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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GIS를 이용한 지역척차 측청 시스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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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Web-based Regiona1 Inequality Ana1ysis System 

Lee, Yang-Won 

요약 : 현대인의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웹(World Wide Web)은 사회과학 연구에 있어서도 중 

요한 보조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 주로 연구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입수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웹의 기능이 보 

다 확장된다면， 나열되어 있는 자료들을 취합하여 분석하는 작업 역시 웹 환경에서 이루어짚 수 있을 것이다. 행정 

구역 단위의 사회경제적 자료는 지리학을 비롯한 여러 학문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이 논문은 행정구역 단위의 

사회경제적 자료를 이용하여 웹 환경에서 지역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의 제작에 관한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 

는 지역격차 측정을 망라할 수 있는 웹 기반의 분석도구를 제작함으로써 정량적 지역분석 연구의 수행을 지원하고 

자 하였으며， 이 시스템의 구축에 사용된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다른 종류의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재사용 

될 수 있는 확장성을 갖는다. 

주요어 : 사회경제적 자료， 지역분석， 지역격차， Web GIS, Java , 데이터베이스 

Abstract: Nowadays, World Wide Web is utilized as a subsidiaη method for socio-economic researches. 

More advanced web technology can support eveηT web user for easy analysis of socioeconomic data. 

District-based socioeconomic data is utilized in everγ part of social scíence, and this research concentrates 

on web-based regional analysis system, especially regional inequality analysis system. The system 

implemented by this research is characterized by flexibility. It has the flexibility to process user s various 

requirements dynamically and has several functions for inequality measurement and result visualization. 

This flexibility is caused by “dynamic query statement building" and is applied to various functions such as 

variable selectíon, data search, data file upload/download and so on. Java has powerful extensibility, so 

the source code of this system can be reused for other kinds of web GIS system. 

Keywords : socioeconomic data, regional analysis, regional inequalitY,Web GIS, Java,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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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 연구의 배경 

행정구역 단위의 사회경제적 자료는 지역공간 

상의 인간 활동을 반영하는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지리학을 비롯한 사회과학 분야 전반 

에서 두루 사용되어 오고 있다. 이러한 사회경제 

적 자료를 이용하여 공간적 현상의 특성을 규명 

하는 것은 지리학의 중요한 연구과제이며， 공간 

적 현상을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작하는 것 

은 지리정보시스템의 관심분야 중의 하나이다. 

행정구역 단위의 사회경제적 자료를 활용하는 

여러 학문분야의 연구들 중에서는 지역격차의 

정량적 분석에 관한 연구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 

다.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자료를 이용하여 지역 

간 발전격차를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연구들은 

계속되고 있지만， 사회경제적 자료를 공유하는 

방안에 관한 연구나 이러한 자료를 이용하여 지 

역격차를 측정하는 시스템에 관한 연구는 찾아 

보기 힘들다. 이에 활용가치가 높은 행정구역 

단위의 사회경제적 자료를 공유하고， 공유된 자 

료를 이용하여 지역격차를 측정하는 시스템을 

제작하는 것은， 관련 연구들의 수행과정에서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 

2. 연구의 목적 

지역격차 분석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각기 상 

이한 자료군(data set)을 채택하고 있지만， 그 

자료군에 포함된 변수들 중에서는 여러 연구들 

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된 것들이 다수 존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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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들이 채택한 분석기법에서도 상당한 공통 

점이 발견된다. 이러한 사실은 행정구역 단위 사 

회경제적 자료의 풀(pool)이 조성되어야 할 필요 

성과 함께， 유사한 주제를 망라할 수 있는 공통 

의 분석도구가 펼요함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 연 

구는 행정구역 단위의 사회경제적 자료를 효율 

적으로 공유하고， 이를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지 

역격차를 측정하는 웹기반의 시스템을 제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세부과제를 수 

행한다. 

첫째， 행정구역 단위 사회경제적 자료의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자료의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웹 환경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는 효율 

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이를 실현한다(자료의 공 

유) . 최근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 

IT)의 발전과 함께 생활과 학문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은 웹 (World Wide 

Web: WWW)은 행정구역 단위의 사회경제적 자 

료를 공유하는 핵심적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서울시 전체의 개인 또는 가구 단 

위의 미시 자료(micro data)를 행정구역별로 집 

계하는 등， 방대한 양의 사회경제적 자료를 효율 

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데이터베이스의 모 

든 자료를 웹 사용자가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도 

록시스템을구성한다. 

둘째， 행정구역 단위 사회경제적 자료의 공유 

와 함께 이 자료를 분석하는 도구를 공유하는 방 

법을 모색하고 이를 실현한다(분석도구의 공유). 

자료의 공유는 도구의 공유에 의해 뒷받침됨으 

로써 그 가치가 더욱 높아지므로， 이 연구에서는 

웹 환경에서 지역정보를 열람하고 구득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 지역정보를 이용하여 지역격차 

를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 



한다. 선행 연구들의 검토를 통해 지역격차의 측 

정 절차를 추출하여 시스랩에 적용함으로써， 다 

중 사용자가 공유할 수 있는 웹에 기반한 지역격 

차 측정 도구를 제작한다. 

셋째， 불특정 다수 웹 사용자의 다양성에 부합 

하도록 지역격차 측정도구를 유연화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이를 실현한다(분석도구의 유연화). 웹 

기반의 분석시스멈은 웹이라는 특수한 환경으로 

인하여 기능적인 제약을 많이 가지고 되는데， 실 

제로 현제 웹 상에서 지역분석을 위한 서비스를 

찾아보기는 힘들며 일부 운영되고 있는 웹사이 

트들도 자료분석 과정에서의 사용자 선택의 폭 

이 매우 제한적이다. 이 연구는 웹에 기반한 지 

역격차 측정도구를 제작함에 있어 다양한 웹 사 

용자의 요구에 대처할 수 있도록 시스뱀의 기능 

적 유연성을 증대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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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방법과절차 

이 연구에서는 행정구역 단위 사회경제적 자료 

를 이용하여 지역격차를 측정하는 웹기반 자료 

분석시스템을 제작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 

법을 동원한다. 첫째 지역격차 분석에 관한 선 

행 연구들을 통해 지역격차 측정의 절차와 방법 

을 검토한다. 둘째， 지역격차 측정의 토대가 되 

는 행정구역 단위 사회경제적 자료를 효율적으 

로 공유하고 분석할 수 있는 웹 GIS 기반기술을 

검토한다. 셋째， 공유된 자료를 이용하여 지역격 

차를 측정하는 도구를 제작하기 위하여 웹과 데 

이터베이스가 연동하는 분석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하며 시험운용한다. 이 연구의 절차는 다음 

의 〈그림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1) 연구 흐름도 

• .. - -- ---------------------- ----r------ ---------------------- - --. 
/ A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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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지역격차분석에 표딴 01론적 검토 

1. 지역격차의 정량화에 관한논의 

지역격차란 일반적으로 지역발전 수준의 차이 

를 일걷는 개념으로서(황명찬， 1984), 어떤 한 시 

점을 기준으로 단위지역 간에 존재하는 사회경제 

적 발전의 분산 혹은 변이의 정도라고 정의되어 

질 수 있다(김안제 1974). 어느 한 지역의 발전 

은 역으로 다른 지역의 닥후를 의미하기도 하므 

로(김경성?박영한， 1977), 이러한 발전의 상대성 

에 의해 지역격차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1 ) 발전과 격차의 정량화 

경제개발의 초기단계에는 지역격차가 증가하고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지역격차가 감소한다고 하 

는 Williamson(1965)의 역U자형 가설(Inverted 

U Hypothesis)은 논란의 여지가 많지만， 계층간 

불평등에 국한되어 있던 격차의 문제를 지역간 

불평등에 도입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장종회， 1994). Williamson의 가설 이후 1970 

년대부터 국내에서도 지역격차 문제에 대한 관심 

이 증대하였고， 지역격차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자 하는 시도들이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지역격 

차 분석에 있어서 정량화의 방법이 선호되어 온 

것은， 발전 수준의 조작적 정의에 사용된 사회경 

제적 변수들이 지역 구성원의 만족도를 그대로 

반영하지는 못하지만 양적인 것을 측정하고 비 

교하는 것이 질적인 것을 측정하고 비교하는 것 

보다 용이하기 때문이다(하혜수， 1996). 발전과 

격차의 정량화의 적실성에 대하여 제기되는 문제 

들은 모든 사회과학 분야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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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것이다 

(Carley, 1981: 김명환， 1992에서 재인용). 

Cowell (2000)은 지역격차의 분석을 “무엇에 

대한 불평등인가?(Inequality of what?)"라는 

물음으로부터 시작하는데， 이는 곧 산업， 소득 

보건， 복지， 교육， 환경 등과 같이 어떠한 사회경 

제적 측면을 분석 대상으로 선택할 것인가의 문 

제이다. 지역격차를 정량적으로 분석한 국내의 

선행연구들 중에는 특정 부문의 변수에 한정하 

여 지역간 불평등도를 측정한 경우도 있고， 여러 

부문 변수들의 합성점수를 산출하여 이를 기준 

으로 지역간 불평등도를 측정한 경우도 있다. 

(2) 변수의 종합화와 가중치의 설정 

발전 수준의 지역간 차이를 정량화하는 데 있 

어서 제기되는 문제 중의 하나는， 다양한 개별 

변수들의 합성점수를 산출하여 이를 기준으로 

지역격차를 측정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이러 

한 종합화에 반대하는 입장은 (i)종합화에 의해 

중요한 정보가 은폐되거나 멸실될 가능성이 있 

고 (ii)종합화를 위한 일반화된 가중치 제계 

(weighting system)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논리에 근거한다. 반면 종합화를 지지하는 입장 

은 (i)종합화되지 않은 분절된 지표는 통계치의 

나열에 불과하여 정보 과부하의 문제를 야기하 

며， (ii)가중치 설정에 있어서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인 

간의 삶을 포괄적으로 평가하고 비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종합화의 방법이 유용 

하다는 논리에 근거한다(Carley， 1981: 김명환， 

1992에서 재 인용). 

지역격차의 측정에서 다양한 사회경제적 변수 



들을 종합화하는 과정은， 개별 변수들 

을 비교 가능한 척도로 변환하고， 개 

별 변수들의 비중을 결정하여 합성점 

수를 구하는 것이다. 성질과 단위가 

다른 개별 변수들을 비교 가능한 척도 

로 변환하는 방법으로는 표준화기법 

(standardization)이 주로 시용된다. 

표준점수(Z-Score)는 (Xj-매/(1의 공 

식에 의해 산출되며， 여기에서 Xj는 

각 변수가 가지는 뼈t， 는 평균 (1.는 표 

준편차를의미한다. 

이렇게 표준화된 자료에 가중치를 

설정하는 것은 (i)데이터셋 자체에 근 

거하는 방법과 (ii)지역주민 또는 전문 

가 집단의 의식에 근거하는 방법 

2 

n 

(Smith. 1973)으로 대별된다. 전자의 방법으로 

는 주성분분석 과정을 응용하여 [주성분의 분산 

설명비율 * 개별변수의 주성분부하량]을 개별 변 
수들의 가중치로 설정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는 

데， 박성복(1996)은 광역자치단체별 발전 수준을 

구하는 과정에서 이 방법을 사용한다. 후자의 방 

법은 다음의 〈그림 2>에서처럼 가로축은 항목(변 

수) , 세로축은 응답자로 구성된 자료의 각 cell에 

항목별 중요도에 대한 평가값1)이 들어 있다고 할 

때， J항목의 비중을 획χj/확획χj 로 설정하는 것 
이다(박용치 1977). 

1) 負의 효과를 갖는 경우 음의 값으로 표현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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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설문자료를 이용한 가중치의 설정 

2 m 

Xll X12 X1j X1n. 

I X21 X?? X‘’J 
X2!n 

X'l Xi2 X니 Xll!l 

--- --

I Xn1 Xn2 X띠 X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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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격차의 측정 모텔 

지역격차는 각 단위지역이 가진 자료 값에 근 

거하여 불평등의 정도를 도식화하거나 수치화함 

으로써 정량적으로 측정된다. 도식화의 방법과 

수치화의 방법은 로렌즈즈 곡선(Lorenz Curve)과 

지니 계수(Gini Coefficient)의 관계에서처럼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1 ) 도식화 모델 

지역격차를 도표의 형태로 표현하는 방법은 지 

역격차의 직관적인 파악을 돕는데 Parade of 

Dwarfs, Frequency Distribution, Cumulative 

Frequency Distribution, Lorenz Curve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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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도 분석에 전통적으로 도입되는 방법들이 

며(Cowell ， 2000) , 다음의 〈그림 3)은 이러한 

도식화의 예시이다. 

(2) 수치화 모델 

지역간 격차의 정도를 수치화하는 방법은 (i)사 

분위편차(quartile deviation) , 변이 

계수2)(coefficient of variance) 등 

과 같이 기초통계량에 근거하는 방 

법과， (ii)Gini 계수， Theil의 엔트로 

피 지수등과같이 불평등측정을위 

해 고안된 수학적 모댈에 근거하는 

방법으로 대별된다. 수학적 모텔에 

근거하는 방법은 각 단위지역이 가 

지는 값을 여러 가지 수학적 연산을 

통 해 지 수 (i ndex) 또 는 계 수 

(coefficient)화하는 것이다. 격차 분 

석을 위한 수학적 모델은 여러 학문 

분야의 연구자들에 의해 제시되어 

왔는데， 원래의 목적이 공간분포의 

불평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Lieberson, Coulter, Nagel의 모 

댈 등) 것이 아니더라도 공간적 차원 

에 도입되어 지역격차를 분석하는 데 널리 응용 

되고 있다(박성준， 1996). 

〈그림 3) 불펑등도의 직관적 파악을 위한 도식화 

parade of dwarfs 

ft.y) 

frequency distribution 

0.2 

0 

) 

D 

，
야
 
M 

M 

M 
” 

cumulative frequency Lorenz curve 

로렌즈즈 곡선은 집단 구성원들 간의 소득 불평 

등을 측정하기 위해 Lorenz(1905)가 고안한 모 

델로서 사회과학 분야 전반에서 분포의 불평등 

도를 측정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 이를 공간적 

차원에 적용하면， 각 단위지역이 가진 자료 값을 

오름차순(ascending)으로 정렬하여 하위 %에 

해당하는 값이 전체 합계 중에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 된다(이금이， 1999). 

CD Gini(1905)의 모텔 

사회과학분야 전반에서 분포의 불평등도를 측 

정하는 수단으로 널리 이용되어 온 Gini 계수는 

로렌즈 곡선(Lorenz Curve)에 기초한 것으로서 

(Allison, 1978), 로렌즈즈 곡선이 두 개 이상의 분 

포 중 어느 것이 더 형평한지를 측정하는 데 비 

해 Gini 계수는 어느 것이 얼만큼 더 형평한지 

2) 분산의 정도를 상대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표준편차플 평균으로 나눈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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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stwirth(1974)의 모델 

이 모댈은 Gini의 모델을 응용한 것으로 그 지 

수 값은 0에서 1 사이의 범위에 존재하는데， 0이 

면 완전평등， 1이면 완전불평등을 의미한다. 

Gastwirth 지수의 공식은 다음과 같으며 

(Cowell, 2000), 여기에서， Yi. Yj는 각 단위지역 

이 가지는 값， n은 단위지역의 수를 의미한다. 

를 설명한다(정광수 1986). Gini 계수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0이면 완전평등분포， 1이 

면 완전불평등 분포를 의미한다. Gini 계수는 다 

음의 공식에 의해 산출되며， 여기에서， yi, 피는 

각 단위지역이 가지는 값， 는 평균， n은 단위지 

역의수를의미한다. 

G=-느 챔|μ-y; 1 
2n“Y i=lj=1 

1 ,:!.,:!. Iμ-μ| 
-τ II':"':'•
nι i=1 j=1 μ+y; 

〈수식 2) Gastwirth 지수 

이 모델은 “엔트로피 모댈”이라고도 불리며， 

엔트로피를 공간적 차원에 적용하여 지역적 분 

포의 불평등도를 측정하는 데 이용된다. Theil 

지수는 o '" logN 사이에 분포하는데， 0에 가까 

울수록 평등분포， logN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분 

포를 나타낸다. 산출 공식은 다음과 같으며 여 

기에서 Yi는 각 단위지역이 가지는 값， Y는 전체 

지역의 총합， N은단위지역의 수를의미한다. 

@ Thei1(1969)의 모텔 

〈수식 1) Gini 계수 

〈그림 4>에서 보듯이 로렌즈즈 곡선과 대각선 사 

이에 형성된 초승달 모양의 면적을 A라고 하고， 

로렌쪼 곡선의 아래쪽에 만들어지는 도형의 면적 

을 라고 하면， G=A/(A+8)와 같다(Atkinson ， 

1983). 만약， 단위지역이 가지는 값들이 모두 동 

일하여 완전 균등분포라면 로렌즈즈 곡선이 대각 

선과 일치하게 되어 A=O이므로， G는 0의 값을 

가지게 된다. 반면에 로렌쓰 곡선이 수평축과 일 

치하다가 가로축의 100% 지점에서 수직으로 바 

뀌는 모양으로 그려진다면 8가 0이 되어 G는 1 

의값을가지게된다. 

T=월b 
〈그림 4) 로렌즈즈 곡선과 Gini 계수의 관계 

G=A/(A+8) 
100‘ 

1 

헌
찌
g
져
 
률
의
 비
톨
 

〈수식 3) Theil의 엔트로피 지수 

@ Lieberson(1969)의 모델 

이 모델은 상대적 집중성 또는 다양성을 측정 

하기 위해 고안된 모델로서 Lieberson의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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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지수(D)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다 

양성을 측정하는 것인 만큼 0에 가까울수록 집 

중， 1에 가까울수록 분산(다양성)을 나타낸다. 다 

음의 공식에서 Yk는 각 단위지역이 가지는 값의 

비율 n은 단위지역의 수를 의미한다. 

n 

잔
‘
 

닙
 
-1 
~ n 

--1i ’li 

-

「
-
-
-
-
-
-
L
l
|
-
-
-
-
-
’
」

각
 

n
υ
 

〈수식 4) Liberson의 다앙성 지수 

@ Coulter(1980)의 모델 

이 모텔은 이론적인 배분에 의해 부여된 값과 단 

위지역이 실제적으로 가지는 값의 비교에 기초한 

것으로서， 이론적 배분에 의해 부여된 값으로 평 

균치를 사용하거나 또는 각 단위지역의 경제적 

특성， 인구구성 상의 특성 등을 고려한 기대치를 

산정하여 적용하기도 한다. Coulter의 비형평성 

지수(I)는 0에서 100사이의 값을 가지 며， 1----10은 

사실상의 형 평 성 (virtual equity), 11----20은 약간 

의 비형평성(minor inequality), 21----30은 상당 

한 비 형 평 성 (serious inequality), 31----50은 심각 

한 비형평성(severe inequality), 51 이상은 극심 

한 비형평성(extreme inequality)을 의미한다(김 

인 1986). 다음의 공식에서 S는 전체 지역의 총 

합， X는 각 단위지역이 가지는 값， Ei는 각 단위 

지역의 기대값을의미한다. 

I- 1oo/(.~ 풍팝 
낌+( 1:E?)-2min {EJ 

〈수식 5) Coulter의 비형평성 지수 

@ Nagel(1984)의 모댈 

이 모델은 해당 지역의 최소요구치와 실제치와 

의 차를 이용하여 불평등도를 측정하며， 그 지수 

값은 0에서 1 사이에 분포하는데， 0이면 완전평 

등， 1이면 완전불평등을 의미한다. 이 모텔에서 

사용하는 최소요구치는 정책적 차원에서 또는 

실제의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산정되는데， 이는 

해당지역의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기초수요 

(basic need)가 상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 

소요구치의 산정은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므로 

각 단위지역이 동일한 값을 가지는 상태를 형평 

성의 기준으로 설정하는 경우라면 최소요구치를 

평균치로 대치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Nagel ， 

1984). 다음의 공식에서 A는 각 단위지역이 가 

지는 실제값， M은 각 단위지역의 최소요구치를 

의미한다. 

D= 1: (A-M)2 
IM 2 

〈수식 6) Nagel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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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Atkinson(1983)의 모댈 

이 모델의 기본 개념은 형평성의 정도는 형평 

성 실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정도(크기)에 따라 

다르게 산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론적으로 

형평성 실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0에서 무한대 

사이 의 값을 가지 며 , 8(inequality aversion 

parameter) 0 1라는 가중치로 표현된다. 이 모델 

을 이용한 분석 연구들에서는 일련의 E값을 대입 

하여， 8값의 변화에 따른 불평등도의 변화를 파 

악하기도 한다. Atkinson 지수 값은 0에서 1 사 

이에 분포하는데， 0이면 완전평등， 1이면 완전불 

평등을의미한다. 다음의 공식에서 n은단위지역 

의 수， Yi는 각 단위지역이 가지는 값， Y는 평균을 

의미한다. 

D=l-[렐 (￥)l3l C 

〈수식 7) Atkinson 지수 

지역격차 측정 모델을 해당 모댈이 근거하는 

원리에 따라 유형분류하면 (i)분산모델， (ii)조합 

모델， (i ii)엔트로피 모댈， (iv)사회복지함수 모 

델， (v)형평성 모델 등으로 대별되는데， 단위지 

역이 가진 값들의 편차에 근거하는 Gini와 

Gastwirth의 모델은 (i)에 단위지역이 가진 값 

들의 조합에 따른 확률에 근거 하는 Lieberson의 

모댈은 (ii)에， 엔트로피 이론에 근거하는 Theil 

의 모텔은 (iii)에， 분배불평등을 측정하는 사회 

복지함수 이론에 근거하는 Atkinson의 모텔은 

(i v) 에， 필요량과 실제량의 차이에 근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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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gel과 Coulter의 모댈은 (v)에 해당한다(박성 

준， 1996). 이상에서 제시된 모댈들이 가지는 최 

대최소값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지역격차 측정 모델의 비교 

.2 댈 휩점뿔통 완전활행동 

Gini 0 

Gastwirth 0 

Theil 0 LogN 

Lieberson 1 0 

Coulter 0 100 

Nagel 0 

Atkinson 0 

2. 지역격차분석연구의 사례 

여러 사회과학 분야에 걸친 지역격차 분석 연 

구들은 산업 소득 SOC 보건 복지 교육 정 

보화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부문을 망라하여 지 

역간의 발전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연구 

들은 정량화된 불평등 지수의 도입 여부에 따라 

(i)각 단위지역이 가진 값을 수치로 비교하는 방 

식(<표 2) )과 (ii)단위지역 간 격차를 요약하는 

불펑등 지수를 산출하는 방식(<표 3) )으로 나뀐 

다. 전자는 변수별 또는 부문별로 수치 그 자체 

를 비교하거나， 변수들을 표준화한 표준점수 또 

는 변수들의 합성점수를 비교함으로써 지역간의 

격차를 보여주는 것이고， 후자는 변이계수， 지니 

계수 등을 이용하여 변수별 또는 부문별 불평등 

지수를 산출함으로써 지역간의 격차를 정량화하 

는 것이다. 이러한 선행연구들 중 김명환(19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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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1995) ， 박성복(1996)의 연구는 합성점수 

를 기준으로 종합발전도의 지역격차를 분석한다 

는점이 특징적이다. 

〈표 2) 지역간 비교를 통한 지역격차 분석 언구 

함;양X￥ 혜~~I'쩍 대삼부닮변수i 

김경성 (77) 전국 5개 권역 경제부문 107H 변수 

소득/세금，정치참여，주거，보건，교육，소비/오락，사회 

최병두(81) 전국시군 안전，사회복지，사회/가정안녕，정보/통신，정치참여 부 

분 28개 변수 

최진석 (83) 전국시군 복리 부분 28개 변수 

김 열(85) 경북시군 
경제，정치/행정，보건，교육/문화，환경，사회 부분 

427H 변수 

심재범 (86) 전국시도 지역내총생산，재정자립도，예금액，대출액 

김용범 (87) 전국시도 
지역내총생산，광공엽생산액，예금액，대출액， 

일반회계자립도 

김희경 (87) 전국 1817H 구시군 경제，사회，문화，인구 부문 1317H 변수 

서홍승(89) 전국 507<< 구시군 
주택/환경，교육/문화，보건/사회，공공안전 부문 

457H 변수 

김명환(92) 강원시군 생활기반， 생활활동， 생활환경 부문 307H 변수 

정진호(95) 전국시도 
경제운영성과，프로세스효율성，투자역량，학습역량 

부문 307H 변수 

이철형 (96) 서울시구 의료기관，병상，의료인력，의료장비 

배미애(97) 부산시동 경제，주책，교육，보건，사회 부분 467H 변수 

모성은(97) 전국시도 노동，금융，재정，soc 부문 187H 변수 

류원준(98) 전국시도 
정보량，정보전달배제，정보이용자，정보산업，지역내총 

생산부분 15개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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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쓸성뺑합 

성분평점 비교 

표준점수，요인점수 
비교 

표준점수비교 

표준점수비교 

수치비교 

수치비교 

요인점수비교 

표준점수비교 

합성점수비교 

합성점수비교 

수치비교 

평균순위 비교 

표준점수비교 

수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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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불평등 지수 산출을 통한 지역격차 분석 연구 

짧;휴~t 
“ ‘.l _t 돼양부흘(얹수) l 훌석방법 

박영한(84) 전국 1737H 시군 인구，경제，사회，학교 부문 127H 변수 변이계수 

김인(86) 대구/포항시 동 공공서비스(지안인력， 쓰레기수거예산) Coulter 

김태수(87) 서울시구 공공서 비스(치안예산) Nagel, Gini 

장익수(89) 전국시도 문화，보건복지，SOC，경제 부문 15개 변수 변이계수，평균편자 

김소영 (91) 전국 407H 시 
제조업사업체，제조업종사자，금융기관수，대출금，도로 

변이계수， Gini 
포장률，공공건설사업비，지방세액 

장종희(94) 전국시도 지역내총생산 
Atkinson. Theil 

Gini , 변이계수 

박성준(96) 서울시구 
공공시설(공원，우체국，파출소，학교，도서관，소방서， 

Gini, Theil 
병원등) 

박성복(96) 박성복(96) 
경제，세계화，행정，SOC，과학기술， 인적자본， 생활환경’ 

변이계수， Gini 
사회통합 부문 837H 변수 

이금이 (99) 이금이 (99) 소득 Gini 

하수정(00) 전국시도 교육，환경，고용， 인구， 정보화，SOC 부분 
변이계수，가중변이 

계수 Gini 

111. Web GIS를 통한 사회경제적 
자료의활용 

회경제적 자료는 지리정보시스템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자료군(data set) 중 하나이다. 사회경제 

적 자료를 지리정보시스댐에 활용하는 것은 인 

구 센서스 자료를 관리하고 분석하는 것에서부 

터 비롯되었으며， 이는 사회경제적 지리정보시 

스랩 (socioeconomic GIS)의 단초가 되 었다 

(Martin. 1996). 

1. 사회경제적 지라정보시스템 

지 리 정 보시 스템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은 지표공간 상에서 발생하는 다 

양한 사상(featur마을 그 자료원(data source) 

으로 하므로， 인간 활동의 정보를 담고 있는 사 

-꺼-

지리정보시스템에서 활용되는 사회경제적 자 

료는 그 유형에 따라 개인 또는 가구 단위의 미 

시 자료(micro data)와 행정구역 단위의 집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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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aggregated data)로 분류될 수 있다. 개 인 

또는 가구 단위의 미시 자료는 가장 상세한 자료 

원이지만， 모든 개인 또는 가구의 지리공간 상 

위치를 참조(spatial reference)하여 표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접근의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사회경제적 자료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주로 행정구역 단위의 접근이 시도되 

는데， 이는 행정구역은 일종의 등질지역 

(homogenous zone)으로서 하나의 분석단위로 

기능하기 때문이다(Martin. 1996). 사회경제적 

자료의 공식화된 유통은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마련된 방대한 양의 미시 자료가 집계되어 정부 

통계(government statistics)를 거침으로써 이 

루어진다. 

2. 사회경제적 자료의 웹 서비스 사례 

(1) 자료의 얼람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공식적으 

로 발행된 사회경제적 자료를 제공하는 웹 사이 

트는 다양한 자료원을 구비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해당 사이트에서 미리 갖추어 놓 

은 체계 내에서만 자료 선택이 이루어지도록 구 

성되어 있으므로， 웹 사용자와 시스템 간 상호작 

용의Gnteractive)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볼 

수있다. 

서울시 각 구의 통계연보 서비스나 「지방행정 

정보은행」 3)의 웹 서비스는 제공할 자료를 

HTML(Hyper-Text Markup Language) 문서 

ri k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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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미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사용자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구비되어 있는 문서를 연결하여 보 

여주는 정적인(static)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rStat-Korea} 웹 서비스 

는 사용자의 선택사항에 따라 데이터셋을 달리하 

는 방식을 취하기는 하지만 여러 개의 항목에 대 

한 정보를 동시에 열람할 수 없다. 다음의 〈그림 

5)에서 보듯이， “1인당 부가가치 증가율”이라는 

자료를 얻기 위해서는 4개의 HTML 문서를 이동 

하여야 하고， 다른 범주에 있는 자료를 얻기 위해 

서는 또다시 그만큼의 HTML 문서 이동 과정을 

거쳐야 한다((그림 6)). 여러 범주에 있는 다양한 

자료를 얻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많은 HTML 

문서를 이동하면서 자료를 일부 발훼하는 작업을 

반복해야 하며， 원하는 데이터셋만을 하나의 요 

약된 표 형태로 제공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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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Stat-Korea 서비스에서 변수 선택의 예 

r 활활야후 

gi쥬lÞI떤 

“
핵
-
-
좌


짧
 혈


i 

--繼
표


‘ 
. 

‘ 

훨g잡훨fλf볍 

S월7t~.풍I옳 

지겨l폴흩하저수 1요땅 부가가치 총，.율 

1휩당 QH.훌앵흉뽑 

편!ii:.1발행71관별 list~up 

Eζ똥소촬분빼률 

〈그림 6) Stat-Korea 서비스에서 변수 선택을 위한 HTML 문서 이동 

HTML 폼À1_ @ 
(leveF3) 

HTML 문서 
(leveI4) @ (leveI4) 

• 
원하는 자료 1 발춰| ’ 원하는 자료 2 발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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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의 지도화 

행정구역 단위에 기초한 사회경제적 자료는 단 

위지역에 부여된 값을 기준으로 단계구분도 

(choropleth map)와 같은 방식으로 가시화될 

수 있다. 미국 ESRI사의 rThematic MapJ웹 

서비스는 인구 데이터셋을 제공하며， 주(state) ， 

변수， 단계구분 방법 등의 사용자 선택사항에 따 

라 동적으로 단계구분도를 가시화하는 서비스이 

지만， 여러 개의 변수를 선택하거나 변수들 간의 

연산을 통해 새로운 변수를 생성하여 분석하는 

기능은 제공되지 않는다. CIESIN(Center for 

In terna tional Science Informa tion 

Network)의 rDemographic Data ViewerJ웹 

서비스는 인구， 소득， 교육， 고용， 주택 등의 데 

이터셋을 제공하며， 사용자가 선택한 여러 개의 

변수에 대한 단계구분도를 가시화하는 기능을 

가진다. 다음의 〈그림 7)은 ESRI와 CIESIN의 

지도서비스화면이다. 

3. 사회경제적 Web GIS의 기반기술 

(1 ) 서버 중심의 시스템과 클라이언트 중심의 시스템 

클라이언트/서버 환경에서 운용되는 시스뱀의 

구성은， 작업 수행 중에 발생하는 부하를 클라이 

언트 측과 서버의 측이 분담하는 방식에 따라 서 

벼 중심 (thin client / heavy server)와 클라이 

언트 중심 (thick client / light server)으로 구 

분된다. 웹과 같은 클라이언트/서버 환경에서는 

웹 서버 (web server) L-}- 데이터베이스 서버 

(DataBase server)와 같이 반드시 서 벼 측에 자 

리하여야 하는 기능들이 있는 반면에， 연산처리 

와 같이 클라이언트 측과 서버 측 모두에서 수행 

가능한 기능들도 있다. 따라서， 양측 모두에 놓 

일 수 있는 기능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배분하느 

냐는 시스뱀의 성능(perf ormance)에 영향을 미 

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클라이언트/서벼의 역할 분담에 있어서 고려해 

야할사항은사용 

〈그림 7) ESRI Thematic Map(左)과 CIESIN Demographic Data Viewer(右)
자의 접속량， 데이 

터에대한접근빈 

도 연산의 복잡성 

정도등이다. 사용 

자의 접속량이 많 

고， 데이터에 대한 

접근 빈도가 높은 

경우에는 서버에 

부과되는 부하가 
ι，、 ν .... '''i- ~ιι 

‘ ι 
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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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대되므로，클라 

이언트 측에 일정 정도의 기능을 분담하는 방식 

으로 시스뱀을 구성하도록 하고， 클라이언트 컴 

퓨터 의 사양(specification)을 고려했을 때 클라 



이언트 측에 과부하를 줄 수 있는 복잡한 연산기 

능은 서버 측이 전담하도록 구성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또한， 클라이언트 측과 서벼 측에 각각 

어떤 기능이 자리하도록 할 것인지는 시스뱀의 

구현Gmplementation) 단계 이전에 결정되어야 

하는데， 이는 클라이언트 측에서 구동되는 프로 

그램과 서버 측에서 구동되는 프로그램의 작성 

방식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2) 자바 애플릿(Java Applet)과 자바 서블릿 

(Java Servlet) 

웹 환경에서 구동되는(web-enabling) 프로그 

램을 개발하는 언어(language) 중 자바(Java) 

는 효율성과 안정성 구현기능의 다양성 등으로 

인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특히， 자바는 운 

영체제 독립적(platform -independen t)이어서 

자바로 작성된 프로그램은 클라이언트 또는 서 

버의 운영체제가 무엇이든지에 상관없이 구동될 

수 있다. 웹 환경에서 구동되는 자바 프로그램 

은 프로그램이 구동되는 층(tier)이 어디인지에 

따라 애플릿(applet)과 서블릿(servlet)으로 구 

분되는데， 애플릿은 클라이언트 측에서， 서블릿 

은 서벼 측에서 구동되는프로그램이다. 

애플릿은 물리적으로는 서버 측에 위치하지만， 

웹 사용자의 요청(request)에 의해 클라이언트 

측으로 전달되어 클라이언트 측 컴퓨터의 자원 

을 사용하여 구동되고(thick client 방식) , 서블 

릿은 서버 측에 위치하여 서버 측에서 구동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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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thin client 방식) 웹 환경에서 실현되는 기 

능을 클라이언트 측과 서버 측에 배분하는 것은 

애플릿과 서블릿을 통해 구체화된다. 

(3) 데이터베이스 기술 

행정구역 단위 사회경제적 자료를 웹에서 공유 

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은 자료의 확 

보， 데이터베이스의 설계， 자료의 입력과 가공 

등의 과정을 거친다. 이때 자료원의 종류와 형 

태， 예상되는 사용자 질의(query)의 형태 등을 

고려하여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의 구조가 설계된 

다. 자료원은 이미 행정구역 단위로 집계된 자료 

(aggregated data)일 수도 있고， 방대한 양의 

미시 자료(micro data) 일 수도 있다. 개 인 또는 

가구 단위의 미시 자료는 행정구역별-변수별로 

집계처리될 필요가 있는데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서 지원하는 기술 중 트리거 (trigger)와 

저 장 프로시 저 ~tored procedure) 기 법을 이용 

하면 미시 자료의 집계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트리거는 미시 자료의 한 레코드(record) 

가 저장될 때마다 자동적으로 집계테이블에 가 

감(加減)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작성하여5) 데 

이터베이스 내에 심어두는 방식이고， 저장 프로 

시저는 전체 미시 자료를 하나의 거대한 테이블 

에 축적한 후， 이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읽어와 

집계테이블에 가감하도록 하는 절차 

(procedure)를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 일괄집 

계를수행하는방식이다. 

5) 한 레코드가 저장될 때마다 triggering event가 발생하도록 “자동실행” 장치틀 구성하는 것이며， 망아쇠가 당겨지고 
(triggering) 점화되면(firing) 한 건의 레코드가 과녁에 해당하는 집계테이블에 적중하여 (targeting) ， 해당 레코뜨 값 만탐의 
가감이 이루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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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검색과 분석을 위해 구축된 데이터베이 

스는 웹과의 연동이 가능하며， 자바와 데이터베 

이스를 연결하는 것은 JDBC(Java DataBase 

Connectivity) 기술에 의해 지원된다. 웹기반 자 

료분석시스템에서 불특정다수의 사용자가 선택 

하는 검색 대상 항목은 예측 불가능하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용자의 요구가 발생할 때마다 

그 선택사항을 객체화하여 데이터베이스로 전달 

하는 동적인 자료전달 구조가 갖추어져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검색과 분석 과정에서 생성되는 

데이터셋을 보관할 테이블이나 뷰6)(view)를 동적 

으로 생성하는 기능도 펼요하다. 이러한 동적인 

질의처리는， 사용자가 지정한 조건에 맞도록 데 

이터베이스 테이블을 제어하는 구문을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함으로써 가능하다. 

IV. 웹기반 지역격차 측정시스템의 
설계와구현 

1. 기능적 요구분석 

웹이라는 개방된 컴퓨팅 환경에서 웹기반 자료 

분석시스템의 사용자는 불특정 다수라고 할 수 

있으므로， 분석시스뱀의 기능에 대한 사용자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해 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 

능하다. 그러나 일반적인 웹 사용자 입장에서 

편의성의 최대화가 중요한 것임은 분명하며， 다 

양한 기능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일 

수록 그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요구 

를 “지역격차의 측정”이라는 영역에 대응해 볼 

때 이 시스템이 갖추어야 할 기능적인 측면은 (i) 

자료 선택의 유연성， (ii)자료 교환의 유연성， 

(i ii)분석 방법의 다양화 (iv)가시화 방법의 다양 

화등으로정리된다. 

(1 ) 자료 선택의 유언성 

지역격차 분석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다양한 데 

이터셋을 동원하는데 이는 연구자의 연구목적에 

따라 경제， 복지， 문화， 환경 등 지역발전의 단면 

이 다르게 설정되기 때문이다. 발전의 조작적 정 

의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관심 대상이 되는 특정 부문을 선정 

한 이후에， 선행연구를 참조하거나 지역구성원의 

의식조사를 수행하거나 지방정부의 정책 주안점 

을 포착하는 등의 방식으로 해당 부문의 지역격 

차를 분석할 수 있는 변수들을 선정한다. 

현재 국내에서 제공되고 있는 사회경제적 자료 

의 웹 서비스가 가지는 공통된 한계는 자료 선택 

에 있어 사용자의 재량권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사용자는 웹 서비스 제공자 측에서 갖추어 놓은 

변수선택의 체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여， 어떤 

범주(또는 변수)를 선택한 이후에 취할 수 있는 

행위는 그 하위 범주(또는 변수)에 대한 선택 뿐 

이며， 여러 범주에 걸친 여러 변수를 동시에 선 

택하는 기능은 지원되지 않는다. 

사회경제적 자료를 분석하고자 하는 웹 사용자 

가 필요로 하는 자료는 매우 다양할 것이므로， 

6) 테이블에 있는 칼럼들의 조합으로 구성된 가상의 테이블로서， 실제적으로 자료플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펼요한 자료에 대한 
연결정보만을 보관함으로써 저장공간을 절약하고 검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이터 객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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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은 기존 시스템의 단점을 보완하여 자료 선 

택에 있어서 사용자의 다양성에 유연적으로 대 

처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지역격차 분석에 있 

어서는 특정 항목 그 자체뿐만 아니라 다른 변수 

들과 어울려서 가공되어진 형태의 자료가 사용 

되는 경우가 많은데 해당 지역의 인구 변수와 

조합하여 “1인당”과 같은 접두어가 붙는 형태나， 

비율의 형태로 표현되는 경우가 그것이다. 이러 

한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시스템을 위해서는 여 

러 범주에 걸친 여러 변수를 동시에 선택할 수 

있는 기능과 함께， 사용자 자신이 기존의 변수들 

을 조합하여 새로운 변수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하 

는기능이 필요하다. 

(2) 자료 교환의 유연성 

일반적으로 사용자(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자료 교환은 (i)서버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사용 

자가 전송받는 경우(download)와 (ii)시용자가 

보유한 자료를 서버에 전송하는 경우(upload)의 

양방향으로 이루어지는데 기존의 웹기반 자료 

분석시스템에서는 서벼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대 

한 분석만 가능하며 사용자 자신이 보유한 자료 

를 서벼에 전송하여 분석하는 기능은 제공하지 

않는다. 보다 발전된 면모를 갖춘 시스템으로서 

자료 교환의 유연성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 

을통해이루어진다. 

첫번째는 서버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사용자가 

전송받는경우이다. 

웹 사용자는 검색이나 분석의 결과로써 화면상 

에 가시화되는 자료를 자신의 개인용 컴퓨터에 

저장하고자 한다. 이러한 자료의 구득(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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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quisition)은 화면상에 표시 된 내용을 단순히 

“복사하여 붙여넣는(copy and paste)" 작업만 

으로도 가능하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구득된 자 

료는 엑셀(Microsoft Excel)과 같은 스프레드시 

트(spread - sheet) 프로그램에서 지원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사용자가 검색한 행정구역 단위 데 

이터셋은 사용자의 목적에 맞게 가공되는 경우 

가 많으므로， 웹기반 자료분석시스템에서 검색 

또는 분석 결과 자료를 엑셀 파일 형태로 만들어 

웹 브라우저(web browser)내에 삽입하는 기능 

은 매우 유용하다.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자료들 

만으로 구성된 엑셀 문서가 웹 브라우저 내에 삽 

입된다면， 시용자는 이 문서를 자신의 개인용 컴 

퓨터로 전송받을 수 있고 이러한 기능은 사용자 

의 자료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두번째는 사용자가 보유한 자료를 서버에 전송 

하는경우이다. 

‘자회경제적”이라는 어휘의 의미가 포괄적인 

만큼 사회경제적 자료의 범위도 매우 방대하므 

로， 하나의 시스템에서 모든 사용자의 요구에 대 

응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 

가능하다. 데이터베이스 서버는 공식적으로 출 

판된 자료만을 제공할 것인데 사용자에 따라서 

는 공식적인 자료 이외에 자신이 보유한 자료를 

가지고 지역격차 측정시스템을 이용하기를 원하 

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웹기반 자료분 

석시스댐의 가치는 자료의 구비능력보다는 자료 

의 수용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지역격차 측정시스템은 단순히 데이터의 웹 서 

비스 기능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 

법으로 자료의 분석기능을 제공하는 것이어야 

하므로， 사용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에 대 

한 분석도 가능해야 한다. 형식상의 규약만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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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자료라면(예를 들어， 국제규약인 ASCII 2. 시스댐의 설계 
Text 형식) 그 길이와 크기에 상관없이 서벼에 

전송해서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일단 사용자 (1) 시스템의 기능적 구성 

자료가 서벼로 전송된 이후에는， 사용자의 자신 

의 자료를 이용하든 서버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4. 1.기능적 요구분석”에서 정의된 내용을 구 

이용하든， 시스뱀의 사용 절차가 통일하도록 구 체화하여 지역격차 측정시스뱀이 갖추어야 할 

성하여 사용자의 혼동을 막고 일관성을 유지하 기능적 측면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4)와 같다. 

도록한다. 

(3) 분석 방법의 다양화 

지역격차 분석에 관한 선행연구들에서는 연구 

자마다 상이한 측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대체로 

하나의 연구에서 이용되는 측도는 한두 가지 정 

도에 불과하다. 그러나 지역격차와 같이 다각도 

로 분석될 수 있는 연구대상의 경우에는 다양한 

측도를 이용한 분석과 함께 분석결과의 비교가 

필요하므로， 가중치의 설정， 격차의 도식화， 격 

차 지수 산출에 있어서 다양한 방법이 제시되어 

야한다. 

(4) 가시화 방법의 다양화 

웹기반 자료분석시스템은 사용자가 원하는 최 

종 결과가 도출될 때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간 결과물을 즉시적으로 가시화함으로써 사용 

자의 편의를도모하여야한다. 지역격차측정 과 

정에서 가시화의 기능은 사용자의 작업 진행 단 

계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될 수 있는데， 

표(table)와 같이 세부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형 

태 도표(chart)와 같이 직관적인 비교가 가능한 

형태 그리고 단계구분도와 같이 지역별 범주화 

가 가능한 형태가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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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선택 

변수생성 

사용자자료의 전송 

변수표준화 

표형태의 디스플레이 

도표형태의 디스플레이 

엑셀파일의 제공 

단계구분도의제공 

가중치체계 

합성점수 

지역격차의 도식화 

지역격차의 지수화 

(2) 시스템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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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시스램의 기능적 구성 

윈도우 탐색기와 같은 형태의 browser를 통해 변수들의 계층성을 표현하고 변수의 다종선택을 

지원하여 웹 사용자의 편의성을 도모한다. 

서버에서 제공되는 변수들의 조합과 연산을 통해 새로운 변수를 생성한다. 

서벼에서 제공하는 자료 이외에 사용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분석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자는 자신의 컴퓨터에 있는 파일(ASCII Text)을 전송할 수 있다. 서버로 전송되어 구문 

해석된 파일은 그 구조(항목의 개수 자료의 개수)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다 

단위가 다른 변수들을 비교 가능한 공통적 척도로 변환한다 

검색결과 또는 분석결과 자료를 표 형태로 웹 브라우저에 디스플레이한다. 

검색결파 또는 분석결과 자료를 도표 형태로 웹 브라우저 상에 디스플레이한다. 

표 형태로 디스플레이된 자료를 엑셀 파일로 변환하고 이를 웹 브라우저에 끼워넣어 가시화 

하거나， 사용자의 컴퓨터로 전송한다. 

단계구분 방식과 급간(class) 수를 입 력받아 분석 결과 자료를 지도화한다. 

변수들의 합성점수를 산출하기 위해 각 변수별 가중치를 설정한다. 가중지의 설정은 (j)사용 

자가 직접 변수별 가중치를 입력하거나 (ii)주성분분석 과정을 응용하여 가중치릅 설정하거 

나， (ii)각 변수들의 중요도에 대한 설문조사 자료에 근거하여 가중치를 설정한다. 

가중치가 설정된(또는 설정되지 않은) 변수들을 취합하여 합성점수를 산출한다. 

합성점수를 기준으로 지역격차를 도식화하며， Parade of dwarfs, frequency distribution, 

cumu1ative frequency distribution, Lorenz curve 등을 방법을 이용한다. 

합성점수를 기준으로 지역격자 지수를 산출하며， 변이계수와 Gini, Gastwirth, Theil , 

Lieberson, Coulter, Nagel, Atkinson 등의 모델을 이용한다. 

다음의 〈그림 8)과 같다. 

이 시스템은 웹 서버인 Apache, 서블릿 엔진 

(servlet server) <i! Jakarta Tomcat, 데 이 터 

베이스 관리시스랩인 Oracle8i 그리고 웹 프로 

그램 저 작도구인 JDK(Java Development 

To여kit)를 사용하여 구축되었으며， 그 개략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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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시스램의 소프트웨어 구성 

시스템의 모률 구성은 “4.2. 1.시스템의 기능적 

구성”에서 정의된 기능들을 웹 환경에서 실현하 

기 위해 시스템 내부적으로 갖추어야 할 모률 

(module)들에 대한 기술이다. 이 시스뱀의 모률 

을 그 기능에 따라 유형분류하면， CD사용자 인터 

페이스를 구성하는 모률 @데이터베이스 작업 

에 관련된 모률，@가중치 부여와 지수의 산출 

등 연산기능을 수행하는 모률 @검색결과와 분 

석결과를 가시화하는 모률 @사용자가 보유한 

자료의 처리를 수행하는 모률 등으로 구성되며 

각 모률의 세부사항과 모률간 연결구조는 다음 

의 〈그림 9)와같다. 

〈그림 9) 시스템의 모률 구성 

@ 
(Local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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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DataBass> 



@ 사용자 인터페이스(Graphic User Interface: GUn 

이 시스뱀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다음의 〈그 

림 10>에서처럼 (a)행정구역 단위의 사회경제적 

데이터베이스에서 변수를 선택하는 부분， (b)선 

택된 변수들을 이용하여 지역격차를 도식화하거 

나 지수화하는 자료분석 부분， (c)선택된 변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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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결과와 처리된 자료의 분석 결과가 가시화 

(visualization)되는 방법을 선택하는 부분， (d) 

검색 결과와 분석 결과가 가시화되는 부분으로 

구성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부분은 GUI 구성 

기능을 지원하는 java.awt 패거지')(package)에 

포함되어 있는 클래스들을 이용하여 애플릿으로 

작성한다. 

〈그림 10) RIAS(Regional Inequality Analysis System)의 주 화면 

자료선택(a) 

결과가시호Kd) 

사용자 인터페이스 중 변수 선택기 (Variable 

Browser)는 기존의 시스템에서 완벽하게 지원 

되지는 않았던， 모든 범주의 변수들에 대한 다중 

선택이 가능하도록 구성된다. 다양한 종류로 구 

성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데 있어서는 

7) 유사한 종류의 클래스뜰의 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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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ι· 자료처리(b) ;.-/ 

각 변수들을 그 종류에 따라 유형분류하여 종류 

별로 분산된 테이블에 저장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다. 이때， 각 테이블에 흩어져 있는 여러 

가지 변수들을 선택하는 것은 복잡한 다중 조인 

(multiple join) 과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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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11> ) 기존의 인터넷 서비스에서 널리 구현되 
지 않고있는것이다. 

@데이터베이스의 이용 

’ 애플릿 서블 연결기 Applet-Servlet 
Communicator): 

〈그림 11) 분산테이블 구조에서의 다중 조인(multiple join) 
사용자 인터페이스 

는 그래픽 환경 구 

성을 지원하는 애플 

릿(클라이언트 측) 

으로 작성되고， 자 

료를 검색하고 분석 

하는 기능은 데이터 

베이스 접근이 용이 

한 서블릿(서버 측) 

으로 작성된다. 이 

때， 사용자 인터페 

지역격차의 정량적 측정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많게는 1007}지 이상의 변수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시스랩의 사용자는 유형별로 서로 다른 

테이블에 분산되어 여러 가지 변수들을 선택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러한 다중 선택을 효과적으 

로 지원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해야 한다. 

또한， 사용자가 원하는 변수가 서버에서 제공되 

는 변수와 동일한 형태는 아니더라도 서버에서 

제공되는 변수들의 조합에 의해 도출되어질 수 

있는 경우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기존의 변 

수들을 조합하여 새로운 형태의 변수를 생성하 

는 기능을 갖출 필요가 있는데， “65세 이상 인 

구”라는 변수와 “0'""14세 인구”라는 변수를 조합 

하여(나누기 연산) “노령화지수”라는 새로운 변 

수를 생성하는 것이 그 한 예가 될 것이다. 이는 

변수의 다중선택과 변수들 간의 연산 기능을 구 

현함으로써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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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에서 선택된 변 

수들은 자료의 검색과 분석을 위하여 서버 측으 

로 전달되어야 하며 애플릿-서블릿 연결기는 사 

용자 인터페이스와 데이터베이스 서벼 간의 자료 

전달을수행한다. 

’ 데이터베이스 접근기 (DataBase Access): 

다중 사용자 환경에서는 시스랩 부하의 분산을 

위해 데이터베이스 서버와 웹 서버를 독립적으 

로 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이는 데이터의 관 

리와 웹 서비스라는 각각의 고유한 기능에 충실 

하도록 전문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터넷 사용 

자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 

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인터넷과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는 모률이 필요하며 이 시스랩에서는 

JDBC(Java DataBase Connectivity)를 이용 

하여 서벼 측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연결을 확보 

하는모률을구성한다. 



’ 질의 생성기(Query Builder): 클라이언트 
측에서 선택한 변수들은 하나의 묶음으로 객체 

화되어 애플릿-서블릿 연결기에 의해 서버 측으 

로 전달된다. 질의 생성기는 전달된 변수들의 묶 

음을 분해하고 해석하여(parsing) 해당하는 자 

료를 선태하기 위한 질의문(query statement) 

을 구성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사용자가 어떤 테 

이블의 어떤 칼럼8)(column)을 선택할 지는 예측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질의문의 구성은 발생가능 

한 모든 경우에 대한 공통점을 추출하여 그 규칙 

을 일반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연산처리 

지역격차의 측정 절차는 변수의 표준화， 가중 

치의 부여와 함성점수의 산출， 지역격차 지수 

(i nequality index)와 지 역 격 차 도 식 

(inequality diagram)의 도출 등의 과정을 포 

함한다. 이러한과정은평균， 표준편차， 분산， 공 

분산， 상관계수 등의 통계량과 행렬의 사칙연산， 

방정식의 풀이와 같은 연산 기능을 필요로 한다. 

연산처리 과정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료를 얻어 

오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므로， 데이터베이스 접 

근기와 질의 생성기에 의해 뒷받침된다. 

@ 검색결과와 분석결과의 가시화 

’ HTML 생성 기 (HTML Generator): 사용자 
의 요구에 의해 검색된 자료는 서버 측의 데이터 

베이스로부터 클라이언트 측으로 전송된 후， 사 

용자의 웹 브라우저에서 인식될 수 있는 형태인 

8) 테이블을 구성하는 항목(item 또는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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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ML로 변환되어야 한다. 

’ 표 생성기(Table Generator): 표 생성기는 

자료의 검색 결과와 분석 결과를 웹 브라우저에 

서 지원 가능한 표의 형태로 변환하여 HTML 생 

성기로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도표 생성기 (Chart Generator): 도표는 자 
료의 직관적 파악에 필요하며， 도표 생성기는 자 

료의 검색 결과와 분석 결과를 웹 브라우저에서 

지원 가능한 도표의 형태로 변환하여 HTML 생 

성기로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엑셀 파일 생성 기 (Excel File Generator): 
자료의 검색 결과와 분석 결과를 엑셀에서 지원 

가능한 파일의 형태로 변환하여 HTML 생성기 

로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결과물 엑셀 파일 

을 웹 브라우저 내에 삽입하거나 사용자의 컴퓨 

터에 저장하도록 하는 것은 자료의 활용성을 증 

대시킨다. 

’ 지도 생성기(Map Generator): 분석 결과 
를 지도의 형태로 가시화하기 위해 단계구분 방 

식， 급간의 개수 그리고 색채배열 방식을 사용자 

로부터 전달받아 단계구분도를 생성한다. 

@사용자파일의 처리 

’ 파일 전송기 (File Loader): 서버에서 제공 
하는 자료가 아니라 사용자 자신이 보유한 자료 

를 이용하여 지역격차의 측정을 하고자 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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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또는 설문자료를 이용하여 변수의 가중치 부 

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자의 파일을 서버 

측에 전송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서버 측 

에 전송된 자료는 구문해석기를 통해 분석되고， 

질의 생성기에 의해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의 형 

태로저장된다. 

’ 파일 구문해석기(ASCII Parser): 사용자가 

전송한 파일을 구문해석하여 그 구성요소들을 어 

휘 단위로 분해함으로써(tokenizing) 데이터 값 

만을 추출하여 이를 질의 생성기에 전달하는 역할 

을 수행한다. 구문해석기는 1라인 단위로 파일을 

읽으면서 문자와 숫자 데이터를 항목별로 분해하 

여 테이블 저장에 적합한 객체의 형태로 재구성한 

다. 이때， 사용자의 파일은자료교환에 있어 가장 

일반적인 포뱃인 ASCII Text로 규정한다. 

3. 시스템의 구현 

(1 )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행정구역 단위의 지역격차 측정을 위한 시스템 

을 구현함에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할 

작업은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다. 이 시스템에서 

는 우선적으로 서울시에 한해 구 단위와 동 단위 

사회경제적 자료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구 단위 자료로는 (1999년 서울통계연보〉를 이 

용한다. 엑셀에 입력된 자료는 ASCII Text 포뱃 

으로 변환된 후， 이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파일 

전송기 (File Loader) 파일 구문해석기(ASCII 

Parser) , 질의 생성기(Query Builder)를 이용 

하여 Oracle 8i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다. 

동 단위 자료로는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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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자료를 이용한다. 이 전수자료는 인구자료 

10 ， 595 ， 943건， 가구자료 3 ， 448 ， 124건， 합계 

14 ， 011， 067건으로 구성되는데， 이로부터 동별로 

집 계 된 통 계 치 를 구 하 기 위 해 Oracle 

SQL*Loade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를 데이 

터베이스에 저장하고 트리거와 저장 프로시저 

기법을 이용하여 통 단위 집계를 수행한다. 트리 

거 기법은 미시 자료 한 건이 입력될 때마다 행정 

구역코드 기준으로 동 단위 집계테이블에 항목별 

가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데이터베 

이스 내부에 심어놓는 것이다. 저장 프로시저 기 

법은 미시 자료가 모두 입력된 후， 이 미시 자료 

를 행정구역코드 기준으로 counting하여 집계테 

이블에 항목별 가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프로그 

램을 작성하여 이 프로그램을 직접 실행시키는 

것이다. 트리거 기법을 이용하면 자료 한 건이 입 

력될 때마다 집계가 이루어지는 반면에， 저장 프 

로시저 기법은 자료의 입력이 완료된 이후에 일 

괄적으로 집계처리를수행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340만여 건의 가구 데이터로부터 

동별-주택유형별 집계치를 구하는 과정에 있어 

서 트리거는 가구 한 레코드가 입력될 때마다 

동 코드의 앞 5자리를 구 묘드와 대응시커고， 자 

료사전을 이용하여 주택유형 코드를 판별한 후， 

일반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등 9가지 주택유형 

별로 동별 집계를 수행한다. 저장 프로시저는 

count와 group by 함수로 구성된 질의문을 이 

용하여， 모든 미시 자료가 입력된 테이블로부터 

동별-주택유형별 레묘드 건수를 얻어온 후， 자 

료사전을 이용하여 주택유형 코드를 판별한 후， 

일반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등 9가지 주택유형 

별로 동별 집계를 수행한다. 트리거와 저장 프로 

시저의 작동 원리는 다음의 〈그림 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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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트리거와 저장 프로시저의 작동 원리 

행정구역코드 횡목B 

원시자료 

윈시태이톨 

i!fA/f101. 

(2) 웹 프로그래밍(Web Programming)을 통한 

시스템의 구현 

“4.2.2.시스템의 구성”에서 정의된 각 기능별 

모률 중 주요 모률을 애플릿과 서블릿의 Java 

프로그램으로 구현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변수탐색기의 구현 

항목C 횡목D 

-77•>> (T)트리거 

••- →←~ (P)프로시저 

Trlgger(윈시자료 1건이 월시에이톨예 

저장톨 때마다 톨톨 텅저 자를 *11 

짙찌태이톨 

Stored Procedure(프료시저 ~t!I'll흘를 내리면 
g시태01톨 현~ 혜E드예 대한 톨g 윌져 *'fJ 

-85-

짙게헤이톨 

서울시 구 단위와 동 단위 사회경제적 자료의 

항목명과 항목들 간의 계층구조는 웹 문서 

(HTML 파일)의 매개변수(parameter)를 통해 

변수탐색기 애플릿에 전달되고， 변수탐색기 애 

플릿은 이를 해석하여 트리 (tree) 형태의 브라우 

저를 생성한다. 변수탐색기 애플릿을 포함하고 

있는 웹 문서의 매개변수 리스트는 다음의 〈그림 

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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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HTML 문서의 애플릿 매개변수 리스트 

<APPLET CODE= “JAVATabTree" Wldth=680 HEIGHT=310) 

중략 

(PARAM NAME= “TABO" V ALUE= “구단위") 

(PARAM NAME=TOIO VALUE=“*인구;none;none;O;jirnages/Bookc.gi[;jirnages/BookO.gif;") 

(PARAM NAME= ‘'TOI1" VALUE=“*구별세대및인구;none;none; l;jirnages/Bookc.gi[;jirnages/BookO.gi[;") 

(PARAM NAME= η0I2" VALUE= “세대 : aOl ;none; none; 2 ;jirnages/Bookc. gif;jirnages/BookO. gif; ") 

(PARAM NAME= "T0I3" VALUE= “인구:a02;none;none;2;jirnages/Bookc.gi[;jirnages/BookO.gif;") 
주랴 
。「

(/APPLET) 

변수 탐색기는 〈그림 14>에서처럼 브라우징 트 

èl (browsing tree)를 통한 변수의 선택뿐만 아 

니라 기존 변수들을 조합하여 새로운 변수를 생 

성하는 기능을 지원하는데， 이는 “select 

(a+b)*100/(a-b) from tablel" 과 같이 칼럼 이 

름과 연산자의 조합으로 구성된 항목인 

“(a+b)*100/(a-b)"가 select 질의문에서 인식 

되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림 14) 변수 탐색기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변수탐색(a)갚 

‘· 

변수생성연산(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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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태변수표시(c) 



@ 애플릿-서블릿 연결기의 구현 

java.applet 패 커 지 에 포함되 어 있는 

AppletContext 인터페이스(in terf ace)는 웹 문 

서 내에서 구동되고 있는 애플릿의 환경 

(environment)에 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이 인터페이스에서 제공하는 show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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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쏘드는 현재의 웹 문서를 다른 웹 문서와 연결 

(hyperlink)할 수 있도록 한다. 특정 Button이 

눌러지는 이벤트(Event)에 showDocument 메 

쏘드를 작성하고 서블릿의 URL과 서블릿에 전달 

할 매개변수를 연결함으로써 애플릿-서블릿 간 

통신이 기능하게 된다. 다음의 〈그림 15)는 애플 

릿에서 서블릿을 호출하는 프로그램의 일부이다. 

〈그림 15) 애플릿-서블릿 연결기 프로그램의 일부 

즈느21= == 
。「

String url = servLocation + “t + servName + "7’ + paramName + “=" + URLEncoder.encode(params) 

tryl 

URL servleturl = new URL(ur]); 

app.showDocument(servleturl , “detai]"); 

catch(MalformedURLException e) 1 
e.printStackTrace( ) ; 

후략 二=

@질의생성기의구현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료를 검색하는 질의문은 

SQL(Structured Query Language) 예 약어 

(reserved words)와 테이블 이름， 칼럼의 이름 

등으로 구성된다. 사용자가 선택한 변수들에 해 

당하는 태이블의 이름과 칼럼의 이름은 애플릿

서블릿 연결기를 통하여 전달되며 질의 생성기 

는 이를 분해?해석함으로써 테이블과 칼럼의 이 

름을 재생한다. 이때 사용자가 선택한 변수들이 

무엇인지 예측할 수 없고 여러 테이블에 분산되 

어 있을 수 있으므로 테이블 간 다중 조인 

(multiple join)을 통해 어떤 테 이블의 어 떤 칼럼 

-~-

이 선택되더라도 질의문이 성립하도록 구성한다. 

이때， 조인의 연결고리는 행정구역 코드가 된다. 

다음의 〈그림 16)은 질의생성기에서 다중 조인을 

동적으로 구성하는 프로그램의 일부이다. 



Web GIS를 이용한 지역격차 측정 시스템 제작에 관한 연구 

〈그림 16) 질의 생성기 프로그램의 일부 

-- 전략 

String sqlStr 二 “select gUJef. gu_code,guJef. gu_name," + columns; 

sqlStr += “from gUJef,"; 

for(jnt i = 0 ; 1 < tbls.size(); i++) I 
tables += tbls.get(i). toString() ; 

if(i < tals.size( )-1) 

tables += “, ' 

sqlSt += tables; 

sqlSt += “where gUJef.gu_code=" + tbls.get(O). toString( ) + ‘ .gu_code"; 

forGnt i = t i < tbls.size() ; i++) 

sqlStr += “and gUJef. gu_code=" + tbls.get(O). toString( ) + “.gu_code"; 

-- 후략 

@연산처리기의구현 

이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연산은 데이 

터베이스에서 추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지 

므로 연산 처리기는 데이터베이스 접근이 용이한 

서블릿으로 작성한다. 표준점수， 기중치 부여， 합 

성점수 지역격차 지수 등의 연산은 질의 생성기 

에 의해 구해진 결과 레코드셋을 메모리 상의 작 

업변수에 할당하고 해당 산식을 적용하는 방식으 

로 이루어진다. 연산 처리기를 구성하는 하위 모 

률 중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표준접수(Z-Score)의 산출: 지역격차 측정 

의 대상이 되는 개별 변수들은 측정단위가 상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표준화의 과정을 거쳐 사용되 

는 것이 보편적이다. 모든 변수들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한 후 개개의 레코드 값에 대해 0/의 

연산을 수행하는 .과정을 선택된 모든 변수에 

대해 반복 시행함으로써 표준점수가 산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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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의 이 과정의 일부이며， 여기에서 사용 

된 LIB 클래스는 기초통계량 산출을 위해 작성 

된 라이브러리 함수이다. 

〈그림 17) 표준점수 산출 프로그램의 일부 

전략 

forGnt i = 0; i < cnt; i++) ( 

double[] arr = new double[n]; 

for(int j = 0; j < n; j++) 

arrUJ = arrRecUJ [j]; 

double sd = LIB.getSD(arr); 

double avg = LIB.getAverage(arr); 

for(int k = 0; k < n; k++) ( 

double z = (arrRec[k][i] - avg / sd; 

arrZ[k][i] = z; 

후략 



’ 가중치 체계: 개별 변수들을 하나의 지수로 
합성하기 위해 개별 변수들의 비중을 결정하는 

가중치 제계는 (i)사용자가 직접 입력하는 방법， 

(ii)설문조사에 근거하는 방법， (iii)주성분분석 

과정을응용한 방법의 3가지로 구성된다.(i)사용 

자가 직접 입력하는 방법은 개별 변수들의 비중 

에 있어서 주관적 의식의 중요성을 반영하기 위 

한 것이며， (ii)설문조사에 근거하는 방법은， 가 

로축을 항목(변수)으로 하고 세로축을 응답자로 

하여 각 셀에 해당 항목에 대한 중요도 수치가 

기록되어 있는 데이터 파일을 구문해석하여 데 

地理學論훌훌 第38號 (2001. 9) 

이터베이스에 저장 가능한 객체형태로 재구성한 

후， 질의 생성기와 연산 처리기에 의해 가중치 

연산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때의 설문자료 파 

일은 자료 교환에 있어 가장 일반적인 포뱃인 

ASCII Text로 규정한다. (iii)주성분분석 과정을 

응용한 방법에서는 행렬의 사칙연산과 역행렬 

연산， 방정식 풀이 등의 알고리즘이 사용된다. 

다음의 〈그림 18)는 사용자가 변수별 기중치를 

입력하는 화면， 그리고 설문자료를 이용하는 경 

우와 주성분분석 과정 응용하는 경우의 작동원 

리를나타낸다. 

〈그림 18) 가중치를 부여하는 3가지 방식 

를廳 l鍵騙뿜 
설문자료 파일 대이터뼈이스 가중치 자료 

(ij)설문자료의 이용 

(j)사용자의 가중치 입력 (i i j)주성분분석 과정의 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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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격차의 도식화: 도식화의 기능은 지역격 
차를 도표의 형태로 가시화하여 직관적인 파악을 

돕기 위한 것이며， 이 시스템에서는 Parade of 

Dwarfs, Frequency Distribution, Cumulative 

Frequency Distribution, Lorenz Curve의 4가 

지 diagram을 구현한다. 이중 Lorenz Curve는 

불평등 분석에 있어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도식 

화방법이며， 이 곡선을도출하는과정은해당레 

코드 값들을 오름차순(ascending)으로 정렬한 

후 작은 값부터 읽어오면서 누적치를 기록하고， 

이 누적치가 전체에 대해 차지하는 비율과 해당 

레코드의 정렬 순서상 위치를 이용하여 그래프의 

구성요소({x， y} 점좌표)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이 

루어진다. 다음의 〈그림 19)는 로렌쪼 곡선 도식 

화의예이다. 

〈그림 19) 로렌즈즈 곡선의 도식화 

’ 지역격차 지수의 산출: 로렌즈즈 곡선 등 도식 
화 방법에 의해 직관적으로 파악된 지역격차는 

불평등지수를 통해 요약될 수 있으며 이 시스템 

에서는 변이계수와 Gini. Gastwirth. Theil 

Lieberson, Coulter, Nagel, Atkinson 등의 

모댈을 통해 지역격차를 산출한다. 각 지수들을 

산출하는 프로그램은， java.math 패키지에서 

지원하는 수학 연산 메쏘드들을 이용하여 작성 

된 기초통계량 산출 라이브러리 함수와 각 지수 

의 산출 공식을 알고리즘(algori thm)을 통해 구 

현된다. 다음의 〈그림 20)은 상관계수와 지니계 

수를 산출하는 프로그램의 일부이다. 

〈그림 20) 상관계수(上)와 지니계수(下)를 
산출하는 프로그램의 일부 

-- 전략 --
for (int i = 0; i < cn t: i++) { 

double[ 1 arr = new double[nl: 
for{int j = 0; j < n: j++) 

aπGl = arrRecGl(j]; 

forGnt ii = 0: ii < cnt; ii++) { 
double[ 1 arr2 = new double[nl: 
for{int ii = 0; ii < n: ii++) 

aπ2Gl = arrRec[jj][iil; 

double cov = LIB.getcoVariance(arr, arr2): 
double sdl = LlB.getSD(arrl); 
double sd2 = LIB.getSD(arr2): 
double pearson = cov / (sdl * sd2): 
arrCorr(i](jil = pearson: 

= 
--함

 -
뺨
 

} 
---= 

double avg = getAverage(arr_vaJ): 

double cha. sum = 0: 

forGnt i = 0; i < n: i++) { 

for (int j = 0: j < n: j++) ( 

cha = arr_val[il - arr_vaIUJ: 

sum += Math.abs(cha): 

double G = sum / (s * math.pow(n , 2) * avg): 

후략 

-<:x)-



@ 엑셀 파일 생성기의 구현 

java.io 패키지는 메모리 상의 작업변수가 가 

진 값을 문자열(String)의 형태로 버퍼 (buffer) 

에 기록할 수 있는 Buff eredWri ter 클래스와， 

버퍼 내용을 파일로 기록할 수 있는 FileWriter 

클래스를 제공한다. 질의 생성기나 연산 처리기 

에 의해 구해진 결과 레코드셋은 write 메쏘드 

에 의해 버퍼에 기록되면서 파일로 생성되는데， 

地理學論훌훌 第38號 (2001.9) 

엑셀 형태의 가시화는 자료값들 사이에 랩 구분 

자(tab delimeter)가 삽입된 ASCII Text를 생 

성하여 웹 브라우저에 끼워넣음으로써 가능하 

다. 다음의 〈그림 21)은 엑셀 파일 생성기의 구 

조와 파일 내부에 셀 값을 할당하는 프로그램의 

일부이고， <그림 22>는 이 시스랩에서 구현된 엑 

셀파일 제공의 예이다. 

〈그림 21) 엑셀 파일 생성기의 구조(左)와 셀 값 할당 프로그램의 일부(右) 

I Record Set-) 배열 변수에 할당 

I 
내101블 얻어오기: getMetaData, getColumLabal I 

• 
I 파일 생성:F티테ileWri떼iter，’ Bu빼j 

| 파일에 쓰기: write(더 01 터)， write(구분자)， newLine' I 
• 

1MINE Type 설정: .xls 

t 
l HTN“e댄ràiotl 

-91-

전략 

while(rs , next() ) 1 

String[ ] dataSet = new String[numCols]; 

for (int i = 0; i < numCols; i++) 1 
Object obj = rS.getObject(i+ 1); 

if (obj == nu]]) 

da taSet[i] = “ 
else 

dataSet[iJ = obj.toString(); 

writeFile(dataSet); 

finalizeFile( ); 
=二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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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엑셀 파일의 제공 

@도표생성기의 구현 

java.awt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 

는 Graphics 클래스는 점， 선， 면 

등의 도형 객체를 그리는 메쏘드를 

제공한다. <그림 23)에서 사용자가 

도표로 표현할 대상 변수를 선택하 

면(a)，해당 변수들이 질의 생성기 

로 전달되고， 질의의 결과 구해진 

레묘드셋은 도표 생성기로 전달된 

다. 레코드셋의 값들을 읽어오면 

서， 표현 항목의 개수， 레코드의 개 

수， 최대최소값 등을 구하여 도표 

의 scale을 조정하고， 도형 객제를 

그리는 메쏘드와 도형 객체에 색상 

을 부여하는 메쏘드를 이용하여 화 

면 상에 도표를 그린다(c). 

가시화방법(b) 

- 0/2.-

선택된 변수(a) 

, 결과가시화(c) 

:쉰 

〈그림 23) 도표 형태의 가시화 

가시화방법(b) 

선택된 변수(a) 

/결과7~시핸c) 

:/ 
i 



@지도생성기의구현 

지도의 주요 구성요소가 되는 점 (point) ， 선 

(line) , 면(polygon) 등의 공간 객체는 java.awt 

패커지에 포함되어 있는 클래스틀을 이용하여 

구성된다. 이러한 공간 객체를 이용하여 단계구 

분도를 작성하는 것은 면 객체의 경계 

(boundary) 좌표 리스트를 구하는 메쏘드와 좌 

표값 리스트를 통해 면의 내부에 색상을 부여하 

는 메쏘드 등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 시스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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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단위지역을 grouping하여 급간을 나누는 방 

식 으 로 Equal Interval과 Standard 

Deviation 2가지를 지원한다. 전자는 대상 자료 

의 분포범위(최대값 - 최소값)를 사용자가 지정 

한 급간의 개수만큼으로 나누어 각 단위지역이 

소속될 급간을 정하는 방식이다. 후자는 대상 자 

료의 평균0과 표준편차O를 구하여 \" 1를 기준으 

로 각 단위지역이 소속될 급간을 정하는 방식이 

다. 다음의 〈그림 24>는 지도 생성기의 구조와 

지도형태의 가시화 예이다. 

〈그림 24} 지도 생성기의 구조(上)와 단계구분도의 가시호H下) 

I 단계구분방식 지정: Equal Interval / Standard Deviation 

| 급캔class)수 지정 | 

| 색채배열 지정: Color Ramp I 

급간(class) 만들기: 평균， 표준펀자 최대최소， 급간수 

급간(class) 배점: 단위지역별 면(polygon) 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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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화선택사항(c) 

@파일전송기의구현 

이 시스템에서는 사용자가 전송한 데이터를 저 

장하는 테이블 이름을 사용자 컴퓨터의 IP 

Address를 이용하여 고유하게 부여함으로써 다 

중 사용자 환경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테이블 

의 충돌을 방지한다. HTML 문서의 FORM tag 

에서 제공하는 옵션 중 enctype은 클라이언트 

측 파일을 서버로 

가시화방법(b) 

선택된 변수(a) 

결과7~시호Kd) 

서 제공하는 getPath 메쏘드와 getName 메쏘 

드를 통해 인식되어진다. 이 파일이 구문해석기 

에 의해 해석되면 〈그림 26)에서처럼 변수 탐색 

기는 사용자 자료 기준으로 변화하며， 파일 전송 

이후의 작업과정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사용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진행되도록 

구성하여 시스뱀 사용의 일관성을 도모한다. 

upload할 때 사용 

된다((그림 25) ). 

서버로 전송된 파 

일은 java.io 패 키 

지에 포함되어 있 

는 File 클래스에 

〈그림 25) 파일전송을 위한 HTML tag 

(form method=post action= “http://twins.gis.snu.ac.kr:8080/servlet/UserData'' 

encetype=multipart/form-data) 

(p) File: (input type=file name=binary) νp) 

(p) (input type type二submit value=Upload) (/p)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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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사용자 자료의 서버 전송 

행정구역단위지정(b) 

@ 파일 구문해석기의 구현 

국제규약인 ASCII 파일은 모든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에서 지원하는 형태이며 *.xls. *.dbf 

와 같은 스프레드시트 문서들은 해당 프로그램 

에서 ASCII Text의 형태로 변환 가능하다. 

java.io의 FileReader와 Buff eredReader 클 

래스는 하드 디스크 상에 존재하는 ASCII Text 

파일을 벼퍼에 기록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readLine 메쏘드는 버 퍼를 통해 ASCII Text 

파일의 내용을 전달받아 라인 단위로 읽어오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리고， java. util 패커지에 포 

함되어 있는 StringTokenizer 클래스에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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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nextToken 메쏘드는 문자열을 어휘 단위 

로 분해해내는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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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파일 구문해석기의 구조(左)와 어휘분해 프로그램 일부(右) 

v. 시스템의 시험운용과 평가 

1. 서울시 자료를 이용한 시스댐의 시험운용 

시스템의 가용성(feasibility)을 검증하기 위해 

시험운용의 절차는 필수적이므로， 서울시 구 단 

위의 자료(1999년)와 동 단위 자료(1995년)를 이 

용하여 지역격차를측정하는테스트를수행한다. 

(1) 서울시 구 단위 자료를 이용한 지역격차 

측정테스트 

1999년 서울통계연보를 이용하여 데이터베이 

스화된 서울시 구별 자료 중 광공업부가가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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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 

do { 

collection c = tokenizing(aLine); 

Iterator it = c.iterator( ); 

if(numRec == -1) { 

String[] labels = new String[size]; 

whileGt.hasNext( ) ) 

labels[j] = (String)it,next(); 

createTableOabls) ; 

=二 중략 -

whileGt.hasNext( ) ) 

d.addGt.next() ) 

loadData(d); 

while(true) 

후략 

동차등록대수， 지방세부담액의 세가지 변수를 선 

정하여 “지역별 부의 편재(偏在)"의 측정을 테스 

트한다. 구별 인구를 고려하여 이 변수들을 1인 

당 수치로 변환하는 것은 이 시스템의 변수생성 

기능을 이용하고， 표준화의 과정을 거쳐 산출된 

합성점수를 기준으로 로렌쓰 곡선과 변이계수， 

지니계수 Lieberson의 다양성지수 등을 도출함 

으로써 지역격차를 정량화 해본다. 이러한 일련 

의 과정은 〈그림 28)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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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구 단위 자료를 이용한 지역격차 측정 테스트 

(j)변수의 list-up (jj)변수의 표준화 

(i ij)표준화된 변수의 합성접수 (jv)합성접수의 단계구분도 

<l<nrIzCur‘i 

풋，;，.，-"/끼?1 
(v)로렌프 곡선 (vj)지역격차 지수의 산출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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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시 동 단위 자료를 이용한 지역격차 

측정테스트 

1， 400만여 건의 미시 자료를 동별/항목별로 집 

계하여 추출한 지역정보는 인구， 가구， 주택， 교 

육， 산업 등의 부문별로 구성되며， 이 중에서 (i) 

주택보급률， (ii)주택소유율， (iii)단칸방가구비 

율， (iv)취약주거지9) 가구비율， (v)사업체수， (vi) 

사업체종사자수， (vii)전문대재학 이상 고학력자 

비율 등 7가지 변수를 선정하여 서울시 동별 지 

역격차 측정 테스트의 기준으로 삼는다. 측정은 

다음의 〈그림 29)와 같은 절차로 진행한다. 

〈그림 29) 동 단위 자료를 이용한 지역격차 
측정 테스트의 절차 

선정된 변수외 훌뿔 화료값 IiSt7UP 

@ 변수의 동별 자료값 list-up 

테스트를 위해 선정된 변수 중 사업체수， 사업 

체종사자수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하는 자료 

9) 비닐하우스， 음딱， 판자집， 임시딱사등(인구주택총조사，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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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원형 그래로 사용할 수 있지만， 주택보급률， 

주택소유율， 단칸방가구비율， 취약주거지 거주 

가구비율， 전문대재학이상 고학력자비율 등 5가 

지 변수는 관련 변수들의 조합을 통해 새로이 생 

성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택보급률은 〈주택수 

*100/가구수)， 전문대재학이상 고학력자비율은 

((전문대+대학+대학원)*100/인구수〉와 같은 방 

식으로생성된다. 

@변수의 표준화 

주택보급률，주택소유율， 단칸방가구비율， 취 

약주거지 거주가구비율 전문대재학이상 고학력 

자비율과 같은 백분비 단위의 변수들과 사업체 

수， 사업체종사자수와 같은 “개” 또는 “명”의 단 

위의 변수들은 상호비교될 수 없으므로， z
Score로 환산하여 스케일을 조정한 후 list-up 

한다((그림 30) ). 

〈그림 30) 표준접수의 산출 



@ 가중치의 적용과 합성점수의 산출 

이 테스트에서는 주택보급률， 주택소유율， 단칸 

방가구비율， 취약주거지 거주가구비율， 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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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사업체종사자수 전문대재학이상 고학력자비 

율의 7가지 변수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기 위해 

주성분분석을 응용한 방법을 선택한다. 합성점수 

리스트와 단계구분도는 〈그림 31)과 같다. 

〈그림 31) 동별 합성점수 리스트(左)와 단계구분되右) 

합성점수를 기준으로 상위 207H 동을 나열하면 

다음의 〈표 5)와 같다. 

〈표 5) 동별 합성점수 상위 리스트 

순위 동코드 동01홉 합상접수 

1119054 여의도동 3.8362 

2 1124077 잔실7동 3.3360 

3 1122054 서초4동 2.1515 

4 1124059 S>--li 근τ.!8- 2.1265 

5 1122059 반포3동 21223 

6 1124076 잔싣6농 2.0438 

7 1123054 압구정1동 2.0035 

8 1123061 대치2동 1.9903 

9 1123060 대지 1농 1.9748 

- o/j-

10 1103063 이촌1동 1.9252 

11 1124075 잠싣5옹 1.8876 

12 1115055 꽉 5동 1.8624 

13 1122058 반포2동 1. 8458 

14 1122052 서초2동 1.8240 

15 1122060 반표4돔 1. 7733 

16 1115069 선정6동 1. 7641 

17 1122056 반포본동 1. 7471 

18 1115056 꽉 6동 1. 7257 

19 1124069 J닌조-까 。l'ι)조 oiL 1. 7095 

20 1122055 잔원동 1.5653 

@ 도식화와 지수화를 통한 지역격차의 측정 

〈그림 32)는 위에서 산출된 합성점수를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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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작성된 로렌쪼 곡선으로서， 이 곡선에서 대각 

선과 초승달 모양의 곡선이 이루는 면적이 클수 

록 지역격차의 큰 것을 의미한다. 

2. 시스템의 평가 

(1) 기능적 측면의 평가 

〈그림 32) 합성점수의 로렌즈즈 곡선(左)과 지역격차 지수(右)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에게 

개방된 웹 서비스는 다양한 

사용자를 고려하여 견고하면 

서도 유연하게 운용되어야 

하며， 행정구역 단위 사회경 

제적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에는 데이터베이스의 효율적 

관리라는 과제가 부가된다. 

이 시스템은 지역격차를 측 

정하기 위한 웹기반의 분석 

시스템으로서 사용자가 대상 

변수를 설정하고， 가중치 부 

't: ï :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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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가지 변수들의 합성점수를 기준으로 지역격차 

를 측정한 결과인 〈표 6)에서 보듯이， 어떤 모델 

을 이용하는가에 따라 지역격차의 정도를 의미 

하는 지수값은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이는 어느 

하나의 모텔에 의존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모델 

들에 의한 결과치를 비교 제시하는 것이 보다 객 

관적인 방법이 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의 기준을 선택하며 다양 

한 측도를 이용하여 분석하도록 구성된다. 

선행연구들에서 보듯이 지역격차 분석을 위해 

선정되는 변수들은 매우 다양하다. 이 시스템은 

모든 범주의 변수를 다중선택할 수 있게 하고， 

필요에 따라서 기존 변수들을 조합하여 새로운 

변수를 생성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일 

반적으로 공개된 자료가 아닌 사용자 자신이 보 

유하고 있는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할 수 있게 함 

〈표 6) 지역격차 측정치의 상호 비교 

으로써 변수 선정 

에 있어서 사용자 

선택의 폭을 넓힌 

다. 이처럼 변수의 

선정이 사용자에 

의해 동적으로 이 

루어지기 때문에 

자료의 검색 기능 

구 불 환똥계수 Ginî Gastwírth Lieberson Coulter 

측정치 0.460329518 0.249934117 0.246666703 0.997696001 4.799998544 

완전불평등시 0 100 

완전평등시 0 0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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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예측할 수 없는 변수들의 조합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시스템은 질의 생성기 모률을 

통하여 동적인 질의문을구성한다. 

지역격차 측정의 대상이 되는 변수들을 취합하 

여 합성점수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가중치의 부 

여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시스뱀에서는 

설문자료를 집계하여가중치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자료의 통계량에 근거한 가중치를 도출하 

는 등 가중치 부여의 과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 

지는 것을 돕는다. 지역격차 관련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한두 가지 정도의 측도를 도입하고 있으 

나， 이 시스템은 다양한 측도를 제공함으로써 분 

석의 객관성을도모한다. 

웹 사용자가 작업을 시작해서 종료할 때까지의 

일련의 과정은 사용자의 편의를 담보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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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 시스템은 표， 엑셀， 

도표， 지도 형태의 가시화 방법을 채택함으로써 

최종 결과물은 물론 중간 과정에서 산출되는 자 

료까지도 사용자가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형 

태로제공한다. 

(2) 활용 가능성에 대한 평가 

지역격차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동태적으로 변 

화하므로， 지역격차의 추이를 분석하는 것은 지 

역정책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의 제작에 사용된 웹 GIS의 기술 

을 이용하면 행정구역 단위의 지역정보를 집계 

하여 지역격차의 변화 추이를 실시간으로 모니 

터링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림 33>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트리거 

산업 

--

〈그림 33)에서 보듯이 해당 부문별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입력되면 데이터베이스 측에서는 트 

리거에 의해 행정구역별-변수별로 자동 집계가 

이루어지는데， 트리거는 데이터가 입력되는 순 

간에 즉시 집계처리를 수행하기 때문에 현재까 

지 입력된 데이터가 반영된 실시간 지역정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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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추이의 실시간 모니터링 

도출이 가능한 것이다. 모니터링을 위한 웹 프로 

그램은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자료를 전달받아 격 

차지수를 구하고 이를 도식화한다. 사용자가 화 

변에서 기간， 지역단위 측정지수를 선택하면 기 

간 중 지역격차의 변화 추이가 〈그림 34)과 같이 

그래프의 형태로 제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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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지역격차 변화추이의 실시간 모니터링 터베이스화하고 

웹을 통해 공유함 

으로써 사회경제 

적 자료의 공동사 

용을 위한 데이터 

풀(data pool)을 

구축하였다. 이 연 

구에서는 지리정 

보시스뱀의 데이 

터베이스 관련 기 

술을 이용하여 방 

대한양의 미시 자 

료를 행정구역별-주제별로 집계 처리하여 데이 

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웹을 통해 공유함으 

로써 지 리학을 비롯한 여 러 사회과학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행정구역 단위의 사회경제적 자 

료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였다. 

둘째， 웹을 통해 공유된 사회경제적 데이터베 

이스의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다중사용자가 

공유할 수 있는 웹기반의 지역격차 측정 시스템 

을 제작하였다. 자료의 공유는 도구의 공유와 결 

합됨으로써 그 가치가 증대되는 것이며， 웹 환경 

에서 지역격차를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은 지역 

격차 분석연구의 수행 과정을 효율적으로 보조 

하는 지원체계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이 연구를 통해 제작된 웹기반의 지역격 

차 측정 시스템은 기능적 유연성을 극대화함으 

로써 다양한 웹 사용자의 요구에 대처할 수 있 

다. 이러한 기능적 유연성은 (i)국내 사회경제적 

자료의 웹 서비스에서 한계점으로 지적되는 변 

수의 다중선택기능과 기존 변수의 조합에 의한 

새로운 변수의 생성기능을 지원한다는 것， (ii)사 

용자가 구성한 변수군에 대한 자료검색 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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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 로 

이 연구는 지리정보시스템의 기능을 활용하여 

지역분석을 지원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으로부 

터 출발하였다. 지역분석 기법 중 지역격차의 측 

정은 지리학을 비롯한 사회과학 분야의 지속적 

인 연구 대상이고， 매우 다양한 사회경제적 변수 

를 채택하며， 측정 기준이 되는 지표 역시 다양 

한 모댈로 제시되고 있으므로， Web GIS의 기술 

을 이용한 지역분석 지원 시스템으로서 적합한 

사례가 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지역분석의 공 

간적 단위를 행정구역이라는 면 단위로 설정하 

고 지리사상의 공간분포 중 지역격차라는 주제 

를 채택하여 행정구역 간 지역발전 격차를 효율 

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작하는 데 초 

점을 두었다. 웹에 기반한 지역격차 측정 시스템 

의 제작을 통해 다음과 같은 연구성과를 도출할 

수있다. 

첫째， 행정구역 단위 사회경제적 자료를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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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할 수 없는 변수의 조합에 대처하는 동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iii)사용자 질의에 

의한 검색 결과물은 개인용 컴퓨터에서 즉시적 

으로 사용할 수 있는 파일의 형태로 동적 생성된 

다는 것 (iv)서버 측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 

하는 자료를 일방적으로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 자신 보유한 자료를 서버에 전송하여 분 

석할 수 있다는 것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이 시스템은 행정구역 단위에 기초한 지역격차 

의 측정이라는 본래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도 활 

용될 수 있다. 즉， “새주소 부여체계 우편번호， 

선거구 등 행정구역 이외의 단위지역에 대한 지 

역격차를 분석하거나 격차의 개념과 맞닿아 있 

는 공간적 분포의 집중성 또는 다양성(분산성)을 

측정하는 데에도 응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시스템은 웹에 기반한 다른 종류의 지리정보 

시스템으로 확장될 수 있는데， 지역격차의 변화 

추이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랩을 구축하 

거나 행정구역 단위의 사회경제적 자료에 기초 

한 상관관계분석이나 회귀분석을 수행하는 시스 

랩을 구축하는 것이 그 예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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