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기획 배경 및 개발 목적

스마트폰 모바일 앱을 이용한 범죄 예방 시스템

은 다양하게 제안되고 개발되어 왔다. 그 예로 “구

글맵 기반 안심귀가 시스템”[1]과 “범죄율 기반 추

천 경로 안내 애플리케이션 디자인”이 제안된바 있

다[2]. 또 “강력범죄 수배차량 검거시스템”[3]과 “성

폭력 피해 회복을 위한 정보 접근성 및 정신건강 증

진 애플리케이션용 콘텐츠”[4]와 같이 범인 검거와

피해자 정신 건강 회복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이 제안

되는 등 관련 연구와 시스템 개발이 추진되어 왔다.

한편 생활치안의 유지를 위한 경찰 등 공공 서비

스를 위한 인력의 수는 언제나 충분하지 않다[5]. 방

범인력이 충분하더라도 긴급 상황에 노출된 잠재피

해자를 위한 보호 서비스의 적시성은 언제든지 부족

할 수 있다. 따라서 스마트폰 이용자가 “범죄예방

이론” 중 “일상행동 이론”에 따라 “범죄 취약환경

및 감시 등 방어기제 부재” 상황에서 신속하게 벗어

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앱 시스템이 필요하다[6].

이 같은 필요성에 따라 “CCTV 기반 서울시 안

심앱”과 “가족을 지키는 안전앱”과 같은 서비스가

출시되어 있다[7][8]. 다만 서비스가 관할 지역으로

한정되고 보호자가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조회해 안

전을 보조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전국적으

로 사용이 가능하면서 긴급 상황 발생 시 이용자 보

호에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도움을 줄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본 고는 위와 같은 필요성 인식에 따라 “긴급 상

황 인식 및 자동 알림 신고 앱 시스템”을 기획하여

개발한 결과를 기술하였다.

2. 기획

앞서 개발 배경 및 목적에서 상술한 내용을 이용

자 시나리오로 표현하면 다음 (그림 1)과 같다.

“긴급 상황 인식 및 자동 알림 신고 앱 시스템”은

귀가길 등 보호를 필요하는 상황에서 실행되는 동안

비명 소리를 인식하는 즉시 사이렌 소리를 최대 음

량으로 발생시켜 1차적으로 이용자를 보호한다. 또

잠재적 가해자가 이용자의 스마트폰을 탈취해 사이

렌 소리를 중지시키려는 시도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2차 인증 절차를 구동한다. 이용자의 비명이 아닌

주변 소음을 잘못 인식해 사이렌 소리를 발생될 경

우 이용자가 직접 사이렌 소리와 알림 신고 기능을

중지 시킬 수 있다.

만약 이용자가 30초 이내에 사이렌 소리를 중지

시키지 않는 경우 사전에 등록한 가족 또는 지인들

에게 긴급 상황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다.

나아가 인근파출소로 자동으로 신고를 해 신변보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 밖에 이용자 사전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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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에 위험상황이 발생한 위치데이터를 수집해 경찰

청 등 관련 기관에 제공하여 공공의 치안과 안전에

기여할 수 있다. 목표한 앱 시스템 개발 완료 이후

홍보 등 서비스 이용자 확대를 위해 “Police in my

pocket”이라는 이름으로 배포한다.

(그림 1) “Police in my pocket” 이용자 시나리오

3. 구현

상기 앱 시스템 구현을 위해 마련한 시스템 구성

은 다음 (그림 2)와 같다. 먼저 Front-end의 경우

React Native를 사용하여 구현하였다. Web Server

의 경우 Load Balance와 Reverse Proxy가 가능하고

이용자 동시 접속에 특화된 웹 서버인 NGiNX를 채

택해 구현하였다. 또 Back-end와 Database 구현을

위해 Spring Boot와 MySQL을 채택해 구현하였다.

그 밖에 서버 관리 및 모니터링을 위해 프로메테우

스와 그라파나를 적용하였고, API 문서화

Documentation을 자동화를 위해 Swagger를 적용해

해 React Native와 더 효율적으로 통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앞서 기획된 비명 소리를 인식하는 인공지능 모

델은 Tensorflow를 활용할 예정에 있으며 실시간

음성 인식을 위해 Redis에서 제공하는 Chche를 활

용해 실시간 음성 인식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그림 2) “Police in my pocket” 시스템 구성도

그 밖에 상기 시스템 구현을 위해 마련한 개발환

경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Police in my pocket” 앱 시스템 개발환경

구분 상세내용

시스템

개발

환경

통합

개발

환경

Window 10 x64,

IntelliJ(Spring Boot),

VSCode(React-native, Docker),

Figma(UI/UX), MySQL,

Redis(DB)

개발

언어

Java, Java Script,

SQL, Docker

4. 결과

(그림 3)은 상기 앱 시스템 구현에 따른 주요 화

면이다. 기획 배경에 맞춰 직관적인 GUI(Graphic

User Interface)를 채택하였으며 이용자는 회원가입

이후 기본적으로 현재 본인의 위치, 치안 시설, 위험

지역을 먼저 확인할 수 있다. 이후 “Police in my

pocket”의 안심귀가 서비스를 받기 위해 출발지와

목적지를 설정할 수 있다. 이동중에는 이용자의 현

재 위치를 실시간으로 보여줌으로써 출발지와 목적

지 사이 위험환경 등의 정보를 부가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앞서 기획한 비명 소리 인식 및 사이렌 소

리 발생은 안심귀가 서비스 이용 중 기본적으로 동

작한다.

그 밖에 여러 이용자들의 사이렌 소리 및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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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에 따라 누적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시간 위

험지역과 치안 시설 정보를 계속해서 업데이트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출발지에서 목적지까

지 이동경로를 결정하는데 있어 알 권리를 실현하고

본인 위치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그림 3) “Police in my pocket” 이용자 기본 화면

5. 시사점 및 향후 발전 방향

상기 앱 시스템은 주요 이용자층으로 예상한 20

대 여성 대학생들이 초기 기획서를 열람하고 선택해

개발한 시스템이다. 이에 따라 시스템 개발자 스스

로 잠재적 이용자로써 시나리오를 보다 면밀히 기획

하고 향후 업데이트 방향까지 수립했다는 점이 실질

적 예비 이용자들의 긍정적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

는 강점이 되리라 예상되었다. 이를 중심으로 조사

한 설문결과는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예비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 (단위: %)

구분 조사 결과
조사 항목* 5 4 3 2 1
설치 의향 44 37 13 5 1
사용 의향 44 38 12 5 1
* 5(매우 긍정), 4(긍정), 3(보통), 2(부정), 1(매우 부정)

이와 같이 “Police in my pocket” 설치의향에 관

한 긍정 이상 비율이 81%, 사용의향에 관한 긍정

이상 비율이 82% 이상 확인되었다. 이는 이용자들

이 ‘범죄예방 이론’ 중 ‘일상행동 이론’에 따라 ‘범죄

취약환경 및 감시 등 방어기제 부재’ 상황에서 신속

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앱 시스템을 필

요로 한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6].

다만 상기 앱 시스템 개발 완료를 앞둔 시점에

앞서 상술한 “CCTV 기반 서울시 안심앱”과 “가족

을 지키는 안전앱”과 같은 서비스가 출시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7][8], 먼저 “Police in my

pocket” 시스템 배포 전에 해당 기관 및 기업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해당 이해관계를 적절히 조율해야

할 것이다. 또 기획했던 인근파출소 신고 기능 역시

소관부처인 경찰청으로 기획이 전달되지 않아 추후

공공의 치안과 안전 발전을 주제로 소통해야 한다.

※ 본 프로젝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

창의인재양성사업의 지원을 통해 수행한 ICT멘

토링 프로젝트 결과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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