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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와 기술의 개발은 정보화나 기술 그 자체의 발전뿐만 아니라 정보기술
에서 파생된 산업을 발전시킨다. 또한, 산업의 발전은 사회문화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며, 변화된 사회문화는 다시 새로운 정보기술의 개발을 요구하게 된다. 결국
이 사회는 인간을 중심으로 기술, 산업, 사회문화 등 주요 인자들 간에 선 순환적
구조에 의해 지속적인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k-Korea전략,
u-City정책 등 부가가치가 높고 파급효과가 큰 정보산업을 국가의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전자정부 사업, 국가GIS사업 등 공
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정보화가 높은 수준에 와있다. 특히 행정업무의 효율성 과
대 시민 서비스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정보화 수준은 세계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다.
최근 인터넷 공간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참여와 개방, 협업이라는 문화적
코드는 이러한 사회적 여건과 정보기술 환경을 배경으로 아날로그 방식의 계획
제도가 안고 있던 주민참여 이슈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는 형식에 지나지 않던 주민참여 제도를 실질적인 참여로 이끌어 내고, 그에
따른 긍정적 효과로써 계획 집행으로 인한 사회적 저항과 갈등을 감소시킬 수단
과 방법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변화된 환경과 기술발전

ⅰ

은 비단 계획과정에서의 참여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주민참여 패러다임
을 변화시키고 있다.
근래 우리사회에 나타나는 다양한 사회문화적 갈등 현상들이 온라인을 매개로
하여 현실 세계의 참여로 나타나면서 새로운 사회문화적 이슈가 되기도 한다. 그
러나 온라인을 중심으로 무차별적으로 등장하는 사회문화적 현상에 대하여 우리
사회는 적절한 대비책을 갖고 있지 않다. 이는 과거의 아날로그적 사회문화 현상
에서는 고려되지 않던 새로운 현상이며, 정보화를 통한 유비쿼터스적 사회를 지
향하는 우리에게 심각한 고민거리를 안겨주고 있다.
이 연구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참여와 공유, 개방이라는 사회문
화적 현상, 도시계획에서의 주민참여라는 제도적 이슈, 그리고 정보화로 인한 부
정적 효과를 GIS와 정보기술의 접목을 통해 건전하고 성숙한 사회문화형성과 제
도적 개선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주민참여 모형과
모형 적용방안, 그리고 제도개선안이 향후 도시계획에서의 주민참여에 관한 정
책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이 연구를 기반으로 국가GIS의 활용영역을
확대하여 공간정보 분야의 발전에도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
이 연구에서 연구책임자를 맡은 서기환 책임연구원과 신동빈 연구위원, 그리
고 연구진으로 참여한 이왕건 연구위원, 김동한 책임연구원의 열정과 노고를 치
하하며, 연구의 완성도를 위해 협동연구에 참여한 미국 Vertices.com의 임완수 박
사와 정도UIT의 강성길 이사, 그리고 연구전반에 도움을 주신 관계 전문가 여러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08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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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문

1962년 도시계획법이 제정된 이래 현재까지 도시계획제도는 3기에 걸쳐 발전해

왔다. 1962년부터 1981년까지를 1기, 1981년부터 2000년까지를 2기, 2000년 이후를
3기로 구분할 수 있다. 도시계획제도에 주민참여가 도입된 것은 제2기 도시계획제

도의 출발점인 1981년에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부터이다. 그리고 1991년
도시기본계획 수립과정에 지방의회의 의견청취가 추가되어 주민참여가 한층 강화
되었다. 제3기에 들어서 나타난 특징은 2000년 도시계획법 전면 개정과 함께 ‘도시
계획정보체계’의 구축이 법에 명시되면서 도시계획분야에도 정보화가 도입되었다.
도시계획제도의 이와 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2기에 도입된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은 최근까지도 형식적인 절차로만 남아있다. 반면에 계획전문가나 담당공무
원 등은 제도적으로도 참여를 보장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계획과정에서도 직
간접적인 참여를 통해 그들의 의견을 반영시키고 있다. 도시계획제도에 주민참여
가 도입될 때도 그러했지만, 대부분의 전문가가 주민참여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
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전문가나 담당공무원들은 여전
히 주민참여에 대한 불신과 부정적 측면을 견지하고 있다.
주민참여에 관한 연구는 계획학이나 행정학 등을 통해서 다양하고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 졌다. 대부분은 전통적 방식의 주민참여에 관한 연구가 중심이 되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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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00년도를 지나면서 사회전반에 확산된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힘입
어 점차 기술적으로 주민참여를 이끌어 내고자 하는 노력들이 시도되었다. 또한 도
시계획에 관한 정보화도 이때부터 시작이 되었으며, 최근 들어 주민들의 참여가 사
회‧문화적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인터넷을 중심으로 관련기술들도 급격히 변화‧
발전하고 있다. 대표적인 기술 트렌드로 GIS를 비롯한 웹2.0 기술들이 과거 한계로
남아 있던 주민참여의 실질적 수단을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배경 하에 도시계획과정에 GIS기반의 주민참여 모형을 개발
하여 현재의 주민참여 제도가 안고 있는 한계점을 완화 시키고자 하였다. 아울러
모형개발 과정에서 도출된 제도적 개선사항을 제시하여 제3기 도시계획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이 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외 사례를 조사하고, 모형과 모형의 프로토타입 개발을 위해 애
써준 연구진에게 감사드리며, 특히 미국의 주민참여 GIS 사례를 조사하고, 그와 관
련한 특강까지 발표해 주신 Vertices.com의 임완수 박사님께 감사드린다. 아울러
모형개발에 참여한 정도UIT 관계자 여러분과 자문회의에 참석하여 연구의 방향
및 내용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를 드린
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가 우리나라 도시계획제도의 발전에 기여하고, 국가GIS차
원에서 공간정보의 활용영역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2008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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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연구개요

최근 공간계획 및 정책수립 과정에서 증가하는 주민들의 참여 요구에 대하여
정부의 실천적 대응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계획과정에서 주민참여가 갖는 의미
와 중요성에 비해 현재의 제도가 허용하는 참여의 수단은 현실성이 결여된 측면
이 있다. 반면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참여에 대한 사회문화적 트렌드와 참여에
기반 한 정보기술의 발전은 주민참여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만족시켜줄 훌륭한
배경과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배경 하에 도시계획과정에 GIS
기반의 주민참여 모형을 개발하고, 개발한 모형의 적용방안과 주민참여 관련 도
시계획 제도의 개선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와 관련 이론을 검토하여 학술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국내외 사례를 조사하여 주민참여를 위해 적용된 기술적 요소와 방법을
살펴봄으로써 모형개발의 틀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주민참여 GIS에
관한 논의가 활발한 미국의 사례를 조사하기 위해 미국 현지 전문가와 협동
연구를 수행하였다. 아울러 모형개발의 실용성과 적용에 관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계획분야 GIS전문 업체와 협동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밖
에도 연구결과의 활용주체인 국토해양부와 지자체 도시계획 담당자들의 의
ⅴ

견을 수렴하기 위해 연구협의회를 개최하고, 여러 차례의 자문회의를 통해
모형 개발의 방향과 큰 틀을 설정하였다.
이 연구는 크게 3개 부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이론고찰 및 사례분석이다. 이 부분에서는 도시계획제도와 주민참여GIS
의 이론적 측면을 살펴보고, 다양한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
다. 둘째, 도시계획과정의 GIS기반 주민참여 모형 개발이다. 주민참여의 유형을
구분하고 앞서 도출된 시사점을 토대로 모형을 개발하였다. 이 과정에서는 기술
전문 업체와의 협동연구를 통해 모형구현을 위한 기술적 검토를 수행하였다. 셋
째, 모형적용 및 제도개선방안이다. 개발한 모형을 기존 국가GIS사업 성과와 연
계하여 적용방안을 제안하고, 모형 개발과 적용방안의 제시과정에서 도출된 도
시계획 관련 제도의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2. 관련 이론 및 연구동향

2장에서는 도시계획 및 도시계획제도의 정의, 계획 절차와 특징을 살펴보았다.

또한 이 연구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주민참여 GIS와 기술적 배경인 웹2.0에 대해
검토하고,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았다.
도시계획제도에서는 주로 주민참여절차와 참여의 범위, 역할, 발전과정 등을
살펴봄으로써 모형 개
발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주
민참여 측면에서 도시
계획제도의 변천사를
통해 지금까지의 변화
방향과 문제점을 살펴
보고, 최근 변화된 환
경과 현재의 위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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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도시계획과정의 주민참여 발전과정

에 따른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하
였다.

<그림 2> Arnstein의 주민참여 사다리 모형

주민참여 GIS에서는 주민참여
GIS의 도입 배경과 개념, 모형개

발의 핵심인 주민참여의 유형과
참여 수준에 관한 이론을 검토하
였다. Arnstein(1969)의 "A Ladder of
Citizen Participation"으로 대표되는

참여의 수준과 이 이론을 발전시
킨 Aggens(1983)나 Wiedemann
and Femers(1993) 등 학자들이 제

시한 참여수준, 그리고 OECD의 전자정부 주민참여 모형 등 다양한 이론을 검토
하여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주민참여 유형을 구분하는데 활용하였다.
기술적 배경으로써의 웹2.0에 대해서는 이것이 가지는 사회적 함의에 대해 살
펴보고, 이와 관련한 기술트렌드가 GIS와 연계하여 어떻게 계획과정의 주민참여
에 활용될 수 있는지 제시하였다. 아울러 웹2.0과 GIS의 융합으로 탄생한 Where2.0
에 대한 개념도 간략히 정리하였다.
<표 1> 웹1.0과 웹2.0 비교
구분

특징

웹1.0

- HTTP 기반으로 서버와 클라이언트
사이의 정보전달 수단으로서의 웹
- TV나 라디오처럼 일방적 정보/서비스 제공
- 웹사이트에 자신이 올린 데이터 또는
서비스를 조작하거나 재활용할 수 없음

웹2.0

-

플랫폼으로서의 웹
누구도 데이터를 소유하지 않음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음
더 나은 형태로 변경 가능함

참여와 공유의 사회문화적 현상
사람이 중심
기술
- HTML, ActiveX 등
Ajax, XML, KML, RSS, GeoRSS 등
OS
OS/브라우저에 상관없이 기능 구
- OS/브라우저에 종속적임
종속성
현 가능
- Wikipedia, eBay, Flickr, del.icio.us,
사례
- 하이퍼링크 중심의 기존 웹사이트
Skype
자료: 신상희. 2007. Gaia 3D 발표자료 수정 인용.
- 기술 중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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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동향 검토에서는 계획 및 정책수립과정의 주민참여에 관한 연구를 전통
도시계획적 측면과 인터넷 등 정보기술을 활용한 연구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아
울러 주요 선행연구로써 GIS를 활용한 주민참여 연구도 살펴보았다.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기존의 연구와 이 연구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고, 다양한 연구에서 제
시한 현행 주민참여의 제도와 방법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연구동향 분
석을 통해 본 연구의 추진방식에 대한 합리성을 뒷받침하였다.

3. 계획 및 정책과정의 주민참여 사례

3장에서는 계획 및 정책과정의 주민참여를 국내외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사례 검토를 통해 계획과정의 주민참여에서 고려해야할 사항과 기존 주민참여방
식의 문제점, 기술 적용방법, 공간정보 활용방법 등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국내 사례에서는 현행 제도에서 공공정책이나 계획과정에 적용하고 있는 주민
참여 방법과 전통적 주민참여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시도된 사례를 분석하였다.
먼저, 국내의 공간계획과 정책에서 제도적으로 도입하여 적용중인 주민참여 방
식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웹과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전통적 주민참여 방식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시
도된 사례로부터 주민참여 유도를 위한 기술과 방법을 도출하였다.
국외 사례에서는 GIS 및 정보기술 활용을 중심으로 계획과정 또는 공공정책에
서의 주민참여 방식과 적용기술을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주민참여 GIS나 웹2.0
기반의 기술을 활용하여 전통적인 주민참여 방식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시도
된 사례로부터 주민참여 유도를 위한 기술과 방법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국내외 사례에서 도출한 주요 시사점은 주민참여의 당위성, 기존 계획과정의 주
민참여 문제점, 기존 주민참여 수단의 개선방법, 정보기술적용과 주민참여의 한계
등으로 정리하였다.
첫째, 주민참여의 당위성은 현실에서의 괴리는 있으나 대부분의 이론과 연구에
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우리나라는 헌법에도 명시된 국민의 권리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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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있다.
둘째, 기존 계획과정의 주민참여 문제점으로는 계획당국과 전문가의 주민참여
에 대한 의지와 지원노력 부족, 형식적인 법제도, 전통적 주민참여 방식을 지원할
정책의 미비, 계획정보 취득의 어려움, 홍보 및 교육기회 부족, 참여 수단과 방법의
시‧공간적 한계 등이 도출되었다.
셋째, 기존 주민참여 수단의 개선방법으로 전통 도시계획에서는 주민협의체, 민
간단체, 전문가, 행정관서 등이 함께하는 거버넌스(governance) 체계의 구축을 제
안하였다. 그리고 최근에는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정보기술 요소를 가미하여 한
단계 더 발전된 도시계획 거버넌스를 제안하고 있다.
<그림 3> 웹2.0시대의 도시계획 거버넌스 체계

자료: 대한국토·도시계획 학회. 2008. “도시계획론” -5정판. p109. 수정인용

넷째, 정보기술적용과 주민참여의 한계점을 도출하였다. 주민참여 GIS의 실현에
있어서 GIS 활용에 의한 성공과 실패는 기술적인 요소가 아니라 대부분이 제도적
요소나 참여과정에 대한 관리적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Harris and Weiner, 1998). 다
시 말해 계획당국의 기술도입과 추진의지, 제도적‧행정적 지원이 함께 요구되는
대목이다. 또한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전통적 방식의 주민참여에 대한 다양한 노
력과 GIS를 비롯한 정보기술의 활용이 병행될 때 지금보다 성공적인 주민참여가
가능하고, 참여를 통한 장점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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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시계획과정의 GIS기반 주민참여 모형

4장에서는 2장과 3장에서 살펴본 주민참여 측면의 도시계획 및 제도검토, 주민

참여 GIS 이론, 연구동향, 그리고 국내외의 다양한 사례를 토대로 도시계획과정의
GIS기반 주민참여 모형을 개발하였다. 모형 개발을 위해 주민참여 유형을 참여방

식, 참여주체, 참여수준 및 참여단계의 큰 틀로 제시하였다.

1) 주민참여의 유형
① 참여방식에 의한 구분
참여방식에 의한 구분은 제도적 참여와 준제도적 참여, 그리고 비제도적 참여
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도시계획 관련 모법인 국토계획법과 기타 관련 지침
등에 근거한 제도적 참여방식이 있다. 제도적 참여방식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
관리계획 모두 공람, 공청회 등을 통한 주민의견 청취와 지방의회 의견청취가 있
다. 둘째, 준제도적 참여는 도시계획 관련 법제도를 통해 구체적으로 규정한 참
여방식은 아니지만 청원, 진정, 민원 등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및 관련법령
에 의거하여 행정제도가 규정하는 형태의 참여 방법이 있다. 셋째, 비제도적 참
여는 제도적 참여가 형식적 절차에 그치거나 주민참여가 배제된 계획의 집행과
정에서 주민들과 계획당국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이 선
택하는 극단적 방법의 참여 형태이다. 일반적으로 비제도적 참여는 계획에 대한
저항이나 이해관계인의 요구를 관철시킬 목적에서 2차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표 2> 참여방식에 의한 주민참여 유형
구 분

참여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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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참여

내 용

“국토계획법”을 근거로 공람, 공청회 실시

준제도적 참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을 근거로 청원, 민원, 진정 등

비제도적 참여

집회, 시위, 농성 등 불법적인 참여

② 참여주체에 의한 구분
일반적으로 참여주체는 Sanhoff(2000)와 Thomas(1995) 등이 구분한 계획에 의
해 영향을 받는 사람, 계획에 도움을 줄 지식과 정보가 있는 사람, 그리고 계획의
수립에 영향을 줄 힘을 가진 사람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앞서 주민참여 GIS의 이론 검토를 통해 참여주체를 계획에 의
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으로 한정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들 중 계
획수립에 따라 재산권이나 생존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 집단과 그
밖에 지자체 행정구역 내에 포함되어 간접적 영향을 받는 일반주민 집단(시민단
체를 포함)으로 범위를 한정하였다.
<표 3> 참여주체에 의한 주민참여 유형
구 분

참여
주체

내 용

이해관계집단

계획결과가 집행되는 지역의 주민으로서 직접적인 피해나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주민집단

일반집단

계획구역에 거주하는 대다수의 주민으로서 계획결과가 간접적으
로 영향을 미치는 주민집단 및 시민단체

③ 참여단계에 의한 구분
도시계획을 큰 틀에서 단계별로 구분하면 계획단계, 집행단계, 평가단계로 나
눌 수 있다. 주민참여 측면에서 도시계획 단계를 구분하여도 계획단계의 참여,
집행단계의 참여, 평가단계의 참여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계획단계는 다시 입
안단계, 검토단계, 승인단계의 참여로 구분할 수 있다.
<표 4> 참여단계에 의한 주민참여 유형
구 분

내 용

입안단계 : 도시관리계획에서는 입안을 제안할 수 있음
참여
단계

계획단계

검토단계 : 공람, 공청회 등 사실상 유일한 제도적 참여단계
승인단계 : 제도적 참여수단 없음

집행단계

제도적 참여수단 없음

평가단계

제도적 참여수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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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참여수준에 의한 구분
이 연구에서는 계획수립과정의 참여모형을 제시한 Dorcey(1994)나 공공갈등의
사전방지 또는 문제해결에 중점을 둔 참여 사다리 모형을 제시한 Corner(1998)의
모형을 준용하고자 하였다. 다만, 우리나라의 계획제도와 환경을 고려하여 합리
적인 참여수준을 구분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 시도하는 GIS기반 참여모형
개발은 지방정부 관점에서 보면 큰 틀에서 전자지방정부의 한 부분이며, 전자지
방정부가 지향하는 목표1)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따라서 OECD(2001)가 제안
한 전자정부의 주민참여 모형인 정보제공(information), 협의(consultation), 의사결
정(decision-making)의 3단계 참여수준도 같이 고려하여 유형을 구분하였다.
<표 5> 참여수준에 의한 주민참여 유형
구 분

참여
수준

내 용

정보제공

주민참여의 가장 기초적인 형태로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모든 정보를 공개

의사개진 및 협의

주민의 의견을 계획당국에 전달하는 활동으로써 의견수렴여
부는 계획당국에 의해 결정

의사결정

계획(안)에 대한 최종결정에 참여하는 것, 현행 제도에서는
의사결정에 주민참여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2) 도시계획과정의 GIS기반 주민참여 방법

GIS기반 주민참여 방법은 앞서 정리한 주민참여 유형구분 내용을 토대로 국내

외 사례에서 활용한 참여의 수준, 참여수단 및 기술적용방법 등을 고려하여 도출
하였다. 아울러 주민참여 방법의 도출과정에서 기대되는 제도적 개선 요구사항도
일부 도출하였다. <표 6>은 도시계획과정의 GIS기반 주민참여 방법을 정리한 내
용이다.

1) 전자정부의 최종 목표는 주민중심적 서비스 제공 실현에 있으며,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주
민참여가 더욱 주목받고 있음(이정아,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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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도시계획과정의 GIS기반 주민참여 방법
구분

참여
단계

기존
참여수단

GIS & 웹2.0기반
참여수단 제안

참여수준

제도개선 요구 참고 사례

‧기존 GIS DB활용, 웹을 통
‧정보제공 ‧입안의 제안 ‧ Planning
입 ‧입안의
한 기술적 입안제안 기능
‧의견개진 요건 간소화 Portal
안 제안
제공
‧공람
계
검
획 토
제도적
참여
승
인

‧인터넷 공람(도면 및 설명
자료 제공, 의견개진 기능)

‧인터넷 공람,
‧정보제공
‧인터넷 공청회(UCC, 사진, ‧의견개진 공청회 제도
화(향후 UPIS
Q&A, GIS기반 대안 시뮬 및 협의
‧공청회
활용)
레이션, 지도기반 의견작
성 기능)

‧포틀랜드
사례
‧뉴저지
사례
‧V i r t u a l
London

-

‧의사결정 지원 수단으로
‧당해 주민대표 ‧청주사례
‧의사결정
참여 제도화 ‧서울사례
C/S기반 GIS

집행

-

‧집행에 대한 모니터링 기 ‧정보제공
능(예: 웹+지도+사진 제공) ‧의견개진

평가

-

‧지도기반 평가의견 개진
‧의견개진
‧인터넷 설문, 게시판 활용

-

‧뉴저지
사례

‧향후 계획에 주
‧지자체
민 평가 의견
홈페이지
반영 제도화

정
‧지자체 ‧기존GIS DB, UPIS, KLIS,
보
홈페이 국토통합DB 활용
‧정보제공
제
지
‧Open Source, OpenAPI
공

준
상
‧일반 및
제도적
시 민 전자 민 ‧지자체 도시계획 관련 홈
참여
‧정보제공
원
원창구 페이를 별도 운영 및 GIS ‧의견개진
기반의 상시적인 도시계
및 협의
제 ‧ 지자체 획 의견수렴 기능
안 홈페이지

-

-

‧뉴저지
사례
‧Gencat.net
‧ Planning
Portal
‧새올행정
시스템
‧온나라
포털

3) 도시계획과정의 GIS기반 주민참여 모형

이 연구에서는 모형개발을 통한 주민참여가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될 수 있도
록 도시관리계획에 중점을 두고 모형개발을 진행하였다. 모형의 기본적인 구조
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절차를 축으로 상시적인 주민참여가 가능한 준제도적 참여
와 계획 및 평가단계를 포함하는 제도적 참여로 구성하였다.
준제도적 참여는 상시의견제시 모형과 상시 정보알림 모형으로 구성된다. 제
도적 참여는 계획안 참여 모형과 주민의견청취 모형, 공고 및 공람 모형으로 구
성된다.
ⅹⅲ

<그림 4> 도시계획과정의 주민참여 모형 개념도

이 연구에서 제안한 주민참여 모형은 참여유형을 구분하는 4가지 분석틀, 즉 참
여방식, 참여주체, 참여단계, 참여수준에 따라 모형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의하였다.
첫째, 참여방식에 따라 구분하면 법‧제도적 도시계획과정을 중심으로 하는 제
도적 참여방식과 준제도적 참여방식으로 나누어진다.
둘째, 참여주체에 따라 구분하면 계획대상지역에 재산권이나 생존권에 직접적
인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 집단과 계획구역에 거주하는 대다수의 주민으로서 계
획결과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일반집단으로 구분된다.
셋째, 참여단계에 따라 구분하면 계획단계, 집행단계, 평가단계로 나눌 수 있
으며, 계획단계를 제외한 집행과 평가단계에서는 주민참여를 위한 제도적 창구
가 없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계획단계 중 입안과 검토 단계에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넷째, 참여수준에 따라 구분하면 정보의 제공, 의사개진 및 협의, 의사결정에
의한 참여로 나누어지며, 정보의 제공과 의사개진 및 협의를 중심으로 모형을 설
계하였다. 그리고 의사결정 유형은 향후 고려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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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GIS기반 주민참여모형 적용 및 제도개선 방안
5장에서는 모형 적용을 위한 기반인 도시계획정보화와 국가GIS사업의 결과로
구축된 지자체 공간정보DB를 어떻게 연계‧활용 전략을 제시하였다. 또한 도시계
획정보체계 확산사업 추진계획을 참고하여 5개의 모형과 기술, 서비스 구현을 다
음과 같이 3단계로 나누어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다.
<표 7> GIS기반 주민참여 모형의 단계적 적용
단계
기반요소

참여수준
기술
트렌드
기술

주민참여
기술
주체

정보제공
(서비스 초기)
웹 GIS
웹 맵핑, RSS,
Trackback, SMS,
e-mail
공급자 중심

유형

정보제공
(단방향 서비스)
정보 사용자와
공급자의 관계
(N:1)

상시
의견제시
모형

웹기반 도시계획
기초정보 제공

상시
정보알림
모형

게시판 공지사항
제공

계획안
참여 모형

웹기반 도시계획
이슈정보 제공

주민의견
청취 모형

도시계획(안)
정보제공

서비스

주민
참여
모형

1단계
(~2012년)

공고 및
공람 모형
표준
법제도

결정고시 및
지형도면고시
정보제공
데이터 표준
현행 도시계획
운영지침 보완

2단계
(~2015년)

3단계
(~2017년)

의견개진/협의
의사결정 참여
(서비스 확장기)
(서비스 성숙기)
웹2.0기반 GIS
GIS기반
Government2.0
(Where2.0)
웹 맵핑, 맵 편집,
3D 모델링, 실시간
RSS, Trackback, UCC 참여 및 대화 기술,
등 멀티미디어자료
통계/분석
사용자 중심
거버넌스
상호작용
(양방향 서비스)
정보 사용자와
공급자의 관계
(1:1)
관심지역 등록,
주민의견제시 및
추가의견(찬/반)제시
계획(안)등록,
고시등록, 안건등재
등 이메일,
SMS서비스
이슈별
대안선택(투표),
주민의견제시
계획(안)
주민의견제시
공고열람 및 공람
의견제시

의사결정
(지식기반 서비스)
정보 사용자와
공급자의 관계
(N:N)
-

3차원 모델링,
평가/선택(투표),
주민의견제시
3D 및 다중매체를
이용한 전문가,
관계자, 주민들 간의
대화, 통계/분석 제공
-

서비스 표준
상호운용성 표준
GIS기반 주민참여 모형적용을 위한
국토계획법 조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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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방안에서는 특정 이해관계자 중심의 참여나, 형식적 절차에 머물고
있는 현행 계획과정의 주민참여를 실질적인 참여로 유도하고, 계획과정의 투명성
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앞서 검토한 주민참여
관련 제도에서 개선요구 내용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현행 제도의 내용 중 인터넷
의 활용, 주민참여의 시기, 기간, 방법 및 수단 등에 관해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주민참여와 관련한 법제도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이 법률에
근거한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등을 검토하였다. 개
선(안)의 주요 내용은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홍보를 신문과 인터넷에 병행하
고, 의견수렴도 온오프라인 양쪽에서 가능하도록 법조문을 수정제안 하였다. 계
획의 입안을 제안할 경우 표준제안서를 인터넷으로 제공하고 이를 통해 필요하다
면 누구나 비용소요 없이 쉽게 제안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아울러 결정고시
결과도 인터넷에 병기하도록 제안하였다.

6. 결 론
6장에서는 연구의 성과, 특징 및 한계, 그리고 향후 연구 과제를 정리하였다. 연

구의 성과는 첫째, 학술적인 측면에서 주민참여와 관련한 국내외 사례 분석 및 연
구동향 분석을 통하여 도시계획과정의 주민참여에 관한 시사점과 계획과정의 주
민참여 패러다임 변화를 도출하였다. 특히, GIS기반 주민참여 모형의 개발과 모형
개발을 위한 기반이 되는 주민참여 유형 및 참여수준을 구분하는 틀을 제시한 것
이다. 둘째, 정책적 측면에서는 현행 도시계획관련 법제도가 주민참여의 측면에서
행정 편의적 제도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실용적이고 실천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의 개선안을 제시한 것이다. 아울러, 학술적 성과인 주민참여
모형을 3단계에 걸쳐 추진할 수 있도록 적용방안을 제시한 점과 모형구현을 위해
기존의 국가GIS 성과를 활용한 점을 성과로 제시할 수 있다.
이 연구의 특징은 급변하는 정보화에 대응하기 위해 참여라는 패러다임 변화에
새로운 기술적 대안을 수용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시도를 했다는 점이다. 한편 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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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점은 도시계획정보의 무분별한 공개와 유통으로 인해 새로운 갈등을 양산하고,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는 점이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기 어렵다
는 점이다. 향후 연구과제로는 전통적인 접근과 새로운 방식의 조화를 이끌 수 있는
연구의 추진과 국토공간계획 포털 구상에 관한 연구의 추진을 제안하였다.

<표 8> 연구 성과 및 활용주체
구분

연구 성과

활용주체

▪사례 및 동향분석을 통한 계획과정의 주민참여 시사점

학술적

▪계획과정의 주민참여 발전과정과 패러다임 변화 도출
▪모형개발을 위한 주민참여 유형 및 참여수준 구분틀 제시
▪GIS기반 주민참여 모형 개발
▪주민참여를 위한 실용적, 실천적 제도 개선(안) 제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정안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
도시재생과
도시환경과

-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수정안

도시규제정비팀

-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수정안

국토정보기획과

▪3단계 주민참여모형 적용방안 마련

정책적 ▪도시계획정보체계(UPIS)와 연계방안
- 도시계획정보체계에서 구축한 DB의 활용
- 도시계획정보체계 확산사업과 연계하여 2012년까지 필
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추가예산을 최소화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관련 부서
GIS/정보화관련 부서

▪국가GIS 성과 활용
- KLIS를 중심으로 도시계획 관련 정보를 연계활용

￭ 색인어 _ 도시계획과정, 주민참여 GIS, 웹2.0, 공간정보
￭ 한국학술진흥재단 연구분야 분류코드 _ B17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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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요

이 장에서는 연구의 추진 배경과 목적, 연구의 범위와 연구 수행방법, 연구추진체계를
정리하였다. 연구의 범위는 시간적, 공간적, 내용적 범위로 구분하고, 주요 연구수행방
법으로는 국내외 관련 이론 및 사례조사, 국내외 전문가와의 협동연구, 연구협의회 및
자문회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수행하였다. 특히, 본 연구의 추진과정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연구추진체계를 도식화하여 제시하였다.

1. 연구배경
최근 들어 공간계획 및 정책수립에 있어서 주민들의 참여 요구가 날로 증가하
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다양한 계획수립과정에서 주민참여가 배제되거나 제
한된 참여로 인해 주민들과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엄청난 사회적 갈등이 유발되
는 사례를 경험하였다. 정부도 이와 같은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적절한 대응
책 마련의 필요성에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그러나 참여에 따른 주민들의 다양
한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제도적 수단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 성숙된 주민의식이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 IT)의 발전과 결합하여 인터넷을 중심으로 참여에 대한 새로운 패러

다임을 도출시키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도시계획분야에서도 이
러한 현실적 변화에 대응하는 수단과 기술적 대안의 제시가 시급하다.
정부는 이미 기술 및 사회‧문화적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고자 도시계획분야

제 1 장∙연구개요

1

의 정보화사업을 확대 추진하기 위한 정책을 부분적으로 나마 추진하고 있다. 도
시계획정보체계(Urban Planning Information System, UPIS)는 도시계획분야의 대
표적 정보화 사업으로써, 2001년부터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가 주축이 되어
지자체를 대상으로 추진하여 왔다. 2006년 이후 예산확보 문제로 2년간 사업이
중단되기도 하였으나, 2008년에 도시계획정보체계의 확산사업 추진과 함께 재개
되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 향상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도시계획
정보의 제공과 의견수렴 등 정보화를 통한 투명성 제고를 천명한바 있다.
또한 현행 계획수립 절차에 대한 사회적 합의형성과정이 여전히 형식적인 절
차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 제기 되면서, 대안분석 및 제시에 대한 객관성 확보와
주민참여 수단의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계획은 사전
에 공간시뮬레이션을 통해 계획집행에 따른 영향 등을 주민과 공유할 필요가 있
다. 아울러 계획 대안을 시각적으로 제시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이해당사자간의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기초적인 계획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제안을 상시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참여통로의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제
도적으로 뒷받침할 방안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 연구목적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은 도시계획과정을 대상으로 GIS 및 웹2.02) 기반의 주민참
여 모형을 개발하는데 있다. 연구배경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형식적인 주민참여
에서 탈피하여 공간정보와 정보기술을 도입하여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자 하
였다. 이를 위해 주민의 참여유형을 구분하고, 현행 도시계획제도의 틀 내에서 도
시계획과정의 GIS기반 주민참여 모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주민참여 모형의 개

2) 웹2.0은 개방･참여･공유의 개념을 대변하는 신조어로써 서비스제공자는 플랫폼만 제공하고 사용자
참여를 기반으로 서비스가 운영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말한다. 웹2.0의 개념을 적용한 대표적인 사
례로는 Google Maps, Wikipedia, Blogging(싸이월드, 마이스페이스), You Tube, 판도라TV, Flickr, ebay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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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은 기존의 참여방식이 가진 시공간적 한계를 완화3)함으로써, 주민들의 참여요
구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주민참여 모형을 통해 도시계획
관련 정보의 제공과 주민참여의 수단을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방식으로 확대‧병
행하고자 한다.
두 번째 목적은 이 연구에서 개발된 주민참여 모형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
한 방안과 제도적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도시계획정보화사업이 확산 중
인 현 시점은 향후 도시계획정보체계를 바탕으로 대 시민 정보제공과 의견수렴,
의사결정에의 주민참여를 위한 모형 개발에 최적기이다. 따라서 주민참여 모형
의 개발과 적용을 위한 단계적 방안과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도시계획 관련 제도
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3. 연구범위
(1) 시간적 범위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제도적으로 정의된 도시계획 수립의 전 과정을 대상으
로 한다. 도시계획 수립의 전 과정을 시간적 범위에 포함하기 위해 계획수립이
진행되는 기간뿐만 아니라 상시적인 주민참여도 고려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
서는 계획과정에서 주민참여 절차가 진행되는 시간적 범위와 상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주민참여부분을 모두 시간적 범위로 포함하였다.

(2) 공간적 범위

공간적 범위는 현행법이 정한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GIS기반 주민참여 모형
이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 232개 지방자체단체 행정구역을 공간적 범위로 한다.

3) 가구당 인터넷 보급률 전국 평균 90% 상회[(구)정보통신부의 2007년 11월 발표자료 참고].
http://www.edaily.co.kr/news/industry/newsRead.asp?sub_cd=DC13&newsid=01341526583328016&clkcode=
00203&DirCode=0040205&curtype=read
제 1 장∙연구개요

3

예를 들어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에 주민참여 모형을 적용할 경우 도시기본계획
수립의 대상 지역인 전체 도시의 행정구역 또는 도시계획구역을 공간적 범위로
설정한다. 반면에 특정개발사업과 연계될 경우 행정구역내에서도 모형이 적용되
는 일부지역이 공간적 범위로 설정될 수 있다.

(3) 내용적 범위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현재 도시계획분야의 주민참여 실태파악에서부터 도시
계획 수립과정에 적용 가능한 GIS기반 주민참여 모형의 개발과 이를 적용하기
위한 단계적 방안, 제도개선안 도출까지를 내용적 범위로 한다. 구체적인 내용적
범위는 다음과 같다.
– 관련 제도 및 이론의 검토
– 선행연구 분석을 통한 동향 파악
– 국내외 주민참여 사례분석을 통한 모형 개발의 시사점 도출
– GIS기반 주민참여 모형의 개발
∙주민참여 유형 구분 및 유형에 따른 주민참여 방법 제시
∙제도적 틀을 축으로 하는 주민참여 모형 개념도 및 모형 도출
– 기존 국가GIS사업 결과 활용과 현실 여건을 반영한 주민참여 모형의 단계적
적용방안 제시
– 모형 개발과 적용방안의 도출 과정에서 제안된 제도적 개선안 제시
∙국토계획법,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등의 개선안 제시

4. 연구방법
연구방법으로는 계획제도 및 관련 이론의 검토, 국내외 사례조사, 협동연구,
정보시스템 개발방법론 적용, 연구협의회 및 자문회의 등을 활용하였다. 계획제
도 및 이론 검토를 통해 주민참여 모형의 적용범위와 문제점을 도출하고,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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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였다. 국내외 사례조사는 전통적 방식과 정보기술을
활용한 주민참여 방식을 살펴봄으로써 기술적용 기능과 방법을 도출하고, 주민
참여와 관련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때 국외 사례는 협동연구와 인터넷 검색
을 통해 진행하였다. 모형개발을 위한 정보시스템 개발방법론 적용은 기술 전문
업체와의 협동연구를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연구 수행 전반에 걸쳐
3차례의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연구의 방향성과 세부내용을 검토하였고,

협동연구진과는 정기적인 연구협의회를 통해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였다(<그림
1-1> 참조).
<그림 1-1> 연구방법과 연구수행내용의 관련성 및 활용

1) 관련 이론 및 연구동향 파악
관련 이론 검토에서는 먼저 현행 도시계획 관련 법제도와 지침을 분석하였다.
법제도와 지침분석을 통해 주민참여의 허용범위와 문제점을 도출하고, 도시계획
의 수립 절차와 내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였다. 또한, 주민참여에서의 공간정보
활용방법을 이론적으로 연구하고, 실제 다양한 적용사례가 있는 주민참여 지
리정보체계(Public Participation GIS, PPGIS)4)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주민참
4) PPGIS(Public Participation GIS)는 1990년대 중반 미국의 메인(Maine)대학의 연구진이 주축이 되어 GIS
를 통해 민간단체 등 일반이 공공정책결정에 접근, 참여하는 방안 등을 주제로 한 워크숍에서 “시민
참여(Public Participation)”라는 표현이 처음 사용된 이래, GIS 기술과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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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GIS의 검토에서는 참여 주민의 유형과 수준 등 모형개발의 틀을 도출하는
데 활용하였다. 그리고 최근 정보기술개발의 화두가 된 웹2.0과 위치기반 기
술을 검토함으로써 모형의 기능적 적용방법에 활용하였다.
아울러 이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이론적으로 뒷받침이 될 만한 국내외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주민의 유형과 참여 수준에 관한 연구, 전통적 방식의 주민참여 연구,
인터넷 등 정보기술을 활용한 주민참여 연구 등 다양한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기존의 계획이나 정책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다양
한 연구에서 주민참여의 성공을 위해 제시한 문제의 해결방안도 참고할 수 있었다.

2) 국내외 사례조사
국내외 사례조사에서는 먼저 도시계획수립 과정에서 주민참여를 도입하거나 시
도한 전형적인 사례를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주민참여 측면에서 우리나라 도시계
획제도가 직면한 문제를 파악하고 관련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최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주민참여와 관련된 사례 중 정보기술을 활용한 사례도 조사
를 하였다. 그리고 국내외의 주민참여 GIS 성공 사례들도 함께 살펴보고, 정보
기술이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이 밖에도 웹2.0 및 where2.05)의 개념과 기술을 적용한 국외 사례를 살펴보았
다. 예를 들어 구글 맵스(Google Maps)의 공개소프트웨어(Open Source Software)나 공
개 API(Open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6)를 활용한 국외 주민참여 사례와
방법을 살펴봄으로써 모형에 적용될 기술적 요소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다양
한 사례조사를 통해 주민참여의 당위성과 기존의 주민참여 문제점을 체계적
획에서 흔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GIS와 다른 공간의사결정 도구들을 통해 공간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5) 웹2.0을 소개한 바 있는 오라일리(O'reilly) 미디어그룹이 2005년에 개최한 'Where2.0 컨퍼런스'에서 처
음 사용된 용어로서 위치기반기술 관계자들을 모아 경쟁력 있고 새로운 형태의 응용프로그램, 플랫
폼, 하드웨어, 비즈니스 모델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위치기반 기술트렌드를 주도하고자 탄생한 개념.
6) 개방형 시스템환경을 위해 사용자 인터페이스(UI)에 대한 이식성과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한 프로그래
밍환경을 제공하는 함수 라이브러리. 예를 들어 구글어스(Google earth)의 맵을 개인의 홈페이지에 그
대로 옮겨 놓거나 하는 기술 등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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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정리하고, 문제점의 극복방안과 한계 등을 시사점으로 도출하였다.

3) 전문가 협동연구
주민참여 GIS는 1990년대 초 미국의 학계를 중심으로 다양한 전문가들이 논의
를 통해 개념을 정립하였다. 특히, URISA(Urban and Regional Information Systems
Association)7)를 중심으로 주민참여 GIS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따

라서 이 연구에서는 미국의 현지 전문가를 연구진으로 참여시켜 관련 이론과 성
공사례를 심도있게 조사‧분석하여 연구에 반영하였다.
또한, 정보기술의 적용을 전제로 개발하는 모형의 기술적 요소와 개발한 모형
의 프로토타입(prototype) 제시를 위해 공간정보기술과 IT기술을 보유하고, 도시
계획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업체를 선정하여 협동연구를 수행하였다. 협동연구
를 통한 모형 개발 방법론으로는 정보시스템 개발방법론의 하나인 ‘마르미8)’ 방
법론을 활용하였다. 이 방법론의 특징은 사용자의 요구사항 분석을 중심으로 시
스템을 개발하고, 모형의 기능을 컴포넌트 단위로 점진적으로 개발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특히, 이 방법론은 객체지향적 모형화 표준 언어인 UML(Unified Modeling
Language)을 사용하여 모형의 도식화에 유리하므로 이 연구의 모형개발에 적합

하다고 판단하였다. 국내외 사례조사에서 도출한 기술적용방법과 기능을 토대로
‘마르미’ 방법론의 체계에 따라 모형을 개발하였다.

4) 연구협의회 및 전문가 자문회의
연구에 참여한 국외전문가 및 도시계획정보화 전문업체와의 협동연구를 위해
해당부문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연구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연
7) 도시 및 지역정보체계 연합(URISA)은 도시 및 지역체계에 대한 이해와 관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공간
정보 및 정보기술을 효과적이고 도덕적으로 활용하는 비영리 단체로 다양한 공간정보 분야의 전문가
들이 모여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단체임
8) 마르미는 한국전자통신연구소(ETRI)가 국내기술로 개발한 정보시스템 개발방법론의 하나로 정보시
스템 개발에 필요한 절차와 내용을 정의함
제 1 장∙연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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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협의회를 통해서 연구진간 긴밀한 소통과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하였다. 전문
적인 지식이 필요할 경우 특강을 개최하여 연구진의 전문성 강화에도 노력하였
다. 또한, 이론 및 사례조사와 여러 차례의 내부협의 등을 통해 연구과정 전반에
드러날 수 있는 연구진간의 의견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
다. 아울러 연구 결과로 도출된 GIS기반 주민참여 모형에 대해서도 기술검토와
프로토타입 작성을 위하여 여러 차례의 협의를 진행하였다.
특히 이 연구의 전반적인 방향성과 틀, 주요 이슈사항에 대하여 분야별 전문가
가 참여하는 자문회의를 3차례 개최하였다. 제1차 자문회의에서는 연구의 방향
및 범위, 공간정보 활용 등에 관한 논의를 하였으며, 주로 도시계획 및 GIS분야
의 전문가가 참여하였다. 제2차 자문회의에서는 주민참여 모형과 프로토타입 개
발에 관해 도시계획전문가를 중심으로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마지막 제3차 자
문회의에서는 개발된 모형의 적용방법과 제도개선안 등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
다. 자문위원으로는 도시계획 분야 정책을 추진하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담당자,
도시계획엔지니어링회사 관계자, 학계전문가 등이 참여하였다.

5) 연구추진체계 및 수행방법
이 연구는 크게 도시계획제도 및 주민참여 GIS에 관한 이론과 국내외 주민참
여 사례분석 부분, 도시계획과정의 GIS기반 주민참여 모형개발, 그리고 개발한
모형의 적용 및 제도개선방안 등 3개 부문으로 구성하였다. 부문별 세부 연구내
용은 다음의 <그림 1-2>와 같다.
첫째, 이론고찰 및 사례분석에서는 도시계획제도를 살펴봄으로써 현 도시계획
제도의 주민참여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문제점의 개선 수단으로
써 주민참여 GIS와 웹2.0기반 기술에 관한 이론과 현황을 살펴보았다. 또한 주민
참여와 관련한 국내외 연구 동향을 통해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접근방법의 타당
성을 확보하였다. 아울러 전통 도시계획에서의 주민참여 사례와 GIS, 웹2.0 등 정
보기술을 활용한 사례를 통해 모형개발을 위한 기술적 해법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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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연구추진체계 및 수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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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이론적 검토와 국내외 사례를 통해 도출한 주민참여의 범위, 계획과정의
주민참여 문제점, 기술적용 방법 등 시사점을 바탕으로 모형개발을 위한 주민참
여의 유형을 구분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이론적 배경과 현실 여건을 고려하여 주
민참여의 유형을 참여방식, 참여주체, 참여단계 및 참여수준 등 4개로 구분하고
유형별 특징과 내용을 정리하였다. 4개의 참여유형을 기반으로 GIS기반 주민참
여의 주요기능과 기술 적용 내용을 도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큰 틀에서의 GIS기
반 주민참여 개념 모형을 제안하고, 주민참여 모형 개발과 프로토타입을 구현하
였다. 모형의 개발에는 정보시스템 개발방법론을 적용하였고, 도시계획정보화
전문기술업체와 협동연구를 통해 추진하였다. 도출된 모형은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검토하고, 개선과정을 거쳤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정보체계, 한국토지정보시스템(Korea Land Information System,
KLIS), 건축행정정보시스템(Architecture Information System, AIS) 등 다양한 국가
GIS사업의 성과를 활용하여 모형적용 방안을 도출하였다. 도시계획수립과 관련

하여 기 구축된 정보시스템의 DB내용을 검토하고, 연계 및 활용방안을 제시하였
다. 또한 모형 개발과정에서 나타난 주민참여 관련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모형적용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과 관련 지침을 대상으로 제도개선(안)을 도
출하여 정책적으로 건의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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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이론 및 연구동향

이 장에서는 도시계획 및 도시계획제도의 정의, 절차와 특징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주
민참여 GIS의 이론적 배경과 웹2.0 등 최신 정보기술 트렌드, 관련 연구동향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도시계획제도에서는 주민참여에 관한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제도의
발전과정에서 주민참여의 변화추이와 방향을 정리하였다. 또한 주민참여 GIS이론 검토
를 통해 주민참여 유형과 수준을 파악하고, 주민참여를 지원할 수 있는 웹2.0과 where2.0
등 최신 기술의 동향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관련 연구동향을 통해 본 연구의
차별성과 연구추진 방향의 합리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1. 도시계획 개요
1) 도시계획 및 도시계획제도의 정의
도시계획이란 ‘상위계획인 국토계획 및 지역계획에서 정해진 기본 방향에 따
라 국토의 일부분인 도시의 토지이용, 개발 및 정비 그리고 개발 제한, 도시시설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함으로서, 도시의 다양한 기능을 원활하게 하고 주
민을 위해 안전하고 양호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며, 미래의 도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계획’이라고 정의하기도 한다9).
도시계획제도는 ‘정부, 토지시장관계자, 주민, 환경단체 등 특정 이해그룹, 도

9) 대한국토·도시계획 학회. 2008. “도시계획론” -5정판. p.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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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획가 등 도시계획 관련 주체 간 갈등을 공공성 확보와 공정한 경쟁을 전제로
조정해결하기 위한 도시계획의 원칙 및 절차 등을 규정하는 법률적‧행정적 규
범’으로 정의되기도 한다10).
우리나라의 도시계획은 ｢국토기본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토계획의
하위 계획으로서 시군종합계획11)에 해당하며, 현재 도시계획제도는 2003년 제정
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을 제도적 기반으로 하여 크
게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양분되고 있다.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가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
시함과 동시에, 해당 도시가 공간적으로 발전해야 할 구조적 틀을 제시하는 종합
계획이다. 국토종합계획‧광역도시계획 등 상위계획의 내용을 수용하여 시‧군이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정책계
획의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시‧군의 물리적‧공간적 측면뿐만 아니라, 환경‧사
회‧경제적 측면을 포괄하여 주민 생활환경의 변화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종합계
획이며, 시‧군 행정의 바탕이 되는 주요 지표와 토지의 개발‧보전, 기반시설의
확충 및 효율적인 도시관리전략을 제시하여, 하위계획인 도시관리계획 등 관련
계획의 기본이 되는 정책계획을 말한다.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발계획의
수립과 토지이용에 관한 각종 행위 규제사항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계획의 주요
내용은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도시기반시설,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등이 포
함된다. 또한, 시‧군의 제반기능이 조화를 이루고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당해 시‧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또한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시‧군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중기계획이며, 실천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계획수립지침을 마련하여
10) 박재길. 1999. 도시계획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 -현행 도시계획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국토
11)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당해 지역의 기본적
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고, 토지이용·교통·환경·안전·산업·정보통신·보건·후생·문화 등
에 관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수립되는 도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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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자체에서 계획 수립 시 적용할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다. 도시기본계획수립
지침에서는 다음의 <표 2-1>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2-1>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의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 지역의 특성과 현황
- 계획의 목표와 지표의 설정 (계획의 방향‧목표‧지표 설정)
- 공간구조의 설정 (개발축 및 녹지축의 설정, 생활권 설정 및 인구배분)
- 토지이용계획 (토지의 수요예측 및 용도배분)
도시
기본계획
수립지침

- 기반시설 (교통, 물류체계, 정보통신, 기타 기반시설계획 등)
- 도심 및 주거환경 (시가지정비, 주거환경계획 및 정비)
- 환경의 보전과 관리
- 경관 및 미관
- 공원‧녹지
- 방재 및 안전
- 경제‧산업‧사회‧문화의 개발 및 진흥 (고용, 산업, 복지 등)
- 계획의 실행 (재정확충 및 재원조달, 단계별 추진전략)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에서는 용도지역‧지구‧구역계획, 기반시설계획, 도시개발
계획 등 <표 2-2>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2-2>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의 주요 내용
구분

도시관리계획 내용

- 용도지역‧지구‧구역계획
- 기반시설계획
․일반원칙
․교통시설계획
도시
관리계획
수립지침

․공간시설계획
․유통‧공급시설계획
․공공‧문화체육시설계획
․보건위생시설계획
․환경기초시설계획
․집행계획
- 도시계발계획
․신시가지와 기존시가지의 연계화

제 2 장∙관련 이론 및 연구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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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계획 수립절차
도시계획 수립절차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절차와 도시관리계획 수립절차로 구분할
수 있으며, 도시기본계획의 경우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치도록 요구하고 있다.12)
도시기본계획의 입안권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된다. 도시
기본계획의 입안권자는 시‧군의 게시판 및 인터넷 등 홍보를 통하여 주민에게
알게 하여 주민이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각 유관기관 및 관련부서는
개별 법률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들과 도시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을 사전검토하기
위하여 협의를 해야 한다.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작성된 도시기본계획
안(대안을 포함한 2개 이상의 계획안)에 대하여 해당분야 전문가와 각계 주민대
표 및 관계기관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관할 시장
이나 군수가 공청회를 개최할 때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관련 사항
을 게시판에 게시하고, 당해 시‧군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회 이
상 공고해야 한다. 공청회 개최결과 제출된 의견은 면밀히 검토하여, 제안된 의
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공청회 등
의 개최결과 제안된 의견은 조치결과, 미조치사유 등 의견청취결과 요지를 승인
신청 시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도시기본계획의 승인신청은 시장이나 군수(특별시장‧광역시장을 제외한다)가
입안된 도시기본계획(안)을 당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해당 지방의회
의 의견을 들어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도지사는 신청된 도시기본계획
(안)을 상임기획단 또는 전문연구기관의 사전검토를 거쳐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의 자문을 받아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도
록 하고 있다. 시‧도지사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신청할 경
우 각 부문별계획과 관련된 지방단위 기관과의 협의결과를 함께 제출하여 중앙
행정기관과의 협의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도시기본계획의 승인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신청된 도시기본계획(안)을 관계 중
12) 2007. 건설교통부.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제6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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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

<그림 2-1> 도시기본계획 수립절차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하
도록 하고 있다. 국토해양부장관
은 승인된 도시기본계획을 시‧도
지사를 경유하여 시장‧군수에게
송부하고, 시장 또는 군수가 국토
해양부장관으로부터 도시기본계
획을 승인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하
도록 조치해야 한다. 아울러 시장
또는 군수는 최종 보고서를 국토
해양부장관 및 유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도시관리계획의 일반적인 수립절차는 다음의 <그림 2-2>와 같으며, 자세한 사
항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을 따른다.
이상과 같이 볼 때 도시기본계

<그림 2-2> 도시관리계획 수립절차

획과 도시관리계획의 수립과정에
서는 주민의견청취를 반드시 거치
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이
도시계획적 이슈나 계획수립에 대
한 정보 및 시간의 부족, 형식적
참여절차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참여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한
편, 현재에도 기초조사 단계에서
토지적성평가프로그램 등과 같은
GIS를 활용하고 있으나, 계획안의

작성, 주민의견 청취 등 핵심적으로 주민참여가 일어날 수 있는 단계에서는 GIS
를 활용한 사례가 사실상 없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도시기본계획 및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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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계획의 계획(안) 작성단계에서 부터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실천적 수단
으로 GIS와 웹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계획(안)의 입안뿐
만 아니라 집행 및 평가 단계에서도 GIS와 웹기반의 정보기술을 활용해 도시계
획 전 과정에 대한 주민참여 가능성을 모형개발을 통해 제시하고자 하였다.
3) 주민참여 측면의 도시계획제도 발전과정
도시계획법은 1962년 도시의 건설, 정비, 개량 등을 위한 도시계획절차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
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되었다13). 이 당시 도시계획법은 일제
의 잔재를 청산하고 새로운 도시계획체계를 확립했다는데 의의를 두고 있으며,
주민참여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 후 1970년대 접어들어 산업화와 도
시화가 급진전 되면서 부분적으로 발생하는 도시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
해 1971년 도시계획법 전면개정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이시기에도 역시 주민참
여에 관한 조문은 신설되지 않았다.
1981년에 도시계획법이 재차 전면개정이 되면서 도시기본계획을 비롯한 상세계

획제도 등 계획 관련 제도가 새롭게 신설되었다. 전면 개정된 도시계획법에는 20
년 장기의 도시기본계획수립을 제도화하고,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게 시장, 군수
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도시계획법 제16조의2항에 ‘주민등
의 의견청취’ 조항을 신설하여 이때부터 주민참여가 제도적으로 도입‧시행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 도시의 광역화와 지방자치의 준비 등 시대적 여건변화를 반영

하여 1991년 광역계획제도 및 도시계획권한의 지방위임 등에 관한 제도를 도입하였
다. 이와 함께 도시기본계획 승인에 앞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법제도를 개정
하였다. 이로써 도시계획법에서 주민참여의 제도적 보장이 한층 확대되게 되었다.
2000년대 접어들어서는 기존에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이원화하여 관리하

던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2003년부터 ‘국토의계

13) 대한국토·도시계획 학회. 2008. “도시계획론” -5정판. pp. 10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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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통합하여 제도를 운영하게 되었다. 도시관리계획에서 주
민에 의한 계획입안의 제안, 인터넷 홍보를 통한 주민참여 유도와 같이 주민참여
의 범위와 홍보수단이 한층 확대되어 변화된 사회적 여건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45년이 넘는 도시계획제도의 발전과정과 27년의 주민참여 제도의 역사에
비해 현실에서의 주민참여는 실망스러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도시계획
제도가 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해 제도적인 변화와 발전은 시도하였으나, 도
시계획제도를 구성하는 계획당국, 시민사회, 계획전문가 등이 하향적 계획방식
을 고수하고, 폐쇄적 성향을 버리지 못하는 데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2000년대 중반이후 시민사회가 보여주는 성숙한 주민의식을 바탕으로
계획당국, 전문가, 시민사회가 함께 도시계획 제도를 운용하는 도시계획의 거버
넌스(Governance)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특히, 정보기술의 발전은 u-City와 같은
새로운 도시개념을 등장시켰다. 정보기술이 도시의 성장과 관리 등에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치는 이 시점에 도시계획과정의 정보기술 활용은 시대적 흐름이며, 이를 활
용한 주민참여는 도시계획과정의 주민참여에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2-3>은 앞서 설명한 주민참여의 측면에서 도시계획제도 발전과정과 전

망에 대해 시간을 축으로 사회적 이슈와 변화양상을 정리한 것이다.
<그림 2-3> 도시계획과정의 주민참여 발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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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민참여 GIS
1) 주민참여 GIS의 개념
주민참여 GIS(Public Participation GIS, PPGIS)는 1993년 NCGIA(National Center
for Geographic Information & Analysis)가 후원한 “GIS와 사회”라는 워크숍에서 기

술구현과 관련한 사회적 이슈에서 출발하여 1996년 NCGIA가 개최한 주민참여
GIS워크숍을 통해 정착된 개념이다14). 이후 URISA(Urban and Regional Information
Systems Association)를 중심으로 2001년부터 매년 주민참여 GIS에 관한 회의 개

최를 통해 학문적으로 발전해나가고 있다.
주민참여 GIS는 GIS가 “단순히 문제해결을 위한 도구로서 문제의 본질을 분석
하기 위해 공간적인 정보를 단순히 표현”하는데 그치지 않고, “GIS의 발달이나
다른 어떤 기술들도 사회적인 프로세스”로 파악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GIS를 통
해 주민참여가 가능하다는 측면을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한 개념이로 볼 수 있
다15). 다시 말하자면 GIS를 단순한 정보제공과 시각화를 위한 수단으로써 분리
하여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제도와 같은 틀과 체계 속에 공존하고, 적절한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민참여 GIS를 명확히 하나의 정의로 표현할 수는 없다. 그러나 계획과 주민
참여의 통합이라는 트렌드를 감안할 때, 주민참여 GIS는 GIS가 가지는 공간현상
에 대한 시각화와 분석적 능력의 측면에서 공공정책과 계획 현안에 주민참여를
증가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 여겨진다. 따라서 주민참여 GIS는 집단
역학(group dynamics)이나 합의형성(consensus building), 그리고 공동계획(joint
planning)의 관점에서 현안에 대한 공간적 검증과정을 제공함으로써 긍정적인 결

과를 산출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16).

14) Obermeyer, Nancy J. “PPGIS: The Evolution of Public Participation GIS”, Cartography & GIS, 25(2), 1998, pp. 65~66.
15) 고준환. 2006. “참여형 GIS(PPGIS)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학회지 제22권 제1호. 06(1) pp. 23~32.
16) Schlossberg M. A and Shuford Elliot. 2005. “Delineating ‘public’ and ‘Participation’ in PPGIS”. URISA
Journal. Vol. 16. No. 2. pp.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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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민의 유형과 참여 수준
(1) 주민의 유형

주민참여에서 주민(Public)의 유형 및 참여(Participation)의 수준과 관련해서는 오
래전부터 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를 수행해왔다. 이와 관련하여 주민
참여 GIS에 대해서는 2003년부터 국제워크숍 등을 통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주민의 유형에 대해 이론적으로 고찰한 몇몇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누가 주
민인지에 대해 일반적으로 3가지 영역으로 분류하고 있다17).
첫째, 어떤 결정이나 계획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말한다. Sanhoff(2000)는
어떤 결정으로부터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서 가장
큰 목소리를 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측면에서 일반시민들에게도
참여의 기회에 대한 정보가 주어져야 한다고 보았다18). 둘째, 어떤 결정이나 계획을
위한 중요한 지식 또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 Thomas(1995)와
Sanhoff(2000) 등은 일반적으로 주민참여는 문제해결에 도움을 줄만한 정보를 가진

사람이 주민으로 참여해야한다는 견해를 주장하였다. 셋째, 어떤 계획의 수립이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을 말한다. Thomas(1995),
Mitchell(1997), Jackson's(2001) 등은 주민의 유형을 어떤 결정이나 계획을 수립하는

조직의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가진 이해관계자로 보았다.
그러나 주민의 유형을 상기와 같이 단순히 분류하기에는 현실세계의 이해관계는
훨씬 복잡하며, 그에 대응하는 주민의 유형이 정의되어야 한다. Aggens(1983)는 참
여자의 관심과 능력수준의 차이에 따라 주민의 수준도 달라진다고 보고 <그림
2-4>와 같이 주민의 유형을 분류하였다. Aggens는 주민참여 활동을 구분한 동심

원 모형에서 주민의 유형을 계획에 무관심한 집단(Unsurprised Apathetics), 관찰자
(Observer), 비평가(Reviewers), 조언자(Advisors), 대안 제안자(Creators), 의사결정

자(Decision makers)의 6단계로 구분한 모형을 제시하였다.
17) 상게서. p. 18.
18) Sanhoff, H. 2000. “Community participation methods in design and planning”. New York: J. Wiley & 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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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Aggens의 주민 유형

자료: Schlossberg M. A and Shuford Elliot. 2005. “Delineating “public” and “Participation” in
PPGIS”. URISA Journal. Vol. 16. No. 2. p. 19. 편집

이 연구에서는 현행 제도가 규정하는 도시계획과정의 주민참여 절차로 연구의
범위를 한정하였다. 따라서 주민의 유형을 어떤 결정이나 계획에 의해 영향을 받
는 일반시민들로 정의하고, 여기에 주안점을 둠으로써 연구의 범위를 한정하고
자 하였다. 계획수립에 영향력을 가진 계획가나 전문가, 결정권한이 있는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기존 제도가 정하는 바를 수용하되, 주민참여 모형에서 주민과의
상호작용창구를 만들어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일반주민은 주민등록상 해당
시군의 행정구역내에 거주하는 사람19)을 포괄적 대상으로 규정한다. 다만, 경우
에 따라 행정구역내에서도 계획지역‧지구‧구역에 속한 주민 또는 주변지역 주민
으로 대상범위를 한정할 수 있다.

(2) 참여의 수준

주민참여 GIS나 계획과정에서의 주민참여 수준도 참여의 유형과 마찬가지로
학자들에 따라 다양한 견해가 제안되었다. 대한국토‧도시계획 학회(2008)20)에서
는 주민참여 GIS에서 주민참여 수준을 정보제공(inform), 의견수렴(consult), 동참
(involve), 협업(collaborate)의 4단계로 구분하였다.
19) 향후 인터넷을 통한 GIS기반 주민참여 모형 도입 시 실명등록을 통해 참여자가 해당지역민임을 인
증하고, 참여에 따른 Log의 관리 등 참여범위의 관리가 필요함
20) 대한국토·도시계획 학회. 2008. “도시계획론” -5정판. p.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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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정보제공은 계획에 관련된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사안이나 대안
에 대한 이해를 돕는 과정이다. 둘째, 의견수렴은 계획과정의 분석 결과나 결정
사항에 대해 주민에게 의견을 묻고, 이를 계획에 반영하는 과정이다. 셋째, 동참
은 주민이 계획을 위한 작업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그들의 생각과 관심을 지속적
으로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넷째, 협업은 계획담당자와 주민이 함께 대안을
수립하거나 계획안을 작성하는데 직접 참여함을 의미한다.
주민참여 GIS에서 주민참여와 관련한 가장 대표적인 연구인 Arnstein(1969)의
“A Ladder of Citizen Participation”21)에서는 참여의 수준을 8단계로 구분하였다.
Arnstein(1969)은 주민참여의 단

<그림 2-5> Arnstein의 주민참여 사다리 모형

계를 조작(Manipulation), 치료
(Therapy), 정보제공 (Informing),

상담(Consultation), 회유(Placation),
협력관계(Partnership), 권한위임(Delegated
Power), 주민통제(Citizen Control)의 8

단계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불참
(Non-participation), 형식적참여(Tokenism),

주민권력(Citizen power)의 3그룹으
로 유형화하여 참여의 수준을 계
층화하였다(<그림 2-5> 참조).
Aggens(1983)은 주민참여 유형을 나타낸 동심원 모형에서 분류한 것과 같이 참

여의 수준을 무관심(No interest at all), 단순 관찰(Interested only in observing), 유
관분야 논평(Interested in commenting only if it affects their life), 자발적 참여
(interested in participating as a volunteer or committee member), 의사결정과정 참여
(Activist, interested in steering the decision making process), 의사결정자(Decision
maker) 등 6단계로 구분하였다.
21) Arnstein, Sherry R. “A Ladder of Citizen Participation,” Journal of the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Vol. 35, No. 4, July 1969, pp. 216-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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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edemann and Femers(1993)는 참여의 수준을 시민의 알권리에서부터 최종결

정에의 주민참여까지 6단계의 변형된 사다리 모형을 제시하였다. Wiedemann and
Femers가 제시한 6단계는 주민의 알권리(Public right to know), 주민에 대한 정보

제공(Informing the public), 주민의 거부권(Public right to object), 관심사항, 행위자,
그리고 의제결정에 참여(Public participation in defining interests and actors and
determining agenda), 문제해결에 대한 조언과 위기에 대한 평가 참여(Public
paricipation in assessing risks and recommending solutions), 최종결정에 참여(Public
participation in final decision) 등 이다.

이 외에도 Dorcey(1994) 등은 Wiedemann and Femers와 유사한 사다리 모형을 제
시하였다. 그리고 Conner(1998)는 <그림 2-6>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사다리 모형을
제시하였다. Dorcey 등은 참여의 수준을 구분하여 분류하는데 중점을 두기보다 계
획수립과정에서 많이 나타나는 전형적인 단계에 대응하는 내용을 정리하였다. 이
렇게 함으로써 하나의 의사결정과정에서도 시간적 흐름에 따라 참여의 내용과 수
준이 변화함을 지적하였다. 반면에 Conner는 공공갈등이나 논쟁을 사전에 방지하
거나 문제해결의 측면을 강조한 새로운 형태의 사다리 모형을 제안하였다. 또한
이러한 모형들은 <그림 2-7>과 같이 주민의 유형과 참여의 목적에 따라 참여의
수준이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림 2-6> 주민참여 사다리 모형 비교

자료: Schlossberg M. A and Shuford Elliot. 2005. “Delineating “public” and “Participation” in
PPGIS”. URISA Journal. Vol. 16. No. 2.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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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주민참여 목적에 따른 비교표

자료: Schlossberg M. A and Shuford Elliot. 2005. “Delineating “public” and “Participation” in
PPGIS”. URISA Journal. Vol. 16. No. 2. p. 18.

한편, OECD는 정책결정을 위한 주민참여 관련 자료에서 전자정부의 주민참여
모형을 정보제공(information), 협의(consultation), 의사결정(decision-making)의 3단계
로 정의한 참여수준을 제안하였다22). 이는 앞서 제시된 참여의 수준과도 일맥상
통한다. 또한 전자정부라는 큰 틀에서 보면 도시계획과정 또한 전자정부의 한 부
분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OECD가 제시한 3단계 주민참여 수준은 의미를 가진다.
이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제시된 이론들을 근거로 적절한 참여의 수준을 도출
하고자 하였다. 계획수립과정에 주민참여를 목적으로 하고, 주민의 유형을 계획
에 의해 영향을 받는 일반주민으로 한정하였으므로 4장의 모형 개발부분에서 계
획 관련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참여의 수준을 제시하였다.

3) 웹2.0과 주민참여 GIS
(1) 웹2.0과 Where2.0

① 웹2.0
가트너(Gartner. Inc)의 2005년 보고서에 따르면 웹2.023)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성공한 닷컴 기업들에게서 발견되는 공통적인 요소들을 새롭

22) OECD. 2001. “Citizens as Partners”. Information, Consultation and Public Participation in Policy-Making.
23) 오라일리(O'reilly) 미디어그룹이 2004년 첫 번째 웹2.0 컨퍼런스를 개최하면서 처음으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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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정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웹2.0의 개념을 탄생시킨 팀 오라일리(Tim
O'Reilly)24)에 의하면, 웹2.0의 핵심 전제조건은 ‘웹은 플랫폼(Web as Platform)’이

며, 참여의 아키텍처, 비용효과적인 확장가능성, 재활용성 등을 특징으로 거론하
였다. 웹2.0의 공통적 요소는 참여, 개방, 공유로 대변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공개 소프트웨어(Open Source Software)를 기반으로 웹을 플랫폼화 했다는데 큰
의의를 가진다.
2000년대 초반까지의 웹은 단순 퍼블리싱(publishing) 위주의 단방향 정보제공

이 중심이었다. 그러나 아마존(amazon.com), 마이스페이스(myspace.com), 이베이
(ebay.com) 등 인터넷 성공 비즈니스 모델의 공통점을 정의하는 과정에서 웹2.0이

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25). 이는 “이용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정보‧지
식을 만들고 공유하는 열린 인터넷”을 의미한다.26)
웹1.0과 웹2.0을 간략히 비교하면 <표 2-3>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웹1.0 즉,
전통적인 웹은 단방향의 정보전달이 중심이었다. 웹에서 제공하는 자료나 서비
스를 원하는 형태로 가공하거나, 재 서비스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었다. 반면에
웹2.0에서는 특정웹사이트가 제공하는 정보 또는 서비스를 사용자가 원할 경우
특별한 기술이나 비용을 들이지 않고 동일한 서비스 혹은 수정된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 기술측면에서 기존의 웹1.0은 HTML 기반인 반면, 웹2.0에 적용된
Ajax(Asynchronous Javascript And XML)27), KML(Keyhole Markup Language)28),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 GeoRSS29) 등이 적용되었다. 이러한 기술은

사용자의 참여와 공유를 가능하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24) 오라일리(O'reilly) 미디어그룹의 창설자이며, ‘웹2.0’이라는 용어를 처음 등장시킨 사람임
25) 사공호상･서기환･이영주･박종택. 2007. “공간정보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한 국가GIS전략 연구”.
26) 권기덕･최병삼･이성호. 2007. “웹2.0이 주도하는 사회와 기업의 변화”. CEO Information. 삼성경제연
구소.
27) XML에 기반하여 서버와의 통신을 비동기 방식으로 연결함으로써 시스템 자원의 불필요한 시간낭
비를 줄이고, 사용자 환경은 자바스크립트가 지원하는 대화형 웹 Application을 구현한 기술
28) KML은 웹기반의 2차원 지도나 3차원 지구를 표현하는 브라우져에 지리적 주석이나 현상을 표현하
기 위한 XML기반의 언어(Language Schema)이며, 구글어스(Google Earth)에서 사용하기 위해 개발됨
29) XML기반의 RSS(Really Simple Syndication)를 지리적으로 encoding한 표준 통신 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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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웹1.0과 웹2.0 비교
구분

웹1.0

- HTTP 기반으로 서버와 클라이언트
사이의 정보전달 수단으로서의 웹
- TV나 라디오처럼 일방적 정보/서비스 제공
특징

- 웹사이트에 자신이 올린 데이터 또는
서비스를 조작하거나 재활용할 수 없음
- 기술 중심

기술
OS
종속성
사례

- HTML, ActiveX 등
- OS/브라우저에 종속적임
- 하이퍼링크 중심의 기존 웹사이트

웹2.0

- 플랫폼으로서의 웹
- 누구도 데이터를 소유하지 않음
-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음
- 더 나은 형태로 변경 가능함
- 참여와 공유의 사회문화적 현상
- 사람이 중심
- Ajax, XML, KML, RSS, GeoRSS 등
- OS/브라우저에 상관없이 기능 구
현 가능
- Wikipedia, eBay, Flickr, del.icio.us,
Skype

자료: 신상희. 2007. Gaia 3D 발표자료 수정 인용.

결과적으로 웹2.0은 어떤 특정 프로그램이나 기술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현
재 사용되고 있는 웹의 진화모델로서 제시된 것이다. 즉, 기술 트렌드 혹은 사회
적 현상이 웹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웹2.0
은 공간정보(GIS)와 결합해 Where2.030)이라는 웹2.0기반의 새로운 공간정보 패러다
임을 등장시켰다. 다시 말해 텍스트 및 이미지 기반의 웹을 지도기반의 GeoWeb31)으
로 발전시키고 있다.
② Where2.0
Where2.0은 공간데이터의 혁신적 시각화, 사용자의 참여, 공개표준 포맷 및
OpenAPI 등을 활용해 웹브라우저에서 사용자가 쉽고 편하게 위치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정보기술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32) 다시 말해, 웹2.0의 개
30) 웹2.0을 소개한 바 있는 오라일리(O'reilly) 미디어그룹이 2005년에 개최한 ‘Where2.0 컨퍼런스’에서 처
음 사용된 용어로서 위치기반기술 관계자들을 모아 경쟁력 있고 새로운 형태의 응용프로그램, 플렛
폼, 하드웨어, 비즈니스 모델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위치기반 기술트렌드를 주도하고자 탄생한 개념
31) Where2.0와 개념적으로는 거의 같지만 웹을 기반으로하는 점이 더 강조된 용어임
32) 사공호상･서기환･이영주･박종택. 2007. “공간정보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한 국가GIS전략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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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을 공간정보 서비스와 접목시켜 사용자가 지도위에 정보를 추가하거나, 사용자
가 원하는 또 다른 형태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을 말한다. 이는 기존
의 인터넷 지도가 공간정보의 단방향 서비스에 국한된 것과 대조된다. Where2.0
을 GIS의 핵심 구성요소33)를 준용하여 정리하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
주민참여(Public and Involvement), 참여과정(Participation Process)으로 정리할 수 있
다. 이들 각각의 구성요소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지속적으로 서로 간에
영향을 미치며 발전한다. 예를 들면, 주민참여의 수준은 기술 및 정보에 대한 접
근성과 사용의 편리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Where2.0이란 용어는 2005년 Where2.0 컨퍼런스를 통해 소개되었다. 그리고
2006년 제2차 Where2.0 컨퍼런스에서 Where2.0의 현재와 미래를 다섯 가지로 요

약한 ‘The Status of Where2.034)’을 발표하였으며, 이를 통해 향후 공간정보기술의
방향성을 <표 2-4>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 2-4> Where2.0의 현재와 미래 : The Status of Where2.0
데이터 시각화
(Data Visualization)

사회적
위치정보의 출현
(Social Data)

∙2D 및 3D 지도 서비스와 데이터가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급격한 혁
신을 이루고 있음
∙사용자들이 직접 지역정보와 위치정보를 결합하는데 익숙해 지기
시작(사용자 참여)

공개 표준의 대두 ∙OpenAPI 제공과 다양한 플렛폼의 등장에 따라 위치정보 표시를 위
(The Need for
Standards)

데스크톱으로 이동
(Movement to the
Desktop)

한 공개 표준 포맷이 등장(예: GeoRSS)하고 이와 관련한 공개 표준
의 필요성이 증가
∙웹 브라우저가 표현할 수 없는 고도의 데이터는 데스크톱 S/W를 이
용하기 시작했고, 인터넷과 연동도 쉽게 되고 있으며, 주요 지도제
작 회사가 자사 S/W의 소스를 공개함에 따라 오픈소스기반의 툴 개
발이 본격화됨

광범위한 위치 인식 ∙GPS, RFID 기술과 이를 이용하는 다양한 단말기기를 통해 위치 정
(Location Sensing)

보와 시간 및 지역 정보의 결합이 더욱 쉽게 되고 있음

자료 : 한국정보사회진흥원, 정보사회 현안 분석 2 / 2007. 3
33) GIS는 일반적으로 H/W, S/W, Data, Person, Process의 다섯 가지 요소로 구성됨
34) http://conferences.oreillynet.com/where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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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2.0 서비스의 대표적 사례로는 구글맵스(Google Maps), 구글어스(Google
Earth), 마이크로소프트 버추얼어스(MS-Virtual Earth)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 포털업체 다음(Daum)이 2008년 말에 구글맵스의 스트리트뷰(StreetView)
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35). 이 밖에도 주요 포털사이트
가 제공하는 OpenAPI36)(Open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이용한 제3,
제4의 서비스37)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Where2.0기반 지도 포털의 비약적
발전은 시각화(visualizaton)가 정보전달과 이해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는 도시
및 환경계획, 환경 모니터링, 공간의사결정 지원 등 여러 분야에 획기적인 수단
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웹2.0과 Where2.0 관련 기술은 주민참여의 측면에서 제약으로 인식되고 있는
시‧공간적 접근성과 정보제공의 한계를 웹 서비스를 통해 극복할 수 있다. 또한
공간정보 및 사용자 생성 콘텐츠(User Created Contents, UCC) 등의 다중매체에
기반한 주민의견 수렴 등을 실시간으로 가능하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과거 GIS
가 고비용과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요구함에 따라 특정 계층에게만 제한적으로
사용된데 반해 웹을 통한 서비스는 GIS를 모르는 일반인의 사용과 접근을 쉽게
만들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 또한 구글맵스와 버추얼 어스이며, 2008년 4월 한
주 간 구글맵스의 단일 방문자 수는 약1739만5000명을 기록하면서 기하급수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웹2.0과 관련한 기술발전은 정부서비스와 결합하여 정부 및 공공부문에서 새
로운 개념의 정부서비스를 요구하는 정부2.0(Government 2.0)38) 개념을 탄생시켰
35)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8111640361
36)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의 사전적 의미는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한
여러 가지 함수의 집합’이며, 특정 소프트웨어나 프로그램의 기능을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인터페이스를 공개하는 것을 의미함. 특히, API 공개는 지금까지 콘텐츠의 ‘소비
자’ 역할을 담당했던 사용자가 서비스의 ‘생산자’ 역할을 겸할 수 있다는데 큰 의의가 있으며, 머지
않아 누구나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인터넷 서비스를 스스로 만들 수 있게 될 것임
37) Google maps를 이용한 PPGIS 사례 참조 → http://www.ppgis.info/
38) 정부2.0은 William Egger가 자신의 저서 “Government 2.0”에서 정보기술로 인한 미래의 정부 모습을
논의하면서 처음 사용한 개념으로서, 웹과 디지털화의 진전으로 미래의 정부는 국민 중심의 정부 서
비스와 국민들의 참여기회 증대에 따라 보다 투명하고, 민주주의적이며, 효율적인 정부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지은희. 2007. “Government 2.0, 웹2.0 시대의 공공 서비스”.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제 2 장∙관련 이론 및 연구동향

27

다. 정부2.0 즉, 미래의 전자정부 서비스는 국민들의 참여를 증진시키고 공공정보
를 활용하여 새로운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국민의 요구에 대응할 것으로 보
여 진다. 그리고 정부 또한 국민들로부터 정책제안과 정보를 제공받아 더욱 효율
적이고 높은 수준의 정부로 거듭날 것으로 예상된다.

(2) 웹2.0기반 주민참여 GIS

기존의 주민참여 GIS는 공간적 시각화를 통해 주민들의 참여와 이해를 돕고,
주민들로부터 정보를 얻기 위해 종이지도를 활용하는 것부터 시작하였다. 인터
넷과 GIS 기술의 발전은 웹GIS를 등장시켜 특정계층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GIS가 대중에게 한층 더 가깝게 다가서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인터넷

사용의 생활화는 기술 및 사회문화적 변화로써 웹2.0 개념을 등장시켰다. 참여와
공유라는 핵심요소 측면에서 주민참여 GIS는 웹2.0과 공통성을 가진다. 즉, 웹을
통해 시‧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참여 GIS를 양방향 소통의 수단으로 발전
시키고 있다.
일반적으로 주민참여 GIS는 공공정책이나 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정부나 계획
당국의 일방적인 정책 및 계획결정을 견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이는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갈등을 예방하여 정책 및 계획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회적 과정으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민들과의 전통적인
협의방식이 갖고 있는 한계점, 즉 시‧공간적 제약과 이해관계로 인해 왜곡될 수
있는 주민의견 반영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웹2.0 또는 Where2.0 관련 기술이 이용
될 수 있다. Where2.0은 다양한 미디어를 동원해 주민과의 양방향 의사소통을 가
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웹2.0 또는 Where2.0과 주민참여 GIS가 결합된 사례는
3장의 국내외 사례에서 소개하고자 한다. 또한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의 도시계획

제도에서 형식적으로 남아있는 주민참여를 실천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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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연구동향
1) 계획 및 정책수립 시 주민참여에 관한 연구
① 전통적 도시계획에서의 주민참여 연구
김현식(1996)39) 등은 도시계획과정에서 주민참여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 제
시를 위해 당시 도시계획과정에서의 주민참여제도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
해 주민참여 유형 및 분석틀을 마련하고,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해 주민참여 방
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특징은 시민참여가 잘 되지 않는 문제점에 대한 대
안으로써 다양한 사례에서 제시된 장점을 뽑아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진영환(2007)40) 등은 시민이 참여하여 도시 및 마을 만들기를 시도한 국내의
9개 주요사례를 분석하여 각 사례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다양한 사례들에

서 참여의 수단으로 제시된 방법은 주민위원회, 워크숍, 설문조사, 전문가 교육
등 다양한 방식이 시도되었다. 그 결과로 도출된 시사점으로는 주민 리더의 육
성, 주민참여 및 역량 강화, 계획가나 전문가의 참여와 카운슬러로써의 역할, 주
민의 주도, 관련제도의 정비 등이 도출되었다. 또한, 진영환(2008)41) 등은 2007년
도 사례연구를 바탕으로 마을 마들기를 추진하는 행정주체의 입장에서 필요한
추진방향과 전략 등을 제시하는 연구도 수행하였다.
배웅규(2007)42)는 뉴욕시가 공청회와 같은 형식적인 주민참여통로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도입한 커뮤니티보드의 특징으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뉴욕시의 도시계획 및 개발에 관한 이슈들은 커뮤니티보드를 통해 주민의견이
수렴되며, 주민참여가 도시계획 수립체계로 정착된 사례이다. 뉴욕시 커뮤니티
보드의 운영 특성을 살펴보면, 커뮤니티보드는 독립된 주민참여 행정체계이며,
39) 국토연구원. 1996. “도시계획과정에서 시민참여 방안 연구”. 경기 : 안양.
40) 국토연구원. 2007.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Ⅱ) 시민이 참여하는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사례편”.
경기 : 안양
41) 국토연구원. 2008.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Ⅱ) 시민이 참여하는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전략편”.
경기 : 안양
42) 배웅규. 2007. 도시계획․개발과정에서 주민참여 시스템으로서 뉴욕시 커뮤니티보드의 운영특성 및
시사점 연구, 서울도시연구 제8권 제2호, 논문, pp.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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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주민단체의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커뮤니티보드는
충분한 의견청취 후 투표를 통해 민주적 의사결정을 수행하며, 이를 지원하는 행
정 및 재정 지원체계가 확립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② 인터넷 및 정보기술을 활용한 연구
김구(2002)43)는 ‘지방정부의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보통신기술의 영향요
인 연구’에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정보에 대한 접근성 및 주민참여 기회가 기
존의 엘리트 중심에서 일반 대중으로 확산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ITC를 이용한
주민참여로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았다.
유홍림(2003)44) 등은 ‘인터넷을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연구를 수행하였
다. 이 연구에서는 주민참여의 범위를 지방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지역주민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다양한 활동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인천광역시와 서울특
별시를 사례로 수요자와 공급자 측면에서의 정보인프라를 바탕으로 한 시민들의
참여정도를 분석하였다.
2) GIS를 활용한 주민참여 연구
김병화(2005)45) 등은 ‘주민참여형 GIS를 활용한 공간의사결정지원체계 모델
구상’연구에서 GIS가 공간분석의 도구로써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문제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보고 공간의사결정지원체계를 제시하였다46). 그러나 이 연구에서
제시한 공간의사결정지원체계는 전문가나 정책결정자의 의사결정을 돕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소비자인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주민참여형 공간의사결정체계
모델을 제시하였다는 점이 특이하다. 웹기반의 주민참여 GIS 개념을 도입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의사결정과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향상하고, 정보소
43) 김구. 2002. 지방정부의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보통신기술의 영향요인 연구, 한국행정논집 14권
2호 pp. 273~303.
44) 유홍림 외. 2003. 인터넷을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한국인간관계학보 8권 1호 pp. 197~219.
45) 김병화 외. 2005. 주민참여형 GIS를 활용한 공간의사결정지원체계(SDSS)모델 구상. GIS/RS 공동 춘
계학술대회 pp. 383~386.
46) 공간의사결정지원체계(Spatial Decision Support System, SD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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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계층의 의견 반영을 위해 오프라인을 통한 의견수렴을 병행하였다.
문태헌(2004)47) 등은 계획실현의 전제조건을 사회적 합의로 보고, 기존의 전문
가 중심의 계획과정이 지닌 단점48)을 해결하고자 협력적 도시계획 모형을 제시
하였다. 계획의 전 과정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웹기반의 참여계획지원체계로
서 도시 모델링 및 시각화 기법을 활용한 모형을 개발하였다. 이를 위한 전제조
건으로 다음의 제반사항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첫째, 정보의 투명성과 상
호간 정보의 공유(Steve Carver, 2001), 둘째,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한 정보
접근성 제공(Robert Laurini, 2001), 셋째, 계획 관련 주체들 간 원활한 의사소통,
지역에 기반한 지식을 근거로 상호 교류적 학습과 사용자 환경 등 관련기술에
대한 주체별 훈련이 전제되어야 하다고 보았다(David S. Sawicki et al. 2001). 그러
나 참여자의 범위나 참여 수준 등 주민참여에서 고려되어야 할 주요 이슈가 고려
되지 않았다. 그리고 기존의 지자체 공간정보 등 관련 자료의 활용이나 국가GIS
사업의 성과에 대한 활용노력이 미흡하였다.
<그림 2-8> 웹기반 협력적 도시계획모형

자료: 문태헌 외. 2004. 비주얼커뮤니케이션을 이용한 웹기반 협력적 도시계획모형 개발, 대한
국토․도시계획학회지「국토계획」제39권 제7호 pp. 23~36.
47) 문태헌 외. 2004. 비주얼커뮤니케이션을 이용한 웹기반 협력적 도시계획모형 개발, 대한국토․도시
계획학회지「국토계획」제39권 제7호 pp. 23~36.
48) 지나치게 전문적이고,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배제하는 특징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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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형(2004)49) 등은 ‘국민참여 GIS 서비스설계 및 구현’ 연구를 통해 다수의
국민 참여를 고려하여 웹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 컴포넌트 개발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국토공간 정책분야의 국민참여 GIS는 웹, 서비스, 정보의 3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국민참여 GIS서비스의 기능으로는 정보제공서비스, 상호작용
서비스, 참여기반서비스, 데이터접근서비스를 제안하였다. 정보제공서비스는 하
위에 기본정보제공서비스와 GIS분석정보제공서비스를 두고, 상호작용서비스는
하위에 웹맵핑서비스와 시뮬레이션서비스를 두고 있다(<표 2-5> 참조).
<표 2-5> 국민참여 GIS서비스 기능
상위

서비스
하위
기본정보제공

정보제공

서비스

내

용

․계획, 정책이력정보, 관련 법규 및 통합환경영향평가
정보 등 국토공간정보를 홍보하고, 정책에 대해 이해
할 수 있는 기초적 정보제공 서비스

서비스
GIS 분석정보제공
서비스
웹맵핑서비스
상호작용
서비스

․국토공간정책에 GIS 분석을 통해 객관적인 정보를 제
공하는 서비스
․국토공간정책에서의 대상지역을 웹기반 GIS 기술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대상지역 현황을 이해하는 서비스
․국토공간정책상에서 제시되는 대안의 미래적 상황 및

시뮬레이션
서비스

수치통계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등 시각적 가시화를
위한 서비스
․다양한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서비스

참여기반

참여기반

서비스

웹맵핑서비스

데이터
접근
서비스

데이터 접근
서비스

․정보제공 및 상호작용 서비스를 통하여 제시된 국토공
간정책에 대하여 사용자의 의견 및 의사를 표현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서비스
․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 및 데이터에 접
근하고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 엔진 서비스

자료: 김은형 외. 2004. 국민참여 GIS 서비스설계 및 구현방안, 한국GIS학회 2004년 추계학술대회 pp. 91~103.

49) 김은형 외. 2004. 국민참여 GIS 서비스설계 및 구현방안, 한국GIS학회 2004년 추계학술대회 pp.
9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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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an ZHAO(2002)50), 김세용(2006)51) 등도 3D GIS와 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기술을 도시계획 및 설계과정에 적용시켜 일반 시민과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

을 참여시키기 위한 시스템 개발을 시도하였다. Xi'an ZHAO 등이 제안한 시스템
구성은 크게 DB Level, Server Level, Agent Level로 나누어 각각의 수준별로 기능
과 접근권한, 정보의 제공범위 등이 정해진다. 이 시스템은 일반시민과 전문가
계층이 인터넷을 통해 계획안을 살펴보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
방정부의 도시계획 수립이 더욱 과학적이고 투명해져 도시계획수립 과정의 문제
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김세용 등이 제안한 웹기반 주민참여
시스템 구축방향은 본 연구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바와 매우 유사한 특징이 있다.
특히 3차원 가상현실기술에 주안점을 두고, GIS와의 연계도 강조하였다. 또한 지
자체에 적용하기 위한 단계적 방안도 제시하였다.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국내외 선행연구의 경우 계획수립 과정에 주민참여를 위한 전통적 방법은 다
양하게 연구되었다. 반면에 공간정보(GIS) 및 정보통신기술을 통합적으로 활용
하기 위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일부 이러한 연구가 시도되기도 하였으나 연구결
과가 구체화된 사례는 거의 없었다. 특히, 전통적인 방법에서는 계획수립과정에
서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과 장치가 미흡하였고, 시민과의 상호작용보
다는 일방적인 정보제공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또한, 기존의 국가지
리정보체계 사업에 의해 구축된 공간정보를 연계하거나 활용을 전제로 추진된
연구는 없었다.
문태헌(2004)은 공간정보와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여 온라인 참여시스템을 개
발한바 있으나, 시민의 범위와 참여의 수준 등에 대한 정의가 없었다. 그리고 지자

50) Xi'an ZHAO, Ping XIAO, Changhua LI. 2002. “The System of Collaborative Urban Planning and Design
based on 3D-GIS and VR”. IAPRA. Vol 34, pp. 609~612.
51) 김세용, 박현수. 2006. “도시계획과정에서 웹 기반 주민참여 시스템 구축방향에 관한 연구”. 지리학연
구. 제40권 2호, pp. 199~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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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공간정보 대신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간정보 DB를 활용하여 실험적으로 적용한
바 있다. 또한 김세용(2006) 등의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제도적 측면이나 주민참
여의 유형 등 모형개발의 틀이 되는 이론적 고려가 미흡하였다. 지방자치단체에
적용을 전제로 하면서 지방자체단체의 현실 여건을 고려한 DB구축과 활용방안
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 특히 주민들의 제안의견에 대한 처리문제 등 모형구현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 전개가 다소 미흡하였다. 반면에 이 연구는 도시계획관련 법
제도에 근거하여 연구의 범위를 정하고, 모형과 프로토타입을 실제 개발하였다. 특
히, 계획과정 전반에 참여단계와 유형에 따라 세부모형을 도출하고, 국가GIS성과
를 활용하여 단계적 모형 적용방안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제도적 측면의 개선안을
통해 모형적용의 실천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점이 기존연구와의 차이점이다.
<표 2-6>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구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방법

1

2

․과제명 : 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s ․관련이론고찰
on the web for public participation in planning ․웹 architecture개발을 통한
․연구자(년도) : Ori Gudes(2004)
참여방법
․연구목적 : 지역계획 수립에 주민참여를 ․기존의 주민참여 방법론과
위해 기존의 주민참여 방법론과 웹기반 웹기반GIS의 두 가지 방법
GIS를 도입했을 경우 개선여부를 실험
론에 대한 비교

․전통적 방식의 주민참여 형태와
PPGIS에서의 주민참여 방법
․웹기반 PPGIS모델 개발
․웹기반 PPGIS시스템 아키텍처
․방법론 비교결과 제시

3

․과제명 :협력적 계획을 위한 온라인 참여
․관련이론 검토
시스템의 개발
․온라인 참여시스템 모델 개
․연구자(년도) : 문태헌(2004)
발
․연구목적 : 계획분야의 주민참여 중요성에
․시스템 개발을 통한 시범사
따른 주민참여 방법론으로써 컴퓨터 네트
례 구현 및 운영
워크를 이용한 웹기반 참여모델 개발

․선행연구 현황분석
․이론적 검토
․웹기반 참여시스템 모델 제시
․시스템모듈 및 기능구현

연구

․과제명 : 도시계획과정의 GIS기반 주민참
여 모형개발 및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본 연구 ․연구목적 : 도시계획과정의 GIS 및 웹2.0
기반 주민참여 모형 개발, GIS기반 주민
참여 모형 적용 및 제도개선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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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내용

․과제명 : 국토공간정책의 투명성을 위한
․국내외 PPGIS사례분석
․관련사례검토
국민참여 GIS 서비스 설계 및 기술개발
․PPGIS관련기술 및 서비스표준화
․국토공간정책 업무프로세스
동향 분석
․연구자(년도) : 메타GIS컨설팅(2004, 2005)
분석
․연구목적 : 국토공간정책분야의 국민참여
․국민참여 서비스 모델설계
․시스템 설계
GIS 서비스 발굴 및 설계와 국민참여 GIS
․국민참여 GIS시스템 프로토타입 개발
서비스 핵심기술 개발
․국민참여 GIS의 활용전략

주요
선행

연구목적

․도시계획, PPGIS 및 웹2.0
등 관련 이론 검토
․국내외 주민참여 사례 분석
․협동연구, 델파이조사
․업무협의회/자문회의 운영

․도시계획절차 분석을 통해 GIS활
용 가능한 주민참여 영역을 파악
․웹2.0기반 주민참여GIS 방법 도출
․GIS기반 주민참여 개념 모형을 도출
․모형의 적용 방안 및 제도 개선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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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동향 종합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인 지역주민을 참여시키는 방안에 관한 연
구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공공적 성격을 가진 공간계획들은 최근까지도 행정
학 또는 계획관련 학문을 중심으로 주민참여 방법에 대해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
어 왔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제도화되어 활용되고 있는 주민참여
의 대표적 방식은 ‘공청회’나 ‘토론회’, ‘공람’과 같은 형태이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참여방식은 행정 편의적인 측면이 많다. 이는 제도와 참여형식이 갖는 구
조적 한계로 인해 다수의 주민을 대표하기보다 특정이익집단을 대변할 가능성이
높아 근본적인 주민참여의 취지가 무색한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관련 연구동향 분석을 통해 최근 계획수립과정에서 일어
나고 있는 변화 트렌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기의 주민참여 방식이
계획결정단계에서 형식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묻는 수준인 반면, 최근에는 계획
수립과정 전반에 대한 참여와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둘째,
급속히 발전하는 정보기술이나 GIS, 3차원 정보표현기술 등을 활용하여 참여를
유도하고 문제에 대한 합의형성과정을 돕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들어 국토공간과 관련한 각종 공간정보 인프라 구축이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 또한 웹2.0, Where 2.0을 비롯한 관련 기술이 활발히 적용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시민들의 참여의식도 성숙하였다. 즉, 계획수립과정에 주민참여 요구와 참
여 가능성을 확대할 제반여건이 더욱 성숙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2012년까지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을 통해 인터넷으로 도시계획정보를 조회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52). 따라서 시민의식의 성숙과 기술의 발
전, 아울러 정부의 강력한 추진의지 등 주민참여를 위한 여건이 갖추어진 이 시
점에서 공간정보의 활용은 주민참여의 실현가능성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
이다.

52) 건설교통부. 2007. “도시계획 정보를 인터넷 클릭 한번으로-건교부,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본격 구
축 나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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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및 정책과정의 주민참여 사례

이 장에서는 국내외의 계획 및 정책수립과정에서 나타나는 주민참여에 관한 다양한 사례
를 살펴보고, 사례로 부터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국내에서 시도된 전통 도시
계획에서의 주민참여와 웹2.0 등 정보기술을 활용한 주민참여 사례를 살펴보았다. 또한,
주민참여의 역사나 방법적 측면에서 우리보다 앞선 미국, 영국 등에서 시도된 정보기술
중심의 주민참여 사례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주민참여의 당위성과 기존 주민참여의
문제점, 문제에 대한 개선사항 및 정보기술 적용에 따른 한계점 등을 제시하였다.

1. 국내 사례
국내 사례에서는 현행 제도에서 공공정책이나 계획과정에 적용하고 있는 주민
참여 방법과 전통적 주민참여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시도된 사례를 중심으로 조사
하였다. 먼저, 국내의 공간계획과 정책에서 제도적으로 도입하여 적용중인 주민참
여 방식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아
울러 웹과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전통적 주민참여 방식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시도된 사례로부터 주민참여 유도를 위한 기술과 방법을 도출하였다.

1) 계획과정의 주민참여 사례
국내 도시계획과정의 성공적인 주민참여 사례로는 2000년부터 2년간 추진된 청
주시의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 계획수립”을 들 수 있다. 본 사례 이전까지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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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단위에서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시도된 바는 거의 없었다. 근래에 들어서
살고 싶은 도시‧마을 만들기 사업 등을 통해 주민참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도시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의 하위계획 수준에서 다양한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① 청주시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 계획수립” 사례53)
청주시의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 계획수립의 사업배경과 현황을 살펴보면,
청주시는 1998년에 2016년까지를 목표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중
앙정부의 청주광역도시권 지정 및 청주권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발표, 도시계
획법의 전면개정 등 외적인 여건변화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의 수정과 재정비 계
획의 수립에 착수하게 되었다.
특히, 주요쟁점인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는 28년 동안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헌
법 불합치 결정에 따른 결과이며, 강력한 규제로 인해 그간 보호될 수 있었던 자
연‧생태적 환경에 대한 가치와 사유재산이라는 가치 상충문제를 객관적이고, 민
주적인 방식으로 해결해야한다는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고 있었다.
아울러 기존 도시계획제도의 주민참여방식은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기본적으로 현행 도시계획제도가 정하고 있는 주민참여 방식은 ‘공람’과 ‘공청회’제
도이며, 도시계획의 입안 시 시‧군의 게시판 및 인터넷 등 홍보를 통하여 주민에게
알리고, 작성된 도시기본계획안(대안을 포함한 2개 이상의 계획안)에 대하여는 해
당분야 전문가와 각계 주민대표 및 관계기관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있다. 제안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도시기본계
획에 반영하고, 제안된 의견의 조치결과, 미조치사유 등 의견청취결과 요지를 승인
신청 시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람과 공청회를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는데, 첫째 주민공람은 관에서 발행하는 관보(官報)와 지역일간
지 한, 두 곳에 게재함으로써 특별한 관심을 가지지 않는 한 공고문을 확인하기란
사실 매우 어렵다. 또한 입안 자료가 비치된 관할 관청을 직접 방문해야 확인이 가
능하다. 공청회의 경우도 유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일상생활을 하는 주민
53) 2002. 청주시. - 지역‧도시개발분야 -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참여를 통한 도시계획수립 사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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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시‧공간적 제약으로 인해 사실상 참여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결과적으로 특정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참여가 이루어져 주민대다수의 이익과
는 상반되거나, 왜곡된 주민의견이 반영될 소지가 항상 내포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의 발생원인은 계획당국이 주민과의 관계를 여전히 수평적‧상호 협력적 관
계가 아닌 수직적 관계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주민과의 관계에서 형식적이
고 행정편의적 입장을 고수하는데서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함께 주민참여 유도를 위한 홍보와
참여수단 및 통로의 확대가 절실히 요구된다.
청주시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시한 도시기본계획 수립단계의 주
민참여의 방향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실질적으로 ‘주민에 의한 도시계획’을 수립
하고자 입안과정에서부터 계획수립의 전 과정에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먼저, 입안과정에서 시민단체, 전문가 및 주민의 참여에 의한
의사결정체계를 도입하였다. 청주경제정의실천연합,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등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공동연구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도시
의 성격, 비전 및 목표 등을 설정하였다. 또, 13회에 걸친 전문가 워크숍의 수행,
공식‧비공식적 채널을 이용한 주민과의 간담회 15회 개최, 주민대표 간담회 10회
개최, 주민이 참여하는 현장조사 50회 등 쌍방향 대화를 통한 절충안 도출에 다양
한 노력을 기울였다. 아울러, 객관적 기준에 의한 의사결정체제로서 지리정보시
스템을 적극 활용하였다. 지리정보시스템의 활용으로 현장평가에 대한 검증, 현
황분석 및 대안작성을 위한 객관적 기준을 제공하였다. 입안결과에 대해서는 주
민평가회를 개최하여 500여명의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축제분위기 속에서 주민
들이 직접 도시기본계획 입안결과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시도한 결과, 주민참여에 의한 도시계획수립 결과 및 특징을 도
출하면 먼저, 도시기본계획 수립과정을 혁신적으로 개선할 수 있었다. 비공개로
처리하던 1/5000도면의 공개를 통해 주민들의 이해를 향상시켰다. 그리고 지리정
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객관적 방식에 의한 의사결정체제를 도입하였다. 또한, 입
안에서부터 확정까지 전 과정에 주민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도시계획수립과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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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절차를 구축하였다. 대다수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통해 약89%의 민원을
해결하는 등 적극적 주민참여와 의견 반영이 가능하였으며, 전 과정에 주민이 참
여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었다.
공원지정과 같은 특정사안에 대해서 종전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주민의 반
발과 같은 주민갈등을 사전에 해소하는 등 계획추진의 효율성 측면을 개선할 수
있었다. 일부지역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해 정정하기도 하
였고, 환경평가 등의 결과에 따른 갈등소지를 사전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었
다. 결과적으로 주민참여를 통해 자치행정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사유재
산권과 자연 및 생태환경의 가치상충으로 빚어질 수 있는 계획당국과 주민과의
갈등해소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림 3-1>은 기존 도시계획 입안과정과 청주시가 주민참여를 통해 개선한 입

안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주민참여의 취지를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입안단계에서
전문용역업체가 해오던 계획안 작성을 주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설명
회를 통한 교육, 간담회를 통한 협의, 현장조사 등 입안과 검토과정을 통합하고,
입안의 확정을 주민평가로 결정하는 과정을 제안하고 있다.
<그림 3-1> 기존 도시계획 입안과정과 청주시 사례와의 차이점

자료: 2002. 청주시. - 지역‧도시개발분야 -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참여를 통한 도시계획수립 사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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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민이 참여하는 도시‧마을 만들기 사례
우리나라에서는 앞서 살펴본 청주시의 사례를 제외하면 도시계획과정에 주민
이 참여한 사례는 사실상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2005년부터 행정안전부와 국
토해양부가 제도화하여 추진하고 있는 주민참여에 의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를 통해 계획의 집행단계에서 다양한 주민참여 사례를 살
펴볼 수 있다.
국토연구원이 2006년도에 수행한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국제세미나” 자료에
의하면, 사례 지역이나 규모, 내용에 따라 25건의 살고 싶은 도시‧마을 만들기
사례54)가 추진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었다. 이들 사업은 대부분 시범적으로 추진
하는 단계에 있다. 청주시 사례를 제외하면 도시계획이라는 넓은 범위에서의 주
민참여보다는 실현가능성이 높고, 장기적으로 폭넓은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기반으로써 도시 또는 마을 만들기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들 사례
의 대부분은 주민협의체, 민간단체, 전문가, 행정관서 등이 함께하는 거버넌스
(Governance) 체계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초기단계의 주민참여에 근거한 도시‧마을 만들기 사업은 짧은 계획
기간, 자발적인 민간주도의 한계, 사업추진 주체간의 갈등, 행정 및 재정적 지
원 미흡 등의 이유로 지속적인 실현가능성에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아
울러 이와 같이 공간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리정
보나 인터넷 등의 정보기술을 활용한 주민참여나 이해를 돕고자 하는 시도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 웹2.0기반 공공부문 주민참여 사례

① 서울시의 “천만상상 오아시스55)”
이 사이트는 실명제를 통해 서울시에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선
54) <부록 Ⅱ>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사례정리 참조
55) http://www.seouloasi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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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 제안은 시민토론에 붙여 의견을 조정하고, 결정된 제안을 최종 정책 수립에
반영하고 있다. 사진이나 기타 첨부파일 활용이 가능하고, 댓글과 추천제를 적용
하여 제안에 대한 호응도 확인, 다른 사람들과 상호 의견교환이 가능하도록 기능
을 제공하고 있다.
2006년 10월부터 2008년 5월 29일까지 1만5천353건의 제안이 접수되었다. 주

민참여 방법으로는 게시판 외에도 사진, 동영상 등의 UCC 멀티미디어 자료를 이
용할 수 있도록 하여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제안된 의견은 시민들에 의해서 검
토된다. 최종 검토결과 정책으로 반영될 경우 서울시장이 표창장을 수여하고 있
다. 시상을 통해 제안자를 격려하고 보상함으로써 참여 동기를 유발하고, 동시에
시정홍보의 효과도 누리고 있다.
천만상상 오아시스의 정책반영사례를 살펴보면 ’08년 1월까지 54건이 정책에
반영되었다. 주요 정책반영 사례는 아래와 같이 인터넷상에 공지하고 있다.

□ 2007 하반기 정책반영 사례
○ 54차(2007.7.16~8.15) 고객감동 민원서비스, 어떻게 추진해야 할까요?

<토론요약>
- 우선적으로 시민의 인지도를 높이는 여러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고, 여
러 매체를 활용한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함
- 공무원들의 부재시(점심시간, 출장 등) 안내시스템이 없어 불편하고, 대
직자나 사후 콜백 등 부재시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시급

<정책반영>
- 인쇄 및 방송매체, 인터넷, 교통수단홍보, 문자 서비스 및 전광판 등을
이용한 대대적인 홍보 실시
- 내부고객 향상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서비스 매뉴얼 배포
- 향후 고객이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예정(‘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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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 고장처리시스템56)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2003년 말부터 서울시 교통안전시설정보를 인터넷 지
도상에 공개하여 주민참여를 통해 교통안전시설정보를 갱신하고 있다. 이 사이
트는 도로 및 교통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신호기나 교통안전시설
의 고장 등으로 인해 겪는 불편사항을 직접 인터넷 지도상에 표기하는 형태로
신고를 접수받고 있다. 아울러 교통규제 개선사항도 함께 접수받고 있으며, 접수
받은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해당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하여 대민서비스에 실
효성을 제고하고 있다(<그림 3-2>참조).
<그림 3-2>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 고장처리시스템

③ 국민 신문고57)
‘국민신문고’는 범 정부 차원의 민원신청, 국민제안을 할 수 있으며 정책토론,

부패신고 등에 대한 온라인 창구이다. 이 웹사이트를 통해 민원이나 제안에 대한
56) http://gtms.spatic.go.kr/web/main.htm
57) http://www.epeopl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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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결과를 확인 할 수 있다(<그림 3-3> 참조). 국민신문고가 중앙행정기관, 교육
청 등 주요행정기관에 대해 민원이나 주민제안을 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 ‘시민참여’란을 제공하고 있다.
<그림 3-3> 국민 신문고

④ 지자체 홈페이지 조사를 통한 도시계획 관련 주민참여 현황58)
각급 지자체가 대민서비스, 정책홍보 등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홈페이지에는
‘시민참여’ 또는 ‘주민제안’과 같은 주민참여를 위한 창구가 마련되어 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는 도시계획 관련 부서에서 별도의 주민참여기능을 제공하기도 한
다. 이 연구에서는 전국 지자체 중 서울특별시와 6대 광역시를 포함한 41개 자치
단체를 조사하여 도시계획 관련 주민참여 현황을 파악하였다. 조사에 포함된 41
개 지자체는 서울과 6대 광역시를 제외하면 도별로 3~4개 도시를 임의로 선정하
여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였다.

58) <부록 Ⅲ> 지자체 홈페이지의 도시계획 관련 주민참여 현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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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개 지자체 중 30개 지자체가 도시계획 관련 부서에서 별도의 홈페이지를 운

영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중 20개 지자체는 도시계획관련 정보를 웹문서 등의
텍스트형태로 제공하였고, 11개 지자체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능을 제공
하고 있었다. 지자체 홈페이지의 메인화면에는 41개 지자체 모두 ‘시민참여’ 기
능을 제공하고 있어서 주민의견 수렴이 가능하였으나, 일부 지자체는 일방적인
정보제공 기능만을 제공하고 있었다.
홈페이지 조사에서 대부분의 지자체는 주민참여가 저조하였다. 그러나 서울
시, 고양시, 용인시, 청주시 등 일부 지자체는 특정 사안에 대해 주민참여가 활발
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서울특별시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설문이나 토론
등이 매우 활발히 진행 중이며, 특히 앞서 소개된 ‘천만상상 오아시스’와 연계하
여 최근 1년간 최소 5천건 이상의 주민의견이 게재되고 있었다. 고양시와 용인시
는 도시계획 시설과 관련하여 최근 지역현안으로 떠오른 도로착공에 관해 주민
의 요구와 민원성 제안이 폭주하고 있었다. 청주시는 주민참여와 관련하여 도시
계획 현안이나 홈페이지 기능 등에 있어서 특이할만한 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
고, 시민들의 의견개진이 매우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의
체계적인 답변과 신속한 조치로 타 지역에 비해 주민참여가 잘 이루어지는 것으
로 판단되었다. 이는 앞서 소개한바 있는 청주시의 도시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장시간 학습이 되었고, 계획당국과 시민사회의 노력에 의한 결과로 보여 진다.
이 조사를 통해 자치단체 혹은 계획당국의 주민참여에 대한 의지가 실질적인 주
민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간접적으로 나마 시사 하는 바가 매우
큼을 알 수 있었다.

2. 국외 사례
국외 사례에서는 GIS 및 정보기술 활용을 중심으로 계획과정 또는 공공정책에
서의 주민참여 방식과 적용기술을 사례를 통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주민참여 GIS
나 웹2.0기반의 기술을 활용하여 전통적인 주민참여 방식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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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시도된 사례로부터 주민참여 유도를 위한 기술과 방법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1) 미국의 주민참여 사례
미국의 경우 중심도시(Inner city)내 커뮤니티 단위부터 대도시권(metropolitan
area)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공간적 스케일에서 GIS 기술을 활용한 주민참여가 시

도되고 있다. 또한 도시계획, 도시개발, 환경관리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로
GIS를 활용한 주민참여방식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1) 필라델피아59)

① 배경
GIS를 이용한 필라델피아 시의 주민참여는 중심도시의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특성파악과 위기관리를 위해 GIS 프로그램을 활용한 것이 배경이다.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이던 제조업중심의 도시경제구조가 쇠퇴하면서 필라델피아 시는 파산
위기에 직면하였다. 1965년부터 2000년 사이 도시인구가 25% 감소하였으며,
1988년 이후 10만개의 일자리가 줄어들었고 주민의 30%가 빈곤계층으로 전락하

였다. 결과적으로 도시의 많은 건물들이 방치된 상태로 있었고 범죄, 마약, 실업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었다.
이러한 배경아래 낙후지역 주민운동가들은 시의 주택커뮤니티개발부서(Office
of 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와 함께 전략계획을 수립하는 수단으로

서 GIS를 도입하고자 하였다. GIS가 적절히 활용될 경우 근린(neighborhood)차원
의 문제점과 잠재력을 명확히 인식하고 기금의 활용효과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 결과 1994년 주택커뮤니티개발부서에서는 GIS를 활용
한 근린단위의 파일럿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기금을 확보하였다. 확보된 기

59) Liza Casey and Tom Pederson. 2002. Mapping Philadelphia's neighborhoods, In Community Participation
and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 pp. 6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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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 장비, 소프트웨어, 자료수집, 커뮤니티개발공사(Community Development
Corporations)에 소속된 인력을 교육하는데 활용하였으며, 파일럿프로젝트를 수

행하는 과정에서 주소불일치, 자료변환, 프로그램 운영기술의 부족 등 다양한 문
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② GIS활용 관련 문제점
GIS를 근린단위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초기에는 표현기법과 프로그램

운영능력의 미숙 등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하였다. 대상지의 특성을 도면에 표
현하는 통일된 유형별 범례와 표현양식(symbol)이 없는 상태여서 언덕, 잔디밭과
같은 자연형태를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었으며, 근린단위에서 관찰하는
다양한 물리적, 사회적 특성을 적절히 표현하는 기법이 부족하였다.
또한 GIS프로그램을 능숙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의 경우 사회적 수요가 증
가하면서 높은 임금을 제공하는 다른 단체로 이직하게 되었다. 결국 예산부족으
로 인해 커뮤니티단위에서 GIS프로그램을 활용할 인력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이
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영리조직과 대학으로부
터 지원을 받게 되었다. GIS프로그램을 능숙하게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있
는 커뮤니티개발공사 연합(Philadelphia Association of CDCs)으로부터 필요한 도
면제작을 지원받게 되고, 펜실베이니아대학의 지원을 받아 GIS에 기반을 둔 근
린정보시스템(GIS-based Neighborhood Information System)을 구축하게 되었다.
③ 공공기록(Public Records)과 관련된 GIS 활용
공공기록과 관련해서 GIS는 인터넷을 통해 필요한 공간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
록 제공하는 좋은 수단이 되었다. 개별필지를 대상으로 용도지역(zoning) 지정실
태, 특별용도 부과현황과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도로국(street
department)에서는 도로지하에 있는 공급처리시설(utility)의 위치를 표시한 자료

를 제공하고,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인터넷이 접속된 커뮤니티센터의 개인용 컴
퓨터에서 필요한 자료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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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과 관련된 GIS자료의 경우 누구나 사용하기 편리하게(easy-to-use
interface) 인터넷을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 펜실베이

니아대학의 지도제작모델링실험실(Cartographic Modeling Lab)에서는 필라델피아
시를 대상으로 공한지(vacant land)와 방치된 건축물을 조사하여 재개발의 잠재적
가능성을 분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사용자가 특
정필지(parcel)를 클릭하면 시의 각 부서에서 제공하는 자료뿐만 아니라 연방정부
의 센서스자료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④ 공공기록 GIS의 장점
필라델피아 시는 시의 자료와 연방정부의 센서스자료를 결합하여 청소년을 위
한 위기관리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하면서, 센서스트랙을 공간분석단위로 하
여 16세 이하 아동 살인범죄, 10-14세의 미혼모, 5-17세의 자녀가 있는 편모여성
의 공간적 위치를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지원금 지원대상의 공간적 위치를 명확
히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
공공기록 GIS는 웹기반(web-based), 근린 지향적(neighborhood-oriented), 이용자 중
심(user-centered), 과제중심(task-driven)의 인터페이스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요
인으로 작용하므로, 이러한 방식의 경우 초보자가 변수를 선정하고 공간척도
(scale)와 정보의 내용을 통제할 수 있는 몇 가지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필

요를 충족시키는 지도를 만들 수 있게 하였다. 웹 형태의 경우 자료를 시 정부에
서 저장하고 처리하기 때문에 개인용 컴퓨터에서 많은 자료를 저장할 필요가 없
게 되었고, 저가의 컴퓨터를 이용해서도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게 되었다. 웹 형
태의 경우 근린단위에서 만들어지는 지도제작 양식과 범례의 통일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주제도, 표현양식, 분류기준이 통일된 형태로 제공됨으로써 이용객들
에게 더욱 친숙하게 다가가게 되었다.
⑤ 근린단위 GIS 활용의 유의점
근린차원에서 GIS가 유용한 시민참여 수단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센서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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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나 시가 보유한 일반적인 통계자료 이외의 내용이 추가로 확보되고 공간에 표
현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근린단위에서 존재하는 독특한 문화적 특성과 장소
적 가치가 표현될 수 있어야 하며, 역사적 건축물, 해당 커뮤니티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정원의 모습뿐만 아니라 쓰레기더미로 쌓인 놀이터, 마약밀거래소
와 같은 부정적인 근린정보도 포함되어야 한다. 필라델피아 시 주택커뮤니티개
발부서에서 추구하는 구체적인 전략은 근린단위의 특정내용들이 커뮤니티개발
공사에 의해 표현되는 것이었다.
⑥ 결론
필라델피아 시의 사례에서 GIS방식이 커뮤니티의 의견을 수렴하고 장소에 근
거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활용될 수 있는 매우 효율적인 방식이라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근린단위에서 GIS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상당
한 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파악되었다. 주민참여 GIS가 성공적으
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GIS의 운영기술과 근린에 대한 지식을 지속적으로 피드백
하여 표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 포틀랜드 대도시권60)

① 배경
포틀랜드 대도시권 광역정부에서는 대도시권의 성장관리, 토지이용, 교통과
관련된 주요현안에 대해 주민과 정책입안자들이 결정을 하게 될 때 GIS기술을
이용하여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다. 시민참여를
위해 GIS기술을 활용한다는 것은 전통적으로 시민들이 쉽게 볼 수 없었던 공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사실에서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주민들
은 자신이 사는 집과 커뮤니티의 어떠한 것에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는가? 미래

60) Mark Bosworth, John Donovan and Paul Couey. 2002. Portland Metro's dream for public involvement, In
Community Participation and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 pp. 12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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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를 위해 무엇을 보호해야 하고 무엇을 넘겨주어야 하는가? 무엇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특별하고 독특하게 만들고 있는가? 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자 하며, 이러한 정보를 가시화함으로써 광역정부는 미래의 정책방향을 결정하
고 주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체계를 표현하는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정
보(value-based information)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2040 Framework”로 알려진 공공의견 수렴 및 장기계획 수립과정에서
의사결정프로세스를 위해 GIS기술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시민참여를 위
한 실질적 수단이며 토지이용 정책결정을 위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로서
GIS기술의 잠재력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② 대도시권 광역정부의 역할
흔히 “매트로(Metro)”라고 불리는 포틀랜드 대도시권 광역정부는 미국에서 유
일하게 직접 선출된 정부조직이다. 대도시권은 3개의 카운티와 24개의 시로 구성
되어 있으며 상주인구 수는 약 130만명 정도이다. 매트로는 대도시권의 교통계
획, 토지이용계획, 고형쓰레기 처리, 지역공원과 녹지공간관리, 지방정부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수행하고 있으며, 도시성장경계(Urban Growth Boundary)를 관리하
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992년 자문위원과 공무원들은 GIS기술을 활용하여 관심 있는 시민들에게 새

로운 지역정보를 제공하였다. 이를 통해 주민들은 대도시권 및 주변지역의 물리
적 제약요건을 인식하고, 현재 개발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과 향후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대도시지역 내 보존필요성
이 높은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③ 지역 2040(The Region 2040) 프로그램
포틀랜드 대도시권이 향후 50년 동안 어떻게 성장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지역
계획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을 참여시키는 노력을 수행하였다. 광
범위한 시민참여를 통한 계획수립을 위해 약 4년이 소요되었으며, 1995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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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트로위원회에 채택된 지역 2040 프로그램은 지속가능한 성장관리계획의 국가
적 모델로 인정되고 있다.
대도시권에 있는 약 50만 가구에 우편물을 발생하여 “살기 좋은 생활환경이
되기 위한 요건(Livability)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1만7000명 이상이 응답하
였으며, 설문결과 주민들은 다음사항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첫째, 커뮤니티
에 대한 소속감, 둘째, 자연자원, 농장, 숲의 보전에 대한 선호도, 셋째, 조용한
생활환경, 쇼핑, 학교, 직장, 레크리에이션에 대한 접근성, 넷째, 오픈스페이스, 뛰
어난 경관, 소도시 분위기가 나는 지역의 유대감, 다섯째, 대중교통수단, 도보, 자
전거, 자동차를 포함한 선택의 다양성을 제공하는 균형 잡힌 교통시스템 등을 선
호하였다. 동시에 매트로는 다양한 도시 분석 및 예측기술을 사용하여 근린, 교
통시스템, 자연자원, 핵심적인 도시서비스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효과 등의 분
석을 통해 성장관리전략의 대안별 평가를 시행하였다.
④ GIS의 진화
토지이용과 인구변화 패턴에 대한 상세하고 종합적인 분석이 1980년대 말부터
가능하게 되었다. 개별 필지단위의 데이터베이스는 캐드(Computer-Assisted Drawing,
CAD)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지역의 토지기반정보시스템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데

스크톱용 소프트웨어를 통해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고 온라인을 통
해 제공되는 다양한 지리정보 레이어(layer)를 활용하여 필요한 지도를 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상호작용(interactive) 방식은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매트로의
데이터리소스센터(Data Resource Center)가 만든 GIS프로그램인 지역토지정보시
스템(Regional Land Information System, RLIS)을 통해 가능하게 되었다.
지역토지정보시스템은 3개 카운티에 있는 토지평가 및 납세기록을 활용한 자
료로 만들어진 필지단위 GIS정보에 기초하고 있다. 각종 레이어와 관련 자료는
가로중심선, 나대지, 지형, 토양, 자연위험과 같은 정보를 필지단위로 구축한 것
이다. 이러한 GIS의 구축 및 제공은 토론의 초점을 자료의 정확성이나 분석방법
상의 문제가 아니라 이슈에 맞추도록 하는데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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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계획수립과정에서 주민참여
매트로에 소속된 데이터리소스센터에서는 CD-ROM 제품인 “Streams(RLIS
Lite)”를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Streams”는 개인용 컴퓨터를 통해 쉽게 GIS자료

를 분석하여 지도를 제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보급용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
램은 이전의 다른 어떤 방식보다 GIS의 대중화에 기여한 제품이 되었으며, 매트
로 차원에서 자료교환과 활용을 위해 사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구조와 포맷이 되
었다. 이러한 방식은 다음에서 언급되는 다양한 시민참여프로그램을 가능하게
만드는 토대가 되었다.
매트로는 유보지(Urban Reserves)를 선정하는 주정부 차원의 요건을 근거로 잠
재지역을 비교분석하기 위한 수단으로 GIS와 엑셀프로그램을 연계하는 방식의
URSA-matic(Urban Reserve Study Area-matic)을 활용하였다. 요소별 가중치를 주는

방식으로 인해 계획가, 공무원, 지역주민들은 입지적합성을 상호 비교할 수 있게
되었다. 개인용 컴퓨터를 통해 분석이 가능하고 LCD 프로젝트를 통해 스크린에
비추어질 수 있기 때문에 회의나 청문회과정에서 다양한 시나리오별 검증이 가능
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자신의 필지가 개발대상지나 유보지에 포함되
는지 여부를 즉각 알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주민들은 계획가, 법률가, 공무원
등이 참여하여 결정하는 전통적 의사결정과정(Black Box)에 소외되지 않고 일부
가 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750명 이상의 주민들이 7개의 다양한 워크숍에
참여하여 결정과정을 보았으며 특정정보의 제출 또는 공개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매트로는 자연자원보호정책이 적용될 하천, 소하천, 범람원, 습지를 분석하기
위한 작업을 시행하였으며, 이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하였다. 매트로 소속 직원은
워크숍에서 직접 컴퓨터를 활용하여 일대일로 다양한 상황변화를 보여주는 시뮬
레이션을 시행하였다. 600명 이상의 주민들이 2차례 워크숍에 참석하였으며 계
획가와 함께 특정지역의 다양한 변화를 직접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요청할
경우 계획가들은 도면을 출력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하였다. 또한, 표현된 정보가
잘못되었거나 빠져있다고 판단되면 정보를 채우거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었다.
1993년 이후 연방정부는 매트로를 대상으로 지방정부, 지역정부, 주정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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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공동으로 지진의 위험을 예측하고 구조물의 위험을 파악하기 위해 투자를 지
속해 왔다. 그 결과 매트로는 지역 재난 GIS CD-ROM을 배포하여 커뮤니티와 기
업이 위험평가 및 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다. 제공된
프로그램은 지진이나 다른 자연재해로 인해 유발될 수 있는 인명, 재산, 자연자
원의 피해를 공간적으로 표현하는 GIS기술의 분석적 활용을 가능하게 하였다.
매트로 맵은 지형, 도시형태, 행정구역경계, 하수도처리와 같은 중요한 서비스
구역, 성장관리구역 등 주민들이 자신이 속한 지역의 특성을 더 잘 이해할 수 있
도록 하는데도 기여하였다. 소속 직원들은 매트로 맵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구역
의 경계를 설정하는데 활용하고 있으며 점차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61)
GIS는 지금까지 공간정보에 접해오던 방식에 대한 대안으로 자리 잡게 되었

다. 지자체별, 행정부서별로 산재해있던 정보를 하나의 장소에서 활용 가능한
데이터베이스로 통합하여 지역차원의 정보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과거에 주
민들은 자신이 소속된 지자체에 어떤 정보가 있는지 알지 못하였으며, 설사 알고
있더라도 이러한 정보를 얻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었다. 그러나
GIS를 통해 정보접근의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자신들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표현하는데 문제가 있었던 주민, 비영리
단체의 경우 GIS응용기술을 지원받게 됨으로써 자신들의 의사를 보다 구체적으
로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 결국 이러한 방식은 주민참여를 통해 중요한 정책적
의사결정을 하고자했던 매트로의 방향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웹기반 주민참여를 위한 수단으로서 절반이상의 사람들이 AOL62)을 사용하거
나 지방의 ISP(Internet Service Providers)를 이용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대부분의 주
민들이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해 접근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두 번째로 많이
접속하는 방식은 교육기관과 지방정부였다. 2주 동안의 조사결과, 사이트에 접속
한 이용자의 1/4이 웹기반 정보분석방식의 유용성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다른 정보시스템처럼 GIS기술도 더 빠르고, 싸고, 용량이 크고 복잡한 소프트
61) 보다 구체적인 자료에 대해서는 http://www.oregonmetro.gov/index.cfm/go/by.web/id=1055를 참조
62) 미국의 민간 인터넷 회사(American 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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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어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진보해왔으며 다양한 이용자의 수요를 충족
시켜왔다. 도면제작기술도 높은 전문성을 갖춘 기술자의 영역에서 일반시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기술로 변화되었다. 주민참여 GIS의 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웹 환경의 급속한 보급과 발전 때문이었다. 웹에 기반을 둔 정보입
력시스템은 시민참여프로그램에서 이용되어왔던 전통적인 조사방식을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인터넷 맵 서버와 같은 새로운 기술은 단순히 마우스 클릭을 통
해 공간속의 특정위치에 관하여 “보여주고 의견을 말하게 하는(show and tell)” 형
태로 활용되고 있다.
⑥ 웹기반 인터페이스와 RLIS의 연계활용
매트로에서 추구한 주민참여 GIS의 궁극적인 목표는 주민들이 살고 있는 근
린, 커뮤니티, 지역에 대해 주민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또한
참여자들이 중요시한 문제나 가치가 어떻게 지역의 정책과 전략에 반영되고 피
드백되는지 보여주는 것이었다.
주민참여 GIS 프로그램의 개선과 막대한 비용을 들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인터넷기술의 발달은 다양한 장애요인을 극복해왔다. RLIS Lite는 수백 개의 레
이어로 구성되어 있어 이용자가 매트로지역의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단순화된 형태는 인터넷에서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 최근에는
전자상거래 및 다른 상호작용적인 응용방식이 추가되었다.
매트로의 성장관리서비스부서(Growth Management Services Department) 직원들
은 공공서비스와 관련하여 GIS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러
한 추세는 향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매트로의 GIS프로그램은 교육용 수단일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를 이해하고 신념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피드백과정을 거치게 함으
로써 새로운 가치있는 데이터 레이어를 만들 수 있게 하였다. 새롭게 만들어진
데이터는 지역주민과 정책결정자들이 포틀랜드지역의 독특한 특성과 주민간 견
해차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살기 좋음(Livability)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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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다소 막연한 개념을 명확히 표현하는데도 기여하였다.
시민주도형 지속가능한 성장관리계획을 실현시키는 혁신적인 방안으로 웹기반
환경(Web-Based Interface)과 RLIS 데이터를 연계시키는 프로그램이 이용되었다.
예를 들면, 온라인을 통해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웹 GIS기반 설문조사의 수
행 등이 그것이다. 이와 같이 “보여주고 의견을 말하게 하는” 환경은 많은 사람들
이 응답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고 느끼게 하는 이름, 주소 등 기타 개인정보
를 요구하지 않고 주민들이 일반적인 공간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⑦ 결론
GIS 기술의 활용은 과거 지역의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했던 주민들이 과거보다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하였다. 정책결정자들은 특정문제, 특정장소, 특정
아이디어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이나 감정을 보다 상세히 알 수 있게 되었다. 이
러한 방식은 단순한 인지수준뿐만 아니라 참여의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GIS기술은 대면접촉모델(Face-To-Face Communication Models)보다 비용과 에

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효과적인 의사교환수단이 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워크
숍의 경우 60명이 참석한 경우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웹사이트의 경우 주
당 6천명이 접속할 수 있다. 웹사이트의 경우 피드백을 위한 메커니즘과 제공되
는 정책결정이 블랙박스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부정적인 선입견을 배제할 수 있
다. GIS를 통해 시민참여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시
민들에 대한 홍보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웹기반의 구
축은 커뮤니티차원에서 주민참여를 유도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3) 뉴저지63)

뉴저지 지역의 3가지 사례를 소개하기에 앞서 미국연방 도시계획제도에서 규
63) 뉴저지 지역 3개 사례는 미국 현지의 도시계획 및 GIS 전문가와 원고청탁 형식의 협동연구를 통해
정리하였으며, 구글맵 등 웹2.0기반의 최신기술을 활용한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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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주민참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국은 계획의 적용이나 계획일부의 개
정, 확장, 추가 등을 하고자 할 때, 사전에 최소한 한번이상의 주민설명회(public
hearing)를 제도화 하고, 관보와 지자체 일간지에 시간과 장소를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US Department of Commerce 1928). 또한 커뮤니티 비전설정(Community
Visioning)64)을 통해 계획과정에 주민참여를 실천하고 있다. 그러나 커뮤니티 비

전설정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플로리다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State)에서는 관
련 법에 이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① 서랜드 산악지역(Sourland Mountain Region)사례
주민참여와 관련하여 뉴저지 주에서는 토지이용에 관한 법률(N.J.S.A. 40:55D)
에서 계획수립 시 공공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다(public notice
and hearings). 서랜드 산악지역은 뉴저지 주 중심부에 위치한 90평방마일의 중요

자연자원을 가진 지역이며, 3개의 카운티와 5개의 시를 포함하고 있다. 주요 자
연자원이 도시의 무분별한 개발과 확장으로 위협 받으면서 시민단체와 공공기관
이 자발적으로 비영리 봉사단체인 서랜드 지역계획 위원회(Sourland Planning
Council)를 설립하였다(Sourland Planning Council, 2008).

서랜드 지역계획 위원회는 개발에 의해 지역의 가치가 훼손 되는 것을 조절하
기 위해 “스마트 성장”에 관한 프로젝트(Smart Growth Planning and Management
Project for the Sourland Mountain)를 시행하였다. 이 프로젝트의 운영위원회
(Project Steering Committee)는 5개의 시에서 워크숍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에게 관련 정보의 제공과 의견수렴을 병행할 수 있는 웹2.0
기반의 지도서비스를 제공하였다65). 웹 지도를 통해 지역경계, 가로망, 주요 환
경자원 등 지역주민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들은 지도를 통해 그들
의 생각이나 의견을 사진, 비디오, 댓글 등의 형식으로 게재하도록 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에서 주민참여 GIS는 주민설명회나 워크숍 같은 오프라인(off-line)
64) 계획에 관심을 가지는 시민들과 이해관계자들에게 그들의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의 미래를 제시할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시민들로 하여금 계획가나 계획당국에 중요한 지역정보를 제공하게 함
65) http://www.mappler.com/sourlands → Google Maps의 Open API를 응용하여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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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보다 참여자들에게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참여자의 범위를 한층 넓힌
다는 측면에서 비전제시(Visioning) 과정을 향상시킨다고 보았다. 또한 쉽고 익숙
한 형태의 사용자 환경66)은 개인적으로 오프라인 회의에 참여 할 수 없는 주민들
까지 참여시켜 그들의 의견이나 정보를 제시하기 쉽게 하였다. 특히, 지역주민이
제공하는 의견이나 사진, 비디오 등은 최근까지 100건 정도가 등록 되었고, 이러
한 자료는 전문가가 현안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렇게 제안된
주민의견은 현재 프로젝트 운영위원회와 전문가들이 종합적인 계획의 주요 사안
에 반영하고자 검토 중에 있다.
<그림 3-4> 서랜드 산악지역의 PPGIS 웹사이트

서랜드 산악지역사례에 적용된 주민참여 GIS의 참여수준을 정리하면 다음
<표 3-1>과 같다. 정보제공(inform), 교육(educate), 협의(consult), 문제정의(Define
issues), 협력적 계획(Join planning), 합의(consensus), 파트너십(partnership), 주민에

의한 관리(Citizen control) 등 8단계의 참여수준이 적용될 수 있다.

66) 2008년 4월 한주 간 Google Maps의 단일 방문자 수는 약1739만5000명에 달하며, 이는 많은 사람들에
게 잘 알려져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와 같이 많은 사용자를 보유한 원인이 쉬운 사용자 환경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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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서랜드 산악지역 사례에 적용된 PPGIS의 참여수준
참여수준(Participation Level)

주민(Public)

정보제공(inform)
교육((educate)
협의(consult)
문제정의(Define issues)
협력적 계획(Join planning)
합의(consensus)
협력관계(partnership)
주민에 의한 관리(Citizen control)

○
○
○
○
○
○
○
○

② 뉴저지 하이랜드(New Jersey Highlands) 사례
뉴저지 하이랜드 사례는 앞서 설명한 서랜드 산악지역 사례보다 계획의 실행
이라는 측면에서 주민참여 GIS가 보다 광범위하게 활용된 사례이다. 중부 대서
양연안 고원지대에 해당하는 뉴저지 하이랜드는 연접된 숲과 야생동식물 서식
지, 대도시 주민을 위한 식수뿐만 아니라 역사‧문화적으로도 높은 가치를 인정받
아 오래전부터 보호와 보존이 논의되어 왔다. 오랜 논의와 시민단체들의 노력 끝
에 뉴저지 하이랜드는 2001년 뉴저지 주(State)의 지역계획에 특별자원지역으로
지정되었다. 그리고 2002년에는 이 지역에 관한 새로운 연구결과를 배포하였다.
그 결과 2004년에 “하이랜드 법”(Highlands Act)이 제정되었다.
하이랜드 법에는 하이랜드 지역 기본계획(Regional Master Plan, RMP) 수립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계획의 목표와 구성요소가 명시되어 있다. 아울러 이
법은 지역계획 수립과정을 안내하기 위해 공무원과 지역주민, 이 지역에 거주하
지 않는 전문가들로 위원회(Highlands Council)를 구성하였다. 하이랜드 위원회는
하이랜드 지역 기본계획의 적용에 앞서 최소 5번 이상의 주민설명회(public
hearings)를 개최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주정부 기관 및 지방

정부 관계자, 그리고 비영리 단체 및 시민단체 등과의 협의를 명시하고 있다.
하이랜드 지역계획 과정에는 이해관계에 따른 참여주체가 다양하게 나타나며,
이들은 3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계획결과나 결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Public)으로써 해당지역의 집주인, 지주, 농부, 관심 있는 일반 주민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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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관계자 등이다. 둘째, 계획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정보와 지식을 가진 전
문가(Area Expert or Professional)로써 기술자문위원, 하이랜드 위원회 직원 등이다.
셋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관계 공무원 또는 기관 대표자 등이다.
하이랜드 위원회는 계획과정 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 법조문과 기술
보고서 초안에서부터 공개 설명회의 기록까지 많은 양의 정보를 웹사이트 상에
공개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아울러 하이랜드 위원회는 종이지도를 포함한 다양
한 형태의 지도와 GIS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웹2.0기반의 지도를 통해 관심을
가지는 다양한 참여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정보도 취득하고 있다. 특히, 이
웹사이트에는 토지이용과 관련한 규제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서 최근 1년 반 동
안 대략 11000명의 단일 사용자가 정보를 조회하였다.
<그림 3-5> 하이랜드 위원회의 PPGIS 웹사이트

하이랜드 위원회가 사용한 웹2.0기반의 지도는 구글맵스의 API, MS의 버추얼
어스, 공개소프트웨어(Open Source GIS) 등을 통합해서 지적정보 수준까지 제공
하고 있다. 반면에 미국 대부분의 주(State)와 카운티(County)의 GIS부서에서는
인터넷 지도서비스를 위해 ESRI(Environmental Systems Research Institute)67) 기술
을 채택하고 있다. 앞서도 설명한바와 같이 여기에 사용된 구글맵스의 공개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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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I와 공개 소프트웨어기술 및 환경은 사용자들에게 매우 친숙하며, 효과적으로

지역주민들을 참여시키는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비용도 절감할 수 있었다.
<표 3-2>는 주민참여 GIS가 앞서 언급한 하이랜드 지역 기본계획 수립의 참여

주체와 참여수준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주로 계획결과로부터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지주, 농부 등)들은 정보제공과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고,
문제를 정의하고 제기하는 역할을 한다. 지방정부 관계자는 지역주민들이 제시
한 의견에 대해 협의하고 그들과 협력관계를 맺는 수단으로 주민참여 GIS를 활
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협의를 돕고, 전문적 지식을 활용한 문제정의를 통해
계획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의사결정 집단은 주민과 지방정부 관계자, 전문가
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합의점을 결과
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표 3-2> 뉴저지 하이랜드 사례에서 참여주체에 따른 참여수준
참여수준

집주인, 지주, 농부 등 지방정부 관계자

정보제공

○

교육

○

협의
문제정의
협력적 계획
합의
협력관계
주민에 의한 관리

○
○

전문가

의사결정자

○
○
○

○

결론적으로 주민참여 GIS는 하이랜드 지역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도구로 활
용되고 있다. 실시간으로 GIS자료를 비롯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참여자들
로부터 다양한 의견과 정보를 제공받으며, 지역주민, 지방정부 관계자, 비영리단
체 등을 하이랜드 위원회와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67) GIS소프트웨어와 Geodatabase 개발 및 관리를 위한 전문가를 양성하고, 응용프로그램 등 지리정보
시장을 선도하는 기술개발 및 서비스를 주요 사업영역으로 하는 전문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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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웹2.0 또는 Where2.0으로 정의하고 있는 개방된 정보교환 환경은 하
이랜드 위원회의 지역계획 수립 노력과 계획과정에 대한 주민참여 욕구 충족을
위해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아울러 지방정부는 웹2.0기반 지도를 이용
해 커뮤니티 비전의 설정과 지역 자원에 대한 평가, 그리고 계획의 이행 및 감시
기능 등 다양한 목적으로 주민참여 GIS를 활용할 수 있다.
③ 베드민스터 타운쉽(Bedminster Township) 사례
베드민스터 타운쉽은 뉴저지 하이랜드 지역에 속하며, 하이랜드 지역 기본계
획에 근거한 성장과 보존의 균형 있는 지역계획과 환경감시를 위해 웹2.0기반 주
민참여 GIS를 활용하고 있다. 여기에서도 기본적인 인터넷 지도환경은 구글맵스
API와 공개소프트웨어기술이 활용되었으며, 환경 관련 사유재산 정보의 모니터

링은 유튜브(YouTube)68)를 통해 사진이나 비디오로 제공하고 있다.
<그림 3-6> 베드민스터 타운쉽의 PPGIS 웹사이트

베드민스터 타운쉽 사례에서는 참여주체를 두 가지 형태로 나누고 있다. 첫째,
68) 인터넷 사용자들이 비디오 클립을 웹사이트에 올려서 사용자들 간에 사진이나 비디오를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든 웹2.0기반의 비디오 공유 웹사이트. 참조사이트 http://kr.youtub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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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전문가들의 자원에 의해 구성된 환경위원회, 둘째, 관심을 가진 지역주민이
다. 여기서는 웹2.0기반 주민참여 GIS를 환경위원회나 지역주민들이 주로 보존지
역에 대한 부적절한 관리나 위법적인 사용 실태를 보고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지역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환경에 대한 교육을 목적으로 활
용되고 있다. <표 3-3>은 베드민스터 타운쉽에서 참여주체에 따른 참여 수준을
정리한 것이다.
<표 3-3> 베드민스터 타운쉽의 참여주체와 참여수준
참여수준

자원봉사 환경위원회

지역주민

정보제공

○

○

교육

○

○

협의

○

문제정의

○

협력적 계획

○

합의
협력관계
주민에 의한 관리

○

○

베드민스터 타운쉽은 하이랜드 위원회와 동일한 웹2.0기반 주민참여 GIS 솔루
션을 활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하이랜드 위원회로부터 지적, 수계, 나대지, 보조
지역 등의 GIS자료를 무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베드민스터 타운쉽은 다양
한 정보와 주민참여 GIS를 활용하여 지역주민들이 하이랜드 지역 기본계획에 근
거한 지역보존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특히, 오프라인 주민설명회에
서 지역 기본계획을 설명하는 수단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그림 3-7>은 GIS자료가 개인사용자에게 어떻게 공급되고 갱신되는지를 보여

주고 있다. 그리고 참여주체들에게 하이랜드 위원회의 GIS자료가 어떻게 연결되
는지를 도식화하고 있다.
앞서 설명한 사례들에서 보듯이 주민참여과정에서 GIS는 다양하고 무한한 활
용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서랜드 사례는 웹2.0기반 지도를 통해 커뮤니티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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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과정의

초기단계에

<그림 3-7> 하이랜드 PPGIS의 Data 교환 개념도

서 기초정보를 수집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반
면에 하이랜드 사례는 다
양한 이해관계자를 포함
하고, 주민들의 참여를 유
도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
과 매체를 이용하였다. 마
지막으로 베드민스터 타
운쉽 사례는 주민들의 자
발적 참여에 의해 하이랜드 위원회가 소유한 GIS자료를 계속해서 갱신한다는 점
에서 혁신적인 시도를 했다고 볼 수 있다.
다음 <표 3-4>는 3가지 사례를 참여주체, 단체의 규모, 예산, 참여주도자, 주민
참여 GIS 수단, 활용기술, 목표에 따라 지역별 특성을 상호 비교한 것이다.
<표 3-4> 뉴저지 지역의 주민참여 사례 비교
구분

참여주체

서랜드

하이랜드

베드민스터

지역주민, 시민단체

지방정부, 주민, 시민단체

자원봉사자, 주민

단체&규모

소규모 지역계획 위원회

대규모 지역계획 위원회

지역위원회

GIS 관련
예산

소규모 예산

대규모 예산

소규모 예산

운영위원회

NJ 하이랜드 위원회

환경위원회

종이지도, 웹기반 지도

종이지도,
PDF,
Data, 웹기반 지도

참여의
주도자
PPGIS 수단

활용기술

목표

GIS

웹기반 지도

Google Maps API, Google Maps API, MS Google Maps API,
MapServer(Customized Virtual
Earth,
Open MS Virtual Earth,
Portal)
Source
Other Open Source
주민에 의해 정보제공,
정보제공과 교육
참여, 문제정의

정보제공과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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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사례를 통해 계획과정의 주민참여가 과거 오프라인 중심의 참여수단과
방법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오다가 최근 웹2.0기반 정보기술을 활용해 온라인을
통한 참여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주민참여 GIS도 과거 오프라
인 참여를 돕는 수단으로 종이지도 또는 개인용 컴퓨터를 통한 시뮬레이션 등이
활용의 중심이었으나, 최근의 추세는 온라인을 통해 기존의 참여방식을 획기적
으로 보완하고 있다. 특히, 웹2.0기반 기술을 통한 참여는 기존 오프라인 방식의
참여가 가지고 있는 시‧공간적 제약을 완화하고, 상시적인 정보접근과 교육, 문
제제기 등 계획과정을 더욱 투명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웹2.0기반의
주민참여 GIS도입은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계획당국과 참여 전문가 모두에게 긍
정적 기능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Where2.0(웹2.0+GIS)기반 기술은 다음의 네 가지 측면에서 주민참
여 GIS실행을 향상시킬 수 있다. 첫째, 참여의 독려(Encouraging participation)이
다. Where2.0기술은 자료에 대한 쉬운 접근성과 이해하기 쉬운 매체의 제공을 통
해 계획과정에서 참여주체가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의사결정자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둘째, 참여의 보증(Engaging the public in the participatory
process)이다. 정보기술은 시‧공간적 제약을 가진 주민들이 계획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고 있다. 셋째, 과거 소외된 참여자의 포용(Embracing those historically
not engaged in the participatory process)이다. 웹2.0기반 지도를 통해 과거 참여과

정에 소외되었던 주민들에게 더욱 투명하고 개방된 수단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넷째, 주민의 권한강화(Empowering public)이다. 과거 계
획에 관한 정보가 없는 주민들은 참여를 망설여왔다. 그러나 Where2.0기술을 통
해 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주민들은 투명한 계획에 대한 신뢰와 의견을 제시할
수단이 생겨났다.
그러나 웹2.0기술을 비롯해 다양한 기술과 정보환경이 계획과정에서의 주민참
여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일부 주민계층에서는
이러한 기술을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기술발전이 기존의
문제를 모두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정보 활용능력 및 접근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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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 정보공개에 따른 문제점 등 정보화 자체가 가진 한계는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획당국과 의사결정자의 주민참여에 대한 의지가 필요하고,
온‧오프라인에서의 다양한 수단을 모색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기술적용도 무용
지물이 될 수 있다. 결국 전통적 방식과 정보화의 도입을 병행함으로써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2) 영국의 주민참여 사례
① Planning Portal69)
영국은 “Planning Portal”을 통해 여러 지방정부의 정책계획에 관한 모든 정보
를 온라인 원스톱으로 접근가능 하도록 하고 있다. 관련구역의 개발계획에 관한
정보를 얻고 계획결정에 대해 이견을 제시할 수 있다. Planning Portal은 일반 국
민, 계획 전문가, 정부당국 등 3가지로 사용자 유형을 나누어 사용자 유형별로
관련 사이트에 접근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 포털 사이트는 주로 계획과 건축물
규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Planning Portal은 “Site Location Plan Creator”
를 통해 국민들이 나름대로의 경계를 표시하는 등 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랜드마크(Landmark)라는 기능을 통해 온라
인으로 지도를 구입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70). 영국과 웨일즈 지역의
도시계획이나 규제 등에 관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시민이 도시계획
을 신청할 수 있고, 도시계획 과정 또는 실행 과정에서 제안이나 평가를 통해 참
여가 가능하다.
2002년부터는 e계획 서비스를 도입하여 계획의 신청, 개발계획 및 제안 등을

포함한 계획 관련 서비스를 Planning Portal을 통해 전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
방정부는 전자정부(Implementing Electronic Government, IEG)의 최고성과지표
(Best Value Performance Indicator, BVPI)에 도달할 수 있게 되었다.
69) http://www.planningportal.gov.uk
70) 경원대학교 산업‧환경대학원 공간환경공학과 지리정보공학 ‘지방자치단체 공공참여GIS서비스 모델
연구’ 최헌욱 p. 29(석사학위논문)-국회도서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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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영국의 Planning Portal 사이트

<그림 3-9> Planning Portal의 계획 제안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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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Planning Inspectorate71)
planning inspectorate는 영국정부의 국무장관에 의해 1997년 설립되었으며 주요

기능은 지역개발계획에 대한 안내, 계획실행에 대한 이의 신청 및 계획의 시행에
관한 다양한 업무를 위해 만들어 졌다. 계획과 연관된 다양한 종류의 문제점을
해결해 주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받기도 한다. 서비스 지역은 크게 영국과 웨
일즈로 분류되어 있으며, 계획 내용에 따라 여러 형식으로 세분되어 있는 계획
신청서를 접수받아 처리하고, 필요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도 있다. Planning
Portal과 더불어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의 계획관련 업무수행과 정보제공을 통

해 계획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 수립과 집행 전반
을 지원하는 웹사이트이다.
<그림 3-10> 영국의 Planning Inspectorate 사이트 및 계획 신청서 예시

③ Virtual London : Online Participation
Virtual London프로젝트는 런던시의 재정적 지원으로 3D-GIS, CAD를 비롯한

디지털사진, 항공사진, Ordnance Survey의 Master Map, InfoTerr의 지형(DEM)자료
등 다양한 자료를 이용하여 웹상에 3차원 공간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기오염, 홍수, 경관, 도시계획 등 복잡하고 다양한 도시 문제 전반의 이해를 돕
71) http://www.planning-inspectorate.gov.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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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도시계획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다양한 이해관계
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Virtual London은 사진측량을 통해 얻은 상세한 정보 등을 포함하여 웹 환경에

서 구축된다. 또한 다중 사용자 환경과 아바타, 정밀 3차원 모형 등을 제공하여
시민들이 시정 이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다. 도시의 토
지, 건물, 도로, 시설물 등은 시간이 지날수록 복잡한 현상을 보이므로 향후 미래
의 정보수요자들은 지상, 지표, 지하에 대한 입체적 시각을 보다 더 필요로 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Virtual London은 이러한 추세에 부흥한 선도적 사례
라고 할 수 있다.
<그림 3-11> Virtual London 구현 사례

자료: http://www.casa.ucl.ac.uk/projects/projectDetail.asp?ID=55

④ Woodberry Down 재개발 - Online Planning72)
Online Planning은 계획과정에 인터넷이 미치는 영향에서부터 웹사이트를 기반

으로 한 진보된 계획(enhanced planning)에 대한 기술까지 다양한 논의를 포함한
연구사례이다73). 온라인상에 3차원 건물 모델링과 항공사진 기반의 주위 환경을
동시에 볼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재개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 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파노라마 이미지 기술을 통해 계획대상지역을 미리 살펴볼 수 있
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72) CASA의 연구진에 의해 진행된 프로젝트로 Woodberry Down의 재개발에서 주민참여형 도시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된 웹사이트임. 현재는 프로젝트가 종료되어 폐쇄되었음.
73) 서울특별시. 2006. “서울시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UPIS) 유지관리용역” 용역결과보고서. pp. 12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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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웹2.0기반 기타 사례

① 런던의 CommunityAlert74)
CommunityAlert는 CASA(Centre for Advanced Spatial Analysis)75) 연구팀이 런던

경찰청과 캄덴지역 자치 의회(Camden Borough Council)의 예산을 지원받아 런던
의 코벤트 가든(Covent Garden)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2005년 초부터 개발하여 운
영 중인 주민참여 사이트이다. 코벤트 가든 지역에서 일어나는 각종 범죄사건 또
는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웹상의 지도에 사건 발생 위치를 표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사건경위를 약술하여 온라인으로 송부하면 관할 행정관
서로 접수되도록 만든 시스템이다. 주민참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사용자 친화
적(user friendly)인 화면과 디자인을 채택하고, 로그인, 사건형태선택, 지도에 표
기, 사건내용입력의 4단계 절차로 구성하여 One-Stop Shop형태를 지향하고 있다.
<그림 3-12> Community Alert 사례

자료: http://www.communityalert.org.uk/

② 미국의 시카고 크라임76)
시카고 크라임은 도시 안에서 일어난 범죄현황을 날짜·치안구역·우편번호·행정

74) http://www.communityalert.org.uk/
75) 런던대학(University College London) 부설 “공간정보 분석 연구센터”
76) http://www.chicagocrim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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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도로별로 범죄사건 발생현황이 전자지도에 표시되도록 하였다. 구글맵스의
공개 API를 이용한 전자지도와 시카고 경찰이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고
있다. 시카고 경찰은 시민들에게 범죄 현황을 알리고, 현황 정보 갱신 등에 시민
들이 직접 참여해 자기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범죄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공개
하고 있다.

③ 스페인 카탈로니아의 Gencat.net77)
스페인 카탈로니아 지방정부의 Gencat.net사이트는 공공부문에서 처음으로 웹
2.0 철학과 기술을 적용하였다. 기존의 정부 서비스를 근본적으로 제고하고 국민

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RSS(Really Simple Syndication)78), 블
로그(Blog)79), 위키(Wiki)80), 소셜 네트워크(Social Network)81)와 같은 기술들을
적용하였다. 국민중심의 전자정부포털구축, 웹2.0 구현, 시민이 함께 생산하는 아
키텍처 구현을 목적으로 카탈로니아지방정부가 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이와 같
은 사이트의 구축이 가능하였다.
정부의 행정서비스 측면에서는 단방향적인 온라인 행정서비스 제공방식에서
국민과 개인의 지식과 요구(needs)를 통합하는 양방향의 상호작용방식으로 변화
시켜 전자민주주의와 국민의 책임 수준을 한층 높이게 되었다. 국민의 역할은 기
존 ‘행정서비스의 소비자’ 역할에서 국민이 콘텐츠의 창조와 서비스의 전달을 통
합할 수 있도록 하여 ‘집단지성’에 근거한 ‘서비스 제안자’로서의 역할로 전환하
게 되었다. 이 웹사이트의 주요 기술적 비전은 인터넷 컴퓨팅 플랫폼이 개별시민
의 요구와 지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수정 가능한 웹 애플리케
77) http://www.gencat.net
78) Really Simple Syndication : XML기반의 문서 표준으로 뉴스나 블로그 사이트에서 주로 사용하는 콘텐
츠 표현 방식이며, RSS가 등장하기 전에는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 해당 사이트를 직접 방문해야
했으나, RSS 관련 프로그램(혹은 서비스)을 이용하여 자동 수집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사용자는 각각
의 사이트 방문 없이 최신 정보들만 골라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다.(http://ko.wikipedia.org/wiki/RSS)
79) Web log의 축약어로 일반적으로 개인에 의해 관리되는 웹사이트의 하나이다.
80) 누구나 접속하여 콘텐츠를 수정하거나 보완할 수 있게 설계된 웹페이지이다.
81) 우리나라의 싸이월드(www.cyworld.com), 미국의 myspace.com과 같이 인터넷 공간을 통해 사회적 네트
워크를 공유하는 기술을 말한다.
70

도시계획과정의 GIS기반 주민참여 모형 개발 및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이션으로 구축하였다. 이것은 다시 말해 공통서비스센터(Shared Service Centre)
형태의 접근방식을 적용한 것이다.
<그림 3-13> 카탈로니아 지방정부의 Gencat 사례

자료: http://www.gencat.net

④ 영국 아일랜드의 Mobhaile82)
Mobhaile은 아일랜드 지방정부가 개발한 상호작용(interactive) 서비스로서 지역

기반의 커뮤니티가 직접 관련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이
사이트 또한 웹2.0을 활용하여 전자정부서비스를 혁신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사이트는 사용자 친화적이며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중소기업, 학교, 커
뮤니티, 자원봉사그룹이 저가 혹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Mobhaile은 시민과 지
방정부가 더 큰 통합을 위하여 인프라를 통합하여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
을 제공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시민의 요구와 지역에서 이용 가능한
시설을 통합하고 지역 내에 다양한 서비스를 업데이트함으로써 국민들이 커뮤니
티와 자원봉사 관련 뉴스와 행사정보를 업데이트 할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

82) http://www.mobhaile.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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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아일랜드 Mobhaile 사례

자료: http://www.mobhaile.ie/

⑤ 미국 환경보호국의 Window to My Environment83)
미국의 환경보호국(EPA)는 자신들의 웹사이트에 오염된 토지의 위치를 XML
데이터로 게시함으로써 시민들이 직접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Window To My Environment”(WME)는 사용자가 선택한 지역의 환경 조건과 특

성에 대한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의 정보를 제공해주는 강력한 웹 기반 툴
이며, 미국의 EPA가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및 다른 기관들과 파트너십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그림 3-15> 미국 EPA의 Window to My Environment 사례

자료: http://www.epa.gov/enviro/wme/

83) http://www.epa.gov/enviro/w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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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사점
국내외 사례 검토를 통해 계획수립과정에서 주민참여를 위해 고려해야할 사항
과 기존의 문제점, 기술 적용방법, 공간정보 활용방법 등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여기서 도출된 시사점을 바탕으로 도시계획 수립과정에 GIS기반의 주민참여 모
형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주민참여와 정보기술 적용에 있어서 현행 도시계획 제
도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1) 주민참여의 당위성
계획수립에는 많은 시간과 인력, 비용이 투입되고 계획의 속성이 실현을 전제
로 한다는 당위론에 근거해 볼 때 현 시점은 계획의 본질에 대한 심각한 위기상황
으로 생각될 수 있다.84) 댐 건설계획, 터널 공사 등 대규모 국책사업의 추진 시
나타난 정부당국과 국민들 간의 소통 문제는 계획수립과 정책결정과정에서 국민
들의 의견이 배제되거나 무시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이다. 아울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명시한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보더라도 주민참여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계획 및 정책수립에 없어서는 안 될
과정임이 분명하다.
2) 기존 계획과정의 주민참여 문제점
다양한 국내외 사례 중에서 청주시 도시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나타난 현행
계획과정의 주민참여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으로 계획당국과 전문가들이 주민참여에 대한 의지와 지원 노력
이 미흡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계획당국은 정보공개에 대한 거부감과 행정 편
84) 이왕건. 2005. 갈등해소를 위한 새로운 계획패러다임 도입 -캐나다 브리티시콜롬비아 주 메이플리지
시 사례-. 국토정책 Brief 제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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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적 성향, 업무증가 등을 이유로 주민참여를 꺼리고 있다. 특히, 일부 계획전문
가들은 이론적으로는 주민참여의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실질적인 적용에 있어서
는 주민들의 계획에 관한 지식부족과 주민의식 문제, 계획의 전문성 등을 이유로
회의적인 견해를 보이는 경우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둘째, 형식적이고,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 관련 법제도에 문제가 있다. 단적
인 예로 국토계획법 제26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을 보면 주민(이해관계자
포함)은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입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이 때 제안서에는
도시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도시계획
입안 시 계획당국에서도 용역수행을 통해 제작하는 도시계획도서를 주민에게 요
구하는 것은 현실성이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법제도적 문제뿐만 아니라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 전통적인 주민참여 방
식을 지원할 제도나 예산 등의 행정적인 지원이 미비하다는 점이다. 뉴욕시 커뮤
니티 보드의 성공사례와 같이 주민활동을 지원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주민들이 지역정보나 계획에 관련된 정보를 취득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계획수립과정에 대한 학습 및 교육기회가 부족하며, 홍보도 형식적 수준이다. 다
시 말해 주민참여의 기반이 매우 미흡하다. 주민들이 해당지역의 계획 및 규제사
항에 관한 정보 취득이 용이하지 못하고, 관련 내용에 대해 교육을 받거나 학습
할 기회가 부족함에 따라 주민들의 참여의지를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 영국의
Planning Portal이나 Planning Inspectorate처럼 원스톱 포털 형태로 지역정보, 규제,

이의제기 등 계획과 관련한 종합적 민원 창구가 필요하다.
다섯째, 참여수단 및 방법의 확대와 그에 따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공람, 공
청회 등 오프라인에서 1회성으로 그치는 참여 수단과 방법을 다양화하고, 웹2.0,
Where2.0과 같은 정보기술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참여를 위한 시‧공간적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아울러 참여 수단과 방법의 다양화, 정보화의 적용 등이 실현되
기 위해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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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존 주민참여 수단의 개선방법
기존 주민참여 문제의 개선방법은 전통적인 방식과 주민참여 GIS와 같은 정보
기술을 활용한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GIS기반 주민참여 모
형 개발을 주요 연구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전통적 방식의 주민참여 문제점 개
선은 “시민이 참여하는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등 전통 도시계획적 방식의 개선
사례를 준용하고, 주민참여 GIS와 정보기술 활용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먼저, 전통적 방식에서는 청주시 사례와 같이 주민참여의 필요성과 효과성이
가장 큰 입안과정에서의 주민참여 절차개선이 있다. 이 사례에서는 계획당국과
전문가의 의지, 적극적인 지원노력이 있어서 가능하였다. 이 외에도 시민이 참여
하는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사례에서 볼 수 있는 주민협의체, 민간단체, 전문가,
행정관서 등이 함께하는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을 통해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이
뤄내야 한다.
<그림 3-16>은 도시계획체계가 도시계획제도와 정부, 시민사회, 시장의 상호

관계에 의한 거버넌스 체계로 변화‧발전하는 개념을 표현한 것이다.

<그림 3-16> 거버넌스 시대의 도시계획제도

자료: 대한국토·도시계획 학회. 2008. “도시계획론” - 5정판. p.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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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한 기존의 주민참여 문제점 중에서 웹2.0기술 및 주민참여 GIS기술
을 접목한 사례로부터 개선방법과 수단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뉴저지
지역 3개 사례와 영국의 Planning Portal 사례와 같이 인터넷을 통해 주민들에게
다양한 지역정보와 계획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학습 및 교육 기회 확대를 통해
자연스러운 홍보효과를 달성하는 것이다. 주민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홍보 등
은 점진적으로 주민의 의식향상을 유도할 수 있다. 둘째, Planning Portal에서 볼
수 있는 계획제안 또는 이의신청을 위한 양식(application)을 주민입장에서 제안
가능하도록 쉽게 만들어 제공하는 것이다. 아울러 계획도면의 작성과 수정도 웹
2.0기반의 지도정보를 활용함으로써 실질적인 참여수단으로 변모시킬 수 있다.

셋째, 뉴저지 사례에서 볼 수 있는 웹2.0기반의 주민참여 GIS사이트는 시‧공간적
제약을 갖고 있는 현행 참여수단을 인터넷을 통해 방법과 기회를 확대할 수 있
다85). 물론 이러한 방식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림 3-17>은 정보화와 결합한 도시계획 거버넌스 체계의 구성요소별 주
요역할과 변화방향을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 3-17> 웹2.0시대의 도시계획 거버넌스 체계

자료: 대한국토·도시계획 학회. 2008. “도시계획론” -5정판. p. 109. 수정인용
85) 여기서 인터넷을 통한 참여를 단순히 네트워크에 접속한 컴퓨터가 있는 특정 장소로만 볼 것이 아니
라 현재 구현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과 향후 구현될 기술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이동통신장
비와 무선통신기술에 기반한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시공간적 구속 없이 접속이 가능할 것이다. 이미
구글은 구글폰(Google Phone) 안드로이드의 UI(User Interface)를 공개하고 구글의 핵심서비스인
Google Maps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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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보기술적용과 주민참여의 한계
주민참여 GIS의 실현에 있어서 GIS 활용에 의한 성공과 실패는 기술적인 요소
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제도적 요소나 참여과정에 대한 관리적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Harris and Weiner, 1998). 다시 말해 계획당국의 기술도입과
추진의지, 제도적‧행정적 지원이 함께 요구되는 대목이다.
또한, 인터넷 또는 정보기술로부터 소외된 계층의 참여 유도를 위한 연구와 노
력이 필요하다. 의도적으로 정보기술을 활용하지 않거나, 사용방법을 모르는 사
람, 혹은 정보인프라 소외계층의 경우 기술적 접근방식으로 참여를 유도하는 것
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전통적 방식의 주민참여에 대한 다
양한 노력과 GIS를 비롯한 정보기술의 활용이 병행될 때 지금보다 성공적인 주민
참여가 가능하고, 참여를 통한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5) 소결
계획과정의 주민참여는 사회‧문화적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통적 방식
뿐만 아니라 정보기술의 활용과 같은 새로운 시도를 병행해야 하며, 제도적 개선
이 뒷받침 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추진 중인 서울시 4차원
프로젝트의 정보화 전략계획수립 사례 발표에서 도시계획의 정보화와 주민참여
는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임을 강조하였다.
Innes와 Simpson(1993)은 “혁신은 사용자의 관행과 기술적 가능성이 상호 적용

을 통해 실천적으로 통합을 이룰 때 실현된다.”고 주장하였다. 새로운 기술은 전
통적 프로세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기술진보를 통해
사람들의 기대수준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만약 의사결정자와 집행자가 그들의 기
대수준을 만족시키려면 전통적 프로세스는 결과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포용하게
될 것이다. 즉, 도시계획과정에서 주민참여와 정보화는 혁신의 도입이고, 혁신에
따른 초기의 저항은 기대수준이 높아진 주민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받아들일 수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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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성공적인 기술혁신의 특징으로 단순성
(Simplicity), 주목할 만한 이익(Observability of benefits), 상대적 이득(Relative
advantage), 작은 노력으로 가능할 것(Ability to make small trials) 등 4가지 특징을

제안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계획참여 주체들의 성숙된 의식, 제도개선, 정보인프라의 구축 등 단
시일에 모든 것이 원하는 수준에 오를 수는 없다. 따라서 정보화에 기반한 주민참
여는 단계별 전략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인터넷을 통한 정보
공개의 부작용과 부문별한 참여 등 정보화로 인해 발생 가능한 문제점에 대해서
도 다각도의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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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정의 GIS기반 주민참여 모형

2장과 3장에서 살펴본 주민참여 측면의 도시계획 및 제도검토, 주민참여 GIS 이론, 연
구동향, 그리고 국내외의 다양한 사례를 토대로 4장에서는 도시계획과정의 GIS기반
주민참여 모형을 개발하였다. 모형 개발을 위해 주민참여 유형을 참여방식, 참여주체,
참여수준 및 참여단계의 큰 틀로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현 제도의 범위 안에서
적용 가능한 기술을 반영하는 모형을 도출하였다. 모형개발 과정에서 향후 모형의 활
용성과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위해 요구되는 제도적 측면의 개선사항도 고려하였다.

1. 주민참여 유형과 내용
주민참여의 유형은 학자마다 다양한 관점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여러 관점의 유형 중에서 우리나라 계획제도의 현실을 잘 반영하여 유형을 구분
한 김현식(1996) 등의 연구 결과를 활용하였다. 김현식 등이 제시한 연구내용과
주민참여 GIS의 이론 등을 토대로 연구를 발전시켜 GIS기반 주민참여 모형 개발
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김현식(1996) 등은 주민참여 사례 분석을 위한 틀로서 참여방식, 참여주체, 참
여단계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당장 적용 가능한
기술적 한계와 제도적 개선요구를 감안하여 모형 적용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주민들의 참여를 단계적으로 적
용할 수 있도록 참여수준을 추가하여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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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여방식에 의한 구분

참여방식에 의한 구분은 제도적 참여와 준제도적 참여, 그리고 비제도적 참여
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도시계획 관련 모법인 국토계획법과 기타 관련 지침
등에 근거한 제도적 참여방식이 있다. 제도적 참여방식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
관리계획 모두 공람, 공청회 등을 통한 주민의견 청취와 지방의회 의견청취가 있
다. 예를 들어 국토계획법 제26조 ①항에 따르면 도시관리계획에서는 입안권한
이 있는 자에게 주민이 입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제안
서에 도시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주민참여의 주체
를 어디까지로 보느냐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활동도 제도적 주민참여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도시계획위원회는 주로 당연직 공무원, 계획전문가, 학자 등으로 구
성되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 정의한 주민참여의 범위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판
단하였다. 위원회 활동은 오히려 제도적으로 보장된 전문가 참여의 통로로 봐야
할 것이다. 현행 제도는 주민의견청취 결과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계획
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기타 입법과정에서 직접 주민참여를 인정하는 수단으
로서 주민발의, 주민투표 제도가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도시계획과 직접적인 관
련이 있는 국토계획법으로 범위를 한정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준제도적 참여가 있다. 도시계획 관련 법제도를 통해 구체적으로 규
정한 참여방식은 아니지만 청원, 진정, 민원 등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및 관
련법령에 의거하여 행정제도가 규정하는 형태의 참여 방법이 있다. 현재 전국 지
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가 개발하여 전국에 확산중인 새올행정시스템86)을 도
입하여 전자민원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많은 지자체가 홈페이지에 시민
참여 콘텐츠를 만들어 참여를 유도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노
력하고 있다. 준제도적 참여가 계획 관련 법제도에서 보장하는 것은 아니나 제도
적 참여가 미흡할 경우 계획 및 집행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대안적 장치로서 의
86) 전국 시군구청의 주요 업무를 수행하는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의 새로운 브랜드명으로 ‘새롭고 올곧
은 행정을 수행하는 시스템’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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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 있다.
마지막으로 비제도적 참여가 있다. 제도적 참여가 형식적 절차에 그치거나 주
민참여가 배제된 계획의 집행과정에서 주민들과 계획당국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
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이 선택하는 극단적 방법의 참여 형태이다. 일반적으로
비제도적 참여는 계획에 대한 저항이나 이해관계인의 요구를 관철시킬 목적에서
2차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 시민단체나 이해관계집단은 공익 또는 사

적인 이익을 위해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계획대안을 제시하기도 한
다. 이러한 주도적 형태의 참여가 항상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나
현 시점에서 주도적 참여는 제도적 참여와 연계될 때 가장 바람직한 형태의 주민
참여방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표 4-1>은 앞서 설명한 참여방식에 의한 주민참
여 유형을 정리한 것이다.
<표 4-1> 참여방식에 의한 주민참여 유형
구 분

참여
방식

제도적 참여

내

용

“국토계획법”을 근거로 공람, 공청회 실시

준제도적 참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을 근거로 청원, 민원, 진정 등

비제도적 참여

집회, 시위, 농성 등 불법적인 참여

2) 참여주체에 의한 구분
참여주체는 일반적으로 Sanhoff(2000)와 Thomas(1995) 등이 구분한 계획에 의
해 영향을 받는 사람, 계획에 도움을 줄 지식과 정보가 있는 사람, 그리고 계획의
수립에 영향을 줄 힘을 가진 사람 등과 같이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계획의 참여주체는 일반적으로 계획지역 주민 또는 주
민단체, 지방정부, 관계 전문가, 시민단체, 개발업자 등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러한 요소는 계획의 내용이나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앞서 주민참여 GIS의 이론 검토를 통해 참여주체를 계획에 의
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으로 한정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들 중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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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수립에 따라 재산권이나 생존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 집단과 그
밖에 지자체 행정구역 내에 포함되어 간접적 영향을 받는 일반주민 집단(시민단
체를 포함)으로 범위를 한정하였다.
이해관계 집단은 계획대상지역의 토지나 주택을 소유한 주민들이 도시계획으
로 인해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막거나 또는 상승을 유도하기 위해 참여하
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NIMBY(Not In My Back Yard)로 대변되기도 하며, 자
산가치의 하락 또는 생활환경의 질적 저하를 막기 위해 혐오시설의 입지계획 등
에 대해 조직적으로 반대 하는 집단 등이다. 또는 PIMFY(Please In My Front
Yard)로 대변되며, 자산의 가치나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도시계

획시설이나 공공기관 이전 등 지가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계획 유치에 주도적으
로 참여하는 집단을 말한다. 그리고 재산권에 앞서 근본적인 생존과 관련한 권리
가 침해 받는 경우 이들도 하나의 이해집단이 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 계획이 대
부분의 주민에게 이득이 될 지라도 생존에 대한 대비책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
는 계획은 해당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기도 한다.
주민의식이 성숙되고 주민단체나 커뮤니티 중심의 주민활동이 점차 확대되면
서 도시계획과정의 주민참여가 점차 공익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
다. 직접적 이해관계는 없으나 당해 지자체 주민들을 중심으로 공익성을 추구하
는 주민집단 혹은 주민들을 일반집단으로 규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집단의 참
여가 여전히 주도적 참여의 수준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며, 이들의 참
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적 틀 또한 미비하다. 도시계획에 있어서 지방자
치단체의 자치권이 더욱 커지고87), 갈등해소를 위한 계획패러다임의 변화88)를
감안할 때 일반집단의 주도적 참여는 당해 지자체의 발전을 위해 제도적으로 뒷
받침될 필요가 있다.
87) 2008년 3월 24일. 국토해양부 보도 자료에 따르면 2008년 3월부터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도시
관리계획 결정권한을 도지사에서 시장에게로 이양하고, 도시기본계획 변경 없이 각종 개발을 추진
할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개발지점은 적시하지 않고, 총량만을 정하도록 도시계획제도를
개선(’08.9)할 계획이며, 도시기본계획 승인권도 지자체에 일부 이양하는 방안을 연말까지 추진할 계
획임
88) 이왕건. 2005. “갈등해소를 위한 새로운 계획패러다임 도입”. 국토정책브리프. 제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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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참여주체에 의한 주민참여 유형
구 분

내

용

이해관계집단

계획결과가 집행되는 지역의 주민으로서 직접적인 피해나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주민집단

일반집단

계획구역에 거주하는 대다수의 주민으로서 계획결과가 간접적으
로 영향을 미치는 주민집단 및 시민단체

참여
주체

3) 참여단계에 의한 구분

도시계획을 큰 틀에서 단계별로 구분하면 계획단계, 집행단계, 평가단계로 나
눌 수 있다. 주민참여 측면에서 도시계획 단계를 구분하여도 계획단계의 참여,
집행단계의 참여, 평가단계의 참여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계획단계는 다시 입
안단계, 검토단계, 승인단계의 참여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3단계 중 계획단계
를 제외하면, 집행단계와 평가단계에서는 참여를 위한 제도적 창구가 없는 실정
이다. 이는 계획단계에서 주민참여가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전
제되었거나, 아니면 행정 효율성과 행정 편의적 측면에서 제도가 만들어졌기 때
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주민들은 집행단계에 와서야 비로소 구체적인 계획내
용을 실감하게 되고 자신들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준제도적, 비제도적 참여를
강행하게 된다.
이 연구는 GIS기반 주민참여 모형 개발을 위해 제도적 틀 안에서의 참여를 기
본으로 하되 GIS와 같은 공간정보 및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집행단계나 평가단계
에서도 추가적으로 주민참여에 기여할 수 있는 모형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앞서도 정리한바 있듯이 현행 도시계획 관련법에서는 계획의 입안단계에서 주
민이 참여할 수 있는 수단으로 관리계획 수립 시 입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규
정89)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도시계획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일반 주민에게는 사
8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①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관
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서에는 도시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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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상 실효성이 없는 조항이다. 다만, 앞서 살펴본 청주시의 사례와 같이 주민참
여에 대한 계획당국의 강한 의지와 전문가, 시민단체,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참
여할 때는 가능하다.
검토단계에서는 제도적 참여에서 언급한바 있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
회, 공람 등이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있으나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있다. 사실
상 검토단계는 제도가 규정하는 유일한 참여의 단계이다. 그러나 이러한 검토단
계에서 조차 실질적인 참여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으므로 계획의 집행과정에서
많은 갈등을 양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승인단계에서는 제도적 참여규정이 없다. 승인단계는 입안과 검토단계를 거쳐
계획을 최종확정하는 단계이므로 입안 및 검토단계에서 참여가 없다면 이 단계
에서의 주민참여는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한다.
집행단계는 계획이 승인단계를 거쳐 확정된 이후에 계획내용을 실행하는 과정
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의 주민참여는 확정된 계획이 계획의 취지와 내용에 맞
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는 수준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
실에서는 계획단계를 형식적 절차로 지나치고 집행단계에 와서야 구체적 계획내
용을 실감한 주민들이 준제도나 비제도적 방식으로 참여하게 될 소지가 높다. 따
라서 집행단계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계획단계에서 실질적인 참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실천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평가단계는 도시계획결정 사항이 정상적으로 집행된 후 계획내용에 따라 충실
히 추진되었는지 평가하는 단계이다. 이를 통해 평가결과로부터 도출한 시사점
을 향후 계획수립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나 현행 제도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일회성 계획90)으로 끝나는 경향이 있다. 주민의 참여를 통한 계획의 평가는
주민들이 계획과정에 주체임을 각인시키고,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긍
정적 효과를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계획을 발전시키고 계획에 대한 주민의 역량
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90) 현행 도시계획제도에서는 5년마다 도시기본계획의 정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간이 길고, 그
사이에 지속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할 통로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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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참여단계에 의한 주민참여 유형
구 분

내

용

입안단계 : 도시관리계획에서는 입안을 제안할 수 있음
계획단계
참여
단계

검토단계 : 공람, 공청회 등 사실상 유일한 제도적 참여단계
승인단계 : 제도적 참여수단 없음

집행단계

제도적 참여수단 없음

평가단계

제도적 참여수단 없음

4) 참여수준에 의한 구분
2장의 주민참여 GIS이론에서 계획과정의 주민참여 수준을 다룬 몇몇 학자들

의 참여모형을 살펴보았다. 2장에서 제시된 여러 이론들은 참여의 목적에 따라
참여수준을 달리하고 있다. 따라서 유사한 목적의 참여모형에서 제시한 참여수
준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계획체계에 맞게 구분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계획수립과정의 참여모형을 제시한 Dorcey(1994)나 공공갈등의
사전방지 또는 문제해결에 중점을 둔 참여 사다리 모형을 제시한 Corner(1998)의
모형을 준용하고자 하였다. 다만, 우리나라의 계획제도와 환경을 고려하여 합리
적인 참여수준을 구분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 연구에서 시도하는 GIS기반 참여
모형 개발은 지방정부 관점에서 보면 큰 틀에서 전자지방정부의 한 부분이며, 전
자지방정부가 지향하는 목표91)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따라서 OECD(2001)가
제안한 전자정부의 주민참여 모형인 정보제공(information), 협의(consultation), 의
사결정(decision-making)의 3단계 참여수준도 고려하였다.
정보의 제공은 주민참여의 가장 기초적인 형태이며, 제도적으로 제한하는 정
보(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하고 도시계획 관련 정보를 모두 공개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우리나라는 현재 도시계획 전 과정에 대한 정보를 모두 공개하지는 않
고 있으며, 단계별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입안단계에서는 지역일간신문에 공
91) 전자정부의 최종 목표는 주민중심적 서비스 제공 실현에 있으며,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주민참여가 더욱 주목받고 있음(이정아,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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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함으로써 계획(안)을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받도록 하고 있다. 결정단계
에서는 결정된 계획을 지형도면 고시를 통해 일반에 공개하고 있다. 고시문의 공
고‧공람은 일반적으로 해당관서에 관련도서를 비치하고 일반시민들이 직접방문
을 통해 열람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도시계획과정에서의 정보제공은 단
편적이며, 시‧공간적 제약을 수반하고 있다. 이 때문에 관련 정보가 주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한편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국토해양
부는 2008년 11월 도시계획정보체계의 전국 확산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을
통해 향후 인터넷으로 도시계획 정보를 조회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의사 개진은 주민의 의견을 계획당국에 전달하는 활동으로써 의견수렴여부는
계획당국에 의해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계획수립의 각 단계별로 의사개진의 형
식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입안단계에서 계획의 입안을 제안하거나, 계획
(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하는 활동, 또는 집행 및 결과에 대한 평가의견 개진

등 단계별로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과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그리고 주민 등의 의견청
취과정에서 계획대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그 외의 다른 과정에서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공식적인 창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는 계획(안)에 대한 최종결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것을 의
미한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는 의사결정에 주민참여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도
시계획과정에서 주민들의 의사결정에 참여는 여전히 논란의 소지가 있다. 예를
들어 일반주민이 의사결정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에 대한 상
당한 이해와 공익을 우선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주민의식이 요구된다. 참여수준
별 주민참여는 일반주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이해관계집단 혹은 주민
대표나 위원회 등을 통한 대리참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든 오프
라인 상에서의 시‧공간적 제약을 극복할 수단의 보완이 필요하다. 일상생활을 하
는 지역주민들이 특정한 시간과 장소가 정해진 공람, 공청회, 설명회 등에 직접
참석하지 않아도 집이나 직장 등에서 정보를 열람하거나 의견을 주고받고,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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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한 것이다.
<표 4-4> 참여수준에 의한 주민참여 유형
구 분

참여
수준

내

용

정보제공

주민참여의 가장 기초적인 형태로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모든 정보를 공개

의사개진 및 협의

주민의 의견을 계획당국에 전달하는 활동으로써 의견수렴여
부는 계획당국에 의해 결정

의사결정

계획(안)에 대한 최종결정에 참여하는 것, 현행 제도에서는
의사결정에 주민참여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2. 도시계획과정의 GIS기반 주민참여 방법
지금까지 도시계획과정의 주민참여 유형과 참여수준에 대해 4가지 유형을 대
상으로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앞서 제시한 주민참여 유형과 참여수준을 기반으로
GIS와 정보기술의 접목이 가능한 유형으로 한정하고, 유형별 주민참여 방법을 제

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 및 국내외 사례에서 도출한 시사점을 참조
하여 적용 가능한 유형 선정 및 구체적 기술의 적용방법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오프라인 상에서 GIS활용과 온라인상에서의 GIS활용 방법을 제시하였다.

1) 참여방식
도시계획수립 절차는 관계 법률에 근거하므로 이 연구에서는 제도적 참여의 수
단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접근하고자 하였다. 다만, 제도적 참여가 미흡
한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준제도적 참여에 대해서도 함께 고려하고자 하였다.
제도적 참여방식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토계획법에 근거한 주민 및 지방
의회 의견청취를 위한 수단으로 공람 및 공청회가 있다. 그러나 국내외 사례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직접적 이해관계인이 아니면 평일,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이
루어지는 공청회에 참여하기란 사실상 매우 어렵다. 공람 또한 관할 행정관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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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방문하여 열람해야 하므로 주민의 입장에서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수단
이 필요하다. 따라서 인터넷을 통해 오프라인 공청회의 주요내용을 동영상과 설
명자료, GIS기반 도면 등으로 제공하고, 일정기간 Q&A, 의견청취 게시판 등을
운영함으로써 오프라인 공청회의 시‧공간적 제약사항을 보완하는 대안이 필요
하다. 아울러 현재 지자체를 대상으로 확산사업을 추진 중인 도시계획정보체계
의 주요자료와 기능을 연계하여 기초조사자료 조회, 상위계획 조회, 입안자료 및
계획대안 조회 등 주민들이 도시계획의 진행상황을 상시적으로 조회하거나 의견
을 개진할 수 있는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
한편, 국토계획법에는 도시관리계획에서 주민참여의 일환으로 입안권한이 있
는 자에게 주민이 입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 경우 제안서에 도시
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계획에 대
한 전문적 식견이 없는 일반인에게는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요건이다. 따라서 도
시계획정보체계를 통해 구축된 도시계획DB를 활용하여 몇 번의 클릭과 의견 입
력 등 입안제안에 필요한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시스템화해야 한다. 그리고
해당지역 주민이면 누구나 제안할 수 있는 쉬운 사용자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준제도적 참여는 앞서 제도적 참여에서 제시한 웹기반의 도시계획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 기능을 상시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도시계획관련 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필요할 경우 행정안전부의 ‘새올행정시스템’ 또는
국토해양부의 ‘온나라 부동산정보통합포털’92)과의 연동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공청회에서도 기존 GIS자료나 도시계획정보체계가 제공하는 도시계획DB, 용
역결과 도출된 입안자료 중 시각화가 가능한 부분은 공청회 현장에서 주민의 요
구를 반영한 시뮬레이션을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도 시도되고 있다. 이
와 같은 방식은 초기단계의 주민참여 GIS에서 많이 시도되었다. 서울시를 비롯해
도시계획정보가 구축된 일부 지자체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의회에 대한

92) 국토해양부가 구축‧운영하고 있는 포털사이트로서 지도기반의 부동산정보, 용도지역지구, 규제정보,
민원열람, 분양정보, 부동산 정책 및 통계 등 각종 부동산정보를 종합적으로 서비스하는 사이트이며,
http://www.onnara.go.kr/로 접속가능함
88

도시계획과정의 GIS기반 주민참여 모형 개발 및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설명을 위해 도시계획DB와 공간분석 기능을 적용하고 있다(<그림 4-1> 참조).
<그림 4-1> GIS를 활용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자료: 서울시. 2008. 서울시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추진개요와 향후 계획

2) 참여주체
이 연구에서 참여주체는 앞서 밝힌바와 같이 Sanhoff(2000) 등이 구분한 3가지
유형 중 계획에 영향을 받는 사람으로 한정하였다. 나머지 2가지 유형에 해당하
는 계획가, 관계 공무원 등은 이미 제도적으로 참여가 잘 보장되어 있고, 실질적
으로도 계획수립을 주도하고 있으므로 이 연구의 모형개발을 위한 주요 참여주
체의 대상에서는 제외하였다. 다만, 모형을 기반으로 개발하는 시스템기능을 통
해서 계획전문가나 관계 공무원, 시민단체 등도 상호 독립적인 참여가 가능하다.
예를 들면 영국의 ‘Planning Portal’ 사례와 같이 주민참여 웹사이트에 일반집단,
이해관계집단, 계획전문가, 시민단체 등 접근 계정을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정보접근권한과 기능을 달리 부여할 수도 있다.
계획결과에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 집단과 일반집단의 실질적인 참여는 입안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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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부터 의견의 제안이나 대안의 선택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한 참여 통로로
서 인터넷 설문조사, 웹기반 도면작성 툴, RSS, Trackback93) 등 GIS와 웹2.0 기술의
융‧복합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기능적인 수단의 제공에 있어서는 계획전문가가 아
닌 일반인의 입장에서 쉽고, 간편하게 입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사용자 환경을 구성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 연령에 따른 인터넷 활용 능력이나
이해에 있어서 다소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한계는 여전히 남아있다.

3) 참여단계
참여단계에 있어서는 계획, 집행, 평가의 도시계획 전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민참여의 효과가 가장 높은 계획
단계에 중점을 두고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집행과 평가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갈
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계획의 입안단계가 주민참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단계이
므로 제도적인 참여수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제안 시 도시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 첨부를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대폭 완
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가능한 한 시스템화하여 손쉽게 입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행 제도가 사실상 유일하게 제공하는 주민참여 수단인 검토단계는
앞서 제도적 참여에서 다룬바와 같이 GIS기반 전자공청회, 인터넷 공람 등 참여
를 유도하는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재미와 시각적 효과를 고려하여 지도를
기반으로 관심을 유도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계획의 승인단계는
주민참여에 대한 제도적 규정이 없다. 그러나 입안과 검토단계에서 주민의 참여
가 충분히 이루어 졌을 경우 현행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해도 무관할 것이다. 집
행 및 평가단계는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결정사항이 원래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
하는지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계획의 집행결과를 평
93) 트랙백은 댓글(reply, 답글), 덧글(comment, talkback 등) 기능의 확장판이라고 볼 수 있으며, 특히 해당
게시물에 대해 댓글을 달되 다른 사이트에서 원격으로 글을 올리는 행위와 이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
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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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함으로 주민스스로가 계획의 주체이자 평가자가 되도록 기능을 구현해야 한
다. 이러한 기능들은 시‧공간적 제약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인터넷상에서 준제도
적 참여와 연계해서 상시적으로 모니터링과 평가가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당해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주인의식을 고취하고, 계획에 대한 이해와 계획
수립으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지방정부는 이를 통해서 지
방자치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4) 참여수준
기본적으로 참여수준은 정보제공, 의사 개진 및 협의, 의사결정 3단계 모두 적
용하되 참여의 주체나 단계, 제도가 규정하는 범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
다. 다만 모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참여수준은 현행 도시계획 제도, 주민참여에
필요한 관련 DB구축, 웹2.0 기반의 기능 구현 등 기존 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
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보의 제공은 기존에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GIS자료와 2008년부터 전국 지
자체를 대상으로 확산사업을 추진 중인 도시계획정보체계의 DB를 적극 활용해
야 한다. 그리고 전산화된 도시계획 정보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인터넷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관련법이 허용하는 정보공개 범위 내에서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계획수립 중이 아니더라도 상시적으로 주민들이 검색과 조회가 가능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계획수립을 위한 과정이 진행 될 때는 실시간으로
진행상황을 공개하고, 계획적 요소가 변함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결과를 시뮬레
이션하여 대안으로 제시해야 한다.
의사 개진 및 협의 단계는 공청회, 공람을 통한 오프라인 방식의 주민의견 청
취와 연계하여 인터넷으로 의견개진을 하고, 주민의 제안이나 민원에 대해 계획
당국이 공신력있는 답변을 제시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주민참여의 환류체
계를 구성해야 한다. 또한 주민들로 하여금 새로운 계획을 이해하고, 갈등 해소
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와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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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에의 참여는 관련 제도개선이 선행되어야 가능하며, 아울러 주민의식,
기술수준, 계획당국의 의지 등 다양한 여건이 조성되었을 때 가능하다. 이를 위한
기술적 요소의 한 예는 인터넷을 통한 투표 방식이 될 수 있다. <표 4-5>는 도시계
획과정의 GIS 및 웹2.0기반 주민참여 방법을 정리한 내용이다. 이러한 방법은 공
개소프트웨어를 비롯하여 GML(Geography Markup Language)94), UCC(User Created
Contents), GeoRSS, Trackback 등 다양한 기술적 요소의 적용을 통해 가능하다. 기

술적요소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모형개발 부문에서 제시하였다.
<표 4-5> 도시계획과정의 GIS기반 주민참여 방법
구분

참여
단계

기존
참여수단

GIS & 웹2.0기반
참여수단 제안

참여수준

제도개선 요구 참고 사례

‧기존 GIS DB활용, 웹을 통
‧정보제공 ‧입안의 제안 ‧ Planning
입 ‧입안의
한 기술적 입안제안 기능
‧의견개진 요건 간소화 Portal
안 제안
제공
‧인터넷 공람(도면 및 설명
자료 제공, 의견개진 기능)

‧포틀랜드
‧인터넷
사례
공람
,
계
‧정보제공
검
공청회 제도 ‧ 뉴 저 지
‧인터넷
공청회
(UCC,
사진
,
‧의견개진
획 토
화(향후 UPIS 사례
Q&A, GIS기반 대안 시뮬 및 협의
‧공청회
‧V i r t u a l
활용)
레이션
,
지도기반
의견작
제도적
London
성 기능)
참여
승
‧의사결정 지원 수단으로
‧당해 주민대표 ‧청주사례
‧의사결정
인
참여 제도화 ‧서울사례
C/S기반 GIS
‧공람

집행

-

‧집행에 대한 모니터링 기 ‧정보제공
능(예: 웹+지도+사진 제공) ‧의견개진

평가

-

‧지도기반 평가의견 개진
‧의견개진
‧인터넷 설문, 게시판 활용

-

‧뉴저지
사례

‧향후 계획에 주
‧지자체
민 평가 의견
홈페이지
반영 제도화

정
‧지자체 ‧기존GIS DB, UPIS, KLIS,
보
홈페이 국토통합DB 활용
‧정보제공
제
지
‧Open Source, Open API
공

준
상
‧일반 및
제도적
시 민 전자 민 ‧지자체 도시계획 관련 홈
참여
‧정보제공
원
원창구 페이지를 별도 운영 및 ‧의견개진
GIS기반의 상시적인 도시
및 협의
제 ‧ 지자체 계획 의견수렴 기능
안 홈페이지

-

-

‧뉴저지
사례
‧Gencat.net
‧ Planning
Portal
‧새올행정
시스템
‧온나라
포털

94) GML은 지리적 형상(feature)을 웹 브라우저에 표현하기 위한 자료교환 포맷이며, 지리정보시스템을
위한 XML기반의 모델링 언어로 OGC가 표준으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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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계획과정의 GIS기반 주민참여 모형
도시계획수립을 위한 현행 제도적 범위 안에서 국내 현실에 적합한 유사사례와
제도 및 이론검토를 통해 공간정보를 활용한 주민참여 모형을 도출하였다. 이 과
정에서 주민참여 모형에 필요한 도시계획관련 DB 구축 및 기존 DB와의 연계, 웹
2.0 기반의 기능적용 방안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5장에서 다루는 주민참여 모형

및 정보기술의 적용을 위한 단계적인 추진방안과 제도개선안의 도출을 위한 검토
가 수행되었다.

1) 모형의 기본 틀
지금까지 도시계획의 범주를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한정하여 내용
을 전개해왔다.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이 주민참여의 관점에서 보면 거의
동일한 기능과 절차를 제도화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모형개발을 통한
주민참여가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도시관리계획에 중점을 두고 모형개
발을 진행하였다. 모형의 기본적인 구조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절차를 축으로 상시
적인 주민참여가 가능한 준제도적 참여와 계획 및 평가단계를 포함하는 제도적
참여로 구성하였다.
준제도적 참여에 해당하는 상시참여단계 모형은 법적으로 규정된 참여방식은
아니지만 일상적으로 주민이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한 것이다. 계획관련
기초정보의 제공, 의사개진 및 협의, 도시계획 입안의 제안, 민원신청 등 관련법령
에 의거하여 행정제도(혹은 절차)가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주민이 상시적으로 의
견을 제안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제도적 참여는 도시계획관련 법의 계획수립 절차에 따라 일반주민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관계전문가, 개발업자 등 계획의 내용이나 지역적 특성에 따른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다.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도시계획과정에서 발생되
는 이슈사항에 대한 대안을 선택하고,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통해 그 결과가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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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여기에서 주민의 의견청
취, 주민투표, 결정고시에 대한 공고 및 공람 등 일련의 도시계획과정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주민참여는 국토계획법으로 범위를 한정한다. <그림 4-2>는 도시계
획과정의 주민참여 모형을 개념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림 4-2> 도시계획과정의 주민참여 모형 개념도

이 연구에서 제안한 주민참여 모형은 참여유형을 구분하는 4가지 분석틀, 즉
참여방식, 참여주체, 참여단계, 참여수준에 따라 모형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의하
였다. 4가지 분석틀에 따라 주민참여방법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참여방식에 따라 구분하면 법‧제도적 도시계획과정을 중심으로 하는 제
도적 참여방식과 준제도적 참여방식으로 나누어진다.
둘째, 참여주체에 따라 구분하면 계획대상지역에 재산권이나 생존권에 직접적
인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 집단과 계획구역에 거주하는 대다수의 주민으로서 계획
결과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일반집단으로 구분된다.
셋째, 참여단계에 따라 구분하면 계획단계, 집행단계, 평가단계로 나눌 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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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계획단계를 제외한 집행과 평가단계에서는 주민참여를 위한 제도적 창구가
없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계획단계 중 입안과 검토 단계에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넷째, 참여수준에 따라 구분하면 정보의 제공, 의사개진 및 협의, 의사결정에
의한 참여로 나누어지며, 정보의 제공과 의사개진 및 협의를 중심으로 모형을 설
계하였다. 그리고 의사결정 유형은 향후 고려하도록 하였다. 다음의 <표 4-6>은
참여유형과 세부모형과의 관계를 제시한 것이다.
<표 4-6> 참여유형과 세부모형의 관계
참여유형

참여주체

참여단계

참여수준

상시 의견제시 모형 준제도적 참여

이해관계집단
및 일반주민

계획단계
(입안단계)

정보제공
의사개진 및
협의

상시 정보알림 모형 준제도적 참여

이해관계집단
및 일반주민

-

정보제공

세부모형

참여방식

계획안 참여 모형

제도적 참여

이해관계집단
및 일반주민

계획단계
(입안단계)

정보제공
의사개진 및
협의

주민의견 청취 모형

제도적 참여

이해관계집단
및 일반주민

계획단계
(검토단계)

정보제공
의사개진 및
협의

공고/공람 모형

제도적 참여
준제도적 참여

이해관계집단
및 일반주민

계획단계
(검토단계)

정보제공
의사개진 및
협의

※ 시스템의 단순한 기능적 보완을 통해 참여주체에 계획전문가, 시민단체 등을 포함할 수 있음

(1) 상시 의견제시 모형 개념도

상시 의견제시 모형은 주민이 도시계획과 관련한 의견을 상시적으로 제안하도
록 설계하였다. 주민이 제안한 여러 의견 중 이슈가 되는 의견들을 안건으로 선정
하고, 선정된 안건은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으로 정리하여 도시계획 수립
시 계획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모형이다(<그림 4-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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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상시 의견제시 모형 개념도

이 모형은 도시계획 업무담당자가 주민들에게 도시계획 기초정보를 제공하고
상시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준제도적 참여방식에 기반을 둔다. 수렴된
주민 의견은 향후 도시계획 수립 시 계획안에 반영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도시
개발, 개발제한구역, 택지개발, 주거환경개선, 도시계획시설 설치관련 제도 및 운
영 등 당해 지자체의 다양한 계획관련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안하는 것이다. 그리
고 도시계획 관련 주민들의 불편 및 불만사항에 대한 민원신청95) 및 진정요청을
통한 참여도 가능하다.
상시의견제시 모형의 참여단계는 계획단계, 집행단계, 평가단계 중에서 계획단계
인 입안단계에 속하며, 가능한 한 주민들을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하였
다. 모형을 통해 당사자의 의견개진 뿐만 아니라 이해당사자들 간의 반론 및 찬성에
대한 의견도 제시가능하다. 등록된 의견은 주민들의 추천, 추가의견, 조회 수 등을 근
거로 항목별로 분류하고, 이를 취합하여 향후 도시계획수립 시 반영하도록 하였다.
주민들에게 기초정보로 제공되는 GIS기반 정보의 공개 범위는 도시계획현황도
(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사업, 지구단위계획 등) 및 참조주제

도(1/5,000 수치지형도, 정사영상, 지번도) 등이며,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된다. 도
시계획과 관련한 문서 정보(이론 및 정책, 규정, 사례 등) 역시 웹페이지를 통해
주민들에게 제공하여 전문적인 도시계획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
다. 또한 웹사이트는 주민들의 의문사항을 해결하는 창구역할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하는데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95)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장 제8조 민원의 신청을 근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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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시 정보알림 모형 개념도

준제도적 방식의 상시주민참여 모형과 제도적 방식의 주민참여 모형은 해당지
역에 관심이 있는 지역주민 또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주로 사용하게 된다. 상
시 정보알림 모형은 사용자들에게 안건이 등재되거나, 계획(안) 및 결정고시가 등
록될 경우 관련내용을 자동으로 알려 줌으로써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고안한 모형이다(<그림 4-4> 참조).
<그림 4-4> 상시 정보알림 모형 개념도

이 모형은 주민들이 알고자 하는 정보를 능동적으로 제공한다. 즉, 관심지역
(Area Of Interest, AOI)96)내에서 발생하는 안건등록, 계획안 및 결정고시 등록 등

관련 정보97)를 지역주민이나 이해관계자에게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 단문서비스
(Short Message Service, SMS)로 통보해주는 기능을 제공한다. 도시계획관련 법제

도에 의해 구체적으로 규정된 참여방식은 아니지만, 상시정보알림 모형의 참여주
체는 관심지역에 등록된 지역 주민 및 이해관계자로서 그들이 지정한 관심지역을
공간연산을 통해 지정하고, 자동화된 형태로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
모형은 계획정보를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서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상시정보알림 모형에서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는 관심지역이 갖고
있는 계획의 특성이나 AOI의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필지로
96) 관심지역(Area Of Interest, AOI)은 특정지점 또는 지역을 중심으로 일정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도

시계획 관련 정보를 표시하거나 관계자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정함
97)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제8편 제2장 제3절(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 제4절(도시관
리계획 결정의 실효)에 근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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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일정거리(예: 100m)를 AOI로 설정한 경우 모형은 선택된 지역의 계획 정보
만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서비스는 지자체 담당자, 시민단체, 개발업체, 계획전문
가 등 정보알림서비스를 신청한 누구라도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
특정 이해당사자에게는 일반주민에게 제공되는 정보뿐만 아니라 더욱 상세한 정
보를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다.

(3) 계획안 참여 모형 개념도

계획안 참여모형은 도시관리계획(안) 작성단계에서 용도지역 변경 검토, 도시
계획시설 폐지 검토 등 도시계획 담당자가 제안하는 계획적 이슈사항에 대해 관
련 계획안에 대한 의견수렴 및 투표 등의 형태로 참여하는 모형이다.

<그림 4-5> 계획안 참여 모형 개념도

계획안 참여 모형은 국토계획법 제27조와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98)에 근거한
제도적 참여를 대상으로 한다. 이 모형은 도시계획 담당자가 제공하는 계획적 이
슈와 관련한 사항들에 대해 대안을 선택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파악하여 도시계
획수립 시 반영할 수 있다. 참여주체는 주로 지역주민과 시민단체가 되지만, 도시
계획과정에서 발생되는 전문용어, 법률적 사안들에 대해서는 계획전문가나 개발
업체가 참여하여 쌍방향 대화를 통해 이해를 돕거나 컨설팅을 할 수도 있다. 지자
체 공무원은 계획안에 대한 내용을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게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주민들에게 대안을 제시할 때 다양한 요건에 따라 여러 대안을 제시하고,

9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와 “도시관리계

획수립지침” 제8편 제1장 제3절 입안과정 4항(주민 등의 의견청취)에 근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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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보고, 출력하거나 수정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상황판단이 용이하게 계획안 정보와 함께 현황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기능적으로 계획안 참여 모형은 이슈안건에 대한 주민투표나 의견개진을 통해
주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정보공개의 범위는 도시계획
현황도(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사업 등)와 참조주제도(지형
도 1:5,000, 정사영상, 지번도) 등이며, 기타 사업개요, 시설변경현황 정보 등 종합
적으로 이슈사항이 될 만한 대안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4) 주민의견청취 모형 개념도

주민의견청취 모형은 등록된 도시계획(안)에 대해 주민 및 이해관계집단이 참
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도시계획 입안결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모형이다.
<그림 4-6> 주민의견청취 모형 개념도

이 모형은 “국토계획법” 제28조와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99)에 근거하며, 관리
자가 등록한 도시계획(안)에 대해서 주민들이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참여방식이다. 도시계획 담당자가 제안한 계획안에 대해 지역 주민
이 공람을 통해 의견을 제시하고, 이와 연관된 이해당사자나 관계전문가, 개발업
자도 참여하여 계획 대상지역에 대한 논의를 통해 계획안을 지지하거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계획의 검토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주민참여이며, 사실상 현행 제
도에서 시행하는 주민참여의 유일한 창구역할을 하고 있다.
정보공개의 범위는 도시계획현황도(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계획시설 등) 및
9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와 “도시관리계획수립

지침” 제8편 제1장 제3절 입안과정 4항(주민 등의 의견청취)에 근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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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주제도(지형도 1:5000, 정사영상, 지번도) 등이다. 그리고 도시계획관련 입안
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도시계획(안) 도면과 함께 지도창과 연동하여 정보를 제공
하게 된다. 이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계획담당자가 검토하여 도
시계획수립 시 입안결정에 반영한다.

(5) 공고 및 공람 모형 개념도

공고 및 공람모형은 결정고시 및 지형도면승인고시가 등록될 경우 주민들에게
고시 공고를 열람할 수 있도록 인터넷에 정보를 공개하고 공람에 대한 의견을 수
렴하는 모형이다. 이 모형은 상시의견제시 모형이나 상시 정보알림 모형과 기능
을 공유하며, 상시 정보알림 모형을 통해 공고, 공람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다. 장기적으로 이러한 기능을 통해 차기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입안의 제안도
가능하다.
<그림 4-7> 공고 및 공람 모형 개념도

이 모형은 결정고시100)된 도시계획 내용에 대해 정보알림기능을 통해 주민들
에게 통보하고, 또한 주민의견이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열람을 통해 확인시킨다.
그리고 그 결과를 주민들로부터 피드백 받도록 하는 제도적 참여방식과 준제도적
참여방식의 혼합형이다. “국토계획법” 및 기타관련법에 규정된 사항은 아니나 제
도적 참여가 미흡할 경우 집행 및 결정된 사안에 대해 주민이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주로 직접적인 이해관계집단이나 관심 있는 일반주민이 참여한다.
공고 및 공람 모형은 계획단계의 승인결과를 일반주민 및 이해관계자에게 홍보
100)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제8편 제2장 제2절 결정과정 7항(결정고시 일반인에게 열람)와 “도시

관리계획수립지침” 제8편 제2장 제3절(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에 근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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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결과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로서 상시의견제시 모형과 기능적으로
연동이 된다. 정보공개의 범위는 용도지역/지구/구역 및 도시계획시설도면 등을
제공하는데, 결정고시의 경우 도시계획현황도면, 1:5000수치지형도 및 정사영상/
지번도, 고시도면을 제공하고, 지형도면승인고시의 경우는 1:1000수치지형도 및
정사영상/연속지적도면, 편입필지도면을 제공한다.

2) GIS기반 주민참여 모형 구현
앞서 주민참여 모형의 기본 틀과 세부모형에 대한 특징을 제시하였다. 이를 기
반으로 세부모형의 상세기능을 정의하고 모형별 프로토타입을 도출하였다.

(1) 상시 의견제시 모형

도시계획과정의 주민참여 모형은 공통적으로 도시계획 현황정보와 같은 계획
관련 기초정보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상시 의견제시 모형도 도시계획
현황에 대한 기초정보의 제공기능을 포함한다. 실명인증 없이도 주민의 의견이나
안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상시적으로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설계하였다. 반면에 도시계획의 입안 단계에서 의견을 제안
하거나 견해를 작성할 경우에는 실명인증을 통해 불필요한 정보나 스팸(spam)101)
성 내용이 올라오는 것을 차단하도록 하였다. 상시 의견제시 모형에서는 주민의
의견을 전체 또는 카테고리별로 분류하여 순위를 설정할 수 있으며, 순위에 의해
선정된 주민의견은 계획 전문가나 담당 공무원의 검토를 통해 도시계획 수립 시
안건으로 등재될 수 있다(<그림 4-8> 참조).
이 모형에서는 정보제공(inform) 기능, 상호작용(interactive) 기능, 관리자 기능
이 제공되며, 이 3가지 기능은 전체 모형에서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능이다.

101) 이메일 또는 인터넷 게시판 등에 일방적이고 대량으로 작성되는 메시지를 말하며, 최근에는 소

프트웨를 이용해 무차별적으로 광고성 글이 작성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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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상시 의견제시 모형

① 정보제공(inform) 기능
상시 의견제시 모형에서는 도시계획 현황에 관한 기초정보, 검색 및 조회, 스크
랩, 출력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이 기능들은 도시계획 현황 기초정보와 상시적으
로 등록되는 주민들의 의견을 조회‧검색하고 저장 및 출력할 수 있도록 한다. 또
한 모형에서 제공되는 GIS정보(도시계획현황도, 참조주제도 등)를 사용자가 조작
하고 해석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표 4-7> 참조).
<표 4-7> 상시 의견제시 모형의 정보제공 기능
기 능

기초정보제공

내

용

․도시계획현황 정보(용도지역지구도, 지형도, 정사영상 등)
․참조주제도(수치지형도 1:5000, 정사영상(위성, 항공사진), 지번도
제공

검색/조회
스크랩(엑셀저장)
출력

102

․행정구역, 법정동, 지번별 검색/조회
․텍스트정보를 엑셀로 저장할 수 있는 기능 제공(또는 그림캡처
및 스크랩 기능을 제공)
․기초정보를 인쇄할 수 있는 기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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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상호작용(interactive) 기능
상시 의견제시 모형에서 상호작용 기능은 일방적인 정보제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주민이 직접 지도를 조작하여 원하는 정보를 능동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한다. 또한 참여자가 의견을 피력함으로써 양방향 통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능을 포함한다. 참여방법에 따라 스케치기능, 맵 노트 기능, 투표 기능, 게
시판 기능으로 구분하였다. 게시판 기능을 제외한 다른 기능들은 웹 지도창에서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주민은 의견서를 작성하고, 작성된 의견은 지도와 연계하
여 웹페이지에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도시계획 관리자를 위해서 제
안된 주민들의 의견들을 분류‧취합하는 기능을 제공한다(<표 4-8> 참조).
<표 4-8> 상시 의견제시 모형의 상호작용 기능
기 능

내

용

관심지점(Point of
․사용자가 지정하는 위치, 범위구역을 포인트로 지정
Interest,
․행정구역, 법정동, 지번주소 자동생성
POI)102) 입력
영상조작

․정사영상 조작(축척, 이동, 축소/확대), 거리측정, 면적측정, 이미
지 저장, 출력

그리기/ ․사용자가 편집기능(점, 선, 면)을 사용해서 수정안을 작성할 수 있
수정/삭제 는 기능 제공
스케치 검색/조회

․작성된 스케치를 다양한 검색조건을 활용하여 검색할 수 있게 기
능을 제공

이미지
저장

․사용자가 작성한 스케치나 타 사용자가 작성한 스케치의 내용을
이미지로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

관련자료 첨부

․관련 UCC자료(사진, 동영상, 자료 등)를 첨부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
․사용자가 텍스트 의견을 입력/수정/삭제할 수 있는 기능 제공

논평기능 ․추천버튼을 이용하여 다른 사용자가 제시한 의견에 대해 찬성/반
의견
제시

대를 표시하고 추가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기능 제공
․사용자 의견을 다양한 검색조건을 활용하여 검색할 수 있게 기능
검색/조회
을 제공

출력
모니터링
(분류/취합)

․사용자 및 타 사용자의 논평을 인쇄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
․위치별 분류코드(행정구역, 법정동, 지번주소)
․도시계획 사항별 분류코드별(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계회시설
등) 속성정보 분류코드(도로, 공원, 주차장 등)
․담당자가 모니터링하여 자동 분류설정 및 수동 분류하여 취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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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관리자 기능
상시 의견제시 모형에서 관리자 기능은 관리자가 다양한 정보에 접근 가능하도
록 설계하였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참여에 필요한 도시계획정보를 손쉽게 제공
하도록 돕는다. 아울러 정보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데이터 간 연계, 예를 들어
위성영상과 항공사진 데이터를 연결하는 등 사용자 및 데이터에 대한 강력한 관
리기능을 제공한다.

(2) 상시 정보알림 모형

상시 정보알림 모형은 주민들에게 계획이슈의 발생을 능동적으로 알리는 모형
이다. 당해 지역 주민이 개인적 관심지역을 시스템에 등록해 두면 계획이슈(결정
고시 및 지형고시 등)의 발생 시 해당주민에게 이메일 및 SMS로 관련사항을 통보
해 준다. 이 모형을 통해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스템에 로그인하여
관심지역을 등록해 두어야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또한 도시계획정보 관리자는
관심지역을 등록한 주민의 이력정보DB를 조회하거나 검색하여 서비스 이용자의
관심지역 내에 도시계획 변경사항 발생 시 이용자에게 통보해줄 수 있다(<그림
4-9> 참조).
<그림 4-9> 상시 정보알림 모형

102) 관심지점(Point Of Interest, POI) : 전자지도 위에 지리정보와 함께 지정하고자 하는 위치에 주요

시설물들을 표현하기 위해 지점을 표시함
104

도시계획과정의 GIS기반 주민참여 모형 개발 및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3) 계획안 참여 모형

계획안 참여 모형은 도시계획 업무담당자가 도시계획 입안을 결정하기에 앞
서 도시계획사업 개요정보를 주민들에게 알리고, 해당 지역의 계획적 이슈사
항을 등록한다. 그리고 등록된 대안에 대해 주민들이 참여하여 원하는 대안을
선택(투표)하고, 선택한 대안에 대해 추가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
능을 제공한다. 이때 의견을 제시한 참여자들이 다시 주민참여 사이트를 방문
하지 않고도 개인이 즐겨 찾는 블로그(blog)에서 새로 등록된 의견을 조회하거
나 새로운 정보를 제공 받도록 RSS링크와 트랙백(Trackback)기술이 적용된다
(<그림 4-10> 참조).

<그림 4-10> 계획안 참여 모형

계획안 참여 모형의 기능은 기본적으로 정보제공 기능과 상호작용 기능, 관
리자 기능으로 나뉘며, 이러한 기능들은 앞에서 정리한 ‘상시 의견제시 모형’
에서 정의한 기능과 동일하다. 다만, 계획이슈 정보제공, RSS링크, 트랙백, 투
표기능 등 계획을 입안하는데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몇 가지 기능이
추가되었다(<표 4-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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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계획안 참여 모형에 추가된 기능
기 능

계획 이슈 및
대안 제공

내

용

․이슈안건(예: 도시계획시설 폐지 검토, 용도지역 변경 검토)들에
대해 종합적인 대안(예:도로, 학교, 건물 등의 시설물 위치 및 변
경, 폐지 등의 정보)들을 제공
․계획 이슈사항들을 뉴스나 블로그와 같이 콘텐츠 갱신이 자주 일
어나는 사이트의 RSS Reader프로그램에 등록하면, 해당사이트를

RSS링크

방문할 필요없이 갱신된 해당 콘텐츠를 자동으로 받아볼 수 있는
기능
․해당 사이트의 요약된 정보가 자동으로 갱신되어 RSS Reader에
표시되어 관심 정보만을 구독할 수 있음

Trackback

아닌 타 블로그에서 원격으로 댓글을 쓰고 이를 전송

댓글
투표
하기
결과
투표

․RSS Reader프로그램에 등록된 계획 이슈(안)정보를 해당 사이트가

조회
엑셀
저장
출력

․전자 투표기능

․투표 결과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

․투표 결과를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
․투표 결과를 인쇄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

(4) 주민의견청취 모형

주민의견청취 모형은 주민들의 참여에 의해 결정된 도시계획(안)에 대해 좀
더 광범위하게 주민의견을 듣고, 도시계획 입안을 결정하기 위한 모형이다. 관
리자는 도시관리계획(안) 작성단계에서 제안된 계획(안) 정보를 이해당사, 일
반주민 및 전문가들에게 공개하여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모형에서도 기본적
으로 정보제공 기능과 상호작용 기능, 관리자 기능이 제공되며, 추가적으로 선
택된 계획(안)에 관한 정보제공 기능과 RSS링크, 트랙백 등의 기능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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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주민의견청취 모형

(5) 공고 및 공람 모형

공고 및 공람 모형은 도시계획 담당자가 ‘결정고시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등 도시관리계획 수립결과를 웹사이트에 등록하고, 이를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모형이다. 이때 단순히 알림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시의
견제시 모형 및 상시알림 기능과 연계하여 차기 계획수립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고, 공람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였다(<그림 4-12> 참조).
<그림 4-12> 공고 및 공람 프로토타입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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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기능적으로는 앞에 제시된 다른 모형들과 마찬가지로 정보제공 및 상
호작용, 그리고 관리자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결정고시 및
지형도면고시 열람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설계하였다.
<표 4-10> 공고 및 공람 모형에 추가된 기능
기 능

내

용

․결정고시 및 지형도면고시 공고내용에 대한 도시계획 결정사항을
결정고시 및
지형도면고시 제공 열람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제공

지금까지 도시계획과정의 GIS기반 주민참여 세부모형 다섯 가지를 살펴보
았다. 이들 모형은 현행 도시계획제도가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기초로 하여 단
계별 주민참여를 기능적으로 지원하고자 개발하였다. 다섯 가지 세부모형을
계획절차를 중심으로 배치하면 <그림 4-13>과 같이 하나의 큰 모형으로 표현
할 수 있다. 또한 이 연구를 통해 개발된 모형을 실제 구현하기 위하여 웹 인터
페이스 중심의 프로토타입을 제안하였다. 모형의 프로토타입은 <부록 Ⅳ> 주
민참여 GIS시스템 UI설계에 자세히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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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기반 주민참여모형 적용 및 제도개선 방안

이 장에서는 4장에서 개발한 GIS기반 주민참여 모형을 적용하기 위한 방안과 주민참여
및 기술적용에 따른 도시계획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해 기술하였다. 먼저, 주민참여 모형
적용을 위한 기반인 도시계획정보화와 국가GIS사업의 결과로 구축된 지자체 공간정보
DB를 어떻게 연계‧활용할 것인지를 다루었다. 아울러 도시계획정보체계 확산사업 추진
계획을 참고하여 모형적용 방안을 단계적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개발된 모형 적용이 제
도적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계획제도나 지침에 대해 수정안을 제시함으로써 정책 대안
을 제시하였다.

1. 모형 적용을 위한 GIS DB의 활용
GIS기반 주민참여 모형의 적용을 위해 도시계획절차와 업무, 도시계획관련

정보화 현황을 조사하였다. 이 조사를 통해 주민참여에서 필요한 데이터 항목
을 결정하였다. 데이터 항목 중 지자체가 운영 중인 유관 정보시스템과 연계가
필요한 경우 적합한 연계방법을 검토하였다. 특히 2008년 말부터 전국 확산사
업이 추진되는 도시계획정보체계(Urban Planning Information System, UPIS)에서
구축하는 DB와의 연계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주민참여 모형은 도시계획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므로 UPIS와의 연계는 불가피하다. 이 때문에 주
민참여 GIS모형에서 제공하는 기초정보 DB는 도시계획정보체계 및 유관시스
템과의 연계를 통해 별도의 구축비용 없이 활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UPIS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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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지자체가 구축하여 활용중인 한국토지정보시스템(Korea Land Information
System, KLIS), 건축행정정보시스템(Architecture Information System, AIS) 등과

의 연계를 통해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해야 한다.

1) 지자체 도시계획정보화 현황
(1) 도시계획정보화 추진현황

계획과정에 주민참여 요구가 확대되고 정보화기술이 발달, 일반화됨에 따라
도시계획분야에서 GIS기술의 도입이 점차 가속화되고 있다. 2002년에 국토계
획법이 제정되면서 도시계획정보체계에 대한 개념이 처음으로 도입되어 법적
인 근거가 마련되었다. 상위 법률인 국토기본법에 국토정보체계의 규정이 신
설되었으며, 국토계획법에서는 국토 이용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정의하고
있다. 또한, 도시계획 기초조사의 일환으로 도입된 토지적성평가제도가 2003년
이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그리고 현재 법률상 도시계획정
보체계는 2006년 시행된 토지이용규제기본법상 국토이용정보체계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다.
도시계획수립의 생산주체가 되는 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의 도시계획정보화
는 1990년 이후 CAD기반의 매핑기술을 중심으로 점차 GIS가 도입되기 시작하
였다. 그리고 2000년 이후 개발제한구역관리,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관리지역
세분화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국토해양부의 UPIS구축계획과 지침103)
이 마련된 2003년 이후 자치단체의 UPIS추진이 본격화되고 있다. UPIS구축에
있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된 2000년 이후부터 2008년 현재까지 전국 232개 자치
단체 가운데 약 78개(34%)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완료했거나 추진 중에 있다. 서
울특별시104)를 제외한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2003년 이후 사업을 추진하고 있
103) 건설교통부. 2003.「도시계획정보체계 시범사업Ⅱ」지원연구분야(도시계획결정 및 집행관리시스
템 개발을 위한 표준설계지침(안)), 기술개발연구분야(도시계획결정 및 집행관리시스템 시범개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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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토해양부(2008)에서 조사한 자치단체의 UPIS사업형태를 살펴보면, 약
74%의 자치단체가 도시계획수립과 통합하여 추진하였고, 26%자치단체만이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기간에 있어서는 1~4.5년으로 차이
가 크며, 사업비는 3~7억원 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105).
UPIS를 2003년 이전부터 단독 추진한 서울시를 제외하면106) 나머지 지자체

는 토지적성평가, 관리계획, 지형도면고시 등 유관 정보화 사업을 통합하여 발
주함으로써 예산확보와 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였다. UPIS구축내용에 있어서
는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DB구축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스템 개발은 행
정안전부의 S/W중복심의에 의한 행정규제로 사업추진이 보류되고 있는 것으
로 파악되었다. 자치단체에서 추진한 UPIS구축사업의 DB내역은 다음 <표 5-1>
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5-1> UPIS구축사업의 주요DB내역
구 분

주요내용

․도시계획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현황도

도형자료

․도시계획연혁도
․도시계획시설 관련도면(집행ㆍ미집행 현황도)
․고시 및 조서자료(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속성자료

․집행자료(실시계획인가고시)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통계 등

자료연계

․KLIS(지적도), 공시지가, 토지ㆍ건축대장
․도면-조서 및 조서간 이력연계 등

자료 : 건설교통부. 2005.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계획 수립연구. p. 40. 수정인용.

104)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당시 건설교통부)의 UPIS 구축계획과 지침이 마련되기 이전인
1999년에 사업에 착수하여 2004년에 완료하였음.
105) 국토해양부(2008),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확산전략연구”, 제1절 지자체 UPIS구축 현황, p. 11.
106) 서울시는 1999년 12월부터 2004년 11월까지 5년간 사업을 완료하였고, 현재는 시스템 유지보수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정부가 UPIS관련 연구 및 사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이미 사업이 진행되
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여타 지자체와는 차별성이 있으므로 이후 지자체 UPIS구축 관련 내
용과의 비교에서는 배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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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형자료의 경우 도시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도가 중심이며, 연혁
도의 경우 재정비계획에 한하여 구축하고 있다. 그리고 도시계획 집행업무에
있어서 활용빈도가 높은 도시계획시설의 집행‧미집행 현황도를 우선적으로 구
축하고 있다. 속성자료의 경우에는 고시 및 조서자료가 중심이며, 일부시설 및
사업의 집행정보와 관련하여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포함하기도 한다. 유관시스
템과의 자료연계에서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의 연속‧지적도가 우선 연
계대상이며, 공시지가, 토지‧건축대장의 순이다.
(2) 지자체 도시계획관련 전산환경

지자체 GIS전산환경은 크게 하드웨어(Hard Ware, H/W), 소프트웨어(Soft
Ware, S/W), 네트워크웨어(Network Ware, N/W)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

다. 그리고 UPIS의 운용환경은 원칙적으로 KLIS 전산자원의 공동 활용을 전제
로 추진되고 있다. H/W 및 N/W전산환경의 경우에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특정
규격(Specification)에 구애받지 않고 장비가 도입되므로 고려대상에서 제외하
고 S/W전산자원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정보화사업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이 유일
하며, 시급 지자체의 경우에는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Urban Information
System, UIS)이 전국적으로 추진되었다. 국토해양부의 도시계획정보체계 확산전

략 연구(2008)에 따르면, 2008년 UPIS 확산대상 10개 지자체의 대부분이 KLIS자
원을 공동 활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KLIS 전산자원의 활용은 H/W(서버),
S/W(GIS엔진) 뿐만 아니라, 특히 데이터(연속지적도)의 연계활용에 대한 필요성

이 높게 나타났다. UPIS의 경우 KLIS 전산자원을 공동 활용함으로서 동일한 GIS
엔진을 공유하고, 이를 통한 안정적인 운용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
UPIS의 주요 유관시스템으로는 KLIS, AIS,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Land
Use Regulation Information System, LURIS),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KOrea Planning
Support System, KOPSS), 개발제한구역관리정보체계(Restricted Development Zone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RDZMIS) 등이 있다. 또한 앞으로 추진될 사업

중에는 국토해양부의 국토통합정보시스템, 건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 등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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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KLIS의 경우 연속지적도, e-AIS의 경우 건축물관리대장, LURIS의 경우 토
지이용규제정보, RDZMIS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정보가 연계대상이다. KOPSS
의 경우에는 향후 UPIS의 의사결정지원과 관련한 분석업무에 연계하여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지자체에서는 전자결제시스템, 도로 및 지하시설물 등과의 연계
를 요구하고 있다. 전자결제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의 새올 행정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표준화된 모듈을 활용하게 될 전망이다.
(3) 지자체 UPIS운용 현황

건설교통부(2005)는 국토이용정보체계 시범사업Ⅲ을 통해 시군구 UPIS 표준
시스템을 개발하여 화성시와 영주시 2개 지자체에 시범 적용한 바 있다. 시군
구 표준시스템은 <그림 5-1>과 같이 클라이언트/서버 기반의 결정관리 시스템,
집행관리 시스템, 자료관리시스템과 웹 기반의 행정지원시스템, 인터넷서비스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군구 표준시스템은 도시계획과 관련한 자료 관
리를 중심으로 기능을 구현하고 있다. 시범 지자체에 적용된 표준시스템은
KLIS미들웨어107)를 공동 활용함으로서 시스템 간 연계측면에서는 용이하나,

미들웨어 자체가 가진 기능적 제약 및 확장성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그림 5-1> 시군구 UPIS표준시스템 구성도

자료 : 국토해양부. 2008.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확산전략연구. p. 100.
107) 다른 기종의 서버(Server), 클라이언트(Client) 사이에서 상호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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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단위에서 구축한 UPIS시스템의 기능체계를 살펴보면 크게 도시계획 결
정업무, 집행업무, 행정업무, 공통기능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통기능은 기초DB검
색, 정보조회, 자료갱신, 공간연산, 자료형식변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시계획
결정업무와 관련된 기능은 결정관리, 연혁관리, 사업관리, 시설관리, 고시 및 조서
자료의 관리가 중심이다. 집행업무와 관련해서는 미집행시설관리, 시설통계, 시설
집행관리 등이다. 행정업무와 관련해서는 도시계획통계, 토지이용규제 등이다. 민
원업무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정보의 열람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조회 등이 중심
이고, 특히 도시계획 이력정보 열람에 따른 수요가 높다. 민원업무의 일부기능은
주민참여 모형에서 직접적인 활용이 가능하며, 주민참여 모형과 주요하게 연계해
야 할 부분이다. <표 5-2>는 UPIS의 주요기능을 정리한 것이다.
<표 5-2> UPIS의 주요기능 체계
구 분

기능체계

비 고

공통기능

․기초DB 검색 : 지형도, 공시지가, 건축물대장 등
․정보조회 : 업무 및 민원처리를 위한 조회 및 출력
․자료갱신 : 도면 및 조서정보의 입력 및 수정
․공간연산 : 거리 및 면적의 구적 및 편입필지조회
․자료형식변환 : 엑셀 및 도면 이미지생성 등

도시계획
결정업무

․용도지역/지구/구역/시설/사업에 대한 결정관리
․도시계획 연혁관리 : 도면 및 조서, 이력정보 등
․도시계획사업 관리 : 현황관리
․도시계획시설 관리 : 현황 및 이력관리
․고시 및 조서관리 : 상세 조회 및 문서관리

GIS

도시계획
집행업무

․미집행시설 관리 : 관리대장 및 도면 관리
․시설통계 작성 : 행정구역별, 고시일자별 통계
․실시계획인가 관리 : 시설사업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MIS

행정지원

․도시계획현황 및 통계작성 관리
․국토해양부 도시통계작성 및 자료관리
․토지이용규제정보 조회 : 법률 및 조례 명기사항
․기타 미집행통계 등의 행정업무지원

MIS

민원관리

․대민서비스를 위한 도시계획정보 열람기능
․민원접수 및 관리, 열람보고서 작성 등
․KLIS 연계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조회 등

MIS

-

자료: 건설교통부. 2003. 도시계획정보체계 시범사업Ⅱ(지원분야연구) 제2권 5장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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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DB구축과 관련해서 대부분의 지자체가 국토해양부의 UPIS구축지침
을 기준으로 사업을 추진하였기 때문에 내용구성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 그
러나 자료구축의 범위에 있어서는 지자체별로 다양하다. 도시계획 DB는 현황자
료의 구축이 우선이고, 이력자료의 경우 도면자료보다는 속성자료(고시 및 조서)
를 우선적으로 구축한다. 도면 형태의 이력자료는 자료 상태로 인한 구축의 어려
움으로 인해 시범도시에서는 이미지자료(스캐닝)로 구축하였다. 반면에 일부 지
자체의 경우에는 도시계획 재정비를 기준으로 결정고시도면을 벡터형태의 GIS
자료로 구축하였다. 도시계획 업무절차를 크게 입안, 결정, 집행의 순으로 구분
할 때 주민이 참여하는 주요 단계는 입안이다. 그러나 도시계획 DB를 구축하는
대부분의 지자체는 결정정보에 대한 DB구축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집행,
입안의 순으로 DB를 구축한다. 따라서 주민참여 측면에서 보면 입안단계의 DB
구축이 매우 낮아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사실상 UPIS의 도시
계획 DB는 결과자료를 전산화하여 관리하는 수준이라고 봐야 한다.

2) 도시계획 및 관련 DB활용

GIS기반 주민참여 모형에 적용시킬 도시계획관련 DB는 도시계획업무에서

생산‧관리되는 도면자료, 고시‧대장‧조서자료와 기타 업무자료가 있다. 이러
한 자료의 취득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업무수행을 중심으로 개발된 UPIS의
DB를 활용하면 별도의 DB구축 없이도 가능하다. 그러나 도시계획 프로세스가

진행 중일 때에는 결정된 도시계획(안)이 아니라 다양한 대안이 제시될 수 있
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수시로 변경되는 계획정보를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게시하는 방안이 논의 되어야 한다.

(1) 도시계획정보체계 DB활용

① 도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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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정보체계 DB의 도면자료는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
‧지구‧시설관리, 도시계획사업, 개발행위허가, 용도구역 등 도시계획 업무별로
발생하는 관련 도면과 함께 대장 및 조서자료가 활용된다. 그러나 도시계획정
보체계에서 대장 및 조서자료는 엄격히 말해 속성정보 DB로 구축하므로 도면
자료와 연계하여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주민참여 모형에서 기초정보의 제공
을 위해 도시계획정보체계에서 구축한 도면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표 5-3>은 도시계획정보체계에서 구축하는 도면자료를 업무단위로 구분한

것이다.
<표 5-3> 도시계획정보체계 도면자료 현황
업무구분

생성도면

도시관리계획결정도, 도시계획총괄도, 도시계획종합도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지구도, 토지이용현황도, 공원녹지도
농지현황 분포도, 임지현황 분포도, 시설현황도
지구단위계획 위치도, 용도별 건축물현황도, 계획구역지정도

지구단위계획

지붕형식 건물현황도, 도시계획현황도, 층수별 건축물현황도
가구 및 획지계획도, 가구별 용적률현황도, 건축물규모계획도
건출물의 용도에 관한 계획도

택지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지형승인도, 택지개발사업 위치도, 택지개발사업 평면도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도, 택지개발사업 토지이용도
도시개발사업 지형승인도, 토지이용현황도, 도시개발사업 위치도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결정고시도, 공동주택지 블록별 계획도, 지적성과 측량도
도시개발사업 개발평면도, 도시개발구역 경계설정도
주거환경개선사업 지형승인도, 주거환경개선사업 위치도

주거환경개선
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도, 주거환경개선사업 결정고시도면
주거환경개선사업 단지계획도

개발행위허가
기타

경사표시도, 실측평면도, 위치도, 계획평면도, 입목분포도
구적도, 종ㆍ횡단면도
단계별 집행계획현황도, 항측도, 지형도, 미집행시설관리도

자료 : 건설교통부. 2005.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계획 수립연구. p.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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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고시, 대장, 조서자료

도시계획의 수립, 결정, 집행관리 등 계획수립 과정에서 도서, 회의록, 자료집
등이 생성된다. 생성된 자료는 대장, 조서와 함께 도시계획정보체계를 통해 업무
에 활용된다. 고시, 조서 및 대장자료는 속성정보DB로 구축하고 도면자료와 연계
하여 사용 및 관리된다. 특히, 도시계획 자료들 가운데서 영구보존해야 하는 문서
자료는 이력자료로 구축하여 관리되어야 한다. 이러한 도시계획 속성DB도 마찬
가지로 주민들이 계획현황을 파악하거나 과거 도시계획 이력을 확인하고자 할 경
우에 도시계획 참여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표 5-4>는 도시계획정보체계에
활용되는 고시‧대장‧조서자료 현황을 업무내용별로 구분하여 정리한 것이다.

<표 5-4> 도시계획정보체계 고시‧대장‧조서자료 현황
업무구분

생성자료

도시계획 결정조서(용도지역, 지구, 구역, 사업, 시설)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조서, 도시계획시설 관리대장
주민공람대장

지구단위계획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조서, 계획구역지정 신청사유서
지구단위계획 지형승인조서, 지구단위계획 공람대장
택지개발사업 지형승인조서, 택지개발사업 건축물조서
택지개발사업 주민공람대장, 택지개발사업 토지조서
도시개발사업 지형승인조서, 도시개발구역 조사서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토지조서, 도시개발사업 지장물조서
도시개발사업 주민공람대장
주거환경개선사업 지형승인조서, 주거환경개선사업 토지조서

주거환경개선
주거환경개선사업 국공유지조서, 주거환경개선사업 건축물조서
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공람대장
도시계획결정 고시문, 개발행위 허가대장

고시문 및 그
지형도면 고시문, 기반시설부담 비용대장
외 업무
실시계획인가 고시문
자료 : 건설교통부. 2005.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계획 수립연구. p.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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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타 업무관련 자료

기타 업무관련 자료는 도면 및 대장, 조서와 함께 업무과정에서 생성되는 자
료로써 속성자료 DB구축을 통해 관리한다. <표 5-5>는 도시계획정보체계에 활
용되는 기타 업무관련 자료현황을 업무내용별로 구분하여 정리한 것이다.
<표 5-5> 도시계획정보체계 기타 업무관련 자료 현황
업무구분

생성자료

주민의견 청취결과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관련부서협의 결과서
시의회의견청취 결과서, 관계기관장 협의
지구단위계획 획지별 규제정보, 계획구역지정 신청사유서
주민의견 청취내용, 관련부서 협의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관계행정기관 협의사항,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지방의회 의견서
택지개발사업 주민의견청취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서
관련부서협의, 지방의회의견서, 보전임지 전용허가신청서
택지개발사업
관계행정기관 협의, 농지전용협의 요청서, 택지개발사업 사진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서, 택지개발사업 계획서
도시개발사업 주민의견청취서, 도시개발사업 사업계획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도시개발사업 주민공람대장
도시개발사업 기초조사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공사완료 보고서, 지방의회 의견서
관련부서 협의, 도시개발사업 준공검사필증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서, 관계행정기관 협의서
도시개발사업 영향평가보고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관련부서 협의
주거환경개선
지방의회 의견서, 관계행정기관 협의
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경위서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개발행위허가 사업계획서
개발행위허가 관계행정기관 협의, 준공검사 신청서
준공필증, 현장사진
자료 : 건설교통부. 2005.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계획 수립연구. p. 91.

도시관리계획

(2) 주민참여 모형의 UPIS DB 활용

앞서 정리한 도시계획관련 업무에서 생산‧관리되는 자료는 지리정보시스템의 데
이터 유형으로 구분하면 도형자료와 속성자료로 구분된다. 데이터 측면에서 GIS기
반 주민참여 모형을 구현하기 위해 UPIS DB를 도형과 속성자료로 구분하여 기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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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자료를 정리하면 다음 <표 5-6>과 같다. <표 5-6>에 제시된 도형 및 속성자료는
도시계획수립 과정에서 보면 계획의 승인 및 결정과정이 끝난 자료들이다. 그리고
주민참여 모형의 측면에서는 기초정보(도시계획 현황도, 결정고시 및 도면, 지형도
면승인 고시 및 도면 등)의 제공과 계획안 참여에 활용될 수 있다.
<표 5-6> 주민참여 모형에 활용 가능한 UPIS DB
구 분

생성자료

․도시계획 용도지역/지구/구역 현황도
․도시계획시설 현황도
도시계획현황도
․도시계획사업 현황도
․지구단위계획/구역 현황도

결정고시도면

․도시계획 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형고시도면

․도시계획시설 지형도면 이미지
․도시계획사업 관련도면 이미지
․도시계획 용도지역/지구/구역 지형도면 이미지

도형연계자료

․수치지형도
․연속지적도
․용도지역지구도
․토지적성평가 등급도 및 개별 주제도

도형자료

고시문

속성자료

조서

․도시계획사업 지형도면승인고시
․지구단위계획 지형도면승인고시
․도시계획 결정고시
․도시계획 지형도면 승인고시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도시계획사업 결정고시
․도시계획사업조서
- 택지개발사업조서
- 주거환경개선사업 조서
- 도시개발사업조서
․도시계획 결정조서
- 지형도면승인조서
- 편입토지조서
- 지구단위계획조서

속성연계

․토지특성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 대장
․공시지가
․토지대장

기타 자료

․개발행위허가 자료
․기반시설연동제 자료

자료 : 국토해양부. 2008.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확산전략연구. p. 183. 수정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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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행 제도 하에서 진행되는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사업에서는 계획의
성과물에 대해서만 규정을 하고 있다. 즉, 계획과정의 자료나 협의과정에 생성된
자료는 관리의 측면에서 우선순위가 낮은 편이다. 일반적으로 도시계획과정에서
계획안을 작성하고 검토하는 것은 용역업체와 행정담당자에 의해서 진행된다. 이
경우 활용되는 자료는 대안별 계획도면과 계획서로 구성된다. GIS기반의 주민참
여 모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계획안 작성과정에서 산출되는 자료가 모형
을 통해 서비스 되어야 한다. 현행 계획수립 과정에서 대부분의 성과는 전산파일
의 형태로 작성되기 때문에 도면이나 문서자료는 경미한 자료변환을 통해 서비스
가 가능하다. 그러나 계획입안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안의 경우에는 정보공개 시
악용될 소지가 있고, 또한 불필요한 갈등을 증폭시켜 계획의 방향을 왜곡시킬 여
지가 있어서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시스템 측면에서 주민참여 모형의 GIS DB와 연계될 수 있는 UPIS의 기능을
살펴보면 통계관리, 대민지원, 자료관리 등이다. 시스템 간 연계 또는 주기적인
정보 갱신으로 주민참여 모형의 기능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표 5-7> 참조).
<표 5-7> 주민참여 GIS DB와 연계될 UPIS시스템 기능
시스템

통계관리 시스템

대민지원시스템
(web)

자료관리시스템

기 능

도시계획일반현황
지역지구구역현황
도시계획시설현황
집행미집행현황
개발사업현황
개발행위허가현황
계획정보관리
의견관리
민원관리
기초조사자료
환경성검토자료
경관계획자료
토지적성평가자료
도시계획현황자료
각종 통계자료
각종 도형/속성자료
연계DB관리

․통계생성
․엑셀변환
․그래프보기
․보고서생성
․UPIS 내보내기
․통계지도보기
계획정보 조회
시민의견 게시판
민원접수, 조회

업무를 진행하면서 사용빈도
가 높은 자료, 공유가 필요한
자료, 공통 업무에 참조가 되
는 도면을 서버에 등록관리
하여 활용

자료: 국토해양부. 2008.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확산전략연구. p. 77. 수정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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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민참여 모형과 유관시스템 연계방안

① 유관시스템의 현황

앞서 ‘모형적용을 위한 GIS DB활용’에서는 주민참여 모형 및 UPIS와 연계할
유관시스템으로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건축행정정보시스템(e-AIS : 세움
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LURIS),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KOPSS), 개발제
한구역관리정보체계(RDZMIS)를 제시하였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국토통합정
보시스템, 건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 등과의 연계도 고려하였다.

② 연계대상 정보

주민참여 모형은 사실상 UPIS의 기반 하에 구축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연계대상 시스템과 연계정보는 UPIS와 유관시스템의 연계 내용과 맥락
을 같이 한다. UPIS에서는 계획수립, 결정관리, 집행관리 등 업무처리 절차상
도시와 관련된 많은 기초정보들이 필요하므로 연계대상으로부터 다양한 정보
를 요구한다. 또한 UPIS에서 생성되는 도시계획관련 정보 또한 유관시스템의
기초정보로서 활용성이 매우 높다. 결국 GIS기반 주민참여 모형에서 모형구현
에 필요한 자료는 대부분 별도의 구축이 필요 없다. 단지 국가가 주도한 GIS기
반 정보화 사업과 시도‧시군구에서 구축하는 UPIS의 공통 데이터와 연계 및
주기적인 갱신을 통해 구현해야 한다.
유관시스템에서 기 구축한 정보들 중에서 주민참여 모형 및 UPIS에서 필요
한 대상정보와 UPIS에서 유관시스템으로 제공될 연계대상 정보를 정리하면
<표 5-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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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8> 주민참여 모형 및 UPIS와 연계 가능한 유관시스템 정보
시스템명

KLIS

e-AIS, 세움터
LURIS

RDZMIS

요청정보

제공정보

UPIS활용용도

용도지역지구도(초기)

용도지역지구도,

도

수치지형도, 지적도,
토지이용규제사항

시계획시설정보,
시계획사업정보

도

건축물허가, 관리대장

용도지역지구도,

도 계획수립 및 시설‧사업관

건축관련 통계

시계획정보

련 기초자료

토지이용규제 정보

용도지역지구도

개발행위허가

용도지역지구결정 및 지
형도면고시 등

용도지역지구도, 도
GB관련 공간 및 속성정 시관리계획 관련 도면, 계획수립기초자료,
보
개발인허가도, 도시 행위허가

개발

계획시설도
국토시뮬레이션,

KOPSS

분석모듈

시군구행정

주민, 국공유지, 보건복

종합
정보시스템

지, 농촌, 수산, 축산행 도시계획현황정보
정, 재세정 현황

산업입지
정보시스템
도로관리
시스템
상하수도
관리시스템

국가‧지방산업단지 정보
도로대장

계획수립 기초자료
도

시계획정보
도시계획정보

인구, 주택, 사업체현황,
정보통신 등 통계

도시계획정보

교통량,
대중교통노선,
철도이용현황 등

자연환경 GIS
DB

식생, 식물상, 자연환경 용도지역지구도,
등
시계획정보

문화재유적분포
문화재분포현황
DB

개발행위허가,
기초자료

계획수립

개발행위허가,

계획수립

기초자료

도시계획현황정보

전국교통 DB

계획수립 기초자료
계획수립 기초자료

상하수도매설현황, 관리
도시계획정보
대장

지하시설물통합 지하시설물 매설현황
관리대장
관리시스템
통계청 DB

용도지역지구도,

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자
료, 환경성 검토자료

-

용도지역지구도,

도
계획수립기초자료,
도 성 검토자료

시계획정보

자료: 국토해양부. 2008.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확산전략연구. p.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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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2. 주민참여 실현을 위한 단계별 모형적용 방안
1) 모형 구현의 저해요인
① 기술적 측면
주민참여 모형 구현이 가능하려면 계획관련 데이터 혹은 정보로의 접근방법
과 분석도구의 활용, 효과적인 참여를 촉진하는 기반기술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타 관련 기술 등 주민참여 GIS모형 적용
을 위한 재정적, 기술적 측면이 만족되어야할 것이다. 특히, 도시계획 관련 데
이터는 주민참여에서 가장 기본적인 동시에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데이터
의 품질, 통합 활용, 웹을 통한 사실적 표현 등 일부 기술적 문제가 여전히 과제
로 남아있다.
기술적 측면에서 다루어야 하는 첫 번째 문제는 데이터의 품질이다. 도시계획
의 전 과정에서 정확한 데이터가 제공되어야 하다. 도시계획의 결과는 개인의 재
산권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따라서 부정확한 데이터는 분쟁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계획진행 단계에 적합한 데이터의 공급이 필요하다. 특히 계획(안)이 입안되
기 전 단계에서 다양한 대안이 도출되고 변경되는 과정을 거칠 때 상황에 적합한
자료가 공개되어야만 참여자의 혼란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문제는 데이
터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의 문제이다. 상호운용성은
비단 주민참여 GIS모형뿐만이 아니라 모든 정보시스템과 지자체 GIS활용시스템
에서 매우 중요하다. 데이터의 상호운용성은 물론 소프트웨어의 상호운용성을 위
해 필요한 인터페이스 표준 등은 OGC108)(Open Geospatial Consortium)와 같은 표
준화 단체가 제공하는 기준을 참조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 문제는 인터페이스나
데이터 표현의 문제이다. 복잡한 정보를 참여주민들에게 보다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 기술적으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GIS와 데이터가 대부분 복잡

108) OGC는 공간정보 콘텐츠와 서비스, 데이터 처리와 교환을 위한 표준의 개발과 지원을 위해 360개
이상의 정부, 비영리단체, 연구기관, 산업체 등으로 구성된 국제표준화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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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이를 해석하는데 어느 정도의 기술이 요구되기 때문에 전문지식이 없는 일
반주민이 쉽게 참여하기 위해서는 쉬운 사용자 환경이 주민참여의 관건이 될 수
있다. 주민참여 서비스측면에서, 웹설계나 인터페이스설계에서 포함하는 사용성
에 관한 인간과 컴퓨터의 상호작용(HCI : Human-Computer Interaction)이 그만큼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GIS나 도시계획에 대한 전문지식과는
별개로 성별, 나이, 공간인지능력이나 사용자 취향과 같이 사용자들마다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여 주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표 5-9> 모형 구현을 위한 기술적 문제
저해요소

데이터의 품질
(정확성, 적시성)

데이터 통합과
상호운용성
(표준)

내

용

․주민참여 모형구현을 통해 제공되는 데이터는 정확성이 보장되어야 함
․모형을 통해 제공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민참여에 의해 피드백되는
정보의 정확성과 데이터의 품질 역시 중요함
․주민참여 모형에 필요한 데이터는 다양한 출처로부터 제공받아야 하며,
이들 자료원에서 제공되는 데이터의 통합과 상호운용성이 보장되어야 함
․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계획관련 자료(도면 및 설명자료 등)는 쉽고, 통
일된 용어로 정의되어야 함
․GIS기술의 장점이 데이터를 잘 표현하는데 있지만, 특히 주민참여 모형과

데이터 표현

같이 웹을 통해 구현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데이터가 표
현되어야 할 경우 표현기술은 더욱 정교하고, 실세계와 가깝게 표현되어
야함
․웹사이트를 통한 공간정보의 사실적 표현은 한계가 있으며, 적합한지도의
심볼과 색상, 축척 등 표현기술에 관한 연구가 필요함

② 정책적 측면
도시계획과정의 주민참여 모형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
해서는 국가GIS사업 및 전자정부와의 연계를 고려해야 한다. 사실 주민참여의
측면에서 국가GIS사업이나 전자정부와의 연계는 단순히 도시계획과정의 주민
참여를 넘어서는 큰 의미를 가진다. 다시 말해 이 연구에서 개발한 주민참여
모형이 전자정부의 다양한 업무109)체계에 적용되고, 또 이것들이 국가GIS사업

126

도시계획과정의 GIS기반 주민참여 모형 개발 및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과 연계되면 결국 이 연구에서 지향하는 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정부가 함께
만들어가는 ‘거버넌스’(Governance)형 정부2.0(Government 2.0)을 실현할 수 있
기 때문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주민참여에 관한 정책적 지원과 협력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할 조직체계나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계획당국 및 전문가와 주민들 간의 신뢰형성을 위한 의사소통을 위해 데이
터 공개 및 접근에 관한 쟁점이 정책적 접근을 통해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도
시계획 정보의 지적재산권, 공공소유의 정보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권리, 개인
정보 보호문제 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와 같이 정보화에 따른 문제점
도 감안해야할 것이다. 아울러 주민참여 모형의 인터넷 기반 서비스가 직면할
수 있는 기술적 문제, 즉 특정한 견해를 지지하는 개인이나 집단들의 의도된
공격이나 억측 등에 대응할 정책적 대안도 고려되어야 한다.

③ 법‧제도적 측면
도시계획수립 과정에 관한 여러 법제도를 분석한 결과, 주민참여를 명시하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실천성에 있어서는 대부분 형식적인 수준에 지나
지 않으며, 실천적 수단과 방법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 현재 주민참여를
규정한 법제도는 계획과정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주민참여 모형에서 제
시하는 정보제공과 상호작용, 의사결정 등을 적용할 만한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물론, 이 연구에서 제안한 주민참여 모형은 특별한 제도적 개선 없이도 대
부분의 기능을 적용할 수 있으나 제대로 된 모형의 기능을 위해서는 보다 명확한
규정이 요구된다. 따라서 현행 법제도에서 규정한 주민참여 내용을 수단적 측면
에서 보다 세부적인 내용까지 추가하여 모형 적용을 위한 근거를 적시해야 한다.
3장의 중앙과 지방정부의 홈페이지 조사110)에서도 볼 수 있듯이 청와대를 비

롯한 모든 중앙부처와 지자체 홈페이지에는 ‘국민참여’, ‘참여마당’ 과 같은 기능
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정책과정에 주민참여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정
109) 정부가 수행하는 공공업무의 80%이상은 공간정보와 연관이 있음
110) <부록 Ⅲ> 지자체 도시계획 관련 주민참여 현황 -홈페이지 조사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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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당국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이를 실현하고자 하는 정책의지 사이에는 간극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간극은
주민참여를 반영할 수단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다소 부족하기 때문으로 판단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여 주민들이 쉽게 공간정보에 기초한 계획
정보에 접근하고 참여가 실현되도록 제도적 지원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④ 기타 문제점
직접적인 모형의 구축과는 무관하나 모형이 구축되고 활용될 때 발생 가능한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물론, 이러한 문제는 도시계획과정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즉, 정보의 공개나 참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정보화 자체가 가지는
부정적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도시계획정보의 공개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이다. 이 문
제는 특히 개인의 사유재산권과 같이 첨예한 갈등발생의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
한 대책이 필요하다. 둘째, 제한된 정보의 불법적인 유출(hacking) 가능성이다. 불
법 유출된 정보는 범죄 등의 불온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셋째, 무분별한
참여로 인한 혼란, 또는 새로운 형태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인
에 대한 무차별적 사이버 테러는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실정
이다. 넷째, 참여자에 대한 개인정보(privacy)보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주민참
여 모형에서 단순 정보조회가 아닌 직접참여를 할 경우 앞서 제시한 사이버 테러
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등이 우려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대부분 시스템이 구현되어 활용하는 단계에서 나타나는
문제이며 이 모든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예상되
는 일부 문제들은 실명인증과 같은 모형의 기능과 기술적 측면을 통해 예방해야
한다. 그리고 당장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시스템의 운영을 통해 순차적으로 풀
어나가야 할 것이다. 이 밖에도 예측이 불가능한 새로운 형태의 문제점도 충분히
발생가능하나 이 부분도 향후 기술의 발전과 제도적 개선, 정책적 지원 및 운영
의 미를 발휘하여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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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계적 모형 적용방안
도시계획과정의 GIS기반 주민참여 모형을 온전히 구현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된 기술적, 정책적,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UPIS와 같은 도시
계획정보화 여건이 조기에 조성되어야 한다. 또한 구현기술의 확보와 제도적
개선을 통한 기반마련, 예산확보 등이 병행되어야 가능하다. 이 연구에서는 현
실적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절차를 중심으로 단계적 모형
적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재의 정보기술 환경에서 적용 가능한 기술만을 적
용하더라도 도시계획과정에서의 주민참여 활성화는 관련 법‧제도, 지침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제도의 개선을 통해 기술과 기능적 참여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모형을 구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모형 구현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
은 UPIS의 DB를 활용함으로써 기반비용을 최소화하고, 표준시스템의 개선에
모형을 포함하여 추가적인 예산확보 없이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앞서
제시한 5개의 모형과 기술 및 서비스 구현을 3단계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현재의 제도 및 정보환경에서 적용 가능한 방법으로 웹기반의 주

민참여 GIS시스템을 개발하여 적용한다. 웹을 통해 도시계획개요, 도면, 기타 관
련 정보 등 도시계획정보를 제공하는 단계이다. 현재의 도시계획정보화 여건을
미뤄볼 때 1단계에서는 여전히 계획당국, 즉 공급자 위주의 정보제공이 모형의
중심기능이 될 것이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의 지침
을 수정하는 정도에서도 모형 구현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2단계에서는 현행 법‧제도, 지침 등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 주민참여 모형의

범위 확대를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 그리고 개선된 제도와 상호작용 기술 도입
을 통해 모형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의견개진 및 협의’의 수준으
로 한 단계 올려야 한다. 2단계는 정보의 활용과 제공에서도 사용자가 점차 중
심이 된다. 계획당국은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RSS, Trackback, SMS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서
비스 표준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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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에서는 향후 정부2.0서비스로의 주민참여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3차원

시뮬레이션 서비스 컴포넌트를 추가개발하고, 3차원 동영상, 가상현실 모델링
언어(Virtual Reality Modeling Language, VRML), Flash애니메이션 등 GIS와 웹에
구현 가능한 다양한 매체기술을 통합해야 한다. 이를 통해 좀 더 시각적인 기능
을 향상시켜 주며, 주민들의 계획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돕도록 해야 한다.
<표 5-10> GIS기반 주민참여 모형의 단계적 적용
단계
기반요소

참여수준
기술
트렌드
기술

주민참여
기술
주체

서비스

주민
참여
모형

유형

정보제공
(서비스 초기)
웹 GIS
웹 맵핑, RSS,
Trackback, SMS,
e-mail
공급자 중심
정보제공
(단방향 서비스)
정보 사용자와
공급자의 관계
(N:1)

상시
의견제시
모형

웹기반 도시계획
기초정보 제공

상시
정보알림
모형

게시판 공지사항
제공

계획안
참여 모형

웹기반 도시계획
이슈정보 제공

주민의견
청취 모형

도시계획(안)
정보제공

공고 및
공람 모형
표준
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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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2012년)

결정고시 및
지형도면고시
정보제공
데이터 표준
현행 도시계획
운영지침 보완

2단계
(~2015년)

3단계
(~2017년)

의견개진/협의
의사결정 참여
(서비스 확장기)
(서비스 성숙기)
웹2.0기반 GIS
GIS기반
(Where2.0)
Government2.0
웹 맵핑, 맵 편집,
3D 모델링, 실시간
RSS, Trackback, UCC 참여 및 대화 기술,
등 멀티미디어자료
통계/분석
사용자 중심
거버넌스
상호작용
의사결정
(양방향 서비스)
(지식기반 서비스)
정보 사용자와
정보 사용자와
공급자의 관계
공급자의 관계
(1:1)
(N:N)
관심지역 등록,
주민의견제시 및
추가의견(찬/반)제시
계획(안)등록,
고시등록, 안건등재
등 이메일,
SMS서비스
3차원 모델링,
이슈별
평가/선택(투표),
대안선택(투표),
주민의견제시
주민의견제시
3D 및 다중매체를
계획(안)
이용한 전문가,
주민의견제시
관계자, 주민들 간의
대화, 통계/분석 제공
공고열람 및 공람
의견제시

-

서비스 표준
상호운용성 표준
GIS기반 주민참여 모형적용을 위한
국토계획법 조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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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제시한 GIS기반 주민참여 모형의 단계별 적용과 활용방안은 제
반 상황과 요건이 충족되어야 가능하다. 앞서 언급한 법제도적 개선, 기술적 뒷
받침, 도시계획정보화 여건의 성숙뿐만 아니라 계획당국이 주민참여의 긍정적
기능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지원하고자 하는 의지와 정책이 수반되
어야 할 것이다. 계획과정에 참여하는 주민들은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익적 측
면에서 절충점을 찾고자하는 성숙된 시민의식을 보여주어야 한다. 아울러 이
연구에서 제안한 모형의 완성도를 높이고, 향후 실용화를 위해서는 도시계획
정보화 여건이 상대적으로 잘 갖추어진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수행을
통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3. 주민참여 모형 적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앞서 주민참여 모형의 단계별 적용방안에서 법제도적 개선이 왜 필요하고, 현
재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특정 이해관계자 중심의 참
여나, 형식적 절차에 머물고 있는 현행 계획과정의 주민참여를 실질적인 참여로
유도하고, 계획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안)을 제시하
였다. 이를 위해 앞서 검토한 주민참여 관련 제도에서 개선요구 내용을 도출하였
다. 그리고 현행 제도의 내용 중 인터넷의 활용, 주민참여의 시기, 기간, 방법 및
수단 등에 관해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주민참여와 관련한 법제도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이 법률에 근거한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 “도시
관리계획 수립지침” 등을 검토하였다.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주민 등의 의견청
취를 위한 홍보를 신문과 인터넷에 병행하고, 의견수렴도 온오프라인 양쪽에서
가능하도록 법조문을 수정제안 하였다. 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경우 표준제안서를
인터넷으로 제공하고 이를 통해 필요하다면 누구나 비용소요 없이 쉽게 제안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아울러 결정고시 결과도 인터넷에 병기하도록 제안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표 5-11>과 같이 법제도에 명시된 공청회 및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및 공람 등 제도의 개선 및 보완사항을 대조표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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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주민참여 모형을 위한 관련 법‧제도 개선(안)
현행제도

개선(안)

사유

(주민 등의 의견청취)111) 관할 ( 주민 등의 의견청취) ... 시군의 ․주민참여

인터

시장․군수가 공청회를 개최할 게시판 및 관할행정기관의 인터

넷 공청회 참여

때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넷 홈페이지(주민참여 사이트)에

및 활성화 유도

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시 병행하여 게시하고, 공청회 개최 ․온라인상의

주

판에 게시하고, 당해 시․군을 주 전 14일 동안 인터넷을 통한 의

민참여로

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견수렴을 하여야 하며, ...

방법의 다양화,

에 1회 이상 공고한다.

쌍방향

참여
의사소

통 실현
(주민의 제안에 의한 도시관리 ( 주민의 제안에 의한 도시관리 ․표준화된

제안

계획 입안)112) 1. 제안요건 (3)시 계획 입안) ... 작성 가능한 제안

양식기준

마련

장․군수는 주민제안제도를 활성 양식을 당해 지자체 인터넷 홈페

및

화하기 위하여 (2)의 각 서류를 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제안된 내

활성화

인터넷활용

제안의 취지와 목적이 드러날 수 용은 ...
있는 정도로 개략적으로 작성하
여 제출하도록 하고, 입안단계에
서 보다 상세한 계획을 수립하도
록 할 수 있다.
(4)(주민

등의

의견청취)113)시 (4)(주민 등의 의견청취) ... 주민 ․ 입 안 과 정 에 서

장․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 의 의견을 해당 지자체 주민참여

주민참여

하고자 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인터넷 사이트와 병행하여 주민

넷 공청회 활성

청취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의 의견을 청취하고 ...

화 유도

인터

인정할 때에는 이를 도시관리계
획의 입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 장

결정절차

정)114)

제2 절(결정과 제2 장 결정절차 제2 절(결정과정) ․도시계획

8-2-2-6시․도지사는 도시 ... 도면을 시장․군수에게 송부하

사항을

결정
주민들

관리계획을 결정할 때에는 지체 고 해당 시․도 인터넷 홈페이지

이 열람할 수

없이 다음사항을 고시하고 결정 에 게시하고, 일반에게 열람시켜

있도록

된 도면을 시장․군수에게 송부 야 한다.

활용

인터넷

하여 일반에게 열람시켜야 한다.

111) 도시기본계회 수립지침 제6장 2절 2항(주민 등의 의견청취)
112)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제8편 1장 2절(주민의 제안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1항(제안요건)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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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주민참여 모형을 위한 관련 법‧제도 개선(안)-계속
현행제도

개선(안)

사유

제14 조(공청회의 개최)115)①국토 제14 조(공청회의 개최) ...미리 14 ․인터넷

주민참

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일 동안 주민참여 인터넷 사이트

여 공청회 활성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이를 에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하여

화 및 확대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 ․온라인상의

주

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 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

민참여로

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 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방법의 다양화,

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

쌍방향

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통 실현

참여
의사소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
다.<개정 2008.0.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
로 정한다.
(도시관리계획의 결정)116)⑥국토 (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 송부하 ․ 인 터 넷 이 라 는

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 해당 시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매개물을

통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한때에는 대 에 게시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일반인이

쉽게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있도록 하여야 하며, ...관계서류

접근하기가

고시하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를 해당 지자체 인터넷 홈페이지

이함

용

도지사는 관계서류를 관계 특별 에 게시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 있도록 한다.
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관계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13)
114)
115)
116)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제8편 1장 3절(입안과정) 1항 (4)(주민 등의 의견청취)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제8편 2장(결정절차) 제2절(결정과정) 8-2-2-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장 광역도시계획 제14조(공청회의 개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장 제1절 제30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제32조(도시관
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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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에서는 지금까지 연구를 통해 도출한 GIS기반 주민참여 모형, 모형의 적용방안과
제도개선안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책적, 학술적 성과를 정리하고, 연구의 특징과 한
계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모형과 모형의 적용방안은 향후 도시계획정보
화의 고도화를 위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간정책이나 계획에서의
주민참여를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수단의 제시하였다. 아울러 법제도적 개선을
통한 기반조성에 보탬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를 기반으로 보완
되거나 향후 추가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과제를 제시하였다.

1. 연구의 성과
도시계획법이 재정된 1962년 이후 최근까지 40년이 넘는 세월동안 계획과정의
주민참여는 몇 차례의 전환기를 거쳐 왔다. ’80년대 들어서 처음으로 주민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었고, ’90년대에 와서는 부분적이나마 주민참여 제도가 확대
될 수 있었다. 그리고 ’90년대 중반 이후 우리사회는 인터넷의 대중화와 정보기
술(IT)이라는 커다란 변화를 경험하였다. 사회적 변화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2000
년대 접어들면서 도시계획분야에서도 정보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리
고 이때부터 지역 간의 격차는 있으나 도시계획정보체계의 구축을 통해 정보화
가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2001년부터 추진되기 시작한 도시계획정보화는 2008
년 현재까지도 단순히 계획당국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전산화과정에 지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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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있다. 다시 말해 도시계획의 수립과정을 지원하기 보다는 현재 도시계획 현
황이나 과거에 결정 또는 집행된 사안들을 전산화하여 관리‧조회함으로써 도시
계획 관련 담당자의 업무를 지원하는 기능이 중심이 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
문에 도시계획정보체계의 구축자체가 계획과정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
계획과정에 포함된 주민참여는 정보화와는 별개로 법제도적으로 허용된 공청회,
공고 및 공람 등 몇 가지 수단으로만 한정되고 있는 것이다.
도시계획은 법제도를 근거로 하고 있다. 제도가 규정하고 있는 제한된 형태의 참
여와 참여방식은 주민참여의 측면에서 보면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가로막는 장애물
로까지 여겨진다. 또한 많은 예산을 투입한 도시계획정보화사업은 계획과정을 효과
적으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인식에서 이 연구는 출발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최근 사회적 트렌드로 자리 잡은 참여와 공유의 인터넷 패러
다임과 공간정보를 다루는 GIS기술을 도입하여 도시계획과정에 주민참여를 실
천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와 더불어 개발된 모형을 현실에 적
용하기 위한 적용방안을 모색하고,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고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제도적 개선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학술적 측면과 정책적 측면의 두 가지 성과를 도출할 수 있었으
며, 다음과 같이 성과를 정리하였다.
첫째, 학술적인 측면에서는 주민참여와 관련한 국내외 사례 분석 및 연구동향
분석을 통하여 도시계획과정의 주민참여에 관한 시사점과 계획과정의 주민참여
패러다임 변화를 도출하였다. 이 연구에서 도출된 시사점과 패러다임 변화는 향
후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정보화를 발전시키는데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론적 검토를 통해 주민참여 모형개발을 위한 4가지 방식의 참여유형을 제
시하였다. 참여방법, 참여주체, 참여단계, 참여수준으로 구성된 틀은 주민참여 모
형 개발의 기초를 제공하고, 개발된 모형의 적용에 필요한 수준과 단계적 전략을
추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정책적 측면의 성과로는 현행 도시계획관련 법제도가 주민참여의 측면
에서 행정 편의적 제도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실용적이고 실천적인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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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의 개선안을 제시한 것이다. 도시계획에서 주민참
여를 정의하고 있는 법조문과 도시기본계획지침 및 도시관리계획지침에 명시
된 조항들을 주민참여 모형의 적용이 가능하고, 도시계획정보화사업 결과를 활
용할 수 있도록 수정‧제안하였다. 또한, 학술적으로 개발된 모형을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3단계 적용방안을 제시하여 정책실현을 위한 구체
적인 방향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주민참여 모형의 적용에 필요한 정부의 예산
확보 문제를 기존의 도시계획정보체계 확산사업 내용과 연계함으로써 추가적
인 예산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를 통해 ‘계륵(鷄肋)’
으로만 여겨져 오던 도시계획과정의 주민참여를 실천적 방법과 제도적 뒷받침
으로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정보기술과
기존 GIS DB의 활용을 통해 막대한 비용을 들여 구축한 국가GIS사업의 성과물
을 대 국민서비스 향상과 국민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좀 더 폭넓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표 6-1> 참조).
<표 6-1> 연구 성과 및 활용주체
구분

연구 성과

활용주체

▪사례 및 동향분석을 통한 계획과정의 주민참여 시사점

학술적

▪계획과정의 주민참여 발전과정과 패러다임 변화 도출
▪모형개발을 위한 주민참여 유형 및 참여수준 구분틀 제시
▪GIS기반 주민참여 모형 개발
▪주민참여를 위한 실용적, 실천적 제도 개선(안) 제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정안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
도시재생과
도시환경과

-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수정안

도시규제정비팀

-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수정안

국토정보기획과

▪3단계 주민참여모형 적용방안 마련

정책적 ▪도시계획정보체계(UPIS)와 연계방안
- 도시계획정보체계에서 구축한 DB의 활용
- 도시계획정보체계 확산사업과 연계하여 2012년까지 필
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추가예산을 최소화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관련 부서
GIS/정보화관련 부서

▪국가GIS 성과 활용
- KLIS를 중심으로 도시계획 관련 정보를 연계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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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특징과 한계
이 연구를 수행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된 사항은 모형개발과 모형에 적
용된 GIS 및 웹2.0기반의 기술적용에 있었다. 21세기에 접어든 우리사회는 과거
1세기 동안 변화‧발전해온 사회현상, 즉, 기술, 사회문화, 제도적 변화 등이 근래

에는 10년 혹은 20년의 짧은 시간동안에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이미 우리사회는
유비쿼터스(ubiquitous)사회를 지향하고 있다. 기술과 사회문화현상, 제도가 독립
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상호 밀접한 영향을 미치며 발전하고 있다.
GIS기술을 필두로 공간정보가 사회의 기반으로 자리를 잡았고, 그 위에서 u-City

가 구상되었다. 그 결과 새롭게 도래하는 미래 환경을 지원할 u-City지원법과 같
은 새로운 제도가 마련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시점에 도시계획분야에서는 40
년 이상의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참여라는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서 새로운 대
안을 수용하고 발전시키는데 다소 인색한 감이 없지 않았다. 바로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 발전된 정보기술과 변화된 사회문화적 트렌드에 근거하여
이 연구를 추진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이 연구를 통해 계획과정의 주민참여에
전환점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계속 확산되는 도시계획정보화 사업이 대 국민
의 편익실현을 통해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도시계획은 대상이 되는 지역 및 주변지역 거주자의 생존권이나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다시 말하자면 도시계획정보의 무분별한 공개와 유통은 새
로운 갈등의 양산과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 이 연구에서
개발한 GIS기반 주민참여 모형은 기본적으로 계획도면과 속성정보를 모두 공개하
는 것을 원칙으로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공개된 정보가 불온한 목적으로 이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보화자체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즉, 개인정보 보호문제, 정보격차, 정보 활용능력의 차이 등이 도시계획에서
의 새로운 시도를 방해할 수도 있다는 것이 한계점으로 남아 있다. 물론 이러한
문제가 비단 도시계획정보화만의 문제는 아니며,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진
행되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책이 마련될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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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연구과제
도시계획과정의 주민참여와 관련하여 도시계획분야에서도 ‘주민이 참여하는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시민참여형 도시정보를 위한
시민역량 강화방안’ 등 다양한 연구와 실천적 방안들이 제안되고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 제안한 도시계획과정에서 정보기술의 활용과 관련된 연구도 다수 있었
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각각의 방식을 연계하여 상호보완적인 대안을 제시한 사
례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외국의 일부 사례에서는 지역사회(community)를 중심
으로 정보기술을 도입하여 온‧오프라인을 병행한 주민참여의 노력과 시도들이
추진된바 있다. 따라서 전통적인 접근과 새로운 방식의 조화를 이끌 수 있는 그
러한 연구가 향후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이론 및 모형개발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실제 모형의 적용에 따른
주민의 참여정도와 기능에 대한 평가 등 실증적 결과를 충분히 제시할 수 없었
다. 이러한 문제는 향후 기초지자체와 같은 구체적인 사업적용대상 지역을 선정
하여 직접 운영해 봄으로써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밖에 영국의 ‘Planning Portal’과 같이 우리나라에도 “국토계획법”에서 언급
하고 있는 다양한 위계의 공간계획들에 대하여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
들이 계획에 참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국토공간계획 포털사이트의 구상
에 관한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이와 관련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도 함께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4. 맺음말
이 연구는 주민참여 모형의 개발을 통해 도시계획과정에서 주민들이 단순히
계획결과의 수혜자가 아니라 계획의 주체임을 분명히 하고자 하였다. 도시계획
의 실현목적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있다는 측면에서 주민들이 계획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연구를 통해 제안한
제 6 장∙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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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 모형과 제도개선안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전통적인 방식과 GIS를 활용한 새로운 방식이 조화를 이뤄 상승효과(synergy)를
일으키기를 기대한다. 이 연구를 시작으로 주민참여가 실제 계획과정에서 없어
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임을 인식 시킬 수 있기를 바라며, 이와 관련한 시범연구
가 구체적으로 추진되어 도시계획과정에서 주민참여의 방식이 보다 다양화되기
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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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based Public Participation in Urban Planning :
Design of Prototype Web2.0 Site and Policy Implications
Ki-Hwan Seo, Dong-Bin Shin, Wang-Geun Lee, Dong-Han Kim

Recently, the need for public participation in the process of spatial
planning and policy establishment has been on the rise; hence, the need
for the government to devise proper and practical measures to enhance
public participation has been increasingly raised. Considering the
meaning and importance of public participation in such planning
process, the current system to allow citizens to participate in the process
lacks practicality.
However, it is notable that changes in the socio-cultural trends in
participation, and information and technology (IT) development provide
means to meet the social needs for public participation. This study seeks
to develop a model for GIS-based public participation in the urban
planning process and to present a means to apply the model, along with
suggestions for improving the public participation-based urban planning
system.
The study is composed of three parts. The first part deals with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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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y and case studies; it reviews the urban planning system, GIS-based
public participation, the Web 2.0 technology and study trends from a
theoretical perspective. To be specific, in regard of urban planning
system, the study examines public participation procedures, scope, and
development process. In regard of GIS-based public participation, the
study reviews the background of introduction of GIS-based public
participation along with the concept, and examines the theory on public
participation type as the core of the model development. Regarding Web
2.0, the technological background, the study explores how relevant
technology trends can be used for public participation in the planning
process in association with GIS. For the review of the research trends,
the study examines previous research on public participation in the
process of plan and policy establishment by dividing the research
approach into two categories: studies of a traditional urban planning
approach and studies employing IT. Through the review of previous
studies, the difference of this study has been highlighted. In addition,
the study draws problems with the current public participation system
and the methods, which have been raised in previous studies.
<Figure 1> Governance System of Urban Planning in Web2.0 era

Source: Korea Planners' Association (2008). Urban Planning (5th edition), p.109. revised citation.

The second part deals with development of the model for GIS-based
150

public participation in the urban planning process. To establish the
framework for model development, the study divides the types of public
participation into participation type, participating body, participation
stage and participation level. The detailed classification is shown in
<Table 1>.
<Table 1> Classification of public Participation Types
Classification

Partici
pation
Type

Systematic
participation
Semi-systematic
participation
Unsystematic
participation

Details

Exhibits and public hearings are conducted as per the National
Land Planning Act.
Petition, civil service, appeal as per the Act on Civil Service
Handling
Illegal participation such as assemblies, demonstrations, and strikes

Partici
Stakeholder group
pation
Subjec
General group
t

Partici
pation
Stage

Partici
pation
Level

Citizen group that may incur direct damage or derive profits, i.e.,
local residents as the target of implementation of planning results
Most citizens residing in the planned district; citizen groups or civil
organizations indirectly affected by the planning results
Drafting stage: Drafting can be suggested in urban management
planning.
Planning stage
Review stage: The only actual institutional participation stage
including exhibit and public hearing
Approving stage: No institutional participation means
Enforcement stage No institutional participation means
Evaluation stage No institutional participation means
Information
Most basic form of public participation; all information disclosed
provision
within the scope allowed by the system
Opinion
As an activity of conveying publics' opinions to the planning
presentation and authorities, whether or not to adopt the opinions is dependent on
consultation
the planning authorities.
Participating in the final decision on the plan (proposal); current
Decision making
system does not specify public participation in decision making

For the model development, the study uses public participation type
as the framework of the model, and has drawn a model based on a
technological review of the model functions through joint research with
specialized agencies. Basically, the model consists of semi-systematic
participation wherein public participation is possible anytim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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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atic participation including planning and evaluation stages, in
terms of procedures for urban management plan establishment.
Semi-systematic participation consists of a permanent opinion
presentation model and an information provision model. Systematic
participation is composed of a plan proposal participation model, a
public opinion listening model, and a notification & exhibit model. The
detailed models categorized by the four frameworks classifying the
participation types are summarized below;
First, according to the participation type, the detailed models are
categorized into the systematic participation type focusing on the legal
and systematic urban planning process and the semi-systematic
participation.
Second, according to the participating body, the detailed models are
divided into the stakeholder group of the targeted area whose property
right or right to live is directly affected, and the general group indirectly
affected by the planning results, e.g., a majority of those residing in the
planned district.
Third, in terms of participation stage, the detailed models are
classified into the planning stage, enforcement stage, and evaluation
stage. This study suggests public participation at the drafting and review
phases of the planning stage since there is no institutional means for
public participation at the enforcement or evaluation stages.
Lastly, depending on the participation level, the detailed models are
divided into participation through information provision, opinion
presentation and consultation, and decision-making. The model has been
designed to center on information provision, and opinion presentation
and consultation. The decision-making is designed to be considered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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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The public Participation Model in the Urban Planning Process

And lastly, the third part of the study deals with model application
and system improvement measures. In this part, the study presents
strategies of how to associate and use the urban planning information
system and local governments' geospatial information DB as the base
for the model application. It also presents measures for a step-by-step
application of the five detailed models.
In order to improve the system, the study presents measures of
upgrading public participation in the current planning process to a
practical level and enhancing transparency and efficiency of the planning
process. The following are the major contents of the improvement
suggestions: (1) PR activities should be carried out using newspapers
and through the Internet simultaneously to listen to people's opinions,
and (2) the provisions of the law should be amended so that opinions
can be collected both on-line and off-line. As to suggestions for plan
drafting, a standard proposal form should be made available through
the Internet so that people can easily make proposals without incur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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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y costs. In addition, it is suggestable that the decision notice results
be made available through the Internet.
The significance of the study is that, an attempt has been made to
apply new technological alternatives to the shifting trends in the
paradigm involving participation so as to cope with the rapid change
into the era of digitalization. At the same time, however, the study raises
concerns that, new conflicts may arise from inappropriate disclosure and
distribution of urban planning information, causing social problems.
Moreover, it is difficult to present immediate solutions to this. Lastly,
the study presents the following two issues as future tasks of the
follow-up study: to promote harmony between traditional and new
approaches, and to initiate a study on the National Spatial Planning
Portal.

￭ Key words _ Urban Planning Process, PPGIS, Web 2,0. Geospatial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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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I - 전문용어 해설


거버넌스(Governance)
거버넌스의 개념은 학문분야와 관심영역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음. 행
정학 분야에서는 새로운 국가통치행위나 방식을 의미하는 국정관리로, 정치학
분야에서는 다원적 주체들간의 협력적 통치방식을 의미하는 네트워크 통치 혹은
협력적 통치로, 사회학 분야에서는 국가나 시장과 구별되는 사회의 자연스러운
조정양식의 원형 혹은 자기조직적 네트워크 등으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음. 본
연구에서의 거버넌스는 민-관 파트너십(Public-Private Partnership)을 의미하며, 민
-관 파트너십이란 공공과 민간간의 권력배분, 공공과 민간이 함께 일하면서 생기

는 시너지효과, 그리고 공공정책과정을 시민사회에 개방하고 시민사회에 대한
권한부여(Empowerment)를 통한 새로운 정부-시민사회의 관계 형성에 초점을 두
고 있음

건축행정정보시스템(Architecture Information System, AIS)
건축허가 신고 및 건축물대장을 전산처리하는 시스템으로 건축행정관련 자료
를 DB로 구축하여 각종 건축관련 통계 및 정책정보로 활용함. 건축 인・허가시
투명성 확보, 민원서비스 개선 및 건축행정의 생산성 향상시키는 시스템

공간의사결정지원체계(Spatial Decision Support System, SDSS)
의사결정지원체계(Decision Support System)를 공간적 문제의 해결에 적용시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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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서,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컴퓨터기반의 분석모형, 데이터베이
스 관리기능, 그래픽 표현기능 등을 통합시킨 하나의 체계

구글맵(Google Maps)
구글맵은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무료지도서비스로 전세계 160
여개국에 대한 상세한 지도 데이터 및 고해상도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음. 현재
구글코리아는 구글맵의 한국판을 출시하고 정밀한 도로정보와 한글 주소검색 기
능 그리고 위성지도 및 지형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구글어스(Google Earth)
구글어스는 지형 브라우저로서, 지역 관련 정보를 시각화를 통하여 사용자들
이 보면서 만들고, 공유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를 제공하고 있음. 지리정보를 시
각화한 파일을 KML(Keyhole Markup Language)이라고 부르며, HTML이 일반 인
터넷 브라우저용 파일이라면, KML은 지형 브라우저용 파일임. KML 파일은 구
글어스 및 구글맵에서 모두 열 수 있으며, 기타 지형 브라우저에서도 열 수 있음

국토통합정보시스템
여러 분야의 행정업무정보시스템이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공간정보를 보유하고,
이를 다양한 분야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을 포함한 프레임워크를 말함


도시계획도면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물 등 도시계획의 결정사항을 도면에 표시
한 지도로 계획의 위계와 내용에 따라 다양한 축척과 내용으로 표시됨

도시계획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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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원‧시장‧철도 등 도시주민의 생활이나 도시기능의 유지에 필요한「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기반시설물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하며, 도시계획시설을 설치‧정비‧개량하는 사업을 도시계획시설사업
이라 함

도시관리계획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의 개발·
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교통·환경·경관·안전·산업·정보통신·보
건·후생·안보·문화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함(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장)
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나. 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다.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라.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도시기본계획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임(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장)

도형자료(Feature Data)
속성정보와 함께 공간정보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로써, 시설물과 같이 위치와
형상, 크기와 방향성을 가진 벡터 또는 래스터 형태로 표현되는 자료를 말함. 이
보고서에서는 수치지형도‧지형도‧지적현황도‧도시계획도 등 자치단체에서 보
유중인 각종 지도ㆍ도면 및 정사영상(위성영상‧항공사진 등)을 망라하여 사용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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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들웨어(MiddleWare)
여러 운영체제(UNIX, Windows, z/OS 등)와 응용프로그램들(예 : 워드처리 프
로그램)사이에 위치하여 이기종간 플랫폼을 재구축할 필요가 없도록 도와주는
소프트웨어를 말함


속성자료(Attribute Data)
도형자료와 함께 공간정보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로써, 도형자료의 특성과 성
질 등을 나타내는 자료를 말하며 이 연구에서는 도시계획현황도와 같은 도형자
료를 설명하는 각종대장 및 조서 등이 속성자료에 해당함

시군종합계획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
여 당해 지역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고, 토지이용·교통·
환경·안전·산업·정보통신·보건·후생·문화 등에 관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수립되는 도시계획(국토기본법 제6조 ②
항)


온나라 부동산정보통합포털
국토해양부가 구축‧운영하고 있는 포털사이트로 지도기반의 부동산정보, 용도
지역지구, 규제정보, 민원열람, 분양정보, 부동산 정책 및 통계 등 각종 부동산정
보를 종합적으로 서비스하는 사이트이며, http://www.onnara.go.kr/로 접속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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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2.0(Web2.0)
웹2.0은 개방･참여･공유의 개념을 대변하는 신조어로써 서비스제공자는 플랫
폼만 제공하고 사용자 참여를 기반으로 서비스가 운영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말한다. 웹2.0의 개념을 적용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Google Maps, Wikipedia,
Blogging(싸이월드, 마이스페이스), You Tube, 판도라TV, Flickr, ebay 등이 있음

연속지적도
지자체별로 낱장으로 제작･갱신되는 지적도를 전산화하여 하나의 통일된 좌
표체계하에 도면을 접합하여 전국을 연결한 수치 지적도를 말함

위성영상(Satellite Imagery)
지구표면을 촬영한 디지털 사진을 통칭하며, 일반적으로 고성능 카메라를 장
착한 인공위성이 촬영한 영상을 특정한 목적을 위해 분광학적 혹은 기하학적으
로 보정한 사진을 말함


정부2.0(Government 2.0)
2.0이란 단어가 인터넷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개방‧공유‧참여를 통해 효

율성을 높인다는 의미로 사용 되면서 나타난 말로 정부2.0(Government 2.0)은 행
정정보와 인터넷 기술을 이용해 시민참여를 확대하는 공공서비스를 말함

지적(Cadastral)
토지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을 등록하여 놓은 기록. 토지의 위치, 형질, 소유
관계, 넓이, 지목(地目), 지번(地番), 경계 따위가 기록되어 있음

지번도
부록

159

어떤 지역 안에 있는 토지의 지번을 밝혀 그린 도면

정사영상(Orthophotograph)
항공사진 또는 인공위성 등의 영상정보 등에 대하여 지형기복에 의한 왜곡을
보정하고, 일정한 규격으로 집성하여 좌표 및 주기 등을 기입한 영상지도


필지
법적으로 물권이 미치는 권리의 객체(Object)를 말하는데 소유자가 동일하고
지반이 연속된 동일 성질의 토지로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함


항공사진(Aerial Photography)
공중시점에서 지표를 내려다보고 찍은(중심투영)사진으로, 사진기의 렌즈와
필름의 성능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현지에 있는 실사를 그대로 전달하여 표현
하는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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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jax(Asynchronous Javascript And XML)
XML에 기반으로 하여 서버와의 통신을 비동기 방식으로 연결함으로써 시스

템 자원의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줄이고, 사용자 환경은 자바스크립트가 지원하
는 대화형 웹 Application을 구현한 기술

AOL(America Online)

미국 타임워너 산하의 글로벌 인터넷 서비스 및 미디어 회사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개방형 시스템 환경을 위해 사용자 인터페이스(UI)에 대한 이식성과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한 프로그래밍환경을 제공하는 함수 라이브러리를 말함. 예를 들어
Google earth의 맵을 개인의 홈페이지에 그대로 옮겨 놓고 이용하는 것 등을 가능

하게 하는 기술

ActiveX

마이크로소프트가 전략적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기술 및 도구모음에 대해 붙인
이름이며, 그 주요 기술은 COM임. ActiveX 환경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개발
할 때 생성하게 되는 중요한 것이 컴포넌트인데, 이것은 ActiveX 네트워크의 어
느 부분에서나 실행되기에 스스로 충분한 하나의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으며, 이
컴포넌트를 ActiveX control이라고 함

AOI(Area Of Interest, 관심지역)

특정인이 관심을 가지는 현실세계 또는 지도나 도면상의 특정지역을 말함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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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블로그)

블로그란 Web(웹)과 Log(로그)를 합친 낱말로, 스스로가 가진 느낌이나 품어
오던 생각, 알리고 싶은 견해나 주장 같은 것을 웹에다 일기(로그)처럼 차곡 차곡
적어 올려서, 다른 사람도 보고 읽을 수 있게 열어 놓을 글모음을 말함


Community Visioning(커뮤니티 비전설정)

계획에 관심을 가지는 시민들과 이해관계자들에게 그들의 참여를 통해 지역사
회의 미래를 제시할 기회를 제공하는 과정을 말함


DEM(Digital Elevation Model)

일정한 간격으로 지형의 변화지점(자연적인 지성선 및 인공적인 지형변화)의
표고를 포함한 3차원(x,y,z) 모형을 말함

DBMS(Data Base Management System)

기능을 집대성한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의
추가, 변경, 삭제, 검색 등의 어 패키지로서 축적된 데이터를 사용자가 자유롭게
검색하고 가공‧처리할 수 있는 자료 관리체계


e-AIS(Architecture Information System, 건축행정정보시스템 : 세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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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나 처리절차가 복잡한 건축 관련 민원에 대해 관청을 방문하지 않고
도 건축인‧허가를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고, 그 처리 결과를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건축행정관련 정보체계

ESRI(Environmental Systems Research Institute)
GIS 소프트웨어와 Geodatabase 개발 및 관리를 위한 전문가를 양성하고, 응용

프로그램 등 지리정보시장을 선도하는 기술개발 및 서비스를 주요 사업영역으로
하는 미국의 전문 업체로 Arc GIS를 주요상품으로 하고 있음


GeoRSS
XML기반의 RSS(Really Simple Syndication)를 지리적으로 encoding한 표준 통

신 규약

GML(Geographic Markup Language)
GML은 지리정 형상(feature)을 웹 브라우저에 표현하기 위한 자료교환 포맷이

며, 또한 지리정보시스템을 위한 XML기반의 모델링 언어로 OGC에서 공간정보
활용을 위한 표준으로 정의함


KLIS(Korea Land Information System, 한국토지정보시스템)

토지에 대한 이용현황과 소유자, 거래, 지가, 개발, 이용제한 등 각종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공공기관의 토지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민원인에게 종합적인 토지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한 정보체계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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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PSS(KOrea Planning Support System,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

첨단기술정보와 각종 공간분석기법을 활용하여 국토정책 및 공간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의사결정지원체계


LURIS(Land Use Regulation Information System,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개별 토지는 여러 개별법 또는 지자체 조례에 의해 지역, 지구가 중첩 지정됨
에 따라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로 행위제안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따라서 복잡하
고 다양한 토지이용 관련 규제내용과 절차를 체계적으로 유형화하여 데이터베이
스로 구축함으로써 개인이 소유한 토지에 규제된 내용을 쉽게 파악하도록 고안
한 정보체계


OpenAPI(Open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의 사전적 의미는 `소프트웨어 어플리케

이션을 개발하기 위한 여러 가지 함수의 집합'이며, 특정 소프트웨어나 프로그램
의 기능을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인터페이스를 공개
하는 것을 의미함. 특히, API 공개는 지금까지 콘텐츠의 `소비자' 역할을 담당했
던 사용자가 서비스의 `생산자' 역할을 겸할 수 있다는 큰 의의가 있으며, 머지않
아 누구나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인터넷 서비스를 스스로 만들 수 있게 될 것임

Open Source

소프트웨어의 설계도에 해당하는 소스코드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무상으로 공
개하여 누구나 그 소프트웨어를 개량하고, 이것을 재배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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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GC(Open Geospatial Consortium)
OGC는 공간정보 콘텐츠와 서비스, 데이터 처리와 교환을 위한 표준의 개발과

지원을 위해 360개 이상의 정부, 비영리단체, 연구기관, 산업체 등으로 구성된 국
제표준화기구


PPGIS(Public Participation GIS)
PPGIS(Public Participation GIS)는 1996년 NCGIA(National Center for Geographic
Information and Analysis)가 개최한 회의에서 처음 등장한 용어로 GIS를 통해 민

간단체나 일반주민이 공공정책결정에 접근 및 참여하는 방안을 다루는 GIS의 한
분야를 말함

POI(Point Of Interest, 관심지점)

특정인이 관심을 가지는 현실세계 또는 지도나 도면상의 특정위치를 말함

Prototype(프로토타입)

전산기체계나 대형의 소프트웨어 체계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제품의 설계 및
기능에 대한 타당성의 검증이나 성능평가를 위해 전체적인 기능이 간략화된 상
태로 개발된 초기 제품을 말함


RSS(Really Simple Syndication)
XML기반의 문서 표준으로 뉴스나 블로그 사이트에서 주로 사용하는 콘텐츠

표현 방식이며, RSS가 등장하기 전에는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 해당 사이트를
직접 방문하여야 했으나, RSS 관련 프로그램(혹은 서비스)을 이용하여 자동 수집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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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사용자는 각각의 사이트 방문 없이 최신 정보들만 골라
한 자리에서 볼 수 있음

RDZMIS(Restricted Development Zone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개발제

한구역관리정보체계)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표준화된 도형 및 속성
데이터를 구축‧관리하고, 개발제한구역 관리업무 전반을 지원하는 정보체계


SMS(Short Message Service, 휴대전화 단문서비스)

휴대전화를 통하여 메시지를 최대 160글자까지 보낼 수 있는 서비스임. 휴대
전화가 꺼져 있거나, 심지어 통화가 불가능한 지역에 있다 하더라도, 통화가 가
능한 상태가 될 때까지 며칠 동안 보존되는 기능도 가지고 있음

Spam(스팸)

전자우편, 게시판, 문자 메시지, 전화,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쪽지기능 등을 통
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보내는 광고성 편지 또는 메시지를 말함


Trackback

트랙백은 댓글(reply, 답글), 덧글(comment, talkback 등) 기능의 확장판이라고
볼 수 있음. 즉, 기존의 댓글은 해당 게시판에 독자가 게시물을 읽고 난 뒤 해당
게시물 밑에 남기는 것임. 반면에 트랙백은 해당 게시물에 대해 댓글을 달되 다
른 사이트에서 원격으로 글을 올리는 행위와 이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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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ity(Ubiquitous City)

첨단 IT인프라와 유비쿼터스 정보서비스를 도시 공간에 융합하여 원스톱 행정
서비스, 자동화한 교통‧방범‧방재 시스템, 주거공간의 홈네트워크화 등 각종 서
비스가 가능해지는 21세기 미래형 도시

UCC(User Created Contents)

전문가나 기관 등 콘텐츠 제공자가 아닌 일반 사용자들이 직접 만들어낸 콘텐
츠를 뜻함. 웹2.0의 개념이 도입되며 웹이 점점 개방화되고 사용자들의 참여가
크게 늘어나게 되면서 UCC의 범위도 점점 광범위하게 됨. 웹에서 사용자의 직접
참여가 중요한 화두로 부각되는 이러한 흐름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분리되던 것
과 달리 소비자가 새로운 콘텐츠를 생산해내는 새로운 개념으로 진화된 것임

UPIS(Urban Planning Information System, 도시계획정보체계)

도시계획과 관련 업무에서 발생하는 용도지역‧지구‧지역 및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결정사항, 도시계획시설 현황, 지형‧지적도면 고시사항 등의 정보를 데이터
베이스화하여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자료를 관리함으로써 도시계획업무
와 계획수립을 지원하는 정보체계

URISA(Urban and Regional Information Systems Association)
URISA는 도시 및 지역체계에 대한 이해와 관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공간정보

및 정보기술을 효과적이고 도덕적으로 활용하는 비영리 단체로 다양한 공간정보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단체임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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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Virtual Reality)

어떤 특정한 환경이나 상황을 컴퓨터로 만들어서,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마
치 실제 주변 상황 또는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만들어 주는 인간
과 컴퓨터 사이의 인터페이스를 말함


Where2.0

웹2.0을 소개한 바 있는 오라일리(O'reilly) 미디어그룹이 2005년에 개최한
'Where2.0 컨퍼런스'에서 처음 사용된 용어로서 위치기반기술 관계자들을 모아

경쟁력 있고 새로운 형태의 응용프로그램, 플랫폼, 하드웨어, 비즈니스 모델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위치기반 기술트렌드를 주도하고자 탄생한 개념


XML

인터넷 웹페이지를 만드는 HTML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만든 언어로서 홈페
이지 구축기능과 검색기능 등이 향상되었고, 웹 페이지의 추가와 작성이 편리해
짐


YouTube(유튜브)

인터넷 사용자들이 비디오 클립을 웹사이트에 올려서 사용자들 간에 사진이나
비디오를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든 웹2.0 기반의 비디오 공유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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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Ⅱ -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사례 정리

사례

일
반
주
택
지

아
파
트
단
지

1

강북구
미아3동

2

은평구
갈현동

소재지

면적

시작

동기

참여주체

재원마련

축제를 통한 공동체문 주민모임“토박이”
1997년 화형성을 위한 시민단 열린사회 북부시민회
체의 활동
성균관대 건축대학원

행정 지원사
업비,
주민참여 수
익금

방치되었던 재활용쓰레
기 적환장에 대한 인근
갈곡리를 사랑하는 주민민
1999년 주부의 이의제기로 갈
모임, 열린사회 은평시민회
곡리공원으로 제모습찾
기운동추진

행정지원사업
비,
주민참여 수
익금

행정(구의원), 여성의전화
주민자치센터의 공부방
28,832명
의방과후교사모임(실무팀)
0.9㎢
2000.1 운영을 계기로 지역청
(9,164세대)
주민자치위원회,
소년을 위한 활동진행
자원봉사자

동사무소 예
산지원
2001부터 강
사비 지원
실무자인건비
해결x

3

인천
연수2동

인천시
연수구
연구2동
634번지

4

인천
평화의료
생활협동
조합

인천시
부평구
부개1동

0.96㎢

5

대구
삼덕동

대구시
중구
삼덕동
3가

0.64㎢

사당동
6
양지공원

서울시
동작구
사당3동
220-6

567평

7

복구
오치1동

광주시
북구
오치1동

2.18㎢

8

북구
문화동

광주시
북구
문화동

3.17㎢

부산
9
금샘마을

인구

서울시
1,192.1
강북구
㎡
미아3동
2만7천명
(한빛놀
한빛놀이
이터)
터 주변
서을시
은평구
갈현1동
0.97㎢ 27,268명
436-14
갈골리공
원 주변

부산시
금정구
구서2동 3.18㎢
금샘아파
트

조합원들의 무료건강검
기독청년의료인회원
지역조합원들
23,434명
진활동에서 지역사회의
1996.11
인천평화의료생활 협동조 의 출자금만
(7,539세대)
건강중진을 위한 보건
합
으로 운영
활동
활동가의 개
활동가 1명이 담장허물 활동가(김경민),
인적희생 이
5,800여명 1998.11 기를 통해 공목공원 조 인간과 마을, 행정, 대구사
후, 행정지원
성
랑운동시민회의
사업비
공지로 방치되어 있던 공
공용지를 마을마당으로
동작시청, 서
26,419명 1998년 조성하는 과정에 전문가 주민, 행정, 전문가
울시
가 주민참여의 필요성을
인식함으로 시작
북구청의 “아름다운 마
을만들기” 사업의 일환
14,818명
주민자치위원회, 행정, 전 북구청, 자부
2000년 으로 시작
(4,057세대)
문가
담
“시화(詩畵)가 있는 마
을”
북구청의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의
주민자치위원회, 행정, 전 북구청, 자부
19,023명
2000년 일환으로 시작
문가
담
(6,433세대)
“시화(詩畵)가 있는 마
을”

27,570명

이욱과 더불어 살고자
금샘사랑방문화클럽,
하는 주민들이 친목모
1993.1
아파트주민, 행정,
임을 만들어 아파트내
금정구자원봉사센터
의 축제를 개최

회원들회비,
특별찬조금,
알뜰장터 등
의 수익금, 일
부 외부협찬

자료 : 국토연구원. 2006.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국제세미나. pp. 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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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소재지

면적

재
개
발
•
재
건
축
지
역

상
업
지
역

서울시
노원구
28,908
중계동
㎡
주공4단지
아파트

동기

참여주체

녹색서울시민위
원회
서울동북여성민
우회

120세대

금호•행당•하왕지역
재개발과정에서 가이주단 기획단, 도시연구소,
1993년 지를 조성(1993)하고, 기획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주민모임 ‘논골 작
단 중심으로 활동 전개
은 환경모인’

녹색서울시민위
원회의 시정참여
사업 지원금과
자체예산(6;4)

가이주
단지일
대

관악
13 주민연
대

서울시
관악구

526,463명
지역빈민운동으로 시작하 관악주민연대,
70년대
29.57㎢ (196,692세
여 90년대 이후, 재개발사 관악사회복지,
대)
업에 대응하는 활동 전개 관악주민신문사

부산
14 연제구
물만골

부산
철거투쟁을 통해 다져진
연제구
물만골공동체
약
약 1500명 80년대 결속력으로 1997년 아파트
연산2동
시민단체‘연제공동
10만평 (430세대) 초- 방식의 대규모재개발에 반
산176번지
체’
대하는 물만골동체 출범
일대

홍대앞
놀이터
15
프로젝
트

서울시
홍익대앞
(서교동,
동교동,
상수동)

대구
16 약령시
장

대구시
중구
남성로
일대

18

인천시
부평구
문화의
거리

부평
문화의
거리

송파구청, 부녀회

680세대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
행당동,
하왕동
일대

2.73㎢

재원마련

서울 동북여성민우회가 환
경운동의 일환으로 서울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시
1998년
주민, 시민단체
정참여사업이었던 녹색아
파트 만들기를 추진하면서
시작

금호•행
당•하왕
12 지역
송학마
을

47,902명

서울시에서 월드컵을 맞아
지역행사 지원에 대응하여
2001년
공간문화센터가 포럼구성
과 놀이터프로젝트를 기획

홍대신촌문화포럼(공
간문화센터, 지역상
인연합회, 문화예술
집단, 실무자, 전문
가, 구청관계자)
지역작가들의 미술
네트워크

개인회원들의 회
비
실업극복국민운
동위원회로부터
사업예산지원
자체예산(주민 후
원금, 수익사업,
행사후원금등)과
외부 기탁금 및
찬조(6;4)

놀이터재정비:
행정지원금
활동경비:
외부기업이벤트
에 따른 협찬금

약령시보존위원
경제침체, 대형백화점 등에
3.645㎡ 350여개
(사)약령시보존위원 회 기금, 행정 보
의한 상권위축에 대해 약
(700m 한방관련 1978년
회 지역의 연구소(영 조금 시설설림령시부활추진위원회를 조
도로)
업소
남대),행정
법인:대구시(5:5)
직, 활성화활동 전개
축제-(8:2)

서울
광진구
광진구
17
8,085㎡
로데오 로데오거리
거리

170

시작

분양되지 않은 아파타의
지하상가 공간이 청소년의
비행장소로 이용되면서 문
5천여세대 1992년
주민, 행정
제해결을 위해 주민들이
빈 공간을 문화공간으로
바꾸면서 시작

서울시
송파구
송파구
올림픽
10
방이동
선수촌
올림필선수
아파트
촌아파트

노원구
중계
11
주공아
파트

인구

128명상가
서울시, 시정개발연
(건물주
기성시자기 환경개선을 위
구원, 광진구, 도시 서울시, 한전외 7
40명,
1998년 한 시범가로로 선정된 계
연대, 민가단체협의 개 업체등
점포주
기로 시작
체등
88명)

외국
270m
주변
(폭17m 99개 업소 1996년
권의
)
들의

대형마트의 등장과
지하철 개통으로 상 부평구, 개발협의회,
부평구, 자부담
위축을 염려한 상일 번영회
계기로 시작

사례

19

역
사
문
화
보
전 20
지
역

도
시
25
계
획

시작

동기

참여주체

재원마련

시민단체(공간문화센
터, 도시연대, 문화연
서울시가 주민참여 대), (사)종로북촌가꾸
12.835명 2000.10 한옥 마을가꾸기 대 기회, 한옥사랑시민모 행정 지원금
책 수립하고 유도
임, 북촌문화포럼, 서
울시정개발연구원, 행
정

문화공간
‘다
문’에서 재정지
원, 참여자 기금,
수익사업

350여명

재정비-행정 지원
아산시와 국방부의
금
예비군훈련장 이전 외암민속마을보존대책
1997년
축제등-민간단체:
계획에 대한 주민들 위원회 아산YMCA
지자체:후원금
의 반대에서 시작
(5:3:2)

화천
강원도 화천군
용호리
549.8ha
간동면 용호리
마을

150명
(48세대)

강원도의 새농어촌
건설운동을 계기로
공무원의 노력과 외 주민, 자치단체(공무원
2000년
부전문가와 협력해 최수명), 행정, 전문가
사업마을에 선정되
면서 활성화

화천
강원도 화천군
토고미
상서면 대신리
마을

같은 군내의 용호리
마을의 새농어촌건
강원도 새농어촌
주민, 자치단체(공무원
80여가구 2001년 설운동 우수마을 선
건설운동 우수마
최수명), 행정, 전문가
정을 계기로 마을만
을 상금
들기를 추진

22

24

인구

쇠락해가는 지역에
전주교 전주시 완산구
‘문화공간 다문’ 전통문화사랑모임,
통
교통, 전동, 약275,00
약4,000명 1997.10 이 개설, 중심이 되 활동가, 환경운동가,
한옥마 풍남동3가
0㎡
어 우리문화를 보급 문화이론가
을
일대
운동 시작

21

지
역

면적

서울시 가회동,
원서동, 계동,
재동, 삼청동, 경복궁
북촌
화동, 소격동,
과
한옥마
안국동,
창덕궁
을
송현동,
사이
사간동,
팔판동

아산
외암리
마을

농
어
23
촌

소재지

충남 아산시
송악면
외암리1구

홍성
충청남도
문당리
홍성군
마을 홍동면 문당리

청주시
주민과
함께
만든
친환경
도시
계획

충청북도
청주시

4만여명

230ha

252명
(90세대)

마을주민이 친환경
녹업의 일환으로 오
주민, 마을지도자(주형
리농법을 하면서 시
1995년
로), 행정, 시민단체,
작, 친환경농업시범
전문가
마을에 선정되면서
활성화

강원도 새농어촌
건설운동 우수마
을상금, 농림부 농
촌관광마을가꾸기
수상 상금

자체예산, 농림부
환경농업시범마을
수상 상금, 환경부
자연생태우수마을
수상 상금, 홍성군
농업기술센터, 농
협, 홍성군청

청주시 도시기본계
특징: 공개적 의사
2000.9 획을 수립하면서 주 충북대도시계획연구실 경정체계도입, 전
274.31㎢ 56만9천명
민참여적방법을 사 청주경실련, 충북참여 문가워크샵 13회,
2001.12 용하여 도시계획을 자치시민연대, 청주시 공람전 공개의견
수립
수렵, 주민평가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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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P

․

P

․

E

․

N

․

D

․

I

․

X

부 록 Ⅲ - 지자체 도시계획 관련 주민참
여 현황(홈페이지 조사)
도시계획 부서
지자체 통합
홈페이지
홈페이지
구분
정보 시민 의견 정보 시민 의견
제공 참여 게재 제공 참여 게재

비고

시 홈페이지에서의 설문이나 토론 등이 활발하며, 도시계획 부서 홈페이지에서
5,000
는 정보만 제공하고 참여방법은 시 홈페이지나 각 구에서 운영. 특히, 천만상상
이상
오아시스와 연계하여 도시계획에 대한 시민 참여가 활발

서울

○

X

-

○

○

부산

X

X

-

○

○

134

시 홈페이지에서 고시 및 공고를 확인할 수 있으며 도시 홈페이지의 활용은 저
조함. 정관신도시에 관한 의견이 많음

인천

○

X

-

○

○

147

토론이나 설문조사를 통해 주민의견을 많이 반영하나 도시홈페이지에선 일반적
공지만 게제

대구

○

X

-

○

○

108

도시과 설문조사 항목이 존재하지만 활용을 안하고 있으며 시 전체 설문조사를
활용하고 있음. 각산 푸르지오 도로에 대한 의견이 다수

대전

○

X

-

○

○

96

실시간 토론회를 통해 최근 이슈 되는 것에 대해 주민 참여 유도와 의견 반영

광주

○

X

○

○

52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토론, 설문, 의견제시)이 있으나 활용이 안되고
공개도 안함.

울산

○

X

-

○

○

119

전자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자유롭게 게재할 수 있으나 활발하진 않음. 공고에
서면의견 제출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음

수원

X

X

-

○

○

105

도시과 홈페이지에서 법적 공지를 제외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음. 공고에 서면
의견 제출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음

성남

-

-

-

○

○

146

도시홈페이지가 없으며 시에서 통합적 공지 및 자료관리. 시민참여는 의견 제
출란이 있어 활발하지만 그 외엔 설문조사 밖에 없음.

고양

○

○

43

○

○

460

최근에서야 도시부서에서 고시 및 공고를 공지. 전체의견 제시는 시 홈페이지
에서 하나 설문조사나 토론 없음. 중앙로 착공에 대한 의견이 다수

부천

○

X

-

○

○

170

도시과 홈페이지에 민원부서실이 있으나 통합 운영되는 것임. 홈페이지에서 운
영하는 온라인공청회나 여론조사가 있지만 활용을 안하고 있음

용인

-

-

-

○

○

830

시 홈페이지에 설문조사 있지만 도시 관련된 설문 없음. 다른 방법의 주민참여
없음.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의견이 많음

안양

○

○

57

○

○

89

타 지자체와 비교하여 도시홈페이지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목록 있음. 최근
전자민원창구와 통합

※ 표 설명 : 표에서 ○, X는 도시계획 부서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에 ‘정보제공’, ‘시민참여’ 등에
대한 기능 유무를 나타내고, ‘의견게재’는 시민참여 기능을 통해 시민들이 도시계
획 관련 질의 또는 민원을 제기한 횟수를 표현하였고, 비고에는 지자체별 특이사항
을 정리함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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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통합 홈페이지
관련부서
구분
정보 시민 의견 정보 시민 의견
제공 참여 건수 제공 참여 건수

비고

-

○

○

139

주민제안을 홈페이지에서 직접 운영하지 않으며 자유토론방을 통해 주민의견
이 제시되지만 시에서 확인여부는 알 수 없음

X

-

○

○

84

설문조사 외에 정보에 대한 의견을 게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

10

○

○

91

도시홈페이지에는 법적의무가 있는 공지만 함.

-

-

○

○

48

도시계획에 관련된 도시과가 존재 하지 않으며 설문조사나 토론도 활발하지 않음

○

○

40

○

○

326

전체적 홈페이지 운영이 체계적이고 활발하며 정보전달이 빠름. 시민의 의견도 활발함

충주

X

X

-

○

○

95

도시 관련 홈피는 이용 안하고 있으며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함

제천

-

-

-

○

○

124

설문조사와 사이버 서명운동이란 것이 있어 시민의 참여 유도

천안

-

-

-

○

○

283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시 홈페이지에서 토론광장과 설문조사를 실시. 활발하진 않음

아산

-

-

-

○

○

114

인터넷 설문조사는 사용이 되고 있지만 토론방은 사용을 안하고 있음, 도시
슬로건 공모.거리 디자인 공모를 통한 주민참여를 유도

서산

-

-

○

○

52

정책토론방이나 설문조사 항목에 게시물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인터넷상으로 시
민참여가 없음

논산

X

X

-

○

○

67

시장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공개로 하지 않음. 도시홈페이지의 최근 자료
가 05년도로 활용을 안함

포항

○

○

-

○

○

207

도시 관련 홈페이지에 민원창구는 통합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주민의견을 게재
하여 참여 유도. 시에서는 시민에게 정보전달 부족.

구미

○

○

-

○

○

102

도시부서 홈페이지에서 정보제공이 체계적으로 되어있으며 참여광장이 있지만
통합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며 시민의 이용 부족

경주

○

○

45

○

○

133

시행정에 대한 참여를 온라인보다 오프라인으로 유도 , 시민아이디어 참
여가 활발

경산

○

○

-

○

○

98

도시과 홈페이지에 인터넷민원이 있으나 통합되서 운영되는 것임. 공지사
항에 도시관련정보가 아닌 것도 올라옴.

창원

○

X

-

○

○

280

시홈페이지에 시민 아이디어 모집'에 도시에 관한(새로운 도시계획개발수
립 제안, 무궁화도시 등등)의견을 게제

김해

X

X

-

○

○

180

법적의무가 있는 공지만 게제되어 있고 시민참여란에 도시계획에 관한
의견 없음

마산

○

○

-

○

○

154

도시홈페이지의 목록이 잘 정리 되어 있음, 참여마당이 있으나 시와 통합
운영되는 것임

전주

○

X

-

○

○

169

도시계획에 관한 시민의 의견이 적으며 설문조사나 찬반론도 활용이 안
되고 있음

익산

X

X

-

○

○

127

도시홈페이지 활용은 전혀 안되고 있음. 시홈페이지에선 설문조사나 의견
게제가 어느정도 활발

군산

X

X

-

X

○

113

도시에 관한 일반적인 공지는 함. 도시계획에 관한 공지나 의견은 없음

정읍

○

X

-

○

○

91

시에서 운영하는 시민아이디어 란 목록에 의견게제가 활발하고 설문조사
도 타도시보다 도시계획부분 활발함.

여수

-

-

-

X

○

103

계획에 대한 정보가 없으나 시민들의 의견은 게제 되고 있음.

순천

-

-

-

X

○

194

시민제안 공모를 하고 있지만 활용이 안되고 있는 상태. 계획에 있어서
전달내용 없음

목포

-

-

-

○

○

95

시민 제안이나 사이버 설문이 있지만 활용은 안되고 있음. 도시계획정보
에 알림이 부족
시민이 제안한 내용을 전부 비공개로 함. 계획관련분야 관한 알림이 없음

원주

-

춘천

X

강릉

X

동해

-

청주

-

광양

-

-

-

X

○

145

제주

○

○

23

○

○

79

서귀
포

○

○

12

○

○

91

174

도시홈페이지가 항목별로 잘 되어 있으며 활발함. 전자공청회를 통해 시
민참여
도시홈페이지가 항목별로 잘 되어 있으며 활발함. 인터넷신문고를 통한
시민 참여

A

․

P

․

P

․

E

․

N

․

D

․

I

․

X

부 록 Ⅳ - 주민참여 시스템 UI설계

1. 주민참여 GIS모형 웹 인터페이스 템플릿
주민참여 GIS웹 인터페이스 템플릿은 공통적으로 주민참여 GIS를 쉽게 적용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설계사양을 말한다. 즉, 도시계획과정의 주민참여 GIS를 도
입하는데 있어 공통적으로 필요한 정보설계 및 인터페이스 설계를 웹 인터페이
스 템플릿이라고 정의한다. 웹 인터페이스 템플릿은 주민참여 GIS서비스를 위한
정보유형과 웹 인터페이스 설계로 구성된다.
1) 서비스 정보유형 및 내용
5개 주민참여 모형도 템플릿은 4가지 정보제공 서비스 유형으로 구분하여 웹

인터페이스를 설계한다.
정보유형

정책정보

지리정보

서비스 내용

․도시계획과정에 대한 정책 및 관련제도 등으로 필요로 하는 기초정
보를 제공
․정책지역의 다양한 공간정보(또는 지도) 및 정책입안자 관점에서의
분석결과를 제공. 이때 공간정보는 속성과 해당 지역의 분석결과에
대한 분석기준 및 의사결정(투표 또는 설문 등)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함

계획(안)
대안정보
이론 및
사례정보

․계획(안)에 대한 이슈안건 사항들에 대한 대안을 주민들에게 제공,
이슈안건에 대한 대안 선택(투표) 실시
․관련연구결과 및 국내외 정책사례를 제시하여 정책추진의 목적과
사업의 개요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며, 이슈사항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공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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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비스 웹 인터페이스 설계유형
웹 인터페이스 설계유형에서는 일반정보제공형, 분석정보제공형, 의견작성형,
의견수렴형으로 구분하여 서비스 단계별로 설계한다.

인터페이스 유형

서비스 단계

기초정보제공
사업개요정보제공
일반정보제공형

적용내용

․도시계획과정의 도면 및 조서내용 제공
․도시계획현황 정보, 참조주제도정보 제공
․국내외 정책사례 및 판단근거 자료 제공

공람/결정고시

․도시계획 정책 및 관련제도 등 기초정보 제공

(평가안)제공

․결정고시 및 지형도면고시 내용 제공

계획(안)정보제공

․대안정보(예: 노선선정, 입지선정, 정비/개선,
용도지역․지구 결정등)

분석정보제공형

이슈사항 대안정보 ․의견제시
제공

분류코드(관심지점POI분류(행정구

역, 법정동, 지번도), 도시계획항목 속성정보
(도로, 공원, 주차장 등))제시

의견작성
의견작성형
추가의견제시
추천(찬성/반대)
의견수렴형
계획(안)선택

․용도지역/지구결정, 정비개선, 도시계획시설
폐지 등의 도시계회과정의 의견작성

․주민들의 제안요건사항 의견수렴
․도시계획(안) 수립 및 입안반영상의 의견수렴

(1) 일반정보제공형

주민참여 GIS웹 인터페이스 중 일반정보제공형은 주로 도시계획관련 정보제
공과 관련된 서비스단계에서 활용되며, 검색기능과 실시간 정보 알림기능 등 정
보 확인이 가능한 화면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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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정보제공형

주민참여 GIS웹 인터페이스 중 분석정보제공형은 기본적으로 맵 조작과 검색
기능이 가능하도록 구성하며, 도시계획과정에서 발생되는 이슈사항에 대한 대안
정보와 계획안에 대한 각종 공간 및 분석정보를 제공받는다.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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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작성형

주민참여 GIS웹 인터페이스 중 의견작성형은 사용자의 적극적 참여가 요구되
는 의견작성단계에서 활용되며, 스케치 기능 툴을 추가하여 작성의 편의를 도모
하고 작성된 도형정보에 대한 텍스트 정보입력이 가능하도록 구성한다.

(4) 의견수렴형

주민참여 GIS웹 인터페이스 중 의견수렴형의 경우 사용자의 정보선택 및 선택
의견을 바탕으로 한 통계정보 표시단계에서 활용된다. 투표기능을 통해 선택정
보를 입력하고 바로 확인 가능한 통계정보 표현에 중점을 두어 구성한다.

178

2. 주민참여 GIS 프로토타입 모형별 시나리오
(1) 서비스 단계별 가이드 구성

주민참여 GIS서비스 프로토타입 5개 모형도별로 내용구성에 따라 전체 서비
스에 대한 가이드를 구성한다. 서비스 단계별로 사용자가 각 페이지의 내용영역
상단에 고정된 위치에서 표현 가능하도록 구성되어야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위치가 조정될 수 있어야 한다. 눈에 띌 수 있는 곳을 선택하여 사용자가 내용구
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략하게 구성되어야 하며, 참여방법에 따라서 정확
히 사용자에게 전달될 수 있어야 한다.

(2) GIS기반 웹인터페이스 시나리오 구현

주민참여마당 Main화면은 상시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한다. 참
여마당 Main은 참여하고자 하는 지역과 사업을 선택하게 되면 각 사업 참여마당
메인 페이지로 이동하여 도시계획관련 계획안 정보들을 주민들에게 제공한다.
제공된 정보에 대해서 주민의견 청취 및 투표를 실시한다.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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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시 의견제시 모형

Depth

주민참여마당 > 정보광장 > 도시계획현황

Task

기초자료 제공

주민참여마당Main화면에서「정보광장」화면으로 이동하게 되면 주민이 제안
할 행정구역 단위별로 선택한 필지정보를 팝업형태로 주민들에게 제공하고,「의
견작성」버튼을 클릭하면 주민참여 의견작성 페이지로 이동하게 된다.

180

Depth

주민참여마당 > 주민제안만들기 > 의견제안하기

Task

의견서 작성

상시의견작성 시 로그인을 하지 않은 주민은 작성자와 비밀번호를 기입하고
주민 제안 의견을 작성한다.
제안할 구역범위에 그림 그리기 도구를 사용하여 지도이미지 파일을 저장하
고, 개인 파일(동영상 및 사진)들을 첨부하여 의견서를 작성하고 도시계획시설현
황별, 지역별 카테고리를 분류하여 의견서를 작성한다.

Depth

주민참여마당 > 주민제안만들기 > 의견제안하기

Task

의견서 게시판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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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게시물을 검색리스트(도시계획시설분류, 지역분류)를 통해 검색/조회
하고 조회한 상대주민의견 내용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
며, 또한「등록」버튼을 클릭하여 주민의견을 작성할 수 있고, 「 RSS」버튼
클릭 시 해당 개인 사이트 및 개인PC 즐겨찾기로 등록하여 상시 업데이트된 내
용을 상시적으로 찾아가 볼 수 있다.

Depth

주민참여마당 > 주민제안만들기 > 의견제안하기

Task

RSS

「 RSS」클릭 시 피드 된 주민 의견작성 내용을 최신의 업데이트된 내용으
로 받아 볼 수 있고 개인 PC 및 해당 사이트에 등록한다.

Depth

182

주민참여마당 > 주민제안만들기 > 의견제안하기

Task

의견서 작성

상대주민이 제시한 의견내용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발생 시 찬성/반대투
표를 실시하고 의견서를 작성한다.

Depth

주민참여마당 > 주민제안만들기 > 의견제안하기

Task

의견서 게시판

도시계획안으로 제안한 주민들의 의견을 카테고리별(도시계획시설분류, 지역
분류)로 구분하고 검색 및 조회하여 의견서를 작성한다.

Depth

주민참여마당 > 주민제안만들기 > 의견제안하기

Task

의견서 작성

상대주민이 제시한 의견내용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발생 시 찬성/반대투
표를 실시하고 의견서를 작성한다.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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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th

주민참여마당 > 주민제안만들기 > 의견제안하기

Task

우수제안보기

조회 수 또는 찬성투표 수가 많은 안건내용들을 우수제안보기 게시판에 등록
하고 등록된 내용을 조회하여 의견서를 작성한다.
② 상시 정보제공 모형

Depth

184

주민참여마당 > 정보광장 > 고시/공고

Task

정보제공

상시정보알림 모형에서는 상시의견제시에서 올라온 안건사항 및 도시계획과
정의 결정고시 등 등재 시 이와 관련된 정보를 관계자에게 통보한다.
관심지역범위(Area Of Interest, AOI)안에 등록되어 있는 관계자(일반주민 및
이해당사자)에게 관련정보를 이메일 및 SMS메시지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계획안 참여모형
Depth

주민참여마당 > 계획 참여하기

Task

계획안 정보

계획 참여하기에서 사용자 실명인증 로그인을 통해 접속한다. 참여하고자 하
는 도시계획(안)사업들에 대해 이슈사항 정보들을 제공하고, 사업소개는 참여
하는 주민들이 알기 쉽도록 가능한 해석하기 쉬운 용어로 정의하여 정보를 제
공한다.
도시계획에 관련 진행중인 계획안 내용을 보고 지도화면「자세히 보기」를 클
릭하게 되면 계획(안)정보 페이지로 이동한다.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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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실시 및
Depth

주민참여마당 > 계획 참여하기 > 계획안 참여하기

Task
의견서 작성

이슈사항별 대안들에 대해서 투표를 실시하고 의견작성란으로 이동하여,
「 RSS」에 도시계획안을 해당 개인 사이트 및 개인PC 즐겨찾기에 등록하여
최신의 업데이트된 내용으로 찾아가 볼 수 있다.
“계획안 의견현황”은 주민이 작성한 계획안에 대해서 의견내용들을 열람할 수

있고 열람한 내용들에 대해 의견서를 작성하여 등록할 수 있다.

Depth

186

주민참여마당 > 계획 참여하기 > 계획안 참여하기

Task

RSS

「 RSS」클릭 시 피드 된 계획안 내용을 최신의 업데이트된 내용으로 받아
볼 수 있으며, 개인 PC 및 해당 사이트에 등록함

Depth

주민참여마당 > 계획 참여하기 > 계획안 참여하기

Task

의견서 작성

주민이 선택한 계획안에 대해 의견서를 작성하는 단계로서 지도를 클릭하면
팝업형태로 지도화면이 보이게 되고 원하는 지점에 그림 그리기 도구를 활용하
여 구역을 설정하고 저장한다.

Depth

주민참여마당 > 계획 참여하기 > 계획안 참여하기

Task

의견서 작성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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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제안할 구역범위에 지도이미지 파일을 저장하고 개인이 제작한 동영상
및 사진 등 기타 파일들도 함께 첨부하여 의견서를 작성한다. 도시계획시설현황
별, 지역별 카테고리를 분류하여 의견서를 작성한다.

Depth

주민참여마당 > 계획 참여하기 > 계획안 참여하기

Task

의견서 작성

상대주민이 제시한 의견내용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발생 시 찬성/반대투
표를 실시하고 의견서를 작성한다.

Depth

188

주민참여마당 > 이슈/설문조사

Task

이슈 설문조사

주민이 참여한 도시계획안 투표 통계현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으며「투표하
기」클릭 시 관련 이슈안건사항들을 선택할 수 있는 팝업형태가 나타나면, 이슈
안건을 선택하고「투표하기」버튼을 클릭한다.

④ 주민의견 청취모형

Depth

주민참여마당 > 계획 참여하기 > 주민의견청취

Task

계획안 정보

도시계획 업무담당자가 등록한 계획안에 대해 사용자 실명인증 로그인을 통
해 주민이 참여한다. 계획안 내용은 참여하는 주민들이 알기 쉽고 해석하기 쉬
운 용어로 정의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업무담당자가 제안한 도시계획안 정보를
보고 지도화면「자세히 보기」를 클릭하게 되면 계획(안) 상세정보 페이지로
이동한다.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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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th

주민참여마당 > 계획 참여하기 > 주민의견청취

Task

계획안 상세정보

도시계획 업무관리자 등록한 상세 계획안 정보를 주민들이 받아볼 수 있으며,
“의견현황”은 주민이 작성한 계획안에 대해서 의견내용들을 열람하고 열람한 내

용들에 대해 의견서를 작성하여 등록할 수 있다.

Depth

주민참여마당 > 계획 참여하기 > 주민의견청취

Task

의견작성

주민이 선택한 계획안에 대해 의견서를 작성하는 단계로서 지도를 클릭하면
팝업형태로 지도화면이 보이게 되고 원하는 지점에 그림 그리기 도구를 활용하
여 구역을 설정하고 저장한다.
190

Depth

주민참여마당 > 계획 참여하기 > 주민의견청취

Task

의견작성

주민이 제안할 구역범위에 지도이미지 파일을 저장하고 개인이 제작한 동영상
및 사진 등 기타 파일들도 함께 첨부하여 의견서를 작성한다. 도시계획시설현황
별, 지역별 카테고리를 분류하여 의견서를 작성한다.

Depth

주민참여마당 > 계획 참여하기 > 주민의견청취

Task

의견 게시판

도시계획안으로 제안한 주민들의 의견을 카테고리별(도시계획시설분류, 지역
분류)로 구분하고 검색 및 조회하여 의견서를 작성한다.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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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공고 및 공람모형

Depth

주민참여마당 > 계획 참여하기 > 온라인 공고/공람 Task

결정고시

웹상에 등록한 결정고시 내용을 지역별 업무별로 선택하여 검색하고 진행중인 온라
인 공고/공람 내용을「자세히 보기」버튼을 클릭하면 상세 페이지로 이동하게 된다.

Depth

주민참여마당 > 계획 참여하기 > 온라인 공고/공람

Task

상세정보

열람함 상세공고내용에 대해 주민들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의견현황”
을 통해 주민들이 제시한 의견내용들을 열람할 수 있다.
192

Depth

주민참여마당 > 계획 참여하기 > 온라인 공고/공람 Task

의견작성

주민이 제안할 구역범위에 지도이미지 파일을 저장하고 개인이 제작한 동영상
및 사진 등 기타 파일들도 함께 첨부하여 의견서를 작성한다. 도시계획시설현황
별, 지역별 카테고리를 분류하여 의견서를 작성한다.

3. GIS기반 주민참여 모형 시범시스템 구현기능
시범 시스템은 구체적인 시스템 기능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기술
을 테스트해 보는 단계로서 주민참여 GIS의 특성상 GIS에대한 지식이 미비한 일
반인을 대상하기 때문에 더 많은 연구와 수정이 요구되므로 이에 활용성 테스트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실제 주민참여 GIS시범 서비스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Depth

주민참여마당

Activity

주민참여마당 Main

메인화면에 접속

참여마당 Main

제도적 주민참여 단계

상시의견작성

준제도적 주민참여 단계

공지사항

공지알림

설명
 기본페이지로 메뉴, 검색, 로그인창, 이용약관 사
이트맵 등 주요내용을 제공
 계획안 작성. 주민의견청취, 공고 및 공람 평가
및 의견제시 단계
 상시의견작성 단계
 주민참여일정 및 기간, 결정고시, 계획(안), 안건
등재 등의 정보를 알림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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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th

Activity

설명

준제도적 주민참여 단계

 상시정보제공 단계
 AOI등록기능을 통해 관심지역을 등록한 사용자
에게 이메일 및 SMS메시지로 통보

AOI분석
게시판
자료실
도시계획
기초자료정보
자료검색

지도창

상시
단계

의견서 작성

상시의견 게시판

유사 의견 분류/취합

참여마당 Main

참여지역

사업개요정보
계획
단계

지도창

Q&A 등의 게시판에 글을
등록/검색

 해당게시판에 등록된 자료를 조건에 맞게 검색하
고 다운로드
 민원을 신청하거나 주민이 제안할 수 있도록 참
도시계획관련 기초자료를 제공.
고할만한 공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기초자료정보를 검색
 주민이 원하는 참고자료를 검색한다.
확대/축소/이동
 사용자 시스템 주 화면으로서 지도에 대한 기본
지도전체보기.
조작 등의 기본기능과 Tool Tip기능 등을 제공한
이전/다음 영역으로 이동
다.
거리를 측정/면적측정/지도회전
이미지로 저장/인쇄
 화면의 지도이미지를 저장하거나 인쇄
돋보기창
 사용자가 원하는 공간만을 확대
Feature를 선택/해제
 지도상의 공간정보를 선택/취소하는 기능
 작성하고자 하는 지역의 위치를 선정
위치/속성별 분류
 지도의 참조주제도별 속성정보 레이어를 지정
POI지정
 작성하고자 하는 위치에 POI지정
 의견작성 시 그림을 그려 새로운 구간을 선택할
맵 스케치 노트
수 있고 선택한 구간의 의견을 강조
 맵 스케치 노트 그림 자동 첨부
자료첨부
 본인이 제작한 그림 또는 사진 첨부
맵 스케치 노트  주민이 제안한 의견들과 지도 이미지를 확인
작성의견보기
 작성한 의견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의 입장에
추가 의견서 작성
서 의견를 제시
 업무담당자가 주민이 제안한 내용들 에 대해서
자동 유사의견 분류/취합
유사의견을 자동으로 분류/취합
 업무담당자가 주민인 제안한 내용들을 검토하여
수동 유사의견 분류/취합
분류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수동으로 분류/취
합
회원가입
 참여자들이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 회원가입
로그인
 참여자들이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 로그인
회원정보 수정
 회원정보가 변경돼 수정
전체 지도보기
 전국도 지역의 분포도를 보여줌
지역선택
 참여하고자 하는 지역의 위치를 선정
지역검색
 행정구역, 법정동, 지번도에 따라 분류
사업소개
 선택한 시군구지역의 해당 참여정보를 확인
 참여자가 선택한 시군구지역의 해당사업의 노선
예) 노선선정과정
선정과정 정보를 확인
 사업에 관련된 타당성 평가, 상시주민의견내용 등
사업근거자료
의 자료를 분류하여 검색
확대/축소/이동
 사용자 시스템 주 화면으로서 지도에 대한 기본
지도전체보기.
조작 등의 기본기능과 Tool Tip기능 등을 제공한
이전/다음 영역으로 이동
다.
거리를 측정/면적측정/지도회전
이미지로 저장/인쇄
 화면의 지도이미지를 저장하거나 인쇄
돋보기창
 사용자가 원하는 공간만을 확대
Feature를 선택/해제
 지도상의 공간정보를 선택/취소하는 기능
자료검색/다운로드

범례보기
계획(안)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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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 등의 게시판에 글을 등록하거나 검색

계획안 개요

 사용자가 지정한 공간 및 속성정보 레이어를 보
여줌
 계획안에 대한 분석개요를 확인

Depth

Activity
계획안 대안보기
RSS링크

대안선택

대안선택
POI지정

대안 의견작성

맵 스케치 노트
자료첨부

대안의견 게시판

추가 의견서 작성

 작성한 의견에 대해서 의견를 제시

최종 계획(안) 보기

 해당사이트에서만이 아닌 타사이트에서 원격으로
댓글 전송
 최종 선택한 계획(안)에 대한 통계현황정보를 확
인
 계획(안)에 대한 정보 및 지도를 확인

RSS링크

 콘텐츠 갱신이 자주일어나는 사이트에 RSS를 등
록

POI지정

 작성하고자 하는 위치에 POI지정

맵 스케치 노트
자료첨부

계획안 게시판

 의견작성 시 그림을 그려 새로운 구간을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한 구간의 의견을 강조
 맵 스케치 노트 그림 자동 첨부
 본인이 제작한 그림 또는 사진 첨부
 먼저 참여하여 작성한 의견들과 이미지를 확인

선택안 보기

계획안 의견작성

 작성하고자 하는 위치에 POI지정

맵 스케치 노트 작성의견보기

Trackback전송

참여의견 작성

설명
 대안개요정보를 확인하고 계획안과 대안의 공간
정보를 확인
 콘텐츠 갱신이 자주일어나는 사이트에 RSS를 등
록
 계획(안)정보의 대안들의 평가정보를 다시 확인하
고 선택

 의견작성 시 그림을 그려 새로운 구간을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한 구간의 의견을 강조
 맵 스케치 노트 그림 자동 첨부
 본인이 제작한 그림 또는 사진 첨부

맵 스케치 노트 작성의견보기

 먼저 참여하여 작성한 의견들과 이미지를 확인

추가 의견서 작성

 작성한 의견에 대해서 의견를 제시

Trackback전송
결정/고시
결정/고시
결정/고시 보기

 해당사이트에서만이 아닌 타사이트에서 원격으로
댓글 전송
 결정고시 및 지형도면승인고시 등 내용을 확인
 고시된 도시계획 도면을 확인

확대/축소/이동
지도전체보기.
이전/다음 영역으로 이동

 사용자 시스템 주 화면으로서 지도에 대한 기본
조작 등의 기본기능과 Tool Tip기능 등을 제공한
다.

거리를 측정/면적측정/지도회전
지도창

이미지로 저장/인쇄
돋보기창

결정 및 홍보
단계

Feature를 선택/해제

결정/고시 선택

의견작성

 화면의 지도이미지를 저장하거나 인쇄
 사용자가 원하는 공간만을 확대
 지도상의 공간정보를 선택/취소하는 기능

범례보기

 사용자가 지정한 공간 및 속성정보 레이어를 보
여줌

고시선택

 고시된 도면의 업무영역을 선택

POI지정

 작성하고자 하는 위치에 POI지정

맵 스케치 노트
자료첨부

 의견작성 시 그림을 그려 새로운 구간을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한 구간의 의견을 강조
 맵 스케치 노트 그림 자동 첨부
 본인이 제작한 그림 또는 사진 첨부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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