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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FINDINGS & SUGGESTIONS

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
개인의 소득‧소비, 기업의 생성‧소멸 등 국토공간상에서 생활을 영위하고 활동을 전개하는
주체에 관한 미시적‧동태적인 빅데이터를 국토균형발전정책에 활용하는 방안 모색
빅데이터의 수집‧정제‧융합을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개인소득과 기업활동에 관한 데이
터를 중심으로 빅데이터 기반 분석모형을 개발하고 전 국토를 대상으로 실증분석 수행
- 100미터 그리드셀을 최소단위로 하여 개인소득 등 빅데이터 분석
- 국토균형발전의 공간적 다층위성과 상대성을 실증적으로 도출 → 다층적 균형정책의
필요성과 이를 지원하는 빅데이터 기반의 분석체계 구축과 활용 가능성 제시
분석결과를 다양한 사용자가 공유할 수 있도록 국토균형발전 온라인 대쉬보드를 시험개발
하고 국가균형발전종합플랫폼(NABIS)과 연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

본 연구보고서의 학술적 기여 및 정책제안
(학술적 기여)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다계층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실제 개인 및 기업데
이터를 시범분석하여 기존의 통계자료 기반 정보 생산과 차별화된 모델‧방법론 제시
(빅데이터 구축) 국가균형발전 정책차원에서도 전통적인 행정통계나 공간정보 기반의 분석
체계를 넘어 빅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대쉬보드와 같은 플랫폼 구축
(국가균형발전 정책 활용) 균형발전 상태를 측정‧진단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종합정보시스템과 같은 기존 플랫폼을 고도화
(추진과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1조의2(지역통계 기반 구축 및 개발·관리) 관련 내용
을 변화하는 시대적 여건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빅데이터의 체계적 구축과 활용을 위한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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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SUMMARY

1. 연구의 개요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개인의 소득 활동과 소비, 기업의 생성과 소멸 등 국토 공간상에서 생활을 영위
하고 경제활동을 전개하는 행위주체와 이를 담는 그릇이 되는 국토공간을 중심
으로 다양항 국토균형발전정책 발굴 필요
∙ 국토, 지역, 도시 부문 정책에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각종 사회경제 빅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발굴, 수집, 정제, 융합하여, 빅데이터에 기반한 새로운
정책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이용할 필요
∙ 데이터의 미시적이고 동태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기존의 통계분석 및 공간분석
의 수단으로는 다루기 어려우므로, 국토 공간의 실태에 대한 효과적 파악의 차
원에서 빅데이터의 분석, 시각화, 시뮬레이션 등의 활용에 관한 모형을 지속적
으로 개발할 필요
□ 연구의 목적
∙ 이 연구는 빅데이터를 국토균형발전에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
음과 같은 세가지 목적하에 수행
- 첫째, 이 연구에서는 사람, 기업, 국토공간에 관한 빅데이터의 수집, 정제,
융합 방법론을 제시
- 둘째, 이와 같이 마련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토균형발전 분석모형의 개발과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을 수행
- 셋째, 일반국민과 정책결정자가 국토 균형발전을 새롭게 이해하고 상호협력적
으로 정책을 수립해 나갈 수 있도록 온라인 대쉬보드 시험개발하고 국토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적 활용방안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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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균형발전 동향 및 시사점
□ 균형발전 정책발전 동향
∙ 균형발전(balanced development)은 사전적으로는 지역의 사회경제적 여건이
나 주민의 삶의 질 등의 격차가 심하지 않고 균등한 수준을 가지는 것을 의미
∙ 그러나 균형발전의 실천적 개념은 국가별로도 차이가 있으며, 동일 국가내에서
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관점과 접근이 존재하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정의
하는 것은 한계
∙ 큰 틀에서 균형발전의 패러다임 변화를 살펴보면 과거에는 중앙정부 주도의 인
프라 투자 등이 균형발전의 주요한 목표와 수단이었다면, 최근에는 지역공동의
포용성장, 지역주도의 혁신성장, 개인의 삶의 질 향상 등이 보다 중요한 목표와
수단으로 부각
□ 균형발전 지표개발 동향
∙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간 불균형 수준, 불균형발전의 원인 파
악 등의 격차를 먼저 평가하여야 하며,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할 것임
∙ 이러한 국가균형발전의 평가방법으로는 균형발전 관련 지표개발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지역발전지표, 지역발전격차지표, 균형발전지표 등으로 구
분할 수 있음
∙ 이러한 지표들은 균형발전에 관한 종합적 척도로써의 의미는 중요하다고 할 것
이나, 2001년에 개발된 지표부터 2019년에 개발된 지표에 이르기까지 집계자
료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실정이며, 지역경제와 지역발전의 중요한 행위주체
인 개인과 기업 등의 활동에 관한 구체적 지표는 아직 부족한 상황
표 1 | 균형발전 지표검토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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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세부지표

경제·산업

- 지역내총생산(1인당GRDP), 평균임금(만원), 경제활동인구(경제활동 참가율), 취업률, 산업생산지
수, 수출액(비중)
- 주력기간산업(입지계수), 지식기반산업(입지계수), 선도산업(입지계수)
- 총 사업체 수, 지난 5년간 연평균 사업체 증감률, 15세 이상 인구 대비 총 일자리 수 비율(사업체
종사자 수 + 농업종사자 수), 1인당 지방소득세, 재정자립도,

부문

세부지표
- 도소매·음식숙박·서비스업 종사자당 매출액, 도소매업통계조사보고서, 제조업 종사자당 부가가치
(5인 이상 업체), 제조업체 창업률, 재정자립도(2003년도), 서울과의 접근성(시간거리의 역수),
주변 대도시와의 접근성(시간거리의 역수)
- 총취업자수, 전산업사업체수, 산업용전력소비량, ‘97-’99 평균 건설수주액
- 지역내 새로운 기업, 지역내부 투자, 지역내 새로운 기업 유인 요소

혁신·지식

- 고학력비중(종사자), 연구개발투자액, 산업재산권(만명당 특허등록수), 창조인력비중
- GRDP 대비 공공부문 R&D 지출액 비중, GRDP 대비 기업의 R&D 지출액 비중, 인구 백만명당
하이테크 특허 출원건수, 인구 백만명당 특허 출원건수, 인구 백만명당 특허 등록건수, 총사업체
수 천 개당 벤처기업 수, 총매출액 중 신제품 매출액 비중, 총매출액 중 시장에서는 기출 제품이나
자사에는 신제품인 제품의 매출액 비중, 인구대비 인터넷 이용자 수 비율, 인터넷 이용률, GRDP
대비 정보통신제품 생산액 비중, 제조업 총부가가치 중 하이테크 업종 부가가치의 점유율, 전체
중소기업 중 자체 혁신활동 수행 기업 비율, 전체 중소기업 중 혁신 관련 협력활동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비율, 총매출액 중 혁신 비용의 비율, 전체 중소기업 중 비기술적 변화를 이용하는 중소기
업의 비율
- 과학·컴퓨터·공학 전문가 수(인구 만 명당), 기타 전문가 수(인구 만 명당), 대졸 이상 인구(인구
만 명당), 지식 제조업·서비스업 종사자 비중, 벤처기업 수, 기업부설연구소 수(2001년), 지역혁신
지원기관 수(2003년), 대학 및 전문대학 수
- PC보급대수, FAX수, 홈페이지보유자수, 정보통신이용료, 코스닥상당 벤처기업 본사수, 상장기업
본사수, Kr 도메인수, 특허출원기수, 국제우편물 접수건수, PC뱅킹 및 인터넷 뱅킹 이용자수

인문·사회

- 건강보험 미가입률, 이혼율, 자살률
- 20~29세 인구 중 과학기술계 신규 대학(전문대 포함. 이하동일) 졸업자 비율, 25~64세 인구
중 대졸 이상 인구 비율 , 25~64세 인구중 연구개발인력 비율, 총취업자 중 하이테크 제조업
업종의 종사자 비율, 총취업자 중 하이테크 서비스업 종사자 비율
- 총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 연앙인구 천명 대비 출생자 비율
- 연평균 인구 성장률, 경제활동인구 비중
- 인터넷가구 비율, 이동전화인구 비율, 연간 축제횟수, 국립·도립·군립 공원 및 지정 관광지 수,
자연환경자원(자연휴양림, 해수욕장, 동굴, 폭포, 보호구역 등)의 수, 문화재 수, 체육시설 수(인구
만 명당), 여성 전문가와 의원·임원·행정 및 경영, 관리자 수 합계(인구 만 명당)
- 총인구, 경제활동인구, 자동차수, 고등학생수, 가정용 전력소비량
- 각종 문화공간(공연시설, 전시시설), 연간 영화관람객수, 도서관수, 도서관 장서수
- 대학교수, 의사, 대학원학생수, 컴퓨터관련 연구개발원, 입법자, 고위관리직, 기술자

생활기반

- 고속도로(연장비중), 산업단지(면적비중)
- 노후주택비율, 상하수도 보급률, 1㎢당 학교 수(초･중･고), 인구 천 명당 사설학원 수, 인구 천
명당 의료인 수, 인구 천 명당 병상 수, 영유아(6세 미만) 천 명당 보육시설 수, 1㎢당 노인여가복지
시설 수, 녹지율, 인구천명당 도시공원 면적, 문화기반시설술, 인구 천명당 마을체육시설수
- 도로율, 도로포장률, 상수도보급률, 하수도보급률, 현대식 난방시설을 갖춘 주택의 비율, 1985년
이후 건축된 주택의 비율, 오염물질 배출시설 수(인구 만 명당)
- 자치단체예산액, 공무원수, 도시공원면적, 도로연장, 음식점, 숙박업소, 목욕탕, 미용실, 세탁소,
체육시설
- 사회 자산 투자, 대기질, 하천 수질, 토지이용, 폐기물, 기후변화, 교통, 범람 위험도, 기개발지

요 약 · vii

□ 균형발전 모니터링 동향
∙ 지난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포털
(REDIS)을 구축하여 운영한 바 있으며, 지역정보포털에서는 지역발전에 관한
다양한 통계정보와 지역발전에 관한 사업 및 정책자료 등을 수집하여 다양한 사
용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문재인 정부는 이를 보다 발전시킨 국가균형발전종합정보시스템(NABIS)를 구
축하였으며, 2019년 12월중 완전 개통을 종료하고, 2020년부터는 2단계 구축
을 통해 Open API 연계, 데이터 시각화 등을 추진할 예정

그림 1 | NABIS의 주요 기능 및 메뉴

자료: www.nabis.go.kr (2019. 12. 10 접속)

□ 시사점의 종합
∙ 균형발전 정책발전 동향, 균형발전 지표개발 동향, 균형발전 도구개발 동향을 살펴본
결과에 대한 시사점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균형발전 정책이 다변화되고 있음. 과거에는 중앙부처가 주도하는 낙후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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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인프라 투자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각 지역의 혁신역량을 제고하고 사회경제
적 포용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정책의 목표가 전환되고 있음
- 둘째, 따라서 이러한 정책적 변화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지표의 개발과 활용이 필요
하며, 총량적 지표에서 미시적 지표로의 전환이 필요. 총량지표의 필요성과 유용성
은 계속 유효하다고 할 것이나, 부가하여 새로운 척도의 개발과 활용이 필요
- 셋째, 정보공개와 공유, 그리고 균형발전 모니터링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과 대쉬보
드의 개발과 활용이 필요

3. 빅데이터 기반 국토균형발전 분석모형 개념정립
□ 빅데이터 기반 국토균형발전 분석체계의 정의
∙ 빅데이터는 단순히 크기가 큰 데이터가 아니라, 개인과 기업의 활동 등에 관한 구체적
정보를 담고 있는 미시적(micro)이고 동태적(dynamic)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기
존의 통계자료로는 어려운 다차원적 분석과 시사점 도출에 유용하게 활용 가능
∙ 그러나 공공부문에서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통계자료와는 달리 대부분의 빅데이터는
다양한 이유로 접근성, 가용성, 활용성이 제한적인 상황이이며, 무상공개 되는 데이
터 보다는 유상판매되는 데이터가 많으며,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공개가 제한되는 경
우도 있음
∙ 따라서 앞장에서 검토한 것과 같이 다양한 부문을 포괄하는 종합적(comprehensive)
지표체계를 개발하는 것에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은 아직은 한계가 있으나, 그럼에
도 불구하고 가용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점진적으로 새로운 척도를 만들어 가는 것은
반드시 필요
∙ 이와 같은 문제인식하에 이 연구에서는 주로 행정구역 단위로 수집되는 통계자료 등을
기초로 수립되고 있는 기존의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보완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측면에
서 빅데이터 기반의 분석대상 및 분석체계를 제시
- 사람: 개인소득의 분석을 통해 대상공간의 성장과 분배를 파악
- 기업: 기업활동의 분석을 통해 대상공간의 기회와 혁신역량을 파악
- 장소: 장소특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대상공간의 서비스와 매력도를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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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 빅데이터 기반 균형발전 분석대상 및 분석항목

자료: 저자작성

□ 분야별 빅데이터 수집, 정제, 융합 방법론
∙ 빅데이터는 기존의 통계자료와 달리 정제되어 활용가능한 완성품의 상태로 존
재하기 보다는 원천데이터 형태로 존재하고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가공하
여 사용
∙ 빅데이터는 미시적이고 동태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현실적인 이유로 많은
경우 공공기관에서는 행정구역 단위로 집계하여 활용하는 경우가 많음
∙ 그러는 이는 빅데이터의 가치와 장점의 일부분만 이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
며, 빅데이터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미시적인 차원에서의
이용이 필요하며, 또 다른 관점에서는 많은 빅데이터는 장소성을 부여하여 공
간 빅데이터로 가공할 경우 새로운 가치를 부여할 수 있음
∙ 이와 같은 인식하에 이 연구에서는 사람, 기업, 장소에 관한 빅데이터를 수집, 정제,
융합하고자 하였으며, 수집, 정제, 융합에 관한 방법은 다음과 같음
- 수집 방법: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비식별화 조치가 시행된 데이터를
수집하여 법적 기준을 충족

x

- 정제 방법: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없는 개인 및 기업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장
소성을 부여하기 위해 지오코딩 실시하고 공간화
- 융합 방법: 정제된 개인 및 기업 데이터의 위치에 관한 key 값을 기준으로 격
자 및 블록 데이터와 융합
□ 다계층적 공간단위의 정의
∙ 빅데이터는 원론적으로는 미시적인 공간단위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다양한 공
간단위로 집계 및 분류가 가능
∙ 균형발전 분석대상을 다계층(multi-scale), 유연계층(flexible–scale) 관점에
서 접근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100 미터 그리드셀을 최소단위로 하여 3개의 계
층을 구성
- 최대단위(Tier 1): 그리드셀을 광역시도 행정구역 단위로 집계하여 사람, 기
업, 장소의 특성을 파악, 정책집행과 평가를 위한 단위
- 중간단위(Teir 2): 그리드셀을 기능적 지역1)의 단위로 집계하여 사람, 기업,
장소의 특성을 파악; 문제의 진단과 파악을 위한 단위
- 최소단위(Tier 3): 그리드셀 단위로 사람, 기업, 장소의 특성을 파악; 문제
의 진단과 파악을 위한 단위

1) 기능적 지역(functional area)이란 특정한 기능을 기준으로 지리적으로 등질한 지역을 의미하며, 기능적 지역을 단위로 공간분
석을 수행할 경우 행정구역 단위의 분석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유럽연합 등의 지역정책 개발을 위해 활발히
활용되고 있음. 예를 들어 유럽연합은 공간적 위계(spatial hierarchy)에 따른 NUTS 1, 2, 3 구분 후 다음과 같은 기능적
지역(functional area)을 도출하여 공간정책에 활용
• 도시 및 농촌지역: 도시지역, 도시 인접의 도농혼합지역, 도시 원격의 도농혼합지역, 도시 인접의 농촌지역, 도시 원격의
농촌지역
• 대도시권지역: 수도권지역, 2차 대도시권지역, 소규모 대도시권지역, 기타 대도시권지역
• 접경지역: 협력프로그램지역, 기타 접경지역
• 산악지역: 산악에 인구의 50% 이상이 거주하는 지역, 산악이 지형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지역, 산악이 지형의 50%
이상이면서 인구의 50% 이상이 산악에 거주하는 지역
• 해안지역: 해안지역 거주인구의 비중이 낮은 지역, 해안지역 거주인구의 비중이 보통인 지역, 해안지역 거주인구의 비중이
높은 지역
• 산업변화지역 등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이와 같은 기능적 지역의 정의와 활용은 부재한 상황인데, 데이터 기반의 균형발전 정책을 위해서는
위와 같은 기능적 지역을 정의와 도입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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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 다계층 공간 모델링 개념도

자료: 저자작성

4. 분석모형 시험개발 및 실증분석: 개인데이터와 기업데이터를 중심으로
□ 분석모형 설계 및 개발
∙ 국토균형발전 분석모형은 국토의 균형을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다
양한 지표를 활용한 부문지표와 종합지표로 구성되는 것이 이상적일 것이며,
지금까지 개발된 각종 지표들은 이러한 방향에 입각하여 개발됨
∙ 그러나 빅데이터의 경우 아직 각종 사회경제활동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만큼 종합적이지는 못하는 한계를 가지며, 따라서 빅데이터를 균형발전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부문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임
∙ 이 연구에서는 한국기업데이터의 기업활동에 관한 데이터와 코리아크레딧뷰로
의 개인소득에 관한 데이터를 전 국토 차원에서 구득하고 분석하여 국토균형발
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개인소득 데이터를 활용해서는 각 공간단위별로 전국대비 해당 지역의 개인
소득의 높고 낮음을 분석하고자 하며, 다음으로 기업데이터를 활용해서는 각
공간단위별로 전국대비 해당지역의 기업활동의 높고 낮음을 분석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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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상의 모형은 R, Shiny 등 오픈소스 기반으로 모형설계 및 개발을 진행
- R은 오픈소스 통계소프트웨어인데 고가의 통계패키지와 달리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면서도 다양한 분석에 필요한 성능을 갖추고 있어 빅데이터 분석도구
로 각광을 받고 있음
- Shiny는 R 기반의 웹프로그래밍 패키지로써 R코딩을 통해 웹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을 가능하게 하며, R 분석과 연계된 온라인 대쉬보드의 개발과 활
용을 가능하게 함
그림 4 | Shiny 기반 온라인 분석지도 구현예시

자료: https://shiny.rstudio.com (2019. 10. 15 접속)

□ 실증분석
∙ 개인소득, 기업활동, 장소특성 등을 전국토 차원에서 다계층적으로 실증분석을
수행
- 개인소득분포 분석결과를 예시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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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 개인소득분포 분석결과

□ 성과와 시사점
∙ 사람, 기업, 장소에 관한 빅데터를 수집, 정제, 융합하고 다계층적으로 국토균
형발전에 관한 분석을 수행
∙ 이 연구는 탐색적이고 실험적인 연구의 성격을 지니므로 분석모형과 실증분석
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결과도출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할 것이
나 이 연구를 통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국토균형발전에 관한 공간적 상대성이 존재. 공간단위를 달리하여 분석
을 수행하면, 도시와 비도시 등과 같은 단순한 이분법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님
을 알 수 있으며.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투자, 재정지원 등이 주민체감형으로 이
루어지기 위해서는 보다 세밀한 균형발전 정책개발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 둘째, 국토균형발전에 관한 내용적 복잡성이 존재. 다양한 공간단위로 기업활동과
개인소득의 분포를 살펴본 결과, 단순히 산업이 많은 것이 해당 지역의 발전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을 알 수 있음. 장소 중심의 산업입지 지원정책에서
혁신 중심의 경제활동 지원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셋째, 데이터 기반, 대쉬보드 기반 균형발전정책의 필요성이 존재. 균형발전의
공간적 상대성과 내용적 복잡성은 균형발전정책에 관한 우선순위 도출과 사회
적합의 형성이 어렵다는 점을 의미하며. 이를 완화하고 해소할 수 있는 한 방법
은 증거기반 정책, 데이터 기반, 대쉬보드 기반의 균형발전 정책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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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석모형 활용방안: 대쉬보드 개발과 플랫폼 연계를 중심으로
□ 대쉬보드 개념
∙ 대시보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제공해서 사
용자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판단을 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 대시보드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는 ‘하나 이상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가
장 중요한 정보의 시각적 표시. 정보를 한눈에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단일 화면
에 데이터를 통합 및 배열하는 것’ (Few, 2006)
□ 대쉬보드 구축사례
∙ 대시보드의 기본적인 의미와 특징을 살펴본 뒤,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대시보
드의 진화과정을 파악
- 웹기반 시티대시보드의 원형이자, 시티대시보드 1.0 이라고 부를 수 있는 런
던 시티대시보드의 특징과 한계를 조사
- 런던 시티대시보드 이후에 등장하고 있는 발전된 형식의 시티대시보드 5개의 배경
과 특징을 통해서, 시티대시보드를 이용한 통합적 접근의 최근 경향을 살펴보았
고, 통합적 거버넌스 플랫폼 형태로서 시티대시보드의 가능성을 파악
- 다양한 데이터를 빠르게 제공하면서, 더 좋은 시민들의 삶과 효과적인 행정을 지원
하는 시티대시보드는 데이터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기술중심의 시티대시보드
에서(1.0), 사용자 중심의 시티대시보드로 진화했고(2.0), 이제 데이터의 활용
을 극대화시키면서, 사용자가 만들어 가는 시티대시보드로(3.0) 발전하고 있음
□ 국토균형발전 대쉬보드 시험개발
∙ 빅데이터 기반의 분석 결과를 정책 결정자와 일반 국민이 손쉽게 파악할 수 있
도록 하기 위해서 온라인 대쉬보드의 구축과 개발이 필요
∙ 이 연구에서는 개인과 기업활동 데이터의 분석 결과를 온라인 대쉬보드 형태로
구현하고 이를 통해 실시간으로 국토균형발전 정도를 탐색할 수 있는 국토균형
발전지도(Atlas of Balanced Development)를 제시
∙ 균형발전 모니터링을 위해 구축된 지역발전포털(REDIS), 균형발전종합정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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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NABIS) 등과는 달리 빅데이터 기반의 분석결과를 다양한 공간단위에서
사용자가 자유롭게 탐색하고 지역현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
∙ 이와 같은 대쉬보드를 사용하면 아래의 그림과 같이 개인소득과 기업활동의 분
포와 이를 기준으로 한 해당 지역의 특성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 행정구역
단위의 지표나 지도에서는 제공하지 못하는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
그림 6 | 대쉬보드를 통해서 살펴본 지방 공업도시의 개인소득과 기업활동의 분포

자료: 저자작성

□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활용방안
∙ 현 정부에서는 균형발전종합발전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존의 지역발전포털을 보
다 발전시키고자 하고 있음
∙ 2019년 12월을 기준으로 새로 서비스되는 균형발전종합발전시스템은 기존과는 차
별되는 내용적 구성이 있으나 아직은 지역통계 제공 등에 국한되는 한계가 있음
∙ 이에 2020년 부터는 빅데이터의 구축과 도입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때 다양한
기관과의 협업을 추진할 예정
∙ 이 연구에서 추진한 내용을 균형발전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용한다면 사
업추진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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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및 향후 과제
□ 연구의 종합
∙ 균형발전정책의 목표와 방향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는 시
점에서 이와 같은 빅데이터의 활용의 중요성은 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전 국토차원에서 구득하여 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는 많지 않은 실정
∙ 이 연구에서는 코리아크레딧뷰로의 개인소득 데이터와 한국기업데이터의 기업활
동 데이터를 구득하여 시험분석하고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하기 위한 틀로써 다계층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으며, 이를 활용하여 시범분
석을 수행
∙ 분석결과 균형발전총괄지표 등 기존의 통계자료 기반의 분석에서 제공하는 정
보와는 차별화된 결과를 보여줌을 알 수 있었으며, 이와 같은 빅데이터 기반의
분석과 활용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 향후 과제
∙ 균형발전 정책에 빅데이터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관련 근거가 필요한데, 국가균
형발전을 위한 빅데이터의 체계적 수집과 활용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개선 및 보완이 필요
∙ 현재에는 동법 제21조 2항에서 전통적인 통계자료의 수집과 활용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시대적 여건에 맞게 개정하여 빅데이터의 구축과 활용을 보다 적
극적으로 추진할 필요
표 2 | 균형발전특별법에서의 지역통계
제21조의2(지역통계 기반 구축 및 개발ㆍ관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균형발전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지역통계 기반 구축 및 개발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통계 작성ㆍ관리시스템 구축 및 균형발전에 관한 지표개발
2. 지역통계 작성을 위한 국내외 동향분석
3. 지역통계 조사를 위한 실태조사 사업
4. 지역통계 활용, 정책소통 등을 위한 정보화시스템 구축
5. 지역통계 분석의 질적 제고를 위한 인력양성 및 인적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역통계 작성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국가균형발전에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역통계는 「통계법」을 준용하여 작성하되, 조사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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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연구의 개요

본 장에서는 빅데이터 기반 국투균형발전 모형개발의 필요성과 연구목적을 명시하였다. 연구수
행을 위한 범위와 방법을 기술하고 기존연구 검토를 통한 본 연구의 차별성을 부각시켰다. 마지막으
로 본 연구를 통한 학술적·정책적 기대효과를 제시하였다.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1) 균형발전 정책의 분석적 한계
우리나라는 2000년대 이후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면서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
면서 수도권 대 비수도권, 도시 대 비도시 간의 불균형이 복잡하고 다양하게 표출
되고 있다. 그간 정부는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왔으며 연간
10조원 내외의 예산을 균형발전을 위해 투자해오고 있다.

표 1-1 | 국가균형발전 예산 및 사업동향
(단위: 백만원)

편성예산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내용
한계점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9,519,906

9,180,968

10,102,170

9,838,361

9,629,210

9,675,361

지자체 자율편성사업, 중앙부처 직접편성사업 등을 통해 낙후지역개발, 사회간접자본투자,
지역전략산업육성 등 100여개 이상의 부문별 단위사업 추진
격차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별·부문별 형평성·시급성 진단체계 필요

* 2019년부터 균형발전특별회계로 개편
자료: http://www.openfiscaldata.go.kr (2019.2.15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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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와 같이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수도권 집중 억제 및 분산 도모,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 및 산업 육성과 유치 지원, 비도시 낙후지역의 정주환경 개선 및 기반시설 정비
등과 같은 정책적 노력만으로는 정책목표 달성에 한계가 있다.
생활을 영위하고 경제활동을 전개하는 개인과 기업, 그리고 이를 담는 그릇이 되는
국토공간을 중심으로 다양한 균형발전정책 발굴 필요하다. 개인과 기업의 활동과 변화
특성을 국토의 다양한 측면에 포괄적으로 융합한 복합적 균형발전 정책의 개발과 집행
이 필요하다.
즉, 공간분산과 격차해소를 위한 개별사업의 추진을 넘어 지역의 혁신역량(regional
innovation) 강화,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의 고취, 개인소득(personal
income)의 증대, 삶의 질(well-being) 제고 등 보다 구체화되고 복합적인 균형발전
정책의 개발과 집행을 통해 혁신성장과 포용성장의 목표를 달성할 필요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새로운 균형발전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위해서는 국민생활에 대
한 보다 미시적이고 세밀한 데이터의 활용, 실증적이고 과학적인 분석모형이 필수적이
며, 이에 대한 연구개발도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성격의 자료, 분석모델, 그에 대한 연구개발은 아직 충분
치 않다. 또한, 다양한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에서 균형발전 관련 지표를 생산 및 공표
하고 있으나, 시공간적 구체성과 실효성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과 기업의
경제활동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지역발전포털
(REDIS) 등에서 지역내총생산(GRDP) 등과 같은 지역통계 지표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러한 자료로는 지역별 국민생활 실태, 기업 활동 관련 잠재력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
하는데 한계가 있다1).

1) 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기술평가원은 기존의 지역발전포털(REDIS)을 발전시켜 균형발전복합플랫폼으로의 구축을
추진중이나, 빅데이터를 수집, 분석,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 사항은 아직 추진되고 있지 않으며, 2021년 경에
추진하는 것으로 잠정 계획 중(균형발전복합플랫폼 착수보고회 참석결과 2019.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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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 기존의 균형발전정책을 위한 지역통계 구축 및 제공 예시

자료: http://www.redis.go.kr

2) 연구의 필요성
(1) 미시적이고 동태적인 빅데이터를 국토균형발전 정책에 활용할 필요
개인의 소득 활동과 소비, 기업의 생성과 소멸 등 국토 공간상에서 생활을 영위하고
경제활동을 전개하는 행위주체에 관한 미시적이고 동태적인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국토
균형발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필요가 있다. 국토 공간상의 지역, 도시 등에서
개인, 기업 등 개별 행위주체들의 생산(production), 교역(trade), 소득(income), 소비
(consumption) 그 자체에 보다 근접하여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2) 빅데이터의 발굴, 수집, 정제, 융합을 위한 체계 구축 필요
빅데이터의 유용성은 획기적으로 커져 가고 있지만, 빅데이터는 특정한 목적에 따라
구축되는 정형화된 통계데이터와 달리, 비정형적이고 유동적이며 따라서 데이터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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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성격이 보다 복잡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국토, 지역, 도시 부문 정책에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각종 사회경제 빅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발굴, 수집, 정제, 융합하여,
빅데이터에 기반한 새로운 정책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국토 공간상의 불균형 등 실태 파악을 지원하는 빅데이터의 분석, 시각화,
시뮬레이션에 관한 모형 개발 필요
이와 같은 빅데이터의 미시적이고 동태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기존의 통계분석 및 공
간분석의 수단으로는 다루기 어려우므로, 국토 공간의 실태에 대한 효과적 파악의 차
원에서 빅데이터의 분석, 시각화, 시뮬레이션 등의 활용에 관한 모형을 지속적으로 개
발할 필요가 있다.

(4) 국토균형발전 정책에 활용될 수 있는 정책지표 및 지수 등 빅데이터 활용체
계 개발 필요
국토, 지역, 도시 부문 정책 담당자로부터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책개발에 대한 수요
와 의지가 높아지고 있으나, 빅데이터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만 가지고 있는 경향이 있
으며 정책에 활용 가능한 실증분석모형이 많지 않다. 전 국토를 대상으로 국토공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발굴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정책지표,
균형발전지수의 개발, 통합분석활용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5) 데이터 기반의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하게 추진할 수 있
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빅데이터의 활용성이 높은 것은 주지의 사실이나, 원천소스와 생산주체가 다양하고,
가공처리와 분석활용 방법도 기존의 통계자료에 비하여 난이도가 높다. 국토균형발전
을 위한 빅데이터의 활용이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가능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
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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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목적
이 연구는 빅데이터를 국토균형발전에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가지 목적하에 수행되었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사람, 기업, 국토공간에 관한
빅데이터의 수집, 정제, 융합 방법론을 제시한다. 둘째, 이와 같이 마련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토균형발전 분석모형의 개발과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을 수행하
고자 한다. 셋째, 일반국민과 정책결정자가 국토 균형발전을 새롭게 이해하고 상호협
력적으로 정책을 수립해 나갈 수 있도록 온라인 대쉬보드 시험개발하고 국토균형발전
을 위한 정책적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1) 공간적 범위
전 국토를 대상으로 가용한 빅데이터를 발굴, 수집, 가공, 정제하고 실증분석을 수
행한다.

(2) 시간적 범위
가용한 최근 시점의 데이터를 구득하여 실증분석을 수행 한다. 개별 데이터 별로 다
소의 차이는 있으나, 2015년 이후의 데이터를 주로 활용하여 진행하였다.

(3) 내용적 범위
내용적 범위로는 데이터 프로세싱(빅데이터 수집, 정제, 융합), 데이터 분석(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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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활용한 분석모형 설계, 실증분석 수행), 데이터 서비스(분석결과 활용을 위
한 파일럿 시스템 설계 및 개발), 데이터 거버넌스(빅데이터의 구득, 유지, 갱신) 및
데이터 활용(국가사업으로의 확장방안 제시)로 구성되어있다.

2) 연구 방법
균형발전 관련이론, 관련사례 등을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기존의 문헌을
검토하고, 국가균형발전종합정보시스템(NABIS) 추진현황 및 추진방향 등을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면담조사를 수행하였다. 또한, 빅데이터 기반 공간분석 수행
을 위해 R 등을 활용하여 분석 및 시각화 모형 개발하고, KCB, KED 등을 지오코딩하고
이를 활용하여 지역간 격차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공간분석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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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틀 및 주요 개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절차와 과정을 통해 수행하였다.

그림 1-2 | 연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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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국토 균형발전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주로 행정구역기
반의 통계조사자료 등을 활용하였다. 한편 김동한, 변필성, 이성원(2017)은 개인소득
과 기업활동에 관한 빅데이터를 全국토 차원에서 구득, 가공, 분석하고 온라인 균형발
전 대쉬보드를 시범적으로 구현하였다.
본 연구는 김동한, 변필성, 이성원(2017)의 연구를 확장하여 공공 및 민간부문의
사회경제적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국토 균형발전을 분석하기 위한 분석 단위, 분석 지
표, 분석 모형을 개발하고, 전 국토를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한 뒤 새로운 관점에서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표 1-2 |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구분

연구목적

1

∙ 과제명: 국토 균형발전 분석과
예측을 위한 기초연구
: 개인･기업 금융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 연구자(년도): 김동한 외(2017)
∙ 연구목적: 균형발전에 빅데이터
를 활용하기 위한 분석과 시사
점 제시

2

∙ 지표 검수 및 분석 수행
∙ 과제명 : 국토지표를 활용한 국 ∙ 업무협의회, 워크숍
토모니터링체계 구축 연구
개최
∙ 연구자 : 임은선 외(2013)
∙ 전문가 그룹의 의견
∙ 연구목적 : 국토지표의 지속가
청취를 위한 자문회
능한 구축·보급·활용을 위한 국
의 개최
토모니터링체계 구축
∙ 국토조사 경진대회의
기획 및 추진

주요
선행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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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

∙
∙
∙
∙

문헌조사
공간분석
모형개발
실증분석

주요 연구내용

∙
∙
∙
∙
∙

균형발전의 개념검토
개인 및 기업 빅데이터 수집, 정제, 융합
개인 및 기업 빅데이터 실증분석
균형발전 대쉬보드 시험개발
정책적 시사점

∙
∙
∙
∙
∙

국토지표 구축 및 자료수집체계 개선
국토통계지도 제작
국토조사연감 제작
국토조사 브리프 발간 및 홍보
국토조사 정책제언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구분

연구목적

3

본 연구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 과제명: 지역발전 지표 분석 및
∙ 정책목표에 따른 통계지표 개발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 관련 이론 검토
선행연구
∙ 연구자(년도): 김동수 외(2011) ∙ 국내외 지표사례 자 ∙ 지역발전 지표의 구성
∙ 연구목적: 경제권역을 공간범주
료 분석
∙ 지역발전 지표 및 지수에 따른 지역발전
로 하는 지표 및 지수를 분석하 ∙ 기존 자료 분석
현황 분석
여 현실성 반영된 정책에 기여
∙ 지역발전정책의 위상 및 추진방향

∙ 과제명: 빅데이터 기반 국토 균
형발전 분석모형 개발 및 활용
방안 연구
∙ 연구목적: 개인과 기업의 경제
활동 등에 관한 사회경제 빅데
이터를 기반으로 국토균형 발전
분석 및 모니터링

∙
∙
∙
∙

문헌조사
모형개발
시스템개발
실증분석

∙ 선행연구 검토
∙ 빅데이터 기반 국토균형발전 분석항목과
체계의 정의
∙ 국토 균형발전 분석을 위한 분야별 빅데
이터 수집, 정제, 융합
∙ 분야별 빅데이터에 대한 정합성 검토 및
예비분석 실시
∙ 정책적 시사점 도출

5. 연구의 학술·정책적 기대효과
1) 학술적 기대효과
균형발전을 위한 실증분석, 지표개발 등의 연구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주로
행정구역 단위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개인, 기업 등 미시적이고
동태적인 성격을 가지는 빅데이터와 기존 공간환경 및 지리정보 데이터를 결합한 새로운
융합 데이터를 제시할 수 있고, 국토의 균형발전 정책에 활용할 실증 분석 모델 제시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기존의 집계적(aggregated)이고 정태적(static)인 국토도시 분석지
표의 한계를 극복하고, 개인, 사업체 등 행위주체에 근접하게 미시적(microscopic)이고
동태적(dynamic)인 분석단위, 지표 개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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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적 기대효과
개인, 기업 등 국토 공간상의 행위주체에 근접하게 정책지표를 개발하고 제공함
으로써, 국토 공간 실태에 대한 심층적 고찰에 근간을 두는 보다 실효성 있고 체감
적인 국토 균형발전 정책 집행에 기여할 수 있다. 국토연구원 차원에서 빅데이터
발굴, 수집, 정제를 위한 체계 구성·운영, 시각화 및 시뮬레이션 모형 개발·적용, 정
책에 활용할 실증 분석 모형 개발·적용을 추진함으로써, 국토연구원의 국토, 지역, 도
시 분야 정책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역할도 강화할 수 있다.

그림 1-3 | 연구의 기대효과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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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균형발전 동향 및 시사점

본 장에서는 먼저 균형발전 정책발전 동향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균형발전의 주요한 어젠다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균형발전 지표개발 동향을 고찰하여 균형발전 분석을 위한 지표의 개발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어떠한 특징을 가지는지 살펴보았다. 이어서 균형발전 모니터링 동향을
살펴보고 균형발전 정책지원을 위한 웹기반 포털의 주요기능과 내용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종합하여 빅데이터 기반 국토균형발전 분석모형의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1. 균형발전 정책발전 동향
균형발전(balanced development)은 사전적으로는 지역의 사회경제적 여건이나 주
민의 삶의 질 등의 격차가 심하지 않고 균등한 수준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균형발전의 실천적 개념은 국가별로도 차이가 있으며, 동일 국가내에서
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관점과 접근이 존재하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의의 전개를 위해 관련 연구 등을 통해 균형발
전에 관한 개념을 일반화하여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실천적인 측면에서 균형발전의 개념을 살펴보면 O’Hara 외(2008)는 서구국
가들의 균형발전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고른 인구성장, 적정한 중심지 또는
결절지의 존재, 필요한 인프라의 존재, 적절한 사회적 서비스 공급체계의 존재, 자
연자원의 효과적 관리 등을 균형발전의 구성요소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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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 서구국가의 균형발전 개념 및 구성요소

 미래 인구 성장의 고른 분포
 충분한 규모를 가지는 중심 지역 또는 관문 지역
 내생적 경제활동과 내부의 투자에 기반한 중소도시의 인구성장
 경제활동에 필요한 인프라스트럭처 기반
 지속가능하게 이용되고 있는 자연자원 등
자료: O’Hara외 (2008)

한편, 이론적인 측면에서 균형발전의 개념을 살펴보면, 한국정치학회(2007)는 균형
발전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균형발전의 주요 관점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지역발전이론은 전통적으로 2대 모형, 즉 성장모형과 균형모형이
대립되어 왔다. 전자가 경제적 성장, ‘장소’의 번영에 초점을 두고 양적 성장을 추구하
는 이론이고, 후자는 사회적 성장, ‘주민’의 번영에 초점을 두며 구조적 변화를 도모하
는 이론이다. 균형발전 모형은 공공시설 혹은 산업입지가 지역개발에 주요한 요인임을
인식하고, 그 배치의 결과로 지역 간 격차가 악화되지 않고 오히려 지역간 균형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균등히 배분하자는 주장을 내세웠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주장은 정치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이론이지만, 경제적 효율성
도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균형 모형에 입각할 때 지속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지역
개발에 대한 이러한 시각은 최근 유연체제 모형과 환경중심 이론과 급격히 융합되
게 되었다. 정보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과거 산업사회의 포디즘적 경직성과 정부개
입을 지양하고, 유연적 생산체계에 조응하는 지역공간 구조화 필요성이 증대된 것
이다. 범세계주의 하의 경쟁체제를 강화하는 지방중심 개발을 지향하면서 내생적
혹은 내포적 시각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어느 하나의 개발방식이나 전략이 중시
되기보다 변화에 조응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중요한 가치로 인식되었다.
최근 각국에서는 신산업지구(NID)의 조성, 사이언스파크(Science park)방식, 탈
규제화, 정보형(information mode)개발을 추구하게 되었다. 전략과 방식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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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와 클러스터 를 중시하는 것이 커다란 특징이다. 네트워크는 지역발전에
있어 혁신과 학습능력을 중시하고, 일극 집중적인 개발방식이 갖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한다. 초기 성장모형에서는 ‘생산의 환경’을 중시했던데 반해, 균형모형에
서는 ‘생활환경’을 중시하였고, 이제는 다시 자연환경을 포함하여 사회경제적 지속
가능성(sustainability)을 중시하는 추이가 강화되고 있다. 세대 간, 계층 간, 지역
간 균형발전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사회발전의 가장 큰 지침이 되고
있다. 계층의 측면에서는 1990년대 사회적 포함(inclusion)과 배제(exclusion)에
대한 논의가 풍미하였다. 이것은 기존의 갈등론적 시각에 뿌리를 둔 계층이론이 이
념적 장벽이 허물어진 후 현실적 대안을 모색하여 진화하는 과정에 부상된 균형발
전이론이었다. 최소국가, 기업적 거버넌스, 신관리주의적 국가운영방식에 경쟁보다
신뢰, 고객이기보다 덕성을 지닌 시민의 참여, 효율성뿐만 아니라 참여와 합의, 공
동체적 연계망의 구축, 사회적 인공지능체계의 구현 등의 개념이 도입되었다.
한국에서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비전은 전국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사는 사회 건설,
국민통합, 국가경쟁력 강화로 요약됨. 균형발전정책 추진 배경은 과거 국토 불균형 성
장전략의 폐해를 해소,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사회경제적 격차의 완화 필요, 대내외
적 시대적 요구의 반영, 새로운 성장동력의 창출 필요성, 집권-집중형에서 분권-분산
형 국가구조로의 전환, 세계경제의 세방화에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강화 등을 들 수 있
다. 균형발전은 지속가능한 발전에 포함될 수 있는 하위 개념으로 보고 있으며, 최근에
선진외국에서 지역발전정책은 균형있고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필수 조건으
로 인식되고 있다.
균형발전이론에서 균형발전의 기준요소로 간주되어온 전형적인 지표는 ‘소득’이었
다. 국가에 의해 제공되는 복지서비스는 국가적 최소기준(national minimum)을 보장
하는 추세에 있다. 사회간접자본과 인프라는 균형발전 지표로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균형발전의 개념을 구성하는 중요한 지표는 ‘소득’, ‘공공서비스’, ‘기회’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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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 성장모형과 균형모형의 비교
구분

성장모형

균형모형

핵심가치

발전

분배

David Barkin

양적 성장

구조 변화

Dudley Seers

경제적 성장

불평등 해소

Winnick

‘장소’의 번영

‘주민’의 복지

자료: 한국정치학회(2007)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상기와 같이 개념적 구분이 가능할 것이나,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양자가 혼합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큰 틀에서 균형발전의 패러다임
변화를 살펴보면 과거에는 중앙정부 주도의 인프라 투자 등이 균형발전의 주요한 목표와
수단이었다면, 최근에는 지역공동의 포용성장, 지역주도의 혁신성장, 개인의 삶의 질
향상 등이 보다 중요한 목표와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OECD, 2017).
한편, 조명래 외(2013)는 전통적 균형발전 정책이 성공적이지 못했던 이유의 하나로
공간의 다층위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다층적 균형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즉 수도권이나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 등은 결코 동질적인
공간이 아니라, 그 내부에 다양한 차별성을 지닌 공간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수도권과
지방, 도시와 농촌 등이 갈등하지 않는 균형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장소와 지역의
다층위성을 충분히 고려한 균형발전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이와 같은 새로운 균형발전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혁신역량, 삶의 질
등을 다층위적인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는 새로운 데이터의 활용과 지표의 개발 등이
필요하나, 현재까지는 성장모형의 관점에서 균형발전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총량적,
집계적 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정책연구가 주로 수행되어 왔으며, 전국토 차원에서 새
로운 데이터의 개발과 활용은 아직은 미흡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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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균형발전 지표개발 동향
국가균형발전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정의)에서 지역 간 발전의 기회균등
을 촉진하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가
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전국이 개성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균형발전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
획 수립,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설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 다양한 방면에서 국
가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이 있었다.
한편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간 불균형 수준, 불균형발전의 원
인 파악 등의 격차를 먼저 평가하여야 하며,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한다. 이러
한 국가균형발전의 평가방법으로는 다양한 분야를 고려한 지표가 있으며 구체적으
로는 지역발전지표, 지역발전격차지표, 균형발전지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2000
년대 이후의 균형발전 관련 지표개발 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지역발전지표
(1) 개요
김동수 외(2011)에서는 지역정책의 목표와 공간적 범주가 전환되어 추진되고 있는 정
책의 성과를 점검할 수 있는 지역발전 지표를 분석하고, 지역발전 정책목표에 상응하는
통계지표 및 지수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확산시켰다. 지역간 발전격차의 완화는
광의의 개념으로 ‘지역경쟁력 강화’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며, 지역정책의 궁극적인 지
향점이 될 수 있다. 국내의 경우, 지역발전 정책이 꾸준히 시행되어 왔으며,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과 정책의 목표에 대한 고찰 및 향후 개선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에
와있다. 이에 지역발전지표를 통해 지역정책의 궁극적인 목적과 추진목표에 맞게 지역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경제부문과 산업부문 및 사회문제 부문의 대리지표들
을 통해 점검함으로써 향후 지역발전정책의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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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표의 구성 및 결과
김동수 외(2011)에서는 지역발전 관련 지표들을 광역경제권 및 시도 단위에서 분석
하였고, 정책의 성과를 점검할 수 있는 지표 체계를 개발하였다. 지역발전지표는 5개
부문(경제일반, 혁신·창조역량, 사회간접자본, 산업, 사회문제) 21개 세부지표들로
구성되었다. 부적절한 지역구분으로 인한 간섭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행정구역
에 따른 분류가 아닌 경제 지리권 권역을 포함하여 분석이 되었다. 또한 기존의 대부분
의 지표 분석 연구에서는 통계자료 중심으로 정량화가 되어 있지만, 해당 연구에서는
사회문제 부문의 지표들을 포함하여 정성적인 분석을 가능하게 하였다(김동수 외,
2011). 일례로 혁신·창조역량 부문에서는 혁신지표 이외에 창조인력 비중과 포용성 지
표를 사용하여, 정형화된 기존의 문제점을 보완하였다.
해당연구(김동수 외, 2011)에서는 지역경제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한 목적으로 발전
격차지수와 구심지수를 개발하여 ‘균형발전’과 ‘지역경쟁력’을 대리측정하여 검토하
였다. 발전격차지수 산출시, 전국 단위에서의 분석과 더불어 각 광역경제권에서의 광
역도시통계권을 대상으로 진행하여, 광역경제권간의 발전격차를 비교하였다. 마찬가
지로 구심지수를 통해 각 광역경제권에서 광역도시통계권의 지역내 총생산과 인구를
통해 광역경제권간의 비교가 이루어 졌다.
한편, 부분지표중, 지역내총생산의 경우 제한된 통계DB로 수집이 어려웠으며, 근로
소득 수준을 보완 지표로 사용하였다.

표 2-3 | 지역발전 부문별 지표
부문

세부지표

경제일반

지역내총생산(1인당GRDP), 평균임금(만원), 경제활동인구(경제활동 참가율), 취업률,
산업생산지수, 수출액(비중)

혁신창조역량

고학력비중(종사자), 연구개발투자액, 산업재산권(만명당 특허등록수), 창조인력비중

사회간접자본

고속도로(연장비중), 산업단지(면적비중)

산업
사회문제

주력기간산업(입지계수), 지식기반산업(입지계수), 선도산업(입지계수)
건강보험 미가입률, 이혼율, 자살률

자료: 김동수 외(2011) 지역발전 지표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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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 광역권별 지역발전 지표 종합분석(2006년, 2009년)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강원권
제주권
2006 2009 2006 2009 2006 2009 2006 2009 2006 2009 2006 2009 2006 2009
경제일반

◎

◎

○

○

○

△

○

△

○

△

○

△

△

○

혁신창조역량

◎

◎

○

○

△

△

△

△

△

△

△

△

△

△

사회간접자본

○

◎

○

◎

○

◎

◎

○

◎

○

△

△

△

△

산업

◎

◎

○

◎

○

○

○

△

○

○

△

△

△

△

사회문제

◎

◎

◎

◎

△

△

◎

◎

△

△

○

○

○

○

주: ◎ 높음, ○ 중간, △ 낮음
자료: 김동수 외(2011) 지역발전 지표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지역발전지표분석 결과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경제일반 부문과 혁신·창조역량 부문
은 수도권이 우수하였고, 산업부문에서는 주력기간산업은 동남권과 대경권, 지식기반
제조업은 충청권과 수도권에, 그리고 지식기반서비스업은 수도권에 집적된 것으로 나
타났다. 사회문제는 수도권과 충천권에서 높게 나타났다.
‘균형발전’의 대리지표인 발전격차지수는 지역내총생산 자료를 이용해 변이계수를
산출하여 16개 시도의 발전격차를 측정하였고, 지역내 발전격차를 위해 광역도시통계
권의 발전격차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수도권의 실질적인 경제활동의 집중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참여정부 출범이후인 2005년 이후에 지역내총생산 측면에서의 발전
격차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경쟁력’의 대리지표인 구심지수는 광역경제권 마다 거점 광역도시통계권의 비
중으로서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2005년 기준으로 광역경제권별 거점 광역도시통계권
의 인구비중보다 지역내총생산의 비중이 높은 곳은 수도권과 강원권으로 나타났다.

2) 지역혁신지수
(1) 개요
장재홍 외(2006)에서는 EU가 채택하고 있는 혁신활동 수준과 잠재력의 국가, 지역
간 비교분석의 틀을 국내 실정에 따라 수정 및 적용하여 혁신지수 산출 및 혁신활동을

제2장 균형발전 동향 및 시사점 ･ 21

비교분석하였다. 총합혁신지수 및 4대 부문별 혁신지수를 통해 국내의 실정을 분석하
여 상위, 중위, 하위 그룹으로 분류한 결과, 각 그룹간의 격차는 크게 나타났으며, 일
부 대도시의 경우에서조차 혁신역량이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큰 격차를 특징적으로 하는 지역간 차등화는 정책지원에 있어서도 차등적인 대처를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격차가 심화된 지식창출부문, 인적자원부분에서는 향후의 혁신
관련 투자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2) 지표의 구성 및 결과
장재홍(2006)에 따르면, 총합혁신지수 및 부문별 혁신지수에서 EU가 채택하고 있
는 방법은 평균 이상의 지표들의 개수에서 평균 이하의 지표들의 개수를 차감한 수치,
각 지표의 표준화된 값, 편차의 비율 합계, 스케일 조정후의 표준화 값, 최상의 성과
대비 비율의 다섯가지 방법이 있다.
장재홍(2006)에서는 EU의 방식에 의한 지표 중, 국내의 통계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적용이 불가능할 경우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를 각 부문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확
보 가능한 통계자료로 대체 및 가중치를 조정을 통해 지표체계를 작성하였다.

표 2-5 | 총합혁신지수 및 부문별 혁신지수 평가지표
관련 부문

인적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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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지표별
가중치

1.1 20~29세 인구 중 과학기술계 신규 대학(전문대 포함. 이하동일) 졸업자 비율

1.0

1.2 25~64세 인구 중 대졸 이상 인구 비율

1.0

1.3 25~64세 인구중 연구개발인력 비율

1.0

1.4 총취업자 중 하이테크 제조업 업종의 종사자 비율

1.0

1.5 총취업자 중 하이테크 서비스업 종사자 비율

1.0

관련 부문

지식창출

지식의 전달
및 응용

혁신 지원
금융, 산출,
시장

총합혁신지수

지표별
가중치

평가지표
2.1 GRDP 대비 공공부문 R&D 지출액 비중

1.0

2.2 GRDP 대비 기업의 R&D 지출액 비중

1.0

2.3.1 인구 백만명당 하이테크 특허 출원건수

1.0

2.3.2 인구 백만명당 특허 출원건수

0.5

2.3.3 인구 백만명당 특허 등록건수

0.5

3.1 전체 중소기업 중 자체 혁신활동 수행 기업 비율

1.0

3.2 전체 중소기업 중 혁신 관련 협력활동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비율

1.0

3.3 총매출액 중 혁신 비용의 비율

1.0

3.4 전체 중소기업 중 비기술적 변화를 이용하는 중소기업의 비율

1.0

4.1 총사업체 수 천 개당 벤처기업 수

2.0

4.2.1 총매출액 중 신제품 매출액 비중

1.0

4.2.2 총매출액 중 시장에서는 기출 제품이나 자사에는 신제품인 제품의 매출액 비중

1.0

4.3.1 인구대비 인터넷 이용자 수 비율

0.5

4.3.2 인터넷 이용률

0.5

4.4 GRDP 대비 정보통신제품 생산액 비중

1.0

4.5 제조업 총부가가치 중 하이테크 업종 부가가치의 점유율

1.0

평가지표별 가중치 합계

20.0

자료: 장재홍(2006) 지역혁신지수의 산출 및 지역간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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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 EU의 지표체계와 해당 연구의 차이점
장재홍(2006) 지역혁신지수의 산출 및
지역간 비교분석

EU
1.3 25~64세 인구 중 평생교육 참여자 비율(1.0)
1.4 총취업자 중 중상급 이상 기술을 요하는 제조업 업종의 종사자
비율(1.0)
2.3.1 인구 백만명당 유럽특허국에의 하이테크 특허 출원건수(0.5)
2.3.2 인구 백만명당 미국특허국에의 하이테크 특허 등록건수(0.5)
4.1 벤처캐피털 중 하이테크 벤처캐피털 투자액 비율(1.0)
4.2 GDP 대비 초기 단계 벤처캐피털 점유율(1.0)

1.3 25~64세 인구 중 연구개발인력 비율(1.0)
1.4 총취업자 중 하이테크 제조업 업종의 종사자 비율
2.3.1 인구 백만명당 하이테크 특허 출원 건수 (1.0)
4.1 총사업체 수 천 개당 벤처기업 수(2.0)
4.3.1 인구 대비 인터넷 이용자 수 비율(0.5)
4.3.2 인터넷 이용률(0.5)

4.4 가계와 기업의 인터넷 연결 및 이용 정도(1.0)

자료: 장재홍(2006) 지역혁신지수의 산출 및 지역간 비교분석

통계자료의 활용시 제한된 DB로 인해 직접적인 데이터의 취득이 어려울 경우, 일정
범위의 유사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대리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우선 부분 지표 중 과학
기술계신규 대학 졸업자 비율의 산정시 제한된 학력분포 인구 비중의 데이터로 인해
2000년의 데이터를 2003년의 데이터로 대체하였다. 또한 국내의 벤처캐피털 업체 수
는 파악이 가능하지만, 해당업체의 경영상황, 투자액 등에 관해서는 취득이 가능한 데
이터가 없기 때문에, 벤처기업의 수를 혁신지원 금융과 관련된 지표로 활용 등 일부
취득이 불가능한 지표에 관해서는 유사한 범위내에서의 대리지표를 활용하였다.

표 2-7 | 총합혁신지수 및 부문별 혁신지수 평가지표
관련 부문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전체
대전·충남
충북
전체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전체
광주·전남
전북
강원
제주

총합혁신지수 인적자원부문 지식창출부문
0.5645
0.5377
0.5774
0.4582
0.3533
0.4076
0.3170
0.2804
0.2708
0.2997
0.2247
0.0666

0.5126
0.4769
0.5564
0.3181
00.2899
0.3515
0.2489
0.2530
0.2958
0.1675
0.1431
0.1846

자료: 장재홍(2006) 지역혁신지수의 산출 및 지역간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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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65
0.4473
0.5548
0.2324
0.1317
0.1940
0.0902
0.0873
0.0996
0.0628
0.0277
0.0104

지식의 전달
및 응용부문

혁신 지원
금융, 산출,
시장 부문

0.5614
0.7239
0.7325
0.7067
0.4998
0.4542
0.5303
0.4729
0.3957
0.6272
0.4501
0.0000

0.6706
0.5263
0.5168
0.5454
0.4413
0.5431
0.3735
0.3004
0.2794
0.3425
0.2667
0.0526

총합혁신지수에서는 대전광역시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으며, 가장 낮은 지역
인 제주도에 비해 약 11배 이상의 격차를 나타낸다. 또한 수도권, 대전광역시와 나머
지 시·도간의 격차는 매우 크게 나타났으며, 국내의 혁신활동은 수도권 및 대전에 집중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3) 지역발전지수
(1) 개요
송미령 외(2018)에서는 시·군의 상대적인 형황 진단, 지역발전정책의 목표 설정,
정책의 모니터링, 성과 측정 등의 의사결정 근거로 활용하기 위한 지표의 필요성에 대
해 시사한 바가 있다. 이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지역발전지수를 통해 지역간의
발전정도를 매년 분석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다년간에 걸쳐 지표의 개선 및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다.
송미령 외(2018)에서는 지역발전지수를 활용하여 각 시·군의 여건변화를 분석한 결
과 대도시 및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상위권 시·군이 분포하고 있다고 하였고, 연도별로
상위권 지역들의 분포변화가 발생한다고 보고 하였다.
또한 해당문헌(송미령 외, 2018)에서는 지역발전지수와 삶의 질의 상관관계를 분석
하였으며, 그 결과 일정부분의 상관관계를 보이긴 하였지만, 물리적, 경제적인 측면보
다 환경, 경관, 공동체 등의 가치와 더욱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지표의 구성 및 결과
송미령 외(2018)에서는, 지역발전지수를 ‘삶터’, ‘일터’, ‘쉼터’, ‘공동체의 터’의
4가지 영역으로 개념화하였고, 각각 생활서비스 지수, 지역경제력 지수, 삶의 여유공
간 지수, 주민활력 지수를 대응한다고 정의하였다. 각 항목에 해당하는 세부 변수가
존재하며, 지표의 표준화, 지수별 가중치를 통해 종합지수를 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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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 지역발전지수 평가지표
관련 부문

기초생활여건

삶터 :
생활서비스

교육 여건

보건·복지 여건

산업기반
일터 :
지역 경제력

쉼터 :
삶의 여유
공간

지표별
가중치

- 노후주택 비율: 준공 28년 초과 주택 비율
* 통계청이 등록센서스로 변경됨에 따라 매년 인구･주택 자료가 공표
되고 있음. 2017년 주택 자료를 활용하면 건축연도별 주택수가
2000년 이전 자료가 10년 단위로 공표되기 때문에 30년 이상
주택을 명확히 산출할 수 없어 28년 초과 주택 비율을 사용함.
- 식수보급 및 하수처리 현대화: 상하수도 보급률

(-)

- 공교육 기반: 1㎢당 학교 수(초･중･고)
- 사교육 기반: 인구 천 명당 사설학원 수

+
+

-

+
+
+
+

의료서비스 질: 인구 천 명당 의료인 수
의료시설기반: 인구 천 명당 병상 수
아동복지기반: 영유아(6세 미만) 천 명당 보육시설 수
노인복지기반: 1㎢당 노인여가복지시설 수

- 사업체 기반: 총 사업체 수
- 경제활동력: 지난 5년간 연평균 사업체 증감률
- 고용기회: 15세 이상 인구 대비 총 일자리 수 비율
(사업체 종사자 수 + 농업종사자 수)

주민소득수준

- 소득수준: 1인당 지방소득세

지자체 재정력

- 재정기반: 재정자립도

+

+
+
+

지자체 경제규모

- 지역내총생산(GRDP): 신규 지표

녹색 휴양 기반

- 인구 천 명당 도시공원 면적
(도시공원: 어린이 공원, 소공원, 근린공원,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
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기타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15조)

+

- 녹지확보율: 녹지율(녹지: 임야, 염전, 하천, 제방, 구거, 유지)

+

- 문화시설: 문화기반시설 수
(공공도서관, 등록박물관, 등록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 체육시설: 인구 천 명당 마을체육시설 수
(마을체육시설: 체육공원, 고수부지, 마을공터, 아파트 단지, 약수
터, 등산로, 도시공원, 기타)

+

녹지 기반

문화휴양기반

공동체의 터:
주민활력

평가지표

+

인구변화

- 인구증가율: 연평균 인구 증가율(06-13년)

+

인구구조

- 고령화율: 총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

(-)

인구활력

- 조출생률: 연앙인구 천 명 대비 출생자 비율

+

자료: 송미령 외(2018) 2018 지역발전지수

각 영역의 지수를 종합하여 종합지수를 산출한 결과, 수도권과 충청권이 상위 그룹
에 속해 있었다. 또한 2018년 기준 상위 10위권내의 시·군은 2016년과 비교하였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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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순위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관찰되었다. 하지만 50위권의 분포 변화에서는 2018년
에 전남 지역에서 상위권 시·군들이 순위권내에 진입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지역발전지수와 삶의 질과의 상관관계 분석이 수행되었으며, 상관관계는 강하지 않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하지만 송미령 외(2018)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상관
성이 나타난 것으로 파악을 하였고, 농촌지역이 가진 환경, 생태, 경관, 공동체성과
같이 물리적인 지표 외의 항목이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해석을 하였다.

4) 지역잠재력 측정지표
(1) 개요
김태환 외(2004)에서는 지역잠재력을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사용되거나 사
용될 수 있는 유·무형 요소의 총체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현재 활용되고 있지 않더
라도 활용가능성을 포함하고 있으며, 현재 활용되고 있는 요소만을 가진 지역경쟁
력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지역잠재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발
전상태와 관련한 자연자본은 배제를 하였고, 사회, 인공, 인적 등에 초점을 두어 각
구성요소를 설정하였다. 지역잠재력의 구성요소는 경제, 사회문화, 생활환경, 혁신
기반 잠재력으로 구성되며, 해당연구(김태환 외, 2004)에서는 국내의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잠재력 평가가 수행되었다.

(2) 지표의 구성 및 결과
김태환 외(2004)에서는, 구성요소별로 해당 지역의 자립성, 경쟁력, 혁신성, 지속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표가 선정되었다. 선정기준은 크게 1) 측정 및 분석 가능
성, 2) 구득 가능성, 3) 객관성, 대표성, 독창성, 명확성, 이해용이성, 4) 지표분석
결과의 정책적 함의가 고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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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 지역잠재력 측정지표
관련 부문

평가지표

연평균 인구성장률(1990년-2000년)
인적 자원의
양적 현황과 변화 경제활동인구 비중

경제
잠재력

산업 기반 및
실적

접근성

인구주택센서스

도소매·음식숙박·서비스업 종사자당 매출액

도소매업통계조사보고서

도소매업통계조사보고서
제조업 종사자당 부가가치(5인 이상 업체)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제조업체 창업률
재정력

지표별 출처

재정자립도(2003년도)
서울과의 접근성(시간거리의 역수)
주변 대도시와의 접근성(시간거리의 역수)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2001년) 원자료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월간 시각표

과학·컴퓨터·공학 전문가 수(인구 만 명당)
혁신 인력

기타 전문가 수(인구 만 명당)
대졸 이상 인구(인구 만 명당)

혁신기반
잠재력

혁신 기반
혁신 활동

혁신 지원

지식 제조업·서비스업 종사자 비중
벤처기업 수
기업부설연구소 수(2001년)
지역혁신지원기관 수(2003년)
대학 및 전문대학 수

정보통신기술
활용정도

인터넷가구 비율
이동전화인구 비율
연간 축제횟수

사회문화
잠재력

지역
문화·관광

국립·도립·군립 공원 및 지정 관광지 수

문화활동
하부구조

문화재 수

여성의 사회참여
정도
도로

생활환경
잠재력

상·하수도
주택
환경오염

자연환경자원(자연휴양림, 해수욕장, 동굴,
폭포, 보호구역 등)의 수
체육시설 수(인구 만 명당)
여성 전문가와 의원·임원·행정 및 경영
관리자 수 합계(인구 만 명당)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회사연감 CD롬(매일경제신문)
산업자원부 및 과학기술처
홈페이지
www.empas.com
인구주택센서스
문화관광부 내부자료
시도통계연보;
관광정보시스템
시도통계연보
인구주택센서스

도로율3)
도로포장률

시도통계연보

상수도보급률
하수도보급률
현대식 난방시설을 갖춘 주택의 비율
1985년 이후 건축된 주택의 비율
오염물질 배출시설 수(인구 만 명당)

자료: 김태환 외(2004) 자립적 지역발전을 위한 잠재력 분석연구(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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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주택센서스

하수도통계(환경부)
시도통계연보
인구주택센서스
시도통계연보

표 2-10 | 총합혁신지수 및 부문별 혁신지수 평가지표
관련 부문

상위 5개 지자체

하위 5개 지자체

종합 잠재력 지수

서울, 대전, 인천, 부산, 성남

임실, 신안, 의령, 군위, 장수

혁신기반 잠재력 지수

서울, 대전, 과천, 용인, 부산

의령, 순창, 봉화, 진안, 군위

경제 잠재력 지수

서울, 부천, 안양, 울산, 용인

보성, 신안, 장수, 고흥, 순창

사회문화 잠재력 지수

서울, 부산, 인천, 강릉, 제주

군위, 임실, 의령, 보성, 무안

생활환경 잠재력 지수

서울, 성남, 안산, 광명, 부천

신안, 임실, 정선, 산청, 의령

자료: 김태환 외(2004) 자립적 지역발전을 위한 잠재력 분석연구(I)

종합 잠재력 지수에서는 수도권에 위치한 지자체에서 대체적으로 높은 수치가 관찰
되었다. 또한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울산, 대전, 부산이 상위권에 포진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하위 5개 지차체의 경우에서는 임실, 신안, 의령 등은 평가항목에
따라 중복적으로 포함되는 경우가 확인되었다.
권역간 비교를 수행하였을 경우,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 우위를 기록하고 있으
며,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지자체 비율이 수도권은 84.8%로 가장 높았다. 또한 부산·
울산·경남을 제외한 다른 권역에서는 32%이하를 기록함으로써 권역간 잠재력 지수는
크게 차이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5) 지역균형발전 평가지표
(1) 개요 및 지표의 구성
신완철 외(2001)에서는 지역의 발전 격차를 분석한 연구들에서 지역별 차이가 발생
하는 요인이 있으며, 연구에서 사용된 각 종 지표들을 분석하였다. 또한 정보화에 있어
서 발생하는 지역격차의 원인으로 정보통신 시설, 인력, 지식기반 활동이 있으며, 관
련 지표들을 분석하였다. 또한 문화부분에서의 불균형의 원인으로 농촌지역에 적용 가
능한 지표가 불충분함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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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 지역균형발전 지원을 위한 지역격차 지표
전략

분석 지표

인구 및 인구관련

총인구, 경제활동인구, 자동차수, 고등학생수, 가정용 전력소비량

경제활동 수준

총취업자수, 전산업사업체수, 산업용전력소비량, ‘97-’99 평균 건설수주액

문화 교양

각종 문화공간(공연시설, 전시시설), 연간 영화관람객수, 도서관수, 도서관 장서수

공공부문

자치단체예산액, 공무원수, 도시공원면적, 도로연장

생활편의 서비스

음식점, 숙박업소, 목욕탕, 미용실, 세탁소, 체육시설

정보통신

PC보급대수, FAX수, 홈페이지보유자수, 정보통신이용료

고급전문인력

대학교수, 의사, 대학원학생수, 컴퓨터관련 연구개발원, 입법자, 고위관리직, 기술자

지식기반 및 활동격차

코스닥상당 벤처기업 본사수, 상장기업 본사수, Kr 도메인수, 특허출원기수, 국제우편물
접수건수, PC뱅킹 및 인터넷 뱅킹 이용자수

자료: 신완철 외(2001)

6) 균형발전 총괄지표
(1) 개요 및 지표의 구성
균형발전 총괄지표는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지역의 객관적･주관적 종합진단을 통
해 지역 발전 정도를 측정하고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균형발전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목적으로 수립되었으며, 이를 통해지역의 발전 정도, 잠재역량, 주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질 등 지역여건에 대한 종합진단을 통해 균형발전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균형발전지표는 국가균형발전종합정보시스템(NABIS)를 통하
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균형발전 총괄지표는 주관지표와 객관지표로 대분되어 있는데, 각각의 내용은 다음
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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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 | 균형발전 주관지표
부문

주관지표

종합(2개)
주거(2개)
교통(1개)
산업･일자리(2개)

현재행복도(+), 지역생활만족도(+)
주거상태 만족도(+), 기초생활여건 만족도(+)
대중교통 및 주차장 이용 편리 만족도(+)
지역내 일자리 충분 정도(+), 노력에 딸느 소득 창출 정도(+)
초중고생 학교 교육여건 만족도(+), 어른 대상 교육기회의 충분정도(+),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의 충분정도(+)
문화 및 체육시설의 접근 편리성(+),
문화 및 체육시설의 프로그램 수준 만족도(+)
자연재해 및 재난 등 예방 및 대비책 충분도(+), 밤거리 안전도(+),
소방 등 사회안전체계의 충분도(+)
소음, 악취, 쓰레기 및 폐기물처리서비스 만족도(+), 자연환경 만족도(+),
미세먼지에 대한 생활피해정도의 낮음(+)
병의원 및 약국 이용 편리성(+), 노약자･장애인 복지서비스 만족도(+)
도움을 청할 사회적 관계 유무(+), 지역 소속감(+)

교육(3개)
문화･여가(2개)
안전(3개)
환경(3개)
보건･복지(2개)
시민참여･공동체(2개)

자료: 균형발전위원회(2019) 지역격차해소를 위한 균형발전지표의 개발과 활용방안 세미나

다음으로 부문별 객관지표를 살펴보면 주거 및 교통부문, 산업･일자리, 교육부분,
문화･여가부문, 안전, 환경부문, 보건･복지부문으로 구분하여 지표를 산출하였고, 이
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위원의 생활SOC복합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등 재정지
원 및 정책 모니터링 지표로 활용될 예정이다.
표 2-13 | 균형발전 객관지표
부문
주거 및 교통부문

산업･일자리부문

문화･여가부문

안전, 환경부문

보건･복지부문

부문 객관지표
노후주택비율(%), 빈집비율(%),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상하수도 보급률(%),
도로포장률(%), 고속도로 IC접근성(㎞), 주차장 서비스권역 내 인구비율(%)
사업체증감률(%), 종사자수 증감률(%), 지식기반산업 집적도, 상용 근로자 비중(%),
특허건수(건, 비중, %), 연구개발인력당 연구개발비(천원/연구개발인력1명), 유아(0-5)
천명당 보육시설서(초중고, 개소/천명), 학령인구 천명당 학교수(초중고, 개소/천명),
어린이집 서비스권역내 영유아 인구비율(%), 초등학교 서비스권역내 학령인구 비율(%)
인구십만명당 문화여가시설수(개소/십만명), 인구천명당 객석수(객석수/천명),
인구십만명당 예술활동건수(건수/십만명), 공연문화시설 서비스 권역내 인구비율(%),
도서관 서비스권역내 인구비율(%), 공공체육시설 서비스권역 내 인구비율(%)
구조대원 일인당 담당주민수(주민수/구조대원 1명), 119안전센터 1개당
담당주민수(주민수/119안전센터장), 소방서 접근성(㎞), 인구천명당 공원면적(㎡/천명),
녹지율(%), 1㎢당 대기오염물질 배출량(통/㎢･년), 생활권 공원서비스권역 내 인구비율(%)
65세이상 1인가구 비율(%),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비율(%),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
지출비중(%), 인구 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수(개소/십만명), 인구 천명당 의료기관
병상수(병상수/천명), 노인여기복지시설 서비스권역 내 노인인구 비율(%), 응급의료시설
서비스권역 내 인구비율(%), 병원 서비스권역내 인구비율(%)

자료: 균형발전위원회(2019) 지역격차해소를 위한 균형발전지표의 개발과 활용방안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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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표종합 및 시사점
지역간 불균형 수준, 불균형발전의 원인 파악 등의 격차를 평가하기 위하여 다양한
연구를 살펴본 결과 크게 경제·산업, 혁신·지식, 인문·사회, 생활기반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아래 표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표 2-14 | 선행연구 지표종합
부문

세부지표

경제·산업

- 지역내총생산(1인당GRDP), 평균임금(만원), 경제활동인구(경제활동 참가율), 취업률, 산업생산지
수, 수출액(비중)
- 주력기간산업(입지계수), 지식기반산업(입지계수), 선도산업(입지계수)
- 총 사업체 수, 지난 5년간 연평균 사업체 증감률, 15세 이상 인구 대비 총 일자리 수 비율(사업체
종사자 수 + 농업종사자 수), 1인당 지방소득세, 재정자립도,
- 도소매·음식숙박·서비스업 종사자당 매출액, 도소매업통계조사보고서, 제조업 종사자당 부가가치
(5인 이상 업체), 제조업체 창업률, 재정자립도(2003년도), 서울과의 접근성(시간거리의 역수),
주변 대도시와의 접근성(시간거리의 역수)
- 총취업자수, 전산업사업체수, 산업용전력소비량, ‘97-’99 평균 건설수주액
- 지역내 새로운 기업, 지역내부 투자, 지역내 새로운 기업 유인 요소

혁신·지식

- 고학력비중(종사자), 연구개발투자액, 산업재산권(만명당 특허등록수), 창조인력비중
- GRDP 대비 공공부문 R&D 지출액 비중, GRDP 대비 기업의 R&D 지출액 비중, 인구 백만명당
하이테크 특허 출원건수, 인구 백만명당 특허 출원건수, 인구 백만명당 특허 등록건수, 총사업체
수 천 개당 벤처기업 수, 총매출액 중 신제품 매출액 비중, 총매출액 중 시장에서는 기출 제품이나
자사에는 신제품인 제품의 매출액 비중, 인구대비 인터넷 이용자 수 비율, 인터넷 이용률, GRDP
대비 정보통신제품 생산액 비중, 제조업 총부가가치 중 하이테크 업종 부가가치의 점유율, 전체
중소기업 중 자체 혁신활동 수행 기업 비율, 전체 중소기업 중 혁신 관련 협력활동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비율, 총매출액 중 혁신 비용의 비율, 전체 중소기업 중 비기술적 변화를 이용하는 중소기
업의 비율
- 과학·컴퓨터·공학 전문가 수(인구 만 명당), 기타 전문가 수(인구 만 명당), 대졸 이상 인구(인구
만 명당), 지식 제조업·서비스업 종사자 비중, 벤처기업 수, 기업부설연구소 수(2001년), 지역혁신
지원기관 수(2003년), 대학 및 전문대학 수
- PC보급대수, FAX수, 홈페이지보유자수, 정보통신이용료, 코스닥상당 벤처기업 본사수, 상장기업
본사수, Kr 도메인수, 특허출원기수, 국제우편물 접수건수, PC뱅킹 및 인터넷 뱅킹 이용자수

인문·사회

- 건강보험 미가입률, 이혼율, 자살률
- 20~29세 인구 중 과학기술계 신규 대학(전문대 포함. 이하동일) 졸업자 비율, 25~64세 인구
중 대졸 이상 인구 비율 , 25~64세 인구중 연구개발인력 비율, 총취업자 중 하이테크 제조업
업종의 종사자 비율, 총취업자 중 하이테크 서비스업 종사자 비율
- 총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 연앙인구 천명 대비 출생자 비율
- 연평균 인구 성장률, 경제활동인구 비중
- 인터넷가구 비율, 이동전화인구 비율, 연간 축제횟수, 국립·도립·군립 공원 및 지정 관광지 수,
자연환경자원(자연휴양림, 해수욕장, 동굴, 폭포, 보호구역 등)의 수, 문화재 수, 체육시설 수(인구
만 명당), 여성 전문가와 의원·임원·행정 및 경영, 관리자 수 합계(인구 만 명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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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세부지표
- 총인구, 경제활동인구, 자동차수, 고등학생수, 가정용 전력소비량
- 각종 문화공간(공연시설, 전시시설), 연간 영화관람객수, 도서관수, 도서관 장서수
- 대학교수, 의사, 대학원학생수, 컴퓨터관련 연구개발원, 입법자, 고위관리직, 기술자

생활기반

- 고속도로(연장비중), 산업단지(면적비중)
- 노후주택비율, 상하수도 보급률, 1㎢당 학교 수(초･중･고), 인구 천 명당 사설학원 수, 인구 천
명당 의료인 수, 인구 천 명당 병상 수, 영유아(6세 미만) 천 명당 보육시설 수, 1㎢당 노인여가복지
시설 수, 녹지율, 인구천명당 도시공원 면적, 문화기반시설술, 인구 천명당 마을체육시설수
- 도로율, 도로포장률, 상수도보급률, 하수도보급률, 현대식 난방시설을 갖춘 주택의 비율, 1985년
이후 건축된 주택의 비율, 오염물질 배출시설 수(인구 만 명당)
- 자치단체예산액, 공무원수, 도시공원면적, 도로연장, 음식점, 숙박업소, 목욕탕, 미용실, 세탁소,
체육시설
- 사회 자산 투자, 대기질, 하천 수질, 토지이용, 폐기물, 기후변화, 교통, 범람 위험도, 기개발지

본 연구에서 관찰된 주요 지표는 다음과 같다.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개인의 소
득수준을 나타내는 1인당 GDP는 대부분의 지표에서 관찰할 수 있었으며, 1인당
GDP를 통계자료의 제한으로 인해 활용할 수 없을 경우, 평균임금 및 1인당 지방소
득세와 같은 지표가 대리 지표로 활용되었다. 또한 취업률의 경우에도 각 지표마다
여러번 활용되는 항목으로 관찰되었으며, 재정자립도 역시 경제·산업 분야의 발전
도 및 격차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반복적으로 활용되었다. 혁신·지식 분야에
서는 GRDP당 R&D 지출액, 특허등록 및 출원수가 반복적으로 활용되는 지표로 관
찰되었다. 또한 대졸자의 수, 연구계 종사자의 수, 벤처기업의 수와 같이 양적인 지
표가 혁신·지식 분야의 대표적인 지표로 활용되었다. 그리고 인문·사회 분야에서는
총 인구 및 인구성장률이 가장 많이 활용되는 지표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생활
기반과 관련한 지표는 편의시설 이용률과 같이 인프라의 구축과 관련된 지표가 많
았으며, 도로율, 교통 등과 같이 각종 시설의 접근성과 관계되는 지표가 주로 활용
되었다.
이러한 지표들은 균형발전에 관한 종합적 척도로써의 의미는 중요하다고 할 것
이나, 2001년에 개발된 지표부터 2019년에 개발된 지표까지 집계자료 중심으로 구
성되어 있는 실정이고, 지역경제와 지역발전의 중요한 행위주체인 개인과 기업 등
의 활동에 관한 구체적 지표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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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균형발전 모니터링 동향
지난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포털
(REDIS)을 구축하여 운영한 바 있다. 지역정보포털에서는 지역발전에 관한 다양한
통계정보와 지역발전에 관한 사업 및 정책자료 등을 수집하여 다양한 사용자가 활
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보다 발전시킨 국가균형발전종합정보시스템(NABIS)를 구축
하였다. 2019년 12월중 완전 개통을 종료하고, 2020년부터는 2단계 구축을 통해
Open API 연계, 데이터 시각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나비스는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모든 정보를 찾아 볼 수 있는 지식정보·소통 플랫
폼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균형발전정책, 사업, 정보, 교육, 소통, 평가 등 6개
메뉴를 중심으로 각 지역의 발전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이며,
아래의 그림과 같은 기능과 컨텐츠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림 2-1 | NABIS의 주요 기능 및 메뉴

자료: www.nabis.go.kr (2019. 12. 10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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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중 한 눈에 보는 지역 정보와 관련해서는 시·군·구 단위의 기초통계와 지역혁신
관련 정보를 지도 기반으로 제공함으로써 원스톱 종합정보를 제공하고자 하고 있다.

그림 2-2 | NABIS의 지역정보

자료: www.nabis.go.kr (2019. 12. 10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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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콘텐츠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균형발전 정책정보, 보도자료, 이슈리프트 등의
자료를 수집, 제공하여 균형발전 정책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망라하고자 하고 있다.

그림 2-3 | NABIS의 정책 콘텐츠 서비스

자료: www.nabis.go.kr (2019. 12. 10 접속)

사업현황정보와 관련해서는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균형발전 정책으로 추진하는 다양
한 사업들에 대한 추진현황과 세부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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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 NABIS의 균형발전 사업현황정보

자료: www.nabis.go.kr (2019. 12. 10 접속)

4. 시사점의 종합
이상과 같이 균형발전 정책발전 동향, 균형발전 지표개발 동향, 균형발전 도구개발
동향을 살펴본 결과에 대한 시사점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균형발전 정책이 다변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중앙부처가 주도하는
낙후지역에 대한 인프라 투자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각 지역의 혁신역량을 제고하고 사
회경제적 포용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정책의 목표가 전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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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따라서 이러한 정책적 변화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지표의 개발과 활용이 필요
하며, 총량적 지표에서 미시적 지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총량지표의 필요
성과 유용성은 계속 유효하다고 할 것이나, 이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할 수 있으
며, 새로운 척도의 개발과 활용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정보공개와 공유, 그리고 균형발전 모니터링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과 대쉬보
드의 개발과 활용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에 나비스라는 균형발전 플랫폼이 구축되었
으나, 플랫폼은 특정기관의 노력만으로 완성될 수는 없고 다양한 참여자가 콘텐츠를
생산하고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종합하여 정리하면, 균형발전의 정책목표가 다변화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사회경제
현상을 다각도로 파악할 수 있는 새로운 척도의 개발과 활용이 필요하고, 이를 공유하고
균형발전의 효과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사용자 기반의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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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빅데이터 기반 국토균형발전 분석모형 개념정립

본 장에서는 빅데이터 기반 국토균형발전 분석모형의 개념을 구체화하기 위하며, 먼저 빅데이터
를 활용한 국토균형발전 분석체계의 개념적 프레임워크를 정의하고 데이터 구축 및 분석대상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빅데이터의 수집, 정제, 융합 방법을 제시하여 빅데이터를 국토균형발전에 활용
하기 위해 필요한 전처리 과정을 구체화 하였다. 마지막으로는 빅데이터를 유연한 분석단위로 활용
할 수 있도록 다계층적 공간단위의 개념을 정의하고 제시하였다.

1. 빅데이터 기반 국토균형발전 분석체계 정의
빅데이터 분야의 성장과 함께 수년 전부터 다양한 종류의 빅데이터가 구축되고 있으
며 이를 활용한 사회경제 현상의 분석 연구들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빅데이터는 기
존의 통계자료 등이 제공하지 못하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공간 단위로 가공하여 행정구역 단위의 정책분석과 평가에도 유용하
게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빅데이터는 단순히 크기가 큰 데이터가 아니라, 개인과 기업의 활동 등에 관
한 구체적 정보를 담고 있는 미시적(micro)이고 동태적(dynamic)인 특성을 가지고 있
다. 따라서, 기존의 통계자료로는 어려운 다차원적 분석과 시사점 도출에 유용하게 활
용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빅데이터의 활용가치가 높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확산되고 있으
며, 균형발전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도 공감대가 형
성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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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공공부문에서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통계자료와는 달리 대부분의 빅데이터는 다양
한 이유로 접근성, 가용성, 활용성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무상공개 되는 데이터 보다는
유상판매되는 데이터가 많으며,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앞장에서 검토한 것과 같이 다양한 부문을 포괄하는 종합적(comprehensive) 지표
체계를 개발하는 것에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은 아직은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용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점진적으로 새로운 척도를 만들어 가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며,
일부 도시나 지역이 아니라 전 국가(national) 또는 국토(territorial)를 포괄할 수 있는 빅데이
터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분석결과를 축적해나가는 것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
이와 같은 문제인식하에 이 연구에서는 주로 행정구역 단위로 수집되는 통계자료 등을
기초로 수립되고 있는 기존의 국토 균형발전 정책을 보완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측면에서
빅데이터 기반의 분석대상 및 분석체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OECD(2018a)와 OECD(2018b)에서 포용성장과 사회통합의 세가지 중심축으로 삼고
있는 사람, 기업, 장소를 핵심적인 대상으로 준용하여 관련된 빅데이터를 발굴하고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 사람: 개인소득의 분석을 통해 대상공간의 성장과 분배를 파악
- 기업: 기업활동의 분석을 통해 대상공간의 기회와 혁신역량을 파악
- 장소: 장소특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대상공간의 서비스와 매력도를 파악

42

그림 3-1 | 빅데이터 기반 균형발전 분석대상 및 분석항목

자료: 저자작성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궁극적으로는 빅데이터 기반 국토균형성평가지도(국토균형발
전지도: The Atlas of Balanced Development)의 구축과 온라인 대쉬보드 형태로의 구현
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림 3-2 | 온라인 국토균형성 평가지도 관련사례(1)

자료: https://ecvam.kei.re.kr/map.do (2019. 6. 5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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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위의 그림 3-2는 국토의 환경성을 온라인 지도 기반으로 손쉽게 이해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사례인데,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도 이와 같이 지도 기반으로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림 3-3은 균형발전 관련지표들을 온라인 지도기반으로 구축하고 서비스하
는 영국의 사례인데, 우리나라의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도 이러한 방향으로 개발해서 활용
할 필요가 있다.

그림 3-3 | 온라인 국토균형성 평가지도 관련사례(2)

자료: http://luminocity3d.org (2019. 6. 5 접속)

2. 분야별 빅데이터 수집, 정제, 융합 방법론
전술한 바와 같이 균형발전의 분석을 위한 빅데이터를 종합적으로 구득, 구축하
는 것은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연구개발 등이 필요할 것이며, 이 연구에서는 사람,
기업, 장소에 관한 대표적인 빅데이터로 다음과 같은 데이터를 수집, 정제, 융합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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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코리아크레딧뷰로(KCB)의 개인소득, 소비, 직업, 연령 등
- 기업: 한국기업데이터(KED)의 기업위치, 유형, 생멸, 고용 등
- 장소: 토지, 건축, 교통 등에 관한 공간정보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보다 다양한 빅데이터의 발굴과 구득은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사업” 등 타 국가과제와 연계하여 후속연구를 추진하고자 하며, 이 연
구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사람, 기업, 장소에 관해 구득한 빅데이터를 융합하고 정
합성을 검토하여, 실증적 분석을 위한 시사점 및 개선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빅데이터는 기존의 통계자료와 달리 정제되어 활용가능한 완성품의 상태로 존재
하기 보다는 원천데이터 형태로 존재하고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가공하여 사
용한다. 빅데이터는 미시적이고 동태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현실적인 이유로
많은 경우 공공기관에서는 행정구역 단위로 집계하여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
는 이는 빅데이터의 가치와 장점의 일부분만 이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빅
데이터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미시적인 차원에서의 이용이 필
요하다. 또 다른 관점에서는 많은 빅데이터는 장소성을 부여하여 공간 빅데이터로
가공할 경우 새로운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인식하에 이 연구에서는 사람, 기업, 장소에 관한 빅데이터를 수집, 정제,
융합하고자 하였다. 수집, 정제, 융합에 관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수집 방법: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비식별화 조치가 시행된 데이터를
수집하여 법적 기준을 충족
- 정제 방법: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없는 개인 및 기업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장소
성을 부여하기 위해 지오코딩 실시하고 공간화
- 융합 방법: 정제된 개인 및 기업 데이터의 위치에 관한 key 값을 기준으로 격자
및 블록 데이터와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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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 사회경제 빅데이터의 수집, 정제, 융합 방법론 예시

자료: 김동한 외(2017)

이러한 방법을 통해 수집, 정제, 융합된 데이터의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3-1 | 수집, 정제, 융합 결과
구분

자료형

자료출처

사람

개인
경제활동

개인의 소득과 위치정보 /
각 셀단위로 개인소득을 100분위로 계산,
10개 구간으로 등급화하여,
1등급의 군집분석, 10등급의 군집분석

기업

기업
경제활동

기업의 현황정보 /
100미터 셀단위로 집계자료 분석(각 셀당 총 기업수,
각 셀당 업종별 기업수)

텍스트,
폴리곤

한국기업데이터

주거

건축물의 연령정보, 개인의 소득과 위치정보 /
주거취약지역 도출을 위해 하위 소득자의 주거지와
노후 주거지를 교차 분석

폴리곤

코리아크레딧뷰로,
국토교통부
건축연령정보

상권

건축물의 등록정보 /
건축물로부터, 상업시설 추출, 셀별 상업시설 집중도
분석

폴리곤,
포인트

국토교통부
건축연령정보

교통

도로 및 교통시설물의 위치 /
포인트,
주거지 및 상업지로부터의 교통접근성과 교통취약지역
폴리라인
분석

장소

자료: 저자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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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개요 및 주요활용 내용

텍스트,
코리아크레딧뷰로
폴리곤

행정안전부
도로명주소,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포털

3. 다계층적 공간단위의 정의
앞에서 언급한 데이터는 미시적인 공간단위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다양한 공간단위로
집계 및 분류가 가능하다. 따라서 균형발전 분석대상을 다계층(multi-scale), 유연계층
(flexible–scale) 관점에서 접근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이를 다시 말하면
균형발전 분석대상을 다층위적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람, 기업, 장소에 관한 빅데이터를 다계층적이고 유연한 공간단위로 분석, 활용
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수준에서의 가장 작은 공간단위로 자료를 수집한 뒤 다양한 공간
단위로 가공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드 셀은 Tobler(1979)가 제시한
바와 같이 다양한 횡단, 종단의 공간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그림 3-5 | 토블러의 셀기반 공간모형의 개념

자료: Tobler(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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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의 신상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의 유통을 금지
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가 없는 수준에서 최소단위를 선택하고자 하
며, 공간연산과 다양한 모형개발을 위한 확장성을 고려하여 100미터 그리드 셀 단
위를 최소단위를 선택하고자 하며, 이를 분류 및 집계하여 서로 다른 공간계층 단
위를 생성하고자 한다.
공간단위 계층의 개수나 각 단위의 크기 등에 관해서는 다양한 접근이 가능할
것이나, 지역균형개발 정책 등에 이러한 다계층 분석을 오랜 기간 시행해 온 OECD
나 EU의 사례를 참고하여 3개의 계층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이에 대한 개념도는
다음의 그림과 같다.

그림 3-6 | 다계층 공간 모델링 개념도

자료: 저자작성

- 최대단위(Tier 1): 그리드셀을 광역시도 행정구역 단위로 집계하여 사람, 기
업, 장소의 특성을 파악, 정책집행과 평가를 위한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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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단위(Teir 2): 그리드셀을 기능적 지역1)의 단위로 집계하여 사람, 기업,
장소의 특성을 파악; 문제의 진단과 파악을 위한 단위
- 최소단위(Tier 3): 그리드셀 단위로 사람, 기업, 장소의 특성을 파악; 문제의
진단과 파악을 위한 단위

이러한 배경하에 선정한 공간단위는 다음과 같다. 먼저, 최소단위(Tier 3)는 정사각
형 형태의 그리드셀로 선정 추진하고자 하며 셀의 크기가 작을수록 데이터의 구체성이
높을 것이다. 그러나, 데이터 구득비용 문제, 컴퓨터 리소스 문제, 특히 개인정보 보호
의 문제 등으로 인해, 이 과제에서는 100미터 단위의 데이터로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중간단위(Tier 2)는 도시(urban)와 비도시(non-urban)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추후
도시중심부(central urban), 도시주변부(outer urban), 도시근접농산어촌(rural close
to urban), 도시원격농산어촌(remote rural) 등 보다 다양한 기능적 지역으로 확장가
능할 것이다. 최대단위(Tier 1)는 총괄적인 차원에서 지역간 정책비교 등의 단위로 주
로 활용되는 광역시도로 선정하고자 한다.

1) 기능적 지역(functional area)이란 특정한 기능을 기준으로 지리적으로 등질한 지역을 의미하며, 기능적 지역을
단위로 공간분석을 수행할 경우 행정구역 단위의 분석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유럽연합 등의
지역정책 개발을 위해 활발히 활용되고 있음. 예를 들어 유럽연합은 공간적 위계(spatial hierarchy)에 따른
NUTS 1, 2, 3 구분 후 다음과 같은 기능적 지역(functional area)을 도출하여 공간정책에 활용
• 도시 및 농촌지역: 도시지역, 도시 인접의 도농혼합지역, 도시 원격의 도농혼합지역, 도시 인접의 농촌지역,
도시 원격의 농촌지역
• 대도시권지역: 수도권지역, 2차 대도시권지역, 소규모 대도시권지역, 기타 대도시권지역
• 접경지역: 협력프로그램지역, 기타 접경지역
• 산악지역: 산악에 인구의 50% 이상이 거주하는 지역, 산악이 지형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지역, 산악이
지형의 50% 이상이면서 인구의 50% 이상이 산악에 거주하는 지역
• 해안지역: 해안지역 거주인구의 비중이 낮은 지역, 해안지역 거주인구의 비중이 보통인 지역, 해안지역 거주인구
의 비중이 높은 지역
• 산업변화지역 등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이와 같은 기능적 지역의 정의와 활용은 부재한 상황인데, 데이터 기반의 균형발전 정책을
위해서는 위와 같은 기능적 지역을 정의와 도입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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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방법을 통해 수집, 정제, 융합된 데이터의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3-2 | 다계층 공간 모델링 결과
구분

공간단위

자료: 저자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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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개요 및 주요활용 내용

자료형

자료출처

최소단위 :
100m 격자

행안부 국가표준격자(2018) /
하위 셀단위로 변경하여 사용

폴리곤

행정안전부

중간단위 :
기능적 지역

토지이용도 /
기능적 지역 추출후 네트워크 분석으로 접근성 산출

포인트,
폴리곤

행정안전부
도로명주소,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포털

최대단위 :
광역시도

센서스용 행정경계(2018) /
셀단위 분석결과를 광역시도 단위로 집계

폴리곤

통계청 SGIS

먼저 최소단위(Tier 3)는 행안부의 국가지점번호 격자자료로부터 생성한다.

그림 3-7 | 전국 1km 격자 도면

자료: 자체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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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단위(Tier23)는 기능적 지역을 용도지역지구로부터 정의하여 사용한다. 기
능적 지역은 이 외에도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나 이 연구에서는 행정구역에 기반한
분석이 아닌 공간적 등질성(spatial homogeneity)에 기반한 공간도출의 한 예시로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3-8 | 전국 기능적 지역의 도출 예시

자료: 자체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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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단위는 광역시도 행정경계를 사용한다.

그림 3-9 | 광역시도 행정경계

자료: 자체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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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

분석모형 시험개발 및 실증분석: 개인데이터와
기업데이터를 중심으로

본 장에서는 개인데이터, 기업데이터를 중심으로 분석모형을 설계·개발하였다. 분석모형의 설계
는 기술적 모형(descriptive model)으로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개인소득과 기업활동의 직관적인
분포를 표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분석모형의 개발은 빅데이터를 온라인상에서 실시간으로 처리하
고 분석결과를 지도기반으로 표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국토를 대상으로 앞장에서 제시한 분석대
상과 분석단위별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시사점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1. 분석모형 설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지역별 차등지원 등에 활용하기 위해 균형발전 총괄지표의
개발을 추진하였으며, 국가균형발전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는
정량지표(핵심지표, 부문지표), 정성지표(종합지표, 부문지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상기과 같은 종합지표의 개발을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며, 개인소득,
기업활동, 장소성에 관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개인소득은 각 단위별로 개인소득을 백분위로 계산하고, 공간적 분포분석과 군집분석
을 수행한다. 기업활동의 경우 각 단위별로 기업수, 고용규모, 기업유형을 계산하고,
공간적 분포분석과 군집분석을 수행하였다. 장소성은 각 단위별로 생활시설을 중심으
로 장소특성을 분석하고 공간적 분포분석과 군집분석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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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 균형발전 총괄지표

자료: www.nabis.go.kr (2019. 12. 10 접속)

표 4-1 | 균형발전 분석대상의 개념적 구분
분석내용 및 방법
개인소득

100미터 단위 개인소득 자료를 백분위로 구분하고 공간분포에 관한 밀도분석을 수행

기업활동

원천자료 지오코딩후 센트로이드 생성
100미터 셀단위로 집계자료 생성(각 셀당 총 기업수, 각 셀당 업종별 기업수)

장소성

생활시설 분포 분석
Moore 네이버후드 펑션으로 각 셀별 근린상업시설 집중도 분석

자료: 자체작성

상기의 분석대상에 다계층적으로 대응하는 분석단위는 다음과 같다. 먼저, 최소단위
로 100미터 그리드셀을 생성하고, 각 셀단위별로 균형발전 분석을 수행하였다. 중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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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는 2가지 유형의 기능적 지역을 도출하고, 각 지역 단위별로 균형발전 분석을 수
행하였다. 최대단위는 광역시도 단위별로 균형발전 분석을 수행하였다.

표 4-2 | 균형발전 분석단위의 개념적 구분
분석내용 및 방법
최소단위

행안부의 표준그리드데이터를 피쉬넷으로 분할하여 100미터 그리드 자료를 생성

중간단위

도시지역: 용도지역상 도시지역
비도시지역: 용도지역상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최대단위

행안부의 새주소자료의 행적구역 경계 사용

자료: 자체작성

2. 분석모형 개발
국토균형발전 분석모형은 국토의 균형을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표를 활용한 부문지표와 종합지표로 구성되는 것이 이상적일 것이며, 지금까지 개발
된 각종 지표들은 이러한 방향에 입각하여 개발되었다.
그러나 빅데이터의 경우 아직 각종 사회경제활동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만큼
종합적이지는 못하는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빅데이터를 균형발전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부문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기업데이터의 기업활동에 관한 데이터와 코리아크레딧뷰로의 개
인소득에 관한 데이터를 전 국토 차원에서 구득하고 분석하여 국토균형발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먼저 개인소득 데이터를 활용해서는 각 공간단위별로 전국대비 해당 지역의 개인소
득의 높고 낮음을 분석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기업데이터를 활용해서는 각 공간단위별
로 전국대비 해당지역의 기업활동의 높고 낮음을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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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상의 모형은 R, Shiny 등 오픈소스 기반으로 모형설계 및 개발을 진행하였
다. R은 오픈소스 통계소프트웨어인데 고가의 통계패키지와 달리 누구나 이용할 수 있
으면서도 다양한 분석에 필요한 성능을 갖추고 있어 빅데이터 분석도구로 각광을 받고
있다. Shiny는 R 기반의 웹프로그래밍 패키지로써 R코딩을 통해 웹 애플리케이션 프
로그래밍을 가능하게 하며, R 분석과 연계된 온라인 대쉬보드의 개발과 활용을 가능하
게 한다. 아래의 그림 4-2는 Shiny의 기능을 소개하고 있는 화면이며, 그림 4-3은
Shiny의 기능 중 온라인 분석지도 구현예시이다. R 코드를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하고
결과를 실시간으로 지도화면을 통해 표출하는 사례로써, 이 연구에서도 이와 같이
Shiny 기반의 온라인 대쉬보드를 구현하고자 한다.

그림 4-2 | Shiny 메인화면

자료: https://shiny.rstudio.com (2019. 10. 15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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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 Shiny 기반 온라인 분석지도 구현예시

자료: https://shiny.rstudio.com (2019. 10. 15 접속)

3. 실증분석: 기업데이터와 개인소득 데이터를 중심으로
위의 자료를 활용하여 전 국토를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의 기준자료
인 개인소득자료를 100미터 해상도 수준에서 데이터를 제공받아 분석을 다음과 같이
수행하였다. 각 공간위계별 소득분포는 다음의 그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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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 개인소득분포 분석결과 (Tier 1)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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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 개인소득분포 분석결과 (Tier 2)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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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 개인소득분포 분석결과 (Tier 3)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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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기업활동 분석을 위해 그리드 셀별로 전국의 기업활동을 할당하고 분석을 수
행하였다.
그림 4-7 | 기업활동분포 분석결과 (Tier 1)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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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 기업활동분포 분석결과 (Tier 2)

자료: 저자 작성

66

그림 4-9 | 기업활동분포 분석결과 (Tier 3)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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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전국 하위 20퍼센트인 개인의 주거지와 20년 이상 노후주거지 위치가 중첩
되는 지역을 격자단위(100m×100m)로 도출하였다. 개인소득 자료는 KCB자료(2018
년 말 기준), 건축물 노후정도는 국토교통부의 건축물연령정보 자료(2019년 기준)중
주택용 건축물 연령정보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또한, 건축물연령정보는 건축물
대장의 사용승인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연령값을 산출하고 GIS건물통합정보와 융복합
하여 생성한 공간정보이다. 주택용 건축물은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다중주택, 단독주
택, 아파트, 연립주택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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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 장소특성 분석결과 (Tier 1)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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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 장소특성 분석결과 (Tier 2)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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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 장소특성 분석결과 (Tierl 3)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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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과와 시사점
위와 같이 사람, 기업, 장소에 관한 빅데터를 수집, 정제, 융합하고 다계층적으로
국토균형발전에 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 연구는 탐색적이고 실험적인 연구의
성격을 지니므로 분석모형과 실증분석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결과도출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토균형발전에 관한 공간적 상대성이다. 예를 들어 Tier 1 레벨에서의 분
석결과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도시 vs. 농산어촌의 담론을 보여주고 있
다. 즉 도시보다는 농산어촌 지역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며 따라서 균형발전을 위해
서는 농산어촌 지역에 우선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간단위를 달리
하여 분석을 수행하면, 이러한 단순한 이분법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
다.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투자, 재정지원 등이 주민체감형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는 보다 세밀한 균형발전 정책개발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둘째, 국토균형발전에 관한 내용적 복잡성이다. 균형발전의 중요한 정책수단의
하나는 해당지역의 산업발전임은 변함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다양한 공간단위로
기업활동과 개인소득의 분포를 살펴본 결과, 단순히 산업이 많은 것이 해당 지역의
발전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 장소 중심의 산업입지 지
원정책에서 혁신 중심의 경제활동 지원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데이터 기반, 대쉬보드 기반 균형발전정책의 필요성이다. 균형발전의 공간
적 상대성과 내용적 복잡성은 균형발전정책에 관한 우선순위 도출과 사회적합의
형성이 어렵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를 완화하고 해소할 수 있는 한 방법은 증거기
반 정책이며, 이를 위해 데이터 기반, 대쉬보드 기반의 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하다
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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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5

분석모형 활용방안: 대쉬보드 개발과 플랫폼
연계를 중심으로

본 장에서는 앞 장에서 개발한 빅데이터 기반 국토균형발전 분석모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정책결정자과 일반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온라인 대쉬보드의 개발과
국가균형발전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제안하였다. 이러한 목적하에 대쉬보드의 개념과 사례를 살펴
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온라인 지도기반 균형발전 대쉬보드의 시험개발을 추진하였다. 그리
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가균형발전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제시하였다.

1. 대쉬보드 개념
(1) 시티대시보드의 정의
대시보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제공해서 사
용자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판단을 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대시보드는 이러한 시스템의 작동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수단으로 오랫동안 사용
되어 왔지만, 디지털 스크린을 통해 기계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파악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Batty, 2015). 대시보드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는 ‘하나 이상
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정보의 시각적 표시. 정보를 한눈에 모니터
링할 수 있도록 단일 화면에 데이터를 통합 및 배열하는 것’이다(Few, 2006). 대시보
드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서는 자동차 계기판이 있다. 자동차 계기판은 자동차의 운행
과 주변 상황을 모두 파악할 수 있으며, 블랙박스 카메라를 통해서 운행데이터들이 모
두 기록된다. 자동차 계기판보다 발전된 형식인 비행기의 조종석은 비행기의 속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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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가시거리와 같은 비행 상황과 비행기 주변 온도, 습도 등의 기상 상황, 외부와의
통신, 레이더 등 비가시영역 지원 장비 등이 결합하여서 조종사의 비행가시거리가 확
보되지 않아도 비행이 가능하도록 진화되어 왔다.
컴퓨터를 포함한 디지털 기기, 통신기술, 데이터 처리기술의 발전은 기계적 상황
을 직접적으로 전달하던 대시보드를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기술의 발전
은 시시각각 변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고,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또한, 데이터를 더욱 자세히 탐색할 수 있게 하고, 사용자 특
성에 맞는 데이터를 제공하면서, 특정 목적에 따라서 데이터의 필터링을 가공해서
데이터의 숨겨진 내용과 세부 내용을 빠르게 전달한다(Shneiderman, 1996). 이와
함께, 급증하고 있는 데이터의 양과 빠른 증가속도는 데이터를 이해하고, 데이터의 활
용을 높이기 위해 데이터 시각화(Data Visualization)의 필요성을 부각하고 있다. 데이
터 시각화는 실시간으로 현재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일정 기간과 장소에서 여러 변수
를 추적하고 비교해서, 어떤 변화가 발생했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도와준다. 사회
모든 분야에서 데이터의 활용이 점점 높아지면서, 데이터 시각화와 분석 방법의 연구
는 데이터 수집, 통계, 표현, 사회현상에 대한 탐구를 포함하는 사회과학 분야의 가장
중요한 연구 분야로 성장하고 있다.
기상 데이터의 시각화는 데이터 시각화 및 분석 방법의 발전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된다. 기상 데이터는 시시각각 변하는 많은 양의 기상 관련 데이
터를 수집-가공-분석한 뒤 특정 지역의 현재 상황을 매우 발전된 그래픽 처리 방식
을 통해서 전달하고, 미래 상황을 예측한다. 과거에는 기상 데이터를 특정 기관에
서만 수집해서 가공할 수 있었고, 시민들은 이들이 내놓는 분석상황, 기상예보 정
보를 고기압-저기압을 나타내는 ‘기상도’와 같은 단순한 시각화 방식으로만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시민들도 컴퓨터와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기상 데이
터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신들에게 맞는 행동과 일정을
계획하고 실천한다.
도시 분야에서 대시보드는 도시의 일상적인 상황에 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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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다양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하기 위해서 개발되었다. 도시의 다양한 데
이터들을 손쉽게 통합해서 공간과 시간의 제약 없이 전달하는 시티대시보드는 시시각
각 빠르게 변하는 도시에서 무엇이 가장 필요한 것인지, 가장 시급한 것인지, 어떤 대
응이 필요한 것인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대시보드는 단순
히 데이터를 통합해서 전달해 줄 뿐 아니라, 데이터별 특성에 맞는 분석과 쉽게 파악할
수 없는 데이터의 세부적인 의미를 전달해줄 수 있다. 따라서, 도시의 큰 흐름뿐 아니
라 부분적인 특성 변화도 추적하면서, 도시계획과 공간계획의 정책 결정 과정을 지원
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다. 궁극적인 시티대시보드의 목적은 도시에서 발생하는 데이
터의 실시간 제공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도시 흐름의 변화를 파악해서 현재 상황에
대한 통찰력을 얻고, 이를 통해서 현재의 도시를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미래 도시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다(Mattern, 2017).

(2) 시티대시보드의 역사
20세기 초, 자동차의 계기판에 사용되던 대시보드는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군사적 용도로 사용되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한다.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대시보
드는 비행기 계기판에 적용되었고, 공군의 통합 조정실에서 최신 기상과 주요 도시
의 군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다. 기계적 장치로서 발전하던 대시보드
는 전쟁을 거치면서 대시보드는 변화하는 상황을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한 정밀성
과 통계의 활용단계로 진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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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 뉴욕 증권시장의 주식상황판

자료: https://etftrack.com/top-markets-news-week-0507-0513/ (2019. 11. 5 접속)

현대적 의미의 대시보드가 처음 사용된 곳은 주식시장이었다. 1982년 블룸버그는
주식거래 직원들에게 실시간 금융데이터와 뉴스를 확인할 수 있도록 여러 개의 스크린
을 제공했다. 빠르게 변하는 금융 거래를 모니터하면서, 주식의 가격변동을 예측하고
매수를 결정하는 주식거래는 오늘날의 시티대시보드의 역할과 매우 유사한 형식을 가
지게 된다. 이후, 40여 년 동안 주식시장에서는 데이터의 종류, 양, 속도, 관련 기관이
증가하면서 대시보드의 활용이 더욱 증가했고, 대시보드는 데이터의 변화에 따라서 자
동적으로 정보전달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 자동화의 수준을 높여왔다. 그러나, 주식시
장을 포함한 많은 민간영역에서 사용되던 대시보드들은 데이터를 전달하기만 할 뿐,
데이터에 대한 세밀하고 의미있는 분석을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도시 분야에서는 1990년대 초부터 도시지표 개발을 통한 도시간 비교연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대시보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1992년에 브라질의
리오 데자이네로에서 있었던 UN의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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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UNCED) 회의에서는 도시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도시지표의 개발,
도시지표를 통한 공공서비스의 개선, 시민참여 확대, 증거에 근거한 의사결정구조 확
립, 투명성과 책임 강화를 각 국가와 도시들에게 요구하였다. 그리고, 이 내용들을 전
체적으로 포함한 미래 도시 모습으로 데이터 기반의 도시운영 및 관리체계를 갖춘 스마
트시티를 제시하였다(Kitchin et al., 2015). 리오 데자이네로의 UN회의 이후, 학계
와 공공분야에서는 도시지표의 개발, 데이터 확보 및 제공 방식, 활용 방안에 대한 연
구가 이어졌으며, 대시보드에 대한 관심도 이와 함께 증가했다(Kitchin et al., 2015).
도시의 효율적 관리 필요성도 데이터와 대시보드의 적극적 활용을 이끌었다. 도시인구
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지방정부의 예산확대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영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이 요구되었다(Park and
Yoo, 2017).
공공분야에서 최초로 오늘날과 유사한 대시보드를 사용한 것은 1994년 뉴욕 경찰국(New
York City police)이 뉴욕시 내의 범죄를 분석하기 위해서 대시보드를 도입했다. 뉴욕
경찰국은 관내에서 발생한 범죄들의 유형을 분류하고, 지도 위에 표시를 한 뒤, 이를
기반으로 CompStat model을 운영했다(Mattern, 2017). CompStat model은 Compare
Statistics의 줄임말로서, 뉴욕시의 범죄감소와, 삶의 질 개선, 인적자원의 관리를 위해서
사용된 통계기반의 범죄예방 도구였다. 뉴욕 경찰국은 CompStat model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일주일 단위로 범죄발생 위치, 체포현황, 지역 순찰현황, 주요 지표의
상황을 요약 정리해서 리포트를 작성한 뒤,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활용했다. 경찰국의
내부 용도로 사용되던 데이터와 범죄 지도는 XML 형태로 전환되어 웹에 게시되기 시작했으
며, 오늘날 미국의 대표적인 범죄데이터 제공사이트(https://crimereports.com/)으로
발전했다.1)
1999년 볼티모어의 시장 Martin O'Malley는 중대 범죄율과 세금납부액이 상관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인지하고, 시의 행정조직에 정확한 관계를 파악하도록 지시
했다. 볼티모어시는 분석내용을 기반으로 2003년에 도시 운영 통계를 제공하는 웹페
1) 위키피디아, https://en.wikipedia.org/wiki/CompStat, 2019년 10월 20일에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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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를 개설했으며, 이 웹사이트는 이후 DCStat(2005), Maryland's StateStat
(2007), NYCStat(2008)과 같은 도시별 통계제공 웹사이트의 기원이 되었고, 도시별
로 자신들의 행정영역을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하고 이해하는 새로운 도시관리 시스템
의 기반을 만들었다(Mattern, 2017).
오늘날의 표준화된 시티대시보드 형식은 University College London의 도시연
구소인 Centre for Advanced Spatial Analysis에서 2012년 개발한 London City
Dashboard를 통해서 만들어졌다. 런던 시티대시보드는 런던의 지하철, 버스, 자전거,
뉴스, 소셜미디어, 주식 등 다양한 데이터를 Open API형식으로 수집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고, 온라인 웹페이지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제공한다. Centre for
Advanced Spatial Analysis는 실시간으로 제공된 데이터들이 도시 상황에 따라 시민들
의 행동 변화를 유발하고, 정책결정자에게 보다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런던 시티대시보드는 처음 공개된 이후, 학계와 공공기관에서 많은 관
심을 받기 시작했으며, 버밍엄, 브라이튼, 카디프, 글래스고우, 리즈, 맨체스터 등에
서도 같은 형식의 대시보드가 운영되기 시작했다. 런던 시티대시보드 이후, 많은 공공
기관, 대학 연구소, 민간기업에서 시티대시보드 개발을 위한 관심과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의 MIT Senseable City Lab, 아일랜드의 Maynooth University와 같은 대
학은 런던 시티대시보드 보다 개선된 형태의 대시보드를 개선하기 위해서 연구를 진행
하고 있다. 또한, 영국의 도시뿐 아니라 바르셀로나, 암스테르담을 포함한 유럽 도시
들, 에드먼턴과 같은 북미의 도시들, 그리고 싱가포르와 서울과 같은 아시아의 도시에
서도 시티대시보드를 운영하면서 보다 효과적인 도시운영과 도시데이터의 공급을 위해
서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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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 London City Dashboard

자료: http://citydashboard.org/london/ (2019. 11. 7 접속)

(3) 시티대시보드의 주요 개념
시티대시보드에 대한 연구와 개발이 활발해지면서, 특징과 주요 개념에 대한 고민도
이어지고 있다. 우리는 Few(2006)의 시티대시보드 정의 ‘도시의 다양한 실시간 데이
터를 통합해서 단일 화면에 중요한 내용을 시각화해서 통합-배열하는 것’에 포함된 대
시보드 요소들을 기반으로 개념들을 정리하고자 한다. Few(2006)는 대시보드를 4가
지 주요 개념(데이터 통합, 실시간 데이터, 인터페이스, 시각화)을 통해서 정의하고
있으며, 이번 챕터에서는 이 4가지 주요 개념을 통해서 시티대시보드의 특징을 살펴보
도록 하겠다(Few,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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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통합(Data Integration)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대용량의 데이터, 이른바 빅데이터(Big Data)의 수집, 저장,
분석, 전달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예전부터, 도시관리와 운영을 위해서 다양한 기술과
데이터는 활용되어 왔지만, 최근 개별적으로 발전된 디지털 기기들과 시스템의 통합화
가 이루어지면서 도시 전체에서 발생하는 데이터의 수집과 처리가 가능해졌다. 빅데이
터의 처리와 분석은 도시의 관리와 운영에 놀라운 효율성과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다.
위치기반 시스템(GPS), 사물인터넷(IoT), 무선 주파수 식별(RFID), 스마트폰, 블루
투스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수집되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도시
흐름을 이해하고, 각 도시공간의 발전방안을 위한 밑거름이 된다.
빅데이터 중에서 공간과 위치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공간정보(Geospatial
Data)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특히, 데이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위치, 데
이터와 관련된 공간의 위치를 포함하는 프로그램과 기기들이 발전하면서, 지리학과 도
시 분야에서 공간정보가 차지하는 위상도 커지고 있다. 예를 들어, 시민들이 쇼핑하면
서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카드를 통해 구매한 제품, 가격, 시간, 할부 여부 등의 정보
와 함께, 카드를 사용한 위치가 데이터에 포함되게 된다. 카드 사용에 대한 공간정보가
포함되면서, 카드 사용자의 이동 경로, 구매상가의 매출, 사용자들의 공간적 소비패
턴, 시간대별 소비패턴 등 빅데이터 이전에는 확인하기 어려웠던 도시의 공간적 특징
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통합적인 데이터의 제공은 딥러닝, AI(인공지능)과 결합해서 정책 결정을 빠르게 결
정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들은 데이터의 축적에 불과
할 수 있는 빅데이터의 세부내용들을 분석해서, 공간적-시계열적 패턴을 찾아내고, 이
를 기반으로 가장 최적의 도시정책을 제안하는데 이용되고 있다. Feng and Bednarz
(2018)는 호주 시드니의 NSW Planning Portal의 대중교통, 토지이용, 공공공간 위
치, 도로망 데이터를 이용해서, 시드니에서 문화행사가 발생했을 때 행사규모와 시간
등을 고려한 가장 최적의 공공공간을 자동으로 제시해주는 시스템을 Matlab, Python,
Tensorflow를 통해서 개발했다. 이처럼, 데이터의 통합적 제공은 효과적으로 도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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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하는데 그치지 않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면서 도시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Feng and Bednarz, 2018).

￮ 실시간(Real Time)
통합적인 데이터의 제공은 딥러닝, AI(인공지능)과 결합해서 정책 결정을 빠르게 결
정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들은 데이터의 축적에 불과
할 수 있는 빅데이터의 세부내용들을 분석해서, 공간적-시계열적 패턴을 찾아내고, 이
를 기반으로 가장 최적의 도시정책을 제안하는데 이용되고 있다. Feng and Bednarz
(2018)는 호주 시드니의 NSW Planning Portal의 대중교통, 토지이용, 공공공간 위
치, 도로망 데이터를 이용해서, 시드니에서 문화행사가 발생했을 때 행사규모와 시간
등을 고려한 가장 최적의 공공공간을 자동으로 제시해주는 시스템을 Matlab, Python,
Tensorflow를 통해서 개발했다. 이처럼, 데이터의 통합적 제공은 효과적으로 도시를
모니터하는데 그치지 않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면서 도시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Feng and Bednarz, 2018).
도시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측면에서도 실시간 데이터의 확보와 모니터링은 매우 중요하
다. 과거에는 도시 정보를 모아서 이해하고, 관리하고, 예측하는 것을 10년 단위 도시기본
계획, 5년 단위의 도시전략계획과 같은 장기적인 도시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해왔다.
그러나, 최근의 도시들은 실시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짧은 단위로 도시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면서 도시기능을 통제해 가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 Batty(2018)는 과거의
도시계획이 훨씬 느리고, 오랜 기간에 걸쳐 도시의 변화를 다루었던 것과는 달리, 최근의
실시간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현대 도시들, 이른바 ‘high frequency city’에서는
하루 단위의 전략, 1시간 단위의 대응방안 뿐 아니라, 도시의 변화를 1분 단위, 매 초단위의
대응방안 까지도 연구되고 있다고 주장한다(Batty, 2018a).
￮ 인터페이스(Interface)
Few(2006)는 시티대시보드의 가장 중요한 요건 중의 하나로서, 다양한 데이터들을
‘하나’의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Few, 2006).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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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개의 스크린이나 다단계의 구성을 통해서 다양하고 복잡한 정보가 전달된다면 사용
자들은 정보를 받아들이는 데 혼란을 겪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대시보드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계기판, 증권시장의 전광판 그리고 런던 시티대시보드
는 하나의 화면에서 모든 정보를 구성했다. 그러나, 하나의 화면에서 복잡한 도시 현상
과 다양한 데이터들을 모두 담아 내기에는 도시와 연관된 데이터들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 예측, 도시의 비전까지 대시보드에 탑재되면서 인터페
이스의 구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McArdle and Kitchin(2016)은 기존의 단일 화면을 중요하게 간주했던 대시보드 인
터페이스의 개념확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Mcardle and Kitchin, 2016). 이들은 시
티대시보드의 인터페이스가 과거처럼 하나의 스크린에서 파악할 수 있는 통합적 정보
전달 이외에도, 구체적인 정보의 요약 및 시각화, 서로 연관된 컨텐츠의 전달을 위해서
는 하나의 스크린에서 벗어나, 상호 연결된 대시보드들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고 강조한다. 이러한 구성을 갖추게 되면, 사용자에게 일방향적으로 정보가 전달되기
만 하는 데이터 흐름에서 탈피할 수 있게 된다. 다층적인 데이터의 배열과 결합으로
서로 연관성이 없을 것만 같았던 정보들에서 새로운 연결 관계를 찾아내어 새로운 도시
의 질서도 발견할 수 있다.

￮ 시각화(Visualization)
시각화는 디지털 시대 이전 부터 통계적 차트, 그래프, 다이어그램, 지도, 애니메이
션 등을 이용해서 정보를 요약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활용되었다. 다양한 시
각화 방식들은 데이터의 구조, 패턴, 요소들의 특성, 그리고 상호관계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정확한 의미전달을 가능하게 했다. 빅데이터에 대한 활용이 증가하면서, 무
수한 데이터 속에 있는 내용들을 압축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데이터 시각화
의 중요성도 점점 커지고 있다. 디지털 시대에서 시각화의 의미는 ‘인간’과 ‘컴퓨터’
라는 두 가지 정보처리 시스템에게 교집합을 찾아주는 것이다. 따라서, 시각화는 복잡
하고 큰 데이터 셋트에 대한 이해와 활용방식을 근본부터 변화시킬 것이며, 시각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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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적 사용과 영향력은 보다 효과적인 의사 결정을 가능하게 한다(Gershon et al.,
1998).
Kitchin(2016)은 시티대시보드에 사용되는 시각화 방식을 2차원적 그래픽 이미지에
서 벗어나 다양한 데이터 체험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Kitchin, 2016). 이들
은 차트, 그래픽 이미지, 숫자의 나열 뿐 아니라, 동영상, 사용자와 소통하는 인터랙티
브 웹매핑, 3D 모델링과 증강현실이 대시보드에서 사용된다면 도시의 특성, 패턴, 트
렌드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플랫폼으로 작동된다고 설명한다. 최근에 개발되고 있는
시티대시보드들은 3D 모델링, 증강현실, 사용자가 제작한 정보의 업로드 등을 적극적
으로 도입하면서, 시민들의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하고, 데이터를 통한 도시의 새로운
체험도 제공한다.

(4) 통합관제센터: 시티대시보드의 물리적 구축
시티대시보드가 온라인을 기반으로 작동하고 있는 시스템이라면, 통합관제센터
는 도시의 정보를 통해서 도시의 긴급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상황에 맞게 대응
하는 물리적 환경의 시티대시보드이자, 도시 컨트롤 센터다(Townsend, 2013).
통합관제센터는 오래전부터 대도시의 교통상황과 긴급상황을 통제하기 위해서
활용되어왔다. 이 센터들은 도시에 설치된 카메라와 센서로부터 실시간으로 전달
되는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도시의 차량 이동, 지하철 운영현황, 공공
공간의 상황 등을 분석하고 대응한다. 통합관제센터의 대표적인 사례는 IBM이 브
라질의 리오에 만든 Rio Operation Center이다. 2010년 리오에서는 대규모의 지
진이 발생해서, 68명의 시민이 지진과 이에 동반한 수해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
다. 대부분의 피해는 리오에 퍼져있는 약 30개의 슬럼 지역에서 발생했으며, 경찰
과 소방당국에서는 효과적인 재해시스템을 운영하지 못했다. 시 정부는 시에서 발
생할 수 있는 재난-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브라질에서 가장 높은 범죄율을
낮추면서, 취약한 대중교통, 의료환경을 개선해 나가고자 2010년 12월에 통합관제센
터를 개장했다(Singer, 2012). IBM의 혁신적인 스마트기술의 결정체로 평가받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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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 센터는 동시에 30여명의 직원들이 정보통합센터에 설치된 상황판을 통해서 범
죄, 재해, 재난, 교통, 에너지 등과 관련된 도시데이터를 24시간 감시하고, 긴급상황
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효과적인 도시관리를 위해서 운영되고 있다(Centre for Public
Impact(CPI), 2016).
리오의 통합관제센터는 도시의 특별한 대형 이벤트를 위한 도시운영을 위해서
더욱 필요했다. 리오는 2014년 월드컵과 2016년 하계 올림픽의 개최도시로서 이
기간 동안 대규모 인원의 방문에 따른 교통혼잡과 도시 운영의 어려움이 예견되었
다. 시 정부는 통합관제센터를 통해서 50여 개의 각기 다른 기관을 서로 연결하고,
이들의 데이터를 통합해서 협동적이고 효과적인 행사와 도시운영을 준비할 수 있었다
(Centre for Public Impact(CPI), 2016).
그러나, IBM의 리오 통합관제센터에 대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리오 시 정부에
서는 예기치 못한 재난-재해에 대처하는 속도와 대응방법이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
다고 광고를 하고 있지만, 슬럼지역에서 발생한 큰 화재에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
하는 피해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통합운영센터가 행정구역 내의 경제적 계층
에 따른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리오에서 발생하는 대다수의
범죄와 재난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지역들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통합운영
센터로 정보를 전달하는 센서들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지역에는 주로 설치되어 있
고, 빈곤 지역에는 설치밀도가 낮아서 도시문제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센터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킨다(Gaffney and Robertson,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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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 IBM Rio Operation Centre

자료: https://securitymiddleeast.com/smart-cities-a-smarter-operations-centre-for-rio/) (2019. 11. 7 접속)

통합관제센터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최첨단 스마트시티를 상징하면서 등장하고
있다. 한국의 송도는 Cisco의 기술을 통해 도시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Cisco
Innovation Center이 설립되었으며, 미국의 볼티모어, 영국의 런던 등지에도 통합
관제센터들이 들어서고 있다. 그러나, 이들 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막
대한 초기 예산과 운영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재정구조가 안정된 도시를 제외하고
는 쉽게 도입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세계의 많은 도시들은 재정부담이 큰 통합
관제센터 보다는 온라인 웹사이트를 기반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으로 도시를
관리하면서, 시민들에 대한 정보제공으로 공공서비스 개선효과, 도시행정의 개방
성, 투명성의 효과를 확보할 수 있는 시티대시보드로 관심의 축을 이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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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쉬보드 구축사례
1) 대시보드 1.0: 런던 대시보드
런던 시티대시보드는 University College London의 선진도시연구소(Centre for
Advanced Spatial Analysis, CASA)에서 ‘영국의 주요 도시인 런던의 정량적 데이터
를 하나의 스크린에 요약’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 현대적 시티대시보드 프로젝트이다
(O'Brien, 2012). 런던과 관련된 여러 데이터 중에서 날씨, 환경, 교통, 뉴스, 에너지
데이터를 단순히 표현된 차트와 그래픽으로 단일 화면 웹사이트에 구현하고, 지속적으
로 데이터의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도록 제작되었다.
현재 런던 시티대시보드는 BBC, Twitter, Yahoo! Finance,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Transport for London, London School
of Economics 등 13개의 다른 기관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대시보드의 내용을 구성한
다. 런던 시티대시보드의 실무를 담당한 O'Brien 은 대시보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
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관마다 각기 다른 데이터 형식으로
데이터를 처리하고 있어서, 100여 개가 넘는 데이터 포맷을 변형해서 하나의 웹페이지
에 펼쳐내는 것이었다고 한다.2)
런던 시티대시보드의 복잡한 데이터 구조는 웹사이트와 API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
하는 기능과 3가지 방식(map, module, grid)의 정보전달방식으로 구분될 수 있다. 정보
수집을 위한 API를 제공하지 않는 웹사이트는 web scrapiing 방식으로 데이터를 확보하
고, API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들은 XML이나 CSV형식으로 데이터를 확보한다.
Twitter, BBC News, Open Street Map 등, 런던 시티대시보드에 포함된 대부분의
데이터는 API를 통해서 수집되고 있다. 이렇게 수집되고 시각화 된 데이터들은 통합된
데이터로서 다시 API를 통해서 송출될 수 있다. 런던 시티대시보드 정보를 여러 대의
아이패드 스크린으로 구현한 London Ipad Wall, 런던시 모형 위에 실시간 데이터를

2) O'Brien 과 인터뷰. 2013. 8월 21일. CASA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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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하는 Londn Data Table와 같은 CASA의 다른 런던 데이터 프로젝트들은 시티대시보
드의 데이터를 API를 통해서 확보해서 사용하고 있다.
런던 시티대시보드는 도시 데이터를 대시보드 형식으로 제작한 초기 모델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도시의 현재 상황을 알려주고 실질적인 도시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제작되기 보다는, 도시의 다양한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처리해서 하나의 화면에
서 시각화 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증명하고자 제작되었다(Batty, 2015). 따라서, 대시
보드의 데이터가 사용자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 도시 전체의 흐름에 미치는 영향은 정
확하게 측정하기 어렵고, 이에 대한 많은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 특히, 다음 일곱 가지
사항들은 런던 시티대시보드가 지니고 있는 한계로 지적된다.
먼저, 런던 시티대시보드는 정보의 단순한 나열로 이루어져 있다. 컬러링 된 문
자와 숫자, 차트, 그래픽, CCTV 이미지들은 비슷한 형식의 정보들이 화면을 가득
메우고 있기 때문에 가독성이 매우 떨어진다. 각기 다른 색깔의 숫자와 문자들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정확한 의미의 전달 효과도 부족하다. 데이터들에 숨겨
진 의미나 분석 내용을 전달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데이터 전달에 초점이 맞추
어져 있어서 깊이 있는 도시 흐름변화에 대한 이해와 다층구조의 도시공간을 이해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두 번째로, 런던 시티대시보드는 일방향적인 정보흐름을 나타낸다. 런던 시티대
시보드를 포함한 초기의 대시보드들은 사용자들에게 정보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기능 위주로 제작되었다. 사용자의 참여에 따른 컨텐츠 변경, 사용자에 따른 차별
화된 데이터 제공과 같은 상호작용성은 적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시민참여, 커뮤니
티 참여와 같은 양방향 데이터 흐름을 필요로 하는 디지털 시대의 거버넌스를 구축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세 번째로, 사용자 환경에 맞는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런던 시티대시보드가 런던
과 연관된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사용자 모두에게 공통적인 내용만을 전달
하고 있다. 사용자 개개인의 주요 관심사와 주생활지역의 정보와 같이 사용자 특성
에 맞는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은 준비되지 않았다. 시티대시보드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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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과 같은 사용자 환경을 설정해서,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 위주로 대시
보드를 확인한다면, 더 많은 시민이 효과적으로 대시보드를 이용할 수 있고, 활용
도도 증가해서 보다 활성화된 데이터 플랫폼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
네 번째로, 런던 시티대시보드는 현재의 정보만을 제공할 뿐 역사적 데이터를 포
함한 시계열적 데이터 셋트를 제공하지 않는다. 하나의 도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이
해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데이터뿐 아니라 과거의 데이터도 필요하다. 역사적 도시
데이터와 현재 상황과의 비교는 도시의 현재를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에 대한 단초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런던 시티대시보드는 현재의 런던 기온은 제공하
지만, 현재 11월 15일의 기온이 과거의 11월 평균기온과 비교했을 때 높은 것인지,
낮은 것인지를 파악하고, 향후 기온변화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데이터의 제공이
필요하다.
다섯 번째로, 런던을 모두 이해할 수 있는 종합적 데이터는 대시보드에서 제공하지
않는다. 런던 시티대시보드는 런던의 현재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선별된 데이터만 제
공하고 있다. 특히, 런던의 모든 지역, 시민, 행위, 흐름을 객관화하고 하나의 대상으
로 추상화시킨다. 예를 들어, 런던은 1,572 km2의 넓은 영역에 걸쳐 33개의 자치구로
구성되어 있다. 지리적 특성과 건축환경에 따라서 런던 안에서도 지역별로 다른 기온
변화가 나타나지만, 런던 시티대시보드에서 런던의 온도는 London City Airport의 기
온 하나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런던의 지역적 특징, 커뮤니티 특징, 런던시의
지역별 정책 방향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제공되지 않아서, 사용자들은 데이터 특
징-활용목적에 따라서 정부의 통계부처, 런던시의 데이터 포털 등을 재방문해서 확인
해야 한다.
여섯 번째로, CASA에서 제작한 대시보드들은 도시가 지닌 특성을 보여주는 데
실패했다. CASA는 런던 시티대시보드를 제작한 이후, 버밍엄, 브라이튼, 리즈 등
7개 도시의 시티대시보드를 제작했다. 각 도시의 대시보드는 도시에서 발생하는
데이터의 수치는 차이가 있지만, 데이터의 종류, 인터페이스 구성방식 등 모든 부
분에서 런던 시티대시보드와 일치한다. 영국 내 도시들이어서 비슷한 성격을 지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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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겠지만, 각 도시가 지닌 지리적 특징과 이에 따른 도시별 정치적, 경제적, 사회
적, 문화적 특징이 차이가 있을텐데, CASA의 시티대시보드들은 차별화된 내용을
살펴보기는 어렵다.
마지막으로, 런던 시티대시보드는 사용자들에게 정보를 단순히 전달하는 기능이
중심이어서, 대시보드를 통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데이터 획득과 참여를 통한 새로운
거버넌스의 형성 단계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Arnstein은 시민참여의 단계를 조작
(Manipulation), 치료(Therapy), 정보제공(Informing), 협의(Consultation), 회유
(Placation), 정부 시민 협업(Partnership), 위임 권력(Delegated power), 시민 결정
(Citizen control)의 8개의 단계로 분류하고, 단계별 특성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다
(Arnstein, 1969). 시티대시보드와 같이 웹기반으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것
은 ‘정보제공’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정보를 활용해서 시민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
여한다면 가장 높은 수준의 시민참여도 이룰 수가 있다. Cardullo & Kitchin(2019)은
스마트시티에서 도시데이터 플랫폼의 유형을 분류하며, 대시보드를 스마트시티에서 시
민들이 높은 수준의 참여를 도와줄 수 있는 ‘참여의 비계’로 비유한다(Cardullo and
Kitchin, 2019). 그러나, 런던 시티대시보드는 정보를 사용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전달
만 할 뿐, 데이터의 생성과 활용에 적극적으로 개입시켜서 높은 수준의 참여단계로 확
장시키고 있지는 못하다.

2) 대시보드 2.0: 6개 도시의 대시보드
앞서 살펴보았던 시티대시보드 1.0인 런던 시티대시보드 이후 제작된 5개 도시
의 시티대시보드의 특징을 파악하고 비교해 보도록 한다. 이 시티대시보드들은 런
던 시티대시보드가 지니고 있던 문제점을 극복하면서, 한층 발전된 형식과 내용을
통해 시민들에게 더 많은 정보제공과 참여를 유도한다. 우리는 대시보드 별 특성을
분석한 후, 이들이 지니고 있는 특징들을 런던 시티대시보드와 비교함으로써, 시티
대시보드 1.0과 2.0 세대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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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로셀로나 시티대시보드(Barcelona)
바르셀로나는 세계적으로 가장 선도적인 스마트시티로 평가받고 있으며, 매년
11월 가장 큰 스마트시티 국제행사인 Smart City Expo World Congress를 개최
하고 있다(www.smartcityexpo.com). 바르셀로나가 오늘날과 같은 선도적인 스마
트시티 정책과 실천의 도시로 자리잡기 되기까지는 2011년 바르셀로나 지방정부
가 새로운 IT 정책을 시작하면서 부터다. 바르셀로나시는 유럽연합의 친환경, 스마
트, 참여적 도시성장 정책인 Horizon 2020에 대응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도시관리
의 효율성 증대, 경제적 성장, 시민들의 복지 증진을 목표로 새로운 기술을 통한 혁신
적 도시발전 방안을 고민하기 시작했다(Ferrer, 2017).
바르셀로나시는 스마트시티 구축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서, 더 많고 가치 있는
공공데이터를 시민들과 기관에 제공해서 시의 정책을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가져가는
것을 설정했다. 대표적인 예로, 공공데이터 플랫폼인 Open Data BCN3)을 설립하고,
다양한 데이터를 제공하면서 도시를 이해하고, 정책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생산적
인 지표, 데이터 분석, 어플리케이션, 시민참여수단을 개발하고 있다. Open Data
BCN은 바르셀로나와 연관된 463개의 데이터 셋트, 1516 개의 역사적 데이터, 2347
개의 자료를 33개의 형식으로 제공한다. 데이터 셋트 뿐 아니라 데이터를 활용한 정책
개발 사례, 해외 도시와의 데이터교육 프로그램의 공유,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바르
셀로나의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정책과 뉴스도 공공데이터 플랫폼에서 제공하고 있어
서, 바르셀로나 지방정부의 도시 데이터 관련 정책과 활동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바르셀로나 시티대시보드는4) 유럽연합의 Horizon 2020 프로그램의 일부인
DECODE(Decentralised Citizens Owned Data Ecosystem)프로젝트를 통해서 시작되
었다. 2016년 1월부터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정보통신 기술을 통해서 시민들의 삶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시작되었으며, 유럽 시민들이 데이터에 대한 접근, 생산, 통제 능
력을 상승시키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교환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
3) https://opendata-ajuntament.barcelona.cat/en
4) http://bcnnow.decodeproject.eu/dashboard.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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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실행하고 있다.5) DECODE는 바르셀로나와 암스테르담에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
하고 있는데, 바르셀로나 시티대시보드도 이 프로젝트의 지원을 통해서 기존의 시티대
시보드를 개선해서 2019년 부터 새로운 형식의 시티대시보드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림 5-4 | 바로셀로나 디지털 시티 홈페이지

자료: https://ajuntament.barcelona.cat/digital/en/ (2019. 11. 7 접속)

5) https://cordis.europa.eu/project/rcn/206387/factshee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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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 바르셀로나 시티대시보드 홈페이지. Barcelona Now

자료: http://bcnnow.decodeproject.eu/dashboard.html (2019. 11. 7 접속)

그림 5-6 | 바르셀로나 시티대시보드 Github webpage

자료: http://bcnnow.decodeproject.eu/dashboard.html (2019. 11. 7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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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셀로나 시티대시보드의 가장 큰 특징은 로그인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다.
다른 도시의 시티대시보드들은 로그인 시스템이 없거나, 로그인 하지 않아도 기본적인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데 반해, 바르셀로나 시티대시보드는 로그인을 한 뒤 사용자가
직접 자신들이 원하는 데이터를 찾아서 대시보드를 직접 구성해 나가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시티대시보드의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사용자들은 로그인 하게 되고, 데이터 항목
과 시각화 방식을 설정할 수 있는 위젯에서 본인이 원하는 대시보드를 만들게 된다.
대시보드 내의 데이터는 크게 5개의 항목: Agenda with Events, Digital Democracy
and Data Commons, Mobility with Bikes, Awareness on Noise, Housing으로 구성되어
있다. 데이터 항목이외에도 대시보드와 관련된 비디오, 슬라이드, 논문, 포스터를 웹페이
지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GIthub 웹페이지를 통해 시티대시보드의 소스코드를 공개하고
있다. 대시보드 내의 데이터들은 사용자 중심으로 데이터 설정과 분석이 이루어진다.
제공되는 모든 데이터는 사용자 요구에 의해서 점으로 표현되거나, 밀도로 표시될 수도
있다. 실시간 데이터는 애니메이션으로도 표현이 가능하며, 역사적 데이터와 연동해서
최근까지의 데이터를 그래프로 확인할 수도 있다. 하나의 데이터 셋트도 사용자의 설정에
따라 여러 개의 위젯으로 나눈 뒤, 각기 다른 방식으로 분석-비교하며 데이터의 숨겨진
내용을 파악한다.
모든 데이터는 데이터의 유형과 형식을 기준으로 사용자가 분류해서 확인을 할
수 있다. 시계열적 데이터는 사용자가 기간을 설정해서 특정 구간의 데이터를 분석
할 수 있으며, 키워드로 특정 데이터를 추출해서 분석할 수도 있다. 또한, 사용자가
하나의 데이터셋트에 다른 데이터를 결합시켜서 다른 데이터 간의 연관성을 살펴
볼 수 있어서 학제간 연구를 확장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주택
임대를 통한 수입에 따른 지역별 특징을 파악하고 싶을 때, 사용자는 ‘m2 당 주택임대
수입’ 데이터로 하나의 지도를 만들 수 있다. 여기에 ‘인구 1,000명당 관광 수입을
위한 AirBnB를 포함한 임대주택 등록 위치’로 별도의 지도를 만들어서 비교할 수 있
다. 두 개의 데이터를 비교하면, 관광객을 위한 주택 임대가 전체 주택임대 수입에 어
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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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ode는 더 많은 공공기관과 협력관계를 구축해서 지금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개방하고, 대시보드에 결합해서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이외에도 도시 내의 다양한 요소들: 소음, 습도, 대기
오염 등을 측정한 데이터들(Sensing Data)도 포맷-항목-보안 여부를 확인한 뒤 대시
보드에 적용할 예정이다.

(2) 더블린 시티대시보드(Dublin)
더블린 시티대시보드 프로젝트의 기원은 2014년으로 돌아간다. 2014년 더블린
시의 4개 자치구는 데이터 개방, 스마트시티 기술을 통해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마트시티 프로그램 ‘Smart Dublin’을 개시하고, 스마트시티 실천을 본격화한다.
2014년 Maynooth University의 Programmable City 프로젝트의 일부로서 더블린 대
시보드 서비스가 시작되었다. 이 대시보드는 기존에 존재하던 데이터 포털사이트였던
Dublinked와 다른 기관의 데이터뿐 아니라 영국 내 다른 공공기관의 데이터, 유로 연
합 데이터도 통합해서 제공하고, 각기 다른 기관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래
프, 인터랙티브 지도 등으로 시각화한다.
기존의 대시보드 형식들이 실시간 데이터만을 제공하였다면, 더블린 대시보드는 실
시간 데이터와 함께 역사적 데이터(historical data)를 같이 제공한다. 사용자들은 현재
의 도시상황을 과거와 비교하면서 보다 정확하게 도시상황을 인식할 수 있다. 역사적
데이터의 제공은 더블린 시티대시보가 시계열적 데이터 공급과 분석을 통해 시민과 관
련 기관들이 데이터 기반 정책결정에 더욱 가까이 갈 수 있게 해주고, 데이터의 시각화
와 적용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더블린 시티대시보드의 메인페이지는 이와 유사하게 다양한 11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11개 항목별로 별도의 웹페이지들이 있고,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Dublin Realtime에는 실시간 도로교통상황, 더블린 인근 비행기들의 비행상
황을 확인할 수 있는 웹페이지들로 연결된다. Dublin Planning은 건축허가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Fingal Planning Application을 포함해서 My plan, Dubli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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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ning Applications으로 연결된다. How's Dublin Doing?의 하부구조는 Dublin
Economic Monitor, Dublin Indicators, Dublin Spending, City Benchmarks, Cost
of Living, Dublin versus Other Regions, Is Dublin Busy?의 웹페이지를 통해서 더블린
의 시정지표, 경제지표, 더블린의 생활비용 등 다양한 기관에서 수집된 데이터들을 연결하
고, 더블린의 과거에서 현재까지의 데이터를 사용자가 선정해서 확인할 수 있다.
Dublin Near To Me 항목 아래에는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더블린 시 내의 빈집의 위
치와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Reusing Dublin’으로 연결되는 링크가 있다. 더블린
시정부와 Peter McVerry Trust가 협력해서 펼치고 있는 이 캠페인은 더블린 시의 빈
집을 확인해서, 부족한 주거공급을 확대하고, 사회적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대처해서
도시환경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시작되었다. 더블린 2 지역의 Clare Lane 건물은 공공
기관 소유의 총 8세대 공동주거였지만 빈집으로 방치되고 있었다. Peter McVerry
Trust와 더블린 시정부의 주택담당 부서는 건물 소유기관인 Office of Public Works와
함께 협력관계를 형성해서 건물을 리노베이션 하고 2015년에 완공했다.
더블린 대시보드는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형식의 시티대시보드 중의 하나이며,
‘Smart Dublin’ 프로그램의 가장 뚜렷한 성과중 하나이다. 더블린시는 새로운 데
이터셋트를 제공하고, 증가하는 데이터셋트를 분석하고 모델링하기 위해서 새로운
데이터 시각화 어플리케이션을 개방중에 있다. 부족한 사용자 환경의 발전을 위해,
로그인 시스템의 도입을 통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Facebook, Twitter, Smart Sports Watching와 같은 어플리케
이션을 통해서 사용자들의 건강상태 및 사회적 네트워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
다(Kitchin et a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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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 Dublin City Dashboard 의 지도시각화

자료: https://www.dublindashboard.ie/pages/index (2019. 11. 7 접속)

그림 5-8 | Dublin City Dashboard 의 Data Structure

자료: https://www.dublindashboard.ie/pages/index (2019. 11. 10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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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에드먼턴(Edmonton Citizen’s Dashboard)
에드먼턴 시(City of Edmonton)는 캐나다 앨버트 주의 도시로서, 더 좋은 시민들의
삶을 새로운 기술로 이루어 나가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2009년 도시발전 전략계획
‘The Way Ahead’를 작성했다. The Way Ahead는 에드먼턴 시의 10년 단위 장기적
도시발전계획으로서, 2040년까지의 미래 도시 비전을 설정하였다. 2009년에 첫번째
로 작성된 전략계획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의 도시발전 방안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2014년 선거를 통해 새로 당선된 의회에 의해서 재구성되었다.
에드먼턴 시의 전략계획은 시민들의 삶을 발전시키기 위해 선도적으로 기술도입을
추진했다. 대표적인 예로, 2010년 에드먼턴 시는 캐나다 도시 중 최초로 공공데이터
포털시스템의 운영을 시작하면서, 지방정부 행정 시스템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자 했다. 최초에 공개된 데이터는 12개 셋트에 불과했으나, 점차 그 숫자를 늘려가서
2017년 하반기에는 1300개가 넘는 데이터셋트가 공개되었다. 에드먼턴 시는 공공데이
터를 시민들에게 제공했을 뿐 아니라, 정책결정 과정의 효율성과 비용감소를 높이기
위해서 데이터기반 내부 정책 결정 시스템인 the Analytics Centre of Excellence
(ACE)를 도입해서 운영하였다(Corbett et al., 2018).

그림 5-9 | Edmonton Citizen Dashboard

자료: https://dashboard.edmonton.ca/ (2019. 11. 10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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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0 | Edmonton Citizen Dashboard의 Police data webpage

자료: https://dashboard.edmonton.ca/ (2019. 11. 10 접속)

에드먼턴 시의 시티대시보드는 공공데이터 포털시스템의 데이터 활용 플랫폼으로 개
설되었으며, 다양한 지표를 통해서 도시의 현황과 변화상황을 보여주고자 기획되었다.
‘Edmonton’s Citizen Dashboard’라는 이름의 시티대시보드는 교통사고, 도로상황,
대중교통 이용현황 등의 실시간 데이터를 제공하는 Transportation, Livability,
Environment, Urban Form, Economy, Finance 등 총 6개의 주요 카테고리와 관련
된 정보를 메인페이지에서 제공하고, City Administration, Education과 같은 14개 하
부 카테고리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데이터들은 캘린더, 차트, 데이터셋트, 지도,
문서파일 등 다양한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어서, 단순한 숫자나 그래픽의 전달에 그치
는 것이 아니라 에드먼턴 시의 역사, 행정, 경제, 문화 등 광범위한 영역의 정보를 데
이터 특성에 맞게 전달하고 있다.
Edmonton’s Citizen Dashboard는 시 정부의 데이터뿐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
의 데이터와 관련 링크를 제공한다. 과거에 있었던 선거정보도 제공하며, 경찰청
범죄데이터와도 연결해서 범죄 현황 및 특성도 사용자들이 살펴볼 수 있다. 개인
로그인을 통해서 시민들이 민원도 제기할 수 있으며, 제기된 민원의 위치와 처리상
황을 지도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있다. 이와 함께, 대시보드의 데이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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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I로 제공해서 민간기업과 개인들이 데이터를 활용한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통해서 시
민들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와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에드먼턴 시는 공공데이터와 대
시보드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를 더욱 독려하고,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2014년부터 매년 공공데이터를 해커톤을 개최하고, 대시보드에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있다.

(4) 글래스고우(Glasgow)
2013년 영국 정부는 새로운 기술들이 도시민들의 삶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
지를 보여줄 선도사업 공모전 ‘Future City Grant’를 Technology Strategy Board
(TSB, 현재 Innovative UK) 주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총예산 2
천 4백만 파운드(한화 약 360억원)를 지원하는 이 공모전에서 글래스고우는 29개의
도시를 제치고 당선된다. 글래스고우 지방정부는 이 정부기금을 이용해서 도시를 보다
스마트하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Furgure City Glasgow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추진해왔다.
Future City Glasgow 프로그램은 크게 3개의 주제: Glasgow Operatios Centre
(GOC), Open Glasgow, Four Demonstrators를 중심으로 세부추진계획이 작성되었다.
먼저, Glasgow Operations Centre는 글래스고우 시의 도시운영에서 가장 중추적인 세
개의 시스템을 통합하면서, Future City Glasgow 프로그램을 이들 시스템에 적용시켜나
갈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이에 따라, 공공영역에서의 CCTV 시스템, 교통관리 서비스,
응급상황 대응 시스템을 통합하면서, 효과적인 운영시스템을 개발이 추진되었다. Open
Galsgow는 공공서비스의 개선과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다양한 도시시스템과
데이터의 통합을 추진하며, 효과적인 통합데이터의 운영을 위해서 빅데이터 통합관리시스
템을 설치하고 실시간 도시데이터, 분석정보와 시티대시보드를 운영한다. 그리고, 시민들
이 이러한 내용을 손쉽게 확인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기존에 운영되던 시민참여 어플리케이
션 ‘MyGlasgow’와 데이터 정보제공 어플리케이션 ‘City Observatory’를 개선했다.
Four Demonstrators는 시민들이 글래스고우에 살면서 가장 일상적이면서, 가장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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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효율성, 통합적 교통시스템, 지능형 조명시스템, 실시간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서
운영된다.
Open Glasgow는 스마트시티 정책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데이터’를 다루
기 때문에 다른 정책들과 연동될 수 밖에 없고, 다양한 세부내용을 다루어야 하는 특징이
있다. 글래스고우 시는 부처별 구분에 따른 데이터 생성 및 관리방식을 폐지하고, 데이터
기반 정책결정에 따른 비용감소 효과를 증대시킨다는 큰 원칙을 세우고 정책을 추진했다.
글래스고우 시티대시보드는 Open Glasgow의 다섯가지 주요과제 중 하나인 개방형 데이터
를 이용한 온라인 도구(Online Tools using open data)로써 open-data catalogue, map
portal, MyGlasgow App과 함께 추진되었다. 이 온라인 도구들은 개별적인 과제이기도
하지만, 서로 연동되면서 시민들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삶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 통합적으로 기획-운영되었다.

그림 5-11 | Glasgow City Dashboard Image

자료: http://futurecity.glasgow.gov.uk/dashboards/ (2019. 11. 10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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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래스고우 지방정부는 Open Glasgow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City Data
Hub를 설립해서 총 372개의 데이터 셋트를 개방했다. 글래스고우 시의 도로별 교
통량, 교량운영현황, 주차장 별 가용 주차대수 등과 같은 실시간 데이터를 포함해
행정구역 별 인구, 세금 납부액, 연도별 쓰레기 처리량과 같은 통계데이터 등을 시
민들에게 제공한다. 지방정부에서 관장하는 데이터뿐 아니라 관련 기관들과의 협
력을 통해서, 함께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데이터 생성과 처리, 제공과정에서 기관
들 내부의 법률해석 및 제도 등의 차이점이 발견되었고, 정책결정 및 집행에 대한
기관별 속도와 접근 방식의 이견에 따라서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했다.
글래스고우 시티대시보드는 City Data Hub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와 시민들이 원하는
데이터를 직접 선택해서 분석 및 시각화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티대시보드를
통해서 사용자들은 글래스고우의 변화상황을 자신들이 원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이해할
수 있다. 대시보드의 소스코드들은 공개되어서 민간기업이나 개인이 연관된 어플리케이션
을 개발할 수 있다. 시티대시보드에서 제공되는 데이터들은 크게 River level, Cycling
map, Pollution, Seasonal foods, Hay fever alert, Gritting updates, Traffic alerts,
CCTV map, Mountain conditions, Accident map, Glasgow visitors, Glasgow tweets,
Weather, Glasgow today, Fuel prices로 구성되어있다. 각 데이터들은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서 역사적 데이터와 함께 제공되기도 하며, 사용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가 이루어진다.
글래스고우의 모든 데이터는 통합 행정서비스 제공 서비스인 MyGlasgow에서
사용자 기반으로 종합적으로 제공된다. 글래스고우 시는 이 서비스를 통해서
Future City Glasgow 프로그램의 모든 내용을 시민들에게 전달하고, 관련된 서비
스를 통합하고자 했다. 사용자들은 웹페이지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로그인하고,
사용자 환경에 맞는 글래스고우의 행정, 경제, 환경 등을 포함한 다양한 정보들을
대시보드 형식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로그인 과정에서 사용자 환경이 설정되기 때문
에, 주민세(Council Tax), 대형 쓰레기 처리를 위한 비용 납부, 건축물 인-허가 신청,
장애인 주차 신청 등이 가능하다. 데이터의 내용을 지도 위에 바로 표시해서, 사용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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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거주지역이나 근무지역과의 거리, 연관성 등을 확인할 수 있고, 담당기관에 바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페이스북, 트위터와 같은 소셜미디어의 계정을 통해서 이 서비
스를 이용할 수도 있으며, 민간기업에서도 계정을 만들어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
며, 행정기관과 소통할 수 있도록 개방성을 높였다.
그러나, 실제 MyGlasgow서비스 과정에서는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글래스
고우 시정부에서 제작해서 제공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은 Google Play와 Apple
Appstore에서 사용자들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 사용자들은 ‘로그인’문제를 어플
리케이션의 가장 큰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 개인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했는데도 정
보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로그인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며, 한번 설정된
로그인 비밀번호가 수정되지 않는다는 불만도 커지고 있다.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
터를 설정해서 자신들만의 대시보드를 만드는 것도 어려움이 많다. 원하는 데이터
를 수많은 데이터에서 찾아내는 것이 시간도 오래걸리고 쉽지 않을뿐더러, 데이터
의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활용도가 떨어진다. 또한, 어렵게 찾은 데이터의
경우도 대부분 외부기관의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빈도가 높아서, 다른 데이터와의
비교-분석이 불가능하다.

(5) 베니스 시티대시보드(Venice City Dashboard)
베니스 시티대시보드는 Venice Project Centre(이하 베니스 프로젝트 센터)가 제공하
는 웹서비스 중의 하나로 운영되고 있다. 베니스 프로젝트 센터는 미국의 Worcester
Polytechnic Institute의 ‘WPI Plan’의 일부로 추진되고 있는 프로젝트이다. 1865년
미국메사츄세츠 주(Massachusetts)에 설립된 Worcester Polytechnic Institute 은 학생
들이 수업시간에 배우는 내용들이 실생활을 발전시키는데 활용해야 된다는 학교 철학을
기반으로 전 세계에 Project-based Learning을 실천하기 위한 센터들을 설립했다. 베니스
프로젝트 센터는 WPI Plan에 의해 1988년 시작되었고, 6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베니스가
당면한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기 위해 170개가 넘는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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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2 | Venice Project Centre Homepage

자료: http://www.veniceprojectcenter.org/vpc (2019. 11. 10 접속)

그림 5-13 | Venice Project Centre Homepage의 Impact Category

자료: http://www.veniceprojectcenter.org/vpc (2019. 11. 10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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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4 | Venice City Dashboard

자료: http://dashboard.cityknowledge.net/#/venice (2019. 11. 10 접속)

베니스 프로젝트 센터의 홈페이지는 베니스 도시를 위한 데이터 저장소의 역할
을 하고 있다. 메인 홈페이지에서는 Applications & Tools, Impacts, Open Data,
Publications, Student Projects의 5개 항목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각 항목들은
세부 카테고리로 나뉘어지는데, Applications항목의 경우, 베니스 조수간만차,
WIFI서비스 제공지역, 베니스 시티대시보드를 포함한 21개의 웹페이지로 연결되
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베니스 시티대시보드는 21개 세부 카테고리 중 하나
이다. Impacts 항목에서는 12개 세부 카테고리를 통해 학생들이 주제별로 진행한
연구를 통해서 베니스 도시환경의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베니스 수상택시 시스템
의 효율성 발전을 위한 방안, 베니스의 빅데이터 시각화를 위한 웹사이트 제작, 베
니스 도시 영역의 경계 등 다양한 연구가 문서, 동영상 등의 형식으로 제공되고 있다.
Student Projects에서는 1988년부터 2018년까지 학생들의 프로젝트를 카테고리, 연
도, 주제, 지원기관을 분리해서 제공한다. 30년의 시간동안 많은 학생들이 다양한 주
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구를 실시하고 연구내용을 업데이트해서 일반 사용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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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로 만들은 베니스의 민간연구 아카이브 역할을 한다. 2018년의 경우, 과거 베니스
의 산업유산을 청년공간으로 전환하는 방안, 기후변화로 홍수피해가 심해지는 상황속
에서 문화유적의 보존방안, 베니스 도시농업, 베니스의 공공공간에서 장애인의 접근성
레벨의 상황과 발전방안 등의 연구가 진행되었고, 이들 학생들의 프로젝트는 개별 웹
사이트로 연결되서 세부적인 내용과 최종 결과물을 제공하고 있다.
베니스 시티대시보드는 CASA에서 제작한 런던 시티대시보드의 기본형식을 차용해
서,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정리해서 웹에 제공하는 형식으로 제작되었다. 2015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베니스 시티대시보드는 12개의 같은 크기의 박스와 1개의 작은 박스
형태로 13가지 내용을 제공한다. 다른 도시의 시티대시보드와는 달리 베니스 시티대시
보드는 ‘여행’에 초점을 맞춘 정보들이 제공되고 있다. 교통유형별 여행자 도착상황
(Tourist Arrivals), 호텔, 베니스 AirBNB, 현재 베니스 인구와 여행자 인원, CCTV,
베니스 주변 비행기 상황, 베니스 기차역 상황, 수상택시 운영, 크루즈 운영, 위치별
민원 접수와 진행상황, 여행자 세금, 대기오염, 부동산 매물상황, 조수간만의 높이에
대한 정보가 대시보드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제공된다.

(6) 도시별 시티대시보드의 비교
각 도시들은 런던 시티대시보드의 장점을 발전시키고, 단점을 개선해 나가면서
개성있는 시티대시보드를 운영하고 있다. 대시보드의 분류는 크게 데이터, 사용자, 확
장기능을 중심으로 11개 지표를 이용했다. 첫 번째로, 시티대시보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로서, 데이터의 개방성, 다양성, 접근성, 도시 별 특화, 사용자 환경에 맞
는 데이터 유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실시간 데이터의 제공여부, 양방향 데
이터 흐름, 역사적 데이터 제공, 도시별 특화된 데이터 제공, 데이터 공급유형을 지표
로 설정하고 대시보드 별로 비교를 했다.
두 번째로, 사용자 환경에 대한 지표로는 가장 기본적인 사용자 환경인 로그인(User
Log-In), 사용자 특성에 맞는 대시보드 환경구성, 별도의 어플리케이션을 지표로 선
정해서 대시보드 별로 분류를 했다. 마지막으로는 시티대시보드의 확장성을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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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 세 가지 지표를 사용했다. 하나의 창에서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런던
시티대시보드 보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복합
적 대시보드 구조를 지표로 이용했다. 일시적인 데이터의 시각화 뿐 아니라 통합적인
데이터 제공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공공데이터 포털과 연동여부를 조사했
고, 외부 데이터 및 관련기관과의 연결을 확인하기 위해서 외부링크의 포함여부를 지
표로 활용했다.

3) 대시보드 3.0: 통합적 거버넌스 플랫폼으로서의 가능성
1세대 시티대시보드인 런던 시티대시보드와 앞서 조사한 6개 시티대시보드들의
특징을 바탕으로, 현재 개발되고 있는 시티대시보드의 특징과 향후 시티대시보드
3.0으로서 발전하기 위한 방향을 전망하고자 한다.

(1) 사용자 특성에 맞는 데이터 정보제공 노력
Kitchin(2014)은 ‘시티대시보드’의 최근 중요한 경향은 정부와 시민들이 도시와 관
련된 정보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생성된 데이터와 연계하여 도시형태-기능-역동성을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Kitchin, 2014). 시티대시보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도시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것이지만, 데이터를 받아들일 사용자들이 없다
면 데이터는 무의미한 것에 불과하다. 사용자가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시티대
시보드의 발전뿐 아니라 데이터 개방, 온라인을 통한 시민참여, 미래 도시 전략에 대한
향방이 판가름 된다. 따라서, 사용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데이
터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능동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티대시보드를 만들
어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용자 특성에 맞는 대시보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시티대시보드의 로그인 시
스템으로 발전하고 있다. 일반적인 도시 데이터 제공에 그쳤던 런던 시티대시보드
에서 발전된 최근의 시티대시보드들은 5개의 도시 대부분이 로그인 시스템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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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사용자 특성에 맞는 데이터 환경을 제공한다. 특히, 바르셀로나 시티대시보
드는 로그인을 해야만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고, 사용자 스스로 공통적으로 제공되
는 데이터 중에서 원하는 데이터를 찾아 시각화 해야한다. 로그인과 같은 사용자
특성을 고려한 시스템은 사용자의 정보인지를 향상시키며, 사용자들이 어떤 데이
터를 가장 원하는지, 어떤 시각화 방식을 가장 선호하는지 등을 지방정부에서 파악
할 수 있어서, 데이터 시각화의 효율성뿐 아니라 시민관심도를 고려한 도시정책의
발전도 기대할 수 있다.

그림 5-15 | London Development Database

자료: https://maps.london.gov.uk (2019. 11. 10 접속)

사용자 환경의 발전은 데이터 사용환경뿐 아니라 전통적 방식의 도시계획과의 결합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기술의 발전과 함께 더 많은 사용자들이 온라인에서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실제로 글래스고우 시티대시보드는 행정업무포털 형식의 어플리케이션
My Glasgow에 결합되면서 주민세, 건축인허가, 쓰레기 비용 등도 지원하는 플랫폼으
로 발전하고 있다. 과거에는 이러한 행정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많은 사회적 비용이 필
요했지만, 이제 빠른 시간 내에 처리가 가능해지고 진행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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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에 따라서 관련 민원도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통합적인 상황을 개괄적으로 전달하는 시티대시보드의 개발과 함께,
전문화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시보드 형식의 주제별 웹사이트들도 개설되고 있
다. 대표적인 예로서는 런던시 내의 모든 건축물 인허가와 관련된 데이터를 통합적으
로 관리하고,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개방하는 London Development Database가 있다.
런던시는 2020년까지 건축물의 인허가와 관련된 모든 프로세스와 데이터들을 단계별
로 자동적으로 업로드하는 시스템을 추진하고 있는데, London Development
Database는 이 시스템의 골격을 형성하고 있는 웹페이지로서 2018년 부터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이 웹페이지에서는 건축물 인허가와 관련된 모든 지도와 텍스트 자료를
인터랙티브 형식의 지도로 파악할 수 있어서, 지방 정부는 업무효율성을 높이면서 지
출을 줄이고, 시민들은 빠르고 투명한 행정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 데이터 체험확대를 통한 데이터 접근방식의 전환
대부분의 시티대시보드는 온라인 웹페이지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스크린 인
터페이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스크린에 뜨는 차트, 그래프, 동영상과
같은 데이터 유형은 무수히 많은 데이터가 공급되고, 대시보드의 구조가 복합화된다고
해도 데이터 전달이 평면적이고 시각적으로만 받아들여지는 한계가 있다.
최근에는 기존의 2차원적 인터페이스의 한계를 벗어나서 하이브리드 기기를 이
용한 가상공간과의 결합을 이루는 대시보드 개발도 활발해지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immersive head-mounted displays 들은 도시정보의 시각적 효과를 증대시키고, 3차
원을 기반으로 한 공간적 정보와 분석, 도시컨텍스트를 제공해서, 공간적 특이점-몰
입, 현상을 만들어낸다. 가상공간 환경 혹은 혼합현실(Mixed Reality, MR) 기술은 새
로운 인터페이스릍 통해서 실제 도시환경에 데이터 상황이 결합된 통합적인 환경을 제
공한다.
MR 기술은 시민들이 자신들의 직접적인 감각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체험하고 있
는 도시문제와 특성들에 대해 깊숙이 개입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다(Gordon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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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11). MR 기술을 이용해 가상공간과 실제 도시환경을 연결하면서, 우리가 도시
생활속에서는 인지하지 못했던 도시환경을 경험해보고 이해할 수 있는 경험의 폭을 확
장시킨다. 특히, MR을 통한 참여형 대시보드의 장점은 가상공간과 실재 도시환경을
연결하면서, 디지털 트윈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보여준다. Batty(2018)는 디지털 트윈
과 기존의 3d 도시모델링의 차이는 도시의 물리적환경 뿐 아니라 사회적 환경, 실시간
데이터의 결합을 이루어 낼수 있는지라고 설명하며, 물리적 환경의 재현을 넘어서서
실시간 데이터가 결합된 복합적인 체험환경이 디지털 트윈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
다(Batty, 2018b).

그림 5-16 | CASA The Virtual London Platform

자료: Dawkins et a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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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7 | London Digital Twin- UCL at Here East

자료: Dawkins et al., 2018

3D 공간환경과 실시간 데이터의 연결로 평면적인 웹의 한계를 벗어나서, 3D 모델링
기반의 대시보드 제작에 대한 연구도 증가하고 있다. 영국 런던대학교의 선진공간분석
연구소(Centre for Advanced Spatial Analysis) Dawkins(2018)의 연구는 웹환경에
도시의 3D환경을 적용시켜서 입체적인 공간상황 속에서 도시의 상황을 전달하고 있다.
그는 디지털 환경과 실제 환경이 분리되지 않는 하나의 공간 환경이라는 개념을 설정하
고, 런던의 올림픽 공원을 디테일하게3d 작업을 한 뒤, 웹과 연동시키고, 올림픽 공원
의 데이터들을 접목시켜서 도시의 공간적 특성과 역동성을 동시에 보여줄 수 있는 대시
보드를 제작했다.
이와 함께, 올림픽 공원 내에 있는 런던대학교 소속의 건물도 3D 작업을 통해 버츄
얼 공간에 구축한 뒤, 건물 내에 설치된 20개의 환경센서의 데이터를 연동시켰다. 20
개의 환경 센서들은 사람들이 실제 방문했을 때 변화하는 건물 내의 온도, 습도, 이산
화탄소 등을 매분 마다 웹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며, 사람들의 움직임도 Lidar
기술을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수집되어서 대시보드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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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wkins et al., 2018). 이러한, 3D 모델링 기반의 대시보드는 대중의견 청취수단으
로 활용해서 도시계획의 평가체계로도 발전시킬 수 있다. 3D 모델링 기반의 대시보드
는 시각적 데이터 제공의 한계를 뛰어넘는 시도일 뿐 아니라, 디테일한 3D 모델이 연
결된 복합적 도시공간환경 체험을 가능하게 한다. 사용자들은 시시각각 변하는 도시의
데이터가 특정 장소의 공간환경 변화에 어떤 영향을 주며, 전체 도시관리, 운영과는
어떤 밀접한 연결관계를 가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18 | London Situation Room 동영상 캡쳐이미지

자료: : https://www.youtube.com/watch?v=6UPITLg9uzw (2019. 11. 10 접속)

도시 시뮬레이션 상황을 설정한뒤, 시민이 상황변화에 대응하는 구성원으로서 참여
하는 방식도 도시데이터의 이해와 활용, 체험확대를 위해 효과적이다. 2015년 12월
부터 2016년 3월까지, 런던의 소머셋 하우스(Somerset House)에서는 증가하는 데
이터와 도시의 관계를 이해하고 예술작품으로 그 의미를 발전시키기 위한 전시회
‘Big Bang Data’가 개최되었다. 전시작품 중 하나인 ‘London Situation Room6)’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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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관람객이 런던을 운영하는 정책결정자로서, 급변하는 도시데이터를 기반으로 도
시상황에 맞는 대응을 빠르게 해야되는 상황을 경험하게 한다. 관람객들은 설정된 시
뮬레이션 환경속에서 계속 업데이트되는 정보를 접하게 되고, 주어진 상황변화에 맞
게 런던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 이 전시는 도시의 관리와 운
영이 복합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며, 빠르게 변하는 데이터 환경 속에서 정
책결정의 중요성을 체험하게 된다. 3D 공간환경-혼합현실(mixed-reality)과의 연
결, 시뮬레이션 상황에 대한 참여는 사용자들이 도시환경과 시스템을 수동적으로 모
니터링하는 것을 넘어서서보다 적극적으로 정책결정 과정에 개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5-19 | London Situation Room 동영상캡쳐이미지

자료: https://www.youtube.com/watch?v=6UPITLg9uzw (2019. 11. 10 접속)

6) http://bigbangdata.somersethouse.org.uk/the-london-situation-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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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민참여 방식의 발전
도시계획 분야에서 계속 강조되어온 시민참여의 가능성은 온라인 시대에서 더욱 커
지고 있다. 특히, 도시운영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으면서, 사용
자 환경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정책결정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시티대시보드가 개발되
면서 온라인 시민참여의 기회가 증대하고 있다.
일방적으로 데이터를 전달받았던 시티대시보드 1.0의 사용자들은 아른 스타인의
사다리 측면에서 본다면 토크니즘에 그칠 수 있지만, 최근 발전하고 있는 다양한 형
식의 시티대시보드들은 쌍방향적 정보의 흐름을 강조하면서 참여의 확장을 이루어내
고 있다.
대시보드를 통한 시민참여의 대표적인 발전방향으로는 사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올
리는 정보(volunteered geographic information)를 더욱 확대하는 것이다. 앞서 살펴
본 더블린, 에드먼턴, 글래스고우의 시티대시보드들은 사용자들이 지역적 특성을 반
영한 매핑도구로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 데이터들은 공공기관
에서 작성한 데이터의 부정확성을 낮추고, 오류를 수정하면서 데이터의 질적 가치를
높이면서, 지역적 특수성이 반영된 데이터를 제공한다. 특히, 커뮤니티 활동, 커뮤니
티 특징, 지역 세부공간 단위별 변화 등은 정부기관이나 민간기관의 데이터 수집을
통해서는 파악이 되지 않는 지역자산이자, 지역적 특수성을 이해하기 위해 필수적인
데이터이다.
가장 적극적인 시민참여의 방식은 투표이다. 대시보드는 데이터를 통합해서 시
각화할 수 있는 기본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디지털 시대에 시민들이 온라인 투표에
쉽게 참여하고 결과를 빠르게 접할 수 있는 도구이다. 모바일 기기와 연결된 앱의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시보드들은 대규모의 시민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
시간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수단으로 발전할 수 있다. 서
울시는 모바일 앱을 통해서 시민들이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시스템을 이미 도입해
서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청은 전자투표 시스템인 ‘mVoting’을 2014년
에 도입하고, 시민들이 시청과 자치구에 필요한 정책을 제시하고, 정책결정에도 직

제5장 분석모형 활용방안: 대쉬보드 개발과 플랫폼 연계를 중심으로 ･ 115

접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mVoting은 연령별 제한, 지역별 제한 등과 같은 다
양한 기능을 통해서 보다 효과적인 의견수렴을 위해서 이용되고 있으며, 2016년 7월까
지 181개의 안건이 시민들을 통해서 제시되었고, 백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4400여개의
안건에 투표를 진행하였다(Holzer and Kang, 2017).

그림 5-20 | 서울시 mVoting 홈페이지

자료: https://mvoting.seoul.go.kr/mvoting/voting/hotissue/selectPageListHotissue.do (2019. 11. 15 접속)

보다 많은 시민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데이터 접근에 제한이 있는 사회구성원
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시티대시보드가 좋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고 하더라
도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한다면 그 의미는 퇴색되고 만다. 런던 시티대시보드를
포함한 대부분의 시티대시보드들은 도시의 주요 공공기관과 공공장소에서 공개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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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서 제공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더 많은 사용자에게 서
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온라인 기반의 시티대시보드가 제공되지만 이를 활용하는데 제
한적인 그룹들이 사회속에 존재한다. 인터넷 사용이 익숙지 않은 높은 연령대 그룹,
인터넷 접근이 제한적인 곳에서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그룹, 시각적인 내용을 받아들이
는데 어려움이 있는 장애를 지닌 그룹들은 시티대시보드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들 그룹의 제한적인 접근은 디지털 정보 이용 격차를 더 크게 만들어서
사회적 불평등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된다.

(4) 시티대시보드 발전의 위험요소
런던 시티대시보드는 실시간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가를 확
인하기 위해서 제작되었지만, 이제 시티대시보드의 기능은 점점 확대되고 있다. 대
학에서 학생교육과 실천을 위해서 운영되는 베니스 시티대시보드를 제외한 나머지
4개 도시의 시티대시보드들은 국가의 혹은 도시의 미래 도시전략 차원에서 기획되
고 운영되고 있다. 이제, 시티대시보드들은 실시간 데이터 공개와 같은 단일 목적
을 위해서 제작되지는 않고, 공공데이터 포털, 온라인 통합행정 시스템 구축과 같
은 체계적인 정책의 하나로써 자리잡고 세밀한 계획에 의해서 추진된다. 더 이상
시티대시보드는 정보의 나열을 보여주는 전광판이 아니라, 가치있는 모든 요소의
탐색을 통해 도시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통찰력을 끊임없이 생성하는 곳으로 나아가
고 있다(Mattern, 2017).
그러나, 시티대시보드의 발전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민해야 할 부분들도 제기되고 있
다. 데이터의 보안과 프라이버시 침해문제는 시티대시보드의 운영에 가장 큰 논란을
일으키는 부분이다. 시티대시보드는 도시에서 발생하는 많은 정보들을 수집하고 분석
-시각화 하는 것인데, 이것은 시민들의 생활과 관련된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공개하는
과정을 공식화하는 것이다. 물론, 예전부터 정부와 공공기관 등은 도시에서 발생하는
정보들을 수집, 가공, 분석함으로서 시민들의 행동패턴들을 조사해왔고, 통제의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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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사용해 왔다. 시티대시보드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불합리한 행동들을 용인하면
서, 시민들이 자신들의 생활과 관련된 데이터들을 스스로 공개하게 되는 것이다. 최
근 문제가 되고 있는 페이스북의 회원정보 무단이용, 아이폰의 사용자 데이터 수집
등은 디지털 기기와 데이터 플랫폼 운영과정에서 얼마든지 허점이 만들어 질 수 있는
지를 보여준다.
각 도시의 공공데이터가 개방되고 시티대시보드가 운영되어도, 그것이 바로 도시의
운영과 관리의 효율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시티대시보드는 도시의 현재 상황을 손쉽
게 알려주지만, 시민들이 제공되는 정보를 바탕으로 적절한 행동을 할 것이라는 가정
에는 많은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 도로 교통상황, 지하철 운행상황, 날씨 등의 정보
를 습득한 시민들이 각각의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집단행동으로 연결될 지는 불확
실한 부분이다. 특히, 시티대시보드에서 제공하는 것은 현재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
여주는 정보일 뿐, 미래에 대한 예측이나 추진방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시민들에
게 좋은 정보를 제공한다고 해도, 이것을 받아들여서 적절한 행동을 하는 것은 온전히
시민들의 자율적인 생각과 의지에 달려있는 것으로서, 도시를 관리하는 사람의 의도와
는 다른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시티대시보드를 통한 정보의 제공
이 모든 시민들과의 직접적인 교류를 만들어 내면서 효율적인 도시운영과 관리로 연결
되는 것은 아니다.

4) 시사점
시티대시보드의 기본적인 의미와 특징을 살펴본 뒤,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시티대시
보드의 진화과정을 파악했다. 웹기반 시티대시보드의 원형이자, 시티대시보드 1.0 이
라고 부를 수 있는 런던 시티대시보드의 특징과 한계를 조사해보았다. 런던 시티대시
보드 이후에 등장하고 있는 발전된 형식의 시티대시보드 5개의 배경과 특징을 통해서,
시티대시보드를 이용한 통합적 스마트시티 접근의 최근 경향을 살펴보았고, 스마트시
티를 위한 통합적 거버넌스 플랫폼 형태로서 시티대시보드의 가능성을 파악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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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데이터를 빠르게 제공하면서, 더 좋은 시민들의 삶과 효과적인 행정을 지원하
는 시티대시보드는 데이터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기술중심의 시티대시보드에서
(1.0), 사용자 중심의 시티대시보드로 진화했고(2.0), 이제 데이터의 활용을 극대화
시키면서, 사용자가 만들어 가는 시티대시보드로(3.0) 발전하고 있다.
오늘날 도시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고민지점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논란이 발생하기
쉬운 도시계획과 도시정책분야에서 효과적인 전략을 개발해 나가는 것이다. 도시의 역
동성을 실시간으로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시티대시보드는 스마트시티 시대의 대표
적인 도시관리-운영 시스템에서, 스마트시티를 위한 통합적 거버넌스 플랫폼으로 거
듭나고 있다.

3. 국토균형발전 대쉬보드 시험개발
빅데이터 기반의 분석 결과를 정책 결정자와 일반 국민이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온라인 대쉬보드의 구축과 개발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개인과 기업활
동 데이터의 분석 결과를 온라인 대쉬보드 형태로 구현하고 이를 통해 실시간으로 국토
균형발전 정도를 탐색할 수 있는 국토균형발전지도(Atlas of Balanced Development)
를 제시하였다.
이는 균형발전 모니터링을 위해 구축된 지역발전포털(REDIS), 균형발전종합정보시
스템(NABIS) 등과는 달리 빅데이터 기반의 분석결과를 다양한 공간단위에서 사용자
가 자유롭게 탐색하고 지역현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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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1 | 국토균형발전지도(The Altas of Balanced Development) 개발예시

이와 같은 대쉬보드를 사용하면 아래의 그림과 같이 개인소득과 기업활동의 분
포와 이를 기준으로 한 해당 지역의 특성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 행정구역 단위의
지표나 지도에서는 제공하지 못하는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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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2 | 대쉬보드를 통해서 살펴본 지방 공업도시의 개인소득과 기업활동의 분포

자료: 저자작성

그림 5-23 | 대쉬보드를 통해서 살펴본 혁신도시의 개인소득과 기업활동의 분포

자료: 저자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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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활용방안
정부는 균형발전 관련자료를 정책 결정자와 일반 국민이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온라인 포털을 개발하여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여 왔다. 이전 정부에서는 지역발전
포털을 구축 및 운영하였는데, 포털 자체의 의미는 중요하다고 할 것이나 포털에서
제공되는 분석데이터 등의 구체성에는 한계가 있었다. 현 정부에서는 균형발전종
합발전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존의 지역발전포털을 보다 발전시키고자 하고 있다.
2019년 12월을 기준으로 새로 서비스되는 균형발전종합발전시스템은 기존과는 차
별되는 내용적 구성이 있으나 아직은 지역통계 제공 등에 국한되는 한계가 있다.
이에 2020년 부터는 빅데이터의 구축과 도입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때 다양한 기
관과의 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연구에서 추진한 내용을 균형발전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용한다면 사
업추진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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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6

결론 및 향후 과제

본 장에서는 연구의 종합 및 정책제언, 연구의 한계와 향후과제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국토균
형발전정책에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방법과 방안은 모색하였는데 탐색적이고 실험적인 연구로
가치를 가질 것이나 보다 광범위한 빅데이터의 구축, 구체적인 분석결과의 도출 등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보완을
통하여 관련된 연구개발 추진의 근거와 재원 마련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1. 연구의 종합 및 정책제언
이 연구에서는 새롭게 가용해지고 있는 빅데이터를 국토균형발전정책에 활용하기 위
한 방법과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균형발전정책의 목표와 방향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는 시점에서 이와 같은 빅데이터의 활용의 중요성은 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 국토차원에서 구득하여 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코리아크레딧뷰로의 개인소득 데이터와 한국기업
데이터의 기업활동 데이터를 구득하여 시험분석하고 활용방안을 모색하였다. 빅데이터
를 분석하고 활용하기 위한 틀로써 다계층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으며, 이를 활용하여
시범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균형발전총괄지표 등 기존의 통계자료 기반의 분석
에서 제공하는 정보와는 차별화된 결과를 보여줌을 알 수 있었으며, 이와 같은 빅데이
터 기반의 분석과 활용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예를 들어 개인소득
과 기업활동을 분석한 아래의 분석사례를 살펴보면, 단순히 기업의 숫자가 많다고 지역
의 소득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며,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산은 지역내 불균형을
야기함을 알 수 있다. 빅데이터 분야는 새롭게 발전하고 분야로 아직 데이터의 완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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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포괄성은 높지 않은 한계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균형발전정책에 빅데이터 기
반의 분석과 활용을 확대해나기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국토균형발전은 다양한 부문과 영역을 포괄하고 있으므로, 데이터 기반의 분석과 정
책지원을 위해서는 그에 적합한 넓이와 깊이의 자료가 필요하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빅데이터는 국민의 실생활 등을 생생하게 보여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데이터의
종류가 한정적이며 구득도 용이하지 않다. 이 연구에서는 보다 많은 종류의 빅데이터를
발굴하여 활용하는데는 한계가 있었으며, 코리아크레딧뷰로 및 한국기업데이터의 데이
터를 주로 활용하였다. 개인소득과 기업활동의 새로운 단면을 파악하는데 장점이 있으
나 이러한 자료들만으로는 종합적인 균형발전정책에 활용하는데 한계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의 지속가능한 수집·관리체계 정립이 필요하다.
균형발전 정책에 빅데이터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관련 근거가 필요한데, 국가균형발
전을 위한 빅데이터의 체계적 수집과 활용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개선 및 보완
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에는 동법 제21조 2항에서 전통적인 통계자료의 수집
과 활용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시대적 여건에 맞게 개정하여 빅데이터의 구축과
활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표 6-1 | 균형발전특별법에서의 지역통계
제21조의2(지역통계 기반 구축 및 개발ㆍ관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균형발전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지역통계 기반 구축 및 개발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통계 작성ㆍ관리시스템 구축 및 균형발전에 관한 지표개발
2. 지역통계 작성을 위한 국내외 동향분석
3. 지역통계 조사를 위한 실태조사 사업
4. 지역통계 활용, 정책소통 등을 위한 정보화시스템 구축
5. 지역통계 분석의 질적 제고를 위한 인력양성 및 인적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역통계 작성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국가균형발전에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역통계는 「통계법」을 준용하여 작성하되, 조사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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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Development for Big Data based Analytical Model and It’s Application
to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Policy

Donghan Kim, David Kim, Pilsung Byun, Jongwook An
Key words: Big Data, Spatial Big Data. Online Dashboard,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It is necessary to discover various balanced national territorial development
policies, focusing on the subject of conducting economic activities and
conducting economic activities in the homeland space, such as personal income
activities and consumption, and the creation and destruction of businesses. In
order to utilize big data in national, regional and urban sector policies, it is
necessary to continuously discover, collect, refine and converge various social
and economic big data, and use new policy information based on big data more
systematically. However, because of the microscopic and dynamic nature of the
data, it is difficult to deal with the existing statistical and spatial analysis means.
Need to develop continuously.
This study was conducted under the following three objectives to find ways
to utilize big data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First, this study presents a methodology for collecting, refining, and converging
big data on people, businesses, and land space. Second, using the prepar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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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develop an analysis model for balanced national land development and
perform empirical analysis for the entire country. Third, the online dashboard
test development and policy utilization plan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are presented so that the general public and policy makers can understand the
balanced development of the land and establish policies in mutual cooperation.
In this study, a multi-tier framework was presented as a framework for
obtaining and analyzing personal income data from Korea Credit Bureau and
corporate activity data from Kore Enterprise Data, exploring and analyzing
methods, and analyzing and using big data. To perform a pilot analysi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it showed a result different from the
information provided by the existing statistical data-based analysis, such as the
balanced development general indicators, and it is necessary to expand such big
data-based analysis and utilization.

134

기본 19-11

빅데이터 기반 국토균형발전 분석모형 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
연 구 진 김동한, 김다윗, 변필성, 안종욱
발 행 인 강현수
발 행 처 국토연구원
출판등록 제2017-9호
인

쇄 2019년 12월 28일

발

행 2019년 12월 31일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전

화 044-960-0114

팩

스 044-211-4760

가

격 7,000원

I S B N 979-11-5898-471-7
홈페이지 http://www.krihs.re.kr
Ⓒ 2019, 국토연구원
이 연구보고서를 인용하실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해주십시오.
김동한, 김다윗, 변필성, 안종욱 2019. 빅데이터 기반 국토균형발전 분석모형 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
세종: 국토연구원.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국토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는 상관없습니다.
이 연구보고서는 한국출판인협회에서 제공한 KoPub 서체와 대한인쇄문화협회가 제공한 바른바탕체
등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