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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국토는 우리 국민이 생활을 영위해 가는 터전이며 활동의 장이다. 인간은 환경
과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경제를 발전시키고 생활을 윤택하게 하려는 부단한 노
력을 한다. 그 노력은 궁극적으로 공간에 투영되어 국토공간의 구조를 만들어 오
고 있다. 따라서 국토는 우리의 과거 역사가 배어 있고, 앞으로 펼칠 꿈을 담을
큰 그릇이다. 국가는 살기 좋은 국토공간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국토정책을 펼친
다. 국토정책은 국토공간에 대한 바람직한 모습을 목표로 추구하는 과정이며, 국
토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행하는 장래의 행동지침 또는 방향이다
국토정책은 장기간동안 광범위한 영역에서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친다. 다양한
국토정책을 시행하는 동안 정책수립 단계에서 의도한 것과 의도하지 않았던 것,
바람직한 것과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 살기 좋은 국토를 만들
고자 다양한 국토정책을 추진하여 목적을 달성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바
라지 않는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한다. 국토정책시행으로 나타난 부작용의 예로
는 높은 물류비용,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 높은 주택가격, 낮은 국토생산성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고비용 저효율의 공간구조는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원
인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시로 새로운 국토정책안을 마련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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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새롭게 시도한 국토정책이 잘못되면 이와 관련된 여러 공간문제가 발
생하고 누적되어 국토공간이 황폐해질 뿐만아니라 환경이 파괴되고 국민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국토정책은 개발과 보전이라는 잣대를 저울질하며
미래지향적이며 지속가능한 국토공간을 만드는 정책으로 수립되어져야 한다. 이
와 더불어 국토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미리 그 결과를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이 있
다면, 새로운 국토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제거하거
나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국토정책은 종합적이면서 복잡성을 가지기 때문에 다양한 정책의 시행결과를
사전에 실험하는 모형은 한두 번의 연구로 쉽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공간통합 국토시뮬레이션모형 개발연구｣는 국토정책의 시행
결과를 사전에 실험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를 만드는 첫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이 연구에서 제안된 시공간통합 분석방법론이 국토정책 수립단계에서 국
토정책에 내재되어 있는 불확실성 등을 예측하는 접근방법으로 활용되고, 관련
분야 학문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그 동안 이 연구를 수행한 최병남 GIS연구센터장, 김영표 선임연구위원, 임은
선, 한선희 책임연구원, 김동한 연구원의 열정과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표하는
바이며, 아울러 협동연구로 참여한 문태훈, 이희연, 정재준 교수께 감사드리고,
계속적으로 관련연구를 발전시켜 줄 것을 기대한다.

2005년 12월
국토연구원장 최 병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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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국가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공간을 만들기 위해 국토를 이용하고 관리하
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국토는 크고 작은 도시와 지역으로 구성
된 복잡한 공간구조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국토에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공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쉽지 않다. 국토공간의 문제
를 해결하거나 국토를 이용 및 관리하기 위해서 대규모 국책사업이 집행되는 경
우가 많운데, 환경파괴와 경제성 논란에 오르면서 정부의 국토정책에 대한 질타
가 계속되고 있다. 또한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엄청난
자원낭비와 국력 소모를 초래하기도 한다. 부안 원전 수거물 관리시설 건설, 고
속철도 천성산터널 공사, 새만금 간척사업 등에서 그 예를 볼 수 있다.
그 동안 국토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책시행으로 미치는 파급효과나 영향을 분석하는 많은 노력과
연구가 있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계량분석 위주의 정태적 방법에 의존하여 경
제․사회․환경 등 비공간적 측면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정태적인 방법은
국토공간의 동태적이고 종합적인 특성과 공간과의 관련성 등을 통합하여 예측하
는데 한계가 있다. 국토정책시행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완전히 예측하는 방
법을 찾아내는 것은 어렵겠지만, 기존 방법에서 적극적으로 시도되지 않았던 동
태적, 공간적 특성을 통합한 모형을 개발하는 방법론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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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이와 같은 배경으로 시공간통합 분석방법론을 마련하고, 이어서 차
년도 연구에서 국토정책의 파급효과를 시뮬레이션하는 모형을 제시하자 한다.
이를 위해 국토정책의 동태적 평가에 활용되는 시스템다이나믹스 기법과 공간변
화를 분석하고 예측하는데 활요외는 GIS기반 공간분석방법의 이론을 검토하고,
이 두 방법을 통합한 시공간모형 개발을 위한 방법론을 정립했다. 또한 동태모형
과 공간모형의 결합방식에 따라 국토정책을 시행함으로 시공간에 나타나는 변화
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국토정책시뮬레이션 모형의 틀을 제시했다. 마지막으
로 정책사례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한 모형개발에 적용함으로써 방법론의 활용성
을 검토했다.
이 연구를 발판으로 국토정책의 파급효과 분석, 국토공간구조의 변화분석 등
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우리 연구진
은 후속연구로 시공간통합 국토시뮬레이션 모형을 개발할 것이며, 이 분야의 연
구를 더욱 구체화시키면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그 동안 연구과정에서 도움
을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2005년 12월
최병남 GIS연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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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1장서 론
지금은 정보기술의 발전과 함께 세계화와 더불어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세방화(Glocalization) 시대를 맞고 있다. 한국의 경제와 사회여건도 세계적 변화
에 부응하여 급속히 변모하고 있다. 시간과 공간혁명을 가져올 고속철도의 개통,
5도(都)2촌(村)의 생활양식을 보편화시킬 주5일 근무제 실시, 동북아시대 경제지
리적 잠재력을 살릴 수 있는 국제적 개방화, 한반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활발
한 남북교류 등 대내외적으로 대응해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격변하는 시
대에 부응하기 위해 시행된 주요 국책사업들이 환경파괴와 경제성 논란에 오르
면서 정부의 국토정책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국토는 우리 국민이 생활을 영위해 가는 터전이며 활동의 장이다. 인간과 환
경은 서로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경제를 발전시키고 생활을 윤택하게 하면서 궁
극적으로 그 노력이 공간에 투영되어 국토공간의 구조를 이루어 가고 있다. 따라
서 국토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담은 유적지며, 미래를 그려가는 청사진이다.
공간의 개발과 제한이라는 잣대를 저울질하며, 바람직한 국토공간을 만들기 위
해 미래지향적이며 지속가능한 국토정책이 수립되어져야 한다. 국토정책은 정부
가 추구하는 국토공간의 바람직한 모습을 실현하는 과정이며, 그 수단이 공간계
획이며 공간개발이다. 국토의 이용과 관리를 위한 각종 계획과 부차적인 사업들
ⅴ

은 국토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에 해당한다. 국토정책 일환으로 수행되는 대규모
사업들은 대부분 공간을 둘러싼 개발과 보존의 양면성을 가지기 때문에 정책의
구상과 계획단계에서부터 정부와 이해 관계자, 전문가가 모두 참여한 정책결정
이 이루어져야 이러한 갈등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토정책의 수립과정에서는 정책의 파급효과와 공간구조의
변화를 예측하는 과학적 방법론이 도입되지 못하였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계량
모형에 의존하여 경제․사회․환경 등 비공간적 측면에서 시뮬레이션 하였으나,
국토정책의 동태성과 복잡성, 공간과의 연계성 등을 통합하여 예측하는데 한계
가 있었다. 따라서 기존에 적용되었던 계량분석 위주의 정태적이고 단편적인 시
뮬레이션 방법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동태적이면서 공간의 복잡성을 모두 포
함한 시공간통합 시뮬레이션 모형의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 연구는 시공간통합 국토시뮬레이션모형을 개발하는데 목적을 두고, 2년
(2005～2006)에 걸친 다년도 과제로 추진한다. 1차년도(2005)에는 시공간통합 국
토정책시뮬레이션모형 개발을 위한 접근방법론을 정립한다. 2차년도(2006)에는
국토정책시뮬레이션모형을 개발하고, 국토정책 사례를 모형에 적용하여 타당성
과 활용성을 평가한다. 1차년도에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목적을 가진다.
첫째, 동태적 정책평가를 위한 시스템다이나믹스(System Dynamics, SD) 접근
방법과 공간변화예측을 위한 GIS기반 공간분석방법의 이론을 검토하고 시공간
통합 모형의 개발을 위한 SD와 GIS의 연계방법을 정립한다. 둘째, 국토정책의 시
행에 따른 시공간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모형 개발방법론을 정립
한다. 개발방법론은 시뮬레이션 대상이 되는 정책의 특성에 따라 거시모형과 미
시모형으로 구분하여 접근한다. 셋째, 정립된 방법론의 활용성을 모색하기 위하
여 정책사례 시나리오를 선정하여 방법론을 적용한다.
연구내용은 먼저 시공간통합 국토정책시뮬레이션모형의 개발의의를 살펴보
고, 모형 개발을 위한 접근방법론을 정립하였다. 크게 거시모형과 미시모형으로
구분하여 접근방법론을 정립하였으며, 전문가특강, 선행연구의 심층분석, 토론
회, 협동연구 등을 통해 연구결과에 필요한 지식과 자료를 검토하고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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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시공간통합 국토정책시뮬레이션 모형 개발 의의
국토정책은 국가를 구성하는 소도시에서부터 대도시권, 낙후지역 등을 모두
포함하는 국가의 발전을 목표로 한다. 국토를 구성하는 각 지역의 발전은 복수의
공간단위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지리적 영역을 대상으로 산업화와 도시화에 필요
한 물적 기반의 조성 및 사회경제적 제반 조건의 개선을 추구하는 다양한 활동을
의미하며, 이러한 국토의 발전을 위한 정책 즉, 국토정책은 국토를 구성하는 각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개입의 방향과 수단을 통칭한다.
국토정책은 경제적 측면에서 전국적인 균형발전을 통하여 모든 생산요소의 활
용을 극대화하는 것, 지역자원 및 입지적 특성을 고려하여 기업이 최적의 입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분산된 공간발전을 통하여 인구와 경제활동의 집중으
로 대도시 혼잡비용을 최소화하는 것, 자원과 투자의 공간적 집중으로 초래되는
지역적 불균형과 인플레이션의 방지 등을 목표로 한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모든
지역에서 완전고용을 실현하고, 지역간 소득배분을 균등히 하며, 저발전 또는 쇠
퇴지역의 주민복지를 증진하는 것 등이다. 이 밖에도 국토의 균형발전을 통하여
자원과 환경의 남용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유지하며, 지역간 불균
형에 따른 갈등과 대립을 방지하여 국가적인 통합성을 증진하는 것이 국토정책
의 주요한 목표로 간주되고 있다.
이러한 국토정책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토공간에 대한 계획과 제도가
국토정책의 방향과 목표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한번 채택되어 시행되는 국토
정책은 국민생활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장기간에 걸쳐서 일어나게 된다.
그 영향들 가운데 국토정책이 의도한 것과 의도하지 않았던 것, 바람직한 것과
바람직하지 않은 것들이 뒤 섞여 일어나게 된다. 국토정책의 파급효과를 분석하
여 이와 같은 영향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국토정책 시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요소들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다. 그래서 국토정책의 파급효과
를 시뮬레이션 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국토정책의 유형은 <그림1>과 같이 국토정책의 공간범위와 적용시기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국토정책은 국토를 이용하고 관리하는데 방향을 제시함과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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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각종 공간계획과 깊은 관계를 가진다. 때문에 국토정책은 공간계획으로 구체
화되고, 공간계획은 국토의 미래 모습을 결정짓는 중요한 제도로서 역할을 한다.
또한 국토정책은 그 목표가 지역간 관계를 중시하는지, 지역내 발전을 의도하는
지에 따라서도 유형을 구분해 볼 수 있다. 전국적 또는 여러지역을 포괄하여 지
역상호간 관계설정을 중시하는 지역간 정책(inter-regional policies)과 특정한 지역
내부의 문제해결에만 치중하는 지역 내 정책(intra-regional policies)으로 구분이
된다. 이 두 유형은 공간의 변화를 시도한다는 차원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정책적
관심이 국가적인지 또는 지역적인지, 정책목표와 우선순위가 장기적이고 형평성
을 중시하는지 또는 단기적이고 효율성을 중시하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다.
국토정책의 계획 및 결정자는 당면한 국토정책의 유형에 따라 거시적으로 또
는 미시적으로 접근할 때 국토공간의 다양한 영역들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그 메카니즘을 잘 이해해야 한다. 국토의 한 영역에서 나타난 문제는 다른 영역
의 문제에 영향을 미친다. 국토정책은 단일한 주제의 분석으로는 해결책을 찾을

<그림 1> 국토정책의 범위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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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전국

수 없는 다주제․다차원의 복합적인 문제들로 구성된 국토공간을 대상으로 한
다. 또한 국토정책은 과거와 현재, 미래의 시간적 흐름 속에서 파악해야 하는
동태적인 특성을 가지므로 시공간을 통합한 차원에서의 분석이 요구된다.
국토공간의 구조는 쉽게 고치거나 변경할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토정책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향후 정책의 시행에 대한 파급효과와 공간에 어
떻게 투영될 것인지를 사전에 검토해야할 필요성이 강조된다. 이 연구는 국토정
책이 포함하고 있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여 예상되는 문제를 사전에 검토함으로 시행착오를 최소화 할 수
있느 도구를 개발하는데 의의를 가진다.

제 3 장 시공간통합 시뮬레이션을 위한 SD와 GIS의 연계방법
정책의 목적과 유형을 막론하고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얻어지는 정책성과 또는 미래상태에 대한 예측이 필수적이다. 물론 어떠한 방법
을 쓰더라도 미래를 정확히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정책집행에 따
른 시행착오와 비용낭비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책예측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와 같은 정책미래 예측은 다양한 양적․질적 분석방법이 활용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정책과 관련된 역사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현상을 시스템적 시각으로
이해하여 미래시점의 동태적 변화를 예측하는 시스템다이나믹스(SD) 기법을 사
용하였다. SD는 연구하고자 하는 특정변수가 시간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동태적
으로 변화해 나가는가에 기본적인 관심을 두고 있다. 일회적인 사건이나 모델 파
라미터의 정확한 측정보다는 산업체 고용의 증감, 도시의 번영과 쇠퇴, 의료보험
비용의 상승 등과 같은 연구대상 변수가 시간 흐름에 따른 어떻게 변화되고, 앞
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관심을 둔다.
GIS는 일반적으로 공간정보를 구축, 저장, 관리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으로
정의한다. 학문적으로 GIS는 지리학과 컴퓨터지도학의 계량혁명에 근간을 두고
있다. 공간분석에서 중요한 지리적 위치는 GIS(GISystems)와 지리정보과학
(GIScience)의 중심 원리이다. 공간분석과 GIS의 공통목표는 지리현상을 이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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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공간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는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있다. 특히 GIS의 공간분
석기법은 공간데이터베이스 내에 들어있는 공간정보와 속성정보를 이용하여 현
실세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부가가치 높은
정보를 생성한다. 또한 공간패턴이나 공간현상에 내재되어 있는 일반성과 법칙
등을 발견하는 과학적인 목적으로 이용된다. 이와 같이 공간현상을 나타내는 각
종 공간정보는 GIS의 공간분석기법을 통해 짧은 시간 내에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로 변환된다. GIS를 이용한 공간분석결과는 공간법칙이나 공간이론을 찾는
탐구와 다양한 공간의사결정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SD와 GIS를 접목하여 국토정책을 시뮬레이션하는 모형을 개발
하기 위한 방법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국토정책의 대상을 구분하였다. 국토정책
은 국토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함께 경제적․사회적 발전을 도모한다는 목표 하
에 정책의 대상․기간․공간범위․효과․정책수단 등에 따라서 <그림2>와 같이
거시적 또는 미시적 정책으로 특징을 구분할 수 있다.
거시적 국토정책의 대상은 전국적 또는 여러지역을 포함하며 지역상호간 관계
설정을 중시하는 지역간 정책의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정책의 적용기간이 장

<그림 2> 국토정책 대상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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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기적이며 광역적 또는 전국적인 공간범위를 가진다. 거시적 정책에서는 정책수
행에 따른 전국적인 또는 지역간 형평성을 목표로 각종 공간계획을 수립하기 때
문에 전국적인 파급효과를 측정하는 모형이 필요하다.
미시적 국토정책의 대상은 특정한 지역내부의 문제해결을 치중하는 지역 내
정책의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정책의 적용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며 소지역 또
는 생활권의 공간범위를 가진다. 미시적 정책에서는 정책수행에 따른 지역내 효
율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각종 공간제어방식 변화에 따른 국지적인 공간
변화를 예측하는 모형이 필요하다.
<그림 3>은 모형의 적용대상에 따라 SD와 GIS가 연계되는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기술적인 관점에서 SD와 GIS의 연계방법은 결합정
도에

따라서

약결합(loosely-coupled),

강결합(tightly-coupled),

완전

통합

(fully-integrated)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결합방식은 모형의 구조와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거시모형에서는 전국적 파급효과 측정이 주된 관심대상으로 넓은 지
역에 대한 장기적인 파급효과를 분석해야하기 때문에 공간단위가 비교적 크고,

<그림 3> 모형적용 대상에 따른 SD와 GIS 연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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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들은 통계조사에 의해서 대부분 입수될 수 있다. 때문에
SD와 GIS를 약결합(loosely-coupled)하여 모형을 개발하는 것이 적합하다. 거시모
형에서는 SD모형을 통해 국토의 각 하부시스템의 변화상태를 예측하고, GIS 모
형을 통해 국토모습이 어떤 경향으로 변모하는지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
미시모형에서는 소지역의 토지이용변화 예측이 주요 관심의 대상이며, 좁은
지역을 대상으로 중단기적으로 공간변화를 예측하기 때문에 공간단위가 작고 통
계조사에 의해 제공되는 자료에 한계가 많다. 이럴 경우 시·군·구 또는 읍·면·동으
로 입수된 자료를 더 세분하여 공간단위에 할당해야 하는 복잡한 작업이 필요하
게 되며, GIS의 공간분석기법을 활용하면 공간단위를 세분화하고 자료를 배분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SD와 GIS를 강결합(tightly-coupled)하여 공간변화를 예측
하는 것이 용이하다.

제 4 장 국토정책시뮬레이션을 위한 시공간통합 거시적 접근방법론
이 연구에서는 거시모형을 크게 두 부문으로 구성하였다.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책의 파급효과를 측정하는 동태모형과 예측된 미래시점의 총량에
대해 공간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예측하는 공간모형으로 구성된다.
정책파급효과 측정 모형은 거시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대규모 택지개발사
업, 지역간 도로 건설사업,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산업단지건설 등 각종 국토정책
의 파급 효과를 측정하는 것이다. 파급효과 측정 모형은 국토를 조직하고 있는
하부시스템간의 상호작용을 해석할 수 있는 인과모형으로 구성한다. 하부시스템
은 기술 및 경제발전, 인구구조, 정주체계, 산업공간, 교통체계, 환경오염, 토지이
용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정책파급효과 측정 모형은 시스템다이나믹스 방법론으
로 모형을 구성하며, 하부시스템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방정식은 정책분석이나
도시 및 지역경제 분석과 예측에 활용되는 모형을 참조하여 여러 개의 방정식으
로 구성된다.
공간변화 예측모형은 국토정책이 시행된 후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공간이 어떻
게 변화되는지를 예측하는 모형으로 GIS기반 공간분석기법을 적용한다. 국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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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국토정책 거시모형의 개념적 틀
정책파급효과 측정모형(SD모형)

인구
구조

국토
정책

경제
발전

정책 시나리오
•택지개발

주거
환경

환경
오염
산업
공간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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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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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적확산
토지이용변화

책 시행의 영향으로 공간의 토지이용변화를 예측하는 모형은 시가화지역의 확대
로 인한 평면적인 토지이용의 변화 또는 개발밀도 변화에 의한 수직적 개발 등을
예측 할 수 있는데, 국토정책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모형을 도입한다.
연구를 통해 고찰한 시공간통합 거시적 시뮬레이션 방법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도시의 토지이용의 확산문제를 중심으로 도시개발정책
시뮬레이션 모형을 개발하는 과정을 설명하였다. 도시개발정책을 수립할 때 지
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 일정한 환경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간에 대한 수요
를 예측하는 방법, 그리고 정책의 파급효과가 공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예
측하는 방법을 가설적으로 설정한 정책 시나리오에 따라 설명하였다.
거시적 접근에서 SD와 GIS기법을 약결합한 사례에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SD에 기반한 동태모형을 도입함으로써 국토를 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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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시스템으로 접근하였기 때문에 시스템내의 순환적 인과관계에 의해 토지의
수요를 예측함으로 동태적이고 가변적일 수 있는 수요를 반영할 수 있었다. 또한
정책시행 후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국토시스템의 각 부문이 동태적으로 어떻게 영
향을 받는지를 시뮬레이션 가능하다. 한편, GIS를 도입함으로 정책에 의한 총량
적 변화가 행정구역의 한계를 벗어나 공간적으로 어떻게 투영되는지 그 변화를
구체적으로 조망해 볼 수 있다. 궁극적으로 공간정책시행에 따른 파급효과가 공
간상에 어떻게 투영되는지를 실험하여, 해당지역의 미래상을 사전에 예측해 볼
수 있다.

제 5 장 국토정책시뮬레이션을 위한 시공간통합 미시적 접근방법론
국토정책이 자치구 또는 생활권 같이 좁은 공간범위 내에서 적용되는 경우, 해
당 지역에 대한 공간정책이 적용되면 향후 공간의 구조가 어떻게 변모할 것인가
를 실험할 때는 미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미시모형은 공간변화를 예측하는 토
지이용모형이 중심이 되며 공간개발을 결정하는 주체들의 행태와 상호작용 메커
니즘을 분석하는 모형으로 구성된다.
<그림 5>는 국토정책 미시모형의 개념적 틀을 나타낸 것으로, 도시의 상태에
영향을 주는 각 요소들을 GIS 분석모듈과 SD모듈로 구성된다. 현재의 도시상태
(to)는 지역의 인구규모, 산업구조에 의해 공간의 규모가 결정되고, 통행패턴, 교
통접근성, 지가, 근린환경 등의 요소가 토지이용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t+시점의 도시의 상태는 그동안에 시행된 여러 정책의 영향에 따라 변모하게
되는데, 공간의 변화를 가져오는 과정이 접근성과 같은 입지적 인과관계에 의한
메카니즘을 가질 경우는 SD모듈을 포함하게 된다.
좁은 공간범위에 적용되는 미시적 정책은 공간을 둘러싼 행위주체와 요인들의
관계로 구성된다. 토지이용의 형태는 공간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관계 속에서 거
주인구와 산업체 고용자에게 요구되는 점유공간이 만들어지고, 이를 지지하는
각종 기반시설물과 국토정책에 의해 형성된다. 수요측면에서는 인구 및 가구의
특성과 산업구조에 따라 발생하는 건축물 수요에 따라 개발자는 주택과 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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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국토정책시뮬레이션을 위한 미시모형의 개념적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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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건설하게 된다. 중앙 및 지방정부는 국토공간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지원하고
적정한 정책을 수립하여 건설수요에 부응하는 공급환경을 마련한다.
도시의 토지이용패턴을 조직하는 것은 공간의사결정 주체들의 행태에 따라 공
간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토지이용패턴이 결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공간에 대한 규제의 변경이나 시설물의 건설 등 미시적 차원에서 적용되는 정책
들은 작은 공간단위의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공간단위간의 역동적변화를 분석
하기위해서는 SD분석모듈이 필요하게 된다. 이 때 각 공간단위마다 필요한 공간
변수를 구축하거나 연산하는 데는 GIS분석모듈의 역할이 크게 된다. 미시모형을
구성하고 자료를 수집하여 실제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가용한 공간변수가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데이터의 재가공을 통한 공간변수의 변환작업이 필요
하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의 정확도나 신뢰도가 확보되어야 한다.
미시적으로 공간변화패턴을 분석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다.
토지가 특정용도로 이용될 가능성은 토지의 입지적 잠재력과 외부적 요인에 의
해 영향을 받는다. 이를 모형화하여 시뮬레이션 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일반적으
로 활용되는 방법 중의 하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현재의 토지이용상태가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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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변화․확산될 것인지에 대한 확률선택모형(probability choice model)이 있다.
확률선택모형 중 선택 가능한 대안이 A와 B 두 가지만 있는 경우, 이항로짓모형
(binary logit model)을 사용하며, 선택 가능한 대안의 수가 다수인 경우에는 다항
로짓모형(multinomial logit model)을 사용한다. 그 외에도 공간의 변화를 예측하
는 방법에는 마코브 체인(Markov chain), 셀룰라 오토마타 등 시공간예측모형들
이 적용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미시적 접근방법을 주거지역 개발밀도 관리정책을 사례로 적용
하여 보았다. 모든 자치구들은 주거환경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지역의 주거환경
상태를 조사․분석하여 주택재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고 적정한 개발밀도
를 지정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계량모형이나 민원발생에 의해서 재개발
및 재건축 지역을 선정하였으나, 앞으로는 보다 정교한 조사와 미래에 대한 예측
치를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자치구와 같은 작은 규모의
공간범위 내에서 주거환경이 어떻게 변화될 것이라는 분석을 토대로 주거지개발
정책 시뮬레이션 모형을 개발하는 과정을 설명하였다.
미시적 접근에서는 SD와 GIS를 강결합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으며, 몇 가
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미시적 국토정책을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 SD에 기
반한 동태모형을 도입함으로 해당지역의 인구, 주택, 교통접근성 등 시스템의 순
환적 인과관계를 반영한 단위지역별 공간변수의 예측이 가능하다. 또한 공간에
대한 정태적 변수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는지 동태적 특성을 반영
한 변수로 환산하여 적용할 수 있다. 한편, GIS를 도입함으로 공간단위에서 나타
나는 변화양상을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 있어 행정구역경계에 제한 없이 실제 정
책수립의 대상이 되는 지역범위를 찾아내거나 정책의 적용지역을 제한할 수 있
다. 또한 공간변수의 변화에 대한 예측값으로 정책수립에 필요한 다양한 근거자
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6장결

론

국토정책사업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과 예상되는 파급효과, 그 결과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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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간구조의 변화 등을 과학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국토정책시뮬레이션 모형
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번 1차년도 연구는 국토정책을 시공간통
합 관점에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접근방법론을 정립하
였다. 국토정책 대상의 정의, 국토정책이 적용되는 공간범위와 분석단위의 크기,
사용되는 변수의 특성에 따라 시공간통합 방법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제시
하였다. 국토 정책을 시뮬레이션 하는 방법은 크게 거시모형과 미시모형으로 구
분하여 모형의 개념적 틀을 정립하였고 사례연구를 통해 모형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제시하였다.
모형을 거시적으로 또는 미시적으로 접근하여 개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모
형의 구조가 될 것이다. 모형 안에는 국토정책의 파급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메
커니즘을 잘 이해하고 이를 그대로 구현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그러나 모형의 신
뢰도를 확보하는 차원에서는 데이터의 활용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모형이라도 데이터가 없으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데이터가 정확하게 투
입되어야 시뮬레이션 결과도 신뢰할 수 있다. 그러나 활용 가능한 데이터는 한정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부분 연구자는 데이터의 한계와 오류를 극복하기 위한 연
구를 수행해야 한다. 이는 모형을 정확하게 구현하기 위한 또 다른 노력이자 반
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한편으로는 어떤 모형이든 그것이 실제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문제의 특성에
맞게 보완되고 피드백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경직되어 있는 모형은 그만
큼 활용성이나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국토정책의 사안에 따라 유연하
게 사용가능하도록 컴포넌트식의 모형집합을 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향후에
는 국토정책의 특성에 맞는 모형의 설계와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1,2차 연구를 통해 개발되는 모형이 국토정책의사결정도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모형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xvii

xviii

C

․

O

․

N

․

T

․

E

․

N

․

T

․

S

차 례

발 간 사 ············································································································ ⅰ
서

문 ············································································································ ⅲ

요

약 ············································································································ ⅴ

제1 장서 론
1. 연구배경 ········································································································· 1
2. 연구목적 ········································································································· 4
3. 연구범위 ········································································································· 5
4. 연구내용 및 방법 ···························································································· 6
5. 선행연구검토 및 차별성 ················································································· 8
제 2 장 시공간통합 국토정책시뮬레이션 모형 개발 의의
1. 국토정책의 특성 ···························································································· 11
1) 국토정책의 개념 ······················································································· 11
2) 국토정책의 목표와 수단 ··········································································· 13
3) 국토정책의 유형과 범위 ··········································································· 14
2. 국토정책에서 시공간의 의미 ········································································· 16
1) 국토공간의 변화와 국토정책 ···································································· 16
2) 국토정책의 시뮬레이션 ··········································································· 18
3. 시공간통합 국토정책시뮬레이션 모형 개발 방향 ·········································· 21
1) 국토정책을 둘러싼 환경변화 ···································································· 21
2) 시공간통합 국토정책시뮬레이션 모형의 필요성 ······································ 24

3) 시공간통합 국토정책시뮬레이션 모형 개발 의의 ····································· 26
제 3 장 시공간통합 시뮬레이션을 위한 SD와 GIS의 연계방법
1. 국토정책의 미래 예측을 위한 동태적 접근방법 ·········································· 29
1) 정책예측을 위한 접근방법의 유형 ··························································· 29
2) 시스템다이나믹스(SD) 기법의 특징 ························································· 31
3) 국토정책과 시스템다이나믹스(SD) ··························································· 40
2. 공간현상 분석을 위한 GIS기반 공간분석방법 ·············································· 42
1) GIS기반 공간분석방법의 특징 ································································ 42
2) 공간변화예측을 위한 GIS모델링 ···························································· 50
3) 국토정책과 GIS기반 공간분석방법 ·························································· 57
3. 국토정책시뮬레이션을 위한 SD와 GIS의 연계방법 ······································ 61
1) 국토정책 대상에 따른 SD와 GIS연계방법 ··············································· 61
2) 거시모형 개발을 위한 약결합 방법 ························································ 65
3) 미시모형 개발을 위한 강결합 방법 ························································· 68
4) 시공간통합 국토정책시뮬레이션을 위한 접근방법 ··································· 70
제 4 장 국토정책시뮬레이션을 위한 시공간통합 거시적 접근방법론
1. 국토정책시뮬레이션을 위한 시공간통합 거시적 접근 ································· 73
1) 국토정책시뮬레이션을 위한 거시모형의 개념적 틀 ································· 73
2) 시공간통합 국토정책 거시모형 개발 방법론 ············································ 75
2. 시공간통합 국토정책시뮬레이션 거시모형의 구성 ········································ 76
1) 거시모형의 구성요소 ················································································ 76
2) 거시모형의 인과적 특성 ··········································································· 78
3) 거시모형 필요 변수 ·················································································· 79
3. 시공간통합 거시적 접근방법론의 적용 ························································· 89
1) 도시개발정책 시나리오 ··········································································· 89
2) 사례적용 모형의 구조 ·············································································· 90
3) 시뮬레이션 결과 ······················································································· 96

4) 거시모형 적용결과의 시사점 ···································································· 99
제 5 장 국토정책시뮬레이션을 위한 시공간통합 미시적 접근방법론
1. 국토정책시뮬레이션을 위한 시공간통합 미시적 접근 ································· 101
1) 국토정책시뮬레이션을 위한 미시모형의 개념적 틀 ································ 101
2) 시공간통합 국토정책시뮬레이션 미시모형 개발 방법론 ························· 102
2. 시공간통합 국토정책시뮬레이션 미시모형의 구성 ······································ 104
1) 공간의사결정 주체별 의사결정 요소 ······················································ 104
2) 시공간통합 국토정책 미시모형의 구성요소 ············································ 105
3) 시공간통합 국토정책 미시모형의 구조 ··················································· 106
3. 시공간통합 미시적 접근방법론의 적용 ······················································· 108
1) 주거지개발정책 시나리오 ······································································· 108
2) 주거환경 변화예측 모형 ······································································· 109
3) 공간분석단위 구축과 모형 개발 ····························································· 111
4) 주택환경 변화 시뮬레이션 결과 ····························································· 116
5) 미시모형 적용결과의 시사점 ·································································· 119
제6 장 결

론

1. 연구의 기대효과 ·························································································· 121
2. 연구의 특징과 한계 ····················································································· 123
1) 연구의 특징 ···························································································· 123
2) 연구의 한계 ···························································································· 124
3. 정책건의 및 향후 연구과제 ········································································· 125
참 고 문 헌 ····································································································· 129
SUMMARY ····································································································· 135
부

록 Ⅰ ··································································································· 139

부

록 Ⅱ ··································································································· 161

부

록 Ⅲ ··································································································· 169

C

․

O

․

N

․

T

․

E

․

N

․

T

․

S

표차례

<표 1-1> 주요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요약 ························································ 10
<표 2-1> 시공간통합 국토정책시뮬레이션 모형의 필요성 ···························· 25
<표 3-1> 정책예측의 접근방법 및 분석기법 ··················································· 30
<표 3-2> GIS모델링의 특징 ············································································ 51
<표 4-1> 토지수요 산정방법 예시 ·································································· 84
<표 4-2> 거시모형에서 SD와 GIS연계 결과 ·················································· 99
<표 5-1> 공간의사결정 주체별 의사결정 요소 ·············································· 104
<표 5-2> 미시모형에서 SD와 GIS연계 결과 ················································· 119
<부표 1-1> CUF-1의 도시지역 토지이용분류 ··············································· 141
<부표 1-2> CUF-1의 비도시지역 토지이용분류 ··········································· 141
<부표 1-3> CUF-1의 지역 활동 변화에 대한 토지이용 패턴 ······················· 142
<부표 1-4> CUF-1의 지역 특성에 대한 토지이용 변화 패턴 ······················· 142
<부표 1-5> CUF-1을 통해서 제공되는 결과물 ············································· 142
<부표 1-6> CUF-2의 도시지역 토지이용분류 ··············································· 146
<부표 1-7> CUF-2의 비도시지역 토지이용분류 ··········································· 146
<부표 1-8> CUF-2의 지역 활동 변화에 대한 토지이용 패턴 ······················· 147
<부표 1-9> CUF-2의 지역 특성에 대한 토지이용 변화 패턴 ······················· 147

<부표 1-10> CUF-2을 통해서 제공되는 결과물 ··········································· 147
<부표 1-11> UrbanSim의 도시지역 토지이용분류 ········································ 151
<부표 1-12> UrbanSim의 비도시지역 토지이용분류 ····································· 151
<부표 1-13> UrbanSim의 지역 활동 변화에 대한 토지이용 패턴 ················ 151
<부표 1-14> UrbanSim의 지역 특성에 대한 토지이용 변화 패턴 ················ 152
<부표 1-15> UrbanSim을 통해서 제공되는 결과물 ······································· 152
<부표 1-16> UrbanSim을 돌리기 위한 입력값과 포맷 ································· 152
<부표 1-17> What if?의 도시지역 토지이용분류 ·········································· 156
<부표 1-18> What if?의 비도시지역 토지이용분류 ······································ 156
<부표 1-19> What if?의 지역 활동 변화에 대한 토지이용 패턴 ·················· 157
<부표 1-20> What if?의 지역 특성에 대한 토지이용 변화 패턴 ·················· 157
<부표 1-21> What if?을 통해서 제공되는 결과물 ········································ 157
<부표 1-22> What if?를 돌리기 위한 입력값과 포맷 ··································· 158
<부표 3-1> P시 토지이용수요 예측에 사용된 변수 ····································· 169

C

․

O

․

N

․

T

․

E

․

N

․

T

․

S

그림차례

<그림 1-1> 연구범위 ····················································································· 6
<그림 1-2> 연구수행절차 ·············································································· 7
<그림 2-1> 국토정책의 범위와 대상 ··························································· 15
<그림 2-2> 국토정책에서 시공간의 의미 ···················································· 17
<그림 2-3> 문제중심적 정책 분석 절차 ····················································· 19
<그림 2-4> 국토정책분석절차 속에서 시뮬레이션 모형의 역할 ················· 20
<그림 2-5> 시공간통합 국토정책시뮬레이션 모형을 개발하는 관점 ·········· 27
<그림 3-1> 시스템다이나믹스의 방법론적 위상 ········································· 33
<그림 3-2> 시스템다이나믹스의 주요 표현 기호 ········································ 34
<그림 3-3> 시스템다이나믹스를 이용한 모형정립 절차 ····························· 35
<그림 3-4> 인과관계도 작성 예 ·································································· 36
<그림 3-5> 시스템흐름도 작성 예 ······························································ 37
<그림 3-6> 모형의 방정식 정립 예 ···························································· 38
<그림 3-7> GIS환경에서 수행 가능한 공간분석기법 ·································· 44
<그림 3-8> GIS기반 공간분석방법론의 개념 ·············································· 46
<그림 3-9> GIS기반 공간분석방법론의 적용과정 ······································· 47
<그림 3-10> 공간문제와 GIS기반 공간분석방법의 적용 ····························· 49
<그림 3-11> 국토정책 대상의 구분 ···························································· 62
<그림 3-12> 모형적용 대상에 따른 SD와 GIS 연계방법 ··························· 64

<그림 3-13> SD와 GIS 모형의 약결합 구조 ·············································· 66
<그림 3-14> SD와 GIS 모형의 기술적 약결합 방법 ································ 67
<그림 3-15> SD와 GIS 모형의 강결합 구조 ············································ 68
<그림 3-16> SD와 GIS의 기술적 강결합 방법 ··········································· 69
<그림 3-17> 시공간통합 국토정책시뮬레이션을 위한 접근방법 ················· 71
<그림 4-1> 국토정책 거시모형의 개념적 틀 ··············································· 74
<그림 4-2> SD와 GIS의 약결합에 의한 거시모형 ······································ 76
<그림 4-3> 거시모형의 구성요소 ································································ 77
<그림 4-4> 거시모형의 인과적 특성 ··························································· 78
<그림 4-5> 인구 및 가구부문의 인과적 특성 ············································· 80
<그림 4-6> 주택부문의 인과적 특성 ··························································· 82
<그림 4-7> 라우리모형의 기본개념 ···························································· 85
<그림 4-8> 산업 및 토지이용 부문의 인과적 특성 ···································· 86
<그림 4-9> 교통수요 모형의 인과적 특성 ·················································· 87
<그림 4-10> 지역경제부분의 인과적 특성 ·················································· 88
<그림 4-11> 도시개발정책 시나리오 ··························································· 89
<그림 4-12> 토지이용모형의 인과지도 ······················································· 91
<그림 4-13> 토지이용모형 흐름도 ···························································· 93
<그림 4-14> CA기반 도시성장모형의 구조 ··············································· 94
<그림 4-15> 도시성장유형의 설정 ······························································ 95
<그림 4-16> 모델에 사용된 공간정보 ························································· 97
<그림 4-17> 정책시나리오별 시공간변화 예측 ··········································· 98
<그림 5-1> 국토정책시뮬레이션을 위한 미시모형의 개념적 틀 ··············· 102
<그림 5-2> SD와 GIS의 강결합에 의한 미시모형 개발 ··························· 103
<그림 5-3> 시공간통합 국토정책 미시모형의 구성요소 ···························· 106
<그림 5-4> 시공간변화 예측 모형의 구조 ················································ 107
<그림 5-5> 주거지개발정책 시나리오 ······················································· 108
<그림 5-6> 주거환경 변화예측 모형의 인과지도 ······································ 110
<그림 5-7> 조사 및 기초 Database 작업 단계 흐름도 ····························· 112

<그림 5-8> 분석단위 설정 예시와 변수계산식 ········································· 113
<그림 5-9> 주거환경예측모형의 시스템 다이어그램 ································· 115
<그림 5-10> G구의 인구․주택 현황 및 주택의 분포와 지형 ·················· 117
<그림 5-11> G구의 주택환경변화 시뮬레이션 ·········································· 117
<그림 5-12> 주거지 재개발 우선지역 도출 ··············································· 118
<부그림 2-1> 수준변수와 증감변수 ··························································· 162
<부그림 2-2> 시간인자 J, K ,L과 단일시간 DT ······································ 164
<부그림 2-3> 수준방정식의 기호 ······························································ 165
<부그림 2-4> 증감방정식의 기호 ······························································ 166
<부그림 2-5> 보조방정식의 기호 ······························································ 166
<부그림 2-6> 상수의 기호 ········································································· 167
<부그림 2-7> 수치표 방정식의 기호 ························································· 168
<부그림 3-1> SD를 이용한 토지이용 시뮬레이션 모델의 방정식 ············ 170
<부그림 3-2> 주거환경변화예측모형의 계산식 ········································· 177

1

C

서

․

H

․

A

․

P

․

T

․

E

․

R

․

1

론

이 장에는 시공간통합 국토정책시뮬레이션 모형 개발이 필요한 배경과 연구의 목적
및 연구범위, 연구방법과 절차를 수록하였다. 이 연구는 국토정책을 수립하기 전에 정
책시행에 따른 파급효과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국토의 각 부분들이 어떻게 동태적으
로 변화할 것이며, 공간적으로는 어떻게 투영되어 변화될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는데 목적을 둔다. 즉, 국토정책의 수립과 시행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미
래의 국토모습을 볼 수 있는 투시경의 역할을 하는 시뮬레이션모형을 개발하는 연구
이다. 1차 연도 연구는 국토정책시뮬레이션을 위해 시스템다이나믹스와 GIS를 연계
한 시공간통합 모형 개발을 위한 접근방법론을 정립했다. 정립된 방법론은 정책사례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한 모형개발에 적용함으로써 방법론의 활용성과 시사점을 도출
하였다.

1. 연구배경
여러 나라에서 국가발전을 위한 주요정책의 초점을 지역균형발전에 맞추고 있
다. 이미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을 경험한 선진국은 대도시 문제와 효율적인 공간
개발의 차원에서 국토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개발도상국가들은 경제성
장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간개발을 추진하였다.1) 국가 경제의 성장은
공간개발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한 국가의 성장은 공간을 기초로 해서 발생하

1) Freidman, J. 1965. Regional Development Policy. Cambridge Massachustts : The M. I.T. Press. pp.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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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성장의 결과 또한 공간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즉, 국가의 발전은 공간
개발과 원인결과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2).
국토정책은 정부가 추구하는 국토공간의 바람직한 모습을 실현하는 과정이며,
그 수단이 공간계획이며 공간개발이다. 따라서 국토의 이용과 관리를 위한 각종
계획과 부차적인 사업들은 국토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에 해당한다. 국토는 우리
국민이 생활을 영위해 가는 터전이며 활동의 장이다. 인간과 환경은 서로 상호작
용하는 가운데 경제를 발전시키고 생활을 윤택하게 하면서 궁극적으로 그 노력
이 공간에 투영되어 국토공간의 구조를 이루어 가고 있다. 따라서 국토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담은 유적지며, 미래를 그려가는 청사진이다. 공간의 개발과 제한
이라는 잣대를 저울질하며, 바람직한 국토공간을 만들기 위해 미래지향적이며
지속가능한 국토정책이 수립되어져야 한다.
지금은 정보기술의 발전과 함께 세계화와 더불어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세방화(Glocalization) 시대를 맞고 있다. 한국의 경제와 사회여건도 세계적 변화
에 부응하여 급속히 변모하고 있다. 시간과 공간혁명을 가져올 고속철도의 개통,
5도(都)2촌(村)의 생활양식을 보편화시킬 주5일 근무제 실시, 동북아시대 경제지
리적 잠재력을 살릴 수 있는 국제적 개방화, 한반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활발
한 남북교류 등 대내외적으로 대응해야 할 무수한 과제를 안고 있다.
참여정부는 2004년 1월 29일 ｢신국토구상｣에서 새로운 시스템의 패러다임을
제시한 바 있다.3) 새로운 국토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
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지역혁신 클러스터의 창출, 낙후지역의 활성화, 수도권
의 계획적 관리, 지방분권에 기초한 지역주도의 거버넌스 체제, 그리고 지역별
특성화와 지역간 연계발전 등 국토시스템의 개조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다4).
이러한 국가전략을 달성하기 위해서 대규모의 국책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국토
정책이 시행된다. 그 결과로 국토공간이 변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과 환경에도 큰
2)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0. 국토․지역계획론. p.83.
3) ｢신국토구상｣에서 제시된 새로운 전략은 ①혁신형 국토구축, ②다핵형 국토건설, ③네트워크형 국토
형성, ④지속가능한 국토관리, ⑤글로벌형 국토경영이다.
4) 국토연구원. 2004. 상생과 도약을 위한 국토정책방안. 서문. p.4
2

파급효과를 가져온다. 부안 원전 수거물 관리시설의 건설을 비롯해 고속철도 천
성산터널 공사와 새만금 간척사업 등 주요 국책사업이 환경파괴와 경제성 논란
에 오르면서 정부의 국토정책에 대한 질타가 계속되고 있다. 국토정책 일환으로
수행되는 대규모 사업들은 대부분 공간을 둘러싼 개발과 보존의 양면성을 가지
기 때문에 정책의 구상과 계획단계에서부터 정부와 이해 관계자, 전문가가 모두
참여한 정책결정이 이루어져야 이러한 갈등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다.
현재 국가가 수립한 정책에 따라 구상된 공간계획과 각종 개발사업들은 국토
를 보다 살기 좋은 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다. 그러나 현재 계획한 정책
에 대한 파급효과를 사전에 예견하지 않아 시행착오를 겪게 된다면 이는 또 다른
형태의 국토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국토정책사업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과 예상
되는 파급효과, 그 결과로 나타나는 공간구조의 변화 등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
다면 이와 같은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대형국책사업을 시행하기
에 앞서 계획단계에서 정책시행을 시뮬레이션하여 파급효과를 예측하고 막대한
예산과 시간 낭비를 사전에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토정책의 수립과정에서는 정책의 파급효과 범위와 공간구
조의 변화를 예측하는 과학적 방법론이 도입되지 못하였다. 이 연구는 다양한 국
토정책의 수립과 시행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미래의 국토모습을 사전에 시뮬레이
션하는 연구이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계량모형에 의존하여 경제․사회․환경 등
비공간적 측면에서 시뮬레이션 하였으나, 국토정책의 동태성과 복잡성, 공간과
의 연계성 등을 통합하여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기존에 적용되었던
계량분석 위주의 정태적이고 단편적인 시뮬레이션 방법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
는 동태적이면서 공간의 복잡성을 모두 포함한 시공간통합 시뮬레이션 모형의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시공간 차원을 통합한 시뮬레이션 모형은 동태적 분석방법과 공간적 분석방법
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접근해야 한다. 동태적 분석을 위해서는 연구대상을 시
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시스템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동
태적이고 순환적 인과관계의 관점에서(dynamic feedback perspective) 현상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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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시스템다이나믹스(System Dynamics, SD) 기법5)을 활용할 수 있다. 공간차원
에서는 고차원적인 공간분석이 가능한 GIS를 활용하여 공간패턴과 구조의 변화
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 최근 GIS는 종합적인 공간정책 수립에 필요한 객관
적이고 분석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공간의사결정지원시스템(Spatial Decision
Support Systems, SDSS)으로 활용되고 있다. SDSS는 공간정책을 수립하는 과정
에서 상충되는 여러 목표 사이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인 의사결
정에 필요한 대안을 도출하는 방법론으로 도입되고 있다.

2. 연구목적
이 연구는 시공간통합 국토시뮬레이션모형을 개발하는데 목적을 두고, 2년
(2005～2006)에 걸친 다년도 과제로 추진한다. 1차년도(2005)에는 시공간통합 국
토정책시뮬레이션모형 개발을 위한 접근방법론을 정립한다. 2차년도(2006)에는
국토정책시뮬레이션모형을 개발하고, 국토정책 사례를 모형에 적용하여 타당성
과 활용성을 평가한다. 1차년도에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목적을 가진다.
첫째, 동태적 정책평가를 위한 시스템다이나믹스 접근방법과 공간변화예측을
위한 GIS기반 공간분석방법의 이론을 검토하고 시공간통합 모형의 개발을 위한
SD와 GIS의 연계방법을 정립한다. 둘째, 국토정책의 시행에 따른 시공간의 변화
를 예측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모형 개발방법론을 정립한다. 개발방법론은 시뮬
레이션 대상이 되는 정책의 특성에 따라 거시모형과 미시모형으로 구분하여 접
근한다. 셋째, 정립된 방법론의 활용성을 모색하기 위하여 정책사례 시나리오를
선정하여 방법론을 적용한다.

5) 시스템다이나믹스(System Dynamics)의 이론적 근원과 방법론적 기반은 기존의 체제이론(system
analysis)이나 일반체제이론(general system theory)에서 파생된 것이 아니며, 통신과 통제에서 피드백의
역할을 강조하는 사이버네틱스(cybernetics, 인공두뇌학)와 동태적 행태에서 피드백 루프의 역할을 강
조하는 서보메커니즘(servomechanism, 전자자동제어장치)에서 학문적 근원을 찾을 수 있다(김도훈 외
3인. 1999. 시스템다이내믹스.. 대영문화사. pp. 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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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범위
국토정책의 개념은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 대상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
이 어렵다. 국토정책은 정부가 목표로 하는 국토공간의 바람직한 모습을 추구하
는 과정으로 공간에 대한 미래 지향적인 선택과 행동지침이 된다. 따라서 국토정
책은 국토를 이용하고 관리하는데 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각종 공간계획과 깊
은 관계를 가진다. 때문에 국토정책은 공간계획으로 구체화되고, 공간계획은 국
토의 미래 모습을 결정짓는 중요한 제도로서 역할을 한다. 그러나 국토정책이 언
제나 공간계획의 상위개념이 되는 관계는 아니다. 보통은 정책에 따라 공간계획
이 수립되나 때로는 계획이 수립된 후 정책이 형성될 수도 있다.
이 연구의 시뮬레이션 대상은 미래의 바람직한 국토 모습을 실현하기 위한 정
책 중 공간의 변화를 가져오는 정책을 중심으로 한다. 중앙 및 지방정부가 실시
하는 각종 공간계획․토지이용규제․개발사업 들 중 공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은 모두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공간계획은 국토종합계획․국토이용계
획․수도권정비계획․특정지역계획․도시계획

등이

포함된다.

토지이용규제는

공간계획에서 제시한 미래의 국토모습을 실현하기 위한 실행수단인 용도지역지
구제(zoning) 등이고, 개발사업은 택지개발사업․시가지조성사업․산업기지개발
등이 해당된다.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동태적 분석방법인 시스템다이나믹스 기법과 공간분석
방법인 GIS기반 공간분석기법을 검토하여, SD와 GIS를 연계하는 방법론을 정립
한다. 국토정책은 적용 대상에 따라 전국적으로 파급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고,
소지역에 국한된 공간변화를 유발할 수도 있다. 모형의 개발방법론은 시뮬레이
션 목적과 대상 및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모형
대상의 특성을 구분하여 시공간통합 방법론을 정립한 후, 정책사례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모형개발방법론의 활용방안을 모색한다.
국토정책의 적용대상은 공간의 규모별로 다양하다. 국토공간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될 수도 있고, 시‧도나 지역단위에서 권역단위나 지구단위까지 정책수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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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에 따라 적용대상의 공간 범위도 다양하다. 국토정책은 지역정책, 도시정책,
지구정책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연구에서는 소지역부터 전국토에 시행되는
국토정책을 종합적으로 접근한다. <그림 1-1>은 이 연구의 대상과 범위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1-1> 연구범위
국토
정책
범위
공간
범위

공간계획‧토지이용규제‧개발사업 등에 의해 공간변화가 예상되는 정책
지역, 지구, 시‧군‧구, 시‧도, 권역, 국토

Micro

Macro

• 시공간통합 모형 개발을 위한 방법론 정립
• 국토정책시뮬레이션을 위한 개념 모형 구성
• 시공간통합 시뮬레이션모형 개발방법론 활용성 모색
1차
연도
연구
내용

KRIHS
모형-86
KRIHS
모형-88

2차
연도
연구
내용

System
Dynamic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

MetroScope
UrbanSim
모형 등

• 시공간통합 국토정책시뮬레이션모형 설계 및 개발
• 시공간통합 국토정책시뮬레이션모형의 타당성 평가

4. 연구내용 및 방법
이 연구는 국토정책을 수행하기 전에 예상 결과를 사전에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는 연구로 <그림 1-2>와 같은 절차로 수행되었다. 연구의 목
적에 따라 시공간통합 국토정책시뮬레이션모형의 개발의의를 살펴보고, 모형 개
발을 위한 접근방법론을 정립하였다. 크게 거시모형과 미시모형으로 구분하여
접근방법론을 정립하였으며, 전문가특강, 선행연구의 심층분석, 토론회, 협동연
6

구 등을 통해 연구결과에 필요한 지식과 자료를 검토하고 활용하였다.
연구의 내용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국토정책의 개념과 특징을
조사하여 모형개발 대상을 정의한 후, 모형개발을 위한 접근방법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시간측면에서의 동태적 분석 방법인 시스템다이나믹스 기법의 이론과
선행연구를 조사하였다. 공간측면에서는 GIS의 공간분석방법론과 활용사례중심
으로 선행연구와 모델들을 조사 분석하였다. 선행연구들 중 시스템다이나믹스와

<그림 1-2> 연구수행절차
연구흐름

세부내용

⇓

↓

시공간통합 국
토정책시뮬레이
션 모형
개발 의의
⇓
시공간통합 시
뮬레이션을 위
한 SD와 GIS의
연계방법
⇓
국토정책시뮬레
이션을 위한 시
공간통합 거시
적 접근방법론
⇓
국토정책시뮬레
이션을 위한 시
공간통합 미시
적 접근방법론

연구방법

국토정책의 특성
국토정책에서 시공간의 의미

문헌 조사

시공간통합 국토정책시뮬레이션 모형 개발 의의
↓
국토정책의 미래예측을 위한 동태적 접근방법
전문가특강
공간현상 분석을 위한 GIS기반 공간분석방법
문헌 연구
국토정책시뮬레이션을 위한 SD와 GIS의 연계방법
↓
국토정책시뮬레이션을 위한 시공간통합 거시적 접근
시공간통합 국토정책시뮬레이션 거시모형의 구성
시공간통합 거시적 접근방법론의 적용

선행연구
심층분석
토론회
협동연구

↓
국토정책시뮬레이션을 위한 시공간통합 미시적 접근
시공간통합 국토정책시뮬레이션 미시모형의 구성
시공간통합 미시적 접근방법론의 적용

선행연구
심층분석
토론회
협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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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를 연계한 사례들을 조사하여 시공간통합 방법의 특징과 한계점들을 파악하
였다.
모형개발 방법론에 관한 지식과 응용방법을 습득하기 위하여 전문가 특강과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관계분야 전문가와 심층적 토론을 통하여 관련 연구에서
개발한 국토정책시뮬레이션모형을 대상으로 시스템다이나믹스와 GIS를 통합한
시뮬레이션 모형을 개발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사항과 모형개발 과정들을 검토
하였다.
1차 연도 연구에서는 국토정책시뮬레이션모형개발을 위한 방법론을 도출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립된 방법론이 실제 적용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정책사례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방법론을 모형 개발에 적용해봄
으로써 활용성을 검토했다. 모형개발은 실제 데이터를 수집하고, 프로그래밍을
하는 많은 시간이 요구되는 작업이다. 연구수행 기간의 제약을 보완하고, 모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책사례중심의 모형 개발은 전문가와 협동연구로 추진
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정립한 국토정책시뮬레이션모형 개발방법론의 활용성과 모형
개발 결과를 제시하기 위하여 시스템다이나믹스와 공간분석에 관한 학계 전문가
를 대상으로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사례분석을 위해 협동연구를 수행하였다. 토
지수요예측과 도시확산에 관한 시뮬레이션은 중앙대학교 문태훈 교수와 성신여
대 정재준 교수가 참여하였으며, 주거지개발정책과 관련된 시뮬레이션은 서울대
학교 이희연 교수가 참여하였다. 협동연구는 실제 도시공간에 정책을 수행하였
을 때 시간의 흐름에 따라 도시 공간이 어떻게 변모할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5. 선행연구검토 및 차별성
그 동안 국토정책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한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주로 계
량분석방법을 토대로 하였으며, 최근에는 GIS의 공간분석 기술이 발전하면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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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계획 및 공간정책을 위한 연구와 모형개발에 GIS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
다. 국토정책 시뮬레이션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은 대부분 시간의 흐름에 대한 동
태적 분석이나 공간의 특성에 대한 공간분석 중 하나의 차원에서 접근하였다.
도시공간의 변화를 동태적 측면에서 연구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시계열적 하
는 Jay Forrester(1969)의 ‘Urban Dynamics’, 김영표 외(1988)의 ‘지역간 파급투자효
과의 측정모형 개발’, 김영표 외(1986)의 ‘체계동학적 방법에 의한 권역분석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가 있다.
Jay Forrester(1969)의 연구는 도시를 산업, 주택, 인구 등의 하위 시스템을 구
분하고 이들 시스템간의 동태적인 역학관계에 의하여 도시의 성장과 쇠퇴를 분
석할 수 있는 모형을 구축하였다. 그러나 고려한 변수가 제한적이고 분석방법이
체계적이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김영표(1988, 1986)의 연구는 시스템다이
나믹스 기법을 활용하여 권역개발계획 및 지역정책 시행에 따른 사회경제적인
파급효과를 미리 분석할 수 있는 모형을 정립하였다. 이 연구는 종합적 관점에서
국토정책을 동태적으로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모형을 제시하였으나, GIS기반 공
간분석 방법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
동태모형을 부분적으로 도입하면서 GIS를 활용하여 공간정책을 시뮬레이션한
모형을 시도한 연구로는 James Reilly(2003)의 ‘The New Jersey(USA) Growth
Allocation Model: Development, Evaluation and Extension’연구가 있다. James
Reilly(2003)의 연구는 미국 뉴저지주의 개발과 규제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스
템다이나믹스 기법과 GIS 분석기법을 도입하여 계획지원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모형의 일부분은 동태모형으로 구성하였으나 동태적 분석모형에
서 고려된 변수가 제한적이고 활용된 GIS 분석기법도 기초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자연․사회․제도․정치․문화 등으로 구성된 국토공간은 시간의 흐름에 따
라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국토공간 속에 투영된다. 따라서 국토공간의 모습을 결
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국토정책은 시간과 공간차원을 모두 고려하
여 향후 국토공간이 바람직한 구조를 형성할 수 있게 되는지를 시뮬레이션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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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어야 한다. 이 연구는 시공간통합모형의 개념과 이론을 정립한 후, 시공간
통합 국토정책시뮬레이션모형 개발을 위해 동태모형 개발의 대표적 기법인 시스
템다이나믹스와 GIS기반 공간분석방법을 도입하였다. 두 방법론을 접목하여 국
토정책의 특성을 잘 분석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모형을 개발하고자 한다.
<표 1-1> 주요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요약
구분

연구목적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과제명: Urban Dynamics
-연구자:Jay Forrester(1969)
-연구목적:도시의 산업, 주택, 인
구 등 하위 시스템 시스템간의
1
동태적인 역학관계에 의한 도시
의 성장과 쇠퇴를 분석하는 모
형 구축

-시스템다이나믹
스 이론적용
-보스턴 시장이
었던 Collins와
의 토론
-도시시스템 분
석

-도시지역의 시스템적 구조 분석
-도시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파라
미터 도출
-도시동태모형 정립 및 시뮬레이션

-과제명: 지역간 파급투자효과의
측정모형 개발('88), 체계동학적
방법에 의한 권역분석모형 개발
선
에 관한 연구('86)
행
2 -연구자: 김영표 외(1988, 86)
-연구목적:지역정책 시행에 따른
연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미리 분
구
석할 수 있는 권역분석모형 개
발
-과제명: The New Jersey(USA)
Growth Allocation Model
-연구자:James Reilly(2003)
3
-연구목적: 토지개발 및 규제정책
수립을 위한 계획지원시스템 구
축
<시공간통합 국토시뮬레이션 모
형개발 연구(I)>
-시공간통합모형의 개념과 이론
을 정립한 후, 시공간통합 국토
본
정책시뮬레이션모형 개발을 위
연구 해, 동태모형 개발의 대표적 기
법인 시스템 다이나믹스와 공간
분석모형 개발의 핵심기술인
GIS의 특성을 체계적으로 분석
하고, 양자간의 연계방안을 모색

-관련이론 검토
-다이나모를 이
용한 모형의 프
로그래밍
-사례분석

-체계동학에 관한 이론적 고찰
-지정파급효과 측정 모형의 정립
-모형의 행태분석
-모형의 감응도 분석
-정책대안의 비교

-관련이론 검토
-관련 전문가와
협동연구
-사례분석

-PSS의 특징 및 한계점 검토
-럿거스 대학, 지질조사국 등과 협동
연구를 통하여 GIS분석모형 개발
-뉴저지주 지역을 대상으로 사례연구

-문헌조사
-외부전문가 활
용
-실간 토론회를
통한 원내 전문
가 활용
-연구협의회 운
영
-워크숍 운영

-시공간통합 국토정책시뮬레이션 모
형 개발 의의
-시공간통합 시뮬레이션을 위한 SD
와 GIS의 연계방법
-국토정책시뮬레이션을 위한 시공간
통합 거시적 접근방법론
-국토정책시뮬레이션을 위한 시공간
통합 미시적 접근방법론

주
요

10

2

C

․

H

․

A

․

P

․

T

․

E

․

R

․

2

시공간통합 국토정책시뮬레이션 모형
개발 의의

이 장에서는 국토정책의 특성과 시공간차원에서의 의미를 살펴보고, 국토정책을 둘러
싼 여건과 시공간통합 국토정책시뮬레이션 모형의 개발의의를 살펴보았다. 국토공간
의 자연․사회․제도․정치․문화 환경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국토공간 속에 투영되어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난다. 현재의 국토공간은 과거에 집행
된 국토정책이 국토공간속에 반영되어 나타난 것이고, 현재의 국토정책은 미래의 국
토공간을 조성하는 지침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국토정책은 시간과 공간차원을
모두 고려하여 향후 국토공간이 어떻게 조성되어야 바람직할 것인지를 내다보는 정책
이 되어야 한다. 국토정책은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집행되어 많은 예산과 인력이 장기
간 투입되거나 또는 공간개발에 의해 주거환경의 변화를 가져온다. 정책시행에 대한
파급효과도 크기 때문에 국토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앞서 정책목표를 잘 이룰 수 있는
지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

1. 국토정책의 특성
1) 국토정책의 개념

국토는 우리 국민이 생활을 영위해 가는 터전이며 활동의 장이다. 보다 좋은
환경을 추구하며 경제를 발전시키고 자원을 이용하는 모든 활동과 노력은 국토
공간에 투영되어 새로운 모습을 이루어 가고 있다. 따라서 국토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담은 유적지며, 현재의 행보는 국토의 미래모습을 만들어 낼 것이다.
제 2 장∙시공간통합 국토정책시뮬레이션모형 개발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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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일상생활과 터전 중에 정부의 정책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거의 없다. 식생활과 주거, 교육, 보건, 국방, 조세, 환경, 교통 등 우리의 생활과
관련된 모든 것은 정책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정책이란 정부가 결정한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이다. 정부는 살기 좋은 국토공간의 모습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
기 위해 다양한 국토정책을 펼친다. 국토정책은 바람직한 국토공간의 모습을 목
표로 추구하는 과정이며, 국토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행하는 장래의 행동지침
또는 방향으로 정의할 수 있다6).
국토정책은 국가를 구성하는 소도시에서부터 대도시권, 낙후지역 등을 모두
포함하는 국가의 발전을 목표로 한다. 국토를 구성하는 각 지역의 발전은 복수의
공간단위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지리적 영역을 대상으로 산업화와 도시화에 필요
한 물적 기반의 조성 및 사회경제적 제반 조건의 개선을 추구하는 다양한 활동을
의미하며, 이러한 국토의 발전을 위한 정책 즉, 국토정책은 국토를 구성하는 각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개입의 방향과 수단을 통칭한다.7)
그러나 다양한 정부정책 가운데 무엇을 국토정책이라 지칭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국토정책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존재한다. 하나는 명목적 관점
(nominalistic approach)의 정의이다. 이에 의하면 국토정책은 국토의 변화를 명시
적으로 추구하는 ‘공간정책’을 의미한다. 명시적인 공간정책은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국가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입지선정,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확충
및 지역적 규제나 촉진 등 공간정책수단을 동원한 정책이고, 다른 하나는 특정한
공간단위를 대상으로 사회경제적 제반조건과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다양한 정
책수단을 동원한 정부정책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것이 수도권집중 억제정책, 지
역균형발전정책 등이 있다. 다른 하나는 실체적 관점(substantial approach)의 정의
이다. 실체적 측면에서 국토정책은 정부의 한정된 공간정책을 의미하기보다는
6) 정부가 취하는 공공정책에는 도시정책, 지역정책, 국토정책 등이 포함되며, 그 개념은 정부가 단위성
에 입각하여 도시 및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치적․행정적과정
을 거쳐 의도적으로 선택한 장래의 행동지침으로 정의된다(박종화 외 2인. 2005. 도시행정론: 이론과
정책. p. 142)
7) 김용웅외 2인. 2003. 지역발전론 p.32. ‘지역발전의 개념과 정책목표’에서 제시한 지역정책의 개념을
토대로 국토정책의 개념을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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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간 자원배분에 실질적 영향을 주는 일체의 정부정책과 정책수단을 의미한
다. 관련 정책으로는 조세, 금융, 산업정책, 교육, 문화정책,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투자, 정부의 각종 규제 및 지원시책을 망라한다. 이와 같은 실체적인 견해는 국
가의 지여간 발전격차의 원인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대응토록 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일반적인 논의에서 국토정책은 한정된 공간정책만을 의미하며, 이
연구에서는 명목적 개념에서의 한정된 공간정책을 연구의 대상으로 한다.

2) 국토정책의 목표와 수단

국토정책의 목표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지역정책에 대한 논의에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Vanhove와 Klaassen(1980)은 지역발전정책의 목표를 경
제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으로 구분하였다. 경제적 측면은 전국적인 균형발전을
통하여 모든 생산요소의 활용을 극대화하는 것, 지역자원 및 입지적 특성을 고려
하여 기업이 최적의 입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분산된 공간발전을 통하
여 인구와 경제활동의 집중으로 대도시 혼잡비용을 최소화하는 것, 자원과 투자
의 공간적 집중으로 초래되는 지역적 불균형과 인플레이션의 방지 등이다. 사회
적 측면은 모든 지역에서 완전고용을 실현하고, 지역간 소득배분을 균등히 하며,
저발전 또는 쇠퇴지역의 주민복지를 증진하는 것 등이다. 이 밖에도 국토의 균형
발전을 통하여 자원과 환경의 남용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유지하
며, 지역간 불균형에 따른 갈등과 대립을 방지하여 국가적인 통합성을 증진하는
것이 국토정책의 주요한 목표로 간주되고 있다.
이러한 국토정책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토공간에 대한 계획과 제도가
국토정책의 방향과 목표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한번 채택되어 시행되는 국토
정책은 국민생활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장기간에 걸쳐서 일어나게 된다.
그 영향들 가운데 국토정책이 의도한 것과 의도하지 않았던 것, 바람직한 것과
바람직하지 않은 것들이 뒤 섞여 일어나게 된다. 국토정책의 파급효과를 분석하
여 이와 같은 영향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국토정책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의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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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던 것, 바람직하지 않은 것 등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다. 그래서
국토정책의 파급효과를 시뮬레이션 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지역 또는 국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책은 경제적인 차원에서
미시정책수단(micro-policy options)과 거시정책수단(macro-policy options)으로 구
분된다.8) 미시적 정책수단은 노동이나 자본의 이동에 대한 각종 지원정책이 포
함된다. 구체적으로 인구이동에 대한 지원, 재교육을 통한 노동시장의 유연성 증
대와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및 각종 보조금제도, 기업입지 및 토지규제 완화 등
자본 시장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정책 수단 등이 있다. 거시적 정책수단은 지역
의 입지와 물적 기반 강화를 위한 지역의 교통, 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개
선과 도시개발, 각종 문화시설 및 자연자원시설의 확충 등이 있다. 또한 낙후지
역의 개발, 집중지역의 성장억제, 대도시 기능을 분산하기 위한 정부기관의 지방
이전 등이 있다.

3) 국토정책의 유형과 범위

국토정책의 유형은 <그림 2-1>과 같이 국토정책의 공간범위와 적용시기에 따
라 구분할 수 있다. 국토정책은 국토를 이용하고 관리하는데 방향을 제시함과 동
시에 각종 공간계획과 깊은 관계를 가진다. 때문에 국토정책은 공간계획으로 구
체화되고, 공간계획은 국토의 미래 모습을 결정짓는 중요한 제도로서 역할을 한
다. 그러나 국토정책이 언제나 공간계획의 상위개념이 되는 관계는 아니다. 당면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정한 정책방향이 설정되고, 그에 따라 공간계획이 수
립될 수도 있고, 때로는 계획이 수립된 후 계획을 실현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정
책이 형성되기도 한다. 국토 및 지역계획, 토지이용계획, 지역교통계획, 산업진흥
계획, 환경보전 및 자원관리계획, 주거환경계획, 사회개발계획, 농촌계획, 방재계
획 등 공간계획의 대상은 범위와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궁극적으로는 국토공간
8) H. Armstrong and J. Taylor, Regional Economics and Policy, Oxford: Phillip Allan Publishers, 1985. pp.
188-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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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조화롭게 만들어가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각종 공간계획은 장기적 안목으로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수립되는 특성이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역지구제와 같은 토지이용규제나 단위 개발사업들이 중단기적으로 특정지역
에 적용된다.
한편, 국토정책은 그 목표가 지역간 관계를 중시하는지, 지역내 발전을 의도하
는지에 따라서도 유형을 구분해 볼 수 있다. 전국적 또는 여러지역을 포괄하여
지역상호간 관계설정을 중시하는 지역간 정책(inter-regional policies)과 특정한 지
역내부의 문제해결에만 치중하는 지역 내 정책(intra-regional policies)으로 구분이
된다9). 이 두 유형은 공간의 변화를 시도한다는 차원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정책
적 관심이 국가적인지 또는 지역적인지, 정책목표와 우선순위가 장기적이고 형
평성을 중시하는지 또는 단기적이고 효율성을 중시하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다.

<그림 2-1> 국토정책의 범위와 대상

거시적
거시적 정책
정책
지역간
지역간 정책
정책

장기

공간계획

•국토종합계획

•신도시 건설계획
•주거환경계획
•개발밀도완화

중기

•고속철도 건설계획
•공공기관지방이전계획

토지이용규제

•개발제한구역 해제

•투기지역지정

개발사업
단기

•택지개발사업
• 시설물 건설

생활권

광역

전국

미시적
미시적 정책
정책
지역내
지역내 정책
정책

9) 김용웅 외 2인. 2003. 지역발전론. pp.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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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당면한 국토정책의 유형에 따라 거시적 시각에서 접근할 수도 있고,
미시적 시각으로 접근할 수도 있다. 시공간 차원에서 국토정책을 시뮬레이션하
기 위해서는 이상에서 고찰한 국토정책의 특성과 접근방법을 잘 접목해야 한다.
따라서 국토정책을 수립하는 결정자는 국토공간의 다양한 영역들이 어떻게 관련
되어 있는지 그 메카니즘을 잘 이해해야 한다. 국토의 한 영역에서 나타난 문제
는 다른 영역의 문제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도시의 토지이용변화는 교통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 그 지역의 환경문제까지 관련이 된다. 이와 같
이 국토정책은 단일한 주제의 분석으로는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 다주제․다차
원의 복합적인 문제들로 구성된 국토공간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국토정책은 과
거와 현재, 미래의 시간적 흐름 속에서 파악해야 하는 동태적인 특성을 가지므
로 시계열적 차원에서의 분석이 요구된다.

2. 국토정책에서 시공간의 의미
1) 국토공간의 변화와 국토정책

정부는 국토를 바르게 이용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토의
미래를 전망하고 대응하는 여러 정책을 수립한다. 정책이란 정부가 결정한 목표
를 추구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미래라는 시간 인식은 국토정책에서 매우 중요하
며, 국토의 이용과 관리를 위한 계획은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변화를 미리 예측
하고 대응하는 노력이라 할 수 있다10).
국토공간을 구성하는 자연․사회․제도․정치․문화 환경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국토공간 속에 투영되어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난다.
현재의 국토공간은 과거에 집행된 국토정책이 공간속에 반영되어 지금의 모습으
10) 엘빈토플러에 의하면 인간이 시간에 대해 인식하는 반응은 사건, 과정, 관계에 대한 예상지속시간
(durational expectancy)으로 구성된다고 한다. 따라서 시간의 가속화 원리를 터득해야 미래의 변화에
대해 충격을 덜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계획이란 미래에 일어날 변화를 미리 찾아서 대응하는
노력이라 할 수 있다(서창원. 1998. 국토와 정책: 땅의 이용과 주민주의시대의 딜레마. 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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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가져온 것이고, 현재 국토정책은 미래의 국토공간을 조성하게 되는 지침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국토정책은 시간과 공간차원을 모두 고려하여 향후 국토공
간이 어떻게 조성되어야 바람직할 것인지를 내다보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
국토공간의 구조는 쉽게 고치거나 변경할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토정책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향후 정책의 시행에 대한 파급효과와 공간에 어
떻게 투영될 것인지를 사전에 검토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국토정책이 포함하고
있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예상되는 문제를
검토함으로 시행착오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2>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두 차원에서 국토공간이 정책시행에 따라 어
떻게 변해가는 지를 모식화해 본 것이다. 이 시간과 공간의 축은 미래시점의 국
토정책의 영향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를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의 틀이다. 경제․
사회여건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중앙 또는 지방정부는 택지를 개발하거나 지구정

<그림 2-2> 국토정책에서 시공간의 의미

시간
t+

국토공간변화

공간정책(B)-지역지구제

공간정책(A)-택지개발
인구증가, 경제성장

to

x축
국토공간 S(x,y)

y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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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변경하게 된다. 현재(to)의 국토공간은 자연적으로 또는 정책의 시행과 더불
어 인위적으로 토지이용상태가 변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도로가 신설되고 새로
운 택지가 개발될 수 있다. 이러한 토지이용의 변화는 미래시점(t+)의 국토공간구
조를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시간과 공간 차원을 모두 고려하여 국토정책을 이해
하고 예측해야 미래시점에 정부의 정책방향대로 목표가 달성되었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

2) 국토정책의 시뮬레이션

정부가 국토정책을 수립하는 시점에서 그 정책을 시행할 경우와 시행하지 않
을 경우의 국토공간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이러한 상황을 분석한 대안의 비
교는 정책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정보가 된다. 정책을 수립하는 의사결정자
는 정책을 시행하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그 지역의 상태가 어떻게 변화될 것이
며, 공간적으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지를 알고 싶어 한다. 정책결정자가
앞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국토정책이 과연 국토공간을 지속가능한 모습으로 만들
고 낙후된 지역을 개선할 것인지를 예측해보고 모의실험하기를 원한다.
국토정책에 대한 시뮬레이션은 두 가지 차원에서 의미를 가진다. 첫째는 정책
시행에 따른 파급효과의 측정이다. 주로 국토를 구성하는 각 부문이 어떻게 영향
을 받을 것인지를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다. 둘째는 정책의 파급효과가 토지이용
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결과 공간구조가 어떻게 변호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다. 토지이용의 상태는 국민의 생활환경과 직접 관련되기 때문에 국토공
간구조가 어떻게 변모할 것인지 예측하는 것은 국토정책 수립가와 계획가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일반적으로 정책의 결정과 집행은 일정한 순환체계를 가지기 때문에 정책을
분석하는 방법론도 인간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부분의 노력과 공통적인 절
차, 즉 정의(definition), 예견(prediction), 처방(prescription), 기술(description) 그리
고 평가(evaluation)를 통합하고 있다. 정책분석은 이러한 절차에 명칭을 부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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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정의 단계는 문제구조화(Problem structuring)에 해당하며 정책문제를 야
기하는 조건에 대한 정보를 산출한다. 예견 단계는 정책 대안을 실행에 옮겼을
때 발생하게 될 미래의 결과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 예측(Forecasting)이 이
루어진다. 처방 단계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경감시키는데 있어서 각 대안이 초래
할 미래의 결과가 가지는 상대적 가치에 대한 정보를 제안(Recommendation)하게
된다. 기술 단계는 정책대안의 집행에 관한 현재와 과거의 결과에 대한 정보를
산출하여 상태를 점검(Monitoring)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평가 단계는 문제를 해
결하거나 경감하는데 있어서 정책 집행결과의 가치 또는 값에 관한 정보를 제공
한다11). 이러한 다섯 가지의 정책분석 절차는 <그림 2-3>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이중 미래 예측의 영역에서는 전문가 의견에 바탕을 둔 델파이 방법, 다변량 분
석에 바탕을 둔 인과적 모형화 기법, 시계열 분석방법 등 다양한 방법들이 활용

<그림 2-3> 문제중심적 정책 분석 절차

정책성과
예 측

평 가
문제구조화

정책문제

문제구조화

문제구조화

정책결과

정책미래

문제구조화
점 검

제 안

정책행위

출처 : William, N. D. 1994. Public Policy Analysis : An Introduction(2nd ed.)(나기산외 4인 공역). p. 17

11) 정책분석의 절차에 따라 정책관련 정보가 생산되고 변형되는데, 이를 위해 다양한 방법과 기법들이
활용된다. 정책분석의 방법론은 정치학, 사회학, 심리학, 경제학, 철학 등의 다양한 학문분야의 요소들
을 추출하여 이들을 통합시키게 된다.(William, N. D. 1994. Public Policy Analysis : An Introduction(2nd
ed.)(나기산외 4인 공역).pp.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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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은 제한된 범위의 문제에 해답을 제공하기 위하여 특
정의 방법과 결합하여 사용되기도 한다.
국토정책의 분석은 시간과 공간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매우 동적인 특성을
가지며, 정책이 가지는 합법적 권한과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 파급효과도 크다.
따라서 정책을 제안하기에 앞서 미래시점에 대한 예측이 중요하게 강조된다. 문
제중심적 정책분석 절차를 다양한 국토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국토정
책에도 적용할 수 있다.
<그림 2-4>은 국토문제를 구조화하여 바람직한 국토의 미래상을 달성하기 위
하여 정책의제를 설정하고, 시나리오에 따라 미래시점의 파급효과와 그 결과로
나타나는 공간변화를 예측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토정책 수행에 따른 목표달성
가능성을 사전에 평가하는 정책시뮬레이션 모형의 역할을 표현하고 있다. 시공
간 통합 국토정책시뮬레이션모형은 국토시스템과 국토공간정책의 관계를 규명
해줄 수 있어 국토정책수립에 필요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할

<그림 2-4> 국토정책분석절차 속에서 시뮬레이션 모형의 역할
시공간통합 시뮬레이션 모형

국토문제
문제구조화

목표

시스템
변화
예 측
국토미래

정책제안
정책채택

국토정책시행

정책
시나리오

지표

공간
변화
모델

결과

정책형성

평 가

점 검

정책평가

정책집행

국토정책결과

국토정책성과
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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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목적

의제설정

수 있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국토정책시행에 대한 시간과 공간차원의
특성과 파급효과에 대한 메카니즘을 모형으로 개발하여 중차대한 국책사업의 시
행착오를 줄이고, 정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갈등을 최소화하여 국토의 이용
과 관리에 새로운 장치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시뮬레이션 모형은 국토정책을 형성하기 전에
그 효과가 지역의 인구, 산업, 토지이용, 교통, 환경 등 각 부문을 어떻게 변화시
킬 것인지를 사전에 실험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3. 시공간통합 국토정책시뮬레이션 모형 개발 방향
1) 국토정책을 둘러싼 환경변화

우리나라의 국토정책은 195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일본 식민지하에서 왜곡되
게 형성된 국토공간을 바로잡고 한국동란으로 황폐화된 국토를 재건하는데 초점
이 맞추어졌다12). 1960년대는 처음으로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추진되어, 보릿고
개와 같은 절대적 빈곤에서 벗어나 자립적 경제기반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었
다. 1970년대는 적극적인 공업화를 통해 경제개발을 추진하였으며, 이를 공간적
으로 수용하기 위한 최초의 국토계획이 수립․추진되었다.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는 그간의 공간정책과정에서 발생된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 집중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역간 균형개발 전략이 중점과제로 대두되었
고, 1990년대에 와서는 세계화, 지방화시대의 도래 그리고 남북교류의 진전에 따
라 국제경쟁력 강화와 통일을 대비한 국토골격 형성에 주안점을 두었으나, 1990
년대 후반에 갑자기 몰아닥친 국가경제위기는 국토정책을 비롯한 각종 공간정책
에 제동을 걸었다13). 2000년대에는 통합국토실현이라는 목표로 제4차 국토종합
12) 국토개발연구원. 1988. 「21세기 선진국토를 향한 과제」. pp. 32-33.
13)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0. 「국토․지역계획론」. pp. 8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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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이 수립되어 그동안의 개발일변도에서 환경의 보전을 중시하고, 개방형 통
합국토축을 육성하여 차세대 국토골격 형성을 추진하였다14).
과거에는 성장위주의 국토정책에 주력했었으나 최근에는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그 동안 국토종합계획, 도계획, 권역계획, 수
도권계획, 농촌계획 등을 통해 국토정책을 꾸준히 추진하여 왔지만, 정책의 일관
성이 결여되고 방법론이 체계화 되지 못함에 따라 여러 가지 공간문제를 야기하
고 있다. 현재 우리 국토는 높은 물류비용, 수도권에의 과도한 집중, 비싼 공단가
격, 높은 주택가격, 낮은 국토생산성 등 고비용 저효율의 국토공간구조로 말미암
아 국가경쟁력이 떨어져 있다. 또한 지역간 불균형 개발에 따른 갈등, 도시와 농
촌의 갈등, 님비 문제를 둘러싼 정부와 국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갈등 등 국
토공간에서 다양한 형태의 갈등이 발생하여 국가 통합을 저해하고 있다15).
특히 서울과 부산을 잇는 이른바 경부축과 수도권에 인구와 기능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국토의 만성적인 불균형과 비효율성을 유발하고 있으며16), 전국의 지
역 대부분에서 산업구조가 거의 비슷하고, 지역계획의 내용도 거의 획일적이어
서 지역특성을 상실해 가고 있다. 또한 지역간 협력과 제휴를 통한 발전전략보다
는 행정구역 단위의 독단적인 지역개발 전략에 치중함으로써 대립과 마찰이 심
화되어 엄청난 자원낭비와 국력의 소모를 초래하고 있으며, 개방화 시대에 필요
한 국제적 경쟁은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17).
이러한 국토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국토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참여정부

14) 2005년 후반기에 확정한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5-2020)에서는 지역혁신, 균형발전, 남북
상생을 계획의 기조로 삼고 있다(국토연구원. 2005.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안) 공청회 자
료집
15) 김성배, 1998 “21세기에 대비한 국토개발 전략: 대통합과 재도약을 위한 국토정책의 모색” 국가혁신
의 비전과 전략 :한국공공정책연구소 편. 삼성경제연구소. p.308.
16) 현재 전국대비 수도권 인구는 2000년에 이르러 46.3%로 급증하여 우리나라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 정도가 거주, 전국 제조업체의 절반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예금액
의 60%이상, 의료시설수의 47.5%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수도권에는 청 단위 이상 중앙행
정기관의 72.7%, 정부투자 출자기관의 85%, 정부출연연구기관의 69.8%, 100대기업 본사의 95%, 기업
부설연구소 및 벤처기업의 71.2%가 몰려 있다(원제무. 2003. 국토정책과 신행정수도 건설 논의. 신행
정수도 건설정책 공개토론회 자료집. pp.5-6.).
17) 박양호․김창현. 2000.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통합국토축 추진전략.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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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지역혁신 클러스터의 창출,
낙후지역의 활성화,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 지방분권에 기초한 지역주도의 거버
넌스 체제, 그리고 지역별 특성화와 지역간 연계발전 등 국토시스템의 개조를 위
한 전략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국가전략을 달성하기 위해서 대규모의 국책사업
을 비롯한 다양한 국토정책이 구상되고 있으며, 일부 대규모 사업들이 착수되어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국책사업들의 대부분이 국민의 삶의 질과 환경에도 큰 파급효과를 가
져올 뿐만 아니라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의 이익과 배
분문제나 님비현상에 의한 거부반응 등 여러 가지 갈등구조를 안고 있다. 부안
원전 수거물 관리시설의 건설을 비롯해, 고속철도 천성산터널 공사와 새만금 간
척사업 등 주요 국책사업에서 환경파괴와 경제성 논란 등과 같은 갈등문제를 확
인할 수 있다. 따라서 국토정책을 구상 및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정부와 이해
관계자, 전문가가 모두 참여하는 정책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필
요하다. 이를 위해서 사전에 국토정책에 대한 시뮬레이션 단계를 수행하여 정책
의 파급효과와 공간변화를 예측해 볼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와 관련된 각종 국토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
한 다양하고 방대한 자료가 각종 정보화 사업의 결과로 생산되고 있다. GIS기술
을 활용하여 구축된 토지종합정보망, 건축행정정보시스템, 산업입지정보시스템
등에서 국토이용 및 정책집행 현황에 대한 공간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
다. 정책결정자나 계획가가 공간의사결정에 대한 파급효과를 사전에 예측해보고,
대안을 결정하는 단계에서 이와 같은 정보시스템이 관리하는 공간정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물론 정보기술이 발전하였다고 해도 정책결정자의 역할을 대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다양한 분석방법과 데이터 처리기술을 도입하여 정책분석
에 필요한 과학적인 정보와 예측치의 생산은 정보기술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더구나 앞으로는 국토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각종 정보의 수집은 첨단의 정
보기술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장소의 제약 없이 취득가능하게 될 것이다18).
특히 정보기술 중 GIS는 고차원적인 공간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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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정책 수립에 필요한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공간의사결정지원
시스템(SDSS: Spatial Decision Support Systems)으로서 역할을 한다. 여러 선진외
국은 공간정책을 수립과정에서 상충되는 여러 목표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투
명하고 객관적인 의사결정에 필요한 대안 도출에 GIS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우
리나라도 국토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시공자재(ubiquitous) 정보기술과 함께
GIS를 기반으로 한 공간의사결정지원시스템을 도입하여 보다 과학적이고 지능
적인 정책수립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2) 시공간통합 국토정책시뮬레이션 모형의 필요성

국토정책은 살기좋은 국토공간을 만들기 위해 전체적인 국토공간구조를 변경
하거나 소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를 변경하는 수단을 동반한다. 이러
한 정책의 시행은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앞서 정책목표
를 잘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시뮬레이션의 필요성이 중요하게 대두된다. 이 때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국토정책 사안은 가급적이면 모형으로 정립하여 활용하는
것이 유용하다.
일반적으로 모형이란 현상의 이해를 위해 주요 구성요소를 추출하여 그들 간
의 상호작용 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현실의 추상적 표현(abstract representation of
reality)을 말한다. 현실을 단순화시킨 모형은 실험 및 정책대안의 결과를 예측하
기 위한 수단으로 작성되어 활용된다. 모형은 어떤 상황이나 물체 등 연구 대상
주제를 도면이나 사진 등 그래픽을 사용하거나 수식이나 기호를 사용하여 표현
할 수 있다19). 연구자들은 모형을 구축한 후 모형의 변형, 수정 또는 조건의 변화
18)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앞으로는 모든 곳과 사물에 컴퓨터나 전자칩이 내장되어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간의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이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시공자재(時空自在, ubiquitous)의 세상이 도래될 것으로 전망된다(김영표 외 2인. 2004. 시공자재의 세
상을 향한 사이버국토 창조방안). 국토정책수립에 필요한 각종 정보들도 이제는 실시간으로 전송이
되는 시대가 곧 도래 할 것이다.
19) 모형은 표현 양식에 따라서 화상 모형(graphical model)과 기호 모형(symbolic model)으로 나뉘고, 특히
수학적 기호와 수식을 사용하여 표현한 것을 수학적 모형이라고 한다. 분자(molecule)의 도식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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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현상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알아낼 수 있다.
이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모형은 국토공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국토정책을 시뮬레이션 하는 것이다. 특히 국토정책은 공
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존의 정책 모형과 차별적으로 시간과 공간차원
모두를 해석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고자 한다.
시공간통합 국토정책시뮬레이션모형은 <표 2-1>과 같은 몇 가지 측면에서 개
발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먼저 국토공간을 둘러싼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국토를
다양한 활동이 일어나는 유기적 시스템20)으로 이해하고 분석되어야 한다. 국토
의 인구, 산업, 경제, 토지, 교통 등 각 부문 간은 서로 깊은 관련성을 가지며 공간
의 발달을 유인하고 성숙하는 관계를 가진다.

<표 2-1> 시공간통합 국토정책시뮬레이션 모형의 필요성
국토정책의 특징

모형의 필요성

유기적 시스템

국토를 구성하는 인구, 산업, 경제, 토지, 교통 등이 갖는 깊
은 관련성을 담을 수 있는 가진 유기적 시스템이어야 한다.

정책효과의 동태성

국토시스템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시스
템으로 정책시행에 대한 동태적 변화를 예측해야 한다.

공간단위의 계층성

국토를 구성하는 공간단위는 행정구역상 시도, 시·군·구, 읍·
면·동과 일정규모의 블럭, 필지, 셀단위로 이루어지며, 정책의
영향 범위에 따라 적정한 분석단위가 채택될 수 있어야한다

정책의 파급성

정책시행에 따라 인구, 산업, 경제, 토지 ,교통 등 국토의 각
부문이 어떤 영향을 받아 어떻게 변화되는지 파급효과를 측
정할 수 있어야 한다

공간변화로 반영

정책시행에 따른 파급 효과가 공간상에 어떻게 투영되는지를
실험할 수 있어야 한다

우주의 물질 분포의 수학적 모형, 기업 경영의 숫자적 표 계산 모형 등이 있다.
20) 시스템의 순수한 의미는 체계, 조직, 제도 등 요소의 집합 및 요소와 요소 간의 집합을 말하며, 어떤
과업의 수행이나 목적 달성을 위해 공동 작업하는 조직화된 구성 요소의 집합이다. 이 연구에서는
국토정책이 시행되는 국토라는 대상을 시스템적 관점에서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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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국토시스템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시스템으로 정
책시행에 대한 동태적 변화를 실험할 수 있어야 한다. 인간, 토지, 시설 등의 요소
들이 국토공간상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를
일으키는 메커니즘이 구현되어야 한다. 즉, 국토정책은 동태적 관점에서 분석되
어야 하는 것이다.
셋째, 공간단위의 계층성이다. 국토를 둘러싼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국토를 여
러 개의 지역단위로 구성된 하나의 시스템으로 이해할 수 있다. 분석을 위해서는
모형에 필요한 정보가 공간단위로 수집되고 분석되어야 한다. 국토정책 모형에
서 지역을 구성하는 공간단위는 행정구역상 시도, 시·군·구, 읍·면·동과 일정규모
의 블럭, 필지, 셀단위의 각 부문에 파급효과를 나타낸다. 따라서 정책시행에 따
라 인구, 산업, 경제, 토지, 교통 등 국토의 각 부문이 어떤 영향을 받아 어떻게
변화되는지 파급효과를 측정하는 모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정책시행에 따른 파급 효과가 공간상에 어떻게 투영되는지를 예측
할 수 있는 모형이 요구된다.

3) 시공간통합 국토정책시뮬레이션 모형 개발 의의

국토시스템 내에 이루어지는 정책의 시행은 공간패턴의 변화를 이끈다. 즉, 국
토정책은 공간에 투영된다. 도로건설 후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지역의 인구유입
량이 증가하면 도시의 토지이용패턴이 변화되는 것처럼 정책이 시행되면 국토시
스템에 파급효과를 주어 공간구조에 어떤 변화를 가져온다.
이 연구를 통해 시공간통합 국토정책시뮬레이션모형을 개발하는 관점은 <그
림 2-5>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현재시점의 국토공간(S_To)은 기술과 경제의 발
전에 따라 정주체계, 산업공간, 교통체계 등 공간조직을 형성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 수준의 환경오염문제를 안고 있다. 지금의 성장패턴에 따라 정부가 아무런
개입이 없이 대상지역을 자연발생적으로 성장하도록 방치한다면, 도시를 구성하
고 있는 각부문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공간조직을 형성해 나갈 것이다. 특정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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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의 힘이 개입되어 성장을 관리하고 조절하지 않는다면 향후 국토(S1_t+)는 자원
의 고갈과 오염으로 환경이 악화되고 성장의 한계점에 도달할 것이다. 그러나 국
토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려는 각종 정책을 시행함으로 국토공간은
균형적으로 성장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것이다(S2_t+).
국토의 변화를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몇 가지로 구분해볼 수 있다. 먼저 일정
한 국토정책이 시행된 후 미래시점에 국토를 구성하는 정주체계, 산업공간, 교통
체계, 환경오염 등 각 하부시스템은 어떻게 변화가 나타날 것인가(가), 정책의 개
입이 전혀 없다면 시간흐름에 따라 공간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나), 정책시나
리오에 따라 새로운 정책이 도입되면 장래 공간의 토지이용에 대한 수요는 어느
정도로 변화할 것이며, 토지이용상태는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다). 이러한 내용
을 중심으로 시공간의 차원에서 정책시행 후 국토공간에 어떤 파급효과를 마치
게 되는지를 사전에 시뮬레이션 하는 모형을 개발하고자 한다.

<그림 2-5> 시공간통합 국토정책시뮬레이션 모형을 개발하는 관점
성장의 한계

t(시간)

경제
발전

인구
구조
정주
체계

국토공간
(S1_t+)
산업
공간

환경
오염

국토공간의 균형발전

교통
체계

(나) 정책개입 없는
자연적 도시성장

인구
구조
정주
체계

국토공간
(S2_t+)
산업
공간

인구
구조
정주
체계

국토공간
(S_to)
산업
공간

(다) 정책시행에 의한
도시성장관리

경제
발전
환경
오염

교통
체계

경제
발전
환경
오염

교통
체계

시스템특성(t+)

시나리오: 정책시행

(가) 정책파급효과에 의한 하부시스템의 변화

시스템특성(to)

S(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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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시스템 내에 이루어지는 정책의 시행은 공간패턴의 변화를 이끈다. 즉, 국
토정책은 공간에 투영된다. 이 연구는 국토정책이 시행되면 어떤 모습으로 변할
것인지를 미리 볼 수 있는 거울과 같은 도구를 모형으로 개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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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간통합 시뮬레이션을 위한
SD와 GIS의 연계방법

이 장에서는 시공간통합 시뮬레이션 모형개발을 위한 관련 이론과 접근방법을 고찰하
였다. 정책분석에서 미래예측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는 시스템다이나믹스(SD) 방법과
공간구조분석을 위한 GIS기반 분석방법에 관한 이론을 선행연구와 함께 고찰하였으
며, 두 방법을 연계하여 시간측면의 동태적 모형과 공간측면의 공간모형을 통합하는
방법을 정립하였다. 시공간을 통합하는 방법은 시뮬레이션 대상인 정책의 특성에 따
라 SD와 GIS를 약한 구조로 결합할 수도 있고, 때로는 강한 결합구조로 활용할 수 있
기 때문에 문제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방법론을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1. 국토정책의 미래 예측을 위한 동태적 접근방법
1) 정책예측을 위한 접근방법의 유형

정책이란 개인이나 기업차원에서도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 공공정책(public
policy)을 의미하며, 이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공익을 위해 바람직한 목표를 달
성하기 위해 취하는 일련의 의사결정행위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정책의 형성과
집행은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며, 과학적인 분석방법과 국민적 의견수렴 등이 포
함된다. 정책의 목적과 유형을 막론하고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책을 시행함
으로써 얻어지는 정책성과 또는 미래상태에 대한 예측이 필수적이다. 물론 어떠
한 방법을 쓰더라도 미래를 100% 정확히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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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집행에 따른 시행착오와 비용낭비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책예측은 반드
시 필요하며, 이와 같은 정책미래 예측은 다양한 양적․질적 분석방법이 활용될
수 있다.
Dunn(1994)의 경우 <표 3-1>과 같이 크게 세 가지 접근방법으로 구분하여 예측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추세연장을 기반으로 한 연장적 예측이란 과거로부터 현
재까지의 자료를 토대로 미래사회의 상태를 투사(projection)하는 접근방법으로,
대개 다수의 시점에서 수집한 시계열 자료를 분석하는 분석기법에 근거한다. 주
로 활용되는 분석기법은 시계열 분석(time series analysis), 선형경향추정(linear
trend

estimation),

지수가중(exponential

weighting),

격변방법론(catastrophe

methodology) 등이 있다.
이론을 기반으로 한 이론적 예측이란 이론적인 가정과 현재의 역사적인 자료
를 바탕으로 미래사회를 예견(prediction)하는 접근방법이다. 이론적 예측은 과거
<표 3-1> 정책예측의 접근방법 및 분석기법
접근방법

분석기반

분석기법

시계열분석
선형경향추정
연장적 예측

추세연장

지수가중
자료변환
격변방법론
이론지도작성
인과모형화

이론적 예측

이론

회귀분석
구간(점)추정
상관분석
시스템다이나믹스
델파이

판단적 예측

통찰력이 있는 판단

정책 델파이
교차영향분석
실현가능성 평가

자료: William, N. D. 1994. Public Policy Analysis : An Introduction(2nd ed.)(나기산외 4인 공역). pp.24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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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험적 데이터에 근거한 추세연장적 예측과는 대조적으로, 여러 이론에 담겨
있는 인과관계에 의한 가정을 기반으로 한다. 여기에 해당되는 분석기법은 이론
지도작성(theory mapping), 인과 모형화(causal modeling),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 시스템다이나믹스(system dynamics) 등이
있다.
판단적 예측이란 통찰력 있는 판단을 기반으로 미래사회를 추측(conjecture)하
는 접근방법이다. 추세연장적 예측기법과 이론적 예측기법과는 대조적으로, 분
석가의 창의성이나 가정에 강한 영향을 받기는 하나, 실제로는 여러 가지 추세연
장적 예측기법과 이론적 예측기법의 도움을 받게 된다. 델파이 기법(delphi
method),

교차영향분석(cross

impact

analysis),

실현가능성 평가(feasibility

assessment) 등의 분석기법들이 주로 활용된다.
이 연구에서는 이들 방법 중 현재의 역사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현상을 시스템
적 시각으로 이해하여 미래시점의 동태적 변화를 예측하는 시스템다이나믹스 기
법을 사용하였다.

2) 시스템다이나믹스(SD) 기법의 특징

(1) 시스템다이나믹스의 방법론적 위상

시스템다이나믹스는 1961년 MIT의 Forrester 교수가 산업체 재고량과 노동력
의 불안정변화, 시장점유율의 감소문제를 다룬 산업동태론을 발표한 후 기업경
영, 공공정책, 공학, 각종 인간의 의사결정행위에 대한 이해와 문제해결을 위한
독특한 시각과 방법으로 활용되어 왔다.21) 시스템다이나믹스기법은 시간의 흐름
에 따라 변하는 시스템을 동태적이고 순환적 인과관계의 관점에서(dynamic
feedback perspective) 현상을 이해하고 설명하려는 접근방법이다. 이 기법은 컴퓨
터기술의 발전, 컴퓨터모의실험, 전략적 의사결정, 피드백사고에서 출발한 것으

21) Richardson, G. P. 1998; 문태훈.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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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복잡한 인과관계로 구성된 현상이 어떻게 동태적으로 변해나가는지를 컴퓨
터상에서 실험해 보는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22)
시스템다이나믹스는 연구하고자 하는 특정변수가 시간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동태적으로 변화해 나가는가에 기본적인 관심을 두고 있다. 일회적인 사건이나
모델 파라미터의 정확한 측정보다는 산업체 고용의 증감, 도시의 번영과 쇠퇴,
의료보험 비용의 상승 등과 같은 연구대상 변수가 시간 흐름에 따른 어떻게 변화
되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관심을 둔다.23)
또한 모든 현상을 내부순환적 환류체계(closed loop thinking, circular feedback
system)의 관점에서 이해하여 어떤 변수의 동태적인 변화를 시스템 내부에 존재
하는 변수들과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에 의한 것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시스템다
이나믹스는 사실적 사고(operational thinking)24)에 초점을 두고, 변화가 실제적으
로 어떻게 해서 일어나고 있는지 변화의 과정 즉 시스템 작동의 메카니즘을 파악
하고자 하는 사고라고 할 수 있다.25)
시스템다이나믹스 모형은 다른 분석모형들에 비해 동태적이며, 아울러 순환적
인과관계 즉 완벽한 피드백 구조를 가진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시스템다이나믹
스 방법론은 단기적 예측보다는 중장기적 예측에 더 적합하고, 두 변수 간의 정
태적 상관관계 보다는 여러 변수들 사이의 순환적 인과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
다. 그러므로 시스템다이나믹스 방법론을 이용하면 계량화가 곤란한 요인들까지
도 변수 상호간의 인과관계를 유기적으로 체계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림 3-1>은 시스템다이나믹스 접근방법의 위상을 나타내고 있다. 정태적 현
상과 동태적 현상을 모두 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변수간의 순환적 인과관계에
22) 문태훈. 2002. ‘시스템다이내믹스의 발전과 방법론적 위상’.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 연구. 3(1)
23) Meadows. D. H. 1980. "The Unaoidable A Priori" In Jorgen Randers. (ed.). Elements of the System
Dynamics Method. Massachusetts. The MIT Press. 문태훈. 2002.에서 재구성
24) 여기서 사실적 사고란 추상적이거나 수학적인 모델을 가지고 현상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그 결과가 나타나기까지의 과정에 무엇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를 파악하려는 사고이다. 예를 들
면 우유생산량을 예측하기 위해서 계량적 접근으로 [우유생산 = a1×(국민총생산) + a2×(이자율) +
…]와 같은 거시경제적 회귀모델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젖소 한 마리가 매년 만들어내는 우유의
평균생산량을 중요한 변수로 고려하는 것이 사실적 접근방법이다.
25) 김도훈․문태훈․김동환. 1999. 시스템다이내믹스. 대영문화사 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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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시스템다이나믹스의 방법론적 위상
순환적 인과관계
시스템 다이나믹스 영역

•시스템다이나믹스 모형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인과관계도

정태적
현 상

동태적
현 상

•상관관계분석

•시계열모형

•회 귀 분 석

•산업IO모형

단선적 관계

출처: 김도훈․문태훈․김동한. 1999 ｢시스템 다이내믹스｣. 서울 대영문화사. P.51.

의해 문제를 이해한다. 연구자가 문제의 대상이 되는 시스템의 구조를 실제로 어
떻게 인식하느냐 하는가에 따라 모형은 달라지기 때문에 시스템다이나믹스기법
에 의해 만들어지는 모형은 파라미터보다는 오히려 모형의 구조에 보다 의존적
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기법은 일반적인 계량경제학적 접근방법보다 주관적이고
적극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접근방법이다26).

(2) 시스템다이나믹스기법의 특징

일반적으로 시스템이라는 것은 그것이 자연현상계이든 또는 사회현상계이든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의 상호작용과 복잡다단한 인과관계로
이루어진다. 역동적 시스템을 구성하는 인자들은 그것들이 지니고 있는 속성에
따라 시간변수, 수준(또는 상태)변수, 증감변수, 보조변수, 제어변수 등으로 구분
26) 김영표 외 2인. 1988. 지역간 투자파급효과의 측정모형 개발 연구.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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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수준변수는 일정시점에 있어서 시스템의 움직임 상태 곧 시스템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이고, 증감변수는 시스템의 운동법칙에 따라 일정기간에 달라지는
시스템의 상태변화 즉, 수준변수의 증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변수이다. 그
밖에 증감변수에 영향을 주는 보조변수가 있고, 보조변수 가운데 외생적으로 증
감변수를 제어하는 변수를 제어변수라 부른다. 시스템다이나믹스는 수준변수들
의 적분방정식, 증감변수들의 미분방정식 그리고 여타변수들의 보조방정식 등이
혼합된 연립방정식 구조를 취하게 된다27).
시스템다이나믹스 모형을 작성하는데 활용되는 방정식은 수준방정식을 비롯
해서 초기값 방정식, 증감방정식, 보조방정식, 수치표방정식, 상수방정식 등이 있
다. 이러한 방정식들은 시스템내 정보의 흐름을 간단히 개념화하는데 필요한 시
스템흐름도에서 각각 특수한 기호로 표시된다. <그림 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림 3-2> 시스템다이나믹스의 주요 표현 기호

수준(상태)

유입량

유출량

상수 또는
보조변수

상수 또는
보조변수

27) 이 변수들은 일반 컴퓨터언어를 이용하여 역동적 시스템을 분석하기 위한 모형을 구축하고 해(解)를
구하기 위하여 1959년 미국 MIT대학의 학자들이 다이나모(DYNAMO)라는 특수 시뮬레이션언어를 개
발하였다. DYNAMO는 DYNAmic MOdel의 축약어이다. 시스템다이나믹스 기법을 실현하기 위하여
1959년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는 DYNAMO라는 시뮬레이터가 사용되었으나, 근자에는 그래픽 모델
링 기능이 강화된 STELLA(System Thinking Environment Laboratory for Loop Analysis)를 비롯하여
POWERSIM, VENSIM 등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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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변수는 시스템흐름도에서 직사각형의 기호로 표시되고, 화살표는 증감변수
의 유입방향과 유출방향을 표시한다. 그리고 화살표 좌우 양끝의 구름모양은 각
각 흐름의 시작점(source)과 끝점(sink)을 의미한다.

(3) 시스템다이나믹스를 이용한 모형정립 절차

시스템다이나믹스 모형의 정립과정에 있어서 주요한 관심사항은 연구대상 시
스템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미치는 힘의 작용력을 이해하고, 이들이 그
시스템의 안정성이나 성쇠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일이다. 시스템다이나믹스
기법에 의한 시뮬레이션 모형의 정립과정은 <그림 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문
제의 파악 및 정의, 인과관계도 작성, 시스템흐름도 작성, 모형정립, 모형의 행태
분석, 모형의 타당성 평가, 정책분석 및 의사결정 등 7단계로 구분된다.

<그림 3-3> 시스템다이나믹스를 이용한 모형정립 절차

문제의 파악 및 정의

인과관계도 작성

시스템흐름도 작성

모형 정립

모형의 행태분석

모형의 타당성 평가
피드백
피드백

정책분석 및 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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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과관계도 작성
어떤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할 때, 먼저 그 시스템내 각 변수들의
인과관계도(causal loop diagram)를 작성할 수 있다면 모형작성의 과정이 한결 쉬
워질 것이다. 여기서 인과관계도란 <그림 3-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구대상 시
스템 내의 주요 인자들 사이의 기본적인 인과관계를 단순히 +, - 부호와 화살표
를 이용하여 나타낸 그림을 말한다. 인과관계도의 각 화살표 끝 부분에는 양 또
는 음의 부호가 표시되어 있다. 이는 어떤 변수의 변화가 다른 변수의 변화에 양
의 효과(+)를 미치느냐 또는 음의 효과(-)로 작용하느냐에 따라 결정되어진다. 그
림에서 인구수는 출생자수와 사망자수에 따라 결정되며, 역으로 출생자수와 사
망자수도 인구수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출생자수가 늘면 인구수
가 늘고, 인구수가 늘면 출생자수도 늘어난다. 또 인구수가 늘면 사망자수가 늘
고, 사망자수가 늘면 인구수는 줄어든다.

<그림 3-4> 인과관계도 작성 예

+
출생자수

+

+

+

인구수

-

사망자수

-

나. 시스템흐름도 작성
연구대상 시스템 내에서 작용하는 각 변수나 부문간의 상호관계를 간단히 개
념화한 인과관계도 만으로는 복잡한 시스템내의 흐름이나 변수들 사이의 구체적
인 작용관계를 완전히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시스템다이나
믹스 모형을 정립하고자 할 경우 모형작성에 앞서, 연구대상 시스템내의 변수간
정보의 흐름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스템흐름도를 작성하게 된다.
시스템흐름도는 시스템의 상태를 나타내는 수준변수들과 상태의 변화에 직접
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증감변수들이 어떠한 형태로 상호 연계되어 시스템내 물
36

량의 흐름과 정보망에 대한 환류 및 순환과정(feedback loop)들을 나타낸다. 아울
러 그러한 과정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서로 연결되어 그 시스템을 형성하고 있는
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그림 3-5>은 <그림 3-4>의 인과관계도를 구체화한
시스템흐름도이다. 사각형으로 표현된 인구수는 수준변수이고, 밸브 형태의 출생
자수와 사망자수는 증감변수이며, 동그라미의 출산율과 사망률은 상수이다.
<그림 3-5> 시스템흐름도 작성 예
인 구 수 ( pop )

출생자수
( birth )

사망자수
( death )

출산율
( birth rate )

사망률
( death rate )

다. 모형정립
시스템흐름도를 통해 구체적으로 짜여진 모형의 개념적 구조를 방정식 형태로
변환하는 과정을 모형정립이라고 한다. 시스템다이나믹스 모형은 다이나모, 스
텔라 등을 이용하여 프로그래밍하는데, <그림 3-4>와 <그림 3-5>에서 설명한 인
구동태모형을 <그림 3-6>과 같이 간단한 방정식으로 프로그래밍 한다.
특정지역의 인구변화를 예측하는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출생자수(birth)와 사망
자수(death)의 변화로 구성된다. 시간(t)에 대한 인구규모(pop)는 기준년도의 인구
수와 출생자수와 사망자수의 차이에 의해서 계산되어 지고, 출생자수와 사망자
수는 각각 출생률(birth rate)과 사망률(death rate)과의 관계로 방정식이 성립된다.
INIT는 인구규모의 초기값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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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모형의 방정식 정립 예

pop ( t ) = pop ( t - dt )+ ( birth - death )× dt
INIT pop = 100000
brith = pop×birth rate
birth rate = 0.005
death = pop×death rate
death rate = 0.002

라. 모형의 행태분석
모형의 행태(model behavior)란 특별한 정책의 도입이나 의사결정 없이 현재의
여건 하에서 얻게 되는 각 변수들에 대한 모형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의미한다.
복잡한 시스템을 반영하는 모형일수록 행태분석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왜냐하면 모형내 변수들의 인과관계 및 순환환류 과정에 따라 나타나는 각 변수
들의 행태를 통해서 비로소 모형작성자는 모형의 정확한 연계구조와 행태를 파악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상추세를 반영하는 모형의 행태분석은 차후 정책(또
는 대안)분석시, 각 정책의 영향과 파급효과를 파악하는데 기초자료가 된다.

마. 모형의 타당성 평가
일반적으로 모형의 정확성과 타당성은 그 모형을 구성하는 파라미터의 정확도
와 구조의 현실성에 따라 평가된다. 어떤 현실 문제를 모형을 통해서 분석하고자
할 때, 현실세계를 그대로 반영하는 모형구조를 설계하고 아울러 정확한 파라미
터를 구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다. 만약 모형내의 파라미터가 조금만
바뀌더라도 모형이 민감하게 반응한다면, 그 모형은 각종 정책대안의 효과를 정
확하게 평가하기 어렵게 되어 정책대안 평가도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모형의 작성자는 모형을 구축하면서 무엇보다도 먼저 각종 파라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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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모형구조의 변화가 모형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정도를 파악하는 일이 매
우 중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민감도분석(sensitivity analysis)이라고 하는데, 민감
도는 그 유형에 따라 수치민감도(numerical sensitivity), 행태민감도(behavioral
sensitivity), 정책민감도(policy sensitivity) 등 세 가지 종류로 구분된다. 모형에서
어떤 파라미터 또는 모형구조의 변화에 대해 시뮬레이션 결과치가 상당히 크게
반응하는 경우 그 모형은 수치적으로 민감하다고 말한다. 시스템다이나믹스 모
형은 수치민감도 뿐만 아니라, 행태민감도도 모형작성자의 주요 관심사항의 하
나이다. 행태민감도는 모형내 파라미터를 바꾸거나 또는 모형구조의 일부를 재
구성 할 때 그 모형이 나타내는 행태 즉 모양새의 변화 정도를 의미하는데, 시스
템다이나믹스 모형의 행태는 일반적으로 다른 계량모형들에 비해 파라미터의 변
화에 대해 비교적 덜 민감한 편이다. 한편 모형을 정립하는 주요 목적 중의 하나
라로 정책대안의 평가 등 정책분석을 들 수 있는 바, 위의 세가지 민감도 중 정책
민감도에 대한 분석 또한 매우 중요한 일이다.

바. 정책분석 및 의사결정
모형을 통한 정책분석은 민감도분석의 한 부류로서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모형내 정책변수의 파라미터를 바꾸거나 또는 모형구조를 일부 변경시켜 얻게
되는 모형의 시뮬레이션 결과와 변경전 원래 모형의 행태를 비교분석하는 과정
이다. 이러한 정책분석의 목적은 첫째, 특정정책을 시행할 경우 나타나리라고 예
상되는 정책의 파급효과를 측정하는데 필요하며 둘째,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
고 있는 현실 문제를 개선하는 정책대안들에 대한 영향평가를 통해 가장 적절한
정책대안을 개발하는데 있다.
그러나 정책분석의 결과에서 모형이 어느 특정 파라미터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 모형작성자는 현실세계의 민감도가 모형에 그대로 반영된 것인
지, 아니면 모형작성 과정에 잘못이 있는지를 먼저 규명해야 한다. 만약 모형의
작성과정이 잘못되어 민감하게 반응하였다면, 모형작성자는 현실세계의 구조를
재분석하여 보다 덜 민감한 형태로 모형을 재정립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반면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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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구조가 현실세계의 민감도를 그대로 반영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모형작성자는
될 수 있는 대로 파라미터를 정확하게 추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파라미
터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지 않는 다른 의사결정대안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시스템다이나믹스기법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스템의 각 부분들이 역동적으
로 변화되는 메카니즘을 구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국토의 모습을 시뮬레이션하는데 매우 유용한 방법론이다. 이 연구에서는
시간적 동태성을 반영하기 위해 시스템다이나믹스 방법을 도입하였다.

3) 국토정책과 시스템다이나믹스(SD)

시스템다이나믹스는 정책의 미래예측을 위하여 활용되는 시뮬레이션 방법 가
운데 가장 널리 응용되고 있는 방법 중의 하나로 규제완화, 전기공급, 에너지문
제, 복지 및 건강문제, 교육, 미래비전의 제시, 방송, 국방, 석유, 환경문제 등 광범
위한 문제들에 활용되고 있다.
시스템다이나믹스를 공간정책 분야에 활용한 사례로는 무엇보다 1969년
Forrester가 “도시동학(Urban Dynamics)”28)에서 시스템다이나믹스 접근방법을 통
해 새로운 시각으로 도시문제를 분석하였다. Forrester가 제시한 도시동태모델
(urban dynamics model)은 한 도시의 성장과 쇠퇴과정을 동태적으로 분석하기 위
한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도시의 성장을 다른 지역에 대한 인구유인
잠재력이라는 도시매력도에 의해 인구와 산업의 전출입을 설명하였다. 도시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고 주택, 기업구조, 도시인구를 중심으로 구축한 도시동태
모형은, 도시의 성장과 정체, 도심내부의 쇠퇴를 분석하는 유용한 도구로 발전되
었으며 이 모델은 지금까지도 도시문제에 대한 이해와 도시정책의 분석에 유용
하게 활용되고 있다.

28) Forrester, Jay W. 1969. Urban Dynamics. Cambridge. MA : The MIT Press.
40

우리나라에서 국토정책 분야에 적용한 연구사례로는 국토연구원에서 수행한
김영표 외(1988)의 “지역간 투자파급효과의 측정모형 개발”연구와 “체계동학적
방법에 의한 권역분석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1986)”가 있다. 이 연구는 지역정책
시행에 따른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미리 분석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권역분석모형을 개발하여 국토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다이나믹스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전유신․문태훈(2003)의 “도시성장관리를 위한 개발밀도 관리모델 수립
에 관한 연구”는 도시동태모델에 도시기반시설부분을 추가하여 도시의 한계용
량 범위 내에서 수용 가능한 도시의 적정규모를 산정하고, 개발밀도의 조절과 통
제를 통해 적정도시규모의 유지와 관리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시스
템적 사고를 바탕으로 인과모형을 제시한 연구로는 “이만형․최남희(2003)의 신
행정수도의 건설과 도시동태성 분석”이 있으며,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도시기
능 정착과 관련된 도시 동태성을 분석하였다
이상의 사례연구들은 시스템다이나믹스 모형을 미래시점의 국토정책에 대한
파급효과를 예견하는데 활용하였다. 시스템다이나믹스 모형은 다른 분석모형들
에 비해 동태적이며 순환적 인과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시스템의 변화에 중장기
적 예측에 적합하다. 변수 간의 정태적 상관관계 보다는 여러 변수들 사이의 순
환적 인과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계량화가 곤란한 요인들까지도 변수 상
호간의 인과관계를 유기적으로 체계화할 수 있기 때문에 복잡한 국토정책문제의
메카니즘을 구현하는데 적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국토정책의 파급효과는 장
기적 안목으로 예측되어야 하며, 복잡한 국토공간에 미치는 영향과 변화과정에
무엇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시스템다이
나믹스 접근방법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시스템다이나믹스 접근방법론은 다음과 같은 특징과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
째, 시스템다이나믹스 모형은 분석대상이 되는 시스템의 구조를 실제로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는 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모형의 파라미터보다는 모
형의 구조에 보다 의존적이라는 것이다.29) 이로 인해 일반적인 계량경제학적 접

제 3 장∙시공간통합 시뮬레이션을 위한 SD와 GIS의 연계방법 41

근방법 보다 주관적인 모형이 될 수 있으며, 모형구조의 현실성과 각종 파라미터
의 정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둘째, 시스템다이나믹스 모형은 대부
분 그 규모가 방대하고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를 충족할 수 있는 자료를 모
두 구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개인 또는 집단의 기호 또는 지역의
매력도 등과 같은 정성적 변수들을 정량적 변수로 대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외에도 장기적 예측에서 오차의 누적문제, 연속형 시뮬레이션의 경우
통계적 검증곤란 등의 한계점을 가진다. 셋째, 시뮬레이션 결과를 단지 표 또는
그래프의 형태로만 출력한다는 것이다. 이는 공간의 복잡한 변화상을 동적으로
처리․표현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스템다이나믹스는 구조적인 관점에서 문제의 원인과 해
결책을 파악할 수 있게 하며, 시간의 변화에 따라 결과를 미리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

2. 공간현상 분석을 위한 GIS기반 공간분석방법
1) GIS기반 공간분석방법의 특징

(1) GIS와 공간분석

GIS는 일반적으로 공간정보를 구축, 저장, 관리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으로
정의한다. 학문적으로 GIS는 지리학과 컴퓨터지도학의 계량혁명(計量革命)에 근
간을 두고 있다. 공간분석에서 중요한 지리적 위치(geographic location)는
GIS(GISystems)와 지리정보과학(GIScience)의 중심 원리이다. 공간분석과 GIS의
공통목표는 지리현상을 이해하고 공간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는 능력을 향상시키
는데 있다30)

29) 김영표 외 2인. 1986. 체계동학적 방법에 의한 권역분석 모형개발에 관한 연구. p.18.
30) Miller, Harvey J. and Wentz, Elizabeth A. 2003. “Representation and Spatial Analysis in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92(3). pp. 574-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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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는 1960년대 초반 캐나다에서 토지정보 관리를 위한 시스템으로 최초 태동
된 후 발전을 거듭하여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공간정보의 처리와 관련하여 GIS
가 갖는 다양한 기능 때문에 GIS는 도시시설물정보관리, 토지정보관리 등 다양
한 분야의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에 활용되고 있다. 지금까지 GIS는 주로 정보관
리 및 처리 위주로 활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정보분석 분야에도 활발히 활용되
고 있다. 즉 오늘날의 GIS는 단순히 공간정보를 처리하고 관리하는 차원의 활용
을 넘어서, 공간정보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각종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영역으로
발전되고 있다.
공간현상이나 복잡한 공간문제로부터 일반화된 법칙이나 과학적 해답을 얻는
과정은 매우 복잡한 공간이론을 적용한 분석단계를 요구한다. 또한 공간을 대상
으로 하는 분석은 사용하는 데이터의 용량도 방대하며 분석과정도 매우 복잡하
다. 컴퓨터기술의 발달은 이러한 공간분석방법론의 발달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도구적 혁명뿐만 아니라 새로운 분석방법을 발전하게 하였다. 이중에서도 최근
에 고도로 발전된 GIS기술이 공간분석이나 공간의사결정에 큰 몫을 담당하고 있
다. GIS는 방대한 양의 공간정보를 처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복잡한 분석과정
을 고속으로 자동화하여 고차적인 공간분석이 가능하게 하였다. GIS가 공간정보
를 분석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유용한 정보를 추출해내는 분석기능은 다른 정보
시스템과 차별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GIS기반 공간분석이란 GIS환경
에서 수행 가능한 각종 공간분석기법들이라고 할 수 있다.
GIS기반 공간분석기법은 공간데이터베이스 내에 들어있는 공간정보와 속성자
료를 이용하여 현실세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
는 정보를 생성하는 기법이다. 이는 이전에 인식되지 못했던 공간패턴이나 공간
현상에 내재되어 있는 일반성과 법칙 등을 발견하는 과학적인 목적으로 이용된
다. GIS기반의 공간분석 기법들은 다양하게 분류가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GIS환
경에서 수행 가능한 공간분석기법은 <그림 3-7>과 같이 크게 선택(selection), 처
리(manipulation), 탐색(exploration), 확증(confirmation) 등의 범주로 구분할 수 있
다(Anselin,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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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공간정보 선택(Spatial Data Selection)이란 공간데이터베이스로부터 특정
목적을 위해 필요한 공간정보를 추출해내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분석기법들
로는 지도의 확대(zoom) 및 이동(pan), 공간질의(query), 버퍼링(buffering) 등과 같
은 방법들이 있으며, 결과물은 불린(boolean)연산31)에 근거하여 도출되며 속성정
보와 공간정보를 모두 포함하게 된다. 한편 이와 같은 공간정보의 선택에는 통계
적 분석을 위하여 전체 대상지역 중 특정지역의 정보만을 선택하는 표본추출도
포함하고 있다.
<그림 3-7> GIS환경에서 수행 가능한 공간분석기법
선택
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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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적 질의
버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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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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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셀레이션
위상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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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적
공간자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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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Anselin, L. 1999. p.263.

31) 불 대수의 법칙을 사용하거나 적용시킨 논리적 또는 수학적인 조작, 결합 또는 연산을 의미함. 결과
는 on/off, 0/1 등과 같이 2개의 조건 또는 상태 중의 하나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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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공간정보처리(Spatial Data Manipulation)란 공간데이터베이스로부터 원하
는 공간정보를 가공하기 위한 모든 처리과정을 의미하는데, 이와 같은 공간정보
처리는 다시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속성정보만을 조작하
여 원하는 정보를 도출하는 유형으로 공간정보가 가지고 있는 속성정보의 평균,
합, 중간값 도출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두 번째는 공간정보만을 조작하여 원하
는 정보를 도출하는 유형으로 점, 선, 면 등의 좌표변경, 공간정보의 결합 및 분
리, 위상관계 설정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세 번째는 속성정보와 공간정보를 모
두 조작하는 유형으로 주로 공간정보를 특정한 분석단위로 분리하거나, 중첩 등
과 같이 서로 다른 공간변수의 결합을 통한 공간분석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셋째, 탐색적 공간분석(Exploratory Spatial Data Analysis)이란 공간분포, 공간위
치, 공간패턴 등을 묘사 및 시각화하는 분석기법을 의미하는데, 이와 같은 탐색
적 공간분석 또한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공간분포의
시각화 방법으로, 이에는 크게 바이오그램 등과 같은 도표를 활용한 방법과 지도
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두 번째는 통계적 관점에서의 자기상관관계32)의 시각
화방법으로, 주로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낮은 데이터값을 가진 특정 위치를 파악
하기 위해 활용되며, 구름형 바이오그램(viogram cloud), 막대형 바이오그램
(viogram box plot) 등이 주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세 번째는 격자 관점에서의
자기상관관계의 시각화 방법으로, 이는 공간적 가중치 행렬(spatial weights
matrix)을 활용하여 공간 지체(spatial lag) 값을 나타내는 특정 위치나 해당 공간
의 지역적 패턴분석의 파악에 용이하게 활용될 수 있다.
넷째, 확증적 공간분석(Confirmatory Spatial Data Analysis)이란 보다 고차적인
분석모형에 기반한 것으로서, 통계적 추정방법, 타당성 검토 등 다변량 분석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현재의 상용 GIS환경에서는 공간정보를 주
요 변수로 하는 자기상관관계의 분석에는 적용되고 있지 못하며, 주로 속성정보
의 분석을 위주로 하여 공간회귀분석(Spatial Regression), 공간예측(Spatial
32) 공간적 자기상관이란 위치(location)가 근접할수록 가치값(value)도 유사하다는 것을 의미함. 탐색적
공간분석의 핵심은 바로 이러한 공간적 자기상관관계(Spatial Autocorrelation)의 파악 및 분석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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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diction) 등의 방법이 활용되고 있다. 공간회귀분석은 모델구체화, 추정, 진단,
예측 등의 단계를 거치며, 주로 특정 위치의 데이터 값의 변화를 예측하는데 활
용된다.

(2) GIS기반 공간분석방법론의 개념

GIS의 공간분석기법은 공간데이터베이스 내에 들어있는 공간정보와 속성정보
를 이용하여 현실세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부가가치 높은 정보를 생성한다. 또한 공간패턴이나 공간현상에 내재되어 있는
일반성과 법칙 등을 발견하는 과학적인 목적으로 이용된다. 이와 같이 공간현상
을 나타내는 각종 공간정보는 GIS의 공간분석기법을 통해 짧은 시간 내에 정확
하고 객관적인 정보로 변환된다. GIS를 이용한 공간분석결과는 공간법칙이나 공
간이론을 찾는 탐구와 다양한 공간의사결정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그림 3-8>에서 보는 바와 같이 GIS기반 공간분석방법론은 공간현상 속에 숨
겨진 공간패턴 및 공간관계를 찾거나 공간의사결정에 필요한 해법을 도출하기

<그림 3-8> GIS기반 공간분석방법론의 개념

출처: 김영표․임은선. 2003. “GIS기반 공간분석방법론 개발 연구”. p.37.

46

위해 GIS의 각종 공간분석기법을 적용해 가는 GIS모델링 방법을 통칭한다. 따라
서 공간문제의 특성파악에서부터 기대하는 결과를 얻기까지 여러 단계의 분석절
차들이 수행되며, 적절한 방법론의 도입이 요구된다. 궁극적으로 GIS기반 공간
분석방법론은 공간현상에 대한 과학적인 이해와 해석, 공간문제에 대한 합리적
인 공간의사결정대안과 해법을 도출하는 틀로서 적용될 수 있다.
GIS기반 공간분석방법론은 공간법칙‧이론에 대한 탐구와 다양한 공간의사결
정문제의 해결에 필요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GIS기반 공간분석기법을 적
용한 GIS모델링에 의해 추출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궁극적으로는 공간현상
에 대한 과학적인 이해와 해석, 공간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공간의사결정대안과
해법을 도출하는 틀이다. GIS기반 공간분석방법론의 적용과정을 표현하면 <그림
3-9>와 같다.
지리공간상에 표출되는 지리적 현상이나 공간의사결정문제는 의사결정자, 계
획가, 과학자에 의해 인식된다. 표출된 문제에 대한 정의를 한 후, 문제해결을 위
한 가설 및 목표를 설정하고 결과 및 대안을 얻기 위해 공간분석을 수행한다.
<그림 3-9> GIS기반 공간분석방법론의 적용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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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김영표․임은선. 2004. “GIS기반 공간분석방법론 적용 연구”. p.45.

제 3 장∙시공간통합 시뮬레이션을 위한 SD와 GIS의 연계방법 47

분석결과는 검증과 평가과정을 거쳐 새로운 지식으로 일반화되거나 의사결정의
해결책으로 채택되어 실행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뒷받침하는 각종 분석
기법과 수행과정이 GIS환경에서 이루어지며, 이를 위해 수치화된 공간정보, GIS
기반기술 및 공간분석기법과 통계적 접근이 기반을 이룬다.

(3) GIS기반 공간분석방법론의 적용 절차

GIS기반 공간분석방법론을 현안 해결을 위해 적용하고자 할 때, 분석 및 의사
결정 전체 과정을 설계해야 한다. GIS기반 공간분석방법론을 적용하는 과정은
<그림 3-10>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GIS기반 공간분석방법론은 크게 두 단계에 의해 이루어진다. 첫번째 단계는
문제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사고체계에 의한 논리적 접근을 수행하는 것으로
먼저 제기된 공간현상 또는 공간문제의 특성을 파악한다. 이 단계는 문제에 대한
인지단계로서 주어진 문제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공간문
제는 편의상 WI, WS, WF의 세 가지 유형33)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문제의 유형과
특성파악에 따라 연구목표 또는 문제해결목표를 정의한다. 문제 파악과 목표정
의가 이루어지면 문제해결을 위한 논리적 접근방법을 채택한다. 문제의 특성에
따라 귀납적 접근과 연역적 접근이 가능하며, 때로는 두 방법을 모두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 다음으로 접근방식에 따라 문제해결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선험적
으로 GIS모델링을 계획한다.
두 번째는 문제해결과정에 대한 논리적 설계를 토대로 GIS환경에서 실제 분석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구축하고 분석‧평가를 시행하는 단계이다. 먼
저 문제해결에 필요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추출하기 위한 재료로서 수치
지도를 구축하고, 자료를 변환하여 공간데이터베이스를 준비한다. 공간데이터베
이스가 준비되면 문제해결에 필요한 공간분석기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문제
33) WI : What Is? 공간현상의 패턴이나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는 문제, WS : What Should be? 공간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 처방안을 모색하는 문제, WF : What iF?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사전
에 예측하는 문제로 구분할 수 있다. 문제의 유형은 해결되어야할 문제의 특성과 분석방법을 고려하
여 구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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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공간문제와 GIS기반 공간분석방법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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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상게서. 2004. p. 46.

에 대한 해답이나 대안을 산출한다.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각종 공간분석기법과 공간의사결정기법이 활용된다. 분석의 수행은 기존 GIS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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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고, 직접 연구자가 개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분석결
과는 평가와 검증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지식‧정보로서 채택되어진다. 이렇게
도출된 결과는 공간과학자들이나 의사결정자들에 의해 새로운 지식으로 받아들
여지거나 공간변화로 이어지고, 결국은 다른 공간현상에 대한 의문이나 문제로
피드백 되는 순환 과정이 진행된다.
이상에서 정립한 GIS기반 공간분석방법론의 틀은 정태적인 성격을 가질 수 있
다. 그러나 공간이라는 특성상 시간의 흐름에 따른 동태적 환경변화를 간과할 수
없다. 또한 GIS기술의 발전은 새로운 형태의 공간정보를 창출하고, 더욱 고차원
적인 공간분석기법의 발전을 가져온다. GIS기반 공간분석방법론은 이러한 외부
적 변화에 민감한 적응적 방법론(adaptive methodologies)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2) 공간변화예측을 위한 GIS모델링

(1) 문제특성에 따른 GIS 모델링

GIS기반 공간분석방법을 적용하는데 있어 가장 핵심이 되는 절차는 문제해결
을 위한 GIS모델링34) 과정이다. 공간상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모델을 사용하는 것은 복잡한 실세계를 단순화시키고 일반화시킬 수 있기 때문
이다. 이를 GIS환경에서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간정보의 입력․저장․검색․분
석하는 일련의 과정이 순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를 GIS모델링35)이라고
한다.
GIS 모델링은 공간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GIS기반 공
간분석방법들을 논리적이고 순차적으로 연계시키는 과정이다36). 이를 사용하는
34) 이 연구는 Model을 모형으로 표기하고 있으나 일련의 GIS의 공간분석방법을 집합화 시키는 과정은
모델링으로 표기하였다.
35) GIS모델링 개념은 지도학적 모델링(cartographic modeling) 개념에서 출발한 것으로 Tomlin과
Berry(1979)가 처음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지도학적 모델링은 공간현상에 관한 문제의 해답을 찾기
위해 원시데이터뿐만 아니라, 중간과정 단계에서 생성되는 커버리지들에 다양한 지도연산기능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일련의 집합이다(Tomlin. 1990).
36) 이희연. 2003. p.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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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는 공간현상들을 일반화하여 이
해하기 쉽도록 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what if’유형의 문제에 적용하여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측하거나 모의실험(simulation)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GIS 모델
링을 활용하여 앞으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어떻게 그러한 과정이
진행될 것인가를 예측하고 대처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GIS모델링은 효율적인
응급 대피계획의 수립, 댐 건설의 경우 역사적 지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적정한
수위와 저수지 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모의실험과 향후 지역적인 환경변화와 생
태학적 변화예측, 도심지의 시간변화에 따른 교통량의 흐름 예측, 혼잡 교통량의
영향력 진단 등의 문제해결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론이다. GIS모델링은문제의
특성에 따라 확률적 모델과 결정론적 모델의 활용이 귀납적 또는 연역적으로 접
근될 수 있다.
또한 적용되는 방법론에 따라 <표 3-2>와 같이 서술적37) 모델링(敍述的,
descriptive modeling)과 처방적 모델링(prescriptive modeling), 예측적 모델링
(Predictive modeling)으로 접근방법을 분류할 수 있다.38) 서술적 모델링은 공간현
<표 3-2> GIS모델링의 특징
구

분

서술적 모델링

처방적 모델링

예측적 모델링

문제의 특성

What is?

What should be?

What if?

모델의 구성

단순함

복잡함

분석기법

기초적 공간분석기법

기초적‧고차적 공간분석기법, 통계기법

적용모델
접근방법
특

징

절차적 모델, 결정론적 모델, 확률적 모델
귀납적 접근

귀납적 접근, 연역적 접근

공간현상의 분포패턴과 공간상에 발생한 문제 미래에 예상되는 상황에
공간형상들 사이의 상관 에 대한 최선의 해결대 서 문제의 발전방향이나
관계에 대한 지식 제공 안을 제공
해결대안을 제시

출처: 상게서. 2004. p.58.

37) 일반적으로 기술적(記述的, descriptive)란 용어를 사용하나 이 연구에서는 ‘기술’이란 단어가 여러 번
언급되므로 서술적 모델링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38) Tomlin.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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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상태를 그대로 표현하는 것으로, 분류‧중첩‧근접분석과 같은 GIS기반의 기
초적 공간분석기법들이 주로 사용된다. 서술적 모델링을 통해 공간패턴이나 형
상들 사이의 관계나 분포패턴을 분별할 수 있고, 발견된 공간패턴으로부터 그 형
성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가설을 설정하고 새로운 공간법칙이나 이론을 정립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처방적 모델링은 공간상에 발생한 문제의 해답을 찾는 것으로 최선의 해결안
을 처방하는 접근방법이다. 이를 위해 가용한 모든 데이터와 고려되어야할 요소
들에 다양한 분석기법을 적용하는 일련의 과정이 수행된다. 처방적 모델링을 수
행하기 위해서는 기초적 공간분석기법에서부터 고차적 공간분석기법 및 통계적
방법이 모두 활용되는 과정을 통해 해결책을 도출하게 된다.
예측적 모델링은 주로 통계적 방법을 이용하여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문제
(What if)에 대한 가능한 결과를 모색하는 것이다. 주로 통계적 확률이론이 적용
되며 공간적 회귀분석, 로지스틱 모델이 사용된다.

(2) 국토정책과 동적 GIS

특정시점의 정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정보를 분석하고 활용하는 제약을 극복하
기 위해 기존의 GIS는 최근들어 시간요소를 포함하는 동적 GIS(Dynamic GIS)로
발전하고 있으며, 지리학, 도시계획, 역사학, 보건학, 환경학 등의 다양한 학문분
야에서 활용 가능성이 모색되고 있다.
동적 GIS의 가장 큰 특징은 지리사상의 시공간적인 변화에 대한 질의, 분석,
시각화와 이를 통한 시공간 변화 추정 및 활용이다.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정보
를 시공간데이터베이스로 저장‧관리하여 지리사상의 시공간적인 변화패턴을 분
석하고, 추후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 동적 GIS는 공간정보, 속성정보, 시간자
료의 3가지 요소로 구성되며, 기존의 공간적 위상관계에 시간자료의 위상관계를
설정하여 공간적 분석과 더불어 시계열적 분석이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동적
GIS에서는 공간적 위상과 더불어 시간적 위상을 고려한다. 공간적 위상관계를
이용하여 공간적인 분석을 수행하는 것처럼, 시간적 위상관계를 통해 지리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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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사이의 시계열적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시간 자료는 공간 자료의 공간
해상도의 경우처럼 적절한 시간간격을 결정하는 시간 해상도를 고려해야 한다.
시간적 요소를 고려한 공간분석은 현실세계의 연속적인 시간을 이산적(離散的)
인 시간의 상태로 요약하는 것이다. 시간자료는 대부분 연속적인 시간의 흐름을
이산적인 표본으로 측정한 자료이기 때문에, 각 시점과 시점들이 선으로 연결된
다. 시간적 흐름에 대한 점진적인 변화들은 연속이지만 측정은 주기적인 시점에
행해지므로 연속적인 과정에 대한 시간 해상도의 변화는 선형 일반화 기법
(Linear Generalizing)이나 선형 내삽(Spline Interpolation)기법이 바람직하다39).

(3) 동적GIS에 활용이 가능한 공간분석방법

시공간을 모두 고려한 동적 GIS는 이제 막 태동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마코
브 체인(Markov chain), 셀룰라 오토마타 등 공간의 변화상을 동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분석방법들이 개발되고는 있으나, 분석대상이 되는 공간단위가 가지는 속
성변수에만 의존한다는 단점을 가진다. 따라서 공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
한 비공간적 사회경제적 변수를 고려하지는 못하고 있다.

가. 시계열분석모형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되는 공간현상을 분석하여 미래시점의 상태를 예측하
는 연구에는 많은 분석모형들이 도입되고 있다. 시계열이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관측하여 기록된 자료를 말한다. 시계열 분석은 자료의 특성을
이해하거나 예측․설명하기 위해 사용된다.
시계열 분석에서는 자료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림으로 표현하고, 자료의 특
성을 파악하여 법칙성을 발견한다. 예를 들면 대체적인 추세, 계절성, 특이점, 변
화점 등을 탐지할 때 사용한다. 시계열 분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측이다. 만
약 백화점의 경우 판매량을 어느 정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면 물품 및 자금의

39) Langran, 1993. Time in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 London. Taylor & Franc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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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을 원활히 관리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경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시계열 분석은 어떤 시스템의 시계열적 형태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다. 예를 들
면 경제시계열의 분석을 통하여 경기주기가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한다든지, 어
느 제조 공정에서 입력과 출력 사이에는 어떠한 함수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내어
시스템 안에 존재하는 공학적 원리를 이해하고자 하는 경우이다. 한편, 시스템에
대한 제어(control)의 목적으로 시계열분석을 활용하기도 한다. 미래에 대한 예측
이 가능해지면, 그 시스템에 어떤 인위적인 조작을 가함으로써 시계열 실현값이
우리가 원하는 목표에 부응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기의 지나친 활
성화나 침체가 우려되면 정부는 한국은행을 통해 인위적으로 경제를 안정시키려
는 노력을 할 수 있다.

나. 유전자 알고리즘
유전자 알고리즘(Genetic Algorithm, GA)은 자연의 선택․도태의 원리로부터
착안된 알고리즘으로서, 확률적 탐색이나 학습 및 최적화를 위해 사용되는 기법
이다. 즉, 세대가 지날수록 주어진 환경에 잘 적응한 개체가 발생한다는 가설에
입각하여 최적의 개체를 수리적으로 찾아가는 방법이다.
GA는 풀고자 하는 문제를 염색체로 표현하고, 해(解)가 될 가능성이 있는 두
염색체의 d 유전자를 서로 교환한다. 새롭게 생성된 염색체는 유전자 변이를 일
으키는 돌연변이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생성된 염색체 중에서 평가함수로 평가
하여 가장 우수한 염색체를 선정하는 것이 GA의 기본 원리이다. GA원리는 여러
분야에 적용되어 최적의 값을 찾을 수 있는데, 최근 도시계획 분야에서는 계획
변경에 따른 지가의 변화에 대한 동적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이를 시각화 하는
연구에 활용되고 있다.

다. 셀룰라 오토마타
셀룰라 오토마타(Cellular Automata, CA)는 복잡계(complex system)의 특성을 분
석하거나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 1940년대 말 John Von Neuman과 Stanislaw Ul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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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고안된 이론적 체계이다. 그 이후 CA는 물리학, 화학, 생물학, 수학, 컴퓨
터 공학 등을 포함한 여러 자연과학 및 공학 분야에서 다양한 동적 현상들을 연
구하는데 사용되어 왔다. 지리학 분야에서 CA는 공간 현상을 모델링하는 새로운
이론적 체계이자 기법으로 활용되어 왔다.40) 1980년대 후반부터는 CA가 가지고
있는 시공간 모델링의 개념적 우수성을 바탕으로 토지이용변화 예측모델(White
and Engelen, 1994), 도시성장 예측모델(Batty and Xie, 1994; Kirtland et. al., 1994),
식생변화모델(Green et. al., 1985; Silvertown et. al., 1992) 등의 연구결과가 발표되
었다.
이와 더불어 CA와 래스터 GIS의 개념적 유사성에 착안한 연구자들은 현재
GIS에서 미약한 동적 모델링(dynamic spatial modeling) 혹은 시뮬레이션 기능을
두 시스템의 통합에 의해 보완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Itami, 1998; Wagner,
1997). 최근 GIS분야에서는 CA와 GIS를 이용한 도시성장 예측모델 개발과 적용
(Clarke and Gay, 1998), 시나리오에 입각한 도시경제의 성장예측(Wu, 2000),
Fuzzy logic과 CA의 결합(Wu, 1998), 토지이용변화 예측(Agarwal et. al, 2000),
AHP접근법을 적용한 연구(Wu, Process) 등 다양한 연구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그
러나 현재까지 발표된 연구결과들에서 CA모델은 범용 프로그램밍언어 혹은 GIS
기능이 있는 매크로언어로 작성되어 CA/GIS가 가지는 장점들(CA의 모델작성의
편리성과 효율성, 개념적 우수성, 최적화된 모델링과 성능, GIS의 공간정보의 입
력, 저장, 관리, 처리 등의 장점)을 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라. 마코브 체인(Markov Chain)
마코브 체인 분석은 어떤 변수들이 가지고 있는 과거의 동적 특성을 분석함으
로써, 그 변수들의 미래에 있을 변화를 연속적으로 예측하기 위한 수학적 기법이
다. 또한 바로 이전 단계의 시스템 상태에 의해서만 현재의 시스템 상태가 영향
을 받고 그 이전의 상태에 의해서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마코브 체인이라는

40) Tobler, W.R. 1979. Cellular Geography. in Gale and Olsson (eds). Philosophy in Geography. pp379-386.
제 3 장∙시공간통합 시뮬레이션을 위한 SD와 GIS의 연계방법 55

확률과정을 가정하고 있다. 마코브 분석은 시스템 상태와 시스템간의 이동확률
을 의미하는 전이확률(transition probability)로 구성된다. 시스템 상태란 시스템의
작동여부를 말하고, 전이확률은 시스템이 특정 기간동안 한 상태에서 다른 사태
로 이동할 확률을 의미한다. 임의의 사상의 행렬(시간이 수반되는)에 대하여 확
률적 분석이 가능할 때 각 사상의 확률적 분석이 가능하고, 이때 각 사상의 확률
변수율 {Xt}를 확률과정(stochastic process)이라 한다. 확률변수 Xt(t=1, 2,…)는 어
느 순간 t에서 상태의 집합{S1, S2, … Sk} 중에 하나로 실현된다고 한다면, 상태
Si에서 Sj에 옮아갈 확률 즉, 전이확률(transition probability) Pij가 그 직전의 상태
Si에서만 관계되고 더 이전의 상태에는 관계가 없을 때, 이런 확률과정을 마코브
과정이라 한다.
Pij=P{Xn=Sj∣Xn-1=Si P} = P{Xn=Sj∣Xn-1=Si} (여기서 P는 n회까지의 상태에
관한 명제이다.)
다음 추이 확률 Pij의 전이행렬을 P라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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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Π j ≤ 1 ∑ Π j = 1 ) 인 정방행렬이다.
j= 1

마코브 모델은 경관생태학분야에서 인간에 의해 변환되는 토지이용의 양상을
예측하고, 자연경관의 변화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어왔다.41) 마
코브 모델은 수치영상 또는 격자기반의 GIS데이터로부터 쉽게 계산할 수 있고,
토지이용의 변화된 추이경향을 잘 반영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시간이
변하더라도 전이확률은 항상 일정하고, 모든 위치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기본
가정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를 사전에 검토하고, 연구를 통해 수정‧보완하여 적용
할 필요가 있다.

41) Turner et al.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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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토정책과 GIS기반 공간분석방법

(1) 공간정책과 GIS

국토정책과 일반적인 사회경제적인 정책의 가장 큰 차이점은 국토정책은 국토
공간을 대상으로 수립 및 시행되고 정책결과도 국토공간에 직접적으로 반영된다
는 점이다. 즉, 국토정책은 공간에 대한 문제해결 및 이를 통한 공간의 변화를
수반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토정책의 수립과 모니터링은 공간문제를 분석
하는 핵심수단인 GIS기반 공간분석방법의 적용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국토정책 또는 공간정책을 구분하는 기준은 다양하겠으나, Yeh(1999)는 국토
정책 또는 공간정책을 부문(sector), 기능(function), 과정(process)으로 구분하고 각
각에 해당하는 GIS활용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국토정책을 부문별로 보면 토지,
교통, 환경, 주택 등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한편 기능별로 보면 일반행정(general
administration), 행위규제(development control), 계획수립(plan making) 등으로 구분
이 가능하다. 그리고 과정별로 살펴보면, 목표설정, 현황진단, 대안생성 및 선택,
집행, 평가라는 일련의 정책과정으로 구분 가능하다. 국토정책에서 GIS의 활용
은 이러한 다양한 구분에 따라 다르게 정의될 수 있다.
먼저 국토정책의 분야별 GIS의 활용을 살펴보면, 토지GIS42), 교통GIS, 환경
GIS 등이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각 분야별로 다루는 공간정보의 주제 또는 유형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공간계획의 기능별로 GIS의 활용을 살펴보면,
일반행정 부문은 주로 공간정보 관리, 도면제작 및 관리 등에 GIS가 활용되고 있
으며, 행위규제 부문은 공간정보 관리, 도면제작에 덧붙여 공간분석에까지 활용
되고 있다. 계획수립 측면에서는 주로 공간분석과 공간모델링 등에 GIS가 활용
되고 있다. 이 경우는 GIS의 기능적 수준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공간계획의 과정별로 GIS의 활용을 살펴보면 공간현상의 설명, 공간문제의 분석,

42) 토지부문의 GIS는 공간계획에 GIS가 활용되는 대표적인 사례로, 토지정보체계(LIS)라는 별도의 명
칭으로 특화되어 불리우고 있으나 여기서는 타 분야와의 비교 편의를 위해 토지GIS라는 용어로 사용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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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문제의 표현 등이 있다. 이 경우는 GIS의 역할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2) 공간정책 및 계획지원을 위한 GIS활용

공간정책 및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공간분석이 필요하다. 공간
분석에 가장 적합한 수단으로 GIS가 인식되어 왔으며, GIS를 활용하는 연구가
지속적이 이루어지고 있다. 공간분석에 GIS를 이용할 경우 방대한 양의 공간정
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으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
는 복잡한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다중 레이어의 중첩기능을 통한
공간적 패턴 및 상관성 분석, 시뮬레이션을 통한 공간적 확산분석, 개인의사결정
과 행태분석을 위한 공간정보분석, MAUP(Modifiable Areal Unit Problem)43) 문제
의 접근 등 복잡하고 많은 양의 자료 계산을 요구하는 모델링을 GIS 환경에서
수행할 수 있다.
한편 인간의 각종 산업활동이 고도화되면서 인구 유입과 더불어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공간적 범위가 확대되고 공간특성도 크게 변화되고 있다. 특히 도시
공간의 변화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역적으로 크게 급변하여 전국토공간의 불
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도시공간의 성장과 개발을 위해 도시
공간이 어떻게 성장하여 왔는지를 분석하고, 도시변화를 예측하며, 적절한 국토
공간계획 대안을 모색하는 것은 국토개발 및 도시관리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이
를 위해 도시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각종 계량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도시성
장 및 토지이용변화를 예측․시뮬레이션하는 각종 모델을 개발하여 왔다.
대표적인 도시 내 토지이용변화 모델링은 Lowry(1964)의 모델로, 중력모형, 작동
성(operationality)을 기반으로 한 토지이용의 공간적 패턴 시뮬레이션 모델이 있다.
Goldner(1968)의 PLUM(Projetive Land Use Model)은 Lowry의 모형을 기회간섭함수
43) MAUP(Modifiable Areal Unit Problem)는 ‘공간단위 수정가능성의 문제’라고 번역되며, 1979년 Openshaw
와 Taylor에 의해 생성된 용어로, 연구에 이용되는 공간단위의 선택은 기본적으로 작위적(공간단위의
수정가능성)이며, 연구결과는 이용된 공간단위의 크기에 영향을 받아 분석결과 통계치들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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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ening-opportunity function)로 대체한 모델이다. Anas(1984)의 CATLAS(Chicago
Area Transportation and Landuse Analysis System)는 토지이용, 빌딩, 주거지, 고용
중심지, 고속도로통행량 등 포괄적인 경제균형 모형이다.
한편 대표적인 도시성장 예측 모델링은 Chapin & Weiss(1962)의 지역개발예측
모델로 다변량 회귀분석모델을 활용하고 있다. Tobler(1970)는 컴퓨터를 이용한
도시성장 시뮬레이션 모델로 인구변수만을 고려한 단순모델로 도시성장을 공간
적으로 설명하고 시각화하였다. Meaille & Wald(1990)는 인공위성 영상자료를 이
용한 도시성장 시뮬레이션 모델을 개발하여 도시간 연결도로를 따라 도시성장이
이루어짐을 확인하였다. 도시성장 및 변화를 예측하고 시뮬레이션하는 모델은
1970년대 이후 복잡계(complex system)44) 접근방법과 Tobler에 의해 지리학계에
소개된 셀룰러 오토마타(Cellular Automata, CA)45)이론과 기법에 의해 활발히 이
루어졌다. 최근 GIS의 기능이 크게 향상되면서 GIS기반 시공간 데이터베이스
(spatio-temporal GIS Database)의 구축이 가능해지고, 복잡한 동적 모델링(dynamic
modelling)이 GIS환경에서 가능하게 됨에 따라 공간변화예측에 GIS기반 공간분
석방법론의 적용 가능성도 크게 향상되었다. 특히, 다양한 공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이용의 변화를 예측하여 계획에 필요한 대안을 도출하는 데
GIS가 활용된 사례들 중 대표적인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CUF(California Urban Future)모형46)은 1994년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에서 개발한 것으로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토지이용 대안을 평가할 수 있는
모델이다47). CUF모형은 GIS를 이용한 자료구축 및 공간분석을 통해 공공의 토
지이용정책과 민간 토지개발의 상호작용을 시뮬레이션하는 모형으로 필지단위

44) 복잡계 접근방법은 비선형(non-linearity), 자기증식(self-organization & reproduction)과 같은 무질서이
론(chaos theory)과 인공생명이론(artificial life theory) 등의 기본적인 개념과 원리를 원용하고 있다.
45) 셀룰러 오토마타는 1950대 초 물리학, 화학, 생물학, 수학, 컴퓨터공학 분야에서 다양한 동적 현상을
연구하는데 사용되었다. CA의 원리 및 특성은 무질서시스템과 인공생명을 연구하는데 있어 주요한
수단으로 복잡한 자연현상을 시뮬레이션 하는데 유용한 도구로 사용된다.
46) Landis. J. D. 1998. "The Second generation of the California Urban Futures model. Part I : model logic
and theory". Environment and Planning A 25(4). 657-666.
47) 다음에서 소개하는 각 모형의 세부내용을 부록1에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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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대규모 지역까지 시뮬레이션 가능하다. CUF I은 선형회귀식을 통해 미래인
구를 예측하고 토지의 주택수요, 공급결정요인, 환경과 정책변수에 의한 잠재수
익성(potential probability)을 단위개발토지별로 산정한 후, 잠재수익성이 높은 순
으로 인구예측량을 각 단위개발토지에 배분한다. 그리고 입지배분 결과를 GIS를
이용하여 미래의 도시성장의 시간적 변화를 시각적으로 보여 주게 된다.
다음으로 CUF(California Urban Future) II 모형은 CUF I의 단점을 보완한 모형
으로 인구, 가구, 상업, 공업의 미래 성장을 예측하고, 각 용도별 성장 예측량을
토지이용변화 가능확률에 따라 각 셀의 용도변화 여부와 그 시기를 산정하는 모
형이다.
한편 UrbanSim

모형48)은 1996년 미국의 MPO(Metropolitan

Planning

Organization)이 개발한 모델로 미시적인 공간주체의 행태를 고려하고 있는 모형
이다(세부내용 부록 참조). 이 모형은 도시성장의 형태를 결정하는 공공의 정책
결정에서 교통-토지이용-환경계획의 상호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된 모형이
다. 도시성장 수요부문의 변수로는 가계(소득, 연력, 자녀수 등의 인자 포함)와
기업(업종, 종업원수 등 포함), 건물(건물유형, 크기, 가격, 건축년도 포함)을 포함
하고 있으며, 도시성장 공급부문의 변수로는 정보의 토지이용, 조닝, 규제정책,
기반시설투자, 토지의 물리적 특성, 위치, 용도, 가격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수요와 공급이 결합되어 필지별 잠재수익성을 산정하고, 각 필지의 수요변수들
사이의 경합방식에 의해 토지의 용도가 결정되며, 장래 도시성장의 패턴을 예측
하게 된다.
이상과 같은 사례들은 GIS기반 공간분석방법과 GIS모델링 기법을 활용하여
실제 국토정책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국토정책은 여러 공간변수가 복잡하게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공간을 매
개로 하여 각종 활동들이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공간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
다. 국토정책은 공간에 대한 정책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행정구역단위로 분석

48) UrbanSim Project. 2000. UrbanSim Reference Guide. University of Washington. www.urbansim.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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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계량모형은 한계가 많다. 그러나 GIS기반 공간분석방법론은 데이터를 세분
화하거나 보간하여 행정구역범위의 분석이 내포하는 제한을 극복할 수 있는 기
능을 제공하고 있다. 때문에 토지이용이나 교통 접근성의 변화, 지가의 분포와
시가화의 확산 패턴 등 생활권 단위의 소지역에서부터 전국 단위에 이르기까지
GIS기반 공간분석방법론은 문제의 특성과 목적에 따라 다양한 분석에 활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IS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첫째, GIS기반 공간분
석의 원재료가 되는 각종 공간정보의 구축 및 취득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
하다는 것이다. 최근 정보기술의 빠른 발달로 GIS를 운영하기 위한 하드웨어나
응용프로그램의 취득은 상대적으로 용이해졌다. 그러나 공간정보 그 자체의 구
축과 관리에는 아직도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며, 또한 그렇게 구축된 공간
정보들 중 일부는 보안 등의 문제로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다. 둘째, GIS기반 공간분석은 시간문제에 대한 고려 또는 시계열적 분석 기
능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것이다. 최근 들어 셀룰라 오토마타(Celuar
Automata) 등 미래의 공간변화를 예측할 수 있게 공간분석기법들이 GIS분야에
도입되고는 있으나, 일반 계량모형과 비교할 때 아직은 예측기능이 충분히 발전
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즉, 특정 시점의 공간현상 파악이나 공간상관관계 분
석 등에는 강력한 분석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특정 시점의 공간현상이 미래 시점
에서는 어떻게 변화하여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시뮬레이션 기능은 아직 부족하
다고 할 수 있다.

3. 국토정책시뮬레이션을 위한 SD와 GIS의 연계방법
1) 국토정책 대상에 따른 SD와 GIS연계방법

(1) 국토정책 대상의 구분

국토정책은 국토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함께 경제적․사회적 발전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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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목표 하에 정책의 대상․기간․공간범위․효과․정책수단 등에 따라서 <그
림 3-11>과 같이 거시적 또는 미시적 정책으로 특징을 구분할 수 있다.
거시적 국토정책의 대상은 전국적 또는 여러지역을 포함하며 지역상호간 관계
설정을 중시하는 지역간 정책(inter-regional policies)의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정
책의 적용기간이 장기적이며 광역적 또는 전국적인 공간범위를 가진다. 거시적
정책에서는 정책수행에 따른 전국적인 또는 지역간 형평성을 목표로 각종 공간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전국적인 파급효과를 측정하는 모형이 필요하다.
미시적 국토정책의 대상은 특정한 지역내부의 문제해결을 치중하는 지역 내
정책(intra-regional policies)의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정책의 적용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며 소지역 또는 생활권의 공간범위를 가진다. 미시적 정책에서는 정책
수행에 따른 지역내 효율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각종 공간제어방식 변화
에 따른 국지적인 공간변화를 예측하는 모형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국토종합계획이나 도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거시적 차원에서
장기적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 계획들은 상위계획으로 국토공간의 개발 방향과
지침을 담고 있다. 계획 범위가 넒은 만큼 최소 분석단위가 상대적으로 크고, 미

<그림 3-11> 국토정책 대상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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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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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한 공간의 변화보다는 공간의 변화경향에 주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거시적 시
각으로 접근해야 한다. 반면, 거시적 차원의 상위 정책들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하위정책 또는 방침을 마련하게 된다. 미시적 공간정책의 구현수단에 해당하는
각종 개발사업이나 토지이용규제들은 적용대상지역의 규모가 작고 중단기적이
며, 미세한 공간의 변화까지도 민감하게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미시적으로 접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토정책이 언제나 공간계획의 상위개념이 되는 관계는 아니지만 보통은 정책
방향에 따라 공간계획이 수립되고, 계획이 수립된 후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
위의 정책들이 형성되고 토지이용의 규제와 개발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각종 국
토정책을 수립하는 의사결정자는 상위의 개념에서 수립한 국토정책이 미치는 파
급 효과가 국토를 구성하는 각 부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예측하기 위한
거시적 접근이 필요하다. 반면, 소규모 지역에서 토지이용규제의 변경과 같이 공
간정책이 적용되면 공간이용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미시
적 접근 필요하다.
따라서 시뮬레이션을 하고자 하는 국토정책의 대상에 따라 거시적 접근과 미
시적 접근으로 구분하고, 분석방법도 대상의 특성에 따라 적절하게 선택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당위성에 따라 다음에서는 국토정책의 파급효과와 시공간적 변
화를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SD와 GIS를 연계하는 방법론을 거시적 접근과 미시
적 접근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2) SD와 GIS 연계방법

이 연구는 국토정책의 파급효과와 시공간변화를 시뮬레이션 하는 모형을 개발
하기 위해서 동태적 분석방법인 시스템다이나믹스기법(SD)과 공간분석방법인
GIS기법을 연계하고자 한다. 시간 측면에서 시스템의 동태성을 반영한 미래예측
을 위해서 시스템다이나믹스기법을 도입하고, 공간단위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공간변수를 이용한 GIS기반 공간분석방법을 도입한다.
국토정책은 거시정책이든 미시정책이든 궁극적으로는 공간에 대한 정책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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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에서는 같지만 모형을 통해 추구하는 결과는 다소 다른 점이 있다. 거시정
책에서의 주요 관심사는 국토전반의 파급효과를 측정하는 것이고, 미시정책에서
는 소지역의 토지이용변화를 예측하고자 한다. 예를 들면, 고속철도건설이나, 신
도시의 개발 등의 거시정책은 전국 또는 권역의 사회․경제적 변화와 국토모습
의 변모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 거시정책을 미시적 접근으로 접근할 경
우 좁은 공간단위를 기준으로 한 자료수집, 엄청나게 많고 복잡한 공간연산 등의
어려움으로 현실적인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 반면, 지구단위에서 개발밀도 조
정, 작은 지선도로를 개설할 경우 토지이용의 변화 등에 대한 미시적 정책은 생
활권과 같은 좁은 범위에 적용되며, 지역내 효율적 자원이 이용을 목적으로 한
다. 이 경우 거시적 접근방법에 의해 시뮬레이션하면 미세한 공간변화를 파악하
는데 한계가 있다.
<그림 3-12>는 모형의 적용대상에 따라 SD와 GIS가 연계되는 방법이 달라져
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기술적인 관점에서 SD와 GIS의 연계방법은 결합

<그림 3-12> 모형적용 대상에 따른 SD와 GIS 연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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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의 공간범위

지역내 정책

정책의 성격

전국
지역간 정책

정도에 따라서 약결합(loosely-coupled), 강결합(tightly-coupled), 완전 통합
(fully-integrated)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결합방식은 모형의 구조와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거시모형에서는 전국적 파급효과 측정이 주된 관심대상으로 넓은 지역에 대한
장기적인 파급효과를 분석해야하기 때문에 공간단위가 비교적 크고, 분석에 필
요한 데이터들은 통계조사에 의해서 대부분 입수될 수 있다. 때문에 SD와 GIS를
약결합(loosely-coupled)하여 모형을 개발하는 것이 적합하다. 거시모형에서는 SD
모형을 통해 국토의 각 하부시스템의 변화상태를 예측하고, GIS 모형을 통해 국
토모습이 어떤 경향으로 변모하는지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
미시모형에서는 소지역의 토지이용변화 예측이 주요 관심의 대상이며, 좁은
지역을 대상으로 중단기적으로 공간변화를 예측하기 때문에 공간단위가 작고 통
계조사에 의해 제공되는 자료에 한계가 많다. 이럴 경우 시·군·구 또는 읍·면·동으
로 입수된 자료를 더 세분하여 공간단위에 할당해야 하는 복잡한 작업이 필요하
게 되며, GIS의 공간분석기법을 활용하면 공간단위를 세분화하고 자료를 배분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SD와 GIS를 강결합(tightly-coupled)하여 공간변화를 예측
하는 것이 용이하다.
이와 같이 시뮬레이션 하고자 하는 대상과 규모, 분석단위의 크기, 데이터의
가용성 등에 따라 접근 방법이 달라지고 결국 모형의 구조도 달라져야 한다. SD
와 GIS의 결합방식은 모형을 개발할 때 모형의 구조적 측면과 기술적 측면과도
관련이 된다. 약결합 방법과 강결합 방법에 따라 모형을 설계하는 접근방식이 다
르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거나 개발하는 단계에서도 결합방식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다음 절에서 SD와 GIS의 연계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다.

2) 거시모형 개발을 위한 약결합 방법

(1) 모형구조 측면에서의 연계

전국 또는 광역권과 같이 넓은 공간범위를 대상으로 시공간적 변화를 시뮬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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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션하는 거시모형은 정책의 파급효과가 국토를 구성하는 전 부분에 어떤 영향
을 미치는지를 예측하게 된다. 정책에 의한 공간의 변화는 주로 토지이용과 관련
이 된다. 따라서 국토의 동태성을 분석하는 각 부분 중 토지이용이 한 부분으로
구성되고, 동태모형을 통해서 토지이용의 수요 예측값이 계측된다. 이 값은 공간
모형에서 장래시점의 목표치가 되어 분석의 한 파라미터로 활용된다. 이러한 거
시적 시뮬레이션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SD와 GIS를 약결합(loosely-coupled)
하여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공간범위가 넓은 만큼 공간분석 단위도 크다. 공
간분석 단위가 크면 모형을 구성하는 변수들도 통계변수의 활용성이 높은 편이
다.
<그림 3-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기법을 약결합으로 구성할 경우, SD모형
에서 도출된 시계열적 예측값들은 공간모형의 분석과정에 필요한 장래에 대한
목표치 또는 상한값(총량 또는 용량)등으로 사용된다. SD모형은 통계 및 분석데
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총량을 예측해 냄과 동시에 미래시점에 대한 파급효과를

<그림 3-13> SD와 GIS 모형의 약결합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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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변화
예측

측정한다. GIS기반 공간모형은 예측된 총량을 목표치로 사용하여 공간변화를 예
측한다. 총량 값은 SD와 GIS 프로그램 외부에서 출력과 입력을 통해 사용된다.
이때 SD모형과 공간모형의 공간단위의 크기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
에 예측된 총량값을 공간모형에서 적정한 모형을 통해 배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2) 기술적 측면에서의 연계

기술적 측면에서 SD와 GIS를 약결합하는 방법은 <그림 3-14>에서 보는 바와
같다49).
기술적 관점에서 약결합 구조는 SD와 GIS간에 데이터를 교환하는 방법이다.
SD프로그램 내에서 분석된 결과를 GIS 프로그램에서 받아들여 분석하고 지도로
표현하는 것이다.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지 않는다.
<그림 3-14> SD와 GIS 모형의 기술적 약결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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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GIS와 외부 프로그램과의 결합방식은 크게 약결합(loosely-coupled), 강결합(tightly-coupled), 완전 통합
(fully-integrated) 형태의 세가지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Longley, P.A., Goodchild, M. F., Macuire, D.J.
and Rhind. D.W.. 1999. 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s, Vol. 2, Management Issues and Applications.
pp.884) 이 연구에서는 GIS와 분석모델간의 통합방식을 SD와의 연계로 재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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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시모형 개발을 위한 강결합 방법

(1) 모형구조 측면에서의 연계

소지역 또는 지구단위와 같은 좁은 공간범위를 대상으로 시공간적 변화를 시
뮬레이션하는 미시모형은 정책의 파급효과로 토지이용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
는지를 예측하게 된다. 집약적 토지이용을 위해 용도 및 용량의 제한을 변경한다
거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지선도로를 건설하는 것과 같은 정책에 따라 특정 지역
의 공간이 어떤 변화될 것이며, 그 결과는 또 전체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시뮬레이션 하는 것은 미시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미시적
접근은 공간단위가 작아지며, 공간의 위치 특성이 토지이용변화에 크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SD와 GIS를 강결합(tightly-coupled)하여 공간변화를 예측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3-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간변화를 예측하는 시공간통합모형은 모형
내에 GIS모듈과 SD모듈로 구성된다. 공간정보가 변화하는 특성이 시계열적으로
인과관계에 의한 메카니즘을 가질 경우는 SD모듈을 포함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그림 3-15> SD와 GIS 모형의 강결합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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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간분석을 수행하는 GIS환경에 SD모형이 완전히 포함되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 미시적 모형은 시공간 시뮬레이션의 대상이 면, 소지역이나 지구단위와 같
이 좁은 공간범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공간범위가 좁은 만큼 공간분석단위
도 작기 마련이다.
현재 통계데이터는 가장 작은 단위로 제공되는 행정구역단위는 읍·면·동 수준
이고, 제공되는 자료의 목록도 소수에 불과하다, 따라서 통계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인만큼 분석결과에 대한 신뢰도 확보가 어렵다. 따라서 통계
변수들을 작은 스케일의 공간단위로 분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때 GIS의 공
간연산기법이 활용된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공간통합 모형은 개별 분석
모형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매크로언어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구현해야 한다.

(2) 기술적 측면에서의 연계

기술적 측면에서 SD와 GIS를 강결합하는 방법은 <그림 3-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강결합(tightly-coupled), 완전 통합(fully-integrated)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강결합 구조는 GIS환경 내에 SD모델링을 하나의 모듈로 구현하여 프로그램 내

<그림 3-16> SD와 GIS의 기술적 강결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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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외부적으로 프로그램간의
자료의 전송이 없다. 마지막으로 완전 통합구조는 SD분석절차와 GIS 분석절차
를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통합하여 구현하는 것이다. 이것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차원이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규모가 너무 커질 수 있고, 사용자마다
불필요한 도구까지 모두 포함하게 되어 비용적 부담이 클 수 있다는 단점이 있
다.

4) 시공간통합 국토정책시뮬레이션을 위한 접근방법

지금까지 국토정책의 수립과정에는 정책의 파급효과의 범위와 공간구조의 변
화를 예측하는 과학적 방법론이 도입되지 못하였다. 계량모형에 의존하여 경
제․사회․환경등 비공간적 측면에서 국토정책의 파급효과를 예측하였으나, 국
토정책의 동태성과 복잡성, 공간과의 연계성 등을 통합하여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 연구는 다양한 국토정책의 수립과 시행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미래의
국토모습을 사전에 시뮬레이션하는 모형을 개발하는 연구이다. 따라서 기존에
적용되었던 계량분석 위주의 정태적이고 단편적인 시뮬레이션 방법의 한계를 보
완해야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태적이면서 공간적으로 변화되는 현상을 시뮬레이션
하는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SD와 GIS를 통합한 접근방법을 도입할 수 있다.
국토정책은 그 대상이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획일적이고 경직된 방법론으로는
국토문제의 다양성과 종합성을 다룰 수 없다. 따라서 국토정책의 대상과 문제의
특성에 따라서 유연하게 방법론을 적용해야 한다.
<그림 3-17>은 국토정책을 시뮬레이션하는 시공간통합 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접근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먼저, 국토문제와 정책의 방향을 감안하여 문제를 구
조화 한다. 국토정책을 기획하고 사전에 예상되는 결과를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서는 정책의 유형과 파급효과의 범위, 분석대상의 공간분석 단위 등의 특성에 따
라서 거시모형과 미시모형으로 구분하여 접근할 수 있다. 거시모형과 미시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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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서 분석방법의 틀과 투입변수도 달라진다. 다음으로는 당면한 정책 특성
에 부합하는 접근 방법론을 선택한다. SD와 GIS를 결합하는 정도에 따라 모형을
구성하는 방법과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방법론의 선택이 중요하다. 물론 거시
모형이 반드시 약결합에 의한 방법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거시모형도
강결합 구조로 개발할 수 있으나, 강결합구조에서 요구하는 데이터의 크기나 사
용가능한 자료의 정확도, 프로그램의 실행의 어려움 등의 측면에서 정확도 높은
결과와 효과적인 모형개발이 어려울 수 있다.
다음은 SD와 GIS의 결합방식을 포함한 방법론이 결정되면, 국토정책의 특성
에 맞는 분석 모형을 선별하고 이를 재구성한다. 선택된 모형에 필요한 데이터베
이스를 수집 및 구축해야 하는데, 모형에 따라 공간데이터베이스의 형식도 적

<그림 3-17> 시공간통합 국토정책시뮬레이션을 위한 접근방법

• 국토문제 및 시공간 관련변수의 특성 분석
• 목적과 대상에 따라 거시모형? 미시모형?

방법론 선택

• 당면한 정책에 부합하는 접근 방법론 선택
-SD와 GIS의 약결합 방법? 강결합 방법?

모형의 선택

• 정책특성과 관련된 모형을 선별하여 재구성

데이터 구축

• 선택된 모형에 적합한 데이터 수집 및 구축
- 벡터? 래스터? 구축

모형 설계

• 모형의 방정식과 데이터의 관계를 정립
• 데이터 흐름을 중심으로 모형 설계

모형 구현

•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활용하여 모형 개발
- 프로그래밍

시뮬레이션

•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정책 시뮬레이션
- 정책파급효과 및 공간변화 예측

민감도 분석

• 모형의 적합성 평가를 위한 민감도 분석

피드백

문제구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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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하게 선정해야 한다. 모형 설계를 감안하여 벡터형식과 래스터 형식 중 적합한
데이터포맷을 결정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국토정책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모
형을 설계하고 개발한다. 설계단계에서는 모형의 방정식과 데이터간의 관계를
정립하고, 구현 단계에서는 사용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직접 연구자가 프로그래
밍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시나리오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하거나 모형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민감도 분석을 실시한다. 이 전체 과정은 단계별로 상위
단계에 피드백 작용을 하면서 모형을 정교화하게 만들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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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시뮬레이션을 위한
시공간통합 거시적 접근방법론

이 장에서는 국토정책의 파급효과를 예측할 수 있는 거시적 접근방법론을 모색하였다.
국토정책 중 적용대상이 전국 또는 광역권역과 같이 공간범위가 넓은 경우에는 거시
적 차원에서 국토를 구성하는 각 부문에 대한 파급효과와 국토 전반적 변화를 예측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책의 파급효과를 예측하는 모형은 주로 경제․사회적 변수로
구성되는 시스템다이나믹스 모형을 중심으로 모형을 개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거시
모형은 국토정책의 성격과 시행시기 등 조건을 다양하게 변화시킴으로써 정책의 파급
효과가 국토를 구성하는 전 부문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총체적으로 공간적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실험할 수 있다. 거시모형은 인구 및 가구, 주택, 산업, 토지이용,
교통, 지역경제, 환경 등 부문간의 순환적 인과관계가 모형의 핵심을 구성한다.

1. 국토정책시뮬레이션을 위한 시공간통합 거시적 접근
1) 국토정책시뮬레이션을 위한 거시모형의 개념적 틀50)

국토정책시뮬레이션을 위한 거시모형에서는 정책의 시행에 대한 파급효과를
시간과 공간이라는 두 차원에서 접근한다. 국토문제를 발생하게 하는 원인이나

50) 이 연구는 국토정책시뮬레이션 모형개발을 위한 방법론을 정립하는 연구로서, 모형의 적용 범위와
관련변수 등 모형을 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특성을 고찰하기 위해서 개념 모형의 틀을 구성하였다.
개념모형의 틀은 국토정책시뮬레이션과 관련된 선행연구 결과를 참조로 구성하였으며, 다소 선언적
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차년도에 실제 모형을 개발하는 단계에서 필요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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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을 구조적이고 시스템적 관점으로 이해하며, 현재 국토를 구성하는 메카니
즘과 변화 추세를 그대로 연장하여 미래의 상태를 예측하거나, 특정한 정책 충격
에 의한 파급효과가 현재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실험한다. 또한
정책의 파급효과가 공간적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변화를 나타날 것인지를 시뮬레
이션 할 경우에 적용된다. 정책의 적용대상이 전국 또는 광역권역과 같이 공간범
위가 넓다. 거시모형에서는 앞으로 시행할 국토정책의 성격과 시행시기 등 조건
이 다양하게 변화될 때 정책의 파급효과가 국토를 구성하는 전 부문에 어떤 영향
을 미치며, 또한 총체적으로 공간적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실험하는 모형
이다.
이 연구에서는 거시모형을 크게 두 부문으로 구성하였다. <그림 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책의 파급효과를 측정하는 동태모형과 예측된 미래시점의 총량에

<그림 4-1> 국토정책 거시모형의 개념적 틀
정책파급효과 측정모형(SD모형)

인구
구조

국토
정책

경제
발전

정책 시나리오
•택지개발

주거
환경

환경
오염
산업
공간

교통
체계

토지이용

•도로건설
•산업단지

공간변화 예측모형(GIS모형)
개발밀도 변화
집약적 공간이용

•시설입지
•그린벨트

도시상태
(t+n)

공간수요예측
(인구, 토지용도별)

정책 파급효과

정책

개발
도시상태
(t+1)

시뮬레이션 결과
국토공간변화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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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상태
(to)

시간
흐름

공간적확산
토지이용변화

대해 공간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예측하는 공간모형으로 구성된다.
정책파급효과 측정 모형은 국토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대규모 개발 사업인
주택지 공급을 위한 택지개발사업,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도로건설사업, 지역생
산력 제고를 위한 산업단지건설, 각종 편익과 안전을 위한 각종 공공시설의 입지
등 각종 국토정책의 파급 효과를 측정하는 것이다. 파급효과 측정 모형은 국토를
조직하고 있는 하부시스템간의 상호작용을 해석할 수 있는 인과모형으로 구성한
다. 하부시스템은 기술 및 경제발전, 인구구조, 정주체계, 산업공간, 교통체계, 환
경오염, 토지이용으로 구성할 수 있다51). 정책파급효과 측정 모형은 시스템다이
나믹스 방법론으로 모형을 구성하며, 하부시스템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방정식
은 정책분석이나 도시 및 지역경제 분석과 예측에 활용되는 모형을 참조하여 여
러 개의 방정식으로 구성된다.
공간변화 예측모형은 국토정책이 시행된 후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공간이 어떻
게 변화되는지를 예측하는 모형으로 GIS기반 공간분석기법을 적용한다. 국토정
책 시행의 영향으로 공간의 토지이용변화를 예측하는 모형은 시가화지역의 확대
로 인한 평면적인 토지이용의 변화 또는 개발밀도 변화에 의한 수직적 개발 등을
예측 할 수 있는데, 국토정책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모형을 도입한다.

2) 시공간통합 국토정책 거시모형 개발 방법론

국토정책시뮬레이션을 위한 거시모형은 국토전반에 대한 정책의 파급효과를
예측하는 방법은 SD를 기반으로 하고, 그 결과가 공간에 어떻게 투영되는지를
분석하는 방법은 GIS를 기반으로 한다. <그림 4-2>는 거시모형 구조로 동태모형
과 공간모형이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나타낸 시공간통합 모형이다. 정책의 파급
효과를 측정하는 SD기반 동태모형은 각 하부시스템 간의 인과관계에 의해 미래

51) 정책파급효과 측정 모형은 국토연구원(김영표 외)에서 1988년에 개발한 ‘지역간 투자파급효과의 측
정모형 개발’ 연구와 1986년에 개발한 ‘수도권 권역분석 모형’을 토대로 모델을 구성하였다. 이 연구
에서는 이 두 모형을 각각 KRIHS모형-88, KRIHS모형-86으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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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SD와 GIS의 약결합에 의한 거시모형
공간모형(공간차원 분석)
동태 모형(시간차원 분석)
공간변화
모형

시공간
데이터베이스
(t-, to)

SD모형
수요예측

시공간
DB모델

공간변수I

주택

토지이용변화
예측모형

인구
산업
고용

경제

토지

공간변수II
공간변수III

환경
공간변수n

교통

정책 시나리오
시스템적
시스템적 사고에
사고에 의한
의한
정책
정책 파급효과
파급효과 측정
측정

국토정책

정책시행에
정책시행에 의한
의한
공간변화예측
공간변화예측

시점의 토지이용 상태 또는 규모를 예측한다. 시간 차원에서 분석된 토지이용 상
태는 공간에 대한 수요로 간주할 수 있다. 즉 동태모형은 정책 시행에 따라 각
하부시스템에 어떤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이지를 예측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공
간수요도 예측하게 된다. 예측된 공간수요는 토지이용변화 모형에 필요한 파라
미터로 활용되어 미래의 공간변화를 예측하는데 활용된다.

2. 시공간통합 국토정책시뮬레이션 거시모형의 구성
1) 거시모형의 구성요소

국토정책파급효과 측정을 위한 거시모형은 인구 및 가구, 주택, 산업, 교통,
지역경제, 환경, 지리공간특성의 8개 부문으로 정의하였다52). <그림 4-3>는 국토
52) KRIHS모형-88은 인구 및 가구, 주택, 노동, 자본, 지역총생산, 토지이용의 6개부분으로 모형을 구성
하였으며, KRIHS모형-86은 인구 및 가구, 주택시장, 토지시장, 지역소득 및 산업구조, 국민소득 및 공
공지출 5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KRIHS모형-88, KRIHS모형-86을 종합하고,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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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을 구성하는 8개 부문 간의 관계를 그린 개념도이다. 그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 및 가구특성과 교통체계는 해당지역의 주택시장과 산업구조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환경문제와도 결부된다. 지역경제의 상태는 국토시스템이 발전
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에너지원처럼 작용하며, 각 부문들의 활동은 공간을 기반
으로 형성되어 다양한 토지이용상태를 유지한다. 토지이용의 상태를 결정하는
것은 해당 공간이 가지는 다양한 자연․인문적 요소들이 영향을 준다.
다양한 특성을 가지는 국토시스템의 각 부문들은 여러 가지 요소들로 구성되
며, 데이터의 관점에서 보면 이를 변수로 표현할 수 있다. 각 부문들은 독특한
메카니즘과 원리 안에서 시스템을 구성하는 변수 간에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다.
때문에 국토정책을 분석할 때는 부문간, 변수간의 메카니즘을 잘 이해하고 파급
효과를 분석해야 한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역에 산업단지를 개

<그림 4-3> 거시모형의 구성요소

인구 및 가구

지역경제

인구규모, 인구구조
인구유출입 등

자본, 지역총생산

주택

환경

주택수요, 주거용지
주택보급율 등

오염물질 배출량,
녹지면적 등

산업

교통

사업체수, 고용자
1,2,3차 산업

자동차수, 도로면적
통행량 등

토지이용
총면적, 가용토지면적, 주거-상업-공업용지 등

공간의 특성
고도, 경사도, 접근성, 지가, 용도, 수변구역, 지반, 토질 등

모형에서 제외된 교통과 환경부문을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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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과는 해당 지역의 인구 및 가구구조의 변화를 가져오고, 주택수요와 교통통행
량의 증가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와 환경의 변화를 야기한다. 따라서 특정한 정책
의 시행에 대한 파급효과가 나타나는 메카니즘을 조직적으로 구성한 동태적 시
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2) 거시모형의 인과적 특성

동태적으로 변화하는 국토시스템은 <그림 4-4>와 같은 인과관계도로 나타낼
수 있다. 동태모형의 개념적 틀에서 제시한 각 부문은 다른 부문과 인과관계 속
에서 공유되기 때문에 각 부문의 영역은 모호해 질 수도 있다.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인구 및 가구의 변동은 주택과 산업부문에 직접적으
로 영향을 미치며, 교통과 토지이용의 변화를 야기한다. 이러한 활동과 공간의

<그림 4-4> 거시모형의 인과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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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는 도시의 매력도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도시의 혼잡이나 환경오염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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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 나타나며, 그 지역의 경제발전과 기술문제와 관련되어 지역경제에 일정한
파급효과가 나타난다53).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토시스템은 변수간의 인과관계로 구성되기 때문
에 시스템의 한 부분이 변화되면 그 영향은 화살표를 타고 다른 부분의 변화로
이어지는 역동적인 특성을 가진다. 예를 들면 거주인구와 통행인구의 증가에 대
비한 도로건설 및 도시기반시설의 확대는 도시의 매력도를 상승하게 하는 요인
으로 작용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도시로 유입량이 일정한 용량을 초과하여
도시의 혼잡도로 도시매력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점에
서 도로건설이라는 정책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사전에 예측되는 문제들을 시뮬레
이션 해보고,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토지이용의 변
화는 인구, 고용, 산업, 주택 등 다양한 활동의 결과로 나타나지만 토지가 가지는
공급적 측면의 특성과의 상관성을 가지고 있다. 국토공간에 대한 수요와 공급변
화 특징은 자유경쟁이 이루어지는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해석될 수 없기 때문에
국토를 둘러싼 사회경제적 특성과 계획이라는 강제적 제도의 역할도 함께 이해
해야 한다.

3) 거시모형 필요 변수
(1) 인구 및 가구 부문54)

지역의 인구성장은 인구의 자연적 성장과 사회적 성장으로 이루어진다. 자연
적 성장은 출생과 사망에 의한 인구의 변화이고, 사회적 성장은 지역간 인구이동
에 의한 변화이다. 즉, 지역 인구의 변화는 출생과 사망, 지역간 인구이동에 의한
시간적 변화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인구변화의 요인은 성별, 연령별, 지역

53) 다음에서는 거시모형에 필요한 변수를 각 부문별 인과지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림 4-5>의
인과지도는 KRIHS-88모형과 KRIHS-86모형을 종합하고 수정하여 나타낸 것으로, 국토시스템을 이해
하기 위해 대표적인 변수로만 구성한 개념적 인과지도로 주요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변수들은 생
략되어 있다.
54) KRHS-88모형의 인구 및 가구부문을 기반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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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특성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면, 출생은 여성의 출산율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나이가 들수록
출산율은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에 지역의 성별 연령구조는 지역 인구성장에 중
요한 요소이다. 사망률은 신생아에게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여성이 남성보다 낮
으며, 환경 측면에서는 사고나 환경오염 등 사고위험이 높은 도시에서 사망률이
높다. 지역간 인구이동은 지역의 인구 중 교육의 정도가 높을수록, 젊은 계층일
수록 이동이 많으며, 경제가 정체 또는 쇠퇴하는 지역이거나 1차산업 기반지역은
전출이 발생하고, 2, 3차 산업위주의 경제성장지역은 전입인구가 많다55).

<그림 4-5> 인구 및 가구부문의 인과적 특성
위연령계층
유출자수

k여 자 총 출 산 력

수

남자출산력

상위연령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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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연령계층간
유입자수

k여 자 출 산 율

K연 령 여 자 인 구 수

여자출산력

자출생자수

K여 자 사 망 자 수
여자출생자수
출생성비
총출생자수
K연 령 여 자 사 망 율
K연 령 인 구 수

총사망자수

전국평균출생율
전국평균사망률
총인구수
출생자수
지역별 인구수

사망자수

전입자수
전출자수
전입율

의 변화량

1차산업
취업구조비

전출율

전출율의 변화량
2차산업
취업구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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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구조비

산업구조모형

55) 김홍배. 1995. 도시 및 지역 경제: 분석과 예측. p.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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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지역의 인구변화는 어떤 규칙성이 존재한다. 이 규칙성을 반영하기
위해 인구 및 가구모형은 <그림 4-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령계층별 인구, 지역
별 인구, 지역별 가구 부문 3개의 소부문으로 구성된다. 연령 계층별 인구구조는
코호트 생존법(cohort survival)56)을 기초로 구성되며, 연령 계층은 한 살 간격으로
총 81개의계층으로 세분된다. 지역별 인구는 시‧군‧구 단위로 지역의 출생과 사
망, 전입과 전출인구를 통해 추정된다. 전입과 전출은 산업구조와 인과관계를 가
진다. 인구 및 가구부문에 필요한 변수들은 대부분 읍‧면‧동 단위까지 수집이 가
능하지만, 읍·면·동 단위보다 세분화된 지역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변수를 세분
화하여 분석해야 한다.

(2) 주택부문57)

일반적으로 상품은 시장에서 매수자와 매도자의 교환에 의해 거래가 성립된
다. 그러나 주택은 지리적 공간개념이 포함되어 토지위에 주택이 지어지는 관계
로 인해 위치 고정성, 개별성, 외부효과성과 같은 특성을 가진다. 주택의 생산과
정은 다른 재화에 비해 장기적인 성격을 가지며,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는 공공시설이 필요하다. 주택은 생산측면에서는 GDP에 기여하고, 자재생산증
대 및 고용확대 효과(후방연쇄효과)를 가진다. 다시 말해 주택생산의 증대는 토
지수요를 유발하게 됨과 동시에 자재생산의 증대와 고용증대의 효과를 유발하게
되어 국내총생산에 기여하게 된다. 또한 주택의 소비로 인한 주거수준 향상은 근
로자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이는 나아가 노동생산성 제고에 기여하게 되므로,
주택은 사유재인 동시에 생산활동에 간접적으로 지원하게 되는 사회간접자본으
로 인식될 수 있다58).
최근까지 주택정책을 살펴보면59), 1980년대에는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과 투기
56) 코호트(Cohort)란 인구를 연령에 의해 구분할 때 같은 등급 안에 묶이는 연령집단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인구를 10년 단위로 구분한다면 연령별 인구 구조는 0～9, 10～19,....60～69, 70+ 등의 8등급으
로 구분될 것이다. 분석목적에 따라 1년 또는 5년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57)주택부문모형은 KRIHS-88모형과 San Yong Lee(1995)의 토지이용-교통체계 통합 모형, 권혁일․이만
형(2005)의 주택가격모형을 종합하여 구성하였다.
58) 김정호․김근용. 1998. ‘주택부문’ 국토총서. 제4권. 국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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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제 대책을 거듭하였고, 1983년 민영주택에 대한 채권매입제도 도입으로 주택
시장 안정화도모, 19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 주택 2백만호 건설계획을 통한 주
택다량공급 으로 주택가격의 안정 도모 및 투기억제를 위한 규제강화를 시행하
였다. 1980년대 중반은 주택시장의 구조전환 시기로 1990년대 초부터 주택가격
의 안정화로 주택수요가 급감한데 반하여 주택대량공급이 지속됨에 따라 주택미
분양이 누적되었다. 이에 따라 1994년 주택 미분양해소를 위한 주택시장안정 대
책이 마련되었으며, 1995년 단계별 분양가자율화 시작, 1996년 주택할부금융제
도 도입 등이 추진되었다. 2000대에 들어서도 정부는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투기지역지정,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 1가구 1주택 요건 강화, 보유과제 강
화, 재건축 조합원자격 전매금지 및 재건축시 소형평수 의무 건설 비율제 재도입
등의 대책을 펼쳤다.
이 연구는 주택시장의 특성과 주택정책의 관계를 토대로 <그림 4-6>과 같이
주택모형을 구성하였다. 가구가 증가하면 주택건설수요가 발생하고 정부의
<그림 4-6> 주택부문의 인과적 특성
인구및가구모형
가구의순증가
주택보급율-

주택분양가격

평균전세가격

+
+
주택건설수요

분양율

주택가격
주택수

신규주택건설량

+
주택노후화

-

주택공급
신규주거용지

-

주거가용성
-

주택보유세

+
지구규제

주택철거
+

총주거용지

주택재공급

-

-

주택정책
평균주택건설용지
토지이용모형

59) 윤주현. 2001. VAR모형 구축을 통한 토지 및 주택시장 전망 연구. 국토연구원.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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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정책에 따라 신규주택건설량이 정해진다. 주택건설은 신규와 재건축으
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그 결과 주택수가 결정되고 이는 토지이용에 영향을 주
게 된다. 주택부문의 모형은 인구 및 가구모형과 연계되며, 가구의 증가에 따라
주택건설수요가 발생하면, 주택정책에 의해 주택공급이 이루어진다. 주택수요와
공급에 따라 신규 주택 건설량과 주택수가 결정되며, 신규주택건설량은 총주거
때문에 정책결정에 주택가격정책과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다.
(3) 산업 및 토지이용 부문60)

지역의 성장과 발전은 지역의 산업성장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산업의 번창
은 지역에 활력을 가져오고, 산업이 쇠퇴하면 경제도 침체하는 사례를 많이 경험
하였다. 오늘날 세계경제의 개방화 추세가 계속되면서 도시나 지역의 경제 역시
세계 시장에 편입하고 있다. 지역 또는 도시 스스로의 자주적인 경제 기반을 갖
추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경제의 자족적 기반을 마련하
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하여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과거에
는 경제성장을 위한 조세제도, 자금 지원, 각종 규제 등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져 왔으나, 지방자치의 정착과 더불어 최근에는 도시정부가 도시경제 활
성화를 위해 기여할 점을 모색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61).
이러한 지역 및 도시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경제개발 정책들은 다양한 도시개
발 전략으로 나타난다. 테크노폴리스62), 테크노파크63), 산업장려지구64), 산업클
60) KRIHS-88, KRIHS-86모형에서는 산업모형과 토지이용모형을 각각 구분하여 설계하였는데, 이 연구
에서는 국토정책을 시뮬레이션 하는 모형에서는 산업구조와 토지이용과의 관계에 대한 분석이 중점
이 되기 때문에 산업과 토지이용을 종합한 모형으로 구성하였다. 이 모형은 KRIHS-88과 San Yong
Lee(1995)의 모형을 종합한 것이다.
61) 박종화 외 2인. 2005. 도시행정론 제3판. p.376.
62) 테크노폴리스(technopolis)란 1979년 일본 통산성의 한 공무원이 미국의 실리콘 밸리(Silicon Valley)를
엄두에 두고 한 말로 technology(기술)와 polis(도시)를 합성한 말이다. 반도체, 전자, 신소재, 정밀기계
와 같은 첨단산업, 이공계 대학과 연구소, 전원(田園)의 매력적인 주거공간이 잘 조화된 생산적이고
질이 높은 생활 수준을 가져올 수 있는 고도기술 집적 도시(상게서. p.378)
63) 테크노파크는 “기술혁신을 기조로 한 경제발전이라는 기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대학 및 연구소
와 기업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첨단 산업의 창업과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연구개발시설,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지원서비스시설, 생산시설을 한 장소에 집적시킨 단지(상게서. p.382)
64) 산업장려지구(enterprise zone)는 민간기업의 입지와 활동에 제동을 걸고 있는 각종 행정규제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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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스터65) 등과 같이 산업을 중심으로 도시의 경제발전을 위한 개발전략이 수립
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성장을 위한 개발정책들은 산업구조에 변화를 가져오고 결국 도시
의 토지이용변화에 큰 영향을 준다. 도시의 관리와 계획을 위해 보편적으로 분석
하게 되는 토지이용에 대한 수요예측은 인구 및 경제활동에 대한 규모 예측, 토
지이용 밀도기준 설정, 용도별 토지수요 산정 등과 같은 3단계 과정을 거쳐 산정
된다. <표 4-1>은 용도별 토지수용 산정방법의 예이다.
그러나 이러한 토지수요 산정방법은 공간계획의 정책목표를 설정한 후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성격을 지니고 있어, 토지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변
수간의 인과관계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또한 위와 같은 모형은 정태

<표 4-1> 토지수요 산정방법 예시
구분

산정식
‧주택호수와 1호당 상정부지면적에 의한 방법

주거
지역

→ 주택호수를 구한다(A)
→ 시가화구역내에 수용될 주택호수를
구한다(B)
→ 주거지역에 수용될 주택호수를 구한다(C)
→ 순주택용지면적(D)=C×주택1호당 부지면적
→ 총주택용지면적(E)
→ 주거지역면적(F)
‧종업원수에 의한 방법

상업
지역

A=

n ∙a
N ∙r ∙ ( 1 - e )

‧종업원수에 의한 방법
공업
지역

A =

n ∙e ∙a ∙r
1 - e

변수
계획인구
=주택호수( A)
가구당가구원수

1
1-공공용지율
1
E×
1-용도혼합률

D×

A: 상업지역 면적
n: 상업지역 종업원인구
N: 평균층수
r: 건폐율
e: 공공용지율
A: 공업지역 면적
n: 인구
e: 취업율
a: 1인당 부지 면적
r: 제조업인구 구성비
e: 공공용지율

자료: 토지이용계획론. 1996.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수정

의 간섭을 최소화 한 지구(상게서. p.385)
65) 산업클러스터란 관련기업(경쟁기업, 중소기업, 벤처)과 기관(대학, 연구소), 그리고 지원서비스(금융,
보험, 회계 등) 들이 모여 네트워크를 통한 상호작용으로 산업생산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일정지
역을 말한다. 관련기업과 기관들이 근접한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거래비용을 줄이고 대면접촉을 통한
정보교류와 지식 창출의 흐름이 원활하며 동종 업체간 경재 압력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복득규
외. 2003. ‘한국산업과 지역의 생존전략, 클러스터’.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pp.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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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모형이기 때문에 한 시점의 현상만을 설명하고 있으며, 토지수요의 공간적 특
성과 시간적 변화패턴을 설명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동태적 분석기법인 시스템다이나믹스를 활용하여 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른 동태적인 토지의 용도별 수요를 예측하기 위한 모형을 개발
하였다. 각종 토지이용에 대한 수요를 결정짓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인구와 경
제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인구는 주로 주거용지에 주로 영향을 미치며, 경제활
동은 공업 및 상업용지 등에 영향을 미친다. 산업부문은 라우리(Lowry) 모형66)을
기반으로 도시활동을 이해하였다. <그림 4-7>의 라우리모형은 도시활동을 인구
부문과 고용부문으로 구분하고, 고용부문은 다시 기반부문과 서비스부문으로 구
분한다.
공간에 대한 수요는 도시의 주간인구에 해당하는 산업별 종사자수와 상주인구
에 해당하는 가구수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토지이용 용도별 수요를 구분할 수

<그림 4-7> 라우리모형의 기본개념
기반고용
(Eb)
인구
(P)
서비스고용
(Es)

-

P =αE
E s = βP
E=E b+E s
α = P / E ,β = E s / P ,

단, α > 1 ,0 < β < 1

※ P: 인구, E: 총고용부문, Eb: 기반고용부문, Es: 서비스고용부문
α: 부양율, β: 인구에 대한 서비스 고용율

66) 라우리 모형(Lowry model)은 1962년 미국 피츠버그시 종합개발계획(Pittsburgh Comprehensive Renewal
Program)의 정책결정을 위한 대도시 모형연구의 일환으로 라우리(Ira Lowr)에 의해 개발되었음. 이 모
형은 구조가 매우 간단함에도 불구하고 하위모형들간의 상호작용이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많은
도시개발 모형으로 활용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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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즉, 인구와 고용에 의한 공간에 인과관계에 의해 공간에 대한 수요를 예측
할 수 있다. 김영표 외(1988)에 개발한 KRIHS-88 모형은 토지이용부문을 사업별
수요로 1차산업경지, 2차산업용지, 3차산업용지, 주거용지, 공공용지, 기타 등으
로 구분 하였다. San Yong Lee(1995)의 모형은 산업과 토이지용과의 관계를 분석
하는 모형은 경제성장과 산업정책에 따른 산업별 총사업체수의 성장과 산업단지
개발과 같은 정책시행이 토지이용에 영향을 주는 관계로 설정하였다.
산업과 토지이용과의 관계를 분석할 때는 업종별로 구분하여 토지부분을 구성
하였기 때문에 실제 통계데이터와 토지이용데이터 간에 불일치하는 경우가 발생

<그림 4-8> 산업 및 토지이용 부문의 인과적 특성

1차산업성장율

제조업 단지개발

제조업종사자당
평균토지면적

제조업
총사업체수

-

1차사업체수
제조업
총용지 면적

1차산업종사자수

법적가용지

제조업종사자수

1차산업 경지변화

1차산업 경지면적

제조업성장율
제조업용지
가용성
-

1차산업정책
1차산업개발

지구규제

제조업정책
실업율

교통혼잡도

인구및가구
모형

-

토지총면적

산업체 세율

공공용지 면적

서비스업지구개발

주거용지 총면적

성장율
서비스업
총사업체수

서비스업종사자당
평균토지면적

서비스업
총용지 면적

-

서비스업성장율

주택정책

법적가용지1
서비스업용지 가용성
지구규제1

정부소비지출
서비스업정책

사업체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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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정책

주택단지개발

서비스업종사자수

+

공공용지변화량

정부보조금

세금

지구제

주택모형

주택수요증가

할 수 있다. 따라서 모형의 정확도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토지이용에 근거한 산업
의 분포 자료를 획득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4) 교통부문

교통모형은 지역간 통행발생 유형에 따라 총 통행량을 예측하는 모형이다(그
림 4-9). 일반적으로 지역별 통행실태 조사에서는 지역간 유출입량, 통과교통량,
발생․도착량을 측정하고, 이를 목적별, 수단별로 조사․분석하여 제공한다67).
지역간 목적 통행량은 출근, 업무, 귀가, 통학, 쇼핑, 여가, 기타로 구분하여 조사
되기 때문에 이 자료를 통행수요 변수로 활용하기 위해 집-직장, 집-비직장, 기타
통행량의 3개 유형으로 구분 하였다.
교통부문을 모형으로 개발할 때 가장 큰 문제점은 데이터의 수집이다. 통행패
턴별로 교통수요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간 통행량이 조사되어야 하
는데,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제공되어 활용할 수 있는 교통통계는 매우 제한
적이다. 활용성 있는 모형의 개발을 위해서는 교통모형에 포함되어야 하는 변수

<그림 4-9> 교통수요 모형의 인과적 특성
통행패턴별발생율
지역특성
일인가구수
구

가구별통행발생율
+

집 -직 장 통 행 량

+
가구별
통행발생량

모유형

집 -비 직 장 통 행 량

+

+
총통행발생량
+

구
기타통행량
모유자녀가구
기타가구

67) 건설교통부. 2003. 국토교통조사서. 제4장 여객통행실태. p.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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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확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6) 지역경제부문

지역총생산부분은 산업별 해당산업의 노동, 자본, 기술진도에 대한 콥-더글라
스(cobb-Dogglas)형 생산함수를 이용하여 지역경제를 나타낼 수 있다. <그림
4-10>은 1, 2, 3 차 산업구조를 통해 산업별 지역 총생산이 예측되는 모형이다.
지역경제모형에서는 원하는 변수를 분석대상에 맞게 취득하는 것이 매우 어렵
다. 따라서 산업별 지역총생산량과 지역의 특성을 연계하는 부분에 대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그림 4-10> 지역경제부분의 인과적 특성

2차산업취업자수

1차산업
지역총생산

2차산업
GRP변화량

2차산업
지역총생산

2차취업자수변화량에
따른 GRP2의 변화

2차산업
노동탄력성

2차산업용지면적
탄력성

지역특성2
지역총생산

2차산업
기술진보에 의한
GRP2의 변화

2차산업 용지면적의
변화에 의한 GRP2의
변화

기술진보율2
3차산업
지역총생산
화량에
변화
3차산업 GRP
변화량
업취업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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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성3

3차산업기술진보에
의한 GRP3의 변화
기술진보율3

3. 시공간통합 거시적 접근방법론의 적용68)
1) 도시개발정책 시나리오

다음에서는 국토정책에 대한 거시적 시뮬레이션 방법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
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도시의 토지이용의 확산문제를 중심으로 도시개발정책 시
뮬레이션 모형을 개발하는 과정을 설명하였다. 도시개발정책을 수립할 때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서 일정한 환경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간에 대한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 그리고 정책의 파급효과가 공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예측
하는 방법을 <그림 4-11>과 같은 가설적으로 설정한 정책 시나리오에 따라 설명
하였다.
<그림 4-11> 도시개발정책 시나리오
정책시나리오: P도시 산업단지와 택지개발
도시상태
(to)

1안: 자연발생적 도시성장 유도
2안: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거점형 개발
3안: 생태환경과 조화로운 분산형 개발

P도시의 동태적 시스템

공간변화예측모형
수요
분석

주택
인구
토지

산업
고용

경제

P도시의
토지에 대한
수요 예측

교통

도시상태
(t+1)
1안

환경

공간분석
공간(to)

도시상태
(t+1)
2안

공급
분석
분석
모형

공간(t+)

도시상태
(t+1)
3안

68) 이 연구는 국토정책시뮬레이션모형의 개발방법론을 정립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는바, 다음에서 수
행되는 방법론의 적용은 가상의 시나리오를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연구를 통해 정립된 모형개발 방법
론을 적용하면 어떤 결과들을 도출할 수 있는지를 제시한 수준으로 가급적이면 현실성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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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도시는 경제발전을 위해 산업단지와 택지를 개발하고자 한다. 택지개발과 산
업단지의 규모는 과도한 개발이 되지 않도록 P도시가 수용할 수 있는 환경용량
범위에서 개발을 시행하며, 정책 시행에 따라 향후 공간구조는 어떻게 변모할 것
인지를 시뮬레이션 한다. 먼저 난개발과 환경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을
고려한 토지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공간수요를 예측한다. 도시개발을
위한 정책 대안은 3가지로 마련한다. 제1안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도시가 성장
해온 패턴대로 자연발생적으로 도시성장을 유도하는 것이다. 제2안은 권역 내에
서 경쟁력 있는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거점형으로 개발하는 것이다. 제 3안은
도시 내 생태환경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분산형으로 개발하는 것이다.

2) 사례적용 모형의 구조

(1) 토지이용 수요예측 모형69)

이 연구는 도시개발 정책이 주어진 자연환경에 무리한 영향을 주지 않는 지속
가능한 개발이 되는 범위에서 토지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토지에 대
한 수요는 시스템다이나믹스의 관점에 입각한 토지이용에 대한 환경용량70)을 추
정하는 모형을 구성하였다. 모형은 대기부문 중 이산화질소만을 대상으로 한 소
규모 모형의 구축에 한정하였다. NO2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모형을 최대한 단순
화시킬 필요가 있었고 또, 도시 대기오염의 주원인이 자동차로 인한 이산화질소
오염으로 밝혀지고 있기 때문이었다.
모형의 각 부문은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받는 역동적인 관계를 가지도록 설정
하였다. 환경부분의 모형은 Box Model71)을 도입하여 환경용량에 입각한 토지이

69) 다음의 토지이용변화예측 모형 개발은 중앙대학교 도시계획학과 문태훈 교수가 협동연구로 수행하
였다.
70) 일정한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수준에서 지역이 지탱할 수 있는 인간활동의 최대수준
을 환경용량이란 한다. 생태학자들은 “현재 지역에 생존하고 있는 종이 미래에도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수용할 수 있는 최대 개체의 수”로 정의한다. 더 구체적으로 “유기체의
수로 표현된 재생가능한 자원의 크기”를 말한다(Daily & Ehrlich. 1992).
71) 이 연구에서는 지역의 대기질 수준을 추정하기 위해서 Box Model을 사용하였다. Box Model은 대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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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모형을 구축하였다. 모형의 목적은 녹지를 포함하는 한정된 토지공간이 주어
져 있다고 가정할 때, 이 공간 내에서 일정한 환경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최대수
용 가능한 인구규모, 산업활동의 규모, 주택의 규모, 자동차의 규모는 어느 정도
인지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용도별 토지이용형태를 추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환경부문과 도시활동부문을 결합하여 시스템다이내믹스 모델의 인과지도로
표시하면 <그림 4-12>과 같다. 도시의 성장과 쇠퇴는 인구의 유출입에 따라 순환
되는데 도시로의 인구유입은 크게 도시의 일자리, 주택의 사정, 환경의 질에 의
하여 결정된다. 일자리가 풍부하고, 주택사정이 양호하며, 환경의 질이 양호할 때

<그림 4-12> 토지이용모형의 인과지도
도시매력도

구직가능성

세대수

공업용지

제조업체

노동-직업비율

인구

노동력

직업수

주택사정

상업용지

서비스업체

세대수-주택비율
토지점용비율

고정오염원

주택

주택토지면적

자동차

<인구>

환경질

이동오염원
NO2 발생량

목표대기질과의 차이
NO2 농도
<토지점용비율>

목표대기질
외부로부터의 NO2 유입량

대기중NO2 량

녹지
NO2 유출량

화학반응량

건성침착량

현상이 활발하여 공간내 오염물질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고 가정할 때 CSTR(Continuous Stirred
Tank Reactor) 개념이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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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는 인구유입의 매력도가 커, 주변 지역으로부터 급속히 인구를 끌어들이게
되지만, 지속적인 인구의 급속한 유입은 일자리를 부족하게 만들고 주택사정을
악화시키며, 환경의 질을 저하시키면서 도시는 점차 그 매력을 잃어가게 된다.
뿐만 아니라 가용토지가 한정되어 있다고 가정할 때 산업체, 주택, 녹지의 증가
는 가용토지의 양을 점차 축소시켜 산업체의 입지와 주택의 증가를 어렵게 하여
인구의 유입은 점차 억제된다. 하단 부분에 “대기중 NO2 량”을 중심으로는 앞에
서 설명한 박스모델에 입각한 환경부문 모형이 나타나 있다. 도시의 인구, 산업,
주택, 환경, 토지부분의 상호 동태적으로 순환된다. <그림 4-12>의 인과지도를 시
뮬레이션을 위한 흐름도로 전환한 것은 아래 <그림 4-13>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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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토지이용모형 흐름도
Table 1
industry

pop

housing

labor participation fraction

~

labor force to job ratio

labor force

attractiveness multi

attractiveness of job multi

housing construction test %

~

attractiveness of housing multi
jobs

~

job per industry structure

~

housing construction multi

traffic attractiveness
multiplier

outmigration

inmigration

housing construction
industry demolition

industry construction

housing demolition test %

houses

industry structure

industry labor force multiplier

housing construciton normal

percent pop growth
population

housing demolition

industry demolition normal
in migration normal

birth

~

death

housing availability multi

housing demolition normal

outmigration normal
birth normal

ind construction test %
ind demolition test %

industry construction normal

household size
death normal

household to houses ratio

industry construction multi
pollution

Point No2 emission

land

Kddu

~
Greenspace Satisfaction

C out

No2 emission per point source

Kcr

desired green space needed

~

timeyear
deposition in cbd

volume

fraction reserve

green space needed per person

Width

total area in m2

C in ppb

traffic
land per house

Length

land per house normal

person per car
car
Houseland Adjust

dry deposition

chemical reaction

green space

traffic attractiveness
multiplier

total area in m2
land per industry structure
industry structure

deposition in green

in

~

out

NO2

technology factor

~

C out ppb

Kddg

house land
houses

industry land

normal road increase

acceptalbe car speed

road increase

~

NO2 emission

attract of pol multi

pol index

temp

road

Greenspace adjust time
green space multiplier

Hight

wind velocity

car density
car running speed

green land multiplier
Greenspace factor

s in region

q

~
~

gs change

Kddg
Width

population

land fraction occupied

industry land multiplier

gap

Hight

housing land multiplier

C out
Point No2 emission

Kddu

desired No2 ppb
C out
No2 emission per car

total area in m2
NOxNo2 ratio

green space
timeyear
volume
Kcr

Nox emission

Mobile No2 emission

제 4 장∙국토정책시뮬레이션을 위한 시공간통합 거시적 접근방법론

93

(2) 토지이용변화 예측모형

다음으로 공간적 변화를 예측하는 모형으로 CA(Cellular Automata)와 GIS를 기
반으로 한 공간모형을 개발하였다72). 이 모형은 도시성장예측을 위해서 시기별
도시영역, 경사도, 도로망도, 지역지구 데이터를 기초변수로 활용하며, 동태모형
에서 추정된 예측시점의 공간수요를 목표로 삼아 도시개발이 이루어지는 영역을
예측하는 모형이다. <그림 4-14>은 도시성장모형의 구조를 보여준다.
<그림 4-14>은 도시성장 유형을 구분한 것으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공간적으
로 도시성장이 이루어지는 패턴을 일반화한 것이다. 도시의 성장 유형을 크게 3
가지로 구분하여 외연적 성장(Spillover Expansion), 비지적 성장(Leapfroging
Expansion), 도로유발성장(Radial Expansion) 요소로 삼고 성장모델을 설계하고 알
고리즘을 구현하였다. 성장유형을 모형에 적용하기 위해 사용된 데이터는 시기

<그림 4-14> CA기반 도시성장모형의 구조

토지이용
SD모형
•추계인구
•예측시기의
토지수요 면적

•위성영상
•수치표고모델
•항법용수치지도
•도시개발법
•시기별 도시영역 영상
•경사도 데이터
•도로망 데이터
•지역지구 데이터

도시성장 분석

도시지역(to)

정책개입

•택지개발
•산업단지 건설
•도로건설

성장유형

•외연적성장
•비지적성장
•도로유발성장

도시성장CA모델

분석결과
조정통계량
외부변수로 작용

도시성장 예측

•조정 통계량
•결과 영상

도시지역예측(t+)

•전체정확도
•확대전체정확도
•Kappa지수
•확대Kappa지수
•군집수비교
(4방향, 8방향)
•둘레총량비교
•프랙탈차원비교

72) 이 연구의 공간모형은 정재준(2001)의 ‘수도권의 도시성장 분석 및 예측을 위한 셀룰라 오토마타 모
델링 연구’에서 개발된 알고리즘과 프로그램을 발전시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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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도시영역 영상, 도로망, 경사도, 지역지구데이터, 정책개입자료이다. 시기별
도시영역 영상은 도시성장을 분석하거나 예측할 때 기준시점 데이터로 사용되
면, 시뮬레이션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각종 통계량을 구하는 과정에서 기준
데이터로 사용된다. 경사도는 도시의 성장과 관련하여 자연적인 조건 중에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건설공사가 가능한 경사도의 한계는
15~20%정도이며, 경사도가 높은 지역이 도시로 성장할 확률이 적다. 도로망은
도시의 성장이 도로를 따라 이루어지는 경향이 많다 것을 반영하기 위해 사용된
다. 도시가 성장함으로 인해 도로가 건설되기도 하고, 도로가 건설되어 도시가
성장하기도 한다. 도시와 도로를 원인과 결과로 나누어 접근하기가 곤란하지만
양자는 서로의 영향을 증가시키는 관계에 있다.
지역지구데이터는 여러 종류의 도시개발 관련법에 의해 구분된 지역의 도시영
역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지역지구데이터는 모형에서 지역의 특성에 따라 난수
발생도를 제어하기 위해 사용된다. 국토이용관리법, 농지법, 도시계획법 등에 의
한 토지의 사용 규제를 반영한 것이다.

<그림 4-15> 도시성장유형의 설정
이전단계의 도시

성장가능지역

S :spillover(난수발생)

외연적성장
S
Spillover

R : random(난수발생)
비지적성장
L
Leapfrog

C : center
E : expansion(난수발생)

도로버퍼
도로유발성장
T

M : migration(난수발생)

road-influenced

N : neighborhood(난수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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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뮬레이션 결과

모형의 시뮬레이션은 수도권에 위치한 P시를 대상으로 하였다. P를 선정한 이
2

2

유는 도시계획면적이 87.14Km 로 전체 행정구역 452.2Km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 정도여서 비도시지역으로 도시확산과 같은 도시성장에 대한 시뮬레이션도
가능하고 GIS를 이용하여 공간적으로 배분하기도 용이하였기 때문이다73).
앞에서 제시한 토지이용예측을 위한 SD 모형을 이용하여 P시의 토지이용수요
를 예측한 결과, 인구 68.5만, 주거지역, 41.5Km2, 공업지역 36.4Km2, 상업지역
2

2

4.9Km , 녹지 236Km 가 추산되었다. 환경의 질을 고려한 토지이용수요의 예측
결과를 적용하여 P시의 공간변화를 예측하였다. P시의 위성영상, 수치지도, 경사
도, 지역지구도 등의 공간정보를 구축하여 모형에 필요한 입력 자료를 구축하였
다.
<그림 4-16>는 모형에 사용된 공간정보이다. 시기별 도시영역을 추출하기 위
해서 시기별 위성영상을 최대우도법에 의해 분류하였다. 분류된 영상은 도시, 비
도시, 제외지역으로 재구분하여 시기별 도시영역 자료를 구축하였다. 경사도는
도시성장의 가능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수치표고모형으로
부터 추출하였다. 도로망은 도시성장 중 도로유발 성장을 나타내기 위한 과정에
투입되는 것으로 1:25,000 항법용 수치지도에서 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간
선도로, 시도, 군도를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이 모델에는 현재의 지역지구
데이터가 사용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도시지역이 도시지역으로 변하는 것은 지역의 토지개발에
대한 법률적 여건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CA를 이용한 시공간변화 시뮬레
이션은 도시로 성장할 지역을 선택하는 과정이 난수발생에만 의존하게 되어 있
73) 연구 과정 중 도시개발이 많이 이루어진 지역을 대상로 분석해 봤으나 도시계획면적과 행정구역면
적이 동일하고 가용토지자원이 거의 없어 용도별 토지총량이 산출되기는 하였으나, 현실적으로 도
시성장이 평면적으로 확장될 공간이 없어 모형이 적용되기 어려웠다. 이러한 점은 앞으로 토지이용
모델에서도 고려하여야 할 문제로 도시가 성장초기로 신규도시개발이 왕성한 지역인지, 개발이 많
이 이루어져 오히려 재개발과 같이 재건축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인지를 구분하여 모형을 정립하고
적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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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도시성장의 여건이 고려되도록 제한을 두어야 현실과 부
합되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이 모형은 도시계획법에 근거한 지역지구데이터
를 반영하여, 난수발생확률에 차등을 두어 기존의 CA방법을 보완한 좀 더 현실
적인 도시성장 모델을 적용하였다. 난수의 발생을 현재의 토지이용상태에 따라
가중치를 다르게 주면 도시개발의 방향을 유도할 수 있다.
또한 앞에서 예측된 결과를 가지고 P시에 산업단지 및 택지개발을 시행할 경
우 시가지가 확대되는 변화를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개발지역의 범위를 공간정보
로 구축하여 토지이용변화 분석 모델이 시행될 때 가중치로 적용하였다.

<그림 4-16> 모델에 사용된 공간정보

1990

1985

2000

1995

2003

대상지역 시기별 위성영상

1985

1990

2000

1995

2003

대상지역 시기별 도시영역

경사도

산업입지계획

도로망도

택지개발계획

지역지구데이터

녹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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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7>은 정책시나리오의 3가지 대안을 적용하여 시공간변화를 예측한
결과를 표현한 것이다. 대안 1은 도시의 자연적으로 성장하는 경우, 대안2는 지
역성장 전략에 따라 거점형으로 개발할 경우, 대안3은 분산형으로 개발할 경우로
가정하고, 각 대안으로 택지개발이나 산업단지를 개발할 경우 시가화지역의 확
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시뮬레이션 하였다.
대안 1은 도시의 자연적 성장에 따라 기존 시가지의 주변지역으로 외연적 성
장이 주도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도시의 산발적인 확산이나 난개발
의 형태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예견을 할 수 있다. 대안 2는 수도권 내에 타지역
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거점형으로 개발하는 경우인데, 기존 시가
지 주변이 확대되면서 도시로의 유입력이 높아져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는 장점
이 있으나, 기존 P시가 구상하고 있는 생태녹지계획에 의한 녹지축을 훼손할 수

<그림 4-17> 정책시나리오별 시공간변화 예측

1안: 자연발생적 도시성장 유도

2안: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거점형 개발

정책대안을 반영한 가중치 적용

목표년도(2030) 시뮬레이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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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안: 생태환경과 조화로운 분산형 개발

있는 가능성이 있다. 제3안은 녹지축을 보존하면서 기성시가지의 잠재력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분산적인 성장이 가능한 것으로 기대된다. 공간계획가 또는 공간
의사결정자는 3가지 대안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의 시사점을 활용하여 정책 수
립시에 참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4) 거시모형 적용결과의 시사점

거시적 접근에서 SD와 GIS기법을 약결합하여 <표 4-2>와 같이 몇 가지 시사
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SD에 기반한 동태모형을 도입함으로써 국토를 유기적
시스템으로 접근하였기 때문에 시스템내의 순환적 인과관계에 의해 토지의 수요
를 예측함으로 동태적이고 가변적일 수 있는 수요를 반영할 수 있다. 또한 정책
시행 후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국토시스템의 각 부문이 동태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시뮬레이션 가능하다. 반면, GIS를 도입함으로 정책에 의한 총량적 변
화가 행정구역의 한계를 벗어나 구체적으로 작은 공간단위에 어떻게 투영되는지
그 변화를 구체적으로 조망해 볼 수 있다. 궁극적으로 공간정책시행에 따른 파
급효과가 공간상에 어떻게 투영되는지를 실험하여, 해당지역의 미래상을 사전에
견주어 볼 수 있다.

<표 4-2> 거시모형에서 SD와 GIS연계 결과
결과

SD도입의
효과

설 명
해당 도시의 인구, 산업, 토지, 교통, 환경의
유기적 시스템의
순환적 인과관계를 반영한 토지수요 예측이
순환적 인과관계를 반영
가능하다
시간적 동태성 반영

GIS도입의
효과

정책시행 후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국토시스템의
각 부문이 동태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시뮬레이션 가능하다

동태모형에서 예측된 토지수요에 대한
총량적 변화가 공간에
총량값이 행정구역에 관계없이 공간에 어떻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투영
투영되는지를 분석할 수 있다
공간변화 예측

공간정책시행에 따른 파급 효과가 공간상에
어떻게 투영되는지를 실험하여, 해당지역의
미래상을 사전에 조망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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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시뮬레이션을 위한
시공간통합 미시적 접근방법론

이 장에서는 국토정책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한 시공간통합 미시적 접근방법론을 정립
하였다. 국토정책 미시모형은 소지역의 토지이용변화를 시뮬레이션하기 위한 것으로,
적용대상이 자치구 또는 생활권 같이 공간범위가 좁다. 특정 지역에 토지이용규제가
변경되거나 새로운 도시시설물이 개발되는 등 공간정책이 시행되면 향후 공간의 구조
가 어떻게 변모할 것인가를 실험하는 모형이다. 따라서 좁은 지역의 시공간 변화를
예측하는 모형은 그 공간분석 단위의 크기도 작아져야 미시적인 변화를 예측할 수 있
다. 미시모형에서는 행정구역단위 보다 작은 공간단위로는 분석되어야 미시적인 공간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경제․사회적 변수는 행정경계단위로 수집되기
때문에 모형에 필요한 공간변수를 생성 또는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사항이 된다. 작은
공간단위에서 시공간적 변화 메카니즘을 반영하고 공간단위별로 정보를 분석하기 위
해서 SD와 GIS를 강결합 구조에 의한 미시모형을 개발하는 것이 적합하다.

1. 국토정책시뮬레이션을 위한 시공간통합 미시적 접근
1) 국토정책시뮬레이션을 위한 미시모형의 개념적 틀

국토정책의 자치구 또는 생활권 같이 좁은 공간범위 내에서 적용되는 경우, 해
당 지역에 대한 공간정책이 적용되면 향후 공간의 구조가 어떻게 변모할 것인가
를 실험할 때는 미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미시모형은 공간변화를 예측하는 토
지이용모형이 중심이 되며 공간개발을 결정하는 주체들의 행태와 상호작용 메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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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국토정책시뮬레이션을 위한 미시모형의 개념적 틀

정책 시나리오
인구분포

사업체분포

토지이용도

지가분포도
SD
모튤
+
GIS
모듈

•지구변경
•개발밀도

교통접근성

도시상태 (tn+)

•규제변경
•시설입지

정책

녹지분포도

밀도
변화

정책

건물노후도

시간흐름
토지용도변화
도시상태 (to)

도시상태 (t+)

니즘을 분석하는 모형으로 구성된다. <그림 5-1>은 국토정책 미시모형의 개념적
틀을 나타낸 것으로, 도시의 상태에 영향을 주는 각 요소들을 GIS 분석모듈과
SD모듈로 구성된다. 현재의 도시상태(to)는 지역의 인구규모, 산업구조에 의해 공
간의 규모가 결정되고, 통행패턴, 교통접근성, 지가, 근린환경 등의 요소가 토지
이용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t+시점의 도시의 상태는 그동안에 시행된 여러 정책의 영향에 따라 변모하게
되는데, 공간의 변화를 가져오는 과정이 접근성과 같은 입지적 인과관계에 의한
메카니즘을 가질 경우는 SD모듈을 포함하게 된다.

2) 시공간통합 국토정책시뮬레이션 미시모형 개발 방법론

미시모형 개발을 위한 SD와 GIS의 연계방법은 강한 결합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림 5-2>는 미시모형에서 시공간통합을 위해 SD와 GIS가 어떻게
통합되어 사용되는지를 나타낸 것이다. 공간의 토지이용변화가 나타나는 과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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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SD와 GIS의 강결합에 의한 미시모형 개발

통계 및 분석
데이터
(t-, to)

공간단위 분해

공간
데이터베이스
(t-, to)

공간연산

공급
분석

수요
분석
SD
모듈

GIS
모듈
공간분석

SD모듈과 GIS모듈의 결합

Var.1
Var.2
Var.3
:
:
Var.n

정책 시나리오

국토정책

토지이용
(to)

토지이용
(t+)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각 부분간의 인과관계를 가지는 부분은 SD모듈에 의해 분석
되어진다. 예를 들면 특정지역의 인구의 변화나 주택환경은 주택보급율의 변화,
접근성의 변화, 지역지구제의 변화 등 을 SD모듈에 의해서 분석하면 미시적 토
지이용의 동태적 변화를 잘 반영할 수 있다.
또한 미시모형에서는 필지단위 또는 블록단위와 같이 행정구역보다 작은 공간
분석단위로 분석될 필요가 있다. 경우에 따라 수미터 이상의 격자포맷으로 공간
분석 단위를 취할 수 도 있다. 미시모형에서는 공간분석단위의 크기가 작아지기
기 때문에 모형에 투입되는 변수의 범위가 한정적이다. 때문에 공식적으로 제공
되는 통계정보들을 작은 공간단위로 세분화해야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만약 공
간정보를 직접 조사해야 하는 경우라면 세분화된 공간단위로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공간정보의 세분화를 위해 GIS의 공간분석 중 다양한 연산기법을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읍·면·동 단위의 인구규모를 블록 또는 셀단위로 세분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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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건물의 분포도와 세대수 정보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분해할 수 있는데, 분해과
정에서의 오차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간구해야 한다.

2. 시공간통합 국토정책시뮬레이션 미시모형의 구성
1) 공간의사결정 주체별 의사결정 요소

국토공간은 다양한 공간의사결정에 의해 공간구조가 형성된다. 개발의 과밀과
과소, 교통의 불편이나 혼잡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정한 공간정책을 시
행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표 5-1>과 같이 공간을 둘러싼 다양한 의사결정 요소
에 의해 이루어진다. 공간의 변화를 가져오는 의사결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시장경제의 메커니즘 속에서 활동하고 의사결정하는 가구, 노동자,

<표 5-1> 공간의사결정 주체별 의사결정 요소
공간의사결정자
가구
시장
의사
결정

노동자
기업

(내생적)
개발업자

선택행위
주거이동, 주거입지, 주택유형, 주택가격, 점유형태, 자동차소유
노동참여, 작업변화, 작업형태(완전/부분고용), 직업수,
고용자선택, 임금, 통근수단, 통근상태
고용자수, 공간유형(오피스, 상업 등), 임금지출, 점유형태,
임차/구매비용
신개발, 재개발, 토지이용, 밀도, 토지구매, 기반시설투자
토지이용계획, 개발영향부담금, 기반시설(교통, 상하수도), 세율,

지방정부
공공
정책

세금감면/인센티브, 조닝, 도시설계, 문화시설(공원),
공공서비스(치안, 소방)

교통부

교통기반시설, 서비스 수준, 대중교통요금

결정
(외생적)

금융기관
기타 정부

주택저당대출, 개발비용대출, 이자율
토지이용․교통․환경규제, 부담금, 기반시설(고속도로, 철도,
항만, 공항) 건설

출처: Urban Simulation(2000). 조경훈. 2004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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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개발업자(내생적 의사결정자)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중앙 및 지방정부,
공공기관(외생적 의사결정자)이 있다. 국토공간은 이 행위주체들의 행태와 정부
정책간의 상호작용의 틀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이러한 맥락에서 국토공간변화를
이해하여야 효과적으로 국토공간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다74).
이와 같이 국토공간을 이용하고 국토정책을 결정하는 주체들 사이의 상호작용
에서 나타난 행태가 결과적으로 만들어낸 모습이 토지이용의 변화로 남는다.

2) 시공간통합 국토정책 미시모형의 구성요소

국토공간은 결국 시장의 의사결정과 공공의 정책 결정에 의해 모습이 만들어
진다. 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한 주체들의 상호작용이 토지이용의 형태로 남게
된다. <그림 5-3>은 국토정책 미시모형을 공간을 둘러싼 행위주체와 요인들의 관
계로 구성한 것이다. 토지이용의 형태는 공간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관계 속에서
거주인구와 산업체 고용자에게 요구되는 점유공간이 만들어지고, 이를 지지하는
각종 기반시설물과 국토정책에 의해 형성된다.
수요측면에서는 인구 및 가구의 특성과 산업구조에 따라 발생하는 건축물 수
요에 따라 개발자는 주택과 사업체를 건설하게 된다. 중앙 및 지방정부는 국토공
간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지원하고 적정한 정책을 수립하여 건설수요에 부응하는
공급환경을 마련한다. 도시의 토지이용패턴을 조직하는 것은 공간의사결정 주체
들의 행태에 따라 공간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토지이용패턴이 결정
되는 것이다. 따라서 공간에 대한 규제의 변경이나 시설물의 건설 등 미시적 차
원에서 적용되는 정책들은 작은 공간단위의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공간단위간
의 역동적변화를 분석하기위해서는 SD분석모듈이 필요하게 된다. 이 때 각 공간

74) 2004. 조경훈. 경제학적 관점에서 토지개발주체의 목표를 이윤극대화라고 가정한다면, 이윤극대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토지개발 주체가 결정해야 하는 문제는 비도시적 용도의 토지(농지나 산림)를 언제
도시적 용도로 개발할 것인가이다. 또한 정부는 지역지구제 등을 통해 개발행위를 직접적으로 규제
하는 방식, 조세를 통한 간접적 규제방식, 공영개발 등을 통해 개발을 직접적으로 유도하는 방식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 토지개발의 문제에 개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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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시공간통합 국토정책 미시모형의 구성요소
개발주체
수요측면 (SD모듈)

인구 및 가구
인구규모
인구구조
소득 등

건설
건물
거주
인과관계

도로 및
교통시설 등

건설

산업
입주
인과관계

사업체수
고용자수

점유

공급측면(GIS모듈)

기반시설

유형, 용도
규모, 건축년도

토지이용
서비스
위치, 용도, 지가
경사, 표고, 접근성

중앙및지방정부

국토정책
규제

국토이용계획
개발규제 등

정책수립

단위마다 필요한 공간변수를 구축하거나 연산하는 데는 GIS분석모듈의 역할이
크게 된다. 미시모형을 구성하고 자료를 수집하여 실제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서
는 가용한 공간변수가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데이터의 재가공을 통한 공간변
수의 변환작업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의 정확도나 신뢰도가 확보되어
야 한다.

3) 시공간통합 국토정책 미시모형의 구조

국토정책 미시모형은 해당지역의 거주인구와 산업체 고용자가 활동하는데 필
요한 점유공간과, 이를 지지하는 각종 기반시설물과 국토정책에 의해 토지이용
이 변화한다는 틀에서 접근된다. 토지이용변화를 예측하는 미시모형은 <그림
5-4>와 같이 크게 수요부분과 공급부분, 분석부분으로 구분하여 접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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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시공간변화 예측 모형의 구조

수요부문

공급부문

SD모듈

GIS모듈

분석모형
토지용도
변화모형

공간계획

인구‧가구

주거용

입지계획
도로건설

국토정책
Overlays

점유공간

분석Map(to)

(건물 또는 필지)

(vector 또는 raster)

접근성
모형
지가분석
모형

교통
모형
기타분석
모형

인구이동
모형
환경분석
모형

공간분석
비주거용

분석환경
Overlays

시뮬레이션
공간변화(t+)

기반시설

사업체‧종사자

토지이용
도시계획
지형

Visualization

수요부분은 공간을 점유하는 주체에 따라 구분하여 거주용과 비거주용으로 구
분이 가능하다. 공급부분은 도시기반시설, 토지이용현황, 도시계획현황, 지형 등
각종 공간분석환경과 국토정책에 의해 공급량과 방향이 결정된다. 이러한 조건
에 따라 문제의 특성에 맞도록 하부모형들이 개발되어 시뮬레이션 과정을 진행
한다.
공간변화패턴을 분석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다. 토지가 특정
용도로 이용될 가능성은 토지의 입지적 잠재력과 외부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
는다. 이를 모형화하여 시뮬레이션 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방법 중의 하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현재의 토지이용상태가 어떻게 변화․확
산될 것인지에 대한 확률선택모형(probability choice model)이 있다. 확률선택모형
중 선택 가능한 대안이 A와 B 두 가지만 있는 경우, 이항로짓모형(binary logit
model)을 사용하며, 선택 가능한 대안의 수가 다수인 경우에는 다항로짓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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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nomial logit model)을 사용한다. 그 외에도 공간의 변화를 예측하는 방법에
는 마코브 체인(Markov chain), 셀룰라 오토마타 등 시공간예측모형들이 적용될
수 있다.

3. 시공간통합 미시적 접근방법론의 적용
1) 주거지개발정책 시나리오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 등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
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고자 할 때 주거환경상태를 조사․분
석하여 주택재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게 된다. 다음에서는 이 연구를 통해

<그림 5-5> 주거지개발정책 시나리오

공간개발정책
수립
지역 내에서 15년 후
주거환경악화로 재개발이
필요한 우선지역은 어디인가?

주택노후화와 접근성 향상에
따른 개발밀도 조정이
필요한 지역은 어디인가?

개발밀도
개발밀도 상향
상향 어디?
어디?
주택재개발
주택재개발 어디?
어디?
인구
규모

인구
규모
주택
환경

인접지
특성

주택
환경

인접지
특성

인구유입증가(t+)
교통
접근성

토지
이용

주거환경상태
주거환경상태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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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노후화 (t+)
접근성 향상 (t+)

교통
접근성

토지
이용

주거환경상태
주거환경상태 (t
(t++))

정립한 시공간통합 미시모형을 적용하여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개발밀도관리 정
책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자치구와 같은 작은 규모의 공간범위 내에서 주거환경이 어떻
게 변화될 것이라는 분석을 토대로 주거지개발 정책 시뮬레이션 모형을 개발하
는 과정을 설명하였다.
<그림 5-5>는 주거지개발정책 시나리오로 자치구 내에서 15년 후 주거환경이
악화되어 주택지역 재개발이 필요한 우선지역은 어디인가? 또한 주택 노후화와
접근성 향상에 따라 개발밀도 조정이 필요한 지역은 어디인가를 결정하기 위하
여 시간이 흐름에 따라 주거환경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또한 교통 접근성은 어떻
게 향상되었는지를 모두 분석하는 방법론을 중심으로 하여 거설적으로 설정한
정책시뮬레이션 방법을 제시하였다.

2) 주거환경 변화예측 모형75)

특정지역의 주거환경이 장래에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예측하는 모형은 인구
와 주택, 교통간의 상호관계로 구성된 SD의 인과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주거환경
변화 예측 모형을 구성하였다. 모형은 크게 세부분 인구모형, 주택모형, 교통 접
근 모형으로 구성된다. 각각의 모형들은 내부적으로 피드백 과정을 거치면서 시
계열적으로 변화하고 외부적으로는 상호 관련 된 각각의 변수들이 연동되어 시
스템을 활성화 시킨다.
<그림 5-6-(가)>는 인구부분의 인과지도로써 인구는 자연 증가(출생, 사망)와
사회적 증가(전입, 전출)로 구성되고 주택과 교통 접근도에 따른 매력도는 다시
전입인구를 유발하고 인구수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인구수는 다시 주택
수 대비 세대수 비율로 관련하여 주택에 매력도로를 조정하는 과정을 거처 전체

75) 주거환경 변화예측 모형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이희연 교수와 건국대학교 지리학석사과정 심재
헌이 협동으로 참여하였다. 이 연구에서 정립된 미시적 방법론을 적용하는 경우 공간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결과들을 어떻게 추출할 수 있는지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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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주거환경 변화예측 모형의 인과지도
(가) 인구부문

(나) 주택부문

(다) 교통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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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순환 모델을 만든다.
<그림 5-6-(나)>는 주택과 관련한 인과지도로써 주택수는 주택 건설비율과 주
택 철거율에 의해 결정된다. 그리고 주택수는 인구와 관련하여 주택수 대비 세대
수 비율을 변화시킨다. 주택수가 세대수에 비하여 부족하다면 주택 건설 수요를
발생하고, 이는 다시 주택 건설 비율을 증가시켜 주택수를 증가시키게 된다. 주
택수는 다시 주택지 점유율을 증가시켜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부지를 감소시키
고 이것은 주택수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개발밀도와 관련해서는 용적률과
건폐율은 서로 상호작용하며 주택 부지와 주택 면적을 변화시키며 주택수에 관
련된다.
교통 부분은 접근도와 관련하여 인구 전입의 매력도를 유발시키는데 <그림
5-6-(다)>에서 보는 것과 같다. 새로운 도로를 건설하거나 지하철을 건설함으로
교통 접근도는 높아지고, 이는 이동 비용을 감소시켜 다시 접근도를 높여주는 역
할을 한다. 높아진 접근도는 인구 전입을 촉진시키고 늘어난 인구는 주택수를 변
화시키게 되므로 전체적인 시스템은 서로 순환 관계를 가지고 작동하게 된다.

3) 공간분석단위 구축과 모형 개발

(1) 공간분석단위 구축

주거지개발 정책 시뮬레이션 모형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변수들은
동단위보다 아주 작게 세분화된 블록을 분석의 기초단위로 하여야 한다. 이 연구
는 <그림 5-7>과 같은 과정으로 공간분석단위를 구축하였다.76)
문헌 및 각종 공부조사와 직접 답사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건축물 관리
대장으로부터 지번, 대지면적, 연면적, 지구, 구역, 건축면적, 주용도, 지상층수,
건폐율, 용적률, 높이, 부속건축물 등의 자료를 얻었으며, 무허가 건축물은 무허
76) 모형에 필요한 소지역단위의 공간변수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발간한 “서울시 일반주거지 세분
화 매뉴얼”을 참고하여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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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조사 및 기초 Database 작업 단계 흐름도

가 관리 대장을 참고하였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부터 지번, 도시계획사항(용
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도시개발사업, 구역), 군사시설, 농지, 산림, 자
연공원, 문화재 등의 항목을 습득하였다. 그리고 토지대장으로부터 지목, 면적,
용도지역, 용도지구, 토지이용상황, 도로조건, 편익시설, 공시지가 등의 항목을
얻어 사례지역 전반에 걸친 공간 자료를 수집 하였다.
기초도면은 위에서 언급한 과정과 병행하여 수치지형도 및 수치 지적도를 통
해 작업하였다. 연구의 기본 공간 단위인 블록을 구축하기 위하여 일반주거지 세
분화 방법에 따라 행정구역, 지형, 기정 도시계획사항, 기존 도시계획시설 등을
고려하여 6m이상의 도로를 경계로 블록을 설정하였다. 이 외에도 블록단위 설정
기준은 도시계획사항에 의한 구분, 도시계획사업 구역에 의한 경계, 대규모 시설
에 의한 경계, 지형․지물에 의한 경계, 주택유형에 의한 구분, 기타 사항으로 나
누어 구분하였다. 이렇게 구분된 블록은 <그림 5-8>와 같은 모양으로 사례지역을
구분하였다. 분석단위가 블록별로 설정되면 각각의 블록에 각종 공부 및 현장 조
사 자료를 합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각각의 블록 안에는 여러 데이터들이 혼
재 되어 있으므로 각각 카테고리별 특성에 맞추어 데이터들의 평균을 구하거나
합하는 과정을 거쳐 블록별 데이터를 입력한다.
예를 들면, 거주지 면적은 건축물 관리대장의 목록 중에 주거용을 분리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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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분석단위 설정 예시와 변수계산식

∙주거율 산정 = (블록내 건축물들의 주거용도 총면적 / 블록내 건축물의 총연면적) × 100
∙용적률분포의 산정방법 = (블록내 용적률분포별 건축물수 / 블록내 총건축물수) × 100
∙층수분포의 산정방법 = (블록내 층수분포별 건축물수 / 블록내 총건축물수) × 100
∙도로폭 = 인접도록의 도로 폭. 단, 두면 이상이 도로에 인접해 있을 경우 폭원이 가장
큰 도로폭으로 입력

주거용 건축물의 면적과 총 건축물 면적을 블록별로 합산하는 과정을 거쳐 블록
별로 데이터를 구축한다. 카테고리별 및 계산 과정에서는 각 대장의 데이터를 기
반으로 하여 <그림 5-8>과 같은 식을 이용 데이터베이스에 계산하여 입력한다.
인구․주택 자료의 최소단위가 행정동까지 나오기 때문에 블록별 자료를 입력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아래와 같은 식을 통하여 각 블록별 인구 및 주택수
를 입력하였다. 각각의 거주면적은 건축물의 개수, 층수, 사용용도를 고려하여 계
산되고, 각 동별 인구 및 주택수를 총 거주연면적으로 나누어 분배하였다. 하지
만 이 식을 통해서는 실제 구분된 블록에 거주하는 인구나 주택수가 정확하게
입력되지 못하기 때문에 수작업을 통해 수정 보완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 블록별
인구 및 주택수를 산출하였다.
교통 접근도는 주요 간선 도로를 통해 지하철로 접근하는데 있어 최소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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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여 계산하여 가까운 지하철역으로 분배하는 Location Allocation 과정을 수
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각 블록이 가장 근접한 지하철역까지 동일한 교통수단
을 이용했을 때 걸리는 비용을 계산하여 지하철역까지의 접근도를 산출 하였다.
본 연구는 일반주거지역의 개발밀도와 관련하여 인구 및 주택의 변화를 살펴보
기 때문에 일반주거 세분화 중 지구단위 분류 하위 차원에서 개발밀도, 즉 용적
률과 층수에 의한 세분화 작업을 시행하였다. 사례지역의 일반 주거지역은 4층
이하, 총건물의 90%가 용적률 150%이하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총건물의 90%
이상이 7층 이하인 제2종 7층 이하 일반주거지역, 총건물의 90%이상이 12층 이
하인 제2종 12층 이하 일반주거지역, 13층 이상인 건물이 90% 이상인 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SD의 인과지도를 가지고 인구와 주택, 교통간의 상호관계를
파악하고 프로그래밍 하였다. 기존의 SD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공간데이터베
이스 기반인 GIS와의 연결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인과지도를 토대로
각 변수들의 연산과정이 직접 GIS에서 수행되도록 프로그래밍 하였다. 이는 각
각의 변수를 컨트롤 할 수 있고 원하는 시나리오에 적합하도록 모델을 구축한
뒤에 시스템에서 구현 할 수 있어 개발자에게 개방성을 제공한다. 일반주거지역
의 개발과 관련하여 본 연구는 인구모형, 주택모형, 교통 접근 모형을 설계하였
다. 각각의 모형들은 내부적으로 피드백 과정을 거치면서 시계열적으로 변화하
고 외부적으로 상호 관련 된 각각의 변수들이 연동되어 서로의 동태적인 시스템
을 활성화 시킨다.

(2) 모형개발

일반주거지역 개발밀도 관리를 위한 모형은 그림 <5-9>와 같은 다이어그램을
기초로 개발되었다. SD모델들은 프로그래밍 언어로 개발하였으며, GIS데이터와
연계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모형의 개발은 VB.net이라는 프로그래
밍 언어를 사용하여 각각의 모듈을 구성하고 ESRI의 ArcEngine을 사용하여 공간
데이터베이스 및 속성 자료에 접근하고 분석하였다. 이는 공간데이터베이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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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 주거환경예측모형의 시스템 다이어그램

주로 .shp 파일로 이루어져 있고 네트워크 분석을 용이 하게 하는 GeoDatabase로
의 변환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ArcEngine을 사용하였다.
이 모형에서 사용되는 매력도와 주택건설여유비율, 건설 반영계수, 주택건설
수요는 보간법의 일종인 선형 보간77)을 구현하여 선험적으로 연구된 그래프에서
77) 선형보간법은 아래 식과 같이 변수 x의 함수 f(x)의 모양을 알 수 없으나 어떤 간격(등간격 혹은 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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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도 및 변수값을 계산해낸다. 본 연구에서는 각각 모델과 변수의 함수표를 만
들어 매력도 및 각종 계수를 산정해 내었다. 교통 매력도는Location-Allocation(L/A)
모델을 활용하였다. 기존의 L/A모델은 ArcGIS workstation 같은 프로그램에서만
한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는데 ArcObject를 이용하여 직접 설계, 코딩하여 분석
하였다. 출생률, 사망률, 전입률, 전출률, 주택 건설률 등과 같이 시간에 따라 변
화하며 경향성을 가진 변수들은 최근 5년간의 자료를 가지고 선형회귀식을 프로
그램화 하였다. 선형회귀식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데이터를 배열로 불러와 기
억공간에 담은 뒤에 소거법에 의하여 일차방정식을 구한다. 이를 통해 차후년도
의 경향과 변수값을 결정하게 된다. 모델이 각 클래스별로 프로그램화 되면 이를
통합하는 전체 모듈을 디자인하고 구현하는 과정을 거쳐 모형을 구축하였다.
4) 주택환경 변화 시뮬레이션 결과

일반주거지의 개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몇 가지 시나리오를 작성한 뒤 장래
에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를 살펴보았다. 모형의 적용은 사례지역을 대상으로
하였다. 2004년 사례지역 통계연보에 따르면 인구 및 주택은 <그림 5-10>과 같
이 분포하고 있다.
사례지역을 대상으로 일반주거지역이 2020년까지 개발밀도 및 주택건설을 위
한 정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였다. <그림 5-11>은 장래 인구와 주
택변화를 시뮬레이션 한 결과이다. 장래인구는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예측하였으
며 이를 토대로 2020년에 나타나는 주택수를 계산하였다. Base Run에서는 다른
정책 변수들의 조작 없이 현재 상태를 유지한다는 가정아래에서 계산된다. 각 블
록별로 입력된 주택과 인구수는 모델을 통해 2020년까지 반복적으로 연산되어
예측치를 도출하였다.
간격)을 가지는 2개 이상의 변수 값 xi (i=1,2,…,n)에 대한 함수값 f(xi )가 알려져 있을 경우 그 사이의
임의의 x에 대한 함수값을 추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주로 실험이나 관측에 의하여 얻은 관측값
으로부터 관측하지 않은 점에서의 값을 추정하는 경우나 로그표 등의 함수표에서 표에 없는 함수값을
구하는 등의 경우에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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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0> G구의 인구․주택 현황 및 주택의 분포와 지형

<그림 5-11> G구의 주택환경변화 시뮬레이션

(1) 2020년까지 인구 변화 강도

(2) 2020년까지 주택 변화 강도

(3) 2005년 주택수 대비 세대수

(4) 2020년 주택수 대비 세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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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 Run의 결과 중에 인구는 2020년까지 A동의 제2종 7층 이하 일반주거지
역과 B동의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을 보였고 주택은 인
구 증가와 더불어 주택수도 늘어나고 제3종 후보지인 곳들에서 두드러진 성장을
보였다. 주택의 과부족 상황을 볼 수 있는 주택수 대비 세대수 비율은 초기에는
동 단위로 높게 나타고 있지만 2020년에는 특정 블록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20년에 주택이 세대 수에 비하여 1:3 이상인 지역은 181개 블록, 현재 G구
면적의 12.2%에 해당하는 13.897㎢, 총인구의 약36%, 2020년에는 총인구의
41.7%를 차지하는 A동, B동, C동 일대에서 주로 나타난다. 현재 해당 블록들의
평균 거주 비율은 84.57%로 대부분이 주거지로 활용되고 있고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들이다. 개발밀도로 주거지역을 세분화 했을 때 주로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주택부족현상이 심화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12>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주제도로 표현한 것이다. 주택 부족이 심화
되어 주거지 재개발이 우선 진행되어야 할 지역 중 (가)지역은 주택의 노후화가
많이 될 것으로 예측되는 지역을 추출한 것이다. SD모듈을 이용하여 각 블록의
주택 노후화를 예측한 자료가 반영되어 있다. (나) 지역은 향후 교통접근성이 계

<그림 5-12> 주거지 재개발 우선지역 도출
(가) 노후 주택 재개발 우선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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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접근성이 높은 개발밀도 조정지역

더욱 향상될 지역을 예측하여 잠정적인 개발이익을 예상하여 개발밀도를 향상해
야 할 필요가 있는 재개발지역을 도출한 결과이다.

5) 미시모형 적용결과의 시사점

미시적 접근에서 SD와 GIS를 연계하여 도입함으로 <표 5-2>와 같이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국토정책을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 SD에 기반한 동태
모형을 도입함으로 해당지역의 인구, 주택, 교통접근성 등 시스템의 순환적 인과
관계를 반영한 단위지역별 공간변수의 예측이 가능하다. 또한 공간에 대한 정태
적 변수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는지 동태적 특성을 반영한 변수로
환산하여 적용할 수 있다.
한편, GIS를 도입함으로 공간단위에서 나타나는 변화양상을 구체적으로 예측
할 수 있어 행정구역경계에 제한 없이 실제 정책수립의 대상이 되는 지역범위를
찾아내거나 정책의 적용지역을 제한할 수 있다. 또한 공간변수의 변화에 대한 예
측값으로 정책수립에 필요한 다양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표 5-2> 미시모형에서 SD와 GIS연계 결과
결과

SD도입의
효과

설 명

해당지역의 인구, 주택, 교통접근성 등
유기적 시스템의
시스템의 순환적 인과관계를 반영한
순환적 인과관계를 반영
단위지역별 공간변수의 예측이 가능하다
시간적 동태성 반영

GIS도입의
효과

공간의 정태적 변수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동태적 변수로 환산하여 적용할 수 있다.

공간단위에서 나타나는 변화양상을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 있어 행정구역경계에
지역내 공간단위의 변화
제한 없이 실제 정책수립의 대상이 되는
를 구체적으로 투영
지역범위를 찾아내거나 정책의 적용지역을
제한할 수 있다.
공간변수의 변화에 대한 예측값으로
정책수립을 위한 소지역
정책수립에 필요한 다양한 근거자료로 활용할
단위의 예측 자료 제공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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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는 시공간통합 국토정책시뮬레이션모형 개발 연구에 대한 결론을 제시하였
다. 국토정책시뮬레이션모형 개발방법론의 적용 효과, 연구의 특징 및 한계점, 향후
연구과제를 제시하였다. 연구를 통해 정립된 시공간통합 국토정책시뮬레이션 모형 개
발방법론은 국토문제에 대한 시스템적 이해와 해석, 정책에 대한 파급효과와 미래의
공간변화를 예측하는데 적용될 수 있다. 국토정책시뮬레이션하는 모형은 정책의 목표
와 적용범위에 따라 거시적으로 또는 미시적으로 접근방법을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한편으로는 어떤 모형이든 그것이 실제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문제의 특성에 맞게 보
완되고 피드백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토정책의 사안에 따라 유연하게 사용
가능하도록 컴포넌트식의 모형집합을 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향후에는 국토정책
의 특성에 맞는 모형의 설계와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1,2차 연구를 통해
개발되는 모형이 국토정책의사결정도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모형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1. 연구의 기대효과
국가가 수립한 정책에 따라 구상된 공간계획과 각종 개발사업들은 국토를 보
다 살기 좋은 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다. 그러나 현재 계획한 정책에 대
한 파급효과를 사전에 예견하지 않아 시행착오를 겪게 된다면, 이는 또 다른 형
태의 국토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따라서 국토정책사업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과
예상되는 파급효과, 그 결과로 나타나는 공간구조의 변화 등을 과학적으로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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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국토정책시뮬레이션 모형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번 1차년도 연구는 국토정책을 시공간통합 관점에서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접근방법론을 정립하였다. 모형개발에 필요한 연구 대상
의 정의, 국토정책이 적용되는 공간범위와 분석단위의 크기, 사용되는 변수의 특
성에 따라 시공간통합 방법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국토 정책을
시뮬레이션 하는 방법은 크게 거시모형과 미시모형으로 구분하여 모형의 개념적
틀을 정립하였고 사례연구를 통해 모형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제시하였
다.
거시모형은 국토정책 시행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 및 전반적인 국토의 변모
를 시뮬레이션 한다. 따라서 공간분석단위가 광역시‧도, 또는 시·군·구 단위 같이
분석의 단위가 커지게 되며, 대부분 행정구역 단위로 집계되는 다양한 통계자료
와 분석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거시모형은 시스템다이나믹스기법을 이용하여
국토를 구성하는 각 하부부문의 동태적 변화를 시뮬레이션 하게 되고, 토지이용
의 변화도 하부부문의 일부로 보고 GIS를 이용하여 공간의 변화를 예측하게 된
다.
미시모형은 소규모지역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공간정책에 따른 공간자체의 변
화를 시뮬레이션 하는 것이 주안점이 된다. 따라서 공간분석단위가 필지나 격자
또는 블록단위 같이 행정구역보다 작아질 수 있다. 때문에 작은 공간단위로 데이
터를 변환하거나 구축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GIS가 적극적으로 활용된
다. 작은 공간단위의 토지이용의 변화를 분석하는 방법이 다양한데, 이 연구에서
는 공간단위간의 변화 메커니즘을 시스템다이나믹스를 이용한 모듈로 개발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연구를 통해 산출된 모형개발방법을 토대로 2차 년도 연구는 모형을 설계하고,
자료를 구축하여 모형을 실용화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계량모형에 의
존하여 경제․사회․환경 등 비공간적 측면에서 시뮬레이션 하였으나, 이 연구
에서 개발된 모형은 국토정책의 동태성과 복잡성, 공간과의 연계성 등을 통합하
여 예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기존에 적용되었던 계량분석 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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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적이고 단편적인 시뮬레이션 방법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 개발한 모형은 국토시스템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역동적으로 변
화하는 시스템으로 정의하고, 정책시행에 대한 동태적 변화를 실험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 있다. 시스템적 사고로 국토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국토를 둘러싼 현상
간의 인과관계를 이해하기에 용이한 틀을 제공한다. 인간, 토지, 시설 등의 요소
들이 국토공간상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를
일으키는 메커니즘은 국토정책을 수립하는 결정자의 지적 사고에 좋은 틀을 제
시한다.
또한 시공간통합 국토시뮬레이션 모형은 국토정책에 의해 특정 사업이 진행되
거나 제도가 적용된다면 미래시점에 국토의 모습이 어떻게 변모할 것인가를 미
리 들여다 볼 수 있는 거울과 같은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국토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의사결정자는 당면한 과제에 맞는 시뮬레이션 모형을 적용하
여 계획을 지원하거나 의사결정을 내리는 도구로 사용함으로 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보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국토정책의 수립과 시행에도 과학적인 방법론과 정
확한 정보의 제공이 요구되고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정립된 국토정책시뮬레이션
모형 개발방법론을 적용하면, 정책수행 후 국토를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한 양질
의 예측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정책파급효과의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현
실성이 높은 국토정책의 수립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특징과 한계
1) 연구의 특징

이 연구는 시공간통합 국토시뮬레이션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2차 년도에 걸친
다년도 과제로 1차년도(2005)에는 시공간통합 국토정책시뮬레이션모형 개발을
위한 방법론을 정립하였다. 2차년도(2006)에는 국토정책시뮬레이션모형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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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활용성을 평가한다.
이 연구는 첫째, 정책실험을 위한 시스템다이나믹스 접근방법과 공간변화예측
을 위한 GIS기반 공간분석방법의 이론을 검토하고, 시공간통합모형의 개발을 위
한 방법론을 정립하였다. 시뮬레이션 대상과 목적에 따라 방법론의 적용방식도
달라진다. 이 연구에서는 국토정책에 의한 파급효과 측정대상과 적용지역의 범
위, 공간분석단위의 크기, 사용되는 변수 등에 따라 SD와 GIS를 결합하는 정도가
달라진다고 판단하고, 이를 SD와 GIS의 약결합과 강결합으로 구분하여 특징을
제시하였다.
둘째, 국토정책의 대상에 따라 거시모형과 미시모형을 구분하고 모형별로 개
념모형을 정립하여 모형의 틀을 제시하였다. 거시모형은 국토정책의 시행에 의
한 국토 또는 지역의 전반적인 파급효과를 측정하는 것이 주목적이 되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대상 지역이 넓고, 공간분석단위도 커진다. 분석에는 주로 행정구역
단위로 집계된 통계변수나 사회경제적 지표들이 사용되고, SD와 GIS의 약결합
방법에 의해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게 된다. 미시모형은 정책시행에 따른 한정된
지역 내에서 토지이용에 대한 파급효과 또는 토지이용변화 패턴을 시뮬레이션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때문에 시뮬레이션 대상지역이 좁고, 공간분석단위로
작아진다. 분석에 필요한 소단위지역의 통계변수나 지표들을 얻기가 어렵기 때
문에 GIS를 이용하여 작은 규모의 공간단위에 속성값을 계산하거나 구축하는 과
정이 필요하게 된다. 미시모형은 공간연산과 같은 분석과정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SD와 GIS를 강결합 방법에 의해 모형을 구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이 연구에서는 정립된 접근방식에 따라 사례연구를 통해 모형의 활용성
을 모색하였다. 모형은 문제 중심으로 유연하게 활용 가능해야 한다. 너무 경직
되거나 치밀하게 결합되어 있는 모형은 문제의 특성에 따라 수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모형을 컴포넌트식으로 구성하여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연구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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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국토정책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의 내용적 범위를 한정
하는 것이 어려웠다. 국토정책의 범위가 너무 넓고 그 대상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국토정책에 의해 공간적 변화를 가져오는 정책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래도 공간변화를 수반하는 국토정책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모형의 대
상에 대한 정의가 모호한 점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이번 연구는 개념모형을
정의했고, 문제의 특징에 따라 모형의 대상을 명확히 하여 모형을 재구성․재구
조화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한편, 국토정책을 시뮬레이션하는데 시간과 공간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SD와 GIS를 통합하는 방법론을 채택하였다. SD는 정책시뮬레이션에 많이 사용
되는 예측방법이기도 하지만, 국토정책의 집행과 관련된 하부시스템을 모두 포
함하거나 정확한 변화 메커니즘을 구현하고, 이를 지지할 수 있는 동태변수를 확
보하는 일은 상당부분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SD가 동태적 시뮬레이션에 유
용한 기법이지만 모형의 정확도나 타당성,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는 여러 가지 보완방안이 준비되어야 한다. 2차년도에 실제 모형을 개발하는 단
계에서는 모형의 신뢰도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계획이다.

3. 정책건의 및 향후 연구과제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많은 실무자와 전문가
들이 국토정책을 수립한다. 국토공간의 구조는 생활여건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
문에 가능한 시행착오 없이 살기 좋은 모습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토정
책 시뮬레이션 모형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며, 이 연구에서 정립된 시공
간통합 국토정책시뮬레이션 모형 개발 방법론은 향후 실제 모형을 개발하는데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모형을 개발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모형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가 지원
되어야 한다. 최근 정보화 사업의 결과로 지자체와 전문기관에서 각종 정보를 정
보화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있다. 국토정책을 시뮬레이션하는데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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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들은 매우 종합적이고 다차원적이다. 따라서 각 정보화 사업에서 구축된 자
료를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각 정보화 사업에서 관리
되는 정보들은 가능하면 공간정보와 연계가 쉽도록 표준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정보화 사업은 초기 설계 단계에서 데이터의 활용성을 감안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며, 가능하면 중복방지를 최소화해야 한다. 현재 진
행 중이거나 앞으로 계획하는 정보화 사업들은 기존의 사업과의 연관성과 발전
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활용성을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국토정책시뮬레이션의 대상과 목적에 따라 거시모형과 미시모형을
구분하여 방법론을 정립하였다. 향후 연구과제로는 이 연구에서 정립된 모형 개
발방법론을 토대로 모형을 설계하고 구현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개
발된 모형의 적정성과 신뢰도를 평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져야
한다.
시공간통합 시뮬레이션 모형은 국토정책시행에 의한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가 어떻게 나타날 것이며, 공간범위에 따라서 거시적으로 또는 미시적으로 정책
을 수립하게 된다. 보다 상위의 계획은 국토공간의 개발 방향과 지침을 담고 있
다. 계획 범위가 넒은 만큼 상위계획의 성격이 강하고 거시적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 거시적 차원의 정책들은 이를 구현하기 위한 하위정책 또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 거시적 공간정책의 구현수단에 해당하는 각종 공간개발사업이나 토지이용
규제들은 대상지역이 좁고 중단기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보다 미시적으로 접근
해야 한다.
모형을 거시적으로 또는 미시적으로 접근하여 개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모
형의 구조가 될 것이다. 모형 안에는 국토정책의 파급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메
커니즘을 잘 이해하고 이를 그대로 구현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그러나 모형의 신
뢰도를 확보하는 차원에서는 데이터의 활용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모형이라도 데이터가 없으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데이터가 정확하게 투
입되어야 시뮬레이션 결과도 신뢰할 수 있다. 그러나 활용 가능한 데이터는 한정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부분 연구자는 데이터의 한계와 오류를 극복하기 위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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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수행해야 한다. 이는 모형을 정확하게 구현하기 위한 또 다른 노력이자 반
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한편으로는 어떤 모형이든 그것이 실제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문제의 특성에
맞게 보완되고 피드백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경직되어 있는 모형은 그만
큼 활용성이나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국토정책의 사안에 따라 유연하
게 사용가능하도록 컴포넌트식의 모형집합을 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향후에는 국토정책의 특성에 맞는 모형의 설계와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1,2차 연구를 통해 개발되는 모형이 국토정책의사결정도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모형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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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ntegrated Spatio-temporal Simulation Model
for National Territorial Policy(Ⅰ)
: Focused on the Model Building Methodology
Byoung-Nam Choe, Young-Pyo Kim
Eun-Sun Im, Shun-Hee Han, Dong-Han Kim

National land policy is the process of actualizing the ideal land space
in the nation. Spatial planning and development are the main ways to
achieve that. However, no scientific methods which can predict the ripple
effect on policy and changes of spatial structure have not been introduced
yet in the process of national land policy. To complement this static,
fragmentary simulation, this research proposes a spatio-temporal
simulation model.
System dynamics(SD) is an academic discipline created in the 1960s
by professor Jay Forrester of the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System dynamics was originally rooted in the management and
engineering sciences but has gradually developed into a tool useful in
the analysis of social, economic, physical, chemical, biological, and
ecological systems. In the field of system dynamics, a system is defined
as a collection of elements that continually interact over time to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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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unified whole. The underlying relationships and connections between
the components of a system is called the structure of the system. The
term dynamics refers to change over time. If something is dynamic, it
is constantly changing. A dynamic system is therefore a system in which
the variables interact to stimulate changes over time. System dynamics
is a methodology used to understand how systems change over time.
On the other hand,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GIS) is a
computer system that can capture, store, process, and display geographic
information. However, GIS is more than a tool for simple manipulation
of geographic information. GIS is now widely used for spatial analysis
and spatial decision making. In fact, analytical capability of GIS is
becoming the heart of GIS. One problem is that GIS has limited
capabilities on dealing with dynamic spatial problems, because it does
not really include methods for handling temporal problems. To make
GIS a more powerful means for understanding our space we live in,
dynamic analysis capabilities must be incorporated into GIS. If then,
GIS evolve from a computer system for handling geographic information
to a scientific system for understanding our world.
In this sense, this study attempts to integrate system dynamics and
GI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develop a spatio-temporal model
for national land policy simulation. By doing so, this study will establish
new methods for solving complex and dynamic spatial problems. Main
conten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ing.
First of all, it reviews theoretical backgrounds of system dynamics
and GIS. It examines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both
methodology. Then, it seeks strategies for linking system dynamics and
GIS. Two approaches are investigated: loosely-coupled architecture and
tightly-coupled architecture. Integration based on loosely-coupled
architecture involves importing and exporting data between system
dynamics and GIS. On the other hand, tightly-coupled architecture
involves

embedding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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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dynamics

model

within

the

GIS

Although a tightly-coupled architecture has more advanced form of
integration, it inevitably requires more time and efforts. Besides,
sometimes it is theoretically impossible to integrate two different models.
Thus, this study chooses loosely-coupled architecture. In this study, the
model is applied for the land policy simulation. Then it draws theoretical
implications, as well as technical ones.
In the macroscopic approach, as it is shown in the <Figure 1>, two
models are consisted. One is a dynamic model which measures the ripple
effects on policy and the other is a spatial model which predicts the
changes of space in estimated future point. The model mentioned first
is used to measure the effects from various national land policy such
as building land in a large scale, road construction, building industrial
complex for the balanced development in the regions.
If the national land policy is applied into the small spatial scope
<Figure 1> Conceptual frame of macroscopic model for the national land policy simulation
A model for measuring the ripple
effect on policy (SD model)
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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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137

like borough, living space, if so, microscopic scale approach are required.
Microscopic approach is explained in the <Figure 2>. It shows that land
use model is the main key for predicting spatial changes in the
microscopic approach. This microscopic approach is also consisted with
the behaviour of subjects who decide the space development and analysis
of the interaction mechanism.
<Figure 2> Conceptual frame of microscopic model for the national land policy simulation
Policy scena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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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ement depending on the problem character and feedback
process are needed if any model is wanted to apply into the actual
situation. Therefore, all modules should be consisted as a component.
If it enables, users can apply it for corresponding flexibly with the
national land policy. For the further study, model design and
development should be promoted to reflect the future national land
policy. In addition, a scheme for increasing the best use of this model
for the land policy decision making process also needs to suggest.

138

A

․

P

․ P ․ E

․

N

․

D

․

I

․

X

․ Ⅰ

부록 Ⅰ
토지이용변화 예측모형 사례

다음의 토지이용변화 예측모형은 미국 환경보호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에서 발간한 ‘Projecting Land-Use Change : A Summary Models for
Assessing the Effects of Community Growth and Change on Land-Use Patterns'에서
소개한 모형을 수록하였다.

1. California Urban Futures (CUF) Model: CUF-1
○ 모델 개발자
John Landis, Ted Bradshaw, Ted Egan, Peter Hall, Ayse Pamuk, David
Simpson,Qing Shen, Michael Teitz, and Ming Zhao.
○ 주소
Institute of Urban and Regional Development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Berkeley, CA 94720-1879
○ 연락처
Phone: 510-642-5918
Fax: 510-643-9576
E-mail: jlandis@uclink.berkeley.edu
홈페이지: http://www.dcrp.ced.berkeley.edu
○ 관련 문서들
․Landis, J. D. 1994. The California Urban Futures Model: A New
Generation of Metropolitan Simulation Models. Environment and
Planning, B: Planning and Design, 21: 399-420.
․Landis, J. D. 1995. Imagining Land Use Futures: Applying the
California Futures Model. Journal of the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61: 438-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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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California Urban Futures Models 는 CUF 모델 또는 CUF-1 모델로 알려져 있다.
이 모델의 목적은 성장과 개발에 관한 정책이 위치나 패턴 그리고 도시 성장의
강도(intensity)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볼 수 있도록 하는 틀을 마련하는데 있
다. 이 모델은 다양한 종류의 정부(주 정부, 지방 정부) 의 성장과 발전 정책을
고려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CUF-1은 나중에 CUF-2와 CURBA로 대체되었다.
CUF-1 모델은 사용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할 수 있게 해준다.
첫째, 도시단위 수준의 좁은 범위에서의 인구성장을 구한다음, 주단위 수준의
더 넓은 범위로 확대된다. 둘째, 개발 수익성을 고려한 개별적인 부지 성장을 포
함한다. 셋째, 여러 가지 변수들과 함께 접근성을 포함시켜 새로운 개발지역의
밀도와 위치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넷째, GIS를 이용하여 토지 개
발 선택을 위한 데이터를 화면에 나타낼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 개발 정책들
을 성장 예측과정에 포함하였다. 여섯째, 새로운 정책을 적용하였을 경우의 시나
리오를 화면에 신속하게 나타내고, 자세한 지도로 표현하여 이해를 쉽게 하도록
하였다.
CUF-1 모델은 분석, 행정 관할권(도시와 주)의 두 가지 기본 단위와 개발 가능
한 토지 단위(예; 미개발 또는 개발 중인 지역들로 후에, 개발되거나 또는 재개발
될 지역들(DLUs))를 사용한다. 첫째로, 이 모델은 인구 성장 추세에 기초한 도시
성장과 개발 가능한 토지에 의한 성장 가능지역을 계획한다. 그런 다음, CUF-1은
각각의 도시나 주의 인구 성장에 기초한 개발 가능한 토지를 얼마나 많은 새로운
개발가능지역에 위치시키는지를 결정한 뒤, 그 지역에 성장을 시뮬레이션 한다.
이 모델은 크게 4개의 하위 모델에 의해서 수행되어진다. 이는 개별적인 값으로
부터 전체적인 모습을 나타내도록 모델링해나가는 bottom-up 방식의 인구성장
하위모델, 공간 데이터베이스, 공간 위치지정 하위모델 그리고 병합 하위모델의
네 가지 모델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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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필요 사항들

이 프로그램을 돌리기 위해서는 UNIX에 기반을 둔 시스템, 프로그래밍 컴파
일러와 SPSS 통계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며, 모델의 실행과 보정을 위해서는 SPSS
와 ArcInfo를 다룬 경험이 있으며, 토지이용 모델에 대해서도 아는 전문가가 필요
하다.

3) 모델에 의해서 제공되는 정보들

CUF-1에 의해서 나타나는 토지이용 카테고리는 사용자가 정의할 수 있기 때
문에 연구지역을 위해 필요한 어떠한 카테고리도 포함할 수 있다. 샌 프란시스코
지역(San Francisco Bay)과 사크라멘토(Sacramento) 지역의 시뮬레이션에 필요한
네 개의 주요 토지 이용 분류는 다음과 같은데 이들은 각각 농업지역, 일반적인
토지이용 계획에 관한 분류 , 현재의 토지 이용 그리고 습지이다.

<부표 1-1> CUF-1의 도시지역 토지이용분류
도시지역 토지이용 분류

Yes?

No?

☑

주거지역
상업지역
주상 복합지역
공업지역
기타

<부표 1-2> CUF-1의 비도시지역 토지이용분류
비도시지역 토지이용 분류
농업지역
산림지역
습지지역
수계
보존지역
공원

Yes?

No?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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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사항

이 모델은 다음과 같은 지역 활동의 변화에 대한 토지이용 패턴을 나타 낼 수
있다.

<부표 1-3> CUF-1의 지역 활동 변화에 대한 토지이용 패턴
지역 활동

Yes?

No?

☑

교통 시설
구역

☑

시나 주의 주요 계획
지역 재정 정책
(예; 세금, 장려금)

☑
☑

이 모델은 다음과 같은 지역의 특성에 대해서 토지이용 변화의 패턴이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데 사용될 수 있다.

<부표 1-4> CUF-1의 지역 특성에 대한 토지이용 변화 패턴
지역의 특성
교통 요구량
지방 정부 재정 상태
개방된 토지의 유용성
환경의 질
학교 질
범죄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조건들

Yes?

No?

☑
☑
☑
☑
☑
☑
☑

<부표 1-5> CUF-1을 통해서 제공되는 결과물
결과물

포맷

정량적 결과물

면적의 목록과 전체 값

그래픽적 결과물

새롭게 개발된 지역의 지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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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UF-1 모델의 장점과 한계점

(1) 장점

첫째, 이 모델은 사용하기 편하고 시각적으로 알기 쉽게 표현이 가능하다. 따
라서 CUF-1 모델은 사용자들에게 쉽게 정책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평가할 수 있
게 해준다. 둘째, 확장성이 뛰어나다. CUF-1 모델은 연관된 모듈 시스템으로 구성
되어 있지만 동시에 독립적인 하위 모델로도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정
보와 이론을 쉽게 업데이트 할 수 있다. 셋째, 정책에 접근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CUF-1 모델 시뮬레이션은 정책변화에 대한 변화를 예측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2) 한계점

첫째, 단일한 토지 이용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CUF-1모델은 현재 주거지역 개
발에만 사용이 가능하며, 미래의 산업, 상업등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모델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역은 그 지역이 명시적인 제한지역이 아닌 이상,
우선 주거지역 개발을 위한 토지로만 먼저 나타내어진다. 둘째, 성장 위치 지정
은 기본적으로 발전 수익성을 먼저 고려하였다. 따라서 이 모델은 성장 패턴과
지역을 결정하는 다른 요소들에 대해서는 덜 민감할 수 있다.

6) 추가 정보들

(1) Case Study

- Landis, J. D. 1995. “"Imagining Land Use Futures: Applying the California
Futures Model.”" Journal of the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61: 438-45

(2) 적용 지역

솔라노, 노소마 지역, 캘리포니아(Northen California; Solano and Sonoma
Coun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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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alifornia Urban Features (CUF) Model Second Generation:
CUF-2

○ 모델 개발자
John Landis
○ 주소
Institute of Urban and Regional Development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Berkeley, CA 94720-1870
○ 연락처
Phone: 510-642-5918
Fax: 510-643-9576
E-mail: jlandis@uclink.berkeley.edu
홈페이지: http://www-dcrp.ced.berkeley.edu
○ 관련 문서들
Landis, J. D. and M. Zhang. 1998. “"The Second Generation of the California
Urban Futures Model: Part I: Model Logic and Theory.”" Environment and
Planning, B: Planning and Design, 25: 657-666.
Landis J. D., M. Zhang, and M. Zook. 1998. CUFII: The Second Generation
of the California Urban Futures Model. UC Transportation Center,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CA.

1) 개요

California Urban Futures Mode Second Generation (CUF-2) 모델은 CUF-1 모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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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어떻게 성장과 개발에 관한 정책들이 위치, 패턴 그리고 개발 정도의 강도
를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틀을 제공한다. CUF-2 모델은 CUF-1 모델의 이론적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발되었다. CUF-2 모델의 많은 기능들은 CUF-1의
기능과 동일하나 몇 가지 추가 기능이 여기에 더해졌다.
다음은 CUF-2 모델의 4가지 주요 구성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이다. 첫째,
activity projection 컴포넌트는 계량경제모델을 사용하여 10년 주기의 행정 경계
당 미래 추계 인구수, 세대수 그리고 고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미래 추계인
구수와 세대수는 CUF-1에 이미 구성이 되어 있지만, 고용에 대한 정보는 CUF-2
의 새로운 컴포넌트이다. 둘째, GIS와 연관된 공간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고, 각
각의 개발 가능한 토지단위의 지리적 위치와 속성 값을 업데이트 시킨다. 이것은
사용자에게 성장의 공간적인 패턴을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데에도 사용된다.
CUF-2에서 개발 가능한 토지단위는 1헥타르 그리드 셀로서, 불규칙한 모양의 폴
리곤형태이다. 셋째, 토지사용 하위 모델의 보정에서는 과거의 도시 토지이용 변
화 독립 변수를 포함하였는데, 이 변수들은 지역 인구수, 고용 성장, 지역 일터로
의 근접성, 지역의 경사도, 지역이 도시 경계 안에 존재하는지의 여부, 권역권의
영향, 주변 지역의 사용, 비어있는 땅에 대한 이용가능성, 고속도로에의 접근성,
주요 상업지역, 공업지역, 공유지 사용에 대한 접근성 등이다. 넷째, CUF-2 모델
은 지역의 공간 입찰을 위해서 네 개의 새로 개발될 토지 사용과 세 가지 타입의
재개발 될 토지 타입을 허용한다. 그리고 토지사용 하위모델은 과거의 도시 토지
사용 변화를 기준으로 보정하였다.

2) 필요 사항들

CUF-2를 돌리기 위해서는 300MHz정도 사양의 PC 또는 32MB 램을 탑재한
Sun Sparc, 2GB의 하드디스크 용량, 컬러 모니터, Solaris와 Window 95의 운영체
계를 필요로 하며, SAS 통계분석 소프트웨어, ArcView 또는 ArcInfo를 필요로 한
다. 모델의 실행과 보정을 위해서는 SAS와 ArcInfo를 다룬 경험이 있으며,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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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모델에 관하여 아는 전문가가 필요하다.

3) 모델에 의해서 제공되는 정보들

CUF-2에 의해서 나타내지는 토지사용 카테고리는 사용자가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지역에 필요한 어떠한 토지이용 카테고리를 포함할 수 있다. 샌 프
란시스코 지역의 시뮬레이션을 위해서 7개의 주요 토지이용 분류가 사용되어졌
다. 이 7개의 분류는 미개발 지역, 단일 가족 주거지역, 다가족 주거지역, 상업지
역, 공업지역, 교통 그리고 공공사용이다.

<부표 1-6> CUF-2의 도시지역 토지이용분류
도시지역 토지사용 분류
주거지역
상업지역
주상 복합지역
공업지역
기타지역

Yes?

No?

☑
☑
☑
☑
☑

<부표 1-7> CUF-2의 비도시지역 토지이용분류
비도시지역 토지사용 분류
농업지역
산림지역
습지지역
수계
보존지역
공원

Yes?

No?

☑
☑
☑
☑
☑
☑

4) 기타사항

CUF-2는 다음과 같은 지역 활동의 변화에 대한 토지이용 패턴을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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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8> CUF-2의 지역 활동 변화에 대한 토지이용 패턴
지역 활동
교통 시설
구역
시나 주의 주요 계획
지역 재정 정책(예;세금, 장려금)

Yes?

No?

☑
☑
☑
☑

이 모델은 다음과 같은 지역의 성격에 대해서 토지이용 변화의 패턴이 미치
는 영향을 나타내는데 사용될 수 있다.

<부표 1-9> CUF-2의 지역 특성에 대한 토지이용 변화 패턴
지역의 특성
교통 요구량
지방 정부 재정 상태
개방된 토지의 유용성
환경의 질
학교 질
범죄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조건들

Yes?

No?

☑
☑
☑
☑
☑
☑
☑

<부표 1-10> CUF-2을 통해서 제공되는 결과물
결과물
정량적 결과물
그래픽적 결과물

포맷
재 개발지에서 새로 개발될 지역의 총면적과 토지이용 타입
현재 존재하는 지도들과 토지이용 타입에 따른 개발될 지역
의 지도들

5) CUF-2 모델의 장점과 한계점

(1) 장점

첫째, 이 모델은 사용하기 편하며 시각적으로 알기 쉽게 표현해준다. 이런 점
은 사용자들에게 쉽게 정책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평가할 수 있게 해준다. 둘째,
확장성이 증가되었다. CUF-2 모델은 연관된 모듈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동시에, 독립적인 하위 모델로도 구성이 되어 있어 새로운 정보와 이론을 쉽게
업데이트 할 수 있다. 셋째, 정책에 접근이 쉽다. CUF-2 모델 시뮬레이션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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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에 대한 변화를 예측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2) 한계점

첫째, CUF-2 모델은 현재 상용화되어있지 않다. 둘째, CUF-2 모델은 기존의
CUF-1 모델보다 훨씬 많은 데이터를 필요로 한다. 셋째, 모델 보정을 위해서 요
구되는 높은 수준의 통계학적인 지식을 필요로 한다.

6) 추가정보들

(1) 참고문헌

Landis, J. D. 1995. Imagining Land Use Futures: Applying the California Futures
Model. Journal of the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61: 438-457.
Landis, J. D. 1994. The California Urban Futures Model: A New Generation of
Metropolitan Simulation Models. Environment and Planning, B: Planning and
Design, 21: 399-420.

(2) 대상지역

샌 프란시스코 지역 (San Francisco, 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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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UrbanSim

○ 모델 개발자
Paul Waddell: model design and project lead
Michael Noth, Alan Borning: software architecture
○ 주소
Daniel J. Evans School of Public Affairs
University of Washington
P.O. Box 353055
Seattle, WA 98195-3055
○ 연락처
Phone: 206-221-4161
Fax: 206-685-9044
E-mail: pwaddell@u.washington.edu
홈페이지: http://www.urbansim.org/
○ 관련문서
웹사이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

1) 개요

UrbanSim은 소프트웨어 기반의 시스템으로 도시개발의 통합적인 계획과 분석,
토지이용간의 상호작용과의 통합, 교통 그리고 공공정책을 위해서 디자인되었다.
UrbanSim은 토지 피복 시뮬레이션과 물 수요를 통한 환경 영향을 나타내기 위해
서 확장되었다. 모델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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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도시 개발에 영향을 주는 주요 의사 결정자와 선택들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 이 모델에서는 특히 가구들과 사업체들의 유동성과 위치 선택, 그리고
개발자들의 개발지역 선택 등을 고려하였다. 둘째, 토지, 집과 상업용 건물의 구
조와 다양한 직업을 고려하였다. 셋째, 도시 개발을 시간과 공간을 고려하여 동
적으로 시뮬레이션 하였다. 넷째, 토지시장을 수요와 공급의 측면에서 시뮬레이
션 하였는데, 이때, 가격은 단기간의 수요와 공급사이의 불균형을 조정하도록 구
성되었다. 다섯째, 150m 그리드를 이용하여 높은 레벨의 공간을 나타내었다. 여
섯째, 녹지지역 개발과 재개발 지역을 나타냈다.

2) 필요 사항들

이 프로그램은 따로 구입할 필요가 없이 http://www.urbansim.org를 통해서 무
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 프로그램을 돌리기 위해서는 333 MHz 나 128MB이상이
며 2GB이상의 하드디스크 공간을 가진 컴퓨터가 필요하다. 이 프로그램은 Java
JDK 1.3을 사용하여 Window 95/98, Windows NT 4.0/2000, Linux 나 UNIX에서 사
용할 수 있다.모델을 보정하는 데는, 다중회계를 이용하는 통계용 소프트웨어와
Alogit이나 Limdep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리고, 토
지이용과 교통계획을 잘 알며 컴퓨터 전반에 대하여 잘 아는 전문가가 필요하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비교적 비전문가도 쉽게 쓸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3) 모델에 의해서 제공 되는 정보들

토지이용은 일반적으로 10개나 그 이상의 사용자가 정의하는 분류로 구성되어
있으나, 도시지역이나 비 도시지역 모두 제한된 분류개수가 정해져 있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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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11> UrbanSim의 도시지역 토지이용분류
도시지역 토지사용 분류
주거지역
상업지역
주상 복합지역
공업지역
기타지역

Yes?

No?

☑
☑
☑
☑
☑

<부표 1-12> UrbanSim의 비도시지역 토지이용분류
비도시지역 토지사용 분류
농업지역
산림지역
습지지역
수계
보존지역
공원

Yes?

No?

☑
☑
☑
☑
☑
☑

4) 기타사항
이 모델은 다음과 같은 지역 활동의 변화에 대한 토지이용 패턴을 나타 낼 수
있다.
<부표 1-13> UrbanSim의 지역 활동 변화에 대한 토지이용 패턴
지역 활동
교통 시설
구역
시나 주의 주요 계획
지역 재정 정책(예;세금, 장려금)

Yes?

No?

☑
☑
☑
☑

UrbanSim은 다음과 같은 지역의 특성에 대해서 토지이용 변화의 패턴이 미치
는 영향을 나타내는데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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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14> UrbanSim의 지역 특성에 대한 토지이용 변화 패턴
지역의 특성
교통 요구량
지방 정부 재정 상태
개방된 토지의 유용성
환경의 질
학교 질
범죄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조건들

Yes?

No??

☑
☑
☑
☑
☑
☑

UrbanSim을 통해서 얻어지는 모든 결과물은 구역에 의해서 구분이 되어서 나
오지만 필지나 그리드 셀 레벨로도 표현이 가능하다.
<부표 1-15> UrbanSim을 통해서 제공되는 결과물
결과물
세대 (수입, 가구 크기, 세대주 나이, 자녀들, 직업을 가진 사람의
수)
가구, 고용부문
토지이용에 따른 면적(Acres)
가구단위와 타입에 따른 건물 평방 피트
지가, 가구와 상업지역의 공간
시뮬레이션결과로 나온 새로 개발하거나 재개발할 지역과 토지
보존을 위한 지역개발 계획 값

포맷
ASCII
ASCII
ASCII
ASCII
ASCII
ASCII

5) 모델을 돌리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부표 1-16> UrbanSim을 돌리기 위한 입력값과 포맷
입력값
필지
사업체수
센서스를 통해서 얻은 가구 데이터 (STF3A 와 PUMS)
환경에 민감한 레이어들 예: 습지, 범람, 높은 경사도, 도시
성장 경계나 다른 정책 경계들
교통 모델링에 사용된 구역
교통 모델로부터 얻어낸 교통방해 요인들(예: 출퇴근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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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맷
Arcview shape
과 속성 테이블
ASCII
ASCII
Arcview
Arcview
ASCII

파일

6) UrbanSim 모델의 장점과 한계점

(1) 장점

첫째, 동적인 행동 기본을 사용하여 사용자와 의사결정자에게 모델을 더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하였다. 이런 과정은 실세계 처리를 반영하여 모델이 더 쉽게
진화할 수 있게 한다. 둘째,150m의 높은 수준의 공간 분해를 가진 그리드를 이용
하여 환경 모델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모델과 소스코드는 완전
공개이다. 이것들은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며, 수정도 가능하다. 셋째, 시각적 사
용을 위한 컴포넌트는 통합된 2차원 또는 3차원 매핑을 가능하게 한다.

(2) 한계점

첫째, UrbanSim은 높은 수준의 데이터를 요구한다. 둘째, 이 모델은 하와이
(Hawaii),오레곤(Oregon),유타(Utah)와 위싱턴(Washington)에서만 제한적으로 사
용되어지고 있다.

7) 추가 정보들

(1) 참고문헌

Alberti, M. and P. Waddell. (forthcoming). An Integrated Urban Development and
Ecological Simulation Model. Integrated Assessments.
L. Denise Pinnel, Matthew Dockrey, A.J. Bernheim Brush, and Alan Borning.
(Forthcoming). Design of Visualizations for Urban Modeling. Proceedings of
VISSYM Joint Eurographics - IEEE TCVG Symposium on Visualization,
Amsterdam, May 2000.
Waddell, P. 2000. A behavioral simulation model for metropolitan policy analysis and
planning: residential location and housing market components of UrbanSim.
Environment and Planning B: Planning and Design 2000, volume 27(2): 247
부록 Ⅰ∙토지이용변화 예측모형 사례153

–-263.
Waddell, P. (forthcoming). Between Politics and Planning: UrbanSim as a Decision
Support System for Metropolitan Planning. Building Urban Planning Support
Systems: Combining Information, Models, Visualization, Klosterman, R. and
R. Brail eds. Center for Urban Policy Research.
Waddell, P. (forthcoming). Monitoring and Simulating Land Capacity at the Parcel
Level. Monitoring Land Supply with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
Theory, Practice and Parcel-Based Approaches, Vernez-Moudon, A. and M.
Hubner, eds., John Wiley & Sons, Inc.: New York.
Wegener, M., P. Waddell and I. Salomon. (forthcoming). Sustainable Lifestyles?
Microsimulation of Household Formation, Housing Choice and Travel Behavior.
Proceedings of the National Science Foundation-European Science Foundation
Conference on Social Change and Sustainable Transportation, Berkeley,
California.

(2) 대상 지역

호놀룰루, 하와이(Honolulu, HI)
유진-스프링필드, 오레곤(Eugene-Springfield, OR)
그레이트 와사츠 프론트 지역, 유타(Greater Wasatch Front area, UT)
푸젯 사운드, 워싱턴(Puget Sound (Seattle, 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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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What if?

○ 모델 개발자
Developed by Dr. Richard E. Klosterman (as Community Analysis

and

Planning Systems, Inc.)
○ 주소
Community Analysis and Planning Systems, Inc. (CAPS, Inc.) 78 Hickory
Lane Hudson, OH 44236-2707
○ 연락처
Phone: 330-650-9087
Fax: 330-650-9087
E-mail: Info@What-if.com
홈페이지: www.What-if.com

1) 요약

What if? 는 1997년에 토지사용 계획에 다양한 방면으로 도움을 주기위해서 개
발되었다. What if?는 모듈의 통합 환경을 제공하여 사용자들에게 토지 적합 분
석(Suitability Module), 미래의 토지사용 수요(Growth Model), 최적 지역에 수요 위
치(Allocation Module)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What if? 는 지구 개발 정책을
반영한 개발 패턴을 지도화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대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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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필요 사항들

What if? 는 지자체와 교육용 목적의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제공된다. 전문가
용 가격은 단일 사용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2,495 이다. 교육용 목적은 단일 사
용자의 경우 $250이다. What if? 는 300MHz Intel Pentium II Processor 또는 그 이
상, 64MB 램, 1GB 하드디스크와 CD-ROM, SVGA이상 되는 모니터가 필요하며
MS Windows 95/98 또는 NT 4.0 운영체제가 필요하나 다른 특별한 소프트웨어는
필요가 없다. What if?는 ArcView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과 구역 계획에 대한 지
식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3) 모델에 의해서 제공 되는 정보들

What if?는 어떤 종류의 토지이용 데이터에도 사용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
에 의해서 정의되는 토지이용 카테고리는 사용자의 목적에 따라서 자세히 표현
하거나 또는 일반화시켜서 표현할 수도 있다.

<부표 1-17> What if?의 도시지역 토지이용분류
도시지역 토지사용 분류
주거지역
상업지역
주상 복합지역
공업지역
기타지역

Yes?

No?

☑
☑
☑
☑
☑

<부표 1-18> What if?의 비도시지역 토지이용분류
비도시지역 토지사용 분류
농업지역
산림지역
습지지역
수계
보존지역
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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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

☑
☑
☑
☑
☑
☑

No?

4) 기타사항

What if?는 다음과 같은 지역 활동의 변화에 대한 토지이용 패턴을 나타 낼
수 있다.

<부표 1-19> What if?의 지역 활동 변화에 대한 토지이용 패턴
지역 활동
교통 시설
구역
시나 주의 주 계획
지역 재정 정책(예;세금, 장려금)

Yes?

No?

☑
☑
☑
☑

이 모델은 다음과 같은 지역의 성격에 대해서 토지이용 변화의 패턴이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데 사용될 수 있다.

<부표 1-20> What if?의 지역 특성에 대한 토지이용 변화 패턴
지역 특성
교통 요구량
지방 정부 재정 상태
개방된 토지의 유용성
환경의 질
학교 질
범죄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조건들

Yes?

No?

☑
☑
☑
☑
☑
☑

<부표 1-21> What if?을 통해서 제공되는 결과물
결과물
적성평가지도
적성평가문서
적성평가가정 문서
성장분석가정
성장분석가정 문서
위치지정 지도
위치지정분석 결과 문서
위치지정분석 가정 문서

포맷
GIS 지도
문서
문서
문서
문서
GIS 지도
문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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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모델을 돌리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다음과 같은 입력 값은 필요하나, What if?에서는 이러한 값들이 요구되어지지
는 않는다. 더 자세한 입력 값이 주어질수록 더 다양한 분석을 할 수가 있다.

<부표 1-22> What if?를 돌리기 위한 입력값과 포맷
입력값

포맷

1)자연 특징 2) 기반시설 계획 3) 현존하는 토지이용 패
턴 4) 포괄적인 계획이나 지역 규정을 포함하는 GIS
coverage를 입력한다. 이러한 레이어들은 중첩되어, 균등
한 토지 단위를 나타내는데 사용되어진다.

ArcView,
ArcInfo,
ESRI shapefile을 만들
어 낼 수 있는 어떠한
프로그램들

세대수, 예상 취업/실업률, 토지이용단위당 가구 밀집도,
일자리 종류, 취업 밀도를 알기 위한 성장 계획

시스템 사용자에 의해
직접 입력

What if?를 이용하여 지역에서 미리 정의해놓은 것을 사
용한 대안 개발 시나리오

시스템 사용자에 의해
직접 입력

What if?를 사용하여 지역에서 미리 정의해놓은 토지이
용 분류

시스템 사용자에 의해
직접 입력

What if?를 사용하여 지역에서 미리 정의해놓은 기반 시
설 계획

시스템 사용자에 의해
직접 입력

6) What if? 모델의 장점과 한계점

(1) 장점

첫째, What if?는 사용자들에게 적합성 분석, 성장 그리고 위치지정 시나리오
를 다른 복잡한 과정이 필요 없이 간단하게 Windows 표준 단추, 체크박스를 통해
서 값을 넣은 평가를 할 수 있게 해준다. 둘째, 사용자 수정이 가능하다. What
if?는 GIS와 기본이 되는 다른 데이터들과 연동되는 통합 소프트웨어를 제공하
며, 다양한 평가나 의사결정 도구로서 사용되어진다. 셋째, What if?는 사용자가
GIS관련 레이어를 다룰 줄 알아야하지만, 추가적인 GIS와 연관이 있는 소프트웨
어가 따로 필요 없다. 사용자가 원할 경우에는 What if?의 입력 값과 출력 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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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RI shapefile을 사용할 수 있는 ESRI사의 제품들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넷째,
What if?는 적은 데이터 입력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 사용
자는 단순히 현존하는 토지이용 데이터만 입력하면 기본 프로그램이 수행이 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기본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필요로 할 경우에는 자세
한 정보까지도 표현이 가능하다.

(2) 한계점

첫째, 정교한 모델링을 하기에 부족하다. What if?는 단순 사용자들을 위하여
지도를 통해 미래 토지 사용 패턴에 대안 개발 시나리오를 주었을 때 어떤 영향
을 미치는지 시각적으로 표현하는데 쓰인다. 둘째, What if?는 정교한 모델 능력
을 제공하지 못하며, 교통 기초시설, 세금 정책이나 다른 정책결정과 관련 있는
요소들의 이론적인 기본을 제공하지 못한다. 셋째, What if?는 공간상에서 상호작
용하는 값을 측정하지 못한다. 넷째, 가구 수나, 사업체들 그리고 개발자들 간의
행동에 관한 것들을 명백하게 모델링하지 못한다.

7) 추가정보들

(1) 참고문헌

- Klosterman, Richard E. 1999. The What if? Collaborative Planning Support
System. Environment and Planning, B: Planning and Design. 26: 393-408.
- What if? Evaluation Copy of the software.

(2) 대상 지역

해밀턴, 오하이오(Hamilton County, OH)
메디나, 오하이오(Medina County, OH)
서밋, 오하이오(Summit County,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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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Ⅱ
동태현상의 수리적 표현과 방정식

1. 동태현상의 수리적 표현
한 시스템의 역동적 현상을 설명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요인들은 그것이
지니고 있는 속성에 따라 시간변수, 수준 (또는 상태) 변수, 증감변수, 제어변수,
보조변수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수준변수는 일정시점에 있어서 시스템의 움직임을 상태, 곧 시스템의 특성을
나타내 주는 변수이고, 증감변수는 시스템의 운동법칙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에
달라지는 시스템의 상태변화 즉, 수준변수의 증감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변수이다. 그 밖에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통칭하여 보조변수라고 부르
는데, 그 가운데 만약 증감변수를 외생적으로 제어하는 변수가 시스템 내에 존재
하는 경우 이러한 변수를 시스템 이론에서는 특히 제어변수라 부르고 있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그림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물저장 탱크의 경우,
일정시점에 있어서 탱크내 저수량의 상태는 곧 탱크의 물저장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일정한 시간 동안 탱크로 유입해 들어오는 물의 양과 탱크로부터 유출되
어 나가는 물의 양은 곧 탱크내 물 저장수준의 증감량을 결정해 주게 된다. 따라
서 이 경우 물 저장 탱크내의 저수량이 곧 수준변수에 해당되며, 물의 유입량과
유출량은 증감변수에 해당된다. 그런데 이 예에서 저수량의 수준에 따라 유입량
이나 유출량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면 그것을 제어변수라 부를
수 있다. 한편 인구부문에 이러한 개념을 적용해 보면, 일정시점에 있어서 인구
수는 수준변수이고, 일정기간 동안의 출생자수와 사망자수 그리고 전출입자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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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변수이며, 전출입자수에 외생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역투자정책과 같은 변
수는 제어변수이다.
이러한 유동적 현상들이 갖는 수학적 의미와 이들을 수리적으로 표현하는 방
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앞에서 설명한 인구부문의 예에서, 특정지역의 한
시점 t기의 인구수 Y(t)는 전기 즉 t-1기의 인구수 Y(t-1)에 단위시간당 출생자수
와 전입자수의 합 I(t)를 더해주고 동시에 단위시간당 사망자수와 전출자수의 합
O(t)를 빼주면 될 것이다. 만약 이 지역의 초기(t=0 시점)인구수를 Y(0)이라 가정
하면, t 시점의 인구수 Y(t)는 다음과 같은 적분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Y ( t ) = Y (0) + ⌠
⌡ [ I ( t ) - O ( t )] dt

<식 2-1>

위의 적분식을 시간 t에 대해서 미분하면 다음과 같은 미분방정식 즉,

dY ( t ) = I ( t ) - O ( t )
dt

<식2-2>

<부그림 2-1> 수준변수와 증감변수

<식 1-2>는 곧 단위시간당 인구의 변화는 인구의 증가요인 즉 출생자수와 전
입자수의 합과 감소요인 즉 사망자수와 전출자수의 합 간의 차이에 의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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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의 미분방정식을 근사식 즉, 차분방정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dY ( t )
△Y( t)
Y ( t +△ t ) - Y ( t )
= lim
=
= I( t) - O ( t)
△t
△t
dt
△ t→0

<식2-3>

즉
<식2-4>

Y ( t +△ t ) = Y ( t ) + (△ t )[ I ( t )- O ( t )]

이 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는, t기의 수준변수에 대한 값이 주어지고
동시에 유입과 유출에 관한 관계식 즉 증감방정식이 함수형태로 주어진다면,
△t 기간 후의 수준변수의 값도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증감

방정식은 수준변수의 함수로 표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어떤 시스템에 있어서 초기의 수준변수의 값이 주어지고 증감방정식의
함수형태가 알려져 있다면, 단위기간 후의 수준변수와 증감변수의 값은 저절로
결정되며, 이 값은 또 다음 기의 수준변수와 증감변수의 값을 결정해 주는 기초
가 되는 바, 이러한 과정을 되풀이하게 되면 매기별로 시스템의 수준변수와 증감
변수가 도출될 수 있다면, 그 시스템 내의 다른 변수들에 대한 값도 차례로 결정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시스템다이나믹스 기법에 의해서 시
뮬레이션을 하는 기본 원리이다.
이제 시스템다이나믹스 모형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각종 변수들의 값을 실제
로 계산해 가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한다. 다이나모에는 <그림 2-2>에서 보는 바
와 같이, 시스템이 현재 처해있는 기점 또는 기간을 표시하기 위해서 시간첨자
dt
J, K, L과 단위시간 (또는 △t )를 의미하는 DT(delta time) 가 있다. 여기서 단위
시간 DT는 시뮬레이션을 행하는데 있어서 계산 기간을 의미하기도 한다. 시간을

표시해주는 첨자 J, K, L 은 그림에 도시된 바와 같이, K는 현재시점을, J는 K시
점보다 DT만큼의 과거시점을, 그리고 L은 DT만큼의 미래시점을 표시해준다. 그
림에서 첨자 JK는 J시점과 K시점 사이의 기간을 나타내며, 첨자 KL은 K시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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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시점 사이의 기간을 나타낸다.
만약 J시점의 수준변수의 값이 주어져 잇고 아울러 증감방정식에 대한 JK간의
함수 형태가 알려져 있다면, 단위시간 DT후 K시점의 수준변수의 값을 구할 수
있으며, L시점의 수준변수의 값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쉽게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모형 내 여러 변수들의 값은 각 시점별로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이나모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은 단위시간 DT값을 결정하는 문제이다. DT값이 너무 큰 경우에는 시뮬레
이션 결과의 정확도가 낮아지고, 너무 작은 경우에는 계산이 필요 이상으로 복잡
해져 시뮬레이션 시간이 만이 소요된다. 따라서 정확한 수준에서 DT의 값을 결
정하는 것이 프로그램 수행과정에서 주요한 문제 중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
<부그림 2-2> 시간인자 J, K ,L과 단일시간 DT

결론적으로 말해서, DT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는 증감변수의 값이 각
구간 내에서 일정하다고 간주할 수 있는 정도로 작은 값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증감변수는 DT의 시작시점에서 그 형태가 한번 결정되면, 단위시간 즉 DT동안
에는 그 형태가 바뀌지 않고 직선 형태로 일정하다는 가정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JK간의 증감변수는 J시점에서 그 형태가 한번 결정되면
K시점까지는 그 형태가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직선형태의 성질을 보유하고 있게
된다. DT의 값이 1보다 작은 경우에는 DT값으로 0.5또는 0.25등과 같은 (1/2)ⁿ의
값을 택하는 것이 컴퓨터의 반올림 오차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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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태현상을 표현하는 방정식
시스템다이나믹스 모형을 작성하는데는 7가지 유형의 방정식이 있으며, 이들
은 체계순환도(flow diagram)에서 각기 특수한 기호로 표시되고 있다.78)

1) 수준방정식 (level equation)
수준방정식은 일정시점에 있어서 시스템의 상태를 나타내는 방정식으로 영문
자 L로 표시된다. 이 식에서 K시점의 수준은 단위시간 DT전의 J시점의 수준에
순유입량이 누적되어 결정된다. 수준방정식은 체계순환도에서 직사각형의 기호
로 표시되는데, 이때 직사각형 내에 수준변수명을 기술 할 수 있으며, 실선 화살
표로 증감변수의 유입과 유출이 표시된다. 그리고 화살표 좌우 양끝의 구름모양
은 각각 흐름의 시작(source)과 끝(sink)을 의미한다.

L LEVEL.K = LEVEL.J + (DT)(INFLOW.JK-OUTFLOW.JK)

<식2-5>

<부그림 2-3> 수준방정식의 기호

2) 증감방정식 (rate equation)
증감방정식은 단위시간 동안 수준변수들의 유입과 유출을 나타내는 방정식으
로 영문자 R로 표시하고, 시간첨자 JK또는 KL로 시간간격을 나타낸다. 체계순환
도에서 증감방정식은 <부그림 2-4>에 도시된 바와 같이 표시된다.

78) Richardson,G.P and A.L.Pugh III, Introduction to System Dynamics Modelling with DYNAMO,
Cambridge:MIT Press, 1983, pp.7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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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RATE.KL = CONST * LEVEL.K

<식 2-6>

<부그림 2-4> 증감방정식의 기호

3) 보조방정식(auxiliary equation)
시스템다이나믹스 모형에서 수준방정식이나 증감방정식 만으로는 현실 문제
를 잘 표현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바, 이 경우 하나의 증감방정식을 여러
개의 보조방정식으로 분해해서 모형을 구성하면 모형 내에서 현실을 보다 잘 나
타낼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보조방정식이란 수준방정식과 증감방정식을 보조
해서 현실을 보다 잘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방정식이라 정의할 수 있으며, 이
식은 영문자 A로 표시한다. 체계순환도에서 보조방정식은 원으로 표기되며, 이
때 정보의 흐름은 점선 화살표로 나타낸다.
A GRP.K = GRP1.K + GRP2.K+ GRP3.K

<부그림 2-5> 보조방정식의 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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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2-7>

4) 보충방정식 (supplementary equation)
보충방정식은, 이제까지 설명한 방정식들과는 달리, 모형내의 변수를 정의하
는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시뮬레이션 결과를 도표로 얻고자하는 경우 해당변
수를 정의할 때 사용되는 방정식으로 영문자 S로 표시한다.

5) 상수방정식 (constant equation)
상수방정식은 시뮬레이션을 하는 동안 모형 내에서 항상 일정한 값을 갖는 파
라미터를 정의하는데 사용되며, 이는 영문자 C로 표시한다. 체계순환도에서 상
수는 <부그림 2-6>과 같이 직선 아래에 표기된다.
<식 2-8>

C CONST = 25.5
<부그림 2-6> 상수의 기호

6) 초기치 방정식 (initial value equation)
시스템다이나믹스 모형내의 모든 수준변수들은 시뮬레이션을 위해 반드시 초
기치가 필요한 바, 이러한 수준방정식들의 초기치를 정의하는데 초기치 방정식
이 사용되며, 이 식은 영문자 N으로 표시된다.
L LEVEL.K = LEVEL.J + (DT) (INFLOW.JK-OUTFLOW-JK)

<식2-9>

N LEVEL = 100
7) 수치표 방정식
일반적으로 시스템다이나믹스 모형에서 하나의 보조변수는 여타변수들의 단
순한 대수적 결합 형태로 표시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비선형함수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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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할 필요성도 있다. 이때 만약 그 함수관계가 x,y 좌표 상에 그래프로 도시될
수 있다면, 다이나모에서는 수치표함수 (table function)를 이용하여 그 관계를 간
단히 기술할 수 있다. 수치표 함수에는 수치표 이름을 비롯해서, 그래프의 x좌표
축 변수, x의 최소치, 최대치 그리고 증가치 등이 표기된다. 그래프 상에서 개개
의 x값에 대응하는 y좌표 값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치표 방정식에서 구체
적으로 기술되며, 이는 영문자 T로 표시한다. 체계순환도에서 수치표 함수는 원
속에 두개의 평생선이 가로지른 모양으로 도시된다.
A VAR.K = TABLE( TVAR, X. K, O, 10, 1)
T TVAR = 400/388/348/292/212/152/100/60/32/12/8
<부그림 2-7> 수치표 방정식의 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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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식2-10>

A

․

P

․

P

․

E

․

N

․

D

I

․

․

X ․ Ⅲ

부 록Ⅲ
사례적용에 활용된 모형

<부표 3-1> P시 토지이용수요 예측에 사용된 변수
변수
POLLUTION SECTOR
C_in_ppb
desired NO2 in ppb
kcr
kddg
kddu
initial green space
NO2 emission per car

값

필요데이터 및 unit

30
50
0.00002
0.098/100
0.033/100
306.0
38.150

NO2 emission per point source

7.7557

NOxNo2 ratio
temp
wind_velocity
green space needed per person1

0.456
15
1.5
0.000333

유입 대기질 농도
NO2환경기준
화학변환속도
녹지에서의 건성침착속도 m/sec
도심에서의 건성침착속도 m/sec
km2 P시녹지면적총량
이동오염원 총 NO2 배출량
from mobil source, kg/year
고정오염원 총 NO2 배출량
from point source, kg/year
서울시 관측값으로 대체
온도
m/sec 풍속
km2/person/year

5
452.18

year
총면적 km2

106,356
2.9
0.048416

총 주택수 (2003)
세대당 평균인원 (2003)
연평균 (최근 8년평균) 총
주택증가율(1994~2003)

18
2,541
20,294
-0.09389
0.054195
0.020218

1차산업체수(2003)
2차산업체수 (2003)
3차산업체수(2003)
1차산업(4년간) 증가율
2차산업(4년간) 증가율
3차산업(4년간)증가율
총 일자리수/1차산업체수, (2003)
총 일자리수/2차산업체수(2003)

green space adjusted time
total area
HOUSING SECTOR
initial house
household size
housing construction normal
INDUSTRY SECTOR
initial industry structure

industry construction normal

job per industry structure
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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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labor participation fraction
LAND SECTOR
land per house
land per industry2

값
3.344
0.32

필요데이터 및 unit
총 일자리수/3차산업체수(2003)
노동참가율 (산업체종사자수/인구)

0.000131
0.0069534
0.0002734

주거지역면적/주택수(km2/house)
공업지역총면적/2차산업체수
상업지역총면적 /3차산업체수
km2/industry

371,679
0.049126
0.016422
0.323779
0.302485

총인구 (2003)
출산율(최근10년평균치)
사망률(최근10년평균치)
전입률(최근10년평균치)
전출률(최근10년평균치)

792.7
0.080568
2.82

총 도로연장 Km (2002)
최근10년간 도로증가율 Km/year
총 차량대수 (2003)

POPULATION SECTOR
initial population
birth normal
death normal
in migration normal
out migration normal
TRAFFIC SECTOR
INIT road
normal road increase
person per car

P시의 녹지지역 면적: 306.0 km2, 주거지역 면적 : 24.3 km2, 공업지역 면적 : 17.7 km2 상업지역 면적
: 5.5 km2

<부그림 3-1> SD를 이용한 토지이용 시뮬레이션 모델의 방정식
houses(t) = houses(t - dt) + (housing_construction - housing_demolition) * dt
INIT houses = 106356
housing_construction =
houses*housing_construction_multi*housing_construciton_normal*(1+housing_construction_
test_%/100)
housing_demolition =
houses*housing_demolition_normal*(1+housing_demolition_test_%/100)
household_size = 2.9
household_to_houses_ratio = population/(houses*household_size)
housing_construciton_normal = 0.048416
housing_construction_multi = housing_availability_multi*housing_land_multiplier
housing_construction_test_% = 0
housing_demolition_normal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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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ing_demolition_test_% = 0
housing_availability_multi = GRAPH(household_to_houses_ratio)
(0.00, 0.1), (0.2, 0.2), (0.4, 0.35), (0.6, 0.5), (0.8, 0.7), (1, 1.00), (1.20, 1.35), (1.40,
1.60), (1.60, 1.80), (1.80, 1.95), (2.00, 2.00)
industry_structure[manufacturer](t) =
industry_structure[manufacturer](t

-

dt)

+

(industry_construction[manufacturer]

-

industry_demolition[manufacturer]) * dt
INIT industry_structure[manufacturer] = 2541
industry_structure[service](t) =
industry_structure[service](t - dt) + (industry_construction[service]
- industry_demolition[service]) * dt
INIT industry_structure[service] = 20294
industry_construction[sic] =
industry_structure[sic]*industry_construction_multi[sic]*industry_construction_normal[sic]*(
1+ind_construction_test_%/100)
industry_demolition[sic] =
industry_structure[sic]*industry_demolition_normal[sic]*(1+ind_demolition_test_%/100)
industry_construction_multi[sic] =
industry_labor_force_multiplier*industry_land_multiplier[sic]
industry_construction_normal[manufacturer] = 0.054195
industry_construction_normal[service] = 0.020218
industry_demolition_normal[manufacturer] = .001
industry_demolition_normal[service] = .0005
ind_construction_test_% = 0
ind_demolition_test_% = 0
jobs =
industry_structure[manufacturer]*job_per_industry_structure[manufacturer]+industry_struct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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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ervice]*job_per_industry_structure[service]
job_per_industry_structure[manufacturer] = 25.27
job_per_industry_structure[service] = 3.344
labor_force = population*labor_participation_fraction
labor_force_to_job_ratio = labor_force/jobs
labor_participation_fraction = 0.32
attractiveness_of_job_multi = GRAPH(labor_force_to_job_ratio)
(0.00, 2.00), (0.2, 1.95), (0.4, 1.80), (0.6, 1.60), (0.8, 1.35), (1.00, 1.00), (1.20, 0.5),
(1.40, 0.3), (1.60, 0.2), (1.80, 0.1), (2.00, 0.1)
industry_labor_force_multiplier = GRAPH(labor_force_to_job_ratio)
(0.00, 0.2), (0.2, 0.25), (0.4, 0.35), (0.6, 0.5), (0.8, 0.7), (1.00, 1.00), (1.20, 1.35),
(1.40, 1.60), (1.60, 1.80), (1.80, 1.95), (2.00, 2.00)
fraction_reserve = 0.29
Houseland_Adjust = 1
house_land = houses*land_per_house
industry_land[sic] = industry_structure[sic]*land_per_industry_structure[sic]
land_fraction_occupied =
(industry_structure[manufacturer]*land_per_industry_structure[manufacturer]+industry_struc
ture[service]*land_per_industry_structure[service]+houses*land_per_house+green_space)/((
total_area_in_m2-total_area_in_m2*fraction_reserve)/1000000)
land_per_house = land_per_house_normal*Houseland_Adjust
land_per_house_normal = 0.000131
land_per_industry_structure[manufacturer] = .0069534
land_per_industry_structure[service] = .0002734
green_land_multiplier = GRAPH(land_fraction_occupied)
(0.00, 1.00), (0.1, 1.00), (0.2, 1.00), (0.3, 1.00), (0.4, 1.00), (0.5, 0.9), (0.6, 0.7), (0.7,
0.3), (0.8, 0.1), (0.9, 0.05), (1,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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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ing_land_multiplier = GRAPH(land_fraction_occupied)
(0.00, 0.4), (0.1, 0.7), (0.2, 1.00), (0.3, 1.25), (0.4, 1.45), (0.5, 1.50), (0.6, 1.50), (0.7,
1.40), (0.8, 1.00), (0.9, 0.5), (1, 0.00)
industry_land_multiplier[sic] = GRAPH(land_fraction_occupied)
(0.00, 1.00), (0.1, 1.15), (0.2, 1.30), (0.3, 1.40), (0.4, 1.45), (0.5, 1.40), (0.6, 1.30),
(0.7, 0.9), (0.8, 0.5), (0.9, 0.25), (1, 0.00)
green_space(t) = green_space(t - dt) + (gs_change) * dt
INIT green_space = 306.0
gs_change =
(gap/Greenspace_adjust_time)*green_land_multiplier*green_space_multiplier*Greenspace_f
actor
NO2(t) = NO2(t - dt) + (in + s_in_region - dry_deposition - out - chemical_reaction) * dt
INIT NO2 = s_in_region
in = q*(C_in_ppb*46)/(((temp+273)/273)*22.4)*timeyear
s_in_region = NO2_emission*timeyear
dry_deposition = deposition_in_cbd+deposition_in_green
out = q*C_out*timeyear
chemical_reaction = Kcr*C_out*volume*timeyear
C_in_ppb = 30
C_out =
(in+s_in_region)/((q+Kddu*(total_area_in_m2-green_space*1000000)+Kddg*green_space*
1000000+Kcr*volume)*timeyear)
C_out_ppb = ((C_out*((temp+273)/273)*22.4)/46)
deposition_in_cbd = Kddu*(total_area_in_m2-green_space*1000000)*C_out*timeyear
deposition_in_green = Kddg*green_space*1000000*C_out*timeyear
desired_green_space_needed =
population*green_space_needed_per_person*Greenspace_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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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red_No2_ppb = 40
gap = ABS(desired_green_space_needed-green_space)
Greenspace_adjust_time = 5
Greenspace_factor = 1
Greenspace_Satisfaction = 1
green_space_needed_per_person = 0.000333
Hight = 1000
Kcr = 0.00002
Kddg = 0.098/100
Kddu = 0.033/100
Length = 21264.5
Mobile_No2_emission = car*No2_emission_per_car
NO2_emission =
((Nox_emission*NOxNo2_ratio*1000000000)/timeyear)*technology_factor
No2_emission_per_car = 33.7
No2_emission_per_point_source = 8.3
NOxNo2_ratio = 0.456
Nox_emission =
(Mobile_No2_emission+Point_No2_emission[manufacturer]+Point_No2_emission[service])/
NOxNo2_ratio
Point_No2_emission[sic] =
(industry_structure[sic]+houses)*No2_emission_per_point_source
pol_index = C_out_ppb/desired_No2_ppb
q = Hight*Width*wind_velocity
technology_factor = 1
temp = 15
timeyear = 60*60*24*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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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_area_in_m2 = Width*Length
volume = Hight*Length*Width
Width = 21264.5
wind_velocity = 1.5
attract_of_pol_multi = GRAPH(pol_index)
(0.00, 1.20), (0.2, 1.20), (0.4, 1.20), (0.6, 1.16), (0.8, 1.10), (1.00, 1.00), (1.20, 0.9),
(1.40, 0.863), (1.60, 0.8), (1.80, 0.8), (2.00, 0.8)
green_space_multiplier = GRAPH(pol_index)
(0.00, -1.00), (1.00, 0.00), (2.00, 1.00), (3.00, 1.50)
population(t) = population(t - dt) + (inmigration + birth - outmigration - death) * dt
INIT population = 371679
inmigration = population*in_migration_normal*attractiveness_multi
birth = population*birth_normal
outmigration = population*outmigration_normal
death = population*death_normal
attractiveness_multi =
attractiveness_of_job_multi*attractiveness_of_housing_multi*attract_of_pol_multi*traffic_attr
activeness_multiplier
birth_normal = 0.049126
death_normal = 0.016422
in_migration_normal = 0.323779
outmigration_normal = 0.302485
percent_pop_growth = PCT((birth+inmigration-death-outmigration)/population)
attractiveness_of_housing_multi = GRAPH(household_to_houses_ratio)
(0.00, 1.40), (0.2, 1.40), (0.4, 1.35), (0.6, 1.30), (0.8, 1.15), (1.00, 1.00), (1.20, 0.8),
(1.40, 0.65), (1.60, 0.5), (1.80, 0.45), (2.00, 0.4)
road(t) = road(t - dt) + (road_increase) * 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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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IT road = 792.7
road_increase = road*normal_road_increase
acceptalbe_car_speed = 50
car = population/person_per_car
car_density = car/road
normal_road_increase = 0.080568
person_per_car = 2.82
car_running_speed = GRAPH(car_density)
(30.0, 30.0), (50.0, 29.0), (70.0, 28.0), (90.0, 26.0), (110, 24.0), (130, 23.0), (150,
21.0), (170, 20.0)
traffic_attractiveness_multiplier = GRAPH(car_running_speed/acceptalbe_car_speed)
(0.00, 0.8), (0.2, 0.8), (0.4, 0.8), (0.6, 0.84), (0.8, 0.9), (1.00, 1.00), (1.20, 1.10),
(1.40, 1.16), (1.60, 1.20), (1.80, 1.20), (2.00,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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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그림 3-2> 주거환경변화예측모형의 계산식
◇ Births = Population × LinearRegression1)(BirthDataBasei))
◇ Deaths = Population ÷ LinearRegression(ExpLifeDataBaseii))
iii)
◇ Emigration = Population × LinearRegression(EmigrationDataBase )

◇ DemolitionHouse = House × LinearRegression(DemolitionDataBaseⅳ))
◇ Construction Multiplier = Constructing Due to Housing Availability ×
Construction Due to Land Availability

◇ ConstructionHouse = Construction Multiplier × LinearRegression_CH
(ConstructionDataBaseⅴ)) × House
◇ NextHouse = House + ConstructionHouse - DemolitionHouse
◇ Fraction of Occupied Land = (House × Land per House) ÷ BlockArea
◇ Construction Due to Land Availability = LinearInterporation_CDLA2)(Fraction
of Occupied Land)
◇ Households to Houses Ratio = Population ÷ (House × Avg_Household)
◇ Attraction Due to Housing = LinearInterporation_AH(Households to
Houses Ratio)
3)
◇ Accessibility = LocationAllocation ()

◇ Attraction Due to Accessibility = LinearInterporation_AA(Accessibility)
◇ Immigration = Population × LinearRegression(immigrationDataBaseⅵ)) ×
Attraction Due to Housing × Attraction Due to Accessibility
◇ NextPopulation = Population + Immigration + Births - Emigration - Deaths
1) 선형회귀식 함수

2) 선형보간 함수

3)입지할당 함수

i ) 출생 데이터베이스 ii) 기대수명 데이터베이스 iii) 전출 데이터베이스
ⅳ) 주택제거 데이터베이스 ⅴ) 주택 건설 데이터베이스 ⅵ) 전입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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