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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도시화가 진전되면서 국토개발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나 환경의 질적 저화와 함께 국토난개발， 지 

역불균형， 자연환경파괴 등 많은 문제점도 남기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도시가 성장해나감에 

따라 대두되고 있는 스프롤 현상， 과도한 밀집 현상， 주택 가격의 차별적 성장 등과 같은 문제 

들도 그 심각성이 더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 들어와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환경친화적 국토이용 

및 관리， 에너지 절약형 국토공간 구축과 국토관리체제 수립 등등 다각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도시개발계획을 추진해나가는데 있어 경제적 효율성 , 사회적 형평성 , 환 

경보전이 서로 상충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이해집단간에 

갈등이 큰 개발계획 수립이나 님비 현상이 강한 공공시설물의 입지선정 등과 같은 문제들에 대 

한 적절한 해결책이나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실험실에서 실험을 

통해 연구를 수행하는 자연과학 분야와는 달리 도시 · 지역개발의 경우 실제로 개발이 진행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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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한 시간과 많은 경비가 소모된 이후에야 그 결과를 평가하게 되므로 때때로 개발에 따른 

많은 위험도 뒤따르고 있다. 

한편 사회가 급변하고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영향력이 증대되어감에 따라 계획가들은 전문적 

인 업무를 수행해나가는데 필요한 다양한 영역의 기술 및 기능을 지원해줄 수 있는 접근방법에 

대한 욕구가 점차 커지고 있다. 특히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지향하여 도시성장관리 정책을 수 

립해나가는데 있어서 부딪치게 되는 문제들을 보다 객관적 · 과학적으로 해결하면서 계획의 전 

체적 과정을 지원해주는 방법론 개발에 대한 필요성은 한층 더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 

정책 현안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복잡한 현실세계의 데이터를 전산환경에서 분석하고， 여러 시 

나리오를 통해 나타난 결과를 비교 · 평가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는 일련의 의사결정과정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미 일부 선진국에서는 도시개발， 도시환경관리 및 보전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등등 도 

시계획 분야에서 컴퓨터를 기반으로 발달한 지리정보체계 위에 다양한 계획방법론과 관련 모 

텔， 의사결정지원체계를 결합한 계획지원시스템 (PSS: Planning Support System) 이 개발되어 계획 

업무에 활용되고 있다- 도시계획분야에서 계획지원시스템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85년이었으나， 계획지원시스템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은 1990년대 중반 

이후이며， 현재 계획지원시스템은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계획과 참여적인 계획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까지 발전하여 많은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고 있다(Adrian， 1997; Arentze et al., 

1996; Brail & Klosterman, 2001; Geertman & Stillwell. 2003; Hopkins, 1999; Klosterman, 1999). 실제 

로 계획지원시스템이 도시 · 지역계획 분야에서 활용되게 된 배경은 ‘계획’ 자체가 본질적으로 

최적화되기 어렵다는 점 때문이며， 계획지원시스템의 활용은 계획가의 제한된 경험을 바탕으로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오류를 줄이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계획지원시스템은 

여러 시나리오를 통해 산출된 대안들을 비용과 편익에 비추어 최적의 대안을 선택할 가능성을 

높이려는 객관적 · 과학적 접근방법으로서， 도시 • 지역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매우 활용성이 

높은 방법론으로 평가되고 있다(Batty， 1995; Geertman & Stillwell, 2004; Harris, 1999; Hopkins, 

1998; Klosterman, 1998). 

그러나 현재 개발되어 있는 계획지원시스템의 경우 도시계획 전 분야에 걸쳐 활용될 수 있는 

단계까지 개발된 상태는 아니며， 일부 계획지원시스템은 실험적이거나 개발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 따라서 계획지원시스템의 활용은 아직은 초보적인 단계라고 볼 수 있으나， 개략적 스케 

치화， 모델 구축， 시나리오 수립 , 대안의 평가 등등 계획의 수행단계에 필요한 기능들이 점차 

통합되어 시스템으로 구축되고 있다. 최근 북미의 경우 계획지원시스템은 도시계획 수립과정에 

서 계획주체인 시민 • 정부 • 계획가 사이의 상호작용 증진과 정보교류의 증대 및 공공복리를 달 

성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들의 참여를 확대시키는 협동적 계획시스템 

(Collaborative Planning System)으로까지 발전해나가고 있다(Geertman， 2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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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도시계획 분야에 GIS가 처음 도입된 것은 1980년대 후반 이후로， 도시계획의 도 

면관리나 지적도제작 등 주로 자동지도 제작(AM: Automated Mapping)분야에서 활용되었다. 

1990년대 들어오면서 도로관리시스템과 상하수도관리시스템을 중심으로 한 시설물관리(메1: 

Facility Management)로 활용영역이 확대되었으며. 1990년대 후반부터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도 

시계획과 도시행정에 필요한 도시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도시정보체계 (UIS: Urban 

Information System)가 구축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도시정보시스템의 활용실태를 보면，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중복， 개별 

적인 자료구축으로 인한 비호환성 , 특정업무만을 위한 단일시스템의 개발， 지속적인 데이터 갱 

신의 미흡 및 개별 업무시스템간의 연계성 부족 등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전통적으로 

도시계획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기존의 분석기법들은 기술발달에 따라 창출된 새로운 공간정 

보와 분석기법을 미처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도시계획 과정에서 야기되는 문제점들을 해 

결하는데 필요한 고부가가치의 정보를 제공하는 지식기반의 계획지원시스템은 도업되지 못하고 

있다. 반면에 국가 GIS사업을 통해 상당히 많은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있다. 따라서 국가 

GIS사업으로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의 활용도를 높이면서 도시 및 지역계획분야의 연구수준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계획지원시스템의 구축과 활용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한 정책 수립과 도시계획 분야의 정보교환 도구 

로서 그리고 계획 수립시에 의사결정 지원도구로서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도시정부 · 도시계획 

가와 함께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추진해 나가는데 필요한 협동적 계획지원시스템의 

구축과 활용은 절실하게 요청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도시 및 지역계획 수립과 정책 수행시에 다양한 계획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율레이션하여 최적의 대안을 추출하는 접근방법으로서의 계획지원시스템의 활 

용 가능성을 탐색해보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계획지원시스템이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계획지원시스템이 발달하게 된 배경과 발달과정 및 기능에 대해서 고찰한다. 그리고 이미 개발 

되어 활용되고 있는 계획지원시스템의 특성과 기능들을 비교함으로서 향후 우리나라의 도시 및 

지역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적용가능한 계획지원시스템 모텔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우리나 

라가 선진국에 비하여 도시계획 분야에서 계획지원시스템의 활용이 상당히 늦은 것은 사실이 

다. 그러나 계획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도시정책의 중추적 정보기반과 의사결정지원시스템으로 

서의 기능을 잘 활용한다면 오히려 선진도시들에서 겪었던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도 지 

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지향해나가는데 큰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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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지원시스템의 개념과 발달과정 11 

1 계획지원시스템의 개념 

계획지원시스템 (PSS , Planning 활용되어온 개발， 위해 활동을 지원하기 계획 공공부문의 

SlI pport System) 에 대해서 아직까지 명확하게 정의된 것은 없다 흔히 계획지원시스템이란 도시 

및 지역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계획가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기술들이 통합되어있는 시스템 

이 라고 간략히 정의내리고 있다(B rail & K1osterman , 2001) 

일반적으로 정책 개발 또는 계획 수립과정을 보면，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거나 예상되는 문제 

를 처방하기 위해 문제의 특성을 기술하고 문제를 정의한 후에 그에 따른 비션과 정책 목적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수립한다 이렇게 목표가 설정되고 나면 정책이 수립되고 이를 수행 

하기 위한 시나리오들을 구축한 후， 시나리오 작동을 위한 모델링 과정을 통해 그 결과를 도출 

한다 그리고 시나리오들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하여， 시나리오 결과들을 비교하여 정책 

이와같은 의 목적과 목표를 가장 잘 달성할 수 있는 최종 대안을 선정하게 된다(그림 l 참조) 

계획과정은 순환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 컴퓨터 환경에서 이러한 과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작동 시스범을 구축한 것이 계획지원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다 

계획지원시스템이 개발， 활용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GIS의 급속한 기술발전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1 990년대 들어와 공간데이터가 확충되고 GIS의 다양한 기술들이 상당히 개발 

그러나 GIS의 다양한 분석방법들만으로는 전문적인 계획분야를 지원하기에는 매우 미 되었다 

사실상 계획지원시스탬이 개발되는데 촉매역할을 한 것은 GIS를 기반으로 발달한 공 

간의사결정지원시스템 (SDSS: Spatial Decision SlIpport System)이라고 볼 수 있다 다- 공간의사결 

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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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정책 개발/계획 과정을 지원하는 계획지원시스템의 모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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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시스템은 공간상에 전개되는 상충성을 지닌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추 

출하여 공간문제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별하게 고안된 시스템이다. 

공간의사결정지원시스템이란 의사결정자가 다양한 분석모형을 선택적으로 조합하여 문제 해결 

을 위한 대안들을 구축하여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기 위한 

시스빔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Densham， 1991). 즉， 공간의사결정지원시스템은 GIS 기반 데이터 

베이스와 모델기반 시스템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 자료를 조 

작하고 분석함으로 대안틀을 도출하기 위해 대안틀을 설계하고 평가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의사결정자가 요구하는 공간분석과 다양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모델들이 내재된 

GIS 소프트혜어는 매우 부족한 편이며， 일반적으로 GIS는 갈등적인 상황에 있는 요인들이나 

목적을 평가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지 않다. 따라서 공간적 문제에 내재되어 있는 갈등 요 

소들을 최소화시키면서 궁극적으로 의사결정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기 위한 GIS 자체의 

기술력은 아직 매우 미흡한 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지닌 공간의사결정지원시스템이 계획 분야에 적용된 것이 계획지원시스템이라 

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그림 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계획과정을 지원하는 계획지원시스 

템의 개념적 틀은 공간의사결정지원시스템과 많은 부분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공 

간의사결정지원시스템과 계획지원시스템의 가장 큰 차이점을 보면， 계획지원시스템은 일반적으 

요소기술 시스텔및모형 계획과정 정책요인 

출처 : Batty, M. and Densham, P. (1996). “Decision Support, GIS and Urban Planning," Siste1ηa Terra V (1): 74. 

〈그림 2> 공간의사결정지원시스템에 토대를 둔 계획지원시스템의 개념적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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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장기간의 문제와 전략적 논제들에 더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이해그룹들과의 상호작용이 용 

이하게 이루어지도록 고안， 개발되고 있는 반면에 공간의사결정지원시스댐은 단기정책을 지원 

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공공부문에서 뿐만 아니라 사적 부문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주어진 문제를 인식하고 문제에 대한 해답을 도출해 내는 의사결정과정은 문제의 파악 • 설 

계 • 선택의 세 단계를 거치게 되며， 단계간의 피드백 과정을 통해 최종 대안을 선택하게 된 

다 계획지원시스템도 계획과정에서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므로 마찬가지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일반적으로 계획지원시스멈의 구성요소로는 크게 계획의 과업(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명시) ，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모델령과 분석방법론， 그리고 데이터를 정보 

로 변환， 가공하는 모률로 이루어진다(그림 3 참조) 따라서 , 계획지원시스템은 도시관련 각종 

데이터를 수집， 관리 ， 갱신 ，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와 다양한 도시 관련모델(계량경제학적 모 

텔， 토지 이용 모텔， 교통 모델 통계적 기법 수학적 모텔 등등)과 이러한 분석을 통해 산출된 

정보들을 시각화하는 기능들이 통합된 시스템으로， 계획가들이 컴퓨터에 기반한 모델들을 사용 

하여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따른 결과를 추출해내고， 시나리오 결과들을 효과적으로 비교 ， 평 

가하여 최적의 대안을 찾아내는데 도움을 주는 시스템이라고 정의내릴 수 있다 

계획지원시스템은 실제로 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여 계획과정에 도움을 준 

다는 면에서 system의 ‘s’ 보다는 supportmg의 ‘s’ 를 더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계획지원시스템 

이란 GIS를 포함해서 컴퓨터와 관련이 있는 정보기술들을 이용하지만‘ 도시 및 지역계획 수립 

에 필요한 다양한 경제， 인구모텔， 교통모텔， 환경모텔， 그리고 공간적 상호작용 모텔 등에 기 

반하여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계획과 참여적인 계획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축되었다 

고 볼 수 있다 좀더 부연한다면 계획지원시스템이란 컴퓨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계획방법론， 

관련 모텔 GIS와 시각화 기술 ， 그리고 공간의사결정지원체계를 통합시켜 계획과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개발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짧D.，~~. 

PSS 
계획지원시스템 

--
‘• • -‘--_ ••• ••••• __ ••••••• •••• ••• ••••••• -

〈그림 3) 계획지원시스템의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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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획지원시스템의 발달과정 

계획지원시스템이라는 용어는 최근에 등장하였지만 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컴퓨터를 이 

용해서 모텔링하고， 밑그림을 그리고 시나리오를 구축하려는 노력들은 이미 1950년대에 이루어 

졌다. 계획지원시스템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Harris (1959)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토대로 대안을 

제시하는 스케치 계획 (sketch planning) 개념을 제시하였으며 , 시카고 교통연구팀 (Chicago Area 

Transportation Study)은 최초로 교통 분야에서 컴퓨터를 도입하여 모델링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1960년대 Hopkins로 이어져 지리모델링시스템 (GMS: Geographic Modelling System)이라 

는 새로운 개념으로 발전되었다. 그는 다양한 활동들을 발생시키는 주체들의 행위를 시스템적 

인 관점에서 분석하고 모델링 과정에 인구， 시설， 입지， 네트워크를 포함시켜 스케치 계획의 

과정을 보다 구체화시켰다. 

그러나 계획분야에 컴퓨터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이며， 이 시기에는 

과학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였으며， 도시경제， 지역과학과 같은 학문 분야가 새로이 등장하였 

다. 컴퓨터 사용이 본격화되면서 사회과학 분야에서도 분석적 모델들이 사용되기 시작하였으 

며， 이에 따라 계획의 개념이 ‘디자인으로서의 계획’ 에서 ‘응용과학(applied science)으로서의 

계획’ 으로 변화되었다. 즉， 시스템적인 관점에서 계획을 보는 시각이 확산되면서 계획을 디자 

인으로 보는 관점이 점차 사라지고 응용과학으로서의 계획을 보는 관점으로 바뀌게 되었다. 실 

제로 이러한 경향은 대도시 토지이용모델과 교통모텔들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으로 나타났다 

(Batty, 1976; Harris & Wilson, 1978; Hemmens 1971; Lowry, 1964; Putman 1979; Wilson, 1970) 

이와 같이 계획을 보는 관점이 1960년대에는 응용과학에 강조점을 두었으나， 1970년대 접어 

들면서 정책적 (politics) 관점으로 발전하였으며， 1980년대에는 의사소통( communication) 에 중점 

을 두고 발전해 오다가， 1990년대 이후에는 보다 합의적이고 이성적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집 

합적 논의 (reasoning together)로서의 계획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Klosterman， 2001) . 이러한 

계획을 보는 관점의 변화에 발맞추어 정보기술도 상당히 많은 발전을 거듭해오고 있다. 각 시 

대별로 정보기술의 발전과정을 간략히 살펴보면 1960년대에는 전자 형태의 데이터 구축과 저장 

을 위한 데이터 처리 기술에 초점이 맞추어졌으며， 1970년대에서는 데이터로부터 의미있고 부 

가가치가 높은 정보를 생성하는 기술로 발전되었다. 1980년대의 정보기술은 이러한 정보들을 

총체화하여 지식을 창출하고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을 개발하는 단계로 발전하였으며 , 1990년대 

이후로는 추론과 사고력을 지닌 인공지능으로 발전해나가면서 계획지원시스템을 등장시켰다(그 

림 4 참조). 특히 1980년대 이후에 이루어진 정보기술은 통신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시스템들간 

의 연계가 용이해지고， 친사용자 환경을 만들어내었다. 또한 인터넷의 발전과 이로 인해 제공되 

억지는 데야터와 정보의 양。1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계획과정 (데이터 수집 , 데이터 마이닝 , 데이 

터 추출， 시공간 분석， 데이터 모델링， 시각화와 디스플레이)을 지원해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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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획‘에 대한 

관점 변화 
정보기술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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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슐의 특징 

정보기술을 호년|적 계획파정에서 가치중립적 정보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간주， 진자 데미터 처리에 핀씹 

정보기술을 현촌의 영항럭 구조를 강화‘ 정책결정 과정을 

변형시 31는 정치적인 것으로 간주: J;:JIQI1i중…붓1i 외Dl~;;; 
정보를 생성 

정보기슐과 계획가의 기슐적인 분석보다 계획가가 정보 
를 다른 사랑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이 더 중요하게 대두용 
정보‘ 경험‘ 연구에 기초한 이해와 지식 추구‘ 의사결정 

지원시스델(D.fi.6)굳의 발전 

정보기술은 사회적 상호작용‘ 커뮤니케이션을 용이하게 
하고1 입단적인 목표 달성 공동 광심사를 다루는 정보인프라 
로 간주 새로운 상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식의 적용과 
효을쩍 추른 능럭이 중요， 죄한쩍 논의 ， 당화와 상호작용을 

조장하는 P.fi.&이| 대한 관심 

출처 K1osterman, 2001. p.7. J 1 내용을 토대로 하여 구성함-

〈그림 4> 계획에 대한 관점 변화와 정보기술의 발전 및 특정 

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계획지원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실제로 활용화될 수 있게 된 

것은 1990년대 말부터이며 이는 무엇보다도 하드웨어의 급속한 발전과 도시와 같은 복잡한 시 

스템을 시율레이션 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개발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GIS의 분석 능력 

과 3D 시각화 기술 개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지는 가운데 디지털화된 공간 데이터가 구축되 

고 다양한 속성데이터를 신속하게 갱신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더욱 박차를 기할 수 있게 되 

었다 대표적인 예로‘ 1990년 미국의 통계국에서는 공간데이터 ‘TIGER (Topograph icall y 

Integrated Geographic Encoding and Referencing System)’ 파일을 구축하였으며 , 각 국가마다 지 리 

정보체계가 도입되면서 공간데이터들이 폭넓게 구축되었다 또한 위성이미지 취득도 놀랄만한 

발전을 이루어 , 현재는 주차장에 자동차들이 몇대나 주차되어 있는가를 판독할 수 있는 1m 정 

도의 해상도를 지닌 영상 이미지의 취득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계획 수립과정에서 인터넷과 

웹의 활용을 통해 다양한 이해집단들의 참여와 의견수렴 등이 가능해졌다 이렇게 하드워1어와 

소프트혜어 개발， 디지털 데이터 구축， 인터넷의 확산은 계획지원시스템이 개발， 활용되는데 

큰 영 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계획지원시스템 모델들은 최근 5년동안에 이루어졌며 일부는 여전히 실험적인 개 

발단계에 있다‘ 또한 개발된 모델들도 상용화된 시스템이 라기 보다는 여 러 국가 또는 기관들 

이 컨소시엄을 이루어 대규모의 프로젝트로 진행하거나 공공의 주도하에서 개발된 것이 많다. 

또한 일부 계획지원시스템은 교육용과 전문 계획가들의 훈련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실제 계획을 

수행하고 정책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계획지원시스템의 활용은 제한적이며 ， 아직은 계획지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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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 활용의 초기단계라고 볼 수 었다.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볼 때 계획지원시스템은 네멀란 

드， 영국， 미국， 이태리， 콜롬비아，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러시아， 남아프리카， 말레이시 

아， 스웨멘， 핀란드， 체코， 홍콩 등등 선진국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가들에서도 토지이용과 

기반시설 계획 및 환경관리 분야에서 계획지원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으며， 점차 그 적용범위를 

넓혀가고 있다(Geertman & Stillwell, 2004). 

현재까지 개발 • 활용되고 있는 계획지원시스템들은 시스템의 구축 목적 , 기능， 내용， 구조， 

기술 등의 측면에서 볼 때 상당히 다양성을 지니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먼저 계획지원시스템의 구축 목적을 보면 계획과정에서 공공 혹은 일반 투자자의 참여를 

독려시키기 위해서， 일반인들에게 지역 혹은 국가의 정책을 알리기 위해서， 또는 전문가들에게 

계획과정을 구체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목적 등 구축목적이 매우 다양하다. 일례를 들변， 발틱 

해 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전문 계획가들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축된 

PSSD(Planning System for Sustainable Development)는 특정 지역(발틱해 지역)을 대상으로한 맞 

춤형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다. 핀란드， 멘마크， 독일이 컨소시엄을 통해 개발된 PSSD는 웹 

환경에서 운영되며， 지속가능한 지표들， 관련 이론들， 지원툴， 메타정보， 공간데이터 및 정교 

한 방법들로 구성되어있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이와 관련된 이론들과 연결되고， 

제공된 정보에 따라서 구체적인 업무를 다루기 위한 방법과 데이터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Hansen, 2001). 반면에 SPARTACUS(System for Planning and Research in Towns.and Cities for 

Urban Sustainability)는 특정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범용적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SPARTACUS 

는 핀란드， 영국， 스페인， 독일이 컨소시엄을 이루어 개발한 것으로 여러 도시들에서 사용가능 

하며， 지속가능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토지이용과 교통， 환경부문을 연계하여 시율레이션하도 

록 모델화되어 있으며， 정책의 사회， 경제， 환경적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기능도 갖고 있다. 

둘째， 계획지원시스템은 시스템에 따라 수행할 수 있는 기능과 내용들이 다소 다르다. 어떤 

시스템은 미래의 인구배분 문제， 혹은 토지이용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한 모델링 기능을 지원하 

는 반면에 어떤 시스템은 사용자들이 계획하는 공간구조를 표현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해주고 

있다. 일례를 들면. GAMe(New Jersey Growth Allocation ModeI)은 계획가들의 가치와 목표에 

비추어서 토지이용정책을 선택하고 이러한 정책에 따라 지역의 성장을 예측하며， 다양한 토지 

이용패턴과 그에 따른 기반시설 비용 등을 산출함으로서 토지이용 정책들을 비교할 수 있는 기 

능을 갖고 있다(Relly， 2003) . 또한 영국에서 개발된 MIGMOD은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인구 

이동 변화를 예측하기 위한 모텔로써 전략계획을 지원하며 인구이동의 규모와 행태 및 인구이 

동 변화의 영 향을 예측하며 , 남아연방에서 개 발된 BIPC 모델 (Bulk Infrastructure PotentiaI Cost 

modeI)도 다기준 입지적합성 평가를 위해 상 · 하수， 전기 등의 기반시설의 잠재적 비용 모델이 

내재되어 있는 계획지원시스탬이다. 반면에 K2vI(Key to Virtua1 Insight)는 가상현실공간에서 사 

용자들이 자신이 계획하는 도시나 지역을 2차원과 3차원으로 입체감있게 표출하고 조작하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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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할 수 있는 기능을 지닌 계획지원시스템도 있다(Geertman & Stillwell , 2004) 

세째 ， 계획지원시스템은 시스댐 구조에 있어서 모든 구성요소들이 완전하게 통합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 반면에 서로 다른 시스랩들이 약하게 통합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또한 계획지원 

시스템의 개발 환경도 하나의 독립된 프로그램으로 작동되도록 개발된 경우도 있는 반면에 인 

터넷이나 인트라넷을 통하여 원거리의 사용자가 계획지원시스템을 사용하도록 구축된 경우도 

있다. 일례를 들면. 네덜란드에서 자연보전지역의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개발한 WadBos 계획 

지원시스템은 구성요소들이 완전하게 통합된 모델이다(Enge l en ， 2000) 반면에 계획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미래의 토지이용을 디자인할 수 있게 하는 도구박스(toolbox )를 제공하 

고 있는 SketchGIS의 경 우 각 구성 요소들이 매우 약하게 통합되 어 있다 

한편 하나의 완전한 독립형 프로그램으로 개발된 대표적인 계획지원시스템은 “What if’ 모텔 

이다 이 모텔은 계획 정책이 미래에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 시나 

리오를 작성하고 그 결과가 토지이용 패턴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가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 

자들은 단지 윈도우상에 아이콘과 체크 박스만 클릭하면서 프로그램을 따라가면 될 정도로 완 

전하게 패키지화되어있다. 반면에 오스트레일리아의 뀐랜드에서 개발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WBBRIS (Wide Bay-Burnett Regional lnformation System )은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사용자들이 

웹을 통해 시스템에 접속하여 다양한 공간단위에서의 계획 과정을 지원해준다 의사결정을 지 

원해주는 기능들은 각각 분리되어 있어 사용자들이 필요에 따라 데이터를 검색하고 결과를 도 

출하도록 설계되어있다 특히 사용자들은 ‘what-if 계획 시나리오’ 메뉴에서 경제， 사회， 환경 

、Vidc H av-Bul-llct‘ RC!!IOllal μlfo l"lnμtiOD ~、'5‘cm

n녀s .sit,e p~o'vides link.s: to ØI nlQ11..t:u!:r DÍ d~cisi o.n. su.pport t。이.s oS 4:d to ~V.a!u lltc re몽.G n.어 sorio .. ~ ，cono'llic g:rtnftJ’ 
8lId 따dl""， lJi tb.e Wlcle-B'ay 1!Ul'tlen Rè잉야‘ u‘ Queen.hnd，AJUπ'alJa. AJS<J l'e‘띠t< otro""버ated 얘얘t-1I" 
pl ~Wìli‘~~I"P.$l에n‘ ’I:'P .a't"pu:ml:t11 ";.A th p. li.lcoi! ’n~t잉Ilpd h.p.ln'‘ ’· 

D t!'CÌsIOlr & I.pp'rt 까，-"，b 

''I'nlU-//’PlaJf IÚN.t1 S<:c:nan'O'S 

... -、

、，Vide Bar-Burnett RC'흥。n • 
κ2J1eemltosd) 

까Ùtw.w lb‘ ”“~.ú::IÞa.c.‘ ·‘ ... 'Cu-kiRlpπgπ’““::.cc::'.-.v.‘ ... ιn ... '‘ .... 샤~DI.f'C‘C’'='f'h.] ， Vla ... “‘ ... 
An.Júofä,‘·’ ‘ 1 'LJ.c II ’‘k“““<0_’‘~Iitftod . ‘.iM ü "'--'e4‘.J\:r •• ‘ i α~ ̂ I6Þ‘1iut&-S<Þ'애 'c. ‘.Ú"llfi1 SPlRTt\'(l~1‘·‘ i 
CQI_빼9’-.dqJt W!()1 ‘....., QlMeM'‘’t li' .... ~. 12 .. ~IW::ll tøf('.'''n ‘u:.nlt::a'’‘ .... ‘ lnß.n’‘“1t.n. lAcal.G:g‘’ n .. _.t. 
ξ“~양.Ud..tlÞn. 

E: .. .., í1빼딩뾰따펴양냥 .. 1파llcl\.와킹lin 

〈그림 5) WBBRIS (Wide Bay- Burnett Regionallnfonnation System ) 홈페 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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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에 대한 다양한 도시 성장 시나리오를 선택할 수 있다(그림 5 참조) . 

3 계획지원시스템의 발전 방향 

지금까지 개발， 활용되어온 대부분의 계획지원시스템들이 주로 도시 및 지역계획 수립에 필 

요한 다양한 경제， 인구모텔， 교통모델， 환경모텔， 그리고 공간적 상호작용 모델 등 복잡한 이 

론적 모델을 과학적으로 연산하는데 초점을 두어왔다. 그러나 지난 10여년 동안 각 국가들에 

있어서 계획의 규모가 커지고 전략적인 면이 부각되면서 계획과정에서의 개방성， 투명성， 참여 

성을 지향한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중앙 • 지방정부에서는 웹사이트를 구축하여 

인터넷을 통해 계획과정에 다양한 이해집단들을 참여시키려고 시도하고 있다. 계획 수립 자체 

가 더 이상 공공 혹은 지방당국이나 전문 계획가들의 독점적인 부분이 아니며， 오히려 지역주 

민들의 협력과 참여가 계획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이해집단들이 참여하는 계획과정을 통해 현안 문제들을 인식하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나타나면서， 이를 지원하는 협력적 계획지원시스템을 구축 

하려는 시도들이 이루어져 왔다. 즉 주민들과 관련이해집단들을 참여시켜 이해대립을 해소하 

고 설득시킴으로서 계획가들에 의한 일방적인 의사결정과정의 문제점을 완화하고 보다 효율적 

으로 계획과정을 추진해나가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협력적 계획지원시스템이 개 

발 중이다. 지역주민들과의 토론과 참여를 통해 민주적인 계획과정을 지원해주는 협력적 계획 

지원시스템의 경우 계획정보와 도시모델들을 조작하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개발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GIS71반 협력적 의사결정도구， 협력적 공간계획 수립을 위한 웹기반 시스템 

을 들 수 있다(Geertman， 2002; Gordon et al., 1997; Kammeier, 1999; Nyerges & Jankowski, 1997; 

Shiffer, 1992) 

앞으로 계획지원시스템의 발전방향은 참여적， 협력적 계획수립과정을 지원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범 구축에 역점을 둘 전망이다. 이는 웹을 기반으로 하는 협력적 계획지원시스템 

은 유비쿼터스 시대에 부응하여 어느 곳， 어느 때에서도 접근이 용이하며 , 비용면에서 효율적 

이고 의견이 자유롭게 표현될 수 있으며 , 의사결정 문제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이 도출될 수 있 

기 때문이다(Pettit， et al., 2003). 특히 협력적 계획지원시스템의 활용은 계획의 목표와 가치에 

대한 동의를 쉽게 이끌어내기 어려운 비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간주되 

고 있다 즉， 도시계획 분야에서 상당히 민감한 의사결정과정에 협력적 계획지원시스템의 활용 

은 비전문가 뿐만 아니라 기존에 핵심적인 역량을 발휘하지 못했던 주변 집단과 시민 단체들을 

문제의 해결과정에 참여시킴으로서 능동적으로 각각의 대안들에 대한 찬성과 반대에 대한 논의 

를 펼치고， 상호간의 협상에 의한 계획을 수립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인식되 

고 있다 더 나아가 협력적 계획지원시스템에서는 정보 제공 뿐만 아니라 피드백까지도 고려하 

는 쌍방향 및 다양한 집단들의 참여를 바탕으로한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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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는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향후 협력적 계획지원시스템은 지역주민들과의 토론과 참여를 통해 민주적， 합리 

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해 관계자의 다양성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구축될 전망 

이다. 참여계획과정에는 다양한 이해집단(예를 들면， 공공기관， 정치가， 공무원， 민간회사， 압 

력단체， 시민 등등)들이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협력적 계획지원시스템은 계획과정(스케칭， 모 

델링， 영향평가)을 지원하면서도 참여자들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계획과정을 이해하기 쉽도록 

구축하여 시스템의 이용성 및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구축될 것이다. 즉， 계획지원시스템은 전문 

적인 기술을 포함하고 있으면서도 참여자의 지식과 기술수준을 고려하여 관련 계획정보에 관한 

의사소통이 원할하게 이루어지도록 시스템 개발시에 수요자들의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시스 

템으로 발전되어나갈 것이다. 

11 1. 계획지원시스템 모델의 특성과 활용사례 

1. 개발 · 활용되고 있는 계획지원시스템 모델의 특성 비교 

지금까지 개발 · 활용되고 있는 계획지원시스범 모델들의 일부는 GIS와 통합되기 이전부터 

도시 시률레이션 모댈 (urban simulation model)로 개발되어 사용되어왔다. 특히 이들은 토지이용 

모델과 교통 모델을 통합화하여 도시의 동태적 특성을 예측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개발된 모텔 

들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GIS 기능들과 통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획지원시스템 모델이라고 불 

리워지지는 않았다. 대표적인 일례가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 교수인 Putman(983)에 의하여 

개발된 주거 · 고용 예측 모델인 ITLUP (Integrated Transportation and Land Use Package)로， 

DRAM(Disaggregated Residential Allocation Model) 과 EMP AL (Employment Allocation Model) 이 라 

는 두개의 하위모델로 구성되어있다. 이 모댈을 GIS와 연계하여 계획지원시스템으로 발전시킨 

것이 바로 METROPILUS이다. 그러나 아직도 도시모델 가운데는 GIS 기능과 통합되지 않은 모 

델들도 있으며， 현재 모델을 개발하고 있는 연구단계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특정 도시에만 국 

한하여 적용된 모델들도 상당히 있다(표 1 참조). 따라서 다수의 도시들에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완전히 패키지로 개발되어 있는 계획지원시스템은 그다지 많지 않다 

현재까지 개발 · 활용되어온 계획지원시스템 모텔들의 대부분은 토지이용과 교통 부문을 통합 

하는데 초점을 두고 개발되었으며， 아직까지 환경 부문과 연계시킨 모델들은 매우 적다. 

IRPUD와 UrbanSim을 비롯한 소수의 모델만이 환경 부문에 미치는 영향력과 환경 피드백 과정 

에 대한 분석 및 예측이 가능할 뿐이다. 그림 6은 전세계적으로 현재 활용되고 있는 계획지원 

시스템 모델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MEPLAN과 DELTA는 비교적 유럽의 여러나라에서 활용 

되고 있으며 TRANUS는 중남미 및 유럽에서， 그리고 UrbanSim은 미국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 

음을 엿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는 모델들 가운데 비교적 문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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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계획지원시스템 모댈들의 GIS 기능과의 통합화 수준과 적용범위 비교 

GIS 활용 적용 대상 도시 

없음 투입 산출 투입+산출 특정 도시 다수도시 

IMREL KIM ILUTE 

KIM STASA IMREL 

없음 STASA 
연구 

ILUMASS METROSIM 

PECAS 
단계 

POLlS MUSSA 

POLlS CUF- I TRESIS 

CUF-2 
CUF- I 

GIS 기능을 투입 CUF-2 개발 IRPUD 

활용한 IRPUD 수준 DELTA, 
모델사용 METROPILUS 

산출 
MEPLAN 

DELTA 
패키지 

TRANUS 

METROPILUS 
개발 

UrbanSim 

투입+ 
MEPLAN What If 

산출 
TRANUS , Index 

UrbanSim 

What l f 

lndex 

출처 Wegener, M. et a1. ,(2005) , “ lntegrated Land-Use Transport Modell ing Progress around the Globe," Fourth 

Oregon symposium on the Integrated Land-Use Transport Models, PortJand , Oregon , 15- 17, November 

• Other I Academic 

출처 : Hunt, J.D. et a l. , (2005 ) 

〈그림 6) 세계 각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계획지원시스뱀 모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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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개발 • 활용되고 있는 계획지원시스템 모델의 특성 비교 
모텔 기능 투입 데이터 산출결과불 

특정한 정책변화에 따른 개발 시나리오를 시율레이션， 토지이용， 환경적 특성， 벡터기반지도 

정책대안들이 생물다양성과 정주환경에 미치는 영향 관할지역 경계， 인구성 토지이용 유형 

평가， 각 입지가 개발될 경우의 수익성과 사용자가 정 장 및 펼지당 개발비용 별 개발 및 재 
CUF-l 한 개발 규제 및 인센티브에 기초하여 미래 개발력을 자료 개발면적 
CUF-2 할당함(CUF-2는 CUF-l에 고용예측， 교통망， 고용중 

심지와의 근접성 등의 변수를 추가; 계량경제학 모델 

과 통행수요 모텔과도 연결됨) 

연구대상지역의 시계열 성장을 설명하기 위하여 이항 토지이용， 경사， 고도， ArcView 파일 

CUB 로짓모델 사용; 이 모델을 미래 개발을 예측하는데 적 교통망， 관할지역경계， 그래프，테이블 

RA 용. 사용자의 체크리스트를 통해 도시 성장과 주거 환 수계 습지， 야생동물 서 

경의 질에 미치는 다양한 정책과 제약의 영향을 시율 식시， 외생적 인구 성장 

레이션 예측 

특정 가구， 고용유형을 포함하여 다목적 도시 토지이용 사용자 정의에 따름(예: 지도， 데이터베 

DELTA 변화 예측， 경제와 인구 정책 시나리오에 따라 예측되 유형별 가구입지와 가구 이스‘ 스프레드 
고， 외부 모델과 연계시키면 교통 및 환경 변수와 통합 별 차량소유， 직장입지 쉬트 

될 수 있음， 사용자는 모델링할 시나리오를 구체화 와 임대료) 

과거의 패턴， 예측된 성장 혹은 죄퇴 , 다양한 성장에 용도지역별 정보요구 존별 고용예측， 
METRO 대한 제약 및 유인 시나리오에 기반하여 고용， 주거， (예 : 총인구， 목적별개 가구예측， 존별 
PILUS 교통네트워크의 상호작용 및 분포 예측(가구와 고용예 별통행， 통근비율， 고 토지소비예측 

측에 가장 폭넓게 사용됨) 용， 존별 통행시간 및 및 통계적 결과 

비용) 

주거지 및 상업지 개발 수요 예측을 위해 외생적 인 토지이용， 토양， 하천유 데이터베이스 

GSM 구， 가구 및 고용 예측: 미래 수요는 용도지구제 및 역 경계， 환경적으로 민 파일， 스프레드 

다른 개별조규제， 보존조례 및， 토지시장을 반영하는 지 감한지역 등 쉬트，그래프 

방 특유한 개발패턴 및 추세 등에 기초해 수요 할당‘ 

인구 예측， 정책 제약 및 인센티브에 기초하여 개발; 사용자 정의(예: 토지이 데이터베이스(주 

INDEX 4단계 교통수요모텔과 연계하여 토지이용과 교통간 상 용， 용도지역제， 유형별 거， 고용밀도， 

호작용을 시율레이션; 성장 시나리오는 예측되는 환경 가구， 고용 단위，물 소 도로연결성， 공 

적 수행력에 따라 접수화됨. 비， 쓰레기 발생) 지 이용가능성) 

미래 토지이용 예측을 위해 토지， 노동， 산업수익， 근 모형의 모수， 지역적， 가구， 고용분 

로자 선호 고려; 장기적 경제발전이 주택， 교통， 토지 존별， 네트워크 데이터 포， 통행시간 
IRPUD 이용， 기반시설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는 토 (예· 고용 빛 이주 예 비용， 수단별 

지이용/교통 시스템의 통합모렐로 6개 하위 모델의 복 측， 인구， 고용， 토지이 통행인당 

잡한모형으로구성됨 용， 임대료) C02 방출 

사회경제적， 정책 시나리오들로부터의 토지이용 전이 현재 및 과거 토지이용， 전이 가능성 지 

가능성 추정， 환경적 상태 및 경제적 지속가능성에 미 고도， 인구， 도로와 수 도， 데이터 결 
LTM 치는 영향을 기술; 6개의 상호작용 모률 포함， 다양한 문，하계망 과요약 

사회적， 정치적， 환경적 요인에 의하여 어떻게 토지이 

용의 변화가 나타났는가를 인공 신경망 패키지와 연결 

사람들이 어디서 거주하고 직장을 가질 가를 선택하고 토지이용， 연면적 부동 고용예측， 소득 
그에 따라 교통수요와 통행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산가격， 교통망， 가구차 별 인구， 활동 

MEP 를 예측하기 위하여 토지이용과 교통의 수요와 공급을 량소유，통행유형 별 토지면적 , 
LAN 고려하는 통합된 토지이용/교통의 모형패키지 , 사용자 과가격 예측 

가 모수를 결정， 유연성이 높지만， 모텔링 전문성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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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계속 
모델 기능 투입 데이터 산출결과물 

연구성장， 토지가격， 용도전이가능성， 토지이용 계획 현재， 제안된 토지이용 미래 토지이용 분 

에 대한 사용자 정의와 시니리오에 따라 성장추세를 레이어， 토지이용 범주 포 

SAM- 꽁간상에 배분하는 유연적이고 강력한 시스템: 미래 에따른고용빛주거 

1M 토지이용 패턴 예측을 ArcView 토지이용 레이어를 밀도， 환경적으로 민감 

통해 수정가능; 통행수요모형을 위한 투입 데이터를 또는 성장제약이 있는 
산출; 사용자가 구체화한 지표에 따른 시나리오들을 지역 

비교할수도 있음 

그리드셀 단위에서 비도시적 토지이용에서 도시적 현재， 과거의 토지이용， 주어진 연도의 셀 
토지이용으로의 전환을 시율레이션， 예측지역의 토 교통망， 배제 지역 및 의 전이가능성， 

SLE 지이용 상태는 지역적 요소(경사도， 도로접근성 등) . 경사도 시기별 도시 전환 
UTH 시기적 요소(과거 추세는 미래 성장에 영향을 미침). 누적 가능성 

임의적 요소 등에 의해 결정 . Monte Carlo 시율레이 

션으로실행 

SMART 교통 및 토지이용 계획 대안을 평가하고 교통수요， 토 범주별 계획된 토지이 주거 및 고용밀도， 

GROWTH 지수요， 주택， 고용밀도. 환경오염 등에 대한 영향 분 용， 유형별 현존가구， 근접성， 통행거리， 

INDEX 석 ; 커뮤니티가 대안적 토지이용 및 교통 시나리오를 직업수별 현존 고용， 교 에너지 및 물 소 

환경적 지표에 의하여 점수화하여 평가할 수 있게 함 통망，교통량，기반시설 비， 온실가스방출 

전문 계획가를 위해 고안된 통합된 토지이용/교통 시 도로망， 존별 활동 및 범주별 활동 입지 

TRA 스댐 ; 광범위한 정책에 대응하는 인간 행동을 시율레 토지이용 와토지소비， 통행 

NUS 이션하고， 그에 따라 개개의 입지에서 발생하는 변화 경로， 교통수요，통 

와 교통 및 토지이용간의 상호작용을 예측함 행시간， 등다양한 

교통변수예측 

다양한 용도지역 및 토지보존 정책에 따라 예측된 도 현재 토지이용， 가구 및 삶의 질， 에너지 
시 인구를 주거지역으로 할당; 개발자 및 투자자 그 경제 데이터， 환경적으 이용， 기후변화 

UGrow 룹과 협력하여 사용자는 주거밀도， 에너지소비， 교통 로 민감한 지역 및 자동 영향 등을 포함한 

빚 기업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거나 낮추는 정책범주 차이용 예측된 변수의 지 

에 대한 시스템을 변경 , 조정가능함 도화 

래스터 기반한 데이터에 기초하여 대안적 개발시나리 가구당 인구， 토지이용 래스터 지도 및 

오 평가， 현재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계획， 개발배제지 별 가구 및 고용밀도， 보고서， 데이터 
UPLAN 역， 매력성에 가중치를 두어 할당할 수 있게 해줌(가 교통망， 환경적 특성 교환을 위한 스프 

중치는 미래 성장에 영향을 미치고， 예상 인구 변화， 레드쉬트 

고용예측， 보조금 및 세금과 같은 시장의 힘도 포함) 

도시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자를의 선택에 따른 필지， 교통존， 정책 경 필지， 그리드셀， 

토지이용， 교통， 공공정책간 상호작용을 시율레이션; 계선， 비즈니스 정보， 존별로 토지이용 

UrbanSim 교통계획 모델과 황동기반 통행 모델 모함하여， 부동 센서스 가구데이터， 교 면적과 가격， 부 
산의 수요와 공급의 분석， 토지지표 뿐만 아니라 상 통관련자료 문별 고용， 가구 

수도 수요량， 및 개발에 따른 황경 영향 까지 분석 , 트~/서 。

예측 가능하도록 모델화됨 

사용자가 정의한 공간 데이터， 성장 규칙， 모수를 토 현재 토지이용， 기반시 개발 적합성 및 

WHAT 대로 토지이용 할당 대안을 지도로 표출; 토지이용 설계획， 환경적 특정， 할당 지도， 분석 

IF? 적정성 평가， 성장예측， 적합지에 수요 할당 과정이 인구 빛 고용예측， 사용 결과 

모률로 통합되어 있음(전 과정이 메뉴화되어있음) 자 정의 대안적 개발 시 

나리오 

출처 Hunt, J.D. , Kriger D.S. & .Mil1er, E. (2005); Wegener, M.(l998); Gaunt, C. & Jackson, L.(2003), Brai1, R. K. 

& Klosterrnan, R. E. (2001)에 소개된 모델들을 토대로 하여 편집하였음. 



232 環境論盡 第43卷 (2005) 

〈표 3) 지역사회의 의사결정과 토지이용 패턴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모델별 기능 비교 

1 지역사회 결정이 됨에용 패턴에 미치는 영향 l 돼이용 패턴이 지역째 특성에 미치는 영향 
교 지 도 기 개 재 상 보 도 주 정 통 퉁| 통 기 지 기 오 음 유 비 기 오 온 기 
통 구 시 타 발 산 하 조 로 차 유 행 록| 행 반 방 타 픈 식 출 지 타 염 실 타 
기 죠 마 재 부 세 수 금 이 요 세 거 세|수 시 세 재 스 물 량 점 A 불 가 대 
반닝스정담 도 용그 · 리 l 요설수정페양증수질기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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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Gaunt, C. & Jackson, L. (2003). pp.367-368 내용을 편집. 

서 인용빈도가 높은 모델들을 선정하여 각 모델들의 특성을 간략히 요약하였다(표 2 참조) 

한편 계획지원시스템 모델들의 기능을 비교하기 위해 일례로 지역사회의 의사결정이 토지이 

용패턴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오며 반대로 토지이용 패턴의 변화가 지역사회의 특성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 예측하는데 있어서 각 모델들이 어느 정도의 기능을 지니고 있 

는가를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이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지역사회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예상되는 토지이용 패턴의 변화나 기타 관련 부문의 변화를 분석하는 능력은 METROPILUS. 

TRANUS UrbanSim은 상당히 높은 반면에 어떤 모델들의 분석력은 상당히 미흡하다. 또한 토 

지이용 패턴의 변화가 주어진 지역사회의 여러 측면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는 능력도 각 모 

델들간에 상당히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따라서 계획 목적과 추출하고자 하는 

정보 및 요구되는 데이터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계획지원시스템을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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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활용가능성이 높은 계획지원시스템 모델의 기능과 활용사례 

본 연구에서는 현재 시점에서 인터넷 상에서 자유롭게 사용자들이 다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활용 가능성이 크며， 세계 여러 국가들에서도 비교적 많이 활용되고 있는 계획지 

원시스템인 TRANUS와 UrbanSim 모델의 이론적 토대， 구성요소 및 기능， 그리고 활용사례를 

간략히 소개함으로서 계획지원시스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한다 

1) TRANUS 

(1) TRANUS의 특성 

TRANUS는 베네주엘라의 Dr. Tomas de la Barra가 운영하는 회사인 Modelistica에서 개발한 시 

스템으로 1982년에 개발된 이후 상당히 많은 기능들이 추가되면서 현재 미국과 유럽 뿐만 아 

니라 남미와 일본 등의 여러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다 TRANUS를 활용한 도시들로는 볼티모 

어， 보고타， 브루셀， 브웨이노스아이레스，멕시코시티， 마라카이보， 말라카이， 발렌시아， 바르 

셀로나， 상파울로， 카라카스 등 이다. 2005년부터 이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권이 자유로워지면 

서 현재 웹상에서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어 누구나가 사용 가능하다. 

TRANUS는 토지이용 정책 및 교통정책을 수립， 시행함으로서 예상되는 다양한 효과와 영향 

력을 분석하기 위해서 토지이용과 교통흐름과의 환류를 통한 동태적 시률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는 모델이다. 전문적 계획가를 위해 고안된 토지이용-교통 모델을 통합한 모텔인 TRANUS는 

제안된 정책에 반응하는 인간의 행동을 시율레이션하고 그 행동의 입지에 따라 발생되는 토지 

이용 변화 및 교통과 토지이용 간의 상호작용을 예측할 수 있는 기능을 지니고 있다. TRANUS 

를 활용하는 경우 유형별 활동 입지 및 토지소비 · 통행경로 • 교통수요량 · 총 통행시간 및 평균 

통행시간 · 거리 · 비용 · 교통수입 · 유지비용 등등 다양한 교통 변수들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시 및 지역개발， 특정 프로젝트의 영향， 신도로 개선， 통행시스템， 고속도로 요금， 

혼잡통행료， 철도， 항구， 공항시설 등의 영향을 분석하는데 유용하다 일반적으로 TRANUS는 

도시 및 지역 단위에서 토지이용과 교통을 통합한 여러 시나리오들의 결과를 비교， 분석하는데 

매우 유용하지만， 국가적 차원에서도 적용가능하다. 

(2) 이론적 토대 

TRANUS 모델이 토대를 두고 있는 이론적 기틀은 그림 7과 같다. 첫째. Von Thunen (1 826) 

에서 시작하여 Wingo와 Alonso (1964 )에 이르는 도시토지시장에서의 입찰지대 이론과 Mills와 

Anas (1 982)의 효용 극대화를 토대로 한 다항로짓 모형으로까지 이어지는 공간적 미시경제학 이 

론이다. 둘째. Hansen (1 959)과 Lowry(1964) . 그리고 Wilson (1 970)에 걸쳐서 발달되어온 중력 

모델과 엔트로피 이론이다. 특히 Wilson이 주장한 토지이용과 교통모델을 통합화한 원리는 

Tranus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 구성요소이다. 세째 Leontief (1936)가 최초로 제시하였던 투입

산출모델과 McFadden (1975)에 의해 발달된 이산선택모형 (Discrete choice model) 및 무작위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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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간적 미시경제학 중력모텔/ 투입 산출모텔 이산선택모델 교통모델 
엔트로피 

〈그림 7> TRANUS의 이론적 토대 

토지이용과교통체계와의 동태적 상호관계.“ 

〈그림 8> 활동체계와 교통체계의 동태적 관계 

이론(random utility) 이다. 그리고 Dijkstra (1 959)의 최단경로 알고리즘을 비롯한 여러 교통 모델 

들에 토대를 두고 있다- 이 모텔에서는 인구 및 비기반 부문의 고용을 예측하기 위하여 수출기 

반이론을 사용하고 있으며， 재화의 흐름을 분석， 예측하기 위하여 투입-산출모텔의 승수함수를 

사용하고 있고， 행위자들의 행태 분석과 공간상에서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기 위하여 확률효용이 

론과 중력모댈과엔트로피 모델을 사용하고 있다. 

(3) 모델의 구조와 구성요소 

TRANUS 모델의 핵심 요소는 활동체계와 교통체계이며 , 전체적 구조는 그림 8에서 볼 수 있 

는 바와 같이 토지이용 모텔과 교통 모델이 상호작용하는 통합화된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토지이용 모델과 교통 모텔의 두 체계는 환류하면서 시계열에 따른 분석과 예측이 가능하 

도록 작동되는 동태적 시스템이다. 토지이용모률은 공간적 투입 산출모델을 토대로 활동과 업 

지의 상호작용을 시율레이션한다. 활동입지 모텔과 교통 모델의 연산 순서과정은 그림 9와 같 

으며， 활동모델과 교통모텔이 통합된 TRANUS 시스템의 연산순서는 정책에 따른 행위자의 활 

동이 입지에 영향을 주며 그에 따라 교통모텔에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그림 9 참조). TRAN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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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모델의연산순서; | 다수 경로탐색 버 외생적 생산업 | 다수걷 

법주별통행 
(토지이용모댈로 부터) 

!+--•“ 

:. ................................................................................................................... ; : 교통모델의연산순서 

..•. TRANUS 시스템의 연산순서 

〈그림 9) TRANUS 시스템의 작동구조와 연산 순서 

는 아무런 정책이 실행되지 않았을 경우와 정책을 실행시켰을 경우의 시나리오와 비교하게 되 

며， 사회，경제적 · 재정적 • 에너지 소비지표 등을 통해 비교 • 평가된다. 

(4) 활용사례 

@ 영국의 Swindon 도시 

Swindon 도시는 영국 런던 서쪽에 위치한 도시로 토지이용과 건축물 재고량에 대한 상세한 

연구를 필요로 하는 도시였다 이 도시는 TRANUS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비량에 강조점을 둔 

토지이용과 교통 모델을 통합시킨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2016년 시점의 예측을 위해 사용된 

기준연도 데이터는 1991년이었다 도시가 성장함에 따라 토지수요가 증대하고， 수요가 증가할 

수록 부동산 개발업자들은 시장의 가격 메카니즘에 따라 새로운 토지나 건축물을 개발하게 되 

며， 이에 따라 통행수요도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서로 다른 정책을 시행 

하는 경우 예상되는 4개의 시나리오를 구상하여 각각의 시나리오에 따른 결과를 도출한 후에 

그 결과들을 비교하여 정책들을 평가하였다. 4개의 시나리오의 특정을 비교하면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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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토지이용-교통에 변화를 가져오는 정책에 따른 시나리오 비교 
(1) 시나리오 1 : 집중된 도시 내부 고밀도 개발 

* 현재 도시경계 외부로의 신규 토지개발 불허 

* 도심에 자동차 금지구역 설정 
• 8개의 역-주차통근 편의시설 도입 

* 환숭 통합요금이 적용되는 버스전용 차선 신설 

(3) 시나리오 3: 도시 외곽부의 제한된 확장 개발 

* 도시와 인접한 북서 지역으로 제한된 확장이 
허용되는 점을 제외하면 시나리오 l과 같음 

* 지방 의회에 의하여 제안된 안을 수용함 

(2) 시나리오 2: 배후지 고밀도 확산 개발 

* 도시주변의 위성도시에 고밀 개발을 허용 
* 추가적 인 역-주차통근과의 통합요금이 적용되는 
교외 철도 서비스가 도입되어 위성도시와 연결 

* 버스전용차선이 위성도시까지 확장 

(4) 시나리오 4: 현재 추세를 그대로 반영 

* 어느 지역에나 신개발이 허용 

* 교통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음 

출처 de la Barra, T. (2001), Integrated Land Use and Transport Modeling: the TRANUS Experience, p. 150. 

이러한 4개의 시나리오에 따라 1991년을 기준으로 하여 2016년 시점에서의 고용 성장， 가구 

입지， 건물 연면적의 증가， 토지개발 증가， 총 토지 소비량， 건물의 총 에너지 사용량， 교통수 

단 배분， 자동차 연료 사용 등에 관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먼저 2016년까지의 고용성장 패턴을 

비교해보면 시나리오 1 (집중된 도시내부 개발)의 경우 주로 도시내에서의 성장이 두드러졌으 

며 , 공업적 용도에서 상업 , 서비스업적 용도로의 전환이 일어났다. 반면에 시나리오 2(배후지 

개발)의 경우 위성도시로의 고용 확산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시나리오 3의 경우는 시나리오 

1의 경우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가운데 신규 개발된 북서 지구로의 고용 증가가 뚜렷하게 나 

타났다. 현재 추세를 그대로 반영한 시나리오 4의 경우는 시나리오 2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지만， 개발업자들이 공업용 토지를 업무용으로 개발하거나 외곽으로의 확장이 다소 제한적으 

로 나타났다. 한편 가구입지 패턴을 비교해보면 고용성장 패턴과는 다소 차이가 나고 있다. 시 

나리오 1의 집중된 도시 내부 개발의 경우 중심부의 지대가 높기 때문에 중심부의 주거 밀도가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이 가장 두드러진 특정이다 이는 지대가 높은 중심부일수록 업무， 상업 

용도의 토지입찰 경쟁에서 비교우위성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건물 연면적의 증가 패턴을 비 

교해보면， 직장과 가구의 수가 같아도 시나리오별로 건물 연면적의 양이 다르게 도출되었다. 

이는 건물 연면적 소비의 탄력성 때문에 집중된 개발 패턴으로 인한 제약이 클수록 공간의 소 

비가 적어지고， 따라서 적은 면적이 개발되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de la Barra , 2001). 

한편 토지개발 증가 추세를 비교해보면 건물 연면적보다 더 직접적으로 정책 규제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추세를 그대로 반영하는 시나리오 4의 경우가 다른 시나리오에 따 

른 토지소비량이 훨씬 많았으며， 특히 시나리오 1에 비해 약 600ha(전체 토지면적의 10%에 해 

당함)가 더 소비될 것으로 예측되었다(그림 10-가 참조) . 또한 건물의 총 에너지 사용량 예측 

결과를 비교해보면 시나리오 1의 집중개발에 따른 압축형 건물이 나머지 형태의 건물에 비해 

에너지를 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특히 현재 추세를 그대로 반영시킨 시나리오에 비해 

8% 정도 에너지가 절약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교통수단 배분 예측 결과， 시나리오 4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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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de la Barra, T. (2001), lntegrated Land Use and Transport Modeling: the TRANUS Experience, pp. 153. 155 

〈그림 10) 각 시나리오에 따른 토지소비량과 l 일 연료 소비량 비교 

한 모든 시나리오에서 자동차 사용자를 포함한 모든 통행자에게 유익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 특히 자동차 연료사용의 경우 시나리오 4에 비하여 나머지 시나리오들의 경우 하루 평균 

160 ,000 리터의 연료가 절약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그림 10 나 참조)‘ 

@ 일본의 Sapporo 도시 

두번째 활용사례는 일본의 사포로시를 대상으로 다양한 정책에 따른 시나리오들을 구축하여 

미래 예측 결과를 비교함으로서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된 프로젝 

트이다 1980년을 기준 시점으로 하여 1980-85년 동안의 각 변수들의 변화를 통해 모텔의 모수 

들을 추정하고， 이를 실제 데이터와 비교하여 보정하였다‘ 이 렇게 추정된 모수를 기초로 하여 

2000-2015년 2015 -2030년 각각 15년을 주기로 하여 인구， 토지이용. 교통， 에너지. 대기 가스 

등을 시율레이션하여 결과를 비교하였다. 

먼저 2000년에서 2030년 동안의 인구. 도시형태， 교통혼잡도， 배출가스， 재정의 5가지 변수 

들의 변화를 예측하였다(그럼 11 참조)‘ 그 결과 인구는 처음 시점에는 성장하는 추세를 보이다 

가 점차 인구가 감소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에 따라 토지이용에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데， 초기에는 도심부가 성장하다가 점차 인구가 증가되면서 교외화 현상이 진전되는 도시공간 

구조를 보이게 된다 그러나 인구가 감소추세로 변화되기 시작하여도 시가지의 외연적 확장은 

여전히 지속된다 교통혼잡은 인구성장 추세에 따라 초기에는 혼잡도가 증가하게 되지만 점차 

인구가 감소되고 장거리 통행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교통혼잡 수준은 다소 좋아지게 된다 교 

통흔잡과 배출가스 방출 추세 패턴은 거의 같은 경향을 나타내게 되며， 정부 당국은 인구 증가 

에 따른 교통 흔잡을 줄이기 위해 새로이 도로를 신설하고 도로 관련 시설들을 확충하기 위하 

여 투자자본을 투입한다 그러나 인구가 감소추세로 접어들게 되면 신규 투자는 줄어들게 되지 

만 ， 노후된 도로를 운영. 관리하는 비용(0 &M)은 오히려 점차 늘어나게 되는 추세를 보이게 

된다 이와 같은 추세를 토대로 하여 정부가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하여 어떠한 정책을 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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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Vichiensan , V. et a l. , (2005). p. 38 12 

〈그림 11 ) 사포로시의 성장 예측 시나리오 2000-2030년 

〈표 5) 정책 목적과 그에 따른 시행진략 비교 

정책 목적/시행 전략 

현 추세 반영 (DN: do nothing ) 현재의 추세를 그대로 반영하며， 아무런 정책을 시행하지 않음 

도로요금 부담 (RP: road pricing) 자동차 의존도를 줄이고 통행거리 감소 및 교통여건 개선 목적/ Ikm당 

도로세 부과 

대중교통 지향 개발 대중교통 지향적 개발로서 철도 통행의 접근성을 최대화하기 위해 도심 

(TOD: transit oriented deve lopment) 지 역을 따라 주거 상업지구 증가 / 철도역 주변의 개발 촉진 

대중교통 우선화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주민들을 지원해줌으로써 자동차 의존도를 줄이 

(PTP: publ ic transport priority) 는 것이 목적/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 

도시 경계화(UB : urban boundary) 교외지로의 성장을 제한하고 도시 중심부의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목 

적/ 도시경계선 설정 

차단선 통과요금 특정지구에 자동차 의존도와 통행거리를 줄이고‘ 통행 여건을 개선시키 

(CL: cordon line pricing) 기 위한 목적/차단선 (cordon line) 을 통과할 때 자동차요금 부과 

출처 Vichiensan, V. et a l. , (2005) , pp. 38 12-3813 

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며 효율적인가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추출할 목적으 

로 TRANUS 모델을 활용하였다 정책적 대안과 그에 따른 시행전략들을 비교해보면 표 5와 

같다. 

이 렇게 다양한 정책에 따른 20 15년 2030년 시점의 가구의 분포패턴을 비교해보면 그림 12와 

같다 전반적으로 아무런 정책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모든 정책적 대안들이 교통 부문 

의 관점에서 볼 때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중교통수단의 분담율이 증가되고， 통 

행거리와 통행 비용이 줄어들고 배출가스량과 에너지 소비량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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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Vichiensan. V. el al. , (2005)‘ p. 38 14 

〈그림 12) 각 정책에 따른 시나리오를 통해 예측된 가구의 분포 2000-2030년 

라서 사포로시의 경우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해 교통 관련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임 

을 시사해준다 또한 정책들을 서로 병행하여 시행하는 것이 정책간에 보완성으로 인해 더 효 

과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일례로， 배출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 차단선 통과요금 정책 (CL)과 

흡인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 대중교통우선 (PTP)정책을 병행하여 시행하는 경우 전체 통행수를 

줄이면서도 통행거리를 줄이는 상승적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3 참조) 이와 

같이 서로 보완적인 정책들을 병행하여 추진하는 것이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2. UrbanSim 

(J ) Urbansim의 특성 

UrbanSim은 1996년 하와이의 호롤룰루에서 토지이용과 교통 모델의 통합화의 필요성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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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Vichiensan, V. et al. , (2005), p. 38 15. 

〈그림 13 ) 보완적 성격을 지닌 정책들을 병행하여 시행하는 경우 예측되는 긍정적 효과 

서 최초로 모텔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1998년 오래곤주의 교통당국이 기존의 교통모델 

과 연결되는 대도시권 토지이용 모델로서의 UrbanSim 모델을 프로토타입으로 구축하여 실제 

Eugene-Springfield시를 대상으로 적용하면서 급속히 발전하였다. UrbanSim은 1996-2000년 동안 

연구개발 단계를 거친 후에 2000년 이후부터는 활용화 단계로 접어들게 되었다 2000년초 부터 

미국의 호놀룰루， 솔레이크시티， 휴스톤， 휘닉스 시애틀에서 적용되면서 점차 유럽의 암스테 

르담， 파리， 취리히 등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현재 UrbanSim은 워싱톤 주립대학의 Waddell교 

수의 책임하에서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으며 . 웹을 통해 사용자 누구나가 프로그램을 다운받 

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스 파일을 개방함으로서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전략을 취하 

고 있다(Waddell ， 2000: 2001 ; 2002 ) 

UrbanSim은 대도시의 토지이용과 교통， 그리고 대기의 질을 연계시켜 도시성장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개발된 모델이며 여러 시나리오를 구축하여 그 결과들이 

미래의 도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를 충분한 정보와 객관적 분석을 통해 체계적으 

로 예측함으로서 정책 개발 및 계획과정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안적 시나리오들이 토지이용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기 위하여 토지 이용， 교통， 공공 

정책간의 상호작용을 시율레이션하며 ， 토지이용 계획， 성장관리 규제， 교통 기반시설과 통행수 

요 모텔 등의 정책들의 영향력을 분석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구체적으로 교통(교통용량， 가 

격) , 토지이용(토지이용계획， 밀도제약) , 개발영향부담금， 기반시설비용， 세금， 보조금 정책， 

도시성장경계선， 환경적 제약 등의 정책들을 시행하는 경우에 예측되는 시나리오 결과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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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banSim 모델을 활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이론적 토대 

UrbanSim은 도시의 주요 행위자인 가계， 기업， 개발업자， 정부의 핵심적 행동에 초점을 맞 

추고 있는 매우 미시적 접근방법에 토대를 두고 있으며， 각 필지 수준에서 토지개발 과정을 시 

율레이션하는 유일한 모델이다. 또한 UrbanSim은 무작위효용 최대화 (random utility 

maximization)를 기반으로 한 고전적 계량경제학 모델과 이산적 선택이론에 기초하고 있으며， 

소비자 잉여 이론에 토대를 둔 업지선택 모텔，’지불용의’에 따른 최고 입찰지대 이론에 따른 

토지가격 모델， 접근성 모델， 이동 모텔 등이 내재되어 있다. 특히 시，공간 동태적인 시율레이 

션을 위해 공간적 상호작용， 공간적 투입 산출 모델， 선형 프로그래밍 모텔， 규칙기반 및 셀롤 

라 오토마타 모텔， 미시적 시율레이션， 다중 행위자 시물레이션 모델 릉등 광범위한 이론 및 

모텔을 사용하고 있으며 다른 계획지원시스범 모델과는 달리 균형상태를 가정하지 않는 불균 

형 모델이다. 

3) 모델의 구조 및 구성요소 

UrbanSim 모텔의 전체적 구조는 가구， 기업， 개발업자의 개발， 정부， 정책， 기반시설， 건물， 

토지의 8개 개체들이 상호작용하며， 필요한 공공 서비스와 자원 수요 및 환경 오염 배출량 등 

도 통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그림 13 참조) . 모델 작동을 위해 기준 연도의 데이 

터들이 투입되고， 외부의 지역경제 예측 모델과 연결되는 전체 통제 모률， 외부의 교통수요모 

델과 연결되는 통행모률이 SQL 데이터베이스로 통합된다. 또한 토지이용 계획이나 환경적 제 

약 등을 고려하여 수립한 정책에 따른 시나리오 가정 및 사용자가 특수하게 정의하는 다양한 

사건들도 SQL 데이터베이스에 통합된다. 이와 같이 방대한 SQL 데이터베이스 모률은 UranSim 

모텔 진행자 모률과 상호작용한다. UrbanSim 모델 진행자 모률은 6개의 하위 모델들을 조정하 

고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UrbanSim의 가장 핵심적인 6개 하위모텔은， 경제， 인구변천 

모델(유형별 가구와 직장의 창출과 소멸 패턴 분석) 접근성 모텔(자동차 소유 수준에 따른 접 

근성 패턴 분석) . 이동 모텔(지역내에서의 가구와 직장의 이동패턴 분석) , 입지선택 모델(가용 

한 부동산 재고를 고려한 가구와 직장의 입지 선택 패턴 분석) , 부동산 개발모댈(개발자에 의 

해 신규 또는 재개발되는 입지와 유형과 양) , 토지가격 모델(각 업지에서의 토지가격 변화 분 

석)이며， 각 모델들은 기준연도의 데이터가 주어지면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과정을 시률레이 

션하여 예측 결과를 산출하게 된다(그림 14 참조) 

한편 UrbanSim 모텔의 데이터 통합 과정을 보면 센서스로 부터 산출된 가구 데이터 파일， 

고용 데이터 파일， 면적， 토지이용， 건축연도， 토지가격， 개발 가치 등의 속성자료들과 연계된 

필지 데이터 파일 및 환경 관련 변수 지도， 행정구역 경계 , 교통 구역 경계 등의 GIS 공간 데 

이터들이다. 이러한 투입 데이터들은 UrbanSim 모델을 작동시키기 위한 기초 데이터로서 이 

데이터들은 궁극적으로 UrbanSim 모델이 작동되기 위한 기초 단위인 그리드 셀 자료로 변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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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UrbanSim 모텔의 개체간의 상호작용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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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렇게 투입된 자료들은 시물레이션 과정을 통해 연산되고 최종적으로 예측된 결과는 필 

지， 그리드셀， 지구별 단위로 산출 가능하며， 유형별 토지이용 면적과 가격， 부문별 기업 및 

고용， 가구유형 및 특성별 가구단위와 면적 등이 테이블 형태로 산출된다. UrbanSim 소프트례 

어의 전체적 실행구조를 보면 가장 핵심인 UrbanSim 모델은 인구변화， 경제변화， 가구 입지， 

기업 입지， 토지개발 모률로 구성되며， 외부로부터 교통 모델이 통합되며， 데이터 투입과 결과 

산출 결과 시각화을 위해 GIS 기능과 연계되어 있다. 즉， 토지이용 모델은 토지이용과 교통 간 

의 상호작용을 다루기 위하여 통행모델과 통합되고， 고용지과 쇼핑센터 등에 대한 접근성은 소 

요 시간 및 다른 접큰 비용을 고려하여 모든 교통수단을 고려한 복합적인 통행 효용에 기초하 

여 연산된다(그림 15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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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모델 사용자 잉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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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UrbanSim 모렐 구조와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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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모델 

〈그림 15 ) UrbanSim 모델의 소프트웨어 실행과정 

4) 활용 사례 

U rbanSim 모텔은 개발초기부터 주 정부 차원에서 대도시 성장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 

졌기 때문에 활용사례들은 주로 미국의 대도시들에 적용되었다 가장 대표적인 주로는 하와이 ， 

오래곤， 워싱톤 등이었다‘ 특히 오래곤주의 경우 대도시 성장관리에 매우 역점을 두고 있었으 

나 체계적인 모니터 링과 평가 도구의 부재로 인해 성장 관리 정책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가 어려웠다 이에 따라 오래곤주는 대도시의 토지이용 및 교통 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다 

양한 정책들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예측하기 위해 UrbanSim 모델을 활용하였다 특히 

오래곤주 프로젝트의 핵심은 다양한 성장관리 정책이 토지이용과 교통 부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초점을 두었다. 예를 들어 ， 과도하게 제한된 도시 성장 경계선 (urban boundary)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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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Waddl e , P., Franklin , J. and Britting , J. (2003) , 
UrbanSim: Development, Application and Integration with the 
Wasa tch Front Regional Travel Model, Technical Report 
CUSPA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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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주거일도 4.1 _l，，~q.wt ... 

〈그림 16) 장기교통계획에 따른 단계별 도로확충과 그에 따른 도로용량(가) 및 주거밀도의 변화(나) 

정이 오히려 주간 고속도로를 통과하는 장거리 통근을 촉진시킴으로써 성장 관리의 원래 목표 

를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는가， 또는 도시 성장 경계선 설정이 주거 밀도와 주택 가격에 미치 

는 영향은 어떠한가를 분석하는데 UrbanSim 모델을 활용하였다 

또 다른 구체적인 사례로 유타주의 Wasatch Front 지역에 적용한 사례이다 이 지역은 2개 노 

선의 경전철이 있을 뿐 자동차가 전체 교통분담율의 90%를 차지할 정도로 자동차 중심도시이 

다 또한 전반적으로 주거밀도가 매우 낮은 지역이다‘ 2000년 인구는 전체 1 60만 명 정도이나， 

2030년에는 약 30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증가하는 인구추세를 감안하여 이 

지역에 장기교통계획 (LRP: Long Range Plan )을 수립하여 도로 용량을 높이기 위한 도로 확충 개 

선 정책을 수행하려고 한다(그림 16 참조). UrbanSim을 활용하여 장기교통계획에 따라 도로 용 

량을 확충시킬 경우(시나리오 2) 예상되는 각 부문별(인구 및 고용 변화， 토지가격 변화， 주거 

밀도 등퉁) 변화를 시율레이션하여， 현재 도로여건을 그대로 유지하며 어떠한 도로도 신설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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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장기교통계획이 

없이 현재 도로상황이 

그대로 유지되는 시나 

려오 l 에 따라 예측되 

는 2030년의 주거 밀도 

분포 

(나) 시나리오 l 에 따 

라 예측되는 주거밀도 

와 장기교통계획이 시 

행되는 시나리오 2에 

따라 예측되는 주거밀 

도와의 절대적인 차이 

(다) 시나리오 l과 시 

나리오 2에 따라 예측 

된 주거밀도의 상대적 

인 차이(%)* 

* {(가 나)/나) x 100 

출처 Waddle, P .• Franklin , J. and Britting, J. (2003) , UrbanSim: Development. Application and Integration with the 

Wasatch Front Regional Travel Model, Technical Report CUSPA_03-01 , 

〈그림 17 ) 시나리오 l과 시나리오 2에 따른 주거밀도의 예측 결과 비교 

않는 경우(시나리오 1) 예측되는 결과들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인구가 약 2배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장기교통계획의 수립없이 1997년에 도로 상태가 2030년까지 그대로 변화하지 않고 유 

지되는 시나리오 l 에 따를 경우 교통혼잡과 통행지체는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서부 지구의 경우 시나리오 2에서는 장기교통계획에 의해 고속도로가 추가로 건설되어 접근 

성이 매우 높아지는 것으로 예측되는데 비해 ， 현재 교통상황이 그대로 유지되는 시나리오 1에 

서는 접근성이 매우 악화되며， 그에 따라 지가도 떨어지고 인구 고용증가도 줄어들어 주택밀 

도가 상당히 낮아지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림 17은 시나리오 1 에서 예측된 2030년의 주택밀 

도 분포와 도로용량이 확충되는 시나리오 2에서 예측된 2030년 주택밀도의 분포패턴을 비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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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장기교통계획을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와 계획을 시행하였을 경우 예상되는 주거밀도(1 

에이커당 주택수) 분포는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남서부 지구의 경우 주거밀도 

는 절대적인 차이 뿐만 아니라 상대적인 차이도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V. 결 론 

계획 수립이 합리적이고 시민들에게 지지를 받을 수 있으려면， 계획 입안과정의 과학화， 계 

획결정의 민주화， 계획실현의 형평성이 전제되어야만 한다. 특히 이해관계의 상충성이 내재된 

도시계획 수립에서는 시민참여를 통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절차가 제도적， 실질적으로 보 

장되어야만 한다. 그렇지 못한다면 그 동안 도시계획사업 추진이나 공공시설 건설과정에서 수 

없이 발생했던 주민반대와 극한대립 그리고 점거시위 등으로 인해 국가사업이나 도시계획이 무 

산되거나 지연되는 상황들이 되풀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따라 도시정책의 현안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복잡한 현실세계의 데이터를 전산환경에서 

분석하고， 여러 시나리오를 통해 나타난 결과를 비교 · 평가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는 일련 

의 의사결정과정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활용에 대한 수요는 점차 커지고 있다. 

계획가의 제한된 경험을 바탕으로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오류를 줄이려는 시도 

에서 연구되기 시작한 계획지원시스템은 여러 시나리오를 통해 산출된 대안들을 비용과 펀익에 

비추어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추출해주기 때문에 이미 세계 여러냐라들에서 

도시 ·지역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매우 활용성이 높은 시스템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목 

표들간에 상충성이 높고 이해관계 당사자들간에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운 계획들을 수립하는 경 

우，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른 시율레이션 과정을 통해 과학적 분석과 예측 관련 정보를 제공해 

주는 계획지원시스템의 활용성은 더욱 큰 것으로 인지되고 있다. 더 나아가 계획지원시스템은 

도시계획과정에서 계획주체인 시민 · 정부 • 계획가 사이의 상호작용 증진과 정보교류의 증대， 

그리고 공공복리의 달성이라는 공동의 관심사와 목적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목적 

으로도 활용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그러나 계획지원시스템은 아직 전세계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상태는 아니며 , 일부 시스 

템만이 개발단계를 지나서 활용단계에 있으며 , 대부분의 시스템들은 최근에 개발되기 시작하여 

아직은 연구개발 단계에 머물러었다. 또한 특정 지역이나 특정 과업에 맞추어 시스템이 구축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지역이나 다른 분야로의 확장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도 갖고 있다. 

현재 개발 · 활용되고 있는 계획지원시스템 모델들은 구축 목적과 기능 및 구조적 측면에서도 

상당히 다양하며， 계획분야 전체를 폭넓게 지원해줄 수 있는 패키지화된 시스템은 아직 개발되 

지 못한 상태이다. 실제로 도시 및 지역 계획 전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계획지원시스템이 개 

발되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오늘날 대도시가 직면한 계획 관련 



도시 · 지역계획 수립시에 계획지원시스템의 활용 가능성 탐색 247 

문제가 너무 광범위하여 계획가들이 수행하는 업무들도 매우 다양한데 비해， 현재 개발된 계획 

지원시스템이 지원할 수 있는 문제의 범위는 매우 기 때문이다. 현재 계획지원시스템의 활용범 

위는 주로 토지이용 규제나 주택 프로그램이 토지이용 및 교통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며， 교통 

개선이나 통행비용의 변화가 도시에서의 활동 분포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를 시나리오에 따 

라 예측하여 최적의 대안을 찾고 있는 수준이며， 아직까지 환경문제와 통합하여 시나리오를 분 

석하는 능력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또한 대부분의 계획지원시스템은 공급 지향적 관점에서 기 

술개발에 초점을 두어왔기 때문에， 수요 지향적인 관점에서 시스템 구축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사용자가 쉽게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패키지로 개발되지 못한 경우도 많다. 상 

업용으로 개발되지 않은 모델들의 경우 사용자들이 이 모텔에 접근하기 어렵거나， 모델 개발자 

의 상담 서비스를 받아서 수요자 맞춤형으로 수정 변환되어야 사용가능한 경우도 있다 따라 

서 계획 과정에서 포괄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해줄 수 있으며， 사용자가 친숙하게 활용할 수 있 

는 진정한 계획지원시스템 개발은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도시 및 지역계 

획 분야에서 계획지원시스템의 폭넓은 활용은 초보적 단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미국과 캐 

나다， 유럽의 일부 국가의 지자체에서는 자신들의 처해있는 인문， 사회적 환경 및 자연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계획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계획 실무 현장에서 활용 

하고 있으며 , 점차 그 활용범위를 확대시켜 나가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계획지원시스템과 관련한 연구가 거의 없으며 , 일부 연구에서 계획지 

원시스템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거나 활용 가능성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을 뿐이다 최근 각 지 

자체에서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구축해놓은 수치화된 공간데이터 및 다양한 데이터베이스의 활 

용도는 매우 낮은 편이다. 현재까지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 주도로 구축된 많은 공간데 

이터들은 대부분 국토개발이나 환경보전 등의 정책 수립 및 행정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활용하 

려는데 초점이 맞추어졌기 때문에 구축해 놓은 공간정보의 활용성이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우 

리나라에서도 도시 및 지역계획 분야에서 다양한 공간정보를 종합적으로 활용하고 이를 통해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정보와 지식을 창출하는 계획지원시스템을 활용할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볼수있다. 

계획지원시스템의 기본 운용원리는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환경 계획 등은 고립해서 계획 

될 수 없기 때문에 인구， 산업， 교통， 토지이용， 환경과 관련된 정보들을 통합하여 시스템적인 

접근방법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계획지원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 시스템의 구성요소 가 

운데 한 요소가 변화될 경우 다른 요소들이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는가를 시물레이션을 통해 연 

산하여 그 결과를 공간상에 표현해줄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조건하에서 토지이용 변화와 개 

발밀도의 규제 변화에 따른 비용 효과를 시률레이션하여 사회 혹은 그룹의 목표와 가치에 맞는 

토지이용 패턴과 개발밀도 규제정책을 추출해내거나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하거나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 결정하는 경우에도 계획지원시스템이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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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지원시스템은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지향해 나가기 위해 시민과 기업들이 함께 고민하면 

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가운데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협동적 , 참여적 계획지원시스템으로 발 

전해 나갈 전망이므로， 최근 상당한 갈등을 야기시키고 있는 우리나라의 도시계획 및 도시정책 

의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계획지원시스템이 공헌할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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