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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는 인터넷이용자와 전국을 연결하는 초고속인터넷망의 구축과 

같은 정보화 추세를 감안하여 볼 때, 이의 활용이 도시계획에 있어서 충분히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지리정보시스템의 활용은 도시계획과 관련된 계획정보를 전달하기에 적합한 최선

의 수단으로 사료되는 바, 이를 활용한 주민참여시스템 개발을 연구의 목적으로 설정하 다. 본 시

스템은 기본모듈과 주민의사모듈, 그리고 의사결정도움모듈로 나누어져 구축되어졌다. 기본모듈은 

계획정보의 표현과 데이터베이스의 처리 등을 위해서, 주민의사모듈은 주민들의 의사개진의 편리

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리고 의사결정도움모듈은 계획결정권자와 행정의 편의성을 위해서 각각 

설계·구축되어졌다. 이들은 각각 기본적이고 간단한 방식, 즉 JavaScript와 HTML로 서로 연결되

어졌으며, 데이터처리와 mapping을 위하여 map데이터와 PostGIS, 그리고 PHP를 이용하여 시스템

을 실현하 다. 끝으로 본 시스템을 인터넷에 시연하 으며, 이를 통해 시스템의 간편함과 이용가

능성을 제시함으로써 앞으로의 도시계획과정에서 충분한 활용가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용어 : 인터넷, 지리정보시스템, 주민참여시스템, 웹기반GIS, 도시계획, 계획과정

  
Abstract

Considering constantly increasing number of internet users and information-oriented society 

with high speed internet network, the application of computer technology is considered to be 

valuable in urban planning. Particularly, since using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 is 

expected to be the best method to convey the information related to the urban planning. 

Therefore, this study aims at the development of participation system by using GIS and 

In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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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1세기 접어들어 도시계획 및 개발에 있어서

는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정착하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상호보완적

(Selle, 1994)이며 상호교류적(Forester, 1985)

이고 순환적(Rittel과 Reuter, 1992)인 계획과

정, 즉 개방형 계획과정이라는 것이 계획과정

과 관련된 이론에서 보편적인 계획패러다임으

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도시계획 및 개발과 관련된 새로운 

변화는 주민참여 본연의 기능, 즉 갈등과 마찰

의 사전방지기능 그리고 계획과정의 조정기능

에 대한 중요성이 새로이 부각되게 되었다. 따

라서 계획주체간의 다양한 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한 연구가 다양한 측면에서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민참여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측면의 연구방법 중 전자정부와 유비

쿼터스 시대를 지향하고, 지속적인 인터넷이용

자의 증가와 전국을 연결하는 초고속인터넷망 

그리고 다양한 컨텐츠의 모바일서비스 등을 

위한 컴퓨터 활용기법 등이 서구보다 빨리 자

리잡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 실정을 고려하면,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접근방법에 있어서 

이러한 컴퓨터기법의 활용가능성 역시 충분하

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계획주

체 간 상호교류의 장이 될 수 있는 인터넷이

라는 매체와 도시계획정보를 충분히 시각적으

로 제공할 수 있는 지리정보시스템이라는 도

구를 활용하여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스

템을 개발하여 그 실현방법과 적용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함이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2. 국내·외 관련 연구동향

우선, 지금까지의 주민참여 활성화를 전제로 

한 컴퓨터 활용과 관련된 연구동향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에서 나타난 공통점은 다

음과 같다. 

우선 GIS의 사용목적은 대부분이 쿼리와 분

석기능을 동반한 상호교류적이고 다이나믹한 

계획도면의 표현을 위해 활용되어졌다는 것이

다. 또한 인터넷 기술은 지속적인 상호교류를 

위한 장으로써 아주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동향을 통해 나

타난 큰 결과로는, 주민참여를 위해서는 GIS

와 인터넷 기술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는 없다

는 것이다. 이에 WebGIS 또는 InternetGIS는 

본 연구수행에 있어서 아주 큰 매개체로서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The system consists of Basic Module, Disposal Module and Decision Support Module. Each 

module is designed for expressing planning information and processing database, opinion 

statement and convenience of citizens, and the effectiveness of administration process and 

decision making. These are connected each other in a basic and simple form, i.e. Java Script 

and HTML, and the system was realized through data process, Map date and PostGIS for 

Mapping, and PHP.

Last but not least, this system has been tested on the internet and the result indicated its 

convenience and availability in actual use concluding that participation system has enough 

application value on urban planning process. 

KEYWORDS: Internet, 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 Participation System, 

Web-based GIS, Urban Planning, Plann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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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선행연구들에 있어서 GIS의 활용은 

단지 계획도면의 표현에만 국한되어 활용되어

왔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나타나, 이에 본 연구

에서는 GIS의 활용을 표현과 더불어 계획내용

에 대한 평가까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가능성을 제시해 보이고자 하는데 연구

의 중점을 두고자 한다.    

시스템개발의 전제

본 주민참여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연구의 범

위와 방법을 전제로 하여 구축하 다.

첫째, 시스템의 적용단계이다. 도시계획법에 

의하면, 주민은 도시계획과정상 다음의 단계에

서 참여가 가능하다. 우선, 계획수립시 주민제

안의 형태로, 계획입안시 공람을 통한 의견제

시라는 형태로 그리고 계획결정단계에서 공람 

또는 공고의 형태로 계획과정에 접근가능한 

것이다. 이 중 사실상 계획주체와 주민간의 상

호교류가 가능한 경로는 계획입안시의 주민공

람을 통한 의견제시가 현 법상 유일한 수단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민공람시 

주민이 계획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렇게 쉽지는 않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민참여

시스템은 이러한 주민공람시 접근방법을 보다 

개선하기 위한 수단개발을 모색함이 궁극적 

목적이며 따라서 그 적용단계 역시 도시계획

과정상에서 말하는 계획입안시의 주민공람단

계에서 활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것을 우선 전제로 설정하 다.

둘째, 시스템에서 다루어야 할 계획정보에 

대한 내용이다. 도시계획에서 다루고 있는 정

보는 다양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민들

이 이런 다양한 계획정보 중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보를 기존문헌(Kim, 2005a)을 

통해 선별하 다. 이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정보, 계획면적,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그리고 건축물허용용도

에 대해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시스템에서는 여

기에 근거한 계획정보표현과 이와 관련된 주

TABLE 1. 국내·외 관련 연구동향

년도 국가 연구자 연구내용 연구수단

1986 독일  Herzog
- 주민참여를 위한 교류수단으로써 지도제작의 중

요성과 역할에 관한 연구

 Cartography

1998

국  Kingston
- 지리정보시스템과 인터넷을 활용한 계획결정과정

지원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

 GIS, Internet

한국  양정훈
- 도시설계에서 Worl Wide Web을 활용한 참여설

계방법에 관한 연구

 AutoCAD,

 VRML, Internet

1999 독일  Burg

- 독일, 국 그리고 스웨던의 도시설계과정에 있어

서 주민참여를 위한 인터넷의 역할과 활용도에 

관한 연구

 Internet

2000 한국  김지현
- 인터넷 기술과 VRML을 이용한 도시설계과정에

서의 참여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

 Internet, VRML

2001

독일  Trénel 외 2인
- 주민참여수단으로써 인터넷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Internet

독일  Hill 외 3인
- 계획정보와 주민참여의 개선을 위한 지리정보시

스템과 인터넷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GIS, In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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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사를 유형화하고 취득하는 데 한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 다(그림 1 참조).

FIGURE 1. 주민참여시스템의 계획정보와 주

민의사의 분류

셋째,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이다. 

현실적으로 다양한 기능을 가진 소프트웨어들

이 시장에 많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공공기

관에서는 비용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고가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제한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저렴하면

서도 원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다음의 소프

트웨어를 선별하여 사용하 다.

- 데이터베이스시스템: PostgreSQL

- 지리정보시스템: ArcView, MapServer

- 인터넷응용: HTML, JavaScript 그리고 PHP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주민참여시스템에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능에 대한 기본전제 

설정을 위한 문헌조사 결과, 즉 주민참여에 대

한 주민의 요구사항, 컴퓨터시스템의 잠재력과 

활용가치 등의 종합·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기본적 기능이 요구되어졌다(Kim, 2005b).

- 계획정보의 관리측면

  ∙계획안에 대한 의견분석과 평가를 위한 

기능

- 계획정보의 제공측면

  ∙정보제공의 신속성 및 편이성

  ∙주민의사를 반 할 수 있는 계획정보표현

- 계획과정으로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류

수단측면

  ∙일관되고 통일된 형태

  ∙계획과정으로의 빠른 접근을 유도

  ∙상호교류 및 보완성 확보

3. 시스템구조 및 설계

본 연구의 주민참여시스템은 계획정보에 대

한 접근성 향상과 의사개진가능성, 주민의사의 

수집과 분석의 간편함, 시간과 비용의 절감 그

리고 계획결정권자를 위한 주민의사의 신속한 

파악이라는 과제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다음의  

그림 2와 같이 설계하 다. 본 시스템의 구조

는, 계획·주민의사정보의 분석과 저장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한 지리정보시스템

이 웹과 연동이 되어 사용자, 즉 주민들과 행

정 그리고 계획결정권자에게 다양한 표현을 

통한 도면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하 으며, 

이를 통한 의사개진 역시 가능하도록 설계하

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데이터베이스 설계

데이터베이스는 우선, 속성정보구축에 있어

서, 토지이용과 건축에 관련된 정보를 위한 계

획정보데이타베이스와 이와 관련된 주민의사

정보를 위한 주민의사정보데이타베이스로 구

분하여 각각 공간정보를 기준으로 연결되어지

도록 구성하 다. 특히, 공간정보는 필지번호

와 BlockID로 구분하여 각각 고유의 좌표값과 

데이터유형을 갖도록 구축하 으며, 이러한 필

지번호와 BlockID와의 관련성은 주소·계획단

위연결정보데이타베이스를 통해 서로 연결되

도록 설계하 다. 여기서 BlockID는 지구단위

계획에서의 각각의 계획블록을 의미하는 것이

다(그림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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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3. 데이터베이스 구성을 위한 기본속성

 FIGURE 2. 시스템설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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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모듈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기본모듈과 

추가모듈을 설치하여 주민참여시스템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하 다. 기본모듈은 데

이터작업과 정보표현을 위한 모듈로서 데이터

베이스서버, GIS서버 그리고 웹서버를 중심으

로 한 가장 기본적인 작업을 하도록 구성하

다. 여기에는 찾기기능, 줌기능 그리고 레이어 

선택기능이 있어서 사용자중심의 계획표현과 

구성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런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본 연구

에서는 MapServer와 PHP-Mapscript 그리고 

웹서버(Apache)가 함께 탐재된 프로그램인 

Maplab을 사용하여 mapping 기능을 수행하도

록 하 으며, 데이터베이스서버(PostgreSQL)

와 연동하도록 설계하 다. 이를 통해, 계획정

보의 표현이 가능하고, 특히 본 연구에서의 기

본모듈을 통해 주민의사개진정보에 대한 결과

가 계획도면 상에 표현이 가능하도록 구축하

다(그림 4 참조). 

3) 추가모듈 : 주민의사모듈과 의사결정도

움모듈

추가모듈은 다시 주민의사개진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한 주민의사모듈과 계획결정권자

와 행정에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한 의사결정

도움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주민의사모듈은 순수한 HTML과 JavaScript

를 바탕으로 작성된 입력 및 선택창, 즉 의사

표현을 위한 주소선택, 의사개진유형선택 그리

고 개인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구성하 다. 

의사결정도움모듈은 데이터베이스시스템과 

웹기반의 지리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한 의사

개진과 관련된 계획도면, 의사개진결과의 도면

을 통한 표현 그리고 개인정보가 나타나도록 

되어 있어 행정 또는 결정권자가 이를 통해 

주민의사를 계획에 반 할지의 여부를 결정하

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설계하 다.

FIGURE 4. 기본모듈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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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본모듈과 추가모듈의 연결

이상의 기본모듈과 추가모듈의 연결방법에 

있어서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응용의 여부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즉, 

일반적인 계획표현에 있어서는 사실 데이타베

이스시스템의 응용이 필요하지 않으며, 단지 

사용자 중심의 표현이 가능한 상호교류성만 

보장되어지면 된다. 하지만, 주민의사정보가 

반 된 표현이나 질문에 있어서는 데이터베이

스시스템의 응용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럴 경

우에는, 스크립트언어중 하나인 PHP를 이용한 

pg_connect의 명령으로 간단히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연결하도록 구성하 다. 참고로 모듈간

의 연결은 일치성과 통일성 그리고 간편성을 

갖기 위해 가능한 한 사용자가 쉽게 접근가능

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우선, 주민의사모듈과 기본모듈의 연결은 단

순한 하이퍼링크로 연결하여 주민의사를 개진

할 수 있는 웹페이지가 나오도록 구성하 으

며, 이 페이지에 주민의 의사가 체계적으로 선

택되도록 하 다. 이렇게 선택되거나 입력된 

정보는 PHP스크립트를 통해 데이터베이스시

스템에 저장되도록 하 다. 의사결정도움모듈

과 기본모듈의 연결 역시 하이퍼링크로 연결

이 되도록 하 으며, 의사결정도움모듈을 바탕

으로 한 의사결정도움페이지에는 원하는 주소

에 따른 정확한 위치와 계획정보 및 주민의사

정보가 나타나도록 PHP스크립트를 이용해 작

성하 다. 또한 이를 통해 결정된 내용은 일반

적인 메일링시스템을 통해 의사개진자로 통보

가 되도록 모듈구성을 하 다(그림 5 참조). 

   

4. 시스템 시연

이상의 시스템구조를 바탕으로 본 장에서는 

주민참여시스템을 실제 인터넷에 구현하여 그 

이용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우선 시스템구축에 

필요한 모든 계획정보와 도면은 자료취득과 

용이성에 의해 대구시 지구단위계획을 중심으

로 디지털화하 다. 더욱 자세한 시스템의 인

터넷구축과정은 다음과 같다(그림 6 참조).

FIGURE 5. 기본모듈과 추가모듈 연결을 위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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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디지털화된 데이터, 즉 *.shp파일을 

*.sql파일로 전환하여 계획정보데이타베이스와 

주민정보데이타베이스에 저장하 다. 

둘째, 계획정보표현을 위한 *.map파일과 여

기에 추가적으로 사용자중심의 다양한 표현과 

데이터베이스연결을 위해 *.php파일을 프로그

래밍하 다.

셋째, 추가모듈을 위한 웹사이트를 작성하고, 

다음으로 기본모듈과 추가모듈에 관련된 모든 

파일들을 웹서버의 루트디렉토리에 저장함으

로서 인터넷구축에 대한 모든 과정을 마쳤다.

1) 기본모듈

기본모듈은 계획정보의 표현과 주민의사정보

를 수집하고 그 결과를 보여주기 위한 데이터

처리를 위한 모든 과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구축하 다. 그림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본모듈의 user interface의 구성을 자세히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Selection of planning level : 레이어 선택

기능으로써, 원하는 레이어, 즉 원하는 계

획정보를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시켜 정보

취득의 편리성을 도모하 다.

•Function for interactivity & representa- 

tion of planning map : 도면의 확대·축소

를 위한 zoom 기능, 도면 전체를 한번에 

볼 수 있게 하는 전체보기기능 그리고 특

정장소의 위치정보와 속성정보를 보여주는 

기능과 같이 사용자가 원하는 크기, 위치

에 따라 계획정보를 보여줄 수 있도록 동

적기능과 상호교류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구축되어졌다.

•Representation of scalebar & reference 

map : scalebar와 reference map은 위에서 

언급한 도면의 확대·축소에 따라 축척의 

크기가 자동으로 바뀌며 사용자는 

reference map을 통해 현재 도면의 위치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사용자는 이를 통

FIGURE 6. 주민참여시스템의 인터넷 시연을 위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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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언제든지 현 도면의 위치와 크기를 참

고하면서 계획정보를 쉽게 취득할 수 있

다.

•Function for address search : 주소찾기기

능으로써, 이 기능을 통해 사용자, 즉 주민

은 원하는 주소로 바로 이동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계획정

보를 쉽게 취득할 수 있다.

•Link to web-site for opinion & 

expression of opinion results : 

추가모듈 중 주민의사개진을 

위한 주민의사모듈과 그 결과

를 보여주는 의사개진결과정보

창으로의 연결을 위한 구축되

어진 부분으로써, 사용자는 이

를 통해 취득한 계획정보와 관

련된 의사를 개진할 수 있으며, 

또한 지금까지의 의사개진결과

정보를 도면을 통해 볼 수도 

있다.

2) 주민의사모듈

주민들의 의사개진에 있어서의 편리성을 도

모하기 위해 주민의사모듈을 구축하 다. 즉, 

계획정보를 취득한 주민이 의사개진을 원할 

경우, 기본모듈의 링크를 통해 쉽게 접근할 수 

FIGURE 7. 기본모듈 사용자환경의 구성

FIGURE 8. 주민의사 개진을 위한 웹사이트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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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주민의사모듈은 일반적인 웹사이트로 구

축되어졌다. 주민의사개진을 위한 웹사이트의 

구성은 그림 8과 같으며 의사개진의 자세한 

사항과 순서는 다음과 같다.

•STEP 1 : 의사개진을 원하는 주소와 번지

를 입력한다. 이를 위해 주소와 번지의 입

력창을 구성하 다.

•STEP 2 : 계획과 관련된 의사를 개진한

다. 의사개진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 

주민의 의사유형을 분류화하 으며(그림 1 

참조), 이를 단계별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창을 구성하 다.

•STEP 3 : 사용자, 즉 의사개진을 하는 주

민의 개인정보를 입력한다. 이를 위해 역

시 입력창을 구성하 다. 여기에 선택되고 

입력된 모든 정보는 DB-Server를 통해 주

민의사정보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된다.

이렇게 저장이 된 결과를 사용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그 결과를 도면을 통하여 쉽게 취득

할 수도 있다. 이는 본 시스템의 큰 장점 중의 

하나로, 주민의사개진결과에 관련된 정보를 공

간정보와 연결하여 계획도면위에 보여줌으로

써, 이를 이용하는 사용자, 즉 주민은 그 결과를 

한 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다(그림 9 참조). 

 
3) 의사결정도움모듈

의사결정도움모듈은 행정의 정보처리와 관리

측면에서의 편리성과 의사결정권자의 계획입

안과 관련된 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구축이 

된 모듈이다. 이러한 모듈 본연의 기능을 수행

하기 위해 다양한 요소로 구성이 되어졌으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그림 10 참조).

•Address search : 주소입력란으로 원하는 

위치의 계획정보와 의사개진결과정보를 얻

기 위해 우선적으로 입력이 되어야 할 정

보이다. 다시 말하면, 특정 주소가 입력이 

되면 이와 관련된 계획정보와 의사개진결

과정보가 자동으로 표현이 되고 출력이 된

다는 것이다.

•Map of related address : 입력된 주소와 

관련된 계획도면을 보여준다.

•Display of searched address : 입력된 주

소, 즉 원하는 위치의 주소와 번지를 자동

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사용자는 이를 통

해 원하는 주소와 번지가 일치하는지를 재

확인할 수가 있다.

FIGURE 9. 건축관련 계획도면(왼쪽)과 관련 주민의사개진 결과도면(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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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of planning information : 입력된 

주소와 관련된 계획정보를 보여준다.

•Results of opinion information : 입력된 

주소와 관련된 주민의사정보를 보여준다.

•Personality : 입력된 주소와 관련된 주민

의사정보를 개진한 의사개진자의 개인정보

를 보여준다.

  

결  론

본 연구에서의 주민참여시스템은 그 구축단

계와 인터넷 시연을 통해 다음과 같은 이용가

능성을 보여 주었다.

첫째, 기본모듈의 이용을 통해 주민이 원하

는 계획도면과 계획정보를 보다 손쉽게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토지이용계획

도가 활성화되었을 경우 여기에 관련된 범례

가 다양한 색상과 함께 표현되었으며, 이를 통

해 토지이용에 대한 정보취득이 용이해 졌다

는 것이다. 또한 사용자가 원하는 축척과 위치

에 따라 계획도면과 계획정보의 표현을 조정

할 수 있다.

둘째, 주민의사모듈을 통해서 그동안 있었던 

주민의견제시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보다 완화

할 수 있었다. 즉, 막연한 의사제시가 아닌, 기

초조사를 통한 분류화를 통해 의사제시의 편

리성이 돋보 다는 것이다.

셋째, 주민의견과 관련된 도면, 의사정보 및 

개인정보를 통틀어 보여주는 의사결정도움모

듈을 통해 계획결정권자의 결정에 있어서 큰 

도움을 주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동안의 실례

를 통해 보았을 때, 모든 의견제시자들은 서류

를 통하여 원하는 의사를 특정기관에 제출하

도록 되어 있었고, 행정은 이를 모아 다시 한 

번 분류하고 살펴보아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

었다. 이러한 복잡한 일련의 과정이, 한 번의 

주소입력을 통하여 관련된 모든 정보를 한눈

에 볼 수 있도록 하여 결정에 도움을 줄 수 

FIGURE 10. 의사결정 도움을 위한 웹사이트의 구성



도시계획과정에 있어서 웹기반 GIS를 이용한 주민참여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 / 김대욱・류지원・정응호・김수봉
―――――――――――――――――――――――――――――――――――――――――――――――――――――――――――――――――

77

있다는 것은 아주 큰 의미로서 그 이용가능성

을 더욱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이러한 주민참여시스템의 도입에 따

른 이용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전제가 

먼저 이루어지기 전엔, 어떠한 좋은 도구나 

수단이 있더라도 다 무용지물이 되리라 생각

한다. 

우선, 주민들의 계획에 대한 참여의식이다. 

즉, 수동적 참여가 아닌 적극적 참여, 이해관

계에 얽힌 참여가 아닌 우리라는 개념 하에 

도시의 미래와 발전을 위한 참여가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또한, 행정적인 측면에서 해결

되어야 할 전제로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보수

적인 태도이다. 지금까지는 새로운 기술의 활

용에 따른 불신에 의해 가능한 한 이러한 기

술을 법에 보장되어 있는 한도를 벗어나지 않

게 사용되어져 왔다. 그래서 항상 신기술개발

에 뒤쳐져 왔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행정

주도하에 새로운 기술의 활용방법론, 예를 들

면 고해상도 상정보의 활용과 DB구축, 3D

를 통한 계획내용의 3차원적 가시화 등에 대

한 기법을 추가한다면, 그 확산도는 일반인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를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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