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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is study aims is to provide a total care solution preventing disaster based on Big Data and AI 

technology and to service safety considered by individual situations and various risk characteristics. The 

purpose is to suggest a method that customized comprehensive index services to prevent and respond to safety 

accidents for calculating the living safety index that quantitatively represent individual safety levels in relation 

to daily life safety. Method: In this study, we use method of mixing AHP(Analysis Hierarchy Process) and 

Likert Scale that extracted from consensus formation model of the expert group. We organize evaluation items 

that can evaluate life safety prevention services into risk indicators, vulnerability indicators, and prevention 

indicators. And We made up AHP hierarchical structure according to the AHP decision methodology and 

proposed a method to calculate relative weights between evaluation criteria through pairwise comparison of 

each level item. In addition, in consideration of the expansion of life safety prevention services in the future, the 

Likert scale is used instead of the AHP pair comparison and the weights between individual services are 

calculated. Result: We obtain result that is weights for life safety prevention services and reflected them in the 

individual risk index calculated through the artificial intelligence prediction model of life safety prevention 

services, so the comprehensive index was calculated. Conclusion: In order to apply the implemented model, a 

test environment consisting of a life safety prevention service app and platform was built, and the efficacy of 

the function was evaluated based on the user scenario. Through this, the life safety index presented in this study 

was confirmed to support the golden time for diagnosis, response and prevention of safety risks by com-

prehensively indication the user’s current safety level.

Keywords: Life Safety Index, Life Safety Service, Comprehensive Index, AHP, Likert Scale

요 약

연구목적: 본 연구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위험 특성과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한 맞

춤형 예방 솔루션을 제공하는 생활안전 예방서비스 연구개발의 일환으로, 일상 생활안전과 관련하여 개인의 

현재 안전수준을 정량적 수치로 나타내는 생활안전지수를 산출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종합지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본 연구의 핵심이 되는 모델은 

AHP(Analysis Hierarchy Process)와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를 혼용하는 방법으로, 전문가 그룹의 합의형성 

모델을 기반으로 산출된다. 생활안전 예방서비스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항목을 위험지표, 취약지표, 예방지

표 등으로 구분하고, 이를 AHP 의사결정 방법론에 따라 AHP 계층구조로 정의하여 각 레벨 항목의 쌍대비교

를 통해 평가항목 간 상대적 가중치를 산출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또한 평가항목을 적용한 개별 예방서비스

에 대한 평가는 향후 생활안전 예방서비스의 확대를 고려하여 AHP 쌍대비교를 대신하여 리커트 척도 기반으

로 절대평가하고 그 결과를 상대비교하는 방법으로 개별서비스 간 가중치를 산출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한다. 

연구결과: 생활안전 예방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가중치를 도출하고, 이를 생활안전 예방서비스의 인공지능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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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모델을 통해 산출된 개별위험지수에 반영하여 종합지수를 산출하였다. 결론: 구현한 모델의 적용을 위하여 생활안전 예방서비스 앱과 플랫폼

으로 구성된 테스트 환경을 구축하고, 사용자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기능에 대한 효능을 평가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 제시된 생활안전지

수는 사용자에게 현재 자신의 안전수준을 종합하여 나타냄으로써 안전 위험에 진단과 대응 및 예방 골든타임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대된다.

핵심용어: 생활안전지수, 생활안전 예방서비스, 종합지수, AHP, 리커트 척도, 가중치 산출

서 론

사람들은 자연적, 사회적 재난·재해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환경, 치안, 보행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

어 있다. 2016년 경주지진, 2019년 속초·고성 산불화재, 2020년 역대 최대 강수량의 장마와 코로나 사태 등 대규모 재난 및 

재해 상황뿐만 아니라 보행위험, 빙판길 미끄러짐 위험 등 일상생활의 소소한 위험까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게 될 위험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우리 인간이 미리 파악할 수 있다면 안전한 일상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한편, ICT 기술은 인간의 삶에 도움이 되는 통신, 빅데이터 등으로 발전해왔으며, 특히 AI 기술로 사회 현상과 인간의 행동 

패턴을 통해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기술이 인간의 일상생활과 전반적인 위험 요소를 예측해준다면, 개인이 

맞이할 안전 위험 상황과 심각성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인간 삶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에도 ICT 

기술을 기반으로 안전신문고, 생활안전지도 등과 같이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위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국민 

안전 보살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서비스는 국민이 신고하는 민원 대응 중심과 지역 범위의 기 발생된 통

계 정보를 기준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알림이 제공되거나, 특정 위험 사고의 예방에 제한되어 전반적인 위험 상황의 예측과 

실시간 안전 서비스 확보에 한계가 있다. 또한 안전 약자(어린이, 고령자, 임산부, 장애인, 외국인 등) 유형별로 취약특성이 다

르기 때문에, 대상별 맞춤형 안전 서비스에 대한 개선과 보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행정안전부에서는 ‘국민 맞춤형 안전 복지 구현’의 일환으로 대국민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

기 위해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형 플랫폼을 기반으로 맞춤형·참여형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생활안

전 예방서비스 기술개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19년부터 시작되었으며 2023년까지 관련 연구개발을 완료하는 계획으로, ‘기술기준 및 표준화 실증연구’, 

‘지능형 플랫폼 기술개발’, ‘체험 교육을 위한 실감형 콘텐츠 기술개발’ 등의 주요 핵심 기술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본 

논문은 이 사업의 일환으로, 생활안전 예방서비스에서 수행되는 연구와 관련한 내용을 설명한다. 이어 생활안전 예방서비스

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전지수를 소개하고 연구 내용을 설명한다. 생활안전지수는 개인이 처한 일상생활 차원의 다양한 안전 

위험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러한 위험 수준을 하나의 정량화된 수치로 산출한 값을 의미한다. 생활안전 예방서비

스는 이를 활용하여 서비스 사용자에게 전반적인 위험을 파악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직관적인 값을 제시함

으로써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안전 예방서비스 연구개발에 대한 개요를 살펴보고 생활안전 예방서비스의 구

성을 제시한다. 둘째, 생활안전지수에 대한 정의와 AHP와 리커트 척도를 혼용한 방법론의 이론적 배경 및 관련 참조 연구를 

소개한다. 셋째, 모델 설계를 살펴보고 생활안전지수 산출방안이 적용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넷째, 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함으로써 산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중요도를 제시한다. 다섯째, 생활안전 예방서비스에 실제 구현되는 사례와 적

용을 통해 사용자 시나리오 및 활용에 대한 검증 결과를 제시하며, 마지막으로, 향후 연구 방안과 계획을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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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전 예방서비스의 주요 내용

생활안전 예방서비스란 각종 공공데이터, 지역/공간 정보, 국민 참여 데이터 등을 통합 수집 관리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바

탕으로 위험을 분류하고 예측하며,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 기능을 제공하는 통합 시스템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일상

생활 속 안전 문제에 대해 사용자별 선호도를 바탕으로 최적의 안전 보살핌 기술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생활안전 예방

서비스의 기술개발 대상은 긴급성 · 위험 수준 · 인명피해 위험 수준 · 위험 알림 시점 등을 고려한 국민참여 선호도 여론조사

를 통해 총 8가지의 개별 예방서비스가 선정되었다(Table 1). 구성되는 개별 예방서비스는 연구과제 확장에 따라 향후 확대 

적용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Table 1. Life safety prevention services 

개별 예방서비스 내용

일상생활 위험 알림 서비스
클라우드 소싱(참여기반)으로 수집된 다양한 일상생활의 위험정보가 사용자 주변에 있을 

경우 알려주어, 위험 요소를 회피할 수 있게 사전에 알려주는 서비스

대기질 알림 서비스
설정에 따라 사용자 주변의 대기질 정보의 알림을 받고 오염 정도에 따라 실내공간이나 

외부에서 취할 수 있는 행동 요령을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

침수 피해 예측 서비스
사용자가 있는 현 위치 또는 주차한 위치와 같이 주변에 침수 위험 발생이 예측될 경우 알림을 

받아 미리 대피하거나 조치할 수 있는 서비스

전염병 확산 예측 서비스
사용자 주변 지역에 전염병이 발생될 경우 알림을 받고 해당 전염병 예방을 위한 대응 요령 

정보를 제공 받아 전염병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서비스

다중 이용시설 위험 알림 서비스
사용자가 방문한 다중 이용시설의 안전과 관련된 등급 정보에 대한 알림을 받고, 위험 상황 

발생 시 비상구 도면이나 대피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범죄 통계 기반 예측 서비스
사용자가 방문한 위치 및 인근 위치가 범죄 발생 위험이 높은 경우 알림을 받고 해당 위치를 

이탈하거나 우회할 수 있는 서비스

유해물질 유출 알림 서비스
사용자 주변에 유해물질 유출로 인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알림을 제공받고 대피 방향 및 

이동할 대피소 정보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대피가 가능한 서비스

아동 실종 알림 서비스
사용자 주변에 아동 실종 사건이 발생한 경우 알림을 받아 사건 관련 정보 확인 시 신고를 

통해 아동 사건이 빨리 해결될 수 있는 사회 안전 협력 서비스

Fig. 1. Structure of App service and platform for Life safety prevention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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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선정된 생활안전 8가지 서비스의 안전 문제에 대해 사용자 프로파일, 맞춤형·접근성 데이터 및 실시간 위치 정

보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민 안전 보살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생활안전 예방서비스 플랫폼은 크게 사용자 앱 서비스와 

플랫폼 기술로 구분되며, 플랫폼 기술은 Fig. 1과 같이 4개의 주요 서비스 서브 플랫폼으로 구성된다. 

사용자 앱 서비스 

사용자 앱 서비스는 사용자가 생활안전 예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로, 위험 신고정보 수집, 예상되는 위험

에 대한 정보를 안전 등급, 알림 메시지 등의 형태로 표출, 사용자 위치 정보 취득, 사용자 프로파일 설정 등의 기능을 제공하

는 앱이다. 사용자 위치를 중심으로 공간정보의 활용 목적에 따라 지도 기반의 위험정보가 표시되며, 사용자 맞춤형 지능형 

예방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용자의 성별, 연령대, 장애, 선호도 등과 같은 프로파일 정보를 설정할 수 있고, 가족이나 지인 등

의 정보를 등록함으로써 서로의 안전 상태를 공유하도록 설정할 수 있다. 

플랫폼 기술 

생활안전 예방 서비스 플랫폼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각종 필요한 공간정보, 공공데이터, 국민 참여 데이터 등을 통합 수집 

및 관리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바탕으로 위험을 분류하고 예측하며,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 기능을 제공하는 통합 시스템을 

의미한다. 플랫폼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전반적인 안전 현황과 위험 상황을 분석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 요구사항에 대

응하여 지능형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플랫폼 구성은 Fig. 1과 같이 4개의 주요 서브 플랫폼으로 구성되

며, 이 중 생활안전지수로 통합되는 개별위험지수의 산출과 관련이 있는 주요 서브 플랫폼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데이터 수집 서브플랫폼 

데이터 수집 서브 플랫폼은 생활안전과 관련된 직·간접적인 정보와 다양한 위험정보를 수집하는 플랫폼이다. 인공지능 기

술을 기반으로 위험 사항을 분석하고 예측하기 위하여 빅데이터 분류학습 모듈에서는 수집된 데이터를 소스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데이터 수집 주기, 데이터 현황(버전, 생성날짜 등), 연결 등을 관리한다. 또한 대국민 참여를 통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크라우드 소싱 플랫폼을 구축하고, 경찰청, 기상청 등의 공공기관 데이터와 재난정보 및 안전 서비스 관련 정보

도 함께 수집하여 활용한다. 

위험 분석 서브플랫폼 

위험 분석 서브플랫폼은 수집 서브 플랫폼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인공지능, 위험예측 모델링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분

석 및 예측을 수행한 후, 생활안전 예방서비스 알림에 활용이 가능한 신뢰성 있는 위험정보를 생성하는 플랫폼이다. 각 생활

안전 예방서비스 분야별로 최적의 학습 모델을 적용하여, 서비스의 종류별, 사용자 프로파일 기반 및 접근성 기반으로 위험

도 분석과 피해 정도를 예측하고, 위험 발생 위치를 기반으로 피해 반경과 파급 피해 및 피해 정도, 결과 등을 예측한다. 같은 

상황이라고 해도 안전 약자 타입별, 프로파일별, 서비스 특성별 등 같은 위험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분석된 예측은 사

용자의 나이·성별·지역·선호도·장애 여부·특정 욕구·접근성 등 분류에 따라 정도가 구분되어지고 서비스 종류에 따라서 맞

춤형 등급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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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등급은 개별위험지수로 나타내어지며, 앞서 언급한 생활안전 서비스로 지정된 개별서비스마다 각각 산출된다. 개별위

험지수는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생활안전지수에서 통합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개별 대상이 되며, 이와 이어지는 자세한 사항

은 ‘생활안전지수의 개념 ’단락에서 설명한다. 

생활안전지수의 개념

생활안전지수의 정의

생활안전지수의 소개에 앞서, 생활안전 예방서비스의 플랫폼 기술은 ‘생활안전 예방서비스의 주요 내용’ 단락에서 소개

한 주요 플랫폼 기술을 통해 실시간 오픈 공공데이터, 사용자 제보 데이터, 프로파일 정보, 위치 정보 등 다양한 데이터를 분

석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피해 및 파급 영향을 예측한다. 이는 서비스 특성 및 개인 특성에 따라 위험 수준을 나타내는 개

별위험지수로 나타내어진다. 이러한 개별위험지수와 함께 생활안전 예방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 중 하나인 생활

안전지수가 있다. 개별위험지수는 앞서 언급한 8가지 개별 예방서비스 중, 아동 실종 알림 서비스를 제외한 7가지의 개별 예

방서비스 분야에서 각각 나타난다. 이러한 개별위험지수와 함께 생활안전 예방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또 다른 주요 서비스 중 

하나인 생활안전지수가 있다. 

생활안전지수란, 7가지 개별 예방서비스의 개별위험지수를 통합하여 전체 서비스를 고려한 현재 안전수준을 전반적으로 

평가한 종합지수이다. 생활안전 예방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이 현재의 안전수준을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7가

지 분야의 위험 수준을 하나의 수치값으로 표현하여 종합 안전 등급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즉, 개별위험지수는 7가지 서비스 

유형별 각각의 분야 속 안전수준을 나타낸 반면에, 생활안전지수는 모든 서비스를 아우르는 포괄적 안전수준을 나타내기 위

해 전체 시나리오와 7가지 서비스를 종합하여 거시적인 안전수준을 측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생활안전지수를 

통해 서비스 사용자가 본인의 상태를 수시로 파악하고 자율적인 사전 대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 위험에 대한 주의

를 경고할 수 있다.

생활안전지수의 이론적 배경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생활안전지수 개발을 위해 개별위험지수를 통합하고자, 인공지능을 활용한 위험예측 모델을 통해 

산출되는 개별위험지수와 달리, 체계적인 전문가 분석을 통해 중요도를 산출하는 기법인 AHP기법과 리커트 척도를 혼합하

여 활용하였다. 전문가 그룹의 합리적 의사결정 모델 적용을 통해 생활안전 예방서비스 별 상대적 중요도를 도출하고 이를 

각 서비스별 개별 위험지수에 반영하여 생활안전 예방지수를 산출하는 방식을 적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방법론을 적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생활안전지수는 위험 분석플랫폼에서 각 서비스별로 산출한 여러 개별위험지수를 하나의 종합 지수개념으로 표현하기 

위함이다. 개별위험지수는 각 위험 상황에 대하여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위험 상황을 예측하고 그 수준을 알려주

지만, 그 개별지수들은 서비스 사용자의 전체적인 위험 수준을 대표해서 나타내지는 않는다. 따라서 개별위험지수들을 활용

하기에 앞서, 서비스 이용자들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여 하나의 대표지수로 표현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이를 위해 

각 개별위험지수를 통합하는 생활안전지수를 산출하게 되었다. 각 개별위험지수를 통합하는 방법론 측면에서, 개별 예방서

비스와 관련 위험요인들이 사용자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이 모두 동일한 것이 아니므로, 예상되는 인적/물적 피해의 정도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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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아니라 취약 계층, 예방요인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중대함의 정도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생활안전지수 개발을 위해 개별위험지수를 통합하고자, 전문가 그룹의 합리적 의사결정 모델 적용

을 통해 생활안전 예방서비스 별 상대적 중요도를 도출하고 이를 각 서비스별 개별위험지수에 반영하여 생활안전 예방지수

를 산출하는 방식을 적용하였다. 

AHP(Analysis Hierarchy Process)

AHP는 관련분야 산학연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형성 모델을 도출하는 기법이다. 다수의 속성들

을 계층적으로 분류하여 각 속성의 중요도를 파악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정한다. 1970년대 Pennsylvania University Wharton 

School의 Thomas L. Satty 교수가 미 국무부의 무기통제 및 군비축소에 관한 의사결정의 비능률을 개선하기 위해 개발하여, 

이후 정부 예산의 정책적‧경제적 타당성 검토를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합리적 의사결정 방법론으로 활

용되고 있다. 인간의 사고 체계와 유사한 접근 방법으로써 문제를 분석하고 분해해 구조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부문 투

자사업의 의사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활용된다. 특히 정량적인 분석이 곤란한 의사결정 분야에 전문가들의 정성적인 지식

을 이용하여 경쟁되는 요소의 가중치 또는 중요도를 구하는데 유용하게 응용된다. 이 기법이 자주 사용되는 이유는 쌍대비교

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위해 개별 항목의 가치 체계를 쉽게 추출할 수 있고, 그 중요도 또는 가중치를 산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Song et al.,2013). 먼저 의사결정을 위한 여러 가지 기준과 선택해야 할 대안들로 구성된 계층을 분류한다. 가장 기본적인 

AHP 계층(Hierarchy)은 맨 윗부분에 목적(Goal)을 두며, 그 밑에 판단기준이 되는 기준(Criteria)을 두고 가장 아래 계층에 

대안(Alternatives)을 두는 구조로, 각 기준에 관련된 대안들에 대한 기여도 관점에서의 각 기준들의 상대적 중요도에 관한 

의사결정자의 판단에 기초하여 쌍대비교(1:1비교)를 실시한다. 평가의 논리적인 일관성 유지는 비교행렬의 주 고유벡터를 

활용한 1:1비교 결과의 통합과정에서 비일관성지수(Inconsistency Index)를 도출하게 되며 이를 이용하여 의사결정자의 논

리적 일관성 유지 여부를 확인한다. 이때 일반적으로 비일관성지수(Inconsistency Index)를 Random Index로 나눈 비일관성

비율(Inconsistency Ratio)이 0.1~0.2를 넘게 되면 의사결정자가 논리적 일관성을 잃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Likert Scale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는 측정 대상과 관련된 문항에 대해 응답자의 태도, 감정, 신념 등을 평가하는 방법론으로 5점, 7

점, 9점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될 수 있는 방법론으로(Song et al.,2013), 응답값의 측정은 전체 문항에 대한 총합을 통하여 

수행한다. 리커트 척도는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비교적 쉽게 사용할 수 있고, 일관성을 확보하여 높은 신뢰도를 보이는 장점

이 있다. 응답자의 응답값을 직접 활용하므로 평정자에 의한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고, 다양한 문항을 활용하기 때문에 타당

도가 높게 된다. 하지만, 서열적 측정치로서 단일 차원적이고 각 문항들이 해당 개념에 대하여 모두 동일한 수준의 기여도를 

가진다고 가정하므로 문항별 가중치, 상대적 중요도에 대해서는 측정 불가능하다는 점이 존재한다. 

참조연구 

지역안전지수

지역안전지수는 행정안전부가 안전에 관한 국가 주요 통계를 이용하여 7개 분야별로 계량화한 수치로, 2015년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하는 국가의 행정 조치의 일환으로서 전국 시도, 시군구 등 지자체를 연 1회 평가하고 1~5등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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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부여하고 있다(Sin et al, 2018). 지역안전지수를 산출하는 방법은 국가의 주요 통계를 수집하고 이를 다중회귀분석

을 통해 분석하여 핵심 지표와 전체지표를 산출하는 방식을 활용한다. 분야별 핵심 지표는 크게 ‘위해지표’, ‘취약지표’, ‘경

감지표’로 구분된다. 지표는 위해지표(사망자 및 발생건수)와 인과관계(회귀분석)가 있는 지표만 취약/경감지표로 선정하며 

위해지표와 양(+)의 인과관계는 취약지표, 음(-)의 인과관계는 경감지표로 구성된다(Sin et al, 2018)(Fig. 2 참조). 지표의 구

성은 Table 2와 같다. 산식은 Fig. 2와 같이 ‘지역안전지수 = 100 - (위해지표 + 취약지표 - 경감지표)’로 구성되며, 통계적 유

의성에 따라 ‘위해:취약:경감=50%:25%:25%’ 구조로 가중치를 조정하여 지표 영향력의 형평성을 제고한다. 

Fig. 2. Method of calculate for local safety level index 

Table 2. Core factor and weights of local safety level index

분야 위해지표(가중치) 취약지표(가중치) 경감지표(가중치)

화재

환산사망자(.500)

(사망자(0.496)+

발생건수(0.004))

※ 교통사고 화재 제외

재난약자수(.155),

음식점 및 주점업 종사자수(.063),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 

업체수(.032)

의료인력(.182),

발생건수당 화재구조실적(.070),

행정구역 면적당 소방서 종사자수(.098)

교통사고 교통사고 사망자수

재난 약자수(.139),

의료보장 사업장수(.014),

자동차 등록대수(.097)

행정구역 면적당 급의료기관수(.080),

도로 면적당 교통단속 CCTV대수(.076),

운전 시 안전벨트 착용률(.094)

범죄

5대 주요범죄

발생건수(.500)

(살인, 강도, 강간, 폭력, 절도)

인구밀도(.117),

제조업 업체수(.027),

음식점 및 주점업 업체수(.106)

경찰 종사자수(.153),

범죄예방 CCTV대수(.097)

생활안전
생활안전관련

구급건수(.500)

건설업 종사자수(.056),

제조업 종사자수(.037),

재난 약자수(.157)

구급센터당 전체 이송건수(.075),

의료기관수(.084),

행정구역면적당 AED설치대수(.091)

자살 자살 사망자수(.500)

독거노인수(.139),

음식점 및 주점업 종사자수(.038),

기초수급자수(.073)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종사자수(.098),

자살예방관련기관수(.095),

기초생활보장 결산액 비율(.056)

감염병 법정감염병 사망자수(.500)

고령 인구수(.155),

의료급여1종 인구수(.070),

건강보험 외래급여일수(.024)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085),

노인·청소년 및 취약계층지원 결산액 

비율(.113),

면적당 지역보건기관수(.052)

자연재해 지역안전도 진단 결과

(국립재난안전연구원(Sin et a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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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재난 유형별 재난 발생 요인 가중치 분석 

재난안전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로, 사회재난 유형별 재난 발생 요인의 가중치 분석을 통해 사회재난 유형별 재난 발생 위

험요인의 가중치를 산정하고 사회재난 발생에 대한 위험요인 평가 체계를 구축하였다(Jang et al., 2018). 재난 발생 및 피해 

현황 자료를 수집하여 사회재난 유형을 분석하고, 피해 규모 및 재난 발생 요인 간 분석을 통해 재난 발생 특성, 건축물 특성, 

산업 특성에 대한 사회재난 위험요인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위험요인에 대한 가중치 분석을 Entropy-AHP 결합한 혼합 가중

치 방법을 적용하여 수행하였으며 계층구조는 Fig. 3과 같다. 최종 평가 요소인 재난 발생 특성, 건축물 특성, 산업 특성의 8개 

평가항목에 대한 혼합 가중치를 지자체별, 도시유형별로 산정하고, 이를 지자체 및 도시유형별 적용을 통해 위험요인을 평가

하였다. 엔트로피를 이용한 가중치는 이론적으로 주어진 효과척도가 각 대안의 평가를 위하여 사용될 때, 각 대안 간 효과척

도의 변별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변별력이 큰 효과척도에 더 큰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이며, 이러한 엔트로피 가중치와 

AHP기법이 혼용될 경우 효과척도가 고려된 혼합 가중치를 산정할 수 있다(Jee et al., 2000; Joo et al., 2014).

Fig. 3. A hierarchy structure of the disaster risk factors by type of social disaster 

기존 연구와 차별성 

본 논문에서 설명하는 생활안전지수는 앞서 언급한 지역안전지수와 사회재난 유형별 재난 발생 요인 가중치 분석과 차별

되는 특장점은 다음과 같다. 

이들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도 및 시·군·구 등 지자체의 안전수준을 나타내는 지수인 반면에, 생활안전지수는 생활

안전 예방서비스를 사용하는 서비스 사용자, 즉 개인의 안전수준을 나타내는 지수로 그 목적과 대상에서 차이가 명확히 구분

된다. 지역안전지수는 정부 행정 조치의 일환으로 지자체의 안전수준을 점검하고 행정적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연 1회 국가 

통계 데이터 수집 및 다중회귀 분석 등을 통해 수행된다. 또한 사회재난 유형별 재난 발생 요인의 가중치 분석연구는 중앙행

정기관 혹은 지방 자치 단체가 재난 발생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시행함으로써, 위험도가 높은 건물에 대하여 사전에 예방 또

는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 방안 제시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들은 모두 국가 행정적인 조치와 재난 관련 

사업추진을 위해 활용됨을 위함이다. 하지만 생활안전지수는 생활안전 예방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앱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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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 개인 단위로, 위험 서비스별 사용자에게 미칠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한 영향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평가 결과를 언제 어디

서든 안전수준을 수시로 조회할 수 있다. 

생활안전지수 모델 설계 

기준 산정 

생활안전지수 산출을 위한 AHP 구조 모델 설계는 생활안전 개별 예방서비스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하여 그 가중치를 

구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나의 정량적인 결과값을 지수로 산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AHP 계층구조에 따라 기준

(Criteria)은 생활안전 예방서비스의 중요도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항목으로 정의하였다. 평가항목은 개별 예방서비스들의 

위험도를 평가하는 기준인 위험성 및 위험요인으로 국내외 재난 위험성 평가 및 재난 위험 가중치 분석 기술을 검토하여 ‘위

험’, ‘취약’, ‘예방’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위험요인에 대한 다양한 평가 정의가 존재한다. 위험성 평가는 재해에 의해 발생한 

위험의 강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d'Albe (1979)는 위험성을 잠재적 재해(hazard), 피해 가능성(damage potential), 

대처 능력(coping capacity)에 의해 산정된다고 정의하였다(Jang et al., 2018). 미국 연방재난관리청(FEMA, 2001)에서는 

위험도 평가란 재해에 의한 인명피해와 건물, 사회기반시설 등에 대한 피해 정도를 산정하는 것으로서 지역사회의 위험과 취

약성을 총체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 잠재적인 결과를 추정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UN에서는 국제재

해경감전략사업(International Strategy for Disaster Reduction, ISDR)을 통해 위험도 평가란 인명과 재산,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위협 또는 위해를 입힐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을 분석하고 현재의 취약성과 재난수용 능력 수준을 평가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Lee et al, 2006; Yoo, 2014). 이에 따라 첫 번째 평가항목으로 선정된 ‘위험지표’는 생활안전 예방서비스와 관련

한 안전사고의 발생과 피해의 정도를 고려할 때 ‘발생 건수’, ‘인명피해 규모’, ‘재산피해 규모’의 관점에서 개별 예방서비스 

중요도를 평가하기 위한 항목들의 그룹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선정된 ‘취약지표’는 안전사고가 발생 시 상대적으로 그 위험

이나 피해의 정도가 클 수 있는 ‘취약 계층’ 및 ‘취약지역(시설)의 대상이나 규모(범위)’ 관점에서 개별 예방서비스 중요도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들의 그룹을 의미한다. 마지막 평가항목인 ‘예방지표’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

와 인식의 정도를 ‘안전관리 대책’, ‘정책 및 제도’, ‘국민 안전의식’의 관점에서 개별 예방서비스의 중요도를 평가하기 위한 

항목들의 그룹을 의미한다.

계층 구조 설계

평가항목 선정이 완료되고 나면, AHP 계층 설계를 위해 AHP의 여러 계층 구조 형태 중 ‘의사결정자가 복수인 경우의 다

계층 구조’로 생활안전지수 모델 설계를 시작하였다(Fig. 4 참조).

Level-2 계층은 생활안전 예방서비스에 대한 중요도(위험도)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으로 크게 ‘위험지표’, ‘취약지표’, ‘예

방지표’로 요인을 구성하였다. Level-3 계층은 생활안전 개별 예방서비스 8개 분야 중 ‘아동 실종 알림 서비스’를 제외한 7개 

분야를 전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공통지표로써, ‘발생 건수’, ‘인명피해 규모’, ‘재산피해 규모’,‘취약계층’, ‘취약지역(시

설)’, ‘안전관리 대책’, ‘정책 및 제도’, ‘국민 안전의식’으로 구성하였다. 아동 실종 알림 서비스의 개별위험지수는 생활안전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 본인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가 아닌 것으로 간주하여 종합지수인 생활안전지수에

는 반영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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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arly model of structure for AHP 

계층 구조 고도화 

AHP 평가 이론에 따르면 평가자는 Level-3의 8가지 항목을 바탕으로 Level-4의 서비스 항목에 대해 회의 쌍대비교

를 수행하며 상대적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는데, 이는 향후 대안에 해당하는 7가지 생활안전 서비스 분야가 확장하여 대안이 

추가되었을 경우 쌍대비교를 재수행하여야 하는 가능성으로 이어진다. 또한 대안이 추가되어 재설문 진행시, 기존 대안 사이

의 순위가 역전되는 부작용이 초래되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과 평가의 일관성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한 

결과로 리커트 척도(Likert Scale)평가 방법을 도입하였다. 본 연구의 각 서비스별 중요도를 평가하는 모델인 Level-4 계층인 

대안(Alternatives)은 상대적 중요도가 아닌 절대적 중요도 분석인 리커트 척도를 선정하여 모델 설계를 고도화하였다(Fig. 5 

참조). 이로써 대안에 속하는 7가지 생활안전 서비스가 향후 확장될 가능성과 AHP 계층 구조의 복잡성으로 인한 기존 방식

의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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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Advanced model of structure for AHP-likert scale

모델 적용

AHP 모델을 통해 먼저 전문가 그룹의 평가자들은 Level-2와 Level-3 계층에 대해 평가항목 간 1:1 쌍대비교를 실시하여 

평가항목에 대한 가중치가 산출한다. 이후 Level-4 계층에서는 각 개별 예방서비스에 대해 평가항목별 리커트 9점 척도 평가

를 수행한다. 평가자들은 각 평가항목별 현재 평가대상인 생활안전 예방서비스가 중요한지 혹은 아닌지를 9점 척도로 평가

하게 된다. 전문가 그룹이 각 평가항목별로 개별서비스에 대한 점수를 부여하면, 전체 평가 결과를 평균하여 평가항목별 점

수의 값을 계산하고 여기에 앞서 산출된 AHP 가중치를 적용하여 상대비교 하는 방법으로 각 서비스별 중요도를 도출한다.

위 모델 적용은 앱 서비스에서 이루어진다. 사용자 앱 서비스에서는 먼저 OPEN API를 통해 플랫폼의 예측모델에 서비스

별 개별위험지수를 요청한다. 개별위험지수는 사용자 개인 프로파일 정보와, 위치, 상황정보를 종합하여 개인 맞춤형으로 제

공된다. 다음으로 본 논문에서 제시한 AHP-Likert Scale 모델 적용을 통해 도출하는 생활안전 예방서비스별 중요도(가중치)

를 조회한다. 이러한 값에 앞서 호출한 7가지 분야의 개별위험지수를 곱하여 서비스별 상대적 중요도를 반영하면, 가중치가 

적용된 위험지수가 산출된다. 이때 가중치가 적용된 개별위험지수의 합산 수치는 현재 사용자의 위험도 수치로 간주된다. 따

라서 생활안전지수는 ‘(1-위험도)x10’으로 최종 종합지수를 산출하게 된다(Fig.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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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Method of calculate for life safety index

설문평가 및 중요도 산출 

앞서 설명한 생활안전지수의 모델(Fig. 5)에 기반하여 전문가 쌍대비교 결과를 수집하기 위해 구성한 AHP 설문지와 리커

트 척도 설문지는 다음과 같다(Fig. 7, Fig. 8 참조). 설문의 형식은 코로나 시국을 고려하여 가능한 대면 접촉을 줄이고자 온

라인의 형식으로 제작되었다. 설문의 플랫폼은 구글 설문지를 활용하였으며, 설문의 참여자가 AHP/리커트척도 방법론과 

연구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전형적인 AHP 쌍대비교 항목 이외에 시각 자료, 참조 통계자료 등을 적극 

활용하여 제작되었다.

또한, 상기 제작된 설문을 활용하여 전문가 의견수렴을 진행하고자 정부, 지자체, 산업계, 학계, 시민단체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설문 대상 그룹을 조직하였다. 설문 대상자는 국민 생활안전 포럼의 회원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국민 생활안전 포럼

은 국민의 편안하고 안전한 일생 생활 영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직된 민간 전문가 포럼이다. 설문의 대상으로 설문 

참여를 요청한 전체 전문가 그룹은 55명이며, 이 가운데 28명이 설문에 참여하여 그 결과를 연구에 활용하였다. 설문 데이터

의 수집 방법은 사전에 구두를 통해 연구 내용과 평가항목을 설명하고, 온라인 설문의 URL을 배포하였다. 또한, 설문 결과에 

대하여 CR값을 확인한 후 일관성 비율이 기준치 이상인 응답자에 한하여, 유선을 통한 2차 설문을 통해 이를 보완하였다. 설

Fig. 7. Assessment for A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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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참여한 28인의 전문가들에 대한 응답 표본 구성은 다음은 Fig. 9과 같으며, 응답자의 연령대별 비율은 50대 55.2%, 40

대 24.1%, 60대 이상 17.2%로 나타났고, 응답자들의 소속은 연구기관 24.1%, 학계 24.1%, 산업계 20.7%, 정부 및 유관 기관 

10.3%, 기타 20.7%로 구성됨을 알 수 있었다.

Fig. 8. Assessment for Likert Scale

Fig. 9. Analysis for respondent group in cases by age and job

다음으로, 전체 전문가 그룹의 AHP 분석 결과를 통합 분석하여 생활안전 예방서비스의 평가 기준의 가중치를 도출하기 

위하여, 이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설문에 응한 전문가 28인의 답변의 개별 일관성 비율(CR, Consistency Ratio) 값을 산술하

여 그 값이 0.1 이하가 됨을 확인하였다. AHP 연구 방법론에서 일관성 비율의 허용 정도는 CR이 0.1 이내이면 평가자가 항

목들에 내린 판단에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Reasonable), CR이 0.2 이상일 경우에는 일관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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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Saaty, 1980; Lim, 1995; Lee, 1999). 일관성 지수의 검증을 통해 유효한 데이터로 확인된 개별 설문 응답 결과는 생활

안전 예방서비스의 평가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산출하기 위해 AHP 분석에 다시 활용되었으며, 이때 통합 CR의 값은 0.051

로 확인되었다, AHP 분석을 통해 산출된 평가항목의 가중치는 다음과 같다. (Table 3, Fig. 10 참조)

Table 3. Evaluation criteria weights of life safety index 

기준
위험지표 취약지표 예방지표

발생 건수 인명피해 재산피해 취약계층 취약지역 안전대책 정책 제도 국민 의식

가중치 0.153 0.229 0.061 0.149 0.136 0.085 0.068 0.120
 

Fig. 10. Graph of evaluation criteria weights for life safety index

Table 3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위험지표에서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난 항목은 ‘인명피해’(0.229)로 분석되었고, 

‘발생 건수’(0.153), ‘재산피해’(0.061) 순으로 나타났다. 취약지표에서는 ‘취약 계층’(0.149)이 ‘취약지역’(0.136)보다 상대적

으로 높았으며, 예방지표에서는 ‘국민 의식’(0.120), ‘안전대책’(0.085), ‘정책 제도’(0.068) 순으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상기 분석 결과에서 유추해볼 수 있는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생활안전 예방서비스는 이를 활용하는 개인의 일

상생활 속 안전이 중요하고, 이에 개인 인명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서비스의 목적이 될 수 있으므로, 서비스의 

활용 측면에서 인명피해 항목이 가장 높게 평가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생활안전 예방서비스가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을 지향한다는 측면에서, 그 범주에는 사회적 약자가 포함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취약 계층의 중요도가 높게 평가된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이용자의 현재 위치의 상대적 위험성을 고려한 안전 예방서비스가 요구되므로 취약 지역(시설) 항목

도 높게 평가된 것으로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예방지표의 항목들이 상대적으로 의미 있는 값으로 산출되었으며, 특히 국민 

개개인의 안전의식이 생활안전 예방서비스의 가중치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됨을 추론할 수 있다. 하지만, 상기 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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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위험지표 중 재산피해의 항목이 일반적인 예상보다 낮게 산출된 결과에 대해서는 그 원인에 대한 추가 분석이 요구되며, 

이에 추후 전문가 FGI 등을 통해 확인 및 검증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AHP 설문 평가를 통해서 도출된 생활안전 예방서비스의 평가항목을 적용하여, 개별 생활안전 예방서비스에 

대해 리커트 척도로 그 중요성을 평가하였을 때 산출되는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4, Fig. 11 참조). 리커트 척도 평가의 대

상이 되는 생활안전 예방서비스는 국민 안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는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각 서비스별 편차

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최근 코로나바이러스-19 시국의 영향이 반영된 듯 ‘전염병 확산 예측 서비스’에 대한 가중치

가 가장 높게 산출되었으며, ‘유해 물질 유출 알림 서비스’나 ‘범죄 통계 기반 예측 서비스’ 등 상대적으로 안전사고 발생 시 

그 피해가 크게 인식되는 서비스의 가중치가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일상생활 위험 알림서비스’의 경우에는 

안전사고에 대한 피해의 정도는 높다고 할 수 없지만, 생활안전 예방 서비스의 목적을 고려했을 때 일반 국민이 가장 보편적

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인식되는 바, 그 활용도 측면에서 중요성이 높게 판단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렇게 산출된 개

별 생활안전 예방서비스는 개별위험지수에 상대적 중요도로 적용되어 생활안전지수를 산출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Table 4. Weights of Life safety index by services 

기준
일상생활 위험 

알림 서비스

대기질 위험 

알림 서비스

유해 물질 유출 

알림 서비스

다중 이용시설 

위험 알림 

서비스

전염병 확산 

예측 서비스

침수 피해 예측 

서비스

범죄 통계 기반 

예측 서비스

가중치 2.925 2.614 2.941 2.826 3.01 2.802 2.882

Fig. 11. Graph of service weights for life safety index



KOSDI 879

Hye-Su Oh et al. | A Study of Life Safety Index Model based on AHP and Utilization of Service

생활안전지수 구현 및 검증

생활안전지수의 목적은 생활안전 예방서비스에서 개인 현재 안전 현황을 나타내고자 하는 서비스로써, 서비스 이용자가 

본인이나 가족의 안전 상태를 수시로 파악하고 자율적 예방조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위험 생성 시뮬레이션

을 위한 테스트 환경을 구축하고자 App과 테스트 진행을 위한 시나리오를 생성하였다. 사용자가 앱 서비스를 실행하면 Fig. 

12과 Fig. 13와 같이 생활안전지수와 8가지 서비스 분야의 각 개별위험지수가 나타내어진다. 지수 값과 각 값에 대응하는 생

활안전 등급(안전/보통/주의/경고/위험)이 서비스 화면에 동시에 표시된다. 사용자는 표시된 지수를 통해 자신의 현재 안전 

상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기 등록된 가족의 안전 상태 또한 지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생활안전 예방서비스 분야별 

상세화면을 선택하면 개별위험지수와 해당 세부 내용이 화면에 표시되어, 서비스별 안전에 대한 현황을 알 수 있다. 위험 시

뮬레이션을 통해 특정 분야의 서비스에서 위험을 발생시켰을 때, 그 분야의 개별위험지수와 생활안전지수 수치값이 변경된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생활안전지수 등급이 ‘보통’에서 ‘위험’으로 하향되어 앱 서비스로부터 알람이 수신될 경우, 

사용자는 이러한 생활안전지수와 등급을 확인하고 자세한 상황과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별 예방서비스별 상세현황과 개

별위험지수를 확인하게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시범서비스 구축 단계에서의 효용성을 확인하였으며, 향후 시범서비스 실

증과 협의체 및 국민생활안전 포럼 운영을 통한 모델 및 서비스 고도화 등을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배포할 예정

이다. 

Fig. 12. Life safety index at the K-Guard App service Fig. 13. Life safety index at the K-Guard App service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논문은 대국민 일상생활 속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안전예방서비스 연구개발의 

일환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전체적인 위험 수준을 제공하는 종합지수 개념인 생활안전지수에 대한 연구를 소개하

였다. 생활안전 예방서비스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다중이용시설, 범죄, 유해물질, 생활안전 등 다양한 위

험요인에 대해 국민 개개인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최적의 안전사고 예방 솔루션을 제공하며, 이때 개인별 위험 수준은 정

량적인 지표를 나타내는 생활안전지수를 통해 직관적으로 표현되어지고 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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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전지수는 인공지능 예측모델을 통해 산출되는 7가지의 분야별 개별위험지수를 하나의 정량 수치로 통합하는 종합

지수의 성격을 가지며, 통합을 위해 전문가 집단의 평가 방법이 필요함을 규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AHP기법과 리커트 

척도방법 혼용하여 산출된 서비스별 중요도를 개별 위험지수에 적용하고 가중평균하는 방법론을 적용하였다. 이를 위해 생

활안전 예방서비스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 항목을 정의하고, AHP 계층구조에 리커드 척도를 혼용한 방법을 모델링하였다. 

이에 따라 생활안전 분야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그룹을 대상으로 설문평가를 실시함으로써 결과를 수집 및 분석하여 생활

안전 예방서비스에 대한 최종 가중치를 도출하였다. 또한 이를 활용하여 구현되어지는 생활안전 예방서비스의 앱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분야에 대응하여 지능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서비스 플랫폼과 상호작용하여 사

용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실제 생활안전지수에 대한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앱 서비스와 

플랫폼으로 구성된 테스트 환경을 구축하고 다양한 위험 상황을 가정한 사용자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생활안전지수에 대한 

기능과 생활안전예방서비스 내에서의 효용성을 확인하였다. 

향후 본 연구는 방법론과 가중치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 실증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 준비에 주안점을 둘 예정이다. 앞

으로의 과업에서 현 연구 성과에 대한 FGI를 진행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분석 모델을 고도화하고, 보다 많은 전문가의 의

견이 반영되어 가중치가 산출될 수 있도록 전문가 그룹 확대와 추가 설문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또한 지자체 등과의 협업

을 통해 시범서비스를 선보이고,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배포하고 그 유효성을 검증함으로써 서비스의 안정성 및 품

질개선을 추진하며 향후 확대 및 확산 전략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상으로 생활안전지수를 포함한 생활안전 예방서비

스의 구현과 보급을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 조성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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