 범죄분산은 지역적 범죄분산보다 노력이 덜 들기 때문에 범죄자들에 의해서 쉽게 일어날 

수 있다. 예를 들어, 만약 예방전략이 어떤 특정 시간대만을 단속하고 그 이외의 나머지 시간들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지 않는다면 시간적 범죄분산은 하루의 24시간 내에 일어날 수 있다. 또는 한 

주 사이에 발생할 수도 있다. 또는 더 장시간의 기간에 걸쳐 발생할 수도 있다.  

 

만약 범죄예방대응전략이 실시된 시간에 발생한 사건들과 그렇지 않은 시간대의 사건들을 비교하

는 방법으로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시간적 통제의 훼손이 발생할 수 있다. 표 2의 예를 보면, 대

응전략이 토요일과 일요일에 이루어 졌다. 대응전략의 수행 이후, 이 날들의 평균범죄발생이 25건 

감소하였으나, 월요일과 금요일에는 10건의 범죄가 증가하였다. 이것은 시간적 범죄분산 때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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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중의 요일들은 주말요일들과 공통점이 많이 없으므로 월요일과 금요일의 시간대를 통제로 

사용하는 것보다 주중의 요일의 시간대를 통제로 사용하는 것이 더 유용할 수 있다.  

 

예방전략의 효과가 쇠퇴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시간적 범죄분산의 가장 흔한 형태이다. 경찰의 

대응전략의 효과가 특히 이런 종류의 범죄분산에 취약한 것은 이러한 분산이 일시적인 형태를 띠

기 때문이기도 하다. 만약 하나의 대응전략이 오래 지속된다면 범죄자들도 역시 기다리고 있을 

수 만은 없을 것이다. 범죄자들은 범죄를 저지르기에 좀 더 어려운 지역으로 옮기거나 대상들을 

선택해야 하고, 그리고 새로운 범죄기술이나 다른 형태의 범죄를 시작을 선택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다. 만약 이러한 선택사항들이 너무 어렵고, 보상이 없고, 위험하고, 또는 범죄를 

저지르기에 적합하지 않다면 발생하는 범죄의 수가 더 적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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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다른 범죄대상, 범죄전술, 그리고 범죄형태로의 범죄분산현상이 발생하였는지 검사하라  

 

지형적 그리고 시간적 범죄분산에 더하여 범죄자들은 범죄대상들을 바꿀 수 있고, 그들의 범죄전

략들, 또는 범죄의 종류를 바꿀 수 있다.  

 

범죄대상분산 (target displacement)은 범죄자들이 보안이 새롭게 강화된 대상에서 다른 대상에게 범

죄를 저지를 때 발생한다. 1970년 이후에 영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차들에 운전대의 자물쇠를 장착

하는 것을 규정하였을 때, 1969년의 20.9 퍼센트에 달하던 자동차 절도사건이 1973년에는 5.1퍼센

트로 크게 줄었다. 그러나 전체 자동차도난사건비율은 이전과 거의 비슷하였는데 이는 범죄자들

이 새롭고 더 보안이 잘 된 새로운 차종을 훔치는 것에서 오래되고 보호장치가 잘 되어있지 않은 

차종을 대상으로 더 많은 절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이 사례는 범죄분산현상이 범죄예방전략을 

통해 얻은 대부분의 혜택을 모두 없애버린 소수의 기록된 사례 중의 하나이다. 이 같은 사례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범죄자들이 범죄의 대상을 비슷한 범죄의 대상으로 옮기는 것은 어려운 일

이 아니다. 범죄대상분상현상은 대안적인 범죄대상이 이전의 범죄대상들과 비슷하지 않을 때는 

잘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단계 42는 지형적 그리고 시간적 범죄의 분산이 어떻게 통제집단의 데이터를 오염시키는 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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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보여주었다. 만약 범죄예방노력에 대한 평가에서 범죄대상통제집단을 사용한다면, 비슷한 형

태의 데이터의 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 쇼핑센터에서 60세 이상의 여성의 지갑을 훔치는 절도사

건을 단속하기 이한 범죄대응전략이 시행되고 있다고 상상해 보라. 아무런 조치가 취해 지지 않

았을 때 이 여성들의 지갑을 훔치는 사건의 추이가 어떻게 될 지 예측하기 위해서, 45세에서 59세 

사이의 여성의 지갑도난 사건들이 측정되었다. 만약 도둑들이 더 나이든 여성들의 지갑에 대한 

보안이 더욱 강화되자 지갑의 도난사건에 대해서 보호를 받지 않았던 중년여성들 대상으로 범죄

가 분산되었다면, 우리는 대응전략이 시행되지 않았다면 나이가 더 많이 든 여성들의 지갑을 대

상으로 하는 절도범죄가 더 늘어났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 통제대상

집단의 변화를 대응전략이 적용된 집단의 변화에 비교할 때, 우리는 대응전략의 효과를 더 크게 

잘못 부풀리게 될 것이다. 더 좋은 통제집단은 아마도 더 나이가 젊은 여성쇼핑고객들 (예를 들면, 

30세에서 44세 정도의 여성들) 이거나 또는 보다 더 나은 통제집단은 남성쇼핑고객들에 대한 지

갑절도사건이 될 것이다. 어떤 대안집단도 완벽한 통제집단이 될 수는 없겠지만, 위의 두 예는 성

격이 많이 다른 집단들이기 때문에 대상범죄분산이 덜 일어나게 되어서 중년여성들을 통제집단으

로 사용한 경우보다 더 나은 통제집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는 다른 구역에 있는 쇼핑센터를 

통제지역으로 선정할 수 도 있을 것이다. 이런 통제지역은 지형적 범죄분산 등에 대한 문제도 설

명할 수 있게 된다 (단계 48, 51). 

 

전술적 범죄분산은 범죄자들이 자신들의 전략과 범죄의 절차를 바꿀 때 발생한다. 예를 들어, 범

죄자들은 더 좋은 자물쇠 장치를 열기 위해서 다른 도구들을 사용하려고 할 수도 있다. 또는 컴

퓨터의 해커들이 더 향상된 보안소프트웨어를 뚫고 해킹을 하기 위해서 다른 소프트웨어를 사용

하려고 할 수도 있다. 의학의 경우, 어떤 박테리아는 빨리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한 형태의 박테리

아에게 효과가 있던 한 약품이 돌연변이들이 더 많이 생겨날수록 그 효과를 잃어가게 되는 것과 

같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한가지 방법은 넓은 범위의 돌연변이 바이러스들에도 효과가 있는 광

범위한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다. 비슷하게, “광범위 (broad spectrum)”의 대응전략은 현재 범죄자들

이 사용하고 있는 범죄방법들과 그 방법들의 많고 다양한 변형된 형태들의 기술들로부터 범죄대

상자들을 보호해 줄 수 있다. 광범위 범죄대응전략은 범죄자들의 범죄활동에 큰 변화를 일으켜서 

더 이상 범죄자들이 이전의 행동으로 범죄를 저지를 수 없게 한다. 폴 에크볼름은 영국의 우체국

에서 강도범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장애물을 설치한 뒤에 범죄의 전술적 분산이 일어났다

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어떤 범죄자들은 썰매망치를 사용하여 강도행위를 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런 범죄전술적 변화들은 성공적이지 못했고, 이러한 분산효과도 제한되어 발생하였다. 이 장애

물의 설치는 새로운 범죄전략의 도입을 실패로 만든 광범위 범죄대응전략의 한 예이다.  

 

범죄의 종류를 바꾸는 것은 당신이 연구해야 할 또 다른 형태의 범죄분산이다. 차량도난범죄를 

저지르던 범죄자가 차량 내부의 물건들을 훔치는 거나 길 위에서 차를 폭력으로 빼앗는 범죄로 

전향할 수 있다. 우리는 가끔씩 한 종류의 범죄에 대한 대응전략들을 평가 할 때, 그 대응전략의 

대상이 되지 않았으나 비슷한 종류의 범죄가 일어나는 추이를 비교해서 평가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차의 물건들을 훔치는 범죄를 차를 훔치는 범죄에 대한 대응전략의 평가를 수행할 

때 통제대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앞에서 우리가 다른 형태의 범죄분산에서 발견한 것과 동일한 분산을 연구할 때의 데이터의 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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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보호의 원칙이 전술적 범죄분산과 범죄형태의 분산 (tactical and crime type displacement)에 적용

된다. 만약 그 전술과 범죄의 형태가 대응전략이 적용된 범죄의 전술이나 범죄타입과 유사하다면, 

범죄의 분산이 이들의 통제집단의 데이터를 오염시킬 수가 있다. 여러 면에서 다른 범죄의 전술

이나 범죄의 형태의 경우는 이러한 통제집단의 데이터오염의 우려가 낮을 것이다. 그러나 너무나 

다른 특성을 가진 경우라면 이는 또 유용한 통제집단으로서의 가치를 잃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완벽한 해법은 없고 어느 정도의 타협도 어렵게 될 것이다. 그 결과로 

실제로 범죄의 분산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알기가 어렵게 될 것이고 범죄대응전략의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하기가 어렵게 될 것이다. 이 모든 어려움을 합친 것은 다수의 형태의 범죄분산

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일 것이다. 실제로, 한 종류의 범죄분산은 다른 종류의 범죄분산을 수반

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 범죄대상의 분산은 전술의 변화를 수반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만

약 새로운 범죄대상이 이전의 범죄대상이 있던 곳과 같은 장소에 있지 않다면 지형적 범죄분산 

역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당신이 적극적으로 찾아보지 않는다면 범죄의 분산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을 것이다. 이는 당신

이 한 문제를 분석할 때 자세히 연구해야 하며 가장 일어날 것 같은 범죄분산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신이 지금 없애려고 하는 범죄와 무질서의 기회들과 비슷한 다른 기회

들이 있는가? 당신이 상대하고 있는 범죄자들은 이 같은 기회들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겠는가?  

범죄의 대응전략을 마무리 하기 전에 범죄분산이 일어 날 수 있는 기회들을 찾는 것은 당신에게 

두 가지 혜택을 주게 된다. 첫째, 이 같은 범죄분산이 일어날 것을 감지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개발

할 수 있게 된다. 보다 중요한 점은, 당신은 범죄분산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대응방안

을 개발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더 읽을거리:  

 

Ekblom, Paul (1987). Preventing Robberies at Sub-Post Offices: An Evaluation of a Security Initiative. Crime 

Prevention Unit Paper 9. London: Home Office. 

 

Webb, Barry (1994). "Steering Column Locks and Motor Vehicle Theft: Evaluations from Three Countries". 

Crime Prevention Studies, volume 2, Ronald Clarke. Monsey, NY: Criminal Justice Press. (Accessible at: 

www.pop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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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새로운 범죄자들의 유입을 감시하라  

 

이 책의 세가지 중요 원칙은: (1) 문제를 만들어 내는 데는 범죄자 외에 다른 요소들이 더 필요하

다; (2) 사람들은 범죄행동을 지원할 기회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범죄를 저지를 수 없다; 그리고 

(3) 그러한 기회를 바꾸는 것으로 문제를 극적으로 줄일 수 있다. 이는 범죄자를 줄이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문제의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몇몇 범죄자들이 없어지고 난 

뒤에 단기간 동안 그 문제가 감소될 수 는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면 이전의 그 범죄자들이 범죄

의 기회를 이용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오거나 또는 새로운 범죄자들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경우를 약탈자의 분산현상 (perpetrator displacement)이라고 한다. 범죄자들의 자연적인 대체현

상은 천천히 발생할 것이다. 특히 범죄의 기회가 모호하다면 더욱 그렇다. 그러나 만약 어떤 사람

들이 과거에 범죄의 기회들을 발견하였다면, 다른 사람들도 앞으로 범죄의 기회를 재발견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전의 범죄자들이 교도소에 투옥되어 일단 사라진 상태라면, 교도소에서 출

소 된 후 일부는 아마 다시 되돌아와서 이전의 범죄의 기회를 다시 이용하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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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기회에 끌려서 나타난 새로운 범죄자들은 아마도 장기간의 범죄 주기에 기여하게 될 것이

다. 미국의 은행강도사건들이 이러한 예가 될 수 있다. 몇 년 동안 많은 수의 은행강도범죄들이 

생길 것이고 그러면 또 몇 년간 범죄의 감소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불과 몇 년 뒤에 다시 이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범죄의 순환이 다시 시작 될 것이다. 이 같은 범죄의 순환에 관한 하나의 

가설은 은행강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해 동안, 은행은 여러 가지 다양한 범죄예방조처를 취할 

것이고 그리고 대부분의 범죄자들은 체포되고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이 은행강

도범죄를 낮추게 된다. 이후 몇 년 간 소수의 은행강도 사건이 벌어지겠지만, 이러는 동안 점차 

은행의 보안이 느슨해 지고, 은행강도사건의 기회들이 다시 증가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새로운 

범죄자들이 약해진 보안의 기회를 틈타서 새로운 은행강도사건들과 또 범죄예방의 활동들이 연속

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이 가설은 효과적인 범죄대응은 효과적인 법 집행활동 이상의 것을 필요

로 하며, 계속적으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범죄예방활동으로 얻는 것들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문제해결의 노력들에 대한 설명들을 읽을 때 실패한 법 집행활동들의 사례들로 시작하는 

것은 꽤 일상적이 되었다. 모든 상황에서 이전의 범죄자들이 지속적으로 범죄의 현장으로 돌아오

던지 또는 새로운 범죄자들이 그들의 자리를 대체하게 된다. 새로운 사람들이 다음의 세가지 방

법을 통해서 범죄의 기회들에 노출된다:  

 

1. 일상적인 생활활동을 통해서 범죄의 기회에 노출된다. 예를 들면 경찰은 도시의 중심부에서 잠

기지 않은 차의 물건들을 훔치는 젊은이들을 체포할 것이다, 그러나 잠기지 않은 차와 그 안의 

물건들은 그자리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매일 도시의 중심부를 지나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소

수의 사람들은 이런 차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절도를 하려고 할 것이다. 만약 성공한다면, 이들 

중의 일부 사람들은 차에서 물건을 훔치는 일들을 계속 하게 될 것이다.  

 

2. 범죄자들은 친구들이나 아는 사람들로 구성된 친한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범죄의 기회

에 노출된다.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기회를 이미 이용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범죄행

위를 돕거나 같이 그 기회를 통해 이득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그 기회로 초대할 수도 있

다.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모든 범죄자들을 100퍼센트 성공적으로 없앨 수는 거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에게 범죄의 기회를 소개시켜 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 남아있게 되는 것이

다.  

 

3. 구인활동을 통해서 범죄의 기회들을 발견하기도 한다. 장물 취득자는 이전에 장물을 공급하던 

범죄자가 더 이상 물건을 공급할 수 없게 되면 새로운 강도들을 고용하려고 할 수도 있다. 매춘

이 조직화 되어있는 경우, 포주는 전 매춘부가 비워둔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새로운 매춘부들을 

고용하려고 할 수도 있다. 갱들은 이전의 조직원들을 대체할 새로운 조직원들을 새롭게 데려올 

수도 있다. 성인 마약 거래자들이 마약거래로 인해서 처벌을 받게 될 때, 무척 엄격해진 형량 때

문에, 마약거래를 수행할 청소년들을 모집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 청소년들에게는 가장 위험

한 업무들을 맡겼는데 이것은 마약을 거래한 청소년들에게 부과되는 형벌들이 성인들에게 부과되

는 형벌들 보다 훨씬 가벼웠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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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들이 이주해 오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가장 명확한 방법은 대응전략을 시행

하기 전에 그 문제와 관련된 범죄자들의 이름을 대응전략이 시행 된 이후에 그 문제와 연관된 범

죄자들의 이름과 비교하는 것이다. 만약 범죄자들의 이름이 다르다면, 범죄자들이 아마 이주해서 

들어온 결과일 것이다. 이 방법의 문제점은 모든 범죄자들의 이름을 적은 완벽한 정보가 거의 없

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이름들이 진짜 새로이 이주해온 범죄자들을 의미하는 지, 또는 그

들이 이미 그 문제의 일부분이었으나, 그저 최근에 그들의 존재가 밝혀진 것뿐인지에 대해서 분

명히 알 수가 없다.  

 

이런 경우 범죄자들과의 인터뷰가 도움이 될 것이다. 범죄자들은 아마도 언제 그 문제에 연관이 

되었는지, 어떻게 그들이 연관되게 되었는지, 그리고 다른 어떤 사람들이 연루되었는지 등에 대해

서 당신에게 말해줄 것이다. 그리고 범죄자들은 전술적인 그리고 다른 형태의 범죄분산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 줄 것이다. 그러나 범죄자들은 비협조적이고 신뢰할만하지 못하다는 것을 기억하

라 (단계 10).  

 

가끔 범죄에 사용된 범죄도구들이나 방법들을 자세히 검사하는 것이 새로운 범죄자들이 연루되기 

시작했는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할 수 도 있다. 만약 그 전술들이 이전에 사용되던 것에 비해서 

급격히 변화되었다면, 새로운 범죄자들이 일하고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전

의 범죄자들이 범죄의 전술을 새롭게 바꾸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더 읽을거리: 

 

Matthews, Roger (1997). "Developing More Effective Strategies for Curbing Prostitution" Situational Crime 

Prevention: Successful Case Studies (2nd ed.), Ronald Clarke. Monsey, NY: Criminal Justice Press. 

 

 
 

51. 범죄로 인해 발생되는 기대치 못한 혜택들에 대해서 알아두라  

 

만약 당신의 범죄대응책으로 발생하는 혜택의 유포 (diffusion of benefits)를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

면 이는 그 범죄대응책의 효과를 심각하게 저평가하게 될 수 있다 (단계 13). 당신은 그 대응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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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할 가치가 없다고 믿거나 또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패하였다고 결론을 내릴 수도 있을 것이

다. 특히 대응전략의 확산이 당신의 통제집단의 데이터를 오염시켰을 때 더욱 그럴 것이다.  

 

통제집단은 당신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을 때 그 문제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단계 47). 통제집단은 여러 면에서 대응전략이 수행되는 집단과 최대한 비슷해야 함과 동

시에, 대응책에 어떤 영향도 받아서는 안 된다. 만약 범죄예방전략이 통제지역으로까지 영향을 미

쳤다면 아무 대응전략도 취하지 않았던 편이 더 나았을 것이라는 잘못된 인상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잘못된 결론이 당신의 프로그램의 효과를 저평가하도록 하는 원인이 될 것이다 (범죄분산

현상과 관련된 논의 점을 보기 위해 단계 48을 참고하시오).  

 

케이트 보워스 와 쉐인 존슨은 범죄의 분산현상 (displacement) 과 대응책의 혜택의 유포 (diffusion 

of benefits)가 발생할 수 있을 때 통제지역들을 선정하는 두 가지 방법들을 제시하였다. 그 첫 번

째가 대응전략이 수행된 지역의 근처에 두 집중지역 (concentric zones)을 만드는 것이다. 범죄예방

전략은 인접한 완충지대 (buffer zone)까지 퍼져나갈 것이나 그보다 외부에 위치한 통제지역에까지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다. 만약 통제지역과 대응전략수행지역들이 서로 비슷하고 그리고 혜

택의 전파 또는 범죄의 분산현상이 통제지역 (control zone)까지 미치지 못하였을 때, 이와 같은 방

법이 적용 가능하다. 만약 이러한 조건들이 형성된다면 두 번째의 선택사항이 사용될 수 있다. 두 

번째의 경우에는 대응전략이 시행된 지역의 근처에 위치한 범죄분산/ 혜택의 분산지역 

(diffusion/displacement sites)들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그러나 통제지역들은 범죄대응전략이 시행된 

곳과 범죄분산/ 혜택의 분산지역 (diffusion/displacement sites)들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 선정되었다. 

통제지역으로 선정된 곳들은 대응전략이 수행되는 곳과 비슷한 조건을 가지고 있고 그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곳들이었다. 다수의 통제지역을 선택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그 지역들의 범죄비율의 

평균을 내면 된다.  

 

아래의 지도는 두 번째 선택의 예를 보여주고 있다. 샬롯데 (Charlotte)시의 도심지에 위치한 주차

장에서 발생하는 자동차관련 절도사건에 대한 대응전략을 생각해보라 (단계 27). 한 우범지역이 

대응전략을 실시하기 위해서 선정되었다. 그 곳에서 가까운 우범지역들은 좋은 범죄분산/ 혜택의 

분산지역 (diffusion/displacement sites)이 된다. 앞선 분석에서 나타났듯이 철도 길을 따라서 이 범죄

문제가 악화되었기 때문에 이 철도 길의 남쪽에서 서쪽으로 이르는 지역의 주차장도 범죄의 분산

고 혜택의 분산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선정되었다. 통제지역이 되는 주차장들은 이 철도 길을 따

라 위치하지 않았고 대응전략이 시행되는 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서 범죄분산과 대응전략

의 혜택의 분산이 일어나지 않을 지역들이다.  

 

범죄문제에 대한 대응전략의 전체적인 효과 (범죄분산과 대응전략의 혜택을 다 포함하여)를 알아

보기 위해서는 다음의 네 가지의 질문에 답을 해야 한다. 각 질문에는 간단한 공식이 있다. 공식

에 사용된 글자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의미한다. 

 

⚫ R은 대응전략이 수행된 지역에서의 범죄비율 또는 범죄의 수를 의미한다.  

⚫ D는 범죄분산/ 혜택의 분산지역에서의 범죄비율 또는 범죄의 수를 나타낸다.  

⚫ C는 통제지역에서의 범죄비율 또는 범죄의 수를 의미한다. 

⚫ 작은 글씨체로 나타난, a와 b는 대응전략이 시작되기 전과 후의 범죄의 수를 세었을 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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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낸다; 예를 들면, Ra는 대응전략이 수행된 지역에서 대응전략이 실시되기 전의 범죄

의 비율이다. 그리고 Cb는 대응전략이 수행되고 나서 통제지역에서 발생한 범죄의 비율

이다.  

 

1. 범죄문제는 대응전략이 수행되기 전과 후가 달라졌는가? 대응전략이 실시된 지역에서, 대응전

략이 수행되기 전의 범죄를 그 전략이 수행되고 난 후의 범죄를 빼서 전체효과를 구하라 (Gross 

Effect (GE)):  

 

 
 

양수는 범죄의 감소를 의미한다. 0이 나온다면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리고 음수는 문제가 오히려 더 악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그 대응전략이 범죄문제변화의 원인이었는가? 브로워스 와 존슨은 대응전략이 수행되기 전과 

후, 대응전략이 수행된 지역과 통제지역에서의 범죄비율의 차이를 살펴볼 것을 권한다; 다음 공식

은 대응전략이 수행된 지역의 그 대응전략시행 이전 범죄비율을 통제지역의 그 이전 범죄비율로 

나누고 그 구한 값에서 다시 대응전략이 수행된 지역의 그 전략이 수행된 이후의 범죄비율을 통

제지역의 그 이후 범죄비율로 나눈 값을 빼는 것이다. 이것은 순수효과를 구하는 공식이다 (Net 

Effect (NE)): 

 

 
 

만약 순수효과가 0에 가깝다면, 대응전략은 아마도 효과가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순수효과

(NE)가 음수라면 대응전략이 그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다는 의미가 될 것이다. 둘 중 어떤 상황이

던지, 범죄의 분산이나 대응전략의 혜택의 분산의 효과와는 무관한 값을 구하게 된 것이므로 대

응전략의 수행을 그만 둘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순수효과가 양수라

면, 우리는 대응전략이 문제의 향상을 일으켰다고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는 또한 범

죄의 분산이나 대응전략의 혜택의 분산을 일으킬 확률을 높인다. 그러므로 당신은 다시 다음의 

질문에 답을 해야 한다.  

 

3. 범죄분산과 혜택의 분산의 상대적인 크기는? 브로워스 와 존슨은 가중치가 적용된 분산계산

(Weighted Displacement Quotient(WDQ))이라는 공식을 제의하였다:  

 

 
 

Da는 범죄분산/혜택의 분산지역 (diffusion/displacement sites)에서 대응전략프로그램이 수행되고 난 

후의 범죄비율을 의미하고, Db는 그 프로그램이 수행되기 전의 이 지역에서 발생한 범죄비율을 

나타낸다. 아래의 글자들은 (분모) 통제지역에서의 범죄에 대비하여, 그 대응전략의 효과를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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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다. 프로그램이 효과적이라면 이 공식에서 분모는 음수일 것이다. 위의 단어들 (분자)은 

상대적인 범죄의 분산이다 혜택의 분산의 상대적 양을 나타낸다. 이 분자는 혜택이 발생했을 경

우에는 음수로 나타나고, 범죄의 분산이 발생한 경우는 양수로 나타날 것이다. 만일 분모가 0에 

가깝다면 두 효과 중 어떤 것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WDQ역시 0이 된다. (이 경우

에는 질문 4를 건너뛰어도 좋다). 만약 WDQ가 양수라면, 혜택의 유포가 일어난 것이고, 그리고 

이 수가 1보다 크다면, 이 혜택의 유포는 대응전략의 효과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만약 WDQ

가 음수라면, 범죄의 분산이 발생한 것이다. WDQ가 0과 -1사이의 수라면, 대응전략의 효과를 얼

마간 없앨 수 있지만 그 효과의 전체를 없애지는 않은 것이다. 이론적으로, 이 WDQ는 -1보다 적

은 수가 될 수 있고 이는 대응전략이 문제를 악화시켰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연구논문들에 

의하면 이러한 현상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  

 

4. 대응전략의 전체 순수효과 (Total Net Effect)는 무엇인가 (혜택의 유포와 범죄의 분산효과까지 

포함하여)? 브로워스 와 존슨은 전체순수효과를 구하기 위해서 다음의 공식을 사용할 것을 권유

한다.  

 

 
 

공식의 첫 번째 부분은 대응전략이 수행된 지역의 대응전략의 효과를 보여준다. 대응전략이 더 

효과가 있을수록, 더 큰 값을 가진다. 두 번째 부분은 혜택의 유포 또는 범죄의 분산의 수준을 나

타낸다. 혜택의 유포 또는 범죄의 분산이 발생한 때는 이 값이 양수가 된다. 전체순수효과가 더 

큰 양수 값일수록, 대응전략은 더욱 효과가 큰 것을 의미한다.  

 

더 읽을 거리: 

 

Bowers, Kate and Shane Johnson (2003). "Measuring the Geographical Displacement and Diffusion of Benefit 

Effects of Crime Prevention Activity."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19(3):27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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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범죄가 조기에 쇠퇴하는 경우를 예상하라  

 

실제로 경찰이 범죄예방대응책을 시행하지 않은 시점에도 범죄자들은 이미 무언가가 시행되고 있

다고 믿을 때가 종종 있다. 이러한 범죄자들의 믿음이 “시기상조적 예측의 혜택 (anticipatory 

benefits)”이라고 불리는 범죄예방효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이러한 예측에 의한 효과들은 우연히 

발생하기도 하지만, 경찰들은 의도적으로 이러한 효과를 창조해 낼 수도 있다. 이를 위해서, 경찰

은 범죄자들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는 가에 대한 통찰력을 지녀야 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실제 

효과를 내기 이해서 범죄자들을 속일 수 있는 방법들도 연구해야 한다.  

 

마틴 스미스 와 그의 동료들은 상황적 범죄예방책의 연구들 가운데 약 40퍼센트가 예측의 혜택이 

실제로 발생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이처럼 관찰 가능한 예

측의 혜택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여섯 가지의 설명을 제시하였다. 

 

1. 예상-기대 (preparation-anticipation) 효과들은 범죄자들이 범죄예방프로그램이 실제로 시행되기 

전에 그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다고 믿을 때 발생한다. 예를 들면, 재산에 표기를 하는 프로그램 

(property-marking program)이 시행 될 것이라고 대중들에게 알려졌지만 실제로 지역주민들이 프로

그램의 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거나, 폐쇄회로 텔레비전 카메라가 (closed circuit television cameras) 

장착은 되었으나 아직 실제로 작동되고 있지는 않은 상태일 경우이다.  

 

2. 공공연한 선전/역정보 (publicity/disinformation) 효과는 공공연하게 알려진 정보들이나 소문들로 

인해서 암암리에 펼쳐지는 범죄예방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다고 범죄자들이 믿을 때 발생한다.  

역정보를 흘림으로써 최소한 단기간이라도 범죄자들의 인식을 조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때로

는 역정보를 흘리는 것보다 특정 범죄자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이 효과적인 경우도 있다. 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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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 프로젝트는 가능한 범죄자들에게 특정한 행동들을 할 경우 그들을 체포하는 작전이 시행될 것

이라고 직접적으로 경고하는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청소년 살인을 줄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

다.  

 

3. 준비-와해 (preparation-disruption) 효과는 범죄예방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것이 프로그램을 수행할 

지역에 감독과 관리의 효과를 일으킬 때 발생한다. 지역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것 만

으로도 범죄자들은 경각심을 가지게 될 수 있다. 범죄해결프로젝트들은 문제의 분석을 실시하는 

단계에서도 만약 지역주민들에게 질문이나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의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행동

들이 발생한다면 범죄자들로부터 예측된 반응들을 만들어 낼 수가 있다.  1980년대 후반에 주택

침입강도문제에 관한 분석의 일환으로 뉴포트 뉴스 (Newport News) 의 경찰서에서는 주택강도사

건이 빈번히 발생하는 이웃들의 집들을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설문조사행동들

이 아마도 그 지역의 강도범죄를 상당히 줄이는 데 기여를 하였을 것이다. 경찰활동전략의 효과

에 관한 논문들을 재검토하던 셔만 (Sherman) 과 엑크 (Eck)는 경찰이 집집마다 방문하는 행동들

은 일반적으로 범죄예방효과를 발생시킨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4. 은근한 대응전략의 시행 (creeping implementation)은 범죄예방대응전략의 일부분이 공식적으로 

정해진 시작 날짜보다 먼저 수행되는 경우에 발생한다. 예를 들어, 대응전략의 평가자 들이 6월 1

일을 완전한 프로그램의 공식적인 시행날짜로 정했다고 가정하자. 그러나 범죄자들은 6월 1일의 

전면적 프로그램의 실시날짜에 따라 프로그램수행을 준비하기 위한 몇 주 전부터의 준비단계과정

들을 알아차리고 그들의 범죄행동을 그에 따라 바꾼다는 것이다.  

 

5. 준비-훈련 (preparation-training) 효과는 계획, 훈련, 그리고 설문조사활동들이 대중 또는 경찰들

을 문제에 대해서 더욱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범죄예방프로그램이 실제로 실시되기 

전에도 앞의 과정에서 새롭게 습득한 지식들을 유용하게 사용하게 만드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여러 사업체들과 협력하여 이루어질 상점내의 절도예방프로그램이 어떤 특정 날짜에 실시되기로 

하였다고 가정하자. 그러나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이루어진 토론과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실

시된 훈련들을 통해서 관련된 사람들이 그 특정 시행날짜보다 빨리 그 범죄에 더욱 주의를 기울

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6. 동기 (motivation): 범죄자나 일반 대중들의 동기가 발생하는 기본이유는 동일하다. 그러나 프로

그램에 관여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 보다 더욱 큰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높은 

동기부여는 범죄예방프로그램이 수행되기 전에도 사람들의 예방활동이나 행동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범죄대응전략의 단계들이 부분적으로 수행될 때, 범죄자들에게 프로그램이 수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더욱 도움이 될 수 있고 예측의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지를 잘 기록하기 위해서 프로

그램수행스케줄을 사용하라.  

 

스미스 와 그녀의 동료들은 예측의 효과로 가장되어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상황을 잘 못 해석하

였거나 분석이 완벽하지 않아서 발생하였던 네 가지 구별되는 상황들을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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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절적 변화 (seasonal changes)는 범죄대응전략이 계절요인으로 인한 범죄감소 (seasonal turndown 

in crime)가 시작되는 시기의 바로 뒤에 시작되었을 때 가짜의 예측의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

다. 계절적인 요인들을 통제하는 것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제거 할 수 있다 (단계 26 그리고 

47).  

 

2. 회귀 (regression) 효과는 극도로 증가된 범죄현상이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감

소할 때를 이르는 말이다 (단계 47). 만약 한 문제의 범죄추이가 회귀효과로 인해서 감소하기 

시작 할 때 한 범죄예방대응책이 수행되었다면, 범죄의 자연적인 감소현상이 예측의 효과로 

해석될 것이다. 단계 47에서 제시된 대로, 대응전략을 수행하기 전에 장기간에 걸친 범죄발생

수준의 분석을 실시한다면 예측효과로 잘 못 이해될 수 있는 회귀효과를 발견해 낼 수 있을 

것이다.  

 

3. 만일 하나의 범죄형태가 다른 범죄분류법의 적용으로 인해 더 많이 기록이 되었다면 (over-

recorded), 이 때문에 예측의 효과로 보이는 현상을 발생시킬 수 도 있다. 예를 들면, 한 종류의 범

죄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을 받기 위해서, 그 특정 범죄발생을 부풀려져서 보고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만약, 그 범죄의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예산을 받게 되었다면, 그 뒤에는 이전의 범죄분

류법을 다시 적용해서 범죄의 발생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위조된 

예측의 효과는 반대되는 다른 범죄들의 범죄추이를 살펴보면 판별할 수 있다. 두 가지의 유사한 

범죄가 반대되는 범죄추이들을 보여주고 있다면 범죄분류방식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암

시하는 것이다.  

 

4. 데이터의 처리 (smoothing data)는 무작위의 편차에 의해서 발생한 범죄의 추이가 예측의 효과가 

발생한 것처럼 보이는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범죄의 추이를 나타내는 평균점을 나타내는 시

간적 범위가 더 클수록, 범죄대응책의 시행 이후에 더욱 크고, 좀 더 급격한 범죄의 감소가 발생

한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다. 데이터를 이런 방식으로 더욱 조작할 경우, 가짜의 예측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처리된 데이터를 그렇지 않은 데이터와 비교한다면 이러한 가짜의 예측

효과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더 읽을 거리: 

 

Sherman, Lawrence and John Eck. 2002. Policing for Crime Prevention. Pp. 295-329 in Evidence-Based Crime 

Prevention, edited by Lawrence Sherman and colleagues. New York: Routledge. 

 

Smith, Martha and colleagues (2002). Anticipatory Benefits in Crime Prevention. In Analysis for Crime 

Prevention. Crime Prevention Studies, Volume 13. Monsey, New York: Criminal Justice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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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유의도를 검증하라 

 

한 범죄대응책이 어떤 한 문제의 감소를 일으켰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대부분의 범죄문

제들은 다양한 문제의 강도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한 특정한 도시의 중심가에서는 매주 평균 

32건의 차량절도사건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정확히 32건의 차량절도사건이 발생하는 

주는 거의 드물다. 대신, 95 퍼센트의 경우는 매주 25건에서 38건의 절도사건을 보고하였고, 그리

고 나머지 5퍼센트의 기간에는 25건보다 적거나 또는 38건보다 더 많은 절도사건이 기록되었었다. 

이 같은 무작위의 편자는 흔히 발견되는 것이다. 따라서 매주 평균 32건의 차량절도사건이 평균 

24건으로 감소한 것은 대응전략의 효과라기 보다는, 무작위로 인한 변화 때문이라고 봐야 한다.  

무작위의 변화는 적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만 아주 많은 수의 다양한 요소들의 영향으로 인한 

범죄의 예측 불가능한 파동이라고 생각해 보라. 그래서 경찰이 범죄를 통제하기 위해 어떤 활동

도 펼치지 않았어도 어떤 변화든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유의도 검증 (significant test)은 이처럼 무작위변화 때문에 범죄에 있어서 변화가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알려준다.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면 어떠한 변화가 무작위변화로 인해 발생한 변화가 아니

라는 것을 의미한다. 작은 차이가 유의미한 차이인지를 알아내는 것이 큰 차이가 유의미한 차이

인지를 알아내는 것 보다 더 힘든 작업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변덕스럽게 변화하는 범죄문제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지를 알아내는 것 역시 어려운 작업이다. 그리고 적은 수의 사건들 (사람, 

장소들, 사건들, 그리고 시간들)을 통해서 유의미한 차이를 밝히는 것은 많은 사례 또는 사건들을 

통해서 알아내는 것 보다 더욱 어려운 일이다. 당신은 분석에 사용할 수 있는 사례의 크기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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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변동성 등을 통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분석을 위해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할 수

는 있을 것이다.  

 

다음의 일반적인 상황들을 생각해보라. 당신이 한 지역에서 대응책의 효과로 범죄가 감소한 것인

지를 판단하고자 한다고 하자. 당신에게는 지금 대응전략이 수행되기 전 여러 주 동안의 범죄데

이터와 대응전략이 실시되고 난 후 여러 주 동안, 같은 지역에서 수집한 데이터가 있다. 당신은 

두 기간 동안 각각 발생한 전체범죄들의 주 별 발생한 평균범죄를 계산하고 범죄가 감소했다는 

것을 발견한다.  

 

다음의 도표들은 세 가지의 가능한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다. 각각의 도표들은 여러 가지의 분산

을 보여주고 있다. 하나는 대응책이 수행되기 전 기간의 범죄분산이고 다른 하나의 분산은 대응

책이 시행 되고 난 후의 기간 동안의 범죄분산이다. 각 도표들에서 나타난 수직의 막대들은 0건, 

1건, 2건, 또는 그 이상의 범죄들이 발생한 주들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A의 도표에서는, 두 분

산들이 거의 겹쳐지지 않고 있는데, 이는 두 분산의 평균의 차이가 크고 두 그룹의 데이터에서 

나타난 표준편차가 작기 때문이다 (단계 22 를 참고하시오). 이런 경우에는, 더 짧은 기간의 주들

을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로도 유의도 검증은 무작위변화가 변화의 원인이 되었는지를 밝혀 낼 수 

있다. 도표 B에서는 분산들 간의 겹치는 정도가 상당히 큰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두 데이터 

간의 평균들간의 차이가 적고, 표준편차들이 크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는 무작위의 변화의 영향

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례들이 필요하게 된다. 도표 C에서는, 두 분산간의 거의 완벽한 

중복을 발견할 수 있다. 평균의 차이는 거의 없고, 표준편차는 상당히 크다. 이 경우에는 데이터

들 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수의 사례들이 필요로 하게 된다. 범죄

의 차이가 분명하지 않을수록, 무작위 변화가 데이터들간의 차이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례들이 필요하게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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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이론은 평균, 표준편차, 그리고 사례의 수를 이용해서 무작위변화가 그 차이를 일으킬 확률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한다. 만약 문제의 변화가 무작위변화로 인한 것일 확률이 5퍼센트 미만일 경

우에는, 무작위변화가 그 변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설명을 틀렸다고 말할 수 있게 된다. 여

기서 5퍼센트는 유의성수준이라고 불린다. 즉, 무작위변화가 원인일 수 있다는 확률이 유의성수준 

(5%) 아래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작위적인 요소들 외에 어떤 무언가가 그 변화를 야기했다고 믿

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5 퍼센트의 유의성수준이 양식화되어서 사용되는 유의도 검증의 수준이

지만, 당신이 원한다면 더 엄격한 1퍼센트의 유의성수준을 선택할 수도 있다. 더 엄격한 수준의 

유의성수준을 선택할수록, 당신이 실제로 대응전략이 효과가 있었을 때 그 대응전략의 효과가 없

었다고 실수로 결론을 내릴 확률이 더 높아지게 된다. 이런 종류의 실수는 “틀린 부정 오류” 라

고 불린다 (단계 37을 참고하시오). 따라서 대응전략의 수행비용이 너무 커서 그 대응전략이 확실

히 효과가 있는지를 확신하고 싶을 경우에 더 엄격한 유의성수준을 선택하길 권한다.  

 

때로는, 분석가들이 덜 엄격한 유의성수준을, 예를 들면, 10퍼센트, 사용할 때가 있다. 이처럼 덜 

엄격한 유의성수준을 선택하게 되면, 실제 효과가 없는 대응책을 효과가 있다고 결론을 내리는 

실수를 범할 확률이 더 높아진다. 이 같은 종류의 오류를 “틀린 긍정 오류” 라고 한다 (단계 37을 

참고하시오). 만약 문제가 심각할 경우, 문제를 측정한 방법들이 특히 좋은 방법들이 아니었을 경

우, 그리고 실수로 효과가 있는 대응책을 효과가 없다고 판단을 내릴 위험에 대해서 크게 우려를 

하는 경우라면, 덜 엄격한 수준의 유의성수준을 선택할 것을 권한다.  

 

유의성 수준을 사용하는 데는 다음의 두 가지 방법들이 있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우리는 유

의성 수준을 대체가설들을 틀렸다고 판단하는 한계점으로 사용하였다: 그 유의성수준 아래의 확

률은 무작위 변화의 우연성을 배제하는 것이고, 유의성수준보다 더 위의 확률은 그 무작위 우연

성이 원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이다. 유의도 검증을 수행하기 전에 항상 유의성수준을 정해두어야 

한다. 이것은 당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나중에 유의도를 바꾸는 등의 조작적 행위를 하

지 않기 위함이다. 

 

유의성수준을 다른 여러 가지 사실들 (문제의 심각성, 대응프로그램의 비용 등)과 함께, 문제에 

대한 결정을 도와줄 보조장치정도로 여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학분야와 같은 다른 많은 과학분

야에서는 이러한 접근법을 사용한다. 만약 당신도 이런 접근법을 사용한다면 유의도 검증보다 p-

밸류 (p-value)를 사용하라. 이 p-밸류는 그 문제의 변화가 우연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정확한 확률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하나의 p-밸류가 0.062라면, 이것은 대응책이 효과가 있다고 결

론을 내릴 때 틀린 긍정 오류를 발생시킬 확률이 약 6퍼센트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대략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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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도 있다. 대응책의 유효성을 인정하면서 무작위변화에 의한 우연한 효

과가 틀렸다고 결론을 100회 내린다면, 그 100번의 결론 중 약 6번의 결정만이 틀릴 수 있다는 

뜻이다.  

 

유의미한 것과 의미가 있는 것에 대한 의미를 구별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유의미하다 

(significant)”란 말은 그 현상의 차이가 우연에 의한 것이 아닐 것이라는 뜻이다. “의미가 있다 

(meaningful)”라는 뜻은 그 차이가 문제가 될 만큼 크다라는 뜻이다. 많은 사례들이 있다면, 작은 

차이라도 유의미하게 다르다고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그 차이가 관심을 둘 가치

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의미하지는 않는다. 유의성 (significant)은 계산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유의

미함 (meaningfulness)이란 전문적인 판단에 의해 만들어 진다.  

 

많은 다양한 상황들에 필요한 다양하고 많은 종류의 유의도 검증 테스트들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

에, 무작위 변화의 영향에 대한 조사는 아주 복잡해 질 수도 있다. 당신이 어떤 유의도 검증법을 

사용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용한 웹사이트들과 다양한 책들이 있고, 

필요한 계산들을 수행할 수 있는 많은 통계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다. 그러나 당신이 유의도 검증

을 수행하거나 p-밸류를 사용하는 데 너무 많은 노력이 든다거나, 확률이론 또는 통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못하다면, 당신은 반드시 지역의 대학이나 다른 기관들에서 통계를 일상적으로 사

용하는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 것이다.  

 

더 읽을 거리: 

 

Crow, Edwin and colleagues (1960). Statistics Manual. New York: Dover. Website with many useful statistical 

links www.prndata.com/statistics_sites.htm  

 

54. 분명한 이야기를 전달하라  

 

당신의 역할은 사람들이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돕는 일이다. 의사결정자들을 돕기 위해

서, 중요한 문제들에서 가능한 대답들을 이끌어내고, 또한 효과적인 대응활동방안을 제시할 수 있

는 내용의 분명한 전달이 필요하다. 효과적으로 의사전달을 하기 위해서 당신의 청중이 누구이고 

그들이 답을 찾고자 하는 질문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어야 한다. 당신이 전달하려는 내용은 그

들의 특별한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어야 한다. 그 내용은 문서화 된 보고서로 또는 구두의 프

레젠테이션으로 전달 될 수 있다 (단계 58을 보시오). 

 

당신이 문제를 발견하고, 분석하고, 대응책을 찾고, 그리고 평가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하나

하나 자세히 열거하지 말라. 이러한 과정은 지루하고 또한 당신의 일로부터 실행할 만한 결정을 

내리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당신은 당신의 분석적 작업을 반드시 하나의 이야기로 바꾸

어서 당신의 청중들에게 전달해야 한다.  

 

당신의 업무가 다음의 네 가지 기본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질문들은 SARA과정의 단계들과 서로 일치된다: 

 

1.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가? (Scanning) 

2. 그 문제를 일으킨 원인이 무엇인가? (Analysis) 

http://www.prndata.com/statistics_site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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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대응전략이 반드시 행해져야 하는가? (Response) 

4. 그 대응전략은 문제의 감소를 가져왔는가? (Assessment) 

 

분명한 것은 위의 질문들이 다루고자 하는 문제의 사실들에 기초해서 더욱 자세하게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역주민들은 밤 늦은 시간의 소음들과 거리에서 발견되는 쓰레기들에 

대해서 불평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인 문제발견 (scanning)을 위한 질문을 던지는 것 대신, 

앞서 설명된 CHEERS 테스트의 원리에 맞추어서 일련의 자세한 질문들을 만들 수 있다 (단계 14).  

 

⚫ 발생하는 소음문제들의 본질은 무엇인가? (사건) 

⚫ 어떤 점에서 이러한 소음문제들이 유사한가? (유사성) 

⚫ 밤 늦게 발생하는 소음문제들이나 거리에 버려진 쓰레기 문제들과 관련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례들이 있는가? (반복성) 

⚫ 누가, 언제, 그리고 어디에서 이 같은 사건들이 발생하는가? (지역) 

⚫ 경찰들이 이 문제들을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대감) 

 

그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묻는 일반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일련의 더 자세한 

질문들에 대답할 수 있어야만 한다.  

 

하나의 일관성 있는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한 당신의 첫 번째 임무는 어떤 종류의 질문에 답을 할 

것인가를 우선 결정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본 서에서 제시된 기본 접근법들과 이론들을 사용하여

서 당신의 설명을 구체화하려고 노력해야만 한다.  이러한 과정들이 이야기의 틀을 형성하는 이

론의 형성이다 (framework). 하나의 이론적 틀은 일반적으로 “이야기의 껍질”과 같이 다양하게 서

로 엮여있는 요소들을 서로 연결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틀은 다양한 문제에 적용될 수 있다. 

당신이 선택할 이론적 틀은 당신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당신이 찾아낸 사실들, 그리고 의사결

정자들의 필요들에 의해 결정된다. 질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론적 틀과 발견된 사실을 거쳐, 하

나의 답을 찾는 데까지 논리적인 흐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당신의 논리에서 

혹시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라. 이제 당신의 이야기의 개요를 만들어보자. 당신의 작업을 안

내할 네 가지의 기본 이야기의 줄거리의 요소들이 있다. 그 이야기의 구체성은 당신이 다루고 있

는 문제의 특성들에 달려있다.  

 

다음의 줄거리들의 구성요소들을 너무 맹신하듯 꼭 지켜야 한다고만 생각하지는 말라; 다음의 요

소들은 아이디어를 촉진하기 위한 시작점으로 제시된 것들이다. 대신, 당신의 시간이 허락하는 대

로,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 문제해결을 도울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 따라서 이 구성을 조절하라. 

문제의 해답을 찾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질문들에 대해서 예상하고, 이야기의 개요를 그에 따

라 수정하여 전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 본서에서는 개요를 만들어가는 것을 설명할 때 전문적

인 용어들을 사용하지만, 실제로 당신이 이야기를 발표할 때는, 일반적인 단어들을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당신의 청중들이 문제분석에 관한 전문용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면, 당신은 이

런 용어를 아주 드물게 사용하던지 아니면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네 가지 이야기 개요들 (Four Story Out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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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가? (What is the nature of the problem?) 

 

A. 이론적 틀 (framework)을 구성하는 것 –예: CHEERS 요소들. 

 

B. 문제의 종류와 존재에 관한 증거의 체계적인 묘사:  

 

⚫ 그 사건들의 본질이 무엇인가? 

⚫ 어떤 점에서 그 사건들이 유사한가? 

⚫ 얼마나 자주 그 문제들이 다시 되풀이되어 발생하는가? 

⚫ 언제 그리고 어디서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하는가? 

⚫ 이 문제들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으며 그리고 어떻게 피해가 발생했는가? 

⚫ 경찰이 이 문제들을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C. 분석과 협력적 문제해결 위한 함축적 제안들:  

 

⚫ 답이 필요한 질문들 

⚫ 정의에 관련된 (definitional) 그리고 측정과 관련된 (measurement) 이슈들. 

⚫ 문제해결에 동참해야 할 파트너들.  

 

D. 요약 

 

2. 무엇이 그 문제의 발생원인인가? (What causes the problem?)  

 

A. 문제를 위한 이론적 틀을 구성하는 것 –예. 문제해결을 위한 삼각형 (problem analysis triangle) 

 

B. 다음의 질문들에 답을 하는 체계적인 문제에 대한 묘사:  

 

⚫ 누가 범죄자인가? 

⚫ 누구 또는 무엇이 범죄피해대상인가? 

⚫ 어느 장소들과 그리고 어떤 시간에 이 문제가 발생하는가? 

⚫ 무엇이 범죄자들과 범죄피해대상자들을 같은 장소로 모이게 하는가? 

⚫ 왜 다른 사람들이 범죄자들과 피해자들과의 만남을 예방하기 위해서 나서지 않는가?  

⚫ 무엇이 이 문제를 촉진시키거나 또는 문제의 발생을 억제하는가? 

 

C. 위에서 발견한 정보들에 적합한 일반적 형태의 대응전략을 위한 함축적 제안들: 

  

⚫ 범죄자의 접근 또는 통제 

⚫ 피해자/범죄대상자의 행동들 또는 보호 

⚫ 시설에의 접근 또는 관리상태 

 

D. 요약 

 

3.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대응전략이 반드시 행해져야 하는가? (What should be done 

about this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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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대응전략을 위한 이론적 틀을 구성하는 것- 예: 상황적 범죄 예방책 (Situational crime 

prevention): 

 

⚫ 범죄자들 

⚫ 범죄대상/피해자들 

⚫ 장소들 

 

B. 대응전략의 체계적인 묘사: 

 

⚫ 범죄의 위험이나 노력을 증가시키는 것 

⚫ 범죄를 통해 얻는 보상이나, 범죄의 변명, 또는 범죄유발요소들을 줄이는 것. 

⚫ 누가 언제 그리고 어디서 대안전략을 수행할 것인가? 

⚫ 추가적인 자원들이 필요함. 

 

C. 예상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한 함축적 제안들: 

 

⚫ 직접적 결과들 

⚫ 범죄분산현상 

⚫ 범죄확산현상 

⚫ 다른 부작용들 

⚫ 어떻게 대응전략의 효과에 대한 평가를 수행할 것인가. 

 

.D. 요약 

 

4. 대응전략은 문제의 감소를 가져왔는가? (Has the response reduced the problem?) 

 

A. 이론적 틀의 구성 - 예: 평가의 원칙들   

 

B. 평가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 

 

⚫ 대응전략은 계획한 대로 수행되었는가? 

⚫ 그 문제가 바뀌었는가? 

⚫ 그 대응전략이 그 문제의 변화를 가져온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 범죄분산현상, 범죄확산현상 그리고 다른 부작용들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가? 

 

C. 앞으로의 활동을 위한 함축적 제안: 

 

⚫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들이 완료되었는가? 

⚫ 앞으로 어떠한 활동들이 필요한가? 

⚫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앞으로도 문제분석이 수행되어야 하는가? 

⚫ 대응전략에 수정이 필요한가? 

 

D.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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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명확한 지도를 만들라 

 

지도는 문제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도가 명확하게 

나타나 있어야 한다. 즉, 가능한 문제와 관련된 정보들을 담고 있어야 하고 관련이 없는 정보들은 

가능한 나타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지도를 잘 만드는 법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안내들이 있다. 

 

이번 단계에서는 노르웨이 경찰들이 수행한 범죄해결프로젝트에 사용되었던 일련의 지도들을 사

용하여 지도를 통해서 문제들을 어떻게 읽어나갈 수 있는지를 설명할 것이다. 도표 1과 2는 지도

가 어떻게 문제들과 해결책들을 묘사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다. 노르웨이 국립경찰학

교의 요하네스 크누쎈 (Johannes Kuntsson) 과 베스트폴드 경찰서의 크누트-에릭 소빅 (Knut-Erik 

Sovik)은 톤스버크(Tonsberg)의 작은 해변도시(인구 36,000)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법 집시 (“gypsy”)

택시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 도시에서는 약 30여 개의 술을 마실 수 있는 장소들이 

있는데, 주말에는 이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몰렸고 그 인파들은 주로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이 장소

로 모이고 또 집으로 돌아가곤 했다. 그래서 금요일과 토요일 밤에는 이 고속도로를 통제하여 이

용을 하지 못하게 하였고, 술집들의 주변 주차장들도 이용을 할 수 없도록 통제하였다. 그러나 합

법적으로 등록되어 운행하는 택시들과 버스들은 이 시간에도 그 고속도로를 운행할 수 있도록 허

가가 된 상태였다. 그런데 불법적으로 운행되는 비 등록의 집시택시들이 이 장소들에서 영업을 

많이 하고 있어서, 합법적인 택시운전사들의 영업을 위협하는 지경에 까지 다다르게 되었다. 또한 

수많은 심각한 범죄들이 이 같은 비 등록 택시운전사들에 의해 저질러 졌고 많은 비난과 불평들

이 이러한 집시택시들의 운행과 관련해서 발생하게 되었다.  

 

이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이 도표 1의 두 지도에 나타나 있다. 가장 왼쪽 부분의 지도는 거리의 

지도이다. 이 지도는 위의 문제와 관련되지 않은 지형표시들이 많이 나타나 있고 문제와 관련된 

중요한 지형표시들을 나타내지 못하였다. 오른쪽의 지도는 왼쪽 지도를 다시 편집한 지도이다. 이 

지도는 기본 지도에 문제와 관련된 지형지표들만을 나타내고 있으며 앞의 지도에서 수록하지 못

한 중요한 지표들도 포함하고 있어서 문제가 일어나는 환경에 관해서 더 명확한 그림을 제시하고 

있다.  

 

도표 2의 두 지도들은 문제의 분석결과와 대응책의 중요한 특징들의 요점들을 보여주고 있다. 왼

쪽의 지도는 비 등록의 집시택시들이 운행하는 중요한 루트들을 표시하고 있다. 집시 택시들은 

거리의 바리케이드들과 주차장을 이용해서 호객행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지도는 버스정류

장과 합법적인 택시들이 운행하는 택시승강장이 사람들이 유흥을 즐기는 지역에서 꽤 멀리 떨어

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술집들이 문을 닫는 새벽 3시에는 택시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데, 불법택시들은 사람들을 태우기에 가장 좋은 장소들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도표 2의 오른쪽 지도는 고속도로의 바리케이드가 불법택시들의 호객행위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옮겨졌는지, 불법택시들이 정차를 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주차장을 봉쇄했는지, 그

리고 합법적인 버스주차장과 택시 승강장들이 승객들이 이용하기 편리할 수 있도록 옮겨졌는지 

등의 대응책들이 시행된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같은 지도는 문제의 대응에 관한 절차를 평가하

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단계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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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의 세 지도들은 경찰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본질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조

처가 필요한 지에 관해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다른 큰 문제 없이, 결국 톤스버

그 (Tongsberg) 지역에서 발생하던 불법택시의 영업을 근절시킬 수 있었다. 

 

크누쎈 (Kuntsson) 과 소빅 (Sovik)은 이 세 지도들에 전형적인 일반지도들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많은 주석들을 달았다. 컴퓨터의 지도를 만드는 프로그램에는 이 문제와 관련된 정보들을 표시할 

다른 방법이 따로 없었으므로 이는 실제로 좋은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이 지도들에는 좋은 지도를 만드는데 필요한 몇 가지의 정보들이 빠져있다. 지도의 방향

을 나타내는 나침반이 없는 것 등이다. 그렇지만, 이 문제에 관해서는 방향이 문제의 해결에 특정

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지도에서 빠져있다고 문제가 될 것은 없다. 또한 지도의 상

대적 크기를 보여주는 척도가 빠져있다. 이러한 정보의 부재는, 이 지역들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

들이 지도를 이해할 때 어려움을 주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더 읽을 거리:  

 

Boba, Rachel (2005) Crime Analysis and Crime Mapping: An Introduction.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Harries, Keith (1999). Mapping Crime: Principle and Practice. Washington, DC: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Crime Mapping Research Center. 

 

Knutsson, Johannes and Knut-Erik Søvik (2004) Gypsy Cabs in Tønsberg. Submission to the Herman Goldstein 

Awards. (accessible at www.popcenter.org) 

 

Jerry Ratcliffe has a list of mapping tips at: www.jratcliff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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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단순한 표를 사용하라  

 

단순한 표는 하나의 이야기를 잘 전달하는 효과적인 도구이다. 그러나 표를 만드는 컴퓨터의 소

프트웨어들이 불필요하거나 요점전달을 방해할 수 있는 요소들을 첨가시키는 패키지 형태로 되어

있고 그리고 분석가들도 표들을 늘 가장 알아보기 쉽게 직관적으로 배열해 두지는 않는다.   

 

이제 당신이 절도행위를 부추길 수 있는 맥주의 진열모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자 한다고 가정해 

보자. 어떤 상점들은 맥주를 상점 입구와 가까운 곳에 진열을 하고 어떤 가계는 가계의 뒤쪽에 

진열한다. 당신이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가계의 뒤쪽에 맥주를 진열하는 것이 입구 가까운 곳에 

진열하는 것보다 절도범죄를 덜 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표 1은 바로 이러한 이야기를 전달한다. 

그런데 그 표에 나타난 데이터는 잘 배열되어있지 않고, 전체 표는 요점을 흐리게 만들고 있다.  

 

표 2는 위의 데이터를 적절히 배열하고 있다. 퍼센트로 표시한 것이 이 이야기를 잘 전달하는 핵

심이 된다. 왜냐하면 실제 범죄 수를 적어두는 것은 주요메시지를 전하는데 있어서 효과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혹시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 이 같은 정보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러한 

정보는 퍼센트의 옆에 괄호를 해서 적어두어 보조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표 2는 퍼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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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를 가로열로 표기하지 않고 세로열에 세로열 퍼센트로 표시를 하였다.  

 

우리가 어떤 관계를 연구할 때, 즉 어느 것이 다른 어떤 것의 발생을 유발하는 관계를 연구하려 

할 때, 원인이 되는 것을 세로열에 표기하고, 세로열 퍼센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나서, 가

로열 간에 비교를 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즉각적으로, 입구근처에 맥주를 진열하는 상점 중 

29퍼센트가 절도사건이 없었던 반면, 가게 뒤쪽에 맥주를 진열하는 상점들의 경우, 전체의 83 퍼

센트의 상점이 맥주절도사건을 전혀 경험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반대로 비교하면, 입구 

쪽에 맥주를 진열하는 상점의 경우, 거의 46퍼센트의 가게에서 3회 또는 그 이상의 절도경험이 

있었으나, 상점 뒤편에 맥주를 진열하는 상점은 전혀 그런 빈도의 절도범죄의 시도가 없었다고 

한다.  

 

표 2는 좀 덜 복잡하다. 표를 나타내는 두꺼운 선들이 가는 선들로 대치되었다. 안 쪽에는 제목과 

내용을 구별하는 선만 남아있을 뿐이다. 선을 그린 대신, 공간을 사용해서 독자들의 눈이 가로선

을 오가면서 데이터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독자들에게 표의 제목에서 중요한 숫자들이 퍼

센트로 나타났다는 것을 알림으로써 퍼센트를 나타내는 심벌을 각 칸에 사용 하지 않아도 될 수 

있게 하였다. 세로열의 총 합을 마지막 칸에 나타내서 독자들에게 중요한 합계는 가로열에 나타

나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모든 퍼센트가 반올림 되어서 소수점 한자리를 사용하

여, 정보가 이해되기 쉽게 나타나 있다. 이 같은 변화들로 인해서 이 표에 나타난 내용물이 더 데

이터를 잘 표현하는 것이 되었다.  

 

하나의 문제는 종종 다수의 원인들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 표들이 많은 수의 원인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만들어 질 수 는 있지만, 하나의 표에 두 가지 이상의 원인들을 비교 분석하려 하는 것은 

좋은 생각은 아니다. 표를 만드는 기본 원칙들은 다음과 동일하다: 

 

⚫ 모든 원인들은 하나의 방향으로 나열된다 (일반적으로 세로열에 표시한다). 

⚫ 데이터를 합하는 것은 이 방향으로 진행한다 (세로열의 아래방향). 

⚫ 원인들을 비교하는 것은 반대의 방향으로 향한다 (만약 원인들이 세로열에 표시되어 있

다면, 가로열 들을 비교한다). 

 

표3은 세가지 요소들이 비교되어있기 때문에 3차원표 라고 불린다. 표 3은 다음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물건을 전시하는 장소와 절도간의 관계가 두 가지의 다른 체인의 상점들의 경우에는 (“드링

크 랏” 과 “팊퍼스”)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가? 답은 “아니다” 이다. 표 2에서 본 것과 같이 두 체

인의 상점은 같은 패턴을 보여주고 있었다. 두 상점 모두의 사례에서 세로열의 정보들을 합하여, 

입구에 진열하는 상점과 가게 뒷면에 진열하는 상점들을 비교하였다. 이 비교는 어떤 체인에 속

해있는 지의 여부는 상관없이, 어떤 상점이던지 가게의 뒤쪽에 진열을 하는 편이 더 적은 수의 

절도범죄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사실 표 3은 가게의 형태를 동일한 효과를 주는 변수로 간주하고 있다. 다른 중요한 변수들도 동

일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간주될 수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상점을 상점의 크기에 따라 

그룹으로 묶을 수 있다 (작은 장소, 중간 크기 장소, 큰 장소). 그리고 물건 진열장소와 절도에 관

한 관례를 각각의 상점의 사이즈에 따라서 구별해서 비교분석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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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원칙이 적용된다.  

 

표 3의 다른 특징들에 대한 기록들은 다음과 같다: 

 

⚫ 만약 드링킹 랏 칸 과 팊퍼스 칸에 순수절도사건수를 기록한다면, 표 2에 기록된 순수 절

도사건수들을 구할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해서, 표 2는 표 3의 요약이다. 그러나 표 2에서 

표 3의 정보들을 유출할 수는 없다.  

⚫ 표 3이 두 가지의 가능한 문제원인들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

의 가로열을 추가하여 두 종류의 상점에 대한 구분된 표시를 나타낼 수 있게 된다.  

⚫ 가로열의 이름표가 양쪽의 상점의 종류에 모두 적용이 되기 때문에, 다시 이러한 표시를 

반복하여 기록할 필요가 없다. 

⚫ 퍼센트를 반올림 하였기 때문에, 총합이 100을 넘기는 경우도 발생한다. 어떤 경우에는 

총합이 100이하, 보통 99.9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작은 차이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만약 당신이 일상적으로 같은 표들을 같은 의사결정을 위한 자료로 만든다면, 같은 데이터를 사

용해서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표를 만드는 것을 시도해 보라. 어떤 형태의 표가 가장 유용한지 

결정한 뒤에, 그 형태를 표준표로 삼고 사용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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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단순한 그림을 사용하라  

 

표들과 지도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단순한 모양의 그림들이나 차트들은 정보를 전달하는 효과

적인 도구들이다. 모든 도표들은 다음의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있다: 내용 (content) 과 그림

의 외부포장형태 (packaging). 내용은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들이고 외부 

포장형태들을 사용하는 것은 그 정보들이 빠르게,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해석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여기서 단순함이란 그림의 외부포장형태를 가장 최소화하는 것이다. 가장 흔하게 발견

되는 실수가 내용물이 예기하는 이야기를 방해할 수 있는 그림의 포장요소들을 첨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디자인에 문제가 있는 한 그림을 예로 사용할 것이다. 그리고 

그림들을 단순하게 만듦으로써 어떻게 그림들을 더 명확하고 더욱 전달력 있게 만들게 되는 지에 

대해서 이야기 할 것이다.  

 

그림 1은 강도들이 어떻게 집으로 침입하는지를 나타내기 위해 만들어진 파이 차트이다. 이 3차

원의 차트가 메시지의 전달을 왜곡시켰다. 나중에 더 자세히 보게 되겠지만, “출입문”이 강도들이 

침입을 위한 선택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삼는 제일 큰 문제이다. 그리고 “기타 (other)” 요소들 다

음으로 “뒤쪽 창문”이 바로 네 번째의 문제요소이다. 이 3차원 효과는 이 차트의 뒷부분에 나타

나 있는 요소들의 중요성은 감소되어 보이게 하면서, 앞부분의 요소들의 중요성, 예를 들어, 집의 

앞면 창문들을 - 가장 위험요소가 낮은 침입방법 - 더 크게 보이도록 하고 있다. 파이차트를 사용

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이 차트를 통해서 각 부분의 요소들이 전체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처럼 3차원의 파이 차트가 사용됨으로 해서 이 가치를 잃어버리

게 된 것이다. 또한 다양한 명도들과 패턴들이 여섯 가지의 요소들을 표현하는 데 사용이 되었다. 

이런 것들이 정보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그림 2는 막대 그림에서 3차원 효과가 가져올 수 있는 정보의 왜곡을 보여주고 있다. 막대들의 

높이를 비교하는 것이 어렵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러한 3차원 효과는 절대 사용되어서는 안 될 것

이다. 이 그림은 다른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을 또 가지고 있다: 표면의 명도가 그림의 막대들과 

그 뒤 배경들의 구분을 어렵게 하고 있고, 반복적으로 사용된 막대 그림들의 이름표들과 세로축

의 표 이름, 그리고 정신을 분산시키는 가로줄들을 사용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 표를 둘러싸고 있

는 틀도 불필요한 부분들이다.  

 

그림 3의 단순한 막대 그림은 그림 2에서 보여진 모든 혼란스러운 요소들을 제거한 뒤라서 정보

를 전달하는데 있어서 매우 효과적이다. 만약 각 막대 그림의 정확한 퍼센트를 그림에 나타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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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한다면 각 막대들의 가장 윗면에 표를 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고 나면 세로축의 정

보들도 같은 정보를 나타내는 것이 되므로 그 축을 제거해야 할 것이다.  

 

게다가, 그림 3에 나타난 데이터가 거듭 배열되어있다. 순수 강도범죄건수를 나타내는 대신, 이 

그림은 전체의 퍼센트를 보여주고 있다. 이 형식은 다음의 두 가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어떤 침입

방법이 가장 강도들에게 많이 사용되었는가, 그리고 각 방법들이 전체의 어느 정도의 부분을 차

지하는 지에 대한 정보이다. 만약 당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각 부분의 전체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라면, 파이 차트보다는 막대 그림에 퍼센트를 나타내는 방법을 사용하기를 권한다.  

 

그림 3의 다른 특징은 각 목록들이 의미 있는 순서로 배열되어있다는 것이다: 가장 빈도가 높은 

것에서 가장 낮은 방법 순서이다. 이는 독자들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지를 지목하여 보

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 있는 순서로 배열하는 것은 파이 차트에서는 표현하기가 어렵다. 그

것은 파이 차트는 시작과 마치는 부분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막대 그림이 전달력에 있

어서 더 우수하기 때문에 파이 차트를 써야 할 이유가 꼭 있는 것은 아니다. 당신의 데이터가 목

록별로 정리되어 있을 때, 막대 그림을 사용하는 것이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림의 제목을 기록하는 것을 잊지 말라. 그림 3에서는 제목이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다. 이

것은 그저 “침입의 방법들”이라는 제목보다 더 흥미로운 제목이라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제목은 이 그림이 전달하려는 내용을 분명하게 만들고 있다. 즉, 그림 3은 자체로서 정보를 전

달하고 있는 것이다. 같이 제시되는 문장들을 읽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독자들이 말하고자 하는 

요점을 파악하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시된 그림은 선형 그림을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그림은 시간에 따른 변화를 나타

낸 데이터를 사용할 때 전형적으로 사용하는 그림이다. 표 4은 6개월간의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

다. 점들은 강도범죄의 수를 나타내고, 선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지속적으로 연결되고 있는 경향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이 표에서 세로축에 이름표를 붙여서 이 그림이 어떤 이야기를 전달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 그림에서, 우리는 세로축이 강도사건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

라 강도사건의 수를 표시하고 있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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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각 시간 단위 별 사건의 수를 표에서 보여주고자 한다면, 세로축의 정보가 반복이 되므로 

이를 제거하고, 각 점들에 이름표를 붙이면 된다.  그러나, 주의할 점들이 있다. 각 시점들의 숫자 

표들은 그림을 읽기 어렵게 만들 수 도 있다. 만약 여러 선들이 하나의 그림에 나타나게 된다면, 

다른 선들이 분명하게 표시가 되고 그 그림에서 서로 쉽게 구별될 수 있게 만들어야만 한다는 것

을 잊지 말라. 

 

더 읽을 거리:  

 

Kosslyn, Stephen (1994). Elements of Graph Design. New York:W. H. Freeman. 

 

 

 
 

58. 영향력 있는 프레젠테이션을 구성하라  

 

프레젠테이션은 하나의 기본적인 질문에서 시작해서, 발견한 내용들을 설명해나갈 수 있는 형태

를 이용하여 내용을 전개해 나가고 일련의 특정한 결론으로 마무리 짓는 형식을 취해야 한다 (단

계 54를 보시오). 시각적인 도표자료들은 앞의 단계 55 에서 단계 57까지 에서 설명된 안내대로 

준비되어야 한다. 이 단계에서는 당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에 집중 할 것이다. 단계 59에서

는, 파워 포인트를 사용하는 법을 포함해서, 어떻게 프레젠테이션을 실제로 수행할 것인가에 대해

서 이야기 할 것이다.  

 

당신의 프레젠테이션의 주된 초점은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는 특정 질문들에 답을 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다음의 요소들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야만 한다: 

 

⚫ 당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리한 일련의 슬라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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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중들의 초점을 당신이 전달하고 자 하는 내용에 지속적으로 맞추기 위한 시각적 주제 

또는 개요 슬라이드  

 

슬라이드는 분석결과들을 전달하는 것이다. 발표자인 스미스 경사 (Sergeant. Smith)는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는 “무엇이 이 문제를 야기했는가?”에 대한 답을 하는 것이고, 두 번

째는, 가능한 반응들에 대한 논의의 기회를 가지기 위함이다 주제 슬라이드는 질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이 슬라이드와 두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의 슬라이드는 서론의 내용을 주로 담게 된다. 

두 번째 슬라이드는 이미 사람들이 알고 있을 주제에 대해서 다시 강조함으로써 다음의 슬라이드

에서 다음의 내용을 전개할 수 있는 기반으로 사용된다. 세 번째 슬라이드는 발표문의 개요를 전

개하고 네 번째 슬라이드는 데이터가 어떻게 수집되었는지를 설명한다.  

 

프레젠테이션의 이론은 다섯 번째 슬라이드에서 소개된다. 스미스 경사는 범죄의 삼각형을 사용

한다. 그는 발견한 모든 내용들을 이 삼각형의 원리에 맞추어서 설명한다. 그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고 청중들의 집중이 분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스미스 경사는 발

견한 내용들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아주 작은 수정을 거친 그 삼각형의 원리를 그림으로 묘사한 

표를 사용할 것이다: 예를 들어, 범죄대상에서 보호자에 대한 설명 또는 다른 설명 등으로 주제를 

옮길 때마다, 삼각형에 나타난 그림자 처리나 색의 변화를 사용할 것이다. 다섯 번째 슬라이드의 

순환하는 화살표는 스미스 경사가 발견한 내용을 전달하는 방향인 시계반대방향의 순서로 되어있

다. 그러므로 스미스 경사는 이 슬라이드에서 그의 주요 이론이 되는 내용과 그가 발견한 주된 

내용에 대한 개요를 동시에 설명하게 되는 것이다.  

 

여섯 번째에서 열세 번째 슬라이드는 이론에서 사용된 주된 요소들을 묘사하고 있는 표, 그림들 

그리고 지도들을 청중들에게 제시하고 있다. 막대 그림은 아마도 범죄대상을 보호하는데 사용된 

행동들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을 것이다. 지도는 문제가 특히 심각한 지역을 문제가 없는 지역에 

대비해서 비교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을 것이다. 사진들은 이러한 장소들의 특히 중요한 특징들을 

보여주는 것 일 것이다. 표는 범죄자들이 체포되는 빈도를 나타내는 것일 수 있다.  

 

열네 번째 슬라이드는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다. 여기서 삼각형은 모든 면에서 그

림자 채색이 되어있는데, 이는 각각의 구별되어 발견된 사실들이 하나의 큰 그림의 일부분들이라

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 슬라이드는 앞에서 발표된 발견된 내용들과 일관성 있는 

문제에 대한 대응전략들의 목록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 선택할 수 있는 대응전략들은 서로

일관성이 있을 필요는 없다. 스미스 경사의 프레젠테이션은 그의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

만, 이러한 마지막 슬라이드는 또한 앞서 제시된 내용들과 관련된 토의의 기회를 청중들에게 제

공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의사 결정자들

이다.  

 

당신의 청중들이 하나의 긴 이야기에 집중하고 주의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

다. 프레젠테이션 중에 시각적 그림들을 보여주거나 간추린 사항을 나타내는 슬라이드를 보여줌

으로써 이러한 집중의 분산을 막을 수 있다. 간추린 슬라이드를 보여 줄 때는, 그 간추린 것들을 

각 주제들이 바뀔 때 마다 바뀐 주제를 설명하기 전에 보여주어야 한다. 바로 연달아 나올 주제

를 강조하고 나머지의 주제들은 작은 글씨로 나타내면 된다. 스미스 경사의 프레젠테이션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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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슬라이드가 각각의 주된 주제가 바뀌어서 발표 되기 바로 전, 4 회나 사용되었다.  

 

슬라이드를 유인물로 청중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유용하지만, 몇 가지 제한점도 있다. 슬라이드

에서는 발표 직전에 몇 가지 내용을 바꾸는 것이 쉽지만 이미 프린트 된 유인물의 내용을 바꾸는 

것은 어렵다. 만약 중요한 부분에서 발표 직전에 수정할 것이 생길 것이라고 예상이 된다면, 유인

물은 사용하지 않는 편이 나을 것이다. 또한 복사기가 흑백만을 인식한다면 당신의 칼라 슬라이

드를 그 복사기가 읽을 수 없을 것이다. 만약 당신이 파워 포인트를 사용하고 있다면, “출력” 메

뉴의 “흑백” 선택사항을 사용해서 당신의 칼라 슬라이드를 일시적으로 흑백으로 바꾸어서 출력하

면 될 것이다.  

 

대부분의 의사결정자들은 당신이 문제를 분석하는 데 사용한 방법들에 당신만큼 관심을 두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발표의 목적이 방법론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면, 당신이 사용한 분석방

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한다. 대신, 주요한 요소들에 대해서 요점

정리를 하라. 그렇지만, 청중들 중 몇 사람들이 혹시 당신이 사용한 분석방법들에 대해서 질문을 

할 경우에 대비해서 당신이 사용한 분석방법에 대한 슬라이드를 따로 준비해두어야만 한다.  

 

더 읽을 거리:  

 

RAND, Guidelines for Preparing Briefings, Santa Monica, CA, 1996, 

www.rand.org/publications/CP/CP269/CP269.pdf  

 

Ratcliffe, Jerry H, (2004) "Jerry's Top Ten Crime Mapping Tips." 

http://www.jratcliffe.net/papers/Jerry%27s%20top%20ten %20mapping%20tips.pdf   

 

 

 

http://www.rand.org/publications/CP/CP269/CP26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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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효과적인 발표자가 되라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은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하고 따라서 훌륭한 프레젠테이션 기술은 글을 잘 

쓰는 것만큼이나 전문가들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덕목이 되었다. 훌륭한 프레젠테이션 기술의 가

장 중요한 요소는 철저한 발표준비이다. 다음의 제시된 프레젠테이션들에 대한 요점들은 우리가 

직접 경험한 좋고 나쁜 프레젠테이션들을 포함해서 다양한 자료들로부터 모은 것들이다. 

 

준비 (Preparation) 

 

절대로 대충 준비하지 말라. 경험이 풍부한 발표자들도 프레젠테이션 전에는 종종 떨리는 감정을 

경험하게 된다. 완벽하고 철저한 발표준비가 이러한 떨리는 마음에서 당신을 진정시켜 줄 것이다.  

1. 당신의 주제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2. 당신의 발표를 들을 청중들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한다. 

3. 발표시간을 정해 두어라.  

4. 정해진 시간보다 발표를 몇 분 더 빨리 마칠 수 있도록 준비하라. 그러나 만약 모든 시간

을 충분히 써야 할 경우에는 주어진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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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발표연습을 하고 발표시간에 맞추어 끝낼 수 있는지도 연습하라. 

6. 필요하다면, 다시 발표연습을 하라.  

 

프레젠테이션이 있는 날, 당신이 발표를 할 장소를 확인해 두라.  

 

당신이 발표를 할 공간에 대해 미리 알아두는 것은 다음의 세 가지 점에서 중요하다. 첫째, 당신

이 놀라거나 떨리게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둘째, 당신의 발표에 있어서 상황에 맞는 

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한다. 셋째, 발표 장소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당신을 침착하게 만들어 줄 것

이다. 이는 당신이 어떤 학회나 당신이 일하는 분야 외의 장소들에서 발표를 할 때 특히 더 유용

하다.  

 

1. 당신이 필요한 장치들이 설치되어있는가? 

• 플립 차트 (Flip charts) 

• 흑백칠판 

• 분필/마커 (marker) 

• 프로젝터 (projectors) 

• 마이크 (microphone) 

• 레이저 프린터 

2. 설치된 장치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고 있는가? 

3. 그 장치들을 사용해 본적이 있는가? 

4. 도움을 요청할 기술자를 어떻게 부르는 지 알고 있는가? 

5. 실내의 조명을 조금 어둡게 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가? 

6. 발표장소에서 청중들이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를 보기 어렵거나 당신의 발표를 듣기 어려

운 곳은 없는가? 

 

프로젝터 (Projector) 

 

현대의 프레젠테이션 장비들은 복잡할 뿐만 아니라 가끔 잘 작동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이런 장치들을 어떻게 작동시키는지를 잘 알고 있어야 하고, 경우에 따

라서는 대체방안도 고안해 두어야 한다. 시간이 허락이 된다면, 발표장내의 장치들을 시험적으로 

작동해보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런 시험작동 때, 발표장의 이곳 저곳에 자리를 바꾸어 가며 앉아

보면서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를 잘 볼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상당히 유용하다. 만약에 문

제가 있어도 당신이 어떻게 처리할 수 없는 경우라도 청중들에게 미리 상황에 대해서 알려줄 수

도 있다.  

 

1. 프로젝터를 청중들이 가장 잘 볼 수 있고 발표자인 당신이 발표하기에 가장 적합

한 장소에 배치하라. 

2. 프로젝터를 배치한 위치가 스크린을 막지 않는가 확인하라. 

3. 만약 필요하면 슬라이드를 발표할 때 도움을 청하라. 

4. 발표장의 뒤 편에서도 슬라이드의 내용을 읽을 수 있는지 확인하라. 

5. 필요하면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쳐서 방을 어둡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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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절대로 당신이 계획한 대로 모든 일들이 다 진행될 것이라고 쉽게 가정하지 말아

라. 

 

발표 스타일 (Presentation style) 

 

발표에 있어서 당신이 발표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청중

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발표 스타일을 갖추는 것도 역시 중요하다. 최소한, 청중들이 당신의 발표 

스타일 때문에 당신의 발표내용을 잘 이해하기 어렵게 되는 것은 피해야 한다. 당신의 청중에게 

최대한 존중을 표현하는 것도 역시 굉장히 중요하다.  

 

1.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에 내용을 적어 두었다고 해도, 그 내용을 그저 읽기만 하지 말아

라.  

2. 당신이 준비한 노트들을 사용해서 발표하라. 

3. 발표를 시작할 때 정중한 태도로 시작하라 (의장에게 감사를 표한다 던지, 자기 소개를 

한다 던지 등). 

4. 만약 필요하다면 서서 발표하라 (이런 방식이 청중들을 통제하기에 유리하다). 

5. 장시간의 발표라면 서서 발표할 때 이곳 저곳 서 있는 곳을 옮겨 가면서 발표해도 좋다 

(그렇지만 정신 없이 움직이란 말은 아니다). 

6. 서 있을 때, 청중들이 슬라이드를 볼 수 없게 가로막고 서 있지 말라. 

7. 당신의 발표가 청중들에게 잘 들리고 있는지 확인하라.  

8. 너무 빨리 말하지 말라 (약 일분 당, 120단어를 말하는 속도가 적당하다). 

9. 청중들과 눈 마주침 (eye contact)을 할 수 있도록 하라.  

10. 청중들이 언제 질문을 할 수 있는지 미리 알려주어라 – 발표 중이던지 또는 발표가 끝난 

다음이던지 알 수 있게 하라.  

11. 질문을 받았다면, 질문을 다시 반복해서 말해서 다른 청중들도 그 질문에 대해서 들을 수 

있게 하고, 간략하게 답변을 한 다음, 질문자에게 당신의 답변이 그 사람의 질문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를 물어보아라.  

12. 유인물이 명확하게 내용을 잘 설명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라.  

13. 정시에 발표를 마치라. 

14. 일을 마쳤으면, 즐기라! 

 

프레젠테이션 소프트웨어 (Presentation software)  

 

파워포인트 (PowerPoint)와 다른 유사한 프레젠테이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은 청중들이 프레젠

테이션의 내용을 시각적으로 그리고 청각적 (aurally)으로 동시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다. 따라

서 청중들은 중요한 요점을 더 잘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다음의 네 가지의 전자

프레젠테이션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첫째, 이러한 발표는 정형화된 형식을 갖

추고 있으므로 어떤 청중들은 쉽게 지루함을 느낄 수 있다. 둘째, 프레젠테이션을 복잡하게 만들 

경우 청중들이 발표되는 슬라이드의 형식에만 집중하고 전달하려는 내용에는 관심을 잃게 될 수

도 있다. 셋째, 더 복잡하게 만든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가 작동이 안 될 경우도 있다. 넷째, 복잡

한 프레젠테이션은 청중들이 질문을 아예 하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다. 단순한 프레젠테이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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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서 청중과 당신의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1. 당신의 발표문을 그저 읽지 말아라 - 당신의 발표는 슬라이드에 써 있는 내용 이상이어야 

한다.  

2. 청중들을 바라보라 – 슬라이드만 보지 말라! 

3. 프레젠테이션의 주제, 당신의 이름, 그리고 소속기관을 소개하는 슬라이드부터 시작하라.  

4. 한가지 형태의 슬라이드 디자인을 이용해서 전체의 슬라이드를 소개하고 슬라이드가 바뀔 

때 단순하게 전환하는 방식을 사용해서 청중들이 당신이 예기하고자 하는 주된 요점에서 

주의를 잃지 않도록 하라.  

 

개별적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Individual PowerPoint slides)    

 

각각의 슬라이드 역시 단순한 형태로 만드는 것이 좋다. 너무 많은 내용을 적어 두면 읽기가 어

렵게 된다. 당신의 목표는 각 슬라이드의 내용을 짧고 효과적인 말로 간추려서 표현해야 하는 것

이다. 각 슬라이드는 하나의 중요한 요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야 하고 그 요점에서 주의가 분산

되지 않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슬라이드를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야 한다.  

 

1. 각 슬라이드 당 한가지의 요점만을 설명하라. 

2. 그 요점을 설명하기에 딱 적당한 양의 내용만을 기록하고 더 이상 내용을 기록하지 말아

라.  

3. 소리효과나, 애니메이션효과, 글씨타입, 그리고 슬라이드 전환효과 등을 사용해서 청중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을 피하라.  

4. 글씨는 밝은 색을 사용하고 배경은 짙은 색을 사용해서 표현하라.  

5. 큰 글씨체를 사용하고 대비되는 색상들을 이용하라. 

6. 배경과 잘 구분이 되지 않는 가는 선들이나 작은 글씨체들을 사용하지 말라. 이러한 것들 

것 특히 선 차트나 지도들을 사용할 때 문제가 된다.  

7. 붉은 색을 너무 많이 사용하지 말라 – 중요한 부분을 강조 할 때만 선택적으로 사용하라. 

8. 가능한 시각적인 도형들을 많이 사용하라.  

9. 단순한 형태의 그림들, 지도들, 도형들, 그리고 표를 사용하라. 

10. 글을 표현할 때 핵심만 전달하는 문장 또는 단어들만을 사용하고 서술하듯 내용을 적지 

말라. 

11.  각각의 전달문장 또는 단어들이 그 슬라이드에서 전하고자 하는 요점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라.  

 

마지막으로, 대비책을 준비하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라 (Finally, be safe). 

 

발표가 모두 잘못 진행 될 수도 있다고 가정하고 대비하라! 만약 프로젝터가 고장 났다면, 오버헤

드 프로젝션 (overhead projection) 을 사용해서 발표하라. 만약 이것도 작동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준비한 유인물을 대체해서 사용하라. 당신이 문제의 상황들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다면, 당신은 감

정적으로 덜 긴장하게 될 것이고, 청중들도 당신의 상황에 대해서 같은 마음으로 이해해 줄 수 

있을 것이다.  



184 

 

1. 잘 고장 나는 장치들 또는 당신이 사용법을 잘 알지 못하는 장치들의 사용을 피하라. 

2. 장치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이 고장이 날 경우들을 대비한 대비책들을 준비하라.  

3. 청중들에게 발표문의 슬라이드를 유인물로 만들어서 제공하라.  

 

더 읽을 거리:  

 

Ratcliffe, Jerry H, (2004) "Jerry's Top Ten PowerPoint Tips. 

"http://www.jratcliffe.net/papers/Jerry%27s%20top%20ten%20powerpoint%20tips.pdf  

 

Ratcliffe, Jerry H, (2004) "Jerry's Top Ten Presentation Tips." 

http://www.jratcliffe.net/papers/Jerry%27s%20top%20ten%20presentation%20tips.pdf  

  

60. 지식의 축적에 기여하라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범죄와 관련된 많은 지식들이 약 20년 전만해도 알려지지 않았던 지식

들이다. 미국, 캐나다, 영국 그리고 여러 다른 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경찰실무가들과 학자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나눈 것이 이처럼 축적된 지식을 만들어 내는 데 큰 기여를 하였

다. 단계 54에서 단계 57은 당신이 소속된 경찰조직과 지역사회의 의사결정자들과 어떻게 의견을 

나눌 것인가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다. 당신 역시 당신의 업무를 통해서 알아낸 지식들을 당신

이 소속된 지역조직과 지역사회 이외의 대상들과 나눔으로써 당신의 전문분야의 지식을 향상시킬 

책임이 있다.  

 

다음은 당신의 전문분야 동료들과 교류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다. 그 첫째는 문서화된 자료를 

공유하는 것이다. 이런 자료들은 출간된 보고서, 전문 학술연구논문, 또는 유명한 신문에 실리는 

논문이나 기사 등이다. 두 번째 방법은 전문학술회의나 모임 등에서 지식을 발표하는 것이다. 정

보를 교류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위의 두 가지 방법을 함께 병합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문서화된 보고서들은 풍부하고 자세한 그리고 유용한 정보들이 담겨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읽고 

참고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의미한다. 문서화된 정보들을 배포하는 데는 많은 방법들이 

있다. 웹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형태의 문서로 만들어 둘 수 있고, 전문 학술잡지에 실려서 

출간될 수도 있다. 사람들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 디자인 된 간결한 내용의 문서들은 전문성 있는 

뉴스레터와 다른 정기적으로 출간되는 학술잡지 등에 실릴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문 기자들이 

당신의 업무에 관한 성과들에 대해서 기사를 쓰는 경우는 더 광범위한 독자들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더 간결하고 그리고 더 쉽게 접근 가능한 문서들은 다양한 독자들

에게 접근이 가능하지만, 더 적은 양의 정보를 전달할 수 밖에 없게 된다.  

 

학술회의는 전문가들이 직접 만남을 가지면서 대화하고, 질문하고, 대답하며, 그리고 최신의 발전

사항들에 대해서 논의 할 수 있게 한다. 비공식적인 논의들은 출간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히 발

전되지는 못한 아이디어들과 관련해서 서로의 관점과 생각들을 교환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다. 

그리고 학술회의를 통해서 다른 동료 전문가들로부터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조언

을 구할 수 있게 한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매년 문제지향경찰활동에 관한 학술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그리고 또한 당신

http://www.jratcliffe.net/papers/Jerry%27s%20top%20ten%20presentation%20tip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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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견한 범죄문제해결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발표할 수 있는 다른 수많은 범죄분석가들과 경찰

전문가들의 학술회의가 전 세계에서 열리고 있다.  

 

마지막으로, 다른 전문분야의 학술회의에 참석하여 발표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특히 만약 당신이 

다른 분야의 전문가 동료들과 함께 일을 했었다면 더욱 그러하다. 학술회의와 관련해서 가장 큰 

단점은 자료를 발표할 때 한정되어있는 시간제한과, 학술회의를 진행하면서 발표된 내용을 영구

히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부족한 것, 그리고 적은 수의 사람들만이 학술회의에 참석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학술회의에 참석한 참석자들은 학술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완벽한 정보의 교류를 위한 전략들은 다음의 요소들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1. 자세한 정보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전문보고서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다운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2. 일반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광범위한 청중들을 위해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간결한 논

문들이 전문적 연구잡지나, 대중적인 정기간행물 등에 실린 문서들을 참고문헌정보들과 

함께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전문적인 연구자들이나 학자들을 위해서는, 전문적 학술논문에 실린 더 긴 내용의 논문

들이 필요하다.  

4. 적은 수 이지만, 영향력 있는 전문가 동료들을 위해서는, 전문적 학술회의에서 최소한 일

년에 한번의 연구발표가 필요하다.  

 

참고로, 당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논문들

의 복사본들을 보내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이는 당신의 아이디어를 교류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

른 사람들의 조언들을 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된다.  

 

전문가들이 특히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다음의 사항들이다: 

 

1. 새롭거나 변화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발견에 대한 내용. 

2. 새로운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거나 또는 오래된 질문들도 더욱 정확하고 적은 오

류를 가지고 답변할 수 있는 분석방법론 기술의 발전에 관한 내용. 

3. 문제들에 대한 새로운 대응전략 또는 이전부터 있던 문제들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 들에 

대한 내용.  

4. 대응전략들이 효과적인지, 비효과적인지, 또는 부작용이 발생했는가에 대한 증거. 

 

당신이 다루고 있는 특정 문제들을 가지고 위에서 소개된 각각의 주제들에 따라 사례연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유용한 사례연구는 다음의 네 가지의 요점을 다룰 수 있어야 한다. 

 

1. 이전의 상황들에 대한 불만족 - 왜 기존의 문제에 대한 이해나 활동들이 특정 환경에서

는 불충분한 영향력을 가지는가. 

2. 대안의 검색 – 어떻게 새로운 문제에 대한 이해 또는 활동들을 발견하는가 

3. 대안을 지지하기 위한 증거 – 이전의 접근법과 새로운 접근법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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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과 암시 – 위에서 제시된 새로운 정보를 근거로, 앞으로 전문가들이 무엇을 생각해

야 할 것인가에 대한 요약정리 

 

위의 내용은 SARA의 과정을 따른 것이다. 문제인식 (Scanning)이 하나의 특정 상황과 관련된 불

만족들에 대해서 발견하게 되고, 분석 (Analysis)을 통해서 그 문제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찾고, 

그리고 대응 (Response) 은 체계적인 대안적 접근법에 관한 비교와 하나의 새로운 접근법의 선택

을 하는 과정이다. 마지막으로 평가 (Assessment)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배운 것들을 요약 정리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아래의 표는 이러한 요소들이 어떻게 앞에서 거론된 네 가지의 사례연구주제들에 각각 적용 될 

수 있는가를 간략히 보여주고 있다. 상황에 따라서 이러한 종류의 사례연구들은 서로 병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문제분석의 새로운 기술은 새로운 종류의 범죄문제를 발견해 낼 수가 있다. 이

런 경우에는, 처음의 두 종류의 사례연구들이 함께 진행 될 수 있을 것이다.  

 

유사하게, 한 문제에 관한 새로운 대응전략에 대한 묘사는 평가적 정보를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두 가지 종류의 사례연구들이 함께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종류의 병합 또한 가능

하다.  

 

우리는 범죄분석을 하나의 전문분야로 그리고 범죄현장에 대한 연구를 하나의 학문분야로 생각할 

것을 기대하면서 마지막으로 당부할 사항이 있다. 당신도 잘 알고 있겠지만, 어쨌든, 당신이 가지

고 있는 증거를 과장해서 보고하려는 유혹에 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다. 이것보다 더 치명

적으로 당신과 당신 동료들의 명성에 큰 해를 입힐 것은 없을 것이다. 어렵고 힘든 과정에서도 

범죄 분석가들은 성실하게 그리고 믿을 수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 만약 당신이 어떤 범죄문제에 

대한 해답을 알 수 없거나, 또는 그 문제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만 이해하고 있을 때는, 그냥 그렇

다고 말하라.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당신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답을 알고 있는 경우에, 사람들

은 당신의 전문적 판단에 대해서 더욱 신뢰를 줄 수 있을 것이다.  

 

21세기에는 경찰활동에 있어서 분석의 중요성을 더욱 인정받고 있다. 그리고 당신의 분석이 큰 

공헌을 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지금부터 수백 년 이후, 분석은 경찰활동에서 그 위치를 굳

건히 할 것이고, 많은 것들에 있어서 변화가 있을 것이다. 우선 기술이 많이 다를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후계자들이 오늘날의 우리들 보다 범죄에 관해서 그리고 그 범죄

를 예방하는 대안들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게 

될 지식들은 바로 당신과 그리고 당신과 같은 사람들이 물어본 중요한 질문들, 수집하고 분석한 

데이터 그리고 당신이 발견한 사실들을 정직하고 분명하게 보고한 자료와 활동들 때문이란 것을 

잊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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