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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시민 다수가 참여하는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집합적 공간의사결정지원시스템을 개
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참여적 계획과 공간의사결정지원시스템 관련 이론적 배경과
연구동향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시민에 의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실험적 시스템을 설계․구현하여, 실제
운용한 후 평가하였다. 참여의 시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온라인 지도 기반의 집합적 공간의사결정
지원시스템을 통해 사용자의 참여와 이용 특성을 분석하고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수단으로서의 유용성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는 집합적 공간의사결정지원시스템의 이용을 통해 계획과정에서 일반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시민이 보유한 정보와 지식의 집합적 활용을 위한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최근
정책과 계획 분야에서 늘어나고 있는 시민 참여를 수용하고 증진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을 제안하고, 그
적용 가능성을 진단한 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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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This study aims to develop a collective spatial decision support system that involves
요약

major citizens’ participation. For the purpose, the present study reviewed theories and research trends
in participatory planning and spatial decision support system. The present study developed a tentative
decision making system and tested its usefulness. This study has significance in showing the
possibilities of collective utilization of the citizen’s information and knowledge, and the participation
of ordinary citizens in the planning process through the collective spatial decision support system.
Also, it proposed technical means to accommodate and promote increasing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field of policy and planning and diagnosed the possibility of practical application.
Key Words citizen participation, urban planning facilities, collective intelligence, spatial decision
support system, planning suppor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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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민주 국가에서 이상적인 의사결정은 국민의 합
의를 통한 자기 지배적 결정이다. 그러나 현실적
인 한계로 인해 의사결정권을 우수한 소수에게 위
임하는 대의제 형태로 실현된다. 그동안 의사결정
에서 소외된 일반 대중은 다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회복을 요구하였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기존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 되
었다.
최근 사회 전반에서 이해관계자의 참여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이에 부응하여 참여와 관련한 법
과 제도들이 확충․보완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참여 제도는 청구 및 발의 등의 요건이 까다롭고,
상당한 비용이 소모되며, 시민들의 지속적인 참여
를 보장하고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시민 참여 방법으로 주로 이용되는 주민설명회
또는 공청회는 시․공간적 한계로 실질적인 의견
수렴의 창구 역할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장
욱, 1995; 이재준, 2011). 게다가 일반 대중의 참여
에 대한 계획당국의 인식과 의지 그리고 지원에
대한 노력은 미흡한 실정이며(이용연, 1991; 이동
수, 2006), 일반 대중 역시 스스로가 직접적인 이
해당사자, 특히 피해자가 되기 전까지 관심을 두
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정책과 계획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으로 제공되었고, 참여에 대한
학습과 교육의 기회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지금의
저조한 시민 참여는 시민 스스로의 삶에 대한 ‘자
기 지배’의 자치 역량과 문화의 한계에서 기인한
다(유재원, 2003).
최근 웹 2.0이나 SNS(Social Network Service),
스마트 폰 등과 같은 정보통신기술과 기기의 발달

로 참여와 소통이 증진되고, 일반 대중의 상호작
용으로 발현되는 집단지성 등을 정책과 계획 같은
공공의사결정에서의 활용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
다. 특히, 일반 대중의 잠재된 지식과 정보를 공유
하고, 협력과 경쟁의 상호작용을 통해 더 나은 집
단적 능력으로 발현되는 집단지성은 미래 의사결
정의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박영숙,
2008; 조화순 외, 2011). 일부 선도적 기업은 집단
지성을 경영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위해 일반대중
에게 개방된 형태의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홍대운․이창근(역), 2004; 윤미나(역), 2008;
변형주, 2010).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정책 및 도
시계획과 같은 공공의사결정에서는 여전히 전통
적인 의사결정방법이 유지되고 있다.
공공의사결정은 대중의 참여와 소통의 기대에
부응하고, 자기 지배적 결정에 대한 경험과 학습
기회를 제공하며, 더 나은 의사결정이 되어야 한
다. 이를 위해 더욱 많은 사람들이 직접 의사결정
에 참여해야 하지만 전통적인 의사결정방법으로
는 한계가 있다. 다수에 의한 의사결정이 더 나은
의사결정이 될 수 있다는 합의와 함께 이를 실현
할 기술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다수의 대중이 참여하는 집
합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의사결정지
원시스템을 개발하고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
이다. 대중의 참여에 의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서 집합적 공간의사결정지원시스템을 통해 더 나
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참여 공개
공유를 기반으로 집단지성 발현의 가능성을 증진
한다. 나아가 정책과 계획에서 합리성과 민주성을
향상하여 국민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유하는 공
간을 계획하고 조성하는 공간적 자기지배의 인식
과 실현에 기여하고자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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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및 연구동향

1. 참여적 계획

계획은 집단의 선호를 정치적 과정을 통해 결
정하는 집합적 선택(collective choice) 수단이다
(장욱, 1995). 일반적으로 집단은 국가와 정부, 시
민이라 통칭되는 집합체(collectivity)를 의미하며,
집합체의 의사결정은 실제로 집단 전체의 선호를
대변하는 것이 아닌 관료와 전문가와 같은 소수의
선호와 판단으로 이루어진다. 공공선택이론에서
는 이와 같은 집합체의 의사결정을 부정하고 개인
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결정을 한다는 방법
론적 개인주의(methodological individualism)를
주장하였다(전상경, 1999; 최광․황수연, 2006). 다
시말해, 계획은국가와정부, 시민사회라는집합체
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구성하는 개인의
선택과행동의합인사회적총합(social aggregate)
이어야 한다. 공공선택이론의 관점에서 시민에 의
한 계획도 결국 집합체로서의 시민이 아니라 개별
시민의 선택과 행동의 총합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책과 계획의 궁극적인 목적이 최종 수혜자인
시민의 효용 증대라고 한다면 가장 많은 시민들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이 합리적인 정책이며 계획
이 될 것이다. 이에 반해 소수의 관료와 전문가에
의한 계획은 온전히 공공의 이익을 위한 선택이
아닌 자신들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할 가능
성이 있다. 따라서 사회적 총효용을 기준으로 더
욱 많은 시민이 참여하여 그들의 효용을 극대화하
는 선택과 행동의 총합으로서의 계획이 가장 합리
적인 계획이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집단
(group) 또는 군중(crowd) 등 다수의 판단과 행
동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가 지배적이었다(이상

률, 1996; 이상돈, 2005). 집단은 비합리적 개인의
집합이며, 비록 개별적으로는 합리적인 개인일지
라도 전체 집단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인식되었다.
그러나 최근 집단지성이라는 개념의 등장으로 집
단이 충분히 합리적일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집단지성은 웹의 진화와 스마트 폰의 보급
등으로 “사이버 공간에서의 의사소통 및 상호작
용이 증대되면서 얻어진 집단적 능력 또는 그 결
과물”로 정의된다(Libert and Spector, 2007). “우
리는 나보다 똑똑하다(We are smarter than
me)”라는 명제로 대변되는 집단지성은 대중지성
(mass intelligence), 떼 지성(swarm intelligence)
등의 유사한 용어로 사용되기도 한다(홍대운․이
창근(역), 2004; 이순희(역), 2009; 이한음(역),
2010; 조화순 외, 2011). 집단지성은 사이버 공간
에서 불특정 다수의 상호작용으로 발현되는 의사
소통적 합리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다
수의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하는 결정
은 집단 내 가장 높은 수준의 구성원보다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계획과정에서 참여의 효과는 다양하게 관찰된
다. Smith(1973)는 계획과정에서의 참여는 계획
자체의 효과성과 순응성을 향상하고, 사회적 안정
성에 기여하며, 학습 체계로서의 유용성이 있음을
주장했다. OECD(2001)는 계획과정에서의 참여가
더 나은 정책의사결정을 하게 하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향상하며, 민주주의를 강화한다고 보고하
면서 시민과의 관계를 강화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기존 계획에서 의사결정단계인 계획의 확정단계
까지는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으나, 계획의 실
행 단계에서는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으로 인해
오히려 지체될 수 있기 때문에 참여적 계획은 계
획의 실행까지 고려한다면 기존의 의사결정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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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Creighton, 2005;
Woltjer, 2009).
참여의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참여적 계획이 활
성화되지 않는 것은 여전히 많은 한계가 있기 때
문이다. 이러한 한계는 인간적 한계와 제도적 한
계, 방법적 한계로 구분할 수 있다.
인간적 한계는 참여의 대상과 방법, 유용성 등
과 관련한 모든 지식을 파악할 수 없는 인지적 한
계(cognitive limits)와 전문적인 문제를 결정해야
하는 두려움, 합리적 무지(rational ignorance) 등
이 있다. 일반 시민은 도시계획 등과 같은 전문 분
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이
를 두려워하거나 무관심해진다. 또한 참여를 통해
발생하는 효용이 적을 것이라고 판단되면 계획과
정에 참여하는 것을 주저하는 기제가 작용한다.
참여적 계획을 제한하는 제도적 한계는 기존
계획 주체의 참여에 대한 의지와 지원의 미흡, 요
식행위에 가까운 형식적인 법과 제도, 정보 및 학
습 기회의 미제공, 제도적 참여수단의 시․공간적
제약 등이다. 현행 계획과정에서는 공청회 및 공
고․공람 후 의견서 제출의 형태로 의견을 청취하
고 있으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계획
에 반영하고 있다. 이 방식은 실제로는 계획을 입
안한 후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제한적이고 소
극적인 방식이며, 의견의 수용에 대한 과정이 불
투명하며 수용 결과에 대한 근거도 부족하고 피드
백이 단절되는 문제가 있다. 도시계획의 경우 시
민의 삶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
고 정규 교육과정은 물론 기타 교육기관에서조차
학습할 수 있는 기회는 희박하다.
시민 참여는 시간과 비용과 같은 현실적 제약
이따른다(장욱, 1995; 이재준, 2011; 이춘희, 2012).
현행 제도에서의 참여는 대부분 행정기관의 업무

시간 중에 가능하며, 공청회 및 설명회 등은 짧은
시간 동안 일회적으로 개최되어 시간적 제약이 크
다. 그리고 시민이 행정기관에 직접 방문해야 하
거나 일정한 장소로 이동해야 하는 공간적 제약도
상존한다. 이러한 참여의 시․공간적 제약은 정보
통신기술을 통해 극복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술
적 지원은 전통적인 참여에 비해 참여의 비용을
줄여 시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다.
2. 공간의사결정지원시스템

공간의사결정지원시스템은 일반적인 의사결정
지원시스템과 맥락을 같이 한다(Balram and
Dragicevic, 2006; 이희연․심재헌, 2011). 의사결
정지원시스템의 가장 일반적인 구조는 DDM
(Dialog-Data-Model)으로 데이터 시스템(data
subsystem), 모델 시스템(model subsystem)과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interface)로 구성된다
(Sprague and Watson, 1989; Power, 2002).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은 ‘데이터’와 ‘모델’을 중심
으로 발전해왔으나 최근에는 시스템과 사용자와
의 상호작용을 강조한다(Sprague and Watson,
1989). 데이터나 모델을 고도화하는 전문적 개발
에서 벗어나 비전문가인 사용자도 쉽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는 의사결정지원시스템으로 변화하
고 있으며,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OpenAPI의 활
용을 통해 시스템의 기능적 확장과 시스템 간의
연계가 이루어지는 추세이다(오창현, 2009).
의사결정지원시스템 개발에 있어서 의사결정은
가치중립적이며, 의도적 선택과 합리적 수행을 위
한 명확한 과정으로 인식하는 합리적 의사결정모
형을 가정하였다(박흥국, 2004). 그러나 실제 의
사결정은 그 자체로 규범적이고 합리적인 것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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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의사결정의 과정에서 규범성과 합리성을 추
구하는 것일 뿐이다. 이와 같이 제한된 합리성을
전제로 하는 의사결정은 전지전능적인 판단과 결
정이 아닌 직관적 의사결정에 가깝다. 일반적으로
직관은 비합리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이를
단정할 수는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Ciborra(1984)
는 인위적인 합리성을 전제로 한 정보시스템에 의
존한 의사결정이 아닌 비시스템적이고 행태적인
의사결정을 주장하였다(박흥국, 2004). 지금까지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은 규범적 의사결정을 기반으
로 하여 개발되어 왔으나, 전통적 합리성과 규범
적 의사결정의 비현실성을 고려한다면 기술적 의
사결정에 기반한 의사결정지원시스템 또는 최소
한 규범적 의사결정에서 탈피한 새로운 형태의 의
사결정지원시스템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은 주로 비공간적인 문제를
다루어왔으며, 공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공간은 의사결정문
제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나(Carver, 2001) 그동
안 의사결정과정에서는 부각되지 못하였다가, 지
리정보시스템(GIS)과의 결합을 통해 공간적 문제
의 해결을 모색하게 되었다. 근래에는 지리정보시
스템을 이용한 공간분석에 대한 요구 증대와 온라
인 지도 서비스의 사용자가 확대되면서 공간에 대
한 인식과 관심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최근 공간문제를 다루고 있는 연구들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선호와 가치를 반영한 공간적 다기
준 의사결정방법을 이용하고 있다(Carver, 2001;
Malczewski, 2003; 김영 외, 2001; 오규식․권오
경, 2001; 홍성언․박수홍, 2001). 그러나 공간적
다기준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은 사용자가 전문적인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에 응답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적

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일반 시민을 대
상으로 복잡하고 비구조화된 공간적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공간의사결정지원시스템은 지금까지
논의되어 온 시스템 모형과 다른 새로운 형태의
시스템이 요구된다. 다수의 시민들이 보유한 지식
과 정보 그리고 경험과 직관을 집합적 의사결정으
로 구현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Ⅲ.

연구방법

1. 시스템 설계 및 구축

공간의사결정과정에서 집단지성의 적용 가능성
을 검증하기 위해 실험적 시스템을 개발한다. 집
단지성과 공간의사결정에 관한 문헌 조사와 예비
조사를 통해 일반 대중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을 실험적 시스템 개발에 적용하였다.
시스템 구조는 <그림 1>과 같이 클라이언트-서
버 형태이며, Google Maps OpenAPI를 이용하여
지도 플랫폼으로 활용하고, 공간정보를 매쉬업
(mash up)하였다.

<그림 1> 실험적 시스템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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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프로세스는 등록 및 로그인 단계, 공간
의사결정 단계, 설문 단계 등 3단계로 구분하여 설
계하였다. 등록 및 로그인 단계는 사용자 정보를
입력하면 사용자 등록과 로그인이 동시에 이루어
지며, 공간의사결정 단계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공간적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구성 요소를 연계하
였으며, 설문 단계는 사용자가 시스템에 대한 평
가를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시스템은 Apache Web Server 2.2와 MySQL
5.0으로 구축하고, 나모 웹에디터 FX, UltraEdit
14.2 등을 이용하여 HTML과 PHP로 코딩하였다.
온라인 지도 플랫폼으로는 Google Maps
OpenAPI를 이용하였으며, 시스템 구현을 위한
프로그래밍 소스는 Google Developers의 Google
Maps(http://developers.google.com/maps)를 참
조하였다. 공간자료는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
(http://data.seoul.go.kr)과 한국토지정보시스템
(KLIS)의 자료를 ArcGIS 9.3을 이용하여 분석하
고, KML 파일 형태로 변환하여 시스템에 탑재하
였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그림 2>와 같이 지도 위
의 특정 위치를 기준으로 정보창(info-window)이
나타나도록 구현하였다. 정보창에는 사용자가 직
접 자신이 요구하는 도시계획시설을 텍스트 박스
(text box)에 직접 입력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의 도시계획시설을 풀다운 메
뉴(full-down menu)의 형태로 구성하여 사용자
가 선택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이해가 있는 경우 텍스트 박스에 직접 입력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풀다운 메뉴에 제시
된 도시계획시설을 확인한 후에 자신이 필요로 하
는 대상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현하였다.

<그림 2> 사용자 인터페이스

집합적 공간의사결정지원시스템의 실제 운용을
통해 참여 및 이용 특성을 분석하고 의사결정지원
수단으로서 유용성을 평가하였다. 실험적 시스템
은 2012년 4월 16일부터 예비 운영을 통해 문제점
을 수정한 후 인터넷 서버에 탑재하여 2012년 8월
15일부터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
였다. 시스템의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온-오프라
인을 통해 홍보하였다. 온라인 홍보는 2012년 8월
15일부터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이용하
여 시스템 도메인을 홍보하였고, 오프라인 홍보는
시스템 도메인과 시스템 이용법 등을 수록한 전단
지 1,000부를 만들어 배포하였다.
2. 시스템 사용 분석

시스템 사용 특성은 등록자 정보와 접속 로그
파일을 통해 분석하였다. 시스템 등록자의 인구통
계적 특성과 사용시간 분석을 통해 특성을 규명하
고, 접속 로그 파일의 분석을 통해 시스템 접속자
에 대한 접속 특성 및 의사결정 특성을 분석하였
다. 시스템 이용자들에 대한 참여 동기를 파악하
기 위하여 시스템에 온라인 설문을 구성하여 시스
템 이용자가 스스로 문항에 답하도록 하였다.
실험적 시스템을 이용한 의사결정의 분석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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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집합적 공간의사결정
의 결과인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공간적 수요를 분
석하였다. 도시계획시설의 공간적 수요는 시민들
이 요청한 지점에서의 도시계획시설을 ArcGIS
9.3을 이용하여 유형별로 핵 밀도 지도(Kernel
Density Map)를 이용하여 시각화하였다.
실험적 시스템의 평가는 사회적 목표 달성과
시스템 사용성 평가로 구성하였다. 사회적 목표
달성 평가는 2012년 9월 9일부터 10월 3일까지 서
울 시민을 대상으로 현행 의사결정방식에 대한 설
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실험적 시스템 사용자를 대
상으로 동일 항목을 조사하고 독립표본 t-검정을
이용하여 집단 간 차이를 비교하였다. 시스템 이
용성 평가는 Brooke(1996)이 개발한 시스템 사용
성 평가 척도(System Usability Scale)를 이용하
여 시스템 이용자를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온라인
설문을 통해 측정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시스템 이용
1) 시스템 등록

실험적 시스템에 등록된 사용자는 2012년 10월
25일 현재 총 92명으로 남성이 48명(52.2%), 여
성이 44명(47.8%)이며, 연령별로는 10대가 1명
(1.1%), 20대가 26명(28.3%), 30대가 56명
(60.9%), 40대가 9명(9.8%)이다. 지역별로는 서
울시 25개 자치구 중 18개 자치구에서 거주하거
나 활동하는 시민이 참여하였으며, 송파구 19명
(20.7%), 동대문구 11명(12.0%), 관악구 13명
(14.1%)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2) 시스템 접속

시스템 이용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접속 로
그(access log) 파일을 분석하였으며. 전체 접속
기록 중에서 시스템 관리를 위한 접속을 제외한
외부 접속 기록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접속
건수는 2012년 8월 15일부터 2012년 12월 1일까지
총 422건의 접속이 이루어졌다.
시스템 이용은 오전 6시부터 자정에 걸쳐 이루
어졌다(<그림 3> 참조).

<그림 3> 시간별 시스템 이용

시스템 이용은 오후 9~10시에 45건(9.0%)으
로 가장 많이 이루어졌으며, 이어서 오전 11시~
정오 39건(7.8%), 오후 5~6시 36건(7.2%)의 순
으로 나타났다. 일과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
시까지 이용률은 51%였으며, 일과시간 외에도
49%의 이용률을 보였다.
3) 도시계획시설 수요의 공간적 투표

도시계획시설 수요에 대한 공간적 투표는 2012
년 8월 15일부터 12월 1일까지 67명에 의해 진행
되었다. 이는 전체 등록자 92명 중 72.8%에 의해
의사결정이 진행된 것이다. 사용자 1인당 투표수
는 <그림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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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사용자별 투표수

<그림 5> 도시계획시설의 공간적 수요

단일 사용자가 최대 20개 지점에 대해 투표했
으나, 전체 사용자의 67.6%는 1~2회만 투표했다.
이와 같은 단순한 참여는 전체 참여자 수가 늘어
날수록 그 비중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그
림 4>의 그래프 꼬리는 더욱 긴 형태를 보일 것이
다.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의 수가 충분하지 않아
명확하게 나타나지는 않으나, 이와 같은 현상은
집단지성에서 논의되고 있는 롱테일(long tail) 현
상으로(Anderson, 2006), 더 많은 사용자가 참여
한다면 단순 참여자의 전체 합이 적극적으로 참여
하는 소수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
로 유추할 수 있다. 결국 의사결정에서 집단지성
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소수의 적극적 참여보다 단
순하지만 다수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지점에 대해 도시계획시설을 요구하는 투표가 있
었다. 도시계획시설 유형별로는 공원(48개소), 문
화시설(31개소), 녹지(28개소), 주차장(24개소),
도로(14개소), 광장(10개소)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철, 정류장, 공항, 하천 등의 도시계획시설의 경
우 1~3건 정도의 신청이 있었으며, 자연장지(2
건)와 공동묘지(1건) 같은 기피시설의 신청도 있
었다. 도시계획시설의 공간적 수요는 특정 지점의
도시계획시설의 부족을 의미하므로 해당 지점에
대한 실시간 대응이 가능하며, 공간적 투표가 집
중된 핫스팟(hot spot) 지점은 다수의 시민들이
도시계획시설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지역으로
향후 도시계획 등에서 대응이 가능하다.
2) 공간적 의사결정의 결과 변화

2. 공간의사결정
1) 도시계획시설의 공간적 투표 결과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공간적 투표는 특정한 지
점 또는 공간에 도시계획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
한 것을 의미하며, <그림 5>는 시스템을 통해 투표
된 도시계획시설의 공간적 수요이다.
2012년 8월 15일부터 12월 1일까지 총 139개의

공간적 의사결정의 변화는 2012년 9월부터 12
월까지 공간의사결정의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시
기별 결과는 <그림 6>과 같다. 공간적 의사결정 결
과는 매월 초에 측정하였으며, 해당 달의 결과는
이전 한 달 동안의 결과로서, 예를 들어 9월의 현
황은 8월 한 달 동안 이루어진 결과를 의미한다.
도시계획시설의 공간적 수요에 관한 월별 결과
는 다음과 같다. 먼저, 2012년 8월 15일부터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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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이루어진 9월의 도시계획시설(a)은 공원, 녹지,
주차장 등 10건의 신청이 있었다. 10월의 도시계
획시설 신청(b)은 34건으로, 신청 내용으로는 공
원(14건), 문화시설(13건), 주차장(10건) 등의 순
으로 나타났다. 11월의 도시계획시설 신청(c)은
63건으로, 녹지(21건), 공원(20건), 문화시설(16
건), 주차장(12건), 도로(10건) 등으로 나타났다.

3) 도시계획시설의 공간적 수요 분석

도시계획시설의 공간적 수요 분석은 <그림 7>
과 같이 핵 밀도 지도를 통해 시각화하였다.

<그림 7> 도시계획시설의 공간적 수요 핵 밀도 지도

(a) 2012년 9월

(b) 2012년 10월

(c) 2012년 11월
<그림 6> 도시계획시설의 공간적 수요 변화

2012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도시계획시설의
공간적 분포는 관악구, 성북구, 동대문구 등에서
수요가 높게 나타난 반면, 강북구, 서초구, 도봉구,
강동구 등은 수요가 나타나지 않았다. 동대문구와
관악구의 경우 자치구 내 도시계획시설의 공간적
수요가 넓게 분포하고 있으며, 구로구, 송파구, 광
진구, 은평구 등은 자치구 내의 특정 지역에 집중
적으로 나타났다. 도시계획시설 유형별 공간적 수
요는 <그림 8>과 같다. 이와 같은 실험적 시스템을
통한 도시계획시설의 공간적 수요는 서울시의 공
간적 수요로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시스템
사용자가 모집단인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표본으
로서 부적절할 수 있으며, 표본의 수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결과는 시민의 참여를 통한 공
간의사결정의 실제 결과를 제시하는 것이며, 향후
시스템 사용자의 대표성이 확보된다면 시민 전체
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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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교통시설

(b) 공간시설

(c) 유통공급시설

(d) 문화체육시설

(e) 방재시설

(f) 보건위생시설
<그림 8> 도시계획시설 유형별 공간적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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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간적 수요와 개인 영역의 관계

전체 139개 도시계획시설의 공간적 수요 중에
서 사용자를 확인할 수 있는 85개를 대상으로 도
시계획시설을 요청한 지점과 사용자의 주요 활동
지의 일치 비율을 분석하였다(<표 1> 참조). 사용
자의 주요 활동지는 사용자 등록 시 입력한 행정
구역을 기준으로 하였다.
<표 1> 공간적 수요와 신청자 주요 활동지의 비교

분석대상

85

자치구
일치 수

64

행정동

비율

75.3

일치 수

43

비율

50.6

공간적 수요 지점에서 사용자의 주요 활동지 중
자치구와 일치하는 지점은 64개(75.3%)이며, 행
정동까지 일치하는 지점은 43개소(50.6%)이다.
사용자 등록 시 입력한 행정구역은 1개소로 한정
했기 때문에 실제 사용자의 활동 영역을 파악하기
에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의사결정이 사용자가 활동하는 공간적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공간의사
결정에서 개인이 인지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도시계획과 같은 공간적
차원의 의사결정에서는 공간단위를 개인이 인지
할 수있는 단위까지축소해야 할 것이다. 다만, 공
간적 인지 범위와 계획에서의 적절한 공간단위에
관한 내용은 향후 연구를 통해 규명되어야 한다.
공간적 인지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전체
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의 공간적 수요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다수의 참여가 있기 때문이다. 비록 한
개인의 인지 범위는 제한되어 있으나, 이러한 제
한된 인지의 합은 개인의 인지 범위를 벗어난 대
상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의사결정
을 할 수 있다.

3. 집합적 공간의사결정지원시스템 평가
1) 시스템 이용 동기

시스템의 이용 동기는 다음 <표 2>와 같다. 개
인적 동기로서 자신이 거주하는 공간의 개선이
4.4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사회적 동
기인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가 4.09로 나타났다. 동
기 유형별로는 개인적 동기, 사회적 동기, 관계적
동기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참여의 동기가 사
회 또는 관계적인 이유에서보다 개인의 이익 또는
효용을 증가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
는 공공선택이론에서 주장하는 사회적 선택은 결
국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개인적 합리성에
서 기인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 시스템 이용 동기 평가

지표

평균

표준
편차

내가 살고 있는 곳을 개선하는 일을 4.45 0.67
개인적 하고 싶다
동기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즐겁다
3.77 0.75
관계적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싶다 3.59 0.79
동기 나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다
3.41 0.79
사회적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싶다 4.09 0.61
동기 사회에 보답하고 싶다
3.59 0.79
2) 시스템 사용성 평가

시스템 사용성 평가의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
다. 시스템 사용성 점수는 긍정적 문항의 경우 평
가값에서 1을 빼고, 부정적 문항의 경우 5에서 평
가값을 빼는 시스템 사용성 척도의 계산 공식을
통해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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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적 시스템에 의한 계획 평가

<표 3> 시스템 이용 동기 평가

지표

평균

시스템을 자주 사용하게 될 것 같다
시스템이 불필요하게 복잡하다
시스템이 사용하기 쉽다
시스템사용을위해서는 기술적인도움을
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시스템에있는 기능들이잘통합되어있다
시스템이 일관성이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시스템의 사용
법을 빨리 배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시스템을 사용하는 데 귀찮다
시스템을 사용하는 데 자신감을 느꼈다
이 시스템을 사용하기 전에 많은 학습이
필요하다

3.55
2.95
3.82
3.45
3.36
3.05
3.55
3.23
3.32
3.05

SUS
점수

2.55
2.05
2.82
1.55
2.36
1.95
2.55
1.77
2.32
1.95

시스템 사용성 총점은 시스템 사용성 점수에서
2.5를 곱하여 계산하였다. 실험적 시스템의 사용
성 총점은 54.6으로 나타나, 시스템 사용에서의 전
반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시스템 사용성 점수를 기준으로 한 개별 항목
의 평가 결과로서 시스템 사용의 용이성(2.82)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시스템 이용 의
사(2.55)와 시스템 이용의 확대 가능성(2.55)의
순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반면, 부정적인
평가로서 시스템 사용에서 기술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항목(1.55)이 가장 낮게 나타
났으며, 시스템을 사용하는 데 귀찮으며(1.77), 학
습이 필요한 것(1.95)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실험
적 시스템을 사용함에 있어서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으며, 시스템의 개선과 이용 안내 등의 학습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시스템의 주관적 효용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현
행 도시공원계획과 실험적 시스템을 이용한 의사
결정의 평균을 t-검정을 이용하여 비교하였다. 비
교 항목은 참여의 결과인 사회적 목표 달성에 관
한 5개 항목으로,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사회적 목표 달성의 비교

지표

공공가치의 반영
주관적 의사결정의
질 향상
갈등의 해소
신뢰의 구축
교육과 정보의 제공
* p<.05, ** p<.01

실험적
시스템 평균의
표준
표준 차
평균
평균
편차
편차
현행 계획

3.13
3.11
2.87
2.94
3.09

.74
.76
.82
.85
.82

3.51
3.54
3.03
3.05
3.30

.51
.51
.69
.57
.46

0.38
0.43
0.16
0.11
0.21

**

**

**
**
**

사회적 목표의 모든 항목에서 시스템을 이용한
의사결정이 더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를 보이는 항목은 공공가치의 반영, 주관
적 의사결정의 질 향상, 교육과 정보 제공의 세 항
목이다. 공공가치의 반영에 대한 평가는 시스템을
이용한 의사결정(3.51)이 현행 계획(3.13)보다
0.38만큼 더 높게 나타났으며, 주관적 의사결정의
질 향상에 있어서 실험적 시스템을 이용한 의사결
정(3.54)이 현행 계획(3.11)보다 0.43만큼 높게 나
타났다. 갈등의 해소에 대한 평가는 실험적 시스
템을 이용한 의사결정(3.03)이 현행 계획(2.87)보
다 0.16만큼 더 높게 나타났으며, 신뢰의 구축에
대한 평가는 실험적 시스템을 이용한 의사결정
(3.05)과 현행 계획(2.94)의 차이가 0.11로 나타났
으나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마지막으로 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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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제공에 대한 평가는 실험적 시스템을 이용
한 의사결정(3.30)이 현행 계획(3.09)보다 0.21만
큼 더 높게 나타났다.
실험적 시스템을 이용한 의사결정은 현행 계획
의사결정과 비교하여 참여의 결과로서 사회적 목
표를 더 높이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만, 갈등 해소와 신뢰 구축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
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이 제안하는 의사
결정지원시스템으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
는 문제인지 아니면 실험 과정이 충분히 진행되지
않아 문제 해결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
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
험적 시스템을 이용한 의사결정은 참여하는 시민
들에게 전반적으로 더 많은 주관적 효용성을 제공
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Ⅴ.

결론

본 연구는 일반 시민의 참여를 통해 이루어지
는 집합적 의사결정을 기반으로 한 공간의사결정
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간계획에서의 참여를
증진하고 의사결정의 질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일반 시민에게 용이하고 익숙한 의사결정인 투
표 방식을 적용하였다. 공간에 대한 투표는 공간
자체에 대한 투표와 공간적 대상에 대한 투표 방
식으로 구분하였다. 집합적 공간의사결정지원시
스템의 적용은 시스템 홍보, 사용자 등록, 의사결
정 특성 등에 관하여 분석하였으며, 시스템의 평
가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포커스 그룹
인터뷰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를 통
해 시스템의 장․단점과 개선방향 등에 대해 논의
하였다. 시스템의 홍보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

해 진행했으나, 실험적 시스템 등록자는 상대적으
로 적었다. 시스템 사용자는 공공문제에 대한 관
심과 인지 그리고 의지와 함께 정보통신기술을 사
용하는 데 익숙해지고 나서야 비로소 실험적 시스
템을 이용하였다. 따라서 시민이 참여하는 공간의
사결정시스템을 성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의 홍보와 함께 공공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참여를 유도하며, 기본적인 정보통신기술
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참여자는 많지 않았으나, 제안된 시스
템은 시․공간적인 제약이 없다는 점에서 향후 다
수의 시민이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실험적 시스템 사용은 집단지성에서 논의되고
있는 롱 테일(long tail)과 유사하게 나타나, 비록
단순한 참여자일지라도 그 총합은 적극적으로 참
여하는 소수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결국 다수에 의한 의사결정에서의 집단
지성 내지는 집합적 합리성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비록 단순한 의사결정을 할지라도 다수의 시민이
참여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의 의사결
정에서 분석적 판단보다는 직관적인 판단에 의존
하고 있으며, 비록 개인의 직관적 판단은 불합리
할 수 있으나, 직관적 판단의 집합은 합리적일 가
능성이 있다. 이러한 개인의 직관적 판단을 모을
수 있는 도구로서 제안된 시스템의 유용성이 있
다. 또한 다수의 사람들에 대한 의사결정 결과를
통해 개인이 새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가 다시 실시간으로 전체 의사결정의 결과에
반영되어 집단지성이 발현될 수 있는 플랫폼의 역
할이 기대된다. 실험적 시스템은 정보 제공 수준
의 현행 참여 제도에 비해 시민이 직접 의사결정
을 한다는 측면에서 더 높은 수준의 참여를 제공
한다. 그리고 참여의 결과인 사회적 목표를 더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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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수 있는, 즉 시민들에게 더 많은 효용을 제공할
수 있는 수단이다. 요컨대, 집합적 공간의사결정
지원시스템을 이용한 의사결정은 소수에 의한 지
금의 의사결정에 비해 더 합리적일 수 있으며, 최
소한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더 많은 주관적 효용성
을 제공한다. 또한 사용자가 시스템을 이용한 시
간을 고려했을 때 제안된 시스템을 이용한 참여
방법은 현행 계획이 갖는 참여의 시․공간적 제약
을 극복할 수 있다는 데 유용성이 있다. 다만, 사
용자 간의 상호작용, 사용자 인터페이스 등은 개
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집합적 공간의사결정지원시스템의
개발을 통해 계획과정에서의 일반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시민이 보유한 정보와 지식의 집합적
활용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최근
정책과 계획 분야에서 증대하는 시민 참여를 수용
하고 증진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을 제안하고, 그
적용 가능성을 진단한 연구이다.
그러나 일반 시민 다수에 의한 의사결정이 합
리적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일반 대중 스스로 자신의 결
정에 대한 불신이 남아 있고, 다수가 결정하는 방
법에 대한 합의와 자신들이 선택한 결과를 스스로
수긍할 것인가의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 또한
시스템의 운영 기간이 충분하지 않았고, 시스템
사용자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표본 수가 부족하여
시스템의 유용성을 단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
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운영 기간
연장과 사용자 확보를 통해 표본 수를 증대하여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또한 표본의 선정에 있어서 연령별, 지역별 할당
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연령에 따라 정보통신기
술에 대한 친밀감과 숙련도가 다르기 때문에 시스

템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
이다. 또한 연구의 대상인 도시계획시설은 지역별
편차가 있기 때문에 표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
역 요인을 반영해야 할 것이다. 또한 포커스 그룹
을 통해 시스템에 대한 사용성 평가와 개선 방안
은 물론 시민참여형 계획에 대한 평가와 대안 등
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도시계획시설은 일반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도로, 공원, 시장, 학교 등이지만 이들이 도
시계획시설로 인지하지는 못한다. 본 연구에서는
시민들에게 생소한 도시계획시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일반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
으로 질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도시계
획시설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시민이 부정확한 답
변을 입력하더라도 인공지능, 기계학습, 온톨로지
등 기술적 수단을 통해 법정 분류체계에 부합하도
록 DB에 저장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안
한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기보
다는 도시계획 공청회 또는 시민참여단과 같은 오
프라인 활동에서 교육하고 활용한다면 도시계획
에서의 시민 참여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근본적으로 일반 시민들이 일상 생활을 영위하는
공간인 도시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갖고, 도시계
획과 정책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 못한 의사
결정에서 합리성에 대한 합의, 집단의사결정과 집
합적 의사결정 간의 비교, 개인 및 집단 의사결정
기제, 공간적 인지 한계, 논쟁적 또는 의미론적 공
간의사결정지원시스템 등 다수에 의한 의사결정
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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