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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행정에서 정부기 들이 GIS를 바탕으로 한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시민들과의 양방향 화와 

열린 행정서비스를 확 하면서 cyber governance와 인터넷 GIS의 목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행정 리를 한 GIS’는 ‘cyber governance를 한 인터넷 GIS’로 환하고 있

고, 미래에는 인터넷 GIS를 토 로 한 cyber governance가 행정 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것이

므로 이 연구에서는 cyber governance와 GIS의 결합  활용방안을 제시함을 목표로 하고자 있다. 

이를 하여 이 연구는 우선 신공공 리 시 에서 cyber governance와 인터넷 GIS의 개념은 정의

하고, 둘째로 cyber governance의 속성과 인터넷 GIS의 속성과 양자간의 공통 을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cyber governance를 한 인터넷 GIS의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주제어: Cyber Governance, 인터넷 GIS, 행정 리, 신공공 리

ABSTRACT

As modern public administrations are constructing homepages based on GIS and enhancing public 

services through interactive communication with their citizens, cyber governance and internet GIS 

have been conglomerated more than before. As such, the transformation from ‘GIS for public 

management’ to ‘Internet GIS for cyber governance’ is in progress. In the future, cyber governance 

based on Internet GIS can be a new paradigm for public managemen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look 

for the applications of internet GISs for cyber governance. For this purpose, the study examines 

characteristics of cyber governance and internet GIS and analyses similarities between them. Based on 

this analysis, the study proposes various ways of applying internet GISs for cyber governance.

KEYWORDS: Cyber Governance, Internet GIS, Public Management, New Paradigm of 

Public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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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Cyber governance를 한 인터넷 사이트와 지리정보시스템
의 계

서    론

사이버 공간과 인터넷은 자정부, 자상

거래, NGO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되면서 우리 

사회에 큰 변화를 주고 있다. 특히 자정부 

부문에서는 cyber governance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행정 리의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다

(김석 , 2000; Bellamy와 Taylor 1998). cyber 

governance에서는 과거의 정치행정 행과는 

매우 다른 근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와 맥

을 같이하여 인터넷 GIS도 기존의 GIS방식과

는 차별된 개방형 근법을 사용하고 있다1). 

인터넷 GIS는 인터넷을 통하여 GIS를 구 하

고 있으므로 효율 으로 민주행정을 수행하는

데 도움을  수 있다. 기존의 GIS는 주로 지

하매설물 리, 토지정보시스템 등 행정내부수

요에 을 두고 발 해왔으나, 인터넷 GIS

는 GIS의 활용의 폭을 넓히는 새로운 시도로

서 cyber governance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것

이다(김 주, 1999; Greene 2000, 2001)2). 인터

넷과 GIS 양자간의 구체 인 결합 계는 그림 

1과 같이 도식화될 수 있으며(岡部 등, 2001: 

29), 이를 기반으로 한 cyber governance가 

진될 수 있을 것이다.

cyber governance와 인터넷 GIS를 결합함

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 인 실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 GIS는 cyber governance의 

고객 는 시민 지향성을 제고시킬 수 있고, 

둘째, 인터넷 GIS는 민주성과 효율성을 동시

에 달성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이다. 즉 cyber governance와 인터넷 GIS, 양

자가 상호보완 으로 결합된다면 행정의 민주

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새로운 

행정의 패러다임이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행정에서는 자체의 홈페이지를 구축하

여 시민들과의 양방향 화와 열린 행정서비

스를 확 하고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cyber 

governance와 인터넷 GIS의 결합  활용방안

에 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하여 이 연

구에서는 우선 cyber governance와 인터넷 GIS

의 개념을 정의하고, 둘째로 cyber governance

의 속성과 인터넷 GIS의 속성과 양자간의 공통



Utilizing Internet GIS for Cyber Governance
――――――――――――――――――――――――――――――――――――――――――――――――――――――――――――――――
70

을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cyber governance

를 한 인터넷 GIS의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Cyber governance에 하여

1. Cyber governance의 개념정의

cyber governance는 사이버공간(cyberspace)과 

가버 스(governance)의 합성어이다. 이 연구에

서는 cyber governance를 인터넷 등 가상공간 

속에서 정부와 시민의 력 계를 토 로 한 

새로운 행정 리방식으로 정의하고 있다. 통

행정 리는 신공공 리(new public management) 

→ governance → cyber governance로 발 해왔

다. 통행정 리는 Weber의 료제, Taylor의 

과학  리론, Gulick의 POSDCORB 등을 

심으로 효율성과 합리성을 추구하는 20세기 

반의 정부주도형 리방식이다. 이와는 다르

게 20세기 후반에 등장한 신공공 리는 경쟁

도입에 의한 구조조정, 정부 신, 재구조화 등

으로 작은 정부와 민주행정을 지향하고 있다. 

신공공 리에서는 NGO와 시민단체운동 등 새

로운 정치행정 환경변화를 수용하면서 열린 

공공 리방식으로 governance를 제시하고 있

다. governance의 개념은 합법성, 책임성, 능

력, 법 존 과 인권보호 등 다양한 개념을 내

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와 시민간의 

계를 포함한 폭넓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governance는 21세기의 정보통신 명, 

인터넷의 성장, 사이버 공간을 포용하면서 

cyber governance로 개되고 있다. cyber 

governance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기반으로 국

민과 상호교류하면서 정부의 통치행 를 추구

하는 것을 의미한다.

2. Cyber governance의 속성

cyber governance는 자정부, 사이버 민주

주의, 정보민주주의, 텔 민주주의, 자민주주

의 등 다양한 개념들과 련되어 있으며, 이들 

개념들은 우선 공개성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즉, 보다 나은 governance는 시민들이 내부 

행정정보에 보다 근하기 쉬운 공개된 공공

기 에 의해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Demchak 등(2000)에 의하면, 공개성은 ‘조직

이 자유롭고 보편 으로 자신의 속성에 한 

모든 포  정보를 제공하고 모든 주요 공공 

청취자에게 직 으로 즉시의 커뮤니 이션

을 유지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공개성이란 시민들에게 진실된 조직정보에 

근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Gentot, 1994) 

는 시민들이 기 의 업무에 한 정보에 보다 

많이 근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Gruber, 

1987). 

둘째로, cyber governance는 투명성과 상호

성을 동시에 지향한다. Demchak 등(2000)에 

의하면, cyber governance는 인터넷을 통한 

조직 공개성의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투명성과 상호성을 통해서 달성될 수 있다는 것

이다. 투명성은 ‘공공기 이 자신에 하여 제공

하는 정보’를 말하며, 상호성은 ‘이 정보에 근

하기 용이함’을 뜻한다. 투명성에는 사이트 소유권

(site ownership), 속정보(contact information), 

조직/운 정보(organizational or operational 

information), 시민결과(Citizen consequences), 

참신성(freshness)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성에는 

소유권(ownership), 속성(reachability), 조직/운

정보(organizational or operational information), 

응성(responses) 등으로 구성된다3).

인터넷 GIS에 하여

1. 인터넷 GIS의 개념정의

인터넷 GIS는 인터넷을 통해 공간분석에서 

시민과 정부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정보시스템으로 정의된다4). 인터넷 GIS는 

1993년 Xerox Palo Alto Research Center(PARC)

가 상호정보교환 시험의 일환으로 웹 페이지에 

지도를 올림으로서 시작되었다(Harder,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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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명칭 기본 목표 활용 역 홈페이지주소

Delaware 기본권  평등성 직업안  노동시장 www.oolmi.net/Career_Directi

ons.asp

Tacoma, WA 효율성  경제성 부동산, 재산세 리, 지역경제

발  

www.wiredcityusa.com

Fayetteville, AR 민주성  평등성 Fay Gis 선거활용, 용도구역검

색, 학교 거리 등 기본검색 

www.faygis.org

Greene, Ohio 효율성  경제성 지 , 부동산 재산세 리 www.co.greene.oh.us

Yavapai, AZ 민주성 민주주의 선거 리 www.co.yavapai.az.us

Douglas, Oregon 경제성  효율성 지역경제발 , 주택산업, 자연

 

www.ur-cog.cog.or.us

Sacramento, CA 평등성  민주성 용도구역, 학교, 범죄, 부동산, 

주민자치센터, 지역서비스 

citymaps.cityofsacramento.org

자료: R. W. Greene(2001)

표 1. 미국에서 인터넷 GIS의 활용 역

그후 1997년에 ‘Xerox PARC 지도보기’는 4년

간의 서비스를 단하게 되었으나, 그 동안 수

천의 지도서버의 실 을 가져왔다. 최 의 인

터넷 지도사이트로서 필요한 기능을 제공하기

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때에는 Java와 같은 

형식이나 인터넷 문 로그램 언어가 존재

하지 않았다. 기 홈페이지는 일련의 링크와 

함께 순수하게 HTML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인터넷 GIS는 기존행정 리에서 사용하는 

방식과는 차별된 근법으로서 고객지향  성

향과 신속한 행정업무의 처리, 정확한 의사결

정의 지원 등으로 행정효율성을 극 화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각 을 받고 있다. 최근 들

어 인터넷에서 GIS를 구 할 수 있는 정보통

신기술이 개발됨에 따라 향후 행정 리 반

에서 GIS의 향이 지 할 것으로 기 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담당자와 시민들

이 인터넷 GIS를 통해 지도정보, 공간정보, 속

성정보에 24시간동안 근할 수 있게 됨으로

써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

을 결정하는 의사결정, 토지사용, 각기 다른 

정부 략의 결과와 향을 평가 등이 가능하

게 되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행

정업무를 효율 으로 수행하기 하여 인터넷

에 자지도를 올려놓고 이를 활용하여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행정정보시스템을 운 하고 

있다5). 

미국의 경우를 보면,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인터넷 GIS는 다양한 역에서 실질 으

로 활용되고 있다. 를 들면 미국의 Ohio주 

Greene County에서는 지 정보, 부동산정보 

등 지역경제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 리를 

인터넷에서 구 하여 효율성과 경제발 에 기

여하고 있다(www.co.greene.oh.us). 여기에서

는 부동산 치검색, 소유주 검색, 매매부동산 

리스트의 확보 등이 가능하여 인터넷을 통하

여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진다. 

이 외에도, 환경과 련하여, 주택  도시

발 부(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는 평등한 주택공 과 환경보호

를 하여 웹 GIS(www.hud.gov/emaps)를 활

용하고 있고, 콜로라도주의 USGS Rocky 

Mountain Mapping Center에서도 환경보호를 

목 으로 GeoMAC 산불 리시스템을 운 하

고 있다(wildfire.usgs.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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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터넷 GIS의 속성

인터넷의 발 과 더불어 GIS는 Web GIS 

는 Internet GIS 등의 이름으로 가상공간으

로 이동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인터넷 GIS의 

속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 GIS는 동

이다. 인터넷 GIS는 분산시스템으로서 데이터

베이스와 응용 로그램의 리자가 이를 업데

이트하면 변경된 내용이 인터넷을 통해 모든 

사용자에게 연결되도록 한다. 이로서 데이터와 

소 트웨어를 항상 새롭게 유지해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한 인터넷 GIS는 성

상이나 행정서비스정보 등을 실시간에 연결할 

수 있는 장 을 갖고 있다.

둘째 인터넷 GIS는 상호작용 이다. 인터넷 

GIS는 이질 인 환경에서 GIS 사용자 집단간 

GIS 데이터와 기능, 응용 로그램에 근하고 

공유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이를 하여 데

이터 포맷, 데이터 교환, 데이터 근에 한 

표   GIS 분석 컴포 트의 표 사양 등을 

기 로 서버-클라이언트간 상호작용을 강조한다.

셋째 인터넷 GIS는 통합 이다. 인터넷 

GIS는 인터넷을 통해 공간자료와 속성자료를 

교환하고 분석하고 처리하는 통합정보시스템

으로 발 하고 있다. 인터넷 GIS는 비디오, 오

디오, 지도, 텍스트, 방송 등의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동일한 웹 페이지로 통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 다. 이로써 GIS의 내용과 

리젠테이션을 더욱 풍부히 제공하여 정확한 

의사결정과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가능하게 하

는 통합시스템의 구축이 가능하게 된다.

Cyber governance와 인터넷 

GIS의 공통  분석

행정 리를 한 GIS에서 cyber governance

를 한 인터넷 GIS로 환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공통 을 토 로 하고 있다.

첫째, cyber governance와 인터넷 GIS는 

사이버 공간을 기 로 한다는 이다. cyber 

governance에서는 정부와 시민의 계가 실

공간 는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진다. 인터넷 

GIS는 행정실무자 는 일반 시민들이 가상공

간에서 수치지도와 행정통계자료, 사회통계자

료 등 속성자료를 결합하여 분석함으로써 신

속하고 정확하게 행정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장 을 갖고 있다. 사이버 공간의 등장이 

기존의 정부와 시민간의 계에 변화를 가져

왔으나, 지 은 반 로 정부가 시민과의 계

를 원활하게 하기 하여 사이버공간을 극

으로 활용하는 단계에 돌입하고 있다.

둘째, cyber governance와 인터넷 GIS는 

시민지향  속성을 갖고 있다. cyber governance

는 내부 인 행정 리보다는 외부 행정 고객

인 시민의 의사반 과 계조정에 더욱 큰 

심을 갖고 있고 정부와 시민의 계를 강화하

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하여 사이

버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다. 인터넷 GIS도 마

찬가지로 기존의 GIS와는 다르게 시민의 GIS

에 한 근과 이해를 증진시키기 하여 시

민들에게 정보를 개방하는 것을 제로 개발

된 것이다. 

셋째, cyber governance와 인터넷 GIS는 

정부와 시민의 상호작용을 강조한다. cyber 

governance와 인터넷 GIS는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 상호작용을 기 로 한다. cyber governance

에서는 인터넷 e-mail을 통한 민원을 수하고 

처리하는 사이버 민원실, 국민과 직  화를 

나 는 사이버 화방 등을 통해 의견을 교환

한다. 특히 정부정책의 결과에 하여 찬반논

쟁을 환류하여 직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터넷 GIS도 서버와 클라이

언트간 정보의 원활한 교환을 제로 한다. 고

객이 쉽게 서버에 속하여 정보를 받을 수 있

는 근성과 상호작용을 강조하고 있다.

넷째, cyber governance와 인터넷 GIS는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cyber governance에서

는 기존의 수직 인 Weber의 료제 모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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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탈피하여 인터넷 가상공간에서 수평 인 

네트워크 계에서 통치를 행한다6). cyber 

governance와 인터넷 GIS는 상하 지배-종속 

계가 아니라 수평  력 계를 토 로 구

축되어 있다. 인터넷 GIS도 기존의 GIS와는 

다르게 분산되어 있는 지리정보를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통합시스템을 지향하고 있다. 최근의 

ESRI의 지리 네트워크는 이를 반 하고 있다.

Cyber governance를 한 인터넷 

GIS의 활용방안 

인터넷 GIS가 활용되는 역은 표 1과 같

이 다양하지만, 인터넷 GIS가 특히 cyber 

governance에 기여할 수 있는 역은 다음과 

같다. 

1. NGO  지역 커뮤니티 활동에서의 활용

형식 이고 권 인 기존의 조직과는 다

르게 네트워크 조직에서는 각 개인이 아이디

어를 창출하고 홍보하여 공동의 심을 가진 

사람이 참여하며 공동의 연구 으로 결성될 

수 있다. 여러 가지 이슈 집단을 이끌어 가는 

리더들이 모여 지방자치단체마다 가상 커뮤니

티를 구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7). 인터넷은 디

지털 도시와 같이 가상 커뮤니티에 활용될 수 

있으며 가상 커뮤니티를 통해 정부-시민 상호

작용은 더욱 진될 수 있다. 향후에는 정보통

신망을 통한 가상공간 속에서 지방자치와 지

방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 공

간  제약과 시간  제약은 자연스럽게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다8). 인터넷 GIS를 기반으로 

한 가상 GIS 커뮤니티에서는 네트워크 구조가 

형성됨으로써 자유로운 참여와 탈퇴가 보장되

어 있다. 더구나 인터넷 GIS를 기반으로 시민

들이 자치구역내 행정기 들에 한 평가를 

하고 평가결과를 공개하면 지역 표성이 확보

되어 민주행정은 크게 신장될 수 있다. 로서 

미국 Fayetteville의 GIS가 주민자치센터에 활

용되는 것과 같이 활용 역은 매우 다양하다. 사용

자들은 세부 버튼을 선택하여 스스로 편집하고 인

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www.faygis.org).

 

2. 선거 리에서의 활용

선거 리에서 인터넷 GIS의 활용은 선거공

무원이 투표용 컴퓨터를 통제하는 방식과 유

권자들이 가정, 직장, 학교, 공공도서  등에서 

자유롭게 투표하는 방식으로 나  수 있으며 

이 방식들은 시민들의 선거인식도와 투표참여

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특히 인터넷 GIS을 

인구 센서스 등 사회통계자료와 결합하면 선

거 리에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표성을 지리

으로 단할 수 있고, 이를 인터넷 GIS를 

통해 시민들에게 달함으로써 정치구역의 재

편성에 활용할 수 있다. 로서 미국에서는 

2000년 센서스 자료를 활용하여 각 주 정부에

서는 시민들의 표성을 제고하기 하여 선

거구역을 재편성하고 있다(Arc News, 2000). 

 다른 로서 슬로바키아는 그래 , 차트, 

지도 등 7개의 포맷으로 1998년도 슬로바키아 

총선거의 결과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개설하

다(Arc New, 1999/2000). 데이터는 슬로바

키아 통계실에서 제공하 고 지도와 이차트

는 선거지역별로 정당의 득표수와 득표율을 

시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 Yavapai County 

홈페이지에서는 선거 리 GIS를 직 활용하고 

있으며 사용자들은 지역과 구역을 선택하여 클

릭만 하면 된다(www.co.yavapai.az.us).

3. 고객지향행정에서의 활용

인터넷 GIS는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는데 도움을  수 

있다. 행정고객과 련된 지역정보분석은 고객

의 근성, 신속한 서비스의 달에 필요한 고

객지향행정의 기본 틀이며, 이를 인터넷 GIS

는 가능하게 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리정보

시스템이 성공 으로 구축되고 활용되면 지역

특성에 맞는 행정수요 측과 지방정책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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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된다. GIS는 지리  요소를 고려함으로써 

지역의 실정에 맞는 합리 인 의사결정을 지

원하는 수단으로서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행정 리의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특

히 지리  특성의 향을 많이 받는 지방자치

단체의 업무수행에서 GIS는 지리  특성을 고

려한 고객의 행정수요를 사 에 측하여 고

객의 취향에 맞는 차별화된 행정서비스를 제

공하는 고객지향 행정체제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민원 리에서 인터넷 GIS의 활용은 

공공정보에 한 근성을 향상시키고 상호작

용을 강화할 수 있다. 사이버 민원실의 운 에

서 인터넷 GIS가 도입되면 민원 리는 더욱 

효율 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미국의 를 들

면, Clark County의 온라인 서비스는 상호작

용  지역개발과 교통소통에 한 지도를 제

공하고 있다. 사용자들은 필지, 구획, 조사, 슬

로 , 구획화, 고고학  구역, 우선  서식지, 

습지, 홍수지역, 폭우하수도, 항공사진 등 10가

지 이어를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Saline 

County도 미시시피 학의 농업자원환경시스템

센터에서 GIS와 사회인구자료를 활용한다. 

GIS자료는 도로, 우물 등 인공시설물 정보를 

담고 있고 사회인구 통계자료는 1990년 센서

스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교통지도는 수하물

과 도로 로젝트를 보여 다. 사용자들은 세

부 버튼을 선택하여 스스로 편집하고 인쇄할 

수 있다. 특히 Cabarrus County에서는 지 정

보, 행정구역정보, 홍수지역정보, 선거구역정

보, 공원과 오락시설 등에 한 지리정보를 인

터넷에서 서비스하는 고객지향행정을 실천하

고 있다(www.co.cabarrus.nc.us). 

 

결    론

이 연구는 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동시

에 구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cyber 

governance와 인터넷 GIS의 결합을 모색하

다. 기존의 인터넷 GIS가 다양한 역에서 활

용되고 있으나, cyber governance를 한 인

터넷 GIS는 가상공간에서 국민과 정부의 력

을 토 로 1) NGO  지역 커뮤니티 활동에

서의 활용, 2) 선거 리에서의 활용, 3) 고객지

향행정에서의 활용 등의 역에서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재는 정부부문에 활용된 인

터넷 GIS가 기단계에 있으나, 향후에는 

cyber governance의 구 하고 새로운 패러다

임을 창출시킬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9). 인터넷 

GIS는 최 의 의사결정을 지원함으로써 행정효

율을 극 화시키는 수단으로 잠재력을 바탕으로 

cyber governance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하여 구체 으로 cyber governance를 

한 인터넷 GIS의 활용방안에 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토 로 cyber governance의 모

형을 개발하는 략이 요구된다.

▶ 주

1) 地理情報システムによる 町村土地情報

整備硏究 (2001: 12-16)는 GIS의 장래

는 범한 이용, 다양한 데이터베이스의 

통합화, 리얼컴퓨 으로 개되고 있으

며 이를 하여 데이터베이스의 정비  

표 화가 시 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Greene(2001)은 경제개발, 도시계획과 구

역조정, 환경모니터링, 법 집행, 자산평

가, e-city, e-community 등 다양한 

역에서의 인터넷 GIS를 소개하고 있다.

3) 투명성에는 다음의 5가지로 구성된다. 

① 사이트 소유권(site ownership): 정

부가 이 웹사이트와 어떻게 련되어 있

는가, ② 속정보(contact information): 외

부인들이 조직내의 개인과 직책에 근할 

수 있는가, ③ 조직/운 정보(organizational 

or operational information): 폭넓은 이

슈 네트워크에서 조직운  는 조직의 

역할에 한 정보, ④ 시민결과(citizen 

consequences): 시민들이 법률 는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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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에 동의하여 무엇을 하도록 요구되어 

지도록 지 하거나 도와  정도, ⑤ 참

신성(freshness): 사이트의 주제 페이지

가 얼마나 자주 변하는가를 검색하여 

정보가 최신인가에 한 것이다. 상호성

에는 다음의 4가지로 구성된다. ① 소유

권(ownership): 기 이 클릭하여 사용할 수 

있는 e-mail 주소를 제공하는가, ② 속

성(reachability): ③ 조직이 사용자에게 

내부 깊숙이 까지 다양한 스텝진들에 

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도, 조직/

운 정보(organizational or operational 

information): 사용자가 조직구조와 폭

넓은 이슈 역에서 그들의 길을 쉽게 

찾을 수 있는가, ④ 응성(responses): 

시민결과의 정보에 한 근이 상호작

용 인가 는 결과가 시민들이 검토하

고 반응하기 쉽게 만들어져 있는가에 

한 것이다.

4) 高阪(1994)은 GIS는 지리학, 지도학실습, 

측량학, 사진측량학, 수학, 계산처리, 경

제학, 농학, 식물학, 동물학, 생태학, 토

양학 등 다양한 학제간의 역에서 개

발되고 기술분야와 응용분야가 다양하

게 결부되어 있어 개념정의의 어려움을 

지 하고 있다.

5) 국내 사례로는 김해와 홍천의 농 지형

정보시스템, 강남시 도로굴착업무 인터

넷 통합시스템, 국교통물류정보시스템, 

충남 지리정보시스템, 의정부 교통

리시스템, 경기도 SOC 사업 리시스

템 등이 있다.

6) 재 경주, 청주, 군산, 안산 등에서 경

제정의실천연합, 천안, 양, 주, 진주, 

목포, 주, 제주, 성남 등에서 YMCA 등 

지역 NGO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다.

7) 가상 커뮤니티는 ‘게시 과 네트워크를 

통해 말과 생각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인

 집단’을 뜻한다(Rheingold, 1994).

8) 자민주주의는 커뮤니티 정신을 진시

키는가에 한 논란이 있다. 컴퓨터 네

트워크는 커뮤니티 정신을 강화시키기보

다는 침식시킬 수 있다는 경고가 많다. 

인터넷을 검색하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

과 동일한 정열, 편견, 이념을 공유하는 

사람들과의 상호교류만을 모색하는 경향

을 갖는다(Corrado와 Firestone, 1996; 

Hill과 Huges, 1998). 더욱 심한 것은 비

방, 거짓 정보, 증오, 냉소주의 등을 조

장하기도 한다는 것이다(White, 1997).

9) cyber governance를 한 인터넷 GIS는 

① 리더십의 지원강화, ② 공무원의 마

인드 확산과 정보화 능력강화, ③ 부처

간의 력을 한 법령정비, ④ 사회통계

 기반의 조성, ⑤ 앙정부와 지방자치

단체의 역할분담, ⑥ Cyber Governance

를 한 국민교육 등 다양한 문제 을 

내포하고 있다(김 주,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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