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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n educational program for enhance safety capability 

of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through community mapping application. Method: 

Developed and utilized a community mapping application that can be easily used for research. After 

participating in 425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This study analyzed the change of safety 

competency through survey. Results: Through the community mapping activities, it was possible to 

derive the actual life surrounding risk factors of the earthy life, and it was found through the 

questionnaire before and after the activity that the safety competence of the participants improved. 

Conclusion: Investigation of similar related cases of Public Participant Safety Mapping Tool and 

analysis of their functionalities are conducted, and user demanded functionalities with improved 

usability·accessability·expandability are derived. Also, the system applied the test to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and the survey showed that the safety capacity was improved according to 

Safety Mapping activities. This is proposed as a safety education program.

Keywords: Community Mapping, Civic Participation, Application Development, Identify and Sharing 

of Risks 

요 약

연구목적: 본 연구는 커뮤니티맵핑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초‧중생 안전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안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연구를 위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맵핑 어플리케이션을 개

발, 활용하여 초‧중생 약 425명이 참여한 후 설문조사를 통해 안전역량 변화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커뮤니티맵핑 활동을 통해 초‧중생의 실제 생활주변 위험요소를 도출할 수 있었고 활동 전‧후 설문조사

를 통해 참가자의 안전역량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결론: 본 연구에서는 참여형 맵핑 툴과 유사

한 기능을 포함하며 사용자의 편의성, 접근성, 확장성이 있는 커뮤니티맵핑 어플리케이션의 개발을 통

해 어린이 안전교육의 하나의 콘텐츠로 활용하여 등록된 정보를 활용하고 초‧중생의 안전역량 제고를 

기대한다.

핵심용어: 커뮤니티맵핑, 시민참여형, 응용개발, 위험요소 발굴 및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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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오늘날 국민생활 패턴의 다양화로 생활환경 위해요인이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재난 및 사고의 잠재위험

이 상존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간 경제 개발에 편중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도심을 급격히 발전시켜왔다. 하지만, 이에 따

른 도시화, 양극화 및 고령화와 같은 급격한 사회구조 변화를 동시에 맞이하게 되었다. 이러한 급격한 사회구조 변화는 잠재

되어 있는 재난 위험성을 크게 증가 시킬 우려가 있다. 특히 노약자 및 어린이와 같은 안전약자의 경우 재난 위험요인이 급격

히 증가하게 되면서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국민생활 변화에 따른 신종재난 등장과 같은 재난의 복합화가 가속되고 있

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서, 도심 곳곳에서 생활안전 기반이 미흡한 곳들이 발견되고 있다. 생활안전 기반은 하인리히 법칙

이나 스위스 치즈 모델에서 언급하고 있는 거대한 재난 사고를 야기하는 복잡하고 다양한 안전 및 위험요인들로 볼 수 있다

(National Disaster Safety Research Institute, 2015). 미흡한 생활안전 기반으로 인한 다양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

는 사실을 인지함에 따라, 정부는 안전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안전사각지대가 상존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불안감이나 안전정책에 대한 불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안전불감증은 고질적인 사회문제로 고

착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시급한 상황이다(National Disaster Safety Research Institute, 2016). 

하인리히 법칙이나 스위스 치즈 모델에 의하면 복잡하고 다양한 안전 및 위험요인들이 확률적 상호작용으로 재난사고로 

발전하게 된다. 즉,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반드시 그와 관련된 수많은 경미한 사고와 징후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

이다. 이 법칙을 바꾸어 말하면, 재난 사고로 발전하는 사전 잠재요인인 경미한 사고 및 취약한 기반 시설들을 미리 사전에 발

견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면, 대규모 재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생활 주변에 산재된 복잡하고 다양한 안전‧위험요인들을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발굴하고 이 정

보를 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맵핑 어플리케이션을 개발과 활용 전‧후 설문조사를 통해 초중생의 안전의식 향상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안전맵핑의 참여 촉진 및 사용지원을 위한 

기존의 다른 커뮤니티맵핑 사례를 분석하고 해당 사례들을 이용하는데 있어 사용자 편의성, 접근성 및 확장성을 고려한 개선 

방안들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개선사항을 기반으로 새롭게 개발하는 커뮤니티맵핑 툴에 제공 및 지원할 기능을 도출하고, 이

를 기반으로 보다 안정적이고 높은 신뢰성을 가지는 GIS기반의 시민참여 안전맵핑 툴을 개발하였다. 이를 활용하여 학생들

이 직접 생활주변의 안전‧위험정보를 발굴‧등록‧공유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안전의식 변화를 안전맵핑 전‧후 설문조사를 통

해 효과를 검증하였다.

커뮤니티맵핑을 위한 사례연구 

커뮤니티맵핑의 배경 및 정의

1980년대 중반부터 영어권에서 시작한 지리정보시스템(이하, GIS :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의 혁명은 지리학을 

중심으로 하는 학문분야 뿐만 아니라, 산업 분야에도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위치기반 지리정보를 바탕으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정보가 일원화되고 검색 기능과 open API 등 최신 표출 기술을 활용한 정보통합 표출 기능 강화 등 지리

정보시스템의 기술적인 사용 환경 정비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GIS가 창조한 새로운 지역사회”의 실현을 구체화한 서비

스나 기술개발, 상품화도 점점 확대되고 있다(YanoKeishi,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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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기반 정보를 탑재한 플랫폼으로 GIS를 활용하는 사례는 다양하게 찾아 볼 수 있는데, 보다 본격적인 시민참여와 활용

을 위한 커뮤티니맵핑의 한 방법론으로 지역 시민협동의 지역만들기 사업 등 행정결정 등에 지역 커뮤니티 플랫폼으로 GIS

를 이용하는 PPGIS(Public participatory GIS)가 있다. 다른 사례로는 개발도상지역이나 농촌집락의 자율적인 자원관리를 

목적으로 지역개발의 의사결정에 주민들의 참여를 도모하는 PGIS(Participatory GIS)가 있다(Siber, 2006).

기존의 상용 GIS시스템은 상당히 무겁고, 고액의 라이선스 취득이 필요하며, 이를 활용을 위한 고성능 PC가 필요한 점 등 

일반 시민들이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학계나 산업계 등 전문가용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PPGIS는 사용자들이 직접 원하

는 기능을 개발하고 인터넷 상에 그 소스를 공유한 무료 시스템으로, 기본적으로 기존 GIS프로그램의 지리정보 표출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사용자들이 본인의 목적에 맞춰 개발한 기능들을 추가로 공유하고 있으므로 필요에 따라 원하는 기능만을 활

용할 수 있는 등 보다 자유롭고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커뮤니티에서 자유롭게 관심 정보를 

공유하고, 지역사회의 공동목표 달성을 위한 의사결정에 다양한 시민과 커뮤니티의 참여를 넓힐 수 있어 전국단위의 광범위 

플랫폼으로 활용 가능한 시스템으로 기대된다(Yamashita, 2009).

커뮤니티맵핑은 공통적인 관심과 가치를 공유하는 공동체로 커뮤니티와 지리정보를 활용하여 지도상에 표출하는 맵핑의 

합성어로 위치기반의 온라인 지도를 통해 시민들이 직접 해당 이슈의 발생 위치와 내용, 사진들의 정보를 제보하고, 이 내용

들이 모여 다양한 정보들을 지도상에 공유하고 활용하는 활동을 말한다(Kim, 2013). Innes와 David(2004)는 “주민참여는 

의사결정자가 시민들의 선호를 파악하고, 시민의 지역적 지식을 포함하여 결정을 개선하며, 공정성과 정의를 증진시키며, 공

공 의사결정의 합법성을 부여하고, 법적으로 요구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정의하였다. UN의 경우 “주민

참여는 정부 활동에 영향을 미치거나, 혹은 직접 사회적 수요를 준비할 경우에 임명 공무원과는 구별되는 일반대중의 역할에 

관한 것으로서, 선거권의 행사 외의 사회구성원에 의한 일체의 활동이다”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이명규는 “주민참여는 주민

이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노력이다”라고 정의하였다. 일본의 경우, 각 지자체에서 활용중인 방재지도

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각종 정보들을 등록·갱신하여 지역주민들과 지자체 자체적으로 지도를 공유·활용하고 있다. 예

를 들어 한지역의 인구수가 100명이라 할 때 이중 50%만 참여 하더라도 50개의 정보가 등록이 되고 이 지역을 처음 방문한 

사람이라도 50개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이처럼 커뮤니티맵핑은 적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정보를 갖게된다.

국내 ‧ 외 커뮤니티맵핑의 추진 사례 

최근 들어 커뮤니티맵핑에 관한 연구는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커뮤니티맵핑이 적용된 사례 중 가장 널리 알

려진 것으로는 2012년 미국 북동부에서 허리케인 샌디가 발생한 당시 커뮤니티맵핑을 통한 주유소 정보 제공이라 할 수 있

다. 뉴욕과 뉴저지 일대에 허리케인으로 인해 전기공급이 단절되어 각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가발전기 가동을 위해 기

름대란이 발생하였다. 주유소의 운영정보 확인이 필요한 시민들을 위해 고교생 그룹(IMSOCIO)이 자발적으로 968개 주유

소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지도위에 특정 위치를 표시하여 주유소의 전력공급 상황과 기름 재고 상황을 알렸다. 

미 에너지부 연방재난관리청(FEMA)에서는 이 시스템에 관심을 갖고 실제로 적용 하는 등 커뮤니티맵핑은 큰 파급효과를 

일으켰다(Innes and David, 2004). 또한 샌디에고 학교 주변의 보도환경 개선에도 커뮤니티맵핑을 활용하였다. 2012년 8월 

샌디에고 카운티의 길거리를 방황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술교육 및 커뮤니티서비스를 통한 리더십 개발 교육과 안전지

도 만들기를 진행하였고 현황조사를 통해 pine Grove Avenue의 65%의 보도가 부서지고 나무가 걸쳐있는 위험지역으로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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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되었으며 50%의 횡단보도가 지워져 있어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Franklin high school 학생들이 학교 주변 안전

경로 확보와 보도환경개선 필요 사항을 지도에 표시하는 지도만들기로 SRTS(Safe Routes To School)에 대한 지역사회의 

참여를 촉진하였으며, 안전‧건강한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구성원들간의 강한 유대

감을 형성한 커뮤니티맵핑의 사례로 볼 수 있다(Impact Business Review, 2013).

국내에서도 커뮤니티맵핑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앞서 언급한 미국의 허리케인 샌디 재난 시 커뮤니티맵핑 어플

리케이션을 국내 도입에 기여하고 있다. 국내 메르스 사태가 확산되었을 당시 메르스 발생분포 및 전이지도를 지도상에 표현

한 ‘메르스지도’(현재는 과거의 정보만 보여주고 있음(www.facebook.com/mersmap), 개인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지도에 없는 서울 숲 이야기 커뮤니티매핑’(2015년도에 생성되었지만 현재 사용되지 않음), ‘서울숲 맛지도’(2014년

도에 생성되었지만 현재는 운영하지 않음), ‘대인예술시장 커뮤니티매핑’(mapplerk2.com/daein), ‘서촌 한옥 커뮤니티매

핑’(2014년도 생성, 현재 추가 등록정보 없음, www.mapplerk.com/schanok/),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접근성 지도’(2013년도 생성, 현재 사이트 폐쇄) 등 다양한 분야로 커뮤니티맵핑을 추진하고 있다(커뮤니티매핑센터, 

http://cmckorea.org). 위와 같은 사례는 특정집단이나 지역의 관광요소를 소개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한 가지의 이슈에 대

응하거나(메르스지도 등) 정보의 구축(장애인 접근성 지도, 서촌 한옥 커뮤니티매핑 등)이 되면 지속적으로 정보를 갱신하거

나 활성화하지 않는 단점이 있다. 이와 같이 커뮤니티맵핑은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확장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한계점을 가

지고 있다.

커뮤니티맵핑의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한 안전맵핑 활동을 위해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일회성에 끝나지 않는 커뮤니티맵핑을 추진하기 

위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였다. 기존의 유사 어플리케이션의 기능을 바탕으로 어플리케이션의 조작에 대

한 사용자의 편의성, 생활주변 안전‧위험 요소의 등록에 대한 어플리케이션 내 로그인 기능 및 활동그룹 지정에 따른 접근성, 

등록된 정보의 공유 및 통계자료의 활용성의 향상을 목적으로 다양한 공유 기능(SNS 공유 및 댓글기능)과 안전맵핑 활동 사

이트별 카테고리를 미리 설정하여 단순한 클릭으로 정보를 등록할 수 있는 쉬운 조작법으로 지속적인 커뮤니티맵핑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울산지역의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안전맵핑 활동을 실시하고 참가 전‧후의 참가자 안전역량 

변화 측면과 시민참여형 안전‧위험 정보의 발굴‧공유 결과 측면에서 안전맵핑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커뮤니티맵핑 어플리케이션 개발

커뮤니티맵핑 개발 추진개요 

커뮤니티맵핑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해서는 먼저 기존의 유사 어플리케이션과 같이 기본적인 정보등록과 공유기능을 

갖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사용자가 요구하는 기능을 추가하도록 하였다. 국내에서 활용중인 유사어플리케이션 중 가장 널리 

알려진 안전신문고와 생활안전지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탑재하고 이에 추가적으로 사용자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새로운 

커뮤니티맵핑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도록 하였다. Fig.1은 본 연구에서 개발한 커뮤니티맵핑의 개발 흐름도이며, 기존의 유

사 어플리케이션의 장‧단점과 실제 사용자들의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여 맵핑 툴을 개발하였다. 어플리케이션 보완단계에서

는 실질적으로 맵핑 활동을 통해 보안사항을 도출하여 이를 개선을 통해 안전맵핑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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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연구·개발하는 커뮤니티맵핑은 남녀노소 사용자가 간단한 조작으로도 생활주변의 안전·위험요소를 발굴·공

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의 민원신고 경향이 큰 안전신문고나 통계자료기반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생활안전지

도의 역할과 차별성을 두어 커뮤니티단위의 지도만들기, 지도공유에 중점을 두어 개발 하였다. 

Fig. 1. Flow Chart of Development Mapping Tool

유사 어플리케이션의 특징 

국내에서 가장 잘 알려져있는 행정안전부(구: 국민안전처)에서 제공하고있는 안전신문고는 재난 또는 그 밖의 사고·위험

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위험 상황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하는 행위이다. 신고 대상으로는 생활안전, 교

통안전, 시설안전, 학교안전, 어린이 안전 등 전 분야가 안전신고의 대상으로 하드웨어적인 것에서부터 관행, 법·제도 등의 

소프트웨어적인 것까지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국민신문고 웹사이트). 이처럼 안전신문고는 시민들의 신고기능을 제공하며 

민원처리 상황 조회 및 전·후 개선 사항 등을 알려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조회 기능에는 지역 설정 및 기간 설정과 

같은 상세 검색 기능들이 지원되지 않고 있어 사용자가 원하는 상세한 사례에 대한 수집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National 

Disaster Safety Research Institute, 2016). 

 또한,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활안전지도 서비스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구현’,‘ 재난재해예방 및 

체계적 관리’를 구현하기 위해 국민 개개인이 생활주변 위험에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정보들을 통합하

여 지도 위에 표현한 서비스이다(생활안전지도 웹사이트). 생활안전지도에서는 교통안전, 시설안전, 재난안전, 보건안전, 치

안안전, 산업안전, 사고안전, 맞춤안전으로 총 8가지 분야의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여성가족

부, 경찰청 등 총 21개 기관, 28개 시스템으로부터 141종의 안전정보를 수집하여 정제된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생활안

전지도 어플리케이션 및 웹의 느린 실행 속도는 사용자 편의성 및 접근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주요요인이 될 수 있다. 생활안

전지도의 경우 웹사이트나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되는 스크립트의 구성이 복잡하여 서비스 시작시간이 매우 길어지는 단점

이 있다. 웹사이트가 열리는데 소요되는 대기 시간 및 분야별 상세 지도를 열기까지 소요시간이 길고 에러도 발생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느린 서비스 속도는 사용자들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 편의성 및 접근성 저하로 이용을 회피

하는 요인이 된다(National Disaster Safety Research Institute, 2016).

안전신문고와 생활안전지도의 주요기능 및 특징은 Table 1과 같다. 안전신문고는 주로 주민 신고와 개선조치가 목적이며, 

생활안전지도는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분야별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안전신문고와 같은 경우

는 신고의 기능과 그에 대한 목록화는 가능하지만 지도상에 맵핑되어 있는 이미지 자료는 신고자의 공유의 여부에 따라 공개

가 결정된다. 또한 등록된 정보에 대한 빈도나 버퍼 분석 등의 가시화된 정보 자료는 볼 수가 없다. 반면 생활안전지도는 통계

자료에 의해 시기별 빈도나 버퍼 분석 등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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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afety-report and Safemap Function 

Object
Safety-report Safemap

App Web App Web

Declaration ○ ○ ✕ ✕

Declaration List ○ ○ ✕ ✕

Mapping △ △ ○ ○

Log-in ○ ○ ✕ ✕

Data Visualization ✕ ✕ ○ ○

Data Download ✕ ✕ ✕ ✕

Thematic Map ✕ ✕ ✕ ✕

○: Possible, △: Partial Possible, ✕: Impossible

커뮤니티맵핑 어플리케이션 사용자 기능 도출

앞에서 서술한 기존 유사사례의 기능을 고려하여 새롭게 개발하고자 하는 어플리케이션의 사용자 편의성, 접근성이 증대

된 기능을 도출하고자 한다. 먼저 어플리케이션의 사용자 그룹에 따라 원하는 맵핑 정보, 카테고리가 다르기 때문에 각 그룹

(학교, 시민단체, 동아리 등)별 사이트를 개설할 수 있도록 색상의 차이와 그룹명을 통해 구분을 하였다(Fig. 2) .

안전신문고의 경우,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등록하여 로그인 기능을 강화해 안전신고 정보에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이는 

허위신고·허위정보의 등록을 사전에 막는 장점이 있지만 미성년자의 경우에 회원가입에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하는 번거러

움이 있다. 반면, 본 연구에서 개발한 커뮤니티맵핑은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회원가입의 방법을 본인인증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트위터, 페이스북으로 총 4가지의 SNS를 사용하였다. 미성년자의 경우 본인인증의 절차가 까다로우며 부모의 인

증 절차를 거쳐야하는 번거러움을 해소하기 위해 미리 본인인증 절차가 완료된 SNS를 활용한 회원가입 방법을 도입하였다. 

이를 통해 익명의 사용자가 지도상에 정보를 등록할 경우 상업적인 정보나 위해성 정보를 등록하는 경우를 최소화 하였다

(Fig. 3).

  

Fig. 2. Main and Topic Screen of Developed App Fig. 3. Log-in and Mapping Screen of Developed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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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커뮤니티맵핑의 취지와 맞게 어플리케이션 내의 정보공유 및 의견공유 기능을 추가한 댓글입력 기능을 도입하였다. 

예를 들면 A의 사용자가 등록한 안전·위험정보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등록할 수 있으며 위험요소가 해소되었을 경우 다른 사

용자가 개선된 정보를 재차 등록할 수 있도록 하였다(Fig. 4).

  

Fig. 4. Registration Information and Comment Entry Function 

of Developed App 

Fig. 5. Information registered as Point, Line, Polygon

사용자의 편의성·확장성을 고려한 두 번째 요소로는 주제도의 생성이라 할 수 있다. 커뮤니티맵핑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안전동아리나 시민단체, 학교별 원하는 주제도는 다양하다. 주제도에 따라서 등록할 수 있는 카테고리 또한 변경돼야 하므로 

커뮤니티맵핑에는 여러 가지 주제도 사이트를 개설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하였다. 

생활안전지도에서는 주로 웹사이트 기반으로 매우 다양한 기능과 정보를 가지고 이를 간단한 분석까지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모바일을 사용할 시 데이터의 로딩에 시간이 소요되고 지도상에 데이터를 표출하기가 아직까지는 무거운 느낌을 

준다. 또한, 모바일의 고 사양을 요구하는 데이터로 지원되지 않는 기기도 몇몇 발생하였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App상의 기본이 되는 지도 API와 지도데이터 상에 등록하는 정보의 데이터가 맵핑되는 서

버에 무리가 가지 않는 데이터를 사용해야한다. 커뮤니티맵핑과 같이 지도를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배경이 되는 지

도에 중첩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지도API 사용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개발하는 커뮤니티맵핑은 국내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Google, Naver, Daum 지도 API를 활용하였다. 사용자마다 원하는 배경지도에 정보를 등록하는 요소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지도에 대한 SDK(Software Development Kit)의 중첩(Overlay)이 가능한 지도 API를 Table 2와 같이 정리하였다. 

기본적으로 점(point)정보는 모두 표현이 가능하며 선(Line), 원(Circle)에 대한 정보표현은 Web상에서 색과 두께의 조정

이 가능하지만 App상에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타원형 정보의 경우는 Google과 Daum지도에서는 불가능 하지만 

Naver지도에서는 가능하다. 

커뮤니티맵핑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앞에서 서술한 3개의 지도를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 API를 배경지도로 하고 점, 

선, 면을 통해 장소, 경로, 구역으로 표현하여 지도상에 안전·위험정보 또는 기타 생활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하

였다(Fig.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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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살펴본 안전신문고나 생활안전지도는 단순하게 점으로만 대상이 되는 정보를 표현하였다면 본 연구에서 개발하는 

커뮤니티맵핑에는 경로와 구역을 추가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정보의 표현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이와 같이 새로운 기능을 

반영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지속적인 활용을 통해 사용자의 니즈를 반영하여 기능을 추가, 업데이트하여 초‧중생을 대

상으로 커뮤니티맵핑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안전맵핑 활동 전‧후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안전역량 제고 효과를 도출하였다.

Table 2. SDK Overlay of Map API

Details
Naver Google Daum

W A W A W A

Line

Thickness ○ ○ ○ ○ ○ ○

Transparency ○ × ○ × ○ ×

Color ○ ○ ○ ○ ○ ○

Dotted Line ○ ○ ○ ○ ○ ×

Dynamic Creation ○ ○ ○ ○ ○ ○

Figure

Thickness ○ ○ ○ ○ ○ ○

Transparency ○ × ○ △ ○ ×

Color ○ ○ ○ ○ ○ ○

Dotted Line ○ ○ ○ ○ ○ ○

Dynamic Creation ○ △ ○ ○ ○ ×

Rectangle

Thickness ○ ○ ○ ○ ○ ×

Transparency ○ ○ ○ △ ○ ×

Color ○ ○ ○ ○ ○ ×

Dotted Line ○ ○ ○ ○ ○ ×

Dynamic Creation △ × △ × △ ×

Circle

Thickness ○ ○ ○ ○ ○ ○

Transparency ○ ○ ○ △ ○ ○

Color ○ ○ ○ ○ ○ ○

Dotted Line ○ ○ ○ ○ ○ ○

Dynamic Creation △ △ △ △ △ △

Ellipse

Thickness ○ ○ × × × ×

Transparency ○ ○ × × × ×

Color ○ ○ × × × ×

Dotted Line ○ ○ × × × ×

Dynamic Creation △ △ × × × ×

W: Web, A: App

○: Possible △:Technical review ×: Im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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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맵핑 어플리케이션 활용

시민참여 안전맵핑의 추진 개요 

앞서 서술한 참여형 안전맵핑의 하나의 일환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은 시민이 직접참여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하여 시민참여 안전맵핑으로 명칭하였다. 시민참여 안전맵핑은 정보기기(스마트폰, 태블릿PC, 컴퓨터 등)를 이용하여 안

전을 주제로 한 사회문제나 공통이슈에 대한 관심요소를 지도로 표출하여 커뮤니티 구성원 상호간에 정보를 공유하는 선순

환적 시민안전활동이다. 따라서 안전맵핑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Fig. 6과 같은 단계별 절차가 필요하다. 안전이라는 큰 목적

을 두고 이와 관련되거나 관심이 있는 커뮤니티를 구성하여 안전맵핑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안전맵핑의 정보를 등록하는 

하나의 주체인 커뮤니티는 시민이나 학생뿐만이 아니라 정부나 공무원 집단, 공공기관의 직원, 각 분야 전문연구 집단 등으

로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관‧산‧학 협력 네트워크가 구축 되는 것이다. 

이때 협력 네트워크에 참가한 기관이 각각의 추구 목적이 다르고 조직원의 구성이 다르더라도 각자의 목표 달성을 위해 자

신들의 결과물을 축적‧공유하고 공동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더 큰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협업지성(collaborate 

intelligence)이 발현된다. 

여기서 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관계기관들로 네트워크를 구성하게 되면 이는 곧 지역안전공동체로서 작동을 하게 되며, 민

간과 정부 각자가 수행 가능한 일을 수행하면서 각자의 목표를 달성함으로서 공동의 목적 달성하는 협력 체계, 즉 민관협력 

거버넌스가 구축된다(Fig. 7).

Fig. 6. Process of Safety Community Mapping Fig. 7. Network of Safety Community Mapping

커뮤니티맵핑을 활용한 초·중고생 안전맵핑 추진 

시청과 울산시 교육청의 협업을 통해 울산시 소재 시민단체와 안전동아리를 소유한 초‧중학교가 참여하였다. 울산시교육

청에서 안전선도학교 및 안전취약학교를 대상으로 참가희망 학교를 선정하였고 2017년도 5월부터 11월까지 약 7개월 동안 

울산시 소재의 17개 초·중학교, 약 425명이 참가하였다. 본 연구 전 테스트베드를 통해 도출한 결과,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학교주변의 안전‧위험요소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어렵고 설문조사시 문항의 이해도가 낮았다. 또한, 중학교 3학년의 경우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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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제로 활동 여유시간이 부족하여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4~6학년), 중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하였고 초등학

생은 286명, 중학생은 104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안전커뮤니티맵핑 활동으로 발굴·등록한 정보를 통해 학교주변에 

산재해 있는 안전·위험요소를 도출하였고 참가학생들을 대상으로 활동 전·후 설문조사를 통해 안전에 대한 관심도, 생활주

변의 안전 및 위험에 대한 인식, 체감도 변화를 통해 활동에 따른 안전역량 제고 효과를 분석하였다. 

초 · 중고생 안전맵핑 등록정보 통계 

Fig.6에서 나타낸 안전맵핑의 추진단계 중 첫 번째 단계인 “주제선정”에서 맵핑에 필요한 카테고리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

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카테고리는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지도(KASEM: Korea Age-specific Safety Education Map)에서 

제시하는 6대 안전분야를 상위 카테고리로, 23개 영역을 하위 카테고리로 설정하였다. 해당 등록정보를 Web이나 App 상의 

지도에서 아이콘만으로도 어떠한 상위 카테고리인지 인지하기 쉽도록 연관되는 아이콘을 설정하였고 이는 다음의 Table 3

과 같이 적용하였다. 

Table 3. Category and Icon for Safety Community Mapping

Parent Category Subcategory Icon

Living Safety

Facility Safety

Fire Safety

Electric&Gas Safety

Working Safety

Leisure Activity

Traffic Safety

Pedestrian Safety

Bike Safety

Car Safety

Public Transportation

Disaster Safety

Disaster Response

Climate Disaster

Geological Disaster

Infrastructure System Safety 
Environmental  Radioactivity

Energy Information

Criminal Safety

Violent Safety

Prevention of Kidnapping

Sexual Violence 

Fraud Safety

Healthy Safety

Food Safety

Addiction Safety

Infection Safety

First Aid

Suicide Prevention

카테고리를 활용하여 학교주변의 안전·위험요소 및 기타요소를 학생들이 직접 등록할 수 있도록 안전맵핑의 개념과 역사

를 이해하기 쉽게 실제사례인 ‘태풍 샌디’와 관련된 EBS 교육프로그램인 ‘한뼘지도’의 영상을 편집하여 8분의 동영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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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도를 높였다. 또한 30분 정도 학생들이 등록해야할 안전‧위험요소에 대한 카테고리 분류, 실제 학생들이 등록한 정보 등

을 통해 이해하기 쉽게 교육을 실시하였다. 그 후 20여분 동안 어플리케이션의 사용방법을 실습을 통해 숙지하게 하여 안전‧

위험요소 등록 시 원활한 안전맵핑 활동이 되도록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울산시 소재의 총 12개의 초등학교 및 5개 중학

교에서 안전·위험요소 등을 발굴하여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에 등록하였고, 데이터의 중복이나 위해성 등록정보를 제외한 총 

768건의 정보가 등록되었다. 

등록된 정보를 분석한 결과,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지도의 6대 분야 중 교통안전(33.6%), 생활안전(28.7%), 기타(11.2%), 

보건안전(10.4%), 범죄안전(8.4%), 자연재난안전(7.7%)로 도출되었다. 교통안전분야가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

피소 및 안전지킴이집 등 안전요소는 기타요소로 분류하였다(Table 4).

등록된 정보의 주요키워드 빈도를 분석한 결과 시설물파손, 쓰레기방치(악취발생)가 전체의 10.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 그 다음으로 보행위험(9.5%), 보도 파손(9.4%), 대피소 등을 포함한 안전요소(8.9%), 배수구 불량(7.7%), 불법주차(7%), 

누전위험(4.4%), 불량청소년 출몰(3.5%), 추락위험(3.3%)으로 상위 10개 주요키워드를 도출할 수 있었다.

Table 4. Registration Information to Community Mapping

Category Keyword Count Rate(%)

Living Safety (28.7%)

Facility Damage 80 10.4

Risk of Electric Shock 34 4.4

Falling Risk 25 3.3

Cracks(floor, wall) 16 2.1

Damage of Fence 16 2.1

Sloping Telegraph pole 16 2.1

Road Sign Damage 13 1.7

Danger of Under Construction 10 1.3

Damage of Stairs 8 1.0

Gas Risk 2 0.3

Traffic Safety (33.6%)

Pedestrian Danger 73 9.5

Damage of Sidewalk 72 9.4

Illegal Parking 54 7.0

No Traffic Light 25 3.3

No Crosswalk 13 1.7

Port-hall 11 1.4

Speeding Drive 10 1.3

Disaster Safety (7.7%) Drain Blocked by trash 59 7.7

Criminal Safety (8.4%)

Juvenile Delinquents 27 3.5

No CCTV 8 1.0

CCTV Safety 23 3.0

No Streetlight 7 0.9

Healthy and Safety (10.4%) Waste Disposal(Stench) 80 10.4

ect. (11.2%)
Safety Factor(Shelter and others) 68 8.9

Ect Factor 1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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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를 통한 초·중고생 안전의식 변화

생활주변 체감안전도 변화 

통학로 주변에 대한 본인이 느끼는 체감 안전도를 5점 척도로 안전맵핑 전·후의 의식변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였다. 초등

학생은 안전맵핑 활동 전 생활주변 체감안전도에 대해서 보통(45.2%)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안전맵핑 활동 후 체감안전

도는 안전하다(△25.8%)로 참가자의 인식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중학생의 경우, 안전맵핑 활동 전 생활주변 체감안전도에 대해서 보통(45.5%)이 가장 높았으며 현장맵핑 활동 후 보통(▽

22.4%)과 안전하다(▽11.2%)라는 의견이 줄어들고 불안전 항목이 27.8% 증가하였다. 초등학생과 중학생 모두 안전맵핑 활

동 전 보통이라는 애매모호한 답변에서 학교주변의 안전·위험요소를 인지하여 체감안전도가 안전 또는 위험으로 명확한 답

변 빈도가 높아져 참가자의 위험인지 역량제고를 확인할 수 있었다(Figs.8, 9).

Fig. 8. Sensory Level of Safety(Elementary School) Fig. 9. Sensory Level of Safety(Middle school)

일상생활 안전‧위험 판단기준 분야 인식변화 

 안전맵핑 활동 전 앞에서 서술한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지도(KASEM)에서 제시하는 6대 안전분야가 생활주변의 안전·위

험요소로 어느정도 판단이 되는지에 대한 인식변화를 살펴보았다. 응답 중 1순위~3순위까지 선정하여 1순위는 3점, 2순위 2

점, 3순위 1점의 가중치를 주어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공통적으로 안전맵핑 활동 전 범죄안전 분야가 안전·위험의 주된 판단기준이 되는 것으로 응답하였

다. 하지만 안전맵핑 활동 후 초등학생의 경우 범죄안전분야 체감중요도 감소(▽7.2%), 교통안전(△4.2%) 및 재난안전(△

2.9%)분야 체감 중요도는 증가하였다. 중학생의 경우도 범죄안전분야는 감소(▽10.4%)하였으며 교통안전 분야(△7.7%)와 

생활안전(△2.7%) 분야가 증가하였다. 범죄안전분야가 생활 속 안전·위험을 판단하는 기준에서 안전맵핑 활동을 통해 생활

주변의 교통분야 및 생활안전, 재난안전이 실질적으로 생활 속 안전·위험을 판단하는 기준요인으로 인식의 변화를 보였다 

(Figs.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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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Safety and Risk Judgement Criteria (Elementary School) Fig. 11. Safety and Risk Judgement Criteria (Middle School) 

안전맵핑을 통한 안전·위험요소 인지도 변화 

 안전맵핑 활동을 통한 학교주변 및 통학로 주변의 안전요소, 위험요소 및 대피소의 인지에 대한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다

음과 같이 설문조사를 하고 그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Table 5). 정량적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사전사후 설문조사에 대한 대응표본 t검정(t-test)을 실시하였고, 유의수준을 0.5로 설정하였다.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단시간에 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문항수가 적고 수업시간의 제약이 많아 검사시간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본 분석에서는 문항

내적일관성신뢰도(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 Cronbach α는 실시하지 않았다.

Table 5. Survey on change in safety capacity

Survey Content Classify

Safety Factor How many safety factors are there around you? Q1

Risk Factor How many risk factors are there around you? Q2

Shelter Recognition How much do you know about the shelter around you? Q3

Necessity How much Community mapping do you need? Q4

Ripple Effect How effective is community mapping? Q5

Q1과 Q2의 문항은 5점 척도 중 3개미만은 1점, 5개미만은 2점, 7개미만은 3점, 10개미만은 4점, 10개이상은 5점으로 설

정하였다. Q3~Q5의 각 문항은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긍정적인 답변은 5점, 부정적인 답변은 1점의 수치를 사용하였다. 

안전맵핑 활동의 안전역량 변화에 대한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두 종속표본 t검정에 의하여 사전과 사후 응답을 비교한 결

과 중 초등학생은 Table. 6, 중학생은 Table.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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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Survey on change in safety capacity(Elementary 

School)

Table 7. Survey on change in safety capacity(Middle School)

Classify N A S t p Classify N A S t p

Q1
before 286 2.54 0.986

-2.879 .004 Q1
before 104 2.86 0.781

-3.086 .003
after 286 2.68 0.772 after 104 3.10 0.830

Q2
before 286 2.31 0.853

-11.536 .000 Q2
before 104 2.58 1.094

-5.747 .000
after 286 2.96 0.813 after 104 3.07 0.767

Q3
before 286 2.38 0.797

-13.276 .000 Q3
before 104 2.44 0.993

-6.668 .000
after 286 3.08 0.736 after 104 2.98 0.710

Q4
before 286 4.19 0.770

-0.827 .409 Q4
before 104 4.13 0.649

-1.914 .058
after 286 4.23 0.595 after 104 4.27 0.467

Q5
before 286 4.50 0.642

1.454 .147 Q5
before 104 4.23 0.686

-0.881 .380
after 286 4.43 0.547 after 104 4.30 0.480

N: Sample Count, A: Average, S: Standard Deviation N: Sample Count, A: Average, S: Standard Deviation 

초등학생과 같은 경우, 생활주변에서 인지하고 있는 안전요소 수(Q1)의 평균은 2.54에서 2.68(△0.14), 표준편차는 0.986

에서 0.772(▽0.214)로 변화가 있었다. 이를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t 통계값은 –2.879, 유의확률은 .004로서 유의수

준 .05에서 안전맵핑에 의해 초등학생이 생활주변 안전요소 인지개수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중학생의 경우, 생활주변에서 인지하고 있는 위험요수 수(Q2)의 평균은 2.86에서 3.10(△0.24), 표준편차는 0.781에서 

0.830(△0.049)로 변화가 있었다. 이를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t 통계값은 –3.086, 유의확률은 .003로서 유의수준 .05

에서 안전맵핑에 의해 중학생이 생활주변 안전요소 인지개수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커뮤니티맵핑의 필요성과 파급효과에 대한 설문조사에 대한 응답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응답자 모두 사전·사후 설

문 시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으며 유의수준 0.5보다 높은 수치가 나왔으므로 안전맵핑 활동이 커뮤니티맵핑의 필

요성이나 수치적인 파급효과에 대해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안전맵핑을 통한 파급효과 설문조사 

안전맵핑 활동이 참가자나 사회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였다. 문항은 총 5가지로 개인 안전

역량 강화, 공동체 강화, 경제적 효과, 지역 애착심 증가, 생활환경개선 총 5가지 답변을 조사한 결과 Fig.12와 Fig.13과 같다. 

초등학생의 경우 개인 안전역량 강화, 생활환경개선, 공동체 강화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안전맵핑 활동을 통해 공동체강화에 

대한 응답이 4.9%증가하였다. 중학생의 경우, 초등학생과 비슷하게 개인 안전역량 강화, 공동체 강화, 생활환경개선의 순으

로 나타났으며 생활환경개선의 답변이 안전맵핑 활동을 통해 13.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KOSDI 337

Jin-Suk Kwon et al. | The Effect of Community Mapping Application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n the Safety Consciousness of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Fig. 12. Ripple Effect of Safe Community Mapping(Elementary

School) 

Fig. 13. Ripple Effect of Safe Community Mapping(Middle 

School) 

결론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최근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로 보이는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기 위해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안전활동

을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시도하였다. 기존에 안전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안전신문고와 생활안전지도

와 같은 대표적인 서비스와는 다르게 초등학생이라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이를 시범적으로 활용

하였다. 또한, 평상시 알 수 없었던 생활주변의 안전요소 및 위험요소를 생활주변에서 직접 발굴하는 안전커뮤니티맵핑이라

는 안전활동을 통해 안전의식 및 안전역량 제고 효과를 사전·사후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생활주변 체감안전

도에 대한 인식은 초등학생의 경우 중립적인 답변인 ‘보통(45.2%)’의 답변에 비해 안전맵핑 활동 후 ‘안전하다’의 답변이 전

체 사전 응답자에 비해 25.8% 증가하였고, 중학생의 경우 ‘보통(45.5%)’의 의견이 감소하고 ‘불안전’의 답변이 27.8% 증가

하였다. 안전맵핑 참가자에 대한 파급효과의 경우, 초등학생 중학생 참가자 모두 안전역량 변화에 안전맵핑 활동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안전맵핑 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생활주변의 안전·위험요소 정보로부터 해당 지역의 취약한 분야를 도출 할 수 있

고, 실제 생활하는 당사자의 체감 안전·위험요소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정보를 활용하여 안전맵

핑 활동을 통해 얻어낸 결과를 교외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 및 교육청, 교내의 경우 해당 학교와 연계하여 학교내‧

외 주변 취약요소를 개선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도 가능하다. 

초·중학생은 왕성한 호기심에 비해 신체발달이나 위험 감지 및 운동능력, 자기조절 및 집중력, 생존에 필요한 안전지식이 

미흡한 면이 있어 스스로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안전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평상시 안전역량 및 안전의식 

제고 활동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 

현재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 28조 1에서는 학교 안전교육이 의무화 되어있지만 실제적으로 교육훈련 콘텐츠는 부족한 실

정이다. 또한, 지자체 및 교육청별 “찾아가는 어린이안전교육”을 시행중이나 지속적 안전 활동에 대한 콘텐츠가 부족하고 흥

미유발에는 한계가 있다. 이주호는 “학교 내 재난안전교육과 학교 외 재난안전교육의 차별화된 콘텐츠와 교육방식의 다양

화, 그리고 학교 내 재난안전교육 전문성 강화 필요성이 강조된다”라고 하였다(Lee, 2018). 

이에 본 연구에서 실시한 안전맵핑 활동을 통해 안전역량 및 안전의식 향상을 목적으로 지속적인 안전교육 프로그램으로 

활용한다면 초·중고생의 안전역량이 향상될 것을 기대하며, 학교 안전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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