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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관리자에 의해서 2018-03-08에 이동된 글입니다.성폭행범이 활개치고 있는 이 상황을 타개할 방법

1. 동네마다 cctv를 설치하고 cctv에 센서를 달아 놓아 여자들이 강간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면 사이렌이 울리게 한다

센서는 여자들이 강간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때 심장이나 뇌파 혹은 오로라등등 인체에서 나오는 특정 파장을 찾아내

이 파장이 나올때 사이렌이 울리게 한다

2. 동네 cctv에 그 파장이 감지되면 이것이 경찰서와 경찰차등에 통합 연결되게 해서 경찰이 출동하여 접근제지 시킬 수 있도록 한다

3. 동네 cctv에 작은 두려움의 신호가 센서에 잡히기만 해도 경찰서와 경찰차에 신호가 울리게 해서 재빨리 조치하게 한다

4. 이 센서를 탑재한 개인 휴대용 장비를 개발해 여자들이 지니게 해서 두려움이 일면 사이렌이 울리게 한다

5. 개인용 센서를 경찰서와 경찰차에 통합 탑재시켜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게 한다

6. 개인용 센서에 두려움의 감정이 조금만 일어도 경찰서와 경찰차에 신호가 울리게 해서 상황을 주의깊게 살펴보게 한다

7. 개인용 센서에 두려움의 감정이 어느정도 수준 이상 일어 사이렌이 울리게 되면 경찰이 개인용 센서에 달려 있는 스피커를 통해

경고및 접근 저지를 시키도록 한다 그리고 재빨리 출동할 수 있게 한다

8. 주위에 사람이 없고 남자와 여자가 1:1로 접근해 있을때 다른 경고 사이렌이 울리게 해서 경찰차와 경찰서에서 주의깊게 상황을 관찰
할 수 있게 한다

9. 강간범들은 발찌에 센서를 집어넣어 사람과 가까이 가서 흥분을 느끼면 상대 여자의 센서에서 사이렌이 울리도록 한다

10. 강간범들은 이동중에 성적흥분을 느끼면 발찌에서 싸이렌이 울리도록 한다 

야한 상상을 하는 것과 여자를 보고 성적흥분을 느끼는 것은 분명히 다르므로 이 주파수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11. 아동포르노는 목소리(신음소리)의 높낮이와 파장을 탐지해 아동특유의 목소리가 나올때 이것을 탐지해서 자동으로 파괴하는 프로
그램을 만든다

p2p사이트나 웹하드 혹은 개인의 컴퓨터에서

12. 외국포르노 사이트등은 법을 개정해서 한국어로 된 사이트는 국내법에 적용되도록 해당국과 협조해서 

아동포르노 탑재시 자동파괴되는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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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포르노 탑재시 자동파괴되는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다

어린 아이와 여성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세상이 되면 좋겠다

그리고 더 궁금한 것이나 문의할 것이 있으면 windnisland@hanmail.net으로 연락 바란다

목록

COPYRIGHT ⓒ  MOKPO-SI. ALL RIGHT RESERVED.

(http://www.mokpo.go.kr)

/www/civil_complaint/citizen_participation/civil_proposal/past_policy_proposal



	목차
	(구)정책제안보기
	성폭행범이 난무하는 세상 치안을 바로 확립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