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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ackground: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can be beneficial for the life and health of human society.

Crowdsourcing refers to drawing upon a large pool of individuals in order to seek services, ideas, or other

contributions. With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crowdsourcing is able to provide

powerful results in environmental health research. 

Methods: We searched  ‘crowdsourcing’ and ‘citizen science’ for keywords related to the environmental health

field and only selected journal articles and conference proceedings material, such as research reports and WHO

reports.

Results: This paper reviewed environmental health research using crowdsourcing. Examples of such research

based on crowdsourcing included practices in environmental disasters, noise monitoring, global positioning

system (GPS) technology, smart phones, attached portable devices and information delivery by web.

Crowdsourcing methods can provide notably distinct approaches for future environmental health research.

However, it is also important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whenever crowdsourcing is applied to data

generation and information dissemination.

Conclusion: We expect that this review may provide useful information for the development of new

environmental health research methods using crowdsourcing and citizen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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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정보의 공유가 쉽고 편

리해지면서 국민 참여에 의한 지식의 창출과 배분이

활성화 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으로 정의된다.1) 사회적 자본이 효과적으로 활용되

기 위해서는 상호 구조적 개체 간의 신뢰가 형성 되

어야 하고, 실질적인 자료 활용과 정보공유가 일어

나야 가능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정보를 수집하여

공유하는 참여자(개인 또는 단체)들은 데이터 수집

에서 분석, 결과도출 및 모든 과정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어야 하고, 이 과정을 진행하는 주체(단

체 또는 국가)는 참여자들에 의해 얻어진 자료가 참

여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된다는 점을 확실히 인

지하게 하여야 한다. 단지 일부 이익 집단의 영리목

적을 달성하기 위함이거나 공개되는 정보의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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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떨어진다면, 이러한 대중 참여 지식공유 행태의

진행이 순탄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모아진 정보

의 투명한 활용이나 참여자의 개인정보 보호도 사회

적 자본의 원활한 활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

한 상호 신뢰의 과정과 보호장치는 개인의 권리보호

와 자료 활용자의 책임 등이 확실하게 정해진 후에

진행될 수 있다. 

크라우드소싱(crowdsourcing)은 ‘대중(crowd)’과

‘외부 자원 활용(outsourcing)’의 합성어로, 비전문가

인 대중에게 문제파악이나 해결책을 찾도록 아웃 소

싱하는 것이다. 크라우드소싱이라는 말은 Jeff Howe

에 의해 2006년 6월 와이어드(Wired) 잡지에 처음

소개되었다. 이 개념은 웹 2.0으로 가능해진 새로운

다양한 가능성 중 핵심적인 것 중 하나로서 ‘다수의

인력 풀은 소수의 전문가보다 낫다’라는 믿음 아래

다양한 사람들이 더 나은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전에는 해당 업계의 전문가들

이나 기업 내부자들만 접근 가능하였던 정보를 대중

과 공유하여 제품 혹은 서비스의 개발 과정에 비전

문가나 외부 전문가들에게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혁

신을 이루고자 하는 방법이다. 이를 통해 한정적인

내부의 인적 자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많은 외부의

인적 자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외부인은

이러한 참여를 통해 자신들에게 더 나은 제품과 서

비스를 이용하게 되고, 이익을 공유하는 것도 가능

하다. 이렇게 태동한 크라우드소싱은 현재 경제, 문

화, 정치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런 크라우드소싱은 환경보건분야의 연구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다. 휴대형 소형기기의 발전으로 이러

한 기기를 이용한 환경 모니터링과 데이터 수집, 그

리고 수집된 데이터를 무선 통신 네트워크를 통하여

공유하는 연구방법이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아직 초기 신흥연구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비

용에 따른 이익을 결정짓는 것은 어렵다는 단점이

한계점이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원하여

가나(Ghana)에서 수행된 연구의 경우, 택시 운전기

사들을 통하여 도시의 소음레벨과 온도를 수집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도시의 다양한 환경정보

체계를 구축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2) 이는 매일 자

동차로 도시 전역을 이동하는 택시운전기사들을 통

한 효율적인 데이터 수집을 실현한 연구이다. 이와

같은 실시간 환경동태 모니터링 “map”구축의 목적

은 실시간 환경 감시뿐만 아니라, 도시계획 전략의

수립 및 정책의사 결정, 그리고 개인의 건강수준과

복지를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수행되기도 한다.3) 2009

년 Eric Paulos는 시민집단을 통한 데이터 수집을

“citizen science”로 정의하였다.4) 하지만 이와 같은

참여형 데이터 수집은 추후의 주최 결정자에 의한

정보 집계나 데이터 분석단계에 있어 잠재적인 개인

정보유출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염려가 있다. 

이 논문은 최근에 보고된 크라우드소싱을 활용한

다양한 환경보건 연구방법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미

래형 환경보건 연구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고찰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II. 연구 방법

본 고찰을 위하여 ‘crowdsourcing’과 ‘citizen science’

의 키워드를 검색하여 환경보건에 관련된 영역에 한

하여 선정된 국외학술지의 논문과 학술대회 발표자

료 연구 보고서자료 등을 참고하였으며, WHO 및

관련기관의 웹사이트에 공시된 보고서와 자료를 활

용하였다. 자료의 보완을 위하여 국제학술대회 발표

논문과 국외단행본 등을 참고하였다.

III. 결 과

1. 크라우드소싱의 환경보건 활용 분야

1) 환경재난 시 활용방법 

환경재난은 예고 없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으며 이

러한 재난은 경우에 따라서 광범위한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 영향이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 환

경재난은 환경보건분야에서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이

다. 환경재난의 종류에 따라, 발생 직후 신속하게 그

지역의 접근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때, 스마트 폰을

이용한 정보의 전달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환경재난에 의해 장기적으로 영향을 받는 경우

도 마찬가지이다. 

2011년 일본에서 발생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인해 약 50만 명의 이 지역 주민이 방사선

노출을 피하기 위해 이주를 하였다. 방사선의 노출

량이 매우 높아지고 방사선 노출 지역 확산에 대한

우려 때문에 많은 가이거 측정기(Geiger counter)를

활용하여 방사선의 측정을 시작하였다. “Co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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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work” 이라는 시민 참여 네트워크가 쓰나미가 발

생한지 채 2주도 되지 않아 결성되었고 이 네트워

크의 참여자가 수집한 방사선 자료는 정부와 민간인

에게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 

최근에는 일본의 과학기술성(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MEXT)과

세이프캐스트(Safecast)라는 조직이 1,024대의 가이

거 측정기를 추가로 배포하였다. 이와 같이 시민의

참여로 인해 후쿠시마 사고 이후 2700만개 이상의

방사선 자료가 측정되어 축적되었다. 이런 자료의 축

적은 참여자와 관련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매우 유용한 수단이며 이러한 방법의 측정이 지속적

으로 진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일

본에서는 Japan Nuclear Crowd Map(JNCM)이라는

웹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들 3개의 조직에서 측정되

는 자료를 한 곳으로 모으고 있다. 수집된 자료는

분석 후 자료의 갭을 파악하여 추후에 부족한 자료

를 수집할 수 있도록 참여자에게 알리고 정보를 활

용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다. 

크라우드소싱을 환경재난 시 활용 수 있는할 범

위는 바다의 파도, 쓰나미 경보, 홍수, 미세먼지 주

의보, 수질 경보 등이며 이와 같은 정보들을 스마

트 폰의 위치에 따라 지역에 적절한 지역 정보를

전송하여 시민들에게 현장 관측치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동시에 지역 환경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

킬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장기적인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환경재난의 큰 피해를 예방하는데 효과

적인 방법이다.5)

2) 대중 관찰 프로젝트 

환경보건에서 크라우드소싱을 활용한 연구의 장점

중 하나는 많은 다양한 장소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정보의 정

확성이 없다면 이에 대한 활용 가치가 떨어질 수 있

기 때문에 정보의 정확성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오래 전부터 진행되어 온 개화시기 관찰 자료는 기

후변화에 대한 패턴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

고 있다. 실제로 식물관찰 네트워크는 수천 년 전부

터 중국과 로마의 농업산업에서 시행되었다. 근대 유

럽에 식물관찰에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은 Egon Ihne

이다. Egon Ihne는 한 종류의 식물을 59년간 관찰하

였는데 1883년부터 1941년까지 라일락(Syringa vulgaris)

의 개화시기를 관찰하였고 매년 그 결과를 게재하였

다.6) 이런 활동을 시작으로 네트워크가 시작되었으며

독일을 시작으로 호주, 일본, 중국, 북미, 남미 등 많

은 나라에서 식물 및 곤충 관찰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관찰한 자료를 모으고 사진으로 남기고 있다.7)

덴마크에서 시작된 iSpex라는 프로젝트는 사용이

간단하면서 구매, 유지비용이 저렴한 분광기

(Spectroscopic)를 스마트 폰에 장착하여 대기 중 입

자의 농도를 측정하는 국가적 규모의 프로젝트를 진

행하였다. 이 도구는 스마트 폰에 부착 된 분광기를

활용하여 햇빛의 구조를 이용, 공기 중의 입자의 수

준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인간의 화석

연료의 연소에 의한 변화가 지구 기후변화의 미치는

영향 등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연구

에서는 시민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각각 참여자

들에게 우편료를 포함하여 3.35달러(한화 약 4,500

원)에 개발 된 측정기기를 주문을 할 수 있게 하였

다.8) 이러한 결과, 2013년 7월 8일 네덜란드의 총

면적 41,542 평방킬로미터의 면적에서 아침과 저녁

2차례에 걸쳐 6,000개의 측정 자료들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번 프로젝트의 목적은 단지 한 대에 10,000

원 정도에 불과한 저가 기구를 활용한 측정 결과와

기기 한 대 당 1억5천만 원이 넘는 고효율의 측정

기기가 설치된 네덜란드의 19개 측정소에서 구해진

결과와 비교하여 그 수준을 비교하는 것이다. 단편

적인 자료의 비교뿐만 아니라 이번 연구에 참여한

수천 명의 시민에게 기후변화와 초미세입자에 대한

관심을 심어주고 연구참여 과정을 이해하게 했다는

것 또한 큰 의의가 있다. 

미국 남가주 대학교(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의 연구팀에서는 스마트 폰 카메라를 이

용하여 공기 중 에어로졸 농도를 측정하는 “Visibility”

어플리케이션을 개발 하였다. 어플리케이션의 사용

방법은 어플리케이션 실행 후 하늘을 카메라에 담

아 촬영하여 업로드 하게 되면, 스마트 폰의 global

positioning system(GPS)와 가속도계(accelerometer)

정보로 사진과 함께 위치와 시간이 중앙서버로 전

송된다. 전송 된 사진은 하늘의 발광도 추정 모델에

의하여 가시도와 공기 중의 에어로졸 농도를 평가

한다. 본 기술은 미국 환경청(U.S. EPA)과 협력하

여 그 사용범위와 기술을 확대하려는 계획을 가지

고 있다.9) 스마트 폰의 높은 보급률과 사용률,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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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사용이 용이한 어플리케이션의 개발로 인해 기

존의 방법보다 적은 비용과 노력으로 대중대중부터

빅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유용한 방법 중 하나로 자

리잡아가고 있다.

2. 스마트기기 기술의 환경보건분야 활용

1) 소음측정연구

환경보건분야에서 시민과 스마트 폰을 활용하여

진행한 최초의 연구는 시민의 참여에 의한 소음의

측정일 것이다.10) 국민들은 생활환경 내 유해요소에

대한 정보의 욕구가 커지고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노

출되는 소음 수준은 국민들의 건강에 매우 중요한

결정인자들 중 하나이다. 소음은 대도시의 가장 큰

환경문제 중 하나이며 사람의 건강과 행동, 생활의

안녕, 생산능력 등에 영향을 미친다.11) 현재 우리나

라의 소음 모니터링은 각 기초 지방 자치 단체에

1~2개씩 존재하는 측정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

나, 그 정보는 국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실직적인

생활소음 측정 자료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크

라우드소싱을 활용한 소음 모니터링 연구는 이와 같

은 지역적으로 고정된 장소에서 측정되는 자료의 단

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스마트 폰은 지속적인 인터넷 접속성과 뛰어난 휴

대성과 높은 보급률로 인하여 크라우드소싱 연구에

활용에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 또한 마이크, 카

메라, GPS, 동작센서를 탑재하고 있어 다양한 분야

에 적용이 가능하다. 스마트 폰을 이용한 ‘크라우드

소싱’ 연구의 잠재적인 가능성은 선행된 몇몇 선행

연구를 통하여 입증되었다. 이 연구들에서는 휴대용

센서를 부착한 휴대전화기를 통하여 대도시 환경 중

시민들이 직접 소음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10,11) 한 선행연구에서는 NoiseTube 라는

스마트 폰 소음측정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이용

자들이 직접 생성하는 데이터”인 도시 소음을 수집

할 수 있는 잠재력을 확인 하였다.3)

2002년에 수행된 유럽의 European Noise Directive

(END) 연구의 경우, 도시의 소음측정에 관한 3가지

연구 방법을 수립하였는데, 그 중 한 가지 방법은 시

민들의 참여로 인한 소음데이터의 수집이다. GPS 및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GIS) 정보를 활용하여

소음 수준을 모니터링 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지역별

데이터를 온라인으로 공유하게 된다. 이 연구의 한계

점은 시민집단은 환경측정 전문가 집단이 아니기 때

문에 측정 시 발생하는 오류 등 과학적 증거로 제시

하긴 불충분 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는 참여자 교육

과 전문가의 지속적인 조언 등으로 개선이 가능하다.12)

스마트 폰의 마이크를 이용하여 소음을 측정하고

수집된 소음데이터와 GPS 위치데이터를 GIS 프로

그램을 통하여 소음지도 작성하는 크라우드소싱 기

반의 도시 소음지도를 작성하였다.13) 또한 소음측정

치 이외에 실행자의 기분상태를 추가로 입력하게 하

여, 실제 소음측정치와 사람이 실제로 체감하는 소

음 수준을 평가하고, 상세한 장소를 직접 입력하여

공유함으로써 참가자들의 관심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연구도 수행되었다.14)

2) 스마트폰 내부 센서를 이용한 개인노출평가 기능 

스마트 폰의 기술력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

고 있으며, 그 안에 장착되는 부속기기는 지속적으

로 개발되어 증가하고 있다. 그 중 환경보건연구에

활용도가 가장 높은 것이 위치를 알 수 있는 범 지

구 위치결정 시스템이다. 이런 기능은 현재 대부분

의 스마트 폰에 장착이 되어 있고 이러한 기능의 활

용이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스마트 폰 안에 장착된 GPS기능을 통해 사용자의

위치와 이동경로 정보를 중앙데이터 저장소로 업로

드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때 일정 지역에 들어오

면 주의해야 할 건강관련 정보나 환경과 관련된 내

용을 전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금연구역으로 지정

된 위치에 오면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사용자

가 이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GPS기

능을 활용한 어플리케이션은 이미 많이 존재하며 상

업적으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크라우드소

싱 연구의 가장 큰 제한 점이며 관심은 휴대용 센

서로 수집된 유용한 데이터를 중앙데이터로 업로드

시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문제이다. 왜냐

하면 기기의 사용자는 수집된 환경 모니터링 데이터

만 제공하길 바라고 다른 정보는 보내지 않기를 원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GPS 이외에도 스마트 폰에는 가속도계와 같은 관

성센서가 부착 되어있다. 관성센서는 보행자의 이동

을 추측할 수 있는데 다른 장치나 센서 자체 이외

에 다른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이동을 추정할 수

있어서 특히 실내 위치 인식의 중요한 방법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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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고 있다.15) 가속도계는 장비의 정확도가 비교적

높고 일상생활 중 피험자의 신체 활동을 특별한 제

약 없이 장시간 동안 측정할 수 있다. 가속도계로

측정된 신호는 신진 대사량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

며,16) 신진 대사량의 간접적인 측정은 사람의 움직

임 특히 비만과 관련된 연구에 매우 중요한 인자가

된다. 그 밖에 스마트 폰에 부착된 카메라는 조도의

측정에 활용될 수 있다.

Personal Environmental Impact Report(PEIR) 프로

젝트의 경우, 스마트 폰의 센서들을 이용하여 환경

적 요인에 따른 개인노출을 산출하는 내용의 연구를

수행하였다.17) 이 연구는 개개인의 스마트 폰과 웹

을 통한기술을 환경보건과 접목시킬 수 있는 가능성

을 보여준 예시이다. 스마트 폰의 GPS와 가속도계

를 이용하여 시간-장소 정보를 분류하는 모델을 구

축하여 평가하고, 개인의 위치, 활동정보를 지도와

환경데이터를 이용하여 노출을 추정하였다. 노출추

정 대상 요인은 1) Carbon impact: 스마트 폰 이용

자들의 교통수단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CO2 footprint

를 작성하고, 이에 따른 온실가스에 대한 기여도를

추정한다. 2) Sensitive site impact: 스마트 폰 이용

자들의 교통수단 이용에 따른 PM2.5 배출 지역을 추

정하여, 학교나 병원과 같은 민감계층이 밀집한 장

소에 대한 노출을 추정한다. 3) Smog exposure: PM2.5

를 포함한 이동 경로에 따른 교통수단으로부터 발생

하는 입자상 물질의 노출을 추정한다. 4) Fast food

exposure: Fast food 음식점 근처에 머문 시간을 저

장하여 기록하여 준다. 

3) 추가 측정기기를 활용한 건강영향의 측정 

스마트 폰에 와이파이(WiFi) 기능이 이용되면서 장

착된 기능뿐 아니라 추가적으로 부착하여 이용하려

는 노력이 가속되고 있다. 예를 들면 환자의 혈압의

측정을 하여 그 자료를 필요한 관련자에게 전송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환경의 인자를 측정하기 위한 센

서의 개발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미 일부 기체오

염물질의 측정 센서가 개발되었고 초미세입자의 측

정 센서도 개발단계에 있다. 

소형 손가락 감지 센서를 스마트 폰 어플리케이션과

연동시켜 사용자의 심박수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장

치의 개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18) 심혈관계질

환의 진단 시 가장 널리 사용되는 electrocardiography

(ECG) 값을 모니터링 하는 휴대용 센서를 몸에 부

착한 후 스마트 폰을 통하여 측정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해주는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었다.19) 스마

트 폰과 무선센서를 이용한 실시간 건강상태 및 환

경측정 모니터링은 위급한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지

하여 위험에 대비 할 수 있도록 하며, 측정된 데이

터의 무선공유로 원거리에서도 전문가들이 데이터

분석 및 결과해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20)

3. 정보 전달의 기능 

스마트 폰은 연구자뿐만 아니라 시민에게도 자료

를 제공할 수 있는 쌍방향 정보전달의 도구가 된

다. 특정 조건을 가진 사람에게 필요한 정보를 주

기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교육과 정보의 공유를 통한

행동의 변화와 교정도 이룰 수 있다. 이런 접근 방

법은 “mHealth”라는 개념으로 공중보건 전 분야에

서 활용되어 왔다. mHealth란 mobile health의 줄

임 말로써, 휴대전화와 같은 모바일 장치를 통해

건강, 의료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총칭한

다.21)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에게 약물

복용 알림과 부작용에 관한 정보를 문자 메세지로

전달하거나 검진 날짜를 상기 시켜주고, 전염병 등

의 질병 정보를 전달해주는 서비스들이 제공되어왔

다.22-24)

이 개념은 환경보건분야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앞

서 결론에 설명되었던 모든 서비스를 통하여 데이터

들이 수집되어 최종적으로 제공받는 모든 과정은 웹

을 기반으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스마트 폰 내의

장치활용을 통하여 기존의 mHealth보다 더욱 다양

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IV. 결 론

정보통신과 기술의 발달이 보건 및 환경보건학계

에 가져다 주는 이점과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 환

경유해인자로부터의 개인노출평가를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환경보건에 관한 빅 데이터 수

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쌍방향 정보공유와

소통은 양질의 환경보건 서비스 제공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으며, 정부와 국민 그리고 기업과 국민간의

커뮤니케이션도 보다 원활하게 수행 할 수 있게 한

다. 이러한 시스템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효과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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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모니터링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하지만 시민

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보공유

와 결과 도출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정보 제공

자인 시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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