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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회 소 식
• 제 7차 이사회 개최
․일 시 : 2018년 8월 17일(금)
․장 소 : 학회 사무국
․의 제 : 2018년 추계학술대회 진행사항 보고, 추계학술대회 SW경진대회 진행사항 보고, 김재현교수
(성균관대) 행사 위원장 위촉, 전우천교수(서울교대) 출제위원장 위촉, KSII-서울디지털재단
공모전 협의 (서울시 정책논문 공모추진), ICONI 2018 진행사항 보고, 학술지 진행사항 보
고 (TIIS & JICS), 학회지 19권 2호 주제 선정 및 원고모집 요청, 학회 연구용역과제 및 행사
진행사항 보고, KOFST(과총) 국제학술지(TIIS) 및 국내학술지(JICS) 지원사업 선정, 인터넷
통신연구회(시스코아카데미) 행사 지원 보고, 학회 국내 지부 및 해외 지부 현황 보고, 2019년
춘계학술대회 동국대 개최 확정, 황하성교수 (동국대) 조직위원장 위촉, 2018년 추계학술대회
부경대 개최 확정, 김창수교수(부경대) 조직위원장 위촉, 보안뉴스 기고문 진행현황 보고,
학회 홈페이지 영문화작업 진행 보고, 기타

• Vol.12 Issue.7 KSII Transactions on Internet and Information Systems
․발간일자 : 2018년 7월 31일
․게재논문편수 : 27편

• 제 8차 운영위원회 개최
․일 시 : 2018년 9월 14일(금)
․장 소 : 학회 사무국
․의 제 : 2018년 추계학술대회 진행사항 보고, 초청강연 및 튜토리얼 추천 요청, 행사 후원 추천요청,
2018 SW 창의력 경진대회 추진 안 보고, 인터넷기술상 및 공로상 추천, 학술상 김문성교수
(서울신학대) 추천, ICONI 2018 진행사항 보고, CONI 2018 행사 패키지일정 안 보고, KETI
& KISTI workshop 진행, TIIS (영문지) Co-EIC & AE 추가 위촉 및 편집위원 회의 일정 논의,
TIIS Vol12 Issue8-1 (북한논문) 관련 언론 보도자료 보고, JICS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계속평가
보고, 학회지 19권 2호 시민정책연구 추가, 학회 홈페이지 리뉴얼 진행상황 보고, 차기(2019년)
학회장 선임 보고, APIC-IST 2019 김재현교수 (성균관대) 조직위원장 위촉, 기타

• Vol.19 No.4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발행일자 : 2018년 8월 31일
․게재논문편수 : 14편

• Vol.12 Issue.8 KSII Transactions on Internet and Information Systems
․발간일자 : 2018년 8월 31일
․게재논문편수 : 30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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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9차 이사회 개최
․일 시 : 2018년 10월 19일(금)
․장 소 : 학회 사무국
․의 제 : 2018년도 추계학술대회 진행사항 보고, 2018 소프트웨어 창의력 경진대회 신청 마감,
KSII 서울디지털재단 시민정책연구과제 총 19편 공모, 인터넷기술상 선정 애드포스(주),
ICONI 2018 진행 사항 보고, 논문투고 현황 및 해외논문 (7개국) 투고 현황 보고, 논문심사
완료 및 논문 등록 안내, TIIS IF 향상 보고, JICS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계속평가 등재유지,
코리아 과학정보기술 융합 포럼( Korea SICT Forum) / KSII & KISTI 추진, 2019년 차기 학회장
강민구교수(한신대) 연임 안 통과, 이사회 상정 및 정기총회 보고, 학술대회 학부이하 논문
시상명 : IT 꿈나무상 시상, 기타

• Vol.12 Issue.9 KSII Transactions on Internet and Information Systems
․발간일자 : 2018년 9월 30일
․게재논문편수 : 26편

• Vol.12 Issue.10 KSII Transactions on Internet and Information Systems
․발간일자 : 2018년 10월 31일
․게재논문편수 : 28편

• Vol.19 No.5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발행일자 : 2018년 10월 31일
․게재논문편수 : 14편

• 2018년도 한국인터넷정보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개최
․일
․장
․주
․후

시
소
최
원

:
:
:
:

2018년 11월 2일(금) ~ 3일(토)
서울디지털재단 새롭관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정보학회,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서울특별시, ㈜아이티센, ㈜LGCNS,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애드포스인사이트, ㈜씨어스테크놀러지

학회소식 7

한국인터넷정보학회 제38회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발표대회가 서울디지털재단에서 개최되어, 회원들의
빛나는 연구업적과 성공적인 개발 사례, 생생한 기업현장의 경험이 담긴 알찬 논문 130여편 발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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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토리얼 강연]

[제36차 정기총회]

학회소식 9

[논문발표]

• 2018년도 한국인터넷정보학회 소프트웨어 창의력 경진대회 개최
안녕하세요. (사)한국인터넷정보학회에서는 4차 산업혁명 대비 창의적인 인재육성의 일환으로 초·중학생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창의력 경진대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 대 회 명 : 2018 한국인터넷정보학회 소프트웨어 창의력 경진대회
* 대회 취지: 초중학생들의 소프트웨어 문제해결력과 창의력 경진대회
컴퓨터나 프로그래밍에 대한 특별한 선수지식이나 경험이 없어도 지원가능
* 응시분야 : 주어진 문제를 소프트웨어적 문제해결력을 이용하여 창의적이고 완성도가 높게 해결 (소프
트웨어 사고력 올림피아드대회, 알고리즘대회, 비버챌린지 대회의 중간 형식)
* 참가자격: 신청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초등학교 3~6학년 및 중학교 1~3학년 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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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소식 11

[2018년도 한국인터넷정보학회 소프트웨어 창의력 경진대회 시상식]

• 제 10차 운영위원회 개최
․일 시 : 2018년 11월 16일(금)
․장 소 : 학회 사무국
․의 제 : ICONI 2018 진행사항 보고, 국내논문 및 해외논문 (10개국) 투고 현황 및 등록사항 보고,
TIIS 2019년 담당 Co-EiC 분야 11개 분야 재조정, 제주대 & KSII 동계워크샵 검토 및 진행,
기관 및 연구센터 MOU 협약 및 진행, APIC-IST 2019 북경공업대학교 개최지 선정, 기타

• Vol.12 Issue.11 KSII Transactions on Internet and Information Systems
․발간일자 : 2018년 11월 30일
․게재논문편수 : 23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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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10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ternet (ICONI 2018)
Dec. 16-19, 2018, Sokha Phnom Penh Hotel, Phnom Penh , Cambodia
http://www.icon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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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l.12 Issue.12 KSII Transactions on Internet and Information Systems
․발간일자 : 2018년 12월 31일
․게재논문편수 : 30편

• Vol.19 No.6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발행일자 : 2018년 12월 31일
․게재논문편수 : 14편

서울시 공원일몰제 시행에 대비한
☆

수직빌딩숲 입지 선정 및 제안
김 민 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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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1일부터 공원일몰제가 시행되어 전국에
있는 미조성 공원이 지위를 상실하여 개인 사유지로
서 개발이 가능하게 된다. 이는 애초에 개인에게 귀속
된 토지를 공원으로 강제 지정하여 녹지를 유지하기
위함이었으나 개인의 재산권 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토지 소유자들의 권리를 인정하여 공
원으로 지위를 해제하게 된 것이다. 서울시의 전체 공
원 면적 111.8  중 57.5  가 미조성 공원이고 이
중 55.1  이 10년 이상 미집행 되어 2020년에 공원
일몰제 시행 대상이다. 공원일몰제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는 토지 매입 예산을 책정하였
으나 최근 과도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토지
보상비는 예산을 크게 웃돌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서
울시는 기존의 매입 기조를 수정해야만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수직 빌딩 숲
(이하 빌딩숲)’ 건축 보조금 지원을 제안하고자 한다.
빌딩숲은 토지 면적에 비해 높은 환경적인 효과를 보
이며 기존 비용의 5%의 추가 비용으로 건축이 가능
하다. 토지 가격과 녹지 유지의 필요한 정도를 위치에
따라 판단하고, 토지 매입 대신 건축 비용 보조를 통
1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서울시립대학교 통계학과
☆ 이 연구는 2018년도 서울디지털재단 '시민정책연구 프
로그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시민정책연구 과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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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5. 부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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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환경적인 효과와 경제적인 효과를 동시에 도모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특정 기준에 적절한 입
지를 찾아 빌딩숲을 건축하는 것으로 공원일몰제의
한 대안을 제시한다.

2. 서

론

도시공원은 국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
이며 시민의 환경권을 보장하는 공간시설이다. 도시공
원의 제정의의와 시설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도시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도시 자연 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
강, 휴양 및 정서 생할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
하기 위해 설치·지정된 도시기반 시설
－ 도시공원은 도시 내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데 근
간이 되는 도시기반 시설로 역사, 문화체험, 교
육, 일자리, 치유, 커뮤니티 등 도시민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며 도시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
－ 헌법 제 35조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
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
고 있으며, 도시공원은 국민의 생활권 내에서
환경권을 보장하는 주요 공간 시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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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도시공원은 지나친 도시 확장을 제어하고

계획시설의 결정실효제가 도입되었고, 본 법안은 10년

자연경관을 보호할 뿐 아니라 도시민의 건강과 휴식

이상 장기간 미집행 된 상태로 남아있는 공원은 2020
년 7월 1일 결정실효제에 의한 공원지정이 해지되는
‘공원일몰제’의 시작을 의미한다.

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현재 국가에서 지정한 도시
공원들은 도시 녹지를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법률 아
래 해당 지자체를 통해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
나 도시공원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따라서 공원일몰제의 적용을 받아 2020년 7월 1일
에 공원으로써 지정이 해제되는 미시설 공원은 ‘도시

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산림을 공원으로 지정하는

계획법 제 12조’에 의하여 공원으로 결정되었으나 ‘도

특성상 공원 집행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각

시공원법 제 4조’에 의한 공원 조성이 수립되지 않은

지자체들은 도시공원을 집행해야 할 필요성을 덜 체

공원, 혹은 공원조성은 수립되었으나 공원시설이 설치

감하였고, 최근까지 도시공원은 철도, 항만, 도로와 같

되지 않은 공원을 의미한다. 즉 미조성된 공원 뿐 아

은 도시·군 계획시설에서 거의 대부분 낮은 우선순위

니라 기조성된 경우도 사유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

로 방치되어 있었다. 또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
간자본 유치 촉진법’에 의해 민간투자 방식으로 공원

은 경우 공원일몰제에 의하여 공원지정이 해제됨을
알 수 있다.

사업을 실시할 수 있었으나 다른 도시·군 계획시설과
는 달리 수익 발생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어 민간투자
유치 역시 어려운 실정이다.

－ 공유지 미시설 근린공원은 집행공원으로 편입한
다. 해당 공원은 공유지임에도 불구하고 시민

<공원일몰제 집행여부 판단기준>

이렇다 보니 국가에 의해 지정된 도시공원들은 지
자체의 외면 속에 정상적인 공원으로 개발되지 못한
상태로 장기간 방치되게 되었다. 따라서 도시공원으로

이용을 위한 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편의를 제공
하지 못함으로써 미시설 공원으로 분류된다. 하

지정된 공원 내에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지주들은 계
속해서 사유재산 권리 행사에 제한을 받게 되었고, 이
를 헌법소원한 결과 헌법재판소는 1999년 10월 21일

에서 제외됨으로 미집행 시설에서는 제외되어야
한다.

다음과 같이 판결하여 지수의 사유재산 행사를 인정
해 주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

지만 해당 부지가 공유지일 경우 실효제의 영향

－ 사유지를 포함한 공원은 시설여부를 떠나 미집
행공원으로 편입한다. 시설공원의 경우 조성공
원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사유지를 포함하여 실
효제의 대상이 된다.

‘시민들의 공동의 복지를 위하여 공공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미리 계획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합법적이고 바람직하나, 사유 재산권을

－ 도시계획에 의해 추후 조성될 공원은 집행공원
으로 편입한다. 위의 분류에도 불구하고 도시계
획에 의해 지정된 근린공원의 경우 추후 도시개

정당한 보상 없이 제약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발 과정에서 일괄적으로 조성된다. 따라서 실효
제의 영향에서 제외한다.

이런 이유로 헌법재판소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헌
법 불합치를 결정하였고, 이는 도시계획시설의 지정으
로 인하여 토지의 이용 가능성이 배제되거나 또는 해
당 토지소유주가 토지를 종래 허용된 용도대로 사용

따라서 이를 통해 도시계획시설로써 효력을 잃게
되는 공원은 2016년 기준으로 전국 504.9  규모로
약 47조원에 육박하며, 서울만 해도 공원 해제 면적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현저한 재산적 손
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는 수용적 효과를 인정하여 국가나 지방단

57.37  에 이르며 보상비로는 약 9조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공원일몰제로 사라지는 공원이 최소

체는 이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지를 매입하는 것이 최선이나, 막대한 자금이 요구되
는 사업이기에 지자체들은 섣불리 시행할 수 없는 상
황이다. 따라서 정부가 2년여 앞으로 다가온 도시공원

이로 인하여 2000년 1월 ‘도시계획법’개정을 통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부지의 매수청구제와 도시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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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지역별 도시공원 결정면적 및 (미)집행 면적2016.12 기준)3
소재지

10년 미만(단위 : 백만원)

(시군구)

계(a+b)

사유지(a)

10년 이상(단위 : 백만원)
공사비(b)

계(a+b)

사유지(a)

공사비(b)

전국

6,723,212

4,089,585

2,633,627

44,266,876

23,837,767

20,429,109

서울

417,710

409,412

8,298

9,258,074

9,168,557

89,517

부산

121,408

68,852

52,556

3,177,870

1,776,492

1,401,378

대구

184,751

119,545

65,206

1,309,604

667,843

641,761

인천

982,218

982,218

0

61,289

29,234

32,055

광주

123,082

105,227

17,855

3,062,306

1,977,134

1,085,172

대전

202,347

196,619

5,728

314,121

313,381

740

울산

222,321

183,893

38,428

1,991,771

1,849,131

142,640

세종

3,314

3,314

0

82,908

81,375

1,533

경기

2,203,894

1,353,902

849,922

5,394,625

2,783,306

2,611,319

강원

783,996

201,996

582,000

6,099,663

982,200

5,117,463

충북

185,190

41,170

144,020

1,319,715

240,063

1,079,652

충남

294,729

118,319

176,410

1,865,503

627,536

1,237,967

전북

48,167

21,558

26,609

2,528,787

1,558,990

969,797

전남

441,827

123,008

313,819

1,983,669

512,365

1,471,304

경북

209,349

55,664

153,685

3,204,013

438,287

2,765,726

경남

298,909

99,888

199,021

2,010,375

680,782

1,329,593

제주

0

0

0

602,583

151,091

451,492

일몰제를 위해 2018년 4월 17일 ‘장기 미집행시설 해

높은 대지, 공원 조성 효과가 높은 대지 순으로 부지

소방안’을 확정하고 사라질 위기에 놓인 공원 약 30%
가량을 ‘우선관리지역’으로 선별하였다. 그후 선정된
지역 매입을 위해 14조원에 이르는 지원금을 지자체

매입 우선순위를 지정하여 단계별로 매입할 계획이다.
또 도시공원 일몰 전에 모든 사유지를 매입할 수 없
기 때문에 기존에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던 이들

에 줄 예정이다. 그러나 지자체들은 일제강점기부터
1970년대까지 정부가 무분별하게 선정한 도시공원의
짐을 떠맡는 것에 계속해서 불만을 품고 정부에게 더

토지를 삼림욕장이나 체험숲, 사무실, 창고, 주택, 생
활편의시설이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도시자연공원구
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도시공원을 유

많은 지원금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 역시 다른 도시
계획 시설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공원일몰제를 위
한 재원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지시킬 계획이다. 그러나 이같은 발표가 난 후에 지주
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먼저 지주들이 반발하는
첫 번째 이유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의 재지정이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는 2018년 4월 2020년 7월 실

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 안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장이 지정하는 용도구역이다. 지정되면 건축물 건축,



효되는 도시공원 가운데 사유지 40.3 을 총 13조
7122억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하여 매입하기로 결정하
였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소유자가 매수를 청구한
대지, 소송에서 져서 보상해야하는 대지, 개발압력이

공작물 설치, 흙과 돌의 채취, 벌목과 같은 대부분의
개발 행위가 제한되게 된다. 또 개별공시지가가 평균
치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땅 주인이 지자체장에게

3

토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어 이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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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지자체 기간별 미집행공원 사업비 예상액 (2016.12 기준)4
소재지

총 결정면적

(시군구)

( )



총 집행공원


면적(  )

총 미집행공원


비율(%)

면적(  )

비율(%)

전체

942,241,684

437,306,053

46.3

504,935,631

53.7

서울

137,036,724

79,660,710

58.1

57,376,014

41.9

부산

62,410,285

19,971,840

32.0

42,438,445

68.0

대구

24,831,432

12,138,061

48.9

12,692,371

51.1

인천

44,156,886

32,479,708

73.6

11,677,178

26.4

광주

20,684,839

9,081,777

43.9

11,603,062

56.1

대전

25,200,640

12,943,300

51.4

12,257,340

48.6

울산

36,656,219

10,619,861

29.0

26,036,358

71.0

세종

22,099,076

21,287,705

96.3

811,371

3.7

경기

182,480,189

107,884,421

59.2

74,595,768

40.8

강원

38,227,113

10,600,134

27.7

27,626,979

72.3

충북

32,204,498

12,048,026

37.4

20,156,472

62.6

충남

38,940,873

15,657,006

40.2

23,283,867

59.8

전북

49,183,240

18,295,770

37.2

30,887,470

62.8

전남

61,570,889

21,553,299

35.0

40,017,590

65.0

경북

72,423,666

20,215,218

27.9

52,208,448

72.1

경남

85,832,074

31,081,433

36.2

54,750,641

63.8

제주

8,303,041

1,786,784

21.5

6,516,257

78.5

은 지주들이 매수청구 하는 것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

을 책정했지만 매우 적게 책정함을 알 수 있어 이는

다. 따라서 이 때문에 일몰제 이후 도시공원에서 해제
된 사유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공
원일몰제를 만든 헌법재판소의 도시공원 일몰제 결정

추후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지주의 개발 욕구를 충족시켜주면서 서울시가 원
하는 산림 효과와 환경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수직

취지에 배치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두 번째는

빌딩숲 건설안을 제시한다.



바로 매입 가격이다. 서울시가 사유지 40.3 을 매
수하기 위해 13조 7122억 원의 매입예산을 측정하였
으나 이를 평당(3.3m2) 공시지가로 계산하면 약 112만
원에 불과한 금액이다. 이는 2016년 국토교통부가 밝
힌 서울시 평당 평균 공시지가인 1323만원에 1/10도
안 되는 가격이다. 따라서 지주들은 이 가격에 토지를
매수하려고 하는 것에 반발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통
해 서울시는 녹지 보존과 환경 보호를 위해 지주의
개발을 제한해야만 하고, 토지 매입을 위해 매입 예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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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

론

3.1 수직빌딩숲의 개념
수직빌딩숲은 외벽에 층층이 토양을 조성하고 관수
시스템을 완비하여 숲의 기능을 구현하고, 내부는 일
반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건물을 의미한다. 세계 최초
의 수직빌딩숲은 이탈리아 건축가 Stefano Boeri에 의
해 고안되었다. 이탈리아 밀라노에 최초로 건축된 두
201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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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수직빌딩숲(Bosco Verticale)은 6550제곱야드(약
5500m2)의 대지에 세워져 각각 높이 110m, 76m이며
800그루의 나무, 4500개의 관목, 15,000개의 식물을 수
용하며, 각 건물은 20,000m2 넓이의 숲과 동일한 효과
를 가진다.5 건물 설계 과정에서부터 관목을 심을 것
을 고려하기 때문에 단순히 건물의 발코니나 옥상에
화분을 놓는 것과는 규모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3.4 입지 선정 기준
수직빌딩숲이 위치할 입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고
려해야할 수직빌딩숲의 장점은 크게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입지선정 기준으로는 공시지가가 비싼 지역이다.
서론의 문제제기에서 서울시가 공원일몰제 대상 부지
를 매입하기 위해 사용하는 예산은 평당 112만원이다.
그러나 이 금액은 현실적으로 매우 적게 측정된 금액

3.2 관련 연구

으로써 지주들은 현재 책정된 이 가격에 불만을 품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공시지가가 높은 지역의 지주들

Stefano Boeri 스튜디오에 의해 전세계 여러 나라에

이 토지 매각을 반대할 경우 서울시가 지주에게 제안

서 수직빌딩숲 건축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아메
리카에서 5개, 유럽에서 11개, 아시아에서 11개 도시에
서 수직빌딩숲이 건축되었거나 건축 예정이다.6 중국

할 수 있는 투자 방안으로 수직빌딩숲이 효과적이라
고 생각하기에 공시지가가 높은 지역을 수직빌딩숲의
첫 번째 입지선정 기준으로 정하였다.

류저우시는 도시 전체를 수직빌딩숲으로 조성중이다.

두 번째 입지선정 기준으로는 바로 대기오염이 심
한 지역이다. 위의 수직빌딩숲의 개념에서 언급하였듯
이 수직빌딩숲은 도심의 온도를 낮춰줄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는 빌딩의 겉면을 환경 친화적으로 활용하
는 관점에서 ‘도심 건물 외벽 태양광 설치’와 ‘옥상
녹화 사업’을 유사한 사례로 생각할 수 있다.

이산화탄소나 각종 유해 대기 성분을 제거하고 산소
를 대기로 공급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수

3.3 논의 한정

직빌딩숲의 환경적 효과에 의거해 대기오염이 심한
지역을 두 번째 입지선정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공원일몰제 시행이 임박한 시의성을 염
두에 두어 수직빌딩숲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하는
연구이다. 서울시의 공원 매입을 위한 예산이 지주가
원하는 보상 금액과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여, 상당수
공원의 일몰이 불가피한 상황임을 상정한다. 따라서 서
울시의 예산 문제와 지주의 개발 욕구를 중재하는 해
결방안으로써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할 것
이며, 다음에 제시될 요소들은 논의에서 제외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밝힌다.
① 관목 선정과 환경 영향 평가
② 설계를 위한 건축학적 분석
③ 공원 가치의 경제적 환산
④ 구체적인 지원금 가이드라인

세 번째 입지선정 기준으로는 바로 녹지가 부족한
지역이다. 이탈리아에 있는 첫 번째 수직빌딩숲인 ‘보
스코 베르티칼레’가 약 1헥타르에 해당하는 숲의 면
적과 약 20,000개의 식물을 포함하는 것에서 알 수 있
듯이 수직빌딩숲은 그 자체로 하나의 생태계로써 기
능할 수 있다. 따라서 수직빌딩숲이 들어선다면 들어
선 지역에 부족한 녹지를 보충해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네 번째 입지선정 기준으로는 개발 압력이다. 주변
상권이 발달할수록 지주의 개발 욕구 또한 강할 것으
로 생각하여 정부의 토지 보상 매입을 거부할 경향이
높다. 따라서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제공하는 소상공인
상권 데이터 정보를 토대로 행정동마다 상권 분석 현
황을 파악해 행정동 내에 속한 공원에 가해지는 개발
압력을 측정하였다.

5

6

Stefano Boeri 건축 스튜디오 공식 홈페이지,
<https://www.stefanoboeriarchitetti.net/en/project
/vertical-forest/>, (2018.11.25)
위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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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녹지가 부족한 지역’을 선정하기 위

3.5 입지 선정 방법
3.5.1 사용한 데이터
수직빌딩숲 입지 선정을 위해 본 연구에서 지정한
입지 선정 기준은 ‘공시지가가 비싸 서울시 매입 부
담이 큰 곳’, ‘대기오염이 심한 곳’, ‘녹지가 부족한
곳’, ‘개발 압력이 심한 곳’ 이렇게 네 가지이다. 따라
서 우선 ‘공시지가가 비싸 서울시의 매입 부담이 큰
곳’을 위해서는 ‘서울시 열린 데이터 광장’에서 제공
하는 2015년 공시지가 정보와 2018년 공시지가 정보
를 사용하였다. 또한 서울시에서 매입을 하겠다고 밝

해서 마찬가지로 서울시 열린 데이터 광장에서 ‘서울
시 옥상녹화사업 위치정보’, ‘서울시 녹지대 위치 정
보’를 가져와 지역별로 녹지량을 정량적으로 측정하
기 위한 데이터 셋을 만들었다.
3.5.2 입지 선정 분석 방법론
위에서 언급한 ‘대기질 관련 Datasets’, ‘녹지 관련
Datasets’, ‘공시지가 관련 Datasets’을 활용하여 수직빌
딩숲 입지 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ArcGIS’, ‘R 프

힌 공원에 한해서 수직빌딩숲 건설안을 제안할 것이

로그램’, ‘엑셀’ , ‘구글 스프레드 시트’를 사용하였다.
먼저 엑셀, 구글 스프레드 시트, R을 통해서 가져온

기 때문에 ‘2030 서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내에서
‘미집행 근린공원 단계별 매입 집행 계획’과 ‘미집행
근린공원 단계별 매입 예산’을 참조하였다. 끝으로 용

데이터 셋의 전처리와 ‘GeoCoding’을 실시하였다. 따라
서 이를 통해 결측치와 이상치를 제거하고 사용한 데
이터 셋 모두 동일한 좌표 체계를 같도록 하였다.

도와 공시지가가 정확히 밝혀진 공원만을 선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산하 서비스 토지이용 규제 내비
게이터 LURIS’를 이용하여 표본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리고 전처리된 데이터를 ArcGIS로 불러와 다음
의 분석 과정을 진행했다. 첫 번째로 대기질 분석을
위해 보간법 중 하나인 ‘Kriging 보간법’을 사용하였

이 데이터셋을 담기 위하여 서울시 주민센터 좌표 데
이터를 이용하였다. 최종적으로 개발 압력이 수직빌딩
숲 건설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공

다. 크리깅에 의한 예측 방법은 원래 지질통계학 분야
에서 널리 이용되었던 기법으로 현재는 많은 분야에
서 활용되고 있다. 특히 관측점이 불규칙한 경우에 등

공데이터 포털에서 ‘소상공인 시장 진흥 공단 상가
업소’를 동별로 분류에 동별 상권 형성 정도를 파악
하였다.

고선이나 곡면의 보간 등에 유용하며 실제로 자료가
적절한 차의 분산모형이 설정되어 있으면 예측을 좀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법이다. 따라서 크리

두 번째 입지선정 기준인 ‘대기오염이 심한 곳’을
선별하기 위해서 서울시 열린 데이터광장에서 다음과
같은 대기질 데이터 셋을 참조하였다.

깅 보간 기법을 통해 현재 서울시 오존 오염도, 대기
오염도를 측정하기도 한다.7 이처럼 본 연구에서도 마
찬가지로 크리깅 보간법을 통해 7개의 서울시 대기

① 서울시 오존 농도 데이터 정보
② 서울시 아황산 농도 데이터 정보

오염도 Layer들을 만들었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의
보간법이 사용되었는데 크리깅에 이외의 보간법으로
는 ‘Kernel density’가 사용되었다. 먼저 커널 밀도 분

③ 서울시 일산화탄소 농도 데이터 정보
④ 서울시 이산화탄소 농도 데이터 정보
⑤ 서울시 이산화탄소 농도 데이터 정보

석을 통해 ‘녹지대 분포’와 ‘서울시 동 별 상권형성정
도’를 추정하기 위하여 ‘Hotspot 분석’을 실시하였다.
핫스팟 분석은 값들의 분포를 살펴 이 값들을 높은

⑥ 서울시 미세먼지 농도 데이터 정보
⑦ 서울시 초미세먼지 농도 데이터 정보

값(Hot spot), 낮은 값(Cold spot)으로 구분해 통계적으
로 유의한 공간 클러스터를 식별하는데에 쓰이며 이
값을 z-score와 p-value로 반환해 주는 방법이다.8 따라

위의 데이터셋을 추후 입지 선정 방법론에서 소개
할 ArcGIS프로그램에 추가하기 위하여 ‘서울시 도시
기상관측망 위치 정보’ 를 이용하였다.

20

7
8

Spatial Data Analysis Using the Kriging, 한국통계학회.
ESRI, <https://www.esri.com/en-us/home>,
(201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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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이용하여 녹지대 분석과 상권
분석을 실시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공간 클러스터
를 만든 뒤 z-score의 값으로 위에서 말한 커널 밀도
분석을 시행하였다. 커널 밀도 분석은 점 객체가 위치
한 지점에서 거리가 멀어지게 됨에 따라 그 값이 작
아여 설정한 반경의 경계를 벗어나면 그 값이 부여되
지 않는 밀도 분석 방법이다.9 따라서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 녹지대의 연속적 분포를 구하는데 사용하였
다. 최종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를 0-1로 스케

(그림 1) 서울시 대기오염 분포도

일을 재조정한 후에 Fuzzy-Overlay로 모든 데이터를
합쳤다. 그 후 추가 분석을 위하여 Zonal-Statistics를
사용하여 만들어낸 데이터를 엑셀로 추출하여 최종
입지선정을 위한 데이터 셋을 만들었다.
<최종 데이터 셋>

간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0-1로 스케일 조정했을 때
대기질이 안 좋은 부분이고 녹색-하얀색 순으로 대기
질이 양호하다. Kriging 보간을 위해 사용된 식은 다
음과 같다.

(1) 서울시 대기오염도 Layer(Scale : 0-1)

  

(2) 서울시 공시지가 Layer(Scale : 0-1)
(3) 서울시 녹지 분포 Layer(Scale : 0-1)
(4) 서울시 개발 압력 Layer(Scale : 0-1)





   

 





 



       10


    : 미측정지점에서 예측값

    : 표본들의 관측값

이렇게 만들어진 최종 데이터 셋 Layer들을 합치는
과정에서는 ArcGIS상에서 ‘(1)+(2)+(3)-(4)’의 과정을

  : 표본들의 가중치

실시하였다.
3.6.2 지역별 녹지 분포 분석 과정

3.6 분석 과정
3.6.1 지역별 대기오염도 분석 과정
본 연구에서는 지역별 대기오염도 분석을 위하여
ArcGIS와 R을 이용하였다. ArcGIS 상에서 서울의 행
정동 정보가 담긴 Shapefile을 불러온 뒤에 대기오염
데이터를 입력하기 위하여 서울시 기상관측망 좌표
정보를 이용하였다. 그 후 7개의 대기 오염 데이터(오
존, 아황산,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미세먼지, 초미세
먼지)를 ‘Kriging 보간법’을 이용하여 서울시 대기오염
분포도를 구하였다. 그 후 0-1로 데이터 값들을 재조
정한 후 ‘Fuzzy-Overlay’로 7개의 레이어를 합쳐 최종
대기오염 분포도(그림1)를 만들었다. (그림 1)에서 빨
9

Kernel density estimation, Patrick Breheny, Iowa
University.

한국 인터넷 정보학회 (제19권 제2호)

지역별 녹지 분포를 측정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
는 ‘서울시 옥상녹화사업 위치정보’, ‘서울시 녹지대
위치 정보’를 사용하였다. 먼저 녹지대를 연속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Hotspot분석을 통해 좌표에 해당한
녹지대의 Z-score를 이용하였다. 이후 Kernel density기
법을 옥상녹화 데이터와 녹지대 위치 정보에 적용하
여 두 가지 데이터에 대한 분포도를 만들었다. 그후
대기질 분포도와 마찬가지로 데이터 값들을 0-1로 재
조정하여 다른 데이터와 스케일이 일치하도록 하였다.
최종적으로 위의 과정과 동일하게 ‘Fuzzy Overlay’를
이용하여 두 가지 Layer를 합쳐 최종 분포도(그림 2)
를 만들었다. Kernel density에서 사용된 수식은 다음
과 같다.

10

Spatial Data Analysis Using the Kriging, 한국통계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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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서울시 녹지대 분포도

   ×



 × 





11

 : Standard distance
  : Median distance
 : Number of points

상권 분포도 작업은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제공하는
소상공인 상권 데이터 정보를 이용하여 소점포부터
백화점 병원까지 다양한 업종들이 얼마나 해당 지역
에 분포하는지를 토대로 분포도를 작성하였다. 좌표는
해당 데이터 내의 좌표를 이용하였고, 이 데이터도
‘Kriging 보간법’을 사용하여 분포도(그림 3)를 작성하였다

3.6.3 지역별 공시지가/상권 분포 분석 과정
지역별 공시지가와 상권 분포 역시 개발 압력을 측
정하기 위해 사용한 데이터이다. 따라서 2015년 공시
지가 데이터와 2018년 데이터 공시지가 데이터를 이
용하여 공시지가 상승률을 구한 뒤, 이를 다시 2018년
공시지가 데이터와 합쳤다. 그 후 대기질분석과 같이
‘Kriging 보간법’을 사용하여 서울의 전체적인 땅값 상
승 분포도를 만들었다. 따라서 이 분포도를 통해 해당
지역의 땅값과 땅값 상승률을 동시에 고려하고자 하
였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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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arcgis.com>, (2018.11.29)

(그림 3-1) 서울시 공시지가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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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양동, 갈현동, 남현동, 대림동, 대방동,
도림동, 도봉동, 망우동, 방배동, 번동,
사당동, 상계동, 상도동, 석관동, 신길동,
신대방동, 신사동, 쌍문동, 연희동, 월계동,
응암동, 이촌동, 중계동, 중화동, 창동,
한남동(가나다순)

4.2 입지 선정 지역 내 공원 현황
환경단체 서울환경연합 홈페이지에서 서울시의 일
몰 예정 공원 목록을 찾을 수 가져와 해당 공원들의
(그림 3-2) 서울시 개발압력 분포도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진 Layer들을 총 합하여 나온
결과는 다음과 같다. 빨간색이 진할수록 수직빌딩숲이
위치하기에 적합한 지역이다. 음수값이 나온 이유는
녹지 레이어의 값을 빼는 과정에서 나온 데이터이다.

주소 중 위의 최종 입지의 행정동에 있는 공원을 찾
아보았다.12 서울시에서 총 203개의 공원이 일몰 예정
이고, 그 중 66개 공원의 행정동이 선정된 입지에 해
당한다. 66개의 공원 중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LURIS)에서 용도구역과 공시지가가 확인 가능한 공
원은 48개였다.




개수

전체 면적(  )

일몰 면적(  )

서울시
일몰 공원

203

176017384

150998399

입지 내
일몰 공원

66

56575011

48287347

정보 확인
가능 공원

48

39176746

32757755

4.3 예산 추정 및 비교
(그림 4) 입지 적합 분포도(결합 레이어)

4. 결

론

4.1 입지 선정 지역
4개의 레이어를 결합하여 최종 레이어(그림 4)를
만들었다. 그 레이어를 행정동을 기준으로 평균을 구
하고 이 값을 ‘입지적합지수’라고 명명한다. 입지적합
지수의 분포(그림 5)는 -0.05에서 1사이의 값을 가진다.
입지적합지수의 분포에서 특별한 기준을 찾을 수
없어, 입지적합지수의 제3사분위수를 기준으로 그 값
보다 큰 행정동을 적절한 입지라고 선정한다. 그 결과
는 다음과 같다.
한국 인터넷 정보학회 (제19권 제2호)

정보 확인이 가능한 48개 공원에 대해서 수직빌딩
숲 건축비를 추정해본다. 건축비는 대지면적 * (용적
률/100) * 표준건축비(1,859,000원)으로 구한다. 일몰
면적에 대해 공시 지가 기준으로 보상을 해준다고 가
정했을 때, 서울시는 32,757,755m2에 대해 약 1조 9723
억에 해당하는 보상비를 부담해야 된다. 이 면적을 모
두 개발한다고 했을 때, 각 용도구역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치를 적용하여 건축비를 추정하면, 약 32조 9357
억이 소요된다. 두 비용을 단순 비교해보면 수직빌딩
숲 건축비는 보상비의 약 16배다. 건축을 하는 것이
예산을 더욱 과도하게 부담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
12

2020년 사라지는 우리동네 공원 찾기, 서울환경연합,
<https://www.savingseoulparks.com/find>,
(201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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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공시지가 비교 히스토그램(그림 6)을 보면 그 계산
이 잘못된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공시지가 비교 히스토그램의 위쪽에 위치한 토지별
공시지가 히스토그램은 공원들에 직접 지정된 공시지
가의 분포를 보여주는 것이고, 아래 쪽 히스토그램은
공원의 해당 행정동의 평균 공시지가13를 나타내는
것이다. 각 공원은 현재 공원의 기능으로 가치를 감정
평가받아 공시지가가 형성된 것이다.
최소

1분위

중앙값

평균

3분위

최대

공원

1.03

20.05

244

225.6

335.2

1190

행정동

163.3

258.9

277.2

336.2

319.7

787.5

(그림 5) 입지적합지수 히스토그램

실제로 공원의 공시지가와 행정동의 평균 공시지가
는 평균에서 차이를 보이고, 중앙값을 기준으로 비교
해보면 행정동이 큰 값을 가진다. 공원의 공시지가가
행정동의 평균보다 현저히 낮게 평가된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지주가 공원이 일몰된 후 개발을 하게 되면
해당 토지는 공원의 감정 평가가 아닌 상업 혹은 주
거시설의 감정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지주가 원하는
가격만큼 토지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면 지주는 보상
을 거부하고 개발을 추진할 것을 예상하므로, 각 공원
의 행정동별 공시지가의 평균값으로 보상기준을 가정
해보자(입지선정을 할 때도 이점을 고려하여 행정동
을 기준으로 공시지가 레이어를 대입했다). 각 공원의
면적에 행정동의 평균 공시지가를 대입하여 보상비를
다시 재산출하면 전체 보상비는 건축비의 약 3배인
99조 7849원이다.14 따라서 행정동의 평균 공시지가를
도입한 것만으로 건축비가 보상비보다 3배 정도 적고,
만약 실거래가로 보상비를 책정하면 그 이상의 차이
가 벌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수직빌딩숲의 건축을 보
조하는 방향의 정책을 시행한다면 보상해주는 비용보
다 건축비용의 이익이 3배 이상이므로 거대한 예산
절감 효과를 있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6) 공시지가 비교 히스토그램

4.4 정책 활용 방안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에서 수직빌딩숲 건축이 우선
적으로 필요한 곳을 특정 기준을 세워 선정하였고, 해
당 지역에 있는 공원들 중에 48개의 표본을 대상으로
건축비를 추정해서 제시하였다. 다시 말하면 이 의도
는 전체 공원에 수직빌딩숲을 지어야 한다는 주장이
아니며, 개발이 불가피한 곳을 위주로 수직빌딩숲을
제안하려는 것이다. 앞에서 말했듯이 공원의 가치는
단순히 환경 오염 개선과 수목 유지 측면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직빌딩숲이 공원일몰제의 완전
한 해결책이 아님을 밝힌다. 그러나 서울시가 수직빌
딩숲이 들어갈만한 적정 위치에 수직빌딩숲을 짓는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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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서울시 공시지가, 서울시 개별 공시지가 정보
부록 참고 자료1.

면, 이는 도시가 요구하는 최저 녹지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서울시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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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대기질 관련 문제에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

일몰이 적용되는 부지를 다시금 도시자연공원으로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수직빌딩숲을 건축하는데 있어

지정하고자 한다. 도시자연공원은 도시공원과는 다르

서 서울시가 지주와의 대화를 통해 최적 투자 비율을
산정한다면 공원부지 매입 예산을 아낄 수 있을 것이

게 최소한의 개발이 보장되지만 이는 헌법소원에 배
치될 뿐 아니라 10년 이상 시민과 공공사회에 재산권

라고 생각된다.

을 포기하며 토지를 공유한 지주에게는 비민주적인

그러나 선정된 지역에 수직빌딩숲 건축을 유도하기

처사이다. 그렇기에 이 문제는 도시공원일몰제를 해결

위해서는 지원금, 건축비, 투자금과 관련해서 실질적

하기 보다는 우리의 미래세대에게 문제를 떠넘기는 형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지주들의 재산권을 보호해주

식이라 판단된다. 미래세대가 우리와 같은 문제를 겪지

는 역할이 선행되어야 한다.

않도록 서울시가 지주, 시민단체와 원만히 협의하여 최
선의 해결책으로 도시공원일몰제를 해결되길 기원한다.

끝으로 최근 서울시는 공원일몰제의 해결을 위해

5. 부

록

1. 48개 표본별 공시지가/동별 공시지가 보상비 비교 표
공원명
오동근린공원
궁산근린공원
백제요지근린공원
관악산도시자연공원
쌍문근린공원
초안산근린공원
노량진근린공원
상도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무궁화어린이공원
현충근린공원
까치산근린공원
소공원미조성
도구머리공원
방배동근린공원
방배근린공원
소라어린이공원
우면산도시자연공원
메낙골근린공원
근린공원
근린공원
소공원
소공원
소공원
소공원
소공원
소공원
소공원
소공원
소공원

일몰 적용
면적


( )
495,260
45,666
15,950
12,431,509
186,886
1,066,851
73,326
351,272
1,720
1,722
604,085
421,328
924
64,765
6,867
235,072
1,780
3,536,295
45,507
9,089
10,259
1,015
5,901
1,188
2,004
2,651
2,133
2,361
1,515
1,021

한국 인터넷 정보학회 (제19권 제2호)

공시지가(원)

공시지가
보상비
(백만원)

-

공시지가*면적

118,400
70,000
227,400
14,400
218,700
131,400
228,000
204,000
4,919,000
5,606,000
241,000
237,000
6,024,000
318,800
190,000
266,000
1,669,000
72,200
2,093,000
2,880,000
5,440,000
3,272,000
3,217,000
3,445,000
4,100,000
3,420,000
3,470,000
3,590,000
3,330,000
1,323,000

58,639
3,197
3,627
179,014
40,872
140,184
16,718
71,659
8,461
9,654
145,584
99,855
5,566
20,647
1,305
62,529
2,971
255,320
95,246
26,176
55,809
3,321
18,984
4,093
8,216
9,066
7,402
8,476
5,045
1,351

동 평균
공시지가

동 평균 공시지가
보상비 (백만원)

-

실거래가*면적

1,916,721
2,813,596
3,378,571
3,378,571
1,818,219
2,229,813
2,944,496
2,661,516
2,661,516
2,661,516
2,661,516
3,136,415
3,136,415
5,231,113
5,231,113
5,231,113
5,231,113
5,231,113
2,771,985
2,771,985
2,771,985
2,771,985
2,771,985
2,771,985
2,771,985
2,771,985
2,771,985
2,771,985
2,771,985
2,771,985

949,275
128,486
53,888
42,000,731
339,800
2,378,879
215,908
934,916
4,578
4,583
1,607,782
1,321,459
2,898
338,793
35,922
1,229,688
9,311
18,498,759
126,145
25,195
28,438
2,814
16,357
3,293
5,555
7,349
5,913
6,545
4,200
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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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 적용
면적

공원명
소공원
소공원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이촌소공원
강변소공원
용산2소공원
용산8소공원
한남근린공원
봉화산근린공원
망우묘지공원
수락산도시자연공원
불암산도시자연공원
소공원미조성
초안산근린공원
영축산근린공원
소공원미조성

1,639
4,059
6,144
1,980
2,909
1,736
1,766
5,312
559
28,197
611,993
339,198
6,674,746
4,131,815
658
1,066,851
251,362
909

공시지가(원)
3,275,000
4,658,000
2,988,000
3,330,000
2,643,000
3,201,000
3,300,000
3,300,000
11,900,000
3,976,000
73,000
51,700
10,300
26,100
2,797,000
131,400
63,400
2,237,000

공시지가
보상비
(백만원)
5,368
18,907
18,358
6,593
7,688
5,557
5,828
17,530
6,652
112,111
44,675
17,537
68,750
107,840
1,840
140,184
15,936
2,033

동 평균
공시지가

동 평균 공시지가
보상비 (백만원)

2,771,985
2,771,985
2,771,985
2,771,985
2,370,877
7,875,157
7,875,157
7,875,157
7,875,157
5,457,572
2,296,269
2,136,862
2,248,617
2,248,617
1,726,513
2,229,813
1,632,532
1,632,532

4,543
11,251
17,031
5,489
6,897
13,671
13,908
41,833
4,402
153,887
1,405,301
724,819
15,008,946
9,290,868
1,136
2,378,879
410,357
1,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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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1)

산업혁명 이후, 급속한 도시화(Urbanization)로 인해
인구가 도시에 집중되는 가속화로 메가시티(Me- gacity)
현상이 미래진행형 도시현안문제로서 도시안전과 교통
체증, 환경오염, 사회복지 등과 같은 고충을 겪고 있다.
이러한 도시문제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네트워
크 기반시설의 효율적인 해결방안으로 스마트 시티
(Smart City)가 새로운 도시의 패러다임으로 대두되고 있
는 실정이다. 이러한 영향으로, 최근에는 인공지능을 이
용한 사용자 행동패턴 기반의 위험상황탐지, 스마트 안
심위치관리, 스마트 미아방지 등 지능형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생활환경인공지능 스마트시티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ICT기반으
로 한 안전하고 편리한 미래형 생활도시 구축 시스템 이
라고 한다면, 사회약자가 고려되어 누구나 쉽게 이용 가
능하고 접근이 쉬워야 한다고 본다. 현재 스마트시티 정
책안에 많은 다양한 사물인터넷 안전안심 서비스들이
있다. 이처럼, 편리하고, 건강한 삶을 지향하는 미래형
ICT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시티 안에서 IoT 서비스를 사

* 이 연구는 2018년도 서울디지털재단 ‘시민정책연구 프
로그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시민정책연구 과제임.
** 성균관대학교 인터랙션사이언스학과 박사과정
*** 성균관대학교 인터랙션사이언스학과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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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NUI IoT미러 모델
5. 전문가 의견 반영을 통한 가이드라인요소도출
5. 결 론

용 할 때, 대부분의 고령연령층이나, 장애자들은 모바일
앱 등 IoT기반 서비스가 생활화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급격한 세상의 변화 속에서 살아가는 사회약
자들은 상대적으로 스마트 IoT 서비스에 상실감 내지 고
립감을 느끼기 쉬우며, 이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야기
되고 있다. 그 이유는 사회약자가 배려되지 못한 IoT서
비스조작방식과 디자인설계로 이를 이용하는데 익숙하
지 못하기에 활용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회약자들 중 국내 고령인구가 점차 많아지면서 단순
한 수명 연장이 아닌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가 더욱 커
져가고 있다고 한다.(보건복지부 재가서비스현황,2017.)
특히, 구글 에릭 슈미트(Eric Schmit)회장은 2015년 세계
경제포럼에서 “인터넷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완전
자율 자동차, 스마트 홈, 스마트빌딩, 헬스 케어서비스
등 모든 사물에 인터넷이 연결되면서 “인터넷이 공기처
럼 당연해지는 세상”이 올 것이라고 예상한 것이다.[9]
이처럼, 4차 산업혁명시대에 당연해지는 IoT 커넥티드
서비스들로 스마트생활도시를 준비하는 이 시점에서 일
반인 대상만을 위한 안전하고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미래형 스마트생활시티 구축이 아니라, 사회약자의 사
용자 입장도 함께 고려된 생활형 홈 IoT 재가시설 소셜
케어서비스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를 뒷받침하
듯, Srategy Analycs(2014)는 글로벌 스마트 홈 시장을
2014년 480억 달러(약 54조원)에서 2019년 1,150억 달러
(약 129조원)규모로 성장하며, 연평균 19% 증가할 것으
로 전망했다. 국내시장 역시 2013년 6조 8,908억원에서
2017년 19조 2,583억원으로 성장하며 연평균 27.6%로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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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한국 스마트홈산업협회,

는 4) 사회약자가 배려된 스마트생활도시 홈 IoT 및 재

2013)[박종봉,6]

가시설서비스, 요양병원과 같은 공공공간에서의 통합안

본 정책 연구는, IoT유니버설 관점에서 사회약자가

전정보관리 플랫폼 도입의 활용방안에 대한 종합적 가

고려되어 자연스럽게 스마트생활도시에서도 장애 없이

이드라인 탐색연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함이다.

IoT서비스를 이용 가능 할 수 있도록 홈 커넥티드 IoT스
마트 케어서비스를 연구하고자 한다. 미래형 홈 IoT 스

2. 재가서비스 IoT미러

마트 케어서비스가 필요한 현 시점에서, 현존하는 사회
약자를 케어하는 재가시설 정책안으로는 한계가 있어,
사회약자, 보호자 및 전문서비스관리자와의 재가시설
시스템 만족도를 높이는, 스마트생활도시의 홈 IoT 케어
재가서비스로 기초연구자료에 연구의 목적을 둔다.

1.2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서 사회약자를 고려한 홈 재가시설 IoT 케
어서비스 모델 개발 및 가이드라인 검증 제시를 위한 단
계적 연구방법과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스마트생활도시 케어 서비스에 대한 과거 연구 결
과 검토 및 사회약자를 고려한 홈 IoT 소셜케어 서비스
에 대한 선행연구와 문헌연구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
한 후, 이론연구모델의 기본 형태를 제시한다. 2) 또한,
사례분석을 바탕으로 사회약자와 보호자 그리고 전문서
비스관리자와의 커넥티드 시스템 관계성과 이를 고려한
IoT 케어서비스 가이드라인 모델 개발을 검증하고자 한
다. 이에 관해서, 스마트시범도시 내 IoT미러 소셜케어
포털서비스와 S 건설사 미래주거공간 IoT미러 홈 랩 사
례 분석을 통해 요소들의 상호작용 인과관계 효율성을
검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 과정은 건강정
보수집 및 사용자가 능동적 IoT 소셜 서비스를 조작 참
여시 개선되어야 하는 서비스들을 분석하고 현상을 반
영하고자 예측요소추출에 대한 상호작용 주요 요인을
이루는 요소를 도출하고자 한다. 3) 사회약자가 IoT서비
스를 사용 시 자연스러운 조작환경에서 고려되어야 하
는 요인들에 대한 의견 설문을 IoT미러 연구개발 보안
솔류션 개발자 및 IoT, Smart Home, Smart City, AI 분야
에서 개발 기획하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 인관관계중요도를 탐색하고자 한다. 이에 대
한 사회약자가 IoT 환경에서 직관적 사고로 가장 적합한
행동반응에 대한 방안들을 요소로 도출 하고자 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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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재가서비스 현황
보건복지부 2017년 자료에 의하면, 노인 연령기준이
“70세 이상”이라는 의견이 증가(’08년 68.3%→’17년
86.3%)하였다. 80세 이상 노인(’08년 16.0%→’17년
21.7%), 노인 단독가구(독거+부부)(’08년 66.8%→’17년
72.0%), 중졸 이상 노인(’08년 29.0%→’17년 41.7%) 증가
하고 있다. 또한, 절반 이상(57.6%)의 노인이 거동이 불
편해도 재가서비스를 받으며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거
주를 희망하였다. 서울시 재가노인 복지시설의 2014
~2016년 3년 통계 자료를 보면,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
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재가노인
지원서비스를 요양방문사가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
는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2014년도는 총 정원은 5,378
명인데, 이용인원은 8,471명이였고, 2015년도 정원이
6,489명인데, 이용인원은 9,202명, 2016년도에는 정원
6,934명인데, 이용인원은 10,157명으로, 정원에 비해 이
용자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에
서는 치매요양 종합대책(시장방침 127호, 2014.4.28.) 일
환으로 ‘치매전용데이케어(주야간보호)센터’를 지원하
여 치매어르신의 건강 및 가족관계 증진에 기여하기도
한다. 그러나, 재가 장기요양보호자들은 사회약자를 돌
보는 과정에서 다양한 역할 수행을 통한 경험 속에 스트
레스가 쌓여, 돌봄 서비스에 대한 양적, 질적 문제가 발
생하게 된다. 그 영향은 사회약자에게 영향이 미쳐 제2
차 스트레스 요인으로 발생되어 양쪽 모두 삶의 질은 떨
어지게 된다. 그리하여, 가족돌봄보호자가 시설입소를
결정하게 되는 주된 요인이 되기도 한다.
그리하여, 4차산업혁명의 스마트생활도시를 준비하
는 이 시점에, 사회약자와 역할 수행자들의 질적 삶의
향상을 위한 홈 IoT 케어 재가서비스가 마련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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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츠 아이콘 및 모바일 앱 터치 조작방식으로 상호작용
되어지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raphical User
Interfaces)이다. 이것은 아이콘을 보여주고 사용자에게
터치를 유도하는 즉 GUI방식으로 인간공학적 측면의 유
용성 및 사용성의 편리성 측면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휠
체어를 탄 거동이 불편한 사회약자 및 일반 고령연령층
들이 쉽게 인지를 하는지, 훨체어를 타고도 선택아이콘
의 높이의 제한 없이 선택이 가능한지와 육체적 변화에
(그림 1) 2014~2016 서울시 재가노인 복지시설 통계

따른 터치의 압력의 분포도에 의한 결과 응답 반응의 효
율성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 개선해야 한다.

2.2 IoT미러 기존연구의 한계점 및 사례분석
미래지향적인 스마트생활케어서비스도시로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사용자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리빙랩
(Living Lab)방식의 스마트도시의 시범도시와 미래형 홈
IoT 주거공간에 실용화 되었거나, 도입단계에 있는 사례
들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2.1.1 스마트시티 시범B도시 요양병원 IoT미러
최초 스마트시티 실증단지 시범B도시의 경우 시민안
전형 및 생활안전분야에서 사회적관계망 측면이 고려
된, 사회적 약자 안전관리를 스마트미러를 통해 환자의
건강상태를 체크하는 소셜케어 포털 서비스 3개소 요양
원에서 시행되었다. 요양원에 설치된 스마트미러는 평
소에는 거울기능을 수행하다가 모바일 앱 서비스 기반
으로 사용자가 스마트미러에 근접하게 되면, 사용자의
얼굴을 인식하여 사용자에게 맞춤형 서비스(건강정보,
문자)를 제공을 한다.[6] 또한, 스마트미러 소셜케어 서
비스의 경우, 스마트 센서를 통한 사용자 건강정보인 혈
압계, 체중계, 심전도 검사, 인바디 체크 등 다양한 건강
정보 수집 분석을 통해서 요양원에 계시는 어르신들과
보호자 및 관리자에게 건강정보 관리와 커뮤니티가 제
공되어 스마트미러를 통한 각종 다양한 컨텐츠가 제공
되기도 한다. 그러나, 어플리케이션 모바일 앱을 통한
보호자와 영상통화의 기능이 있지만, 대부분의 고령연
령층이나, 장애자들은 모바일 앱 등 IoT 기반 서비스가
생활화 되지 못해 서비스를 이용 조작하는데 익숙하지
못하다. 그래서, 소셜서비스 기능내용구성은 우수하였
으나, 사용자를 고려하지 못하여, 서비스가 무용지물이
되었다. 또한, 센서에 의한 건강관리정보 데이터들은 콘
한국 인터넷 정보학회 (제19권 제2호)

(그림 2) 요양병원 IoT 미러 시스템

2.1.2 S건설사 IoT 홈 랩
S건설사의 IoT 홈랩(HomeLab)의 스마트미러의 역할
은 센서와 IoT기기가 연동되는 플랫폼시스템이다. 100
평이상의 IoT 홈 모델하우스 체험관은 현관, 주방, 거실,
안방, 운동방, 공부방, 영화관 등 7개 주거공간으로 구성
되어 있다. 각 공간의 특성과 주 사용자의 성향에 맞춘
19종의 IoT 상품이 곳곳에 적용되어 집안 어디서든 스마
트미러를 설치해 센서와 IoT기기가 연동되어 생활의 편
의성을 높이고 있다. 이것 또한, 평상시에는 거울로 활
용하다가 동작인식 센서와 터치센서로 사용자가 일정거
로 다가오거나 터치를 통해 정보제공을 한다. 현관에서
는 실외공기 상태에 따라 에어워셔 제어 기능이 제공이
되고, 현관에 있는 출입자를 인식해 출입한 가족 리스트
를 알림 메시지로 제공하기도 한다. 거실에서는 전자제
품과 환경 센서를 연동시켜 동작인식, 모션인식, 모바일
앱 및 웨러블와치를 이용하여 전자기기로 통합제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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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미러에 정보제공하여 시각 및 음성으로 정보를

거부감 없이 무의식속에서도 자연스러운 조작행위가 이

알려준다. 욕실과 드레스룸에서는 스마트미러를 통해

루어져야한다. 이때, 사용자 유용성과 편리성에 대한 사
용 용이성(Ease of Use)을 높여야 하는 조작행위의 접근
방식과 인지가 쉬운 설계디자인의 필요성을 분석할 수

사용자의 건강정보와 터치를 통해 의상의 뒷모습까지
확인인 할 수 있다. 또한, 욕실 스마트미러 통해 사용자
수면, 헬스, 날씨, 뉴스정보까지 확인이 가능하나 이것
또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스마트미러의 기능들

있었다. 그리하여, 앞으로의 홈 IoT재가서비스 스마트생

로서, 거울의 높이, 터치아이콘영역의 인식과 스마트미

활도시에서 사회약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
안들을 모색할 때 자연스러운 조작행위로 IoT시스템 참

러의 경우, 뒤에서 빛을 비추어 투영하기 때문에 정보제

여가 배제되지 않고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연구들이

공에 대한 시인성을 높일 수 있는 글자크기와 명도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고려되어야 한다.

3. NUI IoT미러
3.1 NUI(Natural User Interface)의 정의

(그림 3) 홈 IoT 랩

이처럼, 리빙랩 방식의 ICT의 미래지향적인 스마트생
활도시의 구축의 일환으로 IoT시스템의 구축활성화를
위한 실적용 및 도입단계에 있는 IoT 시스템 사례를 분
석한 결과, 사회약자의 삶의 질 향상이 고려된 홈 재가
서비스의 IoT시스템의 구축활성화를 위해서는 사회약자
도 고려된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동반자적인 자연스러
운 조작행위를 유도 되는 IoT시스템이여야 한다. 즉, 요
양원에 설치된 스마트IoT미러와 S건설사의 IoT 홈 랩의
스마트 미러 플랫폼 시스템은 홈 IoT 재가서비스 적용
시 사회약자들이 여러 다양한 방식의 IoT시스템에 대해
30

다양한 인간의 욕구가 필요에 따라 진화되듯, 4차 산
업혁명시대의 IoT시스템이 연동되는 스마트생활도시에
서 다양한 형태로 IoT 컴퓨터 시스템이 진화하고 있다.
NUI(Natural User Interface)는 자연스러운 사용자 조작환
경을 말한다. 마우스, 키보드와 같은 전통적인 디바이스
사용에 제한적이다. (Czaja 1997). 즉, 마우스나 키보드
등 별도의 장치 없이 사람의 감각이나 행동, 인지능력을
통해 자연스럽게 디지털 기기를 제어하는 환경을 말한
다.[이강원,7] 이것은 자연스러운 행동을 하고 자연스럽
게 느끼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말하는 것이다. 자연스
러운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자연은 인터페이스가 일부
유기적인 프로세스의 산물이 아니라 경험하는 동안의
사용자의 행동이나 느낌을 말한다. 그래서, NUI(Natural
User Inter- face)또는 NUX(Natural User eX perience)라고도 한다. NUX란 UX(사용자 경험)을 기반으로
사용자의 사용 상황(context)을 고려한 UX 설계 방법론
을 적용한 것을 말한다.[조동준,5] NUI는 사용자와 컴퓨
터 시스템 간의 새로운 자연스러운 의사소통방법을 확
립하기 위해 형성되었다. 이것은, 인간을 위한 자연스럽
고 직관적인 형태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조작 할 수 있
게 해준다. 즉, 터치, 몸짓, 말하기, 표정, 몸짓 언어, 눈응시 또는 멀티 모달 인터페이스로 지정된 여러 입력 양
식 결합과 같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기능을 사용하여 개
발할 수 있다.[Bruno,2] 그렇다면, NUI는 사용자가 자연
스러운 동작, 동작 또는 제스처를 수행하고 컴퓨터 응용
프로그램을 제어하거나 화면 콘텐츠를 조작하는 방법을
2018. 12

스마트생활도시를 위한 NUI기반 IoT미러 케어서비스 개발방향 제안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한다. (König 외. 2009) 하지
만, 현 시점에서 대부분의 IoT시스템의 입력방식은 마우
스 기반이나 터치에 의한 상호 작용에 의해 설계된
WIMP GUI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로 여러 시스템에
지속적으로 반복 설계의 결합 조직화된 디자인에 의존
해 왔다. 이것은, 버튼, 스클로 막대, 확인란, 라디오버튼
이 각각은 Engelbart와 Englishdp 의해 시작된 반복적인
설계과정에서 비롯되었다. 지금까지, PARC, Apple,
Microsoft 및 다른 곳의 디자이너들에 의해 계속되었
다.[Daniel,4]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스마트생활도시
에서 생활의 편의성을 돕기 위한 IoT 시스템이라면, 새
로운 기술과 인간의 능력을 활용하는 자연스러운 사용
자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사회약자도 무의식속에서 IoT
시스템의 사용에 있어 두려움 없이 행동으로 옮길 수 있
는 모두가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는 사용자인터페이
스 가이드라인 연구개발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실적용 도입단계에 있는 IoT미러 선행사
례를 통해, 사회약자를 위한 IoT시스템의 문제점 발견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과 미래지향적인 IoT홈 시스템이 주
거공간에 활성화 되었을 때, 사회약자의 입장도 고려되
어 상용화되어야 하는 이유로 본 연구에서 NUI IoT미러
연구를 통한 가이드라인 연구를 제시 하고자 한다.

(그림 4) NUI IoT미러 시스템 요소추출을 위한 프레임
워크 요소관계 [Bruno,2]

위 도표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결과적으로 사용자 인
터페이스의 설계에 신체적 및 인지적 능력의 변화에 따
른 한계를 수용해야 한다. 그리하여, NUI IoT 사회약자
인터페이스 요소를 인간의 자연스러운 신체적 조작 반
응 센서에 의한 터치, 몸짓, 말하기, 표정, 몸짓언어, 눈응시(Multi- Touch/ Gestures/ movements / Speech/ Facial
Expressions/ Eye- gazing)[Bruno,2]와 같은 상호작용하는
멀티 모달 인터페이스를 마련하여 사회약자가 직관적으
로 IoT 시스템 사용을 유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4. NUI IoT미러 모델
3.2 NUI(Natural User Interface) IoT미러
시스템 프레임워크

NUI IoT 사회약자 인터페이스 요소를 NUI IoT미러
시스템 요소추출을 위한 프레임워크 요소관계를 주요기
준으로 하여 IoT전문가 의견 설문을 바탕으로 가이드라

NUI IoT미러는 단순히 컴퓨터 시스템을 명령만 받는
존재가 아닌, 주변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

인 요소를 도출 하기위한 탐색연구를 하고자 한다. 이것

기 위해서 인간이 그러하듯 컴퓨터에도 오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센서를 장착해 주어야

애물을 줄이기 위한 대안요소를 찾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이다. 센서를 장착하고, 센서에 받아들인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진 컴퓨터는 인간과 능동
적으로 소통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인터페이스를 NUI
IoT에 적용하면, 컴퓨터 시스템은 센서를 통해 사용자의
얼굴이나 몸동작, 음성, 또는 주변상황을 인지하고, 그
상황에 맞는 적절한 동작을 취할 수 있다.[조동준,5] 그
러나, 사회약자 및 노인분들은 신체 및 연령변화에 따른
육체적변화(시각, 청각 및 운동변화)와 인지변화(기억과
주의감소)를 동반하고 있다.[Bruno,2]

한국 인터넷 정보학회 (제19권 제2호)

은 사회약자가 IoT시스템을 사용할 때 직면하게 되는 장

1) Visual의 경우, 사용자가 쉽게 아이콘 등을 인지하기
위해서 단순한 형태로 개발되어야 하지만, 실제 IoT
스마트 앱이나, IoT미러에서는 많게는 10개 이상의
아이콘들이 제공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실제 화면
크기에 비례하거나 일정한 폰트 크기가 제공이 되어
쉽게 사회약자에게 맞춤형 정보전달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뿐만 아니라, 노령층은 고채도, 고
명도 등 고 대비 색상을 사용되어야 한다고 [Bruno,2]
논문의 여러 학자들이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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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NUI IoT미러 연구모텔

2) Hearing은 노화로 청력이 감소하여 모든 주파수에서

(Active Memory)의 본능적인 행위를 통해서, 사회약

톤을 감지할 수 없기에 청각 이상을 가진 노령층은
정상 범위인 20Hz~2,000Hz에서는 들을 수가 없다. 그

자의 신체 감각 및 운동 체계가 마음의 정서와 사고
의 판단에 따른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유도될 수 있는
행동유도성 물리적 사물(환경)이 필요하다. 행동유도

래서 2,500Hz이상 보다 높은 주파수의 소리에서도 인
식하지 못하여 그 이상의 고음의 소리에서 더 많이
인식하게 된다. 특히, 스마트 폰을 연동한 IoT미러의
화상통화나, 정보제공을 받을 시, 청각이상자나, 청각
장애가 없는 노령층 등 사회약자들 재각각의 사용자
입장을 고려해 볼 때, 통화품질 상태나, 주변소리 흡
수반응에 대한 인식, 벨소리 및 알람등과 같은 기타
소리를 대비한 볼륨을 컨트롤 할 수가 있어야 한다.

성의 물리적 사물(환경)은 “사물이 마치 말을 걸어오
는 것처럼 서로 마주보면서 대화를 하는듯한 느끼는
현상으로 조작 형태의 인지 조형디자인 설계가 중요
한 단서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스스로 트레이닝을
통한 학습조절은 스마트폰 및 IoT미러의 조작에 있어
거부감이나 반감을 가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행동유
도를 일으켜 실생활에서도 반복적이고 응용화 된 학
습행동반응을 높일 수가 있다고 본다.

3) Motor의 고려 요소는, 운동의 변화와 관련해서 사회
약자들은 근육 질량과 유연성의 상실로 인해 보행의

5) Attention은 사회약자 뿐만 아니라 특히, 60세 이상은

장애 즉, 움직이지 못하거나 또는 몸의 균형을 잡기
가 어려워 불안정안 심리상태와 신체행동을 보인다.
이뿐만 아니라, 특정 운동 조절 문제로 관절의 이상

노화의 영향을 받아 복잡한 작업을 처리하는데 상당
한 어려움이 있어, 오랜 시간 동안 주의 집중을 유지
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스마트 폰 및 IoT미러를 조

증상 등과 같은 떨림 현상이 발생에 따른 즉각적인
반사적 행동에 쉽게 대응하거나 움직임의 불편함을
호소한다.

작 시 한 번에 여러 다양한 정보제공으로 심리적 불
안 상태를 가증 시켜서 주의집중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4) Memory의 경우, 행위는 의식적 행위와 본능적 행위
두 가지를 볼 수 있다. 사회약자에게도 체험적 기억

이러한, 사회약자 및 노인분들의 신체 및 연령변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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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육체적변화(시각, 청각 및 운동변화)와 인지변화

러운 사용자 경험을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

(기억과 주의감소)의 주요기준에 대한 NUI IoT 연관성
에 따른 대안으로, GUI방식(터치센서), 모션방식(동작인
식센서), Voice UI(음성인식), 표정인식UI(표정인식), 홍

1) 사용자를 위해 자신의 몸의 연장처럼 느낄 수 있는

체인식UI(홍채인식) 제시한다. NUI IoT미러 연구 모델
의 경우, 사회약자를 위한 NUI 환경에서 IoT미러의 사용
용이성(Ease of use)요인 도출 위한 것으로, 주요기준을
위에 제시된 평가기준 5가지에 대한 세부기준을 두고

경험을 만들어야 한다.
2) 익숙한 사용자와 마찬가지로 초보자에게도 자연스럽
게 느끼는 경험을 만들어야 한다.
3) NUI IoT미러 연구모델의 5가지 세부 주요기준 내용
이 반영되어야 한다.

그에 따른 5가지 IoT UI 시스템 대안과의 직관적 사고에
따른 상호작용 연관관계를 방안 요소로 도출을 하고자
한다.

5. 전문가 의견 반영을 통한 가이드라인
요소 도출
전문가 의견 반영에 대한 의견 설문 전문가 구성원은
IoT미러 연구개발 보안 솔류션 개발자 및 IoT, Smart
Home, Smart City, AI 분야에서 개발 기획하는 전문가들
을 대상으로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 연관중요도를 탐색
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전문가 의견 설문 중에 1)
“Memory는 GUI방식, 모션방식 및 Voce UI 대안제시 와

이와 같은 의견반영들은, 사회약자 및 노인분들의 신
체 및 연령변화에 따른 육체적변화(시각, 청각 및 운동
변화)와 인지변화(기억과 주의감소)의 주요기준에 대한
NUI IoT 연관성에 따른 5가지 대안으로, GUI방식(터치
센서), 모션방식(동작인식센서), Voice UI(음성인식), 표
정인식UI(표정인식), 홍체인식UI(홍채인식) 제시를 하였
다. NUI IoT에 대한 멀티모달 인터페이스 요소들로 다양
한 조작방식에 의한 사용자와 컴퓨터가 하나의 몸처럼
동작하게 하는 웨어라블 컴퓨터(wearable computer)도 대
안이 될 수 있다. 웨어라블 기기는 자유롭게 몸에 착용
하고 다닐 수 있는 컴퓨터를 말한다. 일상생활에서 사용
하기 편리하고 휴대 또는 착용 가능한 형태의 컴퓨터로

의 상호작용은 사회약자의 트레이닝의 수준에 따라 편
차가 클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2) “모션방식과 표정
인식UI의 경우에도 노약자 및 사회약자는 운동 능력이
떨어져있고, 외부 자극에 대한 표정 변화가 제한적이라
는 이유”로 대체적으로 부정적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사회약자들을 위한 스마트도시 내 홈 IoT미러 시스템 정
책 방안들로 모색되어야 하는 전문가 의견들은 3) “따라
다니는 로봇이 많은 부분을 해결해줘야 하며, 비용은 정
부 및 대기업에서 지원해야 한다”, 또한, 4) “사회약자들
위한 기본적인 가독성과 접근성, 사용성을 확보할 수 있
는 최소한의 제도적 정책이 배려가 되어야 하고, 제조사
에서도 일정부분을 의무화해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해
야 된다”등의 의견들이 있었다.
사회약자가 배려된 스마트생활도시에서의 홈 IoT 재
가시설에 대한 안전성과 편리성 측면에서 지각인지 행
동유도성을 높이기 위한 행동패턴 인터랙션 요소추출
기반으로 가이드라인 탐색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NUI
홈 IoT 재가서비스 본질적인 것은 사회약자에게 자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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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NUI IoT미러 모델 대안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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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언제 어디서나 사용자의 요구에 응할 수 있는 유비

NUI IoT 재가서비스를 NUI IoT미러 모델연구의 5가지

쿼터스 컴퓨팅 환경을 제공한다.[라기,8] 이것의 주요 장
화를 실시간으로 생체신호와 같은 정보를 수집하여 제

주요기준과 5가지 대안의 상호작용 연관성을 전문가의
견 설문을 바탕으로 사회약자를 위한 NUI 환경에서 IoT
미러의 사용 용이성(Ease of use) 요인을 가이드라인을

공하는 것이다. 그래서, 단순 착용 기기보다 사회약자의

제시하고자 하였다.

점으로는 주변 환경에 대한 상세 정보나 개인의 신체변

입장에서 좀 더 복잡한 컴퓨터 기능에 대한 인지적 및
사용의 효율성에 대한 상호관계가 지원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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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가이드라인은 디자이너, 응용 프로그램 개발자, 유
용성 전문가 및 연구원, 정책기획가, 제조사에게 NUI
IoT 인터페이스 요소 설계 추출을 위한 디자인 지침 및
디자인 권장 사항으로 제시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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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생활도시 IoT 케어서비스 연구가 시급하다. 본 연구에

http://news.samsungdisplay.com/14926

서는 사회약자가 자기표현능력을 향상시키고 삶의 주체
자로서 물리적 사물(환경) 즉, NUI IoT 케어서비스를 통
한 지각행동유도성을 IoT 서비스 사용학습행동에 반영
하여 사회약자들도 IoT서비스 이용에 있어, 자기만족과
목적의식, 자아정체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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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for Activating the Use of Bicy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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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동아일보에서 조사한 자전거도로 유무에 따
른 자전거사고 발생현황에 따르면, 자전거 사고의
98.5%는 비자전거도로에서 발생하였으며 2016년 자전
거 사고 사망자 258명중 255명이 비자전거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하였다고 한다.

(그림 2) 자전거 사고 경험의 원인
(그림 1) 자전거도로 유ㆍ무에 따른 자전거사고 발생현황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통해 안정적인 자전거이용과

또한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자전거이용률 증가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자전거도로
개편 및 증축을 실시해야함을 알 수 있다.

자전거 이용 경험이 있는 만 19세~59세 수도권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자전거’ 이용과 관련한 설
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전거사고 경험의 원인 1위는

(표 1) 따릉이 회원수

불규칙한 도로문제였다.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회원 수는 해마다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
1 서울시립대학교 공간정보공학과
☆ 이 연구는 2018년도 서울디지털재단 '시민정책연구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시민정책연구 과제임.
한국 인터넷 정보학회 (제19권 제2호)

고 있다. 이용률도 해마다 증가하여 2018년 7월 기준
따릉이앱 가입자는 88만 5622명으로, 서울시민 10명
중 1명이 따릉이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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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로 공공자전거 이용현황이 서울시 자전거 이용현

자전거도로를 고유번호와 링크 ID로 구분하고 시작노

황을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서울시 공공자전
거 대여소 정보와 대여소별 이용정보를 본 연구의 데

드, 끝 노드 ID, 도로 길이, 링크 각도, 위도, 경도 등
이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다. 이 중 위도와 경도를 추

이터 처리 과정에서 사용하였다.

출하여 자전거도로를 지도위에 시각화하고 분석을 진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에서 시행중인 심야버스노선
확정 방법을 데이터 처리 과정에 참고하였다. 서울특

행하였다.

별시는 대중교통데이터(시민들이 이용한 심야택시 승
•하차 데이터 500만 건)와 KT의 유동인구 데이터(KT
통화량 데이터 30억 건)를 결합해 지리정보시스템
(GIS)으로 지도상 유동인구 패턴을 시각화하여 노선을
최종 확정하였다. 이에 착안하여 서울시 공공자전거가
가장 많이 이용되고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 데이
터를 분석하여 새로운 자전거 도로 노선을 구상하였다.
(그림 4) 전국 자전거 사고 다발지_2017년

2. 데이터 분석
2.1 데이터 소개
서울시 자전거도로 위치정보
전국 자전거 사고 다발지_2017년
서울시 공공자전거 대여소 정보
서울시 공공자전거 대여소별 이용정보_2017년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하는 2017년 전국 자전거 사
고 다발지 데이터이다(그림 4). 387개의 행과 15개의
열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7년 발생한 교통사고 중 자
전거사고가 많이 발생한 지역의 위치, 사상자정보 등
이 포함되어 있다. 자전거도로 위치정보와 마찬가지로
위도와 경도를 추출하고 전국단위 데이터이므로 서울
특별시에 속하는 데이터만을 추출하여 분석을 진행하
였다.

출처 : 서울 열린 데이터광장, 도로 교통공단
2.1.1 데이터 설명

(그림 5) 서울시 공공자전거 대여소 정보

(그림 3) 서울시 자전거도로 위치정보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에서 제공하는 서울시 공공
자전거 대여소 정보이다(그림 4). 1164개의 행과 7개

서울 열린 데이터광장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울시
자전거도로 위치정보이다(그림 3). 2017년 9월 기준으

의 열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여소가 속한 구, 대여소번
호, 대여소명, 주소, 거치대수, 위도, 경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로 현장 조사와 데이터 현행화를 통해 작성된 데이터
이다. 12632개의 행과 18개의 열로 구성되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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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전거 대여소정보와의 조인을 통해 새로운 데이터
를 만들어낸다. 다음으로 자전거사고가 많이 일어난
지역을 알아내기 위해 자전거사고 다발지 데이터의
위치정보를 선별한다.
처리된 두 데이터를 서울시 지도에 시각화하여 표
현한 후 데이터의 위치정보가 겹쳐지는 지역들을 선
별한다. 선별된 지역들은 사고가 잦고 자전거 이용이
(그림 6) 서울시 공공자전거 대여소별 이용정보

많아 자전거도로의 필요성이 높은 지역이라 판단하고
선별된 지역에 자전거도로 노선을 정한다. 이때 따릉

서울 열린 데이터광장에서 제공하는 2017년 서울시
공공자전거 대여소별 이용정보이다(그림 6). 8563개의
행과 6개의 열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공자전거 대여일
자, 대여소번호, 대여건수, 반납건수가 포함되어 있다.
월간 데이터이므로 대여일자에는 해당 연도와 월까지
표시되어 있고 대여소에 대한 위치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대여소에 대한 위치정보를 추가하기 위해

이 평균 이용거리가 3km인 점을 고려하여 사고 다발
지와 대여소와의 거리가 평균 이용거리보다 먼 지역
은 선별에서 배제한다.
최종적으로 서울시 자전거도로 위치정보를 통해 기
존의 자전거도로의 위치를 확인하고 기존 자전거도로
와 새로운 노선을 연결하여 자전거도로 노선을 확정
한다.

서울시 공공자전거 대여소정보와 정보를 통합하여 사
용하였다.
2.2 데이터 처리

(그림 7) 데이터 처리 과정
(그림 8) 전국 자전거사고 다발지

그림 7는 ArcGIS와 R을 사용하여 직접 데이터 처
리와 시각화를 한 과정을 도식화한 것이다.
서울시 공공자전거 이용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서울

그림 8은 전국 자전거사고 다발지의 밀도를 대한민
국 지도 위에 표시한 것이다. 데이터의 위도와 경도를
구글 지도 위에 표현하는 형식으로 시각화한 것이다.
밀도가 높을수록 빨간색에 가까워지고 낮을수록 녹

시 공공자전거 대여소별 이용정보에서 공공자전거 대
여반납 이력 데이터를 처리하여 가장 많이 이용되는
대여소를 선별한다. 대여소 선별 이후 서울시 공공자

색에 가까워진다. 그림을 보면 수도권의 사고 다발지
밀도가 다른 지역의 밀도에 비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전거 대여소의 위치정보를 추가하기 위해 서울시 공

수 있다.

한국 인터넷 정보학회 (제19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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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서울시 자전거도로 위치정보

그림 11는 서울시 자전거도로 위치정보를 ArcGIS
를 사용하여 서울시 지도 위에 시각화한 것이다. 이
(그림 9) 자전거사고 다발지 밀도 지도

그림 9은 전국 자전거사고 다발지에서 지역이 서울

기존의 자전거도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편을 시행할
노선과 확충이 필요한 지역의 노선을 선정하고 추가
한다.

시인 데이터만을 선별하고, 다발지의 밀도를 서울시
지도 위에 나타낸 것이다. 송파구, 동대문구, 마포구 3
개의 지역에 자전거사고 다발지가 밀집되어 있다.

(그림 12) 자전거사고 다발지 데이터 시각화

(그림 10) 자치구별 따릉이 대여수와 대여소당 이용건수

그림 10은 서울시 자치구별 따릉이 대여수와 대여
소당 이용건수이다. 앞서 언급한 자전거사고 다발지의
밀도가 높은 세 지역 중 마포구가 가장 대여수와 이
용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근거로 사고다발지역의 밀도가 높고 공공자
전거 이용률이 가장 높은 마포구를 표본으로 선정하
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40

그림 12는 앞에서 선별한 자전거사고 다발지의 데
이터를 서울시 지도 위에 파란색 점으로 표현한 것이
다. 그림 9에서 보았듯이 송파구, 동대문구, 마포구에
다발지역이 밀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3는 서울시 공공자전거 대여소 정보와 서울
시 공공자전거 대여소별 이용정보를 합친 데이터와
자전거사고 다발지 데이터를 함께 표기한 것이다. 이
용률이 높은 대여소와 사고 다발지가 인접한 지역에
있다면 그 지역은 자전거도로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판단하였다.
201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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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자전거도로 노선을 만든다. 대여소를 선출할
때 따릉이 평균 이용거리가 3km인 점을 고려하여 사
고 다발지와 대여소와의 거리가 평균 이용거리보다
먼 지역을 선별에서 배제한다. 또한 노선을 확정할 때
기존의 자전거도로를 적극 활용하여 개선 및 보완한다.

(그림 13) 서울시 공공자전거 위치정보와 사고 다발지
위치정보 결합 시각화

(그림 15) 새로운 자전거도로 노선 시각화

4. 결

론

4.1 연구 결과
연구를 진행한 결과 자전거사고 다발지 데이터와
대여반납 상위30개 데이터를 결합하여 대여소를 선출

(그림 14) 마포구 공공자전거 대여소별 대여반납건수와
위치정보

했을 때, 기존의 자전거 도로에 선별된 대여소가 포함
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여소가 기존의 자전거도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공공자전거 대여소에 대한 정보는 서울시 공공자전
거 대여소정보와 서울시 공공자전거 대여소별 이용정
보를 대여소번호를 기준으로 조인하여 만든다. 두 데
이터의 조인을 통해 만들어진 데이터는 대여소별 대
여건수, 반납건수, 위도, 경도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그림 14은 이 데이터에서 대여소가 속한 지역이
마포구인 것만 추출한 뒤 그 중 대여반납 상위 30개
를 추출한 것이다.
최종적으로 사고 다발지 데이터와 가장 밀접한 대
여소를 선출한 뒤(그림 15), 선출된 대여소를 연결해
한국 인터넷 정보학회 (제19권 제2호)

(그림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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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를 보면 선별된 대여소가 자전거도로에 포
함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18) 자전거전용도로와 도시 전체의 자전거 이용률
변화 비교

도시 전체 평균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그림 17)

그림 17을 보면 선별된 대여소 사이에 자전거도로
가 확보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목적인 기존 자

있다. 즉, 자전거전용도로는 자전거 이용자 증가에 절
대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Christopher Monsere 교수의 연구결과를 통해 자전
거도로의 존재가 자전거 이용률 상승에 기여함을 알
수 있으며, 결과를 기반으로 본 개선안 시행 시 자전
거 이용률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자전거 이용

전거도로의 개편과 새로운 자전거 도로의 확충 지역
을 선정하는 기준을 세울 수 있다.

률증가에 따른 환경문제 해소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4.2 기대효과

자전거 이용률이 10% 상승함에 따라 도심주차난해소
338,000대 운영 감소효과, 에너지 절약 약 1조 8000억
원, 미세먼지 12% 감소 효과를 가져 온다.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길병원 응급의학교실에서 발
표한 논문 “국내 자전거사고에서 자전거도로와 그 외
장소에서의 비교”에서는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자전거도로와 낮은 사망률 간에 통계적 유의성

4.3 연구의 한계 및 방향성

을 보였으며, 이는 자전거 관련 손상에서 자전거도로
의 존재가 중증도 및 사망률을 낮추는데 기여함을 의
미한다. 따라서 본 개선안이 시행되었을 때 자전거관

이용건수는 1만1300명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3월
(4800명)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련 교통사고가 줄어들어 시민의 안전도 증가를 기대
할 수 있다.
포틀랜드 주립대의 Christopher Monsere 교수의 2014
년 연구에서는 비디오분석, 현장 인터뷰 및 현장 실
사, 자전거 전용도로의 이용자 증가 추세 분석을 통해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시 자전거 이용률이 최소 21%
에서 최대 171%까지 증가함을 보였다.
그림 18을 통해 밀워키를 제외한 나머지 도시에서
는 자전거전용도로 설치 시 자전거 이용률 증가율이
42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가 서비스 개시 2년 반
만에 회원 수 62만명을 돌파했다. 하루 평균 따릉이

앞서 언급했듯이 서울시의 공공자전거 이용률은 날
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자전거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전거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한 해결방안으로 빅 데이터 기반의 자
전거도로 개편 및 확충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본 개선
안이 시행된다면 앞서 언급한 효과들을 기대할 수 있
다. 하지만 자전거 도로의 형태에 따른 자전거사고율
은 데이터의 부재로 감안하지 못한 점이 한계로 남아
있다. 자전거도로 형태별 사고율을 분석하여 도로에
따른 적절한 자전거도로를 제시한다면 본 연구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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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가 더 극대화 될 것으로 예상 한다. 또한 본 연구에

다. 행정안전부는 "안전모 착용 문화가 정착된 후에

서 사용한 데이터는 2017년 한 해 동안의 자료인데
아졌을 것으로 예상한다.

처벌규정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
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
년간 자전거 사고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 중 머리를

2007년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 환승 할인제가 도입
된 이후 10년간 시민이 5조원의 요금할인 혜택을 본

다친 경우가 38.4%로 가장 많았다. 두 번째로 많은
무릎·아랫다리를 다친 경우가 12.7%여서 차이가 컸다.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면 이런 사고를 충분히 줄여

데이터의 양이 더 많았다면 결과의 신뢰도가 더욱 높

도 도움이 됐다. 경기도 대중교통 분담률(버스/전철·철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본 연구가 공공자

도)은 2006년 34.8%(버스 27.0%, 전철·철도 7.8%)에서

전거 이용의 안전과 이용률 증대를 위한 개선안인 만

2015년 38.5%(버스 28.1%, 전철·철도 10.4%)로 3.7%

큼 안전모 착용 의무화와 같이 자전거 관련 안전법률

포인트 높아졌다. 경기-서울 간 분담률 역시 2006년

의 개선을 바라는 바이다.

43.4%에서 2015년 51.8%로 8.4%포인트 증가했다.
이와 같은 결과를 근거로 서울시 공공자전거이용을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 환승 할인제와 결합시킨다면
대중교통이용률은 물론 공공자전거 이용률도 증가함
을 예상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의 효과도 극대화됨을
기대하는 바이다.
추가적으로 현재 자전거안전모 착용의 의무화가 실
행되고 있지만 처벌 및 단속의 부재로 실효성이 사실
상 없는 현황이다. 올해 9월28일부터 자전거 운전자는
안전모를 꼭 착용해야 한다. 기존에는 운전자가 어린
이를 태우고 있을 때 어린이에게만 착용 의무가 있었
지만 앞으로는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안전모를 써야
한다.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이날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 개정 소식을
알지 못하는 시민들이 많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시민들이 대다수이다.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데다 안전모를 쓰지 않아도 처벌 규정이 따로 없어서

한국 인터넷 정보학회 (제19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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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각 구별 장애인 수와 시설 수
☆

분석을 통한 장애인 삶의 만족도 향상
권 의 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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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1

이 승 훈

론

장애인 복지는 장애인의 비율이 서울시 인구의4%를
차지함에도 항상 비주류의 논의 대상으로 취급되었다.

3. 복지 센터와 등록 장애인 수 분석
4. 결 론

2. 편의 시설과 등록 장애인 수 분석
장애인 편의 시설의 (이하 편의 시설) 수와 등록 장애
인 수는 양의 상관관계를 가져야 한다. 이 둘의 상관관

2015년 연합뉴스에 따르면 외출이나 집 밖 활동에서 불

계를 분석하여 상관관계를 갖지 않는 행정구를 찾는다.

편함을 느끼는 장애인의 비율은 2011년(40.7%)보다 증
가했다. 불편을 느끼는 이유는 '장애인 관련 편의시설

등록 장애인 수에 비해 편의 시설의 수가 많다면 해당
행정구는 장애인 복지 예산을 편의 시설 증축보단 보조

부족'이 47.0%로 가장 많았고 '외출 시 동반자의 부재
'(29.5%), '주위 사람들의 시선'(11.4%), '의사소통의 어
려움'(11.1%) 등 순이었다. 또한 20일 한국보건사회연구

금 지급 등과 같은 다른 방향의 복지 정책을 펼쳐야 한
다. 반대로 편의 시설의 수가 등록 장애인 수보다 적다

원이 펴낸 '장애인의 사회 및 문화·여가 활동 실태와 정
책과제'(이민경 전문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외출을 포
함해 집 밖에서의 활동이 불편하다고 응답한 장애인은

을 더 지으라고 압박을 줘야할 것이다.

45.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복지 예산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애인 편의시설은 부족하고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실

면, 건축 허가를 내어줄 때 해당 구에 부족한 편의시설

2.1 데이터 설명
데이터 분석에 앞서 장애인 수 자료와 장애인 편의시
설 자료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다.

정이다. 이에 따라서 어느 지역에 합리적으로 장애인 편
의시설이 배치되어야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가 향상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된다. 사용 데이
터들은 크게 장애인 수에 대한 자료, 장애인 복지센터에
관한 자료 2개를 이용하였다.

1

서울시립대학교 공간정보공학과
☆ 이 연구는 2018년도 서울디지털재단 '시민정책연구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시민정책연구 과제임.
한국 인터넷 정보학회 (제19권 제2호)

(그림 1) 행정 구별 장애인 수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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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설치수

(그림 2) 행정 구별 장애인 편의시설 데이터

장애종류

p-value

cor

자폐성

0.1621

-0.2884052

시각

0.042

-0.409648

지체

0.0505

-0.3952929

중증

0.0855

-0.3508913

청각

0.076

-0.3612481

뇌병변

0.045

-0.4043206

지적

0.0996

-0.3369224

전체

0.0515

-0.3936683

자폐성

0.7178

-0.0760665

통계명 : 장애인 편의시설
통계 종류 : 서울시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을 자치구별로

시각

0.2065

-0.2615984

지체

0.1953

-0.2679848

제공하는 일반ㆍ조사통계

중증

0.2228

-0.2527713

－ 근거 법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
진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제11조
－ 작성 목적 :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에 대한 전반적
인 현황을 파악하여 장애인 관련
용어 설명

시설설치율

청각

0.2751

-0.2270161

뇌병변

0.229

-0.2495141

지적

0.1737

-0.2809283

전체

0.2026

-0.2638097

(그림 3) 장애종류 별 시설설치수와 설치율 분석

－ 매개 시설 : 주출입구 등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
한 접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 내부 시설 : 출입구(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 위생 시설 : 화장실, 욕실, 샤워실, 탈의실
－ 안내 시설 :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 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대상 : 법적으로 해당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
+ 권장 시설

(그림 4) 등록 시각 장애인 수와 뇌병변 장애인을 위한 편의
시설 총합의 상관관계 분석

이중 사용한 데이터는 2003년부터 2017년까지 신축
건축물에 지어진 편의 시설들의 수와 신규 편의 시설의
수로 총 615만개이다.

2.2 등록 장애인 수와 편의 시설 분석
본 연구에선 장애 종류를 시각, 청각, 뇌병변, 지체,
중증, 지적, 자폐성으로 총 7가지로 분류하였다. 우선 편
의 시설의 수와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경우는 없었다.
모두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그 중 시각, 뇌병
변 장애인의 경우 P-value 값이 0.05이하로 95%의 유의
확률로 약한 선형 관계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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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그림(4)의 그래프

마찬가지로 편의 시설 설치율과 등록 장애인 수도 상
관관계를 갖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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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등록 장애인 수와 편의 시설 설치율 총합과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분석을 통해 서울시와 행정구 모두 권장 편의 시설의
수를 산정할 때 해당 구의 등록 장애인 수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다. 2003년 이후로 점점 설치
율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2017년 의무+권장 편의시
설의 수와 등록 장애인 수도 상관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서울시는 행정 구별 등록 장애인 수

(그림 8) 등록 청각 장애인 수와 청각 장애인을 위한 편의
시설 간의 회귀분석 결과

위의 결과로 인해 편의 시설의 수 = -1.7403 X 등록
청각 장애인의 수 + 12511.1라는 식이 세워진다.

를 고려하여 의무+권장 편의 시설의 수를 산정해야할
것이며, 해당 구 또한 편의 시설의 수가 부족한 상황이
라면 빠른 시일 내에 편의 시설의 수를 늘리기 위해 노
력해야 한다.

(그림 9) 회귀 분석을 통해 적정 편의 시설 수를 계산한 결과
와 현재 편의 시설 간의 차이 값

(그림 7) 2017년 등록 장애인 총 수와 시설 총합의 상
관관계 분석 결과

2.3 회귀분석을 통한 선형화
앞서 말했듯 등록 장애인 수와 편의 시설은 양의 상
관 관계를 가져야 한다. 이 둘의 관계를 양의 상관 관계
로 만들기 위해서 회귀 분석을 진행했다. 회귀 분석을 이
용하여 각 행정 구별 등록 장애인 수와 편의 시설을 양의
상관 관계로 만들기 위해 회귀 식을 통해 계산하였다.
한국 인터넷 정보학회 (제19권 제2호)

(그림 10) 행정 구별 편의 시설 요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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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값은 추가로 설치해야 할 편의 시설의 양이고 –
값은 필요 이상으로 존재하는 편의 시설의 양이다.
표를 통해 행정 구별 추가로 설치해야 할 편의 시설
의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음수 값을 같는 행정 구
는 복지 예산을 편의 시설 증축보단 보조금 지원, 장애
인 이동권 보장 등을 위한 활동에 써야할 것이다.

3.1 등록 장애인 수와 복지 시설 지도 생성
행정구별 등록 장애인 수를 데이터로 하여 지도를 만
들고, 그 위에 복지 시설 데이터를 오버레이 한다. 버퍼
는 반지름 650m의 원으로 성인 기준 도보 10분 이내의
지역을 나타낸다.

(그림 13) 등록 장애인 수 지도
(그림 11) 시각 장애인 회귀 식 결과를 시각화

(그림 14) 중증 장애인을 위한 복지 시설 버퍼
(그림 12) 청각 장애인 회귀 식 결과를 시각화

3. 복지 센터와 등록 장애인 수 분석
장애인 복지시설(이하 복지시설)은 등록 장애인 수가
많으며, 주변 복지 시설과 거리가 가깝지 않고, 접근성
이 좋으며, 지대가 낮은 곳에 지어 저야 한다. GIS 시스
템을 이용하여 차후 지을 복지 시설의 최적지를 선정할
수 있다.
(그림 15) 오버레이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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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지도를 오버레이 하므로 복지 시설이 부족한 곳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3.2 복지 시설 후보지 선정

(그림 18) 시설 간의 거리를 고려한 쿼리와 그 결과 (파란점)

기 위해 1300m로 지정했다. 빨간 점은 지가가 서울시 평
균 이하이며 평균 이상의 등록 장애인 수를 가지고 있
다. 또한 인접 복지 시설과의 거리도 1300m 이상이다.
파란 점은 지가가 서울시 평균 이하이며 평균 이상의 등
록 장애인 수를 가지고 있지만, 기존 복지시설과 인접한
(그림 16) 복지 시설 후보지 선정

사업 계획서를 토대로 복지 시설의 위치를 지도에 추
가한다.

곳에 위치한다. 이를 통해 복지 시설 후보지 중 최적지
를 고를 수 있다. 이 최적지는 데이터에 근거한 객관적
인 결과이므로 다수의 장애인들에게 최소의 비용으로
복지를 제공할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편의 시설의 증가로 장애인들의
사회 활동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부가 가치가 생성되고
또한 장애인들의 사회로 진출하기 위한 포석이 되기 위
해서다. 기관들은 우리가 만든 모델링을 통해서 복지 시
설의 최적지를 선택하는 것에 충분한 도움을 받을 수 있
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서울시에서는 어느 구에서 복지
(그림 17) 시각 장애인 지도에 지가와 인구밀도를 이용
한 쿼리와 그 결과

지가는 복지 시설의 예산에 따라 임의 결정할 수 있
다. 여기선 서울시의 평균 지가를 예로 들겠다.
복지 시설 후보지가 위치한 곳의 지가가 서울시 평균
보다 낮고 등록 시각 장애인 수가 평균 보다 높은 구에
위치한 복지 시설을 선택한다.
복지 시설 후보지가 기존 복지 시설과 너무 가까이
설치되는 것을 막기 위한 쿼리문이다. 여기선 1300m로
두 복지 시설의 영향 범위로 가정한 650m가 겹치지 않
한국 인터넷 정보학회 (제19권 제2호)

센터가 얼마만큼 부족한지를 알고 센터를 지어야하는지
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연구의 한계점에 대해 설명
하고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몇 가지 하고자한다. 본
연구는 첫째 복지 센터의 정원에 대한 자료는 조사가 되
고 있지 않아 정원에 따른 가중치를 주지 못하였다. 둘
째, 서울시 공시지가 데이터를 구하지 못해 임의 지가
데이터를 통해 시각화를 하였고 복지 시설의 위치 좌표
가 없는 데이터는 제외하고 시각화를 진행하였기 때문
에 실제 결과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복지 센터에 대한 정원 조사와 공시지가 데이터를 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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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연구를 진행하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

애인 복지 예산을 합리적으로 분배할 필요가 있다. 장애

다. 정원 조사가 완료되었을 시에는 이에 따른 가중치를

인 편의 시설과 장애인 복지 센터가 편중 되어 있기 때

주어 범위를 조절할 수 있고 더욱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공시지가 데이터를 구한다면 쿼리를 이

문에 제도가 개선되기 전 까진 다른 구의 시설을 이용해

용한 결과에서 실제 결과를 더욱 더 잘 반영할 수 있을

정책적 고민도 함께 수반되어야한다.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 자치

2018년 10월 장애인뉴스에 따르면 주민 센터 등 공
공건물의 장애인 편의시설은 늘 부족한 실정이고 우리

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른 한계들이 존재할 수 있다. 즉

도 언젠가 장애인이 될 수 있는 비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예산이 적은 곳에 압력만을 가해서는 안 된다. 그 예로
건물이 많고 예산이 큰 강남에는 등록 장애인 수는 적으

잊지 말고 장애인 복지를 비주류의 논의 대상으로 취급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우리의 연구가 조금이나마

나 편의 시설은 많다. 그러나 지가가 상대적으로 안정된

서울시의 각 구 장애인들이 느끼는 불만족을 최대한 해

동대문구에는 등록 장애인 수는 많으나 구 예산이 상대
적으로 적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서울시 차원에서 장

소할 수 있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야하는데 그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이동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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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클라우드 서비스(IaaS, PaaS, SaaS)
3. 도커(Doker)

1. 서

론

1)

클라우드하면 가상화이다. 클라우드의 본질적인 가
치는 개발자가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신경 써야 할
위치를 선택이 가능한 옵션으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AWS가 나오기 전에는 그런 선택권이 존재하지 않았다.
클라우드 서비스로서 AmazonWS EC2가 IaaS라면 헤로
쿠나 구글 앱 엔진은 대표적인 PaaS 서비스이다. 더구나
Heroku는 AWS 상에서 운영되고 있다.
도커는 2013년에 등장한 새로운 컨테이너 기반 가상
화 도구이다. 도커는 컨테이너의 특정 상태를 항상 보존
해두고, 도커가 설치되어 있으면 때 언제 어디서나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이다. 도커 컨테이너에
버전 관리 시스템인 Git을 설치하면 도커는 마치 자신이
VCS인 것처럼 컨테이너 이미지 간의 변경사항을 확인
할 수 있는 명령어를 제공한다. 즉 git diff 명령어로 프로
젝트의 변경사항을 확인하듯이, 도커 diff 명령어를 사용
할 수 있다[1,3].
도커의 활용도는 다양하다. 실제 배포에도 사용할 수
있고, 실험적인 개발을 진행할 수도 있다. Vagrant보다도
훨씬 빠른 가상 환경을 활용할 수 있으며 서버환경을 자
동적으로 구성할 수도 있다. 미리 만든 이미지를 자신의
저장소(registry)에 등록해 여러 대의 컴퓨터에 컨테이너
들을 자동적으로 배포할 수도 있고, 오픈소스 프로젝트
에서 dokerfile을 제공해 다양한 설치방법을 지원할 수도

4. 도쿠(Dokku)
5. 결 론

있다.
본고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간단히 분류해 보고,
PaaS와 연계되어 도커에 대한 자세한 이해를 도모한다.
그리고 도커를 활용해 간단히 애플리케이션 배포 서버
를 구축할 수 있게 도와주는 도쿠(Dokku)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겠다.

2. 클라우드 서비스(IaaS,PaaS,SaaS)
(그림 1)처럼 초기 클라우드 서비스는 지메일이나 네
이버 클라우드처럼 소프트웨어를 웹에서 쓸 수 있는
SaaS(Software as a Service, 서비스로서의 소프트웨어)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다가 서버와 스토리지, 네트워크 같
은 컴퓨팅 인프라 장비를 빌려주는 IaaS(Infrastracture as
a Service, 서비스로서의 인프라스트럭처), 플랫폼을 빌
려주는 PaaS(Platform as a Service, 서비스로서의 플랫폼)
로 늘어났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어떤 자원을 제공하느
냐에 따라 이처럼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직관적으로 얘기하면 SaaS는 웹메일이나 포털 검색
서비스처럼 일반사용자가 클라우드에서 소프트웨어를
빌려 쓰는 것이고, PaaS는 개발자가 클라우드에서 특정
운영체제와 API를 빌려 쓰는 것이고, IaaS는 시스템 운
영자가 클라우드에서 서버와 스토리지 등 하드웨어 장
비를 빌려 쓰는 것이다. 즉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자원
을 필요한 기간 동안 빌려 쓰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 서
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구입비 부담, 그리고 설치

* 평택대학교 융합소프트웨어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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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유지보수의 복잡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주기

되는데 ‘개발 환경’에서 잘 동작했던 것이 오른쪽 환경

때문에 매우 획기적인 서비스가 아닐 수 없다.

으로 이동되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커에서는 애플리케이션의 실
행에 필요한 모든 파일 및 디렉터리들을 컨테이너로서
모아 놓고 이 컨테이너를 관리한다. 그리고 이 컨테이너
의 바탕이 되는 도커 이미지를 도커 Hub와 같은 리포지
토리(repository)에서 공유한다.

(그림 1)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 비교[2]

3. 도커(Doker)
가상 머신은 물리적인 환경으로부터 격리된 추상적
인 환경을 구축해 주지만 배포용으로 사용할 때 성능 저
하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 특히 한 운영체제 위에 또 다
른 운영체제를 돌린다는 것 자체가 자원을 비효율적으
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림 2) 일반적인 시스템 개발 흐름[3]

도커와 도커 컨테이너를 사용하면 (그림 3)과 같은
흐름으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다.

도커는 이런 가상 머신의 단점은 극복하고 장점만을
극대화하기 위한 가상화 애플리케이션이다. 도커는 단
순한 가상 머신을 넘어서 어느 플랫폼에서나 재현 가능
한 애플리케이션 컨테이너를 만들어주는 걸 목표로 한
다. LXC(리눅스 컨테이너)라는 독특한 개념에서 출발하
는 도커의 가상화는 기존에 운영체제를 통째로 가상화
하는 것과는 접근 자체를 달리한다.

3.1. 개념
웹 시스템 개발 시 애플리케이션을 제품 환경에서 가

(그림 3) 도커를 사용한 시스템 개발 흐름[3]

동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필요하다.
- 애플리케이션의 실행 모듈(프로그램 본체)

(그림 4)에서처럼 개발자는 애플리케이션의 실행에
필요한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도커 이미지를 도커를

- 미들웨어나 라이브러리군
- OS/네트워크 등과 같은 인프라 환경 설정

사용하여 작성한다. 그리고 이 이미지를 바탕으로 컨테
이너를 가동시킨다. 이것은 객체지향프로그래밍 자바에
서 클래스(이미지)와 인스턴스(컨테이너) 관계에 비유된

애플리케이션 개발은 (그림 2)와 같은 흐름으로 진행

다. 이 이미지는 도커가 설치되어 있는 환경이라면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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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어디서든지 작동되므로 실행 환경차이로 발생하

즉 개발한 업무 애플리케이션을 온프레미스 환경에

는 문제점들을 깨끗이 해결할 수 있다. 여기서 도커는
자바에서 JDE(Java Development Environment)에 비유될

대한 이전뿐만 아니라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클라우드,

수 있다.

가능하다.

클라우드에서 온프레미스 환경 간에도 자유로운 이전이

3.3. 도커 컨테이너
소프트웨어 이식성은 개발자의 골칫거리임에 분명하
다. 한 소프트웨어의 사용 환경이 바뀔 때마다 네트워크
기술과 보안 정책, 스토리지가 제각각이어서 예기치 않
은 오류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를 한 컴퓨팅 환경에서 다른 컴퓨팅 환경으로 이식할 때
안정적인 방법이 없을까?'라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그림 4) 도커 이미지와 도커 컨테이너[3]

3.2. 애플리케이션의 이식성(portability)

제시된 것이 바로 ‘컨테이너’이다. 컨테이너는 항구에서
다양한 짐을 운반할 때 사용하는 컨테이너와 같이 애플
리케이션과 그 실행에 필요한 것들을 패키지로 묶어 놓

한 소프트웨어가 다양한 환경에서 동작될 수 있는 특
성을 이식성(portability)이라고 한다. 도커는 이식성이 높

은 것으로 운영체제 위에서 구현된 가상화, 즉 '운영체
제 레벨 가상화'이다. 이런 가상화를 하면 실행에 필요
한 파일이 항상 함께 따라 다니므로 오류를 최소화할 수

기 때문에 (그림 5)에서처럼 도커 컨테이너의 바탕이 되

있다[4].

는 도커 이미지만 있으면 애플리케이션을 동일한 환경
에서 가동시킬 수 있다.
기업환경에서는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하
드웨어, 어플리케이션 등을 구입하고 상황에 맞게 IT환
경을 꾸미는 것을 '온프레미스(On-premise)'라 하고 이와
반대로 기업 자체에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으로
연결된 다른 컴퓨터나 가상공간을 통해 데이터를 처리
하는 방식을 ‘오프프레미스(Off-premise)’ 혹은 Cloud
computing이라고 한다.

(그림 6) 가상머신(왼쪽)과 컨테이너(오른쪽)

'하드웨어 레벨 가상화'는 서버에 하이퍼바이저를 설
치한 후 그 위에 가상 운영체제와 애플리케이션을 패키
징한 '가상머신(VM)'을 만들어 실행하는 것으로 이 기
술을 '서버 가상화'라고 한다. (그림 6)에서처럼 컨테이
너(오른쪽)는 가상머신(왼쪽)과 달리 게스트 운영체제가
없어 용량이 작고 빠르다.
그런데 서버 가상화 기술이 존재하는데도 컨테이너
가 인기를 끄는 이유는 크기와 속도 때문이다. 컨테이너
에는 운영체제가 포함되지 않아 크기가 수십 MB로 작
(그림 5) 도커 컨테이너의 이식성[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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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결국, 컨테이너는 서버 1대에서 실행할 수 있는 개

한 도쿠는 도커를 활용해 100줄 남짓한 쉘스크립트 본

수가 VM보다 최대 10배 이상 많고, 운영체제 부팅이 필

체와 도쿠를 둘러싼 몇 가지 모듈들을 활용해 미니 헤로

요 없어 불과 수초 만에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다. 도커
는 컨테이너 기술을 대중화시킨 1등 공신이다. 컨테이너

쿠와 같은 PaaS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해준다[7,8].
헤로쿠를 사용하면 개발자가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들이 메인 운영체제를 공유하는 구조여서 서버 가상화

헤로쿠에 있는 Git 서버에 푸쉬하기만 하면 애플리케이

보다 운영체제와의 접점이 많아 컨테이너가 뚫리면 운

션을 자동으로 빌드하고 연결한 도메인으로 배포해준
다. 도쿠는 바로 도커라는 가상화 기술을 활용해 이러한

영체제가 해킹당할 가능성도 그만큼 커진다[4].

PaaS를 직접 구축하게 도와주는 절대로 크지 않은 애플

3.4. 도커 컨테이너와 PaaS와의 관계
PaaS 서비스는 플랫폼 기반으로 애플리케이션을 개
발하기 때문에 특정 플랫폼에 종속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도커는 "소프트웨어 컨테이너 안에 응용 프로그램

리케이션이다[1].

5. 결

론

들을 배치시키는 일을 자동화해 주는 오픈 소스 프로젝

본고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 살펴보고, 2013
년에 등장한 새로운 컨테이너 기반 가상화 도구인 도커,

트이자 소프트웨어" 이다[5]. 도커는 컨테이너를 통한
PaaS를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그림 7)을 보면 컨테이너를 사용한다는 것 자

그리고 도커 기반으로 작동하는 소형 배포시스템으로
미니 헤로쿠(Heroku)라고도 불리는 도쿠에 대해 살펴보
았다.

체가 PaaS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도커와 같은 표준 컨테이너 인프라는 컨테이너
에서 앱을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한 필수적인 툴들을 제

컴퓨터 역사를 돌이켜 볼 때 초창기는 개발자가 하드
웨어와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가
지고 있어야 했고, 가지고 있는 것이 가능했다. 그러나

공한다. 그러나 자동 확장, 트래픽 라우팅, 로드 밸런싱
등을 용이하게 하고 자동화하는 오케스트레이션 솔루션
은 제공하지 않는다[5].

이제는 너무나 다양한 하드웨어가 나와 있고, 소프트웨
어적인 환경도 복잡다단하여 ‘가상화’는 필수적인 개념
이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도커, 그리고 도쿠는 개발자
가 순수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매우 유용한
도구임에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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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인터넷정보학회지｣는 새로운 기술 동향을 비롯해서 각종 정보를 게재하고, 회원의 지식 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논문지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는 회원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논문 및 학술 강좌로 한다.

1. 학회지 ｢인터넷정보학회지｣ 원고 집필 안내
제 1 조 학회지에 게재할 원고의 종류는 특집, 특별기고, 기획기사, 정보관련 기술 동향 등 편집위원회가 인정
하는 것으로 한다.
제 2 조 투고자는 원칙적으로 본 학회 회원으로 한다. 단, 회원과의 공동기고자 및 초청기고자는 예외로 한다.
제 3 조 원고는 수시로 접수하며, 원고가 본 학회 특집위원장 및 학회에 도착한 날을 접수일로 하고, 접수된
원고는 편집위원회 심사위원 2인 이상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제 4 조 심사용 원고는 원칙적으로 한글 워드프로세서 “”로 또는 “MS워드”로 작성한 파일을 이메일
(ksii@ksii.or.kr)로 제출한다.
제 5 조 원고의 내용은 인터넷 정보 처리 관련자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작성한다.
제 6 조 투고자는 200자 이내의 약력을 제출하여야 한다. 게재가 확정된 원고에 대해서는 추후 저자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제 7 조 본 학회지에 게재된 내용은 본 학회의 승인 없이 영리 목적으로 무단 복제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 8 조 원고 첫 쪽에는 제목, 성명, 소속기관, 회원구분, 주소, 우편번호, 전화 및 팩스번호, E-mail 주소를 기입
하고 목차, 본문, 참고문헌, 부록 순으로 작성한다.
제 9 조 원고 작성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⑴ 원고분량 : A4용지 10페이지 내외
⑵ 참고문헌 : 참고문헌은 저자명에 의한 사전식으로 기술하되, 각 참고문헌은 잡지의 경우 “번호, 저
자명, 제목, 잡지명, 권, 호, 페이지, 연도”의 순으로 기술한다.
(단, 참고문헌 인용 시에는 대괄호를 이용할 것 <예 [Walt95] [홍99] 등>)
(예) [Walt95] Walton, S. “Image authentication for a slippery new age,” Dr. Dobb's Journal, 1995. pp.18～26
[Jabl96] D.P.Jablon. “Strong Password-only authenticated key exchange,” ACM Computer Communications Review, 1996.
[홍99] 홍길동. “인터넷 활용과 개선 방안”, 한국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제1권 제1호, 1999. pp.110～
113
⑶ 내용표기에 있어서, 장, 절 등의 표시는 ‘1, 1.1, 1.1.1, 가, 1), 가), (1), (가)’의 순서로 한다.
⑷ 원고는 ‘제목-소속-성명-목차-본문-참고문헌’의 순으로 기술하며, 첫 장 하단에는 회원구분을 명기한다.
⑸ 표의 제목은 “(표 1) 대한민국”과 같이 표의 상단 좌측에 기술하고, 그림의 제목은 “(그림 1) 서울”
과 같이 그림의 하단 중앙에 기술하며, 사진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원본을 백지에 제출해야 한다.
제10조 본 규정은 2000년 6월 1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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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정보학회지 논문형식
위쪽 21mm (머리말 10mm)

전자상거래에 관한 연구 (신명 견명조, 20)
홍길동 (신명조, 10.5)

 목 차 
1.
2.
3.
4.

서론
저장매체
웹
컴퓨터 게임

(신명조,
(신명조,
(신명조,
(신명조,

8)
8)
8)
8)

(중고딕, 10.5)

5. 디지털 방송 (신명조, 8)
6. 통합 서비스 (신명조, 8)
7. 맺음말
(신명조, 8)

1. 서론 (신명 견명조, 12)
1.1 배경

(그래픽, 10.5)

2. 2. 1 (신명 중고딕, 9.5)
19mm

-------------------------------------------------------------------------------------------------------------------------------------------------------------------------------------[1]

-------------------------------------------------------------------------------

19mm

그림
(그림)

(표)

아래쪽 21mm (꼬리말 10mm)

․용지종류 : 사용자정의(폭:190mm, 길이:260mm)
․참고문헌(타이틀:신명 견명조, 12) : 작성예
[1] [wat99] J.A.waterwrth, "～～～～", (내용:신명조, 9.5)
․머리말, 꼬리말 : 휴먼명조, 9

․본문 : 신명조, 9.5
․각주 : 신명조, 8.5
․그림, 표 타이틀 : 신명 중고딕,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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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기 사 투 고 안 내

당 학회 학회지의 특집 기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투고 있으시기 바랍
니다.

1. 집필 요령
원고는 학회지 편집 위원회에서 정한 투고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 순서로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집필에 필요한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정보학회지] 원고 집필 안내를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회원 여러분께서 이해하기 쉽게 집필하시기 바랍니다.
①제 목
특집호 기사임을 오른쪽 상단에 표시한다.
②저자명, 소속, 저자 연락처, E-mail
③본문
④참고문헌, 부록, 그림 표 순으로
⑤이름, 경력, 학력, 전공 분야를 기술한다.

2. 응모 자격
당 학회 회원을 원칙으로 한다. 단, 회원과의 공동기고자 및 초청기고자는 예외로 한다.

3. 원고 취급
투고된 원고는 학회지 편집위원회 심사위원 2인 이상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게재여부를 결
정하고, 게재가 확정된 원고에 대해서는 수정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4. 보낼 곳
학회사무국 : ksii@ksii.or.kr / paper@ksii.or.kr
02-564-2827 / 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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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회 안 내■
한국인터넷정보학회는 인터넷정보 학술과 산업기술혁신을 선도하기 위하여 1) 인터넷 정보 학술 활동의 활성화, 2) 인터넷
정보 기술의 산학연 협동의 내실화, 3) 인터넷 정보 기술의 국제화와 표준화 등 회원봉사 활동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한다.
본 학회에서는 인터넷 정보관련 분야에 종사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많은 입회를 바라고 있습니다.

주 요 목 적 사 업
1.
2.
3.
4.

인터넷정보에 관한
인터넷정보에 관한
인터넷정보 기술의
인터넷정보에 관한

학술 발표회 및 전시회 개최
지식 및 기술 보급에 관한 사업
상호 협조 및 정보교환
표준화 사업

5.
6.
7.
8.

인터넷정보에 관한 국제적 학술 교류 및 기술 협력
학회지 및 논문지 발간
인터넷정보에 관한 문헌 발간
기타 본 학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정관 제4조)

회원의 종류 및 자격
1. 특별회원 : 인터넷정보 분야에 발전을 기여하고,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법인 및 단체.
2. 명예회원 : 학식과 덕망이 높고, 본 학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3. 정 회 원 : 인터넷정보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또는 인터넷정보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4. 준 회 원 : 인터넷정보 관련학과 학생 또는 인터넷정보 관련분야 종사자.
5. 단체회원 : 도서관, 초‧중‧고 교육기관, 관련 사업체, 연구소, 정부기관 및 산하단체
(정관 제6조)

회 원 의
1.
2.
3.
4.
5.
6.

혜 택

인터넷정보학회지 (논설 , 기술보고 , 해설 , 전망 , 강좌 , 단편정보 등 게재 )발행 . 무료배포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학술연구논문 , 심사완료 후 게재 )발행 . 한시적 무료배포 .
춘 ․추계 학술발표회와 각종 학술행사에 참가 및 논문발표
전문분과연구회의 활동자격과 각종 학술행사에 참가 및 논문발표
국제 학술회의 활동 및 외국 학회에 참가 및 추천
인터넷정보 및 기술발전에 업적이 있는 회원에게는 각종 학회상 수여

회

비

1. 특별회원의 회비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르며 , 종신회원 ‧정회원 ‧준회원 ‧단체회원 회비는 다음과 같다 .

구 분

개인종신회원

단체종신회원

구 분

정 회 원

준 회 원

종신회비

500,000원

사무국문의

연 회 비

50,000원

30,000원

2. 회비의 납부는 아래의 은행으로 무통장 입금한 후에 입금내역을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회 홈페이지 http://www.ksii.or.kr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좌번호 신한은행 516-03-007403
예금주 한국인터넷정보학회

• 문의 및 연락처
(135-703)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 7길 22(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505호

전화 : 02)564-2827,2825
mail : ksii@ksii.or.kr

팩스 : 02)564-2834

단체회원
(도서관,자료실)
300,000원

과학기술인의 신조
우리 과학기술인은 과학기술의 창달과 진흥을 통하여 국가발전과 인류복지사회가 이룩
될 수 있음을 확신하고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 우리는 창조의 정신으로 진리를 탐구하고 기술을 혁신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적극 기여한다.
－ 우리는 봉사하는 자세로 과학 기술 진흥의 풍토를 조성함으로써 온 국민의 과학적 정신
을 진작한다.
－ 우리는 높은 이상을 지향하여 자아를 확립하고 상호협력함으로써 우리의 사회적 지위와
권익을 신장한다.
－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이 숭상되고 그 가치가 보장되는 복지 사회의 구현에 헌신한다.
－ 우리는 과학기술을 선용함으로써 인류의 번영과 세계의 평화에 공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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