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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세계는 시간, 공간, 인간의 세 요소가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다이내믹한 복잡계이다. 그러므로 현실세계가 돌아가는 현상을 정확히 규
명하고 명쾌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세 요소를 함께 다루는 통섭의 접근방
법과 대통합의 모형이 필요하다.
과거에는 이러한 대통합적 모형을 구상했더라도 해를 구하는 데에 있어 기술
적 애로와 난관이 가로 막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 가지 접근방법과 기술
을 적절히 조합하면 상당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이론적 토대와 기술적 환경이
마련되었다.
따라서 복잡다단한 사회현상을 분석하거나 국가정책을 다룰 때에 시간의 흐름
에 따라 미래를 전망하고 예측하기 위한 시간적 요소, 공간적 배치와 배분 그리
고 연결망을 분석하기 위한 공간적 요소, 주어진 환경에서 가장 적절한 전략을
찾아 의사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의사결정 요소를 연계하거나 결합한 시스템이
마련된다면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시간적 요소로 구성된 다이내믹한 복잡계를 모형화하는 데는 시스템 다이내믹
스 기법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 공간적 요소의 관리와 분석을 위해 지리정보시스
템이 개발되어 있다. 그리고 현실세계를 보다 잘 시뮬레이션하기 위해서는 게임
엔진 관련 기술이 필요하다. 따라서 시스템 다이내믹스, 지리정보시스템, 게임 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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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기술을 체계적으로 결합한다면 국토공간에서 일어나는 각종 활동의 전망과
예측 그리고 국토정책의 효과측정과 평가에 두루 활용될 수 있는 거의 완벽한
시공인 통합모형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이 연구의 추진과정에서 예산과 자료를 지원해 준 기획예산처와 국토
해양부 등의 관계부처와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적절한 시기에 정
책수요에 부응하는 이 연구 과제를 발굴하고 성실히 수행한 김영표 부원장, 한선
희 연구위원을 비롯한 김미정 책임연구원, 김단야 연구원의 열정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08년 12월

국토연구원장 박 양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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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이 연구는 당초에 균형발전지수와 재정투자파급효과측정시스템을 개발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연구결과가 좀 더 폭넓게 활용될 수 있
도록 하자는 의견에 따라, 균형발전지수만이 아니라 국가효율성지수, 국가경제
성지수, 국가형평성지수, 국가안정성지수 등 국가발전지수의 개념으로 확대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또한 이 연구는 시스템 개발에 있어서도 비단 재정투자 파급효
과의 측정뿐 아니라 다양한 국토공간정책의 효과 측정과 평가에도 활용될 수 있
도록 여러 가지 부문을 시스템 내의 하부구조로 폭넓게 수용하였다.
이처럼 이 연구는 그 동안의 연구들에 비해 새로운 각도에서 국토정책과 재정
투자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방법론을 도입하고 실용화 했다는 데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1차(2007년) 연구에서는 4대 국가발전지수의 개념을 정
립하고, 지수를 개발하였으며, 시스템 다이내믹스 기법을 중심으로 동태적 시스
템을 개발하였다. 2차(2008년) 연구에서는 1차 연구에서 개발된 지수와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활용하여 개발한 모형을 바탕으로 보다 실용적인 국가발전지수를
개발하고, 시스템 다이내믹스와 GIS를 연계하여 시공간을 통합한 재정투자파급
효과측정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이때 현실세계를 정확히 진단하고 분석하기 위하
여 현실세계를 추상화한 모형을 만드는 과정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미래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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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하고 예측하기 위한 시간적 요소, 공간적 배치와 배분 그리고 연결망을 분석하
기 위한 공간적 요소, 주어진 환경에서 가장 적절한 전략을 찾아 의사를 결정하
는 데 필요한 인간적 요소 등을 두루 고려하였다. 이처럼 모형을 만드는 일은 시
간, 공간, 인간의 다양한 요소들을 인과법칙에 따라 하나의 틀 속에 묶는 작업이
므로 이 일은 바로 소우주를 만드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우리 연구팀이 이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지원과 자료 협조를
받았다. 도움을 주신 기관과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08년 12월

한선희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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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국가재정법이 발효되면서 정부는 각종 지역개발에 따른 대규모 재정투자사업
의 파급효과를 정확히 예측하고 예산배분의 목적달성도를 사전에 평가할 수 있
는 효과측정시스템과 평가지수의 개발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한 요구와 필요
에 따라 이 연구가 추진되었다. 이 연구는 2년에 걸친 연구로서, 1차(2007년) 연
도에서는 국가발전지수의 개념을 정립하고, 시스템 다이내믹스 기법을 중심으로
동태적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2차(2008년) 연도인 이 연구에서
는 1차년도에 개발한 국가발전지수를 확장․개발하고, 시스템 다이내믹스와 3차
원 지리정보시스템을 완전히 묶는 時․空․人 통합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1장은 서론으로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
범위 및 방법, 그리고 연구 절차 등을 다루고 있다. 제2장은 선행연구 고찰로 관
련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선행연구와의 차이, 연구분야별 선행연구 고찰 등을
다루고 있다. 제3장은 국가발전지수 개념의 확장으로 국가발전지수의 개념, 국가
효율성지수, 국가경제성지수, 국가형평성지수, 국가안정성지수 등을 다루고 있
다. 제4장은 시공인 통합모형의 개념 및 이론 정립으로 동태모형, 공간모형, 시간
모형, 시공인 통합모형의 개념 정립 및 개념도 작성 등을 다루고 있다. 제5장은
시공인 통합모형 분석기법 및 연계방안으로 시스템 다이내믹스, GIS, 최적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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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법, 시스템 다이내믹스․GIS․최적제어기법 연계방안 등을 다루고 있다. 제6
장은 시공인통합 재정투자파급효과측정시스템 설계로, 시스템의 하부부문 구분
및 정의, 하부시스템별 시스템순환도 작성 등을 다루고 있다. 제7장은 시공인통
합 재정투자파급효과측정시스템 개발로, 통합시스템의 행태분석과 사용자 중심
의 운용시스템 개발을 다루고 있다. 제8장은 시공인통합시스템을 적용한 재정투
자파급영향사례분석으로 기존 투자사업의 파급효과와 각종 투자계획의 파급효
과 예측을 다루고 있다. 제9장은 시스템 시뮬레이션 결과의 입체화 방법론 개발
로, 3차원 GIS 기술과 컴퓨터 그래픽기술의 접목, 시간변화에 따른 공간변화의
표현기법 활용, 시뮬레이션 시스템의 입체적 시각화방법론 개발 등을 다룬다. 제
10장은 결론으로 재정투자파급효과측정시스템의 학술 및 정책적 기여도, 연구의

특징과 한계, 향후 연구과제 등을 다루고 있다.

제1장 서 론
제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 목적,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을 다루었다. 이 연구는
크게 세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1차년도에 개발된 국가발전지수의
개념을 확장․개발하고, 시스템 다이내믹스와 3차원 지리정보시스템을 묶은
시․공․인 통합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다. 둘째는 3차원 공간표현기술과 시간
변화에 따른 공간변화 표현기법을 활용하여 시스템 시뮬레이션 결과를 입체적으
로 시각화하는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이다. 셋째는 개발된 모형과 지수를 활용하
여 예산당국이 예산편성과정에서 재정투자에 대한 국가효율성파급효과, 국가경
제성파급효과, 국가형평성파급효과, 국가안정성파급효과를 사전에 분석․평
가․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05년부터 2020년까지이고, 지역투자의 파급효과를
상세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전국을 16개 시도와 172개 시군의 공간단위로 구분하
였다. 그러나 전국을 172개 시군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므로 다양한 공간단위
로 재편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 연구의 시간적 범위와 공간적 범위는 1차연구와
동일하다. 내용적 범위는 시스템 다이내믹스와 GIS 기반의 통합적 재정투자파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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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측정시스템을 설계․개발하고, 시스템 시뮬레이션 결과를 입체화적으로 시
각화하는 방법론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처음부터 끝까지 ‘삼간 조화의 원리’를 일관되게 바탕 원리로 전개
하였고, 시스템 다이내믹스 기법과 GIS 기술의 강점과 장점을 함께 적용한 시공
간통합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는 3차원 표현기술을 적용하여 입
체적인 시각화 작업을 수행하였다. 또한 연구실별 설명회를 개최하여 관련분야
<시스템다이내믹스와 GIS기법을 이용한 시공간통합모형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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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와 해당 분야의 모형을 협의하였으며,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인구이동모
형 확장 및 파라메타 추정, 도시 및 지역 매력도 측정방안, 심시티의 구조와 아키
텍쳐를 정밀하게 분석하였고, 시공간통합 개념의 재정투자파급효과측정시스템
을 개발하였다. 아울러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여 시스템 다이내믹스와 GIS를 통합
한 시공간통합모형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제2장 선행연구 고찰
제2장에서는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선행연구와의 차이, 연구분야별 선
행연구 고찰 등을 다루었다. 이 장에서는 시스템 다이내믹스, 지리정보시스템, 최
적제어이론, 시공간통합모형, 사이버국토, 지표 및 지수 설정, 재정투자 파급효과
분석 등과 관련된 이론과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다양한 선행연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선행연구에서 시스템 다이내믹
스와 GIS를 접목시키려고 시도하였으나, 제한된 변수만을 사용하고 GIS와의 연
계수준이 미흡한 수준이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지표 및 지수 설정과 관련된 연구
가 다양한 분야에서 시도되고 있으나, 주로 경제학적 계량모형을 활용하는 수준
이다. 아울러 선행연구에서 재정투자의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으
나, 제한된 범위에서 실험구축 수준으로 수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제3장 국가발전지수 개념의 확장
제3장에서는 1차년도 연구에 이어서 국가발전지수의 개념을 수정하고 보완하
여 구체적으로 정립하고, 객관적 측정방법을 제시하였다. 국가발전지수를 효율
성 측면에서 측정하는 국가효율성지수, 경제성 측면에서 측정하는 국가경제성지
수, 형평성 측면에서 측정하는 국가형평성지수, 안정성 측면에서 측정하는 국가
안정성지수로 구분하였다.
국가발전지수 중 국가효율성지수는 국가의 발전수준을 효율성 측면에서 측정
하는 지수로, 효율성의 구분원칙에 따라서 시간적 효율성지수(   ), 공간적 효율
성지수(   ), 인간적 효율성지수(   )로 구분하였다. 시간적 효율성지수(   )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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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계수당도로길이, 주택보급률, 도시화률 등을 인자로 하고, 30개 경제협력개발
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국가의 국
토계수당도로길이, 주택보급률, 도시화률 등의 인자의 평균과 비교하여 측정하
였다. 공간적 효율성지수(   )는 시군별로 행정구역면적과 시군별 인구수를 이용
하여 국토계수의 개념을 적용한 지역계수를 계산한 후, 이 지역계수를 바탕으로
도로 길이에 대한 시군별 입지계수(  )를 구하였다. 그리고 입지계수에 대한
시군별 비중을 구한 후 그 확률 값을 토대로 엔트로피를 산정하고, 엔트로피를
이용하여 공간적 효율성 지수를 측정하였다. 인간적 효율성지수(   )는 1인당 국
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 인간개발지수 등을 인자로 하고, OECD
국가의 평균과 비교하여 측정하였다.
국가경제성지수는 국가의 발전수준을 비용 효율성(Cost Efficiency) 측면에서
측정하는 지수로 국가경제성지수(  )는 우리나라와 OECD 국가들 사이의 비교․
분석을 통해 투자의 효과와 경제적 수준을 측정하였다.
국가형평성지수는 국가의 발전수준을 형평성 즉 균형발전 측면에서 측정하는
지수로 지역간 형평성지수(   ), 계층간 형평성지수(   ), 시간간 형평성지수(   )
로 구분하였다. 지역간 형평성지수(   )는 시군간 형평성지수(   ), 도시⋅농촌
간 형평성지수(   ), 수도권⋅비수도권간 형평성지수(   )로 구분하여 국가형
평성지수를 측정하였다. 시군간 형평성지수(   )는 지역을 대표하는 인자인 시
군별 인구수를 바탕으로 구한 엔트로피값(H)으로 측정하였다. 도시⋅농촌간 형
평성지수(   )는 도시지역 인구에 대한 농촌지역 인구의 비중으로 측정하였다.
수도권⋅비수도권간 형평성지수(   )는 수도권 인구에 대한 비수도권 인구의
비중으로 측정하였다. 계층간 형평성지수(   )는 소득계층간 형평성지수를 의미
하고, 소득간 국가형평성지수(   )는 계층간 소득지니계수를 계산하여 측정하였
다. 시간간 형평성지수(   )는 균질적 지속성지수를 의미하며, 그린지역 보존지
수(   )와 환경오염지수(   )로 구분하였다. 그린지역 보존지수(   )는 기준연
도 산지면적과 농지면적의 비율에 대한 해당연도의 산지면적과 농지면적의 비율
로 측정하였고, 환경오염지수(   )는 기준연도의 수질 및 대기 오염 수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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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연도의 수질 및 대기 오염 수준으로 측정하였다.
국가안정성지수는 효율과 형평의 조화라는 측면에 주안점을 두고, 국가사회시
스템을 구성하는 각 요소들이 어느 정도 대수정규분포(Log-normal Distribution)에
가까이 근접해 있는지 여부를 측정하는 지수이다. 대수정규분포에 근접할수록
국가사회는 갈등요소가 줄고 안정 상태로 접어들 수 있다는 논리에서 출발한다.

제4장 시공인 통합모형의 개념 및 이론 정립
제4장에서는 시공인 통합모형의 개념과 이론을 정립하기 위해 동태모형으로
서 URBANSIM 모형, TRANUS모형,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형을, 공간모형으로서
EMME/2 모형, GIS 모형을, 인간모형의 이론으로서 변분해석학, 동적계획, 최대

원리를 구분하여 살펴본 후 이러한 세 가지 모형을 통합하는 시공인 통합모형의
개념을 정립하고 개념도를 작성하였다.
동태모형 중 URBANSIM 모형은 여러 시나리오를 구축하여 객관적 정보와 분
석을 통해 미래의 도시에 대한 영향을 체계적으로 예측함으로서 정책개발 및 계
획과정을 지원하는 모형이다. 대안적 시나리오들이 토지이용 변화에 미치는 영
향을 예측하기 위하여 토지이용, 교통, 공공정책간의 상호작용을 시뮬레이션 한
다. TRANUS 모형은 제안된 정책에 반응하는 인간의 행동을 시뮬레이션하고, 그
행동에 따라 발생되는 토지이용변화 및 교통과 토지이용 간의 상호작용을 예측
한다.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형은 동태적이며, 중장기적 예측에 적합하고, 여러 변
수들 간의 순환적 인과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계량화가 곤란한 요인들까지
도 변수 상호간의 인과관계를 유기적으로 체계화할 수 있으며, 적극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접근방법이다.
공간모형 중 하나인 EMME/2 모형은 종합적인 교통계획 패키지로서, 교통수요
4단계 전 과정을 프로그램 내에서 수행할 수 있으며, 모듈별로 기능과 역할을 부

여한다. GIS 모형은 지도학적 모형 개념에서 출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최종
공간정보 결과를 도출하는데 하위 시스템들 간의 연계가 유연하다. 공간상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모델을 사용하는 것은 복잡한 실세계를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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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화․일반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문제의 특성에 따라 확률적 모형과 결정론적
모형의 활용이 귀납적 또는 연역적으로 접근될 수 있다.
인간모형에 관한 이론으로는 변분해석학, 동적계획, 최대원리가 있다. 고전 변
분해석학에서 다루는 제어문제는 주어진 시간의 범위 내에서 상태변수와 그 변
화율 그리고 시간변수로 구성된 중간함수의 적분 값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상태변
수의 시간경로를 구하는 문제이다. 그러나 하나의 제어변수가 주어진 제어변수
들의 집합에 제약을 받게 되는 일반적인 제어문제에는 곧 바로 대처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동적계획은 미국 벨만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최적성의 원리
(Principle of Optimality)’를 토대로 도출된 벨만방정식에 의해 제어문제의 해를

구하면 변분해석학의 단점을 해결할 수 있다. 최대원리는 필요조건이 통상의 미
분방정식으로 표시되어지므로 접근방법이 쉬워, 최적제어문제를 풀 때 위의 방
법들에 비해 가장 유용하고 일반적인 제어문제에 직접 적용될 수 있다.
시․공․인 통합 정책시뮬레이션 모형 개발 시, 시간차원의 시스템 다이내믹
스 기법과 공간차원의 GIS기법, 합리적 의사결정수단을 도출하는데 적합한 최적
제어기법을 연계하거나 결합한 통합모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차원이
서로 다른 세 기법을 엮어주는 연결방식은 연결고리로 엑셀(Excel)을 이용하는
방식과 개발도구인 SDK(Software Development Kit)를 이용하는 방식이 있다.

제5장 시공인 통합모형 분석기법 및 연계방안
제5장에서는 시공인 통합모형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각종 분석기법 및 연계방
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시공인 통합모형을 개발하기 위하여, 시간요
소를 중심으로 미래 전망과 정책효과 측정에 유용한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형, 공
간정보처리와 공간분석에 탁월한 GIS기법, 주어진 조건과 환경에서 가장 적합한
동태적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인간요소 중심의 최적제어기법 등을 고찰하
였다. 또한 모형구조 측면, 기술측면, 실용성 측면에서 시스템 다이내믹스와 GIS
그리고 최적제어기법의 효과적 연계방안을 제시하였다.
시스템 다이내믹스 기법은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예측과 통합전망을 가능하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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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국가미래의 전망과 전략 수립에 활용될 수 있다. 파워심(POWERSIM)의 등장으
로 시간의 흐름까지 감안하는 역동적 최적제어상태까지 도출하는 처방적 기법으
로 발전하였다.
GIS 기법에는 버퍼생성, 지리적 요소 조작, 폴리곤 중첩 등의 기초적인 공간분

석방법이 있다. 그리고 GIS기법은 2차적으로 네트워크분석, 근접시설분석, 서비
스권역분석 등의 공간분석방법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위성영상, 항공사진, 현장
조사사진 등을 활용하여 수치지도와 Lidar 정보를 생성하고 이를 융합하여 3차원
공간정보를 구축할 수 있다.
최적제어기법에서 다루어지는 일반적 제어문제는 정태적 최적화문제와 동태
적 최적화문제로 구분된다. 정태적 최적화문제는 주어진 시점에서 의사결정자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자원을 배분하는 문제이다.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목적함수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의사결정변수들에 대한 값을 선택하는 문제로, 수리계획문제
라고 말한다. 동태적 최적화문제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의사결정자의 목적에 부
합하도록 자원을 배분하는 문제이다.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제어집합에서 의사결
정변수에 대한 시간경로를 선택하는 문제로, 제어 문제라고 한다. 최근의 도시경
제학자들은 결정론적인 최적제어이론을 도시경제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에 적
용하는 것을 시도하고 있다.
시스템 다이내믹스⋅GIS⋅최적제어기법 연계방안은 3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모형구조 측면에서의 체계적 연계방안으로는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형의 정보를 GIS 모형에 전달하여 점으로 표현하거나, GIS 모형의 점 정보를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형으로 전달하여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점적 연계방안이
있다. 또한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형의 정보를 GIS 모형에 전달하여 선형으로 표
현하거나, GIS 모형의 선형 정보를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형으로 전달하여 시뮬
레이션 할 수 있는 선적 연계방안이 있다. 그리고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형의 정
보를 GIS 모형에 전달하여 면형으로 표현하거나, GIS 모형의 면형 정보를 시스
템 다이내믹스 모형으로 전달하여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면적 연계방안이 있다.
둘째, 시스템 다이내믹스와 GIS로 구축한 시뮬레이션 모형을 기술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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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은 SDK(Software Development Toolkits)를 이용하여 데
이터를 상호․교환하는 것이다. SDK는 지리객체를 시뮬레이션 모델에 맞출 수
있으므로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형의 데이터를 GIS 모형에 전달하고, GIS 모형의
데이터를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형에 전달할 수 있다.
셋째, 실용성 측면에서의 효과적 연계방안으로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형과 GIS
모형은 결합방식에 따라 약결합(loosely-coupled)과 강결합(tightly-coupled)으로 구
분할 수 있다. 약결합에서는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형에서 GIS 모형에 자료를 전
달하고, 각각의 모형이 개별적으로 분석과 표현과정을 수행한다. 강결합에서는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형과 GIS 모형이 상호 자료를 교환하고, 분석 및 표현과정
을 공유할 수 있으며, 분석 및 표현된 자료를 다시 각각의 모형에서 처리할 수
있다. 시공간의 완벽한 통합을 이루고 효과적으로 모형의 분석결과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다이내믹스와 GIS를 강결합하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효과
적이다.

제6장 시공인통합 재정투자파급효과측정시스템 설계
제6장에서는 시공인통합 재정투자파급효과측정시스템을 설계하고 제시하였다.
시스템의 하부모형은 인구, 토지이용, 주택, 교통, 교육, 산업, 재정투자, 국민경제,
국제, 정책효과측정, 국가발전지수 등 11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부문별로
모형의 시스템 순환도와 변수간의 인과관계를 표현하고, 변수간의 함수관계를 설
정하였다.
시스템의 하부모형은 기초부문, 응용부문, 지수측정부문으로 구분되어 있다.
기초부문은 인구, 토지이용, 국민경제, 국제부분으로 구분된다. 인구부문의 경우
시군간 인구이동 중력모형, 시군별 매력도(＋) 측정_전입 시스템, 시군별 매력도
(-) 측정_전출 시스템, 시도인구모형, 권역별인구 모형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토

지이용 부문의 경우 용도지역별 면적 모형으로 구성된다. 응용부문은 주택, 교통,
교육, 산업, 재정투자, 정책효과측정 부문으로 구성된다. 또한 지수측정부문은 국
가발전지수부문으로 구성된다.
ⅹⅲ

인구모형에서 시군별 인구는 출생자, 사망자, 전입자, 전출자에 의해서 변화한
다. 출생자와 사망자는 각각 출생률과 사망률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며, 시군별
전입자와 전출자 인구는 중력모형과 매력도에 의해 영향을 받아 시군별 인구에
영향을 준다. 토지이용부문모형은 직접적인 재정투자의 대상은 아니지만, 재정
투자에 따른 토지이용의 변화를 수용하는 부문으로 토지이용과 관련된 각 부문
간을 연결하는 기반모형이다. 주택모형은 가구수, 일반주택수, 임대주택수를 주
요 변수로 이용하는 모형이다. 교통모형은 도로면적, 포장도로길이 등을 주요 인
자로 이용한다. 교육모형은 고등학교 교실수 및 학교시설 연면적을 주요인자로
이용한다. 산업부문모형은 재정투자에 따른 시군별 지역내총생산과 취업구조의
변화를 분석하는 모형으로 산업Ⅰ모형과 산업Ⅱ모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재정투
자부문모형은 재정투자에 따른 파급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주택, 도로, 교육, 산
업 등의 분야에 재정투자액과 정책을 부여하는 모형이다. 국민경제부문 모형은
재정투자에 따른 국가경제성지수를 측정하기 위해 달러환산 GDP를 도출하는 부
문으로, 달러환산 GDP를 매개로 하여 국가발전지수모형과 연결되는 하부모형이
다. 국제부문모형은 국가별 GDP, 국가별 인구, 국가별 도로길이, 국가별 가구, 국
가별 주택, OECD국가의 5년간 재정투자액, OECD 국가 도시화율, OECD 국가
인간개발지수 등을 주요 인자로 이용한다. 정책효과측정모형은 택지개발사업,
도로건설사업 등의 대규모 기존 사업에서 정책효과가 나타나는 식을 도출하여
정책효과를 측정한다. 국가발전지수 부문모형은 재정투자에 따른 국가발전지수
를 측정하는 부문으로, 국가발전지수를 측정하기 위해 국가효율성지수, 국가경
제성지수, 국가형평성지수, 국가안정성지수 등의 모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7장 시공인통합 재정투자파급효과측정시스템 개발
제7장에서는 시공인통합 재정투자파급효과측정시스템을 개발하고 인구, 지역
내총생산, 그리고 국가발전지수 등을 개괄적으로 행태분석하였다. 그리고 대안
을 설정하여 대안별로 나타나는 결과를 살펴보고, 사용자 중심의 운용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사용자 중심의 운용시스템에서는 개괄적 행태를 분석하는 기본모형
ⅹⅳ

뿐만 아니라, 대안을 설정하여 시뮬레이션 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그리고 사
용자 중심의 운용시스템에서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시도별, 시군별, 분석권역별
로 그래프와 표뿐만 아니라 3차원 지도를 이용하여 가시적으로 표현되도록 개발
하였다.
인구에 대한 개괄적인 행태분석을 한 결과 특별한 정책이 없는 한 몇 년 동안
은 서울시 주변의 경기도와 대구시와 울산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광역시는 인구
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내 총생산의 경우 산업별 지역내 총생산은 2020
년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용자 운용시스템이 실행되면 초기화면에 인구, 기개발토지, 가구수, 포장도
로길이, 학교시설연면적, 지역내 총생산, 일반주택수, 국가발전지수 등 재정투자
시 가시적으로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 주요한 인자들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모형
의 선택 및 설정 부분에서 모형을 선택하면 하단의 모형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다. 또한 모형을 신규로 추가하거나 모형의 조건을 수정하고, 시뮬레이션을 실
행할 수 있다. 아울러 주택, 교육, 도로, 산업분야 등의 재정투자에 따라 시뮬레이
션이 가능하도록 구현되어 있다. 또한 사용자 운용시스템에서 시뮬레이션 실행
후 시도별뿐만 아니라 시군별, 분석구역별 결과에 대한 그래프와 도표를 조회할
수 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 결과를 3차원 지도로 조회할 수 있다.

제8장 시공인통합시스템을 적용한 재정투자파급영향사례 분석
제8장에서는 기존투자사업인 분당 신도시와 일산 신도시 개발사업을 기반으
로 신도시 개발사업의 사업비, 인구, 주택수 추정식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기존
투자사업을 토대로 도출된 사업비, 인구, 주택수 추정식을 이용하여 제2기 신도
시로 지정된 화성동탄(I)과 파주운정의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비, 인구, 주택수를
추정하였다.

제9장 시스템 시뮬레이션 결과의 입체화 방법론 개발
제9장에서는 시스템 시뮬레이션 결과의 입체화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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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스는 시간의 변화를 표현하는 모형이고, GIS는 공간변화를 표현하는 기
법이므로 시스템 다이내믹스와 GIS를 결합하면 시간변화에 따른 공간변화를 표
현할 수 있다. 그러나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공간의 변화를 현실처럼 생동감 있게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시스템 다이내믹스와 GIS를 결합하고 여기에 게임
의 컴퓨터 그래픽기술을 접목할 필요가 있다.
심시티는 지형생성 및 3차원 모델링이 가능하고, 좌표체계와 셀을 이용하여
거리정보 및 각종 통계정보를 제공하므로 3차원 GIS기술과 접목하면 그래픽을
최대한 지원하여 현실감 있게 공간을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한 심시
티는 경험적이고 사실적인 순환적 피드백 과정을 반복하고, 의사결정에 따라 시
간이 변화하면서 도시 공간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므로 시간변화에 따른
공간변화를 표현하는데 적절하다.
국토연구분야의 심시티 활용사례에서는 심시티를 활용하여 토지형상기준의
효율성을 검증하였다. 토지형상이 좋을수록 공공시설의 면적과 비용이 적게 소
요되며, 중산층 위주의 안정적인 인구구조를 가지고 인구수가 증가하고, 첨단 IT
산업 위주로 변해가는 효율적인 도시형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심
시티의 3차원 구현 기능을 이용하여 도시 건설 이전에 조감도를 제작할 수 있으
며,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조감도에 비해 적은 시간과 비용을 이용하여
도시의 기본적인 컨셉이나 토지이용, 미래의 모습을 개략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제10장 결 론
제10장에서는 시공인 통합 재정투자파급효과측정시스템의 학술적․정책적 기
여도, 연구의 특징과 한계, 향후 연구과제, 맺는말의 순서로 결론을 정리하여 제
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시스템 다이내믹스와 GIS를 연계하고 통합한 모형을
개발하였다. 따라서 과학적 방법으로 정책의 타당성을 효율성, 경제성, 형평성,
안정성 측면에서 분석하고 추진할 수 있다.
이 연구는 1차년도 연구에 이어 동양철학과 고전, 경제학 및 수학적 이론, 시스
템 다이내믹스 기법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효율성․경제성․형평성․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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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대한 개념을 수정하고 보완하여 체계적으로 정립하였고, 인구학적 요인, 사
회경제적 요인, 지역공간적 요인, 정보기술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요인
별 적합성 평가를 통해 국가효율성지수․국가경제성지수․국가형평성지수․국
가안정성지수 등 국가발전지수의 개념을 1차 연구와 연계하여 새롭게 개발하고
수정하였다. 또한 시스템 다이내믹스와 GIS를 연계하고 통합하여 모형을 개발하
였으며, 여러 용도에 쓸 수 있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시․공․인 통합 시뮬레이
션 모형을 개발하여 학술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정부가
정책을 추진할 때 과학적 방법으로 정책의 타당성을 효율성, 경제성, 형평성, 안
정성 측면에서 분석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의 특징과 한계를 살펴보면 이 연구는 시스템 다이내믹스와 GIS를 기
반으로 시공간 통합 재정투자파급효과측정시스템을 개발하였으나, 정량적이고
통계학적 자료뿐만 아니라 정성적이고 주관적인 다양한 자료가 필요함에도 불구
하고, 정성적이고 주관적인 자료들을 취득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여 반영하지
못하였다.
정책적으로 이 연구에서 개발된 부문을 적용하고 실행하기 위해서 과거의 자
료를 기반으로 시스템의 인구, 주택, 지역내 총생산 등의 주요한 변수들을 시뮬
레이션한 결과와 현재 조사된 자료를 비교하여 시스템의 유용성을 다각도로 검
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 색인어 _ 국가발전지수, 재정투자파급효과측정시스템, 시스템 다이내믹스, G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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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이 장에서는 ‘재정투자파급효과측정시스템 개발 및 국가발전지수 정립 연구’를 수행
하게 된 배경을 비롯하여 연구의 목적, 범위, 방법, 기대성과 등을 서술하였다. 이 연구
는 2년에 걸친 계속연구로서, 1차년도(2007)에서는 국가발전지수의 개념을 정립하고,
시스템 다이내믹스 기법을 중심으로 동태적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2차년도(2008)인 이
연구에서는 1차년도에 개발된 국가발전지수의 개념을 확장․개발하고, 시스템 다이내
믹스와 3차원 지리정보시스템을 묶은 명실상부한 시․공․인 통합시스템을 개발하였
다. 또한 3차원 공간표현기술과 시간변화에 따른 공간변화 표현기법을 활용하여 시스
템 시뮬레이션 결과를 입체적으로 시각화하는 방법론을 제시하였으며, 개발된 모형과
지수를 활용하여 예산당국이 예산편성과정에서 재정투자에 대한 국가효율성파급효
과, 국가경제성파급효과, 국가형평성파급효과, 국가안정성파급효과를 사전에 분석․
평가․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1. 연구 배경
정부는 경제성장을 통한 국민 생활 안정을 꾀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농촌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대규모 국책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국책사업은 대규모
재정투자를 수반하나, 투자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와 국가발전 기여도를 측정하
는 과학적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예산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효율적으로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재정사업의 성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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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강화해야 하며, 각 부처는 재정사업 추진으로 기대되는 성과와 이의 측정방
법 등을 작성하여 예산요구서와 함께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기획재
정부는 각 부처의 성과계획서를 취합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검토한 후 예산안 첨
부서류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재정투자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와 국가발전기여도를 체계적
이고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못해 성과중심의 재정운용과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이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의 각종 지역개발에 따른 대규모 재정투자의 파급효과를 정확히
예측하고 아울러 예산배분의 목적 달성도를 사전에 평가할 수 있는 효과측정시
스템과 평가지수의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2. 연구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간중심의 시스템 다이내믹스(System Dynamics, SD)’기법과 ‘공간중심
의 지리정보시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 GIS)’기법의 장점을 접목한
‘SD와 GIS 기반의 시공간통합형 재정투자파급효과측정시스템’을 확장․개발하

는 것이다. 시공간통합형 재정투자파급효과측정시스템은 1차년도에 정립된 개념
및 시스템을 확장․보완하여 개발하였다.
둘째, 3차원 공간표현기술과 시간변화에 따른 공간변화 표현기법을 활용하여
시스템 시뮬레이션 결과를 입체적으로 시각화하는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3차원 GIS와 게임엔진인 심시티를 활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입체
적으로 시각화하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셋째, 개발된 모형과 지수를 활용하여 예산당국이 예산편성과정에서 재정투자
에 대한 국가효율성파급효과, 국가경제성파급효과, 국가형평성파급효과, 국가안
정성파급효과를 사전에 분석․평가․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다. 시공간통합형 재정투자파급효과측정시스템은 그래프와 표를 이용하여 국가
2

효율성파급효과, 국가경제성파급효과, 국가형평성파급효과, 국가안정성파급효과
등을 사전에 분석할 수 있으며, 손쉽게 대안별 효과를 비교함으로써 원활한 의사
결정을 지원할 수 있다.

3. 연구 범위
1) 시간적 범위

이 연구에서 고려하는 내용상의 시간적 범위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대상기간
인 5년으로 하였다. 그러나 모형을 적용한 재정투자파급효과는 보다 장기적으로
파악해야 하므로 이 연구에서 개발하는 ｢재정투자파급효과측정시스템｣의 시뮬
레이션 기간은 2005년부터 2020년까지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1차
연도와 마찬가지로 2005년부터 202년까지이다.

2) 공간적 범위

시스템 내에서 지역투자의 파급효과를 상세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전국을 16개
시도와 172개1) 시군의 공간단위로 구분하였다. 또한 지역균형발전시책의 효과를
상세히 분석할 수 있도록 전국을 수도권, 수도권인접시군지역 중 남부지역과 동
부지역, 비수도권대도시지역, 비수도권중소도시지역, 비수도권군지역 등의 6개
분석구역으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6개 분석구역 외에도 전국을 172개 시군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므로, 정부가 추진 중인 ‘5+2광역경제권’, ‘남해안선벨트’ 등
목적에 따라 분석구역을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다.

1) 2005년 당시의 시군으로,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를 비롯하여 광역시에 포함된 5개 군, 경기도의 27
개 시와 4개 군, 강원도의 7개 시와 11개 군, 충청북도의 3개 시와 9개 군, 충청남도의 7개 시와 9개
군, 전라북도의 6개 시와 8개 군, 전라남도의 5개 시와 17개 군, 경상북도의 10개 시와 13개 군, 경상남
도의 10개 시와 10개 군, 제주도의 2개 시와 2개 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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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용적 범위
이 연구에서 다루는 주요 내용은 크게 여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시공
간통합 모형의 개념 및 이론을 정립하는 것이다. 모형의 개념과 이론은 1차년도
에 정립한 개론과 이론을 확대․발전시켜 정립하였다.
둘째, 시스템 다이내믹스와 GIS의 특성을 분석하여 시스템 다이내믹스와 GIS
의 연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시스템 다이내믹스는 시간분석기법이며, GIS는
공간분석기법이다. 이 연구에서는 시스템다이내믹스와 GIS를 연계할 수 있는 방
안을 마련하였다.
셋째, 시스템 다이내믹스와 GIS 기반의 통합적 재정투자파급효과측정시스템
을 설계․개발하는 것이다. 시스템 다이내믹스와 GIS를 통합한 시공간 통합형
재정투자파급효과측정시스템을 설계․개발하였다.
넷째, 시공간통합시스템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시공간 통합시스템을 적용한 재
정투자 파급영향 사례를 분석하는 것이다. 개발된 시스템을 현실에 적용하여 재
정투자 파급영향 사례를 분석하였다.
다섯째, 시스템 시뮬레이션 결과를 입체화적으로 시각화하는 방법론을 제안하
는 것이다. 개발된 시스템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3차원 GIS기술 및 심시티를 활용
하여 입체적으로 시각화하는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재정투자파급효과측정시스템의 하부부문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국가예산 편
성 시 구분하는 분야를 기준으로 기초부문, 응용부문, 지수측정부문으로 구분하
였다. 기초부문은 인구․토지이용․국민경제․국제 등 4개 부문, 응용부문은 주
택․교통․교육․산업․재정투자․정책효과측정 등 6개 부문, 그리고 지수 측정
부문은 국가발전지수 부문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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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방법
1) 연구기간
이 연구는 2007년부터 2008년까지 2년에 걸친 다년도 연구과제로 추진하였다.
1차년도(2007)에서는 시스템 다이내믹스 기법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2

차년도(2008)에는 1차년도의 연구결과를 확대․발전시켜 시스템 다이내믹스와
GIS 기반의 시공간 통합시스템 개발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2) 삼간(三間) 조화의 원리’ 개념 적용2)
동양 철학에서는 시간, 공간, 인간을 우주의 세 가지 근본요소라 하여 삼재(三
才)3)라고 하고 시간, 공간, 인간을 ‘우주의 삼간’이라 부른다.
‘삼간 조화의 원리’는 삼간을 모든 시스템의 근본요소라 간주하여 이들을 조화

롭게 하나로 묶어 체계적으로 개념을 정립하거나 모형을 구축하는 접근원리이
다. 이러한 ‘삼간 조화의 원리’는 이 연구의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전개되는
바탕 원리이다.

3) 시공간통합 재정투자파급효과측정시스템 개발
시스템 다이내믹스 기법과 GIS 기술의 강점과 장점을 함께 적용한 시공간통합
시스템을 개발하여 활용성과 실용성을 확대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는 3차원 표
현기술을 적용하여 입체적인 시각화 작업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현실도시에서 발생하는 모든 부문을 가상도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심시티
(SimCity)4) 형식의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개발하였다.

2) 김영표. 2007.「재정투자 파급효과 측정시스템 개발 및 국가발전지수 정립연구(Ⅰ)」. 재정리.
3) 삼재에서 재(才)는 근본을 뜻한다.
4) 심시티란 설계자가 꿈꾸는 가상의 도시를 건설하고 운영하는 게임 소프트웨어로서, 숲과 호수를 만들
고 동물을 사육할 수 있으며, 시장(市長)의 입장에서 도시를 개발하고 운영한 결과에 대한 실적평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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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시스템다이내믹스와 GIS기법을 이용한 시공간통합모형 개발

4) 연구실별 설명회 개최 및 관련분야 모형 협의
개발된 모형을 검증하고 실용성을 확보한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실별로
관련분야 전문가에게 모형의 개발(안)을 설명하였다. 또한 관련분야 전문가와 해
당 분야의 모형을 협의하여 모형을 보완하였다.
가능하며, 도시에 거주하는 가상 아바타인 심즈(Sims)들의 생활을 통해 도시 삶의 이모저모를 몸소
체험할 수 있다. (상게서.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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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부전문가 활용
시스템 다이내믹스와 GIS의 연계경험이 있는 대학연구소의 전문가를 활용하
여 국가발전지수 개념을 확장하였다. 그리고 인구이동모형을 확장하고 파라메타
를 추정하였으며, 도시 및 지역 매력도 측정방안 등을 수행하였다.
또한 시스템 다이내믹스와 GIS의 연계를 이룬 시공간통합 개념의 재정투자파
급효과측정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민간업체 전문가를 활용하였다.
이밖에도 현실도시에서 발생하는 모든 부문을 가상도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심시티의 구조와 아키텍쳐를 정밀․분석하여, 시스템의 시뮬레이션 결과가 향후
에 자동으로 심시티로 곧바로 연결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6) 국제세미나 개최
시간중심 접근모형인 시스템 다이내믹스 기법과 공간중심 접근모형인 GIS기
법의 특징과 강점을 분석하고, 시스템 다이내믹스와 GIS를 통합한 시공간통합모
형의 방향 제시하기 위해 「시스템 다이내믹스와 GIS 통합모형 구축방향에 관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국제세미나를 통해서 시스템 다이내믹스와 GIS의 강결합을 통한 시공간통합
이 아직은 초기단계이나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7) 1차년도 연구와 논리적 연관성 유지
이 연구는 1차년도 연구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삼간 조화의 원리’를 근본
원리로 적용하였다. 또한 시간적 범위를 2005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단위로 설정
하고, 공간적 범위를 16개 시도와 172개 시군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국가발전
지수를 1차년도 연구와 마찬가지로 국가효율성지수․국가경제성지수․국가형
평성지수․국가안정성지수로 구분하고, 개념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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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연구의 추진체계 및 수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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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와 1차년도 연구와의 다른 점은 1차년도 연구에서 개발한 시간중심의
시스템 다이내믹스 기법에 GIS기법의 장점을 접목하여 시스템 다이내믹스와
GIS 기반의 시공간 통합형 재정투자파급효과측정시스템을 확대․개발한 것이

다. 그리고 1차 연구에서 개발한 국가효율성지수․국가경제성지수․국가형평성
지수․국가안정성지수 등의 국가발전지수 측정방법을 수정․보완하고 확장하였
다. 또한 1차년도 연구에서 개발한 인구, 토지이용, 국민경제, 국제, 주택, 교통,
교육, 산업, 국가발전지수, 재정투자 등의 재정투자파급효과 측정모형을 정밀하
게 수정․보완하였으며, 여기에 정책효과측정모형 등을 추가하여 확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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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 고찰

이 장에서는 시스템 다이내믹스, 지리정보시스템, 최적제어이론, 시공간통합모형, 사
이버국토, 지표 및 지수 설정, 재정투자 파급효과분석 등과 관련된 이론과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이 연구와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제시하였으며, 연구 분야별로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1.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1) 관련 이론

이 연구와 관련된 이론으로는 시스템 다이내믹스(System Dynamics, SD), 지리
정보시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 GIS), 최적제어이론(Optimal Control
Theory, OCT), 시공간통합모형, 사이버국토, 지표 및 지수 설정, 재정투자 파급효

과분석 등이 있다.

2) 선행연구현황

시스템 다이내믹스와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체계동학적 방법에 의한 권역분석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김영표, 1986]’, ‘지역간 투자파급효과의 측정모형 개발
연구[김영표, 1988]’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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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정보시스템과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토지적성
평가에 관한 연구’[채미옥, 2001], ‘GIS기반 공간분석방법론 적용 연구’[김영표․
임은선, 2004] 등이 있다.
시공간통합모형과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시공간통합 국토시뮬레이션모형 개
발 연구(Ⅰ,Ⅱ)’[최병남, 2005,2006], ‘The New Jersey(USA) Growth Allocation
Model: Development, Evaluation and Extension’[James Reilly, 2003] 등이 있다.

사이버국토와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時空自在의 세상을 향한 사이버국토 창조
방안(Ⅰ,Ⅱ)’[김영표․최병남, 2004,2005], ‘u-City(時空自在도시) 구현을 위한 국
가전략 연구’[김정훈, 2006] 등이 있다.
지표 및 지수 설정과 관련된 연구로는 ‘지속가능한 국토개발지표 설정에 관한
연구[이용우, 2003]’, ‘부동산 시공간자료를 활용한 부동산가격지수 추정에 관한
연구’[박헌수, 2004], ‘홍수피해특성 분석 및 홍수피해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박
태선, 2005] 등이 있다.
재정투자 파급효과분석과 관련된 연구로는 ‘공공투자사업의 지역경제파급효
과추정을 위한 다지역산업연관모형 구축 및 분석’[김재형, 2000], ‘시스템 다이내
믹스기법을 이용한 균형발전영향평가시범모형개발’[김영표, 2006] 등이 있다.

3) 선행연구 종합 검토

다양한 선행연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하였
다. 첫째, 선행연구에서 시스템 다이내믹스와 GIS를 접목시키려고 시도하였으나,
제한된 변수만을 사용하고 GIS와의 연계수준이 미흡한 수준이다. 둘째, 선행연
구에서 지표 및 지수 설정과 관련된 연구가 다양한 분야에서 시도되고 있으나,
주로 경제학적 계량모형을 활용하는 수준이다. 셋째, 선행연구에서 재정투자의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으나, 제한된 범위에서 실험구축 수준으로
수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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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와의 차이
선행연구와 이 연구의 차이를 분석해 보면 첫째, 선행연구들은 연구의 공간적
범위와 내용적 범위가 모두 제한적인데 반해, 이 연구는 전국을 시군 단위까지
172개로 구분하고 국토와 지역의 발전에 관련된 모든 부문과 기능을 종합적으로

다루었다. 둘째, 이 연구는 시스템 다이내믹스와 GIS가 연계․통합된 시공간통
합 재정투자파급효과측정시스템을 개발하고 시스템 시뮬레이션 결과를 입체적
으로 시각화하는 방법론을 개발하고자 하였으나, 선행연구에서는 이러한 시도가
존재하지 않았다. 선행연구와 이 연구의 차이점은 다음 <표2-1>과 같다.
<표 2-1>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구분

주
요
선
행
연
구

연구목적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과제명: 체계동학적 방법에 ∙수도권을 시군 단위로 ∙체계동학(SD)에 관한
의한 권역분석모형 개발에 관 32개 지역으로 구분
이론적 고찰
∙인구 및 가구, 주택, 주 ∙수도권분석모형의 구조
한 연구
∙연구자(년도): 김영표외(1986) 택시장, 토지시장, 산업 ∙모형의 행태 분석
1 ∙연구목적: 수도권을 대상으 구조, 지역소득 등의 부 ∙모형의 감응도 분석
로 권역개발계획과 지역정책 문으로 구분
∙정책대안의 평가
의 시행에 따른 사회경제적 ∙체계동학(SD)적 방법으
파급효과 측정을 위한 권역분 로 지역분석모형 개발
석모형 개발
∙과제명: 지속가능한 국토개 ∙국내외 문헌 및 선행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이론적 검토
발지표 설정에 관한 연구
구조사
∙연구자(년도): 이용우외(2003) ∙국제 학연공동연구수행 ∙해외사례조사
∙연구목적: 국토개발을 지속 ∙자문회의 통한 전문가 ∙국토개발의 정의와 지
2
가능성 측면에서 측정하는 동 의견 수렴
표
시에 국토정책 및 계획의 방 ∙국토개발과 관련 지표 ∙국토개발지표의 설정
향과 내용 결정의 준거로 활 에 관한 설문조사 2회 ∙지표작성 및 활용방안
실시
용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
∙과제명: 균형발전영향평가제 ∙문헌 및 선행연구 검토 ∙균형발전의 의미
도 도입방안 연구
∙전문가자문 및 연구협 ∙균형발전영향평가제도
∙연구자(년도): 조남건외(2005) 의회 개최
도입의 필요성
3
∙연구목적: 균형발전영향평가 ∙설문조사 실시
∙국내외 사례 검토
의 타당성과 도입시 활용방안
∙균형발전영향평가제도
강구
시행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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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선행연구와의 차별성(계속)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구분
연구목적
주
요
선
행
연
구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과제명: 시공간통합 국토시 ∙문헌 및 선행연구 검토 ∙시공간통합 국토정책시뮬레
이션 모형의 틀
뮬레이션모형 개발 연구(Ⅰ,Ⅱ) ∙시공간자료 수집
∙연구자(년도): 최병남외(2005,06) ∙국토정보연구센터와국토 ∙지역간 부문변화예측 동태모형
∙연구목적: 시공간통합관점 지역연구실협동연구추진 ∙지역내 토지이용 변화예측
4 에서 국토정책을 시뮬레이션 ∙한국토지정보시스템과 을 위한 공간모형
할 수 있는 모형개발방안을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의 ∙시공간통합 국토정책 시뮬
모색하고, 실험적인 모형을 정보를 가공하여 활용 레이션 모형 구현방안
개발하여 시공간통합 시뮬레 ∙SD와 GIS 약결합 모 ∙시공간통합 국토정책 시뮬
레이션 모형의 활용성
이션방법 활용가능성 검토 형 개발

∙각종 국책사업의 사회경제 ∙SD기법을 활용하여 ｢ ∙삼간(三間) 조화의 원리, 시스
적 효과를 사전에 측정하 재정투자파급효과측 템의 효율성⦁경제성⦁형평
고 전망하는데 필요한 ｢재 정시스템｣ 개발
성⦁안정성, 지속가능성과
정투자파급효과측정시스 ∙국가효율성지수⦁국 지속가능발전의 개념 정립
템｣을 개발하고, 정부의 재 가경제성지수⦁국가 ∙국가발전지수의 개념 및 측
정투자가 국가균형발전을 형평성지수⦁국가안 정방법 정립
1차
비롯하여 각종 국가발전에 정성지수 등 4대 국 ∙재정투자파급효과측정시스
연구
(2007) 미치는 영향을 한 눈에 보 가발전지수의 개념 템 개발을 위한 관련기법 고
여주는 ｢국가발전지수｣를 을 정립하고, 엔트로 찰
정립
피와 대수정규분포 ∙재정투자파급효과측정시스
를 활용하여 국가발 템 개발
전지수의 측정방법 ∙시스템의 행태분석 및 재정
정립
투자 효과분석
∙SD와 GIS기반의 시공간통 ∙｢시공간통합 재정투 ∙시공간통합 모형의 개념 및
합 재정투자파급효과측정 자파급효과측정시스 이론 정립
시스템 개발
템｣ 개발
∙SD와 GIS의 특성분석⦁연계
∙시스템 시뮬레이션 결과를 ∙재정투자파급효과 방안 모색
입체적으로 시각화하는 방 포털 개발
∙SD와 GIS 기반의 시공간통합
2차
법론 개발
∙연구실별 설명회 개 재정투자파급효과측정시스
연구
∙예산편성과정에서 재정투 최 및 관련분야 모형 템 설계⦁개발
(2008)
자에 대한 국가(효율성⦁경 공동 설계개발
∙시스템의 타당성 평가 및 시
제성⦁형평성⦁안정성)파 ∙외부전문가 활용
스템을 적용한 재정투자 파
급영향 사례분석
급효과를 사전에 분석‧평
가하고 자가 진단할 수 있
∙시뮬레이션 결과의 입체화방
는 방안 제시
법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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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분야별 선행연구 고찰
1) 시스템 다이내믹스 관련연구

Jay Forrester(1969)5)는 도시의 하위 시스템간의 동태적인 역학관계에 의하여

도시의 성장과 쇠퇴를 분석할 수 있는 모형을 구축하였으나, 초기 연구로서 가설
에 있어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유재숙(1985)6)은 서울시와 위성도시인 안양시 사이의 역학관계 즉 상호작용에
따른 안양시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전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지역 및 도시문제
분석에 시스템 다이내믹스 기법을 최초로 활용하였다. 그러나 공간적 범위가 서
울시와 안양시에 국한되어 있고, 인구․주택․경제․컴퓨터 등의 부문만을 제한
적으로 분석하였다.
김영표(1986, 1988)7)는 전국을 대상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역간 투자파
급효과의 측정모형을 개발하여 권역개발계획 및 지역정책 시행에 따른 사회경제
적인 파급효과를 미리 분석할 수 있는 종합적인 동태모형을 정립하였으나, 전국
을 시도 단위로 구분하였고, GIS기반 모형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

2) 지리정보시스템(GIS) 관련연구

Joseph K. Berry(1987)8)는 레이어간의 중첩분석과 수학적 연산원리를 적용하여

고속도로 노선을 선정함으로써 래스터모델로 구축된 공간정보간의 수학적 연산
과 중첩분석을 적용하였으며, 조건에 부합되는 정보를 비교적 단순한 수학적 원

5) Jay Forrester. 1969. ｢Urban Dynamics｣. Massachusetts : Massachusetts Institue of Press.
6) Yoo, Jae Sook. 1985. "A Simulation Model for Socio-economic Changes of a Satellite City(Anyang) Lying
in the Suburbs of Seoul, Korea". Asian Institute of Technology.
7) 김영표. 1986. ｢체계동학적 방법에 의한 권역분석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국토개발연구원.
김영표. 1988. ｢지역간 투자파급효과의 측정모형 개발｣. 국토개발연구원.
8) Joseph K. Berry. 1987. "Fundamental operations in computer-assisted map analysis". ｢IJGIS｣. Vol. 1(2).
p.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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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와 절차에 따라 대안을 도출하였으나,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형 및 시공간통합
모형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
김성균(1995)9)은 도시주변 산의 자연 및 경관을 보전하고 개발에 따른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토지이용계획부문에 GIS기반 공간분석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는 자연 및 시각적 경관 종합분석도를 작성하여 잠재
토지이용계획안을 제시하였으나, 소규모 지역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고,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형 및 시공간통합모형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
채미옥(2001)10)은 GIS 및 인문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물리․자연성 평가, 인
문․사회성 평가, 공간․입지성 평가를 통해 토지적성평가 방법론을 개발하였다.
이 연구는 토지적성평가 관련 이론과 방법론에 대한 기초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토지적성평가방법의 기본방향과 틀을 제시하였으나, 시스템 다이내
믹스 모형 및 시공간통합모형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
김영표(2004)11)는 GIS기반 공간분석 연구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GIS기
반 공간분석연구의 동향과 적용분야를 전망함으로써 공간문제 해결에 필요한 공
간정보의 특성 그리고 모델링 과정과 특징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문제특성에
따라 접목될 수 있는 각종 분석기법과 특징을 제시하였으나,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형 및 시공간통합모형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

3) 시공간통합모형 관련연구

James Reilly(2003)12)는 미국 뉴저지주의 개발과 규제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스템 다이내믹스 기법과 GIS 분석기법을 도입하여 계획지원시스템을 구축하
였다. 이 연구에서 모형의 일부분은 동태모형으로 구성하였으나 동태적 분석모

9) 김성균. 1995. “도시주변 산의 경관보전 및 관리를 위한 GIS 이용”. 「한국GIS학회」. 3(2). p.125.
10) 채미옥. 2001.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토지적성평가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11) 김영표･임은선. 2004. ｢GIS기반 공간분석방법론 적용 연구｣. 국토연구원.
12) James Reilly. 2003. ｢The New Jersey(USA) Growth Allocation Model: Development, Evaluation and
Extension｣. Planning Support Systems in Practice. New York : Spri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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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에서 고려된 변수가 제한적이고 활용된 GIS 분석기법도 기초적인 수준이다.
최병남(2005)13)은 시공간통합 관점에서 국토정책 시뮬레이션모형 개발방안을
모색․개발하여 시공간통합 시뮬레이션 방법의 활용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이 연
구는 국토정책 시뮬레이션 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접근방법론을 정립하였으며,
사례중심으로 접근방법을 도입하여 어떤 결과가 예상되는지를 실험하였다. 그러
나 전국 16개 시도의 面적인 국토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 모형 개발 방
법론을 제시하였으며, 한정된 변수만을 활용하여 시스템 다이내믹스와 GIS를 연
계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4) 사이버국토 관련연구

김영표․최병남(2004, 2005)14)은 디지털정보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時空自
在기술과 時空自在세상을 전망하고, 사이버국토의 개념을 설정한 후, 실험사업
을 토대로 추진전략 및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국가발전측면과 역사적 관
점에서 사이버국토 창조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나, 전략연구로 구체적
인 모형 및 방법론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
정문섭(2005)15)은 지식정보화시대의 디지털통합국토 추진전략을 구상하고, 이
를 기반으로 향후 추진해야할 디지털통합국토 추진계획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전략연구로 구체적인 모형 및 방법론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
김정훈(2006)16)은 u-City 추진현황을 분석하고, 구현을 위한 비전과 목표, 기본
구상을 정립한 후 부문 및 단계별 u-City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u-City를 구현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전략을 제시하였으나, 전략연구로 구체적인

모형 및 방법론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
13) 최병남.
최병남.
14) 김영표.
최병남.
15) 정문섭.
16) 김정훈.

2005.
2006.
2004.
2005.
2005.
2006.

｢시공간통합 국토시뮬레이션모형 개발 연구(Ⅰ)｣. 국토연구원.
｢시공간통합 국토시뮬레이션모형 개발 연구(Ⅱ)｣. 국토연구원.
｢時空自在의 세상을 향한 사이버국토 창조방안(Ⅰ)｣. 국토연구원.
｢時空自在의 세상을 향한 사이버국토 창조방안(Ⅱ)｣. 국토연구원.
｢지식정보화시대의 디지털통합국토 구상 연구｣. 국토연구원.
｢u-City(時空自在도시) 구현을 위한 국가전략 연구｣. 국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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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표 및 지수 설정 관련연구
이용우(2003)17)는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이론적 검토를 통해 국토개발지표를
설정하고,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국토개발을
측정하고, 국토정책․계획의 방향과 내용결정의 준거로 활용할 지표를 개발하였
다. 그러나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형 및 시공간통합모형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
박헌수(2004)18)는 부동산과 관련된 시공간자료를 활용하여 부동산가격지수를
추정하였다. 이 연구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다양한 부동산 가격지수를 제공하여
부동산시장에 대한 합리적인 투자지표를 제시하였으나, 서울시의 아파트 가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GIS기반 모형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
윤주현(2005)19)은 주거서비스의 개념을 정립하고, 주거수준을 객관적으로 비
교할 수 있는 주거서비스 측정지표를 개발하였다. 이 연구는 지역․계층별 주거
특성 및 주거서비스 격차를 파악하고, 지역 및 계층의 특성에 부합하는 주거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형 및 시공간통합모형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
박태선(2005)20)은 전국 232개 시군구의 홍수피해 특성을 분석하고, 홍수피해
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자를 선정한 후, 홍수피해지표를 개발하였다. 이 연구
는 계량적 단일지표를 이용하여 시군구별 홍수피해의 잠재적 위험성을 분석하였
으나,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형 및 시공간통합모형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
6) 재정투자 파급효과분석 관련연구
송진근(1989)21)은 성장요인별로 농촌지역의 유형을 구분하고, 전국 139개 군을
대상으로 농촌지역 투자에 대한 지역소득 및 인구의 장단기 효과를 측정하였다.
17) 이용우. 2003. ｢지속가능한 국토개발지표 설정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18) 박헌수. 2004. ｢부동산 시공간자료를 활용한 부동산가격지수 추정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19) 윤주현. 2005. ｢지역간⋅계층간 주거서비스 격차 완화방안(Ⅰ) : 주거서비스 지표의 개발 및 측정｣.
국토연구원.
20) 박태선. 2005. ｢홍수피해특성 분석 및 홍수피해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21) 송진근. 1989. ｢농촌지역 성장전략 수립을 위한 거시적 연구｣. 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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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거시적 지역경제 계량모형을 수립하고, 지방 정부의 재정투자 효과를
지역 유형별로 비교하였다. 그러나 한정된 변수만을 활용하여 지방 정부의 재정
투자 효과를 측정하였고,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형 및 GIS 기법에 대한 고려는 없
었다.
김재형(2000)22)은 공공투자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추정하기
위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한국개발연구원의 다지역 산업연관(Multi-Regional Input
Output, MRIO)모형을 구축하였다. 이 연구는 산업 간의 상호 의존 정도를 상대적

크기로 나타내는 영향력계수 및 감응도계수, 지역 내외의 파급효과 등을 승수로
이용하여 지역 및 산업별로 생산․부가가치․임금․고용 유발효과를 분석하였
다. 그러나 한정된 변수만을 활용하여 지역 및 산업별 파급효과를 측정하였고,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형 및 GIS 기법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
고영선(2004)23)은 복지․교육․일자리창출․농업․SOC․연구개발․지방재
정 등 예산분야별 재원배분의 현황 및 방향을 분석하여 부문별로 재정지출의 효
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형 및 시공간통합모형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
김영표(2006)24)는 전국을 16개 시도로 구분하여 인구․주택․도로․교육․문
화 등 5개 분야의 모형을 개발하였다. 이 연구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추진되
고 있는 각종 국책사업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미리 측정하고 전망하는데 필요
한 재정투자 파급효과 측정모형을 개발하였다. 그러나 공간범위가 세분화되지
못하였고, 개발된 모형의 분야가 제한적이었다. 또한 시스템 다이내믹스와 GIS
의 연계를 통한 시공간통합모형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
7) 선행연구 종합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형은 1960년대에 도시모형에서 활용하기 시작하여 우리
22) 김재형. 2000. ｢공공투자사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추정을 위한 다지역산업연관모형(MRIO) 구축 및
분석｣. 한국개발연구원.
23) 고영선. 2004. ｢재정지출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연구｣. 한국경제연구원.
24) 김영표. 2006. ｢시스템 다이내믹스 기법을 이용한 균형발전영향평가 시범모형 개발｣. 국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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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도 1985년부터 지역 및 도시문제 분석에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국토․지
역․관광․문화․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활용되고 있다. 2000년대에 들어
서면서 시스템 다이내믹스와 GIS를 접목시키려는 시도가 이루어졌으나, 제한된
변수만을 사용하고 GIS와의 연계수준이 미흡한 수준이다.
지표 및 지수 설정과 관련된 연구는 국토․지역․주택․토지․문화․환경․
재난․재해․산업․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시스템 다
이내믹스 모형 보다는 주로 경제학적 계량모형을 활용하는 수준이고, GIS와의
연계가 미흡한 수준이다.
또한 재정투자에 대한 사후평가 보다는 예비타당성 및 효과를 사전에 평가함
으로써 국가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재정투자의 파급효과
에 대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주로 제한된 범위에서 제한된 분야의 제
한된 변수만을 활용하는 실험구축 수준으로 수행되고 있다.
재정투자의 영향을 미치는 부문과 인자는 매우 다양하다. 또한 지역과 지역,
부문과 부문, 인자와 인자가 상호 영향을 미치면서 정성․정량적 효과를 창출하
므로 공간적 범위를 전국 또는 시도 단위에서 시군단위로 세분화하여 지역별 특
성을 정밀 고려한 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재정투자․주택․교통․
교육․산업․지방재정 등 재정운용부문뿐만 아니라, 인구․토지이용․국가발전
지수․국민소득․국제부문․지리정보관리 등의 기초부문까지 내용적 범위를 확
대하여 국토와 지역의 발전에 관련된 모든 부문과 기능을 종합적으로 다룰 필요
가 있다. 아울러 측정모형 구축 및 시뮬레이션 결과의 표현과정에서 시스템 다이
내믹스와 GIS를 통합하여 사이버국토 상에서 3차원 모습까지 입체적으로 분
석․표현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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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발전지수 개념의 확장

이 장에서는 국가발전지수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립하고 객관적인 측정방법을 제시
하였다. 국가발전지수를 효율성 측면에서 측정하는 국가효율성지수, 경제성 측면에서
측정하는 국가경제성지수, 형평성 측면에서 측정하는 국가형평성지수, 안정성 측면에
서 측정하는 국가안정성지수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한 개념과 측정방법, 인과관계도
등을 작성하였다.

1. 국가발전지수의 개념
발전은 어떤 일이 낮은 단계에서 보다 높거나 복잡한 단계로 나아가면서 세력
따위가 왕성하게 뻗어 나가는 과정 또는 도달한 상태를 말한다. 국가균형발전은
지역간 발전의 기회균등을 촉진하고 지역의 발전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도모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것25)을 의미한
다. 국가균형발전의 주요 요소는 기회균등, 지역혁신역량, 주민 삶의 질, 지속가
능성, 국가경쟁력 등이 있다.
국가균형발전이란 국가균형발전법 상의 국가균형발전 개념을 수용하면서, 초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총체적 효율성과 형평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동태적
인 중용상태에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경로로의 상생적 발전을 의미한다.
25)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 3 장∙국가발전지수 개념의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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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을 ‘삼간(三間) 조화의 원리’에 따라, 시간적․공
간적․인간적 국가발전으로 구분하였다. 시간적 국가균형발전이란 현재에서 미
래로의 지속가능발전을 의미하고, 공간적 국가균형발전이란 지역․부문․산업
간의 발전을 의미한다. 그리고 인간적 국가균형발전이란 사회 구성원 계층 간의
발전을 의미한다.
국가발전지수는 국민 삶의 질 향상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국가의 총
체적 효율성과 형평성의 조화 측면에서 측정하는 지수이다. 이 연구에서는 국가
효율성지수, 국가경제성지수, 국가형평성지수, 국가안정성지수로 구분하여 측정
하였다. 국가효율성지수는 인구학적․사회경제적․지역공간적․정보기술적 요
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요인별 적합성 평가를 통해 효율성 측정지표를 도출
하여 측정하였다. 국가경제성지수는 경제성 측정지표를 도출하여 측정하였다.
국가형평성지수는 형평성 측정지표를 도출하여 측정하였고, 국가안정성지수는
안정성 측정지표를 도출하여 측정하였다.
<그림 3-1>은 국가의 효율성, 경제성, 형평성, 안정성의 관계를 나타낸다. 그림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제성은 효율성의 일부인 비용효율성을 의미하며, 효율성
과 형평성이 균형을 이룰 때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림 3-1> 국가의 효율성․경제성․형평성․안정성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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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효율성지수(E)
1) 효율성
시스템의 효율은 입력 양에 대한 출력 양의 비율이다. 효율성(efficiency)은 해
당 시스템의 효율을 최대화하려는 속성이다. 마찰손실이 작을수록 출력 양이 늘
어나 시스템의 효율은 높아지므로, 시스템의 효율을 높이는 것은 마찰손실을 줄
이는 것과 직결된다. 자원집중 현상은 집적이익을 통해 시스템의 출력을 증대시
키는 효과를 초래한다. 아울러 한계생산성 체감과 마찰손실을 통해 출력을 감소
시키는 효과도 함께 초래한다. 이러한 관계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시스템의 효율26) = (출력 양 / 입력 양) × 100
= [(입력 양 - 마찰손실 양) / 입력 양] × 100
= [출력 양 / (출력 양 + 마찰손실 양)] × 100

효율성은 ‘삼간(三間) 조화의 원리’에 따라 시간적 효율성, 공간적 효율성, 인
간적 효율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시간적 효율성은 시스템의 성장속도를 의미하
고, 공간적 효율성은 시스템 내부 공간밀도의 분포와 내부 네트워크상의 종합적
인 접근도를 의미한다. 또한 인간적 효율성은 시스템 구성원들의 경제적 그리고
문화적 생산성을 의미한다.
한편, 효율성의 평가기준으로는 속도성(Speed), 정밀성(Precision), 신뢰성
(Reliability), 안정성(Stability), 민감성(Sensitivity) , 비용 효율성(Cost-efficiency), 제

어범위(Control Range) 등이 있다. 속도성은 시스템의 교란요소를 제거하고 정상
균형 값으로 복원하는 속도 또는 목표 산출물에 도달하는 속도를 의미한다. 또한
정밀성은 시스템의 출력이 목표 산출물에 도달했을 때 얼마나 가까이 접근했는
지 그 정도를 말한다. 그리고 신뢰성은 시스템의 출력이 목표 산출물에 도달할

26) 김영표. 2007. ｢재정투자파급효과측정시스템 개발 및 국가발전지수 정립연구(Ⅰ)｣. 국토연구원.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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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을 의미하며, 안정성은 시스템의 제어기능이 교란요소를 경감 또는 확대시
켜 효율과 형평이 조화를 이루는 수준과 조건을 말한다. 아울러 민감성은 시스템
변수들의 작은 변화에 대한 조절기능의 민감도를 의미하고, 비용효율성은 시스
템이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주어진 비용으로 얻는 생산성 또는 유용성을 말
한다. 이밖에도 제어범위는 시스템의 조절기능이 비용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
는 시스템 교란요소의 범위와 조건을 의미한다.
<그림 3-2>는 입력과 출력, 마찰손실, 효율의 인과관계도를 나타낸다. 그림에

서 보는 바와 같이, 효율은 입력과 출력에 영향을 받는다. 출력이 커지면 효율도
증가하게 되고,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입력만 커지면 효율은 감소한다.

-

<그림 3-2> 입력․출력․마찰손실․효율의 인과관계도

+

효율

+

집적이익
+
+
-

출력

-

자원집중

+

한계생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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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찰손실

[입력]

2) 국가효율성지수

국가효율성지수는 국가의 발전수준을 효율성 측면에서 측정하는 지수이다.
<그림 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효율성의 구분원칙에 따라서 시간적 효율성지수
(   ), 공간적 효율성지수(   ), 인간적 효율성지수(   )로 구분하였다.
<그림 3-3> 국가효율성지수 개념도

시간적 효율성지수(   )는 국토계수당도로길이, 주택보급률, 도시화률 등을 인
자로 하고, 30개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국가의 국토계수당도로길이, 주택보급률, 도시화률 등의 인

자의 평균과 비교하여 측정하였다.

 

우리나라 국토계수당도로길이  주택보급률  도시화률 

 국가 평균 국토계수당도로길이  주택보급률  도시화률 

공간적 효율성지수(   )는 시군별로 행정구역면적과 시군별 인구수를 이용하
여 국토계수의 개념을 적용한 지역계수를 계산한 후, 이 지역계수를 바탕으로 도
로 길이에 대한 시군별 입지계수(  )를 구하였다. 그리고 입지계수에 대한 시
군별 비중을 구한 후, 그 확률 값을 토대로 엔트로피를 산정하고, 엔트로피를 이
용하여 공간적 효율성 지수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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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도로길이  전국 도로길이

 시군 인구  × 시군 면적   
전국 인구  × 전국 면적 


   



 



  



 



   ×    

  

 



 
    × 
  

인간적 효율성지수(   )는 1인당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 인
간개발지수27) 등을 인자로 하고, OECD국가의 평균과 비교하여 측정하였다.
 

우리나라 인당   인간개발지수 
 국가 평균 인당   인간개발지수 

3. 국가경제성지수
국가경제성지수는 국가의 발전수준을 비용 효율성(cost efficiency) 측면에서 측
정하는 지수이다. 국가경제성지수(  )는 우리나라와 OECD 국가들 사이의 비교
분석을 통해 투자의 효과와 경제적 수준을 측정하였다.
국가경제성지수(  )는 과거 5년간 재정투자 대비 GDP 증대효과를 OECD국가
의 과거 5년간 재정투자 대비 GDP 증대효과 평균과 비교하여 측정하였다.
측정연도의 
       국가평균  × 
과거년간재정투자총액

국내의 투자 대비 효과를 측정하는 수단으로 ‘측정 연도의 GDP’를 ‘과거 5년
간 재정투자 총액’으로 나눈 값을 OECD 국가들의 과거 5년간 재정투자 대비
GDP 증대효과 평균과 비교하여 지수를 산정하였다. 그리고 OECD 국가들의 평

균을 기준지수인 100으로 설정하였다.
27) 국제연합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 UNDP)이 매년 각국의 교육수준과 평균수명
등을 조사해 인간개발 성취 정도를 평가하는 지수를 말한다. (두산백과사전)
26

4. 국가형평성지수(G)
1) 형평과 형평성
일반적으로 한 시스템이 형평성(equity)을 갖추었다는 것은 구성요소들 간에
공정하게 세력의 균형이 잡혀 있다는 뜻이다. 자원이 집중될수록 시스템의 형평
은 저하되고, 형평이 커지면 시간요소적․공간요소적․개체요소적 마찰이 모두
낮아져서 시스템의 마찰손실이 줄어들어 출력과 효율을 높인다.
마찰손실은 시간요소적․공간요소적․개체(또는 인간)요소적 마찰손실로 구
분한다. 시간요소적 마찰손실은 시스템의 현재와 미래 사이에 이어지는 지속성
측면에서의 갈등에 기인한다. 공간요소적 마찰손실은 지역과 지역 사이 또는 부
문과 부문 사이의 갈등에서 발생한다. 개체요소적 마찰손실은 구성 개체 간의 갈
등에서 비롯된다. 시스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 가지 마찰손실을 모두 줄
이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한다.
<그림 3-4>는 효율과 형평의 인과관계도를 나타낸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

이, 자원이 집중될 경우 시스템의 형평성은 낮아진다. 형평성이 떨어지면 시스템
상에 여러 가지 마찰이 발생한다.
<그림 3-4> 효율과 형평의 인과관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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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형평성(Economic Equity)은 시스템이 희소자원을 이용하여 얻은 경제적
성과와 혜택을 사회 구성원들 간에 공정하게 분배하려는 속성이다. 형평성은 효
율성과 조화를 이루어 시스템의 안정성을 깨지 않는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시스템에서는 대수정규분포의 수준에서 얼마간의 불평등이 나
타나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이다.

2) 국가형평성지수

국가형평성지수는 국가의 발전수준을 형평성 즉 균형발전 측면에서 측정하는
지수이다. 국가형평성지수를 지역간 형평성지수(   ), 계층간 형평성지수(   ),
시간간 형평성지수(   )로 구분하였다.
지역간 형평성지수(   )는 다시 시군간 형평성지수(   ), 도시․농촌간 형평
성지수(   ), 수도권․비수도권간 형평성지수(   )로 구분하여 국가형평성지수
를 측정하였다.

<그림 3-5> 국가형평성지수 개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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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간 형평성지수(   )는 지역을 대표하는 인자인 시군별 인구수를 바탕으
로 구한 엔트로피값(H)으로 측정하였다. 도시․농촌간 형평성지수(   )는 도시
지역 인구에 대한 농촌지역 인구의 비중으로 측정하였다. 수도권․비수도권간
형평성지수(   )는 수도권 인구에 대한 비수도권 인구의 비중으로 측정하였다.

    ×     
 





 

  ⦁     

농촌지역인구

    × 
도시지역인구
비수도권인구

    × 
수도권인구

계층간 형평성지수(   )는 소득계층간 형평성지수를 의미한다. 따라서 소득간
국가형평성지수(   )는 계층간 소득지니계수28)를 계산하여 측정하였다.
     계층간 소득지니계수  × 

시간간 형평성지수(   )는 균질적 지속성지수를 의미한다. 시간간 형평성지수
는 다시 그린지역 보존지수(   )와 환경오염지수(   )로 구분하였다. 그린지역
보존지수(   )는 기준연도 산지면적과 농지면적의 비율에 대한 해당연도의 산
지면적과 농지면적의 비율로 측정하였다. 환경오염지수(   )는 기준연도의 수질
및 대기 오염 수준에 대한 해당연도의 수질 및 대기 오염 수준으로 측정하였다.

 

산지면적  농지면적
해당연도   
국토면적

× 
산지면적  농지면적
기준연도   
국토면적

  

해당연도 수질오염수준  대기오염수준 
× 
기준연도 수질오염수준  대기오염수준 

28) 지니계수란 로렌츠곡선에서 불평등면적(A)을 삼각형면적(A+B)으로 나눈 값을 의
미하나 이 연구에서는 [(1.0 - 지니계수)×100]으로 변형하여 활용하였다.
지니계수가 클수록 국가형평성지수는 작아지며, 지니계수가 0일 때 국가형평성지
수는 100으로 완전균등상태를 의미한다.
제 3 장∙국가발전지수 개념의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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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가안정성지수(S)
1) 안정성

안정성은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성질을 의미하며, 효율성과 형평성이 균형
을 이루는 상태이다. <그림 3-6>은 효율․형평․안정성의 인과관계도를 나타낸
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효율(성장)과 형평(분배)은 동전의 앞뒷면처럼 함
께 가는 것이므로 지나친 효율 추구도, 지나친 형평 추구도 모두 시스템을 파멸
의 길로 인도한다.
얼마간의 불평등과 얼마간의 비효율은 시스템의 안정을 위한 쿠션이지만, 지
나친 점(點)적 효율성 추구는 시스템 전체로 볼 때 네트워크적 효율성을 오히려
저하시킨다. 따라서 적절한 형평은 네트워크적 효율성을 향상시키므로 점적 효
율성과 네트워크적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할 필요가 있다.

<그림 3-6> 효율성․형평성․안정성의 인과관계도
안정성
+
-

효율과 형평의
조화

+

+

못미치는 효율
[바람직한효율수준 >
실제효율]

-

개체적 마찰
-

공간적 마찰
시간적 마찰
바람직한
효율수준
[대 수 정 규 분 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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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마찰손실

지나친 효율
[바람직한효율수준 <
실제효율]

-

+
못미치는 형평
[바람직한형평수준 >
실제형평]

+

-

+

형평

출력

+
+

한계생산성

+

+

[입 력 ]
집적이익
+

바람직한
형평수준

+

+

효율

자원집중
지나친 형평
[바람직한형평수준 <
실제형평]

-

-

-

+

|바람직한형평수준
- 실제형평|

|바람직한효율수준
- 실제효율|

2) 국가안정성지수

국가안정성지수는 효율과 형평의 조화라는 측면에 주안점을 두고, 국가사회시
스템을 구성하는 각 요소들이 어느 정도 대수정규분포(Log-normal Distribution)에
가까이 근접해 있는지 여부를 측정하는 지수이다. 대수정규분포에 근접할수록
국가사회는 갈등요소가 줄고 안정 상태로 접어들 수 있다는 논리에서 출발한다.
효율성 엔트로피(   )의 개념에 지역성장 확률함수를 적용하면, 국토공간체계
상의 효율성 엔트로피 개념을 도출할 수 있다.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이 클수
록 국토공간체계의 효율성이 증대한다. 국토공간체계상의 효율성 엔트로피를 수
식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ㆍ
 ㆍ 
     ⦁    
 ㆍ
 ㆍ 






 

























국가안정성지수를 측정하기 위하여 시군별 인구수와 취업자수를 분석대상 인
자로 이용하였다. 그리고 각 인자에 대해 대수정규분포의 적합성을 산정하는 방
식을 가정하였다.
일반공간과 대수공간에서 함께 비교할 수 있는 기하학적 중앙값을 비롯하여,
실제 분포 상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론적으로 도출되는 평균과 표준편차에 대
비하여 그 차이를 분석하여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여기에서 ‘지브라의 법칙
(Gibrat's law)’29)에서 활용하여 대수정규분포의 적합성을 검토하였다. 시군별 인

구수에 자연대수를 취하여 평균(μ)과 표준편차(σ)를 구한 후 평균을 이용하여 대

29) 프랑스의 통계학자 Robert Gibrat(1904～1980)가 1931년에 제시한 소득분포에 관한 법칙으로, 소득분
포가 대수정규분포에 따른다는 이론이다. Robert Gibrat는 소득분포를 연구하면서 최초로 대수정규분
포를 활용하였다.
제 3 장∙국가발전지수 개념의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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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규분포의 기하학적 중앙값인   를 산출하여 국가안정성지수를 측정하였다.
중 앙 값   

    

실제분포에서  가 아래로부터 차지하는순위  전체시군의 중앙순위
 × 
전체시군의 중앙순위

실제   값  이론상의   값
× 
이론상의   값

지브라의 법칙에 따라 X, Z, W 순으로 확률변수를 구하거나 표준화한 후, 해
당 계급의 도수(n)를 구하였다. 그리고 실제 값과 이론값 사이의 [1-오차율]의 평
균값을 안정성지수로 활용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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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도수  이론도수

  × 

이론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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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인 통합모형의 개념 및 이론정립

이 장에서는 시공인 통합모형의 개념과 이론을 정립하기 위해 동태모형인 URBANSIM
모형, TRANUS 모형, SD 모형을 검토하였다. 또한 공간모형인 EMME/2 모형, GIS 모
형을 검토하였으며, 인간모형인 변분해석학, 동적계획, 최대원리를 검토하였다. 그리
고 이러한 세 가지 모형을 통합한 시공인 통합모형의 개념을 정립하고, 개념도를 작
성하였다.

1. 동태모형
1) URBANSIM 모형

URBANSIM 모형은 토지이용모델과 교통모델을 통합하기 위해 개발된 모형이

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구축하여 객관적 정보와 분석을 통해 미래의 도시에
대한 영향을 체계적으로 예측함으로서 정책개발 및 계획과정을 지원하는 모형이
다. 대안적 시나리오들이 토지이용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기 위하여 토지
이용, 교통, 공공정책간의 상호작용을 시뮬레이션한다.
URBANSIM 모형의 장점은 소스파일을 무료로 공개하여 손쉽게 다운받아 사

용할 수 있고, 프로그램의 확장성 및 유연성이 높다. 또한 수요자 맞춤형 탬플릿
이 발달하였으며, 미시적으로 150m×150m 그리드셀 차원에서 시뮬레이션되므로
모델의 투명성이 높다. 아울러 세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실세계를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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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 상태로 전제하기 때문에 수요탄력계수의 균형을 맞추지 않아도 된다. 이밖
에도 방대한 양의 연산을 쉽게 수행할 수 있도록 객체－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구
조를 갖추고 있다.
URBANSIM 모형의 단점은 필지별 데이터를 그리드셀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방대한 작업량이 투입되며, 이 과정에서 자료의 정확도가 저하될 수 있다. 또한
하위모델에 필요한 계수들이 정확하고 빠짐없이 추정되고 입력되어야 전체 모형
이 작동하며, 시나리오 설정 및 입력 방법이 복잡하다. 그리고 모형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다룰 수 있는 기술과 운용능력이 요구된다. 아울러
토지이용 모델과 교통 모델이 통합되었으나 결합성이 매우 느슨하고, 서로 다른
프로그램으로 분리되어 있다.

2) TRANUS 모형

TRANUS 모형은 제안된 정책에 반응하는 인간의 행동을 시뮬레이션하고, 그

행동에 따라 발생되는 토지이용변화 및 교통과 토지이용 간의 상호작용을 예측
하는 모형이다. 토지이용 및 교통정책을 수립․시행함으로서 예상되는 다양한
효과와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토지이용과 교통흐름과의 환류를 통한 시계열분석
과 예측이 가능하도록 작동되는 동태적인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다.
활동입지모델과 교통모델이 통합된 연산순서는 정책에 따른 행위자의 활동이
토지이용에 영향을 주고 그에 따라 교통체계에 변화를 주기 때문에 이는 다음
시점에서 다시 활동입지와 토지이용에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유형별 활동 입지
및 토지소비․통행경로․교통수요량․총 통행시간 및 평균통행시간․거리․비
용․교통수입․유지비용 등 다양한 교통 변수들을 예측할 수 있다. 1982년에 개
발된 이후 많은 기능들이 추가되면서 현재 미국과 유럽뿐만 아니라, 남미와 일본
등의 여러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다.
TRANUS 모형은 무료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고, 참조자료가 많다. 또한 토

지이용 변화가 교통체계에 미치는 영향력뿐만 아니라, 고속도로의 용량 증가나
34

경전철 신설과 같은 교통체계의 변화가 토지이용에 미치는 영향력을 시계열적
차원에서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균형상태를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수요와 공급 간에 균형
상태를 도출하기 위해 반복연산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또한 분석대상에
대한 매우 세부적인 데이터가 존재해야 한다. 그리고 변수들의 최대치가 정해져
있어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오류 발생 기본 분석단위가 존(zone)이므로 존의 면
적 또는 크기에 따라 산출된 결과물의 활용성이 달라진다는 단점이 있다.

3) SD 모형

역동적 시스템을 간편하게 분석하기 위해 1959년에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MIT)의 학자들이 다이나모(DYNAMO)라는

특수한 시뮬레이션 언어를 개발하였다. 특히 1969년에 포레스터가 저술한 도시
동학(Urban Dynamics)을 계기로 시스템 다이내믹스 기법(System Dynamics, SD)은
도시문제 분석에도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1971년에 출간된 세계동학(World
Dynamics)은 자원을 포함한 국제․환경문제의 분석에 이르기까지 시스템 다이내

믹스 기법의 활용대상을 확대하였다.
그 이후 이러한 접근방법은 사회, 경제, 교육, 환경, 자원, 공간계획, 정치, 군사
등 여러 가지 경제․사회 현상을 수리적으로 또는 정성적으로 분석하는데 폭넓
게 이용되었다. 여러 분야에서 역동적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하나
의 방법론으로 각종 시스템 시뮬레이션 언어를 이용한 분석기법이 널리 활용되
었는데, 이러한 방법론을 통틀어 SD라고 한다. 특정지역의 산업구조의 변화는
지역의 인구와 주택부문을 비롯하여 지역경제와 환경의 변화를 가져오므로 특정
한 개발사업 시행에 대한 파급효과가 나타나는 메커니즘을 이해하여 이를 동태
적 시스템으로 구성해야 한다.
SD 모형은 동태적이며, 중장기적 예측에 적합하고, 여러 변수들 간의 순환적

인과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한 계량화가 곤란한 요인들까지도 변수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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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인과관계를 유기적으로 체계화할 수 있으며,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접
근방법이라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계량경제학적 접근방법보다 주관적이고, 모형정립과정에서 분석대상이
시스템의 구조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므로 모형구조에 의존적이라는
단점이 있다.

2. 공간모형
1) EMME/2 모형

EMME/2 모형은 균형모형(Equilibrium Model)과 다중교통수단(Multi-Modal)의

합성어로, 네트워크 균형측면에서 복합통행예측모형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Canada Montreal University와 INRO Consultant가 공동으로 개발한 종합적인 교통

계획 패키지로, 교통수요 4단계 전 과정을 프로그램 내에서 수행할 수 있으며,
모듈별로 기능과 역할을 부여한다. 자료입력 모듈에서는 차량속도, 접근모드, 차
량재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의하고 있다.
EMME/2 모형은 그래픽 기능이 뛰어나고 편집 기능이 우수하여 네트워크의

수정 및 결과 분석이 용이하다. 매크로 언어를 지원하여 배치작업이 가능하고,
매트릭스 및 네트워크 계산 기능을 사용하여 목적에 맞게 다양한 형태의 모형
및 알고리즘을 활용할 수 있다. 함수편집기(Function Editor) 모듈을 제공하고 있
어 통행배분시 링크의 통행시간 및 비용을 계산하는 링크성능함수(Link
Performance Function)를 자유로이 설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노드에서의 대기시간을 고려한 최적전략기반에 초점을 맞춘 전량통행
배정을 적용하고 있어 대중교통수단이 다양하고 대중교통망이 복잡하여 차내 혼
잡도가 존재하는 경우 현실에 가까운 수요예측이 어렵다. 또한 용량제약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통행수요가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일
반화된 공간모형이 아닌 통행예측에 활용되는 교통패키지라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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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IS 모형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모형은 공간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

을 해결하기 위해 논리적이고 순차적으로 공간분석 기능들을 연계시키는 과정이
다. 자료 수집 및 편집, 저장, 검색, 분석 등이 순환적으로 그리고 피드백으로 이
루어진다.30)
GIS 모형은 지도학적 모형 개념에서 출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31), 최종적인

공간정보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하위 시스템들 간에 유연하게 연계되어 있
다. 또한 공간상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모델을 사용하는 것은
복잡한 실세계를 단순화․일반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문제의 특성에 따라 확률
적 모형과 결정론적 모형을 활용할 수 있다. 이때 모형의 특성에 따라 귀납적 방
법과 연역적 방법이 자유롭게 이용될 수 있다.
GIS 모형은 자연․사회적 현상과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예측 또는

모의실험을 수행할 때 실세계를 유사하게 단순화시켜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경
향분석(Trend Analysis)을 위한 모형은 과거에서 현재까지의 경향을 분석하고 미
래에 일어날 수 있는 경향을 예측하는데 유용하다. 또한 현실에서 취득하기 어려
운 정보를 취득할 수 있고, 모의실험을 통해 현실세계에서 구현하는 것보다 비용
이 적게 들고 효과적이다. 지역범위가 좁은 지역부터 넓은 지역까지 폭넓게 적용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시간의 변화에 따른 동태분석이 제한적이다.
또한 공간적 이질성으로 인해 지역경계를 설정하는 기준에 따라 분석결과가 달
라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30) 이희연. 2003.「지리정보학」. p.402. 참조
31) 지도학적 모델링이란 Tomlin과 Berry(1979)가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개념으로, 공간현상에 관한 문제
의 해답을 찾기 위해 원시 데이터뿐만 아니라, 중간과정 단계에서 생성되는 커버리지들에 순차적으
로 다양한 지도연산 기능들을 적용하는 일련의 집합이다. (Tomlin.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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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간모형 (최적제어기법)
1) 변분해석학
변분해석학(Calculus of Variations)은 1630년대 갈릴레오(G. Galileo)에 의해 제
기된 최단시간경로(brachistochrone)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1696년에 베르누
이(J. Bernoulli)가 이론을 전개시킨 수학의 한 분야이다.
오일러(L. Euler) 등 여러 수학자에 의해 발전을 거듭하여, 1950년대까지 자연
과학 분야는 물론 사회과학 분야에 이르기까지 여러 방면의 제어 문제를 해결하
는데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고전 변분해석학에서 다루는 제어문제는 주어
진 시간의 범위 내에서 상태변수와 그 변화율 그리고 시간변수로 구성된 중간함
수의 적분 값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상태변수의 시간경로를 구하는 문제이다.
그러나 하나의 제어변수가 주어진 제어변수들의 집합에 제약을 받게 되는 일
반적인 제어문제에는 곧 바로 대처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그림 4-1> 변분해석학의 특징
<제어문제 >
max  





    



{  }

 

    

     
     
여기서

 : 상태변수의 변화율로서 제어변수 벡터
<필요조건 >

라그랑쥬 함수 :        
오일러 방정식 :
<충분조건 >

르쟝드르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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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 음의 반정부호(半定符號, negative semidefinite)인 경우

2) 동적계획

동적계획(Dynamic Programming)은 1950년대 미국에서 벨만(R. Bellman)에 의
해 개발되었으며, 최대원리와 함께 일반적인 제어문제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접
근방법 중 하나이다.
<그림 4-2> 동적계획의 특징
<필요조건 >





벨만방정식 :             



<충분조건 >

중간함수

와 운동방정식  가 상태변수 와 제어변수 에 대해서 미분

가능한 오목함수이어야 함

‘최적성의 원리(Principle of Optimality)’를 토대로 도출된 벨만방정식에 의해

제어문제의 해를 구하면 변분해석학의 단점을 해결할 수 있다. 최적성의 원리는
현재 남아 있는 상태가 어떻든지 간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는 뜻을 담고
있다. 이것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초기의 상태와 의사결정(즉 제어)이 무엇이
든지 관계없이, 향후 의사결정은 현 상태에서 취할 수 있는 최적의 정책을 채택
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그러나 필요조건인 벨만방정식이 편미분방정식(Partial Differential Equation)이
므로 대부분의 경우 해석학적인 해를 구할 수 없다. 그리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한 수치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불편이 따르며, 대형모형일 경우 많
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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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대원리

최대원리(Maximum

Principle)는

1950년대

소련에서

폰트리야긴(L.

S.

Pontryagin)이 개발하였으며, 목적함수의 형태나 시스템의 말기상태에 따라 다소

다르게 서술되나 원리는 동일하다.
필요조건이 통상의 미분방정식으로 표시되므로 접근방법이 쉽다. 따라서 최적
제어문제를 풀 때 위의 방법들에 비해 가장 유용하고 일반적인 제어문제에 직접
적용될 수 있다.

<그림 4-3> 최대원리의 특징
<필요조건>32)

해밀턴함수(Hamiltonian function)  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때


          

    

 





임의의 시간  ≤  ≤  에 대해서
의 관계가 성립하는

  와 연속함수 벡터          
단     ≠   가 존재한다. 한편   는     또는     의
값을 가지며,

가 연속적인 범위 내에서는
의 관계가 성립하고,

아울러 다음과 같은 조건도 만족해야 한다.

   
         
 
<충분조건 >33)

제어문제에서 중간함수

와 운동방정식  가 상태변수 와 제어변수

에 대해서 미분 가능한 오목함수들이고, 아울러 임의의 시간 에
대해서   ≥  이 성립한다면, 최대원리의 필요조건은 곧 최적성에
대한 충분조건이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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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최적 값을 가지게 된다.

4. 시공인 통합모형의 개념정립 및 개념도 작성
현실세계에 나타나는 현상들은 시간요소와 공간요소 그리고 인간의 의사결정
요소가 어우러져 나타난 결과들이다. 시․공․인을 통합한 정책시뮬레이션 모형
을 개발 할 때 시간차원의 SD 기법과 공간차원의 GIS기법, 합리적 의사결정수단
을 도출하는데 적합한 최적제어기법을 연계하거나 결합한 통합모형을 개발할 필
요가 있다.
차원이 서로 다른 세 기법을 엮어주는 연결방식은 연결고리로 엑셀(Excel)을 이용
하는 방식과 개발도구인 SDK(Software Development Kit)를 이용하는 방식이 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시간, 공간, 인간 요소와 게임엔진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기법을 서로 묶어서 하나의 대통합 모형을 구축할 수 있다.

<그림 4-4> 時・空・人 통합모형



32) 상태변수 벡터
와 제어변수 벡터   가 최적치를 가지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33) 망가사리안(Mangasarian)에 의해 정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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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시간・공간・인간 요소와 시뮬레이션 기법의 대통합 개념도34)

주) SD: System Dynamics
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SAP: Statistical Analysis Package
CA: Cellular Automata
KOPSS: KOrea Planning Support System
S2FI2A: Simulation System for Financial Investment Impact Assessment

34) 김영표. 2008.10. “Directions to Formulation of Integrated SD-GIS System”.「SD와 GIS 통합모형 구축에
관한 국제세미나」. 국토연구원. p.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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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인 통합모형 분석기법 및 연계방안

이 장에서는 시공인 통합모형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각종 분석기법 및 연계방안에 대
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시공인 통합모형을 개발하기 위하여, 시간요소를 중심으
로 미래 전망과 정책효과 측정에 유용한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형, 공간정보처리와 공
간분석에 탁월한 GIS기법, 주어진 조건과 환경에서 가장 적합한 동태적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인간요소 중심의 최적제어기법 등을 고찰하였다. 또한 모형구조 측면,
기술측면, 실용성 측면에서 시스템 다이내믹스와 GIS 그리고 최적제어기법의 효과적
연계방안을 제시하였다.

1. 시스템 다이내믹스
1)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형의 정립 절차

시스템 다이내믹스(System Dynamics, SD) 모형의 정립절차는 크게 일곱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연구주제와 목적에 따라 내부와 외부의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유형화한다. 둘째, 연구대상 시스템 내의 주요 인자들 사이의 기본적인 인과관계
도를 작성한다. 셋째, 연구대상 시스템내의 변수 간 정보의 흐름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스템 흐름도(Flow Diagram)를 작성한다. 넷째, 시스템 흐름도로 짜여진 모
형의 개념적 구조를 방정식 형태로 변환한다. 다섯째, 특별한 정책의 도입이나
의사결정 없이(Do-nothing Policy) 각 변수들에 대한 모형을 시뮬레이션하여 행태
를 분석한다. 여섯째, 모형을 구성하는 파라미터의 정확도와 구조의 현실성에 따
제 5 장∙시공인 통합모형 분석기법 및 연계방안

43

라 모형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일곱째, 모형 내 정책변수의 파라미터를 바꾸거나
모형구조를 변경시켜 얻게 되는 모형의 시뮬레이션 결과와 변경 전 원래 모형의
행태를 비교분석하는 정책분석과정을 통해 의사결정을 실행한다.

<그림 5-1> SD 모형의 정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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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D를 이용한 미래예측과 정책효과분석

SD 기법은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예측과 통합적 전망을 가능하게 하고, 국가미래

의 전망과 전략 수립에 활용될 수 있다. 그리고 SD에 기반한 시뮬레이션 모형을 이
용하면, 각종 국책사업이나 국가정책의 효과를 정태적으로 단순히 집계하는 데만 그
치지 않고 역동적으로 분석할 수 있으므로, 기존 정책에 대한 미래전망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정책에 대한 미래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파워심(POWERSIM)의 등장으로 그동안 서술적 또는 예측적 접근방법에
만족해야 했던 SD 기법은 시간의 흐름까지 감안하는 역동적 최적제어상태까지
도출하는 처방적 기법으로 발전하였다.

2. GIS
1) 기초적인 공간분석

(1) 버퍼 생성

버퍼(buffers)35)는 지리적 요소를 둘러싸고 있는 면적을 검색하기 위하여 주로
이용되는 공간연산기법의 하나이다. 예를 들어 하천주변 30m이내 지역의 지정,
도로 신설에 따른 영향권역 분석 등과 같이 공간적 근접성을 결정하는데 주로
사용되고 점, 선, 면 등 모든 지리적 요소에 대해 버퍼를 생성할 수 있다.
또한 특정 지역에 도로를 신설하기 전에 해당 도로를 신설함으로써 수혜를 얻
을 수 있는 지역을 버퍼로 생성한 후, 그 지역의 교통량 현황 및 수요 등을 종합
적으로 조사․분석하여 결정할 수 있다. <그림 5-2>는 버퍼를 이용하여 도로 신
설에 따른 영향권역을 분석하는 사례이다. 도로신설 전에 버퍼를 이용하여 사전
에 영향권역을 파악할 수 있다.
35) 지리적 요소를 둘러싸는 폴리곤을 버퍼 또는 버퍼영역이라 한다. (김영표. 199.「GIS의 기초와 실
제」. 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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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도로 신설에 따른 영향권역 분석

(2) 지리적 요소 조작

커버리지(coverage)36)를 자르거나 인접한 커버리지를 통합하는 공간자료의 조
작과정을 통해, 지리적 요소를 제거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또한 지리적 요소를
조작과정에서 새로운 커버리지를 생성할 수 있으며, 기존의 커버리지에 새로운
커버리지의 지리적 요소를 추가하여 기존의 커버리지를 갱신할 수 있다.
그리고 새로운 커버리지를 이용하여 기존의 커버리지 중 일부를 수정, 절단할
수 있으며, 기존의 커버리지에서 새로운 커버리지와 겹치는 지리적 요소를 삭제
할 수 있다. <그림 5-3>은 주요한 지리적 요소의 조작방법을 나타낸다.

36) 도형자료와 속성자료가 포함된 수치지도를 의미한다.(김계현. 1998. 「GIS 개론」. 대영사. p.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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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주요 지리적 요소 조작방법

(3) 폴리곤 중첩

새로운 커버리지를 제작하기 위해 폴리곤(polygon37)) 커버리지 위에 다른 폴리
곤 커버리지를 중첩시킬 수 있다. 폴리곤의 공간적 위치와 속성 값은 새로 제작
된 커버리지에서 새로운 관계로 통합된다.
또한 지적도 커버리지와 용도지역 커버리지를 중첩하여 새로운 커버리지를 생
성할 수 있다. 그리고 해당 커버리지에 대한 속성테이블들도 결합되어 새로운 속
성테이블을 생성하며, 속성테이블들은 지역코드 또는 지번을 기준으로 결합할
수 있다.

37) 지리적 요소인 면을 나타내며, 시작점과 끝점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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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지적도 커버리지와 용도지역 커버리지 중첩

공간통합을 위한 연산방법으로 결합, 일치, 교차 등이 존재한다. 결합은 폴리
곤과 폴리곤을 중첩시키는 방법이며, 입력 커버리지와 결합 커버리지의 양쪽에
존재하는 모든 영역을 포함한다.
일치는 폴리곤 내부에 존재하는 점, 선, 면 등을 중첩시키는 방법으로, 입력 커
버리지의 모든 요소와 입력 커버리지의 경계선 내부에 존재하는 일치 커버리지
의 요소를 포함한다.
교차는 폴리곤 내부에 존재하는 점, 선, 면 등을 중첩시키는 방법으로, 입력 커
버리지와 교차 커버리지의 공통 영역에 존재하는 요소만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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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공간통합을 위한 연산방법

2) 네트워크 분석기법
(1) 네트워크 모델

기하학적 네트워크(Geometric Network)는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지리학적 형상
들을 표현한 것으로, 노선(edges)과 결절점(junctions)으로 연결된 형상들의 집합
체이다. 하나의 노선은 두개의 결절점을 가지고, 하나의 결절점은 여러 개의 노
선과 연결될 수 있으며, 노선 형상들은 2차원의 공간을 교차하지 않고 가로지를
수 있다. 예로 도로를 가로지르는 다리가 있다.
네트워크 형상(Network Features)은 노선과 결절점으로 표현되며 네트워크 형
상들만이 기하학적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다. 네트워크 형상 계층(Network
Feature Class)은 네트워크 형상 유형들로 이루어진 동질의 집합체이다. 네트워크

형상의 유형은 단순 결절점 형상(Simple Junction Feature), 복합 결절점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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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ex Junction Feature), 단순 노선 형상(Simple Edge Feature), 복합 노선 형상
(Complex Edge Feature) 등이 있다. 하나 이상의 네트워크 형상 계층은 기하학적

네트워크에서 일정한 위상학적 역할을 가질 수 있으며, 하나의 네트워크 형상 계
층은 하나의 기하학적 네트워크와 관계된다.
네트워크 형상들은 연관성을 보존하고, 네트워크 요소들을 자동으로 갱신할
수 있다. 네트워크 형상들은 많은 노선과 결절점 형상 계층을 만들 수 있고, 형상
계층에 어떠한 속성이라도 추가할 수 있다. 주요 형상 분류의 하위 유형을 규정
할 수 있고 속성들에게 특정 값과 속성의 범위 그리고 분할/합병 방침을 적용할
수 있으며, 네트워크 형상들과 다른 형상이나 객체들 간의 관계를 정의할 수 있
다. 또한 네트워크 형상 계층을 확장하고, 사용자가 지정한 네트워크 형상들을
생성할 수 있다.
논리적 네트워크(Logical Network)는 노선들과 결절점들이 연결된 집합체로서,
정확한 속성들과 네트워크의 연관성 정보를 저장하고 있으며, 좌표 값을 가지고
있지 않다. 논리적 네트워크에서 노선과 결절점은 도형형태를 포함하지 않으므
로 노선과 결절점들은 형상이 아니라 요소(elemets)가 된다.

<그림 5-6> 기하학적 네트워크(좌)와 논리적 네트워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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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학적 네트워크의 형상들과 논리적 네트워크의 요소들은 일대일 또는 일대
다수의 관계이다. 기하학적 네트워크는 항상 논리적 네트워크와 관련되고, 논리
적 네트워크 요소들은 네트워크 형상들을 수정할 때 자동으로 갱신된다. 논리적
네트워크는 응용 프로그램에 표현되지 않고, 기하학적 네트워크와 상호작용하며,
네트워크 형상들의 기초가 된다.
기하학적 네트워크와 논리적 네트워크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하학적 네트워크에서 연결된 결절점과 노선들의 확실한 조합을 정의하기 위해
연관성 규칙을 규정할 수 있다. 둘째, 기하학적 네트워크는 연결된 결절점 형상
들과 노선형상들 간의 관계를 유지시킨다. 결절점 형상이 움직일 때 관련된 노선
형상들도 따라 움직인다. 셋째, 임의의 번호에서 나온 형상들과 결절점 형상 계
층에서 나온 형상들은 노선표와 결절점표의 네트워크 요소들과 대응된다. 넷째,
네트워크 요소들은 요소들이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기술하는 연관성표와 노선표,
결절점표에 저장된다. 다섯째, 연관성표는 노선과 결절점 요소들이 어떻게 연관
되는지 기록되고, 기하학적 네트워크와 논리적 네트워크는 동시성이 존재한다.

<그림 5-7> 기하학적 네트워크와 논리적 네트워크의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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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네트워크 분석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 간의 최단거리는 가능한 모든 노선들을 추적하여 찾은
가장 짧은 노선이다. 최적경로는 최단거리뿐만 아니라, 시작 지점과 종착 지점,
중간의 경유 지점, 방향, 거리 등의 정보가 필요하다. 거리는 선의 길이, 비용, 시
간 등으로 표현할 수 있고, 비용은 킬로미터나 단위 시간에 대한 가격을 이용하
여 계산할 수 있다. 그리고 시간은 평균속도 또는 도로의 속도 제한이나 도로의
상태와 관련된다. 도로공사는 속도를 낮추므로 최단거리와 최적경로가 다를 수
있다.
두 지점간의 최적경로인 단순 최적경로(예, 과천시청과 군포시청의 최적경로)
와 중간 경유지를 통과하는 최적경로(예, 중간에 안양시청을 경유하는 과천시청
과 군포시청의 최적경로)가 존재한다. 시간을 최소화한 효율적인 최적경로는 공
공 서비스, 긴급구조, 버스 경로선정, 배차계획 관리 등에 필수적이다.

<그림 5-8> 최적경로

<단순 최적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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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경유지를 통과하는 최적경로>

근접시설(Nearest Facility)분석은 네트워크상에 있는 대상물의 최단경로를 탐
색하는 것이다. 단순한 거리보다는 속성들을 사용하고, 주로 응급대책을 목적으
로 사용된다. 단일 지점 또는 시설을 탐색하거나, 다중의 지점 또는 시설을 탐색
할 수 있다. 운행시간이 제한적인 경우에는 최대거리를 명시하여 탐색거리를 제
한할 수 있다. 일방통행도로, 도로 행사일정 등 다양한 유형의 변수들이 데이터
베이스에 포함되고, 사고지점과 시설물 간의 거리와 시간이 변경되어 응급 상황
에 바로 이용할 수 있다.
<그림 5-9> 근접시설

<단일 근접시설>

<다중 근접시설>

일반적으로 이동하기 위해 교통 노선을 이용하기 때문에, 서비스권역(Service
Area)분석은 단순한 거리를 사용하기 보다는 실제 이동경로를 측정하는 것이 현

실적이고 논리적이다. 교통노선에 의해 편의가 제공되므로 이동경로를 추적하여
일정 거리 내에 포함되는 지역을 서비스권역이라 한다. 서버스권역과는 다른 개
념으로, 버퍼는 직선길이를 이용하여 대상물로부터 일정간격의 구역을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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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그림 5-10>에서 평촌IC로부터 3㎞ 내에 존재하는 영역은 원 내부에
포함되는 영역이지만, 이동경로를 따라 측정한 서비스권역은 다각형 내부의 영
역이다.
서비스권역의 이용 분야는 새로운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권역
계획을 수립하고, 중심으로부터 떨어진 일정 거리를 연결하여 거리 증가율을 지
정하는 등 다양하다.

<그림 5-10> 서비스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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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간정보의 3차원 입체화 방법

(1) 3차원 공간정보의 정의

3차원 공간정보란 모든 공간객체들이 3차원 좌표(X, Y, Z)값을 가지는 유형의

정보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2.5차원과 3차원을 포괄하여 3차원 공간정보로 정의
한다. 위성영상, 항공사진, 현장조사사진 등을 활용하여 수치지도와 Lidar 정보를
생성하고, 이를 융합하여 3차원 공간정보를 구축한다.

<그림 5-11> 3차원 공간정보의 구축 개념도

(2) 3차원 공간정보의 발전단계

3차원 공간정보 구축관련 기술은 1980년대부터 급속도로 발전하여 오늘날에

는 3차원 가상도시 구축단계에 와있다. 1980년대는 1단계에서 3차원 지형분석을
2차원적으로 표현하고, 2단계에서 3차원의 지형을 가시화하였다. 1990년대에는
3차원의 지형분석을 수행하였다. 2000년대에는 3차원 가상도시 및 능동적 3차원

가상세계를 구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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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2> 3차원 공간정보 발전단계

(3) 구축시 고려사항

사용목적에 따른 최적의 세밀도 기준을 선정하고, 지표면에 대한 3차원 공간
정보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3차원 공간정보 모
델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정의에는 구축비용, 저장용량, 하드웨
어 성능, 사용 정보의 종류 등이 포함된다.

<그림 5-13> 사용목적에 따른 최적의 세밀도 기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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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표준사양을 준수하고 정보의 호환성 확보를 위해서 현재 국내외에서
적용되는 모든 지리정보 모델은 ISO/TC211의 규정을 표준으로 이용하여 구축되
었다. ISO/TC211에서 3차원 공간정보관련 국제표준규격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공간정보의 호환과 활용성 극대화를 위해 준수해야 한다.
<그림 5-14> 3차원 공간정보 상호운용

대용량의 3차원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가시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LOD(Level Of Detail) 모델에 적용 가능한 계층적 정보를 구축하여야 하고, 객체

별로 다양한 세밀도를 가진 계층적 구조를 적용하여야 한다. 동시에 여러 수준의
객체들을 원근감과 입체감 있게 표현하여야 하며, 정보의 용량을 최소화하여 시
스템의 성능을 향상시켜야 한다. 그리고 메모리 정보와 하드디스크 정보를 비교
하여 필요한 정보만 로딩해야 한다.
<그림 5-15> 계층적 LOD 정보 구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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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적제어기법
1) 일반적인 제어문제

정태적 최적화문제는 주어진 시점에서 의사결정자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자원
을 배분하는 문제이다.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목적함수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의
사결정변수들에 대한 값을 선택하는 문제로, 수리계획문제라고 말한다.
동태적 최적화문제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의사결정자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자
원을 배분하는 문제이다.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제어집합에서 의사결정변수에 대
한 시간경로를 선택하는 문제로, 제어문제라고 한다.
의사결정변수에 대한 시간경로를 선택하는 것은 운동방정식이라 부르는 미분
방정식을 통해서 정태적 변수에 대한 시간경로를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어
변수와 정태변수로 구성된 목적함수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의사결정변수에 대한
시간경로가 선택된다.

2) 제어문제의 수학적 표현

아래의 수식과 같이 시간  는 연속적인 단위로, 초기 에서 말기 까지로
정의된다.

 ≤  ≤  

상태변수들의 벡터 x  는 한 시점 에서 시스템의 상태        
가 실수  에 의해 기술될 수 있고, 아래와 같이 상태벡터(State Vector)로 요약될
수 있다.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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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상태변수   는 각각 시간에 대한 연속함수로 가정되므로, 상태궤적
(State Trajectory)은 아래와 같이 시간에 대한 연속함수로 표현된 하나의 집합이다.

x ≡{x ∈     ≤  ≤  }

기하학적으로 상태궤적은 실수  차원  에 속하는 점들의 경로이다. 상태궤
적의 초기상태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x   ≡ x0
           …     

상태궤적의 말기상태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x   ≡ x1
           …     

제어변수들의 벡터 ｕ 는 특정시점 에서 의사결정은 실수  에 의해 제어
변수    로 기술되고, 다음과 같이 제어벡터로 요약된다.
ｕ      …  
개별 제어변수  는 각각 시간에 대한 피스와이즈(piecewise) 연속함수이므
로, 제어궤적(Control Trajectory)은 아래와 같이 시간에 대한 피스와이즈 연속함
수로 표현된 집합이다. 그리고 기하학적으로 제어궤적은 실수  차원에 속하는
연속적인 점들의 경로이다.

{ｕ }={ｕ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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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방정식

 의 상태궤적 {x  }  는  개의 미분방정식 집합인 운동방정

식으로 설명되며 상태변수, 제어변수, 시간함수로 구성된다.

    x  ｕ 함수  는 연속적으로 미분 가능하다.

시스템의 말기 상태  은 다음과 같다.

    ∈ 

 는 실수    차원의 부분집합으로, 말기의 표면이다.

목적함수  는 실수 점들의 제어궤적 집합을 함수로 표현한 것으로, 각각의 값
들은 최적화되어야 한다.
 ≡     



   x  ｕ    x1  




중간함수  는 주어진 시간 안에서 상태변수, 제어변수, 시간경로를 보여주는
함수에 의존적이고, 말기 함수  는 말기상태와 시간의 함수에 의존적이다. 또한
두 함수 모두 연속적으로 미분 가능하다.

<일반적인 제어문제의 수학적 표현>

max   ｕ  



  x  ｕ      x1 ₁



{ｕ  }

 



     ｕ 
x    x0

x   ∈ 
{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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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전적인 제어문제의 예
고전적인 제어문제로 최적 미사일의 궤도를 결정하는 문제가 있다. 제어변수
는 시간, 규모, 다양한 추진력의 방향 등이다. 상태변수(미사일의 궤도를 기술)는
미사일의 질량, 주어진 좌표계에서 상대적인 미사일의 위치와 속도이다. 물리학
의 법칙에서 얻어진 미분 방정식의 집합은 상태변수에서 추진력의 영향력이다.

4) 도시 경제학에서의 제어문제
최근의 도시경제학자들은 결정론적인 최적제어이론을 도시경제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에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토지이용이론, 주택보수 관리,
토지시장영향력의 분석 그리고 도시개발 시기를 연구하는데 있어 최적제어이론
을 적용하였다. Henderson과 Margolis는 전통적인 자본투자분석을 통해서 최적제
어 이론이 주택소유자의 투자결정의 분석에 적용될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Markusen, Scheffman, 그리고 Vousden는 최적제어이론을 기반으로 도시토지시

장에서 시장의 영향력에 대한 효과를 설명하였다. Shoup과 Mills는 제어이론을
이용하여 도시토지개발과정을 추적하였다. 최적제어이론을 기반으로 토지시장
구조와 영향력, 토지가격, 그리고 개발시기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4. 시스템 다이내믹스․GIS․최적제어기법 연계방안
1) 모형구조 측면에서의 체계적 연계방안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형의 입출력 정보는 속성정보이고, GIS 모형의 입출력
정보는 속성정보와 공간정보로 구분된다. 이 연구에서 GIS 모형은 공간상의 현
상이나 사물의 위치와 함께 크기를 가지는 공간정보를 분석하기 위해 활용하므
로, 모형구조 측면에서 공간정보의 특성에 따라 점, 선, 면적 연계방안을 살펴보
았다.
제 5 장∙시공인 통합모형 분석기법 및 연계방안

61

(1) 점적 연계방안

점(point)적 연계방안은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형의 정보를 GIS 모형에 전달하
여 점으로 표현하거나, GIS 모형의 점 정보를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형으로 전달
하여 시뮬레이션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로,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형과 GIS 모형
의 코드를 교환하거나,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형에서 지명을 읽어와 GIS 모형의
지도에서 해당 위치에 표기하는 것이 있다.

<그림 5-16> 시스템다이내믹스와 GIS 모형의 점적 연계

(2) 선적 연계방안

선(line)적 연계방안은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형의 정보를 GIS 모형에 전달하여
선형으로 표현하거나, GIS 모형의 선형 정보를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형으로 전
달하여 시뮬레이션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로 수계, 최단거리, 교통수요 예측, 도
로 신설에 따른 지역별 영향력 분석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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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7> 시스템다이내믹스와 GIS 모형의 선적 연계

(3) 면적 연계방안
<그림 5-18> 시스템다이내믹스와 GIS 모형의 면적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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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polygon)적 연계방안은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형의 정보를 GIS 모형에 전달
하여 면형으로 표현하거나, GIS 모형의 면형 정보를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형으
로 전달하여 시뮬레이션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로,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형의 시
군별 인구, 주택, 파급효과, 국가발전지수 등을 GIS 모형에 전달하여 지도에서 시
군별 값을 해당 면에 표기하는 것이 있다.

2) 기술 측면에서의 효율적 연계방안

시스템 다이내믹스와 GIS로 구축한 시뮬레이션 모형은 SDK(Software
Development Toolkits)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상호 교환할 수 있다. SDK는 지리객

체를 시뮬레이션 모델에 맞출 수 있으므로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형의 데이터를
GIS 모형에 전달하고, GIS 모형의 데이터를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형에 전달할

수 있다. 사용자는 SDK의 존재를 알 필요가 없으며,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형 또
는 GIS 모형에서 데이터를 상호 검색, 질의, 구동, 출력할 수 있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관된 모형 및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다.
SDK는 Visual Basic.NET, C++ compilers 등과 같은 응용프로그램과 모형을 연

결하기 위해 COM(Component Object Model)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는 환경에서 개
발할 수 있다. 또한 SDK는 웹 환경에서 서비스할 수 있는 ASP.NET, script engines
등과 모형을 연결하기 위해 IIS(Internet Information Server) 인터페이스를 지원하
는 환경에서 개발할 수 있다.
COM은 컴포넌트를 만들기 위한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규정집으로,

어떤 제품의 부품이나 구성요소 혹은 이들의 집합체를 의미한다. 모듈화란 독립
적인 의미보다는 프로그램의 분리를 통해 개발기간을 단축시키는데 의의를 두고
있으나, 컴포넌트는 자체적으로 독립적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고 COM
인터페이스는 공학적으로 서로 다른 시스템간의 통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규정이나 방법으로, COM 인터페이스는 가상 함수 테이블로 구현된다.
SDK의 오브젝트 모델은 COM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와 같은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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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서도 직관적이고 알맞은 시뮬레이터 인터페이스를 설계할 수 있으며 다양
한 데이터베이스와 연결이 용이하다.

<그림 5-19> 시스템다이내믹스와 GIS의 기술적 연계방안

3) 실용성 측면에서의 효과적 연계방안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형과 GIS 모형은 결합방식에 따라 약결합(Loosely
-Coupled)과 강결합(Tightly-Coupled)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약결합에서는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형에서 GIS 모형에 자료를 전달하고, 각각의 모형이 개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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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과 표현과정을 수행한다. 강결합에서는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형과 GIS 모형
이 상호 자료를 교환하고, 분석 및 표현과정을 공유할 수 있으며, 분석 및 표현된
자료를 다시 각각의 모형에서 처리할 수 있다.
<그림 5-20> 시스템다이내믹스와 GIS 모형의 약결합 방법

<그림 5-21> 시스템다이내믹스와 GIS 모형의 강결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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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간의 완벽한 통합을 이루고 효과적으로 모형의 분석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서는 시스템 다이내믹스와 GIS를 강결합하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효과적이
다. 즉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형과 GIS 모형의 강결합은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형
의 장점과 GIS 모형의 장점뿐만 아니라, 결합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다.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형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시스템을 동태적이고 순
환적인 인과관계의 관점에서 현상을 이해하고 설명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
사회 현상을 수리적으로 분석하는데 유리하다. GIS 모형은 공간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논리적이고 순차적으로 공간분석 기능들을 연계시
키는 과정으로, 공간현상들을 일반화하여 이해를 돕고 향후 발생될 일을 예측하
는데 유리하다.
또한 모형 상호간에 입출력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 다이내
믹스 모형과 GIS 모형을 강결합함으로써 대규모 사업을 통한 시공간적 미래 예
측, 투자 파급효과, 공공정책에 따른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에 대한 영향력 등
시간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도시공간과 사회현상을 효과적으로 분석․예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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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인통합 재정투자파급효과측정
시스템 설계

이 장에서는 시공인 개념을 통합한 재정투자파급효과측정시스템을 설계하고 제시하였
다. 시스템의 하부모형은 인구, 토지이용, 주택, 교통, 교육, 산업, 재정투자, 국민경제,
국제, 정책효과측정, 국가발전지수 등 11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부문별로 모형
의 시스템 순환도와 변수간의 인과관계를 표현하고, 변수간의 함수관계를 설정하였다.

1. 시스템의 하부부문 구분 및 정의
<표 6-1>은 시스템의 하부모형을 정의하여 나타낸 것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스템의 하부모형은 기초부문, 응용부문, 지수측정부문으로 구분되어 있
다. 기초부문에는 인구, 토지이용, 국민경제, 국제부분 등이 포함된다. 이중 인구
부문의 경우 시군간 인구이동 중력모형, 시군별 매력도(＋) 측정_전입 시스템, 시
군별 매력도(-) 측정_전출 시스템, 시도인구모형, 권역별인구 등의 하부모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토지이용 부문의 경우 토지부문모형, 용도지역별 면적 모
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용부문에는 주택, 교통, 교육, 산업, 재정투자, 정책효과측정 등이 포함되고,
지수측정부문은 국가발전지수부문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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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시스템 하부모형 정의
하부부문 모형

정

의

• 직접적인 재정투자의 대상 아니지만 부문별로 재정을 투자할 경우,
인

구

그 결과로 나타나는 가장 가시적인 모형으로 타부문과 국가발전지
수를 산정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기반모형
• 직접적인 재정투자의 대상은 아니지만 재정투자에 따른 토지이용의

기

토 지 이 용

변화를 수용하는 부문으로 토지이용과 관련된 각 부문 간을 연결하
는 주요 기반모형
• 용도지역별 면적 모형으로 구성
• 재정투자에 따른 국가경제성지수를 측정하기 위해 달러환산GDP를

초

국 민 경 제

도출하는 부문으로, 달러환산GDP를 매개로 하여 국가발전지수모형
과 연결되는 하부모형
• 재정투자에 따른 국가경제성지수를 측정하기 위해 OECD국가 인당

국

제

GDP, OECD국가 주택보급률 등을 도출하는 부문으로 이들을 매개
로 하여 국가발전지수모형과 연결되는 하부모형

주

택

교

통

교

육

산

업

응

용
재 정 투 자

정책효과측정

측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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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으로, 일반주택과 임대주택으로 나누어짐
• 교통여건 개선에 의한 지역간 인구이동의 변화를 매개로 하여 인구
모형과 연결되는 하부모형
• 교육시설의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지역간 인구이동의 변화를 매개
로 하여 인구모형과 연결되는 하부모형
• 재정투자에 따른 시군별 지역내총생산과 취업구조의 변화를 분석
• 산업Ⅰ과 산업Ⅱ 모형으로 구성
• 재정투자에 따른 파급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주택, 도로, 교육, 산
업 등의 분야에 재정투자액과 정책을 부여하는 부문
• 택지개발사업, 도로건설사업 등의 대규모 기존 사업에서 정책효과가
나타나는 식을 도출하여 정책효과를 추정하는 부문
• 재정투자에 따른 국가발전지수를 측정하는 부문으로, 국가발전지수

지
수

• 지역간 인구이동의 변화를 매개로 하여 인구모형과 연결되는 하부

를 측정하기 위해 국가효율성지수, 국가경제성지수, 국가형평성지수,
국가발전지수

국가안정성지수 등을 이용
• 국가효율성지수, 국가경제성지수, 국가형평성지수, 국가안정성지수
측정모형으로 구성

2. 하부시스템별 주요 시스템순환도 작성
1) 인구부문

인구부문의 모형들은 직접적인 재정투자의 대상은 아니지만 부문별로 재정을
투자할 경우, 그 결과로 발생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가시적인 모형이며, 타부
문과 국가발전지수를 연결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기반모형이다. <그림 6-1>은 인
구모형의 시스템 흐름도를 나타낸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군별 인구는
출생자, 사망자, 전입자, 전출자에 의해서 변화된다. 출생자와 사망자는 각각 출
생률과 사망률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며, 시군별 전입자와 전출자 인구는 중력모
형과 매력도에 의해 영향을 받아 시군별 인구에 영향을 준다.

<그림 6-1> 인구모형 시스템 흐름도
출생률

전국인구

사망률
출생자

시군인구출력
전출자
인구 순환인자1

사망자

시군별인구
연도순환인자

택 지 개 발 사 업 영 향 _인 구
_출 력
전입자

시군별전입비중

시군별전출비중
시군별전입자

시군별전출자

시군간총이동

가 중 평 균 합 _전 입

Fj와 Gj가 중 평 균

시군간총이동률

Fi와 Gi가 중 평 균

전국인구

중력모형기여도

시 군 별 Fj비 중

시 군 별 매 력 도 Gj비 중

시 군 별 매 력 도 Gi비 중

가 중 평 균 합 _전 출

중력모형기여도

시 군 별 Fi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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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는 시군간 인구이동 중력모형의 시스템 흐름도를 나타낸다. 그림에

서 보는 바와 같이, 인구이동은 총전입과 총전출, 시군간 거리에 영향을 받는 것
을 알 수 있다.
<그림 6-3>은 전입에 대한 시군별 매력도 측정모형의 시스템 흐름도를 나타낸

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입은 시군별 주택, 도로, 일자리, 교육환경 등에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6-2> 시군간 인구이동 중력모형 시스템 흐름도

시군별인구

시군간거리ij
인구i

인구j

지역더미i

지역더미j

Fij

Fj총전입

시군별Fj비중

Fj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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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총전출

시군별Fi비중

Fi합

<그림 6-3> 시군별 매력도(+) 측정모형_전입 시스템
시군매력도_주택
시군매력도_주택_비중
주택과인구이동_보급률

시군매력도_주택_합
부문별가중치
시군매력도_도로
시군매력도_도로_비중
도로와인구이동_길이와면적

시군매력도_도로_합

시군별매력도Gj비중
시군매력도_일자리

자리와인구이동_취업구조
시군매력도_일자리_비
중

시군매력도_일자리_합

시군매력도_교육환경

교육시설과
인구이동_교실과시설
시군매력도_교육환경_
비중
시군매력도_교육환경_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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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는 전출에 대한 시군별 매력도 측정모형의 시스템 흐름도를 나타낸

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출은 개발율과 용적률에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6-5>는 시도인구모형의 시스템 흐름도를 나타낸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군별인구를 이용하여 특정 시의 인구를 도출하고, 특정 도 및 시의 인구
를 이용하여 시도별 인구를 도출할 수 있다.
<그림 6-6>은 권역별 인구모형의 시스템 흐름도를 나타낸다. 그림에서 보는 바

와 같이, 시별 인구와 도별 인구가 존재하므로 원하는 형태의 인구를 쉽게 도출
할 수 있다.
<그림 6-1>부터 <그림 6-6>은 모두 인구모형의 하부모형들의 시스템 흐름도이

다. 이러한 모형들은 독자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피드백과정을 거
쳐 상호 영향을 주며, 다른 부문의 모형들과도 영향을 주고 받는다.
<그림 6-4> 시군별 매력도(-) 측정모형_전출 시스템 흐름도
시군별매력도Gi비중

시군매력도_개발율

시군매력도_용적률
개발률상한

용적률함수

개발율함수

용적률상한

시가지개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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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용적률

<그림 6-5> 시도인구모형 시스템 흐름도
제주도인구

서울시인구
부산시인구

경상남도인구

대구시인구

경상북도인구

인천시인구

전라남도인구

광주시인구

시군별인구

전라북도인구

대전시인구

충청남도인구

울산시인구

충청북도인구

시도인구출력

강원도인구

제주도인구 서울시인구

경기도인구

부산시인구

경상남도인구

경상북도인구

대구시인구

인천시인구

시도별인구

전라남도인구

광주시인구

전라북도인구

대전시인구

충청남도인구

울산시인구

충청북도인구

강원도인구

경기도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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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6> 권역별 인구모형 시스템 흐름도
수도권인구비중

수도권인구
전국인구

비수도권인구

서울시인구

인천시인구

경기도인구

시군별인구

비수도권군인구

수도권남부인접시군인
구

수도권동부인접시군인
구
비수도권중소도시인구

구역별인구

비수도권대도시인구
수도권인구

충청권인구

호남권인구
광역경제권인구

시도별인구
대경권인구

동남권인구

강원권인구

제주권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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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이용부문

토지이용부문은 직접적인 재정투자의 대상은 아니지만 재정투자에 따른 토지
이용의 변화를 수용하는 부문으로, 토지이용과 관련된 각 부문 간을 연결하는 기
반모형이다. <그림 6-7>은 토지부문 모형의 전반적인 시스템의 흐름도를 나타낸
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토지부문은 시군별인구, 국토면적, 개발불가능토
지, 가용토지, 시가지개발율, 미개발토지, 토지개발 및 복원 정책 등 다양한 인자
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6-7> 토지부문모형 시스템 흐름도

시군별인구
지역계수
전국인구
국토면적
순지역계수

시군면적

순국토계수
국토계수

개발불가능토지
가용토지
도시화율

미개발토지

시가지개발율

전국 기개발토지
기개발토지
토지개발

토지복원

토지개발정책
토지복원정책
전체용적률

택지소요량

도로면적증가량

3차산업토지개발

택지복원량

2차산업단지개발
건축물연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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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8>은 용도지역별 면적 모형의 시스템 흐름도를 나타낸다. 그림에서 보

는 바와 같이, 용도지역을 크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으로 구분하고 용도변경에 의해 시군의 용도지역별 면적이 변경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6-8> 용도지역별 면적 모형 시스템 흐름도
도시지역

용도변경11

용도변경12

관리지역

용도변경21

용도변경22
시군별 용도지역별 면적
농림지역

용도변경31

용도변경32

자연환경보전지역
용도변경41

용도변경42

3) 주택부문
주택부문은 지역간 인구이동의 변화를 매개로 하여 인구모형과 연결되는 하부
모형으로, 일반주택과 임대주택으로 나누어진다. <그림 6-9>는 주택부문모형의
시스템 흐름도를 나타낸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택모형은 가구수, 일반주
택수, 임대주택수를 주요 인자로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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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9> 주택부문모형 시스템 흐름도
주택용적률

주택지면적
주택지감소
주택지증가

주택연면적
주택연면적증가
주택연면적감소

주택건설량
주택철거량

주택철거량
호당대지면적

호당연면적
일반주택수

주택상수1

임대주택보급율변화

주택보급율변화

주택상수2

주택과인구이동_보급률

임대주택수

일반주택수

가구수

임대주택철거량

일반주택수출력

택지개발사업영향_주택
_출력

주택철거량
임대주택건설량

주택건설량

연차별임대주택건설완료량

민간시장의 주택건설량
주택철거율

임대주택철거율

순환인자1
재정투자_주택

연도순환인자1

단위투자당 임대주택건설량

주택철거량
전국주택보급률

택지복원량

주택건설율

호당대지면적

택지소요량

주택건설량

전국가구수

가구증가량

가구수

초기가구수증가율
전국주택수

가구수증가체감율

주택보급률

일반주택수

가구수변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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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통부문
교통부문은 교통여건 개선에 의한 지역간 인구이동 변화를 매개로 하여 인구
모형과 연결되는 하부모형이다. <그림 6-10>은 교통부문모형의 시스템 흐름도를
나타낸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통모형은 도로면적, 포장도로길이, IC접근
도 등을 주요인자로 이용한다. 교통부문모형에서 계산된 값은 GIS 프로그램에
전달되어 공간분석을 수행하고, 다시 공간분석결과를 받아 교통부문모형에서 계
산을 수행하는 등 GIS와 SD가 강결합을 통해 반복적으로 자료를 주고받는다.
<그림 6-10> 교통부문모형 시스템 흐름도

도로와인구이동_길이와면적
IC접근도

도로길이_항

인당도로길이_항

도로면적_항
고속도로IC수_항

도로상수1

도로상수2

도로상수3

시군별인구

순국토면적

도로상수4

순지역계수당 도로길이
증가량

고속도로IC
인당도로길이 증가량

순지역계수

순국토면적당 도로면적
증가량

도로면적
도로면적증가량

포장도로길이
도로길이증가량
도로길이증가률

도로면적증가률

단위투자당 도로길이

연차별 도로건설 길이

연차별 도로건설
완료면적

단위투자당
도로건설면적

시군별인구
재정투자_도로

지역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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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계수당도로길이

포장도로길이

전국도로길이

국토계수당도로길이

국토계수

5) 교육부문

교육부문은 교육시설의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지역간 인구이동의 변화를 매개
로 하여 인구모형과 연결되는 하부모형이다. <그림 6-11>은 교육부문모형의 시
스템 흐름도를 나타낸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육모형은 고등학교 교실수
및 학교시설 연면적을 주요인자로 이용한다.

<그림 6-11> 교육부문모형 시스템 흐름도

교육시설과
인구이동_교실과시설

교육_교실수

상수1_교실수

교육_시설면적

시군별인당학교시설
연면적

전국인당중고등
평균교실수
지역별인당
중고등증설교실수

상수2_시설면적

전국인간개발지수
인간개발지수변화량

인당학교시설연면적
시군별인구

시군별인구

전국중고등교실수

전국학교시설연면적
인간개발지수순환인자

연간증설교실수

고등학교교실수

학교시설연면적

연간시설증설면적

학교시설증가율
교실증가율

인간개발지수변화율
단위투자당시설면적

단위투자당교실건설수
재정투자_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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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산업부문

산업부문은 재정투자에 따른 시군별 지역내총생산과 취업구조의 변화를 분석
하는 모형으로 산업Ⅰ모형과 산업Ⅱ모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6-12>는 산
업부문모형Ⅰ의 시스템 흐름도를 표현한 것이고, <그림 6-13>은 산업부문모형Ⅱ
의 시스템 흐름도를 나타낸다.

<그림 6-12> 산업부문모형Ⅰ 시스템 흐름도
1차 시 설 증 감 률
1차 시 설 탄 력 계 수

1차 산 업 취 업 자

1차 취 업 자 증 감
1차 토 지 탄 력 계 수
1차 산 업 G R DP

1차 산 업 토 지 면 적

1차 토 지 증 감 률

1차 토 지 면 적 증 감
농경지자연감소율
1차 시 설 증 감 률

1차 시 설 면 적 증 감

1차 산 업 시 설 면 적
1차 시 설 투 자 원 단 위

2차 시 설 증 감 률
2차 시 설 탄 력 계 수

2차 산 업 취 업 자

재 정 투 자 _산 업

2차 취 업 자 증 감
2차 토 지 탄 력 계 수

2차 산 업 G R DP

2차 산 업 토 지 면 적

2차 토 지 증 감 률
2차 토 지 개 발 원 단 위
2차 토 지 면 적 증 감

2차 시 설 증 감 률

2차 토 지 자 연 증 감 율

2차 시 설 면 적 증 감

2차 산 업 시 설 면 적
2차 시 설 투 자 원 단 위

2차 산 업 단 지 개 발

3차 시 설 증 감 률

3차 산 업 취 업 자

3차 시 설 탄 력 계 수

재 정 투 자 _산 업

3차 취 업 자 증 감
3차 토 지 탄 력 계 수
3차 산 업 G R D P

3차 산 업 토 지 면 적

3차 토 지 증 감 률

3차 토 지 개 발 원 단 위

3차 토 지 면 적 증 감
3차 시 설 증 감 률

3차 산 업 시 설 면 적
3차 시 설 투 자 원 단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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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토 지 자 연 증 감 율

3차 산 업 토 지 개 발

3차 시 설 면 적 증 감
재 정 투 자 _산 업

<그림 6-13> 산업부문모형Ⅱ 시스템 흐름도
전국 지역내총생산

GRDP
시군별 지역내총생산

1차산업GRDP

3차산업GRDP
2차산업GRDP

전국 1차산업GRDP

전국 2차산업GRDP

전국 3차산업GRDP

일자리와인구이동_취업구조

1차산업 일자리변화

1차취업자증감 1차취업 상수

2차산업 일자리변화

3차산업 일자리변화

2차취업자증감 2차취업 상수

3차취업자증감 3차취업 상수

7) 재정투자부문

재정투자부문은 재정투자에 따른 파급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주택, 도로, 교
육, 산업 등의 분야에 재정투자액과 정책을 부여하는 부문이다. <그림 6-14>는
재정투자부문모형의 시스템 흐름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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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4> 재정투자부문모형 시스템 흐름도

재정투자_보조상수
재정투자_보조상수
산업재정투자_2007
주택재정투자_2007
산업재정투자_2008
주택재정투자_2008
산업재정투자_2009
주택재정투자_2009
산업재정투자_2010
주택재정투자_2010
산업재정투자_2011

연도별재정투자_주택

재정투자_주택

주택재정투자_2011

재정투자_산업
주택재정투자_2012
연도보조상수
주택재정투자_2013

산업재정투자_2012

연도별재정투자_산업

산업재정투자_2013
산업재정투자_2014

주택재정투자_2014

산업재정투자_2015

주택재정투자_2015

산업재정투자_2016
연도별재정투자액

주택재정투자_2016

산업재정투자_2017

주택재정투자_2017

산업재정투자_2018

주택재정투자_2018

산업재정투자_2019

주택재정투자_2019
연도별재정투자총액
재정투자_보조상수
재정투자_보조상수
교육재정투자_2007
도로재정투자_2007
교육재정투자_2008
도로재정투자_2008
교육재정투자_2009
도로재정투자_2009
교육재정투자_2010
도로재정투자_2010
연도별재정투자_도로

재정투자_교육

연도별재정투자_교육
교육재정투자_2011

재정투자_도로
도로재정투자_2011

교육재정투자_2012

도로재정투자_2012

교육재정투자_2013

도로재정투자_2013

교육재정투자_2014

도로재정투자_2014
도로재정투자_2015
도로재정투자_2016
도로재정투자_2017
도로재정투자_2018
도로재정투자_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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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투자_2015
교육재정투자_2016
교육재정투자_2017
교육재정투자_2018
교육재정투자_2019

8) 국민경제부문

국민경제부문의 모형은 재정투자에 따른 국가경제성지수를 측정하기 위해 달
러환산GDP를 도출하는 부문으로, 달러환산GDP를 매개로 하여 국가발전지수모
형과 연결되는 하부모형이다. <그림 6-15>는 국민경제부문모형 시스템 흐름도를
나타낸다.

<그림 6-15> 국민경제부문모형 시스템 흐름도
국내총생산

달러환산GDP

GDP변화량

5년재정투자액
재정투자변화량

달러환산재정투자총액
경기순환인자

GDP변화율

환율난수생성

달러환율

재정투자순환인자

연도별재정투자총액

재정투자변화율

9) 국제부문

국제부문의 모형은 재정투자에 따른 국가경제성지수를 측정하기 위해 OECD
국가 인당GDP, OECD국가 국토계수, OECD국가주택보급률 등을 도출하여 이 인
자들을 기반으로 국가발전지수모형과 연결되는 하부모형이다. <그림 6-16>은 국
제부문모형의 시스템 흐름도를 나타낸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제부문모
형은 국가별 GDP, 국가별 인구, 국가별 도로길이, 국가별 가구, 국가별 주택,
OECD국가의 5년간 재정투자액, OECD국가 도시화율, OECD국가 인간개발지수

등을 주요인자로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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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6> 국제부문모형 시스템 흐름도
OECD재정투자변화량

국가별GDP

OECD국가5년재정투자
합

국가별GDP변화

OECD국가GDP합
OECD국가인당GDP

성장률난수생성
OECD국가5년재정투자액
OECD재정투자변화율
OECD국가경제성장률

OECD국가인구합
OECD국가인구증가율

OECD투자순환인자

OECD평균5년재정투자액

국가별인구
국가별인구변화

OECD도시화변화량
OECD국가도시화합

국가별국토면적
OECD국가국토계수
OECD국가도시화율

OECD국가국토계수합
OECD국가국토계수당도로길이

OECD도시화변화율
OECD국가
도로길이증가율

OECD국가도로길이합

OECD도시화순환인자

OECD평균도시화율

도로증가율난수생성

OECD인간개발지수변화량
국가별도로길이

OECD국가인간개발지
수합

국가별도로길이변화
국가별가구

국가별가구변화
OECD인간개발지수변
화율

OECD인간개발지수

OECD국가가구증가율
OECD국가가구합
OECD인간개발지수순환
인자

OECD국가주택보급률
OECD국가주택합
OECD국가주택증가율

국가별주택
국가별주택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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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평균인간개발지수

10) 정책효과 측정부문

정책효과 측정부문의 모형은 택지개발사업, 도로건설사업 등의 대규모 기존
사업에서 정책효과가 나타나는 식을 도출하여 정책효과를 추정하는 부문이다.
<그림 6-17>은 정책효과측정모형의 시스템 흐름도를 나타낸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책효과측정모형은 연도별 사업비 투자배분에 따라 인구규모와 주
택규모의 효과가 어떻게 변화될지를 추정한다.

<그림 6-17> 정책효과측정모형 시스템 흐름도
연도별 사업비 비율1

주택순환인자

기준연도

택지개발사업
영향_인구

택지개발사업영향_
주택
총사업비

인구순환인자

사업비 순환인자

연도별 사업비 비율2

11) 국가발전지수부문

국가발전지수 부문의 모형은 재정투자에 따른 국가발전지수를 측정하는 부문
이다. 국가발전지수를 측정하기 위해 국가효율성지수, 국가경제성지수, 국가형평
성지수, 국가안정성지수 등을 이용하므로 국가효율성지수, 국가경제성지수, 국가
형평성지수, 국가안정성지수 등 4대 국가발전지수의 측정모형으로 구성된다.
<그림 6-18>, < 그림 6-19>, <그림 6-20>, <그림 6-21>은 각 지수모형의 시스템

흐름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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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8> 국가효율성지수모형 시스템 흐름도
OE C D평 균 도 시 화 율
OE C D국 가 주 택 보 급 률

HM A X

시간적효율성지수

공간적효율성지수

OE C D국 가
국토계수당도로길이

도시화율

전국주택보급률

국토계수당도로길이

RLQ

P RL Q

HRL Q

국토면적

지역계수당도로길이

RL Q합

OE C D평 균 인 간 개 발 지 수

OE C D국 가 인 당 GDP

인간적효율성지수
전국인구
한 국 인 당 GDP

OE C D국 가 GDP 합

달 러 환 산 GDP
전국인간개발지수

<그림 6-19> 국가경제성지수모형 시스템 흐름도
한국GDP
달러환산GDP
5년재정투자액

국가경제성지수

OECD국가 GDP합
OECD국가GDP평균 OECD평균5년재정투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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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0> 국가형평성지수모형 시스템 흐름도
수도권인구

비수도권인구
수도권비수도권간형평성지수
시군간형평성지수

시군별인구비율

농촌지역인구

전국인구

도시지역인구1

시군별인구
인구엔트로피
도시지역인구

도시농촌간형평성지수

도시지역인구2
소득간형평성지수
계층간지니계수변화량

계층간소득지니계수

기준연도 산지면적

계층간지니계수변화율
산지면적

산지면적변화량

그린지역보존지수
국토면적
산지면적변화율
농지면적

농지면적변화량
기준연도 농지면적

기준연도 수질오염수준
농지면적변화율
수질오염수준
수질오염수준변화량

환경오염지수

수질오염수준변화율
대기오염수준

대기오염수준변화량
기준연도 대기오염수준

대기오염수준변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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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1> 국가안정성지수모형 시스템 흐름도
대수정규분포 중앙값

중앙값 이하 시군수
국가안정성지수1

평 균 _M U

표 준 편 차 _S IGM A

LN시군인구

시군별인구

평 균 _실 제 E X

표 준 편 차 _S IGM A

국가안정성지수2

평 균 _이 론 E X

평 균 _M U

<그림 6-22> 국가발전지수 측정모형 시스템 흐름도
도시농촌간형평성지수
시군간형평성지수
국가경제성지수
수도권비수도권간형평
성지수
소득간형평성지수
국가발전지수
그린지역보존지수

인간적효율성지수
시간적효율성지수

환경오염지수

국가안정성지수1
국가안정성지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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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적효율성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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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인통합 재정투자파급효과측정
시스템 개발

이 장에서는 시공인통합 재정투자파급효과측정시스템을 개발하고 인구, 지역내총생
산, 그리고 국가발전지수 등의 개괄적인 행태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사용자 중심의 운
용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사용자 중심의 운용시스템에서는 개괄적 행태를 분석하는 기
본모형뿐만 아니라 대안을 설정하여 시뮬레이션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또한 시뮬
레이션 결과를 시도별, 시군별, 분석권역별로 그래프와 표뿐만 아니라 3차원 지도를
이용하여 가시적으로 표현되도록 개발하였다.

1. 통합시스템의 구축 및 개괄적 행태분석
1) 인구

모형을 이용하여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통합시스템을 기반으로 개괄적인 행
태분석을 수행하였다. <표 7-1>과 <그림 7-1>은 통합시스템을 시뮬레이션하여
2005년부터 2020년까지 인구에 대한 행태분석결과를 표현한 표와 그림이다. 그

림과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별한 정책이 없는 한 2020년까지 서울시의 인구
는 소폭 감소하는 반면에, 경기도의 인구는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부산과 울산을 제외한 대구, 인천, 대전 등의 광역시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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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 시도별 인구행태 분석(2005～2020)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서 울 시

982.0

1029.3

1086.0

1059.5

부 산 시

352.4

349.3

344.2

333.2

대 구 시

246.5

247.5

248.2

243.7

인 천 시

253.1

270.0

286.5

298.5

광 주 시

141.8

146.2

150.4

154.0

대 전 시

144.3

152.9

162.7

170.1

울 산 시

104.9

97.3

94.7

94.5

경 기 도

1041.5

1104.7

1177.3

1300.2

강 원 도

146.5

140.3

132.0

128.3

충청북도

146.0

137.6

126.6

120.6

충청남도

188.9

183.9

174.2

171.6

전라북도

178.4

171.5

160.7

154.7

전라남도

182.0

177.3

168.3

163.8

경상북도

260.8

251.4

236.4

228.7

경상남도

305.6

299.6

289.0

284.3

제 주 도

53.2

52.3

51.0

50.3

4727.9

4810.9

4888.1

4955.9

전

국

<그림 7-1> 시도별 인구행태 분석(2005～2020)
인

서울시인구
부산시인구
대구시인구
인천시인구
광주시인구
대전시인구
울산시인구
경기도인구
강원도인구
충청북도인구
충청남도인구
전라북도인구
전라남도인구
경상북도인구
경상남도인구
제주도인구

10,000,000

5,000,000

2005년 1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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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월 1

2015년 1월 1

2020년 1월 1

2) 지역내총생산

통합시스템에서 지역내 총생산은(GRDP)은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으로 구
성되어 있다. <표 7-2>는 2005년부터 2020년까지 산업별 지역내 총생산을 추정한
표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업별 지역내 총생산은 2020년까지 계속 증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7-2> 산업별 지역내 총생산(2005～2020)
(단위 : 조원, 2005년 불변가격)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1차산업 GRDP

27.0

28.2

29.6

31.0

2차산업 GRDP

215.3

248.2

290.1

344.8

3차산업 GRDP

603.1

755.9

965.9

1257.5

계

845.4

1032.3

1285.5

1633.3

3) 국가발전지수

<표 7-3>과 <그림 7-3>는 통합시스템으로 국가발전지수를 전망한 결과를 나타

낸 표와 그림이다. 표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별한 정책이 없는 한 2020년
까지 시간적효율성지수, 인간적효율성지수, 국가경제성지수, 국가안정성지수2
등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에 공간적효율성지수, 도시농촌간형평성지수,
수도권비수도권간형평성지수, 소득계층간형평성지수, 그린지역보존지수, 환경오
염지수, 국가안정성지수1 등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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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3> 국가발전지수 전망(2005～2020)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시간적효율성지수

83.42

87.67

93.24

98.98

공간적효율성지수

99.07

99.01

98.94

98.85

인간적효율성지수

86.72

95.96

105.81

118.91

국가경제성지수

66.65

88.35

114.71

150.74

시군간형평성지수

75.97

75.06

73.66

73.46

도시농촌간형평성지수

10.47

9.58

8.36

7.68

수도권비수도권간형평성지수

107.67

100.12

91.71

86.43

소득계층간형평성지수

78.79

75.07

70.70

65.56

그린지역보존지수

100.00

98.78

97.60

96.46

환경오염지수

100.00

98.78

97.60

96.46

국가안정성지수1

87.21

86.05

86.05

86.05

국가안정성지수2

66.90

65.67

63.77

64.60

<그림 7-2> 연도별 국가발전지수(2005～2020)
150

시군간형평성지수
도시농촌간형평성지수
수도권비수도권간형평성지수
소득간형평성지수
그린지역보존지수
환경오염지수
국가경제성지수
인간적효율성지수
시간적효율성지수
공간적효율성지수
국가안정성지수1
국가안정성지수2

100

50

2005년 1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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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월 1

2015년 1월 1

2020년 1월 1

2. 재정투자 파급효과분석
앞에서 특별한 정책 없이 현재의 추세대로 진행될 때 나타나는 행태분석결과
를 살펴보았다. 행태분석결과와 비교하기 위해 특정 지역의 특정 부문에 일정한
규모의 예산을 투자했을 때 나타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비수도권 지역에
2007년부터 2019년까지 시군별로 연간 100억원, 300억원, 500억원씩 투자하는 세

가지 대안을 설정하였다.
1) 대안1 : 비수도권 지역에 매년 100억원 투자
<표 7-4>와 <그림 7-3>은 재정투자파급효과측정시스템에 비수도권 지역의 산

업부문에 매년 100억원씩 투자하는 대안1을 적용하여 분석한 2005년부터 2020년
까지 시도별 인구 전망 결과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행 유지에 비해 2020
년에 서울의 인구는 45만인 정도 감소하고, 수도권의 인구는 22만인 정도 줄어드
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4> 대안1에 따른 시도별 인구 전망(2005～2020)
서 울 시
부 산 시
대 구 시
인 천 시
광 주 시
대 전 시
울 산 시
경 기 도
강 원 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 주 도
전
국

2005년
982.0
352.4
246.5
253.1
141.8
144.3
104.9
1041.5
146.5
146.0
188.9
178.4
182.0
260.8
305.6
53.2
4727.9

2010년
1039.6
349.4
247.5
270.0
145.8
152.9
104.3
1104.7
138.4
135.5
180.8
169.4
175.4
248.5
296.6
51.9
4810.9

2015년
1049.4
342.0
246.3
283.9
150.1
161.3
104.2
1197.8
133.6
128.3
176.7
162.5
170.1
239.3
291.2
51.3
4888.1

2020년
1015.1
331.2
240.6
295.8
153.9
168.9
104.3
1325.1
130.4
122.8
174.7
156.9
166.0
232.2
287.3
50.7
49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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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3> 대안1에 따른 인구 전망(2005～2020)

<표7-5>와 <그림 7-4>는 재정투자파급효과측정시스템에 비수도권 지역의 산

업부문에 매년 100억원씩 투자하는 대안1을 적용하여 분석한 2005년부터 2020년
까지 국가발전지수 전망 결과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OECD국가의 국토계
수당도로길이, 주택보급률, 도시화률 등의 인자의 평균과 비교하여 측정하는 시
간적 효율성은 2.3% 증가하였고, 수도권비수도권간 형평성지수가 1.6% 향상되었
다. 그리고 실제와 이론상의 평균차이를 이용하여 평가하는 국가안정성지수2가
1.6% 향상되었다.
<표 7-5> 대안1에 따른 국가발전지수(2005～2020)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시간적효율성지수

83.42

87.77

94.00

101.25

공간적효율성지수

99.07

99.01

98.94

98.85

인간적효율성지수

86.72

95.96

105.81

118.91

국가경제성지수

66.65

88.34

114.65

150.56

시군간형평성지수

75.97

74.79

74.23

74.13

도시농촌간형평성지수

10.47

9.41

8.54

7.88

수도권비수도권간형평성지수

107.67

99.26

93.12

88.01

소득계층간형평성지수

78.79

75.07

70.70

65.56

그린지역보존지수

100.00

98.78

97.60

9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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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지수

100.00

98.78

97.60

96.46

국가안정성지수1

87.21

86.05

86.05

86.05

국가안정성지수2

66.90

65.15

65.15

66.18

<그림 7-4> 대안1에 따른 국가발전지수(2005～2020)

2) 대안2 : 비수도권 지역에 매년 300억원 투자
<표 7-6>과 <그림 7-5>는 재정투자파급효과측정시스템에 비수도권 지역의 산

업부문에 매년 300억원씩 투자하는 대안2를 적용하여 분석한 2005년부터 2020년
까지 시도별 인구 전망 결과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행 유지에 비해 2020
년에 서울의 인구는 52만인 정도 감소하고, 수도권의 인구는 21만인 정도 줄어드
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6> 대안2에 따른 시도별 인구 전망(2005～2020)
서 울 시
부 산 시
대 구 시
인 천 시
광 주 시
대 전 시
울 산 시
경 기 도
강 원 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 주 도
전
국

2005년
982.0
352.4
246.5
253.1
141.8
144.3
104.9
1041.5
146.5
146.0
188.9
178.4
182.0
260.8
305.6
53.2
4727.9

2010년
1060.6
348.0
247.1
272.2
145.2
152.4
103.7
1097.9
137.0
133.7
178.5
167.9
174.1
246.2
294.6
51.6
4810.9

2015년
1048.9
339.2
244.8
285.3
149.5
159.9
104.1
1201.3
133.9
128.3
177.1
162.8
170.6
239.7
291.6
51.3
4888.1

2020년
1007.7
327.9
238.0
297.3
153.3
167.3
104.3
1332.3
131.1
123.4
176.0
157.8
166.8
233.4
288.5
50.9
49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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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5> 대안2에 따른 인구 전망(2005～2020)

<표7-7>과 <그림 7-6>은 재정투자파급효과측정시스템에 비수도권 지역의 산

업부문에 매년 300억원씩 투자하는 대안2를 적용하여 분석한 2005년부터 2020년
까지 국가발전지수 전망 결과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간적 효율성은
6.8% 증가하였고, 국가안정성지수2는 1.9% 향상되었다. 또한 수도권비수도권간

형평성지수가 1.5% 향상되었다.
<표 7-7> 대안2에 따른 국가발전지수(2005～2020)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시간적효율성지수

83.42

87.97

95.53

105.78

공간적효율성지수

99.07

99.01

98.94

98.85

인간적효율성지수

86.72

95.96

105.81

118.91

국가경제성지수

66.65

88.32

114.52

150.21

시군간형평성지수

75.97

74.45

74.29

74.30

도시농촌간형평성지수

10.47

9.28

8.58

7.97

수도권비수도권간형평성지수

107.67

97.91

92.79

87.92

소득계층간형평성지수

78.79

75.07

70.70

65.56

그린지역보존지수

100.00

98.78

97.60

96.46

환경오염지수

100.00

98.78

97.60

96.46

국가안정성지수1

87.21

86.05

86.05

86.05

국가안정성지수2

66.90

64.38

65.25

6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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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6> 대안2에 따른 국가발전지수(2005～2020)

3) 대안3 : 비수도권 지역에 매년 500억원 투자
<표 7-8>과 <그림 7-7>은 재정투자파급효과측정시스템에 비수도권 지역의 산

업부문에 매년 500억원씩 투자하는 대안3을 적용하여 분석한 2005년부터 2020년
까지 시도별 인구 전망 결과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행 유지에 비해 2020
년에 서울의 인구는 55만인 정도 감소하고, 수도권의 인구는 25만인 정도 줄어드
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8> 대안3에 따른 시도별 인구 전망(2005～2020)
서 울 시
부 산 시
대 구 시
인 천 시
광 주 시
대 전 시
울 산 시
경 기 도
강 원 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 주 도
전
국

2005년
982.0
352.4
246.5
253.1
141.8
144.3
104.9
1041.5
146.5
146.0
188.9
178.4
182.0
260.8
305.6
53.2
4727.9

2010년
1045.2
349.8
248.0
270.6
145.8
153.3
104.1
1102.8
137.8
134.8
179.9
168.8
174.9
247.4
295.8
51.8
4810.9

2015년
1044.2
342.1
246.6
284.2
150.2
161.7
104.3
1200.8
133.7
128.4
177.0
162.7
170.3
239.3
291.5
51.3
4888.1

2020년
1004.6
330.6
239.8
296.4
154.1
169.6
104.3
1331.9
130.4
123.4
175.6
157.6
166.0
232.8
287.9
50.8
49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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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7> 대안3에 따른 인구 전망(2005～2020)

<표7-9>와 <그림 7-8>은 재정투자파급효과측정시스템에 비수도권 지역의 산

업부문에 매년 500억원씩 투자하는 대안3을 적용하여 분석한 2005년부터 2020년
까지 국가발전지수 전망 결과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간적 효율성은
11.3% 증가하였고, 국가안정성지수2는 1.9% 향상되었다. 또한 수도권비수도권간

형평성지수가 1.8% 향상되었다.

<표 7-9> 대안3에 따른 국가발전지수(2005～2020)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시간적효율성지수

83.42

88.17

97.05

110.32

공간적효율성지수

99.07

99.01

98.94

98.84

인간적효율성지수

86.72

95.96

105.81

118.91

국가경제성지수

66.65

88.31

114.40

149.86

시군간형평성지수

75.97

74.67

74.29

74.26

도시농촌간형평성지수

10.47

9.35

8.55

7.93

수도권비수도권간형평성지수

107.67

98.91

93.26

88.23

소득계층간형평성지수

78.79

75.07

70.70

65.56

그린지역보존지수

100.00

98.78

97.60

96.46

환경오염지수

100.00

98.78

97.60

96.46

국가안정성지수1

87.21

86.05

86.05

86.05

국가안정성지수2

66.90

64.87

65.28

6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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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8> 대안3에 따른 국가발전지수(2005～2020)

3. 사용자 중심의 운용시스템 개발
1) 초기화면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먼저 스플래쉬 화면이 나타난다. 스플래쉬 화면에는
시스템 다이내믹스와 GIS, 그리고 게임의 특성을 가미한 시간, 공간, 인간의 삼간
을 통합하여 개발한 재정투자파급효과측정시스템의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스플
래쉬 화면에서 사용자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초기화면으로 넘어간다. 초기
화면에서는 인구, 기개발토지, 가구수, 포장도로길이, 학교시설연면적, 지역내 총
생산, 일반주택수, 국가발전지수 등 재정투자 파급효과 측정을 위한 주요한 인자
들을 표현하고 있다. 각각의 모형 또는 인자를 클릭하면 상세한 사항을 조회하거
나 분석할 수 있다.
<그림 7-10> 시스템 스플래쉬 화면

제 7 장∙시공인통합 재정투자파급효과측정시스템 개발

101

<그림 7-10>은 스플래쉬 화면을 이 나타내고, <그림 7-11>은 분석을 위한 초기

화면을 나타낸다.
<그림 7-11> 시스템 초기화면

2) 모형 선택 및 결과 조회
초기화면에서 조회하고자 하는 모형을 선택하고 결과를 조회할 수 있다. 먼저
왼쪽에 위치한 다양한 모형 중에서 원하는 모형을 선택하고, ‘시도별 그래프’,
‘시군별 그래프’, ‘분석구역별 그래프’, ‘시도별 3차원 지도’, ‘시군별 3차원 지도’,
‘분석구역별 비중’ 등의 결과의 표현형태를 선택한다. <그림 7-12>, <그림 7-13>,
<그림 7-14>는 각각 인구모형의 시도별 그래프, 시군별 3차원 지도, 분석구역별

비중을 나타낸다.
<그림 7-12> 인구모형의 시도별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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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3> 인구모형의 시군별 3차원 지도

<그림 7-14> 인구모형의 분석구역별 비중

또한 시뮬레이션할 모형의 대안을 선택할 수 있다. <그림 7-15>, <그림 7-16>,
<그림 7-17>, <그림 7-18>은 각각 국가발전지수모형의 동태분석, 대안138)분석,

대안2분석, 대안3분석을 나타낸다.
38) 대안1, 대안2, 대안3은 비수도권 지역의 산업부문에 각각 매년 100억원, 300억원, 500억원씩 투자하
는 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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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5> 국가발전지수모형의 동태분석

<그림 7-16> 국가발전지수모형의 대안1분석

<그림 7-17> 국가발전지수모형의 대안2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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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8> 국가발전지수모형의 대안3분석

3) 대안 시뮬레이션 관리
기본적으로 제시된 대안 이외에 분석하고자 하는 대안을 추가하거나 수정 또
는 삭제할 수 있다. <그림 7-19>는 대안 시뮬레이션을 설정하는 화면을 나타낸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국 시군에 동일한 금액 투자, 광역시도별로 시군에
동일한 금액 투자, 분석구역별로 시군에 동일한 금액 투자, 특정 시군에 투자하
는 등의 다양한 대안을 설정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그림 7-19> 대안 시뮬레이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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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안 시뮬레이션 관리 기능 중 도로 공간모형의 대안을 설정하여 지역별
IC접근도를 분석할 수 있다. 먼저 ‘도로 공간모형’을 추가할 대안 모형으로 선택

하면, 분석반경과 그리드 셀의 크기를 선택하는 화면이 나타난다. 그리드 셀의
크기가 크면 분석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나 정확도가 떨어지고, 그리드 셀의 크기
가 작으면 정확도는 향상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분석목적에 따라
그리드 셀의 크기를 적정하게 조정해야 한다. <그림 7-20>은 대안 시뮬레이션 관
리 기능을 이용하여 도로 공간모형의 대안을 설정하는 화면을 나타낸다.
다음으로 ‘편집시작’을 누른 후 IC 입력버튼을 누르고 IC를 추가할 지점을 선
택하면 설치년도를 속성으로 갖는 IC가 생성된다. 설치년도는 이후 분석에서 반
영될 시점을 의미한다. <그림 7-21>은 IC를 추가한 모습을 나타낸다.
개별 점들로 입력된 IC들은 ‘노선입력’을 선택한 후 점들을 찍으면 연결된다.
<그림 7-22>는 개별 점들로 존재하는 IC들을 연결한 모습을 나타낸다.

설정된 대안을 저장하고 시뮬레이션 실행을 선택하면 연도별로 지역별 IC 접
근도를 시뮬레이션할 수 있다. <그림 7-23>은 2005년부터 2020년까지 지역별 IC
접근도를 전망한 것이다.
<그림 7-20> 도로 공간모형 대안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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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21> 도로 공간모형의 대안 설정에서 IC 추가

<그림 7-22> 도로 공간모형의 대안 설정에서 IC 연결

<그림 7-23> 연도 및 지역별 IC 접근도 전망(2005～2020)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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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안 시뮬레이션 파급효과
‘대안 시뮬레이션 파급효과’를 이용하여 설정된 대안과 행태분석결과를 비교

분석할 수 있다. <그림 7-24>는 시간적효율성지수의 기존 모형과 대안들을 비교
분석하는 화면을 나타낸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요 인자들의 기존 모형
과 대안들을 동일한 화면에 동시에 그래프로 표현하여 한눈에 쉽게 비교․분석
할 수 있다.
<그림 7-24> 대안 시뮬레이션 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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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인통합시스템을 적용한 재정투자
파급영향사례분석

이 장에서는 대규모 신도시 개발사업인 분당 신도시와 일산 신도시 사업을 기반으로
신도시 개발사업의 사업비, 인구, 주택수 추정식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도출된 사업비,
인구, 주택수 추정식을 이용하여 제2기 신도시로 지정된 화성동탄(I)과 파주운정의 개
발사업에 대한 사업비, 인구수, 주택수를 추정하였다.

1. 신도시 개발사업
1) 분당 신도시

분당 신도시는 1989년 건설 계획을 수립하여 1997년까지 총 4조 1642억 원을
투입하여 수행하였다. 이에 따라 1989년에 2.2만 명에 불과하던 인구는 2005년에
45.6만 명으로 21배나 증가하였다. 인구수는 시범단지 입주시점인 사업기간 3년

이후부터 급격하게 증가하다가, 사업기간 7년 이후부터는 거의 변화하지 않았다.
또한 1989년에 5천호에 불과하던 주택수는 2005년에 10.7만호로 2배 이상 증가하
였다.
<그림 8-1>은 분당신도시의 연도별 사업비, 인구수, 주택수를 나타낸다. <그

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도별 사업비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고, 인구수와 주택
수는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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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1> 연도별 사업비․인구수․주택수

분당 신도시 건설에 투자된 사업비는 1989년부터 일정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연도별로 투자된 분당신도시 건설 사업비를 기반으로 사업기간
별 사업비 투자규모를 추정하기 위하여 단순 선형 회귀식을 적용하였다.
<표 8-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회귀분석결과 사업기간에 대한 회귀계수(-937.150)

는 음수로 나타났으며, 매우 유의적인 것을 알 수 있다.
<표 8-1> 사업비 회귀분석 결과
R2 = 0.898

구

분

회귀계수

표준오차

t값

유의수준

상

수

8375.489

569.393

14.709

0.000

사업기간

-937.150

119.597

-7.836

0.000

따라서 회귀분석결과를 토대로 <그림 8-2>와 같이 사업비 추정식을 도출하고, 추
정값을 대입하면 사업기간별 사업비 그래프를 산출할 수 있다. <그림 8-3>은 사업
기간별 사업비 그래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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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2> 사업비 추정식

    
여기서  : 연도별 사업비

 : 사업기간

<그림 8-3> 사업비 추정식 그래프

<그림 8-1>의 연도별 인구수(가운데)를 살펴보면, 분당 신도시 건설 사업이 시

작된 초기 1~2년 동안에는 인구가 서서히 증가하였다. 또한 시범단지 입주시점
인 3년 이후부터 사업비 투자가 끝날 때까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사업비 투자
가 끝난 이후 서서히 증가하다가 정체되었다.
따라서 분당 신도시 건설사업에 따른 연도별 인구수 즉 규모의 효과를 추정하
기 위해 Logistic 곡선을 적용하였다. <표 8-2>는 인구수를 회귀분석한 결과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업기간에 대한 회귀계수(-0.345)는 음수로 나타났으
며, 매우 유의적이다.

<표 8-2> 인구수 회귀분석 결과
R2= 0.835

구

분

회귀계수

표준오차

t값

유의수준

상

수

2.501

0.372

6.728

0.000

사업기간

-0.345

0.040

-8.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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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회귀분석결과를 토대로 <그림 8-4>와 같이 인구수 추정식을 도출하였다.
<그림 8-5>는 추정식을 이용하여 산출된 그래프이다.

<그림 8-4> 인구수 추정식


   
    
여기서



: 연도별 인구수



: 사업기간

<그림 8-5> 인구수 추정식 그래프

<그림 8-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택수도 인구수와 마찬가지로 곡선형태로 증

가하므로 분당신도시 건설사업에 따른 연도별 주택수 즉 규모의 효과를 추정하
기 위해 Logistic 곡선을 적용하였다. <표 8-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업기간에
대한 회귀계수(-0.413)는 음수로 나타났으며, 유의적이다.

<표 8-3> 주택수 회귀분석 결과
R2= 0.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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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회귀계수

표준오차

t값

유의수준

상수

2.539

0.369

6.876

0.000

사업기간

-0.413

0.039

-10.490

0.000

따라서 회귀분석결과를 토대로 <그림 8-6>과 같이 주택수 추정식을 도출하고, 추
정식을 이용하면 <그림 8-7>과 같은 그래프를 도출할 수 있다.

<그림 8-6> 주택수 추정식


   
    
여기서



: 연도별 주택수



: 사업기간

<그림 8-7> 주택수 추정식 그래프

<그림 8-8>은 앞에서 살펴본 분당 신도시 건설에 따른 사업비, 인구수, 주택수

에 대한 추정식과 그래프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분당 신도시의 연도별 사업비 투
자비율, 인구 변화비율, 주택수 변화비율을 나타낸다.
<그림 8-8> 연도별 사업비 투자⋅인구 변화⋅주택수 변화비율(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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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9>는 회귀분석결과를 토대로 추정된 식을 이용하여 산출된 사업비 투

자누적비율, 인구수 비율, 주택수 비율을 나타낸다.
<그림 8-9> 사업비 투자누적⋅인구수⋅주택수 비율(회귀식)

<그림 8-10>은 회귀분석결과를 토대로 추정된 식을 이용하여 산출된 사업비

투자비율, 인구수 비율, 주택수 비율을 나타낸다.
<그림 8-10> 사업비 투자⋅인구수⋅주택수 비율(회귀식)

2) 일산 신도시

일산 신도시 건설사업은 1990년부터 1995년까지 총 2조 6602억 원을 투입하여
수행하였다. 이에 따라 1991년에 4.1만 명에 불과하던 인구는 2005년에 51.9만 명
으로 약 13배 증가하였다. 사업기간 3년 이후부터 급격하게 인구가 증가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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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투자가 끝난 시점부터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다. 1989년에 1만호에 불과하
던 주택호수는 2005년에 12.4만호로 증가하였다. <그림 8-11>은 일산 신도시의
연도별 사업비, 인구수, 주택수를 나타낸다.

<그림 8-11> 연도별 사업비․인구수․주택수

<그림 8-11>의 연도별 사업비(왼쪽)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0년부터 일산 신

도시 건설에 투자된 사업비는 일정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연
도별로 투자된 일산 신도시 건설 사업비를 이용하여 사업기간별 사업비투자 규
모를 추정하기 위하여 단순 선형 회귀식을 적용하였다.
<표 8-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회귀분석결과 사업기간에 대한 회귀계수
(-1461.943)는 음수로 나타났으며, 매우 유의적이다.

<표 8-4> 사업비 회귀분석 결과
R2= 0.930

구

분

회귀계수

표준오차

t값

유의수준

상

수

8088.524

606.726

13.331

0.000

사업기간

-1461.943

200.395

-7.295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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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회귀분석결과를 토대로 <그림 8-12>와 사업비 추정식을 도출하고, 그래프
를 그리면 <그림 8-13>과 같다.
<그림 8-12> 사업비 추정식

    
여기서  : 연도별 사업비

 : 사업기간

<그림 8-13> 사업비 추정식 그래프

<그림 8-11>의 연도별 인구수(가운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업 착수 3년 이후

부터 급격하게 인구수가 증가하다가, 사업비투자가 끝난 시점부터 완만한 증가
세를 보였다. 따라서 일산 신도시 건설사업에 따른 연도별 인구수 즉 규모의 효
과를 추정하기 위해 Logistic 곡선을 적용하였다. <표 8-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업기간에 대한 회귀계수(-0.338)는 음수로 나타났으며, 매우 유의적이다.
<표 8-5> 인구수 회귀분석 결과
R2=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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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회귀계수

표준오차

t값

유의수준

상

수

2.097

0.248

8.442

0.000

사업기간

-0.338

0.027

-12.375

0.002

따라서 회귀분석결과를 토대로 <그림 8-14>와 같이 인구수 추정식을 도출하고,
그래프를 그리면 <그림 8-15>와 같다.

<그림 8-14> 인구수 추정식


   
    
여기서  : 연도별 인구수

 : 사업기간

<그림 8-15> 인구수 추정식 그래프

연도별 인구수와 마찬가지로, 연도별 주택수도 곡선 형태로 증가하므로 일산
신도시 건설사업에 따른 연도별 주택수 즉 규모의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Logistic
곡선을 적용하였다. <표 8-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업기간에 대한 회귀계수
(-0.348)는 음수로 나타났으며, 매우 유의적이다.

<표 8-6> 주택수 회귀분석 결과
R2= 0.931

구

분

회귀계수

표준오차

t값

유의수준

상

수

2.152

0.240

8.981

0.000

사업기간

-0.348

0.026

-13.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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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회귀분석 결과를 토대로 <그림 8-16>과 같이 주택수 추정식을 도출하고,
그래프를 그리면 <그림 8-17>과 같다.

<그림 8-16> 주택수 추정식


   
    
여기서  : 연도별 주택수

 : 사업기간
<그림 8-17> 주택수 추정식 그래프

일산 신도시 건설에 따른 사업비, 인구수, 주택수에 대한 종합분석결과는 다음
과 같다. <그림 8-18>은 일산 신도시의 연도별 사업비 투자비율, 인구 변화비율,
주택수 변화비율을 나타낸다.

<그림 8-18> 연도별 사업비 투자⋅인구 변화⋅주택수 변화비율(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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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19>는 회귀분석 결과를 토대로 추정된 식을 이용하여 산출된 사업비

투자누적비율, 인구수 비율, 주택수 비율을 나타낸다.

<그림 8-19> 사업비 투자누적⋅인구수⋅주택수 비율(회귀식)

<그림 8-20>은 회귀분석 결과를 토대로 추정된 식을 이용하여 산출된 사업비

투자비율, 인구수 비율, 주택수 비율을 나타낸다.

<그림 8-20> 사업비 투자⋅인구수⋅주택수 비율(회귀식)

3) 신도시 개발사업의 효과분석 종합
<그림 8-21>은 각 신도시 개발사업의 실제 사업비 투자비율, 인구수 비율, 주

택수 비율을 나타낸다. <그림 8-22>는 <그림 8-21>의 그래프를 토대로 신도시 개
발사업의 사업비 추정식, 인구수 추정식, 주택수 추정식을 도출한 추정식이고,
<그림 8-23>은 이것들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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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21> 각 신도시 개발사업의 사업비 투자⋅인구수⋅주택수 비율

<그림 8-22> 신도시 개발사업의 사업비⋅인구수⋅주택수 추정식

    
여기서  : 연도별 사업비

 : 사업기간

   
    
여기서   : 연도별 인구수



: 사업기간


   
    
여기서   : 연도별 주택수



: 사업기간

<그림 8-23> 신도시 개발사업의 사업비⋅인구수⋅주택수 추정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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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자파급효과 예측
1) 사례지역 선정

최근 제2기 10개의 신도시로 발표되어 사업이 추진 중인 성남판교, 화성동탄
(I), 화성동탄(II), 김포한강, 파주운정, 광교, 양주(옥정, 회천), 위례, 고덕국제화,

인천검단 등의 10개 신도시 중 화성동탄(I)과 파주운정을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였
다. 제2기 신도시 개발사업의 파급효과를 예측하기 위하여 사례지역에 제1기 신도
시 개발사업의 효과분석으로 산출된 사업비 추정식, 인구 추정식, 주택수 추정식을
대입하였다.
사례지역으로 지정한 화성동탄(I)은 사업기간이 2001년 12월부터 2008년 3월
까지이며, 총 개발투자예상액은 8.5조원이다. 그리고 개발면적은 9.03㎢이며, 계
획인구는 12만 4000명이다. 그리고 파주운정은 사업기간이 2003년 5월부터 2013
년 12월까지이며, 총 개발투자 예상액은 13.7조원이다. 또한 개발면적은 16.48㎢
이며, 계획인구는 21만 6845명이다.

2) 화성동탄(Ⅰ)

기존 신도시 개발사업의 효과분석으로 산출된 사업비 추정식, 인구 추정식, 주
택수 추정식을 기반으로 화성동탄(I) 신도시개발사업지구의 미래 사업비, 인구수,
주택수를 예측하였다.
1기 신도시의 인구수는 평균적으로 계획 인구수의 1.2배에 이르렀다. 따라서

화성동탄 신도시의 예상되는 최대 인구수는 계획인구수 12만 4000명의 1.2배인
14만 8800명으로 추산하고, 연도별 인구수를 예측하였다.
1기 신도시의 주택호수는 평균적으로 계획주택호수의 1.4배에 이르렀다. 따라

서 화성동탄 신도시의 예상되는 주택호수는 계획주택호수의 4만 1000호의 1.4배
인 5만 7400호로 추산하고, 연도별 주택수를 예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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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24>와 <표 8-7>은 기존 신도시 개발사업의 효과분석으로 산출된 사업

비추정식을 이용하여 화성동탄(I) 신도시의 연도별 사업비 투자배분을 나타낸 그
림과 표이다.
<그림 8-24> 사업비 투자배분

<표 8-7> 사업비 투자배분
사업기간(연)

0

1

2

3

4

5

6

7

투자예상액 (조원)

2.1

1.8

1.5

1.2

0.9

0.6

0.4

0.1

<그림 8-25>와 <표 8-8>은 기존 신도시 개발사업의 효과분석으로 산출된 인구

수 및 주택수 추정식을 이용하여 화성동탄(I) 신도시의 연도별 인구수 및 주택수
를 예측한 그림과 표를 나타낸다.

<그림 8-25> 인구수⋅주택수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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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8> 인구수⋅주택수 예측
사업기간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인구수 전망 (만명)
1.3
1.8
2.5
3.2
4.2
5.3
6.5
7.8
9.1
10.2
11.3
12.2
12.9
13.4
13.9
14.2
14.4
14.6
14.7
14.8
14.9

주택수 전망 (만호)
0.5
0.7
1.0
1.3
1.7
2.2
2.8
3.3
3.8
4.3
4.7
5.0
5.2
5.4
5.5
5.6
5.6
5.7
5.7
5.7
5.7

3) 파주운정

기존 신도시 개발사업의 효과분석으로 산출된 사업비 추정식, 인구 추정식, 주
택수 추정식을 기반으로 파주운정 신도시 개발사업지구의 미래 사업비, 인구수,
주택수를 예측하였다.
1기 신도시의 인구수는 평균적으로 계획 인구수의 1.2배이다. 따라서 파주운정

신도시의 예상되는 최대 인구수는 계획 인구수 21만 6845명에 1.2배인 26만 214
명으로 추산하고, 연도별 인구수를 예측하였다.
1기 신도시의 주택호수는 평균적으로 계획주택호수의 1.4배이다. 따라서 파주

운정 신도시의 예상되는 주택호수는 계획주택호수의 8만호에 1.4배인 11만 2000
호로 추산하고, 연도별 주택수를 예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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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26>과 <표 8-9>는 기존 신도시 개발사업의 효과분석으로 산출된 사업

비추정식을 이용하여 파주운정 신도시의 연도별 사업비 투자배분을 나타낸 그림
과 표를 나타낸다.

<그림 8-26> 사업비 투자배분

<표 8-9> 사업비투자배분
사업기간(연)
투자예상액 (조원)

0

1

2

3

4

5

6

7

8

9

10

2.4 2.2 1.9 1.7 1.5 1.2 1.0 0.8 0.5 0.3 0.1

<그림 8-27>과 <표 8-10>은 기존 신도시 개발사업의 효과분석으로 산출된 인

구수 및 주택수 추정식을 이용하여 파주운정 신도시의 연도별 인구수 및 주택수
예측을 나타낸 그림과 표이다.
<그림 8-27> 인구수⋅주택수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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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10> 인구수⋅주택수 예측
인구수 전망

주택수 전망

(만명)

(만호)

0

2.4

1.0

1

1

3.2

1.4

2

2

4.3

1.9

3

3

5.7

2.6

4

4

7.3

3.4

5

5

9.3

4.4

6

6

11.4

5.4

7

7

13.6

6.5

8

8

15.9

7.5

9

9

17.9

8.4

10

10

19.7

9.1

11

11

21.3

9.7

12

12

22.5

10.1

13

13

23.5

10.5

14

14

24.3

10.7

15

15

24.8

10.9

16

16

25.2

11.0

17

17

25.5

11.1

18

18

25.7

11.1

19

19

25.9

11.2

20

20

26.0

11.2

사업기간

연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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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시뮬레이션 결과의 입체화
방법론 개발

이 장에서는 시스템 시뮬레이션 결과의 입체화 방법론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3차원
GIS기술과 컴퓨터 그래픽기술의 접목 방법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 시간변화에 따른 공
간변화의 표현기법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뮬레
이션 시스템의 입체적 시각화 방법론 개발에 대해 살펴보았다.

1. 3차원 GIS기술과 컴퓨터 그래픽기술의 접목
3차원 GIS는 2차원의 X, Y 위치정보와 이 위치정보의 높이, 즉 Z값으로 표현

되는 기하학적 정보, 그리고 각 객체별 재질, 색상 등과 같은 속성정보를 포함한
정보를 말한다. 3차원 GIS는 현실세계를 반영하기 때문에 인지도를 높이고 의사
결정의 신뢰성을 향상시킨다. 그리고 가상공간을 시뮬레이션하여 국토 및 지역
계획의 수립 및 재해, 재난 복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다.
<그림 9-1> 3차원 GIS기술 활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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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그래픽 기술의 발전은 게임분야에서 가장 잘 구현되고 있으며, 3차원
의 그래픽을 잘 표현한 게임으로 심시티, 디아블로, 레인보우식스 등이 있다. 심
시티는 지형생성 및 3차원 모델링이 가능하고, 좌표체계와 셀을 이용하여 거리정
보 및 각종 통계정보를 제공하므로 3차원 GIS기술과 접목하면 그래픽을 최대한
지원하여 현실감 있게 공간을 표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9-2> 뉴욕시 지형(심시티) 및 3차원 건물모델링(심시티)

2. 시간변화에 따른 공간변화의 표현기법 활용
시스템 다이내믹스는 시간의 변화를 표현하는 모형이고, GIS는 공간변화를 표
현하는 기법이므로 시스템 다이내믹스와 GIS를 결합하면 시간변화에 따른 공간
변화를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공간의 변화를 현실처럼 생
동감 있게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시스템 다이내믹스와 GIS를 결합하고
여기에 게임의 컴퓨터 그래픽기술을 접목할 필요가 있다.
게임의 하나인 심시티는 경험적이고 사실적인 순환적 피드백 과정을 반복하
고, 의사결정에 따라 시간이 변화하면서 도시 공간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보여주
므로 시간변화에 따른 공간변화를 표현하는데 적절하다.
심시티 건설시 설정된 요소들과 의사결정에 따라 시간이 변화하면서 도시공간
이 발전하거나, 슬럼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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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3> 발전된 도시 및 슬럼화된 도시

3. 시뮬레이션 시스템의 입체적 시각화 방법론 개발
이 연구에서 개발하는 시뮬레이션 시스템은 시간모형인 시스템 다이내믹스와
공간모형인 GIS, 그리고 인간모형인 최적제어기법을 결합한 삼간 통합형 시스템
이다. 시스템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단순히 표, 지도, 그래프 형태로 표현하기 보
다는 3차원 구현기술과 컴퓨터 그래픽을 접목하여 입체적으로 시각화하면 현실
세계를 좀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심시티는 시스템 다이내믹스, GIS, 최적제어기법의 일부 기능을 포함하고 있
으므로 세 가지가 결합된 시스템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입체적으로 시각화하는데
최적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심시티는 변수들 상호간에 순환적 피드백 과
정을 반복하면서 시간의 변화에 따라 변수들의 값이 변화하는 동태모형의 기능
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심시티는 지형생성 및 3차원 모델링이 가능하고, 좌표체
계가 존재하며, 공간모형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심시티는 변수들의 피드백 과
정을 거치면서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도시 공간의 변화를 표현하여
최적의 대안을 제시한다.
국토연구분야의 심시티 활용사례로는 심시티를 활용하여 토지형상기준의 효
율성을 검증한 것이다. 토지형상이 좋을수록 공공시설의 면적과 비용이 적게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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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되며, 중산층 위주의 안정적인 인구구조를 가지고 인구수가 증가하였다. 또한
첨단 IT산업 위주로 변해가는 효율적인 도시형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리고 심시티의 3차원 구현 기능을 이용하여 도시 건설 이전에 조감도를 제작할
수 있으며,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조감도에 비해 적은 시간과 비용을 이
용하여 도시의 기본적인 컨셉이나 토지이용, 미래의 모습을 개략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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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는 시공인 통합 재정투자파급효과측정시스템의 학술적 ⋅정책적기여, 연구
의 특징과 한계, 향후 연구과제, 맺는말의 순서로 결론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시스템 다이내믹스와 GIS를 연계하고 통합한 모형을 개발하였다. 따라서 과
학적 방법으로 정책의 타당성을 효율성, 경제성, 형평성, 안정성 측면에서 분석하고
추진할 수 있다.

1. 시공인 통합 재정투자파급효과측정시스템의 학술적․정책적 기여도
1) 학술적 기여도

시간과 공간, 인간을 통합한 재정투자파급효과측정시스템의 학술적 기여도를
살펴보면 첫째, 1차년도 연구에 이어 동양철학과 고전, 경제학 및 수학적 이론,
시스템 다이내믹스 기법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효율성․경제성․형평성․
안정성에 대한 개념을 수정하고 보완하여 체계적으로 정립하였다.
둘째, 인구학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지역공간적 요인, 정보기술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요인별 적합성을 평가하여 국가효율성지수․국가경제성지
수․국가형평성지수․국가안정성지수 등 국가발전지수의 개념을 1차연구와 연
계하여 새롭게 개발하고 수정하였다.
셋째, 시스템 다이내믹스와 GIS를 연계하고 통합하여 모형을 개발하였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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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 다이내믹스 기반의 재정투자파급효과측정시스템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간
적으로 표현하고, 공간적 파급효과를 시각적으로 표현하였으며, 공간분석을 수
행하기 위해 GIS 기법을 함께 활용하였다.
넷째, 현실세계에 나타나는 현상들은 시간요소와 공간요소 그리고 인간의 의
사결정요소가 어우러져 나타난 결과이므로 여러 용도에 쓸 수 있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시․공․인 통합 시뮬레이션 모형을 개발하였다.

2) 정책적 기여

시간과 공간, 인간을 통합한 재정투자파급효과측정시스템의 정책적 기여도를
살펴보면 첫째, 과학적 방법으로 정책의 타당성을 효율성, 경제성, 형평성, 안정
성 측면에서 분석하고 추진할 수 있다. 도로건설 등 SOC 투자 사업을 비롯하여
신도시․산업단지 건설 등 재정투자가 수반되는 모든 지역개발사업에 대해 투자
의 효과를 사전에 측정할 수 있으므로 재정투자의 국가발전 기여도를 연차적으
로 전망할 수 있다. 그리고 국토 및 지역개발을 위한 재정투자사업의 국가균형발
전 영향평가를 측정하고 분석하여 국가재정투자계획 수립의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둘째, 관련 법․제도를 정비할 수 있다. 즉 재정투자와 관련된 ｢국가재정법｣
제8조 ⑥항에 근거한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시행령 제3조)’ 및 ‘재정사업에
대한 균형발전영향평가(시행령 제4조)’에 따른 ｢균형발전영향평가 지침 및 편람
｣을 정비할 수 있다.
셋째, 관련 조직을 확보하고 기관을 선정하며, 관련예산을 편성하고, 확보하는
데 필요한 방법론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개발된 시스템과 지수를 예
산당국에서 활용하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재정투자의 장․단기 효과를
사전에 자가 진단할 수 있으므로 예산을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며, 효과적으로 편
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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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특징과 한계
이 연구의 목적은 시스템 다이내믹스와 GIS, 최적제어이론 등을 기반으로 시
공간 통합 재정투자파급효과측정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을 개
발하기 위해서는 계량적이고 통계적인 자료뿐만 아니라, 정성적이고 다분히 주
관적인 자료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교육수준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학교수나 교
실수 등의 통계자료뿐만 아니라, 학생 및 학부모가 느끼는 교육의 수준과 질도
필요하다. 그러나 그러한 자료를 전국을 대상으로 시군별로 얻는 것은 거의 불가
능하다. 이와 같이 기존에 통계로 발간된 자료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다
양한 자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료들을 취득하는 데에 어려움이 따
른 다는 것이 이 연구의 한계이다.
또한 재정투자시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은 다양한 정책변수가 반
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가 정책적으로 중요한 이슈나, 사회적 흐름에 따라 중
요도가 변하며, 사회현상이 급변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을 모두 고려하여 시
스템을 개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재정투자 파급효과 측정을 위한 큰 틀로 활용하고, 시대적․
문화적 중요성에 따라 개별 모형을 수정․보완․추가하여 해당 목적에 맞게 활
용할 필요가 있다.

3. 향후 연구과제
이 연구에서는 GIS기법을 본격적으로 시스템에 수용하는 시공간 통합시스템
으로 발전시켰다. 정책적으로 이 연구에서 개발된 부문을 적용하고 실행하기 위
해서 과거의 자료를 기반으로 시스템의 인구, 주택, 지역내 총생산 등의 주요한
변수들을 시뮬레이션한 결과와 현재 조사된 자료를 비교하여 시스템의 유용성을
다각도로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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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연구의 결과물을 재정투자 파급효과 측정을 위한 큰 틀로 활용하고,
시대적 문화적 중요성에 따라 개별 모형을 수정․보완․추가하여 해당 목적에
맞게 재가공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이 연구에서 개발된 11개 모형을 개별 연구로 수행하여 심층적으로 개
발하고, 이 연구에서 개발되지 않았으나 재정투자 파급효과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있는 모형들을 순차적으로 개발하여 재정투자파급효과측정시스템을 지속적
으로 수정․갱신할 필요가 있다.

4. 맺음말
이 연구는 1차년도 연구에 이어 국가발전지수의 개념을 수정하고 보완하여 정
립하였다. 그리고 방법론 측면에서 GIS기법을 수용하여 시스템 다이내믹스와
GIS가 결합한 시공간을 통합한 재정투자파급효과측정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따

라서 학술적으로나 정책적으로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제시된 시스템이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기 위해서는 시
스템의 유용성을 다각도로 검증하여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실험적으
로 수행적 시스템 다이내믹스와 GIS, 그리고 최적제어이론을 결합한 삼간 통합
형 시스템을 현실화하고, 게임 엔진과도 결합하여 시스템 결과를 입체화함으로
써 의사결정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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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 ARY

Development of Simulation System for Financial Investment Impact
Assessment and Set-up of National Development Index(II)
- Based on System Dynamics and GIS Integrated System Seon-Hee Han, Mi-Jeong Kim, Dan-Ya Kim

This study has three objectives. The first one is to expand and modify
the concept of the four national development indices developed during
the first-year(2007) of the research and develop Space, Time, and Human
integrated system based on system dynamics(SD) and GIS integration.
The second one is to suggest the methodology that can visualize the
result of system simulation with 3-D expression technique and the
expression technique of space change by time change. The third one is
to propose the methods of quantitatively measuring the impact of
efficiency, economic feasibility, equity, and stability by the national
development indices and developed models for national administration.
Regarding this end, the study firstly assumes that Space, Time and
Man (STM) are the basic elements of any types of systems. Then, it
defines as the 'Principle of STM Harmony' the approach of systematically
defining the harmonious combination of the three elements or of building
a model out of them. This principle is applied to the entire proces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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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udy. In addition, we develop Space, Time, and Human integrated
system including the strengths of SD and GIS based on the principle.
In order to properly assess the impact of public investment, a system
is required that harmoniously incorporates the time, spatial, and human
factors under the Principle of STM Harmony. Further, in order to support
development of such a system, the study suggests methods of setting
up a model that comprehensively integrates the three elements based
on the following three techniques: the SD technique that is useful for
future forecast and policy impact assessment, which primarily focuses
on the time factor; the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 technique
that is excellent for spatial information processing and spatial analysis;
and the optimal control technique which supports for a dynamic
decision-making that is optimal under the given conditions and
environment.
The spatial units comprising the SD-based system for public
investment impact assessment include a total of 172 cities and counties,
and 16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along with a total of 30 OECD
member countries. This is intended to make an international comparison
between Korea and advanced countries. The sub-models address 11
variables: land, housing, transportation, education, industry, public
investment, national income, international and national development
indices, and policy impact assessment , as well as population. The system
simulation is planned to be run for 15 years from 2005 to 2020.
In oder to spatially express the outcome of the SD-based system
simulation and carry out spatial analysis, the study has employed the
GIS techniques as well. The simultaneous use of the two techniques
makes it possible to express the process of the spatial change and
movement as they are during the simulation.
The development of a system for public investment impact
assessment is expected to improve the promotion procedures and
systems for public investment policy, one of the core policies of the
nation, and contribute to rational budget planning. It is also anticip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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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the study will provide methodological support for a systematic
improvement of regulations related to balanced development impact
assessment system under the National Finance Law. In addition, the
study suggests methods of quantitatively measuring efficiency and equity
by establishing and modifying the national development indices, and
successfully underlines the need to take into account stability for national
administration. Lastly, During the first-year (2007) of the research, the
study developed the SD-based dynamic system and in the second-year
(2008), it has developed an integrated STM system that combines the
SD and the 3-D GIS together.

￭ Key words _Financial Investment Impact Assessment, National Development Index,
System Dynamics, GIS, Optimal Control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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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Ⅰ: 1차년도(2007) 연구요약

1. 서 론
1) 연구목적

국가효율성지수, 국가경제성지수, 국가형평성지수(국가균형발전지수), 국가안
정성지수 등 4대 국가발전지수의 개념을 정립하고 지수를 개발하며, 시스템 다이
내믹스 기반의 재정투자파급효과측정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다.

2) 연구범위

시간적 범위는 2005년부터 2020년까지이고, 공간 단위는 전국을 16개 시도와
172개 시군으로 구분하고, 수도권, 수도권인접시군지역 중 남부지역과 동부지역,

비수도권대도시지역, 비수도권중소도시지역, 비수도권군지역의 6개 분석구역으
로 구분하였다. 내용적 범위는 국가발전지수의 개념과 측정방법 정립, 관련 이론
과 기법 검토, 재정투자파급효과측정시스템 개발 및 유용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3) 연구방법

삼간(時間, 空間, 人間)을 모든 시스템의 근본요소라 간주하고 이들을 조화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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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나로 묶어 체계적으로 개념을 정립하거나 모형을 구축하는 접근원리를 ‘삼
간 조화의 원리’로 정의하였다. 재정투자사업이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정도를 효
율성․경제성․형평성․안정성 측면에서 개념을 정립하고, 국가효율성지수, 국
가경제성지수, 국가형평성지수(국가균형발전지수), 국가안정성지수를 측정하는
방법을 개발하여 시스템에서 구현하였다. 그리고 시스템 다이내믹스 기법을 중
심으로 재정투자파급효과측정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부그림 1-1> 재정투자파급효과측정시스템과 국가발전지수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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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1) 관련 개념 및 용어 정립
효율성은 효율을 높이려는 내재적 성질, 경제성은 주어진 조건과 비용으로 얻
을 수 있는 최대의 출력 즉 생산성, 시간적 형평성은 현재와 미래의 균질적 지속
성, 공간적 형평성은 지역․부문․산업 간의 질과 양의 형평성, 인간적 형평성은
사회 구성원 계층 간의 경제적․문화적 형평성을 말한다.
지나친 효율 또는 형평 추구는 시스템을 파멸시키므로,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
해서는 양자의 조화가 필요하다.
국가균형발전은 ‘국가균형발전법상의 국가균형발전 개념을 수용하면서, 초장
기적으로는 국가의 총체적 효율성과 형평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동태적 중
용 상태에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경로로의 상생적 발전’을 말한다.
2) 관련 이론 고찰
대수정규분포는 하한이 닫혀 있고 상한이 열려 있는 현상에 대한 안정성을 밝
히는데 가장 적합한 확률분포로 대수정규분포로의 수렴 정도를 측정함으로써 시
스템의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다.
‘개별시군 측면의 국토공간체계 불형평성 엔트로피’ = ‘권역간의 불형평성 엔

트로피’ ＋ ‘권역내 시군간의 불형평성 엔트로피’이다. 시군 단위의 효율성 엔트
로피를 유지하면서 권역간 격차 엔트로피를 줄이기 위해서는 권역 내에 일정규
모 이상의 중심도시를 육성해야 한다.
시스템 다이내믹스 변수들은 시간개념을 포함하므로 미래예측이 가능하고, 사
회 각 분야에 대한 다양한 예측과 통합전망이 가능하며, 국가미래의 전망과 전략
수립에도 유용하다. 시스템 다이내믹스에 기반한 시뮬레이션 모형을 이용하면
국책사업이나 정책효과를 역동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 기존 정책에 대한 전망과
새로운 정책에 대한 예측 및 역동적 최적제어도 가능하다.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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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발전지수의 개념 및 측정방법 정립
1) 국가발전지수의 개념 정립

국가효율성지수는 국가의 전반적 발전수준과 내부 네트워크의 소통성과 접근
도의 수준을 나타낸다. 국가경제성지수는 국내적 비용 효율성과 국민소득의 국
제적 위상 측면에서 국가의 경제수준을 나타낸다. 국가형평성지수는 지속성이라
는 시간적 요소, 지역․산업․부문이라는 공간적 요소, 계층이라는 인간적 요소
의 측면에서 균등의 정도를 나타낸다. 국가안정성지수는 효율과 형평의 조화라
는 측면에서 사회시스템이 어느 정도 대수정규분포에 가까이 근접해 있는지 여
부를 측정한다.

2) 국가발전지수의 측정방법 정립

국가형평성지수는 인구, 도로면적, 건축물 연면적 등 지역을 대표하는 인자를
바탕으로 구한 엔트로피값(H)으로 측정한다. 국가효율성지수는 국가의 발전수준
과 종합접근성 측면에서 발전속도지수와 접근효율성지수를 산정한다. 발전속도
지수는 국민소득수준을 비롯한 교통망수준과 주택보급수준을 인자로 하고
OECD 국가의 평균과 비교하여 상대적 지수로 정의한다. 접근효율성지수는 시군

별 행정구역면적과 인구수를 이용하여 지역계수를 계산한 후, 도로길이에 대한
시군별 입지계수를 구하고, 입지계수에 대한 시군별 비중을 구하여 확률값을 토
대로 엔트로피를 산정한다.
재정투자 생산성 측면의 국가경제성지수는 OECD 국가들의 ‘과거 5년간 재정
투자 총액의 합’에 대한 ‘측정연도의 GDP 합’의 비중과, 우리나라의 ‘측정 연도
국내총생산’을 ‘과거 5년간 재정투자 총액’으로 나눈 비중의 백분율로 산정한다.
국가안정성지수는 시군별 인구수와 취업자수를 분석대상 인자로 각 인자에 대한
대수정규분포 적합성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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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정투자파급효과측정시스템 개발을 위한 관련 기법 고찰
1) 시간 중심적 접근방법인 시스템 다이내믹스 기법

시뮬레이션 원리는 수많은 요소들로 구성된 미적분 함수체계에서 모든 변수들
에 대해 각 시점마다 수치적 방법으로 해를 구해 가는 일련의 과정이다.

2) 공간 중심적 접근방법인 지리정보시스템 기법

공간중첩분석, 근접성분석, 완충지대분석, 지형분석, 네트워크분석, 접근성분
석, 입지적정성분석, 입지-배분분석, 토지이용-교통통합분석, 지역인구성장동태
분석 등 다양한 분석방법들이 있다. 분석방법들을 두 개 이상 결합하여 사용하면
대상 공간을 훨씬 다채롭게 분석할 수 있다.

3) 인간 중심적 접근방법인 최적제어기법

변분해석학, 동적계획, 최대원리 등이 있으며, 최대원리는 일반적인 제어문제
에 직접 적용될 수 있으며, 필요조건이 통상의 미분방정식으로 표시되므로 최적
제어문제를 풀 때 가장 유용하다.

4) 시간․공간․인간 요소의 대통합모형 정립방안

현실세계에 나타나는 현상들은 시간요소와 공간요소 그리고 인간의 의사결정
요소가 어우러져 나타난 결과들이다. 여러 용도에 두루 쓸 수 있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시․공․인 통합 정책시뮬레이션 모형을 만들고자 할 때에도 시간차원
을 잘 뒷받침하는 시스템 다이내믹스 기법과, 공간차원의 분석에서 출발한 GIS
기법, 그리고 합리적 의사결정수단을 도출하는데 적합한 최적제어기법을 연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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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결합한 통합모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시․공․인 통합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서 차원이 서로 다른 세 기법을 엮어주
는 연결고리로 엑셀을 이용하는 방식과 개발도구인 SDK(Software Development
Kit)를 이용하는 방식이 있다.
<부그림 1-2> 時空人 통합모형

5. 재정투자파급효과측정시스템 개발
1) 재정투자파급효과측정시스템 구상 및 설계

시뮬레이션 기간을 15년으로 하고, 기준연도를 2005년으로 설정하였다. 공간
적으로 172개 시군과 16개 시도로 구분하고, 수도권, 수도권인접시군지역 중 남
부지역과 동부지역, 비수도권대도시지역, 비수도권중소도시지역, 비수도권군지
148

역의 6개 분석구역으로 구분하였다.
6개 기초부문(인구․토지이용․국가발전지수․국민소득․국제부문․지리정

보관리)과 5개 재정운용부문(재정투자․주택․교통․교육․산업)이 있다. 2005
년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 건축물관리대장 전산화자료, 개별공시지가 전산화자
료, 지적자료, 인구이동통계, 인구동태통계, 학교시설통계, 지역내총생산 및 지출
통계, 도로통계 등을 사용하였다.

2) 재정투자파급효과측정시스템의 구조

인구모형은 시군의 인구수를 주요인자로 하고, 시군별 출생자수, 사망자수, 전
입자수, 전출자수에 따라 결정되있다. 토지모형은 기개발토지, 개발가능 미개발
토지, 개발불가능토지로 나누고, 기개발토지와 미개발토지의 변화를 수용하였다.
주택모형은 일반주택과 임대주택의 수와 보급률변화, 가구수를 주요인자로 하며,
지역간 인구이동변화를 매개로 인구모형과 연결되었다.
도로모형은 시군지역의 도로길이, 인당도로길이, 고속도로 IC수, 도로면적의
증가량 등을 주요인자로 하며, 지역간 인구이동의 변화를 매개로 인구모형과 연
결되었다. 교육모형은 교육시설관련 부문을 연결하는 모형으로 교육시설의 변화
에 따라 발생하는 지역간 인구이동 변화를 매개로 인구모형과 연결되었다. 산업
모형은 산업별 취업자, 토지면적, 시설면적 등을 활용하여 지역내 총생산과 산업
별 일자리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재정투자모형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의 재정투자 계획을 적용할 수
있도록 모형을 구성하였다. 국민소득모형은 GDP를 주요인자로 하며, GDP변화
량에 따라 결정되었다. 국제모형은 30개 OECD국가의 1인당 GDP, 국토계수당 도
로길이, 주택보급률 등을 근간으로 하였다. 국가발전지수 모형은 네 가지 국가발
전지수를 통해 우리나라의 변화과정을 전망하였다.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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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스템의 행태분석 및 재정투자효과분석
1) 재정투자파급효과측정시스템의 행태분석(2005～2020)

인구는 상당기간 동안 경기도 일원으로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내총생
산(GRDP) 중 1차산업의 지역내총생산은 약간 늘어나고, 2차산업의 지역내총생
산은 약 1.6배, 3차산업의 지역내총생산은 약 2.1배 증가하여 전 산업이 약 1.9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 재정투자 파급효과분석(2007～2019)39)

첫 번째 대안은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시군에 연간 100억원씩 투자하는 것이
다. 첫 번째 대안의 결과로 수도권 인구비중은 0.66% 포인트(50.76%→50.10%) 감
소하였고, 국가형평성지수는 0.29% 포인트(75.88%→ 76.17%) 증가하였으며, 국
가안정성지수2는 0.29% 포인트(70.52%→70.81%) 증가하였다.
두 번째 대안은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시군에 연간 300억원씩 투자하는 것이
다. 두 번째 대안의 결과 수도권의 인구비중은 0.78% 포인트(50.76%→49.98%) 감
소하였고, 국가형평성지수는 0.43% 포인트(75.88%→76.31%) 증가하였으며, 국가
안정성지수2는 0.63% 포인트(70.52%→71.15%) 증가하였다.
세 번째 대안은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시군에 연간 500억원씩 투자하는 것이
다. 세 번째 대안의 결과 수도권 인구비중은 0.82% 포인트(50.76%→49.94%) 감소
하였고, 국가형평성지수는 0.49% 포인트(75.88%→ 76.31%) 증가하였으며, 국가
안정성지수2는 0.76% 포인트(70.52%→71.28%) 증가하였다.

39) 최적화기법과 신뢰수준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대안별로 2020년까지 수도권의 인구가 전국 인구의
50%를 넘지 않을 확률 즉 신뢰수준을 분석하였고, 신뢰수준 90% 이상에서 수도권 인구비중의 최소
값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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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스템 다이내믹스와 GIS의 연계

시스템 다이내믹스 기반의 재정투자파급효과측정시스템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간적으로 표현하고, 공간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GIS기법을 함께 활용하였다.

7. 결 론
1) 재정투자파급효과측정시스템의 활용성과 정책기여도

재정투자정책의 추진절차와 체제를 개선할 수 있다. 그리고 예산을 합리적 편
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국가재정법｣ 상의 균형발전영향평가제
도 관련 법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데 방법론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국가발전지수 정립효과

효율성과 형평성을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국
가 운용에 안정성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부각시켰다. 안정성은 효율성과 형
평성이 조화를 이룰 때 높아진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경제성은 효율성의 작은 부
분집합이라는 사실을 부각함으로써 경제성과 효율성의 개념 차이를 분명히 규정
하였다.

3) 연구의 특징과 한계

‘삼간(三間) 조화의 원리’를 시스템 개발에 활용하고, 시스템 다이내믹스 기반

의 시뮬레이션 시스템 중 규모가 가장 큰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그러나 시스템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구득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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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책건의와 향후 연구과제

장기적으로 시뮬레이션 결과의 3차원(3D) 입체 시각화 작업과 구축된 시스템
을 단위 모형별로 컴포넌트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연구결과를 2008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시범․적용함으로써 시스템의 유용성과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적
용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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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Ⅱ: 시스템 다이내믹스의 주요 분석기법

1. 동태적 현상의 수리적 표현
1) 시스템을 구성하는 변수들의 유형

하나의 시스템을 구성하는 여러 요인들은 그것들이 지니는 속성에 따라 시간
변수, 상태변수, 증감변수, 보조변수, 제어변수 등으로 구분한다.
상태변수(State Variable) Y(t)는 일정 시점에 있어서 시스템의 움직임의 상태
곧 시스템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이다. 증감변수(Rate Variable) I(t), O(t)는 시스
템의 운동법칙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에 달라지는 시스템의 상태변화 즉 상태변
수의 증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변수이다.
보조변수(auxiliary variable)는 증감변수를 보조하면서 상태변수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변수이다. 제어변수(control variable)
는 보조변수 중 증감변수를 외생적으로 제어하는 변수이다.

<부그림 2-1> 상태변수와 증감변수의 관계

부록

153

2) 동태적 현상의 수리적 표현
상태식[적분식]은 어느 지역의 t시점 인구수 Y(t)는 t-1시점의 인구수 Y(t-1)에
단위 기간당 출생자수와 전입자수의 합 I(t)를 더해주고 동시에 단위 기간당 사망
자수와 전출자수의 합 O(t)를 빼서 구할 수 있다. 그 지역의 초기(t=0) 인구수
Y(0)가 주어진 경우 t시점의 인구수 Y(t)는 <식 1>과 같이 적분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 <식 1>

증감식[미분방정식]은 <식 1>을 시간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식 2>와 같이 도출
할 수 있다. 단위 기간당 인구의 변화는 인구의 증가요인 즉 출생자수와 전입자
수의 합과 감소요인 즉 사망자수와 전출자수의 합 간의 차이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식 2>



<식 2>를 근사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  
   ∆   
≡ lim  ≅  ․․․․․․․․ <식 3>


∆
∆
∆→

차분방정식은 <식 2>와 <식 3>을 결합하여 정리할 수 있다. <식 4>에서 t시점
의 상태변수 값이 주어지고 유입과 유출에 관한 관계식, 즉 증감방정식이 함수형
태로 주어지면 △t 기간후의 상태변수 값도 쉽게 얻을 수 있다.
   ∆     ∆    ․․․․․․․․․․ <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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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뮬레이션 원리

<식 4>를 이용하면, 어떤 시스템에 있어서 초기 상태변수의 값이 주어져 있고

증감방정식의 함수형태가 결정되어 있는 경우, 단위 기간 후의 상태변수와 증감
변수의 값은 저절로 결정된다. 이 값들은 또 다음 기(期)의 상태변수와 증감변수
의 값들을 결정해 주는 기초가 되므로, 이러한 과정을 되풀이 하면 시점별로 그
시스템의 상태변수와 증감변수에 대한 값들을 순차적으로 도출할 수 있다.
시점별로 시스템의 상태변수와 증감변수를 도출할 수 있다면, 그 시스템 내의
다른 변수들에 대한 값들도 차례로 결정할 수 있는데,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시뮬레이션의 기본원리이다.

2.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형의 정립 절차
1) 문제의 파악 및 정의

연구의 주제와 목적에 따라 연구대상 시스템의 대내외 여건과 환경을 관찰하
여 내부와 외부의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유형화한다.

2) 인과관계도 작성

인과관계도란 연구대상 시스템 내의 주요 인자들 사이의 기본적인 인과관계를
단순히 +, - 부호와 화살표를 이용하여 나타낸 그림을 말한다. 인과관계도의 각
화살표 끝 부분에는 양 또는 음의 부호를 표시한다. 어떤 변수의 변화가 다른 변
수의 변화에 양의 효과(+)를 미치느냐 또는 음의 효과(-)로 작용하느냐에 따라 결
정된다.
<부그림 2-2>에서 인구수는 출생자수와 사망자수에 따라 결정되며, 역으로 출

생자수와 사망자수도 인구수에 따라 결정된다. 출생자수가 늘면 인구수가 늘고,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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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수가 늘면 출생자수도 증가한다. 인구수가 늘면 사망자수가 늘고, 사망자수
가 늘면 인구수는 감소한다.

<부그림 2-2> 인구수 인과관계도

+
+

출생자수

+
-

인구수

+

사망자수

-

3) 시스템 흐름도 작성

연구대상 시스템 내의 변수간 정보의 흐름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스템 흐름도
(flow diagram)를 작성한다. 시스템 흐름도는 시스템의 상태를 나타내는 상태변수

들과 상태의 변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증감변수들이 상호 연계되어 시
스템 내 물량의 흐름과 정보망에 대한 환류 및 순환과정을 나타낸다.
다음 <부그림 2-3>은 인과관계도를 구체화한 시스템 흐름도이며, 사각형(인구
수)은 상태변수이다. 또한 밸브형태(출생자수, 사망자수)는 증감변수이며, 동그라
미(출생률, 사망률)는 보조변수이다.

<부그림 2-3> 시스템 흐름도
인 구 수 (p o p )

출 생 자 수
( b ir t h )

사 망 자 수
(d e a th )

출 산 율
( b ir t h r a t 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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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망 률
( d e a t h ra te )

4) 모형 정립

시스템 흐름도를 통해 짜여진 모형의 개념적 구조를 방정식 형태로 변환하는
과정을 모형 정립이라고 한다. 인구동태모형을 간단한 방정식으로 프로그래밍하
면 특정시점(t)의 인구규모(pop)는 전기(t-dt)의 인구수에 두 기간 사이(dt)의 출생
자수와 사망자수의 차이를 합해 계산한다. 출생자수와 사망자수는 각각 전기의
인구수에 출생률(birth rate)과 사망률(death rate)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정식이
성립한다. INIT는 초기의 인구수이다.

<부그림 2-4> 인구동태모형의 간단한 방정식
pop( t) = pop( t - dt) + ( birth - death)×dt

 pop = 100000
brith = pop×birth rate
birth rate = 0.005
death = pop×death rate
death rate = 0.002

5) 모형의 행태분석

모형의 행태(model behavior)란 특별한 정책의 도입이나 의사결정 없이
(do-nothing policy) 현재의 여건 하에서 얻게 되는 각 변수들에 대한 모형의 시뮬

레이션 결과를 의미한다.
모형 내 변수들의 인과관계 및 순환환류 과정에 따라 나타나는 각 변수들의
행태를 통해서 비로소 모형작성자는 모형의 정확한 연계구조와 행태를 파악할
수 있다. 현상추세를 반영하는 모형의 행태분석은 정책(또는 대안) 비교분석 시,
각 정책의 영향과 파급효과를 파악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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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모형의 타당성 평가

모형의 정확성과 타당성은 그 모형을 구성하는 파라미터의 정확도와 구조의
현실성에 따라 평가된다. 모형의 작성자는 모형을 구축하면서 무엇보다도 먼저
각종 파라미터 또는 모형구조의 변화가 모형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정도 즉
민감도를 분석(sensitivity analysis)해야 한다.
민감도는 수치민감도(numerical sensitivity), 행태민감도(behavioral sensitivity),
정책민감도(policy sensitivity) 등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모형에서 어떤 파라미터
또는 모형구조의 변화에 대해 시뮬레이션 결과 값이 상당히 크게 반응할 때, 그
모형은 수치적으로 민감하다고 한다. 행태민감도는 모형 내 파라미터를 바꾸거
나 모형구조의 일부를 재구성 할 때, 그 모형이 나타내는 행태 즉 모양새의 변화
정도를 의미한다. 모형을 정립하는 주요목적 중의 하나는 정책대안의 평가 등 정
책을 분석하는데 있으므로, 세 가지 민감도 중 정책민감도에 대한 분석이 매우
중요하다.

7) 정책분석 및 의사결정

모형을 통한 정책분석은 모형 내 정책변수의 파라미터를 바꾸거나 또는 모형
구조를 일부 변경시켜 얻게 되는 모형의 시뮬레이션 결과와 변경 전 원래 모형의
행태를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 정책을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모형을 통한 정책분석은 특정정책을 시행할 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
의 파급효과를 측정하는데 필요하다. 따라서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
실 문제를 개선하는 정책대안들에 대한 영향평가를 통해 가장 적절한 정책대안
을 개발해야한다. 모형이 특정 파라미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 모형 작성자
는 현실세계의 구조를 재분석하여 검토하고, 파라미터를 정확하게 추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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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그림 2-5> 시스템다이내믹스 모형의 정립 절차
문제의 파악 및 정의

인과관계도 작성

시스템흐름도 작성

모형 정립

모형의 행태분석

모형의 타당성 평가
피드백
피드백

정책분석 및 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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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Ⅲ: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효과분석

1. 서해안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는 1990년 12월 27일 착공하여 2001년 12월 21일까지 총 4조
7697억 원을 투입하여 건설하였다. 이에 따라 1994년에 일평균 4.4만 대인 고속

도로 교통량은 2005년에 32.2만 대에 이르러 7배 증가하였다. <부그림 3-1>은 서
해안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연도별 사업비 및 평균 일교통량을 나타낸다.

<부그림 3-1> 연도별 사업비․평균일교통량

<부그림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도별 사업비(왼쪽)는 선형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연도별로 투자된 서해안고속도로 사업비를 이용하여 사업기간별 사업
비투자 규모를 추정하기 위하여 단순선형 회귀식을 적용하였다. <부표 3-1>에서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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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바와 같이, 사업기간에 대한 회귀계수(476.746)는 양수로 나타났으며 유의
적이다.
<부표 3-1> 사업비 회귀분석 결과
R2= 0.717

구

분

회귀계수

표준오차

t값

유의수준

상

수

1952.375

590.781

3.305

0.009

사업기간

476.746

99.860

4.774

0.001

따라서 회귀분석결과를 토대로 <부그림 3-2>와 같이 사업비 추정식을 도출하고,
그래프를 그리면 <부그림 3-3>과 같다.

<부그림 3-2> 사업비 추정식

    
여기서



: 연도별 사업비



: 사업기간

<부그림 3-3> 사업비 추정식 그래프

<부그림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균일교통량(오른쪽)은 선형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서해안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따른 연도별 평균일교통량(규모의 효과)
을 추정하기 위해 단순선형 회귀식을 적용하였다. <부표 3-2>에서 보는 바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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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기간에 대한 회귀계수(28566.315)는 양수로 나타났으며 매우 유의적이다.
<부표 3-2> 교통량 회귀분석 결과
R2= 0.955

구

분

회귀계수

표준오차

t값

유의수준

상

수

-57628.008

18045.867

-3.193

0.000

사업기간

28566.315

1967.015

14.523

0.000

따라서 회귀분석결과를 토대로 <부그림 3-4>과 같이 교통량 추정식을 도출하고,
그래프를 그리면 <부그림 3-5>과 같다.
<부그림 3-4> 교통량 추정식

      
여기서



: 연도별 평균일교통량



: 사업기간

<부그림 3-5> 교통량 추정식 그래프

앞에서 살펴본 서해안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사업비와 통행량을 종합하여 분석하면
< 부그림 3-6> 과 같이 나타난다. < 부그림 3-6> 은 연도별 사업비 투자비율 및 평균일

교통량 변화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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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그림 3-6> 연도별 사업비 투자⋅평균일교통량 변화비율(실제)

<부그림 3-7>은 회귀분석결과를 토대로 추정된 식을 이용하여 산출된 사업비

투자누적비율 및 평균일교통량 비율을 나타낸다.

<부그림 3-7> 사업비 투자누적⋅평균일교통량 비율(회귀식)

<부그림 3-8>은 회귀분석결과를 토대로 추정된 식을 이용하여 산출된 사업비

투자비율 및 평균일교통량 비율을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부그림 3-8> 사업비 투자⋅평균일교통량 비율(회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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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앙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는 1989년에 착공하여 2002년까지 총 2조 9857억 원을 투입하여
건설하였다. 이에 따라 1995년에 일평균 3만 대인 고속도로 교통량은 2003년에
8.6만 대에 이르러 3배 증가하였다. <부그림 3-9>는 연도별 중앙고속도로의 실제

사업비 및 평균일교통량을 나타낸다.

<부그림 3-9> 연도별 사업비․평균일교통량

<부그림 3-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앙고속도로의 연도별 사업비(왼쪽)는 증

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연도별로 투자된 중앙고속도로 사업비를 이용하여 사
업기간별 사업비투자 규모를 추정하기 위하여 단순선형회귀식을 적용하였다.
<부표 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업기간에 대한 회귀계수(86.184)는 양수로 나

타났다.

<부표 3-3> 사업비 회귀분석 결과
R2= 0.333

구

분

회귀계수

표준오차

t값

유의수준

상

수

1572.443

269.475

5.835

0.000

86.184

35.232

2.446

0.031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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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회귀분석결과를 토대로 <부그림 3-10>과 같이 사업비 추정식을 도출하고,
그래프를 그리면 <부그림 3-11>과 같다.

<부그림 3-10> 사업비 추정식

    
여기서



: 연도별 사업비



: 사업기간

<부그림 3-11> 사업비 추정식 그래프

<부그림 3-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앙고속도로의 평균일교통량(오른쪽)은 증

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중앙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따른 연도별 평균일교통량(규
모의 효과)을 추정하기 위해 단순선형 회귀식을 적용하였다. 사업기간에 대한 회
귀계수(6984.717)는 양수로 나타났으며 유의적이다.
<부표 3-4> 교통량 회귀분석 결과
R2= 0.838

구

분

회귀계수

표준오차

t값

유의수준

상

수

-18419.389

11997.129

-1.535

0.169

6984.717

1161.617

6.013

0.001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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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회귀분석결과를 토대로 <부그림 3-12>와 같이 교통량 추정식을 도출하고,
그래프를 그리면 <부그림 3-13>과 같다.

<부그림 3-12> 교통량 추정식

      
여기서



: 연도별 평균일교통량



: 사업기간

<부그림 3-13> 교통량 추정식 그래프

앞에서 살펴본 중앙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사업비와 통행량을 종합하여 분석하면
< 부그림 3-14> 와 같이 나타난다. < 부그림 3-14> 는 연도별 사업비 투자비율 및 평균

일교통량 변화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부그림 3-14> 연도별 사업비 투자⋅평균일교통량 변화비율(실제)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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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그림 3-15>는 회귀분석결과를 토대로 추정된 식을 이용하여 산출된 사업비

투자누적비율 및 평균일교통량 비율을 나타낸다.

<부그림 3-15> 사업비 투자누적⋅평균일교통량 비율(회귀식)

<부그림 3-16>은 회귀분석결과를 토대로 추정된 식을 이용하여 산출된 사업비

누적비율 및 평균일교통량 비율을 나타낸다.

<부그림 3-16> 사업비 투자⋅평균일교통량 비율(회귀식)

3.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효과분석 종합
<부그림 3-17>은 각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실제 사업비 투자비율, 통행량 비율

을 나타낸다. <부그림 3-18>은 <부그림 3-19>의 그래프를 토대로 신도시개발사
업의 사업비 추정식 및 평균일교통량 추정식을 도출하고 추정식들을 그래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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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낸다.

<부그림 3-17> 각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사업비 투자⋅평균일교통량 비율

<부그림 3-18>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사업비⋅평균일교통량 추정식

    
여기서



: 연도별 사업비



: 사업기간

     
여기서

  

: 연도별 평균일교통량



: 사업기간

<부그림 3-19>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사업비⋅평균일교통량 추정 그래프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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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Ⅳ: 심시티의 특징과 활용40)

1. 특징
1) 개요

심시티는 도시를 설계하고 경영하는 도시경영시뮬레이션 전략게임이다. 실제
도시를 건설하듯 도로, 교통, 상하수도, 전력, 토지이용 등을 디자인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세금, 법률, 교류, 자문, 통계 등의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도시를 경
영한다.
게임개발업체 Maxis41)의 대표작으로 심시티 클래식(1989), 심시티2000(1993),
심시티3000(1999), 심시티3000 언리미트(2000), 심시티4(2003), 심시티4 러시아워
(2004)42), 심시티 소사이어티(2007) 순으로 발전하였다.

최근 출시된 심시티 소사어티는 전략 및 경영 시뮬레이션이 아닌 그래픽 위주
의 심즈43) 버전으로 기존의 심시티와는 다르게 평가된다. Will Wright44)는 다양
하면서도 즉흥적이고 복잡한 인간의 행동양식에 대한 관심에서 Jay Forrester45)로
40) 이 연구의 협동연구로 수행한 (사)도시환경연구센터의 「심시티(SimCity)를 활용한 시공간통합시스
템 구현방안 연구(2008.11)」를 발췌하여・정리하였다.
41) 1987년 제프 브라운과 공동으로 창립한 미국의 컴퓨터/비디오 게임 개발사로, EA사로 인수되었다.
42) 가장 도시계획적인 요소를 담고 있다.
43) 가상의 3D 생활공간에 '심즈'라는 아바타를 이용해 사람들의 행동을 결정하고, 환경을 조성하며, 그
로 인한 결과를 수용하는 생활시뮬레이션 게임을 말한다.
44) Maxis의 창업주이자 게임디자이너로 피터 몰리뉴, 시드마이어와 함께 세계 게임 3대 거장이다.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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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영감을 얻어 도시 시뮬레이션을 게임으로 만들기 위해 심시티 개발에 착
수46)하였다.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바탕으로 도시에서 일어나는 복잡하고도 다양한 요소들
(세금, 법률, 범죄, 공해, 인구, 주변도시와의 연계성 등)을 시간의 흐름과 연계하

여 구성하였다. 지형 제작에 관심을 기울여 현실세계와 유사한 가상현실 공간을
표현할 수 있고, 세계 도시의 다양한 지형과 지세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도시 디자인을 할 수 있으며, GIS를 응용하여 지형의 제작, 편집이 가능하다.
Christopher Alexander47)는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당시 유행하던 top-down 방

식의 도시모델과의 결별을 주창하고, 인간과 도시와의 상호작용에 기반을 둔 도
시 디자인 및 개발을 강조48)하였다. 컴퓨터와 사용자가 상호작용을 통해 도시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통계자료를 제공받고 이를 이용하여 발전적인 도시를 건설
할 수 있다.
심시티의 궁극적인 목표는 재정이 풍부하고 환경적으로 우수하며, 타 도시와
의 차별화를 통해 경쟁력 있는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다. 사용자는 도시를 경영하
는 시장49)이자 공무원이고 도시계획, 건축, 조경, 교통, 환경, 재정, 시설, 방재 등
의 전문가이자 도시를 구성하고 직접 살아가는 시민이다.

<부그림 4-1> 심시티 화면구성

45) 시스템 다이내믹스의 창시자로, 도시계획과는 무관한 경영학 교수였으며, 1969년 그의 저서 'Urban
Dynamics'를 통해 현대 컴퓨터 시뮬레이션의 주춧돌 역할을 수행하였고 인구, 출생률, 부동산, 범죄,
공해 같은 다양한 변수로 도시를 시뮬레이션하였다.
46) David Kushner. Technologyreview. 2005. April.
47) Berkeley 대학의 건축가이자 수학자로, 심시티 탄생에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이다.
48) 조춘만. 2005.
49) 직접 도시를 경영해야 하므로 도시 경영에 대한 전략과 목표가 있어야 하며, 도시를 디자인하고 다
양한 외부요인들에 대한 분석과 모니터링을 통해 도시를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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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시티의 등장으로 게임산업과 도시계획 분야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도시계
획 관련 이론 및 그 이론을 적용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도시건설 및 경영에 관한
간접체험을 할 수 있다. 국내외 대학의 도시계획 관련 학습 및 연구 시뮬레이션
에 응용하고 있고, 심시티를 이용하여 현실도시에 시간 및 공간적인 요소를 가정
하고 시뮬레이션 함으로써 도시를 계획, 관리, 경영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2) 등장과 발전과정

심시티 클래식 (1989)은 심시티 시리즈의 초기버전으로 당시에는 MS-DOS와
매킨토시에서 구동하였으나, 현재는 X-Box박스, 닌텐도, 플레이스테이션 등 다
양한 기종에서도 이용 가능하다. 그래픽이 평면적이고, 도로, 철도, 전력, 항만,
공항 등의 인프라를 제한적으로 구축하였으며, 경찰서와 소방서 존재한다. 재난,
재해, 예산 개념이 존재하였으며, 도시를 구성하는 주요요소인 주거, 상업, 산업
을 바라보는 관점과 구역을 설정하는 셀의 개념은 현재까지도 심시티를 구성하
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부그림 4-2> 심시티 클래식 시나리오 선택과 화면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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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시티2000 (1993)은 심시티 클래식에 비해 입체적으로 도시를 표현하고, 지형
과 고도 개념이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지하철, 상수도 공급, 교육, 보건 등의 인프
라가 추가되었고, 다양한 발전소와 기반시설, 주거, 상업, 산업 분야의 건축물 건
설이 가능해졌다. 게임 속의 도시가 사용자의 다양한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게임
분야에 전략 경영 시뮬레이션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

<부그림 4-3> 심시티2000 지형과 도시구성

심시티3000 (1999)은 처음에는 3D 제작으로 기획되었으나, 당시 컴퓨터가 이
를 지원하지 못해 2.5D로 제작되어 그래픽 측면에서 상당히 진보하였다. 사용자
는 전문가 자문위원과 청원서 등 구체적인 전문자료와 도시정보를 제공받아 활
용할 수 있으므로, 컴퓨터와 사용자간의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도심지
내 쓰레기, 공해 등의 개념이 추가되어 도시계획에 가장 큰 이슈인 개발과 환경
의 공존 문제를 반영한다. 랜드마크 부분을 강조하여 피라미드, 에펠탑, 엠파이어
스테이트빌딩 등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물들을 게임 속에서 재현할 수 있다.
지형 편집과 경영 등의 내부적인 요소들은 이전 버전에 비해 달라진 점이 없고
오히려 퇴보한 요소들도 많아졌다.
심시티3000 언리미트 (2000)은 심시티3000의 확장버전으로, 다양한 건축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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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추가로 포함되고, 지형편집 기능이 복구되었다. Building Architect Tool(BA
T)50)이 등장하여 사용자가 자신이 제작한 건물을 게임에서 이용할 수 있으므로,

게임 속에서 토목과 건축분야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부그림 4-4> 심시티3000 도시구성과 정보

심시티4 (2003)는 3D 그래픽의 비약적인 발전과 도시경영 및 의사결정 요소가
추가되어 실제 도시 건설과 유사한 가상공간을 창조한다. 도시 건설에 필요한 지
형은 세계 유수의 도시 지형을 실제로 옮겨놓았고,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어 실
제 도시를 건설하는 계획적인 요소들을 현실감 있게 반영한다. '심(Sim)51)' 개념
을 도입하여 오늘날 도시계획에서 이용하는 시민 참여형 도시를 반영한다.
심시티4 러시아워 (2004)는 심시티4의 확장버전으로 ‘교통’ 분야가 발전되었
다. 수상교통, 모노레일, 고가철도 등 새로운 첨단 교통수단 등장하였고, 에비뉴,
고속도로 및 연결도로 등의 인프라 시설을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며, 교통흐름에
따라 혼잡도와 교통량 점검 기능 추가되었다. 도시를 운행하는 교통수단을 이용
하여 도시를 관찰할 수 있는 뷰 기능이 추가되어 현실감 있게 도시를 제작하고
관찰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50) 다양한 형태의 건물들을 제작할 수 있는 도구이다.
51) 게임 속의 시민들로 주거지와 직장을 가지고 거주하며 사용자에게 세밀한 정보들을 제공한다.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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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그림 4-5> 심시티4 도시구성과 정보

심시티 소사이어티 (2007)는 이전 버전에 비해 토지이용 설정, 지형 편집기능
및 전통적인 도시계획 요소들이 대부분 배제되었다. 복잡한 시스템의 연계보다
는 사용자 위주의 단순한 게임구성에 초점을 맞춰 성과목표 달성, 그래픽 위주의
도시모형 배치 수준이다.
<부그림 4-6> 심시티 소사이어티 화면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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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능과 구성요소
1) 지형 선택

심시티를 이용하여 도시를 구성하기 전에 가장 먼저 수행하는 단계로, 과거에
는 선택한 지형의 역사에 따라 시나리오가 진행되었지만, 현재는 시나리오를 배
제하고 도시 지형만을 제공한다. 기본적으로 뉴욕, 샌프란시스코, 베를린, 런던
등의 지형이 제공되며, 웹사이트를 통해 전 세계의 유명 도시들의 지형을 다운로
드받을 수 있다. 심시티4에서는 수치표고모델(Digital Elevation Model, DEM)52)을
활용하여 지형을 정교하게 제작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그리고 대, 중, 소의 지도
가 존재하며, 여러 개의 지도를 조합하여 하나의 지형을 제작할 수 있다.

<부그림 4-7> 뉴욕시 및 수원시 지형(상), 지형크기(하)

52) 수치를 이용하여 지형의 상태를 나타내는 수치표고자료의 하나로, 지형을 일정 크기의 격자로 나누
어 높이 값을 기록한 것으로 표고의 측정기준은 해수면으로부터의 높이로 측정하고 있다.
지형의 표고분석은 수문학적 응용, 3차원 지형표면분석, 경관분석과 설계, 도로설계 등의 공학적 프로
젝트와 여러 종류의 지형에 대한 통계적 분석 및 비교 등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김영표외.
2004.「한반도 산맥체계 재정립 연구」. 국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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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2) 도시 건설

실질적으로 도시의 모양을 결정하는 단계로, 인구수와 도시규모에 맞는 전력
과 상하수도, 도로, 쓰레기 등의 인프라 시설을 적절하게 배치하고 주거, 상업,
공업, 녹지 등의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한다. 토지이용은 저밀, 중밀, 고밀 3단계로
구분되어 있다. 녹지는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대공원 등 다양한 공원 아이템을
선택하여 만들 수 있다.
교육, 복지, 범죄, 치안, 의료시설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인구수가 적정규모에
도달하면 시장저택, 국립도서관, 청사 등의 공공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세계
적으로 유명한 랜드마크 건물을 건설할 수 있다. 공원, 공공시설, 랜드마크 등의
요소들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부 관광객을 유치
할 수 있으므로 재정에 도움을 준다. 카지노, 군부대, 방사능연구소 등의 혐오시
설은 재정적인 부분에 기여하지만, 인구 감소 및 환경,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
인이 된다. 도시 건설에 필요한 모든 요소들은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예산 및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히 배치 및 설치해야 한다. 원하지 않는 구역을 철거
하여 새로운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도시 건설 부분은 도시를 디자인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목표로 하는 인구수
와 도시규모에 맞는 토지이용 및 인프라 시설의 배치가 수반되었을 때 원하는
도시를 건설할 수 있다. 도시를 잘못 건설하면 슬럼화될 수 있으며, 시장이 시민
들에게 추방당할 수 있다.

<부그림 4-8> 발전된 도시 및 슬럼화된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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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 경영

도시를 유지․관리․발전시키는 기본적인 구성요소로, 현재의 도시인구와 재
정여건, 시장의 지지율, 주거․상업․공업의 수요 등을 파악할 수 있으며, 교통문
제, 교육시설 확충 등의 최신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각종 뉴스와 전문가 자문내용을 이용하여 건물의 디자인
양식을 결정하고, 예산을 통제하며, 각종 법률안 등을 검토․통제하는 등 도시를
운영 및 관리할 수 있다. 이를 잘 활용하면 고급 주거단지 또는 중산층의 도시가
될 수도 있으며, 금융 상업도시 또는 첨단 산업도시가 조성될 수도 있다. 법률을
제정하여 안전한 도시를 건설할 수 있지만, 과잉 진압으로 민원이 제기될 수 있다.
인접한 도시와의 비즈니스를 통해 도시문제와 재정여건을 극복할 수 있으며,
통계자료와 그래프를 이용하여 교육, 치안, 교통, 토지이용 등의 과거 및 현재 정
보를 파악할 수 있다. 도시경영 요소들은 사용자의 전략과 도시디자인, 예산운영
과 주변도시와의 교류 등에 따라 다양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사용자는 적절
한 의사결정을 통해 최적의 대안을 제시하고 전략을 설정해야 한다.

<부그림 4-9> 각종 정보 및 통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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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민 참여 및 도시 모니터링

‘심즈’라는 아바타53) 시민을 최대 5명까지 지역 내에 거주시켜, 거주지 주변의

교통, 환경, 고용, 삶의 질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정보를 제공하므로 주
민 참여와 도시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심즈 이외에도 도시에 살고 있는 주민들과
자동차 등을 클릭하면 현재 위치에서의 현안과 문제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자동차, 해상교통, 비행기 등을 탑승하여 도시 내 모든 지역을 보다 가까
이에서 관찰할 수 있다. 주민 참여와 도시 모니터링을 통해 풍요롭고 살고 싶은
도시를 건설할 수 있으며, 컴퓨터와의 상호 교류를 통해 의사결정과정에서도 많
은 도움을 준다.

<부그림 4-10> 주민참여를 통한 도시모니터링

53) 분신, 화신을 의미하는 말로 온라인에서 개인을 대신하는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뜻하며, 인터넷에서
많이 쓰이고, 사용자는 자신의 개성이나 취향에 맞는 캐릭터를 고르면 된다. 아바타는 화면상의 공
간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으며, 감정 표현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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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간구성 및 의사결정 과정
1) 공간구성

심시티를 구성하는 두 개의 큰 영역은 도시 건설과 도시 경영이다. 도시 건설
은 공간을 구성하고, 도시 경영은 의사결정과정이다. 그리고 심시티의 공간을 구
성하는 바탕은 지형과 3D 모델링이다.

(1) 지형 제작

심시티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제작도구 툴을 사용하거나, 정교한 지
형제작을 위해 수치표고모델(DEM)을 이용함으로써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지형
이외에 원하는 지형을 제작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제작도구 툴에서는 신의 모드의 탭을 통해 다섯 가지 아이
콘으로 지형을 편집할 수 있다. 지형편집은 도시를 만들기 전 한번밖에 실행할 수
없으며, 도시건설이 시작된 이후에는 토목공사에 필요한 별도 비용을 지불해야 한
다. 정교한 지형을 제작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DEM으로 제작된 지형을 편집하
는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지형을 제작할 수 있는 툴은 ‘지형만들기’, ‘지형효
과만들기’, ‘주변지역과 고도정열’, ‘재난조정’, ‘밤․낮 조정하기’ 등이 있다.
‘지형만들기’는 ‘산맥’, ‘계곡’, ‘지형고르기’, ‘나무심기’ 등이 있다. ‘산맥’은 지

형을 높이는 툴로, 거대한 산맥, 경사가 완만한 언덕, 경사가 가파른 언덕, 능선이
예리한 절벽, 메사54) 등을 만들어 산과 산맥을 형성할 수 있다. ‘계곡’은 지형을
낮추는 툴로, 커다란 계곡과 경사가 가파른 깊은 계곡, 경사가 완만한 얕은 계곡,
가장자리가 절벽인 협곡, 가장자리가 경사진 얕은 협곡, 화산이나 운석이 떨어서
생긴 분화구 등을 제작할 수 있다.
‘지형고르기’는 인접지형과의 레벨을 맞추는 툴로, 침식55), 평지56), 다지기57),
54) 하나 이상의 가파른 사면이 있는 평평한 지형을 말한다.
55) 원하는 지역을 울퉁불퉁한 산지나 해안선 또는 평지를 만들 수 있는 기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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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듬기58), 고원59) 등의 기능이 있다. ‘나무심기’는 지형에 나무를 심는 툴이다.
‘지형효과만들기’는 바람의 풍화작용을 응용하여 지형을 편집하는 툴로, 평지를

만들거나 해수면을 조정할 수 있다. 또한 전체 지형을 일률적으로 조정하며, 풍
화 작용과 지형 전체 고르기, 지형 전체의 레벨을 균등하게 높이거나 낮추는 기
능 등이 있다. ‘주변지역과 고도정열’은 동․서․남․북 사각형으로 구성된 지형
주변지역과의 레벨을 맞춰주는 기능이다. ‘재난조정’은 지진지형, 화산지형, 운석
지형 등을 만드는 기능이다.

<부그림 4-11> 지형 제작 툴

56)
57)
58)
59)

울퉁불퉁한 지형을 고르게 다져주는 기능이다.
마우스 범위 내에 모든 지형이 중앙 화살표의 지형에 맞게 신속하고 고르게 다져주는 기능이다.
지형을 고르게 다듬어 부드러운 해안이나 완만한 경사지를 만들어주는 기능이다.
산지형을 골라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기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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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시티는 지형을 제작할 때 음영기복(명암도) 만을 인식할 수 있으므로 DEM
으로 제작된 지형의 이미지를 2비트의 이미지로 변환60)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GIS 소프트웨어61)와 Photo Shop 등의 이미지 보정 프로그램을 통해 실제 지형과

동일한 지형을 만들 수 있다. DEM은 위성영상자료로 직접 제작하거나, 제작된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으다. DEM을 이용한 지형 제작방법을 소개
하는 웹사이트도 있다.62)

<부그림 4-12> DEM 자료63)

config 파일은 심시티 지형의 크기를 구성하는 파일로, config 파일의 크기에

맞추어 DEM의 해상도를 결정한다. config 파일의 대형 지도는 파란색, 중형 지도
는 초록색, 소형 지도는 빨간색으로 구분하여 인식한다. 대, 중, 소형의 지도를
여러 개 조합하여 하나의 config 파일을 구성하며, config 파일의 이미지 픽셀 값

60)
61)
62)
63)

DEM파일을 이미지 파일로 변환할 때 Image Mode는 Gray scale이어야 한다.
Global Maper, Terragen, Micro DEM 등이 있다.
http://www.rebel13.com/SimCity/Home.html
Burrough. P. A. and McDonnell. R. A. 1998. 「Principles of GIS」. Oxford Univ. p.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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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16×16인 경우 대형 지도는 16개, 중형 지도는 64개, 소형 지도는 256개가 포함
된다. config 파일과 DEM을 연결하는 해상도의 상수 값은 ‘64+1’로 16×16 config
파일의 경우 DEM의 해상도 값을 1025×102564)로 보정해야 원하는 지형을 생성
할 수 있다.

65)

<부그림 4-13> Config파일 구성(16x16)

제작된 지형은 심시티 상에서 좌표정보66)를 갖게 되며, 각 셀들에 대한 x, y,
z 축 좌표 값을 확인할 수 있다. 도시의 동․서․남․북 끝은 x, y, z 축의 값이

모두 ‘0’이다. x축은 서에서 동쪽 방향을, z축은 북에서 남쪽방향을, y축은 고도를
나타낸다. 좌표정보가 나타내는 한 셀의 크기가 16m이므로, 한 셀을 이동할 때마
다 x축과 z축은 16배씩 증가67)하고, y축68)의 값은 DEM의 값에 따라 다르게 나타
난다. 심시티 상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셀 값을 제공하는데, 셀 x값과 셀 z값
64) (16×16)×64=1024×1024 이므로 픽셀 값에 각각 1을 더해준다.
65) config 파일의 픽셀 값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나, 최대 25x25이며, Config 픽셀 값에 따라 DEM파
일의 픽셀 값의 가로 세로 비율을 조정해야 한다. 따라서 config 파일의 픽셀 값이 25x16인 경우,
DEM의 픽셀 값은 1601x1025이다.
66) 현실세계의 위도나 경도를 나타내는 좌표가 아닌 심시티 상의 좌료를 말한다.
67) 한 셀의 가로와 세로 크기가 16m이므로 셀 내에서도 x축과 z축의 값은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
68) DEM의 경우 k값의 최대 높이는 255이지만 심시티 상에서는 약10배 이상의 높이 값도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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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내며, 각각 1씩 증가하여 셀의 위치정보를 알려준다.

<부그림 4-14> 수치표고모델(DEM)과 Config파일을 이용하여 제작한 지형69)

<부그림 4-15> 심시티의 좌표정보

69) 이미지 모드를 gray scale로 설정하고, 픽셀 차원 값을 1025×1025, 해상도 값을 72로 보정한 광역수원
시 DEM.jpeg 파일과 픽셀 차원 값을 16×16, 해상도 값을 72, 대형 지도로 구성한 config.bmp 파일을
심시티에서 조합하여 제작한 지형이다.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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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차원 모델링

제작된 지형을 선택하고 프로그램을 시작하면, 도로, 상수도, 발전소, 송전탑과
같은 인프라 시설이나 건축물, 공공시설, 공원 등의 도시계획 요소들을 배치하거
나 설치해야 한다. 도시를 형성하는데 필요한 공공시설들의 모델은 심시티 상에
서 정해진 디자인에 따라 다양한 모양과 형식, 크기들로 제공된다. 정형화된 공
공시설과는 달리 주거, 상업, 업무 등의 도시 건축 스타일은 사용자가 매년 또는
정해진 기간에 따라 1980년대의 시카고양식, 1940년대의 뉴욕양식, 1990년대의
휴스톤양식, 2000년대의 유럽양식 등의 역사적인 건축 사조를 반영하여 모델링
할 수 있다.70)

<부그림 4-16> 3차원 건물모델링 및 단지계획 조감도

70) Lot editor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사용자가 필요한 건축 및 토목적인 요소들을 반영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도시 디자인에 참여할 수 있으며, 3차원 GIS와 같은 현실과 유사한 가상공간을 구축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외부적인 랜더링뿐만 아니라 인구와 세금 요소 등도
반영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속성 값도 지정할 수 있으며, CAD나 3D-Max 등의 프로그램과 연계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주거, 상업, 업무 건물뿐만 아니라 연구소, 발전소, 땜, 공원, 운하, 지하차도
등과 같은 정교한 건축물과 공공시설, 공원 및 토목시설 들을 제작하여 반영할 수 있다. 버즈 두바이
건물이나 페트로나스 타워 같은 유명한 건축물이 이 프로그램으로 제작되어 인터넷에서 제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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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사결정 과정

(1) 의사결정 과정

일방적인 의사결정과정은 외부의 의견이나 자문 없이 사용자 스스로가 전략을
세우고 도시를 디자인하는 부분이다. 외부적인 요인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
며, 시간의 흐름도 중요하지 않고, 사용자가 기존에 결정된 정책과 전략에 따라
도시를 경영한다. 도시의 형태나 모양, 건축양식 등이 해당된다.
상호교류를 통한 의사결정과정은 전문가 자문의견과 뉴스, 도시 통계자료, 주
거ㆍ상업ㆍ공업 수요량 등을 습득하여 판단하고 결정해야 하는 부분이다. 시간
의 흐름에 따라 변화되는 주변여건의 상황과 복잡한 시스템들이 의사를 결정하
고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이자 요인이 된다.
상호교류를 통한 의사결정과정은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기반으로 제작된다. 시
스템 다이내믹스에 기반한 접근방법의 특징은 관심의 대상이 되는 변수가 시간
의 흐름에 따라 동태적으로 변화하는 경향에 관심을 둔다.71)
심시티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는 변수가 도시이고 도시를 운영․관리하는 요소
는 재정, 법률, 범죄율, 교통량 등이다. 시스템 다이내믹스는 순환적 피드백 구조
를 분석해서 현상을 파악한다.72) 심시티도 경험적이고 사실적인 피드백 과정을
반복하고,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경험을 통해 최적의 대
안을 찾고, 결과가 다르게 도출되면 피드백 과정을 거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다.73)
71) Meadows. 1980. pp. 31-36.
72) 변수의 동태적인 변화는 시스템 내부에 존재하는 변수들과 원형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일어
나며, 피드백의 원형구조에 변수들이 상호 맞물려 있고, 각각의 변수들은 지속적으로 변화한다. 시스
템 다이내믹스는 피드백 구조에 의해 사고를 전개해 나가는 만큼 경험적이고, 사실적 사고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피드백 구조 속에 속해 있는 변수들이 특정 시점에 어떠한 값을 가지는가 보다는,
변화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변화의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사고이다.
73) 프로그램 소스를 해석하면 각각의 정보들이 어떻게, 얼마나,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고받는지 세밀하
게 분석할 수 있겠지만, 프로그램 소스를 확보할 수 없는 것이 심시티의 한계이다. 시뮬레이션 과정
에서 일반적으로 공원, 학교, 경찰서 등의 공공시설은 주변 주거지에 양호한 환경을 제공하여 고급
주택이 입지하거나, 기술집약적 산업이 입지하거나, 상업지가 고층화되는 등 도시가 발전해 나가는
데에 있어서 서로 긴밀한 상호 영향을 주고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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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그림 4-17> 심시티에서의 시스템 구조도74)

각각의 부문들이 시작과 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가 상호작용 하면
서 움직인다. 공공시설이 증가하면 인구는 증가하고 재정은 감소하지만, 인구가
증가하면 재정이 증가한다. 이 과정에서 재정의 증가 및 감소 등을 야기할 수 있
다. 인구증가로 교통이 정체되어 교통여건을 악화시키고 대기, 수질 등 환경여건
을 악화시켜 다시 공공시설 증가를 불러오기 때문에 하나의 피드백 환류 구조를
형성한다.
공공시설의 공급, 인구 및 재정의 증가는 도시를 성장시키는 요소이고, 교통
및 환경여건의 감소, 재정의 감소 등은 도시를 쇠퇴시키는 요소이며 이러한 환류
구조 속에서 도시는 성장, 정체, 쇠퇴할 수 있다.

74) 현실 세계에서 도시의 의사결정 구조도는 매우 복잡하나, 심시티에서의 시스템 다이내믹스 구조도
를 살펴보기 위해 공공시설, 교통, 환경, 인구, 재정 부문 등 5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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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영과 관리

심시티에서 도시를 구성하는 요소는 주거, 상업, 공업, 녹지이며, 이러한 요소
들을 일정한 공간 안에 계획하여 구역을 나누고, 기능을 설정하며, 생활에 필요
한 시설을 설치하여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이러한 요소들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변화하므로 심시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들을
이용하여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춰야한다. 모든 과정에서 상호교류를 통한 의
사결정을 수행하기 때문에 도시 경영자는 다양한 정보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도시에 기능을 구분하는 구역 즉 토지이용은 주거, 상업, 공업으로 구분하여
고급․중급․하급, 또는 농업․공해산업․제조산업․하이테크산업 등으로 구분
된 RCI75) 수요지표를 이용하여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수요가 높으면 구역을 새
로 지정하여 도시를 확장하고, 수요가 낮으면 이유를 파악하여 조치해야 한다.
수요를 통해서 구역의 양을 판단하고, 위치는 구역별 적합성을 확인하여 지정한
다. 적합성이 낮은 지역이면 제대로 기능을 못할 수 있다.

<부그림 4-18> 토지이용정보(RCI 수요지표 및 적합성)

75) 'R'은 주거지역(Residential area), ‘C’는 상업지역(Commercial area), 'I'는 공업지역(Industrial area)을 나
타낸다.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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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혼잡 자료, 수단별 교통량 자료, 통행경로, 통근시간 등의 정보를 제공하
며, 이들을 이용하여 각각의 구역들이 잘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도시의 규모와
지역간 연계성격에 따라 도로의 종류76)와 양을 결정하며, 지하철, 버스 등 대중
교통의 제공 및 건설 시기, 위치 등을 결정한다.

<부그림 4-19> 교통정보 (교통혼잡 및 교통량)

경찰서, 소방서, 학교, 병원 등은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에 따라 건설 양이 정해
지므로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취약지점을 파악하여 적지적소에 배치하고, 전력,
수도 등은 소비량을 고려하여 건설해야 한다. 공공시설의 운영․관리에 재정이
필요하므로 수입과 지출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건설해야 한다.
대기오염과 수질오염 정보를 제공하며, 오염도가 높은 지역은 적합성과 거주
환경에 영향을 미치므로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대기오염은 공해
를 유발하는 산업과 교통량이 많은 도로에서 높게 나타나므로, 첨단산업으로 유
도하고, 자동차의 사용을 줄여야 한다. 수질오염은 공해 배출산업에서 높게 나타
나므로, 수질 정화시설을 설치하여 수질을 보호해야 한다.
76) 일반도로, 고속도로, 일반통행도로, 에비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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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그림 4-20> 공공시설정보

<부그림 4-21> 환경정보(대기오염 및 수질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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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건설과 유지관리에 있어서는 재정상 안정성을 유지 하여야만 가능하
므로, 세금에 의한 수입과 도시경영 상의 지출을 고려하여 흑자(+)가 되도록 해
야 한다. 흑자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정을 동시에 투입하기보다는 적절한
시기와 양(量)을 고려하여 계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심시티에서 제공하는 구역지정, 교통, 공공시설, 환경, 재정 등의 다양한 정보
는 도시를 해석․평가하는 지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므로 이러한 정보들을 종
합․분석하여 의사결정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정보들은 순환과정을 통해 서
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도시를 성장시키므로 하나의 독립된 변수로 구분하기
보다는 종합적으로 연계해야 한다.

<부그림 4-22> 재정정보(월간예산 및 도시 수입・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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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토연구분야의 심시티 활용
1) 토지형상기준의 효율성 검증

심시티는 토지이용계획이 도시 성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도록 시뮬레이션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이용계획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토지형상기준77)의 효율성 검증
에 활용된다. 심시티를 이용한 토지형상기준 검증을 위한 시나리오는 첫째, 토지
형상이 좋을수록 공공시설의 면적과 유지관리 비용이 적게 소요되고 면적이 용
인 죽전지구와 동일한 정사각형인 토지형상이라는 것이다. 둘째, 인구가 더 많이
증가하고 계층적인 구조가 중산층 > 상류층 〉하류층의 안정적인 분포를 나타낸
다는 것이다. 면적의 기준이 되는 용인 죽전지구로서 면적은 3.59㎢이다. 셋째,
산업구조에서 상업지역은 고급서비스와 고급오피스가 입지하고 공업지역은 첨
단 IT산업의 3차 산업비율이 높다. 김포 양촌지구 일원은 두 번째 시나리오의 면
적과 동일하다.

<부그림 4-23> 제1시나리오 토지형상

77) 일반적으로 토지의 형상이 복잡하지 않고 단순한 경우가, 선형으로 길게 늘어져 있기보다는 집중되
어 있는 경우가 토지의 개발이나 활용성 측면에서 유리하고, 토지형상의 활용성 측면에서 복잡하지
않고 단순할수록, 길게 늘어져 있지 않고 집중되어 있을수록 토지형상기준 값이 커지는 것으로 정의
된다. (김정훈외. 2005. 「개발가능지의 합리적 선정을 위한 토지형상기준 도입방안 연구」. 국토연
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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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그림 4-24> 제2시나리오 토지형상

<부그림 4-25> 제3시나리오 토지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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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시나리오별로 토지이용과 주요 시설물을 동일하게 배치한 다음 동일한 목
표 시기(50년 이후)에서 인구 및 산업 분포, 시나리오별 공공시설 면적의 관리
비용에 대한 차이점을 분석할 수 있다. 토지형상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주
거, 상업, 공업, 공원 용지면적을 동일하게 하고, 외부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섬
형태로 제작하였다. 도시의 크기는 토지형상이 가장 좋지 않은 제3시나리오를 기
준으로 세금, 법률, 환경적인 요인과 함께 모든 시나리오에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표 4-1> 시나리오별 공통적으로 적용된 요소들
주거지역
공

원

498칸

상업지역

279칸

공업지역

288칸

테니스장, 농구장, 축구장, 야구장, 교회, 묘지공원, 도시공원

공공시설 부분에서 경찰서와 소방서는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에 따라 건설되는
양과 비용이 산출되며, 도로와 상하수도는 면적이 클수록, 발전소는 소비량에 따
라 유지, 관리 비용으로 지출된다.
시나리오 분석결과 면적 분포와 유지, 관리 비용에서 제1시나리오가 가장 효
율적이고, 제3시나리오가 가장 비효율적으로 나타났다. 인구분포에 있어 제1시
나리오가 1만1223명으로 가장 많고, 제2시나리오가 1만 422명, 제3시나리오가
9892명으로 나타났다. 인구구조에 있어 제1시나리오와 제2시나리오가 중산층,

상류층, 하류층 순으로 안정적으로 나타났고, 제3시나리오는 하류층, 중산층, 상
류층 순으로 안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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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시나리오별 산업구조 분석결과
(단위 : %)

제1시나리오

제2시나리오

제3시나리오

하류층 거주

25.0

24.9

42.5

중류층 거주

40.9

42.8

31.6

상류층 거주

34.1

32.3

25.9

하급 상업서비스

2.0

1.7

0.0

중급 상업서비스

1.5

2.0

9.3

고급 상업서비스

56.3

64.7

51.8

중급 상업오피스

6.1

3.5

11.2

상급 상업오피스

34.1

28.1

27.7

공해 배출산업

40.7

37.3

85.3

제조업

8.8

4.7

11.9

첨단산업

50.5

58.0

2.8

용도지역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공공
시설

도로

8.0

8.2

8.6

상하수도

1.1

1.3

1.6

경찰서

1개(250)

2개(500)

3개(625)

소방서

1개(250)

2개(500)

3개(625)

발전소

2개(456)

2개(506)

3개(514)

괄호 안은 매달 소요되는 유지관리비용으로, 매월 경찰서 1개 유지관리비용이
250이다. 산업분포에서 제1, 2 시나리오의 경우 첨단 IT산업이 많이 입지하고, 제
3시나리오는 공해산업이 대부분 입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시나리오에서

고급 상업서비스와 상급 상업오피스가 대부분 입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토지형상이 도시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형상이
좋을수록 공공시설의 면적과 비용이 적게 소요되며, 중산층 위주의 안정적인 인
구구조를 가지고 인구수가 증가하고, 첨단 IT산업 위주로 변해가는 효율적인 도
시형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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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6> 제1시나리오 분석결과

<그림 4-27> 제2시나리오 분석결과

부록

197

<그림 4-28> 제3시나리오 심시티 분석결과

2) 모형 시뮬레이션

심시티는 완벽한 의미의 3차원을 구현하지 못하고 있으나 2차원 보다는 입체
적인 2.5차원을 표현하고 있으며, 2.5차원은 도시 전체를 표현하고 지형을 살펴보
는 조감도 제작에는 주로 이용되고 있다.
「신행정수도 가상도시 건설 경연대회」78)에서 수상한 모형시뮬레이션 중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본 개념과 유사한 링구조의 컨셉을 제
시한 작품도 존재하였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기본개념이 2005년도 11월
국제 설계공모를 통해 결정되었으므로, 2년이나 앞서 심시티 모형 시뮬레이션을
78) 2003년 11월 국토연구원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신행정수도’가 ‘행정중심복도시’로 명칭이 변경되
었다.) 건설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개최한 행사로, 심시티4를 기반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유사한 지형을 제공하여 도시가 건설
되기 이전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대한 개념과 설계 방향을 자유롭게 제시하도록 하였다. 약
4만 명이 공식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394개의 작품을 제출하였으며, 총 3단계의 심사를 거쳐 11개의
수상작을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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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선보인 것이다. 이와 같이 심시티의 3차원 구현 기능을 이용하여 도시 건설
이전에 조감도를 제작할 수 있으며,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조감도에 비해
적은 시간과 비용을 이용하여 도시의 기본적인 컨셉이나 토지이용, 미래의 모습
을 개략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그림 4-29> 경연대회 수상작(링구조의 컨셉 제시)

<그림 4-30>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조감도(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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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위성사진과 토지이용을 이용하여 새만금 사업지구79)의 지형 및 조감도
제작하였다. 현재의 위성사진에 향후 조성될 기본구상(안)을 바탕으로 지형을 편
집하였으며, 국제업무단지, 신재생 에너지단지, 산업단지, 구제회의장 등을 조성
하여 심시티에서 구현하였다.

3) 국토연구분야의 활용 가능성

3차원 그래픽과 지형 제작을 통해 현실감 있게 공간을 표현하고, 다양한 의사

결정 과정을 지원하기 때문에 심시티를 국토 및 도시계획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DEM을 이용하여 지형을 제작하고 3차원 모델링을 활용
하여 도시를 건설하기 때문에 GIS를 접목하여 공간을 입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좌표체계와 정확한 축척을 지원하지는 못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지만 심시티는 지형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좌표체계와
셀을 이용한 거리정보, 그리고 각종 도시통계자료를 제공한다. 위치정보와 속성
정보는 GIS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로 향후 현실 세계와 심시티를 연결하는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의사결정 과정들은 시스템 다이내믹스와 심시티를 연결하는 한 요소로 도시경
영과 관리에 있어서의 다양한 항목 추가와 변수의 도입을 통해 현실세계와 유사
한 도시 현상들을 계량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계량화된 도시 정보자료를 속성 값으로 변환하면 GIS와의 연계 또한 가능하게
될 것이다.

79) 전라북도 군산, 김제, 부안에 총길이 33㎞의 방조제를 축조해 총면적 40,100ha의 토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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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그림 4-31> 새만금 사업지구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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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Ⅴ: 인구이동 모형 개발 및 파라미터 추정80)

1. 인구이동 확장모형 개발 및 실증분석
1) 인구이동 확장모형의 개념적 틀

거시적(macro) 관점에서의 인구이동에 대한 분석은 출발지와 도착지의 사회,
경제적, 물리적 환경과 이동에 장해요인인 거리를 고려하여 인구이동 현상을 설
명하고 있는데 비해, 미시적(micro) 관점에서는 인구이동에 있어서의 의사결정
(decision-making) 과정에 초점을 두고 인구이동을 설명한다. 특히 미시적 관점에

서는 개개인이 목적지를 선택하는 과정에 대해 관심을 두고 있으며, 장소 효용
(place utility)과 도착지의 잠재적 매력도를 주관적으로 인지하고 평가한 후에 최

종 목적지를 선택하고 이동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있다. 이렇게 두 가지 관점에서
의 인구이동은 부분적으로는 성공적이며, 상호 보완적인 면을 지니고 있으나, 인
구이동을 종합적으로 설명하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
점을 통합할 수 있는 모델을 구축한다면 인구이동의 다양한 양상을 보다 더 설명
할 수 있을 것이다. Cadweller(1995)는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간의 상호 연결
관계를 보여주는 이론적 틀을 개념적으로 제시하였지만, 지금까지 실증적으로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의 접근방법을 통합화하여 인구이동 모델을 구축하고
80) 이 연구의 협동연구로 수행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재정투자 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인구이동
확장모형 개발 및 파라미터 추정 연구(2008.12)」를 발췌하여・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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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는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Cadweller의 개념적 틀을
바탕으로 인구이동의 거시-미시적 접근을 통합화한 모델을 구축하고 실증분석을
수행하려고 한다.
인구이동의 통합화 모델의 개념적 틀은 그림 17과 같다. 먼저 거시적 관점에서
인구이동을 설명하는 객관적 변수(        )들이 인구이동의 흐름(M)를 설명하
기 위해 다양하게 조합되어질 수 있다(①). 그러나 인구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이
러한 객관적 변수들은 인구이동의 잠재성을 지닌 개개인의 인지를 통해 주관적
인 변수(        )로 변형된다(②). 이러한 주관적인 변수들은 잠재적인 이동자들
이 대안적인 목적지를 선택하는 매력도(attractiveness)로서 목적지에 대한 효용함
수(utility functions)로 조합되며, 이러한 개개인 효용함수에 따른 지역간 효용도에
따라서 궁극적으로 인구이동이라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③). 따라서 인구이
동의 통합화 모델은 객관적 변수들과 인구이동의 행태를 연결하는 숨겨진 불랙
박스(black box)를 밝히는 시도라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개념적 틀은 다음과 같
이 풀이될 수 있다.

<부그림 5-1> 거시적-미시적 인구이동의 통합화 모델의 개념적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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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두 지역간 인구이동량 M은 객관적 변수들의 조합으로 표현될 수 있다
[(        ]. 이는 일반적으로 중력모델을 기반으로 한 회귀식을 통해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객관적 변수들은 출발지 주민 개개인의 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관적인 변수로 변환시켜     로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변환된 주관적 변수들은 목적지에 대한 효용함수로 조합되어 지역
의 종합적 매력도로 표출가능하다. 즉,       로 나타낼 수 있으며
변수의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가 부여된 최종적인 효용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  







). 여기서   는 k에 대한 지역 a의 종합적인 매력도이고

  는 k에 대한 특성  에서 지역 a의 매력도 비율이다. 그리고  는 k에게 특

성  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이다. 이렇게 효용함수로 측정된 매력도는 궁극적으로
인구이동으로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즉,      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거
시적 인구이동을 미시적인 과정을 거쳐서 통합화될 수 있다.
④의 흐름은 목적지에 대한 선호가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는 단계로서 아무리
선호하더라도 제약조건에 따라서 실제로 이동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본 연
구에서는 일단 이동이 일어난 사람들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④의 흐름은 제외
시켰다.
인구이동시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에서 개개인은 대안적인 목적지들 가운
데서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한다는 전제하에서 가장 높은 매력도를 지닌 지역을
최종 목적지로 선택하다고 가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로모델(path model)
을 통하여 인구이동에 영향을 주는 직접적인 변수와 간접적인 변수들의 영향력
과 계수를 추정하였다.

2. 경로 다이어그램(Path Diagram) 구축
경로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변수들 간의 복합적 선형관계를 분해하여
각 경로의 인과관계를 수리적·도식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경로다이어그램을 구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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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여야 한다. 여기서 경로다이어그램이란 연립방정식 체계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경로분석을 수행하기 전에 인구이동 현상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 간의 관계를 가설적으로 나타낸 입력 경로다이어그램(Input Path Diagram:
IPD)을 구축한 후, 이를 바탕으로 통계분석을 실행하면 산출 경로다이어그램
(Output Path Diagram: OPD)이 최종적으로 구축된다.

입력 경로다이어그램을 구축하기 전에 먼저 총인구이동량과 6개 환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표 44에서 볼 수 있는 바과 같이 모든 상관계수가
유의수준 .01에서 유의하며 상당히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다라서
환경변수들간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효과를 갖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부표 5-1> 총이동량과 환경변수들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총이동량
기반시설
환경
교육환경
산업취업
환경
재정환경
문화복지
환경
신규주택
환경

총

기반시설

교육

산업취

재정

문화복

신규주

이동량
1

환경

환경

업환경

환경

지환경

택환경

.715(**)

1

.663(**)

.781(**)

.657(**)

.653(**)

.778(**)

.667(**)

.852(**)

.563(**)

.567(**)

.394(**)

1
.5 99
(**)
.6 66
(**)
.5 83
(**)
.4 85
(**)

1
.755(**)

1

.613(**)

.750(**)

1

.523(**)

.578(**)

.436(**)

1

** p<0.01

본 연구에서는 구축한 입력 경로다이어그램(IPD)은 그림 26과 같다. 인자분석
을 통하여 얻은 환경변수들간의 모든 경로는 선행연구와 이론을 바탕으로 논리
적으로 타당한 경로만을 설정하였다. 다시 말해, 통계적으로 유의하더라도 논리
적으로 유의미한 해석이 불가한 경로는 제외하였다. 경로분석에서 모든 경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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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는 직접효과(direct effect)와 간접효과(indirect effect)로 대별될 수 있다.
그림 26에서 실선으로 표현된 경로는 인구이동을 유발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의미하며 교육환경, 신규주택환경, 문화복지환경, 산업취업환경의
4가지 환경변수가 이에 해당한다. 반면에 재정환경과 기반시설환경 변수에서 시

작하여 점선으로 표현된 경로는 인구이동을 유발하는데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로로, 이는 매개변수를 경유하여 총이동량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부그림 5-2> 인구이동 입력 경로다이어그램

기반환경

재정환경

교육환경

신규주택환경

산업취업환경

총이동량

문화복지환경

SPSS AMOS 통계 패키지를 이용하여 입력 경로다이어그램(IPD)에서 각 변수

들간의 경로계수를 추정하였다. 모든 경로계수들 가운데 유의수준 .05를 보이고
있는 경로만을 최종적으로 도식화하였다. 그 이유는 유의하지 않은 간접효과까
지 고려할 경우 사실상 모든 경로가 존재한다고 가정해야 하며 그 결과 본 경로
분석을 통해 파악하고자 하는 주요경로를 파악할 수 없는 복잡한 모형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설명변수에 의해 설명되지 못하는 부분인 각 변수마다의   ∼  
의 잔차(residual)가 작을수록 설명력이 커지므로 최소한의 경로 설정으로 설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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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높이는 동시에 잔차를 최소화하도록 경로를 설계하였다. 5년간 전국 288개 구
시군의 총이동량에 대한 산출 경로다이어그램을 보면 최종적으로 양(+)의 인과
관계를 보이는 11가지 경로가 도출되었다(<부그림 5-3> 참조).
<부그림 5-3>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구축된 인구이동 산출 경로다이어그램
.61
교육환경

기반환경

.25
e1

.17
e4

.49
.36

.18

재정환경

총이동량

신규주택환경

.09
e2

e6

.50
.48

.66

.73

산업취업환경

e3

문화복지환경

e5

경로모형은 1개의 외생변수(신규주택환경)와 6개 내생변수(재정환경, 기반시
설환경, 교육환경, 산업취업환경, 문화복지환경, 총이동량) 및 6개 잔차변수 로
구성되었다. 외생변수(exogenous variable)로 가정한 신규주택환경 변수는 경로모
형 안에 있는 다른 변수들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다. 반면에 내생변수
(endogenous variable)들은 경로모형 안의 인과관계 속에서 다른 변수들에 의해 그

변량이 설명되는 변수이다. 내생변수가 6개 이므로 아래와 같은 6개의 방정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을 사용하여 경로모형을 추정
하고 경로모형의 적합성을 검토하였다. 일반적으로 모형 적합도 판정을 위해
CMIN과 GFI를 많이 사용한다. 경로모형 분석 결과 CMIN값은 기준치에서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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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지만, GFI값은 일반적으로 추천되는 적정모형의 기준(0.9)에서 0.02 미달되었
다. 한편 GFI (Goodness of Fit Index)는 설계 모형이 전체 자료를 얼마나 잘 설명
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회귀분석에서   와 유사하다. 즉, 최소자승법에 의한
구조방정식의 결정계수라고 할 수 있다.
총이동량
문화복지
교
육
산업취업
재
정
기
반

 교육   신규주택    산업취업   문화복지    
 재정    
 기반   재정    
 기반    
 산업취업   신규주택    
 재정    
<부표 5-2> 경로모형의 적합도 판정을 위한 지수

Model Fit Index
측정모형
적정모형

CMIN(  통계량)
1481.379
0.05 이하

GFI(기초부합치)
.880
0.9 이상

경로분석을 수행한 결과 산출된 다중상관제곱(Squared Multiple Correlations)은
회귀분석에서   의 의미처럼 독립변수에 의해서 설명되는 부분을 의미한다. 그
림 27의 경로모형 내에서 설정된 내생변수 1개와 외생변수 5개로 총이동량의 분
산이 76.5%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업취업환경은 39.4%, 재정환경은
53.6%, 문화복지환경은 52.7%, 교육환경은 63.2%, 기반환경은 40.1%가 설명된다.

외생변수인 신규주택환경 변수는 설명해주는 변수가 없으므로 다중상관자승 값
을 가지지 않는다.
<부표 5-3> 다중상관제곱을 통해 본 환경변수들의 총이동량에 대한 설명력
내생변수
총이동량
산업취업환경
재정환경
문화복지환경
교육환경
기반시설환경

모형
.765
.394
.536
.527
.632
.401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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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로계수(Path Coefficient) 해석
경로분석도 일종의 회귀분석이므로 회귀계수, 즉 경로계수를 가진다. 일반적
으로 경로계수를 풀이할 때 표준화회귀계수(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
Beta)를 토대로 한다. 이는 종속변수에 미치는 변수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비교

하기 위해서이다. 여기서 표준화계수란 해당 변수 1 표준편차가 변화될 때 영향
을 받는 종속변수의 순변화로 해석할 수 있다. 표 47에 나타난 바와 같이 11개
경로에 대한 경로계수는 매우 유의적으로 나타났으며, 모두 (+)의 부호를 보이고
있다. 문화복지환경과 재정환경간의 경로계수가 0.726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
며, 총이동량과 문화복지환경간의 경로계수도 0.656으로 매우 높은 편이다. 한편
총이동량과 산업취업환경간의 경로계수는 0.090으로 가장 작게 나타났다.
<부표 5-4> 경로모형을 통해 추정된 경로계수
경로
재정환경
문화복지
환경
교육환경
교육환경
총이동량

←

.360(***)

S.E.

C.R.

.432(***)

.055

7.913

.873(***)

.055

15.899

←
←
←

재정환경
기반환경
교육환경

.248(***)
.610(***)
.170(***)

.305(***)
.426(***)
368767.979(***)

.065
.037
88315.018

4.655
11.469
4.176

.656(***)

1451912.097(***)

86947.019

16.699

.182(***)

581683.759(***)

108840.145

5.344

.090(**)

196102.614(**)

89340.259

2.195

.491(***)

.864(***)

.104

8.307

.498(***)

.409(***)

.042

9.812

.482(***)

.333(***)

.041

8.070

←

총이동량

←

기반환경

←

재정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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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표준화)

.726(***)

총이동량

(주):

(표준화)

재정환경

←

환경

환경

Estimate

←

총이동량

산업취업

신규주택

Estimate

←

** p<0.05

문화복지
환경
신규주택
환경
산업취업
환경
재정환경
산업취업
환경
기반시설
환경
*** p<0.01

C.R. = t-value

2) 총이동량에 영향을 미치는 직·간접효과

총이동량에 직접효과가 큰 변수는 문화복지환경(.656), 신규주택환경(.182), 교
육환경(.170), 산업취업환경(.090) 순서로 나타났다. 특히 문화복지환경이 가장 영
향력이 큰 변수이며, 신규주택환경과 교육환경은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산업취업
환경이 제일 영향력이 작다고 풀이할 수 있다. 한편 총이동량에 간접효과가 가장
큰 변수는 재정환경(.669), 산업취업환경(.333), 기반환경(.307), 신규주택환경
(.241) 순서로 나타났다(<부표 5-5> 참조). 이는 재정환경이 간접경로를 통하여

인구이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해준다. 한편 직접효과와 간접효
과가 모두 있는 신규주택환경과 산업취업환경의 경우 직접효과보다는 간접효과
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이동량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합계한 총효과를 보면 재
정환경(.669), 문화복지환경(.656), 신규주택환경(.423), 산업취업환경(.423), 기반
환경(.307), 교육환경(.170) 순서로 나타났다. 간접효과에서 가장 중요했던 재정환
경이 인구이동에 미치는 총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직접효과가 컸던 문화복
지환경이 그 뒤를 이었으며 직·간접효과를 모두 가지는 신규주택환경과 산업취
업환경도 총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구시군을 대상으로 지난 5년 동안 총이
동량에 영향을 미친 환경변수들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그리고 총효과를 요약
하면 <부표 5-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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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5-5> 총인구이동량에 영향을 준 환경변수들의 직·간접효과와 총효과
구분
직접효과

경로

신규주택환경

기반환경

산업취업환경

→

→

→

재정환경

→

문화복지환경

→

교육환경

→

기반환경
산업취업환경
재정환경
문화복지환경
교육환경
총이동량
기반환경
산업취업환경
재정환경
문화복지환경
교육환경
총이동량
기반환경
산업취업환경
재정환경
문화복지환경
교육환경
총이동량
기반환경
산업취업환경
재정환경
문화복지환경
교육환경
총이동량
기반환경
산업취업환경
재정환경
문화복지환경
교육환경
총이동량
기반환경
산업취업환경
재정환경
문화복지환경
교육환경
총이동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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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효과
.200
.096
.048
.296
.223
.241
.133
.064
.272
.197
.149
.307
.277
.133
.066
.410
.309
.333
.065
.268
.133
.097
.373
.669

총효과
.200
.096
.408
.296
.223
.423
.133
.546
.272
.197
.759
.307
.277
.133
.564
.410
.309
.423
.556
.268
.133
.823
.620
.669

.656

.000

.656

.170

.000

.170

.360

.182
.482

.610

.498

.090
.491

.726
.248

<부표 5-6> 총인구이동량에 영향을 환경변수들의 영향력 요약
신규주거환경
기반시설환경
산업취업환경
재정환경
문화복지환경
교육환경

직접효과
.182
.090
.656
.170

간접효과
.241
.307
.333
.669
-

총효과
.423
.307
.423
.669
.656
.170

3) 재정환경 순환구조 분석

경로모형 분석을 통해 나타난 재정환경 변수의 경로계수 및 경로 방향을 토대
로 하여 지방재정투자에 따라 나타나는 파급효과를 순환구조로 파악할 수 있다.
즉, 지방의 재정투자를 통해 재정환경이 좋아지는 경우 그 파급효과를 다음과 같
은 순환구조로 표현할 수 있다.

재정환경의 순환구조를 통한 파급효과
(재정환경 상승→ 기반환경 상승→ 산업취업환경 상승 → 재정환경 상승 → …)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개발을 위해 투자되는 재정사업이 지방에 시행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기반시설이 확충되고 산업입지 여건이 개선되면 고용을 창출하게 되
고, 이는 다시 지방세액 증가를 가져오게 되어 다시 지방재정이 확보되는 순환적
인 효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지방재정투자로 인한 파급효과는 재정환경의 순환
구조에 따라서  ×  ×    만큼 순환에 따른 승수효과로 가중
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재정투자에 따른 파급효과는 재정환경의 순환구조로 풀이할 수 있
다. 이러한 재정환경의 순환구조에 따른 효과를 산출해보면 재정환경이 교육환
경에 미치는 순환효과는 0.62이며, 문화복지환경에 미치는 순환효과는 0.823, 그
리고 기반시설환경에 미치는 순환효과는 0.556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방재정투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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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 인해 재정환경이 개선되는 경우 문화복지환경이 가장 큰 순환구조에 따른
파급효과를 갖게 되며, 교육환경과 기반시설환경도 상당히 개선되는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① 재정환경 → 교육환경에 미치는 순환적 파급효과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   ∙  ×  ×   




  ×  ×  ×  
   
 

② 재정환경 → 문화복지환경에 미치는 순환적 파급효과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  ×  ×  




   
 

③ 재정환경 → 기반시설환경에 미치는 순환적 파급효과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  ×  ×  
  




   
 

4)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이동에 대한 경로분석

서울, 경기, 인천의 66개 구‧시‧군을 대상으로 한 경로모형을 구축하고 경로계
수를 추정한 결과 전국 구‧시‧군을 대상으로 한 경로모형과는 다소 다르게 4가
지 경로가 음(-)의 경로로 나타나거나 유의하지 않은 계수가 도출되었다. 반면에
비수도권 162개 구‧시‧군를 대상으로 경로모형을 구축하고 경로계수를 추정한
결과 수도권과 달리 산업취업환경 → 재정환경 경로만 음(-)의 경로를 나타났다.
214

이와 같이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한 경로모형이 다소 차이가 나고
있음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총이동량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환경변수들의 상
대적인 강도와 인과관계가 다름을 시사해준다.
<부그림 5-4> 수도권을 대상으로 한 인구이동 산출 경로다이어그램
.30
교육환경

기반환경

.47
e1

.19
e4

.36
.04

.04

재정환경

총이동량

신규주택환경

-.11
e2

e6

.78
.07

.83

.77

산업취업환경

e3

문화복지환경

e5

<부표 5-7> 수도권을 대상으로 한 경로모형을 통해 추정된 경로계수

←

신규주택환경

Estimate
(표준화)
.042

경로
재정환경
문화복지환

Estimate
(비표준화)
.051

S.E.

C.R.

.091

.558

경
교육환경

←

재정환경

.768(***)

.954(***)

.099

9.671

←

재정환경

교육환경

←

기반환경

.465(***)
.299(***)
.195(***)
.826(***)
.039
-.107
.360(**)
.780(***)
.074

.307(***)
.185(***)
795363.143(***)
1788997.553(***)
125049.822
-269858.557
.384(**)
.732(***)
.074

.068
.064
292767.403
172422.244
198956.190
203445.247
.190
.075
.203

4.493
2.885
2.717
10.376
.629
-1.326
2.021
9.777
.364

총이동량

←

교육환경

총이동량

←

문화복지환경

총이동량

←

신규주택환경

총이동량

←

산업취업환경

기반환경

←

재정환경

재정환경

←

산업취업환경

산업취업환경

←

기반환경

(주): ** p<0.05

*** p<0.01

C.R. = t-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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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그림 5-5>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한 인구이동 산출 경로다이어그램
.58
교육환경

기반환경

.29
e1

.21
e4

.77
.64

.12

재정환경

총이동량

신규주택환경

.13
e2

e6

-.16
.74

.63

.71

산업취업환경

e3

문화복지환경

e5

<부표 5-8>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한 경로모형을 통해 추정된 경로계수
경로

Estimate
(표준화)

Estimate
(비표준화)

S.E.

C.R.

재정환경

←

신규주택
환경

.635(***)

.887(***)

.112

7.947

문화복지
환경

←

재정환경

.714(***)

1.106(***)

.085

12.932

교육환경

←

재정환경

.288(***)

.567(***)

.129

4.392

교육환경

←

기반환경

.585(***)

.444(***)

.050

8.910

총이동량

←

교육환경

.211(***)

304447.657(***)

67906.763

4.483

.632(***)

1154498.086(***)

78159.251

14.771

.124(***)

490455.276(***)

162574.227

3.017

.134(***)

253082.944(***)

80205.273

3.155

문화복지
환경
신규주택
환경
산업취업
환경

총이동량

←

총이동량

←

총이동량

←

기반환경

←

재정환경

.774(***)

2.004(***)

.175

11.470

재정환경

←

산업취업
환경

-.162

-.108

.080

-1.347

산업취업
환경

←

기반환경

.741(***)

.429(***)

.043

10.014

*** p<0.01

C.R. = t-value

(주):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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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는 지금까지 전국·수도권·비수도권을 대상으로 하여 산출된 인구이동
경로모형을 표준화경로계수를 토대로 비교하였다(<부표 5-9> 참조). 특히 수도권
과 비수도권에서 나타나는 경로게수와 경로모형의 차이점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로는 전국과 비수도권을 또는 전국과 수도권을 대
상으로 비교하였다.
<부표 5-9> 전국·수도권·비수도권을 대상으로 한 경로계수 비교
Estimate(표준화)
전국
수도권

경로
재정환경
문화복지
환경
교육환경
교육환경
총이동량

←

.360(***)

.042

.635(***)

재정환경

.726(***)

.768(***)

.714(***)

←
←
←

재정환경
기반환경
교육환경
문화복지

.248(***)
.610(***)
.170(***)

.465(***)
.299(***)
.195(***)

.288(***)
.585(***)
.211(***)

.656(***)

.826(***)

.632(***)

.182(***)

.039

.124(***)

.090(**)

-.107

.134(***)

.491(***)

.360(**)

.774(***)

.498(***)

.780(***)

-.162

.482(***)

.074

.741(***)

←

총이동량

←

총이동량

←

기반환경

←

재정환경

←

환경

환경

비수도권

←

총이동량

산업취업

신규주택

←

(주): ** p<0.05

환경
신규주택
환경
산업취업
환경
재정환경
산업취업
환경
기반환경
*** p<0.01

총이동량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환경은 전국(.170), 수도권(.195), 비수도권(.211)
순서로 나타났으나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고 있다. 반면에 총이동량에 영향을 미
치는 문화복지환경은 수도권(.826)이 비수도권(.632)과 전국(.656)보다 높게 나타
났다. 이는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문화생활과 복지환경에 대한 수
요가 높아서 총이동량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풀이할 수 있다.
한편 신규주택환경이 총이동향에 미치는 영향력은 에상과는 달리 나타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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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선 수도권에서는 신규주택환경의 영향이 비수도권보다 클 것으로 예상하
였으나, 신규주택환경→재정환경, 신규주택환경→총이동량의 경로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비교하지는 못하였다. 전국과 비수도권을 대
상으로 신규주택환경의 영향을 보면, 비수도권에서 신규주택환경이 재정환경에
미치는 영향(.635)은 전국(.360)보다 .275 높게 나타났다. 이는 신도시와 뉴타운이
밀집되어 있는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주택단지가 분산되어 있는 비수도권에서
신규주택입지에 따른 재정환경 기여도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비수도권에
서 신규주택환경이 총이동량에 미치는 영향(.124)은 전국(.182)보다 .058 낮게 나
타났다. 이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신규주택이 유발하는 인구이동량이 전국보다
다소 적음을 보여준다.
신규주택환경에 비하여 기반시설환경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표준화경로계
수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수도권의 경우 기반시설환경이 교육환경
에 미치는 영향(.299)은 전국(.610)과 비수도권(.585)의 절반 수준이었다. 수도권
은 비수도권과 비교하여 이미 기반시설이 상당히 확충되어 있으므로 교육환경
개선효과가 상당히 낮게 나타나고 있다고 풀이할 수 있다. 또한 기반시설환경이
산업취업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수도권에서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으나 비수도
권에서는 .741로 나타나 전국(.482)보다 .259 높았다. 아직 수도권보다 기반시설
이 상대적으로 미비한 비수도권에서 기반시설환경 개선에 따른 산업구조변화와
고용창출효과가 훨씬 큼을 시사해준다.
또한 재정환경이 문화복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전국(.726), 수도권(.768),
비수도권(.714) 모두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재정환경이 교육환경과
기반시설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대조를 이루고 있다. 재정환경이 교육환경
에 미치는 효과는 수도권(.465)이 비수도권(.288)보다 1.61배로 나타났으나, 재정
환경이 기반시설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비수도권(.774)이 수도권(.360)보다 2.15배
높게 나타났다. 재정환경이 나아지면 상대적으로 교육열이 높은 수도권에서는
교육환경의 개선효과가 뚜렷한 반면 상대적으로 기반시설투자가 요구되는 비수
도권에서는 기반환경의 개선효과로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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