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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 은 도시경 계획에서 주민참여 증진을 해 인터넷 환경 하에 운용 가능한 공공

참여GIS의 한 형태인 경 진단모델(Diagnosis Model of Landscape, 이하 DML)을 개발하는 것이

다. 공공참여의 특성상, DML은 문가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직 인 인

터페이스를 제공해 다. 구체 으로 DML은 크게 세 개의 맵 모듈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 정보

달을 한 조사맵(survey map), 공공 참여형 진단맵(DML), 그리고 도시경 의 경년변화에 따른 

경  이미지 비교분석과 장매체로서의 이미지베이스맵(image-base map)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DML은 다양한 의견 수집뿐만 아니라 경 문제에 공공의 참여를 극 으로 유도토록 하고 있다. 

이상에서 개발된 DML의 유용성을 검정하기 해 실험 으로 경남의 의령읍과 함양읍에 용하여 

운용해 본 결과, 본 모델이 참여형 경 진단모델로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주요어 : 주민참여, 공공참여GIS, 웹기반 의사전달도구, 경관진단모델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Diagnosis Model of Landscape(DML), which is a kind 

of Public Participation GIS(PPGIS) under web environment in the landscape planning field. 

Following the nature of public participation, DML was intended for ordinary people as well as 

for professional group. Therefore, DML, which is equipped with Survey Map to provide a 

participant with information in advance, Diagnosis Map to encourage public participation, and 

Image-base Map module to make a comparative study of photo-images by time series and to 

save photo-images, furnishes intuitive interfaces easy to use as possible. DML induce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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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to participate actively in a debate on landscape problems and gathers data on diverse 

opinions as well.

The experimental running of this DML on Uiryeong-Eup and Hamyang-Eup, Gyeongnam as 

case study areas, showed that it had great flexibility of use as a diagnosis model of landscape.

KEYWORDS : Public Participation, Public Participation GIS(PPGIS), Web based Communicative 
Tool, Diagnosis Model of Landscape(DML)

서  론
주민참여는 계획과정에서 의견수렴의 요

한 과정으로 간주되어 왔으나 주민참여를 

한 제도 인 장치나 구체 인 참여방법의 개

발은 비교  최근에 논의되기 시작하 다. 한

편 우리나라에서 실질 인 주민참여에 한 

제도  기반이 마련된 것은 2000년 7월에 지

구단 계획에서 주민제안제도가 도입되면서부

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이후 주민참여

에 한 이론  방향정립에 한 연구가 활

발히 이루어져 계획과정에서 참여의 요성이 

일반 으로 인식되기 시작하 다고 할 수 있

다. 그러나 참여의 요성에 비해 정작 장에

서 필요한 실천 이고 효과 인 참여 수단은 

그다지 제시되지 못하 다(문태헌 등, 2004b).

하지만 다행히도 기술 인 면에서 최근 GIS

를 비롯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인터넷 환

경이 속하게 발 함에 따라 참여방법에 

한 보다 새롭고 폭넓은 기회와 가능성을 열어

나가고 있다. 특히 GIS와 인터넷을 통한 정보

의 생산과 달이 보다 용이해 지면서 계획 

 의사결정과정에 주민참여방법의 획기 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 부

분은 이미 구축된 기본 인 정보제공  단순

한 의견수렴 수 에만 머물고 있어 효과 인 

참여를 이끄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게다가 참

여를 진하는 방법의 부족은 특정 계획분야

에만 국한되지 않고 계획의  역에 걸쳐 

시 히 개선되어야 할 요한 부문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주민참여의 

요성에 비해 주민참여방안이 소홀하게 다

지고 있는 도시경 계획분야를 심으로 기존

의 문가 심이 아닌 일반 주민의 에서 

일상생활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경 의식을 고취

시키고 도시경 행정에 있어 주민이 직  참여

할 수 있는 공공참여GIS(public participation 

GIS, 이하 PPGIS)의 한 수단으로서 경 참여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개발된 모델은 각 집

단 간의 의사교환과 정보공유를 효과 으로 

수행하기 한 수단으로서 인터넷 환경에서 

실제로 운용 가능한 치기반 경 진단모델의 

개발로 구체화시키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PPGIS에 

한 사례 연구를 통해 기존연구의 특징과 한계

를 분석해 보고, PPGIS기술을 도시경 계획분야

와 목하기 한 주민참여형 DML(diagnosis 

model of landscape)개발 필요성에 해 논의

하기로 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DML의 특징  구조, 그리고 구성요소들을 

기술한 뒤 사례연구와 사용자 설문조사를 통

해 본 모델의 유용성과 연구의 의의  한계

를 논의하기로 한다.

PPGIS관련 사례연구 동향
1. 주민참여와 PPGIS 연구동향
주민참여란 계획에 있어 계획주체가 가 

되는가에 한 재인식에서부터 비롯된 용어이

다. UN은 참여를 “정부활동에 향을 미치거

나, 혹은 직  사회  수요를 비할 경우에 

임명 공무원과는 구별되는 일반 의 역할에 



PPGIS(Public Participation GIS)에 기반한 참여형 경 진단모델의 개발 / 정경석․문태헌․이성용․하창
―――――――――――――――――――――――――――――――――――――――――――――――――――――――――――――――――

153

구분 Web GIS PPGIS

목표 •효율성, 생산성 •참여, 정당성, 합의, 결정

지향 •공공의 근 •공공의 참여

효과 •행정 정보화/조직과 업무 개 •정부와 공공사회의 계

정책방향 •공공서비스 제공 •공공의 참여유도

근방법
•단방향 정보제공 서비스 심

  (Information)

• 방향 참여 서비스 심

  (Discussion)

디지털기술의 응용 •투명성, 신속성, 열린행정 •투명성, 신속성, 지식공유

기술  측면 •시각표 심 •시각표 +분석+참여 기능

국내활용정도 •공공GIS  생활GIS •국민참여형 GIS

 자료 : 임원 , 공공참여GIS 서비스 모델  활용방안 연구, 경원 학교 석사학 논문, 2004, p.10 인용

TABLE 1. Web GIS와 PPGIS의 비교

한 것으로서, 선거권의 행사외의 사회구성원

에 의한 일체의 활동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주민이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향력을 

행사하려는 노력의 산물을 통칭하여 주민참

여라고 정의하고 있다(이명규, 2005). 이러한 

주민참여와 련한 연구들은 크게 두 역

으로 나 어져 있다. 주민참여에 한 이론 

정립에 한 연구와 컴퓨터 환경 등의 기술

 근을 통한 효율  참여방법 연구가 그

것이다(문태헌, 2004a).

주민참여에 한 이론 정립의 연구는 의

제 민주주의가 공공의 의사를 수렴하는데 한

계를 드러냄에 따라 이를 보완하는 참여  민

주주의를 실 하기 한 시도로서 1960년 부

터 구미를 심으로 연구되어 최근까지 계속

되고 있다(Arstein, 1969; Margerum, 2002; 

Innes와 Booher, 2004). 이에 반해, 참여의 실

천  도구 개발 측면에서 주로 추진되고 있는 

참여방법 연구 사례는 주로 EP(environment 

and planning), CEUS(computers environment 

and systems), URISA(urban and regional 

information systems association), 그리고 ACSP 

(association of collegiate schools of planning)

의 논문집을 심으로 GIS 련 기술의 목을 

통해 주민참여를 효과 으로 유도해 내고자 

하는 이른바 PPGIS 련 연구들이 활발히 행

해지고 있다(Carver, 2001b; Sawicki와 Peterman, 

2001; Kingston, 2002; Weiner 등, 2002; Longley 

등, 2005).

PPGIS에 한 첫 논의는 미국의 국립지리정

보 분석센터(National Center for Geographic 

Information and Analysis, 이하 NCGIA)가 개

최한 회의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NCGIA는 1996

년에 ‘지리정보와 사회(geographic information 

and society)'라는 세미나를 주최하면서 방 한 

비용과 고난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기존 GIS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GIS에 한 새로운 사회

 역할론에 한 안으로서 PPGIS의 개념

을 발 시켰다. 이는 GIS가 단순히 공간문제 

해결을 한 분석도구이자 시각  표  수단

에 그치지 않고, GIS를 통해 공공참여를 유도

함으로써 의사결정과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

고하고자 한 참여모델의 첫 시도 다는 에서 

의미 있는 진 이라 할 수 있다(문태헌, 20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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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PPGIS는 데스크탑GIS 방식의 단순한 

의사결정지원시스템(decision support system) 

형태를 취하고 있었으나, 공공참여 확 의 필

요성이 제기되면서 차 웹기반 PPGIS의 형

태로 발 하게 되었다. 한 PPGIS와 비슷한 

개념으로서 Web GIS가 있다. 그러나 표 1에

서와 같이 PPGIS는 참여를 심으로 하면서 

웹기반의 기술  구 을 통해 서비스 된다는 

에서 Web GIS를 포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PPGIS의 역할  세부 인 특징에 

해서는 Carver(2001a)의 연구에서 보다 구체

으로 설명되고 있다. 즉 PPGIS의 역할은 의견

충돌을 최소화하도록 돕고, 의사결정 이후 그 

결과로서 나타나게 될 공간문제의 인지와 

안 모색을 용이하게 해주며, 사회  합의 도출

을 보다 원활하게 이끌어 다는 이 있다. 

한편 국내에서는 2000년  이후에 와서 비

로소 PPGIS에 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여

기에는 크게 이론연구와 응용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먼  이론분야로서 임원 (2003)의 

연구는 PPGIS의 구체  소개와 PPGIS의 개

발을 한 개념화된 서비스 모델을 제안하

다. 고 환(2006)의 연구는 PPGIS에 한 기

연구로서 선진국의 사례분석을 통해 PPGIS

의 개념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응용연구의 기 사례로는 웹지리정보시스

템 기술을 이용한 산불 정보 리시스템에 

한 조명희 등(2002)의 연구가 있고, 연안시설

물  험취약지역을 리할 수 있는 박 철 

등(2005)의 연구가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

은 정보의 시각화에만 주로 치 하고 있어 

방향 참여 서비스 심의 PPGIS로 간주하기

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 응용분야로서 PPGIS

의 본격  논의는 문태헌(2004a,b)의 연구와 

김 욱 등(2006)의 연구를 통해 이루어졌다. 

문태헌(2004a)  문태헌 등(2004b)의 연구는 

철도이  부지를 사례로 계획입안 단계부터 

마지막 의사결정까지 웹과 지리정보, 하이퍼미

디어 기법을 이용한 이른바 ‘시민참여  력

계획시스템(Public Participation and Collaborative 

Planning System, PPCPS)'이라 명명된 온라

인 참여 모델과 다양한 비주얼커뮤니 이션 

기법  Web GIS를 이용한 력 도시계획모

형을 각각 제안하 다. 김 욱 등(2006)은 기

본모듈과 주민의사모듈, 그리고 의사결정도움

모듈로 구성된 Web GIS기반의 주민참여시스

템을 개발하여 PPGIS로서 보다 발 된 모습

을 보여주었다.

2. 관련사례 연구의 한계
앞서 고찰한 부분의 연구들은 주로 

PPGIS의 이론  고찰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

고 있고 응용연구들에 있어서도 기술 으로는 

Web GIS 형태를 갖추고는 있으나 정보의 시

각화  단방향 인 정보제공만을 강조하고 

있어 피드백까지 고려한 방향  의사소통이 

제 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는 곧 

PPGIS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참여

기회의 확   참여수단의 제공이 효과 으

로 제시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 정

부에서도 PPGIS가 ‘국민참여형 GIS'로 연구되

어 국가수 의 공간정책 수립과정에 Web GIS

를 통하여 국민이 참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자 하고 있지만(건설교통부, 2005), 재까지는 

참여를 한 기본정보의 제공과 의견수렴의 

수 에 머물러 있고 방향 의사소통을 한 

시스템은 아직 구축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런 

에서 문태헌(2004a,b)과 김 욱 등(2006)의 

연구는 매우 진일보한 연구라 하겠으나, 이들 

연구도 방향  의사소통은 웹지도상에 단순

한 의견 을 게시하고 열람하는 정도에 지나

지 않아 제한 인 참여만 가능한 실정이다.

3. 참여형 DML개발의 필요성
PPGIS는 공공참여를 보다 효과 으로 유도

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국내의 

경우, 일반주민보다는 정책결정자들의 의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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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도움을 주기 한 시스템으로 발 되어 

왔다. 따라서 정책의 당사자이자 소비자인 주

민들의 의견반 은 미흡할 수밖에 없었다. 

PPGIS에서 제공되는 정보들도 주민들에게 지

역 안 문제에 한 심유발과 합리 인 

단을 한 맞춤형 정보가 제공되기 보다는 

문가에 의해 이미 수립된 최종계획안에 한 

동의를 구하거나 도시정보검색  사용자지도

서비스, 통계지도 서비스 등의 기본 인 정보

제공 목 만으로 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Carter(2001a)는 PPGIS가 갖추어야 

할 요소로서 참여자에게 친숙한 인터페이스의 

제공과 결정 이기보다는 탐색  근이 가능

한 정보제공과 다른 사람들의 견해를 악하

고 자신의 견해를 밝힐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주민간의 의견을 서로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고 주장하 다. 이런 에서 본다면, 기존의 

PPGIS 사례연구들은 사  비된 자료의 분

석  처리, 정보제공 측면에서는 탁월한 수단

을 제공하고 있지만, 참여자들의 참여 행 과

정에서 나타나게 되는 새로운 정보의 실시간 

축   공유, 그리고 참여자로 하여  다양한 

형태로 참여를 유도하는 상호작용  참여수단

은 아직까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문가와 일반주민간의 수직 인 일(一)  다

(多) 의사소통 계가 아닌, 문가와 일반주

민, 일반주민과 일반주민간의 수평 인 다(多)

 다(多) 의사소통 계구도 속에서 웹지도 

상에 문자 방식의 단순한 의견게시 수 을 넘

어 참여자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지

도상에 표 하고 그 결과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의사 달도구 개발의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공공에 의한 최

종의사결정 단계까지 참여 확 를 해서는 

문가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에만 국한되지 

않고 정보 창조자로서 주민의 자발 인 참여

를 통해 지역정보를 구축해 나가고 피드백을 

통한 정보 재창출이 가능한 모델이 제시되어

야 할 필요가 있다(문태헌 등, 2004b).

참여형 경관진단모델(DML)
1. 경관계획과 DML
경 은 구나 참여 가능한 반면에 다소 주

성이 내재된 분야이기에 결정 이기보다는 

지속 인 논의과정이 필요한 분야이다. 게다가 

경 은 주민의 재산권에 제한을 가하는 경우

가 많아 지역주민의 이해  동의가 반드시 

제되어야 할 분야이다. 뿐만 아니라 문가

에 의한 경  진단  안 제시는 일반 주민

들과 훨씬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에 지

역특성에 맞는 경 계획의 수립을 해서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세 한 정보수집  장조

사를 통해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찾아내는 과

정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기존 경 련 연구들은 부분 도

시경 의 형성과정이나 자연  도시경  

리 주의 제도개선, 경 정보체계 구축, 특정 

부문에 한 경  선호도, 경 분석  경

향평가기법 등이 주로 다루어지고 있을 뿐

(변병설, 2000; 김상범, 2001; 정성  등, 

2003; 강동진, 2004; 김경탁 등, 2005), 주민 

의견을 경 계획에 극 으로 반 시키고자 

한 참여형 경 계획 모델에 한 연구 사례

는 거의 무하다. 이와 같이 경 계획은 무

엇보다도 공공과 민간의 력 계가 실히 

요구되는 분야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

에 PPGIS의 모델 개발에 합한 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경 계획의 여

러 부문가운데 하나인 도시경 계획을 심으

로 효과 인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상지역의 

이미지화된 경 련 정보를 웹지도 상에서 

직 으로 표 하여 그 결과를 주민간에 서

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DML을 개발하고자 

한다. 한편 시스템 용을 한 공간 범 는 

경상남도 건축경 형성 기본계획 수립 상지

역 에서 실험  운용을 해 의령과 함양 

지역을 상으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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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DML 시스템 구성도

2. 모델의 구조 및 특징
DML은 Window 2000 서버를 랫폼 기반

으로 하여 기본도면 작성은 ArcGIS와 3Ds 

MAX를 이용하여 개발하 고, DB는 MS SQL 

2000 서버를 이용하 다. DB와의 연동은 ADO

근방식으로 서버스크립트 언어인 ASP로 

로그래  하여 3-tire 애 리 이션 방식으로 

구 하 다. 인터페이스 제작에는 래쉬MX 

action script와 javascript가 주로 사용되었다.

PPGIS의 제조건은 충분한 정보 제공과 

공공의 참여를 유도하는 효과 인 참여수단의 

확보, 그리고 능동 인 자료 축   정보 공

유를 가능  하는 방향  의사 달도구가 

필수 이다.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기 해 

DML은 그림 1과 같이 크게 세 개의 지리정보

에 기반한 모듈형태를 갖추도록 하 다. 즉, 

문가에 의한 정보제공이 가능한 지역경  

조사맵(pre-scan map)과 참여  방향  의

사 달을 한 경 진단맵(diagnosis map)  

지역경  이미지베이스맵(photo-data store 

map)으로 구성하 다.

DML은 일종의 웹기반 의사 달도구

(web-based communicative tool)로서 그간 계

획과정 상에서 원활하지 못했던 의사소통 문

제를 강화하고 도시경 계획과 련된 주체들

이 서로 논의의 을 맞출 수 있도록 설계 

되었다. 특히, 도시경 은 시각  표 수단이 

요구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본 모델은 간단한 

문자 정보와 함께 사진, 이미지, 기호 주의 

정보 달방식을 택하여 이 부분을 해결하고

자 하 다. DML의 가장 큰 특징은 치 기반

의 표식 시스템(marking system)이라는 이

다. 이때 지도를 주로 사용하게 되며 지도는 

경 문제에 해 이해의 폭을 넓  뿐만 아

니라, 문제인식과 공통 심사를 공간의 문제로 

보다 구체화하여 표 할 수 있는 정  측면

을 지니고 있어 본 모델을 구성하는 주요한 

요소로 활용하 다.

1) 지역경  조사맵

재 도시경 계획을 해 수집하는 지역

황 정보는 주로 지역민의 경 의식조사, 장

방문조사, 그리고 련 문헌조사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계획의 기단계에서 

행해지는 정보 취득  달 과정은 지역민의 

이해와 합의 형성을 유도하는데 매우 요한 

역할을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계획 과정

에서는 행 으로 매우 소홀하게 다 지고 

있는 측면이 없지 않았다(곽동윤, 2005). 이를 

개선하기 해 경 문가는 참여자의 의견을 

묻기에 앞서, 경 문제와 련한 배경지식과 

체 인 계획과정의 흐름을 참여자들에게 먼

 주지시키고 참여자들이 지역기반의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학습의 장을 우선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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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지역경 구조도

FIGURE 3. 지역경  조사맵 인터페이스

마련해  필요가 있다.

이를 해 지역경  조사맵은 사 에 문

가가 문헌검토 과정  장조사를 통해 수집

된 경 정보를 웹 지도상에서 참여자가 쉽게 

근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하 다. 지역경  

조사맵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들은 문가 식

견에 주로 의존하여 지역경 을 진단하고 평

가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그림 2, 그림 3 

참조). 이러한 정보들은 래스터  벡터 방식

의 Web GIS를 통해 참여자에게 달되게 되

며 이후 경  진단맵 작성을 한 사  학습 

자료로 활용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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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 인 기능은 그림 3과 같이 참여자는 

맵 보드창에 마우스를 치시켜 원하는 크기

의 사각 역 끌어놓기를 통해 심 지역의 

지도를 보다 상세하게 찰할 수 있다. 이때 

오른쪽 상단의 미니맵을 통해 재의 지도 

역 치를 확인해 볼 수 있으며, 맵 선택 역 

상자를 직  드래그 함으로써 원하는 지도 역

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게 하 다. 맵보드 창에

서도 마우스를 직  조작하여 맵 역의 이동이 

가능토록 하 다.  다른 맵 조  기능으로서

의 인․ 아웃 드래그 바는 웹지도를 보다 

손쉽게 축소  확 해 볼 수 있도록 하기 

해 디자인되었다. 맵 보드 창에는 경 문가에 

의해 미리 작성된 다수의 표식아이콘들이 치

하게 되는데, 이들 아이콘 형태는 장 이미지

의 촬 지   촬  각도에 한 정보를 담고 

있다. 원하는 아이콘을 클릭함으로써 황 사진

창에서 문가에 의한 이미지 분석 결과물을 

개별 으로 확인 해 볼 수 있게 하 다.

2) 경 진단맵

경 진단맵은 주민의 의식 속에 내재되어 

있는 지역  특성과 이미지상(像)을 참여자로 

하여  문자  여러 상징기호 체계를 이용하

여 웹지도상에 표 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기

존의 지역 황 분석  평가 단계가 주로 

문가의 문  단에 의해 행해져 왔음에 반

해, 본 모델은 지역주민 스스로 지역 환경을 

진단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의도된 것이다.

따라서 경 진단맵은 DML을 구성하는 가

장 요한 모듈이자 주민의 능동  참여가 가

능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기존 PPGIS 사례 

연구들에서는 참여수단으로서 의견 게시 을 

웹지도 상에 첨부하여 열람해 보는 정도가 

부분이었으나, 경 진단맵은 참여자로 하여  

그리기 힘든 별도의 도안 작성이나 스 치 작

업 신에 간단한 마우스 조작만으로 지역경

에 한 이미지맵(image mental map)을 웹

지도상에 쉽게 그려낼 수 있도록 직 인 인

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에서 경

진단맵은 Lynch(1960)에 의해 소개된 이미지

매핑(image mapping) 조사기법과 유사한 방식

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Lynch의 근법이 알기 쉬운 도시 만들기를 

한 분석틀로서 시민들로 하여  도시의 심

상(心象)을 종이 에 연필로 그려 보도록 한 

방식을 취했다면, 경 진단맵은 일종의 의견수

렴도구이자 표 도구로서 마우스를 이용하여 웹

지도 상에 다양한 기호  문자를 표시하도록 

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에서 차이가 있다.

이를 통해 계획 문가는 기존의 문자 주

의 설문조사에서 악하기 어려웠던 도시경

에 한 주민의 공간 지각  이해나 심미  

태도 등을 보다 명확하게 밝 낼 수 있게 된

다. 주민들에 의해 작성된 이미지맵들은 향후 

경 계획 수립을 한 요한 기 자료로 활

용될 수 있도록 하기 해 데이터베이스와의 

연동화를 통해 장 가능하도록 하 고, 인터

넷상에서 비동기  공유방식을 통해 참여자 

모두가 열람할 수 있게 하 다.

경 진단맵은 두개의 하 모듈로 구성되어 

있는데, 진단맵 작성을 한 맵작성 모듈과 작

성된 결과맵을 확인하기 한 목록확인 모듈

로 구분되어 있다. 이들 각각의 모듈은 다시 

두개의 임창(frame window)으로 조합되

어 있다. 맵작성 모듈은 맵 임창과 기호인

덱스 임창으로 구성되어 있고 목록확인 

모듈은 맵 임창과 목록  의견란 임

창으로 조합되어 있다(그림 4 참조).

맵작성 모듈에서의 기호인덱스 임은 

문가에 의해 미리 선별되고 기호화된 경

련 지표들의 이미지 집합체들이 치한 곳으

로 이들 기호화된 경 지표들은 참여자의 마

우스 선택으로 맵 임에 복제, 생성  끌

어 놓기(drag and drop)의 간단한 조작 과정

을 거쳐 경  진단맵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

다. 기호화된 경 련 주요 지표들로는 가

로환경개선요망구간, 녹지 보존  식재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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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경 진단맵의 인터페이스 구성

보행로  산책 조성구간, 여러 장소  인지도 

측도, 아름다운 건축물  경 해건축물, 

망   공원조성 후보지, 야간조명 연출 추천

장소, 역사․문화 보  건축물, 친수 수변 공

간, 도시 진입부 인지성 측도 등이다. 이들은 

그 성격에 따라 방향 환이 필요할 경우 각 

기호의 테두리에 치한 사각형 모양의 방향 

끌기 조 상자를 통해 방향 수정이 가능하도

록 하 다. 뿐만 아니라, 장소  기호에 한 

부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간단한 문자입력

창에 문자를 작성 한 후, 복제된 해당 문자를 

끌어놓기 방식으로 맵 임 창에 치시키

도록 문자 삽입 기능을 추가하 다.

맵 임에 생성 복제된 기호들은 필요시 

맵 임 우측 하단의 휴지통에 끌어놓기 함

으로써 언제든지 삭제가 가능하도록 하 다. 

이 외에도 화살표기능은 맵 임 창에 시작

과 끝 을 클릭함으로써 작성 할 수 있는데, 

이는 양호한 조망  선정  조망 상의 리, 

그리고 조망축 선정에 참조가 될 수 있는 기

 자료를 수집하기 함이다. 끝으로, 상세한 

의견제시나 작성자의 간단한 정보 수집을 

하여 의견 작성창을 별도로 구 하 다. 의견 

작성창은 기호인덱스 임 하단의 보내기 버

튼을 클릭했을 때 새 창으로 열려 문자를 입

력받을 수 있도록 하 다(그림 4 참조).

목록확인 모듈에서의 목록  의견란 

임은 일반 인 게시 과 같이 작성된  내용 

 목록보기와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

으로서 경  진단맵의 체 목록 보기와 참여

자 에 의해 작성된 의견 을 확인 해 볼 수 

있는 공간이다. 맵 작성 모듈과 목록확인 모듈

의 공통 구성요소인 맵 임은 상지역의 

기본 맵이 치한 곳으로 기호화된 경 지표

와 간단한 문자들이 생성되고 복제되어 표시 

되는 주 작업공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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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지역경  이미지베이스맵의 인터페이스 구성

3) 지역경  이미지 베이스맵

도시경  분석 과정에서 사진  도면은 매

우 빈번하게 활용되는 자료형태 가운데 하나

이다. 지역의 역사  도시경  자원에 한 

고증  계보 추 에 한 시각화 작업에 있

어서도 사진  련도면들은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기도 한다. 문제는 이러한 과거 경

련 자료들이 체계 으로 리되지 못해 자료

의 확보가 쉽지 않고 계획수립시마다 사진자

료의 촬 지   방향이 제각기 달라 일 된 

조망시  상에서의 도시경  변화 과정을 분

석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이미지 베이스맵

은 도시경 이미지의 시계열  비교분석을 목

으로 하고 있으며, 도시경 사진자료의 구축 

 보존과 장조사 활동을 통한 사진자료의 

데이터화에 따른 시간  비용을 이기 해 

개발되었다.

일상  도시의 모습내지 양호한 경 이나 

문제경 , 는 세부 인 도시경 연출 상물

들에 한 사진자료를 촬 지 과 촬  각도

에 따라 이미지 아이콘을 통해 웹 지도상에 

표시하도록 하고, 첨부된 사진과 함께 간략한 

설명 을 추가 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이 모듈

은 문가 입장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도 자료

수집  조사과정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한다

는 에서 의미 있는 도구로 평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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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평 균 표 편차 Crobach's alpha

참여도구로서의 활용성 4.48 .5935

0.7029

디자인성 3.40 .7120

조작편리성 3.42 .7140

시간 반응성 3.79 .7496

의사표 도구로서의 성 4.16 .6822

정보질에 한 만족도 3.26 .8481

참여유발에 한 만족도 3.52 .6712

 주 : 5  척도는 매우만족=5, 만족=4, 보통=3, 불만족=2, 매우 불만족=1 로 설정

TABLE 2. DML의 유용성 평가결과

지역경  이미지 베이스맵은 사진 올리기와 

사진보기, 그리고 검색엔진의 하 모듈로 구성

되어 있다(그림 1, 그림 5 참조).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진 올리기 모듈은 두 개의 

독립된 창 구조를 가지고 있다. 지  기 창

과 일첨부창이 그것인데, 이들의 조작 방법

을 간단히 살펴보면, 우선 지  기창의 웹 

지도상에 아이콘을 마우스로 치시킨 후 인

터페이스 우측 하단의 드롭다운상자를 이용하

여 촬  각도를 선택하게 되면 해당 아이콘의 

방향  치가 결정된다. 이어 보내기 버튼을 

르게 되면 사진 일의 첨부와 추가  문자 

기입이 가능한 일 첨부창으로 이동하게 된다.

일 첨부창에서 사진첨부  문자를 기입

하고 난 후, 창 하단에 치한  올리기 버튼

을 르게 되면 데이터베이스로의 기록과 함

께 사진보기 모듈 단계로 환하게 된다. 사진

보기 모듈은 검색모듈과 목록 인덱스창을 공

유하고 있다. 사진보기 모듈은 목록인덱스창과 

이미지변환창의 형태로 인터페이스가 구성되

어 있다. 목록 인덱스창은 일반 웹 게시 의 

게시  리스트창과 유사한 역할을 담당한다. 

목록인덱스창의 웹 지도상에 표기된 아이콘들

을 클릭하게 되면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기록된 

해당 정보들이 불러들여져, 이미지변환창에 첨

부된 사진과 함께 문자형 속성 정보들이 하단

에 표기된다. 이미지 변환창의 상단에 치한 

이미지변환도구모음아이콘은 해당 사진의 사

진크기나 방향, 색조 등을 변환하여 여러 

에서 볼 수 있도록 하기 함이다. 검색모듈은 

목록인덱스창 외에 결과확인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러 가지 질의 조건  촬 각도별로 

합한 사진자료를 찾아볼 수 있는 기능을 제

공하고 있다.

3. DML의 유용성 검정
본 모델 개발의 유용성을 검정하기 해 실

험 으로 구축된 웹사이트를 실험 상자들에 

2006년 9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4주간에 

걸쳐 시연하여 평가항목에 한 설문을 실시

하 다. 실험 상자는 4년제 학 건설공학부, 

건축학부 재학생, 그리고 일반 산업 학원생들 

가운데 유효 표본집단 62명을 상으로 각 평가

항목에 한 5  리커트 척도분석을 실시하 다.

평가항목으로는 련문헌의 검토 과정을 거

쳐 참여도구로서의 활용성, 인터페이스 디자인

성, 조작의 편리성, 시간 반응성, 의사표 도구

로서의 성, 제공되는 정보의 질에 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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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도, 참여유발에 한 만족도 등으로 하 다. 

5  리커트 척도분석에 의해 측정됨에 따라, 

각 평가항목별 신뢰성 검증(reliability analysis) 

을 해 α계수(Cronbach's Alpha)가 사용되었

다. 그 결과, α계수는 통계분야에서 일반 으

로 받아들여 질 수 있는 0.7을 약간 상회하는 

0.7029로 분석되어 각 문항별 평가의 신뢰도는 

비교  안정 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2참조).

평가결과, 높은 수를 부여받은 항목으로는 

참여도구로서의 활용성(4.48)과 의사표 도구

로서의 성(4.16), 그리고 시간 반응성(3.79) 

이었다. 이에 반해, 비교  조한 평가를 받

은 항목들로는 정보 질에 한 만족도(3.26), 

인터페이스 디자인성(3.40), 조작의 편리성

(3.42)으로 나타나 참여자 입장에서의 보다 세

심한 인터페이스 디자인  양질의 정보 제공

에 한 보완이 이 져야 할 것으로 단된다. 

참여모델의 요한 지표라 할 수 있는 참여

유발에 한 만족도(3.52)는 활용성(4.48)과 

성(4.16)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났다. 이는 

표본집단  상지역 이외의 거주자들이 다

수 포함된 결과라 하겠다. 즉, 상지역의 이

미지상이 부재된 가운데, 한정된 정보를 토

로 지역경 을 진단하는 과정에서 참여유발도

가 다소 낮게 평가되었다고 단된다. 이 부분

에 한 검정은 실제 인 온라인 운용을 통해 

보다 세심한 분석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나 실

험  평가를 통해서 본 모델의 반  평가는 

정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  론
본 연구는 주민참여를 목 으로 이미 개발

된 PPGIS 련 선행연구들의 한계를 짚어보고, 

면 에 기반한 참여의 안으로서 참여형 

DML을 제시해 보 다. 본 모델 개발의 요

한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경 참여기

법의 한 형태를 PPGIS로 구체화 시켰다는 

이다. 즉, 지리정보제공 주의 근방식과 기

인 의견수렴의 문자 달 방식을 벗어나 

참여자로 하여  능동 으로 정보를 구축하도

록 유도하고 각 주체간 정보의 공유와 함께 

피드백 과정을 거쳐 계획수립에 필요한 정보

로 재창출 될 수 있도록 하는 참여모델을 제

시하 다. 둘째, 주민참여에 의한 지역정보와 

문가에 의해 정리된 정보의 체계 인 구축 

 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셋째, GIS에 한 

별도의 문  지식  교육훈련 과정 없이도 

직 인 인터페이스의 제공을 통해 참여를 

용이하게 유도하도록 하 다. 마지막으로, 모

델의 확장성을 들 수 있다. 특히, 경  진단맵

의 경우는 각 요소들을 모두 객체화하여 구

했기 때문에 간단한 설정변경(customizing)을 

통해 지역학습의 디자인 게임도구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그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이러한 모델 개발의 의미 있는 진 에도 불

구하고 본 모델 역시 개선되어야 할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모델 평가를 통해 도출된 부분

으로서 보다 이해하기 쉬운 인터페이스 설계

와 의사결정 과정에 실질  도움이 될 수 있

는 추가 인 정보와 제공 수단이 좀 더 보완

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환경으

로의 근이 쉽지 않은 정보소외계층의 참여

제한 문제, 의사결정과정상에서의 정보왜곡 문

제, 그리고, 데이터의 신뢰성 문제와 직결되는 

참여자의 식별과 참여자의 표성 문제 등도 

여 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그러나 

연구자의 자세  가치 과 직결되는 정보왜

곡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요소들은 모델 자체

에 내재된 문제라기보다는 운용 방법상의 문

제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리라 여겨진다. 참여

자의 식별  표성 문제는 인터넷환경에서

의 회원가입 등의 승인 차과정을 두고 데이

터에 한 선별작업을 거치게 된다면 해결 가

능하리라고 본다.

비록 DML을 통한 참여방법이 의사결정과

정으로의 근성과 참여의 기회 폭을 보다 넓

 주는 가능성을 확인시켜 주었으나 그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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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참여수단의 표성을 가지며 정보소외계층

까지를 포 하기는 어렵다고 단된다. 따라서 

오 라인 상에서의 참여방법과 병행하거나 그

것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DML을 운용하는 것

이 보다 바람직한 방법이라 하겠다. 본 연구에

서 개발된 DML은 실험  구 을 통해 그 유

용성을 확인하 으나 DML개발의 정당성을 보

다 확고히 하기 해서는 계획과정상에서 지

속 이고도 실질 인 온라인 운용을 통해 보

다 면 한 검증 차가 이 져야 할 것이다. 이

에 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후속 연구로 

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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