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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최근 들어 지자체마다 지역개발계획 수립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러한 

지역개발계획은 다양한 측면에서의 종합 인 분석을 필요로 하지만, 아직

까지 실은 그 지 못한 실정이다. 한국농 경제연구원은 이러한 지자체 

지역개발계획에서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하여 객 인 통계와 미래 

망치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의사결정지원시스템(KREI-RDSS)을 개발하

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은 모형과 데이터에 한 문 인 지식이 없는 

사용자가 직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 연구는 일반 사용자들도 쉽게 시스템에 근하고 분석을 할 수 있도

록 외부 문업체와의 동연구를 통하여 KREI-RDSS 사용자 인터페이스

를 개발하는 것을 목 으로 하 다. 이를 하여 문헌 고찰, 사례 시스템 

 사용자 인터페이스 조사, 모델 서 시스템  데이터 서 시스템과의 

연계 등을 통하여 KREI-RDSS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개발하고 그 활용 방

안을 제시하 다.

  연구 기간 동안 각종 조사에 조해주시고 소 한 의견을 제시해주신 

문가들께 감사드리고 연구자들의 노고도 치하한다. 부디 본 보고서를 통해 

KREI-RDSS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활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나아가 KREI-RDSS가 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농 정책 의사결정자에

게 도움이 되기를 기 한다.

2011. 11.

한국농 경제연구원장  이  동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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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한국농 경제연구원은 2010년에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개발계획을 수

립함에 있어 합리 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하여 미래 망이 가능한 지

역경제모형(KREI-REMO)을 개발하 으며, 2011년에는 이를 바탕으로 농

지역 의사결정지원시스템(KREI-RDSS)을 개발하 다. 그러나 이러한 의

사결정지원시스템은 모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문가들에 의하여 개

발된 만큼, 일반 사용자들이 근하고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이

에 본 연구는 일반 사용자들이 KREI-RDSS를 쉽게 활용하고 이해할 수 있

도록 KREI-RDSS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개발하고자 하 다. 

  KREI-RDSS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발에 앞서 EU의 SENSOR SIAT, 

PLUREL iIAT, SPARD와 미국 ERS의 Atlas of Rural and Small-Town 

America 등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 을 도출하 다. 

첫째, 각 인터페이스는 웹서비스를 통하여 사용자로 하여  별도의 로그

램 설치나 인터페이스 언어 습득을 하지 않도록 하 다. 둘째, 화면  메

뉴의 구성을 사용자로 하여  충분히 상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배치하

으며, 결과 한 사용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래  등을 통하여 시각화

하 다. 셋째, 검색한 정보에 하여 다른 지역과의 비교 분석이 가능하도

록 설계되었으며, 넷째, 양방향 화형으로 계획되어 시스템과 사용자 간

의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하 다.

  KREI-RDSS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발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용

편의성을 하여 웹서비스를 기반으로 설계하 으며, 한 사용자를 보자

로 규정하고 이해  상이 쉬운 화면  메뉴로 구성한다. 둘째, 정보의 제

공에 있어 사용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표보다는 그래 로, 보다는 그림으로 

제공하고자 하 으며, 나아가 WebGIS를 통하여 각종 정보의 공간  이해가 

가능하도록 한다. 셋째, 향후 읍·면 단  데이터 확보에 따른 시스템 공간단

 확장을 염두하여 설계한다. 이 밖에도 웹스타일가이드 도출, ‘한국형 웹

콘텐츠 근성 지침’  ‘홈페이지 보안 리 매뉴얼’에 따른 8  취약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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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를 수하여 홈페이지의 표 과 보안을 최상으로 한다.

  이러한 기본방향하에 KREI-RDSS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발은 빠른 시간 

내에 비용으로 고품질의 체계를 개발하고, 유지‧보수가 쉬운 CBD 

(Component Based Development) 개발 방법을 활용하 다. CBD 개발 방

법은 구축계획 수립, 데이터베이스 설계, 개발, 서비스 구  등 크게 4개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그 결과, 정보들은 사용자의 이해가 쉽도록 선형그래

, 이그래 , 스 이더그램, 피라미드그래  등으로 제공된다. 

  KREI-RDSS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사용자가 KREI-RDSS를 직  

손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나아가 이를 통하여 특정 지역의 인구 

 산업을 망하고, 지역의 의사결정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시스템은 만드는 것보다 이를 지속 으로 보완하고 유지하는 것이 더욱 

요하다. 즉, 의사결정에 있어 필요한 정보가 추가된다면 데이터베이스는 

이를 지속 으로 보완해야 하며, 모형 역시 변화되는 내외 여건이 꾸

히 반 되어야 한다. 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이러한 시스템과 꾸 히 

연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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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ment of User Interface for Rural Development 
Decision-Making Support System (KREI-RDSS)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user interface of Rural 
Development Decision-Making Support System (KREI-RDSS) for end 
users. However, since users have difficulty in accessing and using the deci-
sion-making support system, we developed a user interface for KREI-RDSS 
so that users can easily understand and use KREI-RDSS.  
  Prior to the development, we examined SENSOR SIAT, PLUREL iIAT 
and SPARD in EU and Atlas of Rural and Small-Town America in the US, 
and based on this, we established basic directions for designing the 
KREI-RDSS user interface: ① The user interface will be based on Web 
services for the sake of convenience, and consist of windows and menu for 
easy understanding. ② Results are provided in the form of graphs and pic-
tures rather than tables and texts. Furthermore, through the WebGIS serv-
ice, the user interface will be available for spatial understanding of various 
information. ③ It is designed to enable expansion of more detailed data. 
④ In addition, we developed a user interface best for standard and security 
of our web site, considering the Web Style Guide (WSG) and guides for 
accessibility to web contents prepared in Korean and elimination of 8 vul-
nerable points according to the ‘Manual for Managing Security of Web 
Sites’.   
  The KREI-RDSS user interface was developed according to the CBD 
(Component Based Development) methodology, which consists of four 
main parts: introduction of KREI-RDSS, the decision support information 
service, the WebGIS service, and the information board. The results are 
provided in the form of linear graphs, pie graphs, and spidergrams. Fin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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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illustrated the practical use of the user interface system in detail. We 
expect that this user interface will help users operate the KREI-RDSS more 
easily.

Researchers: Si-Hyun Park, Byeong-Seok Yoon
E-mail address: shpark@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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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제1장

1. 연구 배경  목

  우리나라는 1995년 지방자치제도 도입 이후 시·군마다 지역개발계획 수

립이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개발계획은 다양한 측면에서의 

종합 인 분석을 필요로 하지만, 아직까지 실은 그 지 못한 실정이다. 

한 지역의 개발계획은 삶의 질 향상, 산업발 , 소득증 , 인구증가 등을 

목 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목 들은 내외 여건에 따라 서로 시 지 

효과를 기 할 수도 있지만, 반 로 서로 상충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러

한 배경하에 2010년 한국농 경제연구원은 인구, 고용, 산업생산, 농업, 지

방재정 등 5개 분야에 걸쳐 19개 변수에 한 미래 망치를 추정하고 정책

모의실험이 가능한 지역경제모형(KREI-REMO)을 개발함으로써 시·군 단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하 다. 한 2011년에는 이를 

수정‧보완하여 지역의 인구, 고용, 생산, 재정 등의 미래 망치를 제공하

고, 경제, 생활, 사회복지, 환경 련 정보들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시·군의 

의사결정자를 지원할 수 있는 의사결정지원시스템(KREI-RDSS) 개발을 추

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은 일반 사용자, 즉 시·군의 의사결정자들이 직  

활용하고 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지역경제모형(KREI-REMO)과 데

이터베이스를 직  운용하는 것은 물론, 결과를 이해하는 것 역시 문지

식 없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일반 사용자들도 쉽게 시스템에 



서 론2

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KREI-RDSS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발이 필

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KREI-RDSS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개발하고, 이를 

통하여 시스템에 한 사용자의 근성 향상을 도모하며, 그 활용도를 제

고하는 것을 목 으로 하고 있다. 

2. 연구 내용  방법

  본 연구의 내용은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개요와 KREI-RDSS 사용자 인

터페이스 개발 등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제2장에서는 의사결정지원

시스템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역할, 해외 지역개발 련 의사결정지원

시스템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EU의 SPARD와 

PLUREL, SENSOR 등 시스템의 인터페이스를 으로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하여 KREI-RDSS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반 해야 할 시사 을 도

출하 다. 제3장에서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의 이용 편의성, 이용자의 다

양성, 향후 시스템 확장성 등을 고려하여 KREI-RDSS 사용자 인터페이스

를 개발하 으며, 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동을 한 지침을 단계별로 

상세하게 제시함으로써 그 활용성을 제고하 다.

  이를 하여 제2장에서는 주로 문헌조사  면 조사를 실시하 다. 사

용자 인터페이스 개발 시 고려사항과 개발 단계별 내용 등에 한 문헌을 

조사하 다. 그리고 농 지역 의사결정지원시스템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례 

연구를 하여 해외기  담당자 면 조사  문헌조사, 실제 인터페이스 구

동을 실시하 다. 제3장 KREI-RDSS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발은 외부 문

업체와의 동연구를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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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의의

1.1. 의사결정지원시스템과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구성

  에 들어와 내외 여건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의사결정의 불확실

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배제하고 합리 인 의사결정이 이루

어질 수 있도록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의사결정 시 직면

하게 되는 문제 을 해결하기 하여 과거의 직 이고 경험 인 방법이 

아닌,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과학 이고 정량 인 정보를 지원하는 시스템

을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이라고 한다.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은 데이터 서 시스템, 모델 서 시스템, 사용자 서

시스템 등 크게 세 부문으로 구분된다. 첫째, 데이터 서 시스템은 의사

결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장하고 제공하기 한 시스템으로서, 의사결정

에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가 구축되어야 한다. 즉, 사용자가 의사결정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악하여 구축되어야 하며, 다시 

사용자에게 어떤 정보가 구축되어 있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둘

째, 모델 서 시스템은 의사결정 환경이 갖는 불확실성을 배제하기 하여 

압축되고 가공된 형태의 정보를 제공하고, 미래에 한 각종 시나리오를 

검토하는 것이다. 즉, 데이터 서 시스템으로부터 데이터를 달받아 시스

템 사용자에게 필요한 망치와 시뮬 이션을 구동함으로써, 사용자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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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결정에 결정 인 근거를 제시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셋째, 사용자 서

시스템은 의사결정자와 컴퓨터의 상호과정을 말하는데, 이를 통하여 사

용자는 데이터베이스와 모델시스템에 근할 수 있다. 이를 사용자 인터페

이스(user interface)라고도 한다. 

그림 2-1.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의 구성

  이러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다시 실행언어, 표 언어 는 디스 이, 

지식베이스로 구분된다. 실행언어는 사용자가 작업지시를 하기 해 사용

하는 입력방식을 의미하며, 일반 으로 메뉴형식, 질의‧응답형식, 명령어

형식, 정형화된 입출력형식, 자연어형식 등이 표 이다. 이러한 실행언어

는 키보드, 마우스, 터치패 , 음성명령 등의 장치를 통하여 구 된다. 

한 표 언어 는 디스 이는 컴퓨터가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방

식을 의미하며, 보통 도우, 도표, 아이콘 등의 형식이 표 이다. 이는 

문자나 스크린, 그래픽, 색상, 스피커 등의 장치를 통해 사용자에게 제공된

다. 마지막으로 지식베이스는 시스템을 효과 으로 사용하기 해서 사용

자가 알아야 할 모든 정보들, 를 들어 시스템 시작 방법, 작업도구 선택 

방법, 수행작업의 결과물 처리 방법 등을 의미하며, 이는 보통 도움말 는 

지침서의 형태로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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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구성

1.2.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의의

  1980년  들어와 PC가 화되기 시작했는데, 당시 운 체제인 ‘도스’를 

이용하기 해서 사용자들은 많은 명령어들을 숙지해야만 했다. ‘도스(DOS)’

의 경우 작업을 할 때 명령어를 정확히 입력하지 않으면 실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1984년 사용자의 편의를 반 하여 ‘맥킨토시’가 개발되었

는데, 이를 통하여 더 이상 명령어를 외울 필요 없이 GUI(Graphic User 

Interface)를 이용하여 직  제어가 가능했다. 이와 같이 컴퓨터와 사용자 간

의 상호작용을 도와주는 장치  소 트웨어를 사용자 인터페이스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사용자로 하여  컴퓨터 지식 유무와 

상 없이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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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도스(上)와 맥킨토시(下)의 인터페이스

과거에는 도스와 련된 많은 배경지식과 명령어를 숙지한 사람들만이 컴퓨

터를 사용할 수 있었으나, 재는 맥킨토시와 ‘Windows'라는 인터페이스의 

개발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보다 쉽게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향후 컴퓨터 련 기술은 지속 으로 발 할 것이지만, 일반 사용자의 정보

처리 능력이 한정되어 있는 만큼 그 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며, 그럴수록 사용

자 인터페이스의 요성은 더욱 증 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의사결정지원시스템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의미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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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이란 사람들로 하여  정보

에 근거하여 합리 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의미하

는 만큼, 보다 일반 사용자 지향 인 인터페이스가 필수 이기 때문이다. 의

사결정지원시스템은 컴퓨터 기술의 발 에 따라 다방면에서 구축이 될 것인

데, 특히 모델 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문가들에 의하여 개발된 

것으로 일반 사용자들은 근  활용하기가 매우 어렵다. 의사결정자들은 

컴퓨터와 시스템 자체에 한 문 인 지식이 없더라고 이 시스템을 편리하

고 쉽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시스템과 일반 사용자 간에 상호작용을 

한 인터페이스가 더욱 요하다고 할 수 있다(그림 2-4).

그림 2-4.  의사결정지원시스템에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최종 사용자, 즉 의사결정자들의 의견을 반 하여 

시스템에 쉽게 근할 수 있고, 그 결과들에 한 이해가 용이하게 설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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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한다. 만일 시스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사용자의 요구를 반 하지 

못한다면, 시스템의 능력이나 정보와는 상 없이 의사결정자는 모델과 데

이터베이스에 근할 수 없고 그 결과를 이해할 수 없을 것이며, 나아가 

그 시스템은 차 사용되지 않게 될 것이다. 즉, 그 시스템은 더 이상 의사

결정지원시스템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의사결정자가 원하고 필요로 하는 정보를 효과 으

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2. 지역개발계획 련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례  시사

2.1.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례

2.1.1. SENSOR 

  유럽의 각 지역은 마다 다양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지역은 토지이용의 변화와 정책에 제각기 다르게 반응한다. 정책결정자는 

가장 합한 정책옵션을 찾기 해 정책 수행에 따른 결과의 측 가능성

을 높이려 하며, 사  향평가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한 이러한 정책

결정을 용이하게 하는 데 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배경하에 EU는 

향평가를 한 양 도구를 개발하기 한 시도를 해왔으며, 그  하나가 

SENSOR 로젝트이다. 

  SENSOR 로젝트의 목 은 유럽의 토지이용과 련된 정책 결정을 지

원하기 하여 토지이용에 따른 환경  사회경제  효과를 분석하기 한 

사 (ex-ante) 지속가능성 향평가도구(Sustainability Impact Assessment 

Tools: SIAT)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와 련하여 SIAT는 6개의 토지이용 

분야(농업, 임업, 자연보호, 교통 인 라, 에 지  )에 한 정책 평

가와 사회 ‧환경  재화  서비스의 경제  평가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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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SOR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SIAT

  SIAT는 ‘ 향평가(Impact assessment)’와 ‘배경지식(Background)' 두 가

지로 구분되어 있다. 향평가는 지속가능성에 하여 농업, 임업, 자연보

호, 에 지, 교통   등에 걸친 수많은 향지표를 분석함으로써 다기

능 토지이용 효과 평가와 련된 것이며, 배경지식은 각 지역의 경제, 사

회, 환경  측면에 한 정보를 제공하며, SIAT의 주요 기능에 한 자세

한 설명을 담고 있다.

그림 2-5.  SIAT의 소개

  향평가는 다시 ‘시뮬 이션 정의(Define simulation)'와 ‘ 향분석(Analyse 

impacts)'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시뮬 이션 정의는 정책, 시뮬 이션, 미래

추정 시나리오, 정책 시나리오를 순차 으로 선택하게끔 되어 있다. 정책은 

계획상으로는 Financial Reform, Bioenergy or Biodiversity, CAP(Common 

Agricultural Policy) 등이 있었으나, 재는 CAP Financial Reform만이 개발

되어 있다. 시뮬 이션은 미래추정 시나리오와 정책 시나리오 설정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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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장하여 계속 인 작업이 가능하도록 하 으며, 새로운 시나리오를 

생성할 수도 있게 설계되어 있다. 미래추정 시나리오는 ‘기  시나리오

(Baseline scenario)'와 ‘목표연도(Target year)'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  시

나리오는 ‘일반 사업(business as usual)’을, 목표연도는 2025년을 선택하도

록 되어 있고, 정책 시나리오는 ‘ 재 정책이 지속되는 경우(continue current 

policy)’와 ‘지원이 없고(remove support) R&D가 증가하는 경우(increase R&D)‘로 

나뉘어져 있다.

그림 2-6.  SIAT의 시뮬 이션 정의 과정

  향분석은 구  방법과 지역의 범 , 효과를 선택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구  방법은 막 차트, 지도, 표, 스 이더그램 등이 있는데, 구  방

법의 선택에 따라 지역의 범 와 효과를 볼 수 있는 역이 제한된다. 지

역의 범 는 ‘NUTs X', ‘Member stste', ‘Cluster regions', ‘European Union'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효과는 ‘토지이용(Land use)', ‘지속가능성 지표

(Sustainability indicator)', ‘토지이용함수(Land use function)’로 분류되어 있다.

  향평가의 분석결과는 사용자의 편의를 최 한 고려하여 설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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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의 경우 사용자가 스크롤바를 움직여 민감도에 따른 평가 결과의 변화

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 으며, 토지이용함수 값의 설정을 통해 다양한 구

이 가능하도록 설계하 다. 

그림 2-7.  SIAT의 향분석 과정

그림 2-8.  SIAT 사용의 편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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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PLUREL(Peri-Urban Land Use Relationships) 

  도시화는 유럽 토지이용에 있어 빠른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는 경제 성

장, 복지수  향상, 편리한 라이 스타일 등 정  효과와 동시에 녹지 

괴, 교통 체증, 도심 쇠퇴, 건강하지 않은 라이 스타일, 사회  배제 등 부

정  효과를 야기했다. 그러한 가운데 유럽의 정책입안자들은 지역 수 에

서 도시  농  토지이용의 상호작용을 이해할 때, 보다 균형 이고 지속

가능한 개발이 가능하다는 사실에 주목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하에 PLUREL 로젝트는 도시지역 확 에 한 연구를 통

하여 지속 가능한 토지이용을 해 필요한 정책 제안과 도시와 농  계

에 한 새로운 개념을 제공한다. 즉, 도시와 농  토지이용의 지속가능성

을 하여 필수 인 새로운 략  계획, 측 도구를 개발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이를 통하여 정책입안자는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농 지역 

간의 상호작용을 보다 잘 이해하고, 이를 토 로 지속가능한 정책 수립을 

도모하고 있다.

PLUREL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iIAT-EU & iIAT-Region

  PLUREL 로젝트의 모델에서 토지이용 변화 시나리오와 그 효과 

분석을 통하여 수많은 정보들이 생성되는데, 이러한 분석 결과들은 

iIAT(integrated Impact Analysis Tool)를 통하여 사용자들에게 제공된다. 

iIAT는 인터넷 기반으로 제작되었으며 각 정보들이 스 이더그램의 형태

로 구 되는데, 이러한 스 이더그램은 다 의 정보들에 하여 쉽게 이해

가 가능하도록 일종의 역을 제공하는 구 방식이다. 즉, 스 이더그램을 

통하여 각 인디 이터의 차이를 쉽게 악할 수 있으며, 한 각기 다른 시

나리오에 따라 정  는 부정  효과로 인한 변화를 바로 알 수 있다. 

이러한 iIAT는 iIAT-EU와 iIAT-Region 두 가지 버 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  iIAT-EU

  iIAT-EU는 망 시나리오 조건하에서 상 지역의 각기 다른 스 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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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선택

지속가능성 지표 선택

공간 분류 체계 및 대상지역 선택

그림 2-9.  iIAT-EU의 라미터 선택

형태에 따라 지속가능성 경향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보여주고, 이에 따라 

어떤 정책이 필요한 것인지를 시사한다. 이러한 과정은 별도 하드웨어의 

설치 없이 인터넷 기반에서 바로 이용이 가능하며, 분석 결과를 PDF 일

로 장할 수도 있다. 

  iIAT-EU를 사용하기 한 라미터 선정은 크게 시나리오와 망 시 , 

보고자 하는 지속가능성 지표와 상지역 선택으로 구분된다. PLUREL은 

2000년을 기 으로 4개 시나리오를 통하여 2015년과 2025년 망을 측

한다. 한 상지역을 NUTS1) 단 , EU  국가 단 , 도시와 농 , 지리

 1) NUTS(Nomenclature of Territorial Units for Statistics) 분류는 EU의 경제  

역을 구분하기 한 체계로서, 이는 EU 지역통계를 수집, 가공하기 한 것과 

지역에 한 사회경제  분석을 한 것이다. NUTS0은 국가와 일치하며, 

NUTS1는 거  사회경제지역, NUTS2는 지역정책 도입을 한 기 지역, 

NUTS3는 특정 실태분석을 한 작은 지역을 의미한다. 재 NUTS1~3은 각각 

97개, 271개, 1303개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다(http://epp.eurostat.ec.europa.eu/por-

tal/page/portal/nuts_nomenclature/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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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공간 개발 여건 등을 기 으로 구분하 다. 이러한 시나리오와 지

속가능성 지표, 지역단  등 각 선택항목은 복 선택이 가능하며, 이를 통

하여 선택한 내용에 한 추정을 비교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라미터 선택을 통한 iIAT의 결과 정보는 스 이더그램으로 이

루어지는데, 이는 다양한 지표를 비교 분석하기에 합하다. 하나의 스

이더그램에 3～12개의 지표 선택이 가능하여 지표 간 비교가 가능하며, 새

로운 라미터 선택 후 ‘추가(Add)' 버튼을 사용하여 동시에 3개의 스 이

더그램을 비교 분석할 수 있다.

그림 2-10.  iIAT-EU의 결과 스 이더그램

  한 iIAT-EU는 마우스 커서를 그 에 치하는 방법(tool-tip)으로 공

간분류체계  도시화 분류(periurbanity), 지리  분류(geographic), 공

간 개발 분류(spatial development), 그리고 모든 지속가능성 지표에 

하여 EU 국가들의 황을 지도화하여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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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ol-tip 기능

Tool-tip 기능

그림 2-11.  iIAT-EU의 tool-tip 기능

나.  iIAT-Region

  iIAT-Region은 iIAT-EU와 유사한 시스템으로서, 네덜란드의 Haaglanden, 

슬로베니아의 Koper, 독일의 Leipzig-Halle, 국의 Manchester, 랑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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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tpellier, 폴란드의 Warsaw 등 6개 사례지역을 상으로 보다 심층 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스 이더그램 Type과 주요 질문, 사례지역, 통합 공

간단 , 시나리오, 평가 지표, 기  시  등의 라미터를 선택할 수 있는

데, 스 이더그램 Type은 사례지역 간 비교(Comparison of all studies), 시

나리오 간 비교(All scenario for a single case study), 주요 질문 응답 비교

(Pre-defined according to key question) 등의 옵션을 선택할 수 있으며, 그

에 따라 하부 라미터의 선택 활성화 여부가 달라진다. 통합 공간단 의 

경우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농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평가 지표들

은 지역의 에코시스템 서비스 는 인간의 삶의 질과 련된 정보들이 포

함되어 있다.

스파이더그램 type 선택

통합공간 단위 선택

시나리오 선택
지표 선택

그림 2-12.  iIAT-Region의 라미터 선택 과정 

  분석 결과는 스 이더그램 간의 비교를 통해 제공되는데, 동일한 시나리

오에 하여 서로 다른 지역을 비교하거나(그림 2-13 (가)), 선택된 사례지

역에 하여 각기 다른 시나리오를 비교할 수 있다(그림 2-13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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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iIAT-Region에서의 정보 시각화 

      (가) 단일 시나리오, 다  지역            (나) 단일 지역, 다  시나리오

2.1.3. SPARD(Spatial Analysis of Rural Development)

 최근 EU 농 개발 로그램(Rural Development Programmes), 특히 환경, 

농업, 사회  공공 편익의 공 을 한 정책지원에 하여 책임(요구)조건

이 강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EU 산의 제약으로 인하여 각국은 성과에 

한 압박이 증가하 다. EU 국가들은 지역의 특성, 지출  성과 데이터

를 수집하여 국가와 지역 차원에서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 어떤 집단  

지역을 상으로 하는지, 계획 주체가 구인지를 규명해야 하지만, 아직

까지 이를 한 평가체계나 도구가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하에 EU는 특정지역에 한 특성  수요, 정책 효과 등을 

측정하기 한 시도를 하고 있다. SPARD 로젝트는 정책사업에 한 통

계를 기반으로 새로운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그 정책이 그 지

역에 합한 것인지를 단한다. 이를 통하여 정책입안자들로 하여  보다 

나은 농 개발 로그램 용을 도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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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RD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SPARD 로젝트는 2010년 하반기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3년간 진행

되는데,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발은 2012년 하반기에서 2013년 상반기에 

계획이 되어 있어, 재까지는 그 기능에 한 단편 인 논의만 이루어진 

실정이다. 그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 데이터베이스 연계하에 데이터의 검색

  - 데이터 가공: 지역단 별 구 (scaling), 데이터 조합(aggregation)

  - 데이터 결과 구 : 표, 막 그래 , 지도 등

  - 데이터 추가 기능: 표 편집, 데이터 다운로드 등

2.1.4. ERS(Economic Research Service)

  20세기 , 미국의 농업 련 연구는 농민과 농 인구에만 심을 두었

으나, 이러한 심 상은 이제 미국 부분의 인구로 확장되었다. 오늘날 

많은 농장이 도시권 내 는 그 인근에 치하고 있으며, 농업과 무 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이 농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ERS는 농업, 식품, 자연환경, 그리고 농 개발 등과 련된 정치‧경제  

이슈에 한 공공  민간 의사결정을 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확고

히 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환경  여건의 변화에 따라 ERS의 목 은 

식량  농업 시스템의 변화된 환경을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더욱 넓어지

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식품 안   양, 천연자원, 보존, 자연환경 등에 

한 연구들까지 수행하고 있다.

ERS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At l as of Rural  and Smal l -Town America

  Home에서는 메뉴바를 통해 제공되는 데이터에 한 설명, 해당 데이터 

다운로드, 지도화 등 수행이 가능하다. ‘Go to the Atlas’는 각 데이터의 주

제도를 제시하라는 것이며, ‘Documentation’은 통계청의 연계하에 활용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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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  Atlas of Rural and Small-Town America의 구동 사례

이터의 종류  출처 제공을, ‘Download the Data’는 체 데이터 다운로

드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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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 고용, 농업, 카운티의 특성 등 통계분야 선택이 가능하며, 각 분야

에서의 세부 통계 역시 선택이 가능하다. 한 구 되는 카운티를 그 규모

나 특성을 기 으로 제한할 수 있는데, 를 들어 메트로폴리탄에 해당하

는 카운티에 하여 고용분야의 실업률(2009년)을 선택하면 해당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미국 메트로폴리탄의 카운티 지도가 제시되는데, 특정 카운

티를 선택할 경우 해당 카운티의 고용분야에 한 데이터가 Pop-up되며 

해당 데이터의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2.2. 사례의 시사점

가.  웹서비스 기반 

  앞에서 든 해외사례의 각 인터페이스는 웹서비스를 활용하여 별도의 

로그램 설치 는 인터페이스 언어 학습이 불필요하다. 즉, 서로 다른 컴퓨

터 환경에서도 인터페이스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음으로써 일반 사용자

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웹을 일반 이해 계자의 참여를 진하

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웹의 기반과 함께 공개 소 트웨어 환경을 지향하고 있다. 구나 인터넷 

상에서 자유롭게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개 소 트웨어 환경은 

안 성, 신뢰성, 지속성 등이 취약한 반면, 구나 공유할 수 있어 상호운

용성 확보가 쉽고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취약 을 단기간에 극복할 수 있

는 장 을 가질 수 있다.

나.  활용성 제고 노력

 앞에서 로 든 의사결정시스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사용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간결하고 사용하기 쉬운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시스템에서 제공하고 있는 

메뉴들은 주로 선형순차메뉴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화면 구성은 흔히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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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고 있는 로그램의 인터페이스와 크게 다르지 않게 함으로써 사용자

가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메뉴의 구성이 직 으로 설계되어 

보자도 다음의 순서  내용을 쉽게 짐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의 시각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

고 있다. 단순히 표를 통하여 데이터 값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정보를 선그래 , 는 막 그래 , 스 이더그램 등을 통하여 시각화함으

로써 문가뿐만 아니라 보자도 쉽게 정보를 이해할 수 있다. 한 GIS 

기술을 목하여 각 정보를 지도화함으로써 각 상에 한 공간 인 이해

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보다 지역 인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

고 있다.

다.  데이터 간 는 지역 간 비교 분석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의사결정자로 하여  어떤 사업을 계획하거나 실

시하는 과정에서 유사 사업을 시행한 다른 지역의 변화를 악할 수 있게 

하 으며, 간 인 결과  효과를 상할 수 있게 하 다. 즉, 주어

진 정보에 하여 다른 지역과의 비교 분석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으

며, 특히 시나리오 개발을 통하여 지역의 미래에 하여 추정하고 있다.

라.  양방향 화형 인터페이스 지향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사용자와 의사결정자가 의

사소통을 잘 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인터페이스 설계 

시 사용자의 특성, 시스템에 한 요구사항 등이 하게 반 되고 그 기

능이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제공된다. 이를 해 메뉴, 항목 채우기, 

아이콘 등의 방식이 혼합 으로 용된 양방향 화형 인터페이스가 기본

으로 제공되고 있다. 사용자들이 분석과정에서 변수, 라미터, 분석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뿐만 아니라 조정된 내용을 시나리오로 

장  리하고 필요할 때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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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REI-RDSS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발 기본방향

1.1. KREI-RDSS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위치 및 역할

  KREI-RDSS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유용성과 

신축성이 크게 향을 받는다.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의사결정자의 요구수

과 기 치에 미치지 못한다면 시스템의 모델링 능력이나 데이터의 유용

성과 계없이 시스템의 활용성은 낮아질 것이다.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KREI-RDSS의 사용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

역개발 담당자, 국가기 의 정책결정자 내지는 정책실무자, 연구기 의 

문가, 지역개발 컨설  련자 등으로 부분 산 문가가 아니다. 이들

이 이 시스템에서 제공하고 있는 모형이나 데이터 분석 로그램을 직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것을 기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의사결정 상황에 응하여 이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각종 정보를 활용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사용자는 의사결정지원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서로 비교하여 최선

의 안을 찾고자 한다. 따라서 사용자들이 다양한 환경에 응할 수 있도

록 유연성을 제공하는 것이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발에서 요한 과제이다. 

분석에 의해 제시된 안들은 미래의 변화를 측하고 많은 의미를 내포하

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한 의사결정을 해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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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 계자들의 의견을 구하고 의해야 하는 과정을 거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사용자나 련 이해 계자들이 여러 안을 쉽게 이해하고 비교 검

토할 수 있도록 분석결과가 표 되어야 한다. 이를 해 제공되는 정보가 

표, 그래 , 지도 등 다양한 형태로 연계되어 표 되는 인터페이스가 개발

되어야 한다.

1.2. KREI-RDSS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발 기본방향

1.2.1. 이용편의성 극 화

  KREI-RDSS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웹서비스를 기반으로 설계함으로써 

복잡한 설치 과정 없이 시스템 근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즉, 사용자는 

KREI-RDSS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기 하여 별도의 로그램을 설

치하거나, 인터페이스 언어를 숙지하지 않아도 인터넷상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웹서비스란 웹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서로 다른 컴퓨  환경에서 사용되

는 모든 응용 로그램들이 직  소통하고 실행될 수 있도록 동  시스템 

환경을 구 해주는 기술을 의미한다. 이를 하여 응용 로그램을 사용할 

시, HTTP, XML, SOAP 등과 같은 표  인터넷 송 로토콜(transfer 

protocol)을 통하여 클라이언트는 서버가 어떤 기술, 어떤 언어, 어떤 장비

냐에 상 없이 모든 컴퓨터 간 원활한 데이터의 흐름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한 보자를 한 직 이고 쉬운 인터페이스로 구성해야 한다. 

KREI-RDSS 인터페이스의 사용자는 련 정책  사업에 한 의사결정

자로서 부분 지자체 공무원  시장‧군수 는 련 앙부처의 담당자

이다. 이들은 컴퓨터나 인터넷 사용의 경험이 있으나 유사 시스템을 사용

한 경험이 없으므로 사용자의 특성을 ‘ 보자’로 하고, 이들을 최종사용자

로 인터페이스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를 하여 시스템 사용을 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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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어, 메뉴  용어를 쉽고 일 성 있게 제공해야 하며, 사용자들의 이해를 

돕기 하여 도움말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그림 3-1.  웹서비스 사례(SENSOR SIAT)

1.2.2. 활용성 극 화

  정보의 시각화를 통하여 사용자의 활용성을 강화한다. 사용자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시나리오를 통한 망자료나 데이터베이스의 정보에 

쉽게 근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그러한 정보들을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다면 결국 그 시스템의 활용도는 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정보가 구

되는 방식은 표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선 는 

막  그래 , 스 이더그램 등의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는 WebGIS

를 통하여 다수의 데이터를 신속하게 주제도 형태로 구 함으로써 특정 정

보에 한 공간 인 인지와 지역 간 비교 분석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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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정보의 그래  구  사례(SENSOR SIAT)

  사용자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자신이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

를 검색하고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경우에 따라 분석 결과 는 

련 데이터를 다운로드받고자 한다. 이를 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경우 분

석 결과에 하여 PDF 등의 형태로 장이 가능해야 하며, 련 데이터는 

표의 형태로 데이터 다운로드가 가능하게 한다. 이때 표의 형식을 다양하

게 하여 사용자의 선택권을 향상시켜야 한다. 나아가 사용자가 데이터의 

공간단 를 직  가공(scaling)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사용자가 보고자 하

는 지역단  정보를 습득  비교할 수 있도록 하며, 데이터 간 계산

(aggregation)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데이터를 생산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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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정보의 다운로드 기능 사례(ERS)

1.2.3. 확장성 고려

  KREI-RDSS의 모형과 데이터베이스는 시·도  시·군 데이터를 주축으

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제공되는 정보 역시 

시·군 단 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KREI-RDSS 개발의 목 이 농 지역

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한 의사결정 지원에 있으므로 향후 읍·면 지역

에 한 정보를 기반으로 해야 하며, 인터페이스에서도 읍·면 단  데이터

까지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발 시, 사용자 

인터페이스 리 시스템은 향후 읍·면의 정보를 제공하기 한 지역단  

확장이 고려되어야 한다. 한  시스템에서 이용되고 제공되는 데이터는 

부분 공식데이터로서 향후 의사결정에 필요한 지표가 꾸 히 개발될 것

이라는 것과 경우에 따라 사례지역 연구를 통하여 보다 세부 인 정보가 

다 질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그 확장성이 더욱 요하게 다루어져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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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기타 고려사항

가.  최신 웹트 드를 목한 웹스타일가이드( Web St yl e Guide: WSG)

  최신의 웹 트 드를 고려하여 색상, 폰트, 이아웃, 그래픽 요소 등 시

각  디자인 측면과 메뉴 구성, 내비게이션 등 정보 구조  측면에서의 표

화를 통하여 웹스타일가이드를 도출한다. 이를 통하여 웹사이트의 통일

되고 일 된 사용자 경험(User Experience)을 도모하고, 사이트의 추가 개

발  유지‧보수의 편리성을 제고하도록 한다.

그림 3-4.  웹스타일가이드 요소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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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웹 근성 강화  보안취약  제거

  ‘한국형 웹콘텐츠 근성 지침’  ‘홈페이지 보안 리 매뉴얼’에 따른 8

 취약  제거를 수하여 홈페이지의 표 과 보안을 최상으로 구축한다.

그림 3-5.  한국형 웹콘텐츠 근성  홈페이지 보안 리 매뉴얼 지침

내비게이

      (가)한국형 웹콘텐츠 근성 지침             (나) 홈페이지 보안 리 매뉴얼

다.  메뉴의 치  구성

  메뉴의 구성  표  방식은 사용자가 쉽게 메뉴 구성을 악할 수 있도

록 구축하 으며, 특히 메뉴 간 이동을 용이하게 하고 메뉴를 보고 그 내용을 

쉽게 유추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이용빈도  콘텐츠의 요도가 높은 메

뉴는 메인화면에서 바로가기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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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REI-RDSS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발 

2.1.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발방법론

  KREI-RDSS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발에 있어 필요한 기술과 함께 고객

의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악하여 주어진 기간과 산범  내에서 고객이 

만족하는 고품질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개발방법론

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CBD(Component Based 

Development) 개발방법론을 활용하여 개발한다. CBD 개발방법론은 빠른

시간 내에 비용으로 고품질의 체계를 개발하고 시스템을 유지‧보수하는 

데 유용한 방법론이다. 

2.1.1. CBD 개발방법론

  CBD 개발방법론은 구축계획 수립, 데이터베이스 설계, 개발, 서비스 구

, 기술기반 지원, 로젝트 리를 포함한 개발 라이 사이클의 모든 측

면과 차를 컴포 트 기반으로 근하는 소 트웨어 개발방법론이다. 

한 업무기능을 각각의 독립 인 컴포 트로 구성하며, 체 애 리 이션

은 각각의 컴포 트를 조합하여 구성한다. 컴포 트라 함은 제공하는 서비

스와 요구되는 서비스가 인터페이스로 정의되고, 독립 으로 개발이 가능

하고 체 가능한 소 트웨어 패키지다. CBD 개발방법론 장 으로는 ①

독립성, ②교체 가능성, ③인터페이스를 통한 사용, ④빠른 시간 내에 비

용으로 고품질의 체계를 개발, ⑤유지‧보수의 용이함을 들 수 있다. 

2.1.2. CBD 개발방법론 특징

  KREI-RDSS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발에 있어 비용·고품질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보수 체계의 특징을 고려하여 CBD 개발방법론을 용한다. 



KREI-RDSS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발 31

개발 방법 통 인 개발 방법 CBD 개발 방법

공정구조

APP 
구조

서 시스템 기반의 
통  시스템

표 3-1.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발 방법의 비교

컴포 트 기반 구축은 독립 인 기능을 수행하는 컴포 트 단 로 애 리

이션을 분할하여 개발‧조립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는 산업

계 표 인 OGM(Object Management Group, 객체 리 그룹)의 UML 

(Unified Modeling Language) Notation(표기법)을 사용한다. UML은 상용 

컴포 트 문서화의 표  Notation이다. 한 CBD를 지원하는 Case 도구에

서 사용하는 Notation이기도 하다. 이것은 기존의 IE(Intenet Explorer) 

Notation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모델링을 지원한다. CBD 개발방법론의 특

징  하나는 반복· 진  개발이다. S/W를 여러 개발 주기에 걸쳐 반복

, 진 으로 개발하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이는 고객의 요구사항 변경

에 유연하게 처할 수 있고 아키텍처 합여부를 조기에 검증할 수 있다. 

  CBD 개발방법론은 아키텍처를 시한다. 사용군, 개발단, 개발자 등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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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체계 련자에 일 된 View를 제공한다. 아키텍처는 시스템을 구성하

는 요소들과 이들 간의 연 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크게 3가지 에서 

정의된다. ①비즈니스아키텍처(사용군이 바라보는 비즈니스 요구사항 모

델) ②S/W아키텍처(사무지원 S/W 내부구조를 표 한 모델) ③기술아키텍

처(사무지원 S/W 운   개발 환경 표 )로 정의된다. 

  마지막으로 표 화를 통한 재생산성 향상이다. EJB, COM, CORBA, 

IDL과 같은 Open Standard에 따라 컴포 트를 개발하므로 컴포 트의 재

사용성, 시스템 통합  확장성을 높일 수 있다.

그림 3-6.  CBD 개발방법론의 용 효과

2.2. CBD 개발 적용 프로세스

  KREI-RDSS 시스템 모델 설계는 유지‧보수  확장이 용이하도록 표

화된 CBD 개발방법론을 용하여 업무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KREI- 

RDSS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발에 있어 체 공정은 구축계획 수립, 데이터

베이스 설계, 개발, 서비스 구  4개의 단계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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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기능 개발

이용자 테스트

기능 수정 및 안정화

서비스 제공

요구 사항

사이트 콘셉트 수립

사이트 기획

서비스 메뉴 설계

사이트 구조 설계

데이터베이스 설계

화면 기본 설계안

화면 상세 설계
단위시스템별 구축

전체시스템 통합 및 시험

전체 시스템 오픈

그림 3-7.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발 차 

2.2.1. 구축계획 수립

  시스템 개발을 하여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사이트 기획(신논

리모델 구축), 기술구조 정의, 개발범  확정 등의 업무가 필요하다. 

[ 구축계획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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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구축계획 수립의 세부 내용

  구축계획 수립에 있어 가장 요한 것은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한 정의

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이는 황평가를 통하여 사용자의 행업무와 운

 인 행시스템을 악하고, 문제   개선 요구사항을 도출하는 것

에서 시작한다. 그러나 KREI-RDSS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경우 새롭게 시스

템을 구축하는 것이므로 황평가 없이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정의하 다. 

이를 하여 시·군 단  의사결정과정 분석을 통하여 최종사용자의 요구사

항을 체계 으로 분석한 결과, 데이터를 통한 황 분석을 자주 활용하지

만, 각 이해당사자 간의 정보 공유  교류가 부족하여 서로의 의견 차이를 

극복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KREI-RDSS 사

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의사결정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의 사용자 간 공

유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한 시·군의 의사결정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화면 구성 시 색상, 일 성, 메뉴 구성에 한 방

향 설정이 필요하다. 즉, 화면 구성 반에 걸쳐 색상과 메뉴  콘텐츠 배

치 등 안정 인 색상과 일 성을 유지하여 사용자가 쉽게 근할 수 있도

록 해야하며, 메뉴 간 이동과 화면 간의 이동이 쉽도록 내비게이션 략을 

사용하여 사용자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 다. 사용자 요구분석을 

통한 화면구성 시 고려사항은 <표 3-2>와 같다.

  신논리모델 구축 과정에서는 신규 시스템의 논리 인 구성체계를 로

세스, 데이터, 이벤트 측면에서 모델링하여 완 한 기능사양으로 정의하고, 

각 지역별로 이용해야 할 데이터와 로세스를 정의한다. 한 시스템으로 

변화될 사용자의 업무흐름을 정의하고, 시스템 완성 시 사용자가 이를 인

수할 요건을 정의하는데, 이를 기술구조 정의라 한다. 이를 통하여 아키텍

처에 한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고 운 환경, 개발환경  장특성 등

사이트 콘셉트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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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구  기  능 설        명

홈페이지의 화면구성 시 

사용자의 요구에 맞게 구성

발주자의 요구를 최 한 반 하여, 사용자에게 합

하고 편리한 정보 창구가 되도록 개발한다. 

안정 이고 세련된 디자

인으로 환경친화 인 이

미지 구

최신 웹디자인 기술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호감도를 

증 하도록 개발한다. 한 환경친화 인 이미지와 

색상을 이용하여 개발한다. 일용량을 가능하면 

여서 개발한다.

화면별로 이 화면과 홈으

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구

메뉴 간, 화면 간 이동이 용이한 내비게이션 략을 

통해 사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한다. 

홈페이지의 일 성  체 

페이지의 통일성 제공

웹디자인의 화면구성, 색상, 콘텐츠 배치, 화면 그리

드 등에서 웹아이덴티티를 구 함으로써, 홈페이지 

반에 일 성과 통일성을 구 한다. 

재 치 표시기능 구
모든 페이지에 상하  메뉴를 표기하여 치를 쉽

게 악할 수 있도록 개발한다. 

표 3-2.  화면 구성 주요 요구사항 정의

을 고려한 최 의 시스템 아키텍처를 결정한다. 마지막으로 개발범 를 확

정하고, 분석된 시스템 기능에 하여 개발을 시작하기 에 사용자의 확

인을 통하여 요구사항이 제 로 반 되었는지를 검증하게 된다.

2.2.2. 데이터베이스 설계

 데이터베이스 설계는 크게 서비스 메뉴 설계, 사이트 구조 설계, 데이터베

이스 설계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그림 3-9.  데이터베이스 설계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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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메뉴 설계는 구축계획 수립 단계에서 도출된 신논리모델을 기

로 하여 이를 구  가능한 구체 인 수단으로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KREI-RDSS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메뉴 구성에 있어서 기본 으로 서비스 

되어질 콘텐츠  내용이 유사한 콘텐츠는 동일 메뉴에 포함시키며, 하  

메뉴의 순서를 정함에 있어 이용빈도  콘텐츠의 요도에 따라 배치 순

서를 달리 하 다. 특히, 이용빈도  콘텐츠의 요도가 높은 메뉴는 메인

화면에서 바로가기 서비스를 계획하 다. 

컨텐츠의 중요도

컨텐츠의 유사성

이용자

일관성 있는 UI

컨텐츠의 주요 사용자

편리한 네비게이션

사용자의 이용의 편리성 제공

컨텐츠의 중요도

컨텐츠의 유사성

이용자이용자

일관성 있는 UI

컨텐츠의 주요 사용자

편리한 네비게이션

사용자의 이용의 편리성 제공

그림 3-10.  메뉴 설계 개념  방향 

 이러한 개념하에 KREI-RDSS의 메뉴는 <그림 3-11>과 같이 구성되었다. 

이는 인터넷 사용 경험이 많지 않은 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직

으로 계획되었다. 즉, 메뉴의 구성  표  방식은 사용자가 쉽게 메뉴 

구성을 악할 수 있도록 구축하 으며, 특히 메뉴 간 이동을 용이하게 하

사용자 이용의 편리성 제공

콘텐츠의 유사성

콘텐츠의 중요도

콘텐츠의 주요 사용자

일관성 있는 U

편리한 내비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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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메뉴를 보고 그 내용을 쉽게 유추할 수 있도록 하 다.

  사이트 구조 설계는 서비스 메뉴 설계에서 도출된 설계안들을 실제 개발

이 가능한 수 으로 구체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하여 KREI-RDSS 

사용자 인터페이스 연구진  개발진 간의 지속 인 논의와 사례 연구를 

실시하 다. 

그림 3-11.  메뉴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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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하 메뉴 콘텐츠 내용 비고

지역경제 

모형 

소개

지역경제

모형이란?
▸지역경제모형 소개자료

▸KREI-REMO 

정보 제공

목표모델  

활용방안

▸지역경제모형(KREI-REMO)

의 목표  활용방안 

▸목표모델, 활용방

안 정보제공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항목별 

비교분석

▸인구, 고용, 산업생산, 농업, 

재정

▸주제별, 행정구역별, 기간별 

정보 검색

▸주제별 비교

지역 간 

비교분석
▸지역 간 비교 분석

▸2～3개 지역 

비교

자료 

내보내기

▸정보 검색 후 필요한 자료 

엑셀 일로 내보내기 
▸엑셀 장 기능

WEBGIS 서비스

▸인구, 고용, 산업생산, 농업, 

재정 정보를 공간 으로 시

각화

▸도 단 , 시·군 

단  정보제공

정보마당

공지사항

▸본 사이트  콘텐츠 련 

공지, 소식 등을 제공하는 

게시

-

Q&A

▸지역경제모형(KREI-REMO) 

련하여 자주 질문되는 질

문에 해 답변을 정리하여 

제공함. 

-

표 3-3.  메뉴별 사이트 구조 설계

  한 본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에 하여 정의하고, 분야  

특성에 따라 데이터베이스를 구조화하 다. 시·군 의사결정자들이 지역의 

사업  정책에 한 의사결정 시 필요한 주요 데이터는 총 40개에 달하는

데, 이러한 데이터는 다시 인구, 경제, 생활, 사회복지, 환경, 지역발 지수 

등 6개의 데이터군으로 정의하 다. 데이터베이스 설계는 데이터의 무결

성, 데이터 정제·변환 규칙 확립 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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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군 세부 데이터 데이터군 세부 데이터

인구

총인구 추이

생활

인구 1천 명당 문화기반시설

성별/연령별 인구 인구 1천 명당 체육시설 수

경제활동인구(율) 교원 1인당 학생 수

65세 이상 인구(고령화율) 문 학  학교 수

순인구이동(률) 고생 1천 명당 사설학원 수

인구증감률 인구 1천 명당 도시공원 조성면

외국인 수 도로포장률

경제

산업별 생산액 비율(지수) 상수도보 률

산업별 고용 비율(지수) 인구 1천 명당 지자체 공무원

산업별 특화계수(LQ)

사회복지

인구 1천 명당 사회복지시설 수

지역내총생산
유아(5세 이하) 1천 명당 보육시

설 수

고용률 국민연  가입률

인구 1천 명당 사업체 수 노인(65세 이상) 1천 명당 노인여

가복지시설 수종사자 수

농산물 매 고소득 농가

(3천만 원 이상)
인구 1천 명당 의료기  병상 수

인구 1천 명당 의료기  종사자 수
농가호수

환경
개발제한구역면농가인구 수

경지면 환경오염물질 배출 수

임업면 지역

발 지수재정자립도

일반회계  일반행정 산 비율

일반회계  복지 산 산 비율

표 3-4.  지역의사결정지원시스템의 데이터 구조

2.2.3. 개발

  구축되어질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개발 단계는 화면 기본설계, 화면 상세

설계, 단 시스템별 구축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며, 이후 인터페이스를 포함

한 통합  시스템 테스트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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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발 과정

  화면 기본설계안은 웹스타일가이드를 통한 일 된 이아웃을 통해 사

용자들이 한곳에서 익힌 사용법을 다른 페이지에서도 용 가능하도록 구

성하여 사용자들이 본 사이트 내 어느 업무를 이용하든지 동일한 방법으로 

근하도록 표 화하 다. 

 

그림 3-13.  화면 기본설계안 시

  KREI-RDSS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통일되고 일 된 사용자 경험을 구

하여 일 된 웹 아이덴티티를 형성하 으며, 사이트의 개발  향후 고

도화, 유지‧보수 시 작업의 효율성  편리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설계

하 다. 한 사이트 속 시 사용자의 호감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그래픽 

디자인을 용하 다.

  화면 상세설계는 서비스될 업무의 화면을 상세하게 하는 단계로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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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디자인개선

고객만족도향상

• 사이트의 통일성과
일관성 제시

웹아이덴티티형성 컨텐츠의활용도향상

• 유지보수의 효율성 향상

• 디자인의 호감도 향상

• 디자인의 차별성 강조

• 최신 디자인 트렌드의
반영

• 컨텐츠 이용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함. 

그래픽디자인개선

고객만족도향상

• 사이트의 통일성과
일관성 제시

웹아이덴티티형성 컨텐츠의활용도향상

• 유지보수의 효율성 향상

• 디자인의 호감도 향상

• 디자인의 차별성 강조

• 최신 디자인 트렌드의
반영

• 컨텐츠 이용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함. 

그림 3-14.  화면설계 개념  방향

과정에서는 HCI 이론에 기반한 UI 디자인 설계기법을 통하여 ①Metaphor, 

②Forgiveness, ③See and Point, ④미 완성, ⑤반응 화, ⑥직 조작, ⑦

사용자 배려 등 7가지 UI 화면 상세설계원칙을 수한다.

그림 3-15.  HCI 이론에 기반한 화면 상세 설계

  이를 통하여 KREI-RDSS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필요성  활용방안 등 

시스템을 소개하는 메인화면을 비롯하여,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지원

하는 의사결정 지원정보 서비스 화면과 WebGIS 서비스 화면 등 크게 세 

웹 아이덴티티 형성 그래픽 디자인 개선 콘텐츠의 활용도 향상

고객만족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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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으로 구분되며, 추가로 정보마당을 통하여 사용자와의 의견 달 창구

를 마련하도록 설계되었다. 이러한 KREI-RDSS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화면 

구성은 모든 웹화면에 동일하게 용함으로써 웹사이트의 일 성과 통일

성을 유지하도록 하 고, 특히 모든 화면은 1024×768 해상도를 기 으로 

하며 화면 구성요소는 동일 치에 배치하 다. 

그림 3-16.  KREI-RDSS의 화면 설계

2.2.4. 서비스 구

  서비스 구 은 개발된 인터페이스에 하여 발생 가능한 문제 을 검토

하고 최종 개발된 체 시스템 통합  시험을 한 후 사이트를 공개한다. 

그러나 일정 기간 동안의 안정화를 통한 기능 수정이 필요하며, 이를 거쳐 

최종 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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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  서비스 구  단계

  체 시스템 통합  시험은 로그램 간의 상호 기능  인터페이스 정

상 작동 여부를 통합 테스트하고, 사용자의 시스템 성능 련 요구사항 수

행 여부를 테스트함으로써 시스템에 한 완 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킨다. 

이 작업이 완료되면 체 시스템을 개설, 시스템 시범운 을 통해 문제  

 개선사항을 도출한다. 도출된 문제   개선사항을 수정하고 안정화시

킴으로써 인터페이스를 서비스하기 한 최 의 상태를 만든다. 최종 으

로 개발된 시스템을 실제 운 환경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한다. 

3. KREI-RDSS 사용자 인터페이스 활용방법

  KREI-RDSS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KREI-RDSS 소개, 의사결정 지원정

보서비스, WebGIS 서비스, 정보마당 등 크게 네 부분으로 구분이 된다. 특

히 의사결정 지원정보 서비스와 WebGIS 서비스는 각 시스템 간의 연계를 

통하여 하나의 서비스에서 다른 서비스로의 검색과 이동이 자유롭다. 각 

서비스에 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3.1. KREI-RDSS 소개

  KREI-RDSS 소개를 통하여 KREI-RDSS의 역할과 의미, 그 체계를 공개

한다. 한 실제로 시스템을 통하여 어떠한 역할이 가능하고, 그 활용 분야 

 방안이 어떠한지에 하여 사용자들에게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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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  농 지역 의사결정지원시스템 소개 페이지

3.2. 의사결정 지원정보 서비스

  KREI-RDSS의 의사결정 지원정보 서비스는 주제별 검색과 지역별 검색, 

정책 망으로 구분되어 있다. 주제별 검색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군 

 세부 데이터 간 비교를 통해 주제에 따른 지역의 정보를 획득할 수 있

다. 한 최  3개의 데이터군, 6개의 세부 데이터를 선택 비교할 수 있다. 

지역별 검색은 지역 간 데이터 비교를 한 검색이다. 지역을 먼  선택하

는데 최  3개 지역까지 가능하며, 주제는 2개까지 가능하다. 주제별·지역

별 검색 기간은 최  10년까지 검색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

책 망은 시뮬 이션을 통하여 해당 지역별로 경제개발 는 사회개발 투

입액에 따라 2012년부터 2020년까지의 망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

펴볼 수 있다. 

 의사결정 지원정보 서비스에서 모든 주제들은 선형그래 로 표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주제들은 각 주제의 특성에 맞게 스 이더그램과 이

그래 , 피라미드 형태로 제공된다. 를 들어 산업별 특화계수나 지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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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  KREI-RDSS 주제별 검색

그림 3-20.  KREI-RDSS 지역별 검색

지수 선택 시 다른 주제를 선택할 수 없도록 기능을 추가하 으며, 자동

으로 스 이더그램으로 표 되도록 하 다. 왜냐하면 이는 종합지수와 부

문별 지수를 함께 보여주어야 하며, 지역 간 비교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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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  특정 주제 선택 시

그림 3-22.  지역발 지수 그래  시

  한 산업별 생산액 비율 선택 시 이는 다른 주제들과는 동일하게 다룰 

수 있는 정보가 아니며, 산업별(농림어업, 공업, 건설  SOC, 서비스업) 

종합개발지수

생활서비스지수

지역경제력지수삶의 여유공간지수

주민활력지수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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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액을 그룹으로 보여줘야 하므로 다른 주제를 선택할 수 없도록 기능을 

추가하 다.

그림 3-23.  특정주제 선택 시: 산업별 생산액 비율

그림 3-24.  산업별 생산액 그래  시

농림어업생산액

광공업생산액

건설 및 SOC생산액

서비스업생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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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EI-RDSS 서비스는 정책 망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사회개발 는 경

제개발에 따른 인구, 산업, 고용, 재정, 농업 등에 한 미래 측을 통하여 

의사결정에 요한 역할을 한다. 인구에는 총인구, 고령화인구, 경제활동인

구, 순이동인구 등이 있으며, 산업에서는 농림어업, 공업, 건설업, 서비스

업 등 산업별 생산액이 있다. 한 고용에는 농림어업, 공업, 건설업, 서

비스업 등 종사자가 있으며, 재정에서는 경제개발, 사회개발, 자체수입, 의

존수입 등이 있고, 농업에는 농가인구, 경지면  등을 측함으로써 재

와 미래를 분석한다. 이러한 정책 망 서비스를 통하여 지속 인 모니터링

을 통하여 해당지역의 황을 알 수 있으며, 그 변화량을 분석함으로써 정

책에 한 평가를 할 수 있다.

  정책 망을 해서는 먼  지역을 선택하고, 그리고 보고자 하는 주제를 

데이터군(ex. 인구, 산업, 고용, 재정, 농업)과 세부 주제(ex. 인구: 총인구, 

고령화인구, 경제활동인구, 순이동인구 )로 구분하여 선택한 후 조회하면 

된다.

그림 3-25.  KREI-RDSS 정책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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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결과 <그림 3-26>과 같이 기본여건에서의 망추이를 확인할 수 있

다. 이러한 망추이는 투입되는 재정에 따라 인구와 고용, 생산액, 재정의 

값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러한 ‘정책 망’ 시뮬 이션을 통하여 사용자는 

특정 지역에 투입되는 사업의 선정 는 계획에 한 의사결정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그림 3-26.  KREI-RDSS 정책 망 조회 결과

  특정 지역에 투입되는 산업  재정은 크게 사회개발과 경제개발로 구분

할 수 있는데, 각각에 따라 망치가 다르게 추정된다. 사회개발 는 경제

개발을 선택한 후, 연도별 투입 액(단 ; 백만 원)을 입력하는데, 사용자

가 <그림 3-27>과 같이 조작한 후 분석을 하면 사용자의 요구조건에 따른 

망 측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망은 기존 그래 와의 차이로 확인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사용자가 엑셀로 내려받기가 가능하여 사용자의 요구에 

따른 추가 조작이 가능하다<그림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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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  KREI-RDSS 정책 망 분석 방법

그림 3-28.  사용자요구에 따른 정책 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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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WebGIS 서비스 

  재 KREI-RDSS 서비스가 독립된 서버에서 서비스되지 못하고 임시 

테스트서버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어서 기 로딩 시 반응시간이 타사이트

에 비해서 오래 걸린다. 향후 서버 확충을 통한 웹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로딩시간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사용자에게 알려주기 해 페이지

로딩바를 두었다. 

 

로딩바

그림 3-29.  WEBGIS 서비스 로딩화

  첫 화면에서는 한반도 체를 디스 이 한다. DEM(Digital Elevation 

Model)을 이용하여 지표면의 고도값을 이미지화하 고, 이를 통해 사용자

의 흥미를 유발하도록 하 다.

 General Menu 역은 통계주제도 검색, 도구 메뉴로 구성되어 있다. 도구

메뉴에는 화면을 이미지(*.jpg)로 장할 수 있는 화면 장 기능과 보고 있

는 화면을 인쇄할 수 있는 인쇄 기능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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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0.  WEBGIS 서비스 첫 화면

Ⓐ : Logo 역   Ⓑ : General Menu 역

Ⓒ : 통계주제도 검색 역

Ⓓ : 지도 역 

Ⓔ : 도구 Navigation 역 Ⓕ : 지도 축척 역

그림 3-31.  General Menu 역 기능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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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주제도 검색 역은 5개의 데이터군(인구, 경제, 생활환경, 사회복지, 

환경)으로 분류하여 세부 주제별로 지역에 따라 검색할 수 있게 하 다. 

한, 지역(시·군) 간 비교를 할 수 있게 기능을 구성하 다. 자료의 검색 연

도는 재 1995년부터 2010년까지 검색이 가능하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

축하 다. 사용자 요구에 맞게 지도의 색상이나 범례 구분(2~6단계)이 가

능하도록 하 다. 

그림 3-32.  통계주제도 검색 역 기능 구성

  지도 역은 축 에 따라 정보 제공을 달리 하 다. 소축척에서는 도 경

계를 기 으로 한 정보를 제공하고, 축척으로 갈수록 세부정보가 표 되

도록 하 다. 한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해 마우스 휠 스크롤을 통해 

간단하게 확 ‧축소가 가능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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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  축척에 따른 정보 제공 방식

3.4. 정보마당 

  정보마당의 게시 을 통하여 KREI-RDSS를 사용하는 사람은 구나 시

스템에 한 의견, 알림 등의 을 작성할 수 있게 하 으며, 한 공지사

항을 통하여 KREI-RDSS 인터페이스의 콘텐츠 련 공지, 소식 등을 제공

한다. 이를 하여 게시 은 사용자가 가입만으로 쉽게 작성하고, 수정  

삭제가 가능하도록 하 으며, 공지사항은 리자만 작성, 수정  삭제가 

가능하도록 구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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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  정보마당 페이지



요약  결론  제4장

  내외 여건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의사결정자의 결정에 한 불확실

성이 더욱 증가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고, 합리 인 의사결정을 

도모하기 하여 각종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이 개발되고 있다. 의사결정지원

시스템이란, 의사결정 시 직면하게 되는 문제 을 해결하기 하여 과거의 

직 이고 경험 인 방법 신,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과학 이고 정량

인 정보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의사결정지원시스

템은 모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문가들에 의하여 개발되는 만큼, 일

반 사용자들이 근하고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련 문가가 아니

어도 이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발이 필요하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란 최종사용자, 즉 의사결정자들의 의

견을 반 하여 시스템에 쉽게 근할 수 있고, 그 결과들에 한 이해가 

용이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한국농 경제연구원은 2010년에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개발계획을 수

립함에 있어 미래 망이 가능하도록 지역경제모형(KREI-REMO)을 개발

하 으며, 2011년에는 이를 바탕으로 농 지역 의사결정지원시스템

(KREI-RDSS)을 개발하 다. 에서 언 한 바와 같이 일반 사용자들이 

시스템을 활용하기 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발이 필요함을 인식하

으며, 이에 본 연구는 KREI-RDSS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발을 목 으로 하

다. 

  KREI-RDSS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발에 앞서 해외에서 개발된 지역개발 

련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례 연구를 통하여 KREI-RDSS 사용자 인터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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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 개발을 한 시사 을 도출하 다. EU의 사례로는 SENSOR의 SIAT, 

PLUREL의 iIAT를 비롯하여 재 개발 인 SPARD를 살펴보았으며, 미

국의 사례로는 ERS의 Atlas of Rural and Small-Town America를 살펴보

았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살펴본 결과, 첫째, 각 인터페이스는 웹서비스

를 통하여 사용자로 하여  별도의 로그램 설치나 인터페이스 언어 습득

을 하지 않도록 하 다. 둘째, 화면  메뉴의 구성을 사용자로 하여  충

분히 상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배치하 으며, 결과 한 사용자들이 이

해하기 쉽도록 그래  등을 통하여 시각화하 다. 셋째, 검색한 정보에 

하여 다른 지역과의 비교 분석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으며, 넷째, 양방향 

화형으로 계획되어 시스템과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는 등의 시사 을 도출할 수 있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발 시 고려할 사항과 해외 사례 연구를 통하여 본 연

구는 다음과 같이 KREI-RDSS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발 기본방향을 설정하

다. 첫째, 이용편의성 극 화이다. 이를 하여 웹서비스를 기반으로 설계

하 으며, 한 사용자를 보자로 규정하고 이해  상이 쉬운 화면  

메뉴로 구성하 다. 둘째, 활용성 극 화이다. 정보 제공에 있어 사용자가 이

해하기 쉽도록 표보다는 그래 로, 보다는 그림으로 제공하고자 하 으며, 

나아가 WebGIS를 통하여 각종 정보의 공간 인 이해가 가능하도록 하 다. 

셋째, 확장성 고려이다. 재는 데이터의 여건상 최  시·군 단 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향후 읍·면 단  데이터 확보에 따른 시스템 공간단

 확장을 염두에 두고 설계하 다. 이 밖에도 최신 웹 트 드를 고려하여 

웹스타일가이드를 도출하고, ‘한국형 웹콘텐츠 근성 지침’  ‘홈페이지 

보안 리 매뉴얼’에 따른 8  취약  제거를 수하여 홈페이지의 표 과 

보안을 최상으로 구축하 다.

  KREI-RDSS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발은 CBD(Component Based 

Development) 개발 방법을 활용하 다. CBD 개발 방법은 구축계획 수립, 

데이터베이스 설계, 개발, 서비스 구  등 크게 4개의 단계로 개발이 이루

어지는데, 이러한 개발 라이 사이클의 모든 측면과 차를 컴포 트 기반

으로 근하는 소 트웨어 개발 방법이다. CBD 개발방법의 장 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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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독립성, ②교체 가능성, ③인터페이스를 통한 사용, ④빠른 시간 내에 

비용으로 고품질의 체계를 개발, ⑤유지‧보수의 용이함을 들 수 있다. 

  KREI-RDSS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정보들은 선형그래 로 표 하고 있

다. 그러나 일부 주제들은 각 주제의 특성에 맞게 이그래 , 스 이더그

램, 피라미드로 정보를 제공한다. 를 들어, 산업별 생산액비율은 동일 주

제 내에서 사업 간(농림어업, 공업, 건설  SOC, 서비스업)의 비교이므

로 이그래 를 활용하며, 지역발 지수와 같은 경우 다른 주제를 선택할 

수 없도록 기능을 개발하 다. 

  KREI-RDSS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개발함으로써 본 시스템의 최종사용

자, 즉 시장  군수와 이하 련 공무원, 지역개발 련 문가들로 하여

 KREI-RDSS를 직  손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나아가 이를 통

하여 특정 지역의 인구  산업을 망하고, 지역의 의사결정에 많은 도움

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특정 지역에 재정 투입으로 인한 인구와 

산업  고용의 시뮬 이션 기능을 더욱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재

는 일방향 시뮬 이션만 가능하지만, 향후 양방향으로 보완하여 어떠한 요

소가 변할지라도 모든 요소가 시뮬 이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스템은 만드는 것보다 이를 지속 으로 보완하고 유지하는 것이 더욱 

요하다. 지속 으로 보완되고 유지되지 않는다면 그 시스템은 실을 반

하지 못하게 되고 사용자들의 신뢰를 잃어, 결국 죽은 시스템으로 락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의사결정에 있어 필요한 정보가 추가된다면 데이터

베이스는 이를 지속 으로 보완해야 하며, 모형 역시 변화되는 내외 여

건을 꾸 히 반 해야 한다. 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이러한 시스템과 

꾸 히 연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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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1.1. KREI-RDSS 사용 설명서 작성 목적

  KREI-RDSS 사용자 매뉴얼의 작성 목 은 일반 사용자들이 본 산출물

을 숙지하여 웹을 통하여 효과 으로 조회하고, 검색할 수 있도록 시스템

의 기능들을 설명하는 데 있다.

1.2. KREI-RDSS 기능구성도

KREI-RDSS 
농촌지역 의사결정지원 시스템

KREI-RDSS란

의사결정 지원정보 시스템

GIS 서비스

정보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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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REI-RDSS 사용자 안내

2.1. 시작 방법

  주소창에 “http://112.217.28.236:8000”를 입력하여 KREI-RDSS에 속

한다.

2.2. 메인화면

2.2.1. 메인화면 상세안내

① 기본메뉴를 보여 다.

   메뉴  ‘GIS서비스’ 메뉴를 클릭하면 ⓐ와 같이 팝업으로 뜬다.

② 기본메뉴 ‘의사결정 지원정보 시스템’의 하  메뉴 빠른 근을 한 바

로가기

③ KREI-RDSS의 주요 메뉴 바로가기

   ‘GIS서비스’ 메뉴를 클릭하면 ⓐ와 같이 팝업으로 뜬다.

   서  페이지로 이동 시 ⓑ와 같이 ‘Quick Menu’로 보여진다.

④ ‘공지사항’의 세부 게시물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게시물이 보인다. 

‘More’ 버튼을 클릭하면 정보마당-공지사항의 게시물이 보인다.

⑤ 련사이트의 배 를 볼 수 있다. 해당기  배 를 클릭하면 해당기  

홈페이지가 팝업창으로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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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KREI-RDSS 소개

  KREI-RDSS 시스템 소개  개발 배경, 활용방안을 확인할 수 있다.

2.3.1. 시스템의 소개

  시스템의 구조  의사결정 지원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2.3.2. 시스템의 개발 배경

  시스템의 개발 배경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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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시스템의 활용 방안

  시스템의 활용 방안에 한 설명으로 시스템의 발  방향  활용 방안

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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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의사결정 지원정보 시스템

  인구, 산업, 생활, 사회복지, 환경, 지역발 지수와 같이 크게 6개 부분에 

걸쳐 총 40여개의 황  망 데이터를 분석하여 해당 주제별, 지역별 

재와 미래를 측 가능하다.

데이터

군
세부 데이터

데이터

군
세부 데이터

인구

총인구 추이

생활

인구 1천 명당 문화기반시설

성별‧연령별 인구 인구 1천 명당 체육시설 수

경제활동인구(율) 교원 1인당 학생 수

65세 이상 인구(고령화율) 전문대학 및 대학교 수

순인구이동(률) 초중고생 1천 명당 사설학원 수

인구증감률 인구 1천 명당 도시공원 조성면적

외국인 수 도로포장률

경제

산업별 생산액 비율(지수) 상수도보급률

산업별 고용 비율(지수) 인구 1천 명당 지자체 공무원

산업별 특화계수(LQ)

사회

복지

인구 1천 명당 사회복지시설 수

지역내총생산 유아(5세 이하) 1천 명당 보육시

고용률 설 수

인구 1천 명당 사업체 수 국민연금 가입률

종사자 수 노인(65세 이상) 1천 명당 노인

농산물 판매 고소득 농가 여가복지시설 수

농가호수 인구 1천 명당 의료기관 병상 수

농가인구수 인구 1천 명당 의료기관 종사자 수

경지면적
환경

개발제한구역면적

환경오염물질 배출 수임업면적

재정자립도 지역발

전지수
-

일반회계 중 일반행정예산 비율

일반회계 중 복지예산예산 비율

2.4.1 주제별 검색

  인구, 경제, 생활, 사회복지, 환경, 지역발 지수의 데이터군으로 최  3

가지 군으로 데이터군별 세부 주제를 2가지 항목까지 선택하여 행정구역 

 기간으로 해당 지역의 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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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별 검색 

▷ 데이터군 : 인구

▷ 세부 주제 1 : 경제활동인구, 고령화율

▷ 세부 주제 2 : 경지면 , 고용율

▷ 행정구역 : 강원도 양양군, 경기도 부천시

▷ 기간 : 1995년 ~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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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데이터군을 선택할 수 있다.

② 검색하고자 하는 세부 주제를 선택할 수 있다.

③ 데이터군을 최  3개까지 추가할 수 있다.

④ 조회하고자 하는 행정구역  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⑤ 모든 항목을 선택 후 버튼을 클릭하면 자료를 화면에 보여 다.

⑥ 결과 상세부분을 엑셀 일로 장할 수 있다. 한 결과표는 마우스 오

른쪽 버튼 클릭을 통하여 이미지로 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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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지역별 검색

  인구, 산업, 생활, 사회복지, 환경, 지역발 지수 등의 데이터군으로 각 

군별 최  2가지 항목을 선택하고 행정구역은 최  3개 지역까지 선택 가

능하며 연도별 기간선택 후 해당 지역의 황을 확인할 수 있다.

□ 지역별 검색 

▷ 데이터군 : 인구

▷ 세부 주제 1 : 경제활동인구, 고령화율

▷ 행정구역 1 : 강원도 고성군

▷ 행정구역 2 : 경기도 가평군

▷ 행정구역 3 : 경상북도 울진군

▷ 기간 : 1995년 ~ 2010년

① 데이터군을 선택한다.

② 데이터군을 선택한 후 최  2개의 주제를 선택한다.

③ 행정구역을 선택한다.

④ 행정구역을 최  3개까지 추가한다.

⑤ 연도별 기간을 선택한다.

⑥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결과를 화면에 보여 다.

⑦ 조회된 결과를 엑셀 일로 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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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정책 망

  해당지역의 데이터 변화를 조회할 수 있다. 해당지역의 데이터군과 경제

개발  사회개발 정책 망을 입력하여 비교해 볼 수 있다.

① 지역도  시‧군‧구 선택

② 데이터군 선택

③ 엑셀 일로 장

④ 선택한 항목으로 조회하여 결과 보기

⑤ 선행된 지역, 시·군  데이터군에 하여 경제개발 는 사회개발에 

한 망 선택

⑥ 정책 망 값을 입력(단  : 백만 원)

⑦ 정책 망 연도 선택

⑧ 정책 망 추가버튼 최  5개까지 추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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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엑셀 일로 장(정책 망 결과를 엑셀로 장 가능)

⑩ 망 분석결과 보기

※ 정책 망 

▷ 지역 : 강원도 강릉시

▷ 데이터군 : 고용

▷ 정책 망 : 경제개발

▷ 투입 액 : 5억(입력단  : 백만 원)

▷ 투입연도 : 2015년(최  5년까지 추가 가능)

▷ 아래 그래 에서 보면 고용(각 산업별 종사자 수)인력이 증가함을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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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GIS 서비스

  의사결정지원에서 본 결과를 지리정보기반으로 자료를 제공한다. 

① 도 단 의 국지도가 팝업창으로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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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버튼을 이용하면 보다 쉽게 지도 검색을 할 수 있다. 

         - 치이동: 좌, 우, 상, 하              

         - 화면이동: 이 화면, 다음화면           

         - 자동 화면크기 조정: 화면확 , 화면축소

         - 화면 수동이동: 손바닥을 이용하여 이동하고자 하는 화면으로 이동 

         - 수동 화면크기 조정: 화면 확 ‧축소 버튼을 이용하여 확 ‧축소

③ 도구메뉴를 이용한 화면 장  인쇄 기능

④ 상세메뉴를 선택하여 주제도 생성

⑤ 지도의 축척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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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데이터군을 선택하고 주제를 선택한다.

② 선택한 데이터군과 주제를 보여  지역을 선택한다. 통계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결과를 볼 수 있다.

③ 비교지역을 선택한다.

④ 검색 연도를 선택한다.

⑤ 결과를 보여  때 벨의 차수와 색상을 선택한다.

⑥ 결과 창에서 데이터 표를 보여 다.

⑦ 선택했던 값들을 기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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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정보마당

  공지사항  게시 에 질의응답이 가능하다.

2.6.1. 공지사항

① 내용, 제목, 작성자 등의 항목으로 게시물을 검색할 수 있다.

② 게시물의 제목을 클릭하면 ⓑ화면으로 이동한다.

③ 게시물이 많은 경우 여러 페이지로 나눠 보여주며 페이지 이동을 할 수 

있다.

④ 새로운 게시물의 등록을 해 클릭하면 ⓐ화면으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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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게시

① 내용, 제목, 작성자 등의 항목으로 게시물을 검색할 수 있다.

② 게시물의 제목을 클릭하면 ⓑ화면으로 이동한다.

③ 게시물이 많은 경우 여러 페이지로 나눠 보여주며 페이지 이동을 할 수 

있다.

④ 새로운 게시물의 등록을 해 클릭하면 ⓐ화면으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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