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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정책건의

연구의 개요1.

서 서 체GIS 1995 (NGIS)․ 울시 사업은 년 건설교통부에 국가지리정보 계 구축사업 의 일환
서1:1,000 ,으로 대도시지역에 수치지형도를 제작하고 울지역에도 대축척의 수치지형도

서 서 서. GIS 1 1:1,000가 제작되면 본격화되었음 울시 단계 사업에 는 수치지형도를 근
, , ,간으로 도로관리시스템 상수도관리시스템 하수도 관리시스템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

서 서. 2들의 시스템 구축이 시작되었음 단계 사업에 는 여러 업무시스템들이 구축되면 시
서 Enterprise GIS스템에 구축된 자료들의 공유와 공동 활용을 목적으로 개념의 공간데

, GIS이터웨어하우스 구축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들이 펼쳐졌으며 시민들에게는 포털사
해 서 GIS .이트를 통 울시의 내용을 알리고 필요한 위치정보를 찾아볼 수 있게 하였음

서 , GIS , , 20․ 울시는 공간데이터웨어하우스 포털 도시계획정보관리 도로관리 등 개 지리정
보시스템을 개발하여 업무에 활용하고 해,있으나 그동안 막대한 예산 투입에 비 직원들

해 확GIS , , ,의 시스템에 대한 이 부족 운영상의 문제점 데이터 현시성 보의 어려움 객관
,적인 평가 시스템의 부재 등으로 활용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업이

해2006 GIS년도에 완료됨에 따라 그동안 추진 온 사업의 재정비와 새로운 활용시스템
. ,개발이 시급한 상황임 또한 인터넷 및 관련정보기술의 급격한 발달과 전자정부사업 유

서 서비쿼터스 사업등 정보화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업무부 에 의 활용
서 .뿐 아니라 대시민 비스 개발도 필요한 실정임

서 서 10 GIS ,․ 따라 본 연구에 는 지난 년간 추진된 각종 사업의 활용도를 분석하고 정보화
서 3 GIS기술동향 및 발전추세를 고려하여 울시의 단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연구의 주요 결과2.

서1) GIS울시 활용현황 및 문제점 분석
서 GIS 1995 GIS 1 2․ 울시 활용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년도에 수립된 단계 기본계획과

GIS . 2 10 GIS단계 기본계획을 살펴보았음 단계 여년에 걸쳐 구축된 시스템의 활용현황
서 , GIS은 울시 자치구청 및 사업소의 운영 담당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수행하여 전반

서 , .적이면 심층적인 내용을 파악하였고 인터뷰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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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GIS GIS․ 첫째 업무 시스템의 활용도는 전담부 의 존재유무와 사업 추진의지와 많은
.관련이 있었음 상수도 사업본부의 지리정보과나 도시계획과내에는 전담팀이 만들어져

있어 상수도 관리시스템이나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은 활용 및 유지관리가 잘 되고
,있었으나 전담팀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 도로관리시스템은 활용이 매우 미약한
조 . , GIS것으로 사되었음 둘째 구청차원의 활용이 매우 미약하며 활성화를 위한 기반

서 서.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구청차원에 는 전담부 가 없는 것 뿐만 아니라 구
서. ,청차원의 지리정보데이터를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시스템도 없는 실정임 셋째 울

체 서SDW . SDW시청내 를 보다 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었음 는 울시
체 GIS . SDW전 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시스템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많이 있음

신 확 ,데이터의 갱 주기 단축과 정 도 검증을 통한 데이터의 품질 향상등이 필요하며 업
무시스템별 지속적인 유통 수요와 입력자료에 대한 지침등의 표준안을 만들어야 할 필

서 서 서 체. , GIS GIS요가 있음 넷째 지리정보담당관실이 울시 를 총괄하는 부 로 전 에 대
. GIS한 가이드라인 및 지침작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유통에 대하여 상세하고

명확 서 체 서 장,한 지침이 필요하며 울시 전 차원에 고도화하는 기적인 안목의 역할 정
. , GIS IT립이 필요함 다섯 번째 시스템과 관련된 표준화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

. C/S GIS Web ArcGIS함 기 구축된 버전의 시스템을 버전으로 전환한다거나 나
서DBMS와 같은 응용프로그램의 버전 변경 등 운영환경의 변화가 발생할 때 울시 차

조 . ,원의 총괄적인 대응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것으로 사되었음 여섯 번째 다양한 활용
, GIS가능성 제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등을 통하여 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조 서 서. , GIS지속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마지막으로 직적 차원에 울시 데이터를
조 신GIS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와 구청의 전담 직을 설할 필요

조가 있는 것으로 사되었음

2) 정보화 사업 동향분석
서 서 .․ 중앙정부와 울시 차원에 여러 정보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정보화 사업 동향분석

체3을 위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정보화 계획으로 건설교통부의 제 차 국가지리정보 계
신 , u-Korea IT839기본계획과 지능형 국토정보기술 혁 로드맵 정통부의 기본계획과

서, , u-전략 행정자치부의 전자정부와 행정정보화 촉진기본계획 지역정보 기본계획 및
서. Intelligent city Seoul비스 추진계획을 살펴보았음 울시 차원의 정보화 계획으로

2006 ,마스터 플랜 유비쿼터스 마스터 플랜과 최근에 수립된 자치구의 정보화 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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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 GIS살펴보았음 또한 민간 분야에 이루어지고 있는 정보화 사업 특히 사업을 중심
조 .으로 인터넷 기반과 텔레매틱스 분야의 민간 현황과 수요를 사하였음

서․ 중앙 및 지방 정부 차원에 이루어지고 있는 정보화 계획과 민간의 수요를 파악한 내
. ,용을 기반으로 도출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첫째 새로운 정보기술로 부각되고 있는

.유비쿼터스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음 정보화 사업 추진시 정보화 요소기술들을 부
분적으로 채택 수용하였던 기존의 계획들과는 달리 유비쿼터스 사회라는 국가정보화

해 서U-Korea , NGIS , U-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 기본계획 기본계획 울
서. ,마스터 플랜등이 계획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음 둘째 대시민 비스 강화와
.수요자 중심의 정보화 사업으로 진화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음 지난 몇 년간

,각종 정보화 사업으로 행정 업무 내부의 효율화가 추진되어 왔으며 이를 기반으로 대
서 . ,시민 비스를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정보화 사업을 주요시하고 있음 셋째 시스템

서 .구축단계부터 비스 활용 활성화를 고려하여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많은 돈을 들여
해 ,구축한 정보화 사업들이 정보화로 인 발생하는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그 활

.용이 부진한 면이 없지 않았음 이러한 교훈을 기반으로 최근 수립되고 있는 계획들은
. ,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활성화 계획들이 함께 고려되고 있음 넷째

체 서 서. , ,공공․민간등과의 협업 계가 필요함 울시 차원에 는 중앙정부 자치구 민간과의 협
서 서 장 서 해 서업이 필요한데 이는 정보화가 진행되면 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 입 에 당

서 서 서,비스가 민간에 제공하는 것인지 공공에 제공하는 것인지 보다는 양질의 비스가
서 해 서.민간과 공공 구분없이 비스되는 것이 중요 졌기 때문임 특히 울시는 지도정보를

신 서 해 ,갱 하고 대시민 비스를 향상하기 위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민간의 노하우
서. ,를 이용할 수 있는 적절한 전략 수립이 필요함 마지막으로 자치구 정보화에 대한

서. , GIS울시의 역할이 정립되어야 함 자치구 정보화는 울시 정보화의 근간이며 사업
서. , GIS도 마찬가지임 그러나 자치구의 는 구청차원에 통합적인 운영환경을 마련하고

서 서 서, . GIS있지 못하며 시스템 활용도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울시 담당부 에
서자치구청에 자생적으로 관심을 갖고 시스템을 운영하며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

.도록 기틀을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함

해3) GIS 발전 동향 및 외도시 추세 분석
서 해3 GIS GIS ,․ 울시 단계 기본계획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주요 외 도시 계획
GIS , GIS .관련 기술 및 표준화 동향 주요 분야별 구축사례등을 분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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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 , GIS․ 미국 일본 캐나다 영국 도시들에 수립하고 있는 계획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 , GIS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음 첫째 통합형 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임 기존의 부

서 GIS GIS .별 구축에 따른 한계를 극복하고자 통합형 구축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 둘
, GIS .째 공간자료와 시스템의 구축과 정비하고 있었음 공간자료를 정보기반으로 인식

해서 ,하고 이를 위 공간자료를 표준화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어 왔으며 효율적인 유통
체 서 체.계를 구축하였음 또한 국가적 스케일에 구축한 공통 데이터를 지방자치단 의 사

신. , IT정에 맞게 관리하고 정비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음 또한 기술을 적극 수용하여
GIS , ( : 3시스템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이를 실제 업무에 적용하고 있음 예 차원

GIS). , GIS . , GIS가상 셋째 시스템의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고 있었음 즉 시스템을 쉽
,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사용자가 하고 있는 업무
. , GIS내용과 관련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기능을 추구하고 있음 또한 이용 분야의

확 해 체 . ,대를 위 지속적인 사용자 교육 지원 계를 추진함 넷째 공공정보에 접근하기 위
서 서GIS한 대중의 권리를 존중한다는 의미에 시스템에 관리하는 자료를 적극적으로

해. , ( ,공개하고 있음 이를 위 다양한 웹사이트를 구축하여 지역정보 행정 업무 정보 지적
) . GIS세금 를 제공하고 있음 정보를 공개하는 웹사이트는 대부분 지도를 기반으로 구

.축되어 있음
GIS GIS․ 관련 기술의 발전 동향은 가 여러 가지 정보기술을 사용하고 있다는 특징을 감

GIS ,안하여 주변부 기술과 핵심기술로 나누어 살펴보았고 각각의 표준화동향을 살펴보
.았음
, GIS Enterprise GIS, PPGIS,․ 또한 발전방향 탐색을 위하여 최근 많이 논의되고 있는

3D GIS, GIS, GIS모바일 유비쿼터스 의 주요 개념과 구축사례 및 시사점을 살펴보았
.음

Enterprise GIS․ 는 전사적 자원공유의 개념으로 초창기에는 데이터가 공유의 주요 대
서 확 .상이었으나 최근에는 점차 비스쪽으로 대되어 가고 있음 국내외 구축사례 검토를

해서 신. ,통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첫째 중앙집중형 데이터 관리로 데이터의 갱
확 . ,과 현시성 보에 중심을 두고 있음 둘째 정보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통합의 대상이

서 확장 . ,데이터에 기능으로 되는 것을 알 수 있었음 셋째 사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 증
. , GIS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음 넷째 엔터프라이즈 의 영역

확장 서, , , CRM, CIS,으로 도시계획 지적 건축과 같은 공간자료를 다루는 부 뿐 아니라
조ERP .와 같이 공간자료를 단순 참 하는 영역까지 통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v -

PPGIS GIS , GIS․ 는 주민 참여형 로도 불리우며 의 기능을 활용하여 공공정책 분야에 시
GIS . PPGIS민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흐름의 하나임 를 이용한 국외 사례를 살펴

본 결과 도시지역의 이슈와 공공정책에 대한 계획 및 의사결정이 필요할 때 주민의 참
서 해 GIS여가 필수적인 사항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 주민의 참여를 위 툴은 정부와

해 .주민 사이의 매개자 역할을 주고 있다는 점임 미국의 경우는 도시 주변지역을 활성
조,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정부가 아닌 그 지역의 거주자 중심으로 이루어진 커뮤니티

조. GIS직을 통하여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이러한 커뮤니티 직은 툴을 이용한 공
해서간적인 응용을 통 그 결과를 제시하게 되면 더욱 효과적으로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었음
서 조3D GIS 3 GIS .․ 는 제 차 국가 에 유비쿼터스 국토실현을 위하여 강 하고 있는 분야임

체3D GIS , ( , ),의 활용성은 첫째 지자 의 웹포탈과 연계하여 지역관광정보 춘천시 전주시
신 ( ), 3 ( ) , ,도시개발정보 전라남도 차원 지리정보 제공 대구시 와 같은 정보제공 둘째 정책
결정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의사결정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정책결정과 관

3 3련된 주요 정보들을 차원정보로 제공하거나 차원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물 모형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책결정과 관련 사항을 시민들에게 효과적으

.로 공지하고 시민참여를 유도하는 방편으로 활용할 수 있음 그러나 이러한 활용성 측
체 , ,면 이면에는 지자 의 업무와의 연관성 미흡 운영 및 유지관리상의 문제 관련 제도와

, , .규정 정비 표준화 기술개발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음
장 서(Field)․ 데스크탑 단말기가 아닌 현 에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모바일 단말기의 보급

서 확 서GIS .이 보편화되면 이를 이용한 모바일 로 추세가 산되고 있음 울시 모바일
장GIS 시스템 구축의 기본방향은 행정업무 및 정보화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현 업무에

서 서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시정정보에 대한 다양한 컨텐츠를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여
.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국내외 모바일 구축사례를 검토하여 도출

조GIS ,된 시사점은 첫 번째는 모바일 시스템의 기반구 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점 두
GIS , GIS번째는 모바일 시스템 구축시 기존 정보시스템과 모바일 시스템의 유기적인

, u-city GIS연계가 필요하다는 점 마지막으로 최근 구축을 위한 인프라로 의 중요성
해 서,이 대두되고 수집 자료의 스케일이 세 지고 실시간 정보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

해 장 서GIS . Mobile GIS특히 모바일 의 역할이 중요 지고 있었음 현재는 가 현 에 데이터
를 수집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 중심으로 구축되어 사무실 업무와 연계하는 정도

서, Enterprise GIS Mobile GIS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라는 큰 틀안에 도 통합되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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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음
서 체 .․ 유비쿼터스 사회는 국가에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정보화 사회의 총 임 유비쿼

서터스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에 많은 기반기술들이 검토되고 있는 상황
서.임 그중에 도 유비쿼터스 환경은 공간을 중심으로 한 정보통합이기 때문에 유비쿼터

GIS .스 사회의 핵심 기반기술로 가 매우 중요함 유비쿼터스 사회에 대한 논의가 국내
서 체 명확, .에 본격화되고 있기는 하나 현재까지 그 실 가 하지 않은 상황임 이러한 상황
서 서 해 서 해 명확GIS에 울시는 유비쿼터스 사회를 대비하기 위 에 담당 야할 역할정의가

서. u-Seoul ,히 필요한 실정임 울시는 현재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어 있기는 하나 제공
서 서,되는 비스 위주로 작성되어 있어 하부에 이루어져야 할 기반 구축 부분에 대한 상

. ,세한 계획이 빠져있는 상황임 그러므로 다음 사회로의 성공적인 진화을 위하여는
GIS .를 필두로 하는 기반기술에 대한 로드맵이 필요함

서4) 3 GIS단계 울시 기본계획
서 해 서3 GIS GIS ,․ 울시 단계 기본방향은 활용 활성화를 목표로 하였으며 이를 위 울시

서 서Enterprise GIS , , ,의 고도화 활용활성화 총괄부 로 지리정보담당관실의 역할정립
체 .민간과의 협력 계구축등을 핵심추진전략으로 삼았음 이 부문별로 도출된 사업들에

체< 1> , 732대한 내역은 표 과 같으며 이러한 사업추진을 위한 전 예산은 약 억원이 필
(< 2>).요한 것으로 산출되었음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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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명사업 2007 2008 2009 2010 2011

Enterprise

GIS

구축 고도화

확SDW․ 공유 데이터 정합성 및 현시성 보사업
Shared Service SDW․ 개념으로 기능 고도화

․ 행정자료와 공간자료연계
체․ 공간분석을 통한 의사결정지원 계 마련

지리정보
품질향상

확․ 기본지리정보 정 도 향상 및 유지관리
GIS․ 표준안 모니터링

․ 데이터 표준안
․ 시스템 기능 표준화

GIS

활용 활성화

․ 미개발된 업무 시스템 구축 및 기구축 시스템 기능 보
(DB )완 구축비용 포함

GIS․ 포털 사이트 고도화 사업
서․ 지리정보 비스 데이터 구축사업

․ 지리정보 유통 관련 상세 지침 작성
서 GIS․ 울시 교육 강화
서 GIS․ 울시 홍보
서 GIS․ 울시 데이터 센터

u-Seoul

기반구축

․ 정보화 기술 모니터링 및 기반 기술 로드맵 작성
GIS․ 모바일 구축사업

3D GIS․ 구축사업
GIS․ 유비쿼터스 도입방안

GIS

체운영 계
정비

체․ 협의 구성
GIS․ 구청 활성화

․ 파트너쉽 구축

서< 1> 3 GIS표 울시 단계 추진 사업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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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명사업 2007 2008 2009 2010 2011 계

Enterprise GIS

구축 고도화

확SDW․ 공유 데이터 정합성 및 현시성 보사업 4 3 6 13

Shared Service SDW․ 개념으로 기능 고도화 2 3 3 3 11

*․ 행정자료와 공간자료 연계 3 10 10 10 10 43

체․ 공간분석을 통한 의사결정지원 계 마련 0.5 0.5 3 0.5 3.5 8

소 계 7.5 15.5 22 13.5 16.5 75

지리정보
품질 향상

확․ 기본지리정보 정 도 향상 및 유지관리 36 27.5 21 21 21 126.5

서 GIS․ 울시 표준 제정 사업 2 2 2 2 2 10

소 계 38 29.5 23 23 23 136.5

GIS 활용 활성화

․ 미개발된 업무 시스템 구축 및 기구축 시스템
(DB )기능 보완 구축 비용 포함 3 32 93 99 23 250

GIS․ 포털 사이트 고도화 사업 3 3 3 3 3 15

서․ 지리정보 비스 데이터 구축 사업 3 3 3 3 12

․ 지리정보 유통 관련 상세 지침 작성
서 GIS․ 울시 교육강화 1 1 1 1 1 5

서 GIS․ 울시 홍보 2 3 2 3 2 12

서 GIS․ 울시 데이터 센터
소 계 9 42 102 109 32 294

u-Seoul

기반구축

․ 정보화 기술 모니터링 및 기반 기술 로드맵 작
성

GIS․ 모바일 구축사업 10 30 30 70

3D GIS․ 구축사업 10 15 7.5 7.5 40

GIS․ 유비쿼터스 도입방안 11 34 34 32 111

소 계 20 56 71.5 41.5 32 221

체GIS 운영 계
정비 체․ 협의 구성 및 파트너쉽 구축 1 1 1 1 1 5

소 계 1 1 1 1 1 5

총 계 75.5 144 219.5 188 104.5 731.5

서* Enterprise GIS ,구축 고도화 부문에 건물분야의 행정자료와 공간자료연계에 대한 예산만 산정하였고 그
.외 다른 행정자료 연계 예산은 포함하지 않았음

서< 2> 3 GIS표 울시 단계 사업별 소요예산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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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건의3.

서1) 울시 공간데이터웨어하우스 고도화 추진필요
서 서 서1 GIS․ 울시에 는 단계 구축 사업에 수치지형도와 함께 여러 가지 업무시스템들이

서 서, 2 Enterprise GIS구축되면 자료의 공동 활용과 공유를 목적으로 단계 사업에 는
, (SDW)구축을 목표로 하였으며 그 결과 공간데이터웨어하우스 구축사업을 수행하여

서 서. SDW GIS시스템을 활용중임 에 는 울시 데이터의 근간이 되는 프레임워크 데이터
서와 단위 업무시스템에 유지관리되는 공통 공간데이터 및 일부 주요 행정자료의 공유

.및 유통이 가능한 상황임
서 서 서 서SDW GIS․ 는 부 단위로 시스템을 활용하는 현실에 부 간을 연계하면 일관된 데

해 서 체 장GIS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주는 울시 전 의 근간이 되는 가 중요한 시스템
서 서 확. DB ,임 그러나 실제 울시 관련부 의 활용현황을 살펴본 결과 현시성 정 성등에

서 서, GIS문제가 있으며 소프트웨어적 측면에 도 업무에 의 활용은 극히 일부분의 기능
서 해만이 사용되는 상황에 도 상대적으로 고가의 소프트웨어를 구입 야 하는 문제들이

확, GIS발생하며 이는 향후 사용자를 대하려는 것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발
.생하고 있음

확장Enterprise GIS . ,․ 정보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의 개념도 되고 있는 추세임 즉 기존에
서 서Enterprise GIS C/S가 기반의 환경하에 부 간 데이터 공유에 초점이 맞추어져있었

/ (interoperability)다면 최근에는 이기종 시스템 플랫폼간의 효과적인 상호운영 에 대한
서 서 해WEB요구가 증대하면 기반의 비스 지향적 아키텍처를 지향하는 것으로 진화

서 서. SDW나가고 있음 울시 를 비스 지향의 아키텍처로 전환하는 사업이 반드시 필요
서.한 실정임 비스 기반의 아키텍처는 데이터의 공유뿐 아니라 시스템 기능의 공유를

서,가능케 하고 비전문적 사용자들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때문에 울시
서 서 해서SDW의 많은 부 에 의 데이터와 기능을 활용케 하기 위 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

서 서 서 서. 3 Enterprise GIS임 울시 단계 계획에 울시의 개념을 비스 지향적 개념으로
해 .진화시키고 관련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됨

2) 다양한 행정자료들과 공간자료간 연계사업 추진필요
서 ,․ 울시는 정보화사업의 결과로 많은 자료들이 데이터베이스화 되었고 쉽게 이용할 수

. ,있는 상황이 되었음 그러나 이들 자료들은 대부분 공간정보와 연계되어 있지 않고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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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서 ,일한 항목들을 여러 자료원에 중복적으로 관리하면 자료가 연계 되지 않고 동일
해서 체 서.항목에 대 분류 계가 달라 자료의 공동활용이나 공유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조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보자원의 통합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강 하면
Enterprise Architecture 기본구상과 이에 따른 정보자원관리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

서 체 조. EA DRM (Data Reference Model)음 즉 가운데 은 울시 전 데이터에 대한 참
해, 16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부분에 대 개 분야는 구분되어 있지만 상세

,한 모델은 작성되어 있지 않으며 위치정보를 중심으로 연계할 수 있는 개념은 포함되
.어 있지 않은 실정임

서 서 해․ 울시정개발연구원에 는 건축물 분야에 대 건축물 관련 다양한 자료원에 대한 특성
GIS을 파악하고 의 건물도형과 연계하여 활용하기 위한 방안과 예산을 제시한 바 있

서. EA음 건축물분야의 데이터에 대한 그림은 궁극적으로는 울시가 그리고 있는 프레
, 16 ,임중 데이터모델 그리고 개 데이터 모델 가운데 하나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며 나
해서 ,머지 부분에 대 도 상세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실질적인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서 서 EA․ 울시 정보화기획단에 그리고 있는 를 근간으로 공간정보와 연계 필요성이 높은

, ,행정자료의 주제별 유형을 분석하고 구축의 우선순위 소요예산등에 대한 전반적인
서ISP .를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사업은 울시의

SDW내에 기초데이터 및 블록데이터의 개념으로 이미 구축하고 있는 자료들을 더욱
, , GIS다양하게 하고 정교히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의 다양한 분석을 가능케

.하고 활용을 활성화시키는 근간이 될 수 있음

서 해3) 대시민 비스 향상을 위 민간과의 파트너쉽 구축필요
서 서 서GIS․ 울시 포털 사이트는 울시 지리정보담당관실에 운영하는 공간데이터웨어하우

서 ,스를 근간으로 대시민 비스를 목적으로 구축한 사업이며 사이트 오픈 이래 사용자들
서 서. ,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울시 포털사이트에 는 지도검색 도시정보지

서 서 서, , GIS .도 비스 통계지도 비스 사이버 교육 사이트등은 운영하고 있음 지도검색 비스
서 체 신에 제공하는 업소정보 및 업소정보를 자 적으로 갱 할 수 있게 하는 전략들은 민

서 서,간부분에 더 빠르게 유지관리가 되고 있으며 제대로 관리되지 못할 경우 울시 포
신 , .털사이트의 뢰도를 낮추고 사용자들의 재방문을 낮추는 계기가 될 수 도 있음

해 서․ 이러한 부분에 대 기존의 민간 부문에 운영되는 지역정보 사이트와 경쟁적 관계가



- xi -

서. ,아니라 상호 협력하는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면 울시는 도로관리시스
해 서 신,템 새주소관리시스템등을 통 울시 수치지도의 수시갱 된 자료의 취득이 가능하다

장 서 서, (POI)는 점을 지니지만 관심지역 정보관리에 있어 는 민간부분에 정보를 수시로
신 체 서.갱 하는 것 만큼 계적으로 관리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반면 민간부분에 는 위치정

장 장 해( , )보제공을 위한 바탕이 되는 지형지물과 공공정보 주차 버스정류 등 수집을 위
체 해 서거의 주요 업 들마다 유지관리 비용을 투여 야 하기 때문에 사업의 수익적 측면에

서 서 서,나 내용적 측면에 도 한계를 갖을 수 있으며 국가적인 차원에 본다면 비스가 다
해 .양화되기 위한 기반마련을 위 중복적으로 비용이 투입되는 결과를 낳게 됨

체 해․ 여러 민간부분 업 와의 인터뷰결과 공공부문과의 협업관계 구축에 대 관심을 보이고
서 확.있음 행정의 궁극적 목적은 행정의 고객이 되는 시민 비스를 대시키는 것이기 때

서 체 서,문에 비스의 제공주 가 공공인지 민간인지보다는 협력적 관계하에 최상의 비스
서 서, GIS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며 분야에 있어 도 민간분야에 의

서 서위치정보 비스가 많아지면 협력적 관계모색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고 판단
서 해.됨 시민을 위한 최상의 비스 제공을 위 민간과의 다양한 파트너쉽 관계구축이 필

.요함

서 서 서4) GIS울시 를 총괄하는 부 로 역할 정립 필요
서, GIS․ 최근의 정보기술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시스템에 있어 도 이러한 변화를

해 서 서. GIS빠르게 수용 야 하는 상황에 있음 울시 본청의 지리정보담당관는 울시 를 총
서 서 서 체 해 해GIS ,괄하는 부 로 울시 전 의 를 둘러싼 환경에 대 가이드라인을 정 주고 지

해 서,침을 만드는 역할을 수행 야 하며 외부적으로는 중앙정부차원에 추진되는 다양한
서, GIS ,관련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구청에 추진되는 사업에 대한 지원 그리고 최근 민

서 확 서간에 대되고 있는 위치정보 비스와 관련된 협력적 관계형성등의 역할에 있어 중
.추적 역할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해 체 .․ 이를 위 첫째는 다양한 협의 구성과 파트너쉽 관계 형성이 필요함 내부적으로는 본
체 해 조 ,청의 시스템사용자들간의 협의 를 통 수요 사 및 지속적 피드백을 하고 지리정보

서 서 체 GIS담당관실에 는 울시 전 의 계획수립 및 기술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역할이
서 서. ,필요함 외부적으로는 중앙정부차원에 추진되는 다양한 사업을 모니터링하고 울시

해서. GIS와의 협력관계를 맺을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함 구청의 추진에 대 는 현재는 가
장 GIS바탕이 되는 구청의 시스템들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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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서 해서 체GIS것에 대 울시 의 활성화를 위 라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하는 계가
.필요함

서GIS ,․ 둘째는 현재 를 둘러싼 정보환경은 급속하게 변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차원에 추진
해서 서,되는 다양한 정보사업들에 대 모니터링하고 울시 차원의 대응방안을 만드는 일

해.들도 필요함 또한 최근의 정보환경은 공동 활용을 위 표준화가 주요한 이슈가 되고
해서 서 서 ,있는데 이부분에 대 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 울시 내부 그리고 구청차원

해 체 해 .에 가이드 라인을 제시 주는 일들을 계적으로 나가도록 함 이와 함께 최근의
해 서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정보기술들의 적용가능성을 검증 보고 울시의 업무 혹은

서 해 해서 체대시민 비스를 위 활용될 수 있는 기술들에 대 는 계적으로 접목될 수 있도록
해 .가이드를 제공하는 역할도 수행 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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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개요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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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배경 및 목적1.1

서 서 체GIS 1995 (NGIS)울시 사업은 년 건설교통부에 국가지리정보 계 구축사업 의 일환
서1:1,000 ,으로 대도시지역에 수치지형도를 제작하고 울지역에도 대축척의 수치지형도가

서 서 서. GIS 1 1:1,000제작되면 본격화되었다 울시 단계 사업에 는 수치지형도를 근간으로
, , ,도로관리시스템 상수도관리시스템 하수도 관리시스템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들의 시스템

서 서 서. 2구축이 시작되었다 단계 사업에 는 여러 업무시스템들이 구축되면 시스템에 구축된
Enterprise GIS자료들의 공유와 공동 활용을 목적으로 개념의 공간데이터웨어하우스 구축

해 서, GIS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들이 펼쳐졌으며 시민들에게는 포털사이트를 통 울시의
GIS .내용을 알리고 필요한 위치정보를 찾아볼 수 있게 하였다

서 , GIS , , 20울시는 공간데이터웨어하우스 포털 도시계획정보관리 도로관리 등 개 지리정
보시스템을 개발하여 업무에 활용하고 해,있으나 그동안 막대한 예산 투입에 비 직원들의

해 확GIS , , ,시스템에 대한 이 부족 운영상의 문제점 데이터 현시성 보의 어려움 객관적인 평
, 2006가 시스템의 부재 등으로 활용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업이 년도에 완

해 GIS료됨에 따라 그동안 추진 온 사업의 재정비와 새로운 활용시스템개발이 시급한 상황
. ,이다 또한 인터넷 및 관련정보기술의 급격한 발달과 전자정부사업 유비쿼터스 사업등 정보

서 서 서화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업무부 에 의 활용뿐 아니라 대시민 비스
.개발도 필요한 실정이다

서 서 10 GIS ,따라 본 연구에 는 지난 년간 추진된 각종 사업의 활용도를 분석하고 정보화기
서 3 GIS .술동향 및 발전추세를 고려하여 울시의 단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

연구의 내용1.2

서1) GIS울시 활용현황 및 문제점 분석
서 GIS․ 울시 추진현황

GIS․ 본청과 구청 인터뷰를 통한 활용 현황 분석
조․ 설문 사를 통한 활용현황 및 애로사항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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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화사업 동향분석
서 서: , ,․ 중앙정부차원에 추진되는 정보화 사업분석 건교부 정통부 행자부에 추진하고 있는

NGIS, ,전자정부 유비쿼터스 관련 계획 검토
서 서: ,․ 울시 본청 및 자치구청차원의 정보화사업 분석 울시 본청의 정보화 기본계획
u-seoul 마스터 플랜과 자치구청의 정보화 계획

서: ,․ 민간부문의 정보화 수요 및 동향분석 민간 분야에 제공하고 있는 인터넷 텔레매틱스 기
GIS반의 정보 제공 현황

해3) GIS 발전동향 및 외도시의 발전추세 분석
해 GIS․ 외 도시의 활용현황 및 정보제공사례 분석
GIS : GIS , GIS ,․ 관련 기술 및 표준화 동향 주변 기술 핵심기술 표준화 동향

GIS : Enterprise GIS, PPGIS(Public Participation GIS), 3D GIS,․ 주요 분야별 발전 동향
GIS, Ubiquitous GIS모바일 의 주요 발전 동향 및 구축 사례

서4) 3 GIS단계 울시 구축 기본계획 수립
서 3 GIS․ 울시 단계 구축 기본방향설정

․ 단계별 추진계획수립
체․ 단계별 추진 계 및 소요예산

연구방법1.3

조▪ 기존문헌 사 및 분석
서 서GIS․ 울시 추진과 관련된 각종 용역결과보고
서 서 : NGIS ,․ 울시 및 중앙정부 차원에 추진되는 각종 정보화사업 추진현황 자료 사업 전

,자정부사업 유비쿼터스 사업
GIS :․ 각 자치구별로 추진하고 있는 및 각종 정보화사업자료 강남구를 비롯한 자치구단

위 정보화계획자료
GIS․ 관련 기술동향 및 발전추세 관련자료
해 GIS․ 외도시들의 활용현황 및 정보제공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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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을 통한 자료 분석
서, , GIS․ 중앙정부 타시도 울시 및 자치구수준의 웹사이트 분석

해 GIS․ 외도시들의 웹사이트 분석
조▪ 면접 사

서 GIS․ 울시청 및 자치구청의 활용현황 및 문제점 인터뷰
- : , ,대상범위 응용시스템은 도로관리시스템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 하수도관리전산시스

, (KLIS), , ,템 토지행정종합정보망 새주소시스템 상수도시설관리시스템 공간데이터웨어
,하우스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

서- : 2 , 2인터뷰대상 본청 관련부 및 개의 자치구청 개의 상수도사업소의 시스템 운영자
위주

- : GIS ,인터뷰 내용 활용정도 및 문제점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인터뷰
체GIS : CNS(Car Navigation System), LBS,․ 정보를 제공하는 민간업 와의 인터뷰 인터넷

서 체지도포탈사이트등 민간차원에 지리정보를 제공하는 업 와의 인터뷰를 통한 공공과
체민간간 협업 계 구축가능성에 대한 검토

조▪ 로그파일분석 및 설문 사
서 GIS․ 울시 포털사이트의 로그파일분석
서 서 조GIS․ 울시청 구청 담당자를 대상으로 울시 활용 현황 설문 사



서울시 현황 분석평가 및 단계 기본계획 수립연구GIS 3 GIS‧

- 6 -

연구수행과정1.4

• 소요예산

• 추진조직

• 단계별 구축계획

서울시 GIS 활용현황 및

문제점 분석
정보화사업 동향분석

GIS 발전동향 및

해외도시 추세분석

서울시 3단계 GIS 기본계획 수립

방향 설정

GIS 관련 기술 및

표준화 동향 분석

단계별 추진계획 수립

서울시 GIS 

추진현황 분석

서울시 본청 및
자치구청의 GIS 활용도

및 문제점분석

대시민 서비스차원의

GIS 활용 및

문제점 분석

서울시 2단계 GIS 

구축계획 대비

추진실적 평가

중앙정부 차원

• NGIS 사업

• 전자정부 사업

• 유비쿼터스 사업

• ITS사업등

서울시 본청/구청

• 전자정부사업

• 유비쿼터스사업

• ITS사업

• 정보화계획등

해외도시들의

GIS 계획분석

민간부문의 GIS 

수요 및 동향분석
주요 GIS 분야별

구축사례분석

• 소요예산

• 추진조직

• 단계별 구축계획

서울시 GIS 활용현황 및

문제점 분석
정보화사업 동향분석

GIS 발전동향 및

해외도시 추세분석

서울시 3단계 GIS 기본계획 수립

방향 설정

GIS 관련 기술 및

표준화 동향 분석

단계별 추진계획 수립

서울시 GIS 

추진현황 분석

서울시 본청 및
자치구청의 GIS 활용도

및 문제점분석

대시민 서비스차원의

GIS 활용 및

문제점 분석

서울시 2단계 GIS 

구축계획 대비

추진실적 평가

중앙정부 차원

• NGIS 사업

• 전자정부 사업

• 유비쿼터스 사업

• ITS사업등

중앙정부 차원

• NGIS 사업

• 전자정부 사업

• 유비쿼터스 사업

• ITS사업등

서울시 본청/구청

• 전자정부사업

• 유비쿼터스사업

• ITS사업

• 정보화계획등

서울시 본청/구청

• 전자정부사업

• 유비쿼터스사업

• ITS사업

• 정보화계획등

해외도시들의

GIS 계획분석

민간부문의 GIS 

수요 및 동향분석
주요 GIS 분야별

구축사례분석



서울시 추진 현황2.1 GIS

본청 및 구청의 활용현황 및 문제점 분석2.2

대시민 서비스 차원의 활용현황2.3 GIS

서울시 활용현황II. GIS

및 문제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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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추진 현황2.1 GIS

서 1995 GIS 1 , 2002 2울시는 년 단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년에 단계 기본계획을 수립한
. 1 GIS 2 GIS .바 있다 단계 기본계획과 단계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단계 서울시 구축 기본계획2.1.1 1 GIS (1995)

서1 GIS 1996 2001 GIS단계 울시 기본계획은 년부터 년까지 기본적인 구축을 완료하고
확 서. 1 GIS행정업무의 효율성 증대와 시민생활 안정성 보를 목표로 하였다 단계에 는 구축을

서 GIS위한 추진총괄부 를 구성하고 전문가들을 적극 활용하는 것과 국가 구축 기본계획과
서 체울시 종합정보 전산망 구축계획을 연계하여 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주요

장. 1 GIS , ,추진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단계 구축 기본계획의 주요 사업내용은 데이터 시스템
, , .비 전산망 구축으로 구분되며 상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데이터

서( )․ 수치지형도 제작 울시 전역
신( , , , )․ 지상시설물도 제작 도로 건물 맨홀 호등 등

( , , )․ 지하시설물도 상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등
DB․ 속성 구축

▪ 시스템
: , , , , 32․ 시 도로시설물관리 상수도 하수도관리 도시계획 교통관리등 개 응용시스템

: , 26․ 자치구 지역교통지원 청소시설관리등 개 응용시스템
장▪ 비

서H/W S/W , ,․ 와 는 각 부 업무 활용 가능성 및 사용자 의견 자료의 호환성 경제성
GIS국가 와의 연계성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검토한 후 기술자문위원회의 자문과 정

해책위원회의 결정에 의 도입
▪ 전산망구축

LAN : LAN 96․ 시청 구축계획에 따라 ‘ 구축
LAN :․ 구청 자치구 전산화 계획에 의거 추진

신WAN : 2000․ 국가초고속통 망 구축계획에 따라 년까지 완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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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서울시 구축 기본계획2.1.2 2 GIS (2002)

서1 GIS GIS ,단계에 구축한 관련 사업의 재정비와 새로운 활용시스템 개발 인터넷 이용
서 해 서2 GIS의 증가로 인한 새로운 대시민 비스 수요를 수용하기 위 단계 울시 구축 기본계

서 서 해. 2 GIS MIS획을 수립하였다 단계에 는 분야별 응용시스템과 울시 내부 의 통합을 통
cyber city , .를 구현하는 비전을 제시한 바 있으며 주요 추진 방향은 다음과 같다

서 조․ 울시에 적합한 지리정보시스템 기본구 설정
체․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및 계적 유지관리를 위한 기반강화

․ 산․학․연․관의 파트너쉽 유지
체․ 국가지리정보 계 구축 기본계획 및 시정정보화 사업과 연계

․ 폭넓은 지리정보 데이터의 유통 및 활용
서2 GIS , , ,단계 구축 기본계획의 주요 사업내용은 데이터 시스템 홍보 및 대시민 비스

조GIS , .구축 기반 성으로 구분되며 상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데이터

신1:1000․ 기 제작된 수치지형도 갱 사업 수행
서․ 다양한 축척의 지도 제작 비스

․ 항공사진 이미지 데이터 구축
․ 수치고도모형등 기타 다양한 기반데이터 구축

② 시스템
서: 1 32․ 주제별 응용시스템 구축 단계 기본계획에 정의한 개 업무시스템과 기타 개

발 가능한 업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및 응용프로그램 개발
체․ 지리정보 유통 계 구축
서③ 홍보 및 대시민 비스

GIS․ 지역정보 제공을 위한 인터넷 구축
GIS ,․ 사업에 대한 워크샵 기술 및 학술대회 개최

․ 내․외국인을 위한 문화․관광․생활 지도 제작
서 조GIS④ 울시 구축 기반 성

조․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직 강화
․ 지리정보시스템 교육강화

조( , , )․ 제도정비 례 규칙 지침 수립
․ 산․학․연․관의 파트너쉽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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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서 GIS < 2-1> .울시 지리정보담당관실에 추진한 주요 사업내역은 다음 표 과 같다

구분 구 축 현 황

데
이
터

수치
지형도

: (.dxf .dwg)․ 구축 형태 도엽단위의 전산파일 또는
1/1000․ 제작현황

신- : 1996.12 2004. 3 (2,303 )규제작 ∼ 도엽
신- 1 : 2001. 6 2003. 6 (2,126 )차 갱 ∼ 도엽

- : 2004. 12~ 2006. 12( )세계측지계 전환 진행 중
1/5000․ 수치지형도 제작 현황

서- 133 (1996 120 , 2001 13 )울시 도엽 제작 년 도엽 년 도엽
․ 기타

체 체- (2004~2005) : 1 3 GPS TS공급기준점 관리 계 구축 ∼ 급의 와 기반 공공기준점 계 구축
- GIS (2006 2007) :응용시스템의 세계 측지계 변화 ∼ 세계측지계 변화시 변화프로그램
을 개발하여 응용시스템에 적용

항공사진
영상지도

해71․ 년부터 촬영 온 항공사진을 이미지 데이터화함
․ 데이터 제작 현황
- 2000 : 99 ( )(6,705 )년 ’ 년 촬영사진 이미지맵 제작 흑백 매
- 2001 : (16,953 )년 항공사진 웹 검색시스템 구축 매
- 2002 : ( )(13,998 )년 위성영상 이미지맵 제작 컬러 매
- 2003 : (6,477 )년 칼라항공사진 촬영 매
- 2004 : ( )(8,990 )년 컬러항공사진 모자이크 관련 추진 컬러 매

도시계획
정보관리
시스템

해 명 확: ,․ 개요 업무 전산화를 통 행정의 효율성 증진과 의사결정의 전문성과 투 성을 보하고
신 ,시민들에게 도시계획 정보를 제공하여 시정의 뢰도 향상하며 시계열 분석을 통한 도시
, 1999 2003의 발전 마스터플랜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년부터 년까지 년차별 사업으로

추진함
: DB, DB,․ 데이터 구축현황 도시계획 관련 고시·시설 도시계획 관련 이미지·도형 주택재개

DB, DB발 등 도시계획 사업 도시계획 관련 지원
조: ( ),․ 시스템 주요 기능 도시계획 고시행정 정보 회·편집· 출력 시스템 도시계획 개별업무

체( , ), ( , DB/ DB ),비지관리 토지형질변경관리 등 도시계획 의사결정 경관관리 기초 블록 등 구
서( / , )축환경 운영관리 인트라넷 인터넷 버관리 등

도로관리
시스템

: GIS ,․ 개요 각종 정보시스템의 기본이 되는 도로 도로 시설물의 도형정보 제공함으로써
도로시설물의 과학적 관리를 통한 행정 효율화와 도시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7 2002년부터 년까지 연차별로 추진함

조명: (4m ), , , ,․ 데이터 구축현황 도로 이상 도로시설물 도로부속시설 도로 시설 도로점용시설
: , , / , ,․ 시스템 주요 기능 공사 용역관리 도로현황 관리 도로시설물 부속물 관리 사업관리 굴

,착관리 점용관리

시
스
템

지반정보
시스템

해:․ 개요 지반상태를 파악함으로써 중복 시추를 방지하고 지진재 대책을 수립하는데 활용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함

지하시설물
정보관리
시스템

신: ( , , , , , )․ 개요 도시 라이프라인 상수 하수 전기 통 가스 난방 의 종합정보 제공
: 14 6․ 데이터 구축현황 총 개 기관 종 시설물에 대한 정보 구축

조: , , ,․ 시스템 주요 기능 지도검색 지하시설물 검색 지도 작 시스템 관리
공간데이터
웨어하우스

: GIS․ 개요 응용시스템의 공간데이터 통합 및 연계 운영
: , , GIS Guide Website,․ 시스템 주요 기능 지도뷰어 메타데이터 관리 관리자 프로그램

GIS 포털
시스템

․ 주요 기능
서 서 서 서- : , , ,지도 비스 울시 지도검색 도시정보지도 비스 통계지도 비스 내 지도 만들기

- GIS : GIS , , GIS , GIS온라인 교육센터 학습영역 어린이 지도학습마당 용어사전 관련 법제도
서- ,지도전시관 울시 변천사

- : , ,생활지리정보검색 생활지리정보검색 자주 찾는 생활지리정보 시설물 정보 등록

GIS
사이버교육

장 해 확: GIS GIS․ 개요 시간과 소의 제약 없이 교육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통 의 저변을 대
2003 2005 GIS하고 전문가를 육성하고자 년부터 년까지 사이버 교육시스템을 구축함

27 151.5 , ,․ 교육과정은 총 개 과정의 시간으로 일반과정 전문과정 응용프로그램 과정으로 구
분됨
서 서 해e , GIS․ 울시 공무원 교육원 울시 포탈을 통 실시함

< 2-표 1 서> GIS울시 주요 추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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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및 구청의 활용현황 및 문제점 분석2.2

서 서 서GIS 2005 GIS울시 운영현황은 울시 지리정보담당관에 년도에 수행한 운영현황
조 서 서, GIS전수 사결과 를 토대로 정리하였고 울시와 자치구청 및 사업소의 활용현황 분석은

조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 사와 인터뷰를 수행하여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운영현황 조사2.2.1 GIS 1)

서 서 조 조2005 GIS .울시 지리정보담당관에 는 년도에 운영현황을 전수 사한 바 있다 사는
서 서2005 6 GIS년 월 한 달에 걸쳐 관련 시스템을 사용하는 부 및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이

조, , ,루어졌으며 주요 사내역은 시스템 개요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일반사항 시스템
조 서, , , .운영환경 감리수행여부 유지관리 현황 기타 건의사항등을 포함하고 있다 사결과 울시

서 서 서 , 25에 개발되거나 시에 제공받은 수치지도를 이용하여 개발된 시스템들은 울시청 개
서, , , , , ,구청 사업소 본부 공사 공단 경찰청등에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들의

< 2-2> < 2-3> .운영현황을 정리한 내용은 표 ∼ 표 과 같다

1) 서 서 조, 2005, 2005울시 내부자료 년도 울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현황 전수 사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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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스템 시청 구청 주요기능 유형
도로관리시스템 지리정보담당관 토목과 조도로시설물 정보 회 CS

도시계획정보
관리시스템 지리정보담당관 도시개발

/도시정비 , ,도시계획입안정책결정 경관관리 WEB/CS

항공사진
웹검색시스템 지리정보담당관 항공사진검색 WEB

공간데이터
웨어하우스 지리정보담당관

/ /건축 주택 교통
/ /행정 토목 도시
/계획 지적등

조DB공통공간 회 및 행정정보 연계 WEB/CS

수치지형도
유통시스템 지리정보담당관 (dwg)수치지형도 다운로드 WEB

SDW DB공간 유통
시스템 지리정보담당관 Shape file지리정보 다운로드 WEB

GIS 포털 시스템 지리정보담당관 ,지도검색 생활지리정보제공 WEB

지반정보관리시스템 지리정보담당관 조지반시추공 정보 회 WEB

지하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 지리정보담당관 조 조,지하시설물 지하구 물 정보 회 WEB

국가지리정보
유통시스템 지리정보담당관 수치지형도 판매 WEB

새주소관리시스템 행정과 주민자치
/부동산정보 DB새주소 관리

WEB/CS

새주소안내시스템 행정과 총무과 새주소 대시민 안내
119종합방재
전산정보시스템 소방방재본부 신119 고자 위치표시 및 정보지원

CS

차량동태관리시스템 소방방재본부 , (141 )지휘차 구급차 등 소방차량 대
(4 )위치파악 초간격 및 원격지령

도시생태현황도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 CD제작
도로굴착복구
관리시스템 도로관리과 신 , ,도로굴착 허가 청 처리업무 허가승

, ,인부담금 산정 부과 공사관리 등 WEB

토지종합정보망 토지관리과 지적과 6 ,토지행정 대업무 토지정보열람 WEB/CS

도로표지관리시스템 교통운영담당관 교통행정 체,도로표지설치 안내 계 검토 결정 CS

체대중교통 계안내
홈페이지 교통정보반 ,버스노선검색 실시간 버스 위치 안내

체등 대중교통 계 안내 WEB/CS

블록별주차수요관리시
스템 주차계획과 교통지도과‘ DB ,주차관련 기초자료 구축 지번과

장 ,주차 정보 연계 각종 통계분석 CS

하수도관리
전산시스템 하수계획과 /토목 하수과 조 , , ,하수관망도 회 공사 이력 관리

조CCTV관거 및 육간 사 자료관리 CS

수질오염관리시스템 수질과 /치수
토목하수과

,폐수배출업소관리 수질오염원에 대한
위치 현황관리 CS

서* : (2005)출처 울시 지리정보담당관 내부자료
서: , , , , , , , , , 10‘ 블록별 주차수요관리시스템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초 등 개구

< 2-표 2 서> GIS ( )운영현황 울시청과 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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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명시스템 서( )기관 부 주요기능

/본부 사업소
상수도시설
관리시스템 ( )상수도 급수부 , , , ,․ 상수관망도 공사 누수 관로 부속시설물 민원 등 관리
교통방송정보
처리시스템

TBS
( )데이터관리부 ,․ 구간별속도 제보 빠른길 찾기 등 도로교통정보 제공

자치구
( C/S시

)환경 제외

개별공시지가
현황도면
관리시스템

노원
( )지적과

( )․ 노원구에만 있는 특수성자력재개발사업지구 환지지역 로 인
해 타구와 달리 토지종합정보망과 별도로 사용

행정동별
관내도

(MAPINFO)

․ 행정관내 이미지데이터로 건축 실시계획배치도를 실시간 입
장력하기 때문에 가 현시성이 있음

2004. 7․ 부터 출력물을 일반인에게 판매하고 있음
- : 450 ( 25,000 )책자 부 판매완료 권당 가격 원

장 장 장- : 5 ( 1,500 )낱 일 평균 판매 당 가격 원
서초생활넷
( )새주소

서초
( )기획예산과 서 , ,․ 초구내 생활 지리 구정 정보 제공

새주소위치
안내시스템

강남
( )지적과 , , ,․ 강남구내 새주소 위성영상 생활지리 구정 정보 등 제공

교통정보
서비스

강남
( )교통행정과

서, ,․ 강남구내 교통소통정보 주차정보 울시 대중교통정보 등
안내

/ /공사 공단 경
찰청

도시철도공사
시설물
유지관리

도시철도공사
( )전산정보처

조 , , GIS․ 시설물 회 점검등록 현황관리 등 기반의 시설물 유
지관리
2005※ 년말 사업완료 예정

GIS활용
차량관제
시스템

시설관리공단
( )도로관리처

, , (137 )․ 제설 수방 과적단속 등 차량 대 관제
PDA․ 지령은 문자로 전송하고 단말은 사용

․ 당초 단말기에도 지도를 탑재 하였으나 용량문제로 현재는
사용안함

지하시설물
( )열수송배관

SH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

)
․ 지역난방용 열 수송 배관망 관리

교통사고
처리시스템

경찰청
( )교통안전담당관

서․ 시내에 발생하는 모든 교통사고에 대한 정보를 공간적으로
관리 및 공유

체,․ 정보 축적 후 시 연구단 등에 제공
서 2006․ 인터넷 비스는 년에 예정

교통안전
시설물관리

서울지방경찰청
( )교통관리과

서GIS․ 교통안전시설물 정보 시민 인터넷 비스
서 서,․ 시 구 교통관련 부 에 도 활용 중

GIS기타
유사 시스템

버스
종합사령실 정보시스템담당관 , , , ,․ 운행관리 배차관리 운행데이터관리 행정처분지원 상황판

운영
도시고속도로
교통정보
시스템

교통운영담당관
, (3~4․ 내부순환로 강변북로 등 도시고속도로 교통정보 제공

)분간격
120,000※ 월평균 건 접속

하천관리
(1 )시스템 단계 치수과

,․ 골재채취 하천복구 등 하천관련 각종 인허가 및 관리
2,342 (3 )※ 총 백만원 소요 개년사업

홍수
정보시스템 ․ 관측소별 하천수위 표시 및 실시간 홍수정보 안내
교통정보영상
프로그램

TBS
( )데이터관리부

CCTV ,․ 실시간 송출 터치스크린
서※ 울시 외곽만 이미지화 하여 사용

< 2-표 3> GIS ( / / ( C/S )/ / / )운영현황 본부 사업소구청 시 환경 제외 공사공단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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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시스템 운영에 대 도출된 주요 개선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업무에 따라 개발된 유사 시스템들이 별도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가 있어 통합적인 시

. SDW스템 운영이 필요한 상황임 본청의 수치지형도 유통시스템과 공간정보 유통시스
,템이 대표적인 사례이며 이들을 통합 운영할 필요성이 도출되었음

해GIS․ 자치구의 통합 운영환경에 대한 일선 담당자들의 이 가 부족한 상황으로 원활한
. , , , , ,운영을 위한 방안이 필요함 당초 도로 도시계획 수치지도활용 주차관리 새주소 지

해 서 서, 7 GIS하시설물 토지종합정보 등 개 시스템에 대 각 구청별 통합 버에 분산 운영
1할 예정이었으나 현재 토지종합정보망 개 시스템을 제외하고 시 업무별로 분산되어

서 C/S .있는 버를 통합 사용하는 환경으로 전환되었음
GIS .․ 구축 사업에 대한 감리 근거가 부족하므로 감리 기준의 마련이 필요함 일반 정보

조15 2 1시스템 구축 사업의 경우 정보화촉진기본법 제 의 제 항 규정에 의한 정보시스템
명확GIS감리기준에 따른 감리 실시가 가능하나 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한 기준이 없어

체 50% .전 시스템의 만이 감리를 실시함
서GIS․ 기관별로 중복적인 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이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

서 서. GIS , , ,음 교통분야 비스는 교통운영담당관 교통정보반 울지방경찰청 교통방송본
서부 등에 다소 중복적인 요소가 발견됨

서 서․ 유관기관들의 비스 중 수치지도를 기반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비스에 대하여는
체 서.수치지도가 적극 활용될 수 있는 활용 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시설관리공단에 는

(2005. 5 ) CDMA차량관제시스템 월 운영개시 은 무선망을 활용한 최초의 실시간 이동차
서GIS ,량 관제시스템으로 모바일 의 시범적용사례를 추진하고 있으며 경찰청에 는 교통

서. 1:1000사고 다발지역 등을 분석하고 있음 이런 유관기관들에 수치지도등을 활용할
,수 있는 내용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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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과 구청 인터뷰를 통한 활용현황 분석2.2.2 GIS

GIS 업무시스템의 활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본청의 활용은 시스템 관리 담당자를 중
, . GIS심으로 구청의 활용은 실제 업무의 사용자를 중심으로 인터뷰를 수행하여 파악하였다

, , ,업무시스템은 도로관리시스템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 공간데이터웨어하우스 지하시설물
, , , ,통합정보시스템 새주소시스템 토지종합정보망 하수도관리전산시스템 상수도 시설관리시스

서, 25템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개 구청 중 광진구청과 강남구청의 관련부 실무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GIS 시스템 본청 구청
광진구 강남구

도로관리시스템 지리정보담당관 도로과 토목과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도시계획과
하수도시설관리시스템 하수계획과 하수과 치수과
새주소관리시스템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
토지종합정보망 지적과 지적과 지적과

상수도시설관리시스템 상수도사업본부
공간데이터웨어하우스 지리정보담당관

지하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 지리정보담당관
서( )기타 지리정보담당부 민원정보과 전산정보과

< 2-표 4 서> GIS시스템 활용현황 분석을 위한 인터뷰대상부

서, 3 GIS ,인터뷰 주요 항목은 운영현황과 운영상의 문제점 울시 차년도 사업시 요구사항
서GIS .업무를 담당하면 느끼는 애로사항등으로 구성하였다

․ 활용 현황과 문제점
- /시스템별 주요 쟁점 사항 현안 문제
- 시스템과 데이터의 유지관리 방법

신- ,데이터 갱 이 잘 이루어지는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문제가 무엇인지
- 시스템의 유지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 문제가 무엇인지
- 각각의 개선방안
서 3 GIS․ 울시 차년도 사업시 요구사항

서GIS․ 업무를 담당하면 느끼는 애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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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관리시스템
▪ 본청 지리정보담당관

서: .․ 활용 현황 도로관리시스템은 도로개설 업무와 관련이 많음 각 구청에 연간 수행하
조. .는 도로개설 업무의 발생빈도가 낮음 이에 따라 시스템의 활용이 저 한 편임

서 신 서: ,․ 유지관리 현황 도형데이터는 시청 지리정보담당관에 갱 하고 있으며 구청에 는
신속성을 갱 하고 있음

․ 현안 사항
신- ,도로관리시스템이 최 의 도로데이터를 유지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서 .각 구청에 의 활용 업무가 적고 활용에 대한 강제사항이 없음 이에 따라 시스템 활
.용도가 낮음

조 서- :도로관리시스템 운영 직상의 문제 도로관리과에 는 도로관리시스템을 전담할
조 서, .직과 인력 정책결정자의 의지가 부족하여 업무부 로 이관이 되고 있지않음 지리

서정보담당관실에 도로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서 서- 3 ,도로 및 도로시설물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여러 개가 있어 구청에 는 개 시청에

서 4 .는 개 시스템에 중복 입력하고 있음
․ 개선 사항

확 서- :인력 보 도로관리과에 도로정보를 전담하여 운영할 수 있는 별도의 팀 구성이
필요함

본청 관련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도로관리과 도로계획과

팀 구성

도시행정팀 건축행정팀 도로관리팀 도로계획팀
종합계획팀 건축지도팀 장포 관리팀 간선도로계획팀
지역계획팀 건축설비팀 조구 관리팀 사업지원팀
지구계획팀 건축정비팀 시설관리팀
광역계획팀 정보관리팀 기전관리팀
도시계획정보팀

< 2-표 5 서> GIS활용부 의 정보화관련 전담팀 구성현황

- : C/S WEB기능개선 로 구성되어 있는 현 도로관리시스템을 기반으로 전환할 필요
. WEB ISP BPR가 있음 기반으로 전환시에 업무 와 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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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구청 도로과
․ 활용현황

서- 2004 .년 말부터 도로관리시스템이 구청에 설치됨 도로굴착업무와 관련하여 는 굴
.착관리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도로관리시스템을 쓸 필요가 없음 새로 공사하는 내역

장 장 , .들만 포 대 항목으로 입력하고 있으며 기존내역은 입력이 안 되어 있는 실정임
서 .굴착관리시스템을 활용하는 상황에 결과만 도로관리시스템에 입력하기 어려움

장조 신 해- , .대 회도 어려우며 항공사진도 갱 되지 않은 데이터가 올라오고 상도도 나쁨
해 장- ,자료에 대한 업데이트를 꼭 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입력하지 않아도 업무에는 지

.이 없음
- ,시스템 기능적으로 자료용량이 커지면 자료를 입력하는 도중에 에러가 발생하고 데

장 장. ,이터가 저 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 자료입력이나 도형저 이 안 돼 구청별로 관리
.하고 있는 내역을 입력할 수 없음

▪ 강남구청 토목과
․ 활용현황

조 조- , ,도로관리시스템은 지적도 필지 회 항공사진 검색 결재시 도면첨부등 회업무에
신 장 서. ,주로 활용되고 있음 규포 및 데이터 입력 도로굴착업무와 관련하여 는 굴착관

서, .리시스템이 활용되고 있으며 지하매설물 관련하여 는 타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음
장- , ,공사대 이나 가로등 등 도로시설물의 입력은 거의 안 되며 사용이 불편하고 기능

장 해서. .이 복잡함 대 과 연계되는 속성부분에 대 도 활용이 되지 않고 있음 시스템을
장 해, .활용하지 않아도 업무에 지 이 없으며 시스템 활용과 관련된 교육을 도 어려움

․ 개선요구사항
장 장 서 서- .도로포 시 공사대 을 입력하는 부분을 강제화하는 것이 필요함 문 로 와 공람

.시켜도 제대로 입력 안됨
- ,다른 프로그램 설치시 충돌이 일어나 프로그램이 설치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경

.우도 생김
장 장- , .홍보도 부족하며 토목과내 다른 직원들은 관심도 없음 포 대 입력과 관련하여

서 , .는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고 사용하도록 강제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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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UPIS)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
▪ 본청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정보팀
․ 활용현황

- 570 c/s , web구청에 약 개의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으며 버전까지 일일 접속자 수
명300 .는 약 임

체- UPIS 2004 DB , 2시스템이 년 완료된 후 에 대한 전 검증작업 번에 걸친 시스템 운
(2005 7 8 , 11 12 ) 2006 3 15영 테스트 년 ∼ 월 ∼ 월 를 거친 후 년 월 일부터 전면시행에

.들어감
- . UPIS전자결재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을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음 시스템의 사용이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업무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음
서 해- 구청에 자료가 업데이트 되어야 하는 부분에 대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고

장. 2 .함 제 부시 방침으로 업데이트를 하려고 함
서 해서- .현재 건설교통부에 구축하는 시스템에 대 는 크게 고려하지 않고 있음

․ 현안사항
- :시스템 기능개선 다양한 틀에 맞춘 도면출력에 대한 요구사항이 증가하여 이에 맞

서 체. (추어 도면출력기능을 보강할 계획임 도시계획과에 는 기존에 외부업 에 용역으로
해1:5000 UPIS ).수행하던 도시계획현황도집을 시스템을 통 출력하였음 편집시스템

서 import export에 도형그리기가 어려워 와 를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중임
- : SDW관련자료 연계주기 단축 현재 지적데이터와 관련하여 지리정보담당관의 를 통
해 체 SDW KLIS데이터를 받는 것은 시간이 지 되어 를 통하지 않고 지적과의 와 직접

장 신. SDW (6연계하는 방안을 고려중임 이와 함께 건축물 대 도 의 정보갱 이 늦어 개
) .월 주기임 건축행정정보시스템과 직접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중임

- IT : UPIS ORACLE 9i인프라 표준화필요 자치구청에 시스템 설치시 는 를 사용하는
ORACLE 8i반면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은 를 사용하고 있어 시스템 설치시 충동이 일

어나는 경우 발생
서- : UPIS .기타 에 있는 경관관리시스템은 업무에 의 활용도는 매우 낮은 실정임 경관

PC .관리시스템을 설치하여도 의 성능이 좋아야 하기 때문에 운영상에 제약이 있음
서 체. UPIS 3사용자 레벨에 의 사용은 매우 어려운 실정임 자 의 고도화사업은 약 년 뒤

.정도로 생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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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요구사항
신- SDW .에 올라오는 데이터의 갱 주기를 짧게 할 필요가 있음 메타데이터의 관리도

해 서. SDW철저히 야함 의 유지관리는 지리정보담당관에 수행하는 중요한 업무중의
체 .하나인데 데이터센터등을 만들어 유지관리를 보다 계화하는 것이 필요함

서 서 서- GIS , 7자치구에는 통합 버가 있고 이 버에 개의 시스템이 깔려 있는데 버에 문
체7제가 발생하면 개 시스템 전 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있으므로 이 문제에 대한

서 체. GIS GIS대책을 마련할 필요 있음 자치구에 통합 버뿐 아니라 자 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에 대한 모색이 필요함

- GIS milestone시스템의 활성화는 시스템별로가 아니라 포괄적인 이 필요함

▪ 광진구청 도시개발과
․ 활용현황

- 2006 3 , PC년 월부터 본격적 활용에 들어갔으나 문제로 본격적으로는 활용하지 않고
해 서. .있음 자료를 입력 야 하는 일은 현재로 는 많지 않은 실정임
서- .데이터와 관련하여 는 지적도와 임야도를 연계하는 문제가 있음

- , UPIS . ,지적과의 분할 합병정보가 에 업데이트되는 시점이 늦음 토지정보검색 토지
확 . KLIS이용계획 인원 검색에 문제가 있음 즉 지적과의 와 연동되어 있지 않은 문제

서 해, .가 있고 건교부에 유사한 시스템을 보급한다고 하면 어떻게 야 할지 모르겠음
․ 개선요구사항

서 서 서 서- GIS .전담부 가 필요함 본청에 보낸 공문이 구청에 로 전가시키는 경우가 발
서. .생함 그리고 구청에 발생된 자료를 하나로 통합할 필요있음

서- , , GIS광진 동대문 중랑구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에 사업에 대한 예산투자가
해서, . GIS어려워 시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관리자의 관심이 필요한데 이를 위 는 중

. GIS . 40,간관리자의 교육이 필요함 또한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강화할 필요가 있음
50 GIS .대의 직원들은 활용을 어려워하고 있음

▪ 강남구청 도시계획과
․ 활용현황

신- 6 . ,도시계획관리계와 계획계의 인이 사용하고 있음 도시계획 현황을 파악하고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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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입력하는 업무도 하고 있음 현재 결정관리입력은 하고 있지만 입안은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아 입안단계부터 입력하는 일은 없었음 전반적으로는 직원들이 시스템이

, .복잡하고 사용하기가 힘들다고 얘기하고 있음
․ 활용상의 애로사항

- ,도시계획자료입력에 있어 필지별 관리는 용이하나 도로로 연계되거나 면적이 넓은
확 .부분은 정 도 때문에 입력에 애로를 느끼고 있음

- KLIS .와 바로 연계되지 않아 시차가 있음

3) 하수도관리전산시스템
▪ 본청 하수과

조: ,․ 활용 현황 하수도관리전산시스템은 지하시설물도 전산화를 목적으로 구축되어 관망
.회 위주로 시스템이 구축되었음 이에 따라 하수도 업무지원을 위한 시스템 기능은

.제한적임
서DB : , .․ 유지관리 현황 도형자료는 시청에 관리하고 구청은 속성을 관리함

1998-2003 DB년 하수도관리전산시스템 구축 사업시에는 유지관리는 외주에 의존하
서, .였으나 그 이후분은 하수계획과에 직접 입력하고 있음 활용분야를 발굴함으로써

DB 유지관리를 독려할 계획임
․ 현안 사항

- 하수도 업무에 맞춘 기능 개선이 부족한 상황임
- GIS하수도관거의 개보수판정을 통한 정비대상 관거를 추출하는 부분에 기능이 활용

신될 수 있으나 이를 파악하기 위한 속성데이터들이 갱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 개선요구사항

- : DB기능 개선 하수도관리전산시스템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지관리 기능뿐
아니라 분석을 위한 기능들이 보완 될 필요가 있음

- : ,추가 요구 되는 데이터 지반고 관리를 위한 데이터 수치표고모형 하수량 추정을
, , 1:1000 , ,위한 상수도 데이터 우수량 추출을 위한 토지이용현황 토양도 지하수위

해보안지역과 시계부근에 누락된 데이터등이 활용을 위 필요한 데이터임

▪ 광진구청 하수과
․ 활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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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년 하반기에 구청에 하수도전산관리시스템이 설치됨
- . GIS데이터쪽으로는 문제가 별로 없으나 시스템 기능적으로는 사소한 문제가 있음

, .시스템에 통계작성이 잘 안되며 동별현황등 통계작성에 애로가 있음
- 2005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년에는 혼자 업데이트를 수행하였으나 이후로는 업데이

해 장. GIS트가 잘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올 부터는 과 님 지시사항으로 준공 공사후 ‘ 대
장 장 .입력필’도 을 받게 하고 있음

․ 개선요구사항
서- login .전자결재와 연동시키는 문제에 있어 는 전자결재가 되면 연동되게 할 필요있음

- 하수도관리전산시스템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업무를 같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음

- 직원들이 시스템 활용에 숙달되지 않아 문제가 생기면 활용이 활성화되지 않는 문제
. .가 발생하기 때문에 교육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교육받지 못한 직원이 많음

- GIS .세외수입시스템이 깔려있으면 시스템 설치가 안 되는 문제가 있음 도면에 대한
신 .뢰도도 낮은 실정임

▪ 강남구청 치수과
․ 활용현황

조- , .하수도 시설물 계량 보수시 회용으로만 사용하고 있음 기안이나 공문 작성시 활
, .용이 안 되고 있으며 전문적 활용은 안 되고 있는 실정임

․ 유지관리현황
신- , ,하수관망 시설물등의 도형정보 갱 이 필요할 때는 시청에 자료를 보내고 시청에

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음 예산을 받아 공사하는 부분만 위치가 바뀌거나 구배가 바
. , , CAD뀌면 시로 자료를 보냄 예를 들면 맨홀 빗물받이 관로정보등을 로 입력 후 시

서 서 확 서로 발송 → 시에 위치정보 입력 → 구에 위치 인 →구에 속성입력의 순으로
.작업이 이루어짐

신 서 체- 간단한 도형 및 속성정보의 갱 은 자치구에 자 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나 다른
서 ,업무를 수행하면 하수관리시스템을 운영하기 때문에 업무비중이 낮고 실질적으로

.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였음 작년부터는 연말 연초에 공사내역을 시로
서 조,보내고 시에 자료 입력 후 구로 발송되기 때문에 입력이 금씩 활성화되는 상태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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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로사항
- 현재는 전 직원이 각자 맡은 부분을 입력하게 하나 실질적으로 운영에 한계가 있으

장, .며 전담인원이 필요함 담당이 있어도 이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사현
서 .에 나갔다 들어와 입력을 하게 되면 거의 입력이 안 되는 형편임

4) (KLIS)토지행정종합정보망
▪ 본청 토지관리과

: , , ,․ 활용 현황 연속지적도 편집지적도 용도지역지구도등의 도면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토지 관리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응용시스템이 보급되어 활용되고 있음 토지종합정보망

(KLIS)과 행자부 지적정보망이 통합되어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을 운영하고 있음
서 신DB : .․ 유지관리 현황 건교부 지침에 의거하여 각 구청에 실시간으로 갱 하고 있음

서 서, , ,구청단위에 는 개별지적 연속지적 편집지적을 모두 보유하고 있지만 시도단위에
서 해.는 이들을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지 않은 상황임 울시의 연속지적을 획득하기 위

서25개 구청의 버에 접속하여 수합하고 있음
․ 현안 사항

서 서- , ,개별지적에 연속지적 편집지적으로 진행되는 프로세스는 존재하나 편집지적에
체개별지적으로 지적선을 구 화하는 업무는 데이터의 근본적인 문제로 시스템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움
- (quality)편집지적의 경우 데이터 질 개선을 위한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임

․ 개선요구사항
서- : .절차 개선 정보 제공절차가 단일화 될 필요가 있음 타과에 지적과로 데이터 요

청 업무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확 해- : ,기타 편집지적도 정 도 개선에 대한 근거를 제시 줄 필요가 있는데 이 역할은
서 해공간데이터웨어하우스에 줄 필요가 있음

▪ 광진구청 지적과
․ 활용현황

서- 2003 (LMIS) 6년 토지정보시스템 이 오픈된 이래 대 토지행정업무에 잘 활용되고
. .있음 토지이동담당자가 전산정리까지 수행함

조- , KLIS .도시개발과 자치행정과 새주소팀에 회본을 설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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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전히 개별지적과 연속지적의 지적도 관리업무에는 문제가 있음
․ 애로사항

- CAD , 5 copy프로그램의 라이센스가 하나만 있어 사용하기 불편하며 정도가 필요한
해서 확, 2,500 , .데 이를 위 는 약 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 보상 문제가 있음

․ 개선요구사항
서 서 서- GIS , GIS ( ) GIS자치구는 전담부 가 없는데 전담부 팀단위 를 설치하여 울시 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음

▪ 강남구청 지적과
․ 활용현황

서- 2003 (LMIS) 6년 토지정보시스템 이 오픈된 이래 대 토지행정업무에 잘 활용되고
.있음

․ 개선요구사항
서- KLIS에 지적정보뿐 아니라 지형정보도 포함되어 있는데 시군구에 지형정보를 업

신. , ,데이트하기는 매우 어려움 자료 갱 이 제도화되어 있지도 않고 작업지침
서 확guideline .등이 전혀 없음 새주소에 건물정보를 입력하지만 정 도 있게 입력될 수

.있는 방안이 없음
서- , GIS지리정보와 관련하여 관리 부 를 정할 필요가 있으며 관리인력도 와 관련된

명확해. , .전문인력이 보강되어야 함 그래야만 업무의 연속성도 있고 인수인계도 짐

5) 새주소시스템
▪ 본청 자치행정과

서: ,․ 활용 현황 새주소 시스템의 데이터 버는 데이터센터에 있으며 시청과 구청의 시스
서 해서 .템들은 데이터센터의 버에 접속 사용하고 있음

서 신DB : .․ 유지관리 현황 구청에 갱 하며 저녁마다 데이터 일치화 작업을 수행함 활성화
DB를 위하여 인센티브 사업과 일제 정비 기간을 두고 있음

․ 현안 사항
서 확- .새주소시스템에 생성된 데이터들은 현시성이 높은 데이터임 그러나 위치정 도는

서.검증하지 않고 있음 새주소 데이터는 상대적으로 현시성이 높아 현업에 데이터를
명확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유통 규정이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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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remodelling건축물의 이나 재건축할 때 새주소 판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 새
신주소 시스템 갱 시 어려움이 있음

- GIS . GIS새주소 안내 시스템과 포털 사이트간 중복성문제가 있음 포털사이트는 대
신 확, 3D ,용량 등 고도화 기능위주로 새주소 안내 시스템은 속하고 정 한 정보라는 차

서 서.이가 있음 그러나 울시의 위치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 중복성이 있음
․ 개선요구사항

서- : GIS .절차 개선 데이터 레이어별로 유지관리를 담당할 주관 부 가 필요함 업무시
서 해 서 . ,스템에 생성된 레이어는 당 업무시스템 운영처가 주관 부 임 그러나 지하철

조 해서 서, , .공원 구경계 동경계등의 참 레이어에 대 는 주관 부 가 없는 상황임 지리정보
서 조 해서SDW담당관의 가 외부시스템에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 이외에 참 레이어에 대

.는 주기적인 생성 업무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함
- :제도 보완 새주소 데이터를 요청하는 기관에 어떠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제공할 수

명확 .있는 지에 대한 한 규정이 없음 타 기관에 데이터를 유통하는 단일화된 창구와
체 체.유통에 대한 구 적인 규정이 필요함 각 기관 자 의 보안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필

요함

▪ 광진구청 자치행정과
․ 활용현황

장 조- 1 , 1 , 1 .현재 계 인 예산담당 인 전산직 인으로 구성된 팀이 직되어 있음 건물은
신 해20 ,한달에 약 건 정도 갱 되는 상황이며 새로이 건축된 건물도형에 대 입력작업

장. ,을 수행하고 있음 기존에는 건축물대 이 연계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시스템적으로
장 .건축물대 과 연계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어 연계하지 않고 있음

서- 새주소 사업과 관련하여 지리정보담당관실에 제공하는 항공사진은 많이 활용하고
.있음

▪ 강남구청 자치행정과
․ 활용현황

서 서- 1현재 지적과에 근무하던 직원 인이 자치행정과로 와 새주소시스템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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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관리현황
- ,건물사용승인전에 자치행정과로 통보가 오면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건물번호판을 제

, 1 20 .공하고 있는데 건물 업데이트는 달에 약 건 정도임 건물에 대한 정보만 업데이
서 신 장, .트하고 도로에 대한 정보는 새주소 시스템에 갱 하지 않음 건축물대 과의 연

. 1계작업도 수행하지 않고 있음 새주소 관리시스템은 담당직원 인이 관리하고 있으
체, .며 인터넷의 안내시스템은 외부업 에 용역으로 수행하고 있음

체 서- 외부업 에 인터넷 안내시스템을 유지관리할 때 기본적인 정보는 유지관리되나
체 서,업 정보까지 유지관리하기 어려우며 시의 복지나 위생담당부 에 등록되는 정보를

해서 체.활용하기 위 는 연차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음 인터넷에 제공되는 업 정보등은
서 .민간부분에 훨씬 잘 운영하고 있음

․ 개선요구사항
확장- ,새주소시스템이 여러 가지로 기능이나 데이터등이 되는 경향이 있는데 간단하

확장, .고 쉽게 만드는 것이 좋으며 너무 시키지 않았으면 함

6) 상수도 시설관리시스템
▪ 상수도사업본부 지리정보과
․ 활용현황

- 현재 상수도시설물관리시스템은 상수도 사업본부 지리정보과와 상수도 사업소의 지
서 서,리정보팀에 활용되고 있으며 울시 어느 시스템보다 활용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

.황임
․ 유지관리현황

- 상수도 시설물관리시스템은 상수도사업본부에 지리정보과가 있고 각 사업소별로 팀
장 장 서1 , (7~8 ) 1 , 1 , 1 , 3~4인 담당직원 급 인 기능직 인 일용직 인 현 에 일하는 사람

명 조 신 체7~8 ,인정도로 약 정도의 팀이 직되어 있어 갱 되는 정보들은 계적으로 잘
서. , 3관리되고 있음 누수 급수공사시 공사자료에 대한 입력은 발생시점에 약 주정도

.는 걸림
서 조 확- 6 1본청에 는 개월에 번씩 사를 나가 입력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인하고 있

서, GIS으며 자료뿐 아니라 각 사업소에 본부로 보내지는 통계데이터들이 있기 때문
GIS에 이들 통계데이터와 데이터가 일치하지 않으면 각 사업소에 연락하여 데이터

.를 입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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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안사항
서 서- :활성화를 위한 대안모색 필요 울시 지리정보담당관에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

확 확, .스템을 운영중인데 지하시설물의 정 도가 시설물 유형별로 상이함 현재 정 한 측
해 확DB 2~3 , .량에 의 가 구축된 기관은 개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정 도가 떨어짐 상수

해 ,도 사업본부도 지거 측량에 의 데이터가 구축되었는데 직접 측량을 하려면 약
650 ,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고 예산투입이 된다하더라도 지하매설물에 대한 측량정
확 확.도는 아직도 한계가 있음 데이터의 정 도 개선도 필요하지만 이와 함께 현재 있
는 데이터로도 활용이 가능한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활용 활성화방안이 동시에 모색

.될 필요가 있음 즉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도 쉽게 활용될 수 있는 분야의 개발
이 필요함

- : , ,의사결정지원을 위한 기능보완예정 현재 누수시 차단밸브분석 단수되는 계량기 수
서,용가 정보와 연계까지는 분석이 가능하나 단순한 시설물관리에 관망분석을 통한

체 체, .누수지점관리 원격제어 계구축등의 의사결정지원을 할 수 있는 계로 가고자 함
해 체 해 확 2006또한 관망 석이 가능한 계로 가기위 필요한 데이터를 인하는 작업등은

해( 7,000 ) .년 용역사업 약 만원 을 통 연구하고자 함
확 장 체- : 2005 10,000Km정 도 향상은 기계획으로 추진 중 년에 전 의 관망중 약

해 해0.5% 514Km GRS 80에 당되는 상수관망에 대 좌표계로 측량을 실시하였는데
서Km 600 . DB당 약 만원이 소요되었음 지리정보담당관실에 세계측지계로 전환한 와

확절대측량자료를 비교하여 절대측량자료가 정 도가 높다면 그에 따라 절대측량을 하
확. 10 .려고 함 약 년에 걸쳐 절대측량을 하여 데이터의 정 성을 높이려고 계획중임

․ 개선요구사항
서 서- GIS : ArcGIS 8.3표준에 대한 가이드라인 필요 울시 지리정보담당관실에 현재

서 해9.2버전에 로 업그레이드하는 문제에 대 어떤 식으로 대처하라는 지침이 제시되
. S/W 1 340어야 함 또한 유지관리비용도 상수도 사업본부의 경우 개월에 만원이 소요

서 체 해서, .되고 있는데 울시 전 적으로 보면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이에 대
서 .도 본청차원에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서- :법․제도적 측면에 의 가이드라인 필요 법․제도등이 변경되면 기준이나 가이드라인
해 해서.을 빨리 내리도록 야 함 측지계 전환에 대 도 가이드라인이나 로드맵이 없어

.어려움이 있음
조- GIS :활성화를 위한 구청의 전담 직 필요 상수도시설물관리시스템이 상대적으로 타



서울시 현황 분석평가 및 단계 기본계획 수립연구GIS 3 GIS‧

- 28 -

조GIS .업무시스템보다 활용이 잘되고 있는 것은 사업소별 전담 직이 있었기 때문임
조 해 .직에 의 움직이도록 만들 필요 있음

서- :다양한 홍보필요 지리정보담당관실에 데이터는 중요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지만
서 해,응용시스템은 현업에 구축하도록 하고 다양한 활용에 대 마케팅을 할 필요가 있

. .음 즉 다양한 홍보가 필요함
서 조- : GIS3기타 울시 단계 계획은 추후 상수도 종합계획 수립시 참 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이 수립되었으면 함

7) 공간데이터웨어하우스
▪ 본청 지리정보담당관

해: 2004 8 , .․ 활용 현황 년 월 시스템을 오픈하였으며 웹을 통 활용이 가능함 공간데이터
, , , .웨어하우스의 사용 가능 범위는 시청 구청 동사무소 사업소임

DB․ 유지관리 현황
서 신- . (1각 시스템에 수시로 갱 되는 데이터는 한달 주기로 업로드함 시기별 년에 한

신 해 신, 2~3 )번 년에 한번 등 로 갱 되는 데이터는 당 갱 시기별로 업로드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함

확 해서 확- 데이터의 정 도 향상과 관련하여 속성정보 중 누락된 항목에 대 만 인하는 정
.도임

․ 현안 사항
확 신- .데이터의 현시성과 정 성에 대한 문제가 있음 현시성의 경우는 갱 주기가 한달

신 .주기정도로 갱 이 빈번한 건물과 도로에 대한 현시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음
확 서,또한 정 성의 경우 각 시스템에 업로드되는 도형정보에 대한 논리적 정합성을 검

.증하여야 하나 실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음
- ,공간데이터웨어하우스의 안정화 데이터 유지관리와 더불어 활용성에 대한 비전이
필요함

- .본청 단위 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하고 있는 현황임 구청단위 데이터 통합 모델이
필요한 상황임

- 공간데이터웨어하우스의 데이터들을 주기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인력이 부족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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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 요구 사항
서- :절차 개선 각 시스템에 업로드되어 올라오는 데이터가 정합성에 문제가 발생한

해경우 양쪽 기관에 동시에 언급하고 데이터의 문제를 결하는 절차가 필요함
확 해서 해- : 160인력 보 여종의 데이터를 유지관리하기 위 는 당 업무를 전담하는 충

분한 인원이 필요함
서- : ,기능 개선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분석 모형 그리고 이에 대한 비스 모델

서.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타 시스템에 데이터를 추출하여 요약데이터로 만드는 변환
툴의 안정화와 보급이 필요함

해서- :제도 보완 공간데이터웨어하우스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 는 다른 시스템에
서 확전송되는 데이터에 대한 표준안이 정되어 이를 반드시 따르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8) (WEB)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
▪ 본청 지리정보담당관

: , , , 2․ 활용 현황 지하시설물 사용자는 시청 구청 사업소이며 유관기관들은 단계 절차를
.거쳐 접속함

DB : FTP e-mail 2․ 유지관리 현황 유관기관과 또는 을 통하여 개월 단위로 데이터를
서 명. ,전송하고 있음 각 기관에 올라온 데이터는 필드 일치여부 누락률과 같은 기본적

확 , .인 사항은 인하고 있으나 데이터에 대한 별도의 검증 시스템은 없는 상황임 담당자
.의 검증여부에 의존하고 있음

․ 현안 사항
신 신 해서- on-line데이터의 갱 주기를 단축하고 실시간 절차로 갱 되도록 하기 위 는

서 명,지하시설물 유관기관과 데이터 버를 일치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비용부담이
확하지 않은 상태임

․ 개선요구사항
신- : 2 FTP절차 개선 데이터를 개월 단위로 로 전송받고 있어 갱 주기가 너무 길며

.전송방법의 개선도 필요함 또한 개선된 방법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보안 절차의 개선
도 뒤따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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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기타 구청의 지리정보업무담당
▪ 광진구청 민원정보과
․ 활용현황

서 해- GIS ( , SDE, ) ,버관리 업무 오라클 미들웨어포함 만 수행하고 있으며 데이터에 대
서 해서, .는 백업관리만 하고 있고 내용적 측면에 대 는 아는 바 없음

서- KLIS , DB .데이터만 버에 있고 나머지 데이터는 시의 데이터센터에 관련 가 있음
서- GIS .현재 구청차원에 를 총괄하는 업무는 없음

서 해- GIS관련 업무와 관련하여 구청차원에 특별히 사업을 수행 야 할 필요성을 못 느
. ,낌 생활지리안내시스템의 경우 강동 송파등 먼저 추진한 구청을 보면 구축보다 유

, .지보수 비용이 더 크고 전담팀도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개선요구사항

서- ,구청차원에 도 전담팀이 있을 필요가 있으며 공간데이터웨어하우스 같은 경우 있
조 , .는지 차 모르고 활용도 거의 안 되고 있음

서 서 체 체- 울시에 제작한 지도검색시스템은 사업 정보분류 계를 따르고 있어 일반인이
해. .사용하는 분류와는 차이가 있음 예산을 들인 구청들에 비 검색이 어려움

▪ 강남구청 전산정보과
․ 활용현황

서 서- GIS , .버관리 업무만 수행하고 있으며 내용적 측면에 는 관여하지 않고 있음 지리
서 서 신 .정보담당관실에 공문이 오면 관련부 에 회 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체- GIS (KLIS), ,구청내 전 적으로 활용되는 데이터는 토지종합정보망 새주소시스템 민
서 체 서 해3 ,간에 제작한 업 위치정보 비스시스템의 가지가 있는데 이에 대 통합의 필요

.성은 느끼고 있음

서10) GIS본청 및 구청의 활용부 대상 인터뷰를 통한 시사점
서GIS ,본청과 구청의 시스템 관리 및 활용부 를 대상으로 인터뷰한 결과를 정리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서GIS , .① 업무시스템의 활용도는 전담부 의 존재유무 그리고 추진의지와 많은 관련이 있음
서 GIS ,․ 울시 시스템 가운데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리정보과가 있고 사업소별로는 전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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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음 다른 어떤 시스템보다 시스템 사용이 활성화되어 있
, , GIS .고 유지관리도 잘 되는 편이었으며 사업소의 추진의지도 강하였음 이러한 추진은

장 서 조,상수도사업본부 지리정보과 과 주임들과의 인터뷰에 도 나왔지만 전담 직을 만든
장 .것이 가 활성화의 기틀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음

서 ,․ 이와 유사하게 도시계획과에 도 도시계획정보팀을 만들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
해, DB ,스템에 대한 기능개선 입력된 에 대한 검증작업 그리고 구청별 관련 팀에 대 유

.지관리를 독려하는 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서 서․ 반면 도로관리시스템의 경우 도로관리과가 아닌 지리정보담당관실에 실무부 에 시스

, ,템을 넘기지 못하고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구청이나 건설관리본부등에는 도
장, , 3~4로관련하여 도로관리시스템 굴착관리시스템 포 관리시스템등 개의 시스템이 공

서 서, .존하며 활용도 매우 미약한 실정임 실무부 에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
,는데 이는 단순하게 사용을 독려하거나 시스템 운영을 넘기는 차원을 넘어 관련시스

, , c/s web템을 통합하고 전자결재등과 연계시키며 버전을 버전으로 만드는 등 관련 작
서 .업을 추진한 후 활용부 에 넘기는 전략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GIS② 구청차원의 활용은 매우 미약
서GIS․ 한편 본청차원의 활용이 어찌되었던 시설물관리위주의 시스템개발에 도시계획정

서 서,보관리시스템 그리고 업무시스템내에 도 초기의 시설물관리위주에 의사결정을 위
, GIS한 기능 추가등으로 가고 있는 반면 구청의 활용상태는 극히 미약하기 그지없는

서 서 서.실정임을 알 수 있음 구청차원에 는 전담부 가 없는 것 뿐 아니라 구청차원에 지
.리정보데이터를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시스템도 없는 실정임

서 서 서 서GIS ,․ 구청차원에 는 전산을 관리하는 부 에 버관리만을 담당하고 있으며 내용적
서 서 서 체 조 .측면에 는 관련부 에 담당하여 전 적인 현황파악 차 어려운 실정임 예를 들면

서 서 서 서 서 해지리정보담당관실에 공문이 발송되면 관련부 에 로 다른 부 로 이관시켜 당
조 .공문이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 차 모르는 경우도 있음

서 해 해 서 서,․ 구청차원에 도 당지역에 대 업무부 별로 발생된 데이터를 취합하고 관련부 에
서 조 서.쉽게 참 할 수 있는 구청단위의 데이터통합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음 울시의

신SDW , SDW가 그러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하지만 실제 에 업데이트되는 자료의 갱 주
체 서, .기는 한계가 있고 관련속성들도 전 를 기준으로 많이 축약된 실정임 구청단위에 는

SDW KLIS보다는 시스템을 공통으로 활용하는 시스템으로 보는 경향이 많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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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KLIS .는 지적관련정보는 정 하지만 지형과 관련된 부분은 한계가 있음 그리고 전담
서 체 서부 가 없기 때문에 구청의 전 적 차원에 활성화나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

서 서 서GIS기보다 본청의 업무부 와 관련된 개별부 에 업무시스템이 설치되면 업무연락
.담당만이 겨우 활용하는 분위기였음

해서 서 체GIS GIS․ 의 활성화를 위 라도 구청차원에 자 적으로 다양한 분야에 가 활용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음

체SDW , .③ 를 보다 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성화시킬 필요 있음
서 서(SDW) GIS․ 울시 공간데이터웨어하우스 는 업무부 별로 시스템이 활용되고 관리되는

서 신 서 체, GIS현실에 업무시스템별로 갱 되는 데이터를 유통시키고 울시 전 의 근간이 되
장 서.는 가 중요한 시스템임 그러나 활용부 의 기대사항과 비교하면 아직도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음
장 신 . ,․ 가 중요한 문제중의 하나는 갱 주기와 관련된 것이었음 새주소의 건물정보 건축행

장 , KLIS SDW정의 건축물대 정보 의 지적정보등이 거의 실시간으로 연계되는 반면 의
신 , 6갱 주기는 한달을 주기로 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거의 개월정도에 한번씩만 갱

신 서, .되고 있고 관련부 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었음
서 확 .․ 두 번째는 관련시스템에 업데이트되어 올라오는 데이터에 대한 정 도 검증부분임

서 확SDW GIS는 울시 시스템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정 성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서 확 서. SDW필요함 정보화기획단에 데이터정 도 향상작업을 추진하기는 하였지만 에 하

서는 작업은 올라오는 데이터 중 속성항목에 누락된 데이터값에 대한 검증정도이지 논
확, .리적 검증이나 도형정 도에 대한 검증은 하지 못하고 있었음

SDW․ 셋째는 의 기능은 단순히 올라오는 데이터에 대한 취합 및 유통 뿐 아니라 연계되
서 체SDW .는 시스템에 에 전송될 데이터의 품질향상을 위한 전 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함

서 장 .예를 들면 현재 새주소시스템에 는 건물과 건축물대 에 대한 연계작업을 수행하였음
장 서 해 장GIS그리고 건물정보와 건축물대 의 연계는 울시 의 활성화를 위 가 근간이 되

서 확.는 데이터임 그런데 현재 구청의 자치행정과에 는 건축물이 준공되면 이를 인하고
신 장 .건물도형은 갱 을 하지만 건축물대 과의 연계작업은 하지 않고 있음 물론 자치행정

체 서 체과 새주소시스템 자 의 기능으로 보면 필요성이 낮은 업무이기는 하지만 울시 전
서GIS . GIS시스템측면에 보면 필요한 정보중의 하나임 또한 건축행정정보시스템에 기

능이 없는 한 당분간 새주소시스템이 건물정보를 업데이트하는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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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건물도형정보 업데이트에 대한 가이드라인 지속적으로 갱 되는 건물도형과 건축물대
장 서.연계에 대한 가이드라인등이 필요함 즉 각 업무시스템에 취합된 데이터의 유통뿐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각 업무시스템별 수요를 파악하고 각 시스템별 입력자료에 대
, .한 지침등 표준안을 만들고 이를 따르도록 하는 등의 작업이 필요함

④ 서 체 서 서 체GIS지리정보담당관실이 울시 전 를 총괄하는 부 로 전 가이드라인 및 지침등 필요
체 해서 명확GIS․ 데이터의 유통 계에 대 도 한 지침 필요

해서 서- GIS ,데이터의 유통과 관련 는 건교부 지침을 따르지만 울시 데이터의 유통은
서 .기본적으로 지리정보담당관실에 그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토

KLIS ,지관리과로는 데이터에 대한 요구 자치행정과에는 새주소시스템 관련 데이터를
명확, .활용하겠다는 요청이 들어오는데 정보제공절차에 대한 한 근거가 없음

서 체․ 개별 시스템별 고도화나 발전계획수립이 아닌 울시 전 차원의 고도화 및 향후계획수
립이 필요함

서 서- ,각 업무시스템에 는 시스템별로 발전계획이나 고도화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울
체 서 서 서milestone , GIS 3시 전 차원에 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으며 울시 단계계획에 는

서 서 조GIS .업무를 담당하는 부 에 참 할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될 필요가 있음
- 5 GIS또한 이러한 계획의 수립은 년 단위로 추진하는 것 뿐 아니라 수시로 업무시스

해, .템별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마다 계획에 반영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함

GIS IT⑤ 시스템 관련된 표준화에 대한 가이드라인 필요
GIS c/s , web․ 현재 업무시스템가운데 많은 부분이 버전으로 구축되어 있는데 이를 버전으

서.로 고쳐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 부분을 모든 개별 업무시스템에 비용부담
해 해 서.을 야 한다면 예산의 낭비와 중복투자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음 이부분에 대

체 서 .울시 전 적 차원에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음
서 체 서GIS DBMS․ 소프트웨어 버전이나 버전등과 관련하여 울시 전 적 차원에 표준에 대

한 고려 필요
서- GIS ARC/Info .울시의 소프트웨어는 를 사용하는 것으로 통일하고 있음 현재

서 서 서arc/Info 8.3 9.2버전과 관련하여 도 대 버전에 버전으로 가면 문제점이 없는지
서 체 서 .울시 전 적 차원에 검토될 필요가 있음
서 서- ARC/Info울시에 공통으로 활용하고 있는 의 유지관리비용이 매우 클 것으로 예

해서 .상되는 바 이에 대 도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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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서- GIS많은 구청에 기존의 시스템과 시스템을 설치하면 충돌이 생겨 시스템이 설
, GIS DBMS치되지 않는 등의 애로사항을 언급하고 있는데 시스템의 와 행정정보시스

해 체DBMS ,템의 나 운영환경등에 대 표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가도록 하는 지원 계가
.필요함

GIS .⑥ 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이용한 다양한 활용가능성 제시필요

서 서 서 확- GIS울시 데이터와 관련하여 관련부 에 정 도 미흡등을 언급하고 있기도 하지
확만 실제 아주 정 한 데이터가 아니라 하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업무는 다양할 것으

, .로 보며 이러한 분야에 대한 활용이 필요함 예를 들면 상수도사업본부의 경우에도
확 확지하시설물의 정 도를 지속적으로 언급하지만 현재수준의 정 도로도 할 수 있는

.업무가 다양한 것으로 보며 활용가능성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음 마
서찬가지로 공간데이터웨어하우스의 데이터를 가지고 울시 다양한 업무에 쉽게 활용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현재는 주로 시설물관리위주의 업무에만
, .활용되고 있으나 보다 다양한 활용분야의 개발이 필요함

․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필요
해- GIS GIS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 가 어떻게 어떤 업무에 활용될 수 있는 지 지속적

해서, , ,인 홍보도 필요하고 실무담당자 중간관리자 정책결정자들에 대 도 지속적인 교
.육이 필요함

조 조GIS⑦ 직보강 및 구청의 전담 직 구성 필요
서 서 체 서 서GIS․ 울시 본청의 지리정보담당관은 울시 전 를 총괄하는 부 로 기본지리정보의
체 확, ,계적 유지관리 업무시스템별 구축된 데이터의 유통 및 정 도 검증 그리고 다양한

, .활용분야에 대한 개발 홍보 및 교육등의 업무가 필요함 특히 공간데이터웨어하우스와
서 서 해서,관련하여 는 위에 언급된 다양한 업무를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 는 현재
2 ,와 같이 사람이 담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리정보데이터센터등을 구성하여 이 역할
체 .을 훨씬 계적으로 보강할 필요가 있음

해 서GIS GIS․ 구청차원의 활용실태를 파악 보면 현재의 상황으로는 구청차원에 가 활성화되
해서. ,기 매우 어려운 실정임 구청에 대 도 관련정보를 취합하고 구청별로 필요한 시스
확 해 조,템을 만들고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보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 전담 직을 만들 필
서 서 .요가 있다는 것이 인터뷰 내내 여러 부 에 어필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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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2.2.3 설문 사를 통한 활용현황 및 애로사항 분석
서 조GIS 업무시스템 활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울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 사를 실

조 서 조. , ,시하였다 설문 사는 울시 및 자치구청 그리고 사업소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사는
조 해2006 6 .년 월에 실시하였다 사방법은 설문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당과에 직접 방문

조GIS . GIS하여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질의응답을 통하여 설문 사를 실시하였다 업무 담
, , , ,당자는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 토지종합정보망 도로관리시스템 하수도관리전산시스템 상

, .수도시설관리시스템 새주소관리시스템을 활용하는 담당자를 의미한다
조 해GIS GIS 4 ,설문 사는 활용현황을 파악하기 위 활용정도 및 필요성에 대한 가지 문항

GIS 2 , 4 ,업무시스템 활용현황 가지 문항 활용상의 문제점 및 개선요구사항 가지 문항 이용
조2 ( 1. GIS ).자의 일반현황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내용은 부록 활용현황 설문지 참 총

137 , 13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이 가운데 회수된 부를 대상으로 설문결과를 분석하였
서. 130 52 (40%), 78다 분석에 포함된 설문지 부 중 울시 본청은 부 구청 및 사업소는 부

(60%) .를 차지하고 있다

구분 국 과 주요 활용시스템 설문부수

서울시청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 9

도시관리과 ․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 5

시설계획과 ․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 12

토지관리과 ․ 토지종합정보망 6

건설기획국
건설행정과 ․ 도로관리시스템 1

도로계획과 ․ 도로관리시스템 5

도로관리과 ․ 도로관리시스템 4

하수계획과 ․ 하수도관리전산시스템 10

상수도사업소 성북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 상수도시설관리시스템 9

시설관리과 ․ 상수도시설관리시스템 6

강동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 상수도시설관리시스템 11

구청

광진구청

민원정보과 서GIS․ 버 운영 1

자치행정과 ․ 새주소시스템 1

도시개발과 ․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 2

지적과 ․ 토지종합정보망 10

도로과 ․ 도로관리시스템 7

하수과 ․ 하수도관리전산시스템 6

강남구청

전산정보과 서GIS․ 버 운영 1

지적과 ․ 토지종합정보망 6

도시계획과 ․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 6

토목과 ․ 도로관리시스템 5

치수과 ․ 하수도관리전산시스템 6

자치행정과 ․ 새주소시스템 1

총 계 130

< 2-표 6 서> 설문 대상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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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1) 설문 사 분석 결과
GIS▪ 업무 시스템 활용 정도

조 해서GIS GIS업무 시스템의 활용 정도를 사한 결과 업무 처리를 위 시스템을 반드시
해 해56%,사용 야 한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반드시 사용 야 하는 것은 아니나 가끔 사용한다
38%, 5% . GIS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로 응답한 응답자는 로 나타났다 를 이용한 업무 담

해당자를 주 설문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반드시 사용 야 한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비교적 높
.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GIS 활용정도

기타
1%

가끔 사용
38%

반드시 활용
56%

거의사용
않음

5%

GIS▪ 업무에 대한 도움 정도와 활용의 필요성
GIS 98%업무 시스템 사용이 업무에 도움이 되는가라는 질문에 의 대다수 응답자가 도

.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해서GIS 32%, 41%, 25%, 2%활용의 필요성에 대 는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 로 활용

73% . 98%의 필요정도가 높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로 나타났다 이는 이상의 대다수 응답자
GIS 25%가 가 업무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것과 비교하였을 때 포인트 이상의 차이가 나

,타나는 것으로 도움이 된다고 느끼는 것이 활용할 필요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과 반드시
해. , GIS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의미한다 즉 에 대 호의적이지만 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해 .여러 가지 이유로 거리감이 있는 것으로도 석할 수 있다
해 서GIS / .활용 필요성에 대 본청과 구청 사업소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3%, 35% ,본청의 경우는 매우 높음이 높음이 로 활용의 필요성이 높은 편으로 응답한 비

해 서68% , / 31%, 43%율이 로 나타난데 반 구청 사업소에 는 매우 높음 높음 로 높은 편으로
해 서74% . / GIS응답한 비율이 로 나타났다 본청에 비 구청사업소에 활용 필요성을 더 높게



서울시 활용현황 및 문제점 분석II. GIS

- 37 -

서, GIS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구청에 자료를 입력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일상
.업무가 더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GIS 활용의 필요성

보통
25%

매우 높음
32%

높음
41%

낮음
2%

GIS▪ 활용 업무 종류2)

조 조GIS ,시스템을 이용하여 수행하는 업무 종류를 사한 결과 도면 및 속성 정보 회 업
장 서81.5% ,무가 로 가 높게 나타났으며 지도가 첨부되는 문 를 작성하거나 출력하는 업무가

55.4% .로 높게 나타났다
서/업무 종류별 특성은 본청과 구청 사업소를 구분하여 분석하였을 때 두 기관에 모두 정

조 서 /보 회와 문 작성 및 출력 업무가 주요 업무로 분석되어 본청과 구청 사업소의 결과가 같
서. 26.9%았다 그러나 본청에 는 자료분석을 통한 의사결정지원이 로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난

해 서 서 장 신, / /데 반 구청사업소에 는 업무에 발생하는 도형자료와 대 자료의 입력 갱 업무가 높
서. , /게 나타났다 이는 본청은 기획 업무를 주로 수행하며 구청 사업소에 는 일상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업무 특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2) 체 명, 130 1 34%, 2 39%,중복응답이 가능한 문항으로 전 의 응답자 중 중복응답 비율은 가지 선택 가지 선택
3 14%, 4 11%, 5 3%가지 선택 가지 선택 가지 선택 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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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 활용 업무

0

20

40

60

80

100

1 2 3 4 5 6

(%)

1. 도면 및
   속성정보 조회

2. 지도첨부

   문서작성/출력

3. 도형자료 입력

    /갱신

4. 의사결정지원

5. 대장자료 입력

   /갱신

6. 기타

GIS 활용 업무

0

20

40

60

80

100

1 2 3 4 5 6

(%) 본청 구청/사업소

1. 도면 및
   속성정보 조회

2. 지도첨부

   문서작성/출력

3. 도형자료 입력

    /갱신

4. 의사결정지원

5. 대장자료 입력

   /갱신

6. 기타

GIS▪ 활용상의 문제점3)

신GIS DB (49%) > (42%) >시스템 활용상의 문제점은 최 성 문제 시스템 기능 부족 교
(37%) > (31%) .육부족 운영인력부족 등의 순으로 도출되었다

GIS 활용상 문제점

0

10

20

30

40

50

60

1 2 3 4 5 6 7 8 9

(%)

1. DB 최신성 문제
2. 시스템 기능 부족

3. 교육 부족

4. 운영 인력 부족

5. DB 위치정확도 문제

6. 동일자료 중복입력

7. 기타

8. 문제점 없음

9. 시스템 없이 업무처리

   가능

3) 체 명, 130 1 28%, 2 20%,중복응답이 가능한 문항으로 전 의 응답자 중 중복응답 비율은 가지 선택 가지 선택
3 49%, 4 3%가지 선택 가지 선택 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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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 , GIS , GIS활용상의 문제점은 활용기관 활용정도 업무수행기간별로 구분하여 살펴
.볼 수 있다

서 신/ , DB >본청과 구청사업소별로 살펴보면 본청에 는 최 성 문제 시스템기능 부족과 교
서 신> , > DB육부족 운영인력부족을 문제로 구청 사업소에 는 시스템 기능 부족 최 성 부족

서> . /교육부족을 주요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본청과 구청 사업소에 는 문제점에 대한 인식
신 서DB ,정도가 비슷하기는 하나 최 성에 대한 문제는 본청에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서 확 해/ DB구청 사업소에 는 운영인력부족과 위치 정 도 문제가 본청에 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
.타났다

GIS 활용상 문제점

0

10

20

30

40

50

60

70

1 2 3 4 5 6 7 8 9

(%) 본청 구청/사업소

1. DB 최신성 문제
2. 시스템 기능 부족

3. 교육 부족

4. 운영 인력 부족

5. DB 위치정확도 문제

6. 동일자료 중복입력

7. 기타

8. 문제점 없음

9. 시스템 없이 업무처리

   가능

서GIS , GIS 73활용정도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보면 를 업무에 반드시 활용한다고 응답한
명 신DB > > ,은 최 성 문제 시스템 기능 부족 운영인력부족을 활용상의 문제점으로 가끔 사

명 신49 DB > >용한다고 응답한 은 최 성 문제 교육부족 시스템 기능부족을 활용상의 문제점
명 장, 6으로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은 교육부족을 가 주요한 문제점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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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 활용정도에 따른 문제점

0

10

20

30

40

50

60

1 2 3 4 5 6 7 8 9

(%)

반드시활용 가끔사용 거의사용않음

1. DB 최신성 문제
2. 시스템 기능 부족

3. 교육 부족

4. 운영 인력 부족

5. DB 위치정확도

   문제

6. 동일자료 중복입력

7. 기타

8. 문제점 없음

9. 시스템 없이

   업무처리 가능

GIS , GIS 1업무 수행기간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보면 업무를 수행한지 년미만이라고 응
명 신23 DB > > , GIS답한 은 최 성문제 시스템 기능부족 교육부족을 주요 문제로 업무를 수

명 신1 3 70 DB > >행한지 년이상 년미만인 응답자 은 최 성문제 교육부족 시스템 기능부족을
명 신, GIS 3 35 > DB >문제로 업무를 년이상 수행한 응답자 은 시스템 기능 부족 최 성 문제

확> DB .운영인력부족 위치정 도를 주요 문제점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GIS 이용기간별 문제점

0

10

20

30

40

50

60

1 2 3 4 5 6 7 8 9

(%)

1년미만 1-3년 3년이상

1. DB 최신성 문제
2. 시스템 기능 부족

3. 교육 부족

4. 운영 인력 부족

5. DB 위치정확도

   문제

6. 동일자료 중복입력

7. 기타

8. 문제점 없음

9. 시스템 없이

   업무처리 가능

GIS , GIS , GIS활용상의 문제점을 활용기관 활용정도 업무 수행기간별로 나누어 분석한
신< 2-7> . DB ,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 표 과 같음 최 성 문제 시스템 기능 부족 운영인력부족

, GIS , GIS등이 각 그룹별로 느끼는 공통적인 문제점이긴 하지만 기관 활용정도 업무수행기
.간에 따라 느끼는 불편함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세분화된 문제점 분석은

GIS ,사업 추진시 획일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차별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며 나아
GIS가 활용도와 업무수행기간에 따라 느끼는 문제점별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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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체전 신DB․ 최 성 문제 ․ 시스템 기능 부족 ․ 교육부족

기관별 본청 신DB․ 최 성 문제 /․ 시스템기능 교육부족 ․ 운영인력부족
/구청 사업소 ․ 시스템 기능 부족 신DB․ 최 성 부족 ․ 교육부족

GIS

활용도
별

반드시 활용 신DB․ 최 성 문제 ․ 시스템 기능 부족 ․ 운영인력부족
가끔 사용 신DB․ 최 성 문제 ․ 시스템 기능 부족 ․ 교육부족
거의 사용않음 ․ 교육부족

GIS

업무
수행
기간별

1년 미만 신DB․ 최 성 문제 ․ 시스템 기능 부족 ․ 교육부족
1-3년 신DB․ 최 성 문제 ․ 교육부족 ․ 시스템 기능 부족
3년이상 ․ 시스템 기능부족 신DB․ 최 성 문제 ․ 운영인력부족

< 2-표 7> GIS 활용상의 문제점 분석 결과

조GIS 활용상의 문제 중 기타 사항으로 사된 내용으로는 업무담당자의 컴퓨터 사양이 낮
서 GIS아 시스템을 구동시키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사항과 유사 프로그램이 많은 점 등

조. /이 지적되었다 이 점은 구청 사업소와 같이 하부 직으로 내려갈수록 빈번하게 나타나는 문
서 서 서. , GIS /제점이다 중앙정부 울시청등에 개발된 분야별 프로그램이 구청 사업소 단위에 는

명 해PC ,한 의 업무담당자의 에 설치되는 경우가 발생하며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 시스
, Web , PC .템 통합 버전의 개발 성능 향상과 같은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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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중 업무 수기와 전산 입력 공존 부담 정도
GIS 2업무 시스템 활용시 발생하는 중 업무 부담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명124 22%, 27%,의 응답자 중 전혀 그러한 문제가 없음 과거에 있었지만 최근에는 없음

51% .현재까지도 있음 로 나타났다

2중 업무의 부담정도

과거에 있었
지만 최근에

는 없음

27%

전혀 그러한
문제가 없음

22%

현재까지도
있음

51%

/ 2 51%본청과 구청사업소별로 살펴보면 중업무가 공존한다고 대답한 비율이 각 로 동일
서. /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과거에는 있었지만 최근에는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구청 사업소에

해 서 서32% 20% , /는 인데 반 본청에 는 로 나타났으며 전혀 문제가 없음이 구청 사업소에 는
해 서17% 29% . 2인데 반 본청에 는 로 나타났다 중 업무 부담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는 하지

서, 2 / 2만 중 업무 부담이 상대적으로 많은 구청 사업소에 중 업무 부담이 감소하고 있는 추
.세라고 판단할 수 있다

구분 체전 본청 구청
전혀 그러한 문제가 없음 22% 29% 17%

과거에 있었지만 최근에는 없음 27% 20% 32%

현재까지도 있음 51% 51%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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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 활성화 방안4)

조 확 신GIS ,업무시스템 활용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을 사한 결과 데이터의 정 도 및 최 성
확 (63%) > (50%) > (49%)보를 위한 추가사업 시스템 기능개선 이중업무 축소 의 순으로 나

.타났다

GIS 활성화 방안

0

10

20

30

40

50

60

70

1 2 3 4 5 6 7 8 9

(%)

1. DB 개선 추가 사업
2. 시스템 기능 개선

3. 이중 업무(입력 및

   활용) 축소

4. 지속적인 교육

5. 운영 및 유지관리

   인력 추가

6. 정책결정자의 인식

   강화

7. 자료 이용시 행정절차

   의 간소화

8. 시스템 사용의 법제화

9. 기타

GIS , GIS , GIS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활용 기관 활용도 업무 수행기간별로 구분하여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 , DB > >본청과 구청 사업소별 살펴보면 본청에 는 개선 추가사업 이중 업무 축소 지속
해 서, / > DB >적인 교육으로 나타난 데 반 구청 사업소에 는 시스템기능개선 개선 추가사업

.이중 업무 축소로 나타났다 본청은 데이터의 질을 향상 시키는 것이 주요 활성화 방안이라
서, /고 생각하는 반면 구청사업소에 는 데이터의 질과 동시에 시스템 기능 개선을 주요 활성

서. GIS화 방안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앞의 문항에 분석되었던 활용 업무와도 관련이 있는
서 조 서. , , /사항으로 분석될 수 있다 즉 본청에 는 정보 회 업무가 많은 반면 구청사업소에 는

조 .정보 회와 더불어 자료입력 업무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4) 체 명, 130 1 11%, 2 13%,중복응답이 가능한 문항으로 전 의 응답자 중 중복응답 비율은 가지 선택 가지 선택
3 65%, 4 4%, 5 4%, 6 2%, 7 2%가지 선택 가지 선택 가지선택 가지 선택 가지 선택 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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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 활성화 방안

0

10

20

30

40

50

60

70

80

1 2 3 4 5 6 7 8 9

(%) 본청 구청/사업소

1. DB 개선 추가 사업
2. 시스템 기능 개선

3. 이중 업무(입력 및

   활용) 축소

4. 지속적인 교육

5. 운영 및 유지관리

   인력 추가

6. 정책결정자의 인식

   강화

7. 자료 이용시 행정절차

   의 간소화

8. 시스템 사용의 법제화

9. 기타

서GIS GIS , GIS활용도별로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면 를 업무에 반드시 활용한다고 응답한
명73 DB > > ,은 개선 추가 사업 시스템 기능개선 이중업무 축소를 활성화 방안으로 가끔 사

명49 DB > / >용한다고 응답한 은 개선 추가 사업 이중업무축소지속적 교육 시스템 기능개선
명, 6 > DB을 활성화 방안으로 거의 사용하지않는다고 응답한 은 시스템 기능 개선 개선 추

/ > .가 사업이중업무 축소 지속적인 교육을 활성화 방안으로 선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GIS 활용정도에 따른 활성화 방안

0

10

20

30

40

50

60

70

1 2 3 4 5 6 7 8 9

(%)

반드시활용 가끔사용 거의사용않음

1. DB 개선 추가 사업
2. 시스템 기능 개선

3. 이중 업무(입력 및

   활용) 축소

4. 지속적인 교육

5. 운영 및 유지관리

   인력 추가

6. 정책결정자의 인식

   강화

7. 자료 이용시 행정

   절차의 간소화

8. 시스템 사용의

   법제화

9. 기타

명GIS , GIS 1 23업무 수행기간별로 살펴보면 업무를 수행한지 년미만이라고 응답한 은
DB > > , GIS개선 추가 사업 시스템 기능 개선 지속적인 교육을 활성화 방안으로 업무를

명1 3 70 DB > >수행한지 년이상 년미만인 응답자 은 개선 추가 사업 이중업무 축소 지속적
명, GIS 3 35인 교육을 활성화 방안으로 업무를 년이상 수행한 응답자 은 시스템 기능 개선

> DB > .개선 추가 사업 이중업무축소를 주요 활성화 방안으로 선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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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 이용기간별 활성화 방안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 2 3 4 5 6 7 8 9

(%)

1년미만 1-3년 3년이상

1. DB 개선 추가 사업
2. 시스템 기능 개선

3. 이중 업무(입력 및

   활용) 축소

4. 지속적인 교육

5. 운영 및 유지관리

   인력 추가

6. 정책결정자의 인식

   강화

7. 자료 이용시 행정

   절차의 간소화

8. 시스템 사용의

   법제화

9. 기타

GIS , GIS , GIS활성화 방안을 활용기관 활용정도 업무 수행기간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 2-8> . DB ,를 정리하면 다음 표 과 같다 주요 활성화방안으로는 개선 추가사업 시스템 기능

서, , , , GIS개선 이중업무 축소 지속적인 교육등이 도출되었으며 개선방안에 있어 도 기관 활
, GIS . GIS용도 업무 수행기간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활용

GIS .상의 문제점과 더불어 세분화된 활성화 방안을 수립할 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체전 DB․ 개선 추가 사업 /․ 시스템 기능개선 이중

업무축소 ․ 지속적인 교육

기관별
본청 DB․ 개선 추가 사업 ․ 이중업무 축소 ․ 지속적인 교육
/구청 사업소 / DB․ 시스템기능개선 개

선추가사업 ․ 이중업무 축소 ․ 지속적인 교육

GIS

활용
정도별

반드시 활용 DB․ 개선 추가 사업 ․ 시스템 기능개선 ․ 이중업무 축소
가끔 사용 DB․ 개선 추가 사업 /․ 이중업무축소 지속적

교육 ․ 시스템 기능개선
거의 사용않음 ․ 시스템 기능 개선 DB /․ 개선 추가 사업 이

중업무 축소 ․ 지속적인 교육
GIS

업무
수행
기간별

1년 미만 DB․ 개선 추가 사업 ․ 시스템 기능 개선 ․ 지속적인 교육
1-3년 DB․ 개선 추가 사업 ․ 이중업무 축소 ․ 지속적인 교육
3년이상 ․ 시스템 기능 개선 DB․ 개선 추가 사업 ․ 이중업무축소

< 2-표 8> GIS 활성화방안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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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 활성화를 위한 지리정보담당관의 역할5)

해 서 조GIS ,활성화를 위 지리정보담당관에 수행하였으면 하는 업무에 대하여 사한 결과
확 체(60%) > (48%) >기본지리정보의 정 도 향상 공유 데이터의 표준화 데이터 유통 계 마련

체(41%) > (33%) > (32%)공통모듈의 표준화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교육 계 마련 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리정보담당관의 역할

0

10

20

30

40

50

60

70

1 2 3 4 5 6 7 8 9

(%)

1. 기본지리정보의
   정확도 향상

2. 데이터 표준화

3. 데이터 유통체계 마련

4. 공통 모듈의 표준화

5. 효과적인 교육체계

6. GIS 활용 제도적 근거

   마련

7. GIS 활용에 대한 정책

   결정 지원

8. GIS 사업 추진과

   관련된 지원

9. 기타

해 서GIS 활성화를 위 지리정보담당관실에 수행하여야 할 주요 역할에 대하여 그룹별로
확< 2-9> . , ,분석한 결과는 표 와 같다 기본지리정보의 정 도 향상 데이터 표준화 데이터 유통

체 서. GIS GIS계 마련등이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역할이었다 활용정도와 이용기간에 따라 요
해 체 , GIS구되는 지리저보담담관의 역할을 세분하여 분석 본 결과 효과적인 교육 계 활용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 공통 모듈의 표준화와 같은 항목도 그룹별 분석시 나타난 주요 역할
.이었다

신 확 장분석결과 기본지리정보의 최 성 및 정 도 향상이 가 중요한 역할로 도출되었고 이를
체 .통한 효과적인 유통 계 마련도 주요한 역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리정보담당관이 향

해 .후 추진 야 하는 업무의 우선순위 선정시 기반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5) 체 명, 130 1 25%, 2 29%,중복응답이 가능한 문항으로 전 의 응답자 중 중복응답 비율은 가지 선택 가지 선택
3 28%, 4 13%, 5 2%, 6 2%, 7 1%, 8 1%가지 선택 가지 선택 가지선택 가지 선택 가지 선택 가지 선택 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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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 활용정도에 따른 지리정보담당관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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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

반드시활용 가끔사용 거의사용않음

1. 기본지리정보의
   정확도 향상

2. 데이터 표준화

3. 데이터 유통체계 마련

4. 공통 모듈의 표준화

5. 효과적인 교육체계

6. GIS 활용 제도적 근거

   마련

7. GIS 활용에 대한 정책

   결정 지원

8. GIS 사업 추진과

   관련된 지원

GIS 이용기간별 지리정보담당관의 역할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 2 3 4 5 6 7 8

(%)

1년미만 1-3년 3년이상

1. 기본지리정보의
   정확도 향상

2. 데이터 표준화

3. 데이터 유통체계 마련

4. 공통 모듈의 표준화

5. 효과적인 교육체계

6. GIS 활용 제도적 근거

   마련

7. GIS 활용에 대한 정책

   결정 지원

8. GIS 사업 추진과

   관련된 지원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체전 확․ 기본지리정보의 정 도

향상 ․ 데이터 표준화 체․ 데이터 유통 계 마련

기관별
본청 확․ 기본지리정보의 정 도

향상 ․ 데이터 표준화 체․ 데이터 유통 계 마련
/구청 사업소 확․ 기본지리정보의 정 도

향상 ․ 데이터 표준화 체․ 데이터 유통 계 마련

GIS

활용
정도별

반드시 활용 ․ 데이터 표준화 확․ 기본지리정보의 정 도
향상 체․ 데이터 유통 계 마련

가끔 사용 확․ 기본지리정보의 정 도
향상 체․ 효과적인 교육 계 ․ 데이터 표준화

거의 사용않음 확․ 기본지리정보의 정 도
향상 ․ 데이터 표준화 GIS․ 활용 제도적 근거

마련
GIS

업무
수행
기간별

1년 미만 확․ 기본지리정보의 정 도
향상 ․ 데이터 표준화 ․ 공통 모듈의 표준화

1-3년 확․ 기본지리정보의 정 도
향상 ․ 데이터 표준화 체․ 데이터 유통 계 마련

3년이상 확․ 기본지리정보의 정 도
향상 ․ 데이터 표준화 체․ 데이터 유통 계 마련

< 2-표 9> GIS 활성화를 위한 지리정보담당관의 역할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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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 향후 사업 추진시 요구사항
조 명GIS 22 (17%)사업 추진시 요구사항에 대하여 오픈 문항으로 사한 결과 이 응답하였

서, , ,으며 오픈 문항에 제시된 주요 요구사항을 데이터 시스템 기타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다
서 신. DEM 3D음과 같다 데이터부문에 는 규데이터 구축에 대한 요구로 데이터와 데이터 구

서, ,축이 있었으며 기존 데이터의 정비와 고도화에 대한 요구가 있었으며 시스템 부문에 는
/관련시스템의 연계를 통한 시스템 통합에 대한 요구와 더불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적인 기

.능개선 요구가 있었다 그 외 기타 요구사항으로 도출된 사항은 데이터 공유에 대한 제도적
체 서 서 신GIS .인 계 마련과 구청차원에 는 전담 총괄팀 내지는 부 의 설이었다

조2) 설문 사 분석 결과 요약 및 시사점
조GIS .활용 현황에 대한 설문 사를 토대로 도출된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조 서, GIS첫째 활용비율은 높게 나타났으나 활용 용도가 주로 회위주이며 업무에 발생하
신 . , GIS는 데이터 갱 에 대한 활용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업무 처리시 업무시스템을

조50% .반드시 사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설문 사 대상이 본청 활용
서 서40%, / 60% .부 구청사업소 활용부 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예상보다 높은 수치였다 주로

조 서활용하는 업무가 도면 및 속성 정보 회와 지도가 첨부되는 문 작성 및 출력 업무인 점
,을 감안하였을 때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것은 어려운

신. GIS DB ,상황이다 이는 활용상의 주요 애로사항인 의 최 성 문제 주요 활성화 방안으로 도
DB , GIS출된 개선 추가사업과 연관지어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업무시스템의 활용이 기 제

, GIS작된 데이터를 활용하는 단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업무시스템을 통한 자생적인 업
신 서 해무 데이터 갱 작업이 원활하지 않고 계속하여 데이터를 다른 방법으로 수급받아 활용

조 신, GIS야 하는 구 로 나간다면 현재 활용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 되며 갱
신GIS .되지 않는 데이터에 대한 불 감만을 오히려 높일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해서, GIS둘째 사업의 효과를 활성화하기 위 총괄적인 방향 제시와 더불어 그룹별 세분
조. , GIS , GIS화된 전략수립이 필요하다 설문 사 분석 내용을 살펴보면 활용기관 활용정도

, .업무 수행 기간별로 느끼는 문제점이 달랐으며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 역시 차이가 있었다
GIS이러한 점을 감안하였을 때 사업의 효과를 활성화할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리되 적어도

.활용기관별로는 별도의 세부적인 활성화 방안 우선순위가 매겨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예
신 확 해, GIS DB를 들어 활성화에 대한 총괄적인 전략으로 의 최 성 보가 선정되면 이를 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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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 위하여 업무 데이터를 주로 생성하는 구청사업소에 의 시스템 개선 요구사항을 우선적
서 해,으로 반영하고 본청차원에 는 당 업무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을 지원하는 등의

서. ,우선순위를 선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업무시스템에 관리되지 않는 기본지리정보에 대
서 신하여는 지리정보담당관에 업무 데이터와 동등한 수준의 갱 작업이 이루어지게 하는 등

.의 세분화된 방안의 도출이 필요하다

구분 주요 애로사항 주요 활성화 방안 지리정보담당관의 역할

체전
신DB․ 최 성 문제

․ 시스템 기능 부족
․ 교육부족

DB․ 개선 추가 사업
/․ 시스템 기능개선 이중업무축소

․ 지속적인 교육
확․ 기본지리정보의 정 도 향

상
․ 데이터 표준화

체․ 데이터 유통 계 마련

기관별
본청

신DB․ 최 성 문제
/․ 시스템기능 교육부족

․ 운영인력부족
DB․ 개선 추가 사업

․ 이중업무 축소
․ 지속적인 교육

/구청
사업소

․ 시스템 기능 부족
신DB․ 최 성 부족

․ 교육부족
/ DB․ 시스템기능개선 개선추가사

업
․ 이중업무 축소
․ 지속적인 교육

< 2-표 10> GIS본청 및 구청별 활용상의 애로사항

해, GIS .셋째 활성화를 위 지리정보담당관의 데이터 관리가 주요한 역할로 부각되었다
확지리정보담당관에 요구되는 주요 역할을 우선 순위별로 정리하면 기본지리정보의 정 도 향

체 확, , .상 데이터 표준화 데이터 유통 계 마련등이다 기본지리정보의 정 도 향상을 위하여 지
서 신체 서,리정보담당관에 수치지형도 수시갱 계를 준비하고 있기는 하나 이에 앞 주요 활용

서 서 신 ( , , )레이어이면 업무 시스템에 갱 되지 않고 있는 데이터 행정구역 지하철 공원 등 에 대
신체 체.한 갱 계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기본지리정보 유통 표준화와 유통 계 마련등이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시민 서비스 차원의 활용현황2.3 GIS

서 서1) GIS (GIS )울시 시민 비스 현황 포털사이트
서 서 서 서 서,울시 지리정보담당관실에 는 울시에 구축한 주요 데이터와 통계정보 울시 주요

서 GIS GIS 2004 7지도 및 온라인상에 교육이 가능한 포털사이트를 년 월부터 오픈하여 운
서. GIS .영하고 있다 포털사이트의 주요 비스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서․ 지도 비스
서 명- : 1:1000 (울시 지도검색 수치지형도를 기반으로 업소정보 칭․업종분류․주소․전화

조) .번호 를 검색 회할 수 있음 또한 업소정보를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이용하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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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음
서 서- : (도시정보지도 비스 울시가 구축한 공공지리정보 도시계획․도시시설물․문화관광․

) ,환경정보등 를 이용하여 주제도를 생성하고 출력하거나 이미지 형태로 다운 받을 수
있음

서 서 서- :통계지도 비스 울시 및 자치구에 보유하고 있는 통계 정보 항목 중 일반시민
서 서에게 공개가능한 데이터를 지도형태로 구축하여 웹상에 출력하거나 컴퓨터상에

이미지형태로 다운 받을 수 있음
- :내지도만들기 지도상의 원하는 정보를 직접 입력하여 원하는 지도 또는 약도를 만
듦

GIS․ 온라인 교육센터
- GIS : GIS GIS Tool . GIS학습영역 일반과정과 과정으로 구분되어 있음 일반과정

서 서GIS , GIS , GIS에 는 개론 국가 사업 소개 울시 구축 및 활용사례등에 대한 정보
GIS와 소프트웨어의 사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해- :어린이 지도학습마당 어린이들이 지도에 대 재미있고 쉽게 배울 수 있게 퀴즈
및 퍼즐등의 게임을 제공하고 있음

서 서- GIS : GIS용어사전 국토지리정보원 및 국토연구원에 제공하는 용어사전 검색
비스를 링크하여 제공함

- GIS : GIS 3관련 법제도 관련 법령 정보 및 관련 시행령 정보등을 단 비교기법을
조활용하여 회할 수 있게 함
:․ 지도전시관 세계 및 우리나라의 현재 지도와 고지도를 검색할 수 있음

서 서:․ 울시 변천사 울시의 과거 및 현재 모습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주요 지점에 대한
연대별 항공사진을 제공하고 있음

: ,․ 시설물 정보 등록 회원제로 관리되며 시설물 정보를 보다 쉽게 유지관리 할 수 있도
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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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그림 1 서> GIS울시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

서도시정보 지도 비스 GIS온라인 교육센터

어린이 지도 학습마당 지도전시관
< 2-그림 2 서> GIS울시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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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변천사 시설물정보 등록
서< 2-2> GIS ,그림 울시 포털 사이트 계속

서 서2006 GIS ( ) ,년에는 포털 시스템의 지도검색 비스에 외국어 영어 비스를 추가하고 지속
.적인 데이터 현행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2) GIS울시 포털 사이트 로그파일 분석
서 GIS로그파일 분석에 는 포털 사이트의 기간별 이용현황 추이와 메뉴별 방문자수를 분

. GIS석하였다 포털 사이트의 경우 이용자 현황분석에 대한 로그 파일이 존재하지 않아 이
용자 현황분석6) . 2005 1 2006 5은 제외하였다 분석 자료는 년 월부터 년 월까지의 기간별 로
그파일 자료7) 서 서( ) (울시 정보화 기획단 인터넷 분석팀 자료 와 메뉴별 이용자 현황 울시 지

) .리정보담당관 자료 을 이용하였다

① 기간별 분석
해, , , 2005월별 접속현황은 방문자수 페이지뷰 평균머문시간을 통 분석할 수 있는데 년도

2006 1 .에 하반기에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년 월에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
2006 5 . GIS리고 다시 년 월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포털사이트의 로그분석 대상

서 서2006 1 2006 5버가 년 월에 증가하였다가 년 월에는 대상 버가 다시 하나로 감소하였기
, , ,때문으로 이러한 점을 감안하였을 때 방문자수 페이지뷰 평균머문시간은 증가와 감소를

서. 2005 11 (2005반복하는 형태이다 로그분석 대상 버의 변화를 감안하여 년 월을 기준 년
서12 ) 2006 5월은 연말 특성이 나타나므로 기준에 제외 으로 보았을 때 년 월에는 방문자수

6) 서 해서GIS .울시 포털 사이트에 대한 이용자 현황 분석을 위 는 사이트별 이용자 현황이 추출되어야 함 현재
서GIS까지는 포털사이트의 이용자가 울시 홈페이지 이용자와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 별도 분석은 불가능한

해서 조. GIS 7상황임 포털사이트의 이용자를 별도로 구분하기 위 는 월부터 이용자 현황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해치 놓은 상태임

7) 서 서2005 1 2005 12 GIS 1정보화기획단에 제공한 월별 로그 파일 자료는 년 월부터 년 월까지는 포털 버 대만
서, 2006 1 GIS 2을 대상으로 하고 년 월부터는 포털 버 대를 대상으로 기록한 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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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서 명 서100,684 108,192 7.5%, 1,979,541 2,443,112 23.4%,가 에 으로 페이지뷰는 에 로
서6.77 7.65 13% .평균 머문시간은 에 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년도 방문자수8) 페이지뷰9) ( )평균머문시간 분
2005. 1 89,646 2,112,323 7.98

2005. 2 77,210 1,892,473 8.23

2005. 3 121,748 2,682,310 8.09

2005. 4 111,509 2,108,838 6.47

2005. 5 85,208 1,989,402 6.88

2005. 6 96,731 2,756,820 6.77

2005. 7 95,794 2,089,565 7.06

2005. 8 101,398 2,043,574 7.21

2005. 9 97,056 2,016,473 6.56

2005.10 102,468 2,196,512 6.84

2005.11 100,684 1,979,541 6.77

2005.12 91,175 1,785,122 6.87

2006. 1 101,729 2,263,332 7.52

2006. 2 151,360 4,874,115 7.46

2006. 3 175,519 5,718,434 6.53

2006. 4 151,394 3,449,493 5.98

2006. 5 108,192 2,443,112 7.65

< 2-표 11> 월별 접속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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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그림 3> 월별 접속 현황

8) 서 .방문자수란 특정사용자가 일정시간 내에 계속적으로 웹 버를 검색하는 것을 말한다
9) .페이지뷰란 실제 사용자가 하나의 완성된 페이지를 보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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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메뉴별 분석
서 서GIS , , ,울시 포털사이트의 주요 메뉴는 지도전시관 통계지도 울시지도검색 테마별지

서, , , GIS , ,도 내지도만들기 울시변천사 학습영역 어린이지도학습마당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서. GIS메뉴별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울시 포털사이트 메뉴에 대한 방문자수를

서 체, 85%분석한 결과 울시 지도검색 메뉴가 전 메뉴 방문자수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사
(< 2-12>).이트 방문자수의 대다수가 지도검색을 이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방문수총계 125,757 % 117,304 % 142,721 % 150,452 % 144,590 %

지도전시관 1,639 1.3 1,518 1.3 2,612 1.8 2,051 1.4 1,719 1.2

통계지도 1,475 1.2 1,208 1.0 2,355 1.7 2,136 1.4 2,045 1.4

서울시지도검색 111,469 88.6 105,102 89.6 122,007 85.5 132,834 88.3 128,401 88.8

테마별지도 5,934 4.7 5,077 4.3 7,186 5.0 6,351 4.2 6,340 4.4

내지도만들기 2,201 1.8 1,956 1.7 2,974 2.1 2,555 1.7 2,395 1.7

서울시변천사 1,037 0.8 698 0.6 1,464 1.0 1,483 1.0 1,137 0.8

GIS학습영역 1,589 1.3 1,404 1.2 2,049 1.4 1,953 1.3 1,841 1.3

어린이지도학습마당 413 0.3 341 0.3 2,074 1.5 1,089 0.7 712 0.5

< 2-표 12> (2006 )메뉴별 방문수 현황 년

서2004 1 2006 5년 월부터 년 월까지 평균 방문현황을 살펴보면 울시 지도검색 메뉴는 전
체 서90% .방문수의 를 차지하고 있으며 방문수도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시

, ,지도검색을 제외한 메뉴의 평균 방문현황을 살펴보면 테마별 지도 내지도 만들기 통계지도
서2005 2006 ,는 년에 방문이 증가하였다가 년에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울시 변천사

GIS , 2006와 학습영역 어린이지도학습마당의 경우는 년에 방문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
( 2-4, 2-5).고 있다 그림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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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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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차원에서 추진되는 정보화 사업분석3.1

서 서 3 GIS중앙정부차원에 추진되는 정보화 관련 사업 중 울시 단계 기본계획과 관련있
체 신3 ,는 계획으로 건설교통부의 제 차 국가지리정보 계 기본계획 지능형 국토정보기술 혁 로

(2006-2010), u-Korea , IT839 , IT 839드맵 정통부의 기본계획 전략 전략 표준화 로드
서, , , u- , u-맵 행정자치부의 전자정부 행정정보화촉진기본계획 지역정보 기본계획 지역정보

서. 3 GIS비스 추진계획 등이 있다 울시 단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계획들의 추
.진방향과 주요 추진계획을 살펴보도록 한다

건설교통부3.1.1

체1) 3 (NGIS)제 차 국가지리정보 계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10)

(1) 추진방향
서 체3건설교통부에 추진하고 있는 차 국가지리정보 계 기본계획은 유비쿼터스 국토 실현

조 , GIS , GIS을 위한 기반 성이라는 비전을 수립하고 기반 전자정부 구현 를 통한 삶의 질 향
, GIS . 3 NGIS상 를 이용한 뉴비즈니스 창출을 목표로 삼고 있다 차 의 기본계획 구상도는

< 3-1> .그림 과 같다

< 3-그림 1> 3 GIS제 차 국가 기본계획 구상도

10) 체, 2005, 3 (2006-2010)건설교통부 제 차 국가지리정보 계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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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계획
체․ 국가지리정보 계 추진전략

확- GIS : GIS ( , , )국가 기반 대 및 내실화 국가 기반 기본지리정보 표준 기술등 을 여건
확 ,변화에 맞게 지속적으로 개발 충하고 국제적인 변화와 기술수준에 맞도록 국가
체 확GIS 기반을 고도화하고 국가표준 계를 립하는 등의 내실화를 기함

해 체- GIS :국가 활용가치 극대화 시스템 연계 통합을 통 국가지리정보 계 활용의 가
서,치를 창출하고 단순한 업무지원기능에 정책과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스

서,템을 고도화하고 공공에 구축된 지리정보를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
GIS록 하여 의 활용을 촉진함

장 서- : , ,수요자 중심의 국가 공간정보 구축 공공 시민 민간기업 등 수요자 입 에 국가
공간정보를 구축하여 지리정보의 활용도를 제고함

서- :국가정보화사업과의 협력적 추진 정부 각 부처에 추진하는 국가정보화사업과 협
체,력하여 역할을 분담하고 지리정보 계와 관련이 있는 유관기술과 융합하여 발전시킴

부문 중점과제 세부추진과제
기본지리정보
부문

기본지리정보 구축
확대 및 내실화

조,․ 미구축 기본지리정보 구축 완료 기본지리정보 정 및 구축 방법 등
신, ,에 관한 기준마련 기본지리정보 갱 사업 실시 기본지리정보 품질

향상 대책마련
GIS 활용
부문 GIS활용 극대화

확 체 체GIS , GIS․ 부문별 응용시스템 구축․ 대 지자 핵심 응용 계의 연
, GIS ,계․통합 활용촉진을 위한 제도화 원스톱 지리정보 통합포털 구

,축 등 지원강화 수요자 맞춤형 지리정보 제공
GIS 기술개발

부문 GIS 핵심기술개발 ․ , ,국토공간정보 구축 핵심 기술개발 국토공간정보 첨단 처리 기술개발
, GIS국토공간정보 고도활용 기술개발 협력형 국가 기술개발 추진

표준화
부문

체GIS국가 표준 계
확립

체 , GIS ,․ 표준제정 및 관리 계 정비 국가 기반 표준의 발굴 및 제정
신GIS , ,국가 표준의 유지관리 및 수정갱 국제표준 모니터링 국가

GIS 표준 준수를 위한 홍보 및 제도적 규정 마련

GIS정책
부문 GIS정책의 선진화

GIS : GIS ,․ 산업의 활성화 지원 사업 대가기준 마련 지리정보 유통
, GIS가격정책 개선 산업 동향 제공 및 국제교류촉진

GIS : GIS ,․ 전문인력 양성 추진 수요자 중심의 교육실시 국제간 연
체GIS , GIS계를 통한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 교육기관의 계적 육성

GIS : GIS , GIS․ 국가 홍보 강화 대국민 홍보 국가 홍보포털사이트
, GIS구축 홍보관 건립 검토

체GIS :․ 관련 제도의 합리적 개선 국가지리정보 계의구축및활용등에
체 신, GIS ,관한법률개선 사업 평가 계 내실화 지리정보 활용 및 갱 촉

GIS진을 위한 관련 법 개선
GIS : GIS․ 국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연구 국가 정책지원

연구사업 추진

< 3-표 1> NGIS 세부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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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3) 추진 계

< 3-그림 2 체> GIS국가 추진 계

GIS , ,국가 추진위원회는 기본계획의 수립․ 변경 시행계획의 수립 및 집행실적을 평가하고
, GIS기본지리정보를 선정하고 지리정보의 유통과 보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국가 구축․

조 장 장.관리 및 활용에 관한 주요 정책을 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위원 은 건설교통부 관이
장 체장, , , , 30 .며 관련 중앙부처 차관 청 지방자치단 민간위원등의 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

해 서GIS GIS ,국가 추진실무위원회는 국가 추진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 설치하며 부
조 체GIS간 부문간 업무를 총괄 정하고 국가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구 적으로 수행하고 각 분과

서 . GIS위원회에 논의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기능을 부여하였다 국가 추진실무위원회의
장 장 장 체 장, , ,위원 은 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 이며 관련 중앙부처 국 급 지방자치단 실 민간위

20 .원등의 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 분과위원회는 분과별 성과지표를 마련하여 전년도 실
, ,적을 평가하고 분과별 지침을 마련하여 익년도 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추

진사업 발굴이나 사업의 우선순위 및 역할 분담과 같은 각 소관분야의 업무와 관련한 안건
GIS .을 발굴하여 국가 추진실무위원회에 상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각 분과위원회는 관련기

20 . GIS관의 실무자와 민간 전문가 인 이내로 구성된다 민간자문위원회는 국가 전반에 관한
해, 20 .자문을 수행하며 분야별 민간전문가 인 이내로 구성된다 전문기술지원기관은 당부문의

, , ,전문지식과 기술을 지원하고 분과 위원회 간사기능을 수행하며 시행계획수립 추진실적 모
서, , , .니터링 성과평가 연차보고 발행 관련 연구등을 수행함 각 분과위원회별로 전문기술지원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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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2) (2006 2010)지능형 국토정보기술 혁 로드맵 ∼ 11)

(1) 추진방향
해서U-Korea 3 GIS라는 정부 정책 목표에 기여하기 위 제 차 국가 기본계획 중점 추진

u-GIS GIS과제 중 를 선도하는 차세대 핵심기술개발 및 실용화를 고려하는 개발을 추진하
.기 위하여 로드맵을 수립하였다 로드맵 수립을 위하여 국내 국토정보기술의 현황을 파악하

,고 국외 국토정보기술 현황을 고려한 결과 국외 선진국의 국토정보 기술과 경쟁할 수 있는
확 .기반기술 보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연구되었다 국내외 국토정보기술의 현황은 다음과 같

.다
․ 국내 국토정보기술 현황

- GIS DB국내 국토정보기술은 지도 제작 및 구축 등 공급자 중심의 기술개발에 치
중하고 있음

장 장- GIS S/W, Telematics, LBS 등 응용분야 시 의 급속한 성 에 맞추어 관련기술개
발이 시급히 요구됨

- 국제 지적재산권 분쟁에 대비하여 국내 국토정보기술도 관련 특허 선점이 시급함
․ 국외 국토정보기술 현황

장 확- 현재 북미 국토정보시 은 대되어 주류 산업의 하나로 편입됨
- , ,국외 선진국은 국토정보 기본데이터 구축 표준화 핵심기술개발등을 활발히 추진하

.고 있음
- ,국외의 경우 각 국의 실정에 적합한 국토정보기술정책 및 전략 계획을 수립하여 적
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

(2) 추진내용
,국토정보기술 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은 첫째 공공수요보다 민간수요를 위주로 한 기

서, , u-GIS술을 개발하고 둘째 타부처에 개발된 원천기술을 활용한 현실적인 기술을 개발하
장, , GIS .고 셋째 세계 시 진출을 위하여 국제표준을 고려하여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핵심

해 ( ) ,과제 실용화를 위 지능형국토공간정보센터 가칭 구축을 검토하고 있으며 국토정보기술 혁
신 5 .로드맵의 대 핵심과제와 핵심과제별 세부과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1) 신, 2006, (2006 2010)건설교통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지능형 국토정보기술 혁 로드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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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과제
( )추진방향 세부과제 개발기술

공간정보 기반
인프라 기술개발
(공간정보 인프라

신)혁

국가 기준망 관리
신혁 기술개발

체․ 기준점 상시 관리 계 및 시스템
․ 우주측지 통합활용시스템
․ 차세대 유비쿼터스 기준점
․ 정 지오이드 모델
․ 영토경계 결정시스템

장공간정보 획득 비
통합기술개발

․ 지상 및 지하 공간정보 획득 시스템
․ 항공 및 수중공간정보획득시스템

체UFID 기반 객
DB공간 정보 구축 기술개발

․ 국토 공간정보 관리시스템
신․ 국토 공간정보 실시간 갱 시스템

국토모니터링기술
개발

(실시간
)국토모니터링

공중 모니터링
신기반 기술 혁

․ 공중 모니터링 방안
․ 공중 관측 시스템

지상 모니터링
신기반 기술혁

․ 지상 모니터링 방안
․ 지상 관측 시스템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 관리 시스템
․ 활용 시스템
․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시범 적용

도시시설물 지능화
기술개발
(지능형

도시공간정보 기반
확 )립

지능형 도시 지하시설물
관리기술 개발

USN․ 지하 환경에 적합한 활용기술
7․ 대 지하시설물 모니터링 기술 및 긴급상황 대처기술

장․ 지하시설물 통합모니터링 기술 실용화 및 현 검증
IT유비쿼터스 기반

도시 지상시설물 관리기술
개발

USN․ 지상시설물 관리용 활용기술
․ 지상 시설물관리를 위한 통합 모니터링기술

장․ 공간정보와 시설물 통합 관리기술 실용화 및 현 검증
지능형 도시 관리를 위한
도시 공간정보 통합플랫폼

개발
․ 지능형 도시공간정보 통합 플랫폼

신․ 데이터 갱 및 관리 표준
확․ 통합 플랫폼 활용 산 및 유지관리 방안

지능형 도시 구축을 위한
서공간정보 비스 표준화

서․ 지능형 도시공간정보 비스 기반 표준
체․ 도시 공간 객 식별자 관리기술

신 서․ 도시 및 기성시가지 공간정보 비스 표준

U-GIS기반
신건설정보화 혁

기술개발
(안전하고 편리한

)건설공간 실현

건설 도면을 이용한
신DB공간 갱 기술개발

GIS-CAD․ 융 복합 기술
신DB․ 건설도면 활용 공간 갱 기술

건설자원 동적관리를 위한
LBS 활용 기술개발

장․ 건설현 용 실내외 위치 인식 기술
장․ 위치기반 건설현 모니터링 시스템
장․ 위치기반 건설현 안전사고 방지시스템

u-GIS 기술을 활용한
지반정보 관리기술 개발

․ 지반정보 모니터링 시스템
․ 지반정보 시뮬레이션 시스템

체․ 지반 위험발생 판정기법 및 의사결정 지원 계

U-GIS 핵심
융‧복합 기술개발
(U-GIS 표준 및

)기술 선도

u-GIS 공간정보 처리 및
관리
기술개발

장GeoSensor․ 시공간 및 데이터 저 및 ․ 관리기술
GeoSensor․ 시공간 및 데이터 융합 기술

u-GIS․ 정보 통합 및 분석 기술
u-GIS를 위한

차세대 시각화 기술개발
장u-GIS 3․ 기반 차원 위치측정 비 및 데이터 가시화 기술

u-GIS․ 를 위한 증강현실 디스플레이 기술
장․ 시범 적용을 통한 현 적용 기술

실내 공간정보 관리기술 개발 DB․ 실내 공간 구축 및 관리기술
․ 실내외 공간정보 연계 기술

맞춤형 국토정보 제공기술
개발

․ 맞춤형 국토정보 구축 모델
․ 분산환경 국토정보 연계；통합 기술
․ 웹 기반 국토정보 제공 기술
․ 멀티플랫폼 기반 국토정보 제공 기술
․ 국토정보 제공 단말 기술

< 3-표 2 신> 5국토정보기술 혁 로드맵의 대 핵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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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3) 추진 계

<그림 3-3 체> 국토정보기술개발 추진 계

체 , , ,국토정보기술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계는 사업주무부처 사업관리전문기관 사업단 운
서, . ,영위원회 평가위원회로 구성된다 건설교통부는 사업주무부처로 연구사업 기획․관리․감독

, .을 총괄하고 기술개발 촉진 및 성과보급을 위한 법․제도의 개선 업무를 지원한다 한국건설
서, ,교통기술평가원은 사업관리전문기관으로 연구사업 기획․관리․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사업

확, , ( ) , .단 사전기획 진도점검 단계 중간 평가 기술 산 등을 중점 관리한다 운영위원회는 사업
조 신 장 해, , ,단 과제 진도점검 결과검토 예산 정 이의 청 사업단 임 등 사업단 운영에 관한

조 .주요사항들을 심의․ 정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평가위원회는 사업단 과제의 선정
장, ( ) , ,평가 단계 중간 평가 최종평가를 수행하여 과제의 계속 추진여부등을 판정하고 사업단

장. ,에 대한 업무를 평가한다 사업 단 은 사업단 내에 사무국을 두어 세부과제 기획 선정․ 평
, , ,가 진도관리 정산․ 보고 등에 관련된 업무들을 수행하고 사업단내에 개발된 기술의 국내

조, , ,외 표준 제․ 개정 법제도 개선 시범 지역 선정 정책반영 등 실용화를 위한 상설 직등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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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3.1.2.

1) u-Korea 기본계획12)

(1) 추진방향
신 서 확1999 cyber korea 21정보통 부에 는 년 「 」을 수립하여 인터넷 산 및 디지털 경제

, 2002 e-Korea Vision 2006를 촉진하였고 년 「 」을 수립하여 정보인프라를 지속적으로
, 2003 Broadband IT Korea Vision 2007고도화하고 년에는 「 」을 수립하여 정보화를 통

신 . 2006 u- u-한 국가 경쟁력의 혁 적 제고를 추진한바 있다 년에는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u-Korea .사회를 실현하고자 「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u-Korea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은 모두가 함께하는 따뜻한 세상 누구나 손쉽고 편안하게
서 서 조 조, ,이용 가능한 비스 다양한 기술과 비스가 화로운 사회 새로운 가치를 창 하는 사회

서. u-Korea 5 4시스템을 지향함 기본계획에 는 대 분야 선진화 목표와 대 엔진 최적화 목표
. 5 , ,를 수립하였다 대분야 선진화 목표는 국민에게 다가가는 정부 첨단지능형 국토건설 경제

장 , ,활력 및 성 잠재력 제고 안전하고 깨끗한 사회 편리하고 윤택한 개인생활을 이룩하는 것
, 4 , ,이며 대 엔진 최적화 목표는 균형 잡힌 글로벌 리더십 자생력 있는 생태적 산업 기반 효

명,율적이고 유연한 사회제도 기반 마련 융복합 및 연계가 용이한 투 한 기술을 개발하는 것
.이다

< 3-그림 4> u-Korea의 기본방향

12) 신 , 2006, u-Korea ( )정보통 부 기본계획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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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계획
u-Korea 2006 2010 2011 2015추진단계는 년부터 년까지 구축단계와 년부터 년까지 정

서, u-Korea u-Korea착단계로 나누어지며 구축단계와 정착단계에 의 주요 추진 전략을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u-Korea ( 06- 10)․ 추진단계 ‘ ’
해- BcN, USN 등 네트워크 고도화 및 법제도 정비를 통 유비쿼터스 사회기반을 구

축함
해 서 서- ,유무선의 광대역 네트워크에 연결된 휴대단말기등을 통 언제 어디 나 원하는

비스를 제공
장 서- IT :새로운 유비쿼터스 관련 산업의 육성 및 국내외 시 개척 다양한 사물에 센

조 서를 부착하여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환경을 성하여 다양한 비스를 시범 실시
u-Korea ( 11- 15)․ 정착단계 ‘ ’
- 국가 주요 건축물과 시설물의 지능화 실현

서- 사회 모든 분야에 유비쿼터스 비스 보편화
장 해 장 서 확- 국내 시 의 활성화 및 외 시 에 의 경쟁력 보

u-Korea , , , , 5 ,추진내용은 정부 국토기반 경제 사회 개인생활의 개 분야로 구분되며 각
< 3-3> .분야별 주요 내용은 표 과 같다

구분 구축단계 정착단계

정부
장, u-IT․ 실시간성 지능형 도입으로 현 ․수요

자 중심 업무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에 대한
반응성을 증대하고 효율적 업무처리 지원

서․ 실시간 처리기능을 강화하고 지능형 비스
확 u-IT를 대함으로써 기반 행정의 연계

성 강화

국토기반
,․ 도로 교량 등 국가주요시설물에 대한 실시

, ,간 모니터링 상황인식 등을 통한 지능화
체자동화 계 도입

․ 실시간 상황인식과 과학적 분석기능을 강화
하여 상황에 대한 자율대처 능력을 제고

경제
체u-․ 금융 등 새로운 경제 운영 제 도입 및

산업간․분야간 융복합 촉진
신 체․ 도입된 경제운영 제를 정착하여 경제 투

명 체성 제고 등 경제 운영 제를 개선하고 산
업간․분야간 융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 제
고

사회
․ 실시간성에 의한 상황판단 기능을 부여하여

,사회 안전성 쾌적성을 증진
․ 실시간성에 과학적 예측기능을 강화하여 사

확전예측의 정 성을 제고하고 상황인지에 의
한 대처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안전하고 쾌
적한 사회환경 마련

개인생활
확,․ 고령화 개인중심 생활 대 등 새로운 사

확회․문화적 수요에 따라 다양성을 대하고
개인화된 욕구를 지원

서 서․ 개인별 비스를 보편화하고 맞춤형 비스
강화

< 3-표 3> u-Korea 단계별 영역별 주요 추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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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4대 선진화 전략과 대 엔진 최적화 전략을 중심으로 분야별로 추진하고자 하는 세부 과
< 3-4> < 3-5> .제를 살펴보면 표 ∼ 표 와 같다

선진화 전략 세부과제

국민에게
다가가는 정부 구현

체1. 실시간․지능형 행정 계 구축으로 정부의 일하는 방식 개선
체 장2. 모바일 행정 계 구축으로 현 중심의 업무처리 환경 구현

확3. 국민 참여채널 대로 열린 행정 실현
체4. 정부업무 연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유기적 협업 계 마련

첨단 지능형
국토 건설

체5. 지능형 첨단교통 계 구축을 통한 안전․편리한 교통 환경 구현
체6. 생 인식 기술을 활용한 출입국 관리의 효율성 제고

체7. RFID 기반의 지능형 통합물류 계 구축으로 선진물류 환경 제공
8. 국가 주요 시설물의 지능화를 통한 사회기반시설의 안전한 관리
9. u-City지역통합관리센터 구축을 통한 의 효율적 운영 지원
10. u-IT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환경 구축

경제활력 및
장성 잠재력 제고

체 명 체11. u-금융 계 도입으로 간편․투 한 금융거래 계 구축
12. 유비쿼터스 정보화를 통한 전통산업의 경쟁력 강화
13. u-IT중소기업의 활용 촉진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
14. 연합 플랫폼 기반의 기업정보시스템 구축으로 기업간․업종간 협업 최적화

안전하고 깨끗한
사회 실현

체15. 실시간 환경 모니터링을 통한 지속발전 가능한 환경 계 구축
16. 이력관리시스템 등을 통한 식의약품 안전관리

체17. u-IT 기반 국방통합정보 계구축으로 국방개혁 가속화
체18. 지능형 치안․방범 계 구축을 통한 범죄예방활동 강화

19. 해 체재난재 실시간 대응 계 수립으로 국민생활 안전성 강화

편리하고 윤택한
개인생활 지원

서20. 교육시설 및 비스의 지능화로 맞춤형 교육 실현
21. 체맞춤형 복지 계 구축으로 참여복지 실현
22. u-Home 보급으로 편리하고 윤택한 가정생활 지원
23. 서교육․복지․문화 등 생활 네트워크 구축으로 개인별 맞춤형 비스 제공

< 3-표 4> u-Korea 5대 선진화 전략

최적화 전략 세부과제
u-세계화
엔진

해 장 신 장1. 적극적인 외시 진출을 통한 시 개척
2. u-IT글로벌 협력강화로 선도국 기반 마련

확3. 국제 표준선도를 통한 기술주도권 보

u-산업
엔진

확4. u-클러스터 촉진으로 산업 자생력 보
5. 핵심기술개발 촉진 및 산업활성화를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

서 서6. u-다양한 비스간 원활한 연계를 위한 비스 통합기반 마련
장7. 5성 동력 창출을 위한 유비쿼터스 대 핵심 전략산업 육성

u-사회제도
엔진

서 확8. u- 비스 활용 기회 대로 대국민 공감대 형성
9. 법제도 정비를 통한 유비쿼터스 사회 제도 마련

신 체10. 유비쿼터스 사회의 안전･ 뢰 계 구축
체11. 프라이버시 보호 계 강화

u-기술
엔진

서12. 언제 어디 나 접속 가능한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구축
13. u-KOREA 촉진을 위한 응용기술 개발

확14. 기술수지 흑자 달성을 위한 원천기술 보
장15. 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표준화 환경 마련

16. u-KOREA IT839핵심엔진으로써 의 지속적 추진

< 3-표 5> u-Korea 엔진 최적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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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추진내용
신 서 U-Korea ( .정보통 부에 추진하고 있는 와 관련하여 한국정보사회진흥원 구 한국전산

신 서) (ETRI) . ETRI원 과 한국전자통 연구원 에 세부적인 연구들을 추진하고 있다 는
해U-Korea ( ,구현을 위한 원천기술 개발과 관련된 일련의 사항 기술개발과 시험 당기술의

서) ,관리까지 을 전담하고 있으며 한국정보사회진흥원에 는 기 개발된 국내외 기술들을 이용하
서 .여 비스를 개발하는 사업 수행을 전담하고 있다

해 해U-Korea 구현을 위 각 요소기술들을 테스트베드를 통 검증하여 실용화하려는 움직
서 서 서IT 839 8 , DMB/DTV , /LBS,임이 의 대 비스 중 광대역 융합 비스 비스 텔레매틱스

신 장 신 서RFID 9 / , , USN와 대 성 동력 중 이동통 텔레매틱스 지능형 로봇 등에 나타나고 있
다13). < 3-6> .각 분야별 주요 추진 내용은 표 과 같다

서 서8대 비스 분야에 의 주요 추진 내용 신 장 서9대 성 동력 분야에 의 주요 추진 내용
서 : 2006.8.16․ 광대역 융합 비스 정통부와 방송위가

IPTV 시범사업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
서DMB/DTV : DMB․ 비스 지상파 실험방송 지역이

확, 8대전 대구등 전국 개 지역으로 대됨
/LBS : 2006․ 텔래매틱스 년 상반기에 제주도 텔레매

서2틱스 시범도시 구축사업 차년도 상용 비스 실시
장RFID :․ 현 적용을 위한 소규모 파일럿 프로젝트

진행

신/ :․ 이동통 텔레매틱스 정부와 대기업이 공동 투자하
신여 수출지역 이동전화사업자의 통 망 적합성 테스

트를 위한 모바일 필드 테스트 베드 구축 계획 추진
:․ 지능형 로봇 향후 테스트 베드 구축 및 법․제도 정

비 및 추진 예정
장 서USN : ,․ 현 시험 시범 비스 진행 중

< 3-표 6> 요소기술에 대한 시범사업 및 검증 추진 내용

장USN이 중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의 현 시험14) USN은 기반의 다양한 유비쿼터스 사업
해서 장및 산업 활성화를 위 는 관련기술의 현 적용을 통한 개선사항 도출 및 실증적 데이터

서u-에 기반한 비스 모델 발굴 및 이에 대한 검증에 관한 연구로 그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3) 신 장 조: IT839 (2006. 9. 25)정보통 부 홈페이지 시 동향 사결과
14) 장 서, 2005, 2005 USN한국전산원 년도 현 시험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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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업 사업개요 문제점
해u- :양

USN 기반의
제주연안
해양환경

정보수집 시스템
구축

서USN· 제주연안에 설치한 센 를 통
해 해,용존산소량 수온도 등의 데이
터 수집 및 분석

조- :기술적용 프로세스 제주도 천항
해 서2.45GHz Zigbee근 에 센 노드

10가 부착된 부표 개 설치

: 24· 배터리태양열 집진방식아닌 풍력발전기를 적용 후
시간 실시간으로 전력 사용 가능
서 신 신: /· 센 의 뢰성국내 외의 제품을 비교테스트 후 뢰
성 검증

:GPS· 부표의 유실 등과 같은 시스템을 적용하여 부표의
위치를 항상 모니터닝 할 수 있는 방안 도출

u- :건축
장건설현
조콘크리트 구 물

양생 이력검사

장 조· 건설현 콘크리트 구 물에 설치한
서 해USN 센 를 통 콘크리트 양생환

( , , )경 온도 습도 등 의 데이터를 수
, CDMA집 모뎀을 이용하여 원거리
장현 상황을 분석 및 제어

- :기술적용 프로세스 건설기술연구
Test Bed( )원 경기도 일산 에

서2.45GHz Zigbee 40센 개 설치

<ZigBee Network Topology>

장 서· 건설현 에 는 안정적인 전원공급이 이루어질수 없어
배터리에 충전된 전류량 만큼만 운용되는 시한부적 운
용의 문제점

<Mobile to Mobile Data Service.

장 서1:1· 연결의 형태이므로 현 데이터를 여러곳에 동시
에 모니터링 할 수 없다는 단점

u- :병원
혈액 및

USN항암제에
적용을 위한

장현 시험

서 ,· 병원의 혈액에 온도센 부착 항암
서제 보관실에 습도 센 노트를 설치

하여 온도 및 습도 관리
- :기술적용 프로세스연대 세브란스

서13MHz병원의 형랙팩에 온도 센
300 , 2.45GHz Zigbee태그 개 센

서 20노드 개 설치

서 서:· 센 노드의 높은 가격과 불안정성 센 노드가 자주
서동작을 멈추어 센 의 전원 다시켜야하는 문제점

명 체 해:· 짧은 배터리 수 잦은 배터리 교 로 인 데이터
축적이 어려움

신USN :· 의 보안기능 강화에 대한 고려 통 거리가 길게
서1km는 이상에 도 가능하기 때문에 가짜정보 발생

서가능성 혹은 중간에 정보가로채기등의 역기능 발생
가능성

u- :농촌
농산물

품질향상을 위한
USN 기반
재배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서USN· 시설원예에 설치한 센 와
해 장RFID를 통 작물생 에 필요한

장 장, ,데이터 수집 현 제어 현 온·습
확도 인 및 분석

확- :기술적용 프로세스동부한농화
( ) 1육종연구소 경기도 안성 에 수박

, 2 , ( 60 )동 양배추 동 시험동 각 평 에
서2.45GHz Zigbee 26센 노드 개

130설치 및 수박등 작물에 개의
RFID Tag 부착

서 : 10· 센 노드의 가격 향후 년 이내에 기술의 발전 및
서대량 생산으로 센 노드 및 건전기의 가격하락이 예

해상되며 이를 위 기술표준화가 선행되어야함
서· 센 노드의 성능
서 조 서 서- , ,센 들이 온도 습도 도에 각기 로 다른 오차

서 체 서,를 보이고 이것은 센 자 의 오차라기보다 센 보드
의 하우징문제로 판단

명-건건지의 수
서-센 의 전력원이 축전지일때 방전되어 사용 불가능

장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어 치가 필요함
서· 센 시스템의 성능

신-농촌이라는 환경의 통 시설 미비
명 체-축전지의 수 이 짧아 잦은 교 작업요구

서-센 노드의 잦은 오작동으로 데이터 손실가능성
-비닐하우스내 높은 습도로 리더기 작동의 문제점

신 확 해 서 서-정보의 뢰성 보를 위 센 설치이전에 센 교정
이 필요

< 3-표 7 장> USN 현 시험 내용

신 서20한국전자통 연구원 방송시스템연구부는 일간 대덕 연구단지 인근에 이루어진 차세
신 장(DMB)대 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에 대한 실시간 송·수 현 테스트를 국내 최초로

신, DMB A/V성공한 바 있으며 그 결과 송 기는 안정적으로 부화화 및 앙상블 프레임 재구
신 장 확, .성 기능들을 수행하고 수 시험 치는 안정적으로 동작하는 것이 인된바 있다 시험의 주

신 해40W DMB DTV요 내용은 연구원 내에 설치된 급 소출력 지상파 송 기를 이용 지상파
신 장DMB , TV프로그램을 실시간 재전송하고 인근의 차량에 설치된 수 시험 치를 사용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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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체 . ETRI SWRL의 실시간 수 상태를 크하는 것이었다 테스트에는 ·픽스트리가 공동개발한
, , ETRI반의 미디어처리기 미디어재생기 그리고 와 엘컴텍이 공동 개발한 하드웨어기반의 앙

서DMB .상블 재당중화기 등 비스 시스템등을 사용하였다
, SK 2004 9 2006 7또한 텔레콤 등의 사업자들이 년 월부터 년 월까지 제주 텔레매틱스

1.2 ,시범도시 구축 차 사업을 실시한바 있으며 사업 실시이후 도출된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서 체 ,․ 현재 제공되는 비스나 컨텐츠의 대 성이 높아 비용대비 효용성이 낮다는 점 컨텐츠
뱅크 구축 시급

․ 활용기간이 비교적 짧은 단말기가 비싼 가격에 대거 구입되어 향후 활용성에 문제 발생
여지
신․ 통 사업자위주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간이 무리하게 추진하여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 초래

2) IT83915)

(1) 추진방향
신 서 IT839 u-Korea , IT정보통 부에 추진하고 있는 전략은 의 핵심엔진이며 우리나라 산

해. IT839 IT업 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최상위 전략이다 는 산업 육성을 통 부가가치를 창출
장 (< 3-5>).하여 시 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선순환 발전 전략을 특징으로 한다 그림

전략 기획

Pilot Project

서비스방식 결정

법제도 정비

효율적 투자 유도주파수 할당

시장경쟁 정책

사업자 허가

국제협력원천기술 연구

민관 파트너십 National IR

지재권 보호

안전 · 신뢰성 확보

전략 기획

Pilot Project

서비스방식 결정

법제도 정비

효율적 투자 유도주파수 할당

시장경쟁 정책

사업자 허가

국제협력원천기술 연구

민관 파트너십 National IR

지재권 보호

안전 · 신뢰성 확보

< 3-그림 5> IT산업 가치사슬과 정부의 역할
(2) 추진계획

서 신IT839 IT 8 , 3 , 9는 산업 가치사슬에 따라 발전모델을 대 비스 대 인프라 부문 대 성
장 체 (< 3-8>).동력으로 계화하였다 표

15) 신 , 2006.4, IT IT839정보통 부 강국 기반으로 선진한국 도약 전략



정보화사업 동향분석III.

- 71 -

신 서8대 규 비스 3대 인프라 신 장9대 성 동력
․ 서WiBro (2.3GHz )비스 휴대인터넷

DMB( / )․ 위성 지상파
서․ 홈네트워크 비스
서․ 텔레매틱스 비스
서RFID․ 활용 비스
서W-CDMA․ 비스

DTV․ 지상파
(VoIP)․ 인터넷 전화

(BcN)․ 광대역 통합망
서U- (USN)․ 센 네트워크

IPv6․ 도입
신․ 차세대 이동통

TV․ 디지털
․ 홈네트워크

IT SoC․
PC․ 차세대
S/W․ 임베디드

․ 디지털 콘텐츠
․ 텔레매틱스
․ 지능형 로봇

< 3-표 8> IT839 전략 품목

신 장u-IT839 IT , IT는 유비쿼터스 시대를 주도할 성 의 발판을 마련하고 국내․외 환경 변
신 조IT839화에 더욱 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고자 기존의 전략의 품목을 재 정하여 업그레

해. SW SW u-IT839 , 8-3-9이드한 전략이다 강국 도약을 위 산업 전 분야를 에 포함하고
신품목 배열도 ｢통 →방송→ 서융합｣ 및 ｢ 비스→인프라→신 장성 동력｣ 연계성 등에 따라

조 .합리적으로 품목을 정하였다
서 장 조u-IT839 ,의 주요 추진 전략은 첫째 기술 중심에 시 활성화로 정책기 를 전환하여

조IT ,가치 사슬에 따른 선순환 발전구 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 IT , ,둘째 소프트웨어 및 부품․소재 정책 우선순위를 강화하며 셋째 산업간 컨버전스 적극 대

:응으로 블루 오션 창출 신 서 서통 ․방송 융합의 핵심 비스인 ｢광대역 융합 비스｣ 도입에 역
신.량을 집중하여 산업간 컨버전스를 가속화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 분야 글로벌 리더

확 장 서 확: IT IT십 보 세계 시 에 빠르게 영향력을 대하고 있는 우리나라 산업에 대한 선진국
신,의 견제와 후발국의 추격에 슬기롭게 대처하며 정보통 분야 국제 표준화기구 참여 강화를

해 확 .유도하고 국가간 협력을 통한 외진출 기회를 대하고자 한다
서8 ,․ 대 비스 부문의 경우 미래 기술진화의 방향을 포함하고 컨버전스 추세에 부응할 수

조있도록 전략품목을 정함
해- W-CDMA HSDPA/W-CDMA ,기존 를 ｢ ｣로 변경하고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를 위

서 확DMB DTV DMB/DTV와 지상파 를 ｢ 비스｣로 대․통합
신 서- , IP통 ․방송 융합 나아가 산업간 융합을 촉진할 핵심 비스 요소인 미디어를 ｢

서 서(BcN) ,광대역통합망｣ 에 분리 ｢광대역 융합 비스｣를 새롭게 추가하여 수용
서 장- (VoIP) , ( 05.11)인터넷전화 의 경우 이미 비스 도입이 완결 ’ 되어 경쟁적 시 이 형성

서 서 서, 8되고 다양한 결합 비스 형태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대 비스에 는 제외
서 서- 기존 홈 네트워크 비스를 주거와 지역 기반 정보 활용 비스를 포괄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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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서 확 조u-Home , /비스｣로 텔레매틱스를 ｢텔레매틱스 위치기반 비스｣로 대․ 정
서 서 신 장- 3 , 9대 인프라 부문에 기기 비스 등 산업적 요소를 추출하여 대 성 동력 또

서8는 대 비스 부문에 각각 포함함
서 신- u- (USN) , , RFID/｢ 센 네트워크 ｣의 칩 태그 리더기 등 기기적 요소를 설된 ｢

USN 기기｣로 이동
- /｢광대역통합망｣의 기기적 요소를 기존 홈 네트워크와 통합하여 ｢광대역 홈 네트워크

조 서 서, IP기기｣로 정하고 미디어 등 비스 요소들은 ｢광대역 융합 비스｣로 이동하는
체, (IPv6)한편 기존 차세대 인터넷 주소 계 는 ｢광대역통합망｣에 통합

신 장 확 조9 ,․ 대 성 동력의 경우 포괄범위를 대하는 방향으로 정함
신 신- , /단말 융합 가속화에 따라 이동통 과 텔레매틱스 기기를 통합 ｢이동통 텔레매틱

신, /스 기기｣로 하고 유선 기반 통 기기를 포괄할 수 있도록 ｢광대역 홈 네트워크 기기
명｣로 칭 변경

조명 장 해- PC새롭게 받고 있는 컴퓨팅 분야의 성 활력 제고를 위 차세대 를 ｢차세대
확/컴퓨팅 주변 기기｣로 대

체- IT IT-BT-NT시스템과 연계한 부품․소재의 계적 발전과 융합부품산업의 육성을
해 확IT SoC IT SoC/ , RFID/USN위 를 ｢ 융합부품｣으로 대하고 ｢ 기기｣를 새롭게 추가

서8대 비스 3대 인프라 신 장9대 성 동력
HSDPA/W-CDMA․
WiBro․

서․ 광대역 융합 비스
서DMB/DTV․ 비스

서u-Home․ 비스
서/․ 텔레매틱스 위치기반 비스

서RFID/USN․ 활용 비스
서IT․ 비스

(BcN)․ 광대역 통합망
서U- (USN)․ 센 네트워크

․ 소프트 인프라웨어
신/․ 이동통 텔레매틱스 기기
/․ 광대역 홈 네트워크 기기
TV/․ 디지털 방송 기기

/․ 차세대 컴퓨팅 주변 기기
․ 지능형 로봇

RFID/USN․ 기기
IT SoC/․ 융합부품

SW․ 임베디드
/SW․ 디지털콘텐츠 솔루션

< 3-표 9> u-IT839 전략 품목

(3) IT 839 표준화 로드맵16)

신 서TTA( ) IT 839한국정보통 기술협회 에 는 전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표준화
해2004 . 2005 (ver.로드맵을 년도부터 매 수립하고 있다 년도에 수립한 표준화 로드맵

해2006) IT 839 37 152은 전략분야를 지원하기 위 대 중점기술과 개의 중점 표준화 항목을
(2006 -2008) , <선정하고 중점기술별 중기 표준화 로드맵을 작성한 바 있으며 내용은 표

3-10> .과 같다

16) 신 TTA, 2005, IT839 ver. 2006정보통 부․ 전략 표준화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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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37대 중점기술 분야 37대 중점기술

차세대
신이동통 분야

IMT-Advanced․
SDR․
3G Evolution․
Mobility Management․

WLAN․ 초고속
WiBro Evolution․

TV/디지털 방송 분야
( )․ 디지털 방송 일반

․ 디지털 케이블 방송
3D TV․ 방송
DMB․

/․ 방송콘텐츠보호 관리

RFID/USN
RFID/USN․
CR․ 텔레매틱스분야

/ITS․ 텔레매틱스
GIS․
LBS․

BcN

BcN( )․ 일반
VoIP․
IPv6․
End-to-End Qos․

․ 광인터넷
LAN/MAN․ 고속

서․ 개방형 비스

지능형 로봇 분야 ․ 지능형 로봇
IT SoC 분야 IT SoC․

PC차세대 분야 PC․ 차세대
S/W임베디드 분야 S/W․ 임베디드

S/W디지털콘텐츠 및
솔루션 분야

/․ 디지털콘텐츠 보호 유통
프레임워크
․ 차세대웹
․ 정보시스템 아키텍쳐
․ 음성언어 정보처리

S/W․ 스트리밍
․ 모바일 콘텐츠 미들웨어

체S/W․ 공개 운영 제
․ 컴퓨터 그래픽스

홈네트워크분야 ( )․ 홈네트워크 일반
WPAN․

< 3-표 10> IT 839 표준화 로드맵 내용

행정자치부3.1.3.

1) 전자정부17)

(1) 추진방향
2008행정자치부는 유비쿼터스 전자정부를 년 이후 차세대 전자정부의 방향으로 설정하

,고 있으며 전자정부 로드맵 과제 완료 이후의 차세대 비전 개발을 위하여 미래 정부 모습과
서 서,차세대 전자정부 비스 영역을 도출하고 유비쿼터스 기술 기반하에 새로운 행정패러다임

, U-을 연구할 예정이며 차세대 지방전자정부와 지역정보화의 비전을 수립하고 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17) , 2006,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 주요 업무보고계획



서울시 현황 분석평가 및 단계 기본계획 수립연구GIS 3 GIS‧

- 74 -

추진분야 아젠다 우선 추진 과제

일하는
신방식 혁

전자적 업무처리의 정착
서 , ,․ 문 처리 전 과정 전자화 국가 및 지방재정 종합정보화 전

체, , ,자지방정부 구현 전자감사 계 구축 전자국회 구현 통합
체 , , ,형사사법 계 구축 인사행정종합정보화 외교통상정보화

국정과제실시간관리
확행정정보 공동이용 대 확․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

서비스 중심의 업무 재설계 (BRM)․ 정부기능모델 개발

대국민
서비스

신혁

서대국민 비스 고도화
서 서, ,․ 인터넷민원 비스 고도화 국가안전관리종합 비스 건축․토

서, ,지․등기 연계 및 고도화 종합국세 비스 고도화 국가복지
서 서, ,종합정보 비스 식․의약품종합정보 비스 고용․취업 종합정

서 서,보 비스 행정심판인터넷 비스
서대기업 비스 고도화 서 서, ,․ 기업지원단일창구 비스 국가물류종합정보 비스 전자무역

서 서 해, ,비스 외국인 종합지원 비스 전자정부 외진출 지원
확전자적 국민참여 대 확․ 온라인 국민참여 대

정보자원
신관리 혁

정보자원의 통합 표준화 신, ,․ 범정부 통합전산환경 구축 전자정부 통 망 고도화 범정부
(ITA)정보기술 아키텍처 적용

체정보보호 계의 강화 체․ 정보보호 계 구축
조정보화 인력․ 직 전문화 조․ 정보화 인력 및 운영 직 강화․정비

법제도 정비 전자정부관련 법제정비 ․ 전자정부 구현 및 안전성 관련 법제정비

< 3-표 11> : 4 31전자정부 로드맵 대분야 대과제

(2) 추진계획
2006 , ,년 행정자치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전자정부사업은 성과 중심 국민에게 다가가는

서 조,비스 정보화 역기능에 적극 대처하고 전자정부 발전 인프라를 성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서 서성과 중심의 전자정부 사업은 전자정부사업이 시스템 구축단계에 비스 통합단계로
서 ,전환됨에 따라 투자중심에 성과중심으로 사업관리를 효율화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위하

체 확, ,여 한국 전산원등 전담기관 관리 강화 성과 관리 및 평가 계 립 국제적 컨설팅 기관과
체 체MOU , .결 사업관리 전문가 양성과 같은 성과관리 계를 구축하고자 하고 있다

서국민에게 다가가는 전자정부 비스는 단순 정보제공 단계를 넘어 국민이 전자정부를 일
서 체 체 서 확 .상생활속에 감․ 화할 수 있도록 유비쿼터스 기반의 비스로 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서 확 서, (T-Gov(TV이를 위하여 인터넷 민원 비스 대 다양한 채널을 통한 전자민원 비스 제공
서 서 해) , ,전자정부 시범실시 모바일 민원전화 이용 비스 환경 구축 민원안내 비스를 위 민간

확), ,포탈과 제휴 행정기관 간 정보 공유 대 및 이용 활성화 정보화마을 운영 내실화등을 계
.획하고 있다

체 ,정보화 역기능에 대처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자정부 보안 계 개선 개인정
, ,보 보호 및 오․남용 방지 전자정부통합망 보안 강화 차세대 전자정부 통합망 기반환경 구

체 신, .축 지방자치단 정보통 망 기반 고도화등을 계획하고 있다
체, ,전자정부 수준이 발달함에 따라 이에 맞는 제도 추진 계 통합기반등 인프라를 내실화

. ,하고 고도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개정과 ‘행정정보공유 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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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보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등을 추진하여 전문분야별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범
체 체 체정부적 전자정부 추진 계 및 전자정보표준 계를 정립하고 범정부적 정보자원 관리 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2) 행정정보화 촉진 기본계획18)

서 해 (2002-2006)행정자치부에 는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의 ‘행정정보화 촉진 기본계획 ’을
, .수립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매년 행정정보화 촉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1) 추진방향
서 ,행정정보화 촉진 기본계획에 는 인터넷 보급증가 및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이동전화

확 서 체PDA 등 무선 이동단말기의 산에 따라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전자정부 비스 제로 발전
.하는 것을 주요 추진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 목표를 추진하기 위한 기본추진 방향은 무선

서 체 체 서, ,인터넷 전자정부 비스 제 구축 범부처적 행정정보공동이용 제 정착 공문 업무 전
확( ) , ,全 과정 전자화 및 타정보시스템과 연계 전자정부 기반의 지속적 충이며 추진방향별

< 3-12> .상세 내역은 표 와 같다

구분 상세 내역
(m-Gov)무선인터넷 전자정부

서 체비스 제 구축
서 확․ 현재 구축중인 단일창구를 통한 비스대상 민원사무 대
서G2B․ 와 연계한 통합 온라인 정부 비스 실현

서 체, PDA․ 모바일 등을 이용한 무선이동 비스 제로 발전
범부처적

체행정정보공동이용 제 정착
서 확DB DB․ 주요 에 전 행정기관 로 연계 및 공동이용 대

서․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보강 및 기관간 중계 비스 활성화
서공문 업무 전과정 전자화 및
타정보시스템과 연계

서 서․ 공문 의 생산부터 보존까지 문 처리 종합전자화
․ 무선 및 화상 전자결재로 발전

체․ 전자결재 완료시 관련 정보시스템 자동 업데이트 제 구현

확전자정부의 기반 지속 충
신 조,․ 화상 무선인터넷 등 고용량 통 이 가능토록 정부고속망 구 개선

서 서, ,․ 전자인증 전자 식 전자지불 등 전자적 민원 비스 기반 완비
확, ,․ 행정정보표준화 행정정보보호 정보화교육 등 기반 지속 충

․ 전자정부 관련법령 정비 및 제도운영 정착

< 3-표 12> 행정정보화 촉진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2) 추진계획19)

서 서2006년 행정정보화 촉진 시행계획에 는 정보화 사회로의 변화와 전자정부 비스에 대
한 국민의 수요가 고급화되어 유비쿼터스 등 새로운 정보기술을 적용한 전자정부 시스템의

서.필요성을 수용하여 추진방향을 설정하였다 주요 추진 방향은 유비쿼터스 지향의 전자민원
확 체, , ,비스 대 정부업무처리 온라인 시스템으로 전환 행정정보자원 관리 계의 구축 안전한

18) , 2001, (2002 2006)행정자치부 행정정보화촉진기본계획 ∼
19) , 2005.12, 2006 (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위원 년 행정정보화촉진시행계획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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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전자정부의 구현 성과중심의 전자정부 사업추진 및 평가 계 마련등이며 추진방향별 상세
< 3-13> .내역은 표 과 같다

구분 상세내역
유비쿼터스 지향의

서전자민원 비스
확대

확 확 서DB․ 주요 생활민원의 인터넷 발급 대 및 행정정보 공동 이용 대로 대국민 비
신스 혁 추진

서 서․ 민원 비스 제공수단을 다양화하고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언제 어디 든 원하는
서 조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 성

정부업무처리
온라인 시스템으로

전환

체 ,․ 정부기능분류 계와 행정기관 업무활동을 연계 업무추진상황을 실시간으로 기록․
점검․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

체 신․ 중앙․시도․시군구간 정보연계 및 정책자료의 공유 제 구축으로 프로세스혁 의 수
직적 기틀 마련

행정정보자원 관리
체계의 구축

확 확 :․ 전자정부 사업 대에 따른 정보자원 중복투자 방지와 시스템간 상호 운용성 보
체 (EA)정보자원 관리 계 구축 및 전자정부아키텍처 의 도입․활용

안전한 전자정부의
구현

해 해,․ 킹 바이러스 등 사이버상 각종 보안 침 행위에 대비한 정보보호대책을 수립하
여 안전한 전자정부 시스템 구축․운영

신․ 국민이 안전하고 뢰할 수 있도록 제도적․기술적인 개인 정보보호 대책을 마련하
는 것이 필요

성과중심의
전자정부 사업추진

체및 평가 계 마련

: , ,․ 목표대비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위주로 추진 다 부처 연계 중복 배제 정보공
조유 등을 고려하여 사업범위 정

:․ 성과지향적 전자정부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실시 평가결과를 예산 등과 연계하는
, ,종합적인 평가시스템 구축 기관실정에 맞는 전자정부수준 평가지표 개발 사이버

,평가단의 평가 참여 정보화 취약분야에 대한 발전방안 제시

< 3-표 13> 행정정보화 촉진 시행계획의 주요 추진방향

서 서 ,행정정보화 촉진 시행계획에 추진하는 주요 사업은 민원행정 비스의 전자화 행정생산
확, , ,성향상 정보화 전자정부의 기반 충 부처별 공통행정정보화 부문으로 구분되며 각 부문별

< 3-14> .상세한 추진 사업 내역은 표 와 같다

구분 상세 내역

민원행정
서비스 전자화

, ,․ 정보화사업추진 미아․가출청소년보호를 위한 원격교육 콘텐츠개발 청소년 수련시설 네
체DB , , ,트워크 및 구축 국가유공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우편업무 정보화 우 국 금융정

체 체 체, DB , ,보화 사업 ․기업 시스템 구축 데이터웨어 하우스 구축 인구 및 사업 통합 통
GIS DB , DB , ,계 구축 국가통계 통합 구축 행정기관 홈페이지발전 지속 추진 온라인 국

확 서, ,민참여 대 정부 통합 콜센터 구축 전자 민원 비스 고도화

행정 생산성
향상 정보화

, , ,․ 종합정보시스템구축 통합보훈정보시스템 고도화 정부종합상황실 정보화 을지연습 정
확, DB , , e-NALA보화 행정정보 구축사업 추진 정부업무관리시스템 산보급 시스템 운

확 서 장 서 체 서, ,영 및 충 문 대 의 단계적 전자화 정부전자문 유통 제 고도화 및 문 유통센터
체 신, , ,운영 기록정보 통합관리 계혁 국가기록물관리 전산시스템 표준화 국가기록정보화

해 해, , , ,추진 양수산 지식경영시스템 구축 병무행정정보화 디지털 양경찰 구축 행정정보
확 체 확,공동이용 대 행정기관의 지식관리 계 산

전자정부의
확기반 충

장 확, ,․ 정보기술 아키텍쳐 및 중 기 마스터플랜 수립 행정정보 온라인 공개 대 전자정부 보
체 신, , ,안 계 고도화 전자정부 통 망 고도화 범정부 통합전산환경의 단계적 구축 범정부

해 체, , ,정보기술 아키텍쳐 적용 전자정부 외진출지원 범정부 정보자원관리 계 구축 정부
신혁 과 전자정부 연계강화를 위한 정보화 인력개발

부처별 공통
행정정보화 ․ 부처별 공통 행정정보화

< 3-표 14> 행정정보화 촉진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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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3) 추진 계
조6 ,행정정보화 촉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정보화 촉진기본법 제 정보화촉진기본법

조 조 체 체3 7 .시행령 제 와 를 근거로 한다 행정정보화 촉진 계획의 추진 계와 추진 주 별 기능
.은 다음과 같다

정보화추진위원회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

외교 국방 행정정보 교육 ‧‧‧ 22개
분과위원회

총괄기관
행정자치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각 부 처 전문기술지원기관
서전자문 유통지원센터 한국전산원

조:․ 정보화추진위원회 정보화촉진 등에 관한 정책이나 사업추진 심의‧ 정
:․ 실무위원회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임사항 검토‧심의
:․ 분과위원회 정보화촉진시행계획 심의‧평가와 정보공동활용 관련사항 등 심의

조: ,․ 행정자치부 관련 기관간 총괄 정 및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정
서 . ,부전자문 유통지원 센터 구축․운영함 또한 공통행정업무 전산개발 및 정보화교육 실시
:․ 각 부처 소관업무의 개발 및 행정정보 구축‧이용

:․ 한국행정연구원 행정제도 개선지원
:․ 한국전산원 행정정보화 전문기술 지원

3) U-지역정보 기본계획20)

서U-지역정보 기본계획은 유비쿼터스 시대에 대응하여 지역 정보 비스를 통합하고 정보
해 .격차 소와 지역균형 발전을 지향한다

(1) 추진 방향
U- U- ,지역정보 기본계획은 지역정보화와 지역발전 종합계획 지역별 핵심 요구사항을

15 .반영하여 개 시도별 비전 및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 조 , 2006, U-행정자치부․ 자치정보화 합 내부자료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 중간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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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행복한 일류 국가

U-Government(정부)

주민생활과

함께하는 정부혁신 주도

U-Society(사회)

소외지역에 대한 배려로

따뜻한 복지사회 구현

U-Economy(경제)

지역특성이 반영된 정보화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U-SOC(기반)

지역정보 인프라 확충을
통한 균형발전 기여

Innovate 
Government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

Integrate

U-Policy

사용자 중심의
정보화 정책협력

Upgrade

Accessibility

공공/복지 분야
서비스 접근성 개선

Specialize
Regional

Information

지역별 특성화 및
경제활성화지원

Resolve

Digital-Divide

세대/계층/지역간
정보격차 해소

5대 추진 전략

4대 핵심 분야

비전

목표

4대

핵심

분야

5대

추진

전략

풍요롭고 살기 좋은

지역생활환경 구현

< 3-그림 6> U- ( )지역정보화 비전 및 추진전략 안

(2) 주요 내용
조 서U- , ,지역정보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현황분석과 수요 사 비전 및 전략 수립 비스

체, , , ,모델 수립 공통 플랫폼 기반 구축 법․제도 개선방안 통합추진 계 및 투자계획등으로 구성
2006 .되어 있으며 년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다

체U- , / ,지역정보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지방자치단 시도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시군구
조 ,업무담당자등을 대상으로 현황 분석과 수요 사를 실시하였으며 도출된 내용은 다음과 같

.다
체 조․ 지방자치단 현황 분석 및 수요 사 결과

주요 인터뷰 내용 주요 이슈사항 시사점

체․ 지자 별 정보화 사업
체 서․ 지자 별 특화 비스 수요

서․ 우선추진 비스영역
․ 타 부처 시스템 연계현화

/․ 문화 관광 및 특산물 관련 특화
서비스 필요

(U-PAYMENT, GIS․ 선도사업
)등 을 중심으로 한 특화사업 도
출 요구

체․ 지역내 유관기관의 정보공유
계 마련

서․ 행정정보를 기반으로 한 대민
비스 도출요구

․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한 기관
간 정보연계 필요

/․ 지지역의 비전 전략에 부합하
서는 비스의 도출
/․ 시도 시군구행정정보 시스템

서GIS과 를 연계한 응용 비스
도출

․ 지역별 선도사업 선정 및 시
범사업으로 우선추진

조 서 서: (24%),․ 시군구 담당자 수요 사 실시 결과 공통 비스 영역으로 대민행정 특화 비
서(17%) .스 영역으로는 문화관광 의 비스가 도출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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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분석 내용

업무 이슈사항 개선방향
보건위생 장 서 조․ 현 에 업무관련 정보 회 및 처리지원 장 체․ 현 모바일 정보공유 계 마련
문화 관광 ․ 산재된 문화관광 정보의 통합 ․ 문화관광 포털사이트를 통한 기존 정보의

연계

/복지 여성
( )․ 미아관리를 위한 정보공유 경찰청 및 기반

체계 필요
․ 미아관리 데이터 통합

서․ 독거노인을 위한 비스 필요 체RFID,․ 페이징을 활용한 원격지원 계 구축

해재난재
확․ 하천고수부지 등의 시설에 보된 주차공간

해서 서에 대 유사시 대피안내 비스 필요
장․ 하천고수부지에 마련된 주차 에 주차한 차

서 (VMS량에 대한 대피안내 비스 검토 및
SMS )활용

소방
․ 화재 및 도시재난 응급상황 발생시 구군청

서에 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와 지도정보를
서 조지휘차에 실시간으로 회 및 열람할 수

있어야 함

․ 지역내의 유관기관간 정보 공동 활용을 위
체한 계 검토

농업
( , , 0․ 농산물의 환경 시설 온도 습도 에 대한 관

리방안 및 특화 작물에 대한 농산물 이력관
리가 필요함

,․ 지역별 특화 작물에 대한 농산물 이력관리
환경 관리에 유비쿼터스 기술 도입

축산 ( , )․ 통계 분석분야 이동 현황 질병 현황 및 축
산물 유통과정에 대한 정보화 필요

서․ 시도 축산행정에 통계 분석 및 유통과정
에 대한 정보화 구현

환경
․ 지하수의 오염수준에 대한 측정은 가능하나
오염원의 위치를 판별할 수 있는 유비쿼터
스 기술 개발 필요

UIT․ 오염원 측정을 위한 적용가능성 분석
신후 기술 도입 검토

< 3-표 15> 행정정보시스템의 분야별 개선 방향

서 체U- ,지역정보 기본계획에 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 별 현황분석을 통한 핵심 요구기능
서 서, /을 정의하고 핵심 요구기능에 대한 비스의 기능 타당성 분석을 기반으로 비스 모델을

서 서. , /수립하였다 지역유형 정의 특화 비스 분류기준 정의에 따라 비스목록으로부터 공통 특
서 서 .화 비스를 분류하여 각 시도의 지역유형에 맞는 비스를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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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 )비스 도출 안 서영역별 주요 비스
체 서정보공유 계 비스 주요현안 해이 관계자

서 /․ 현재의 정보공유는 식 대
장정보를 공유하는 형태

․ 업무 프로세스를 고려한 맞
서춤형 정보 공유 비스 필요

,․ 지역내 유관기관간 건축물
복지 정보등의 공유가 필요

/ :․ 시도 시군구 행정정보 공유대
확상 정보자원의 정합성 보

:․ 행정자치부 유관기관 및 타
부처 정보연계 미래 모형 설계

/ :․ 중앙부처 지역내 유관기관 정
조 조보요구현황 사 협의 및 협

주요기능 기대효과
/․ 유관기관 타 부처 업무프로

세스 정보요구 관리기능
․ 공유대상 행정정보 정합성
관리기능

․ 공유대상 행정정보 활용 및
조 /회 검색 이력관리 기능

/․ 지역내 유관기관 타부처 업무
수행기관간 의사소통 지원
해 서 장․ 당 업무 부 의 현 업무 수
행정보 제공

확․ 중복 수혜등을 인하여 다수에
서게 혜택을 주슨 비스 지향

장 서현 행정 지원 비스
서원격검침 비스

서DW전략적 공간 비스
미디어보드 기반

서플래카드 비스
서도면협업 관리 비스

/ /가로수 기념물 보호수
서관리 비스

< 3-그림 7 서 서> 행정분야에 의 비스 예시
서 체U- 지역정보 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열악한 자치단 의 정보화 기반환경

( ) , 4전산실 개선을 위하여 지역정보통합센터 추진할 계획이며 지역정보통합센터의 가지 대
.안 모형 중 통합 연계형과 수평적 통합방식이 바람직한 모형으로 도출되었다

구분 내용
통합형 서․ 물리적인 통합 및 비스 기능까지 환전 통합하는 모형
통합연계형 서․ 부분적인 통합과 기능연계를 통하여 비스를 제공하는 모형
기능 연계형 서․ 순수기능 연계로 비스를 제공하는 모형
개별형 서U-․ 개별적으로 지역정보 비스를 위한 센터를 구축하여 기존시스템과 연

계하는 모형

< 3-표 16> 지역통합센터 대안 모형

< 3-그림 8> 지역통합센터 통합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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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4) U-지역정보 비스 추진계획21)

(1) 추진방향
서 서u-지역정보 비스란 지방정부가 유비쿼터스 기술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에게 언제․어디 ․

서.누구에게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지역정보의 통칭이다 전자정부 비스와 산업․안
서 서 .전․생활 등 지역별 특성에 따른 지역정보 비스를 연계하여 비스되는 방식을 일컫는다

서 서 서u- u-지역정보 비스 비전은 유비쿼터스 환경에 지역정보 비스의 최적 기반을 구축하
서고 지역주민에게 전자정부 비스와 함께 생활․안전․산업정보 등 지역별 특성에 따른 지역정보

서 해u-IT를 통합 비스함으로써 지역간 정보격차를 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여 주민
서. u-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 지역정보 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주요 추진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체 서 조․ 추진 계 구축을 통한 범정부적 지역정보 비스 협력 사업의 정

서․ 지역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비스를 단계적으로 개발․제공
서 서․ 전자정부 비스와 상호연계를 통한 지역정보 비스의 내실화

서 확․ 「지역정보통합센터」구축으로 지역정보 비스 통합거점 보
체․ 정보화 커뮤니티 형성을 통한 지역공동 의식 함양

(2) 추진계획
서u- 2006 2010 5 (2006),지역정보 비스 추진계획은 년부터 년까지 총 개 년도를 도입기

장(2007 2008), (2009 2010) 3 ,기반구축기 ∼ 성 기 ∼ 의 단계로 구분되어 추진되었으며 분야
서u- ,별로는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한 법제도 정비 정보시스템간 상호 연계를 통한 지역정보

서 해, ,비스 기반구축 지역정보 활용 비스 개발․보급 지역주민의 참여 촉진을 통한 정보격차 소
4 .추진의 개 부문으로 나뉘어 구성되었다

서u- (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한 법제도 정비 분야에 는 가칭 지역정보화 진흥법 제정 추
서 서 체, u- , u-진 지역정보 비스 기본계획 수립 지역정보 비스 활성화를 위한 추진 계의 정비를

, .도모하였으며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체( ) :․ 가칭 지역정보화 진흥법 제정 추진 지역정보화관련 개별 법령규정을 통합하여 계

적인 추진근거 마련
서u- :․ 지역정보 비스 기본계획 수립 지능기반 지역사회 건설․발전을 촉진하는 비전 및

u-전략을 수립하고 지역정보화의 기능 로드맵과 기술 로드맵을 작성함
21) 서, 2006.3, u-행정자치부 유비쿼터스 정보기술을 적용한 지역정보 비스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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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체u- :․ 지역정보 비스 활성화를 위한 추진 계의 정비 관련사업 지원 및 차세대 사업 발
체 서u-굴을 위한 협력기관과 지원기관을 정비하고 효율적․ 계적인 지역정보 비스 사업

해추진을 위 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 운영함

서 서 서u-정보시스템간 상호 연계를 통한 지역정보 비스 기반구축분야에 는 지역정보 비스
서, u-의 허브역할을 수행할 지역정보통합센터 구축 지역정보 비스를 위한 지역별 유비쿼터스

해, ,네트워크를 단계적으로 정비 지역의 현안과제로 대두될 노령화 양극화 등의 문제를 결하
서 체u-IT .기 위하여 기반 대국민 비스 전달 계를 개발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도출하였다

서u- :․ 지역정보 비스의 허브역할을 수행할 지역정보통합센터 구축 지역통합센터는 중앙
서 ,과 지방의 행정정보와 지역정보를 연계한 지역정보 비스의 허브역할을 수행하며 지

서 .역특성 및 비스 규모를 반영하여 단계별로 구축 추진함 초기의 운영센터 수요를 감
확1 ,안하여 시도별 개소 점진적으로 시군구까지 대

서 서u- :․ 지역정보 비스를 위한 지역별 유비쿼터스 네트워크를 단계적으로 정비 민생활
( , )과 접한 구도시의 상업지역 중심상업지 재래상권 을 중심으로 지역별 유비쿼터스 네

확,트워크 정비를 추진하고 유비쿼터스 네트워크간 상호운용성 및 접속성 보방안을 마
련함

서 체 체 해u-IT :․ 기반 대국민 비스 전달 계 개발 다양한 전달 계를 통 정보 접근에 대한
서편의성․ 적시성을 제고하고 지역별․계층별․세대별 비스의 접근성을 향상시킴

서 서 서 서u- ,지역정보 활용 비스 개발․보급분야에 는 지역정보 비스 공통 활용 비스 개발․보급
서 체 체u- ,지역정보 비스 인증 계 마련 공모과제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한 자치단 정보화 촉진

.등을 주요 과제로 도출하고 있다
서 서 서u- :․ 지역정보 비스 공통 활용 비스 개발․보급 도시 및 농․산․어촌을 대상으로 공통

해 서,비스를 발굴․제공함으로써 지역간 정보 격차를 소하고 공통주제별 비스를 연계하
서 서 서,여 통합형 비스를 제공하되 공공성이 강한 공통 비스와 지역별 특화 비스로 구분

서하여 비스함
서 체 서u- : u-․ 지역정보 비스 인증 계 마련 행정기관 대상 지역정보화 비스 수준평가 및

인증방안을 마련함
체 서: u-․ 공모과제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한 자치단 정보화 촉진 지역정보 비스를 선도하

서 체,고 비스를 응용할 수 있는 공모 과제의 지속적인 발굴․지원으로 자치단 정보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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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함
해 해 ,지역주민의 참여 촉진을 통 정보격차를 소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화 축제 개최 정보화

확 조 .마을 전국 대 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 주민참여 촉진을 위한 지역정보화 축제 개최 지역정보화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역

신정보화의 달 설 및 관련 각종 행사등을 집중적으로 개최하여 관심 유발 및 지역 정
서보화 및 비스에 대한 참여를 촉진함

해 확 조 :․ 정보 소외지역의 정보격차 소를 위하여 정보화마을 전국 대 성 매년 정보화 마
체,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험중심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촉진전략 및 인센티브

를 개발함

서울시 정보화 사업3.2

서 2003 Intelligent city Seoul 2006 .울시는 년도에 「 마스터 플랜」을 수립한 바 있다
신 장2005 ,그 외에 년도에 유비쿼터스 기본 전략을 담은 정보통 중 기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서2006 .년도에는 「유비쿼터스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였다 자치구청에 도 정보화촉진기본법
서. Intelligent에 의거하여 구청별 정보화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 연구에 는 「

city Seoul 2006 2004마스터 플랜」과 「유비쿼터스 마스터 플랜」의 주요 내용과 년 이
.후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수립한 구청의 정보화 기본계획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서울시청 정보화 계획3.2.1

1) Intelligent city Seoul 200622)

(1) 추진방향
서 , 5울시의 정보화 비전은 “시민이 만족하는 최고의 정보 도시”이며 대 정책목표는 대시

서 , , IT ,민정보 비스 향상 지식정보사회 선도기반 구축 변화와 경쟁에 강한 행정역량 강화 도
서, . 2003 2010 3시기반 정보화 강화 정보자원 고도화이다 울시 정보화는 년부터 년까지 단계

서, 1 (2003 -2004 )의 단계별 추진전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계는 년 년 정보 비스와 자원의
서, 2 , 3통합 및 연계 단계는 전자정부 비스 시민이용활성화 및 정보자원의 고도화 단계는 유비

City .쿼터스 구현으로 구성되어 있다

22) 서 , 2003, Intelligent city Seoul 2006울특별시 마스터 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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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통합 및 연계) 2단계(서비스고도화활성화) 3단계(유비쿼터스 City 구현)

• 정보자원의 통합 및 연계

• 시민지향 정보서비스 추진

• 정보통신 인프라 안정화

• 전자정부서비스 시민이용활성화

• 시민참여 기반 확대

• U-City 기반 조성

• 시공간 제약 없는 양방향 정보교환

• 유비쿼터스 환경에 맞는 콘텐츠 개발

• 정보보호 및 프라이버시 침해방지 강화

[2006 – 2010년]

[2005 – 2006년]

[2003 – 2004년]

3단계

2단계

1단계
• 전자정부서비스
품질개선

• 맞춤형 전자정부
서비스제공(e-
CRM)

• 서울시 특성에
맞는

• 유비쿼터스
• 전락사업 도출 및
기술 적용

• 디지털 행정구현

• On-Off line 
홍보강화

• 해외 마케팅
강화

• 시민참여기반확
대

• 데이터 정확도
개선

• 개인정보보호강
화

• 정보자원통합
(SDC 개관)

• 인터넷방송개
국

• One-click 
전자민원 구축

• 마스터플랜 및
ITA 수립

• 사이버토론방
운영

• 인터넷 통합
홈페이지 구축

• U-city 마스터 플랜 수립

• 분야별 전략사업 추진

• 지능형 정보서비스 제공

• 안전한 정보이용환경 조성

• 쾌적하고 풍요로운

도시환경조성

< 3-그림 9> 단계별 추진 전략
(2) 추진계획23)

서 서2006울시는 년도 정보화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울시 전자정부 단계별 추진 전략
서2 , 3 City중 단계 시민 이용활성화와 비스 고도화를 마무리 하고 단계 유비쿼터스 구현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다
서 해 , ,울시 정보화 현황 분석을 통 도출된 주요 개선 과제는 생활정보화 산업정보화 도시

, 4 ,기반정보화 행정정보화의 가지 영역으로 구분되며 영역별 상세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확 서: ,․ 생활정보화 전자민원처리 대와 시민 맞춤형 비스 제공 정보화 소외계층에 대한
확 해,정보기기 보급과 정보 이용시설 설치지원 대 시민 사이버교육 강화를 위 컨텐츠의

서,다양화 및 중앙부처 사업 연계 울의 전통문화와 유산등에 대한 컨텐츠 개발 및
서 서I-Guide ,비스로 국내․외에 울 문화홍보와 관광유치 활성화 기관과 복지대상자 등

체 ,수혜자와 공급자 간 단절없는 양방향 복지정보 전달 계 환경정보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통합환경정보시스템 구축

신: Digital Media Street' IT&․ 산업 정보화 ‘ 를 미디어 기술과 유비쿼터스 기술의 시험
체 장 조 서, DB및 험 소로 성 ‘중소기업 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한 울의 주요 산업분야 제

서 장, B2C'공 및 산업정보 통합 검색 비스 전통시 을 대상으로 ‘전자상거래 구축을 지
23) 서 서, 2006, 2006울특별시 울정보화 마스터플랜 정보화사업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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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장원하여 침 된 재래시 의 활성화 도모
해 신: /․ 도시기반 정보화 재난재 에 대한 예방과 속한 대응을 위한 ‘도시재난 통합운영’등
,종합 위기관리 인프라 구축 도시시설물의 안전관리 강화와 효과적 관리를 위한 온라

체24 ,인 시간관리 제 구축 도시계획 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도시계획 종합정보 관
서 신 체, ITS리시스템’구축 를 활용한 울의 교통 계 구축

서: ,․ 행정정보화 다양한 액세스 포인트에 의한 비스 제공 경영마인드를 도입한 ‘고객관
-CRM' , ,리시스템 구축 정보자원의 통합관리로 시스템 운영의 안정성 및 효율성 향상

서 서 서,울시 정보화 교육센터 구축 및 운영 ‘경영자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및 ‘ 울형 베
,이 시스템’을 통한 정책결정과정 지원과 기존 정보지원 활용강화 지역 행정정보화의

원활한 허브 역할 실현

서2006 , , , 4정보화사업 시행계획에 는 생활 산업 도시기반 행정의 개 분야로 구분하여 세
. 4 18 , 3 ,부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개 분야별 정보화 대상사업은 생활정보화 개 산업정보화 개

23 , 32 76 , <도시기반정보화 개 행정정보화 개로 총 개 사업으로 분야별 상세 추진과제는 표
3-17>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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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상세 내역

생활정보화
(18 )개사업

서, ,․ 전자정부 시민이용활성화 추진 울시 인터넷방송 운영 및 고도화 통합홈페이지의 안정
서, , ,적 운영 사이버 정책토론방 운영 시민 사이버정보화교육 운영 울 외국어홈페이지 운

서 서, , ,영 울대공원홈페이지 운영 시립미술관 멀티미디어 콘텐츠 개발 및 메일 비스 운영
서, ,시립미술관 멤버쉽회원관리시스템 개발 늘푸른여성지원센터 홈페이지 운영 울역사박물

확 , ,관 홈페이지 콘텐츠 충 역사박물관 모바일 전시안내시스템 구축 인터넷을 통한 쌍방향
신, , ,시정홍보 추진 웹커뮤니티 개설 및 활동지원 시민과 함께 만드는 인터넷 문 운영 시정

IT , ,홍보를 위한 민간채널 활용 어린이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교육․홍보용 프로그램 개발
정보소외계층 무상컴퓨터 보급

산업정보화
(3 )개사업

해 조, DMC DMS ,․ 전자정부 마케팅 및 외홍보 인프라 및 성 시립전문학교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도시기반정보화
(23 )개사업

(SDW) , ,․ 공간데이터웨어하우스 고도화사업 도로관리시스템 활성화 제고 도시계획경관관리
확, 1/1,000 , , GIS시스템 고도화 수치지도 세계측지계 전환 지하시설물도 정 도 개선 포털시

서, Seoul GIS 2006 ,스템 안정적 운영 대회 개최 건축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및 웹 비스
(e-AIS) , , (Seoul TOPIS) ,구축 항공사진이미지데이터 구축 교통관리센터 운영 및 고도화

서(UPIS) ,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 운영 토지종합정보망 운영환경 개선 울시 전자지번도
서 확, , ,재구축 및 활용 인트라넷 토지정보 비스 운영 대 하수도관리시스템 운영 상수도

GIS , ,고도화 추진 한강교량온라인 안전감시시스템 운영 지하철사업관리시스템의 안정적
, , ,운영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운영 소방정보자원의 안정적 운영 및 보강 소방대상물시

서 확, ,스템 재개발 추진 종합방재센터 및 일선 소방관 정보자원 충 소방 통합운영시스템
기능 보강

행정정보화
(32 )개 사업

․ , , ( , ) ,유비쿼터스 사업 추진 통합연동시스템 구축 전자정부 시도 시군구 행정정보화 추진 행
, SW Tool ,정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 및 보강 상용 및 개발 구매 부분 아웃소싱을 이용한

서 서, (OPEN, ),행정정보시스템 개발․보완 민원종합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민원행정 울 베
체 조, , , ,이 추진 통계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 사업 기초통계 사 시․자치구 정보화역량 강화

, , e-Seoul Net시정 정보역량 강화를 위한 행정문화 개선 정보화사업 감리 의 안정적 운
확, e-Seoul Net e-Manager , (IPv6)영 운영고도화를 위한 대개발 차세대인터넷프로토콜

신, , ,시범망 구축 구내정보통 망 운영 및 유지관리 통합정보보호시스템 보강 및 유지관리 행
, Tool ,정정보보호를 위한 컴퓨터바이러스 대응 강화 개인정보유출검색 구매 다기능사무기

신, , ,기 보급 및 관리 데이터센터 정보시스템 통합관리 데이터센터 정보통 시설 운영 데이터
확, IT , ,센터 기능 고도화 직원정보화교육 운영 및 전문교육 대 복식부기전산시스템 구축 건

체(CPMIS) , ,설사업관리시스템 안정적 운영 및 고도 화 상수도시스템 통합정보보호 계 구축
SW , ,지하철건설본부 다기능사무기기 및 보급 교통방송제작자동화시스템 고도화 시립대학

신 확,교 종합정보시스템 개발 및 정보통 망 고도화 사이버교육 콘텐츠 대 운영

< 3-표 17 서> (2006)울시 정보화 사업

2) U-Seoul 마스터 플랜24)

(1) 추진방향
서 해,울시는 시민․기업의 변화된 요구에 부응하고 도시의 주요 현안 결과 미래상 달성을

해u-city u-Seoul . u-seoul지원하고 구현을 위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였다 마스터플랜에
서 해 , , , , , / 6는 시정현황 분석과 인터뷰를 통 복지 문화 환경 교통 산업 행정 도시관리의 개 영

서 서, u- , u-역별로 유비쿼터스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였으며 울시에 우선 추진할 뉴타운 청
, u-Library, u-TOPIS, .계천 모바일 행정 분야에 대한 선도사업을 발굴한 바 있다

24) 서 , 2006, u-Seoul울특별시 마스터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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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계획
해 , , , , , / 6유비쿼터스 적용을 위 업무대상을 복지 문화 환경 교통 산업 행정도시관리의 개

서, 6 < 3-18> .분야로 구분하였으며 개 분야별 도출된 주요 비스 전략 과제는 표 과 같다

구분 상세내역

u-Care

공간 제약 없는 이용자
u-Hospital중심의 서 체u-Healthcare․ 울 의료원을 허브로 한 계 구축

자연스러운 활동을
지원하는 환경

서 장 , ( )․ 센 기반의 애인 이동 지원시스템 구축 외국인 기업가
장 체, , , ,근로자 애인등의 취업 재활 교육등의 지원 계 구현 푸

조 체-드뱅크 공급 달 네트워크 기반의 먹거리 수급 계 구축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서보육 비스
신 서 체( / )․ 뢰성 있는 보육정보 시설 비스 평가 정보 제공 계 구

, -현 부모 자녀간 원격 커뮤니케이션 환경 구축
건강하고 생산적인
복지네트워크 ․ 동사무소 거점의 종합 실버 포탈 구축

u-Fun

문화․예술 정보 접근성 증대 u-Library , /․ 를 통한 지식정보 네트워크 구성 실시간 지능형
문화예술 정보 제공

문화 공간 고도화
조/ :․ 유비쿼터스 문화시설 랜드마크 성 청계천 및 노들섬 오페

,라하우스 등에 대한 유비쿼터스 기술 적용 문화자산의 효율
조적 관리기반 성

u-Green

환경 정보 관제를 통한
조쾌적한 환경 성

( / ,․ 환경정보 통합관제 대기 수질 환경정보 통합 환경센터 정보
해, )공유 위 폐기물 추적관리 및 재활용 관리

자연과 호흡하는
생태 공간 실현

체, ,․ 유비쿼터스 기술을 활용한 생태관리 공원 시설 지능화 험
서및 학습 비스 공간 마련

u-Trans

port

빠르고 편리한 이동 강화 신 확/․ 택시의 교통 용카드 시범 도입 및 산
/실시간 도로 교통정보 제공

TOPIS ,․ 를 통한 도로 교통정보 종합관리 고도화 맞춤형 출퇴
서push Service,근 도로교통정보 울시민 자가운전 정보관

서리 비스 제공
u-Busi

ness

체다양한 경제주 와
산업영역 지원

조 장zone ,․ 유비쿼터스 산업 인큐베이션 성 재래새 활성화 지
서 서,원 비스 창업 지원 비스

글로벌 비즈니스 기반 강화 서 서u-Guide , One pass Card․ 외국인을 위한 비스 비스

u-Gover

nance

시․공간 제약 없는
서행정 비스 장․ 모바일 기반의 시민참여 및 현 행정 실현

체단절없는 내부 행정 계구축 체․ 행정정보 공동 이용 계 구축
서 장언제 어디 나 현 감 있는
시설물 관리

체 서UFID( ) ,․ 유일 지형 객 식별자 구축 실시간 시설물 관리 비
서, / ,스 원격검침 통합 빌링 비스 통합운영센터 구축

체지능형 안전 계 구축
서CCTV / , RFID/USN․ 지능형 를 이용한 방범 방재 비스 기반

해 서/ , USN의 재 감지 경보 비스 을 이용한 소방관 이치 알림
서 조체,비스 원격화상 응급 구 계

< 3-표 18 서> 6대 분야별 주요 비스 전략과제

u-Seoul u- , u- , u-Library, u-TOPIS, 5선도 사업으로 뉴타운 청계천 모바일 행정의
서, .가지를 선정하였으며 선도사업별 추진전략과 세부 비스 모델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u- , ,․ 뉴타운은 안전하고 편리한 뉴타운 따뜻함이 넘치는 뉴타운 첨단 지능형 뉴타운 관
, , u-City 5리 다양한 테마가 있는 상징가로 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통합 운영센터의 대

서14 .유비쿼터스 추진전략에 따른 개 비스 모델을 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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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 CCTV ,안전하고 편리한 뉴타운 뉴타운 네트워크 구축 원격화상 응급의료 계구
,축 맞춤형 생활정보제공

- : u- , ,따뜻함이 넘치는 뉴타운 부모 자녀간 커뮤니케이션 구축 원격 영상 진료 지능
형 보행 안내

- : GIS , , RFID첨단 지능형 뉴타운 관리 기반 도시관리 원격검침 시스템 기반의 시
,설물 관리 뉴타운 포탈 구축

- : , ,다양한 테마가 있는 상징가로 양방향 문화 가로 첨단 가로등 자연친화 디지털 문
화거리

- u-City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통합 운영센터
조 서u- , , ,․ 청계천은 유비쿼터스 참여공간 성 지능형 정보제공 기타 편의 비스 시설관리

서 .효율화 비스등의 추진과제를 도출하였음
체- : , , pocket유비쿼터스 참여공간 멀티미디어 상징 가로 유비쿼터스 기술 험 공간

park, zone유비쿼터스 산업 인큐베이션
서- : , One Pass Card,지능형 정보 제공 및 사용자 편의 비스 지능형 정보제공 부가

서비스
- : Intelligent Light,효율적인 시설 관리 간판 및 건축허가 관리

서 서 서u-Library / ,․ 는 지식 정보 네트워크 구축 및 비스 고도화 차별화된 도 관 비스제공
.의 추진과제를 도출하였음

서 해 서 조- / : /지식 정보 네트워크 구축 및 비스 고도화 지역 외 도 관 네트워킹 기반 성
서 서,및 울 관련 정보 제공의 중심 역할 수행 누구에게나 편리한 이용자 중심 비스

서,제공 첨단 도 관 시스템 도입
서 서- :차별화된 도 관 누구에게나 편리한 이용자 중심 비스 제공

u-TOPIS u- Free zone , Mobile TOPIS․ 는 교통 구축 정보제공을 고려한 홈페이지 구
, , BIS .축 지하철 정보 연계 정보제공 고도화의 추진과제를 도출하였음

장- u- Free zone : , LBS교통 구축 현 중심이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기반 주변지역
정보 제공

- Mobile TOPIS : TOPIS , Mobile정보제공을 고려한 홈페이지 구축 홈페이지 구축
기반 정보 제공

체- : , /지하철 정보 연계 지하철 운행정보시스템 연계 복합 대중교통 계간 연계 환승 정
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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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S : Bar Code , LBS정보제공 고도화 모바일 인식을 통한 버스 운행정보 제공
서기반의 버스운행정보 문자 비스 제공

(< 3-10>)․ 모바일 행정구현은 모바일 포탈 구축 그림 과 모바일 기반의 시민 참여 및 현
장 (< 3-11>) .행정 실현 그림 의 추진 과제를 도출하였음

< 3-그림 10> 모바일 포탈의 목표 이미지

< 3-그림 11> 모바일 행정의 목표 이미지

체(3) 추진 계
서 서 서u-Seoul 6울시 마스터 플랜에 는 대 분야와 선도사업의 비스 이행과제에 대한 실

2006 2007 1 , 2008행 용이도와 전략적 중요도를 분석하여 년부터 년까지를 단계 년부터
2010 2 , 2011 3 . 6년까지를 단계 년 이후를 단계로 하는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였다 대 분야의
서 7,400비스 제공과 인프라 고도화를 고려한 예상 소요비용은 약 억원 이상으로 추산하였으

체, .며 과제별 이행비용은 비용 부담 주 의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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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 (2006-2007)단계 비용 2 (2008-2010)단계 비용 3 (2011- )단계 비용

U-Care

( )복지

서 장․ 센 기반 애인 이동지
원시스템 구축

3 서 장․ 센 기반 애인 이동지
확원시스템 구축 대

170

-․ 교육 취업 포털 구축 13 조-․ 푸드뱅크 공급 달 네
트워크 구축

85

․ 보육종합 네트워크 및
서 체비스 평가 계 구축

- ․ 동사무소 거점의 종합실
버 포탈 구축

10

․ 학부모와 자녀간 원격
커뮤니케이션 환경 구

확(2 )축 개 뉴타운 산
2.4 ․ 학부모와 자녀간 원격

커뮤니케이션 환경 구
확축 산

26.4

․ 환자정보 네트워크 구축 428 ․ 자가진단 및 원격상담
시스템 구축

200

장․ 노인 전문 현 진료 및
원격 협업 네트워크 구
축

-

446.4 973.4

U-Fun

( )문화
RFID․ 를 적용한 문화자
산 관리

100 ․ 첨단 노들섬 예술 센터 -

100

U-Busi

ness

( )산업

장 서․ 재래시 활성화 지원
비스

11 ․ 유비쿼터스 산업 인큐베
조zone이션 시범 성

- 서One Pass card․ 비스
확지역 대

서․ 창업지원 비스 10 ․ 유비쿼터스 산업 클러스
조 확터 성지구 대

-

u-Guide․ 외국인을 위한
서비스

50

71

U-Gree

n

( )환경

신․ 환경오염 실시간 고기
반 마련

- /․ 대기 수질 환경정보 통
합

1 RFID/USN․ 태그를 이용
한 야생 동물 관리

4

․ 쓰레기 무단 투기 영상
감시

- 서Push․ 환경 정보 비스 0.3 ․ 기관간 환경정보 연계 3

․ 지능형 공원 시설 관리 0.9 RFID․ 태그를 이용한 가
로수 정보 관리

55 DB․ 통합 생태 구축 및
생태지도 작성

-

․ 공원 안내를 위한 지능
Kiosk형 설치

1.2 ․ 쌍방향 의사소통 기반의
공원이용

1.5 ․ 전자제품 재활용 관리
체계 마련

-

서․ 동식물 감지 비스 215

2.1 272.8 7

( : )단위 억원

< 3-표 19> u-Seoul 6마스터 플랜 대 영역 소요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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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 (2006-2007)단계 비용 2 (2008-2010)단계 비용 3 (2011- )단계 비용

U-Tran

sport

( )교통

TOPIS․ 를 통한 도로교
통 종합관리고도화

- 체 /․ 대중교통 계간 연계 환
승 및 최적 이동 경로
정보 제공

- RFID․ 기술을 활용한
서 장울시 공영주차 무
인관리

․ 맞춤형 출퇴근 도로교통
push service정보 제

공
- 체/ /․ 국제 도심 광역 교통

계의 연계강화를 통한
국제 비즈니스 지원

- ․ 도로면 불법 주․정차
이동식 자동단속

-

장․ 버스정류 내 버스정보
안내 시스템

-

u- Free zone․ 교통 구축 -

Topis․ 홈페이지 구축 -

- -

U-Gove

rnance

( /행정 도
)시기반

장․ 모바일 현 행정 기반
: 2구축 개 업무

12 조(20․ 원격화상 응급구
서)개 소방

180 UFID․ 구축 30

CCTV(10․ 지능형 개 뉴
확 )타운 산

306 (․ 가로등 관리 뉴타운 전
체)

286

해/․ 재 재난 감지 65 체( )․ 원격검침 뉴타운 전 816

․ 소방관 위치 알림 6 ․ (상하수 누수관리 뉴타운
체)전

432

․ 모바일 포털 구추 50 (25 )․ 통합운영센터 개구 2250

CCTV(24․ 지능형 개
확 )뉴타운 지역 산

476

해/․ 재 재난 감지 498

․ 소방관 위치 알림 21

12 607 4811

총비용 82.7 1490.5 5841.1

( : )단위 억원

< 3-19> u-Seoul 6 ,표 마스터 플랜 대 영역 소요예산 계속

서, , , 4 675뉴타운 청계천 도 관 모바일 행정의 개 선도사업에 필요한 소요 비용은 총 억원
서 체,으로 예상되며 뉴타운과 청계천 사업의 경우 실제 비스 이행시 비용분담 주 상세화가

.필요한 것으로 제안되었다

구분 1 (2006-2007)단계 비용 2 (2008-2010)단계 비용 3 (2011- )단계 비용

뉴타운
․ 통합운영센터 설립등 190 서 ,․ 시설관리 비스 지능

형 보행안내 등 지구
확단위 산

57

청계천
KIOSK․ 활용 지역 정
보 제공

,․ 인포부스 미디어 보
명( )드 설치 동 등

80.8 ․ 지능형 정보 제공
․ 인텔라이트등

83.6 Canopy․ 영상 201

u-Library

조u-Library․ 기반 성 71.6 서u-Library․ 비스 고
도화
서․ 울 지식정보 총괄

40.8

모바일 행정
․ 모바일 표준 플랫폼에

2대한 가이드와 개
업무에 대한 적용

합계 342.4 131.4 201

( : )단위 억원

< 3-표 20> u-Seoul 마스터 플랜 선도 사업 소요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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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청의 정보화사업 분석3.2.2

서 5자치구청의 정보화사업 분석은 자치구청에 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는 정보화촉진기본
. 2000, 2001계획을 대상으로 하였다 구청별 정보화촉진기본계획수립 현황은 년도에 최초로

, 2004계획을 수립한 구청이 대부분이며 동작․ 강북․ 강남․ 강동구는 년도에 계획을 수립한 것
조 . .으로 사되었다 이에 반하여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전혀 수립하지 않은 구도 있었다 정보

5화촉진기본법에 의하면 년 단위로 정보화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나 기본계획 재수립에 대한
서 서 조계획 및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구는 강 ․ 초․ 종로․ 광진․ 양천․ 은평․ 영등포구등으로 사

해.되었다 정보화 사업 예산 편성 현황을 통 자치구청의 정보화사업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면
( 3-21, 3-12, 3-13) .다음 표 그림 그림 과 같다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서울시 0.75 1.22 0.9 0.81 0.81

종로구 0.96 1.31 1.35 1.3 0.81

중구 1.67 1.98 1.94 1.59 0.01

용산구 0.97 1.6 1.4 0.84 0.8

성동구 1.5 1.53 1.13 1.14 1.15

광진구 2.02 1.2 1.53 1.64 1.01

동대문구 1.3 1.01 1.02 1.1 1.07

중랑구 1.5 0.95 1.63 0.73 1.06

성북구 1.07 1.47 1.43 1.43 1.1

강북구 0.8 1.46 1.6 0.89 0.78

도봉구 1.16 1.08 1.4 1.36 2.31

노원구 1.3 1.94 1.1 1.2 1.55

은평구 0.86 1.04 0.93 0.6 1.43

서대문구 1.1 1.22 1.2 1.27 1.18

마포구 0.95 1.15 1.47 1.19 0.01

양천구 1.12 1.59 1.28 1.14 1.08

서강 구 1.6 1.27 1.21 1.1 1

구로구 1.58 1.34 1.2 1.4 0.92

금천구 1.2 1.42 1.25 0.85 1.15

영등포구 1.6 1.05 1.33 1.68 1.18

동작구 1.55 1.27 1.46 1.08 0.9

관악구 0.87 0.73 0.97 1.06 0.49

서초구 0.8 2.06 1.77 0.7 1.28

강남구 4.29 4.12 1.98 2.67 3.62

송파구 1.7 1.01 1.27 1.04 0.86

강동구 0.97 1.37 1.56 1.5 1.57

* 구청별 정보화 예산 비율은 구청의 총 예산에 대한 정보화 예산 비율을 의미함

< 3-표 21> (2001-2005)구청별 정보화 예산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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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그림 12> (2004 2005)구청별 정보화 예산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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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그림 13> (2004 2005)구청별 정보화 예산비율 ∼

서2004 ,년도에 수립한 자치구청의 정보화촉진 기본계획은 중앙정부의 정보화 동향 울시
4정보화계획과 자치구의 개년 계획과 연계하여 지역정보화를 추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 2004하고 있다 년도에 정보화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한 동작․ 강북․ 강남․ 강동구의 주요 정
.보화 계획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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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작구청
서e- ,동작구는 「행복한 삶을 가꾸는 복지동작」이라는 비전 아래에 행정정보화 생활정

, , .보화 산업정보화 도시기반정보화를 추구하며 지역정보센터 건립을 계획하고 있다 동작구
.지역정보화 목표별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경쟁력 있는 자치행정 구현 현행 행정업무를 전산화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행정업무
신. ,처리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작고 효율적인 지방정부를 실현함 또한 정보통 기술과

신 서지방정부의 혁 을 효과적으로 연계시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대민 비스를 극
대화 할 수 있는 구민중심의 자치행정을 실현함

: , , ,․ 풍부한 정보문화의 생활화 주민을 위한 환경 교육문화 생활 복지 등 주민생활과 관
체, , ,련된 각종 정보를 수집 변환 가공 보급하는 정보유통시스템으로 구 화하고 주민과

체 신 서공공단 간 종합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속한 정보의 제공으로 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생활의 편리성을 도모함

신:․ 미래형 첨단산업도시 건설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 지원 및 기술 집약적 창업을 촉진
하고 연구개발에 의한 첨단기술로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여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함

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기반 구축 도시기반정보에 당하는 각종 도형정보와 속성정보
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응용정보 관리시스템으로 구축하여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

서 해 서,고 기존의 환경관리 방안에 정보화를 통한 환경문제 결방안으로 자연생태계 정
, , ,보 상하수도 정보 폐기물 재활용 및 환경오염 감시시스템을 위한 종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함

체: ,․ 지역정보센터 건립 공공기관 민간단 및 지역주민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지역의 종
체 해합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지역정보 수요의 자 결과 지역정보 문화 창달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생활향상과 경제력 제고에 기여하고 지역간 정보교류를 촉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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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전략 주요과제

경쟁력 있는
자치행정구현
( )행정정보화

첨단정보 인프라
확대강화

신 체, , PC․ 네트워크의 고도화 정보통 시스템 보안 계강화 업무용
및 주변기기 성능 강화

행정업무의 효율성 증대 신 서 , ,․ 전자문 시스템 도입 통합백업스토리지 구축 행정종합정
,보 시스템 구축

서대민행정 비스 향상 서, One/Non-Stop․ 실시간 전자고지 시스템 운영 민원 비스
확 명 확, ,대 무인증 발급기 대 설치 전자행정자료실 구축

풍부한 정보
문화의 생활화
( )생활정보화

서홈페이지 비스 다양화
확 서 확, ,․ 홈페이지 컨텐츠 대 회원별 맞춤 비스 대 인터넷 방송

서 확 서 서, ,비스 대 종합생활지리정보 비스 고도화 이메일 비스
명 서, ,고도화 전자구정정보시스템 구축 실 인증 및 웹보안 비스

확 , ,대 사이버커뮤니티 활성화 동작사이버축제 활성화
신주민의 지인화 , ,․ 구민정보화 교육 시스템 구축 구민평생교육시스템 구축 동작

서전자도 관 건립
복지정책의 다각화 , ,․ 동작보건의료정보시스템 구축 동작종합사회복지시스템 동작

확자원봉사 시스템 대

미래형 첨단
정보기술도시
지향

( )산업정보화

지식기반사업육성 조 ,․ 동작벤처타운 성 산학협동 연구정보시스템 구축
경쟁력 있는 지역
산업육성 ,․ 산업정보시스템 구축 문화․관광 시스템 구축

지역경제의 세계화
해 장, ,․ 전자상거래시스템구축 외시 정보지원시스템 구축 중소기

체,업웹호스팅 및 인터넷 광고 지원사업 소상공․영세업 정보
화 지원사업

쾌적하고
안전한

조도시기반 성
(도시기반

)정보화

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
관리

, ,․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도시교통정보시스템구축 시설관리시스
템 구축

신 확속․정 한 재난관리 ․ 재난관리안전시스템 구축
환경친화적인
도시기반건설 ․ 환경관리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지역정보센터
건립

, , ,․ 다양한 정보이용환경 구축 정보화를 위한 인재양성 및 교육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
IT지역 벤처기업 유치 및 산업 육성

< 3-표 22> 동작구청 정보화 주요 내용

2) 강남구청
해강남구는 그동안 시행 온 강남구 정보화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더 나은 전자정부 강

서 서 (남을 실현하고 기존 시스템에 제공했던 비스와 더불어 새로운 기술 패러다임 유비쿼터
서) / u-smart .스등 을 적용하여 행정민원 비스를 고도화하는 프로젝트 계획을 수립하였다



서울시 현황 분석평가 및 단계 기본계획 수립연구GIS 3 GIS‧

- 96 -

< 3-그림 14 체> U-강남 전략 계

u-smart .강남구의 프로젝트의 정보화 전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Mobile, RFID ) : ,․ 정보 접근 및 획득관련 등 활용 유비쿼터스 요소기술을 적용한 복지

서,문화 환경등에 대한 대주민 비스를 개선하고 시공간적인 제약에 구애받지 않는 정보
서 신제공 비스 및 주민의 민원업무 처리를 속화함

:․ 강남구의 특성을 살린 정보화 과제 도출 강남구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개성을 살
,릴수 있는 정보화 과제를 도출하고 주민의 라이프사이클 분석을 통하여 삶의 질을 개

선할 수 있는 정보화 과제를 도출함
:․ 기존 정보시스템의 활성화 방안 강구 시스템간의 활용성 및 연계성을 고려하여 시스

서템을 고도화하고 기존 시스템의 리모델링을 통한 제공 비스 및 정보의 품질을 향상함
U- :․ 실현가능한 강남 구현 정보화 계획수립 유비쿼터스 요소 기술 및 모바일 기술환경

,을 활용하여 유비쿼터스 관련 정보화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실현가능한 사업을 중심으
.로 점증적인 유비쿼터스 관련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함 유비쿼

장IT터스 요소기술 및 향후 트랜드를 고려한 중 기 정보화 전략계획을 수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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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상세내역

U-포탈구현
서 조 서 서 신, , , /․ 모바일 종합 생활정보 비스 모바일 설문 사 비스 모바일 교육 비스 모바일 고

서 서 서, , ,제보 비스 모바일 종합민원 비스 모바일 인트라넷 비스 칼라코드를 이용한 컨텐츠
서 ,제공 비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강남 비즈니스 포털구축

U-행정구현 장 체 , ,․ 거주자 우선주차 및 공영주차 통합관리 계 구축 고가물품 실시간 관리 및 보안 강화
조 체 장 서/ ,여권 위 변 및 분실방지를 위한 보안 계 강화 현 행정 모바일 비스

U-문화구현
서 서 서, , RFID․ 강남구 무선존 비스 언제 어디 나 이용하는 통합 문화시설 비스 를 활용한 전자

서 장, ( , ),도 관 시스템 칼라코드를 이용한 유비쿼터스 자연학습 구축 양재천 대모산 통합 도
서 조, / ,관 관리 문화 시설 문화강좌 등 통합검색 및 접수 시스템 유비쿼터스 테마시티 성

U-복지구현 장 확, (LBS)․ 애인을 위한 양재천 유비쿼터스 산책로 위치 인기술 를 이용한 미아방지 및 독거
노인 관리시스템

U-유통구현 서 체u- , ,․ 믿고 먹을 수 있는 농수축산물 제공 비스 위험약품 상시 모니터링 계 구축 푸드뱅
명크 활성화를 위한 안전하고 투 한 유통환경 구축

U-환경구현 체/․ 양재천 수질 대기오염 측정 및 안내 계 구축

< 3-표 23> 강남구청 정보화 주요 내용

3) 강북구청
서,강북구는 별도의 정보화 촉진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은 아니지만 자치구 기본계획 내에

서.정보화 계획을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 자치구 기본계획내에 유비쿼터스와 융합이라는 기술
, 10동향을 주요 미래여건 변화로 예견하고 이를 대 집중 전략과제 중 하나인 「디지털화에

해 .적극 대응 나가겠습니다」로 채택하고 있었다 상세 추진 전략은 행정경쟁력 강화를 위한
, ,행정정보화 사업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산업비지니스․ 지식문화산업정보화 사업 삶의 질
서 조 .향상을 위한 생활 비스․ 교육정보화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으로 사되었다

•사업추진체계 미흡
•전산 인프라의 미흡
•정보화에 대한 행정역량 개선 미흡
•정보화 기반설비의 노후화
•시스템 단절 및 데이터 중복으로 시스템 탄력성 미흡

•행정효율 극대화

•온라인 대민서비스혁신(One Stop/Non-Stop)

•사이버지방자치정착(시공간 극복의 주민접점확대)

•행정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정정보화 사업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산업비지니스, 지식문화산업정보화사업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서비스, 교육정보화 사업

문제점문제점

기본방향기본방향

추 진 전 략추 진 전 략

< 3-그림 15> 강북구 정보화 계획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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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상세내역

행정력 강화를 위한
행정정보화 사업

조:․ 다기능 팀의 도입 직원의 다기능화
서:․ 전자정부 구현 업무프로세 재구축

확 해: DB․ 사업정보센터의 활성화 폭넓은 공공 와 적시성 보를 위 민산학연등
체과의 긴 한 협력 계 구성

․ 동사무소 자치센터 활성화
신․ 혁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산업비지니스

지식문화산업정보화사업

․ 전자거래 지원센터 설립
DB․ 지역산업 경제 구축

확․ 취업정보센터 네트워크 대 운영
․ 정보화 공공근로사업 추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 ,생활 비스 교육정보화 사업

․ 디지털 향토역사관 구축
: e-․ 교육정보화 사업 강북 평생아카데미 구축

< 3-표 24> 추진전략별 세부내용

4) 강동구청
.강동구는 행정환경과 정보기술동향의 변화에 따른 정보화 전략계획을 수립하였다 강동구

해의 정보화 비전은 미래지향적인 강동구의 주요 구정목표를 달성하기 위 필요한 주요 도구
서로 의 기능을 고려하여 주요 정보화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디지털 강동구현’으로 설정하였

서 확. , , , IT다 주요 계획내용으로는 대민 인터넷 비스 충 행정경영 강화 행정분야별 정보화
조 , < 3-25>인프라 및 관리등으로 사되었으며 각 분야별 추진과제를 정리한 내용은 표 와 같

.다

< 3-그림 16> 강동구의 정보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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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중분류 주요 추진과제

대민 인터넷
서 확비스 충

서구민편의 인터넷 비스
고도화

, ,․ 강동 통합 인터넷 포탈구축 인터넷 인허가 접수처리 시스템 강동
사이버복지 센터 구축

주민자치 정보화 강화 체, *,․ 주민 자치 커뮤니티 구축 강동선사 사이버 험관 구축 강동 쇼
핑몰 구축

행정경영 강화
행정경영 지원
포탈 환경 구현

체 체, , ,․ 행정정보포탈 구축 의사결정 지원 계 구축 지식공유 계구축 구
-청 동사무소 간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효율적인 행정
정보화구현

, ,․ 행정관제 정보시스템 구축 유관기관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업무
*성과 관리시스템 구축

행정 분야별
정보화

주민 복지 개선
체*, ,․ 공원녹지 관리시스템 구축 보건소 력진단 운동치료 관리시스템

서, **,구축 강동 보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도 관 내 첨단 정보기기
체 **, ,험과 구축 동 주민자치센터 관리시스템 구축 구민 정보화 교
확육 대

산업지원 및 유치와
고용지원강화 ,․ 강동 기업지원 시스템 구축 강동 고용촉진 시스템 구축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정보 기반 구현

/ **,․ 도시 재건축 재개발 지원 시스템 구축 공동주택 관리시스템 구
*, , GPS축 광고물 관리 시스템 구축 차량 관제 시스템 구축

행정효율성 강화 , ,․ 통합 복식회계 시스템 구축 총무 행정 시스템 구축 차량 관리시스
템 구축

IT 인프라 및
관리

정보시스템 인프라 보강 서 조 장 체/ ,․ 버 네트워크 구 개선 전산 비 운용 계 구축
체정보관리 및 운영 제

정비 조 체*, *․ 전략적 아웃소싱 도입 정보화 직 및 관리 계 개선
서* , **핵심과제 핵심과제이면 공약과제

< 3-표 25> 정보화 추진 과제

민간 부문의 수요 및 동향 분석3.3. GIS

GIS공공분야가 주도적으로 이끌어온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간 분야의 협업에 대
한 논의가 일어나고 있다25) 서 서. 3 GIS GIS이에 따라 울시 단계 기본계획에 도 민간 부문의

서 서수요 및 동향을 파악하고 울시 차원에 민간 부문과 협력할 수 있는 협력 모델을 발굴할
.필요가 대두되고 있다

서GIS민간부문의 수요 및 동향은 인터넷과 텔레매틱스 분야에 활용하고 있는 지도정보
조 체,를 대상으로 국한하여 사하였고 각 분야의 대표적인 업 를 방문하여 담당자와의 상세 인

조, .터뷰를 수행하여 지도정보 제공 현황과 지도의 유지관리 향후 추진 전략등을 사하였다

25) 서 신2006 ,건설교통부에 년도에 수립한 지능형 국토정보기술 혁 로드맵에 따르면 공공수요보다 민간수요를
.위주로 한 기술 개발을 국토정보기술개발의 주요 추진 전략으로 수립한 바 있음 기 구축된 국내 공공부문

확기반 데이터 및 기술을 바탕으로 민간으로 대 발전될 수 있는 기술 개발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
.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서울시 현황 분석평가 및 단계 기본계획 수립연구GIS 3 GIS‧

- 100 -

구분 체명업 서지도 비스 종류 인터뷰 수행

인터넷

지도제공
사이트

선도소프트 Wooricy Map ․
트윈클리틀스타 콩나물 ․

포털
사이트

NAVTEQ Google Map/Earth

MSN Windows Live Locla

Naver THE Map, ODSAY ․
Yahoo , ROADi콩나물
Empas ODSAY

Daum 콩나물

텔레매
틱스

체자동차업 중심 ,현대 기아 자동차 모젠
삼성 자동차 , K-Ways네이트 드라이브

신이동통 사
( )휴대폰 기반

SKT map네이트 드라이브 ․
KTF K-way

LGT ez Drive

휴대용 차량
네비게이션

팅크웨어 아이나비 ․
만도맵앤소프트 맵피
이스트소프트 알맵

DMB지상파 KBS - 모젠 모젠
YTN Enbeen

< 3-표 26> 민간 부문의 지도 정보 제공 현황

인터넷 기반 지도 정보 제공 현황3.3.1

서인터넷의 사용이 생활화되고 위치정보에 대한 일반 시민의 수요가 높아지면 기존에 보
신편적으로 사용되던 교통지도를 대 하여 인터넷에 접속하여 필요한 위치정보를 실시간 맞춤

.형으로 제공받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 국내의 인터넷 기반 지도정보 제공현황은 지도 컨
서텐츠라는 단일 컨텐츠 위주로 제공되는 것과 포털 사이트내에 하나의 컨텐츠로 지도정보

.가 제공되는 경우가 있다
Wooricy map단일 컨텐츠로 지도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로는 선도소프트의 과 트윈클리

, Google, MSN, Naver, Yahoo, Empas,틀스타의 콩나물을 분석하였으며 포털 사이트로는
Daum ( 2. GIS ).사이트를 살펴보았다 상세 내역은 부록 민간 부문의 활용 현황 참고

2005 3 18 GIS선도소프트는 년 월 일 국내 민간 기업으로는 최초로 포탈 사이트인 우리
서(Wooricy) GIS사이 를 오픈하여 전문가와 일반인들에게 와 관련한 다양한 자료와 정보를

서. ,비스하고 있다 제공하고 있는 주요 비스는 통합검색 최단거리 검색과 더불어 생활속에
조 .유용한 정보를 위치와 함께 제공하는 맵키워드와 맵진등으로 사되었다
( )트윈클리틀스타의 콩나물은 인터넷 지도와 위성영상지도 블루버드 를 연동한 지역정보

서 서 서.제공 및 약도 전송 비스를 주력 비스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인터넷상에 위치정보 검색
서 서, ,이외에 마이핀 콩핀에 각종 행사정보등을 연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맵폰 맵메일 비스

.를 제공하고 있어 지도 전달을 매우 용이하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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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Google)구글 은 지리정보가 관공 나 기업 위주로 제공되던 기존의 흐름을 일반 사용자
서 서 .를 대상으로 하는 강력한 지리공간 웹 비스로 변화시켰다는 점에 주목을 받고 있다 구글

Ajax (Google Maps) 3D은 기반의 진일보한 유저인터페이스를 이용한 구글 맵스 와 위성사
(Google Earth) .진을 무료로 제공하는 구글 어스 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구글은 전 세계 주

해소 정보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를 경위도 좌표값으로 변환 주는 지오코드를 지
해 서, . ,원하고 있으며 고 상도 위성사진을 대량 업데이트 하고 있다 또한 구글 어스에 는 사용

서 조 서, 3D자들이 직접 랜드 마킹한 것을 공유하는 커뮤니티 비스 사실감 넘치는 지형 감 비
서DB스와 스케치업 건물 모델 비스를 개시하고 있다26).

서MSN , API도 구글의 뒤를 이어 전 세계 위성사진과 지도 비스 공개 를 제공하고 있는
서 확, MSN상황이나 이나 구글과 같은 외국계열의 기업에 는 국내 벡터맵 보에 어려움이 있

서 .어 국내 벡터맵 비스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서2006 8 X네이버는 년 월 지도 비스를 전면 개편하여 비표준 방식의 액티브 플러그인을

해 서 신 (Ajex) .설치 야 볼 수 있었던 비스 대 에 웹표준을 준수하는 에이젝스 를 도입하였다 또
, , Open API한 포스트맵으로 네티즌끼리 정보를 공유하며 를 이용하여 나만의 지도를 제작

서 . THE할 수 있는 기능을 비스하고 있다 네이버의 일반 생활지도 검색시 사용하는 지도는
Map , ODsay으로 교통정보 제공시 사용하는 지도는 의 지도정보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는

조 체. Naver것으로 사되었다 지도정보제공업 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와
체 서 서 서 ,같은 포털 업 에 는 지도정보를 한 곳에 모아 비스하는 창구 역할만 수행하고 있으며
해 해서 해사용자들은 당 정보를 얻기 위 는 각각의 지도 컨텐츠를 구분하여 접속 야 하는 불편

.함이 있는 상황이었다
, , ,야후는 지도 교통 전화번호 쿠폰 등의 메뉴로 분리하여 다양한 컨텐츠를 위치정보와

서 서,연계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야후는 다른 포털사이트에 제공하고 있는 비스와 비교
서하였을 때 고속도로를 포함한 도로의 실시간 교통상황 정보를 제공하는 비스를 하고 있는

조 .사되었다
서 서엠파스는 지도상에 길을 따라 이동하는 모의주행 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

서, ,었으며 이 비스와 연동하여 관심지역 자동로딩이나 이동 경로에 따라 지도위의 다양한 정
해 서( , , , ) .보 휴게소 관광지 맛집 숙박시설등 를 실시간으로 전달 주는 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체Daum 2004 48%은 년에 콩나물로 잘 알려진 지도정보제공업 인 트윈클리틀스타의 의
서 서 서. , ,지분을 소유하면 지역정보 비스를 강화한 바 있다 다음에 는 위치검색 상호검색 길

26) 서ZDnet, 2006. 7. 6. , (where)웹기반 지도 비스 어디 까지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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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서, ,찾기 기능 대중교통 정보등의 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교통정보분야에 는 각종 대중교
서 서.통 정보 및 도로정보등을 제공하고 있었다 특기할만한 비스는 울시내의 주요 도로에 대

서 조 .한 동영상 길 안내 비스로 사되었다
서 <각 인터넷 사이트들에 제공하고 있는 지리정보의 주요 현황을 정리한 것은 표

3-27> .과 같다

사이트 서지도 비스
명칭 체지도제공업 빠른길 안내

서비스
대중교통안내

서비스
위성사진
제공유무 기타 특징

우리사이맵 우리사이 선도소프트 유 무 유 부동산시세제공
콩나물지도 콩나물 트윈클리틀스타 유 유 유 위성영상 출력가능
네이버 ( )더맵 지도

( )오디세이 교통 유 유 무
야후 거기 ( )트윈클리틀스타 지도

( )오디세이 교통 유 유 무 다양한 행사안내
및 맛집 활성

엠파스 오디세이 유 유 무
다음 N씨티 ( )트윈클리틀스타 지도

( )오디세이 교통 유 유 무

< 3-표 27> 인터넷 기반 지리정보 제공의 주요 현황

우리사이맵 콩나물

Maps구글 Earth구글
< 3-그림 17> 인터넷 기반 지도 제공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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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Yahoo

Empas Daum

< 3-17> ,그림 인터넷 기반 지도 제공 현황 계속
서 명 명,이상에 살펴본 인터넷 기반의 지도정보 제공 사이트는 기본적으로 시설물 행정동

서,등을 이용한 지리 정보를 검색하고 최단거리를 검색하는 비스를 공통적으로 제공하고 있
체. ,었다 인터넷 기반 지도정보는 다른 매 와는 달리 무료 이용이 가능하고 이용시간이 상대

서적으로 길어 이용자들의 흥미위주의 부가정보들을 함께 제공하는 기반으로 활용되고 있는
조 .것으로 사되었다

서 서 6인터넷 기반 지도정보에 사용하고 있는 기본 지리정보는 울시 및 대 광역시 범위에
서 서1:5,000 1:25,000는 국리지리원의 데이터를 그 외 지역에 는 지도를 기반으로 제작되었

신,으나 국립지리원의 데이터 갱 주기가 실제 수요자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자
체 신 조 .갱 전략에 따라 유지관리 되고 있는 상황으로 사되었다 우리사이맵이나 콩나물과 같

체 신CP(contents provider)은 지도정보 제공 업 들은 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협력사와
조 신체 체.의 업무 협 를 바탕으로 수시 갱 계 기반을 구축하고 있었다 네비게이션 업 를 통하여

신 서 체 서, , ( )최 도로정보를 취득하고 부동산 관공 나 협력업 개인 사업자를 포함 등에 변경된
. , (Point of Interest)현황 정보등을 취합하고 있었다 특히 관심지점 과 같이 지역의 랜드마

해 신크가 되는 정보의 변동사항은 포털사이트 이용자와 같은 일반인들에 의 고되는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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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명. ,접수하여 반영하고 있었다 콩나물의 경우 상호 업종 변경과 같이 일반인에 의한 유효
조300-500 .한 수정요청이 하루에 약 건 정도가 접수되는 것으로 사되었다

UCC(최근에는 이용자들이 지역정보나 사진을 직접 올리고 공유할 수 있는 사용자 제작
서 해) .컨텐츠 기반의 참여형 지도 비스로 진화 가고 있는 상황이다 사용자들은 지도정보를

서,실제 필요시간 전후에 이용하고 정보 이용후에는 제공받은 비스에 대한 평가를 내려 이러
서 . , ,한 정보들을 공유하는 생활 착형 비스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야후 네이버 다음등

서 X의 포털사이트에 는 사용자의 편리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액티브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서 (Ajex)않아도 지도 검색이나 빠른길 찾기 등의 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에이젝스 를 도입하

신 서, (Mash-up)고 있으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자가 자 에 맞는 혼합 비스를 개발할
API .수 있도록 지도 등을 공개하는 추세로 나아가고 있다
서 서민간 분야와 울시와의 협력 모델을 구상하기 위하여 민간분야에 느끼고 있는 애로사

조 .항을 사한 결과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기본도 유지관리에 대한 어려움이었
체 체 신.다 국립지리원의 지도가 지도정보의 근간이기는 하나 많은 내역이 업 의 자 적인 갱 전

체 신 2략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어 국립지리원 버전과 자 갱 버전이라는 가지 지도 버전을 갖
서 신 체 신.고 있었다 국립지리원에 제공하는 갱 내용과 자 갱 내용을 통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

체 신 서,려운 상황이며 실제로는 자 갱 지도를 사용하면 지도 사용의 합법화를 위하여 국립지
서 확.리원의 지도를 구매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민간에 유통하고 있는 지도에 대한 위치정 도

.에 대한 완화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는 공공기관 자료 습득의 어려움이었
서. ,다 민간분야에 는 행자부의 새주소사업이나 지번정보 건교부의 유통망 사업으로 구축된
장 조 서.데이터 등을 가 필요로 하는 것으로 사되었다 공공기관에 공개적으로 자료를 유통하

서 서10 GIS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 지난 여년간 민간에 는 구축사업을 수행하면 획득된 일부
데이터들이 암암리에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를 양성화시킬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적

.극적인 자료 공개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세 번째는 공공기관의 자료가 민간에 제공되었
서. ,을 때는 단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공공기관에 데이터 제공

신 확, .이 고려될 때 제공되는 데이터의 질과 갱 주기가 실하여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를 위
.하여 상호보완적이고 지속적인 민관 협력 모델이 도출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텔레매틱스 서비스 내에서의 지도정보 이용 현황3.3.2

신(Telecommunication) (informatics)텔레매틱스는 “통 과 정보과학 의 합성어로 차량의
신(seamless)위치측위기술과 양방향 이음매 없는 통 이 가능한 시스템을 이용하여 차량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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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서정보단말을 통 차량과 운전자에게 다양한 정보 및 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스
(TTA PG310: TTA ).템”으로 정의된다 내의 텔레매틱스 프로젝트 그룹

신 서 신 서IT 839 8텔레매틱스는 정보통 부에 추진하고 있는 전략 품목 가운데 대 규 비스
신 장9 .와 개 성 엔진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핵심품목 가운데 하나이다 텔레매틱스는 초기

서 신 서안전․보안 및 교통정보 비스가 대부분이었으나 통 방송 비스와 접목되어 차세대광대역
장 서(BcN), (DMB)네트워크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등 타 성 동력의 발전을 수용하는 종합 비스

.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

LBS

위치정보

지도정보

GIS 

교통정보

ITS

Telematics 표준

차량단말
서버

통신

< 3-그림 18> ITS, GIS, LBS, Telematics 표준화 관계도
* : , 2005.출처 한은영․최완식

서 서 ,이 연구에 는 텥레매틱스 비스를 위한 지도 정보 제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므로
서 서텔레매틱스 비스를 차량 운전자에게 제공되는 비스뿐 아니라 보행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 stand alone휴대폰 지도정보와 위치정보를 단말기에 제공하는 네비게이션까지 포함하도
서 서. DMB KBS, YTN, SBS, MBC , KBS록 한다 지상파를 이용한 비스는 에 준비중이며 는

서 조 서DMB모젠과 협력하여 시범 비스 중으로 지상파 의 상세내역 사는 이 연구에 는 제외하
.였다

체 서1) 자동차 업 중심의 텔레매틱스 비스
서 서 서 서, , ITS (AMI-C:텔레매틱스 비스는 운전자 비스 승객대상 비스 결합 비스

Automotive Multimedia Interface Collaboration) .로 분류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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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서: , / , , V-commerce,․ 운전자 비스 응급 비스 도난 등 안전보안 안전운전 지원 경로안
서, , , ,내 화물관리 교통정보제공 고객 기호 비스 및 유지보수 차량 블랙 박스등

서 : , , , SW ,․ 승객대상 비스 오락 메시지전송 이동단말 다운로드 모바일 인터넷
서ITS : , ITS( ), ,․ 결합 비스 홈오토메이션 트래픽 정보 업데이트 메시지 전달 이동단말

장 서, ,치 연동 주소록 관리 블루투스 비스등
신 서, , ,텔레매틱스의 핵심 기술은 단말 플랫폼 기술 유무선 통 기술 버기술로 구분되며 이

서 서 해. ,중 버기술이 지도정보를 포함하는 위치정보와 관련이 깊다 즉 텔레매틱스 비스를 위
서 , , POI(Points of Interests)는 교통 지도 정보와 같은 텔레매틱스 정보를 수집하여 가공

서 서 서,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하고 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핵심 정보 버 및
서 서 서 .비스 버 그리고 위치정보 버가 필요하고 각 버를 운영하기 위한 기술이 요구된다 이

서 서 서 ,중 핵심정보 버는 텔레매틱스 비스의 공통 정보인 네비게이션 비스용 항법 지도 정보
POI(Point of Interests) 정보 및 실시간 교통 정보를 수집 및 가공하여 표준화된 형태로

서 신 해.텔레매틱스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위치정보 버는 유무선 통 망을 통
서수집된 사용자 위치정보를 텔레매틱스 및 위치기반 비스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하

서, .며 다양한 위치기반 부가 비스 창출에 활용된다
장 장 Before market After market텔레매틱스 시 은 단말기 착 시점에 따라 과 으로 구분

조 체 서. Before market된다 은 자동차 제 업 가 주도하며 안전과 보안 비스 제공에 강점이 있
장 신, (TCU) ,으며 텔레매틱스 컨트롤 유니트 가 내 돼 자동차의 전자시스템과의 통 을 담당하고

장(ACN: Automatic Collision Notification)대부분 자동컨트롤 고지 가 내 되어 자동차의 에
어백이 터지거나 충돌이 감지되었을 때 콜센터로 통지하는 기능을 갖춘 것으로 자동차 출고

(built-in ) . After market시 옵션 형 으로 판매되는 형태를 띠고 있다 은 착탈이 가능한 단말
장 서 신 체 .기를 착하여 비스를 제공받음으로 이동 통 업 가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체 체 장 ,국내 자동 업 중심의 텔레매틱스 시 은 현대기아자동차의 모젠 르노삼성자동차의
서INS , .비스 쌍용자동차의 에버웨이가 있다

서2003 11 LG현대기아자동차는 년 월부터 텔레콤 망을 사용하여 “모젠” 비스를 제공한
확 서 서2005 5 KTF .이래 년 월에는 와 대 제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모젠에 제공되는

서 서 서 서서 서, , , ,비스 종류에는 안전 비스 교통정보 비스 생활정보 비스 비 비스 특별 비스가 있
신 서. DVD ,다 모젠 형 단말기에 는 네비게이션을 기반으로 상세한 지도를 제공하며 목적지까

확 .지의 주행경로 외에 주변도로의 교통상황까지 한 눈에 인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텔
장2007 130레매틱스 단말기를 기본으로 옵션화하여 년까지 만대의 차량에 착할 것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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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고 있다
2003 , Sk , TU르노삼성자동차는 년부터 삼성전자 텔레콤 미디어콥등과 전략적 제휴관계

. 2003 9 SK를 맺고 텔레매틱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년 월부터 텔레콤과 공동으로
서INS-300 , 2005 SK KTF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년에는 텔레콤과 와 제휴관계를 맺어
서 서 서INS-700 . INS-300 ,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비스는 길안내 음성정보 비스 교통정보와

서 서, , ,뉴스 날씨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 비스 핸즈프리 기능 긴급구난 비스를 제공
조 서 서 장, INS-700 3하는 구 비스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에 는 고성능 차원 지도를 내 한 네비

, ,게이션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시청 자동차 오디오 및 차량관리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
.고 있다

서2005 KTF쌍용자동차는 년 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에버웨이 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
서 체. ,다 에버웨이의 주요 비스는 원하는 지역의 교통상황 정 구간 알림과 같은 교통정보와

확, , .최적경로 제공 특정시설물의 위치 인 생활정보등이다
서 < 3-28> < 3-19>이상의 차량용 텔레매틱스 비스 내용을 정리한 내용은 표 과 그림 와

.같다

서 명비스 MOZEN INS-700 Eever-way

주관사 /현대 기아 자동차 삼성자동차 쌍용자동차
주요 제휴사 LG 텔레콤 SK , KTF텔레콤 KTF

체단말기 업 , LG현대 오토넷 전자 삼성전자 현대오토넷
서비스 개시 2003. 11 2003. 12 2005. 2

대상차종 (7 )/ (5 )현대 종 기아 종 SM 시리즈 체 , ,어맨 레스턴 로디우스
단말기 가격 100-193 ( )만 네비게이션 300-400만 -

단말형태 ․ 기존 오디오와의 통합키드 옵션창착
신 장․ 주로 차 출고시 착

서제공 비스
서,․ 안전 보안 비스 강화

신 장․ 주로 차 출고 시 착
조, , , ,․ 교통정보 길안내 긴급구 생활정보 개인정보 관리등

* : (2005), TTA(2005)출처 텔레매틱스산업협회 수정 보완

< 3-표 28 서> 차량용 텔레매틱스 비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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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젠 현대자동차 ( )에버웨이 쌍용자동차

INS-700(SKT)( )삼성자동차 INS-700(KTF)( )삼성자동차
< 3-그림 19 서> 텔레매틱스 비스 현황

구분 미국 서유럽 일본 한국
사업주도 자동차업계 자동차업계 자동차업계 신 +이동통 자동차업계

서중심 비스 서,보안 안전 비스 서,교통정보 안전 비스 ,교통정보 네비게이션 ,교통정보 네비게이션
장시 특성 장거대 단일시 국가별 다양성존재 지역적인 집중 지역적인 집중

장점
․자동차문화발달

서․안전 비스수요
․플랫폼 솔루션 관련

신․단일 이동통 망
․자동차기술 발전

․정부의 적극적 지원
․교통관련 인프라 수준
이 높음
․자동차 기술 발전

․무선인프라 세계 최고
수준

Early Adopter․ 의 소비
자 성향
․콘텐츠 개발력 우수

단점
신․다양한 이동통 표준

,․지리 교통정보 통합
조수준 저

․다수 사업자 진입에
따른 경쟁심화

․플랫폼 표준화 등에
대한 국제 협력상
열위

․플랫폼 표준화 등에 대
한 국제 협력 상 열
위

서대표 비스
OnStar(GM)․ Navitech( )․ 볼보

Assist (BMW,․ 재규
)어

G-Book( )․ 도요타
Internavi( )․ 혼다
Carwing( )․ 닛산

Natedrive(SKT)․
Mozen( )․ 현대자동차
K-Ways(KTF)․

서 신* : , 2004, / , " ", , 17 4출처 하나경제연구소 윤두영김봉준 텔레매틱스 비스 현황 및 전망 정보통 정책 제 권 호

< 3-표 29 서> 세계 텔레매틱스 비스 현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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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서2) 이동통 사 기반의 텔레매틱스 비스
신 .이동통 사가 텔레매틱스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

서 서나는 텔레매틱스 가치사슬 영역내에 네트워크 사업자로 만 참여하는 경우이고 또 다른
신 신 서 서하나는 이동통 사업자가 이동통 네트워크 비스 이외에도 텔레매틱스 비스를 제공하

서TSP(Telematics Service Provider) .는 로 포지셔닝하는 경우이다 앞 절에 자동차산업
신 서 ,위주로 이동통 사업자가 네트워크 사업자로 만 참여하는 경우의 현황을 살펴보았다면 이

서 신 TSP .번 절에 는 이동통 사업자가 로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현황을 살펴보도록 한다
신 서TSP이동통 사업자가 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기존 무선인터넷 사업에 얻은 유

서 ,무선 인터넷 플랫폼 구축 및 운용의 경험을 기반으로 비스 개발 관리에 별도의 추가적인
신 서 서+자원을 투자하여 텔레매틱스 전용플랫폼을 구축한 “이동통 네트워크 비스 텔레매틱스

신.비스”의 결합 형태이다 이는 이동통 네트워크의 단절없는 커버리지를 기반으로 자동차 제
조 장사와 제휴를 맺고 자동차전 의 핵심기술에 대한 아웃소싱을 통한 상호 윈윈 전략을 구사

신 서 서. Before market할 수 있다 이동통 사업자는 에 는 고객이 양방향 비스를 제공받기 위
해서 신CDMA자동차 내부에 임베디드된 텔레매틱스 단말기에 모듈을 탑재하고 규 번호자

신 장 서 신원을 부여받아 사용함으로써 이동통 사업자 입 에 또 다른 규가입자를 모집할 수 있
서 서 신. After Market는 매력이 있다 또한 에 는 기존 무선 인터넷 플랫폼 기반에 규 어플리

해 서케이션 개발을 통 비교적 소규모의 투자로도 길안내 비스를 비롯한 다양한 텔레매틱스
서 장 .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있다

서 서Before market SKT , KTF국내의 에 제공되고 있는 비스로는 의 네이트 드라이브 의
Kways, LGT , .의 텔레매틱스가 있으며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SKT : ,․ 의 네이트 드라이브의 주요 기능 네비게이션 각종 위치 회 및 생활정보를 제공
서 서, , , ,하며 주요 기능은 길 안내 비스 안전운전도우미 실시간 교통정보 긴급 비스

(ERS), , &주변시설물 찾기 레져 라이프등임
조KTF Kways : , ,․ 의 주요 기능 네비게이션 각종 위치 회 및 생활정보를 제공하며 주요

서, ,기능은 길안내 교통정보 등의 길안내 비스와 주행정보 지역별 상세정보 등의 안전
서운행 비스임

조LGT : , ,․ 텔레매틱스의 주요 기능 네비게이션 각종 위치 회 및 생활정보를 제공하며 주
서 서,요 기능은 바른길 안내의 길안내 비스 위험도로 및 추천맛집정보 제공 비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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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명비스 Nate-Drive K-Ways Ez-Drive

주관사 SK 텔레콤 KTF LG 텔레콤
주요 제휴사 SK( )주 삼성화재 네모텔

체단말기 업 조 체WIPI, WITOP 단말기 제 업 삼성전자 LG전자
서비스 개시 2002. 4 2004. 5 2004. 9

대상차종 전 차종 전 차종 전 차종
단말기 가격 30-40 만 30-40 만 30-40 만
단말형태 체 신․ 네비게이션 키트와 일 형 또는 이동통 단말기

해 장GPS ,․ 전용단말기에 의 안테나 외 마이크등 별도설치필요
서제공 비스 서,․ 교통정보 경로안내 비스

* : , 2005출처 텔레매틱스 산업협회

< 3-표 30 신 서> 이동통 사의 텔레매틱스 비스 내용

SKT의 네이트 드라이브 KTF Kways

LGT 텔레매틱스
< 3-그림 20 신 서> 이동통 사 기반의 텔레매틱스 비스

서Before market과는 구별되게 기존의 무선 인터넷 플랫폼을 기반으로 제공하고 있는
SKT , KTF Magic , LGT ez-i ,비스로는 의 네이트드라이브 의 ⓝ 의 가 있으며 그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서SKT : 1st MAP( ), ,․ 의 네이트 드라이브 날씨․ 맛집․ 교통․ 생활․ 운세 비스 친구찾기
, GPS , 114 , Fun Fun교통정보 긴급시 를 호출하는 안심안전 지킴이 지역정보 위치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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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서KTF Magic : , , , ,․ 의 ⓝ 친구찾기 비스 울시버스안내 분실폰위치안내 안심귀가 모바일출
, , , , ,동 나만의교통정보 고속도로국도교통 수도권대도시교통 버스노선안내 지하철운행시간
, plus, / , , , , ,표 지하철 고속시외버스정보 열차정보 항공정보 버스도착알리미 빠른길찾기 멀
, , , MAP114, , , ,티맵 행운지도 생활지도 알짜주변정보 주유소위치정보 인천공항정보

신K-merce , ( )여행 세이프카드 다른 통 사보다 세분화 되어 있으나 주요 내용은 유사함
LGT ez-i : , , ez Drive, ,․ 의 친구찾기 분실폰위치찾기 안심짱위치짱 교통지역정보

SKT의 네이트 드라이브 KTF Magic의 ⓝ

LGT ez-i의
< 3-그림 21 신 서> 이동통 사의 위치기반 비스 내용

신 1:5,000 1: 25,000이동통 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지리정보 역시 국립지리원의 과 을
서 신, ,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비스되고 있는 지도의 갱 은 사전 모니터링 고객요청 고객

해서 신 조, .요청로그 실사팀에 의 갱 하는 것으로 사되었다 사전모니터링은 네비게이션을 통하
,여 수집되는 재탐색 정보등을 이용하고 있으며 고객요청 및 고객 요청 로그는 콜센터로 접

조, 2 1 8 . SKT수되고 있으며 인 의 개팀으로 구성된 실사팀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의
SK (SK Corp.) ,경우 정유회사인 주식회사 가 네이트드라이브의 기본지도를 제공하고 있는데

서SK GPS물류 자동차에 를 설치하여 도로망이나 교차로상에 소요되는 실시간 교통정보들
.을 수집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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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서 서 체 (울시와 협업을 위하여 울시의 역할은 울시 자 내에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새주소
장 신, mobile , , , , , ,데이터 관련 데이터 주차 정보 항공사진 호등 도로표지판 도로개통정보 재

신 체 서, BIS ) ,난통제정보 데이터 를 공유하는 것이며 이동통 업 쪽에 는 기구축되어 있는
CDMA , ,망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는 센터의 모듈 요금에 대한 지원 단말기에 대한 지원과 같

해 조 서.은 협력 모델을 구상 볼 수 있는 것으로 사되었다 현재 네이트 드라이브에 는 한국관
MOU POI .광공사와 를 맺어 관광공사가 갖고 있는 정보를 제공받고 있는 상황이다

3) 휴대용 차량 네비게이션
장PDA휴대용 차량 네비게이션은 차량에 탈부착이 가능한 형태로 일반적으로 와 내 된 네

서 장. PDA비게이션 지도를 패키지로 묶어 판매하고 있다 등에 내 된 지도 정보와 차량의 위
조치정보를 합하여 차량 운행 중 필요한 주변 정보와 각종 안전운행정보등을 제공하고 있으

장, 2 , 6며 내 된 지도는 평균 개월 주기로 업데이트 되며 안전운행정보는 개월 주기로 업데이
조 .트 되고 있는 것으로 사되었다

서stand alone에 지도정보와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로컬 네비게이션에 대한 팅크웨어의
조, ,아이나비 만도맵앤소프트의 맵피 이스트소프트의 알맵등의 민간 분야 현황을 사한 내역

.은 다음과 같다
: ( ), / ,․ 팅크웨어의 아이나비 지도보기 지번만으로 모든 도로검색가능 경로탐색 경로안내

, ,주변시설물 정보검색 교통정보 생활편의정보등 검색
명: ( , ), , ,․ 만도맵앤소프트의 맵피 길안내 다중경로탐색 유료도로요금안내 주소 칭 전화번

, (3D, , ),호검색 지도표시 야간모드 영문지도표시 안전운행구간안내와 같은 부가 기능
: , ,․ 이스트소프트의 알맵 수도권․ 고속도로․ 현 위치 교통정보 날씨와 생활 문화공연등을

포함하는 생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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팅크웨어의 아이나비 만도맵앤소프트의 맵피

이스트소프트의 알맵
< 3-그림 22> 네비게이션 정보 제공 현황

체 서네비게이션 업 에 사용하는 지도정보 역시 국립지리원의 수치지형도를 기본 데이터로
체 신 해서 조, .사용하고 있으며 자 갱 전략에 의 유지관리 되고 있는 것으로 사되었다 네비게

체 서 신, , (POI),이션 업 에 는 지도정보를 도로망도 배경 관심지역 테마정보로 구분하여 갱 하고
조 조. 2 1 15 1있었다 도로망도의 경우는 인 로 개팀이 년내내 전국의 도로망도를 사하고 다니

장조, , .며 수계 아파트 형상등의 배경정보도 현 사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관심지역과
장조 , 2테마정보등은 현 사와 고객 요청에 의하여 수정되며 변경사항은 개월내에 맵에 반영하

.는 전략을 취하고 있었다
장 서 서 장 장 조차량 착 텔레매틱스 비스나 폰 텔레매틱스 비스 시 의 성 이 저 한데 비하여

장 장 서stand alone .단말기 시 은 가파른 성 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텔레매틱스 비
신 , ,스가 이동통 망을 사용하는 대가로 가입비 기본료 및 국내 통화료 텔레매틱스 정보이용료

서 해 , stand등을 포함한 월 정기적인 비스 이용료를 납부 야 하는 부담감이 존재하는 반면
alone navigation 1단말의 경우는 단 회의 저렴한 단말기 구매비용 이외에는 경제적 추가

.지출이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보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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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장 조 체.울시와의 협업과 관련하여 데이터 공개가 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되었다 현재 업
서 체, , ,에 제공받기를 바라는 데이터는 새주소데이터 건축물 동별 정보 상습정 구간 지리정보

서 체 서, , . ,담당관실에 구축한 데이터 상습정 구간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정보등이었다 또한 울
체 조 . ,시 데이터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인 협업 유지 계가 필요함을 강 하였다 즉 단발적

,인 정보제공은 의미가 없으며 지속적인 정보제공과 피드백이 요구되는 상황이므로 이를 위
체 조 서.한 협약 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되었다 울시와 민간과의 협업 사례를 통하

,여 협업모델을 정의할 필요가 있는데 협업모델의 사례로 한강시민공원 관리사업소의 경우나
서 명 조100울시의 유 한 음식점 선등의 정보등이 협업으로 유지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사되었
.다

정보화 사업 동향 분석의 시사점3.4

서 체3이 연구에 는 중앙정부 차원의 정보화 계획으로 건설교통부의 제 차 국가지리정보 계
신 , u-Korea IT839 ,기본계획과 지능형 국토정보기술 혁 로드맵 정통부의 기본계획과 전략

서, u-행정자치부의 전자정부와 행정정보화 촉진기본계획 지역정보 기본계획 및 비스 추진계
서, Intelligent city Seoul 2006 ,획을 살펴보고 울시 차원의 정보화 계획으로 마스터 플랜

. ,유비쿼터스 마스터 플랜과 최근에 수립된 자치구의 정보화 계획을 살펴보았다 또한 민간
서 조GIS분야에 이루어지고 있는 정보화 사업 특히 사업을 중심으로 민간의 현황과 수요를

서.사하였다 중앙 및 지방 정부 차원에 이루어지고 있는 계획과 민간의 수요를 파악한 내용
서 서 해을 기반으로 도출된 시사점을 기반으로 울시에 수행 야 할 역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

.다
,첫째 새로운 정보기술로 부각되고 있는 유비쿼터스의 적극적인 수용
정보화 사업 추진시 정보화 요소기술들을 부분적으로 수용하였던 기존 계획들과는 달리

.유비쿼터스라는 정보기술을 정보화 계획의 근간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항은 각 계획
서 체 서.들의 비전과 목표에 찾아볼 수 있다 국가지리정보 계 기본계획에 는 유비쿼터스 국토실

조 서, u-Korea u-현을 위한 기반 성이라는 비전으로 기본계획에 는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서 서u- ,사회 실현을 목표로 전자정부계획에 는 유비쿼터스 기술 기반하에 새로운 행정패러다

서. u-Seoul 6임을 연구할 예정이다 특히 마스터 플랜에 는 대 영역별 과제와 선도사업과제
서 서GIS ,를 제시한 바 있어 울시 계획에 도 이러한 정보환경의 변화를 어떻게 접목할 것인지

서.어떤 분야에 접목할 것인지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유비쿼터스 환경으로의 변화는 울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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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적극적으로 수용 야할 정보환경의 변화라 할 수 있다
서,둘째 대시민 비스 강화와 수요자 중심 정보화 사업으로의 진화

,지난 몇 년간 각종 정보화 사업은 내부 행정 업무의 효율화에 중점을 두었으나 최근에는
서 .이를 기반으로 대시민 비스 강화와 수요자 중심의 정보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국가

체 서지리정보 계 기본계획에 는 수요자 중심의 국가공간정보 구축을 추진전략으로 수립하였으
서, u-Korea며 기본계획과 전자정부계획에 국민에게 다가가는 정부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

서 서. u-Seoul GIS 3다 마스터 플랜에 도 맞춤형 비스 제공을 위한 과제들이 도출되고 있어
.단계 계획도 내부 활용 활성화 뿐 아니라 시민중심으로 대폭적 개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서,셋째 시스템 구축단계부터 비스 활용 활성화를 고려하여 계획 추진
해서 ,정보화사업의 투자대비 효용성에 대 는 많은 논란이 있어 왔으며 최근의 계획들은 계

체.획의 초기단계부터 활용활성화에 초점을 두는 것을 볼 수 있다 국가지리정보 계 기본계획
서 서GIS , u-Korea ( ),에 는 국가 활용 가치 극대화를 기본계획에 는 경제 민간부문을 포함한

서 서, ,사회 개인생활의 다양한 분야에 활용을 전자정부기본계획에 는 기존의 투자중심에 성과
.중심으로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다

체, ,넷째 공공 민간등과의 협업 계 구축 필요
서 u-City중앙정부의 각 부처에 추진되고 있는 정보화 계획들 중 추진과 같은 계획은

체 신. u-City지역 단위로 구 화되는 정보화계획의 예이다 건설교통부와 정보통 부는 건설 협
해 서(MOU) , u-력을 위한 양 각 를 맺은 상태이며 행정자치부는 지역정보화 계획을 수립하고

신 서 서, .추진함에 있어 건설교통부 정보통 부와의 협업이 필요하다 울시 차원에 도 중앙정부와
서 서, , .의 협업 자치구와의 협업 민간과의 협업이 필요하다 특히 정보화가 진행되면 비스를

장 서 서 서 서,받는 시민입 에 이 비스가 민간에 제공하는 것인지 공공에 제공하는 것인지 보다
서 서 해서,는 양질의 비스가 민간과 공공 구분없이 비스 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 는 공공

체 .부문에 있어 민간과의 협력 계 구축이 필요하다
서산학협력이나 민자유치를 통하여 공공 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나타

. ,나고 있다 이는 공공의 성격이 강한 고속도로 지하철과 같은 거대 자본이 투입되는 인프라
서 장 서 ,구축에 부터 주차 건설과 같은 비교적 소규모 건설분야에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서GIS . GIS분야에 도 최근 민간과의 협업에 대한 논의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확,데이터 보안 유지 데이터 정 성에 대한 일시적인 회의와 같은 이유들이 민간과 협업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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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장 서 체 신GIS LBS를 포함한 시 에 는 각 업 별로 기본도를 갱 하고 있어 동일한 컨텐츠를 공

서 해, ,공기관 민간에 각각 유지관리 야 하는 것은 자원 낭비이며 사용자들에게도 혼란을 주어
장 체 .시 전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서 서 신 서울시에 도 지도정보를 갱 하고 대시민 비스를 향상하기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

서,하고 있는데 민간의 노하우를 이용한 비용절감과 비스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방향 모색
서. GIS이 필요하다 울시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내부적인 전략으로 엔터프라이즈 전략

.이 고민되고 있으나 외부와의 공유 전략이 부족한 실정이다 외부와의 공유를 위하여는 외부
( , 25 ), , G2G, G2B, G2C의 기관이 공공기관 중앙정부 개구청 민간기업 시민등으로 구분되어

.와 같이 대상에 따라 적절한 전략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서,다섯째 자치구 정보화에 대한 울시의 역할 정립 필요
서 장 . GIS울시의 정보화를 위하여는 구청 단위의 정보화 사업이 가 근간이다 이는 사업

서 . GIS추진에 있어 도 동일하다 예를 들면 자치구청별로 업무시스템이 잘 활용되고 자료들
신 서 서 신 .이 갱 되어야 울시 본청에 운영되는 시스템도 갱 된 자료들을 원활히 활용할 수 있다

GIS GIS그러나 현재 자치구의 사업추진은 자생력을 잃고 독자적 운영환경을 만들지 않고
서. GIS있는 상황이다 중앙정부 혹은 울시가 보급한 시스템 정도만 활용하여 정보화에 대한

. GIS계획도 거의 수립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자치구청별 정보화 계획에도 부문의 계
서 서 서 서 서. GIS획은 거의 전무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울시는 울시 담당부 에 다 알아
서시스템을 보급한다는 것 보다는 자치구청에 자생적으로 관심을 갖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틀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발전동향 및IV. GIS

해외도시 동향분석

해외도시 계획 분석4.1 GIS

관련 기술 및 표준화 동향4.2 GIS

주요 분야별 발전동향4.3 G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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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도시 계획 분석4.1 GIS

서 해3 GIS울시 단계 기본계획 수립시 참고가 될만한 외 도시들을 선정하여 도시별로 이
GIS .루어지고 있는 전략계획을 살펴보았다

미국 알라스카 주 앵커리지 사례4.1.1 (Anchorage) GIS

▪ 개요
명26 283앵커리지는 미국 알래스카주 남부에 위치한 인구 만 규모의 지방자치도시로

해2004 3 GIS .년에 년동안 행 질 전략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앵커리지는 도시의 활동을 지원
GIS GIS(Enterprise GIS)할 만한 를 구축하는 것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궁극적으로 통합 를

서. 3-5구축하고 자 하고 있다 전략계획에 제시하고 있는 계획기간은 보통 년을 주기로 하
.며 기술적인 측면은 수시로 계획을 변경하도록 되어있다

GIS▪ 계획
GIS , 4 ( , ,앵커리지의 는 사용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가지 요소 주요 성공 요인 목표 전

해, ) .략 시행계획 들이 이를 뒷받침 주고 있다

목표 주요성공요인 전략 및 목적 시행 계획 관련프로젝트

목표 1 :
정확한 계속적,
인 완벽한 데,
이터 추구

와 관련 데이GIS․
터는 연관된 비
즈니스 모델에
쉽게 접근 가능

전략 #1 : 관련 데이터베이GIS
스는 통합기관 앵커리(
지 토지 통합 시스템:

에서 관리ALIS)
전략 맵핑과 데이터베이#2 :

스 기술을 위한 자치
단체 표준을 마련

전략 타자치도시와 관련#3 :
데이터베이스등의 밀
접한 업무 협의

전략 레이어에 대한#4 : GIS
메타데이터의 유지를
위한 기준과 과정에
대한 발전

전략 지적도 작업#5 : GIS
과 항공사진(LIDAR

등 이용)

도로시설에 대한 제안#1 :

지오데이터베이스#3 :
주소화(Geodatabase)

#4 :
메타데이터 완성a) GIS

사용 서b) ArcIMS FGDC
버 완성
데이터 관리 그룹 설립c)

#5 :
고도 데이터a) : LIDAR
를 통해 정확성 확보
기본 레이어 공동 작b) GIS
업

토지정보시스1.
템(LSI)

마스터주소 지2. ․
오데이터베이스

새로운 도로3.
레이어

온라인데이터4.
퍼블리싱 응용
프로그램 작업

기본 레이어5.
작업

< 4-표 1> GIS (2004)앵커리지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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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주요성공요인 전략 및 목적 시행 계획 관련프로젝트

목표 2 :
자치도시 GIS
에 대한 향상된
접근

사용자 비즈니스:․
욕구 만족

책임자 의사결정:․
에 기초

전략 선 작업에 대#1 : (Line)
한 데이터 퍼블리싱

전략 웹 응용프로그램과#3 :
시스템의 구현

전략 호스팅 및 통합#4 : GIS
데이터에 대한 향상된
아키텍쳐

전략 #5 : 과 앵커리GIS TAC
지 에 필요한 기술GIS
적인 협동과 유지 등

전략 긴급부서#6 :
소방부(9-1-1-),

서 정책부서를 포함,
한 공공안전 에GIS
대한 지원

데이터 저장 응용#1 : a)
프로그램 인터넷 사b)
이트 상에 다운로FTP
드 사이트 생성

응용프로#3 : MapOptix
그램 생성
저장 및 웹호스팅#4 : GIS

에 대한 새로운 서버
설치

관련 정기적인 미#5 : GIS
팅 실시

안전지도 프로젝트#6 : a)
긴급부서 주소 완성b)
지하 소방 프로그램c)

단계 완성 등2

기본레이어작4.
업

목표 3 :
비용 효율적인

기술의 사GIS
용

비즈니스 모델과․
장기간의 전략

현대화된 기술력․
이용

영향력에 중점GIS․
화

전략 중심화된 통합#1 : GIS
발전

전략 노동력과 비용을 절#2 :
감할 수 있는 최상의
실습과 기술 분석

전략 사내 기술 교육 제#3 :
공 교육비 공유/

전략 맵#4 : one-stop GIS
센터와 기술지원 시스
템 설립

전략 고객욕구 만족하기#5 :
위한 비즈니스 모델
발전 맵 관련 서비스(
제공)

전략 에서#6 : ArcInfo
로 이동ArcGIS

전략 의 사내 사용#7 : GPS
증가

통합 를 위한 시#1 : GIS
간 고려한 시스템 발전
지방정부 를 위한#2 : GIS

주요 모델 조사 및 연
구
새로운 기술 사용 증#3 :

가 (ArcGIS)
맵 센터와#4 : one-stop

지도 제공 기술을 위한
시스템 결정

데이터베이스를 위한#5 :
비즈니스 모델 정의

숙련가를 얻기 위#6 : GPS
한 프로젝트 활성화
목표 관련#7 : 1

맵 라이브7. GIS
러리와 맵 북
발달

표 앵커리지의 계획 계속< 4-1> GIS (2004),

목적 지방자치도시에 를 통해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오는 유틸리티를 제공하는 것: GIS․
조직 계획팀: GIS․

관리자 기술지원 위원회- GIS , GIS

의회 위원회 재정 관련- :

기술 위원회 관리자에 의견 제시 부서의 기술적인 서비스와 관리자들로- : GIS , GIS

구성

관리자 정책과 의회 위원의 의견 이행 제원의 발달과 협동 관련 업무- GIS : , GIS

통합 서비스 직원 데이터베이스 디자인과 관리 프로젝트 관리와 컨설팅- GIS : ,



발전동향 및 해외도시 동향분석IV. GIS

- 121 -

앵커리지의 통합 GIS▪
통합 전략 계획GIS①

분석을 통해 년 통합 작업 계획을 제시하였는데 구성요소로는 임무 필SWOT 1999 GIS , ,

수사항 전략목적 환경적인 요소 위협요소 대안분석 활동계획 등이 있고 예산에 따라 매, , , , , ,

년 계획을 확인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전략 계획은 목표에 더욱 빠르게 접근할 수 있어 개인.

의 노력에 더 큰 시너지 효과를 가져왔다.

그림< 4-1 앵커리지 통합 의 계획과정> GIS

앵커리지의 통합 개념GIS②

주요 세 가지 서비스를 통해 통합 를 구현하려 함GIS․
직접 기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 GIS

지방자치도시의 통합 데이터에 접근을 제공하는 정보 시스템-

중심화된 와 토지관련 데이터베이스가 속해있는 저장 서버- G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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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요소․
하부구조 를 위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 GIS , ,

데이터 공간적 차원적인 데이터의 집합- : 3

응용프로그램 비즈니스 과정을 위한 를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 GIS

교육 사용에 필요한 교육- : GIS

기술적인 지원 를 사용하거나 구현하는데 지원- : GIS

기준과 과정 구성요소들을 통합하는데 필요한 의 규칙- : GIS

계획과 관리 지자체를 통한 통합 를 위한 계획과 활동- : GIS

그림< 4-2 통합 서비스의 개념> GIS

역할과 책임③

자치도시와 대중에게 와 관련된 정보 제공GIS․
데이터를 국가 기준에 충족시키기 위한 기틀 마련GIS․

실제 필요한 것을 해결하기 위한 기본적인 재사용가능한 응용프로그램 마련․
각 부서에 실시간 도움을 제공․
모든 사용자들에게 기본적인 도움을 제공․

기술과 와 관련된 기술을 향상GIS GIS․
기술적인 표준을 제공․
기술교환을 통해 교육 활성화GIS․
진보된 기술과 실습을 통해 리더를 활성화GIS․
기술 데이터 공유 통합된 제원의 가치를 촉진, ,․
통합된 제원의 사용과 발전을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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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인 환경④

소프트웨어 : ArcInfo 8.X, Visaul Basic․
DBMS : Microsoft SQL Server 2000, Oracle 9i, and IBM DB2/UDB. SQL Server․
에서 로의 변환ArcSDE

그림< 4-3 앵커리지 의 시스템 구성도> GIS

앵커리지의 인터넷 맵 서비스 제공▪
앵커리지에서는 웹 포탈사이트를 통해 대시민 웹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 맵GIS .

서비스를 통해 레이어별 추가 삭제 확대 축소 이동 속성확인 질의 및 검색 출력 등의 기/ , / , , , ,

능과 주소검색 산불 데이터 제공 지역별 음주면허정보 그리드맵 제공 청소거리맵 등 다양, , , ,

한 응용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그림< 4-4 앵커리지의 포탈사이트> GIS

출처* :
http://munimaps.muni.org/internet/index.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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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앵커리지의 인터넷 맵 서비스>

출처* : http://munimaps.muni.org/mox42/pAdmin.cfm?action=mox42_if_frameset

미국 사우스 다코타 주 캐슬 록 사례4.1.2 (town of castle rock) GIS

개요▪
년 사이 미국의 중심이라고 여겨지는 미국 사우스 다코타 주의 더글라스 카2000 2004∼

운티에 속하는 캐슬 록은 인구가 명에서 명으로 증가하였다 캐슬 록은 빠르20,224 31,000 .

게 성장하는 사회의 기본적 시설을 관리하고 단기적 혹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필요성을

느꼈다 년부터 데이터를 작업하고 있었던 캐슬 록은 년 부서를 부서서. 1999 GIS 2003 GIS

비스 에서 조직서비스 로 이동시키고(Development Services) (Organizational Services) ,

전략을 부분적으로 통합 단계로 변경하였다GIS GIS(Enterprise GIS) .

계획GIS▪
캐슬 록의 주요 가 미치는 영향력은 경제발전 서비스업무 재난 대비 계획 및 복원GIS , , ,

공공안전 수입과 저축 의사결정에 대한 지원 작업흐름의 향상 전기 가스 상하수도 도로 시, , , , / / /

설물의 하부구조 유지 등 상위에서 하위 부분까지 상세한 업무에 미치고 있다 이러한 단계.

를 넘어서 시설물들의 업데이트와 새로운 데이터로 이동하는 통합 를 구현하려는GIS GIS

단계에 와있다 즉 기본적인 지도 생산 업무를 줄이고 데이터를 각 업무에 관련되는. , , GIS

사용자들이 인트라넷을 통해 손쉽게 접근하는 솔루션을 구현하려 하고 있다 캐슬록에GIS .

서 계획 수립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었다GIS .

다양한 부서에서 구성원들이 쉽게 접근 가능한 데이터와 툴 형성GIS․
에서 사용 가능한 데이터와 정보의 목록을 유지G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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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상태의 정보를 유지하기 위한 데이터와 유지 계획을 업데이트GIS GIS․
데이터모델을 업데이트하고 강화GIS․
데이터에 대한 수집 생성 저장 등의 발전GIS , ,․

맵 북과 맵 서비스에 대한 수단 향상․
사용자 편의에 맞춘 툴 개발GIS․
부서간의 의사소통이나 데이터 공유를 향상시키기 위한 경로 마련․

소프트웨어 데이터 응용프로그램의 통합 목록에 대한 향상 및 유지GIS , ,․
행정팀과 사용자 그룹간의 정기적인 미팅GIS․
사내 직원에 관련 교육 제공GIS․

에 대한 비용 및 일반 기관 시민에게 데이터 분배에 따른 모니터링GIS ,․

관련 주요 활동은 년 관련 결정사항에 대한 영향력 행사 전기 가스 상하GIS 2004 GIS , / /

수도 도로 시설물의 하부구조 유지 년 시민 및 각 부서 관련자에 대한 서비스/ , 2005 , 2000

년 에 대한 재평가를 수행하였으며 연도별 수행 프로젝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GIS , .

연도 주요 프로젝트

년2004-2005 워크스테이션에서 응용프로그램 이동ArcGIS․
년2004 서비스 단계 동의안 구현․

년2004-2005 커버리지 데이터모델에서 지오데이터베이스로 이동․
년2004-2005 메타데이터 기준 생성 단계GIS ( I, II)․

년2004 인트라넷 사이트 개발ArcIMS․
년2004-2005 시설물 데이터 업데이트․

년2004 교통데이터셋 관리 지원․
년2004 지리기반 통합 단계GEMS ( I, II)․
년2004 위상사진데이터 업데이트 계획․
년2004 더글라스 주에 주소관련 아웃소싱․
년2004 경계맵 생성․

년 진행2004 - 교육GIS․
년2004 소프트웨어 버전 및 유지관리 표준화GIS․
년2004 비용절감 복원 계획 생성․
년2004 데이터 사용 라이센스 동의안 협의/․

년 진행2004 - 관련 비즈니스 과정 모델링GIS․
년2005 인터넷 맵 서비스 맵 제공(PDF )․
년2005 디지털 계획안 표준화․
년2004 공원데이터 관련 지원․

년2004-2005 경찰 소방서 부서 소프트웨어 선택/․
년2005 분야별 응용프로그램 (GPS/GIS)․

표< 4-2 연도별 프로젝트 년 현재> (20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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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총괄 기술 부서 산하의 조직 서비스(the direction of the Chief Technology officer)

부서 내에 속한다 관리자는 모든 부서내에서(Organizational Services Department) . GIS

요구하는 데이터 셋과 응용프로그램을 관리한다.

그림< 4-6 캐슬 록의 담당 부서 조직> GIS (2004)

시스템 구성▪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ESRI GIS (ArcInfo, Spatial Analyst, 3D analyst, ArcPad,․

라이센스ArcIMS , ArcView)

통합 모델에서 제시하는 모델로 이동 차후- GIS ArcSDE ( )

하드웨어 년 주기 업그레이드 관련은 년 주기: 3 (GIS 2 )․

4.1.3 캐나다 알버타주의 그랑드 프레이리 사례(City of Grande Prairie) GIS

개요▪
캐나다 서부의 알버타주에 속하는 인구 만명의 도시 그랑드 프레이리는 기술의 선도4 IT

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곳으로 도시의 대부분이 지리공간데이터로 구축이 되어있다 현재는, .

년 을 진행중에 있으며 년 를 목표로 하고 있다2003 2007 IT Plan , 2007 Cyber City .∼

계획GIS▪
그랑드 프레이리에서는 전산화된 공간 분석과 자동화된 지도 제작에 관한 필요성이

년부터 인식되었다 도시 관련 업무의 가 지리적인 업무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기1989 . 70%

때문이다 년대에 정형화된 계획이 제안되었지만 예산상의 이유로 계속 지연이 되. 1990 GIS

다가 년 엔지니어링 서비스와 소방부서에 의해서 통합 구현을 위한 전략이 실시되1997 GIS

었다.



발전동향 및 해외도시 동향분석IV. GIS

- 127 -

연도 계획 내용

1990

년간 상근직 모집 디지털화된 데이터 선 등고선 등 획득 항공2-3 GIS , GIS ( , ) ,․
사진의 디지타이징 네트워크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선택과 구입 구현 시작, GIS , , ,․
상수하수 관련 네트워크 디지타이징 기본맵을 위한 통합 경계선 도로중심선, ( , ,․
평면도 등 토지기록관리시스템을 위한 초기 계획 시작 상세 맵 레이어 계획), , ,
주제맵을 확인 범주화 보안 맵 데이터 평가 데이터에 대한 변화 모니터링, , , GIS

년 계획 정정1992(1990 )
상수하수관 네트워크 디지타이징 지적도 업데이트화 등고관련 맵 업데이트화, , ,․ ․
통합토지시스템 구현 거주자 과세 시스템 구현 도로관리시스템을 활용, ,

1993-1995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부분 워크스테이션 구입/ : GIS (1993), Autocad, Spatialist․
소프트웨어 구입
교육 부분 에 의해 교육 실시: kanotech system spatialist․
응용프로그램 부분 지방자치 도로관리시스템 필지 기본도 시설물관: (MPMS), ,․
리시스템(UMS)

1997
통합 구현 전략( GIS )

를 통한 교통데이터 수집 시민의 주소 자동화 비거주지역의 토지 맵GPS , , ,․
계산 유입량 분석 시설물관리시스템 확장Floor area , ,

1999-2000
파일로 된 평면도 업데이트 디지털 등고선화 설비 변환 지표 설정 주Autocad , , ,․

소 업데이트 맵 관련 교육 응용프로그램 부분 업데이트화, Autocad ,

2001 맵가이드 관련 교육 응용프로그램 부분 업데이트화Autocad ,․
2002

응용프로그램 의 주요 기능 업데이트 전자정부 모색 공원관리 교통 신Autocad , , /․
호 인도관리 세금 시설물등 부분 통합/ / /

2003-2007 장기적인 계획 운영IT․

표< 4-3 그랑드 프레이리의 계획> GIS

조직▪
그랑드 프레이리의 부서는 년 부서별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추진조직팀GIS 1989

을 구성하였고 년 통합 에 대한 전략적인 계획을 시행하게 됨(task force team) , 1997 GIS

에 따라 통합 정보기술팀 내의 정보기술서(the corporate Information Technology Team)

비스 부서와 같이 하나의 부서로 역할이 이관되었고(Information Technical Services) GIS ,

주요 역할은 아래와 같다.

지리공간 데이터 관리․
다양한 분야의 통합적인 응용프로그램 유지관리GIS․
인터넷에 서비스 제공GIS․

그랑드 프레이리의 인터넷 맵 서비스 제공▪
그랑드 프레이리에서는 맵가이드 브라우저 를 설치한 후 대시민 웹(Mapguide Browser)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인터넷 맵 서비스를 통해 레이어별 추가 삭제 확대 축소 이. / , / ,

동 속성확인 질의 및 검색 출력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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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그랑드 프레이리의 인터넷 맵 서비스>

출처* : http://www.gpgis.com/gis

일본4.1.4

일본의 총무성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통합형 을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통합형 는GIS . GIS

네트워크 환경에서 공용할 수 있는 공간 데이터를 공용 공간 데이터 로 분류하여 일괄적「 」

으로 정비 관리하고 이를 각 부서에서 활용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 .

그림< 4-8 통합형 의 구조> GIS

동경도의 사례로 통합형 를 구축 과정을 살펴보고 미에현을 사례로 최근에 추진한GIS ,

통합형 구축 전략을 살펴보도록 한다G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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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도의 통합형 구축 사례1) GIS

동경도는 년도부터 각 부서에 산재해 있는 시스템을 통합형 로 구축하려는2001 GIS GIS

노력을 해왔다 도청에서는 이미 도시계획국 건설국 하수도국 수도국 등의 다수의 부국이. , , ,

를 도입하고 있었다 각 시스템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부국 단위에서 필요한GIS . ,

데이터도 자체적으로 작성하고 있었다.

구분 시스템GIS

도시계획국 도시계획 지리정보 시스템 도시계획업무지원 베이스 맵( 1/2500)․
총무국 재해정보 시스템 재해시의 정부 수집 대책 지원 베이스 맵( · 1/2500)․

환경국

자연환경 자연환경정보의 해석 베이스 맵GIS( : 1/25000)․
하수양수량 통계처리 시스템 양수량 사업자 정보의 관리 베이스 맵( · 1/2500)․
환경성 도도부현별 지정도 규제도 입력 시스템 환경성 제출 서류의 작성 베이스· (․
맵 1/25000)

산업노동국 도쿄도 삼림 삼림자원정보 베이스 맵GIS ( 1/5000)․

건설국

수방재 총합 정보 시스템 기상정보집계 우량수위정보 베이스 맵( · 1/2500)․
지반정보 시스템 지반관계정보 수집 베이스 맵( 1/2500)․
직하지진 피해 예측 시스템 베이스 맵( 1/25000)․
도시계획 공원 정보 시스템․

수도국
수도 시스템 수도관리도 베이스 맵mapping ( 1/500)․
지진재해 정보 시스템 지진재해시의 피해 활동상황의 파악과 대응지원 베이스 맵( ·․
1/2500)

하수도국 하수도대장 정보 시스템 하수도관 유지관리 대장 작성 베이스 맵( · 1/500)․

도쿄 소방청

지진재해 소방활동 지원 시스템 지진재해 발생 후의 부대운영관리 베이스 맵(․
1/2500)

수리정보관리 시스템 관내의 수리정보 관리 베이스 맵( 1/1500)․
지도정보표시 시스템 재해구급센터에 부대의 활동 지원 베이스 맵( 1/1500)․

항만국
도쿄만 지질 데이터 베이스 지질조사 데이터 정보의 관리 베이스맵( 1/2500)․
도쿄항 수역 이설물 데이터 베이스 도쿄항 수역부의 이설물 정보 수집 베이스 맵(․
1/2500)

표< 4-4 통합형 추진 당시의 시스템 현황> GIS GIS

통합형 를 구축하여 데이터를 공유함으로써 경비를 절감하고 정책입안과 계획수립을GIS ,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함과 동시에 시스템 사용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업무 효율화를 목적으

로 하였다.

통합형 를 구축하기 위한 조직으로 도청내에 공통 시스템 개발팀을 신설하였고GIS GIS

개발팀은 세 개의 데이터 정비 이 활용 재해정부 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관련 사항은WG( , · , )

표 와 같다<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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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상세 내역

데이터 정비 WG 도청내에서 데이터를 공유하여 제공하는 환경 정비를 검토GIS․
이 활용· WG

기존의 를 사용하지 않은 부서가 모여 통합형 가 업무에 어떻게 활용되GIS GIS․
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검토

재해정보 WG 재해분야에서 통합형 활용의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GIS․

표< 4-5 공통 시스템 개발팀> GIS WG

기존의 가 다수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기존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통합형GIS GIS

도입 전략을 추가하였다 이를 위해 통합형 에 필요한 요건의 정비 베이스 맵의 선정을. GIS ,

포함한 데이터의 표준화 부국 간 역할 분담 경비 보급계발 등을 주요 과제로 선정하였다, , , .

또한 도쿄도는 특별구 와의 업무 관계가 깊기 때문에 향후 구시정촌 과의 연( ) , ( ' ' )市区 区 ｬ ｺ
대를 고려한 체제를 만드는 것도 과제 중에 하나이다 이후 통합형 를 구축하여 도시기. , GIS

반계획 안전업무 각종정책 책정업무 도민용 행정 서비스 업무 등 다양한 청내 업무에 활용/ , ,

한다.

그림< 4-9 통합형 의 활용> G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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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에현 마스터 플랜2) GIS

일본의 미에현에서는 통합형 개념을 바탕으로 미에현 마스터 플랜을 추진해 왔GIS GIS

다 를 세기의 고도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의 네트워크상의 새로운 정보 기반으로서. GIS 21

인식하며 현민 생활에서의 이용 기업에서의 이용 행정에서의 이용 등에 활용, , ,「 」 「 」 「 」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기본 구상 추진 사업

공간 데이터가 디지털 사회 기반으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정비

국토 공간 데이터 기반을 이용하기 쉽게 미에현 공간․
데이터 베이스로 정비 유지 관리 운용 유통, , , ,

업무 효율화 고도화 고속화를 도모하기 위해 공간, ,․
정보의 전자화 및 공유화 업무 플로우나 각 시스,
템내에서 와의 제휴 강화GIS

각종 업무에 활용GIS․
정보의 공유에 의한 중복 투자의 감축 미에현 행정(․

이용 미에현 공간 데이터 베이스 공유WAN , )
각종 가이드 라인의 책정GIS․

지역에 유용한 공간 정보의 제공․ 행정 정보 제공과 공개․
공간 데이터 포털 사이트의 구축․

행정 정보의 적절한 제공과 공개를 통해서 산관학민․
과의 파트너쉽 향상

산관학민과의 제휴․
기업내 정보화와 학술 연구에서의 활용 지원GIS․
시읍면 단위 행정과의 제휴 공간데이터의 유통( )․

를 보다 친밀한 시스템으로 인식시켜 활용가치GIS․
극대화

의 보급 인터넷 활용GIS ( GIS )․
의 활용 촉진 사용하기 쉬운 구축GIS ( GIS )․

장래 의 발전을 위한 환경 정비GIS․ 인재육성․

표< 4-6 마스터 플랜 기본 구상> GIS

미에현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이용 기반의 정비 운용 관리 방침의 책정 공GIS GIS , ,

간 데이터의 유통 방침의 책정 추진 체제의 정비 관련 정책과의 제휴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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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상세 내역

이용GIS
기반의 정비

미에현 의 정비 방침에 관한 일 미에현 정비 가이드 라인 전체편 의 책정GIS : GIS ( )․
의 정비에 관한 일 미에현 정비 가이드 라인 시스템편 의 책정 공개 제공GIS : GIS ( ) ,․

형 시스템 현청내부 인트라넷 의 정비 공개 제공형 시스템 현청 외부 인터넷 의 정( ) , ( )： ：
비 멀티 의 검토 및 정비 항공 사진 전달 시스템의 검토 및 정비, GIS ,
공간 데이터의 정비에 관한 일 미에현 정비 가이드 라인 공간 데이터편 의 책정: GIS ( ) ,․
미에현 공간 데이터베이스의 정비 항공 사진 어카이브 의 검토 및 정비 위치, (archive) ,
검색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검토 및 정비
신기술과의 제휴에 관한 일 이용 기반 정비에 관련하는 신기술과의 제휴에 대해: GIS․
검토

운용 관리 방침의
책정

미에현 의 운용에 관한 일 미에현 운용 관리 가이드 라인 전체편 의 책정GIS : GIS ( ) ,․
코어 센터의 설치 검토GIS

각 의 운용 관리에 관한 일 미에현 운용 관리 가이드 라인 시스템편 의 책정GIS : GIS ( )․
공간 데이터의 운용에 관한 일 미에현 운용 관리 가이드 라인 공간 데이터편 의: GIS ( )․
책정

공간 데이터
유통 방침의 책정

공간 데이터의 유통 방침에 관한 일 미에현 공간 데이터베이스 공개 제공 가이드 라:․
인 현청 외부 인터넷 의 책정 미에현 공간 데이터베이스 공개 제공 가이드 라인 현청( ) , (：
내부 인트라넷 의 책정)：
공간 데이터를 유통시키기 위한 법제도에 관한 일 현청 외부에 정보를 공유 유통할: ·․
때에 관련되는 각종 법규 조례와의 관계 정리·

추진 체제
정비

추진 조직체제등에 관한 일 현청내부의 추진 체제의 강화 산관학민과의 제휴: GIS ,․
보급 계발 활동의 실시 현청내부에 있어서의 보급 촉진 산관학민에 대한 보급 계발: ,․

관련 정책과의 제휴
주변 시책이나 다른 관계 사업과의 제휴에 관한 일 나라 사업과의 제휴 현청내GIS : ,․
부의 사업과의 제휴 시읍면의 사업과의 제휴,

표< 4-7 미에현의 기본계획과 실행 내용> GIS

영국의 대런던청4.1.5 (Greater London Authority)

런던시를 포함한 개 지방자치단체를 통합한 대런던청 설33 (Greater London Authority)

립되었고 대런던청에 포함되는 지방자치단체들에 전자정부 아젠다를 확대, (e-government)

하기 위한 조직체로서 를 구성하였다 전자정부 아젠다 중 와 관련된London Connect . GIS

두 가지의 우선 추진 사항을 모니터링하였는데 에서 추진하고 있는, London connect GIS

관련 프로젝트는 표 과 같다< 4-8> .

번호 priority

1
재산과 관련된 정보를 지도를 기반으로 표현할 수 있는 협력적 에 대중GIS(corporate GIS)․
의 접근성 향상

2 도로와 관련된 정보를 기반으로 표현하고 관리G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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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구분 프로젝트 이름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
3D virtual London software․
Map London/London Observatory․
Your London Mapping facility․

정보 공유를 위한 서비스 London GIS Service․

표< 4-8 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련 프로젝트> London connect GIS

공간자료를 다룰 수 있는 차원 가상 소프트웨어를 개3D virtual London Software : 3․
발하여 계획과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

그림< 4-10 프로토타입 인터페이스> Virtual London

대런던청 전체 지역 과 각 지방자치Map London/London Observatory : (pan london)․
단체 의 지역정보 제공(borough)

그림< 4-11 페이지> London Observa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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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탈 시스템에서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매핑 인Your London Mapping facility : GIS․
터페이스 제공

그림< 4-12 페이지> Your London Mapping facility

대런던청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시스템과 공간London GIS Service : GIS․
자료의 공유체계를 마련하여 경비를 절감하고 더 나아가 각 조직별 협업체계를 구축,

요약 및 시사점4.1.6

해외사례 분석결과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합형 구축을 지향하고 있. , GIS

었다 기존의 부서별 구축에 따른 한계를 극복하고자 통합형 구축방향으로 진행되고. GIS GIS

있었으며 기존의 자료와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비 전략을 추구하고 있,

었다 부서별로 흩어져 있는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으며. GIS ,

더 나아가서는 연관 시스템과의 연계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부서별 이. ,

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추진조직 을 구성하고 있었다(task force team) .

둘째 공간자료와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정비하고 있었다 오래전부터 공간자료를 정, GIS .

보 기반으로 인식하여 여러 부서에서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하고 정비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서 공간자료를 표준화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어 왔으며 효율적인 유통체계를 구,

축하였다 또한 국가적 스케일에서 구축한 공통 데이터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관리.

하고 정비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신기술을 적극 수용하여 시스템의 능력을. , IT GIS

향상시키고 있으며 이를 실제 업무에 적용하고 있다 예 차원 가상, ( : 3 G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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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시스템 운영전략면에서는 사용자 편의성을 추구하고 있었다 시스템을 쉽, GIS . GIS

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사용자의 업무 내용과 관련성,

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기능을 추구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향후 이용 분야의 확대를. GIS

위해 지속적인 사용자 교육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대시민 서비스 측면에서는 공공정보에 접근하기 위한 대중의 권리를 존중한

다는 의미에서 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자료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 다GIS .

양한 웹사이트를 구축하여 지역정보 행정 정보 지적 세금 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정보, ( , ) , GIS

를 공개하는 웹사이트는 대부분 지도를 기반으로 구축되어 있었다.

관련 기술 및 표준화 동향4.2 GIS

관련기술의 발전동향은 가 여러 가지 정보기술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절에GIS GIS 4.2

서는 주변부 기술과 핵심기술 표준화 동향을 살펴보고 절에서는GIS , , 4.3 Enterprise GIS,

등 주제별로 나누어 구축사례를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PPGIS, 3D GIS, Ubiquitous GIS .

관련 기술동향4.2.1 GIS

를 할 수 있는 주변 기술개발1) GIS support

(1) Pervasive, High-performance Computing

컴퓨터 고성능의 하드웨어 기술과 저렴해지는 비용은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GIS .

소형의 프로세스 칩 과 새로운 반도체 물질(Greater miniaturization of processor chips)

다중 프로세서 구조(New semiconductor materials), (Multi-processor architectures),

차세대 신경망 서비스 광학 마이크로 집적회로(Grid computing), (Optical microcircuitry),

나노기술 양자 역학 과 같은 기술의 발전은(Nanotechnology), (Quantum mechanics) GIS

발전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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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컴퓨터 처리속도의 향상>

출처* : Peter L. Croswell, 2005, Information technology trends and impacts on GIS

이러한 기술의 발달은 연구지역에서 직접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 하였으며 발달에GIS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술발달로 인한 의 변화 중 특히 발전에 가장 큰 변화는. GIS GIS

실내 중심의 를 벗어나 필드중심의 로의 변화라 할 수 있는데 다음은 필드 중심의GIS GIS ,

의 발달에 영향을 미칠 기술들이다GIS .

성능이 향상된 수신기와 야외 데이터를 조사하고 수집하는 장치의 발달GPS․
높은 컴퓨터 사양을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휴대용 컴퓨터와 타GIS․
블렛 컴퓨터

충격과 혹독한 환경을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이 높은 컴퓨터․
공간자료를 처리하는 소프트웨어를 작동시키기 위한 기억과 처리가 가능한 휴대용GIS․
컴퓨터

유무선을 통한 지리정보를 수집전달하는 위성 및 모니터링 장치․ ‧ ‧
차량 및 항공기를 위한 통합된 컴퓨터와 네비게이션 시스템․
Field-based computers①

야외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장시간 사용이 가능하고 디스플레이 기능이 향상된 개인용

포터블 컴퓨터 및 모바일 장치의 발달은 사용자들이 필드 중심의 연구를 할 수 있도록GIS

하였다 대용량의 데이터 저장장치는 필드에서 대용량의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컨트롤. GIS

할 수 있게 하였고 기술의 발달은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있어서 반복적이고 유연적인GPS

작업을 가능하게 하고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필드 조사 및 데이터 수집을 가

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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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 현장에서 직접 데이터 취득과정>

출처* : http://www.esri.com/library/brochures/pdfs/arcpadbro.pdf

Mobile and wearable technology②

자동위치 수집 기술과 무선 통신 기술이 향상된 모바일 장치의 이용은 인간과 컴퓨터의

의사소통 및 기기조작의 유연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를 탑. LBS(Location-Based Services)

재한 기기는 필드 중심의 휴대용 컴퓨터 및 모바일 컴퓨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

는데 의 이용은 환경을 만들어 주므로 효율적인 작업이, wearable computing hands-free

가능하고 응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으며 모든 필드 중심의 연구에 이용이 가능하고 군사적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그림< 4-15 모바일 환경의 아키텍쳐> LBS

출처* : Ron Shacham etc., 2004, An architecture for location-based service mobility using the SIP
event model, http://www.sigmobile.org/mobisys/2004/context_awareness/papers/mob_paper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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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위치파악기술

위치추적기술 휴대폰 기지국 등GPS, A-GPS,․
위치참조기술 기준점 점 방향 이격거리 등, / /․
수치지도기술 기술 축척전환 기술 포맷변환기술Topology(node-link) , ,․
통신기술 유 무선통신기술/․

위치기반
정보생성기술

알고리즘기술 등data fusion․
위치정보관리기술 실시간속성정보 취득기술 이미지분석기술 실시간 관리기술, , DB․

위치기반
정보제공기술

사용자 I/F 차량 보행자 선박 철도 기술, , , , I/F․
표시기술 음성제공기술, 동적정보표시기술 동영상정보표시기술 음성표현기술, ,․

표< 4-9 핵심기술> LBS

출처* : http://www.mic.go.kr

RFID(Radio frequency ID devices)③

는 초소형의 칩을 말하는데 이 는 작은 안테나와 수신기 그리고 고유의 정보RFID , RFID

를 담은 태그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를 읽을 수 있는 기술의 발달과 태그에RF . RFID RF

담을 수 있는 정보량의 증가는 가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증가시키고RFID GIS

있다 표준을 정함에 있어서 의 위치와 데이터 형태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으며 이. RFID RF

러한 노력은 다양한 기기에서 사용될 수 있고 상호 호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견된다.

는 개인이나 차량 기차 선박 등의 정확한 위치 정보를 획득하는데 사용될 수 있으며RFID , ,

를 사용할 수 없는 건물 내의 위치 파악도 가능하게 하고 물체를 쉽게 식별할 수 있으GPS

므로 특정 유동체의 위치 파악이 가능하다.

그림< 4-16 의 에서의 활용> RFID G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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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재된 기능GIS (Embedded GIS functionality)④

는 최근에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경향으로 와 관련이'Embedded GIS functionality' GIS

없는 어플리케이션이나 소프트웨어가 의 객체를 다룰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하는 것을 말GIS

한다 이러한 기능은 풀 패키지를 필요로 하지 않고도 공간분석이나 지리적인 사상에. GIS

대한 쿼리를 할 수 있게 해 준다 가 가능하게 된 원인은 데. 'Embedded GIS functionality'

이터 타입과 프로그래밍 언어 표준화의 진보에 따른 것이며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위한

지리적인 작업이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Embedded GIS

는 지능형 비즈니스functionality'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business

자본관리 업무관리 네트워크intelligence), (financial management), (work management),

분석 및 모델링 환경 모델링(utility network analysis and modeling), (environmental

그리고 많은 종류의 데이터베이스 관리 에 가 사용modeling) (database management) GIS

되어질 수 있게 된다.

그림< 4-17 환경관리에서 내재된> GIS

출처* : http://www.gisdevelopment.net/magazine/years/2006/feb/22_2.htm

디지털 연결성(2) (Digital connectivity)

디지털 연결성의 전체적인 개념과 기술은 근거리 네트워크(Local Area Networks :

원격 네트워크 무선 원격 네트워크LANs), (Wide Area Networks : WANs), (Wireless

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네트워크에 의한 대용량의 지리Wide Area Networks) ,

정보 데이터의 송수신은 디지털 연결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인터넷의 발전은 웹.‧
기반의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G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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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선 네트워크 (Wired Networks and Wireless local/wide area communications)①

전송속도의 증가 비용의 감소 및 유연한 서비스의 제공은 네트워크 이용의 확산을 가져왔,

고 특히 광섬유를 이용한 초고속 네트워크는 네트워크 이용자들을 폭발적으로 증가시켰다 대.

용량의 자료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는 이러한 초고속 네트워크의 필요성이 오래전부터GIS

제기되었었기 때문에 초고속 네트워크의 보급은 이용을 증대시킬 것으로 판단된다GIS .

프로토콜 무선 통신 관리 보안 및 기지국 의WLAN(Wireless LAN) , , (access points)

표준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의 이용자 및 기관의 수가 증가할 것으WLAN

로 판단된다 의 발달은 서버 및 네트워크에 접속하는데 있어서 유연성을 제공할. WLAN GIS

수 있는데 을 이용하면 케이블 없이도 연구실이나 로밍을 통하여 중앙 데이터베이스, WLAN

에 접속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중 서버구축으로 인한 비용과 자료의 복사본을 줄일 수 있어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은 원거리 무선. WWLAN(Wide Wireless LAN)

통신으로서 유비쿼터스를 목표로 하는 세대 통신 과 전송속도 이상의 세대3 (3G) 20Mbps 4

통신 를 가능하게 할 것이며 년 후에는 장소의 구애 없이 가 가능할 것(4G) 5 10 100Mbps∼

이다 이러한 은 어떠한 장소에서든지 초고속 원격통신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WWLAN GIS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수 있게 하고 응급상황이나 원격제어 필요시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

고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어질 것으로 예견된다.

인터넷 발달과 웹서비스 (Internet evolution and web services)②

인터넷의 발달과 더불어 인터넷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웹기반의 의 필요GIS

성이 대두되었다 웹기반의 는 웹상에서 다양한 포맷의 데이터를 송수신하는데 적합한. GIS

웹기반의 프로그래밍 툴과 의 채용 로 인하여 가능하XML , SVGs(Simple Vector Graphics)

게 되었다 또한 지능형 웹 검색엔진의 발달로 인하여 효율적이고 정확하며 빠른 데이터 검.

색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웹 기반의 하부구조 및 프로토콜의 발달은 웹기반의, GIS

발달에 큰 영향을 미쳤다 웹기반 는 좀 더 발전된 툴을 실시간 제공하게 되었고 상용프. GIS

로그램에서 다룰 수 없는 서비스 및 다양한 분야의 포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지리적 서치 툴과 모듈의 발달 및 채용은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웹상에서 지리적 현상GIS

에 대한 서치를 가능하게 하였으며 무선통신의 발달은 이러한 웹 의 발달을 더욱 가속화GIS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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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쿼터스 서비스GIS (Ubiquitous geographic information services : UbiGIS)③

차 사업의 목표는3 NGIS Ubiquitous GIS27)이며 년에 열린 제 회 국제 세미, 2005 10 GIS

나에서도 를 이루기 위한 다양한 분야의 발표가 있었다 국가적 차원뿐 아니라 지자UbiGIS .

체 차원에서도 를 이룩할 수 있는 전략의 구상이 요구되고 있다 는 를UbiGIS . UbiGIS GIS

이용하여 사회를 이루기 위한 것으로 서비스는 이질적인 분산형 환경에서 사Ubiquitous GI

용하기 적합하며 상호작용의 환경에 따라 지원이 가능하고 공동이용이 가능한, SDI(Spatial

에 의하여 제공되는 정보와 기능을 기반으로 현실화 될 수 있기 때문Data Infrastructure)

에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동향(Trend) 상세내용(Explain)

Integration
as a major driving force behind IT, leading to integration of GI․
data and services

Spatial data infrastructure as a fundament for syntactic integration of GI data and services․
The grid

the ongoing integration of computer resources into a universal․
computing infrastructure

Ontology
work on semantic aspects of integration of data and services․
resulting in spatial and domain ontologies

출처 제 회 국제세미나발표자료* : 2005 10 GIS

표< 4-10 유비쿼터스 구축을 위한 기반> GIS

핵심기술개발2) GIS

공간데이터의 수집과 처리(1) (geographic data capture and compilation)

지리정보는 의 기본이 되며 고비용과 시간을 필요로 한다 기존에는 종이지도를 디지GIS .

타이징을 통해 디지털 형태의 자료를 획득하였는데 현재는 이 외에도 지도 스캐닝 및 향a)

상된 디지타이징 기술 직접적으로 데이(map scanning and heads-up digitizing), b) GIS

터로 사용할 수 있는 야외 데이터 수집기술(field data capture with direct input to a GIS

항공 위성사진과 지도를 수집할 수 있는 진보된 기술 및 소프트웨어database), c) ‧
를(advanced techniques and software for aerial image capture and map compilation)

이용하여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게 되었다GIS .

지도 스캐닝 및 향상된 디지타이징 기술은 종이 지도를 디지털 형태의 자료로 변환하는

데 가장 효율적이며 일반적인 방법이다 향상된 스캐닝 하드웨어 기술은 빠르고 높은 해상도.

를 제공하며 벡터 디지타이징에 알맞은 깨끗한 라스터 이미지로 후처리를 지원한다 야외 데.

27) 건설교통부국토연구원 제 차 국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자료, 2005, 3 G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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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 수집기술은 기술에 전적으로 좌우된다 이러한 기술과 기술과 연관된 수GPS . GPS GPS

신 기술 프로세싱 기술 휴대용 컴퓨터 기술은 야외 데이터 수집에 큰 영향을 미쳤다, , . GPS

기술 및 연관기술의 발달은 비용을 감소시켜 주고 정확도를 높여주며 상에서 바로 사용GIS

가능한 데이터를 생성 및 업데이트를 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이러한 기술은 차량이나 항공.

기에 탑재된 모바일을 이용한 야외 데이터를 수집하고 지도화할 수 있게 하였다 항공 위. ‧
성사진은 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데이터이다GIS .

LIDAR and laser imaging①

는 지역의 고도 데이터를 알 수 있는 기술이다 는 정확도와 경사비율에 따LIDAR . LIDAR

른 포인트의 밀도를 정밀하게 하고 고도모델과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는 데이터 처리, 3D

소프트웨어의 개발이 필요하다 를 이용하기 위한 레이져 스캐너는 지형의 세밀. LIDAR 3D

한 모델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를 이용하는 비용 및 시간은 기술의3D , LIDAR

발달과 함께 감소하고 있으며 데이터의 질의 향상으로 인하여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Imagery and image processing②

현재는 고해상의 인공위성 시스템의 발달로 인하여 연구목적에 알맞은 다양한 해상도와

밴드의 데이터를 획득하고 있다 이미지 처리 기술은 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GIS

지리현상에 대한 패턴인식과 선택적 객체 추출 그리고 지도화하는 기술은 개발 중에 있다.

또한 자세한 이미지 분석을 위한 다양한 밴드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Hyper-spectral

를 개발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이미지 데이터 타입과 분석기술의 증가는 환경 모imagery .

니터링과 분석을 위한 목적으로 많이 사용될 것으로 예견된다.

그림< 4-18 인공위성 데이터와 이를 이용한 지도> 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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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otic devices③

로봇 형태의 장치는 인간이 접근하기 힘든 깊은 수심이나 위험한 작업으로부터 인명을

지키고 다양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베터리 기술과 네비게이션 기술 센서기술 컴퓨터. , ,

기술 커뮤니케이션 기술은 매우 상이한 환경에서도 연구에 알맞은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다,

는 장점이 있다 에서 로봇 장치는 지능적인 데이터 수집을 할 수 있으며 특이한 환경조. GIS

건하에서도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공간데이터 관리 및 가시화(2) (geographic data management and visualization)

데이터 구조는 산업 표준과 개방형의 포맷에 맞춰 소프트웨어에 의해 주도되어져 왔GIS

다 현재는 속성 데이터와 함께 공간 분석을 할 수 있는. RDBMS(relational database

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속성을 다룰 수 있는 는 강력하management system) , RDBMS

고 유연하게 지리적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로는. RDBMS Unisys,

등이 있다 는 강력한SDO(Spatial Data Option), SDE(Spatial Database Engine) . RDBMS

데이터 관리 질의기능 향상된 도구 를 지원하고 독점적인 데이터 구조가 아닌 상호, , (tools)

호완이 가능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게 해준다.

데이터의 가시화 는 그래픽 카드나 컬러 모니터 등의 하드웨어와 대용GIS (visualization)

량의 공간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발달하면서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었GIS

다 와 더 나아가 를 이용하여 복잡한 공간 데이터를 분석하고 가시적으로. 2-D 3-D, 4-D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공간현상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차원 데이터 관리 분석 가시화3 , , (3-D data management, analysis and visualization)①

차원 관련 기술은 년대부터 현재까지 차원 지형분석의 차원적 표현에서부3 GIS 1980 3 2

터 차원 지형의 가시화 및 분석시스템을 거쳐 최근 차원 가상도시 단계까지 발전해오고3 3

있다 하지만 현재의 차원 기술은 차원 공간분석 질의처리 등 필수적인 공간분석 기능들. 3 3 ,

을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분석은 향 경사도 고도분석 이외에도 다양한. 3D , ,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비가시적인 지하 시설물 및 지하공간의 표현 및 분석을 가능하게

하므로 이를 분석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이 개발되어야 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적용분야

도 개발되어야 한다 이러한 분야는 가상현실기술 및 시뮬레이션 기술과의 결합으로. 3-D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이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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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9 사례 장소 신두리 사구> 3-D Analysis ( : )

대분류 소분류

차원 지리정보 가시화 컴포넌트3
증강현실 환경 구축 기능․
위상학적 정보구조의 가상도시 구축 기능․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주변장치 제어 인터페이스․

차원 지리정보 관리자 컴포넌트3
차원 지형처리 및 분석 기능3․

입체시설물 및 차원 지형의 다단계 동적 모델링 기능3․

공간 영상처리 컴포넌트

위성센서 모델링 기능․
위성영상의 전처리 보정 기능․
위성영상의 정밀 스네레오 매칭 기능․
영상기반 차원 형상 추출 및 후처리 가공 기능3․

차원 시공간 지리정보 제공자4
컴포넌트

차원 공간데이터 저장 및 검색 기능3․
다차원 지리정보의 유기적 통합 관리 기능․

응용시스템 개발

차원 공간테이타 구축 및 관리 시스템3․
차원 지하시설물 관리 시스템3․

영상기반 차원 정보가공 시스템3․
웹기반 비디오 지리정보 서비스․

표< 4-11 국내 차원 기술 개발 현황> 3 GIS

출처* : http://www.mic.go.kr

Spatial data warehouse②

공간 데이터베이스에 축적된 데이터를 공통의 형식으로 변환하여 일원적으로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말하는 것으로 데이터 중복생성을 막을 수 있고 생성된 데이터의 활용성을

극대화 할 수 있다 또한 데이터베이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복잡하고 용량이 큰 공간 데.

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툴 개발이 용이하며 다양한 데이터 형을 하나의 데이터로 통합할 수

있다 이러한 공간 데이터 웨어하우스에는 데이터의 입력 및 출력이나 분석 방법까지 포함하.

여 조직 내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정보 관리 시스템으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가(RDBMS)

많이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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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전관리 및 시간 GIS (Version management and temporal GIS)③

객체는 공간적인 물리적 장소를 점유하고 있지만 시간적으로 보면 계속 변화하GIS (3D)

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공간적인면 뿐만 아니라 시간적인 변화도 함께 살펴볼 수 있.

는 의 형식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서는 대용량의 데이터를temporal GIS .

다룰 수 있는 하드웨어적인 기술의 뒷받침 이외에도 이를 통계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통계

기술과 이를 모델링하고 실험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에서GIS . 2D

로 또는 로 변환이 자유롭고 데이터 변환시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데이터 포맷과 기3D 4D ,

술의 개발 또한 중요하다.

공간데이터 마이닝 및 질의 도구 (Geographic data mining and search tools)④

의 도입으로 복잡하고 대용량의 데이터를 다양한 질의에 의하여 탐색할 수 있게RDBMS

되었고 따라서 데이터를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소프트웨어의.

발달은 구조화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에 대한 쿼리가 가능하고 새롭고 좀 더 효과적인 정보

필터기능이 개발되고 있다 이용자들은 이러한 쿼리기능이 강력해짐에 따라 다양한 소. GIS

스의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데이터 마이닝은 차 데이터의 공간현상 배열이나. 1

속성들의 경향성을 파악하여 고부가가치의 차 또는 그 이상의 데이터를 도출하는 것을 말2

한다 이러한 데이터 마이닝도 쿼리기능이 향상됨에 따라 더 효율적이고 새로운 데이터를 추.

출할 수 있게 되고 있다.

표준화된 개방형 시스템(3) (standards and open system)

개방형 시스템이란 접근이 쉬우며 데이터와 어플리케이션간 변환이 자유롭고 높은 이식,

성 을 갖으며 이종의 컴퓨팅 플렛폼간 상호 호환이 쉽다는 의미를 가진다 산업(portability) , .

그룹과 정부부처 그리고 독립적으로 표준생성을 하는 기관은 기술 표준을 제정하는 것을 도

움으로서 개방형 시스템의 기초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개방형 시스템을 위한 표준은 하.

드웨어 네트워크 데이터 포맷 콘텐츠 소프트웨어 및 어플리케이션을 포함한 정보산업 전, , , ,

체에 영향을 미친다 표준을 제정하는 기관으로는 과 등이 있으며 이들이. ISO/TC211 OGC

정하는 표준은 지리 정보의 공유와 시스템간의 상호호환을 위한 개방형 환경을 지원한다.

표준화와 더불어 개방형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OSFS(Open Source/Free

이다 는 별도의 비용이나 라이센스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Software) . OSFS GIS

모듈을 상용 프로그램에 컴파일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로의GIS . OS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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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는 다양한 기능의 툴을 제공하고 상업적 프로그램의 개방성과 표준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20> Free software and open source(MapServer)

출처* : http://mapserver.gis.umn.edu

데이터 컨텐츠 및 디자인 템플릿 (Data content standards and design templates)①

와 같은 표준화 기관들에 의해 표준 데이터 포맷과 데이터 컨텐츠는 계속적으ISO, OGC

로 발전하고 있다 표준화와 템플릿은 디자인과 데이터가 가지고 있어야 할 기본적인 정보의.

구성을 알려주기 때문에 높은 상호 호환성 유효성 접근성 통합성을 가질 수 있고 정보의, , ,

누락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이용자들에게 지리정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이용을 증대시킬 수 있다.

개방형 소스 소프트웨어 (Open source software)②

개방형 소스 소프트웨어는 다양한 기능의 툴을 제공하고 상업적 프로그램의 개방성과 표

준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플랫폼은 사의 윈도우즈가 우세하겠지만 웹 서비스를. OS MS

기반으로 하는 분야에서는 리눅스가 주류를 이룰 것이며 개방형 데이터베이스가 주류를GIS

이루면서 상용 프로그램에서도 이를 이용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개방형 소스는 업계에. GIS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본다면 상업적 상품의 발달을 가져와 한층 업

그레이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용자에게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을 부과함으로써.

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이용자의 수를 증가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GIS .

웹기반의 표준GIS (Web-based GIS standards)③

의 웹 서비스 표준이나OGC WSI(Web Services Interoperability), W3C(Worldwide

는 표준에 기반을 둔 소프트웨어와 어플리케이션의 기술적 내용을Web Consortium) GIS



발전동향 및 해외도시 동향분석IV. GIS

- 147 -

제공한다 처리방식에 있어서는 전송부하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클라이언트와 서버의 컴퓨팅.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지능형의 혼합방식 기술개발이 필요하며 데이터 포맷에 있어,

서는 전송속도에서 유리하고 객체선택이 가능하지만 자료처리가 간단하고 용량이 작은 진보

된 벡터방식의 개발이 필요하게 된다 지리 데이터의 모든 형식을 관리할 수 있는 과. XML

은 다양한 형태의 지리 데이터를 변환할 수 있다 이GML(Geography Mark-up Language) .

러한 개방형 소스와 언어의 지속적인 발달은 웹기반 어플리케이션의 발달을 가져올 것이다.

관련 표준화동향4.2.2 GIS

앞으로 다가오는 정보화 사회에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정보처리 및 운영능력이 대

단히 중요하며 지리정보는 정보화 사회에서 중요한 간접자본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국가.

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지리정보의 호환 공유 유통 등을 포함한 지리정보의 활용이GIS , ,

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리정보의 표준화가 시급한 실정이며GIS 28) 서,

울시에서도 유관기관과의 협업 구청과의 협업 그리고 서울시 업무부서별로 추진되는, , GIS

의 원활한 공동 활용을 위해서는 표준화에 대한 고민이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리정보 기술의 표준화는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표준화 활동

은 국제 표준화 기구인 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에서는 세계 각국에서 참여한ISO . ISO

전문가를 중심으로 표준화 제정 활동이 진행해오고 있고 산업체 컨소시엄인 OGC(Open

가 와 함께 국제 표준 제정에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국내에서도GIS Consortium) ISO .

국제 표준화 활동에 대응하여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한국 정보통신 기술협회 등 여, (TTA)

러 기관에서 관련 분야의 국내 표준 제정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국제 표준화 동향1)

(1) ISO/TC211

국제 표준화 기구 는 년 표준(ISO :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 1994 GIS

기술위원회 를 구성하여 표준화 활동을 추진하고 있(Technical Committee 211 / TC211)

다 공식명칭은 로서 은 수치화된 지리정보. Geographic Information/Geomatics ISO/TC211

분야의 표준화를 위한 기술 위원회이다 이 기술 위원회는 표준화를 통해 지리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거나 지리정보를 다루는 컴퓨터 시스템간의 상호운용성

을 확보하여 지리정보의 접근성 통합성을 증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interoperability) .

28) 문상호 등 의 표준 인터페이스 구성 요소의 분석, 1997, ISO/TC211 GIS
(http://www.kisi.or.kr/materials/ogis1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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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Geographic Information 

•Spatial reference 
•Temporal reference 
•Spatial properties 
•Spatial operations 
•Topology 
•Quality 
•… ……... 

Data
Administration

•Cataloguing
•Spatial reference 
•Descriptive reference 
•Quality
•Quality evaluation
  procedures
•Metadata

Data Models
& Operators

•Spatial schema
•Temporal schema
•Spatial operators
•Rules for application
  schema

Geographic Information
Services

•Positioning services
•Portrayal
•Services
•Encoding

Information Technology 

• Open Systems Environment (OSE) 
• Information Technology Services 
• Open Distributed Processing (ODP)
• Conceptual Schema Languages (CSL)
• …………………………. 

Profile

Fun

Framework and Reference Model

 Reference Model, Overview 
 Conceptual schema language, 

 Terminology, Conformance and testing

그림< 4-21 에서의 지리정보와 정보기술의 통합> ISO 15046

출처* : http://www.iso.org

목적․
지리정보의 이해와 사용을 증대-

지리정보를 이용하는 컴퓨터 시스템간의 상호운용성을 통해 이들의 유효성 접근성- , ,

통합성 공유 증대,

지구촌의 생태 및 생활환경 문제에 대한 통합적인 대처방안 마련에 기여-

지역의 범위에 관계없이 지리적 기반시설의 설립의 용이성 증대-

지리정보의 사용분야에서 기술적 발전의 지속성에 기여-

업무수행․
지리정보 수치화 분야에 대한 표준화 작업-

지구와 관련된 위치와 간접적으로 연관된 위치에 대한 객체나 현상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표준 마련

이러한 표준들은 지리적 정보 방법 도구 획득 처리 분석 접근 제공 그리고 변- , , , , , , ,

환과 같은 데이터 서비스에 대해 다른 사용자나 시스템 간에 제공되는 형식을 서술

표준화 작업은 지리적인 데이터를 이용하는 폭넓은 응용분야의 발전을 위한 기반구-

조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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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
Group

표준화 내용
Working
Group

표준화 내용

WG1
기본구조 및
참조모형

Reference model
WG5 Profiles

WG6
이미지

Reference model part 2 : imagery

Conceptual schema language
Metadata part 2 : extensions for
imagery and gridded data

Terminology
Imagery, gridded and coverage
and framework

Conformance and testing
Sensor and data models for
imagery and gridded data

Imagery and gridded data

WG7
정보커뮤니티

Functional standards
Imagery and gridded data
components

Qualifications and certification of
personnel

Standard representation of latitude,
longitude and altitude for
geographic point locations

Profile-FACC data dictionary

Standard representation of latitude,
longitude and altitude for
geographic point locations

Generally used profiles of the
spatial schema and other schemas

WG2
공간데이터

모형 및 연산자

Spatial schema Metadata - XML schema

Temporal schema

WG8
위치기반서비스

Location based services -
reference model

Rules for application schema
location based services tracking
and navigation

Schema coverage geometry and
function

Multimodal LBS for routing and
navigation

WG3
공간데이터

관리

Feature cataloging methodology

WG9
정보관리

Geodetic codes and parameters
Spatial reference by coordinates Data product specifications
Spatial reference by
coordinates(revision of ISO
19111:2003)

Procedures of registration of
geographic information items

Spatial referencing by geographic
identifiers

data quality measures

Quality principles
Geographic information series of
standards for harmonization
enhancements

Quality evaluation procedures
Directly
under TC

Schema moving feature
Metadata Web feature service

WG4
공간서비스

Positioning services Filter encoding
Portrayal
Encoding
Services
Simple feature access-common
architecture
Simple feature access-SQL option
Simple feature access-COM/OLE
option
Web map server interface
Geography Makeup
Language(GML)

표< 4-12 의 별 표준문서> ISO/TC 211 Working group

출처* : http://www.opengeospatial.org/projects/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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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GC(OpenGIS Consortium)

는 년 월에 상호운용 이 가능한 공간 정보 처리를 위해 새로OGC 1994 8 (interoperability)

운 기술적 산업적 표준을 제정하고자 관련 기관 학계 그리고 민간 기업이 설립한 비영, GIS ,

리 단체이다 는 공식적인 표준화 기관은 아니지만 산업계 중심의 국제 협의회의 성격. OGC

을 가지고 있다 는 현업에서 발생되는 와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주안점을 두. OGC GIS

고 있어 지리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나 소프트웨어 개발 등 세계 각국의 업계가 수용할GIS

수 있는 사양을 중심으로 표준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의 경우 국제 표준 관련 기구. OGC

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표준 개발 결과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표

준화 제정을 고려하고 있다.

그림< 4-22 조직과 공간자료를 처리하기 위한 프로그램> OGC 3-step

출처* : http://www.opengeospatial.org/ogc/programs

의 표준은 지리정보 데이터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명세를 개발하는 것OGC

으로 분산 환경을 모두 고려한 미들웨어 인터페이스의 개념설명서(Abstract specification)

와 인증된 상호운용 제품의 개발보급을 위해서 분산환경에 적용 가능한 구현설명서

를 작성하여 보급하고 있다 구현설명서 중에서 최종(Implementation specification) .

설명서로 정의되고 있다OpenG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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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GIS abstract specification
(http://www.opengeospatial.org/standards/as)

OpenGIS specificationⓇ
(http://www.opengeospatial.org/standards)

Topic 0 - Overview Catalogue service

Topic 1 - Feature geometry Coordinate transformation

Topic 2 - Spatial reference by coordinates Filter encoding

Topic 3 - Locational geometry structures Geographic objects

Topic 4 - stored functions and interpolation Geography markup language

Topic 5 - Features GML in JPEG 2000

Topic 6 - The coverage type Grid coverage service

Topic 7 - Earth imagery Location services(OpenLS)

Topic 8 - Relationship between features Simple feature access 1

Topic 10 - Feature collections Simple feature access 2

Topic 11 - Metadata Simple features CORBA

Topic 12 - The OpenGIS service architecture Simple features OLE/COM

Topic 13 - Catalog services Styled layer descriptor
Topic 14 - Semantics and information
communities

Web coverage service

Topic 15 - Image exploitation services Web feature service

Topic 16 - Image coordinate transformation services Web map context

Topic 17 - Location based mobile services Web mapping service

Topic domain 1 - Telecommunications domain Web service common

출처* : http://www.opengeospatial.org

표< 4-13> OpenGIS specification of OGC

과 의(3) ISO/TC211 OGC Partnership

과 는 표준을 통해 다양한 업체의 소프트웨어에서 지리공간 데이터ISO/TC211 OGC GIS

를 공유하고 일련의 작업을 교류하려는 공통의 목적을 가진 국제기관이다 따라서 관련 전문.

인력의 공유를 비롯한 유사한 작업환경을 토대로 각각의 표준화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이 두 표준화 기관은 협력 작업과정 중 중복되는 표준화 활동을 줄이기 위.

하여 서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보다 폭 넓고 유용한 해결책을 도출하여 국제표준안을 만들

고 있다.

이러한 파트너쉽에 기반한 표준화 활동은 기존의 회원 업체들에서 출시된 소프트웨어가

양측의 표준안을 자연스럽게 채택하여 상호운용성이라는 목적을 실현할 수 있으며 표준안의,

채택을 위한 테스트 과정과 개발 과정을 공유함으로서 표준화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비용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유동적인 시장현황을 의 회원 업체를 통해 획득하고 이를. , OGC

반영한 의 표준화 활동을 유지할 수 있고 인터페이스 기반의 컴포넌트들의ISO ,

기법을 적용할 수 있다 양측의 표준안의 교류로 인해 이용자들은 모plug-and-play . GIS

두 동일한 환경에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분야에서 국제적 표준안의 우수한 결과를, GIS

얻을 수 있는 기반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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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표준화 동향2)

현재 지리정보와 관련되는 표준화 체계는 국가표준체계인 한국산업표준 체계와 정보(KS)

통신 체계로서 전자는 산업자원(Korean Institute of Communication and Sciences, KICS)

부가 주관하는 국가표준으로 국제표준기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후자는 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국가표준이다 산업자원부가 주관하는 표준은 산업자원부 소속기관인 기술표준. KS

원이 국제표준화기구인 의 국가 대표기관으로 활동하면서 국제표준을 국내 표준화하고ISO

있다 정보통신 관련 표준은 정보통신부 주관의 정보통신 표준 체계에 따라 개발되며 심의. ,

절차를 거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elecommunication Technology Association, TTA)

의 단체 표준으로 제정된다 이 단체 표준 중 국가적 중요도가 높은 표준은 한국정보통신표.

준 으로 상정된다(KICS) .

표준(1) TTA

국내 표준화는 국가 및 공공 사업의 효율적 지원과 성공을 목적으로 정보통신부GIS GIS

가 국가 표준화 분과를 주관하고 있으며 실무적인 운영은 한국정보사회진흥원에서 담GIS ,

당하고 있다 기술위원회 는 산하에 기반정보 정보서비스 기반기술 해양정보. NGIS (TC12) , , ,

의 개연구원을 통해 국가 기반정보의 구축 및 관리 공간정보의 원활한 유통 및 활용 관련4 , ,

기반기술 및 해양정보 분야의 표준개발 및 심의 표준화계획 수립 국제표준화 동향 분석 등, ,

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표준(2) KS

표준안을 검토하고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등의 역할을 통하여 의 국제ISO ISO TC211

표준화 활동에 일차적으로 대응하고 지리정보와 관련된 한국산업표준 을 심의하는 것이(KS)

다 현재 의 표준 형태로는 제품표준 방법표준 전달표준으로 분류되는데 현재 관련. KS , , GIS

표준은 표준형태로는 전달표준으로 분류되며 산업표준 개로 나눠지는 분류체계 가운데는, 16

정보산업분야로 분류되어 있다.

표준과 표준의 파트너쉽(3) TTA KS

표준과 표준은 주무부서가 다르고 다루는 분야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TTA KS

의 표준화를 다루는 것이므로 두 기관사이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이러한 협조는 표GIS .

준화하는데 있어서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종합적이고 국제 수준에 맞는 표준안을 생

성할 수 있으며 이용자들이 두 표준 사이에서 혼동을 일으키지 않고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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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표준화 제정에 있어서도 두 기관의 협조체계를 공.

고히 하여야겠고 지금까지 제정된 표준화에 대한 검토를 하여 중복여부를 확인하고 국제 수

준에 이를 수 있는 표준안을 만들어야 한다.

주요 분야별 발전동향4.3 GIS

구축동향4.3.1 Enterprise GIS

개요1)

엔터프라이즈 는 년대 초반부터 등장한 용어로 다수의 사용자를 효과적으로GIS 1990 GIS

지원하기 위해 전사적 접근 을 통해 데이터 수집 정보 공유 부서간 상(Enterprise approach) , ,

호협력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엔터프라이즈.

는 부서의 업무용 시스템 에서 관리되는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GIS (Business critical system)

는 정보 인프라로 바꾸고 이러한 정보인프라들을 조직의 표준 규정 프로토콜 절차에 따라 통, , ,

합하여 다른 부서뿐 아니라 시민들도 사용할 수 있는 기반으로 재정비한다 그림( 4-23).

그림< 4-23 엔터프라이즈 의 주요 개념> GIS

출처* : ESRI white paper, 2003

엔터프라이즈 를 구현하기 위한 통합 개념들은 정보 기술 변화와 더불어 조금씩 변화GIS

하고 있다 년대 초반 파일기반의 데이터를 각 부서에서 공유하여 사용하여 오다. 1990 G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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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년대 중반 이후 데이터베이스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데이터들을 에서 관1990 GIS DBMS

리하고 이들을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년대 중반 이후. , 2000

이기종 시스템간의 효과적인 상호 운영과 데스크탑 뿐 아니라 핸드폰 와 같은 이기PC , PDA

종 플랫폼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요구가 증대하면서 정보시스템간의 약결합에 기반한 통합환

경을 지향하게 되었다 시기별 엔터프라이즈 의 개념을 정리한 것은 표 와 같다. GIS < 4-14> .

시기 핵심 기술 운영환경

년대 초반1990
중반∼

파일 데이터베이스 사용자가 파일을:․
공유

파일기반의 데이터 파일 를GIS (ex. shp )․
다중사용자 환경에서 운영

년대 중반1990
년대 초반2000∼

데이터베이스 에 의한DBMS : DBMS․
데이터 공유GIS

에 의해 저장 관리되는 데이DBMS / GIS․
터를 다중 사용자 환경에서 운영

년대 중반2000 ∼
서비스 지향 서비스 지향적 아키텍처:․
에 의한 온디맨드 공유(on-demand)

약결합에 의한 정보시스템간 통합 환경․

출처 최규성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의 역할 서울시정개발연구원 특강 자료* : , 2006, GIS ,

표< 4-14 를 위한 기술적 개념 변화> Enterprise GIS

기존 엔터프라이즈 에서는 유저 또는 클라이언트 들이 서버에 강하게 종속되어 해당GIS ( )

서버의 특성에 따라야만 하였으나 최근에는 약결합의 형태로 정보시스템들이 결합되면서 다,

양한 사용자 계층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사용자들은 부서내의 사용자 데스크탑 사. , GIS

용자 웹브라우저등을 이용한 일반적인 사용자 임베디드 사용자 인터넷을 이용한 일반 시, , ,

민들로 구분된다 부서내의 사용자와 같이 전문적인 사용자를 제외한 다른 사용자들은.

를 통해 허락된 데이터만을 접근할 수 있다 엔터프라이즈publishing/Access/shared Apps. .

웨어하우스가 포함된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의 구성도는 그림 와 같다GIS < 4-24> .

그림< 4-24 엔터프라이즈차원의 시스템 아키텍처 엔터프라이즈 웨어하우스 포함> ( GIS )

출처* : ESRI white paper, 2003



발전동향 및 해외도시 동향분석IV. GIS

- 155 -

엔터프라이즈 웨어하우스에서 공유되는 데이터는 다른 부서에서 공통적으GIS (shared)

로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의미한다 공유되는 데이터는 를 통해 각 부서에서 수집하지. DBMS

않고 자동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그림 은 부서 사용자와 데이터베이스간의 자. < 4-25> GIS

료 교환 방법을 설명한 내용인데 통합데이터베이스에서는 데이터베이스의 표준과 메타데이,

터만을 중앙집중형으로 관리하고 실제 데이터들은 분산되어 관리된다.

그림< 4-25 공유 데이터 관리>

출처* : ESRI white paper, 2003

이기종 플랫폼 시스템 사용자들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엔터프라이즈 의 아/ GIServer

키텍처는 그림 과 같다 엔터프라이즈 에서는 지도화와 공간분석등의 기능< 4-26> . GIServer

을 포함하는데 엔터프라이즈 는 단일 공유시스템으로 다양한 사용자 계층을 지원, GIServer

한다 클라이언트와 클라이언트는 기능의 분산 정도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다. Thin Thick

그림 클라이언트는 웹브라우저나 모바일 클라이언트를 클라이언트(< 4-27>). Thin , Thick

는 데스크탑 클라이언트를 예로 들수 있다 즉 서버쪽 에서 프로세싱과 렌더링. , (Thick) GIS

까지 수행하고 클라이언트쪽 에서 단순 브라우징만 하는 경우와 서버쪽 에서(Thin) (Thin)

프로세싱을 수행하고 클라이언트쪽 에서 랜더링부터 수행하는 경우로 나뉘어진GIS (Thick)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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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6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 GIServer

출처* : ESRI white paper, 2003, Enterprise Geographic Information Severs

User Agent

Rendering

Geo-Processing

Data Source

Th
ic

k
Th

in

Th
ic

k
Th

in
Client

Server

그림< 4-27> Thin vs Thick client servers

출처* : Dr Alias Abdul Rahman, 2006

최근 웹서비스의 등장과 함께 다수의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시스템간의 상호운영

에 대한 접근도 데이터 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림(interoperability) . <

과 같이 각 시스템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만을 통합하는 단계에서 를 통해4-30> GIS server

기능을 통합하는 단계로 진화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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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rsion

Direct Read 
(API)

DBMS 
Integration

Web 
Services

GIS
Server

XML/SOAPXML/SOAPXML/SOAPXML/SOAP

그림< 4-28 데이터 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출처* : David Arctur et al. , 2005

엔터프라이즈 구축 사례2) GIS

국내외 엔터프라이즈 구축 사례를 살펴보면 표 데이터의 전사적 공유GIS (< 4-15>), GIS

를 통하여 비용절감과 업무효율성을 증대시킨 점을 공통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구분 대상 주요 내용

New York
카운티Nassau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 변환하여 단일 데이터베이스로 통합GIS․
하부조직과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다양한 사용자가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대규모 데이터 공유 방안 제시․

캘리포니아 San
Diego GIS

중앙집중식 공통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음 중앙집중식 공통 데이터베이스는 분산.․
된 데이터에 의하여 유지관리됨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공통데이터베이스 개발함․
공통데이터베이스의 활용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전역에 걸쳐․
광역네트워크를 구성함

City of Anaheim,
California

중앙조직에서 총괄 관리하는 통합 데이터를 구축함.․
이를 통하여 중복 관리하는 데이터를 현격하게 줄임․

City of Nice,
France

중앙집중 관리하는 데이터를 구축함․

공공
분야

미국 오레곤주
City of Portland

를 개발하여 시스템 표준 정책 절차등의 를 구EGH(Enterprise GIS Hub) , , , EGH․
축하기 위한 전반적인 프레임워크를 설계함

종합적인 시스템 구축 단일 소프트웨어 플랫폼- (Comprehensive system) , ,
접근 창구 기반one-stop , web

중복데이터 감소와 데이터 유지관리 비용 감소․
아이슬란드

Land Information
System of
Reykjavik

중앙집중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는 분산된 데이터베이스에서 유지관리함,․
데이터 활용 기관 : schools, emergency services, advertising agencies, and․
contractors
통합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하여 부서별로 펀드를 출자하고 민간기업의 펀․
드도 지원받음

미국 플로리다주
St. Johns River

Water
Management

District

통합된 데이터와 표준화된 시스템을 구축함GIS .․
비공간데이터를 활용하는 업무담당자들도 자신의 업무에서 공간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표< 4-15 엔터프라이즈 구축 사례> G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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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대상 주요 내용

Washington, D.C.
정보시스템내에서 상호 연동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데이터의 현시성과GIS , GIS․
정확성을 확보하는 방법론을 만듦
웹기반의 를 구축함으로써 시민들의 접근성을 향상시킴DC atlas․

미국 오하이오주
City of

Westerville

지방정부의 기반정보로써 모든 지역을 연계하는 엔터프라이즈 구축함GIS․
구축된 데이터는 범죄정보 분석과 학군 설정시 활용․

미국 일리노이주
Cook County

필지자료를 이용하는 내부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시민의 정보 접근 서비스를,․
개선함 의 시스템 구조. Three tier

미국 네바다주
Las Vegas Wash

Coordination
Committee

수자원관리시 와 를 결합GIS RS․
항공사진에서 취득되는 데이터는 팀원과 다른 기관 시민들과 공유되며 이들이 접, ,․
근하기 쉽도록 웹 기반으로 작성됨

NASA
Langley
Research

의Center
Facilities

Management

수립Web-based Facilities Master Plan(FMP)․
공간 데이터와 비공간 데이터를 통합하여 공간데이터베이스 에서 관리하(ex. SDE)․
며 전사적 접근이 가능하게 됨,
웹을 기반으로 데이터베이스뿐 아니라 대화형 맵 공간질의등의 기능등을 통합함,․

미국 오클라호마시
Water/Wastewate

r

데이터는 설계 수준의 정확도를 가짐Oklahoma (engineering design)․
계획수립이나 일반적인 분석뿐 아니라 조직내에서 설계까지 수행하는 애플리케이,․
션에 대한 요구가 있었음.

에서 로 진화Coverage-based GIS Oracle-based GIS․
공공
분야

미국 펜실베니아주
Turnpike

Commission,
Transportation

유료도로 관리를 위하여 기술을 이용한(Turnpike) GIS EIS(Executive․
개발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는 데이터 지도 영상등의 데이터 통합 단일 접속창구 데이터 공유의 기반이EIS ( , ) , ,․
됨

미국 샌프란시스코
Public Utilities
Commission,
Watershed
Management

유역관리계획 을 수립하고 환경데이터를 신속하게(watershed management plan) ,․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유역을 분석하기 위한 기본적인 데이터 구축이 필요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주요데,․
이터와 부가적인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등록함 이러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생태자.
원 화재위험 불안정한 경사 문화자원 수질분야의 취약도, , , , (vulnerability maps)
를 작성함

필라델피아
City of

philadelphia

시에서 중앙집중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온라인상에서 시민에게 제공하여 시민들,․
의 의견수렴과 동시에 시민들이 자신의 의견에 대한 결과를 인터랙티브하게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미국인디애나주
City of

Indianapolis

엔터프라이즈 로 진화GIS․
와 시스템을 통합함 과 기능을 웹서비스로GIS CRM . Geocoding point-in-polygon․

제공함

미국 텍사스주
CenterPoint

Energy

중앙조직에서 총괄 관리하는 통합 데이터를 구축하고 사용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인터페이스로 구축함
엔터프라이즈 의 대상은 응용프로그램 데이터모델 업무처리절차등임GIS , ,․
엔터프라이즈 구축을 통하여 데이터 유지관리비용 감소와 데이터통합 수준의GIS․
증가 효과를 얻었음

민간
분야

벨기에 Pidpa

수자원관리 데이터를 이용하여 을 구축하여 전사적 차원에서 이용Seamless Map․
할 수 있도록 함

편집기능과 와 같은 비 시스템들과 연계하는GIS ERP, CIS, SCDA GIS GeoLink․
를 개발함

Sears Product
Repair Services

세계적인 가전업체인 는 최적배달경로와 배달시간 감소를 위해 엔터프라이즈Sears․
를 도입하였음GIS

베네주엘라
Petroleum

웨어하우스의 데이터를 재조직하지 않은 채로 통합된 데이터를 연계한 사례임․
지도와 석유관련데이터를 통합하고 이들을 분석하고 가시화하기 위한 툴을 개발함․

표 엔터프라이즈 구축 사례 계속< 4-15> G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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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ity of Indianapolis, Indiana29)

인디애나폴리스는 년부터 를 구축하였고 전사적 차원의 시스템 으로1986 GIS (IndyGIS)

진화하였다 는 여개의 데이터 레이어를 명 이상의 사용자에게 제공하. IndyGIS 150 500 GIS

고 있었다 시에서는 시민들의 요구 예 도로의 움푹 패인 곳 보수 눈 치우기 구역위반 떠. ( : , , ,

돌이 동물 쓰레기 수거등 를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높아지면서 기존에 구축되어 있, ) ,

는 시스템과 민원 고충 처리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연동하였다IndyGIS CRM .

를 갖고 있는 시스템과 를 통합하여 주소를 이MAD(Master Address Database) CRM GIS

용한 지오코딩 과 기법을 이용한 공간 분석 기능을(geocoding) point-in-polygon

를 이용하여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다SOAP/XML Web service .

Problem address

Service Request Detail

Service Request Detail

그림< 4-29 와 시스템 연계> Enterprise geodatabase CRM

29) http://www.esri.com/library/fliers/pdfs/cs-indianapolis.pdf․
Richard L. Petrecca et al, Enterprise GIS integration in indianapolis : An Evolving, cutting-Edge․
Solution, IndyGIS Staff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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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0 아키텍처> IndyGIS

그 결과 시민의 요구와 불만사항을 지역별로 조회하고 분석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의사결,

정자들은 지역별 재원할당을 위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시민들의 동,

일 민원처리를 위한 업무처리 시간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2) City of Philadelphia : Matching Business needs with Philadelphia assets30)

필라델피아에서는 시장이 지역개발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라는 온라인 툴을 개발하였다 공간분MOIS(Mayor Office's Information Services) .

석 회사 대학 비영리기관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는 시민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 , Avenicia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복잡한 매커니즘은 숨기고 시민이 이해하고 사용하기

편한 웹기반 시스템인 를 구축하였다 는 도시재개발 사업에서 시민들이 중요하MOIS . MOIS

게 여기는 기준 예 통근노선과의 근접성 업무구역과의 선호등 과 우선순위등의 의견을 수( : , )

렴하며 사용자의 선호와 비선호에 의한 공간의사결정의 결과를 실시간 지도로 생성하여 기,

준에 부합하는 지역을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시에서는 시민 입장에서 만들어진 기준.

과 결과물들을 온라인 도구를 통해 접근할 수 있었으며 프로세싱과 분석 기능을 중앙, GIS

에서 통합하여 웹서비스로 제공함으로써 데이터와 인프라에 대한 투자효과를 기대할GIS IT

수 있었다.

30) http://www.esri.com/library/fliers/pdfs/cs-philadelphia-pa.pdf․
http://www.phila.gov/mois/press/multimedia/pdfs/GIS_CCAP_Presentation_rev_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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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1 웹기반의 의사결정 기준 정의와 우선순위 부여>

그림< 4-32 기준에 기반한 의사결정도 제작 중앙집중된 서버의 데이터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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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3 기준에 기반한 의사결정도 제작>

(3) Washington, D.C 31)

워싱턴 에서는 를 중심으로 와DC OCTO(Office of the Chief Technology Officer) GIS

정보시스템들을 통합하고자 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중이다 는 내의 등록된 회. DCGIS DC

사나 건축허가 건물검사등의 내용을 지도화하여 자산 정보를 관리하는 부분과 커뮤니케이션

센터에서 요청되는 서비스를 지도화하거나 분석하는 역할로 구분된다 지도화는 라. DC atlas

는 웹기반 프로그램에서 수행되며 사용자들이 쉽게 접근 할 수 있다 그림 는. < 4-34>

의 시스템 다이어그램이다OCTO GIS .

워싱턴 의 에서는 정보시스템내에서 상호 연동하는 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DC OCTO GIS

부서간의 업무를 협력하고 조정할 수 있는 수단으로 를 사용하였으며 데이터의 현GIS , GIS

시성과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론을 만들고 시민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31) http://www.esri.com/library/fliers/pdfs/washington-dc.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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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4 시스템 다이어그램> OCTO DC GIS

(4) Pidpa :GIS Makes Enterprise Data Available through a Seamless Map32)

는 지역에 백만명 이상의 지역주민들에게 식수를 공급하고 있는 벨기에Pidapa 2.581㎢

의 식수 공급자이다 식수 공급과정에서 지하수를 이용한 경우에는 주의깊은 관리가 필요하.

며 관망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배달될 때까지 순도를 유지하여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

는 개의 개의 이상의Pidpa 26 water production center, 62 water tower, 12,000 water㎞

의 기반시설을 관리하고 있었으며 이들이 장 이상의 라스터 이미지로 구축되어main , 3,000

있어 이들을 효과적으로 공유하고 저장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 피드파는 우선 종이나.

마이크로 필름으로 보관되어 있어 갱신하기 어려운 종이기반의 지도들을 디지털 맵으로 전

환하고 년차별 계획으로 벡터화하면서 을 만들었다, hybrid seamless map . Seamless map

은 사용자 편의성이 높은 브라우저 환경하에서 하나의 통합 데이터 셋으로 이용되었다.

는 또한 시스템과 기존의 조직에서 운영되고 있던Pidpa GIS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CIS(Customer Information System), SCDA(Supervisory control and data

등의 시스템들을 통합하였다 기존에 개발된 시스템들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acquisition) . , ,

가 모두 다른 상황에서 에서는 시스템간의 연계를 위하여 라는 시스템 연GUI pidpa GeoLink

계 를 개발하였다 여러 시스템들을 통합하는 복잡한 매커니즘이 사용되었지만 사용자API . ,

32) http://www.esri.com/library/fliers/pdfs/cs-pidpa.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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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복잡한 통합매커니즘 대신 공통적이고 친숙한 시스템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데이GIS

터에 쉽게 접근하고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림< 4-35 상수망을 관리하는 웹기반 프로그램>

는 데이터 구축과 엔터프라이즈 공유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도편집시간과 수계망Pidpa ,

데이터 검색에 소요되는 시간을 씩 감소시켰다 또한 을 구축함으로써30% . , Seamless Map

가장자리를 연결하는 어려움을 제공하고 전자데이터활용을 강제화함으로써 종이지도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되었으며 전자데이터들은 외부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

대구광역시 공간정보통합시스템(5) 33)

대구광역시는 수치지형도와 각 부서의 업무에서 관리되는 공간 데이터들을 통합 관리하

고자 공간정보통합시스템 구축 사업을 수행하였다 수치지형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

여 레이어 책임 담당제를 도입하여 해당 레이어와 가장 관련있는 업무 담당자에게 레이어

유지관리 업무를 부여하여 수치지형도의 최신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단위업무시스템에서 관. ,

리되는 자료들은 자료교환 서버와 시스템 연계를 통하여 통합 서버에서 관리하도록 하고DB ,

대시민용 공동활용 를 생성하여 시민들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공간정보 편집기능DB .

을 점 선 면으로 단순화하여 그에 따른 편집규칙을 작성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 .

33) 대구광역시 공간정보통합시스템 구축사업 최종보고서,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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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6 공간정보통합시스템 업무분석도>

그림< 4-37 통합 편집시스템의 흐름> DB

시사점3)

를 지향하는 국내 외 도시의 국축사례를 통해 도출된 시사점을 정리하Enterprise GIS ·

면 다음과 같다.

첫째 데이터 표준과 메타데이터등을 중앙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데이터의 갱신과 현시성,

확보에 중심을 두고 있었다 부서별로 분산관리되고 있는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유지하기 위.

하여 물리적으로 하나의 장소에 데이터를 통합하지는 않으나 중앙에서는 데이터 유지관리에

관한 권한과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들을 동기화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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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정보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통합의 대상이 데이터에서 서비스로 확장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워싱턴 나 와 같이 시스템간 통합을 위하여 기존 시스템들을 연계하는. DC Pidpa

를 구현한 사례를 살펴볼 수 있었다 기존에 논의되어 오던 기능의 통합이 컴포넌트 기API .

술과 웹기반의 기술등과 결합하여 서비스로 진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인디애나폴XML .

리스의 의 예와 같이 웹서비스를 통하여 서버와 클라이언트간의 결합도를 약화시킴IndyGIS

으로써 이기종 시스템간의 상호운영성의 기반을 마련한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셋째 사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 증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이러한 예로 통합, .

을 위한 복잡한 매커니즘은 뒤로 숨긴 채로 사용자들은 공통적이면서도 사용하기 편리한 환

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서버쪽에서 프로세싱과 기능들을 구현함으로써 클라이언트의. GIS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넷째 엔터프라이즈 의 영역 확장으로 도시계획 지적 건축과 같은 공간자료를 다루, GIS , , ,

는 부서뿐 아니라 와 같이 공간자료를 단순 참조하는 영역까지 통합하는 경CRM, CIS, ERP

향을 보이고 있다.

4.3.2 PPGIS (Public Participation GIS)

개요1)

최근 공간 계획과 주민 참여가 통합되면서 의 공간에 대한 시각화와 분석 능력이 중GIS

요해지고 있다 는 공간적인 접근과 의 시각적인 면에 기인하여 계획과정에 보다. PPGIS GIS

많은 참여자들을 이끌어 공간적인 이슈에 대해 말해지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34) 맵은.

참여자들의 관계에 신뢰를 주며 상호간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

미국 내 커뮤니티의 활동은 소규모 지역의 어느 한 조직에서 데이터를 모으는 활동GIS

이라 말하고 있는데 이상적인 는 주변 지역의 거주자가 스스로 공간 데이터를 수집, PPGIS

하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에 대한 사용은 미네폴리스와 세인트 폴에서, GIS . GIS

먼저 시작되었으며 미국내 관련 기관은 총 개 비영리조직 대학연구소 제휴, PPGIS 65 ( : 30, :

정부조직 개인회사 로 개 도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조사된 바 있다18, : 15, : 2) , 40 35).

미국 내 커뮤니티 조직에서 를 활용모델은 미네폴리스와 세인트 폴에서의 경험을 기GIS

반으로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표 그러나 커뮤니티 조직에서 를 활용하기6 (< 4-16>). , GIS

34) Marc Schlossberg and Elliot Shuford, 2005, "Delineating "Public" and "Participation" in PPGIS, URISA Journal,
Vol.16,No.2.

35) William J.Craig, Trevor M.Harri and Daniel Weiner, 2002, Community Participation and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 Taylor&Franc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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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 한가지 모델만을 채택하는 것은 아니다.

커뮤니티에 기반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Community-based (in house) GIS :․
와 데이터베이스를 커뮤니티 조직이 구축함 체제는 원데이터in-house GIS . in-house

소스를 그들 지역에 맞게 변형하기 때문에 커뮤니티의 구체적인 욕구에 맞출 수가 있

으며 조직원들과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주변지역을 답사 다니지 않아도 정보에 직접적,

으로 접근이 가능함 주변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때 가 중요. , in-house GIS

한 책임자가 되기도 하며 주변지역 거주자들이 서로 다른 협의사항에 대해 책임을 가,

진다는 뜻도 내포하고 있음.

대학 커뮤니티간 파트너쉽 대학의 강의(University-Community Partnerships) : GIS․
에서 커뮤니티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인 접근임 학생들은 커뮤니티 요구에 기초.

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함으로써 커뮤니티 조직에 서비스를 제공함 이 서비스는GIS , .

일반적으로 강의가 개설되어있는 기간만 제공되기 때문에 장기간의 접근이 가능한 커

뮤니티 멤버의 참여가 필수적임 또 다른 접근은 대학에서 수행하는 프로젝트가 지역.

문제와 연관된 경우임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학생은 장기간동안 기초적인 맵핑 문제뿐.

만 아니라 데이터의 분석과 해석까지도 참여하게 됨 대학 커뮤니티간 파트너쉽은 방사.

형의 의사소통 구조를 하고 있어 커뮤니티 조직이 분리되어 대학 시설물을 사용하며,

커뮤니티 조직은 대학의 전문가에 의존적이게 되고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에 어GIS ,

려움을 느낌.

대학이나 도서관의 시설 이용 커뮤니티 조직은 와 공간데이터를 얻기 위해GIS : GIS․
대학이나 도서관의 시설을 이용함 이 시설에서는 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본GIS . GIS

도와 공간데이터를 만들고 유지함 커뮤니티 조직의 스텝과 자원봉사자는 지도를 만들.

거나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위해 시설을 옮겨 다님 시설이 통합되어 있지 않기, . GIS

때문에 조직간의 직접적인 의사소통에는 어려움이 있음.

맵룸은 일반적으로 정부의 도시 관련 부서에서 토지이용 세금 등과 관Map rooms : ,․
련된 맵을 제공하거나 다른 부서에서 자연자원이나 오염원과 관련된 지도를 만들어 제,

공할 때 이용함 관련 데이터의 소유권은 정부에서 갖게 됨. .

인터넷 맵 서버 인터넷을 통해 커뮤니티 조직이 맵을 만들(Internet map servers) :․
때 사용하며 시정부 대학기관 개인 회사 다른 커뮤니티 조직의 요구에 의해서, , , , NGO,

만들어짐.

근린 센터 근린지역의 센터는 경험과 데GIS (The neighbourhood GIS center) : G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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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를 가진 주변지역이 있을 때 그 지역을 중심으로 연관이 있는 모든 커뮤니티 조직

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물을 의미함 이 시설과 관련된 기금은 조직내에서 부담하거나. ,

비영리 단체나 개인 정부로부터 조달됨 이 센터를 통해 자료를 얻을 수 있음, , .

모델 유형 장점 단점 사례

커뮤니티
기반 GIS

지역요구에 부합․
직접적인 영향․
직접적 모니터링 가능․
이슈에 대해 빠르고 유연한 대처․
잠재력 있는 고용과 기술력․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구매에 대한/․
기금 조성 어려움
유지보수의 어려움․
전문력의 부재․
타 커뮤니티조직 간에 중복투자․
독립적인 데이터 접근성․

Powerderhorn․
Park,․
Prospect Park․

대학 커뮤니티-
조직

(University-C
ommunity)

제휴

숙련가 보유GIS․
조직의 요구에 신속한 대응․
비용 절감․
파트너 간에 향상된 의사소통과․
상호반응

제한된 수용능력과 소규모 서비스․
제공
대학프로젝트와 커뮤니티 사이에 상․
이함 발생
커뮤니티 요구 수용 힘듦․
적절한 시간 대처가 어려움․
장기간 위임 불가능․
중복노력의 불필요성․
분석에 있어 조직원 참여의 어려움․

Urban GIS class․
Macalester․
A c t i o n
Research,
University․
Neighbourhood
Network

대학과
공공도서관의

시설GIS

직접 접근 가능․
중복투자 줄임․
장기간의 자원․

분석이 제한적․
시설이용에 제한․
공간상의 제약․

ACIC․
St Louis Public․
Library

Map Rooms
편리한 사용․
적은 투자․

제한된 데이터베이스․
정부기관에 의해 유지관리․
현지조사와 시설이용에 제한․

Minneapolis Map․
Room

인터넷 맵 서버
(Internet Map

Servers)

직접적인 접근 가능․
두 가지 방법의 상호작용 가능․

컴퓨터시설에 의존․
제한된 능력․
시간 장소에 구애받음/․

․ Phillips
Neighbourhood
Environmental
Inventory

Neighbour-
hood GIS
centre

규모의 경제 제공․
계속적인 작용․
커뮤니티에 효과적으로 대처․
잠재적인 협력 증대․

시설이 커뮤니티 주변지역에 위GIS /․
치 하지 않음
주변지역조직 사이의 충돌․
외부 기금의 부족 가능성․
인식의 어려움․

Milwaukee Data․
Centre

표< 4-16 커뮤니티 조직의 활용에 대한 가지 모델> GIS 6

출처* : William J.Craig, Trevor M.Harri and Daniel Weiner, 2002

구축 사례2) PPGIS

샌프란시스코의 지역(1) SOMA

직주가 연결된 구역으로 구획된 샌프란시스코의live-work SOMA((the south of

지역은 기존에 소매업이 활성화된 지역이었으나 년 전통적인 제조업과Market area) , 1996

하이테크 산업군으로 주력 산업이 변경되고 인구가 증가하면서 기존 거주자와 새로운 거주

자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게 되었다 기존 거주자가 다른 도시로 이주하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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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거주자들은 도시의 계획과와 계획위원회에 대항하기 위하여 SOS(Saver our shops,

이후 로 조직 강화 를 형성하고 지역CJAH:The coalition for jobs, Artists and housing )

주민의 의견을 과 같은 전달도구를 이용하여 제시하였“The living neighbourhood map”

다.

는 건설이 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서 데이터를 이용하여 주택SOS live-work SOMA GIS

의 고급화에 따라 지역의 주력 업종과 직업군이 교체되었으며 상업지의 가격이 상승하였다,

는 점을 문제점으로 분석하고 기존 거주자들의 이주의 원인을 도출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

거주자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을 만들게 되었고 이 지역에는the industrial protection zone ,

낮은 수입을 가진 사람과 만 거주할 수 있게 하였다 는 년 자진해체live-work . CJAH 1998

하였다 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감정적이기보다는 객관적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 효과적. SOS

으로 전달할 수 있었으며 지도화를 통하여 지역의 구체적인 장소성과 연결시켰으며 시의 정,

책과도 연결하였다는 의미를 갖는다.

필라델피아(2)

필라델피아 지역에서는 지속된 인구감소와 실업증가 빈집의 증가와 같은 지역현안 문제,

를 해결하고 주변지역을 활성화하고자 년대부터1970 CDC(community development cor-

를 조직하였으며 지역정보를 효과적으로 공유하기 위하여 툴을 도입하였다porations) , GIS .

필라델피아의 에서는 기금을 조성OHCD(Office of 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

하여 개 중 개 조직에 장비 소프트웨어 교육등을 지원하였다25 CDC 6 GIS , , .

에서는 개 이상의 맵과 기반의 근린지역정보시스템OHCD 300 GIS GIS (Neighborhood

를 구축하였다 는 의 기금으로 구축된Information System: NIS) . NIS OHCD Public

의 한 사례로써 필라델피아의 빈 토지와 건물을 분석하기 위해 만들었다Records GIS , . NIS

는 주변지역의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화식 응용프로그램의 일종으로 데이, 1)

터를 이용하여 맵 생성 차트와 테이블 뷰어 시계열 데이터 분석 등의 기능을 가지고, 2) , 3)

있다 의 데이터는 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하며 사용자 입장에서 편리하도록 만들어졌다. NIS

표 필라델피아에서는 공공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이용하여 커뮤니티 기반의(< 4-17>).

데이터로 재가공하고 이를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커뮤니티 중심의 의견을 제시하는 수단으로,

를 활용하였다는 의의를 갖는다G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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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Neighborhood Base ParcelBase CrimeBase MuralBase

내용

주변지역의 빈터 위탁시설, ,
인구를 중심으로 하는 데이
터와 결합한 맵GIS

주소에 초점을 맞춰 주변
지역의 빈터 위탁시설, ,
인구의 특성을 보여주는
맵

범죄지역을 지리적인 위
치로 묘사하기 위한 데이
터로 다른 데이터와 결합
하여 사용

도시의 벽화가 소장되
어있는 위치 사진 예, ,
술가의 이력 포함

상세
정보

인구데이터 수입 인종( , ,․
전체인구 보유자료, )
소유권․
판매이력세금․ ․
건물형태․
화재이력․
빈터 또는 빈집․
평가․
전기시설 내역 (shut off/․
assistance)
주택 위법․

파괴 등seals &․

인구데이터 수입 인종( , ,․
전체인구 보유자료, )
소유권․
판매이력세금․ ․
건물형태․
화재이력․
빈터 또는 빈집․
평가․
전기시설 내역․
(shut off/assistance)
주택 위법․

파괴 등seals &․

범죄율․
범죄보고서․
년 주기사고5․

경향․
인구통계․

테마․
예술가․
도시지역․
스폰서․

표< 4-17 필라델피아 근린지역정보시스템의 네 가지 응용프로그램>

출처* : http://www.cml.upenn.edu/nis/

그림< 4-38 사용자 정의를 통해 맵 화면 출력> NeighborhoodBase

출처* : http://cml.upenn.edu/nbase/default.asp

미네폴리스(3)

미네폴리스 남부에 위치한 파우더혼 파크 는 대부분 주거지역으로 고(powderhorn park)

용불안 이민자 증가 노후화 높은 범죄율등의 도시문제를 안고 있는 지역이었다, , , .

지역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기금을 지NRP(Neighbourhood Revitalization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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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받아 주민들로 구성된 가 만들PPNA(Powerderhorn Park Neighbourhood Association)

어졌으며 는 주택 커뮤니티와 연관된 경제환경교통계획 가족과 청소년 지원등의 업, PPNA , ,․ ․
무를 지원한다 는 디지털 데이터베이스 인터넷 이메일을 통해 활동을 해왔으. PPNA GIS, , ,

며 그 중에 시당국의 정책 결정에 도움을 주는 참여형 와 디지털 데이터베이스 자료는, GIS

표 과 같다 파우더혼 파크의 정보는 정부에서 축적된 자료와 주민의 참여로 이루어< 4-18> .

진 지역적인 지식의 통합체로써 커뮤니티로 통합된 정보라고 볼 수 있다 는 지역내의. PPNA

중대한 주택 이슈들을 말하거나 주변지역의 주택향상에 대한 계획과 디자인을 결정하는데

를 활용하였다 미네폴리스의 파우더혼 파크 지역은 커뮤니티 조직의 와 데이GIS . PPNA GIS

터베이스 구축 활동을 통하여 주민들이 주택 관련 이슈나 계획에 참여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창구 역할을 해주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속성 개인적인 정보 활동 문제들/

구획 크기․
지역설정․

번호ID․
연령구조․
상태 코드․
법적인 설명․
보유 상태․
세금 채납 상태․
판매 이력․

소유자 세금납세자/․
임대 허가자․
관리인․
구획 책임자․
차용자․
이름-
주소-
전화번호-

참여상태-PPNA
자원봉사 능력-

과거 문제들․
활동들PPNA․

스텝 거주자 관찰/․

표< 4-18 주택관련 데이터베이스 속성> PPNA

아틀란타 프로젝트(4)

년대 아틀란타 는 높은 유아사망율 십대 임1990 MSA(Metropolitan statistical Area) ,

신율 노숙자 비율 범죄율로 인해 계속적으로 최빈 도시 위안에 랭크되었다 지역을 부흥, , 10 .

하기 위하여 아틀란타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으며 아틀란타 프로젝트, (The Atlanta Project :

의 일환으로 아틀란타 프로젝트 와 조지아 기술대학원 도시계획 프로그램 의 조TAP) ‘ ’ ‘ ’

합으로 년 가 설립되었다 는 전1992 DAPA(The Data and Policy Analysis group) . DAPA

문기술과 자원을 커뮤니티 조직과 공유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NNIP(National

의 하위 조직으로 기술과 데이터를 주변 지역 내Neighbourhood Indicator Project) GIS

모든 비영리 단체와 공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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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9 의 주변지역 변화 리포트 중> DAPA vacancy rate(1980 2000)∼

출처* : http://www.arch.gatech.edu/ dapa/reports/atlneighchg/page-Images/vr.html∼

년 아틀란타 거주자들은 주거상태를 호전시키기 위하여 커뮤니티 조직에 기반을 둔1994

운동을 시작하였다 이에 의 는 거주자들의 관심. TAP HRT(The Housing Resource Team)

사를 대변하기 위한 법인문 학계와 지역사회 기관의 고문으로 구성된 그룹을 구성하여 정보,

축척 능력을 지원하였다 주변지역의 코드 위반을 조사하였고 소유자 세금정보와 같은 데이. , ․
터를 공간 기반 데이터로 입력하였다 위법화되었던 코드 시행을 개선하는데 커뮤니티 조직.

기반의 응용과 주민의 참여가 공헌하였다GIS .

아틀란타 는 조직을 통해 주변지역의MSA DAPA(The Data and Policy Analysis group)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주변지역 계획에 사용하였으며 의GIS , TAP HRT(The Housing

는 주거 정비 코드의 개선을 위해 주변지역의 코드 위반을 조사하고 이를Resource Team) ,

데이터로 입력하여 결과적으로 위법화되었던 코드를 개선하는 효과를 이루었다GIS .

포틀랜드 메트로(5)

포틀랜드 메트로폴리탄에서는 기술을 사용하여 성장관리 토지이용 교통에 관련된GIS , ,

이슈에 대해 정보화된 결정을 할 때 도시 거주자가 참여하고 있다. DRC(Metro's Data

에서 라는 어플리케이션Resource Center) Regional Land Information System(RLIS) G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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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축하였다 는 필지 기반의 로 메트로 경계내에 있는 세 카운티의 세액과 과세. RLIS GIS ,

기록 도로중심선 디지털 항공사진 빈 토지 지형 지질 자연재해 등의 정보를 축적하고 있, , , , , ,

다 환경에서 구축된 이러한 데이터들은 온라인상에서 상호작용하는 맵핑 어플리케이션. GIS

으로 진보하여 개인에게 데이터를 제공하거나 웹브라우져를 이용하여 조회할 수 있는, GIS

등의 혼합된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그림< 4-40 도로명을 입력한 후 활성화된> metro map

출처* : http://www.metro-region.org

메트로에서 시민참여를 유도한 대표적인 사례는 지역 프로그램‘ 2040 (the region 2040

자연자원 보호에 대한 워크샵 실programme)’, (Natural resource protection workshops)

시 메트로폴리탄 지역 재해 분석이 있다 지역 프로그램, . ‘ 2040 (the region 2040

은 지역이 앞으로 년동안 성장할 방법에 대한 지역적인 계획으로 계획을 수programme)’ 50 ,

립하면서 메트로 지역의 만 가구에 메일을 보내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회신 받은 결50 17,000

과를 반영하였다 기술을 이용함으로써 커뮤니티의 가치 자연적인 지역 농장 삼림지대. GIS , ․ ․
의 보존에 관한 지지 쇼핑 학교 직업여가기회에 대한 접근성과 조용한 주변지역에 대한 소, ․ ․ ․
망 오픈스페이스 아름다운 풍경작은 타운의 분위기를 가진 지역의 가치 균형이 잡힌 교통시, ,․ ․
스템에 대한 지지등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자연자원 보호에 대한 워크샵. (Natural

에서는 에 추가적인 데이터 레이어들을 만들고 명resource protection workshops) RLIS 600

이상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지역과 중첩된 레이어들로 이루어진 분석 결과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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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의견을 수렴하였다 포틀랜드 지역 파트너쉽과 연방정부는 메트로폴리탄 지역의 건물과.

구조물에 대한 잠재적인 지진을 파악하기 위해 MAD GIS(The Metro Area Disaster

를 이용하여 재난관리계획과 위험요소를 추정하였다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

기타 사례(6)

를 통한 순찰차 배치Texas, Dalas GIS①

년 텍사스 주의 달라스 경찰서는 남서부 지역의 강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명의2001 14

경찰관으로 구성된 집중 업무반을 조직했는데 강도발생지역에 적절한 시간 동안 순찰차를,

대기시키는게 이들에게는 중요한 문제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지역의 과. GIS

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받게 되었다 개월동안 강도가 발생한 지역을 데이. 3 GIS

터로 구축한 후 분석을 통하여 순찰차를 배치함으로써 강도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서의 강

도 발생률을 정도 하락시켰다 그 후로 매달 학생들은 강도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의40% .

맵을 작성하고 있다GIS .

그림< 4-41 순찰차 배치 전과 후의 변화>

출처* : Kim zanelli english and Laura s.feaster, 2003

학생들의 강의 사계절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North Dakota, Grand Forks tutle②

그랜드 폴스의 학생들은 지역보안관이 어류 거주지인 터틀 강의 상태를 파악하는데 도움

을 주고 있다 학생들은 터틀 강의 군데에서 수질 데이터를 사계절내내 수집해서 맵으로. 5

작성하였다 그 결과 분석 당시 터틀 강의 수질이 양호하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강 주변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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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 토지 이용의 변화 발생시 강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는 기본맵이 만들

어졌다.

의 스쿨버스 노선Ontario, Ottawa③

오타와의 대학에서 그 지역 유치원생의 등하교길 스쿨버스 노선의 적절함을 파악하기 위

한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오타와의 도로자료와 유치원생들의 주소를 이용하여 노선의 적정.

성을 분석한 결과를 이용하여 스쿨버스 노선 추가 및 변경을 요구 할 수 있었다.

시사점3)

도시지역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슈를 해결하고 공공정책에 대한 계획 및 의사결정을 내릴,

때 주민의 참여가 필수적인 사항으로 떠오르고 있다 주민 참여를 위해 툴은 정부와 주. GIS

민 사이의 매개자 역할을 해주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는 도시 주변지역을 활성화시키기. ,

위한 노력을 정부 주체가 아닌 그 지역의 거주자 중심으로 이루어진 커뮤니티 조직을 통하,

여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커뮤니티 조직이 지역의 현안을 단지.

의견으로써만 제시하기 보다는 실제 지역 정보를 수집하고 입력하며 툴을 이용한 공간GIS

분석을 수행하여 도출된 결과를 공공기관에 제시함으로써 더욱 효과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커뮤니티 조직에서 를 활용하는 데에는 제한된 시간 전문적인 지식 결여 재, GIS , ,

정적인 부족함 등의 어려움이 발생하여 추후에는 대학연구소 정부기관 타커뮤니티 조직등, , ,

과의 기술과 응용에 대한 협동적인 제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GIS .

4.3.3 3D GIS36)

개요1)

차원 는 차원 공간정보를 대상으로 와 같은 표현 기술을 이용하3 GIS 3 OpenGL/DirectX

여 공간정보를 분석하고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정

의할 수 있다 차원 공간정보는 차원의 위치정보와 이 위치정보에 따른 높이 및 심. 3 2 X, Y

도 즉 값으로 표현되는 기하학적 정보와 각 객체에 따른 재질 색상 질감 등과 같은 속, Z , ,

성정보를 포함하며 이러한 정보를 이용해 현실세계를 실사와 유사하게 표현하고 다양한 용

36)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차원 를 이용한 서울시 버추얼시티 구축에 관한 연구, 2006, 3 GIS (Virtual City)
한국전산원 차원 동향분석, 2003, 3 G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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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분석을 할 수 있는 공간정보를 말한다 대표적인 차원 지형생성기술로는. 3 Terrain

수치지도Data(TIN), Raster Data(Image, DEM, Spatial Value), 3D Feature Data( ,

가 있다 차원 공간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기법은 크게 가지로 구분되Model Object) . 3 GIS 3

는데 첫 번째는 고해상도 영상 획득기법으로 항공사진 및 인공위성 측량방법 두 번째는 고, ,

정밀 취득기법으로 항공라이다 및 지상레이져 스케닝 측량 세 번째는 지형지물의 객DEM ,

체 취득기법으로 일반측량 모바일측량 등이 해당된다 또한 측량 이외에도 기존 서울시에, . ,

구축되어 있는 수치지형도와 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차원 데이터를1/1,000 1/5,000 3 GIS

구축할 수 있다 차원 공간정보에 대한 주요 분석은 전통적인 지형분석 재분류 등고선 생. 3 ( ,

성 경사 분석 향 분석 음영기복 분석 가시권 분석 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차원 분석이, , , , ) 3

가능하다 대표적인 차원 분석기능으로는 근접성 포함성 연결성 영향권 랜턴 이격거리. 3 ․ ․ ․ ․ ․ ․
가시권 분석등이 있다.

차원 공간정보를 표현하는 가시화 기술은 인터넷 차원 그래픽 언어인3 GIS 3 VRML

과 개방형 그래픽 라이브러리인 마이크로(Virtual Reality Modeling Language) OpenGL,

소프트에서 게임 개발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계열의 가 주로 사용된다3D DirectX API .

은 세계 표준화된 규약으로 최근 으로 공간정보를 다루는 확장형 모델이VRML Geo-VRML

발표되어 있고 사용하기도 쉽지만 보안상 취약하고 대용량의 데이터를 다루는 분야에서GIS

는 한계가 있다 또한 는 윈도우즈 운영체제 환경에서의 직접적인 접근만을 제공하. DirectX

기 때문에 다양한 플랫폼에서 공간정보를 표현하지 못하는 반면 은 다양한3D GIS OpenGL

플랫폼에 독립적으로 사용가능하고 산업표준 그래픽 라이브러리로 인정받고 있다, .

최근 차원 관련 기술은 지표면을 표현하는 차원적 지형분석에서부터 차원 지형3 GIS 2 3

의 가시화 및 분석 시스템을 거쳐 시뮬레이션 및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차원 가상도3

시 및 가상세계 단계까지 발전하고 있다 표 가상도시는 지상과 지하를 포함한 도(< 4-19>).

시전체의 다양한 구성요소를 실제의 도시와 유사하게 입체적으로 디지털화하여 컴퓨터속에

저장관리하고 논리적물리적으로 연계통합하여 정보를 처리하고 서비스하는 도시로서 실제, ․
도시의 디지털화는 가상도시속에서 이음새없는 공간을 구현하는 것을 의미하며 현실도시에,

서 수집된 차원 공간자료가 가상도시의 기반이 된다 표3 (<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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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개요 내용

단계1
차원 지형분석의3
차원적 표현2

차원 지형분석 알고리즘은 개발되었으나 컴퓨터 그래픽 기술의 부족으로 인3․
해 분석의 결과를 차원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차원 평면에서 표현함3 2 (2D
Graphics).

단계2
차원 지형 가시화3

(Flight simulation)
컴퓨터 그래픽 기술의 발달과 하드웨어의 성능향상으로 지형의 차원 가시화3․
및 애니메이션이 가능함.

단계3 차원 지형분석3
차원 지형의 단순한 가시화뿐만 아니라 차원 지형에 대한 다양한 분석의 결3 3․
과를 차원적으로 나타내어 사용자의 이해력을 높임3 .

단계4
차원3

가상도시(Browsing)

웹이 널리 사용되고 컴퓨터 그래픽과 가상현실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다양한․
차원 가상도시가 구축되고 있으나 이는 위상학적 관계가 없는 단순한 점들3 ,

의 집합에 불과하므로 브라우징 기능만 제공되고 검색 분석 편집 등의 유용, ,
한 지리적 정보를 얻을 수 없음.

단계5
능동적 차원3

가상세계(Analysis)

차원 지형과 시설물이 연동 관리 되고 차원 공간 지리정보가 위상학적인 자3 3․
료 구조에 의해 유동적이고 능동적으로 관리되므로 차원 공간 정보의 검색, 3 ,
편집 분석이 가능하고 사용자 질의 처리 및 몰입적 상호작용을 지원하여 사,
용자로 하여금 현실같은 가상세계에서 더욱 빠르고 쉽게 이해하고 의사결정
하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임.

출처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차원 를 이용한 서울시 버추얼시티 구축에 관한 연구* : , 2006, 3 GIS (Virtual City)

표< 4-19 차원 발전단계> 3 GIS

구분 내용

Web Listing Virtual
Cities

웹상에서 구현되며 실제적인 도시의 모습이 아니라 메뉴 가이드 리스트의 형태, , ,․
로 정보 제공
단순히 광고의 목적이거나 관광증진을 위한 것․

Flat Virtual Cities
건물들 또는 도시의 모습을 평면 지도상에 구현․
랜드마크 또는 유명한 건물들의 외형을 표현․

3D Virtual Cities

건물 형태를 모델링 할 수 있는 기술 사용․
정확도와 현실감의 정도에 따라 구현 가능․
웹상에서의 접근 방식은 대부분이 임VRLM․
상호작용 인터페이스의 부재․

True Virtual Cities

실제도시와 거의 같은 형태를 구현․
현실적인 건물 형태 다양한 서비스 제공,․
다른 사람들과의 사회적 상호작용 제공․
지리정보시스템 와의 연결(GIS)․

기반 지역 가상도시를 차세대 가상도시로 고려GIS․
출처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차원 를 이용한 서울시 버추얼시티 구축에 관한 연구* : , 2006, 3 GIS (Virtual City)

표< 4-20 가상도시 구분>

차원 의 활용분야는 구축 텔레매틱스 및 위치기반서비스 등에 활용될 수3 GIS u-City ,

있으며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주민의 정책참여를 유도하는 도구로 이용되어 행정업무,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으며 향후 시설물관리 재해재난복구 오락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 , ,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연구원( , 2005).



서울시 현황 분석평가 및 단계 기본계획 수립연구GIS 3 GIS‧

- 178 -

국내외 구축사례2)

차원 시스템을 구축한 국내외의 사례를 살펴보면 표 많은 경우 단계3 GIS (< 4-21>), 4․
인 차원 가상도시 단계까지 진행된 것을 알 수 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차원 가상세3 . GIS 3

계를 구축하려는 많은 시도가 진행 중에 있으며 일부 외국 대도시에서는 행정구역내 분포하,

는 지형지물을 차원 로 구축한 후 차원의 다양한 공간분석과 더불어 시민들에게 멀티3 GIS , 3

미디어 지역정보 등 차원 관련 정보를 제공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3 .

구분 주요 내용

서울

데이터 수치지형도에 높이값 건물 도로 도로시설물등 부여 예정 수치표고모형 주요 건물에: ( , , ) ( ), ,․
대한 차원 벡터 데이터3
시스템 도시계획경관관리시스템 지하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 하수도관리전산시스템 하천관리시: , , ,․
스템 지반정보 관리시스템,
도시계획 경관관리시스템 도시계획을 위한 경관관리 공간도시정보의 처리 등을 위하여 건축물- : ,
레이어와 건축물 대장 정보를 이용하여 구현3D
지하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 상수 하수 가스 난방 전력 통신 등의 지하시설물에 대하여 지표- : , , , , ,
면에서의 깊이와 위치를 상대적으로 표현
하수도관리전산시스템 을 이용한 맨홀지반고 관리 및 유역분할 향후 를 이용하여- : DEM , , LiDAR
맨홀 지반고 관리할 예정임.
하천관리시스템 제방 단면에 대한 홍수범람예측 범람구역도 생성- : , /
지반정보 관리시스템 지질 암반분포 지하수 분포 등에 대하여 입체적으로 표현- : , ,

대전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차원 공간정보구축의 시범 사업지로 사이버 대전구축 계획을 수립3․
함
경관분석등의 도시개발 분야에 적용할 예정임․

부산

해운대구 사이버 도시 구축․
도로 지형 건축물 등에 대한 차원 자료 수집 및 차원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차원 데이터에, , 3 3 , 3․
대한 네비게이션 위치검색 및 시뮬레이션 렌더링등의 시스템 기능을 구현함, ,
도시행정 도시계획 재해재난 분야 공공서비스 분야에 활용할 수 있음, , ,․

춘천
시정 및 관광 정보를 방식으로 제공함3D VR․
공공기관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및 관광문화명소 공지천 조각공원 김유정 문화촌 정보 제공( , ) ( , )․
http://www.chuncheon.go.kr․

전남
남악신도시 차원 가상 여행을 웹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음3․
도청이전사업 안내 토지정보 및 지하시설물 정보 제공,․
http://www.namak.go.kr․

전주
전주 한옥마을 웹기반의 사이버 체험관을 구축하고 아바타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3D․
등록과 조회 중심의 도시계획 결정 및 집행관리 업무 전주 한옥마을 사이버 체험서비스 제공,․

대구
대구시의 지형을 지형도와 항공사진을 이용하여 웹기반 차원으로 볼 수 있도록 구현함3․
건물 층고 차원 공간정보 제공3․

출처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차원 를 이용한 서울시 버추얼시티 구축에 관한 연구* : , 2006, 3 GIS (Virtual City)

표< 4-21 차원 를 이용한 가상도시 국축 사례 국내> 3 GI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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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내용 적용기술

영국

런던시에서는 시청 등 주요 건물을 이용하여 차원 가상도시를 구축함3․
인터넷 를 통하여 다중이용자GIS Photospatial VR, VR pollution surface,․
가상환경등을 구축하였음
특히 협동가상디자인 스튜디, CVDS(Collaborative virtual Design Studio:․
오 를 통하여 가상도시내 사람들간의 상호 대화 및 정보교류를 수행할 수)
있음.
http://www.casa.uclac.uk, http://www.activeworlds.com․

웹 사진측량GIS, ,․
차원 공간3 DB

구축 아바타,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가상도시․
독립된 소규모지역을 대상으로 우선 구축한 후 이들을 통합하는 데이터베이․
스로 확장하는 기반을 마련함 또한 시뮬레이터 프로그램과 통합. , CADGIS․
함
차원모델과 도로비디오를 조합하여 현실성 있는 도시를 구현함3․

도시내 개발 현황 및 시뮬레이션 제공․

차원 공간 구3 DB․
축 시뮬레이션,

핀란드

헬싱키 아라비아란타의 사이버마을과 오프라인 마을의 융합하는 작업 진행․
중임 모든 사무실과 상점 학교 개인 집을 인터넷과 무선통신으로 연결해. , ,
가상마을을 만듦
생활정보 및 관광정보 제공․
http://www.helsinkivirtualvillage.fi․

차원 공간 구3 DB․
축 웹 무선, GIS,
통신기술

이탈리아

볼로냐의 도시변천을 가상현실로 표현함.․
차원 객체에 음향 상 이미지 통역프로그램 연동 구현3 VRML , hddud ,․

문화재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함․
http://www.storiaeinformatica.it/nume/english/nmodell2_eng.html․

차원 객체 모델링3 ,․
VRML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시청 부서에서 차원 모델링을 수행함GIS 3․
고도 도로 건물 건물외곽선 수목등의 레이어자료를 차원 모델링에 이용, , , , 3․
도시 성장 및 보존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http://www.jerusalem.muni.il/tichnun/model/․

항공디지털사진 기․
술 차원 공간, 3

구축 건물DB ,
모델링

호주

에들레이드시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함Visual City Plan․
건물을 입체화하고 각 지역의 영상자료를 연계함․
도시계획 사항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
http://visualcityplan.arch.adelaide.edu.au․

차원 공간 구3 DB․
축 동영상 멀티,
미디어 연계

IAPAD
개발도상국의 지역주민들이 모형을 직접 참여하여 만들고 개발의견을3D․
공유할 수 있도록 한 비영리단체의 홈페이지임
http://www.iapad.org․

참여형 차원 모델3․
링

출처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차원 를 이용한 서울시 버추얼시티 구축에 관한 연구* : , 2006, 3 GIS (Virtual City)

표< 4-22 차원 를 이용한 가상도시 구축 사례 국내> 3 GIS ( )

시사점3)

국내외의 구축내역을 통하여 의 활용성과 문제점을 살펴볼 수 있었다3D GIS 3D GIS .

는 첫째 지자체의 웹포탈과 연계하여 지역관광정보 춘천시 전주시 신도시 개발정3D GIS , ( , ),

보 전라남도 차원 지리정보 제공 대구시 와 같은 정보제공 둘째 정책결정과 관련된 주( ), 3 ( ) , ,

요 정보들을 차원정보로 제공하거나 차원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물 모형을 만들어 볼 수3 3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책결정과 관련된 사항을 시민들에게 효과적으로 공지하고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툴로 활용 할 수 있다 런던시의 경우 시의 주요 이슈와 연관된 차원정보. 3 ,

미국의 경우는 도시개발에 대한 시뮬레이션 정보 이탈리아의 경우는 역사지구보존에 대한,

정보 호주의 경우는 도시계획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또한 는 차원, . , IAPAD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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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바탕으로 개발후 도시의 실물모형을 제공하여 지역개발에 대한 의견을 인터넷상에

서 공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활용의 이면에는 여러 가지 한계점도 드러나고 있었다 첫째 에 대한 업. , 3D GIS

무 필요성 및 효과성에 대한 논의로서 앞에서 기술된 의 활용성은 주로 정보제공에3D GIS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실제적으로 지자체의 업무와의 연관성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차원. 3

정보 제공이 주로 시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영역에서 활용된다는 점에서 차원 기술을 통3

한 정보제공이 시민 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즉 대. ,

시민 서비스차원에서 정보를 제공하여 알 권리를 충족시켜줄 뿐 아니라 나아가 어떠한 형태

로 시민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한 해결노력이 필요하다 둘째는.

지자체에서 차원 기술을 접목하면서 발생하는 운영 및 유지관리상의 문제점이다 차3 GIS . 3

원 구축기술과 경험 부족 운영 및 유지관리 조직체계 미비 지속적인 예산확보의 어려GIS , ,

움 등으로 중복투자 및 예산낭비와 같은 사안들이 주요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었다.

모바일4.3.4 GIS

개요1)

최근의 는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의하여 데스크탑 단말기가 아닌 현장GIS

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모바일 단말기를 이용한 모바일 로 추세가 확산되고(Field) GIS

있다 모바일 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무선통신기술이 통합된 정보기술의. GIS , GPS, GIS,

집합체로서 여러 분야에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모바일 시스템의 가장 큰 특. GIS

징은 이동성 현장성 적시성 등으로 공간 및 속성과 관련되는 각종 자료를 현장에서 확인하, ,

고 조사된 자료를 바로 입력할 수 있다는 점이다, .

기존 연구37)에서는 모바일 를 모바일 기기에 지도를 포함한 다양한 응용프로그GIS GIS

램을 장착하여 장소 및 시간의 제약 없이 위치정보 및 지리정보 획득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정의하고 있다 모바일 는 초기에 모바일용 컴퓨터에 한정되었으나 현재는 기존의. GIS , GIS

시스템을 휴대용 단말기로 이식시켜 놓은 것 이외에 모바일 컴퓨팅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이라 정의할 수 있다 최근에는 휴대폰 스마트 폰과 같은 휴대용 단말. PDA, ,

기의 개발과 대용량의 자료를 전송할 수 있는 무선 인터넷 기술의 발전으로 휴대성과 와이

어리스를 모두 충족하는 온라인 모바일 를 일반적인 모바일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GIS GIS

으나 오프라인 모바일 또한 모바일 개념에 포함되고 있다GIS GIS .

37)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모바일 적용에 관한 연구, 2002, G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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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네트워크 기반의 온라인 모바일 구조는 휴대용 단말기 무선게이트웨이 무선통GIS , ,

신망 모바일 응용시스템으로 구성된다 모바일 사용자는 휴대용 단말기를 가지고, GIS . GIS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무선 인터넷망을 통해 원격지의 응용시스템에 접근하며 무선 인GIS ,

터넷망은 응용시스템쪽 웹서버를 통해 응용시스템과 통신사업자 사이를 유선 인터GIS GIS

넷으로 연결하고 통신사업자 측에서 제공하는 무선게이트웨이 네트워크 연동장치 이동통, , ,

신 교환기와 각 기지국을 통해 단말기와 연결되는 구조를 나타낸다 그림(< 4-42>).

GIS

무선 무선

인터넷

무선 인터넷
Gateway

Web server

공간DB 속성DB

망연동
장치

이동통신
교환기

MIS

통신 사업자통신 사업자 응용프로그램 / DBMS응용프로그램 / DBMS휴대용 단말기휴대용 단말기

GIS

무선 무선

인터넷

무선 인터넷
Gateway

Web serverWeb server

공간DB 속성DB

망연동
장치

이동통신
교환기

MIS

통신 사업자통신 사업자 응용프로그램 / DBMS응용프로그램 / DBMS휴대용 단말기휴대용 단말기

그림< 4-42 온라인 모바일 구조> GIS

출처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모바일 적용에 관한 연구* : , 2002, GIS

오프라인 모바일 구조는 휴대용 단말기 동기화 서버 모바일 응용시스템으로GIS , , GIS

구성되는데 사용자는 휴대용 단말기에 설치된 응용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해 응용시스, GIS

템에 저장된 공간자료를 다운로드 받거나 휴대용 단말기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수집한 정보,

를 응용시스템에 업로드시켜 업무에 필요한 작업을 수행하며 그림 이 작업은GIS (< 4-43>),

응용프로그램과 인터넷이나 으로 연결된 동기화 서버를 사용하게 된다GIS LAN .

GIS

공간DB 속성DB

동기화 PC / 서버동기화 PC / 서버 응용프로그램 / DBMS응용프로그램 / DBMS휴대용 단말기휴대용 단말기

MIS

LAN

GIS

공간DB 속성DB

동기화 PC / 서버동기화 PC / 서버 응용프로그램 / DBMS응용프로그램 / DBMS휴대용 단말기휴대용 단말기

MIS

LAN

그림< 4-43 오프라인 모바일 구조> GIS

출처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모바일 적용에 관한 연구* : , 2002, GIS

모바일 는 휴대가 간편하고 값싼 단말기를 사용하여 시스템에 접근 가능하고 실GIS GIS

시간으로 현장의 데이터를 입력 편집 수정할 수 있는 뛰어난 현장성을 갖고 있어 현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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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업무 중심의 시스템 지도제작 위치기반서비스 분야 등에서 공간자료GIS (Field GIS), ,

의 분석 제공 수집 편집 갱신 작업 등에 적용되고 있다, , , , .

응용분야 서비스 내용

Field GIS

휴대용 단말기와 무선 통신망을 이용한 자료 수집과 무선 통신망을 이용한 자료의 편집 갱신,․
휴대용 단말기를 통해 시설물 정보를 확인하여 현장에서 정보의 신뢰성을 검증․
업무 내용에 따른 현장 정보 제공과 지역 분석․
교통 조세 등의 현장 단속 업무에서 현장에서 단속내용을 실시간으로 전송,․

Mapping
휴대용 단말기와 수신기를 사용하는 지도 제작GPS․
휴대용 단말기를 통해 인구 관광 문화 등 다양한 지역정보를 가시화, ,․

LBS

주변지역 정보 제공․
특정 지역에 도달하기 위한 경로 찾기 위치추적,․
휴대전화 사용 위치에 따른 차별화된 사용요금 부과․
긴급구난 서비스에서 사고자의 위치를 파악․

표< 4-23 모바일 응용구분> GIS

출처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모바일 적용에 관한 연구* : , 2002, GIS

모바일 적용 사례2) GIS

국내 모바일 시스템 구축 사례(1)

현재까지 공공부문에서 구축된 모바일 시스템의 응용분야는 단속 업무 시설물관리업무, ,

조사업무 소방 방재 치안업무가 주류를 이루며 대민서비스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사례는, / / ,

민원정보 생활정보 관광정보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민간분야에서는 기술을 이용, , . Web GIS

하여 인터넷으로 지도서비스를 하고 있는 많은 벤처회사에서 기술과 기술GIS m-GIS GPS

을 응용하여 이동 중에 지도서비스를 제공받는 위치확인 시스템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상황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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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구축 시스템 제공되는 정보 및 업무 시행지역

단속업무

주정차관리시스템PDA 주정차단속업무 단속사항 조회업무,․ 서울특별시 인천,
광역시 외

차량단속업무시스템 차량단속업무 자동차세체납관리업무,․ 광주광역시 군산시/

지방세체납시스템
체납차량조회 영치 번호판영치번호판봉인, ,․
등의 단속업무

경기도

시설물
관리업무

이동행정서비스
지원시스템

상하수도 검침업무 무선통신을 이용하여 상,․
수도 서버에 접속

대전광역시

조사업무

농수산물가격조사
농수산물시장의 시세를 와 무선네트워PDA․
크를 통해 실시간으로 입출력

농수산물유통공사

소비자물가조사
종이조사표 대신 에 직접 입력 후 통계PDA․
청으로 전송

통계청

공시지가조사
기구축된 토지특성자료 조회 및 변동사항․

에 직접 입력PDA
성동구 노원구, ,
울산시등

소방/
방재/

치안업무

e119
구조요청자가 보낸 구조신호를 통해 위치를․
파악하여 긴급출동

행정자치부

무선조회
경찰전산망에 접속하여 신상 차적 운전면, ,․
허번호등의 기록조회

경찰청

대시
민
정보
제공

민원
정보

시정정보안내시스템 민원업무처리통보․ 서울특별시

민원편의정보시스템 여권발급확인 공지사항 안내서비스,․ 충청북도

휴대폰 문자메시지서비스 민원처리결과 통보 행정업무 연락,․ 부산광역시

모바일 특허민원서비스
특허 관련 민원의 처리결과 관련 정보를 민,․
원인의 휴대폰에 단문전송

특허청

생활
정보

버스정보
또는 에서 모바일 단말기를 통한BMS BIS․

교통정보 제공
부천시외

재난속보 휴대폰등을 통해 재난 정보 제공PDA,․ 소방방재청

관광
정보

무선관광정보시스템 무선관광정보 사용자 위치정보확인서비스,․ 대구광역시

경남관광체험
길라잡이 시스템

관광정보 실시간 기상 및 교통정보,․ 경상남도

사이버제주구축사업 관광정보․ 제주시

출처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시 모바일 행정시스템 도입을 위한 기본연구* : , 2003,

표< 4-24 위치기반서비스 와 차량항법시스템> (LBS) (ITS)

단속 업무에서 활용되는 모바일 시스템은 무선통신기기를 이용하여 주차단속 환경오염,

상태등을 단속하고 단속정보를 곧바로 중앙서버에 전송하여 요금을 징수하는 서비스를 제공

한다 특히 주정차단속업무에서의 활용은 서울시의 각 구청 및 다른 시도의 자치구에서 활. ,

발히 적용되고 있는데 현장에서 즉시 입력함으로써 민원에 실시간으로 응대할 수 있으며, ,

사무실에 들어와서 입력하는 이중 업무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시설물 관리업무에서 활용되는 모바일 시스템은 각종 시설물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하

는 현장 근무자와의 업무 연락 지시사항을 를 통하여 전달함으로서 현장에서 처리되는, P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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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직접 저장되고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고장접수 민원 관리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 .

조사업무에서 활용되는 모바일 시스템은 현장에서 수집된 조사내용을 실내에서 전산 입

력하는 대신 현장에서 등의 이동형 단말기를 통하여 직접 입력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PDA .

해 조사표에 수기작성하던 업무와 실내에서 전산입력하던 이중 업무를 단축할 수 있으며 토,

지나 건물 조사업무시 기존의 아날로그 형태의 지도를 이용하는 경우보다 도면 출력과 위치

확인시 소요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38).

소방 방재 치안등의 업무에서는 휴대폰을 가진 구조요청자가 보낸 구조신호를 인공위성과/ /

시스템을 통하여 요청자의 위치정보로 변환하여 별도의 위치보고 없이 해당자의 위치LBS

정보를 파악할 수 있어 긴급출동등에 활용된다 또한 휴대폰 등의 단말기에 실시간으. , , PDA

로 업데이트 되는 재난 속보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휴대폰 PDA

그림< 4-44 응급상황 정보 제공>

출처* : http://www.nema.go.kr

대시민서비스 분야에서는 민원 생활 관광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기 위해 모바일, ,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민원정보는 개인 휴대단말기 등 모바일기기를 통하여 문자. (PDA)

나 음성으로 민원안내 신청 처리결과 통보등의 각종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이 서비스를, , ,

통해 민원 업무처리가 지연되는 상황을 막고 민원인에게 각종 행정업무 편의를 제공하고 있

다 생활정보의 하나인 버스정보는 버스관리시스템 에서. (Bus Management System : BMS)

관리하고 있는 버스운행시각과 도로상황등의 정보를 모바일기기를 통해 시민들에게 실시간

으로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편의성을 증대하고 대중교통 활성화를 기할 수 있다 그 외 무, .

선관광정보시스템을 통해 관광지의 관광정보 제공 및 추천 코스 안내뿐만 아니라 관광에 필

요한 각종 교통 및 도로정보 교통편의 기능을 제공하며 숙박시설 및 식당 등 업소에 대한, ,

주제별 지역별 추천 및 안내를 통해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38) 김포신도시 토지현장조사에 개인휴대용 정보단말기 도입ITtimes, 20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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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5 서울시 운영 원리> BMS

출처* : http://bus.seoul.go.kr

그림< 4-46 경남관광체험길잡이 무선인터넷서비스>

출처* : http://www.gntour.com

해외 모바일 구축 사례(2) GIS

해외에서 구축되고 있는 모바일 는 소방 방재 치안 자료수집 단속 행정관리 행정정GIS / / , , , ,

보제공 생활정보제공 무선 통신 기반을 제공하는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영역별 활용, , ,

내용은 표 와 같다< 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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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사례지역

소방․
방재․
치안

에서 총기발포감지 및 경찰에 무선통신할 수 있는 서비스New Orleans․
실시

미국 루이지애나

주정부 가정폭력방지위원회 민간기업 에 의해 무상: Verizon Wireless․
제공된 휴대폰을 가정폭력 희생자 가족들에게 지급하여 보호시설이나 경
찰에 비상연락할 수 있도록 함

미국 매릴랜드

휴대단말기를 소지하거나 순찰차량에 휴대단말기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중앙 시스템에 접근하여 관련정보를 조회하거나 순찰내용을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 운영

등- Boston, Seattle, Pasco, Sacramento

미국 매사추세츠 워싱턴, ,
워싱턴 인디애나, ,
캘리포니아 텍사스, ,

펜실바니아 등

산불 진화에 모바일 시스템을 이용하여 산불이 발생하면 헬기에서 산불․
진행상황을 수집하여 분석하고 현장 소방관들은 휴대용 단말기를 통해,
분석결과를 전달받아 효과적으로 진화작업을 수행함.

에서는 소방관리를 위해 화재위치 및 경로 추적을Southern California․
위한 기반 무선시스템 구축GIS

미국 캘리포니아

에서는 제보자의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무선 긴급네트워크Houston 911․
서비스 실시

미국 텍사스

서부 경찰청에서 청각장애자 언어장애자 등을 위해 영국 최초Midland ,․
로 모바일폰을 이용한 긴급연락망 서비스 실시SMS

영국 Birmingham

소방대원 및 사고현장 시민의 위치를 확인 할 수 있는 웹기반 시스템 구․
축 웹기반 시스템에 무선게이트웨이를 추가함으로써 화재현장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함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 마테오 카운티

시스템을 제설차량에 장착함 이를AVL(Automatic Vehicle Location) .․
이용하여 제설차량의 위치를 파악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작업지령을 하달
함

미국 Maryland Howard
카운티

자료
수집

생화학테러관련 사고자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료 수집을 위하여 장착 휴대용 단말기 사용 예정GPS

미국 조지아

모기를 매개로 발생하는 질병에 대한 감시체계를 구축(the West Nile․
하고 질병발생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현장조사원들이Virus system) ,

를 활용함PDA
미국 펜실베이니아

센서스 조사시 현장조사데이터 수집시 활용함2010․ 미국 통계청

건물안전진단 요원들이 현장에서 건물관련 정보를 조회하고 검사결과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수 있는 시스템 활용하고 있음PDA

캐나다 Edmonton

도로관리과에서 도로표지판 유지관리를 위하여 도입함․ 미국 Boulder County

상수와 하수 기반시설 정보를 수집하는데 이용함․ 미국 Edgecombe county

단속

주정부에서 주차단속을 위해 휴대용 무선 단말기를 이용하여 티켓 발부․
및 본청 데이터베이스에 전송

미국 뉴저지 텍사스,

시는 시청에서 구축해 놓은 인트라넷 이메일 시스템 기타 여Bellevue , ,․
러 전산시스템들을 무선시스템과 연결하는 작업을 진행하여 건물안전진
단 요원이 휴대단말기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건물에 관한 정보를 받거나
진단결과를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 등이 이미 구축되어 있음

미국 워싱턴

주 감사원 주이용업검사위원회(State Auditor), (State Board of Barber․
의 현장 단속 활동과 주내 탁아시설에 대한 허가 및 검사에Examiners)

휴대단말기 이용
미국 텍사스

표< 4-25 해외 모바일시스템 활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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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사례지역

행정
관리

주 공공기관 근무자들이 휴대용 무선기기를 이용해 이메일 교환할 수 있․
는 기반을 구축

미국 켄터키

에서는 미국내 최초로 관할구역에서 무선투표기를 사용Hinds County ,․
신속한 투표결과를 산출

미국 미시시피

를 이용한 휴대용 모바일 단말기 또는 주요 공공장소에 설치된 키SMS․
오스크 등을 이용한 전자투표를 시범 실시

영국 개 지자체9

양수장 관리를 위해 를 활용하여 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음PDA․ 캐나다 Richmond

행정
정보
제공

무선기기를 통해 데이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무선웹포탈 형식의 서비․
스 제공
버지니아에서는 미국 지방정부 최초로 휴대용 단말기로 접속할 수 있-
는 무선웹포탈 구축(www.myVirginia.org/mobilegov)
뉴욕에서는 무선통신을 이용하여 시민들이 시정부 웹사이트로부터 비-
상대비루트 및 대피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미국 뉴욕 미국 버지니아, ,
캘리포니아

시청 콜센터에 고객서비스요구시스템311 (CSR:Customer Service․
을 구축하여 시민들의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시청직원이 외근Request) ,

중이더라도 무선으로 민원내용을 즉시 전달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미국 달라스

생활
정보
제공

공공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각 정류장에 버스가 도착할 시간을 알려․
주는 버스안내시스템을 구축하였음

등- Portland, King County
각 버스에 장비를 장착하여 버스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으며 버스GPS ,․
안내 정보를 이용하려면 무선 인터넷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사용해야
함.

미국 워싱턴 오레곤,

동계올림픽에서 비상대응 및 차량위치추적을 위Salt Lake City: 2002․
해 및 무선네트워크 사용GPS
올림픽 종료 후 긴급서비스차량 추적서비스에 활용)․

미국 유타

교통체증 감소를 위하여 타운센터내 빈 주차공간을 운전자들에게 알려주․
는 서비스 실시SMS

영국 공통

토지소유권 등록 가격 등에 정보를 휴대용 무선단말기를 통하여 제공, ,․ 영국 공통 토지등기국( )

열차 승객들을 위해 모바일 폰에 의한 열차시간표 정보제공․ 영국 공통

시 주차국 에서는 인터넷 기반의 주차관리시스템을(Parking Authority)․
구축하여 운영하면서 무선인터넷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해 주공 있음

캐나다 Toronto

무선
통신
기반
제공

다운타운 공항 공원 등에 광대역 무선랜을 설치하여 무료로 무선랜을, ,․
이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 제공

등-Rolling Meadows, Long Beach, Jacksonville, New York

미국 뉴욕 일리노이, ,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출처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시 모바일 행정시스템 도입을 위한 기본연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 2003, , ,
모빌 기술을 이용한 지자체 지리정보 활용방안 연구보고서2002, GIS

표 해외 모바일시스템 활용 현황 계속< 4-25> ,

시사점3)

모바일 시스템 구축의 기본방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현장업무에서 실시간으GIS

로 제공되는 시정정보에 대한 다양한 컨텐츠를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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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외 모바일 구축 사례들은 업무분야에 따라. , GIS

단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추후 모바일 행정업무가 확대됨에 따라 전체적인 통합성에 문

제가 발생하거나 중복투자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국내외 모바일 구축사례를 검토.

하여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바일 시스템의 기반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는 기존 연구 서울시정개, GIS . (

발연구원 에서 서울시 모바일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제안되었던 사항으로 서울시 모바, 2003)

일 포탈에 대한 설계 및 구축 모바일 표준화방안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도입에 관한 내, ,

용을 포함한다 이러한 기반구조를 바탕으로 정보제공 현장조사 지도단속등의 모바일 서비. , ,

스 분야 중 모바일 시스템 우선순위가 높고 활용성이 높은 분야를 시범적으로 개발하여 시

민들과 공무원들에게 모바일 서비스 및 업무에 활용토록 할 필요가 있다.

두번째는 모바일 시스템 구축시 기존 정보시스템과 모바일 시스템의 유기적인GIS GIS

연계가 필요하다 즉 기존 정보시스템 및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유지관리와 현장에서. , GIS

수행되고 있는 업무를 모바일 시스템을 통하여 통합함으로서 실무부서의 업무 가중 및GIS

이중업무를 해소할 수 있다 모바일 시스템의 구축은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성이 매우. GIS

중요하기 때문에 정보시스템 구축계획과 연계하여 분야별 시스템의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기존에 정보시스템이 구축되지는 않았으나 현장업무에서 모바일 시스템을 도입함, GIS

으로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분야는 기존 정보화 기본계획 및 기본계획의 구GIS

축 단계 이외에 정보시스템의 구축을 앞당길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최근 구축을 위한 인프라로 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수집자료의 스케일, u-city GIS ,

이 세밀해지고 실시간의 정보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특히 모바일 의 역할이 중요해GIS

지고 있다 현재는 가 현장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으로. Mobile GIS

사무실 업무와 연계하는 정도이지만 궁극적으로는, Enterprise GIS39)라는 큰 틀안에서

도 통합되어야 할 것이다Mobile GIS .

4.3.5 Ubiquitous GIS40)

개요1)

유비쿼터스 사회는 네트워크 센서 정보처리 응용시스템 등의, , Soc(System on Chip), ,

정보기술을 총 망라하여 일반인들의 일상생활을 혁신적으로 바꿀 가능성이 있다 유비쿼터스.

39) http://www.geoplace.com/gw/2002/0205/0205mgis.asp : Extend the Enterprise

40)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유비쿼터스 기술의 활용방안 연구, 2004, GIS/L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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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서 공간은 물리적 공간과 전자공간의 융합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는, GIS

이질적인 분산형 환경에서 사용하기 적합하며 상호작용 환경에 따라 지원이 가능한 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공동이용이 가능한 에 의하여 정. SDI(Spatial Data Infrastructure)

보와 기능을 제공할 수 있어 유비쿼터스 사회를 구축하는 주요한 기반 기술이라고 할 수 있

다.

유비쿼터스 기반기술은 표준 네트워크 센서 정보처리분야 등으로 구분될 수 있으, , , Soc,

며 각각의 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준분야에서는 유비쿼터스 환경하에서 모든 사물과 자유로운 통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
록 각 사물 혹은 기기를 확인할 수 있는 주소체계를 표준화하는 내용이 대표적임 즉. ,

기존의 의 주소체계에서는 기하급수적인 주소 증가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신규IPv4

로 가 제안되고 있으며 의 표준 기존 와의 호환등이 해결해야 할 주요IPv6 , IPv6 , IPv4

당면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네트워크분야는 유선네트워크와 무선네트워크로 구분되며 언제 어디서나 접속이 가능,․
한 유비쿼터스 네트워크에서는 유선통신에 비해 무선통신이 사용자의 이동성을 보장하

기 때문에 사용자들로부터 크게 각광을 받고 있음 유선네트워크의 주요 기술로는 전화.

선 네트워킹 전력선 네트워킹 양방향 동축케이블 배선 광섬유 등, , , IEEE 1394 , , USB

이 있으며 무선네트워크 기술로는 블루투스 무선랜 와 같은 휴대인, HomeRF, , , WiBro

터넷등이 있음.

센서분야에서는 용도에 따라 센서 자체와 프로세서 기타처리부가 원칩 화, (One-Chip)․
되는 스마트 타입의 센서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음 센서는 소형화 경량화 고성. , ,

능화 저전력화의 특성을 갖고 있어 모든 정보를 취합하는 최초 도입부분으로써 유비, , ,

쿼터스 환경에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함 대표적인 센서의 종류는. RFID(Radio

칼라코드 스마트 카드와 이의 발전적 형태인 유비쿼터스Frequency IDentification), ,

태그등이 있음.

는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모든 사물에 부착되어 기존에 여러 모SoC(System On Chip)․
듈들을 통해 필요했던 기능들을 하나의 칩으로 실현하는 기반을 제공함 이러한 칩은.

저소비전력으로 동작이 가능하며 저렴한 가격에 높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유비쿼터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핵심 요소가 됨 는 현재 마이크로프로세서와 메. SoC

모리등을 통합하는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으나 궁극적으로 초소형 정밀기계기술인

와 합쳐질 전망임MEMS(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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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처리분야에서는 을 기반으로 한 문서 표준화XML(eXtensible Markup Language)․
기술 멀티미디어 하이퍼미디어 정보를 제어하는, / MHEG(Multimedia and Hypermedia

기술 압축기술 분산 와 미들웨어 기술등information coding Expert Group) , , DBMS

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음.

이러한 모든 기반기술 부분을 망라한 유비쿼터스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단Layer

위로 구성된 기술요소 혹은 정보단위가 필요하다 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이를 위하여.

Sensor Layer, Location Layer, communication Layer, Information Layer, Interaction

로 제안한 바 있으며 그림 각 레이어의 구성과 내용은 표 과 같다Layer (< 4-47>), < 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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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7 유비쿼터스 의 구성> Layer

출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유비쿼터스 기술의 활용방안 연구* : , 2004, GIS/L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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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Layer 구성 특징

Sensor Layer

온도 변형 압력 등 각종센서, ,‧
카메라 열감지 등 된 전자장치, embedded‧
수작업에 의한 계측정보‧
기 구축된 각종 정보DB‧

각종 센서에 의해 취득된 정보 뿐 만 아‧
니라 수작업 등으로 기 구축된 도 포, DB
함
각 센서들은 상호간 통신을 통해 오류감‧
지 등을 수행

Location Layer
센서의 위치정보‧
센서로 취득된 공간정보‧
사용자의 위치정보‧

사용자의 위치를 파악하여 그에 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용자 위치정
보도 포함

Communication
Layer

등 유무선 통합망NGcN‧
센서와 센서의 통신‧
각 레이어와 레이어의 통신‧
사용자와 센서 레이어의 통신/‧

모든 통신을 담당하는 로써 목적에Layer‧
따른 통신망을 신청하여 최적의 Routing
이 되도록 함

Information Layer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한 정보의 처‧
리 및 분석

취득 데이터에 따라 분석 처리모델이 선정/‧
되며 향후 유비쿼터스 데이터의 생산이,
활성화됨에 따라 해당 모델개발 연구가
요구됨

Interaction Layer
사용자 요구분석 정보검색/‧

등 한 결과 표현VR on-demand‧
사용자가 요구하는 정보를 표현하는 일단‧
부로 처리결과 뿐만 아니라 도, Raw Data
요구에 따라 제공

출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유비쿼터스 기술의 활용방안 연구* : , 2004, GIS/LBS

표< 4-26 유비쿼터스 의 구성 및 특징> Layer

최근 유비쿼터스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한 노력으로 국내외에서 구축 사업들이U-city

진행되고 있으며 국내외 추진 사례는 표 과 같다, U-City < 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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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획
기간

내용
비고

전략 사업주체

서울
특별시
DMC

01~1
0

첨단 복합단지 디지털 미디어 중심IT ( )․
산학연 디지털 미디어 스트리트R&D,․
모바일 비즈니스의 테스트 베드․

서울
특별시

상암U-

인천
광역시

02~2
0

국제비즈니스센터․
지식정보산업단지 테크노밸리 파크( , )․
첨단 단지 생명공학BIO ( R&D)․
주거단지 공동주택단지 교육시설( , )․
송도항만 복합물류체계 산업 국제유통( , , )․

인천
자유구역청

송도U-

부산
광역시

개년5

지능형교통시스템 구축U-Traffic( )․
센텀시티 유비쿼터스 클러스터 교통및지역통제센터 유비( ,․
쿼터스 빌딩구축 유비쿼터스 컨벤션 및 전시센터IT , )

건설U-Port․
도시행정 구축U-․

부산
광역시

부산U-

광주
광역시

04~1
2

디지털 공동체 건설 목표․
광주 구현 대 전략 프로젝트 추진u- 10․
홈네트워크산업 및 시범단지 육성 모바일 콘텐츠 산업: ,
육성 디지털 방송 선도 도시화 광가입자망 서비스, , , u-
광주 추진기획단 구성 모바일 행정구현 광주 쿨타운, ,
프로젝트 추진 유비쿼터스 미래혁신도시 조성 실용적, ,
비즈니스 창출

광주
광역시

광주U-

대전
광역시

04~0
7

유비쿼터스 기술 산업화지원 기지화․
유비쿼터스 체험공간 조성․

대전
광역시

대전U-

용인시
04~0
7

유비쿼터스 서비스 제공 실시간교통정보 모바일(DTV, ,․
인터넷)

지하시설물 센서․
이상의 인터넷망 구축50MBps․

한국
토지
공사

디지털
도시

수원시

마스터플랜 수립․
시티 공공정보서비스 및 관제센터 구축U․

광역행정과 업무․
광역상업 및 테마관광․
첨단산업 및 연구부문 등의 인프라 구축․

경기지방
공사

광교테크노
밸리

화성시 ~07
광대역통합망․
도시공공정보센터․

한국토지
공사

디지털
도시

경기도
05~0
9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첨단 정보화도시 구축(U-City)․
첨단 인프라․
도시통합네트워크 센터․

주택공사 파주U-

서울시
강남구

04~0
7

강남 수립 완료U- ISP․
스마트 비전 포털 행정 문화 복지 환경U- (U , U , U , U , U , U․

유통 제시)
강남구 강남U-

창원시

창원컨벤션센터 및 연계시설 건설․
각종 기반시설 전체를 통합 및 디지털 네트워크 구축 컨,․
벤션센터 특급호텔 쇼핑문화 공간 오피스텔 인공캐널, , , ,
등

도시와사람
주( )

창원U-

출처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시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 , 2005, U-City

표< 4-27 국내 지방자치단체 추진현황> U-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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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도시 목표

말레이
시아

MSC
글로벌 차원의 정보통신기술 산업 촉진 를 글로벌 허브로 구축: MSC ITC․
하며 지역별 프로젝트를 수행한 후 국가 전 지역에 확산, ,

일본

고베시
자율적 이동지원 사업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이동경로 교통수단의 선: ,․
택 목적지 및 주변정보 긴급시의 우회 루트 발신 등의 정보를 제공, , , SOS
프로젝트 수행

오사카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기술 접목 와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기술을 지원: IT․
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구축

출처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시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 , 2005, U-City

표< 4-28 해외의 추진 사례> U-City

에서의 활용 분야2) GIS

에서 유비쿼터스 기반기술을 접목하여 활용할 수 있는 사례를 분야 일반GIS NGIS , GIS

분야 건설업무분야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분야(1) NGIS

건설교통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 중 유비쿼터스 기술의 도입이 가능한 사업을NGIS

검토하면 표 와 같다< 4-29> .

사업명 유비쿼터스 관련 기술

토지관리정보체계구축 광대역네트워크 압축전송기술 검색기술 표준화기술, , ,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 구축
광역상수도종합관리시스템 구축

광대역네트워크 기술 표준기술SoC, , VR ,

국토건설종합지반정보 구축DB 레벨측위 광대역네트워크 기술 표준기술SoC, , , VR ,

하천지도전산화
지하수정보관리체계 구축

광대역네트워크 기술 압축전송기술SoC, , VR ,

국가지리정보 유통체계구축
국토모니터링체계 구축

광대역네트워크 기술 압축전송기술 검색기술 표준기, VR , , , SoC,
술

국가기준점정비 및 체계 확립 광대역네트워크 압축전송기술 표준기술SoC, , ,

수치지도 및 국가기본도 수정
기본지리정보 구축

광대역네트워크 표준기술SoC, ,

국토공간정보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광대역네트워크 표준기술 압축전송기술 기술, , , VR

출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유비쿼터스 기술의 활용방안 연구* : , 2004, GIS/LBS

표< 4-29 분야 유비쿼터스 기술의 결합> GIS

공간내 정보통합이 자연스럽게 연결되기 위한 시나리오에 대한 기술요소들의 연계 사항

을 도식화한 것은 그림 과 같다< 4-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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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준점정비및 체계확립

수치지도및 국가기본도 수정

기본지리정보 구축

국가기준점정비 및 체계확립

수치지도 및 국가기본도 수정

국토모니터링체계 구축

국가지리정보 유통체계 구축

유비쿼터스 지리정보 ID 센터 구축

국토공간정보종합관리시스템 구축

국가기준점(삼각점 15000점, 수준점 200점)                  국가 기본도 수정(수치지도 등)

Tech. Of ubiquitous : u-Sensor Network, RS(Digital Survey, SAR, LIDAR), Level 측위, NGcN

[Sensor Layer][관련 NGIS사업]

기준점에 부착된 센서
(VLBI, GPS, Level 센서)

Smart Survey
(센서웹 정밀지형 측량)

Tech. Of ubiquitous
: 압축/검색기술, 문서표준, 
RS(Digital Survey, LIDAR)

[Location Layer]

국가기준점 DB

항공사진, 위성영상

수치정사사진, DEM

축척별 수치지형도

Ubiquitous ID

Tech. Of ubiquitous
: LBS, 대용량자료처리, 예측알고리즘

[Information Layer]

국가기본도 자동갱신, 관리

측지기준점 유지관리(MSS)

한국형 실용 지오이드모델 산정

국가지리정보 유통

유비쿼터스 지리정보 ID발급, 관리

Tech. Of ubiquitous : IPv6, NGcN

[Communication Layer]

Tech. Of ubiquitous : Mobile GIS, VR, 
Temporal(Vector + Raster) GIS

유/무선 통합 광대역 네트워크

TV(DMB), Computer, PDA, Mobile Phone

[Interactive Layer]

국토공간정보센터

언제 어디서나 정보확인, 데이터 획득
실시간 데이터 갱신, 국토 모니터링

그림< 4-48 시나리오 기술요소 연결도> (NGIS #1)

출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유비쿼터스 기술의 활용방안 연구* : , 2004, GIS/L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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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2) GIS/LBS

분야에 적용가능한 유비쿼터스 기술을 도출하면 표 과 같다GIS/LBS < 4-30> .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유비쿼터스 관련 기술

3D GIS
차원 데이터 위성영상 수치지도 등3 (DEM, , )․
차원 시뮬레이션 및 차원 공간분석3 3․

고성능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응용솔루션
SoC

Web GIS
네트워크 및 인터넷․

데이터Web GIS․
자바등CGI, Plub-In, Active X,․

네트워크

GIS Temporal GIS
Temporal DBMS․
지형공간세계 모델화․
미래예측․

센서 응용솔루션,

Mobile GIS
휴대폰 등 모바일 휴대용 단말기, PDA․
무선데이터 통신 및 인터페이스GPS․
맵 인터페이스 및 데이터 취득․

네트워크, SoC

Open GIS
상호연동성 및 표준화GIS․
개방형 아키텍쳐GIS․

연계ISO/TC211․
표준화

Enterprise GIS
광역차원의 효율적인 구축DB․
계량화 및 업무 생산성․
무선통신 포함 자료 소통․

표준화

Component GIS
객체지향적 개발기술․
모듈화된 컴포넌트 재활용․
원시코드 재사용 및 실용프로그램 재사용․

표준화

GPS
특정위치좌표 확보 및 전천후 측위 코드(C/A )․

수신기 등 하드웨어GPS․
센서
SoC

LBS 텔레매틱스
운송장비에 내장된 컴퓨터 무선통신기술 위성항, ,․
법장치 인터넷 기술,

자동차 환경 건설 의료 원격학습등, , , ,․
센서 네트워크, SoC,

ITS
기존 교통시스템 전자 통신 제어 기술접목․ ․ ․
ATMS, ATS, APTS, CVO, AVHS․
교통환경 개선 및 효율화․

센서 네트워크, SoC,

RS

목표물 전자기복사에너지 측정․
비접근지역 정보파악․
건설 환경 농업 해양지질등 활용, , ,․
최첨단 인공위성 및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센서 응용솔루션,

수치사진측량
정보처리기술3D․

인공지능 컴퓨터 비젼 완전자동화, ,․
고성능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센서 응용솔루션,

출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유비쿼터스 기술의 활용방안 연구* : , 2004, GIS/LBS

표< 4-30 측량분야 유비쿼터스 기술의 결합> GIS/LBS/

국내외 구축 사례3)

유비쿼터스 기반기술과 가 결합되어 구축된 사례를 살펴보면 표 과 같다 사GIS < 4-31> .

례에서와 같이 현재까지는 센서기술과 결합한 자료취득분야에서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는 단

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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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대상

RFID &
GIS

가로수에 전자태그 를 부착하고 지리정보시스템 을 활용 각각의 가(RFID) (GIS) ,․
로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프로젝트 추진함 주요 내용은 등촌로 가로수. 500
개를 대상으로 각각 를 부착하고 를 통해 파악된 가로수 종류와 질RFID RFID
병기록 기반의 가로수 정보를 축적하는 데이터베이스 를 구축하는 것, GIS (DB)
이며 를 통해 가로수 위치정보를 파악하고 가로수 관리현황을 실시간으로, GIS
확인하는 시스템을 온라인뿐 아니라 모바일관리까지 가능하도록 구현할 계획임

강서구청 &
한국공간정보통신

RFID &
GIS

승용자 요일제 참여 차량의 운행현황을 무선인식 기술로 관리‘ ' (RFID)․ 서울시 &
현대정보기술

RFID &
GIS

를 이용한 실내위치인식을 기반으로 지리정보시스템 활용RFID․
자신의 위치와 찾고자 하는 위치 둘 다 모르는 경우-
자신의 위치와 찾고자 하는 위치 둘 다 아는 경우-

서울대학교
시범 연구*

유비쿼터
스 기술
적용

유비쿼터스 지능형도로 최첨단 영상감지기와 센서를 심고 이를 네트워크로:․
연결해 지능을 부여한 지능형 도로 구축
실시간 교통정보 및 눈 비로 인한 도로표면의 위험도 경고- ․

한국도로공사**

광센서
광센서를 활용한 시설물 모니터링 분야에 적용․
소량 경량 고감도의 장점을 갖는 광계측기술과 인터넷을 이용하여 시설물의- , ,
상태를 메인서버에서 모니터링함

Engineering
Korea**

센서
교량에 센서를 부착하여 교량의 정 동적 구조응답을 실시간으로 계측 분석함/ , .․
교량유지관리시스템 및 교통관리시스템 와 통합 연계되어 외부조(BMS) (FTMS)
건에 따른 경보시스템으로 작동함

신공항
하이웨이 주( )**

출처 차맹규외 인 전파식별센서네트워크 을 이용한 응용기술 활용방안 연구 쇼* : 3 , 2005, (RFID/USN) GIS -
핑카트를 이용한 실내위치인식을 중심으로 한국 학회 년 추계학술대회-, GIS 2005

출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유비쿼터스 기술의 활용방안 연구** : , 2004, GIS/LBS

표< 4-31 유비쿼터스 기술과 가 연계되어 활용된 사례> GIS

시사점4)

유비쿼터스 환경은 공간을 중심으로 한 정보통합이기 때문에 유비쿼터스 사회의 핵심 기

반기술로 가 매우 중요하다 유비쿼터스 사회에 대한 논의가 국내에서 본격화되고 있기GIS .

는 하나 현재까지 그 실체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는 유비쿼터, .

스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에서 담당해야할 역할정의가 명확히 필요한 실정이다 서울시GIS .

는 현재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어 있기는 하나 제공되는 서비스 위주로 작성되어u-Seoul ,

있으며 하부에서 이루어져야 할 기반 구축 부분에 대한 상세한 계획은 부족한 실정이다 유, .

비쿼터스 사회로의 진화를 위해서는 를 필두로 하는 기반기술에 대한 로드맵이 필요하며GIS

이를 위해 서울시는 독자적인 계획이 아닌 국가 계획과 연계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NGIS

사업분야에서는 유비쿼터스 기술을 접목함으로써 데이터 획득에 관련된 사업들이 유비쿼터,

스 환경하에서 단일 사업처럼 연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데이터의 구축과 갱신도 적절,

히 연결될 전망이다 서울시에서는 사업 서울시 마스터 플랜과 긴밀히 연계. NGIS , u-Seoul

하여 서울시 단계 구축계획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3 G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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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단계 구축 기본방향5.1 3 GIS

서울시 사업은 년 건설교통부에서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 의 일환으GIS 1995 (NGIS)

로 대도시지역에 수치지형도를 제작하고 서울지역에도 대축척의 수치지형도가 제작1:1,000 ,

되면서 본격화되었다 서울시 단계 사업에서는 수치지형도를 근간으로 도로관. GIS 1 1:1,000

리시스템 상수도관리시스템 하수도 관리시스템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들의 시스템 구축이, , ,

시작되었다 단계 사업에서는 여러 업무시스템들이 구축되면서 시스템에서 구축된 자료들의. 2

공유와 공동활용을 목적으로 개념의 공간데이터웨어하우스 구축을 중심으로Enterprise GIS

다양한 사업들이 펼쳐졌으며 시민들에게는 포털사이트를 통해 서울시의 내용을 알리, GIS GIS

고 필요한 위치정보를 찾아볼 수 있게 하였다 이제 서울시의 단계 계획을 수립해야 하. GIS 3

는 현 시점에서 서울시의 를 둘러싼 주변 환경의 변화와 내부적으로 의 활용상황을 살GIS GIS

펴보는 것은 서울시 단계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필수적 과정이라 생각된다3 GIS .

우선 외부환경 변화를 살펴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정보화 환경에

대한 것이다 인터넷의 급속한 발전 무선 환경의 발전 컴퓨터 처리속도 증가와 가격의 하락. , , ,

휴대폰이나 등의 보편화와 다양한 정보제공 이를 바탕으로 하는 모바일 서비스에 대한PDA ,

수요증가와 최근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으로의 변화등은 서울시의 가 진화하는데 있어GIS

중요하게 지켜보아야 할 내용이다 특히 유비쿼터스와 관련해서는 정보통신부 행정자치부 건. , ,

설교통부 산업자원부등 중앙의 여러 부처에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정보화기, ,

획단에서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면서 서울시 정보화가 이들 방향으로 진화해야 함U-seoul

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모바일 사업 전자정부사업 다양한 정보화사업등이 추진되. , ,

면서 는 독자적 기술영역이 아니라 업무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정보사업들의 요소기술로GIS

서 포함시켜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술의 진화에 있어서도 개방.

형 시스템의 오픈소스 프로그램을 지향하면서 값비싼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지 않아도 요GIS

소기술로서 사용자등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개념으로 소프트웨어 개발환경도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외부환경 변화와 관련하여 우리가 고려해야 할 요소 가운데 하나는 행정서비스의

궁극적 목적은 행정의 고객이 되는 시민들의 만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며 시민의 만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공공이나 민간을 구분할 필요가 없이 공공과 민간이 협업하여 최고의 서

비스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의 마련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서울시의.

서비스와 관련하여 서울시와 유사한 정보를 제공하는 민간사이트들이 많이 있는데 서울GIS

시가 차별화하여 서비스할 수 있는 내역이 무엇인가 시민서비스를 한다고 할 때 서울시가,



단계 서울시 구축 기본계획V. 3 GIS

- 201 -

가지고 있는 강점과 민간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혼합하여 최선의 서비스를 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서울시의 포털 사이트를 공공이. GIS

보유하고 있는 정보로 특화시키지 않고 일반적인 건물정보 업소정보 위치안내를 주로 하고, ,

자 한다면 민간 사이트와 경쟁이 되지 않고 서울시 사이트를 방문하는 사람도 그리 많이 증,

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내부적으로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지 약 여년이 지난 지금 서울시가 많은GIS 10

예산을 들여 만들어 놓은 수치지형도와 각종 업무시스템들의 활용도에 대해 반문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그 동안 단계와 단계기간은 시스템 구축기였다고 하더라도 주요 시설. 1 2

물들에 대한 구축사업이 완료되는 현 시점에서 예산이 수반되었던 것에 비해서는 활용이 활

성화되지 못했다는 것이 여러 연구결과에서 지적되고 있으며 서울시도 그러한 것이 현실이,

다 그리고 활용분야에 있어서도 다양한 업무에 활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물관리. ,

위주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다양한 분석을 위해 필수적인 다양한 속성자,

료 즉 행정정보나 다른 자료들과의 연계에 있어서도 아직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또한 다양, .

한 정보화사업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표준의 미흡 연계 미흡등으로 각종 정보화의 산,

출물은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하고 공동 활용이 안 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내부적 상황으로 이와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은 구청의 활용실태이다 서울시의GIS . GIS

사업은 본청의 사업으로 생각되지만 서울시의 가 원활히 운영되기 위해서는 일상적으로GIS

반복되는 대부분의 업무가 진행되는 구청의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이 필수적으로 동반되GIS

어야 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구청차원의 현실은 서울시에서 중앙정부차원에서 여러 가지 사. ,

업을 하고 시스템을 보급해주면서 자생적으로 시스템을 만들고 구청의 실정에 맞게 시스템,

을 운영하기 보다는 보급된 시스템을 일부 운영자만이 사용하는 실정이며 이러한 현실은 업

무시스템에서 올라오는 자료들의 신뢰도문제 현시성 정확성 문제를 야기하고 서울시 전반, ,

적인 시스템 활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GIS .

본 장에서는 지금까지 수행된 연구결과를 토대로 서울시 단계 계획의 수립방향과GIS 3

이 방향에 포함되어야 할 과제들을 정리해보았다 기본방향 정립을 위해 기존의 연구에서 도.

출된 시사점 문제점 현안사항등을 정리하고 이들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기본방향을 정, , ,

하였으며 도출된 사안들을 다시 기본방향에 따른 세부추진과제로 정리해 보았다, .

표 은 업무시스템별 활용현황 인터뷰 활용부서의 설문조사 민간부문 인< 5-1> GIS , GIS ,

터뷰 정보화계획분석 해외도시구축사례 및 기술동향 분석등에서 지적된 문제점 및 현안사항, , ,

시사점등을 정리한 내역이며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접근할 것인지를 대응체계 항목하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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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이들에 대한 대응은 크게 구축 고도화 지리정보 품질향상 활용. Enterprise GIS , , GIS

활성화 지원 기반 구축 운영체계 정비라는 개의 항목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u-Seoul , GIS 5 .

표 는 개의 대응체계내에 세부과제로서 어떠한 일들이 추진되어야 할 지를 정리한 내< 5-2> 5

역이며 서울시 단계 사업에서 구체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목록이라 할 수 있다, 3 GIS .

분야 도출된 문제점 현안사항 시사점, , 대응체계

업무GIS
시스템별
활용현황
인터뷰

서울시 의 고도화작업 필요SDW‧
갱신주기 올라오는 데이터의 정확도 검증 각 시스템별 표(DB , , DB

준안 및 운영지침등 마련)
구청의 활용체계 미흡 전담조직 부재 교육 및 홍보 미흡GIS ( , )‧

총괄담당부서로서 서울시 전체 추진방향정립 필요GIS GIS‧
각 시스템의 가이드라인 될 수 있는 고도화계획 제시필요( ,

버전으로c/s->web upgrade)
유통에 대한 명확한 지침 부재‧

표준에 대한 가이드라인 필요IT‧
소프트웨어( , DBMS)

활용 활성화방안 현재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는 업무영역 확대( )‧

구축고도Enterprise GIS‧
화

활용 활성화GIS‧
운영 체계 정비GIS‧

활용 활성화GIS‧
지리정보 품질 향상‧

활용 활성화GIS‧

GIS
활용부서
에서

설문조사

기본지리정보 정확도 및 최신성 확보‧
데이터 표준화‧
교육부족‧
이중업무 축소필요‧
운영인력부족‧
업무와 밀착된 시스템 활용‧
그룹별 세분화된 활용전략 필요‧

지리정보 품질 향상‧
지리정보 품질 향상‧

활용 활성화GIS‧
활용 활성화GIS‧
활용 활성화GIS‧
활용 활성화GIS‧
활용 활성화GIS‧

정보화
계획 및
민간부문
수요분석

유비쿼터스 기술접목‧
활용을 고려한 시스템 구축 및 기능개발‧
시민서비스 강화와 수요자중심 정보화‧
자치구에 대한 서울시 역할 정립‧
다양한 정보계획간 연계체계고려‧
서울시 기본지도에 대한 유연한 운영전략필요‧
민간과의 협업체계 구축필요‧

기반구축u-Seoul‧
활용 활성화GIS‧
활용 활성화GIS‧
운영 체계 정비GIS‧
운영 체계 정비GIS‧
활용 활성화GIS‧
활용 활성화 운GIS / GIS‧

영 체계 정비

해외도시
사례 및
기술동향
분석

통합형 로 이행되면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조직필요GIS‧
사용자 업무와 긴밀한 연계필요‧

신기술의 접목 필요 등IT (ITS, RS, Telematics, GPS, LBS )‧
시민서비스차원에서 자료의 적극적 공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마련‧
파트너쉽의 구축 중앙부처 유관기관 지자체 유관기관 자치구청( , , , )‧

의 구축은 데이터통합을 넘어 시스템 통합까지 고Enterprise GIS‧
려 필요 웹기반으로의 운영환경 전환 필요,
사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 증대방향으로의 개편‧
다양한 정보기술과의 통합 (CRM, CIS, ERP)‧
커뮤니티에 근거한 활용사례 개발 필요 대학연구소 정부기관GIS ( , ,‧
커뮤니티 조직간 연계)
시민참여를 유도하는 수단으로 차원 기술활용3‧
모바일 시스템의 기반형성 필요GIS‧
현장업무에 를 적용하는 사업개발 필요GIS Mobile GIS‧
국가계획과 연동된 기반기술 로드맵 작성 필요‧

운영 체계 정비GIS‧
활용 활성화GIS‧

기반구축u-Seoul‧
활용 활성화GIS‧
활용 활성화GIS‧
운영 체계 정비GIS‧

구축고도Enterprise GIS‧
화

″‧
활용 활성화, GIS″‧

활용 활성화GIS‧
활용 활성화GIS‧

기반구축u-Seoul‧
기반구축u-Seoul /GIS‧

활용 활성화
기반구축u-Seoul‧

표< 5-1 도출된 문제점 및 현안사항별 대응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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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방향 세부과제

구축 고도화Enterprise GIS

고도화 갱신주기 정확도 검증 시스템별 표준안 제정 및SDW (DB , ,‧
운영지침마련

의 구축은 데이터통합을 넘어 서비스 통합까지 고Enterprise GIS‧
려 필요 웹기반으로의 운영환경 전환 필요,
사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 증대방향으로의 개편‧
다양한 정보기술과의 통합 (CRM, CIS, ERP)‧

지리정보 품질 향상

기본지리정보 정확도 향상‧
표준안 오라클 등IT ( , Arc/Info)‧
표준안data‧

시스템 기능 버전(c/s web )→‧

활용 활성화 지원GIS

전담조직 구성 구청 본청에서 데이터 센터 조직GIS ( , GIS )‧
현재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업무분야 및 아이템 개발‧
다양한 정보시스템과의 통합 (CRM, CIS, ERP)‧
활용을 고려한 시스템 구축 및 기능개발‧
업무와 밀착된 시스템으로 개발‧
다양한 시민서비스 컨텐츠 개발‧
자료의 적극적 공개 지역정보 행정정보( , )‧
커뮤니티에 근거한 활용사례 개발 필요 대학연구소 정부기관GIS ( , ,‧
커뮤니티 조직간 연계)
시민참여를 유도하는 수단으로 차원 기술활용3‧
시민서비스 강화와 수요자중심 정보화‧
지리정보 유통관련 상세지침마련‧
서울시 기본지도에 대한 유연한 운영전략 마련‧

기반구축u-Seoul

국가계획과 연동된 기반기술 로드맵 작성 필요‧
유비쿼터스 기술과 접목된 활용분야 개발‧
모바일 시스템의 기반형성 필요GIS‧
현장업무에 를 적용하는 사업개발 필요GIS Mobile GIS‧
모바일 기술과 접목된 활용분야 개발‧
차원 기술 활용3 GIS‧

운영 체계 정비GIS

관련시스템 운영자에 대한 정기적 수요조사 및 피드백체계 마련‧
구청의 관련 정보화지원 기술 활용지원등GIS ( , )‧

전체계획에 대한 가이드라인 기본계획 전체 방향에 대한GIS ( , GIS‧
roadmap)
파트너쉽의 구축 중앙부처 유관기관 지자체 유관기관 자치구청( , , , ,‧
민간부문)
이해관계 조정자로서 역할‧
다양한 정보계획간 연계체계 고려‧

표< 5-2 대응체계별 세부추진과제>

서울시 단계 비전5.2 3 GIS

서울시 단계 구축의 비전하우스는 그림 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3 GIS < 5-1> .

서울시는 년 민선 기를 맞이하여 맑고 매력있는 세계도시 서울 을 모토로 삼은바 있으2006 4 ‘ ’

며 고객가치 경제사회가치 직원가치를 고려한 가치중심 행정구현을 시정운영의 근간으로 삼겠, ,

다고 명시한 바 있다 서울시 단계 구축 사업도 서울시의 이러한 가치경영 철학과 세계적. GIS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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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도시를 가꾸어 나가자는 것에 일치되어야 하며 는 특성상 이러한 맑고 매력있는 세계, GIS ‘

도시 서울 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서울시 단계 의 추진목표는 활용도 제고 에 두고자 하며 단계 를 추진함에3 GIS ‘GIS ’ , 3 GIS

있어서는 정확하고 현시성 있는 공간자료의 체계적 유통 비전문가도 사용이 용이한 서‘ ’, ‘ GIS

비스 제공 행정자료와 연계하여 과학적 의사결정 지원 민간과의 협업으로 가치제고 및 시’, ‘ ’, ‘

민만족 제고 지능도시 서울 구현을 위한 기반구축 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도록 하고자 한다’, ‘ ’ .

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점과제는 절에서 도출된 개 과제를 근간으로 하였다5.1 5 .

정확하고
현시성있는
공간자료의
체계적 유통

비전문가도
사용이 용이한
GIS서비스

제공

행정자료와
연계하여

과학적 의사결정
지원

민간과의
협업으로

가치제고 및
시민만족 제고

지능도시

서울구현을 위한

기반구축

신뢰행정의 기반 지능도시구현의 기반
GIS활용도

제고

고객가치 경제사회가치 직원가치

가치중심 행정구현

비 전

목 표

추진방향

시정기반

중점과제

맑고 매력있는 세계도시 서울 기반조성

Enterprise GIS 구축 고도화

지리정보 품질향상

GIS활용 활성화 지원

U-Seoul 기반 구축

GIS운영체계 정비

그림< 5-1 서울시 단계 비전 하우스> 3 GIS

이러한 목표와 추진과제들이 달성되는 년후의 변화상을 그려보면 개 부문별로는5 GIS 5

표 과 같으며 관련 주체별 변화상은 표 와 같을 것으로 기대된다< 5-3> , GIS < 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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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현재(AS IS) 미래(TO BE)

Enterprise
구축GIS

고도화

부서별 공통 데이터가 단순 취합유통되어 사․ ․
용할 때마다 별도의 정비 절차를 수행함.

정책의사결정에 필요한 행정자료가 위치기반․
데이터로 정비되지 않아 공간자료기반 의사결
정에 한계가 있음 업무수행시 행정자료와 공.
간 자료가 별도로 작성되는 경우가 있으며,

내의 취합된 행정자료와 공간자료는 연SDW
계되어있지 않음.
도로나 지하시설물등 공간자료를 생성하는 업․
무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적인 시스템을 구축
함.

표준화와 정비절차를 거쳐 일정 수준 이상의․
정확도가 확보된 정제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음.
행정자료가 위치기반정보와 연계되어 공간에․
기초한 의사결정이 용이해짐 특히 수치지형. ,
도의 건물에 인구 가구 사업체 건물정보등, , ,
이 연계되어 변화하는 현황을 손쉽게 파악하
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상용 툴이 없거나 전문가가 아니더라도GIS․
웹을 이용하여 기능들을 쉽게 사용할 수GIS
있음.

지리정보
품질 향상

지리정보에 대한 위치 정확도는 보장되나 변화․
사항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어려움 수치지형.
도를 도엽단위로 서울시 전역의 모든 지형지
물을 한번 갱신하는 데 년의 시간이 걸2 3～
림.
지리정보 표준화 미흡으로 공동 활용에 어려움․
이 있음 예를 들어 사업별로 작성되고 있는. ,
공간자료 구역도나 현황도등 의 좌표가 일치( )
하지 않거나 구청별로 관리되고 있는 데이터,
의 항목이 불일치함.

위치정확도와 시간정확도 현시성 가 확보된 데( )․
이터를 사용할 수 있음 이를 위해 변화가 발.
생한 지형지물 위주로 수시 갱신함 변화 대.
상을 추출하거나 갱신할 때 업무에서 발생한
행정자료를 적극 활용함
표준화된 규칙에 따라 생성된 데이터를 관련부․
서에서 공동으로 활용하기 용이함.

활용GIS
활성화

주택 건축 환경 세무 재산 영역의 업무에서는/ , , /․
종이 지도에 의존하여 업무를 수행함 업무와.
데이터 전산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서울시의 위치정보를 이용하고자 할 때 서울,․
시 포털 사이트보다 민간에서 제공하는GIS

사이트가 편리함 서울시 포털 사이GIS . GIS
트의 정보의 정확도와 편리성이 민간사이트의
서비스 수준을 능가하지 못함.

전산화된 위치기반 자료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
행함.

민간이나 공공기관 사이트 구분없이 필요한 양․
질의 지리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함.
또한 시정 현황을 파악하고 참여하기 위해, ,․

포털사이트를 이용함 도시계획 주택GIS . , ,
환경 범죄등의 정보가 관심지역을 파악할 때,
유용함.

u-Seoul
기반구축

마스터 플랜이 수립되었으나 위치U-Seoul ,․
정보를 수집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상세한 전
략이 없음.

단속지도조사시설물 유지관리등의 현장업무가․ ․ ․ ․
모바일 유비쿼터스 기술등을 활용하여GIS, ,

지능화됨.
기반의 가상 서울등을 통해 시정에 대한3D ' '․

흥미가 생기고 위치기반 나 의견을 제안, UCC
함.

운영GIS
체계 정비

구청 업무를 총괄하는 조직이 없음 구청GIS .․
의 각 부서에서 생성하는 위치기반 행정자료
및 운영환경에 대한 모니터링이 어려움.
중앙정부 및 인접지자체간의 자료 협조 및 정․
보 공동 활용에 어려움이 있음.

구청별 를 총괄하는 전담팀이 구성되GIS GIS․
고 서울시 지리정보담당관은 구청내의, GIS
전담팀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함.
중앙정부와 인접 지자체간의 핫라인을 구축하․
고 중앙정부 및 구청 인접 지자체와의 긴밀, ,
한 파트너쉽을 형성하여 한 데이터Seamless
를 관련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함.

표< 5-3 개 분야별 서울시 변화상> 5 G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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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현재(AS IS) 미래(TO BE)

시민

서울시의 위치정보를 이용하고자 할 때 서울,․
시 포털 사이트보다 민간에서 제공하는GIS

사이트가 편리함 서울시 포털 사이GIS . GIS
트의 정보의 정확도와 편리성이 민간사이트의
서비스 수준을 능가하지 못함.

민간이나 공공기관 사이트 구분없이 필요한․
양질의 지리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음.
시정 현황을 파악하고 참여하기 위해 포, GIS․
털사이트를 이용함 도시계획 주택 환경 범. , , ,
죄등의 정보가 관심지역을 파악할 때 유용함.

기반의 가상 서울 등을 통해 시정에 대3D “ ”․
한 흥미가 생기고 위치기반 나 의견을, UCC
제안함.

정책
결정자

정책의사결정에 필요한 행정자료가 위치기반․
데이터로 정비되지 않아 공간자료기반 의사
결정에 한계가 있음 업무수행시 행정자료와.
공간 자료가 별도로 작성되며 내의 취, SDW
합된 행정자료와 공간자료는 연계가 정확하
지 않음.

행정자료가 위치기반정보와 연계되어 공간에․
기초한 의사결정이 용이해짐.
특히 수치지형도의 건물에 인구 가구 사업, , ,․
체 건물정보등이 연계되어 변화하는 현황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고 이에 기초하여 다양,
한 분석이 가능하며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업무
부서

데
이
터

부서별 공통 데이터가 단순 취합유통되어 사․ ․
용할 때마다 별도의 정비 절차를 수행함.

지리정보에 대한 위치 정확도는 보장되나 변․
화사항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어려움 수치지.
형도를 도엽단위로 서울시 전역의 모든 지형
지물을 한번 갱신하는 경우 년의 시간이, 2 3～
걸림.
지리정보 표준화 미흡으로 공동 활용에 어려․
움이 있음 예를 들어 사업별로 작성되고 있. ,
는 공간자료 구역도나 현황도등 의 좌표가 일( )
치하지 않거나 구청별로 관리되고 있는 데이,
터의 항목이 불일치함.
주택 건축 환경 세무 재산 영역의 업무에서는/ , , /․
종이 지도에 의존하여 업무를 수행함 업무와.
데이터 전산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표준화와 정비절차를 거쳐 일정 수준 이상의․
정확도가 확보된 정제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음.
위치정확도와 시간정확도 현시성 가 확보된( )․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음.

표준화된 규칙에 따라 생성된 데이터를 공동․
으로 활용하기 용이함.

전산화된 위치기반 자료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함.

기
능

도로나 지하시설물등 공간자료를 생성하는 업․
무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적인 시스템을 구축
함.

마스터 플랜이 수립되었으나 위치U-Seoul ,․
정보를 수집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상세한 전
략이 없음.

상용 툴이 없거나 전문가가 아니더라도GIS․
웹을 이용하여 기능들을 쉽게 사용할 수GIS
있음.
단속지도조사시설물 유지관리등의 현장업무․ ․ ․ ․
가 모바일 유비쿼터스 기술등을 활용하GIS, ,
여 지능화됨.

지리정보
담당관

구청 업무를 총괄하는 조직이 없음 구청GIS .․
의 각 부서에서 생성하는 위치기반 행정자료
및 운영환경에 대한 모니터링이 어려움.
중앙정부 및 인접지자체간의 자료 협조 및 정․
보 공동 활용에 어려움이 있음.

구청별 를 총괄하는 전담팀이 구성되GIS GIS․
고 서울시 지리정보담당관은 구청내의, GIS
전담팀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함.
중앙정부와 인접 지자체간의 핫라인을 구축하․
고 중앙정부 및 구청 인접 지자체와의 긴밀, ,
한 파트너쉽을 형성하여 한 데이터Seamless
를 관련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함.

표< 5-4 관련 주체별 서울시 변화상> GIS G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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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추진 계획5.3

절에서 도출된 구축 고도화 지리정보 품질 향상 활용 활성화5.1 Enterprise GIS , , GIS ,

기반 구축 운영체계 정비 등 부문별 추진방향과 중점추진과제에 대한 세부내u-Seoul , GIS

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축 고도화5.3.1 Enterprise GIS

기본 방향1)

서울시에서는 단계 구축 기본계획에서 에 대한 논의가 일어난 후2 GIS Enterprise GIS ,

년도에 데이터에 대한 내부적 공유체계와 외부적 유통체계를 확립하고 데이터의 중2001 GIS

복 구축을 방지하고자 공간데이터웨어하우스 구축사업을 수행하여 년 월에 시(SDW) , 2004 8

스템을 오픈하였다 에서 공유되는 공통데이터는 서울시 데이터의 근간이 되는 프. SDW GIS

레임워크 데이터 일명 기본지리정보 와 단위 업무시스템에서 유지관리되는 공통 공간데이터( )

로 구분한다.

는 부서 단위로 시스템을 활용하는 현실에서 부서간을 연계하면서 일관된 데이SDW GIS

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울시 전체 의 근간이 되는 가장 중요한 시스템이다 그GIS .

러나 실제 서울시 관련 부서의 활용현황을 살펴본 결과 현시성 정확성등에 문제가 있고DB ,

업무와의 연계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활용도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서울시.

에는 새주소의 건물정보 건축행정의 건축물대장정보 의 지적정보등이 개 구청의 해, , KLIS 25

당 부서와 서울시의 주관부서를 주축으로 거의 실시간으로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는 반면

의 갱신주기는 한달을 주기로 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거의 개월 정도에 한번씩만SDW , 6

갱신되고 있어 관련부서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

정보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의 개념도 확장되고 있는 추세이다 즉 기존Enterprise GIS . ,

에 가 기반의 환경하에서 부서간 데이터 공유에 초점이 맞추어져있었다Enterprise GIS C/S

면 최근에는 이기종 시스템 플랫폼간의 효과적인 상호운영 에 대한 요구가/ (interoperability)

증대하면서 기반의 서비스 지향적 아키텍처를 지향하는 것으로 진화하고 있다WEB .

기존 의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하고 변화하는 기술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SDW

구축 고도화 를 단계 구축 기본계획의 부문별 과제로 도출하였다“Enterprise GIS ” 3 GIS .

이에 따른 단계 기본 계획의 중점 추진과제는 데이터 정비 기능 고도화3 GIS SDW , SDW ,

행정자료와 공간자료의 연계 공간분석을 통한 의사결정지원체계 마련이다 각 중점 추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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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별 추진 전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유 데이터 정합성 및 현시성 확보 사업 의 공유 데이터는 서울시 행정업SDW : SDW․
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각 부서에서 일관되고 공통적으로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

반 인프라로 확실한 자리 매김을 하여야 함

개념으로 기능 고도화 웹 기반의 를 통해 데이터 뿐 아Shared Service SDW : SDW․
니라 서비스까지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

행정자료와 공간 자료의 연계 서울시의 행정자료와 공간자료를 연계하여 다양한 분석:․
을 할 수 있는 기반조성

공간분석을 통한 의사결정지원체계 마련 의사결정지원을 위해 구축된 기존 시스템들:․
의 사례 분석을 통하여 서울시 의사결정지원체계에 대한 밑그림을 도출함

중점 추진과제2)

공유 데이터 정합성 및 현시성 확보 사업(1) SDW

공유 데이터 정합성 및 현시성 확보를 위해서는 공유되는 데이터 유형별로 정확도SDW

향상을 위한 기준과 일치화 방안을 포함한 기본설계가 작성되어야 한다 기본설계를 기반으.

로 레이어별로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 본 사업에서는 정확도 향상과 일치화 작업을 내, SDW

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레이어를 대상으로 확장한다.

데이터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에서 유통되는 데이터의 특징을 파악하고 데이SDW SDW

터별 목표로 하는 정확도 기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간 정.

합성 검사를 체계화하여 각 시스템에서 올라오는 자료간의 정합성 검사를 수행하고 데이터

개선 대상 및 개선 방안을 수립한다 또한 단순히 연계 시스템의 데이터를 취합하고 유통하.

는 것 뿐 아니라 연계되는 시스템에서 에 전송될 데이터의 품질향상을 위한 전체적 가SDW

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즉 각 업무시스템에서 취합된 데이터의 유통뿐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

로 각 업무시스템별 수요를 파악하고 각 시스템별 입력자료에 대한 지침등 표준안을 만들,

고 이를 따르도록 하는 등의 작업이 필요하다, .

데이터 품질 향상과 더불어 현시성 확보를 위한 데이터별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에. SDW

서 유통되는 데이터는 부서의 단위 업무 응용시스템 도로관리시스템 상수도관리시스템(ex. , ,

하수도관리전산시스템 새주소전산통합시스템 지하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 등 과 연계되어 올, , )

라오는 데이터 응용 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유지관리되는 데이터로 구분할 수 있다 현시성, .

확보 전략 추진주체 역할 소요예산 등 은 데이터별로 각 부서에서 추진해야 하는 업무 유( , , )

형과 연계되어 추진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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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으로 기능 고도화(2) Shared Service SDW

현재 는 기반의 지도뷰어와 기반의 지도뷰어로 구분되어 사용하고 있다SDW C/S web .

기반에서는 공간데이터 검색 조회 추출 속성데이터 검색 조회 추출 기초 블럭 조회C/S / / , / / , / DB

추출 분석데이터 조회 추출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기반에서는 공간데이터 검색 조회/ , / , Web / ,

속성데이터 검색 조회 기초 블럭 조회 분석데이터 조회 수치지형도 다운로드 등의 기/ , / DB , ,

능을 수행하고 있다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는 는 유통을 감안하여 웹. SDW Shared Service

기반의 로 전환이 필요하다SDW .

S 는 공유 데이터와 비슷한 개념으로 부서차원에서 공통적으로 활용되는hared Service

데이터가 있는 것과 같이 부서차원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기능을 의미한다 서울시 및 자.

치구청의 업무를 분석하여 중복적이면서 공유될 필요성이 있는 를 발굴하, Shared Service

며 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수행하여 서울시 적용가능한 모델을 도출하고, Shared Service

시범사업을 수행하도록 한다 이 때 서울시의 업무 지원뿐 아니라 일반적인 사용자. (casual)

나 시민들을 대상으로 를 제공할 수 있는 유통체계에 대한 기반을 고려하도Shared Service

록 한다.

이러한 개념으로의 진화는 특정 소프트웨어의 웹버전으로의 전환보다 진일share service

보된 개념이다 개방형 시스템으로의 적용가능성을 점검해 보고 개방형 시스템으로의 진화. ,

하는 개념까지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당장의 상황으로는 어려울 수 있지만 현재 산업계의.

동향을 보면 하드웨어 네트워크 데이터 포맷 콘텐츠 소프트웨어 및 어플리케이션 분야의, , , ,

표준화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별도의 비용이나 라이센스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프, GIS

로그램이나 모듈을 상용 프로그램에 컴파일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오픈소스 프로GIS

그램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캐쥬얼한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값.

비싼 전문소프트웨어가 아닌 간단한 지도 뷰어와 검색 지도 제작과 같은 기능을 이용하는,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며 서울시도 이러한 변화를 고려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

단된다.

행정자료와 공간 자료의 연계(3)

서울시는 정보화사업의 결과로 많은 자료들이 데이터베이스화 되었고 쉽게 이용할 수 있,

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들 자료들은 대부분 공간정보와 연계되어 있지 않고 동일한 항목들. ,

을 여러 자료원에서 중복적으로 관리하면서 자료가 연계 되지 않고 동일항목에 대해서 분류,

체계가 달라 자료의 공동활용이나 공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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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하고 정보자원의 통합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기본구, Enterprise Architecture

상과 이에 따른 정보자원관리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이 가운데 특히 데이터부분에 대해서.

는 현재 어떻게 해야 한다는 큰 그림은 있지만 개별적이고 상세한 그림이 부족한 실정이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는 건축물 분야에 대해 건축물 관련 다양한 자료원에 대한 특성

을 파악하고 의 건물도형과 연계하여 활용하기 위한 방안과 예산을 제시한 바 있다 건GIS .

축물분야의 데이터에 대한 그림은 궁극적으로는 서울시가 그리고 있는 프레임 중 데이EA

터모델 그리고 개 데이터 모델 가운데 하나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며 나머지 부분에 대, 16 ,

해서도 상세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실질적인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

다 특히 이러한 는 공간정보를 중심으로 다양한 정보들이 연계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ISP

공간정보를 중심으로 한 데이터 공동 활용 모델이 도출될 필요가 있다.

서울시 정보화기획단에서 그리고 있는 를 근간으로 공간정보와 연계 필요성이 높은EA

행정자료의 주제별 유형을 분석하고 구축의 우선순위 소요 예산등에 대한 전반적인, ,

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업은 서울시의 내ISP(Information Strategic Plan) . SDW

에 기초데이터 및 블록데이터의 개념으로 이미 구축하고 있는 자료들을 더욱 다양하게 하고,

정교히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언급된 공간자료와 행정자료간 연계사업 가운데 건.

물분야에 대해서는 기초연구가 추진된 사항이기 때문에 단계 예산에 포함하도록 하였으며3 ,

수립 후 타 분야에 대해서도 사업예산이 도출되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다ISP .

공간분석을 통한 의사결정지원체계 마련(4)

사업을 추진하면서 단위업무별로 시스템들이 구축되어오는 과정에서 정책의사결정을GIS

지원하기 위한 모듈이 항상 고려되어 왔었다 필지정보를 운영하고 있는 나 건축물정보. KLIS

를 운영하고 있는 건축행정정보시스템들이 모두 그러한 예이다 일상적인 업무 담당자를 지.

원하는 업무용 시스템부터 정책결정자를 위한 의사결정지원시스템등이 구축되어오고 있다.

그러나 일선 업무 담당자들의 시스템 활용이 비교적 저조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하는 의GIS

사결정지원체계에 대한 활용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서울시 단계 에서는 엔터프라이즈 구축 고도화와 더불어 지리정보 품질 향상과3 GIS GIS

활용활성화를 주요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있다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데이터와 시GIS .

스템적인 여건이 마련되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의사결정지원체계에 대한 밑그림을 그려줄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건설교통부에서는 지리정보체계를 기반으로 한 공간분석 모형을.

구축하여 토지 주택 건축등의 자료를 이용가공하여 공간계획을 지원하고자 국토공간계획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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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체계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에서는 중앙 광역 기초 지자체 관련(KOPSS) . KOPSS - -

부서 법규 및 업무편람을 조사하여 공간계획지원업무 도출하고 요구사항을 반영한 보전개발

가능지평가 도시기반시설입지 지역개발사업관리 국토경관계획지원 도시내부공간관리 국, , , , ,

토현황 다차원분석의 개 분석 모형 개발하였고 향후 모형의 추가 개발 및 전국 확대를 계6 , ,

획하고 있다 기 구축된 시스템과 현재 진행중인 시스템 개발 사례를 모니터링하고 국내외의.

활용 현황과 동향을 파악하여 서울시 실정에 맞는 의사결정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추진일정 및 소요 예산3)

사업명 2007 2008 2009 2010 2011

공유SDW
데이터 정합성 및
현시성 확보사업

공유 데이터 유형별 정확도 향상을 위한 기본설계․
공유 데이터의 정합성 및 현시성 확보를 위한 시범사업․
공유 데이터의 정합성 및 현시성 확보를 위한 본 사업․

Shared Service
개념으로 SDW
기능 고도화

개념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Shared Service ISP․
의 기능 고도화SDW․

행정자료와
공간자료연계

행정자료와 공간자료간 연계를 위한 사업ISP․
분야별 행정자료 공간자료 연계 사업 건물분야:․

다른 분야별 자료 연계 사업은 추후 에서 구체화ISP※

공간분석을 통한
의사결정지원체계

마련

국내외 의사결정지원체계 동향 분석․
서울시 업무에 적합한 공간분석 모형 개발․

표< 5-5 구축분야 세부과제별 추진일정> Enterprise G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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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억원( : )

사업명 2007 2008 2009 2010 2011 계

공유SDW
데이터 정합성

및
현시성 확보사업

공유 데이터 유형 및 정확도 향상을 위한 기본설․
계

4 4

공유 데이터의 정합성 및 현시성 확보를 위한 시․
범사업

3 3

공유 데이터의 정합성 및 현시성 확보를 위한 본․
사업

6 6

Shared
Service

개념으로 SDW
기능 고도화

개념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Shared Service ISP․
업

2 2

의 기능 고도화SDW․ 3 3 3 9

행정자료와
공간자료연계

행정자료와 공간자료간 연계를 위한 사업ISP․ 3 3

분야별 행정자료 공간자료 연계 사업 건물분야: *․ 10 10 10 10 40

공간분석을 통한
의사결정지원체

계 마련

국내외 의사결정지원체계 동향 분석․ 0.5 0.5 0.5 0.5 0.5 2.5

서울시 업무에 적합한 공간분석 모형 개발․ 2.5 3 5.5

소 계 7.5 15.5 22 13.5 16.5 75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건축물 정보 정비방안 연구 참고* , 2005,

표< 5-6 구축분야 세부과제별 소요 예산> Enterprise GIS

지리정보 품질 향상5.3.2

기본 방향1)

데이터 유통의 근간이 되는 기본지리정보에 대한 품질 향상은 지리정보 항목별로 추SDW

진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서울시 지리정보담당관에서는 수치지형도의 위치정확도뿐 아니라.

시간정확도 현시성 를 확보하기 위하여 레이어별로 수시갱신체계로 전환하고자 노력이 이루어( )

지고 있다 지형도가 수치화되면서 기존의 종이지도를 유지관리하는 방법의 개선이 반드시 필.

요하며 지형도 레이어별로 가중치를 주면서 운영하는 등 효과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

서울시 정보화 사업의 양적인 확대41)로 기구축된 정보시스템의 통합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필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는 시민이 만족하는 최고의 정보도시 건설이라는

목표하에 년도에 정보기술 아키텍처 기반 구축 사업 이하 구축 사업 을 수행하여2003 ( EA )

서울시가 나아가야할 환경을 업무 데이터 응용 기술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한 바IT , , ,

있다 구축사업에서는 환경에 대한 큰 틀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나 구축사업에서. EA IT , GIS

이를 바로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기술과 관련된 기술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GIS

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소프트웨어를 는 오라클로 통일한 바 있다 그러, GIS ArcGIS, DBMS .

41) 서울시 정보화 예산은 년 백만원에서 년 백만원으로 약 배 가까이 증가하였음1999 58,487 2006 120,054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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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서울시 활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소프트웨어 버전이나 버전등과 관련하, GIS GIS DBMS

여 서울시 전체적 차원에서 표준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기존에. ,

을 기준으로 개발된 각종 응용시스템들이 버전으로 전환되면서 발생하는 문제ArcGIS 8.3 9.2

점 여러 구청에서 기존의 행정정보 시스템과 시스템을 설치하면서 충돌이 생겨 시스템, GIS

이 설치되지 않는 등의 애로사항을 언급하고 있는데 시스템의 와 행정정보시스템, GIS DBMS

의 운영환경등에 대해 표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가도록 하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DBMS, , .

이와 같은 방향에 맞추어 단계 구축 기본계획에서는 기본지리정보 정확도 향상 및3 GIS

유지관리 중앙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표준 동향 모니터링 데이터 표준안 작성, GIS , ,

시스템 기능 표준안 작성의 중점과제를 도출할 수 있다 중점 과제별 추진 전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본지리정보 정확도 향상 및 유지관리 기본지리정보의 품질향상에 대한 노력은 지속:․
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표준 동향 모니터링 중앙정부에서 이루어지고GIS :․
있는 관련 표준안에 대한 최신 동향을 모니터링함GIS

데이터 표준안 국가 표준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서울시 표준안으로 상세화함:․
시스템 기능 표준안 부서별로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들이 기반으로 전환과: GIS Web․
같이 기능 전환을 하고자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함

중점 추진과제2)

기본지리정보 정확도 향상 및 유지관리(1)

서울시에서는 변화하는 지형지물의 위치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존에 도엽

별 갱신에서 수시갱신으로 갱신전략을 수정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기본지리정보의 수시갱신.

은 변동사항에 대한 즉각적인 반영이 가능한 장점이 있으나 수시갱신사업을 효과적으로 추

진하기 위해서는 수시갱신 대상과 수시갱신 방법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즉 수. ,

시갱신체계가 되면 모든 레이어를 수시갱신 대상으로 삼는 것은 어려우며 수시갱신의 요구,

사항이 높은 레이어를 선정하여야 한다 또한 지형지물에 대한 변화탐색을 항공사진 위성. , ,

이미지와 같은 데이터를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며 행정상에서 발생하는 변화내역을 추GIS ,

적하여 확인할 수도 있을 것이다 수시갱신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취득 기.

술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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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법에 따라 년부터 세계 측지계를 사용하도록 법제화되어 현재 지리정보담당관2007

실에서는 수치지형도의 변환을 완료한 상태이다 세계측지계 적용이 년까지로 년 유. 2010 3

예됨에 따라 기존 수치지형도를 기반으로 한 응용시스템들의 데이터들은 전환이 늦어질 위

험이 있다 이 경우 에는 세계측지계로 전환된 수치지형도와 기존 수치지형도를 기준으. SDW

로 작성된 응용시스템의 데이터들로 이원화되므로 이들을 조속히 해결해야 하는 당면과제를

지니고 있다 현재 수치지형도에 대한 세계측지계 전환 사업은 지리정보담당관실에서 수행하.

였지만 응용시스템 데이터의 변환은 각 업무부서에서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리정보,

담당관실에서는 업무부서에서 수행한 변환된 응용시스템 레이어와 측량값의 정확도 비GPS

교값을 수집하는 것으로 업무 정의가 되어 있는 상태이다 세계 측지계 전환에 따른 응용시.

스템 데이터 변환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42).

수치지형도가 수시갱신으로 변화되면서 수시갱신되지 않는 배경 지형지물 레이어들의 최

신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영상데이터의 활용이 필수적이다 또한 구축된 영상 지도는 토. ,

지이용현황도와 같은 주제도 구축에 활용할 수 있다 부서별로 영상을 구축하고자 하는 요구.

사항을 취합하여 지리정보담당관실에서 구축하거나 유통하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표준 동향 모니터링(2) GIS

와 와 연계된 기술들의 표준은 기술환경과 제반 여건에 따라 끊임없이 수정되GIS GIS IT

고 보완되고 있는 사항이다 기술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표준에 대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IT

모니터링하여 구축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가 기본계GIS . GIS

획에서는 차세대 핵심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산학연관이 국토공간정보 구축 핵심기GIS ․ ․ ․
술 국토공간정보 첨단 처리기술 국토공간정보 고도활용기술들을 개발하고 기술 표준, , GIS

화 및 연구개발등 기반조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핵심 기술에 대해 개발 계획.

으로 추진되고 있는 기술 실험을 통해 기술적 검증이 완료된 기술 실용화가 가능한 기술등, ,

기술의 발전단계에 따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 지리정보담당관실에서는 본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년도에 통합전SDW 2004 GIS

략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그러나 활용조사결과 업무담당자들의 컴퓨터에는 버전의. GIS C/S

다양한 응용시스템들이 통합되지 않은 채 별도의 시스템들로 설치되어 있는 상황MIS, GIS

이다 서울시 정보화담당관실의 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의 특징을 반영하는. EA GIS

42) 현재 서울시 업무시스템은 대부분 업무부서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도로관리시스템은 지리정보담당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 이외에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도 운영하고 있어 예산적인 측면에서는 도로관리시.
스템과 지하시설물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의 데이터를 세계측지계로 전환하는 사업에 대한 비용을 예산에 포함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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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소프. O/S, DBMS, GIS

트웨어등의 버전 변경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표준화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시 소요되는 비용의 중복성을 제거하여 효율적인 갱신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예Upgrade

로 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를 활용하는 업무 담당자들 중 단순 사용자와 전문. , GIS GIS

사용자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전문적 사용자와 일반적인 사용자에게 고가의GIS .

라이센스를 할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술변화와 함께 효율적 자원 배분을 위한 근ArcGIS .

원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시 내에서 운영되는 활용시스템의 전반적. GIS

인 환경을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서울시 지리정보담당관실에서는 서울시 및 구청에서. ,

구매하고자 하는 서버나 전산자원등을 일괄구매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하드DB . ,

웨어는 표준화하여 효율화하고 있으나 소프트웨어 버전 변경과 같은 전산자원의 변화에 대,

한 지속적 관리가 미비한 상황이다 전산자원의 표준화 뿐 아니라 표준화된 전산자원의 지속.

적인 관리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데이터 표준안(3)

차 국가 에서는 구축사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표준을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개3 GIS GIS

발할 계획이다 차 국가 구축사업이 진행되면서 다양한 표준들이 산출될 것으로 예상. 3 GIS

된다 데이터 활용을 통해 도출된 사항을 기준으로 데이터 표준 항목이 추가되거나 더욱 상.

세해지고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시의 경우 이미 여러 분야의 시스템을 구축하. GIS

여 활용하고 있으며 상세화된 표준 발굴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43) 서울시 차원에서 요.

구되는 상세 데이터 표준을 발굴하고 이를 표준으로 제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표준도 시간.

흐름에 따라 가변적이므로 데이터 표준 변화가 발생하였을 때 서울시 차원에서 이를 일관, ,

되고 통일되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에서는 구축을 통하여 데이터의 내부 공유체계와 외부 유통체계를 확립한SDW

바 있다 각종 데이터들이 통합되면서 개별 데이터에 대한 표준 뿐 아니라 통합에 따른 표준.

이 요구되는 바이다 차 국가 에서도 국가 통합 데이터 모델에 대한 표준 제. 3 GIS GIS DB

정이 순위로 도출된 바 있다 통합 데이터 구축의 예로 기초데이터와 같이 공간데2 . GIS DB

이터와 행정자료를 연계함에 따라 별도로 관리되던 두 데이터의 고유번호를 표준화해야하는

문제가 도출된바 있으며 공간데이터를 기준으로 연계된 건축물대장이나 과세대장과 같이 유,

사한 내용을 관리하는 행정자료이면서 그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이들을 정비하기 위한 표

43)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건축물정보 정비방안에 관한 연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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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서울시 활용현황 조사에 따르면 나 데이터에 대한 신규 수요와 기존 데이GIS 3D DEM

터의 정비에 대한 요구가 도출되었다 기술 변화에 따라 새로운 데이터의 구축이 필요하게.

되며 데이터 구축에 대한 새로운 방법론들이 개발되므로 이러한 방법론에 대한 지속적인 모,

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다.

시스템 기능 표준화(4)

기 구축되어 있던 기반의 시스템들이 정보 기술 변화와 더불어 기반 시스템으C/S WEB

로 전환하는 움직임들이 업무별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기반 시스템의 경우 사용자들. WEB

의 운영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며 정보를 단순 참조하는 캐주얼 한, GIS (casual) GIS

사용자들을 지원하기에 적합하다 기반 시스템으로 전환 구축을 하면서 필요한 중복. WEB

구축이 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추진체계 및 소요 예산3)

사업명 2007 2008 2009 2010 2011

기본지리정보
정확도 향상
및 유지관리

수치지형도 수시갱신 사업․
세계 측지계 전환에 따른 응용시스템 데이터 변환 사․
업

영상 및 항공사진 데이터 구축 사업․
표준안GIS

모니터링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표준 동향GIS․
모니터링

데이터
표준안

서울시 차원에서 요구되는 상세 데이터 표준 발굴 및․
제정

데이터 유통과 관련된 표준 제정SDW․
시스템

기능 표준화
기반 시스템 표준화 방안WEB GIS․

표< 5-7 지리정보 품질 향상 분야 세부과제별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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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억원( : )

사업명 2007 2008 2009 2010 2011 계

기본지리정보
정확도 향상
및 유지관리

수치지형도 수시갱신 사업․ 18 18 18 18 18 90

세계 측지계 전환에 따른 응용시스템 데이터 변환․
사업

15 6.5 21.5

영상 데이터의 구축 사업․ 3 3 3 3 3 15

서울시 표준 제정 사업GIS 2 2 2 2 2 10

소 계 38 29.5 23 23 23 136.5

표< 5-8 지리정보 품질 향상 분야 세부과제별 소요예산>

활용 활성화5.3.3 GIS

기본 방향1)

시스템의 활용활성화는 내부 업무담당자들의 활용을 촉진시키는 것과 시민 및 민간GIS

기업을 포함하는 외부에서 활용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고려하였다 활용활성화를 위해 자료.

의 유통 교육 홍보 그리고 데이터의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정비를 위한 데이터센터 설, , , GIS

립등을 제안하고자 한다.

활용 현황 조사를 통하여 서울시에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들의 활용상의 문제점GIS GIS

을 도출한 바 있다 시스템의 사용 방법이 복잡하고 업무 처리시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GIS

시스템으로 정의되지 않아 구축된 시스템의 활용이 매우 낮으며 시스템 구축이 아직까, GIS

지는 시설물 관리등의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 를 이용한 의사결GIS

정과 같은 고급 단계까지 진행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시스템이 업. , GIS

무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유지관리하는 정도로만 활용되는데 그 활용이 저조하기 때문에,

시스템을 통하여 생성되는 데이터의 질도 낮아져 사용자들에게 데이터에 대한 불신을 심어

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또한 시군구 정보화 시스템이나 전자정부사업과 같은 행정시. ,

스템과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연동되어 있지 않아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지 못하는 문GIS

제점이 분석되었다

대시민 서비스 차원에서 서울시 지리정보담당관실에서는 포털 사이트를 구축하여 운GIS

영하고 있는데 서울시 포털 사이트는 민간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포털 사이트에, GIS GIS

비하여 체계적이고 조금 더 전문적인 컨텐츠로 구성되어 있기는 하나 민간 업체에서 제공하,

고 있는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이 있는 상황이며 특히 업소정보등의 는 민간보다 유지관, POI

리가 안되는 문제점이 있다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민간과의. GIS

동일 컨텐츠를 제공하는 경쟁적 관계를 유지하는 전략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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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서울시에서는 민간간의 상생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협력의 궁극적인 목표는 양,

질의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향이어야 할 것이다.

서울시 내외부 차원에서 활용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여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면서GIS

유통과 같은 활용 기반을 구축하고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교육하고 홍보하며 데이, GIS , GIS

터 품질을 향상시키는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할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의 전략들이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향후 년동안 수행할 중점 과제를 도출하. GIS 5

면 다음과 같다.

미개발된 업무 시스템 구축 및 기구축 시스템 기능 보완 미개발된 시스템 구축을 통:․
해 업무 데이터 구축과 업무 전산화를 유도하고 기 개발된 시스템의 기능 개선을 통하

여 조직 내부의 활용을 극대화함

포털 사이트 고도화 사업 대시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함GIS :․
지리정보서비스 데이터 구축 사업 각 부서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데이터를:․
구축하여 대시민 정보서비스 향상 및 공통 활용을 지향함

지리정보 유통 관련 상세 지침 작성 데이터 및 기능 공유를 위한 조직내부의 제도적:․
체계를 점검함

서울시 교육강화 실무자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정책결정자의 인식 제고를 위한GIS :․
교육 방안 모색함

서울시 홍보 홍보의 대상과 시간적 제약성을 탈피함GIS : GIS․
서울시 데이터 센터 데이터를 실질적이고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관리할 수GIS : SDW․
있는 조직을 신설하도록 함

중점 추진과제2)

미개발된 업무 시스템 구축 및 기구축 시스템 기능 보완(1)

서울시 단계 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수립시 도로관리 상수도 관리 하수도관리 도2 GIS , , ,

시계획관리 교통관리 주택 건축관리 사회 복지 환경관리 하천관리 세무 재산 관리와 같은, / , / , , , /

업무시스템과 자치구청 통합시스템 구축을 제안한 바 있다 활용현황 조사 결과 주택. GIS /

건축 환경 세무 재산 분야의 업무시스템과 자치구청 통합시스템의 구축이 이루어지지 않은, , /

상황이다 미 구축된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기구축된 시스템 중 기능 개선이 필요한 시스.

템의 추가 개발을 추진하도록 한다 시스템 개발시 업무와 밀착되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미개발된 시스템을 개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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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시 지리정보담당관실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은 도로관리시스템과 지하

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이다 이들은 구축 초기단계에 개발된 시스템으로 시스템 활. GIS GIS

용과 업무 수행이 별도로 진행되는 등의 문제점이 도출된 바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

하기 위하여 기존 업무를 충분히 고려한 시스템 기능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 외에 부서.

별로 기 구축된 시스템의 기능 개선은 기능고도화와 시스템 기능 표준화에 따라GIS SDW

시스템 기능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포털 사이트 고도화 사업(2) GIS

기존의 민간 부문에서 운영되는 지역정보 사이트와 경쟁적 관계가 아니라 상호 협력하는

모델을 개발하여 시민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는 향후. ,

수시갱신되는 도로나 건물정보를 민간에게 민간에서는 관심지역 정보를 서울시에게, (POI)

제공하는 것과 같이 데이터 상호 운영을 통하여 효율적인 서비스 모델를 개발할 수 있을 것

이다.

또한 서울시 포털사이트는 민간부분 구청별 생활지리정보와는 차별화되면서 공공, GIS ,

성이 강한 서울의 지역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이트로 구축될 필요가 있다 서울시내의 공.

공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개발할 수 있는 주요 컨텐츠에 대하여는 기존 연구44)에서 도출된

바가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로 교통 도로건설사업 및 굴착복구사업 현황 각종 도로시설물의 안전관리 현황 각/ : , ,․
종 도시기반시설 현황 교통량 교통통제지점 교통사고지점 버스 지하철안내 주차장아내, / / , / /

무인감시카메라 도로안내표지판 버스 전용차로등이 있음/ , /

공공시설 각종 행정기관 각종 복지 산업 방재 등 관련시설: , / /․
행정경계 각 자치구역 현황 선거 및 투표권역: ,․
환경 대기 수질 토양 등의 오염원 정보 폐수 배출업소 유독물: , , ,․
문화 관광 문화 시설 문화거리 문화지구 문화재 관광안내소 쇼핑센터 관광숙박업소 각/ : / / / , / / ,․
종 여가 및 체육시설 각종 공원,

각종 생활정보 지점별 물가정보 청소년 유해환경구역 약수터 정보 무인민원서류발: , , ,․
급기 지점정보 화장실 정보 등,

기타 범죄 유형별 분포 산업 집적체 도시성장 예측 도시개발 사업 등: , , ,․

포털 사이트를 커뮤니티의 시정 참여를 도와주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GIS .

44)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인터넷 를 이용한 서울시 지역정보 제공방안 연구, 2001, G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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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계획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지도를 기반으로 커뮤니티의 상호교류를 발전시키는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의 주요 현안 사항들에 대하여 대학 연구.

소 정부기관 커뮤니티 조직들이 연계하여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의 활용 방안을, , Web GIS

모색하도록 한다.

지리정보서비스 데이터 구축 사업(3)

각종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에 있어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데이터와 시민들의 정보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주제별 데이터 그리고 종합방재 인문사회 교통 등 각 부서에서 독자적으, ,

로 추진하기 어려운 데이터를 구축하여 대시민 정보서비스 향상 및 타 응용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도록 한다.

우선 구축해야 하는 데이터로 시민생활분야 주제도가 있다 시민생활분야 주제도에는 지.

역별물가 주거환경 선거지도 복지지원등을 주요 주제로 선정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 , , .

면 지역별 물가정보 주제도는 서울시민들 특히 주부들 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각종 대규, ( )

모 점포들에 대한 위치정보와 각종 생필품에 대한 가격정보를 이용하고 복지지원의 경우는,

보육시설정보를 이용하여 주제도를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차 주제도 구축 사업시에는 안전 및 산업경제분야에 대한 주제도를 작성한다 안전분야2 .

에서 작성 가능한 주제도는 수해 침수 산사태 교통사고 위험지도 범죄지도등이다 산업경, , , , .

제분야에서는 벤처 업종별 현황을 이용한 주제도 작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IT, .

주제도 작성은 행정자료와 공간자료가 지속적으로 연계되면서 보다 다양한 주제도 작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지리정보 유통 관련 상세 지침(4)

지난 여년간 중앙정부 및 서울시에서는 구축 사업을 진행하면서 막대한 예산을10 GIS

들여 문서로 산재해있는 수많은 데이터들을 전산화하고 정비하는 일들을 추진해왔다 자료.

정비와 데이터 구축에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였지만 축척된 데이터들의 공개에 있어서는 아,

직도 적극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소극적인 자세는 지리정보가 국가 안보와 관련이 있.

다는 점과 데이터가 공개되었을 때 지적될 데이터 정확도에 대한 우려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국가 안보와 관련한 정보공개 제한은 차치하고서라도 그 외 데이터들에 대한 적극적인.

공개가 활용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구축된 데이터들을 데이터 웨어하우스에GIS .

축척하는 것과 함께 공동활용될 수 있도록 하며 이러한 자료의 적극적 공개를 통하여 지적,

되는 문제점들은 향후 데이터 품질 향상을 위한 기반으로 삼으려고 하는 인식 전환이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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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는 데이터 유통의 정점에 가 있기는 하지만 부서별로 하부 노드가 있는 상SDW ,

황이다 예를 들어 새주소시스템의 경우 각 구청에서 유지관리되고 있는 도로와 건물정보 변.

경이 시청 자치행정과에 일괄적으로 모이고 있다 자치행정과의 새주소 데이터를 연동하는.

의 갱신 주기가 새주소시스템이 갖는 최신성을 뒷받침하지 못하여 데이터를 필요로 하SDW ,

는 부서에서 를 경유하지 않고 새주소시스템의 담당자에게 직접 데이터를 요청하는 경SDW

우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하여 유통과 관련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재조명하여 기존에 작성된 지리정보 유통체계에 대한 지침을 상세화할 필요가 있

다.

웹 의 발달과 같이 사용자들의 참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민간업체와 개인이 지도2.0

의 소비자이면서 공급자 로 변화하고 있는 현실상황을 감안하였을 때 위치정보(Prosumer) ,

의 유용성을 증대하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즉 정밀하고 정확한 위. ,

치를 필요로 하는 기본도와 실시간의 생활정보를 반영하는 활용지도로 이원화하는 운영전략

이 필요할 것이다 이원화된 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는 일정 주기별로 이원화된 데이터를 호.

환할 수 있는 체계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교육 강화(5) GIS

현재 서울시에는 서울시 사이버 캠퍼스가 구축되어 온라인 위주의 교육이 진행되고GIS

있는 상황이다 활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주요 애로사항으로 교육 부족이 활용활성화를. GIS ,

위한 방안으로 지속적인 교육이 도출된 바 있다 를 사용하기 편한 시스템으로 인식하게. GIS

하고 문서 편집기를 사용하는 것과 같이 일선 업무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GIS

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활용에 대한 조사시 실무 담당자들의 의 필요성과 활용성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GIS GIS

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스템 구축 사업이 확산되면서 실무자 위주로 인지도와. GIS

활용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서울시 시스템이 의사결정을 지. GIS

원하는 단계보다는 시설물 유지관리와 같은 데이터 관리 위주로 개발되다 보니 실제 사GIS

업을 추진하거나 활용 활성화를 장려할 수 있는 정책의사결정자들에게 강력하게 어필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고위정책자들을 대상으로 활용을 통. GIS

한 선진 행정의 사례등을 교육내용에 포함하여 에 대한 인지도 향상에 노력을 기울여야GIS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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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홍보(6) GIS

서울시에서는 년에 한번씩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대회는 서울시의 구축2 GIS . GIS GIS

현황에 대한 홍보 뿐 아니라 민간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개발사업이나 동향등을 함께 논

의하고 전시하는 장이 될 수 있으므로 대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한다GIS .

또한 향후 구성되는 협의체의 사용자 및 분야별 전문적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서울, GIS

시 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지리GIS , .

정보담당관실에서 구축한 사업 내용이나 표준안 모니터링 내용들이 효율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협의체를 대상으로 하는 오프라인상의 홍보 포털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메일링, GIS

을 이용한 홍보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와 같이 정보화 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역. DMC

에 서울시 시스템에 대한 상설 전시관을 개설하여 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고GIS GIS

참여를 유도하여 가 생활 각 분야에 접목될 수 있도록 한다GIS .

서울시 데이터 센터(7) GIS

활용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데이터 정비를 기반으로 한 최신성 확보가 기본적GIS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 정비를 주도적으로 맡아서 진행할 수 있는 조.

직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서울시 지리정보담당관은 기획 개발 운영에. GIS , GIS , GIS

대한 업무를 개팀 명 에서 맡아서 수행하고 있다 공간데이터웨어하우스에서 유통하는3 (19 ) .

데이터는 개발팀내의 명의 담당자에 의해서 유지관리되고 있는 상황이다GIS 1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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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업무

기획팀GIS

기획팀 업무 총괄GIS․
주요업무보고 및 법규제도정비GIS․
서울시 기본계획수립GIS․
예산 편성 및 세출예산 결산 업무․
과내물품관리 및 일반보안관리․

대회 및 전시회 개최 홍보GIS , GIS․
사이버 교육 및 지리정보 보안GIS․

포털시스템 확대개발 사업관리GIS․
지리정보 정보보호관리체계 운영․

포털시스템 운영 및 개발GIS․
포털시스템 공동활용 활성화 관리GIS․

일상경비 집행․
직원 봉급 및 제수당 관리․

개발팀GIS

개발팀 업무 총괄GIS․
공간데이터웨어하우스 사업추진 및 총괄․
지리정보유통 계획 및 보안솔루션도입․

서버 및 유지관리GIS S/W․
공간데이터웨어하우스 운영 및 관리․
세계측지계전환에 따른 데이터변환GIS․
항공사진웹검색시스템 지리정보유통시스템 수치지형도 관리시스템 운영, ,․

운영팀GIS

운영팀 업무 총괄GIS․
수치지형도 갱신제작 및 유지관리․
도시기준점 유지관리․
도로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지하시설물 통합정보 시스템 운영․
도시계획경관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
지반정보시스템 운영 및 구축DB․

표< 5-9 서울시 지리정보담당관실 팀별 업무 분장 내역>

공간데이터 웨어하우스의 데이터 유지관리업무는 서울시에서 구축되고 있는 전체 데GIS

이터를 총괄하여 정리하는 업무이다 공간데이터 웨어하우스 데이터 유지관리는 단순히 연계.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로딩하는 수준이 아니라 여러 시스템에서 취합된 데이터의 공간적 속․
성적 정합성45)을 확인하여 정합성에 오류가 발생하는 데이터를 확인하여 일일이 해당 부서

에 피드백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또한 시스템과 연계되지 않고 작성되는 건축물대장. GIS ,

과세대장 주택가격조사자료와 같은 행정자료와 통계자료를 자료와 연계하는 업무 각, GIS ,

부서에서 시스템적으로 작성되지 않는 정보 중에 데이터로 구축되어야 하는 정보들을GIS

45) 공간데이터웨어하우스 구축 시범사업 년 에서는 공간적 정합성 오류를 서로 다른 데이터를 중첩함으로(2002 )
써 발생하는 오류로 정의한바 있음 이러한 공간적 정합성 오류로 도로위에 건물이 위치하는 것을 예로 들수.
있으며 이들은 개별 자료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데이터를 통합할 때 발생하는 것임 공간적 정합, .
성 오류는 입력오류 자료갱신오류 법적기준과 현실과의 상이로 인한 오류의 가지로 구분하였음 속성데이, , 3 .
터를 통합하는 과정에서도 이와 유사한 정합성 오류를 확인 할 수 있는데 건축물정보 정비방안 연구, (2005)
에서는 건축물대장 과세대장 등기부자료 수치지형도 자료간의 불일치 문제를 언급한 바 있음 건축물 정보, , , .
의 정비를 위하여 건축물 정보에 대한 통합 자료를 구축한 후 자료간의 지속적인 확인작업을 거쳐 차츰 일치
화시키는 방안을 제시한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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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으로 취합하거나 신규로 생성하는 업무 메타데이터 생성 업무 등이 수행되어야 할,

업무이다.

이상과 같은 업무를 통해 데이터 정비가 시기적절히 수행되어야 활용 차원에서 제기GIS

되는 데이터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존에 명이 담당하고 있던. 1 2∼

데이터 유지관리 업무를 대폭 강화하여 전문적으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담조직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추진체계 및 소요 예산3)

사업명 2007 2008 2009 2010 2011

미개발된 업무
시스템 구축 및
기구축 시스템
기능 보완

주택 건축 관리 시스템/․
기본설계 시범사업 본사업1 본사업2

환경 정보 시스템․
기본설계 본사업1 본사업2

세무 재산 관리시스템/․
시범사업 본사업

사회 복지시스템/․
기본계획 시범사업 본사업

기구축 시스템 도로 지하시설물 기능보완( , )․
지리정보서비스
데이터 구축 사업

시민생활분야 주제도 구축방안 수립 및 주제도 구축․
안전 및 경제분야 주제도 구축방안 수립 및 주제도 구․
축

포털 사이트 고도화 사업GIS

지리정보 유통 관련 상세 지침 작성

서울시 교육강화GIS

서울시 홍보GIS

서울시 데이터 센터GIS

표< 5-10 활용 활성화 분야 세부과제별 추진일정> G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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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2007 2008 2009 2010 2011 계

미개발된 업무
시스템 구축 및
기구축 시스템
기능 보완

주택 건축 관리 시스템/․ 2 5 23 23 53

환경 정보 시스템․ 20 70 70 160

세무 재산 관리시스템/․ 2 8 10

사회 복지시스템/․ 2 4 6 12

기구축 시스템 도로 지하시설물 기능보완( , )․ 3 6 6 15

포털 사이트 고도화 사업GIS 3 3 3 3 3 15

지리정보서비스
데이터
구축사업

시민생활분야 주제도 구축방안 수립 및 주제도 구축․ 3 3 6

안전 및 경제분야 주제도 구축방안 수립 및 주제도 구․
축

3 3 6

지리정보 유통 관련 상세 지침 작성 표준제정에 포함*

서울시 교육강화GIS 1 1 1 1 1 5

서울시 홍보GIS 2 3 2 3 2 12

서울시 데이터 센터GIS

소 계 9 42 102 109 32 294

표< 5-11 활용 활성화분야 세부과제별 소요 예산> GIS

기반 구축5.3.4 u-Seoul

기본 방향1)

정보 기술 발달 속도가 매우 빨라지면서 최신 정보 기술들을 업무에 적용시킬 필요가 높

아지고 있다 더욱이 중앙정부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최신 정보기술들을 접목해.

야 하는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범국가적 차원으로 정보화 사업 추진시 정보화 요소기술들.

을 부분적으로 채택 수용하였던 기존의 계획들과는 달리 유비쿼터스라는 정보기술을 정보화

계획의 근간으로 설정하고 있다 국가지리정보체계 기본계획에서는 유비쿼터스 국토실현을.

위한 기반조성이라는 비전으로 기본계획에서는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사회, u-Korea u- u-

실현을 목표로 전자정부계획에서는 차세대 전자정부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유비쿼터스,

기술 기반하에서 새로운 행정패러다임을 연구할 예정이다 마스터 플랜에서는 대. u-Seoul 6

영역별 과제와 선도사업의 중점과제와 이에 대한 소요 예산까지 분석한 바 있다.

그러나 최신 기술들이 업무에 적용되어 업무를 얼마나 효율화시킬지 경제적인 타당성은, ,

있는지 등에 대한 지속적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최신 정보기술을 효과적으로 접목하고 활.

용하기 위하여 단계 서울시 에서 추진해야 할 과제를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3 GIS .

정보화 기술 모니터링 및 기반기술 로드맵 작성 정보기술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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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운영과 연계된 기반기술 로드맵을 주기적으로 작성함

모바일 도입 핸드폰과 등 개인 단말기의 보편화에 따라 모바일 구축사GIS : PDA GIS․
업을 위한 기반이 조성됨에 따라 서울시 모바일 구축사업을 추진함GIS

도입 차 국가 에서 추진하고 있는 적용 계획과 맞물려서 진행함3D GIS : 3 GIS 3D․
의 도입방안 기술 모니터링과 더불어 도입을 위한Ubiquitous GIS : Ubiquitous GIS․

상세한 연구를 수행함

중점 추진과제2)

정보화 기술 모니터링 및 기반기술 로드맵 작성(1)

국가 차원에서는 구현을 위하여 대 분야 선진화 목표와 대 엔진 최적화 목u-Korea 5 4

표를 수립한바 있다 대 분야 선진화 목표는 국민에게 다가가는 정부 첨단지능형 국토건. 5 ,

설 경제 활력 및 성장 잠재력 제고 안전하고 깨끗한 사회 편리하고 윤택한 개인생활이다, , , .

대 엔진 최적화 목표는 균형 잡힌 글로벌 리더십 자생력 있는 생태적 산업 기반 효율적이4 , ,

고 유연한 사회제도 기반 마련 융복합 및 연계가 용이한 투명한 기술개발이다 이러한 기술, .

개발은 계획에서 요소기술별로 구분되어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IT 839 .

대 서비스8 대 인프라3 대 신성장 동력9

HSDPA/W-CDMA․
WiBro․
광대역 융합 서비스․

서비스DMB/DTV․
서비스u-Home․

텔레매틱스 위치기반서비스/․
활용 서비스RFID/USN․

서비스IT․

광대역 통합망(BcN)․
센서 네트워크U- (USN)․

소프트 인프라웨어․
이동통신 텔레매틱스 기기/․
광대역 홈 네트워크 기기/․
디지털 방송 기기TV/․
차세대 컴퓨팅 주변 기기/․
지능형 로봇․

기기RFID/USN․
융합부품IT SoC/․

임베디드 SW․
디지털콘텐츠 솔루션/SW․

표< 5-12 전략 품목> u-IT839

서울시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추진하여 개발하고 있는 정보화 기술 뿐 아니라 민간에서 이

루어지고 있는 기술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하여 서울시정 운영과 연계된 기반기술 로드

맵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자정부사업이나 계획과 같은 다양한 정보화 사. U-Korea

업으로 인하여 서울시정 현안과 맞물려서 정보화 기술을 이용하여 현안문제를 효과적으로

또는 과학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요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최근 기술변화와 더불어 서울.

시정에 대한 효과적인 창구로서 등의 기술등을 활용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있IPTV, DMB

다 향후 개발되는 기반 기술들을 모니터링하여 서울시정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지속적인.

로드맵을 작성하여 시정운영을 뒷받침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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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구축사업(2) GIS

기존 구축된 정보시스템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서울시 정보화 발전을 위해서는 서울시 모

바일 적용가능 업무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모바일 시스템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모바일GIS .

도입 시점에서는 모든 공통적인 업무에 대한 정형화와 표준화를 통한 업무향상이 필요GIS

하기 때문에 모바일 시스템을 도입하여 업무 정형화와 표준화 방안에 대한 제시가 필요GIS

하다 기존 연구. 46)에서는 서울시 업무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모바일 시스템 유형은 단GIS

속 및 지도 조사 시설물 유지관리 등의 업무에서 상당부문 공통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갖는, ,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이들 업무 특성을 고려할 때 공통 업무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공통적.

인 프로그램 모듈을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 모바일 게이트웨이는 모바일 의 표준화. GIS GIS

에 대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통된 부분에 대한 모바일 시스템 컴포넌트를 제공, GIS

함으로서 모바일 시스템의 독자적 개발에 따른 중복투자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GIS

된다.

서울시 모바일 시스템을 구축한 후 시스템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및GIS ,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유지관리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모바일 시스템 유지관리는 하. GIS

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에 관한 것이 모두 포함이 된다 특히 모바일, , , . ,

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전송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유지관리 하는 경우GIS

에는 기존 이동통신회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무선 네트워크를 이용하여야 하나 모든 자료의

전송을 이동통신회사의 무선 네트워크를 통하여 수행하는 경우 많은 통신료를 부담해야 한

다 따라서 실제 모바일 시스템 구축시 상세한 업무분석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자료의. GIS

전송이 일어나는 업무만을 고려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유지관리 비용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

구축 사업(3) 3D GIS

제 차 국가 에서는 유비쿼터스 국토실현을 위하여 차원 의 역할이 보다 강조되고3 GIS 3 GIS

있다 유비쿼터스 및 디지털국토 구현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가상현실 구현이라 할.

수 있으며 차원 공간객체를 현실세계와 동일하게 표현하는 가상현실 을 활용하여 다, 3 (VR)

양한 사용자 요구에 맞춘 개인화된 차원 공간 서비스 개발을 통해 유비쿼터스 공간정3 GIS

보서비스 환경조성에 기여할 수 있어 사이버국토 건설의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하여 구축 사업에서 추진할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3D GIS .

차원 의 기반데이터 확충 차원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차3 GIS : 3 GIS 3․
46) 모바일 도입은 기 연구된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모바일 적용에 관한 연구 를 바탕으로GIS ( , 2002, GIS )

추진과제를 도출하였음



서울시 현황 분석평가 및 단계 기본계획 수립연구GIS 3 GIS‧

- 228 -

원 를 구현하기 위한 데이터가 구축되어야 함 특히 차원 를 활용하기 위해서GIS . , 3 GIS

서울시 전역에 대한 정밀한 수치표고모델 건물에 대한 정확한 고도 주요 건물에 대한, ,

입면 매핑 도로 데이터 중 고가차도 및 교량 지하시설물 등에 대한 차원 기반 데이, , 3

터의 구축이 필요함 이외에도 현재 구축되고 있는 경관관리시스템을 웹기반 차원. 3

포털로의 확충이 필요하며 데이터베이스 차원 활용체계 개선 구축범위 등GIS , , 3 GIS ,

의 요인들을 검토할 수 있음

차원 시스템 구축 확대 웹기반 차원 포털시스템의 서비스 확충과 업무시3 GIS : 3 GIS․
스템에 있어 차원 시스템에 대한 시범사업을 수행함 웹기반 차원 포털에3 GIS . 3 GIS

서는 다양한 서비스 기능을 확대하고 단위시스템에 있어서는 시범사업을 통하여 업무

에서의 효용성을 도출하도록 함 데이터에 있어서는 차원 칼라항공사진과 지하공간에. 3

대한 데이터를 구축하도록 함 데이터 구축범위는 서울시 전역이외에도 사대문안을 중.

심으로 상세하고 완벽한 차원 데이터를 구축하여 다양한 연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3

며 이외에 차원 데이터에 대한 활용범위 확대와 제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3

모색함

차원 통합시스템 구축 서울시 전체에 대한 차원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3 GIS : 3 GIS․
것임 차원 통합시스템은 차원 기반데이터 및 표준화된 기능을 제공하여 도시관. 3 GIS 3

리를 수행할 수 있는 차원 관리시스템과 웹기반의 차원 포털과의 연계로서3 GIS 3 GIS

나타남 특히 단계 사업에서는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과 연계하여 시민들의 참여를 높. , 3

이는 것이 중요하며 단위시스템에서 차원 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 3 GIS

한 기능을 지원하는 기반을 조성함

도입방안(4) Ubiquitous GIS

유비쿼터스 환경은 공간을 중심으로 한 정보통합이기 때문에 유비쿼터스 사회의 핵심 기

반기술로 가 매우 중요하다 유비쿼터스 사회에 대한 논의가 국내에서 본격화되고 있기GIS .

는 하나 현재까지 그 실체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는 유비쿼터, .

스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에서 담당해야할 역할정의가 명확히 필요한 실정이다 서울시GIS .

는 현재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어 있기는 하나 제공되는 서비스 위주로 작성되어u-Seoul ,

있어 하부에서 이루어져야 할 기반 구축 부분에 대한 상세한 계획이 빠져있는 상황이다 유.

비쿼터스 사회로의 변화를 대비하여 를 필두로 하는 기반기술에 대한 로드맵이 필요하고GIS

이를 위해 서울시는 국가 계획과 연계된 상세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사업분야에. NG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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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유비쿼터스 기술을 접목함으로써 데이터 획득에 관련된 사업들이 유비쿼터스 환경하에,

서 단일 사업처럼 연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데이터의 구축과 갱신도 적절히 연결될,

전망이다 서울시에서는 사업 서울시 마스터 플랜과 긴밀히 연계하여 서울시. NGIS , u-Seoul

단계 구축계획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3 GIS .

유비쿼터스 기술 중 공동이용이 가능한 에 의하여 정SDI(Spatial Data Infrastructure)

보와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는 유비쿼터스 사회를 구축하는 주요 기반 기술이다 유비. SDI .

쿼터스 기술 중 기술 검증이 확인된 분야부터 서울시에서는 시범지역을 대상으로 기술 적용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연구. 47)에서 센서기술 광대역 네트워크기술 레벨측위기, ,

술등의 유비쿼터스 기술을 이용한 분야별 활용 시나리오가 도출된 바 있다 최근. U-City

추진과 관련하여 시설물관리 기술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도시내에 존재.

하는 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한 주요 연구 내용은 지능형 도시 지하시설물 관리기술 개발“ ”,

유비쿼터스 기반 도시 지상시설물 관리기술 개발 지능형 도시관리를 위한 도시공“ IT ”, “

간정보 통합 플랫폼 개발 지능형 도시구축을 위한 공간정보 서비스 표준화 등으로 구분”,“ ”

된다 서울시에서는 유비쿼터스 기술을 적용한 시설물 모니터링 구축 시범 사업을 수행함으.

로써 정확한 시설물 위치정보 제공으로 시설물 관리에 대한 중복 투자를 방지할 수 있으며,

실시간 통합관리기술 제공으로 시설물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분야 주요개발기술

지능형 도시 지하시설물
관리기술개발

지하 환경에 적합한 활용 기술개발USN․
대 지하시설물별 모니터링 기술 및 긴급상황 대처 기술개발7․

지하시설물 통합 모니터링 기술 실용화 및 현장 검증․
유비쿼터스 기반 도시IT
지상시설물 관리기술 개발

지상 시설물 관리용 기술개발USN․
지상시설물 관리를 위한 통합 모니터링 기술개발․
공간정보와 시설물 통합 관리기술 실용화 및 현장 검증․

지능형 도시관리를 위한
도시공간정보 통합 플랫폼

개발

지능형 도시공간정보 통합 플랫폼 설계․
지능형 도시공간정보 통합 플랫폼 구현․
데이터 갱신 및 관리 표준화 연구․
통합 플랫폼 활용 확산 및 유지관리 방안 연구․

지능형 도시구축을 위한
공간정보 서비스 표준화

지능형 도시공간정보서비스 기반 표준화 연구․
도시공간 정보 객체 식별자 개발․

및 식별자 관리기술 개발ID․
신도시 및 기성시가지 공간정보 서비스 표준화․

출처 남상관구지희 기반 도시시설물 지능화 방안 연구 한국공간정보시스템학회* : , 2006, u-GIS , 2006․
년 추계 학술대회

표< 5-13 도시시설물 지능화 기술개발 분야 세부과제별 주요 개발 기술>

를 구현하기 위하여 위치기반 서비스 시스템 구현이 필수적이다 핸드폰Ubiquitous GIS . ,

등 무선통신 단말기 사용자의 증가에 따라 모바일 시장은 급성장하고 있으며 모바일PDA ,

47) 건설교통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유비쿼터스 기술의 활용방안 연구, 2004, GIS/L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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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응용분야인 위치기반서비스는 이동통신 기반 인터넷 기술 응용 컨텐츠 서비스 부분GIS , , ,

이 급속히 활성화되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위치기반정보서비스 시스템을 이용하여 시민들에.

게 위치 또는 공간과 관련된 시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최적의 시스템으로 대시민 서비스

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위치기반서비스 시스템 구현을 위한 방안과 구축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추진체계 및 소요 예산3)

사업명 2007 2008 2009 2010 2011

정보화기술
모니터링 및
기반기술

로드맵 작성

정보 기술 모니터링 중앙정부 해외 민간분야( , , )․
서울시정 운영과 연계된 기반기술 로드맵 작성․

모바일 GIS
구축사업

모바일 시범구축GIS․
모바일 서비스 확대GIS․

3D GIS
구축사업

차원 의 기반 데이터 확충3 GIS․
차원 시스템 구축 확대3 GIS․
차원 통합시스템 구축3 GIS․

Ubiquitous
GIS

도입방안

마스터 플랜에 따른 상세계획 수립U-Seoul GIS․
유비쿼터스 기술을 적용한 시설물 모니터링 구축 사업․
유비쿼터스 기술을 적용한 대시민 서비스 제공시범사업․

표< 5-14 기반구축분야 세부과제별 추진일정> u-Seoul

단위 억원( : )

사업명 2007 2008 2009 2010 2011 계

모바일 GIS
구축사업

모바일 시범구축GIS․ 10 10

모바일 서비스 확대GIS․ 30 30 60

3D GIS
구축사업

차원 의 기반 데이터 확충3 GIS․ 10 10

차원 시스템 구축 확대3 GIS․ 15 15

차원 통합시스템 구축3 GIS․ 7.5 7.5 15

Ubiquitous
GIS

도입방안

마스터 플랜에 따른 상세계획 수립U-Seoul GIS․ 3 3

유비쿼터스 기술을 적용한 시설물 모니터링 구축 사․
업*

8 14 14 36

유비쿼터스 기술을 적용한 대시민 서비스 제공시범․
사업

20 20 32 72

소 계 20 56 71.5 41.5 32 221

표< 5-15 기반구축분야 세부과제별 소요예산> u-Seoul

마스터 플랜의 뉴타운 도시관리 구축을 통한 시설관리서비스의 구축을 통한 시설관리* U-Seoul / /u-GIS u-GIS
서비스 억과 기반의 점용시설물관리 억으로 추산하였음28 RFID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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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체계 정비5.3.5 GIS

기본 방향1)

는 정보시스템 요소기술 중 하나면서 활용차원에서는 모든 분야를 총망라하는 기반GIS

인프라이기도 하다 서울시 전체 를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시 정보화기. GIS

획담당관48)내의 지리정보담당관실이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 본청의 지리정보담당관은 서울.

시 본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뿐 아니라 구청을 포함하는 서울시 차원의 전반적인GIS

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쪽으로는 건설교통부 정보GIS . ,

통신부 행정자치부등의 각 기관에서 를 포함한 각종 정보화계획들이 수립되고 이에 따, GIS

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구청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을 모니터링하고 지원GIS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가 정보화에 있어 하나의 요소기술로서 각종 정보화계획들과 적. GIS

절하게 연계되도록 한다.

한편 구청까지 포함하는 서울시 차원의 를 총괄하기 위해 조직력 강화가 필요한 실, GIS

정이다 특히 서울시 본청에는 지리정보담당관이 조직 구성인원 명 되어 본청 차원의. , ( : 19 )

를 총괄하고 있으나 구청차원에서는 구청 서버관리자 인에게 관련 업무를 모두 처GIS 1 GIS

리하도록 배정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구청단위의 활용실태조차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GIS

고 있는 실정이다 구청 시청 중앙정부의 사업과 운영이 일관되게 유지할 필요가 있는. GIS․ ․
데 이를 위하여 서울시 지리정보담당관실에서 개 자치구청의 사업을 총괄하면서 한, 25 GIS

편으로는 구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역할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위주로 추진되어 오던 사업이 위치정보제공이 중요해지면서 최GIS

근 민간사업자들이 새로운 수요처로 등장하고 있는데 서울시 지리정보담당관실에서는 민간,

수요에 대한 총괄적인 대응과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역할 정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총괄부서로서의 역할을 수립하기 위하여 향후 년동안 수행해야하는 과제를 도출하면GIS 5

다음과 같다.

협의체 구성 서울시 전체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통로 역할 수행: GIS․
구청의 전담 조직 구청별 수요에 대응하면서 중앙정부와 서울시 사업에 대한 일: GIS․
관된 역할 수행

파트너쉽 구축 협력적 로 나아가기 위한 발전 방향 모색: GIS․

48) 서울시 정보화 기획단은 년에 설립되어 현재 담당관 사업소 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는1999 4 1 211 .
정보화기획담당관 정보시스템담당관 지리정보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서울특별시 데이터 센터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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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추진과제2)

협의체 구성(1)

서울시 전체 를 총괄하기 위한 수요조사 피드백체계 정보 공유등을 지원하기 위해GIS , ,

분야별 그룹별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 지리정보담당관실에서 매년 운영현황을 조사하. GIS

고 있기는 하나 실질적인 운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분기별 또는 월별로 정례적인 협의,

가 필요하다 현재 와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례로 지하시설물 협의회. GIS 49)

와 정보화기획단의 포탈 소그룹 네트워크가 있다GIS .

사용자로 구성된 협의회 시스템 사용자에 대한 정기적 수요조사 및 피드백 체계: GIS․
를 마련함 이는 정보화기획단. 50)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자치구 소그룹 네트워크를 활․
성화하는 전략으로 추진하도록 함.

서울시 시자치구 소그룹 네트워크 서울시에서는 정보화 사업추진과 관련 시구간:※ ․ ․
실질적인 업무협의 및 신속한 의사교환 정보 공유를 위하여 시자치구간 정보화 분, ․
야별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음 인터넷 운영 통계 운영 행정시스템 운영 포. , , , GIS

탈 정보통신 운영 정보시스템 운영 시민 정보화의 개 소규모 네트워크 그룹이, , , 7

있음.

의사결정자로 구성된 협의회 시 본청 본부 자치구 관련 기관 등의 주요 정책 행정 관: / , , /․
련 담당자 중 업무와 관련있는 담당자들을 협의회 구성원으로 구성함 사용자들의GIS .

수요조사 결과에 대한 확인과 동향등을 소식지로 작성하여 주기적으로 발송함으로써

지속적인 관심을 모음

정보화시대의 기술발전과 더불어 기본계획이나 발전방향에 대한 로드맵이 수시로 점GIS

검되고 점검된 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부서별로 신기술들을 접목하여 신규 사업을 발, .

굴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신기술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적용 가능성을 주기적으로 검토

하고 사업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는 표준 제정과 같은 실용화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49) 지하시설물 협의회
지하시설물 관리 주체 서울특별시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서울: , , , , ,․
에너지 서울도시가스 대한도시가스 극동도시가스 한진도시가스 강남도시가스 주식회사 데이콤 하나로통, , , , , , ,
신주식회사

협의 사항 지하시설물도수치지도의 통합관리 및 자료의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지하시설물도수치지도화에: ,․
관한 지하시설물관리주체 간의 의견조정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

50)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시행계획,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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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활성화(2) GIS

구청차원의 활용실태를 파악해보면 현재의 상황으로는 구청차원에서 가 활성화되GIS GIS

기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구청에 대해서도 관련정보를 취합하고 구청별로 필요한 시스템을. ,

만들고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확보되어야 한다 활용현황 조사시 구청 활성화를. GIS GIS

위해서 전담조직을 설립할 필요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청의 전담 조직이 신설된 예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의 전담팀을 들 수 있는데 각 구청의 자치행정과 산하에 계장,

인 예산담당 인 전산직 인으로 구성된 팀이 신설되어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1 , 1 , 1 .

전담 조직 구성안 서울시와 구청 를 연결하는 노드이며 구청 를 총괄하는 통: GIS , GIS․
합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역할을 부여함 구청의 정보화 관련 부서의 개 팀으로 신설. 1

하며 수요조사 운영지원 데이터 정비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소 인의 인원GIS , , 3 4∼

을 배치함

구청 국 과 구청 국 과

종로 행정관리국 기획예산과 서대문 행정관리국 기획예산과

중구 기획재정국 전산정보과 마포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용산 행정관리국 기획예산과 양천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성동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강서 행정관리국 민원전산과

광진 행정관리국 민원정보과 구로 행정관리국 기획예산과

동대문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금천 행정관리국 기획예산과

중랑 행정관리국 기획예산과 영등포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성북 행정관리국 경영기획과 동작 행정관리국 기획예산과

강북 행정관리국 기획예산과 관악 행정관리국 기획예산과

도봉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서초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노원 행정관리국 기획예산과 강남 재무국 전산정보과

은평 행정관리국 주민전산기획과 송파 행정관리국 전산정보과

강동 행정관리국 전자정보과

표< 5-16 개 구청의 전산 담당 부서 현황> 25

활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구청차원에서는 중앙정부의 각 부처 및 서울시 구청자체내GIS ,

에서 개발된 전산화 프로그램들이 복잡하게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다 구청의 예산 현황에 따.

라 컴퓨터의 사양등도 매우 제각각이고 프로그램 오작동상태에서 방치되어 있는 등 실제 하

드웨어 소프트웨어적인 기술 지원이 우선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업무에는 정통하나 컴/ .

퓨터를 이용한 업무에 숙달되지 않은 담당자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GIS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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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쉽 구축(3)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련 사업으로 건설교통부의 제 차 국가지리정보체계GIS , 3

기본계획 지능형 국토정보기술 혁신로드맵 정통부의 기본계획, (2006-2010), u-Korea ,

전략 전략 표준화 로드맵 행정자치부의 전자정부 행정정보화촉진기본계획IT839 , IT 839 , , ,

지역정보 기본계획 지역정보 서비스 추진계획 등이 있다 이 외에도 부서별로 추진하u- , u- .

고 있는 정보화 사업 중 와 연계될 필요성이 있는 사업들이 다수 있으며 건설교통부에서GIS

추진하고 있는 건축행정정보화사업이 대표적 예라 할 수 있다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파트너.

쉽 형성으로 사업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GIS .

서울 생활권인 경기도와 인천광역시등에 대한 지리정보들을 함께 공유하는 방안이 필요

하다 요즘과 같이 도시문제가 광역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광역적 차원의 지리정보 통합 개념.

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국가에서 국가지리정보유통망 사업을 통하여 수치지형도 토지이. ,

용현황 토지특성도 수치고도자료 정밀토양도 지도 지하시설물도등을 유통하고 있다, , , , UIS , .

국가지리정보유통망은 전 국토를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추진되는 것으로 필요한 자료를 공유

하기 위하여 발빠른 대응을 수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경기도와 인천광역시와의 파트너쉽.

을 통해 광역권의 한 자료 공유 노력이 필요하다seamless .

차 국가 에서는 공공수요와 더불어 민간수요를 고려한 활용촉진방안을 구상하고 있3 GIS

는 상황이다 민간부문과의 인터뷰 결과 공공분야에서 가장 시급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기.

본지리정보의 활용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시민 서비스를 효율적.

으로 추진하고 산업도 활성화할 수 있는 협력적 모델이 필요하다 협력적 모델의 예로GIS .

기본지리정보에 수시갱신에 대한 협력적 모델 민간 자본과 인프라등을 활용한 효율적 대시,

민 서비스 모델 등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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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체계 및 소요 예산3)

사업명 2007 2008 2009 2010 2011

협의체 구성

시스템 운영에 대한 정기적 수요 조사 및 피드백 체계GIS․
마련

계획에 대한 전체적인 가이드라인 제시GIS․
구청 GIS
활성화

구청 전담조직 구성GIS․
구청 관련 정보화 지원GIS․

파트너쉽
구축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파트너쉽 구축․
인접 지자체간의 파트너쉽 구축․
민간과의 파트너쉽 구축․

표< 5-17 운영체계 정비분야 세부과제별 추진일정> GIS

단위 억원( : )

사업명 2007 2008 2009 2010 2011 계

협의체 구성 및 파트너쉽 구축 1 1 1 1 1 5

소 계 1 1 1 1 1 5

표< 5-18 운영체계 정비분야 소요예산> G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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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추진 계획5.4.

추진 체계5.4.1

서울시 단계 기본계획은 년도부터 년까지 년 동안 추진할 사업에 대한 큰3 GIS 2007 2011 5

틀이다 표 는 부문별 계획에 대한 총괄표로서 대분야별 주요 과제에 대한 연도별 사. < 5-19> 5

업내역을 정리한 내용이다 단계 기본계획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은 년 동안 지속. 3 GIS 5

적으로 수행해야 할 업무와 년도별로 단계를 구분지어 수행하는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부문 사업명 2007 2008 2009 2010 2011

Enterprise
GIS

구축 고도화

공유 데이터 정합성 및 현시성 확보사업SDW․
개념으로 기능 고도화Shared Service SDW․

행정자료와 공간자료연계․
공간분석을 통한 의사결정지원체계 마련․

지리정보
품질향상

기본지리정보 정확도 향상 및 유지관리․
표준안 모니터링GIS․

데이터 표준안․
시스템 기능 표준화․

GIS
활용 활성화

미개발된 업무 시스템 구축 및 기구축 시스템 기능 보완․
구축 비용 포함(DB )

포털 사이트 고도화 사업GIS․
지리정보서비스 데이터 구축사업․
지리정보 유통 관련 상세 지침 작성․
서울시 교육 강화GIS․
서울시 홍보GIS․
서울시 데이터 센터GIS․

u-Seoul
기반구축

정보화 기술 모니터링 및 기반 기술 로드맵 작성․
모바일 구축사업GIS․

구축사업3D GIS․
유비쿼터스 도입방안GIS․

GIS
운영체계
정비

협의체 구성․
구청 활성화GIS․
파트너쉽 구축․

표< 5-19 서울시 단계 추진 사업 총괄> 3 GIS



단계 서울시 구축 기본계획V. 3 GIS

- 237 -

년부터 년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2007 2011▪
고도화 부문 국내외 의사결정지원체계 동향 분석Enterprise GIS :․

지리정보 품질향상 부문 수치지형도 수시갱신사업 영상 및 항공사진 데이터 구축: ,․
사업 중앙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표준 동향 모니터링 서울시 차원에, GIS ,

서 요구되는 상세 데이터 표준 발굴 및 제정 데이터 유통과 관련된 표준 제, SDW

정 기반 시스템 표준화 방안, WEB GIS

활용 활성화 부문 포털사이트 고도화 사업 지리정보 유통관련 상세지침GIS : GIS ,․
작성 서울시 교육강화 서울시 홍보 서울시 데이터 센터, GIS , GIS , GIS

기반구축 부문 중앙정부 해외 민간분야의 정보 기술 모니터링 서울시정u-Seoul : , , ,․
운영과 연계된 기반기술 로드맵 작성

운영체계정비 부문 시스템 운영에 대한 정기적 수요 조사 및 피드백 체계GIS : GIS․
마련 계획에 대한 전체적인 가이드라인 제시 구청 관련 정보화 지원 중, GIS , GIS ,

앙부처와의 긴밀한 파트너쉽 구축 인접 지자체간의 파트너쉽 구축 민간과의 파트, ,

너쉽 구축

년 중점 추진 사업2007▪
고도화 부문 공유데이터 유형별 정확도 향상을 위한 기본설계 행Enterprise GIS : ,․

정자료와 공간자료간 연계를 위한 사업ISP

지리정보 품질향상 부문 세계측지계 전환에 따른 응용시스템 데이터 변환 사업:․
활용 활성화 부문 기구축시스템 도로 지하시설물 기능 보완GIS : ( , )․

기반구축 부문 모바일 시범 구축 차원 의 기반 데이터 확충u-Seoul : GIS , 3 GIS․
년 중점 추진 사업2008▪

고도화 부문 공유데이터의 정합성 및 현시성 확보를 위한 시범사Enterprise GIS :․
업 개념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 분야별 행정자료 공간자료, Shared Service ISP ,

연계 사업 건물분야( )

지리정보 품질향상 부문 세계측지계 전환에 따른 응용시스템 데이터 변환 사업:․
활용 활성화 부문 주택 건축관리시스템 기본설계 환경정보시스템 기본설계 세GIS : / , ,․

무 재산 관리시스템 시범사업 사회 복지시스템 기본계획 기구축시스템 도로 지하/ , / , ( ,

시설물 기능 보완 지리정보서비스 데이터 구축 사업 중 시민생활분야 주제도 구축) ,

방안 수립 및 주제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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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구축 부문 모바일 서비스 확대 차원 시스템 구축 확대u-Seoul : GIS , 3 GIS ,․
마스터 플랜에 따른 상세계획 수립 유비쿼터스 기술을 적용한 시설U-Seoul GIS ,

물 모니터링 구축 사업

운영체계정비 부문 구청 전담조직 구성GIS : GIS․
년 중점 추진 사업2009▪

고도화 부문 공유 데이터의 정합성 및 현시성 확보를 위한 본 사Enterprise GIS :․
업 의 기능 고도화 분야별 행정자료 공간자료 연계 사업 건물분야 서울시, SDW , ( ),

업무에 적합한 공간분석 모형 개발

활용 활성화 부문 주택 건축관리시스템 시범사업 환경정보시스템 본사업 세GIS : / , 1,․
무 재산 관리시스템 본사업 사회 복지시스템 시범사업 기구축시스템 도로 지하시/ , / , ( ,

설물 기능 보완 지리정보서비스 데이터 구축 사업 중 시민생활분야 주제도 구축) ,

방안 수립 및 주제도 구축

기반구축 부문 모바일 서비스 확대 차원 통합시스템 구축 유u-Seoul : GIS , 3 GIS ,․
비쿼터스 기술을 적용한 시설물 모니터링 구축 사업 유비쿼터스 기술을 적용한 대,

시민 서비스 제공 시범사업

년 중점 추진 사업2010▪
고도화 부문 의 기능 고도화 분야별 행정자료 공간자료 연계Enterprise GIS : SDW ,․

사업 건물분야( )

활용 활성화 부문 주택 건축관리시스템 본사업 환경정보시스템 본사업 사GIS : / 1, 2,․
회 복지시스템 본사업 지리정보서비스 데이터 구축 사업 중 안전 및 경제분야 주제/ ,

도 구축방안 수립 및 주제도 구축

기반구축 부문 차원 통합시스템 구축 유비쿼터스 기술을 적용한 시u-Seoul : 3 GIS ,․
설물 모니터링 구축 사업 유비쿼터스 기술을 적용한 대시민 서비스 제공 시범사업,

년 중점 추진 사업2011▪
고도화 부문 기능 고도화 분야별 행정자료 공간자료 연계Enterprise GIS : SDW ,․

사업 건물분야 서울시 업무에 적합한 공간분석 모형 개발( ),

활용 활성화 부문 주택 건축관리시스템 본사업 지리정보서비스 데이터 구축GIS : / 2,․
사업 중 안전 및 경제분야 주제도 구축방안 수립 및 주제도 구축

기반구축 부문 유비쿼터스 기술을 적용한 대시민 서비스 제공 시범사업u-Seou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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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예산분석5.4.2

서울시 단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은 총 개년도에 걸쳐 억원이 필요한GIS 3 5 732

것으로 산출되었다 연도별 소요예산내역을 살펴보면 표 과 같다. < 5-20> .

부문 사업명 2007 2008 2009 2010 2011 계

Enterprise GIS
구축 고도화

공유 데이터 정합성 및 현시성 확보사업SDW․ 4 3 6 13

개념으로 기능 고도화Shared Service SDW․ 2 3 3 3 11

행정자료와 공간자료 연계*․ 3 10 10 10 10 43

공간분석을 통한 의사결정지원체계 마련․ 0.5 0.5 3 0.5 3.5 8

소 계 7.5 15.5 22 13.5 16.5 75

지리정보
품질 향상

기본지리정보 정확도 향상 및 유지관리․ 36 27.5 21 21 21 126.5

서울시 표준 제정 사업GIS․ 2 2 2 2 2 10

소 계 38 29.5 23 23 23 136.5

활용 활성화GIS

미개발된 업무 시스템 구축 및 기구축 시스템․
기능 보완 구축 비용 포함(DB )

3 32 93 99 23 250

포털 사이트 고도화 사업GIS․ 3 3 3 3 3 15

지리정보서비스 데이터 구축 사업․ 3 3 3 3 12

지리정보 유통 관련 상세 지침 작성․
서울시 교육강화GIS․ 1 1 1 1 1 5

서울시 홍보GIS․ 2 3 2 3 2 12

서울시 데이터 센터GIS․
소 계 9 42 102 109 32 294

u-Seoul
기반구축

․ 정보화 기술 모니터링 및 기반 기술 로드맵 작성

모바일 구축사업GIS․ 10 30 30 70

구축사업3D GIS․ 10 15 7.5 7.5 40

유비쿼터스 도입방안GIS․ 11 34 34 32 111

소 계 20 56 71.5 41.5 32 221

운영체계GIS
정비

협의체 구성 및 파트너쉽 구축․ 1 1 1 1 1 5

소 계 1 1 1 1 1 5

총 계 75.5 144 219.5 188 104.5 731.5

구축 고도화 부문에서 건물분야의 행정자료와 공간자료연계에 대한 예산만 산정하였고 그* Enterprise GIS ,
외 다른 행정자료 연계 예산은 포함하지 않았음.

표< 5-20 서울시 단계 부문별 소요예산 내역> 3 G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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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결론6.1

서울시 사업은 년 건설교통부에서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 의 일환GIS 1995 (NGIS)

으로 대도시지역에 수치지형도를 제작하고 서울지역에도 대축척의 수치지형도가1:1,000 ,

제작되면서 본격화되었다 서울시 단계 사업에서는 수치지형도를 근간으로. GIS 1 1:1,000

도로관리시스템 상수도관리시스템 하수도 관리시스템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들의 시스템, , ,

구축이 시작되었다 단계 사업에서는 여러 업무시스템들이 구축되면서 시스템에서 구축된. 2

자료들의 공유와 공동활용을 목적으로 개념의 공간데이터웨어하우스 구축을Enterprise GIS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들이 펼쳐졌으며 시민들에게는 포털사이트를 통해 서울시의, GIS GIS

내용을 알리고 필요한 위치정보를 찾아볼 수 있게 하였다.

서울시는 공간데이터웨어하우스 포털 도시계획정보관리 도로관리 등 개 지리정, GIS , , 20

보시스템을 개발하여 업무에 활용하고 있으나 그동안 막대한 예산 투입에 비해 직원들의,

시스템에 대한 이해부족 운영상의 문제점 데이터 현시성 확보의 어려움 객관적인 평GIS , , ,

가 시스템의 부재 등으로 활용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업이 년도에 완, 2006

료됨에 따라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의 재정비와 새로운 활용시스템개발이 시급한 상황GIS

이다 또한 인터넷 및 관련정보기술의 급격한 발달과 전자정부사업 유비쿼터스 사업등 정보. ,

화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업무부서에서의 활용뿐 아니라 대시민 서비스

개발도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난 년간 추진된 각종 사업의 활용도를 분석하고 정보화기10 GIS ,

술동향 및 발전추세를 고려하여 서울시의 단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진행하였다 본3 GIS .

연구의 주요내용은 첫째 서울시 본청 및 구청의 시스템 운영자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통, GIS

해 활용현황 및 애로사항을 분석하고 둘째 중앙정부 및 서울시 자치구청차원에서 추진되는, ,

정보화사업과 민간부분 인터뷰를 통한 수요 및 동향을 분석하고 셋째 해외도시의 계획, , GIS

과 관련기술동향 그리고GIS Enterprise GIS, PPGIS, Mobile GIS, 3D GIS, Ubiquitous

등 주요분야별 구축사례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네 번째는 앞서 진행된 다양한 조사자GIS .

료 분석자료를 토대로 서울시 단계 추진의 기본방향을 수립하고 앞서 분석되었던 내, 3 GIS ,

용들을 바탕으로 단계 서울시 추진을 위한 분야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다 주요 연구내3 GIS .

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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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활용현황 및 문제점 분석1) GIS

서울시 활용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년도에 수립된 단계 기본계획과 단GIS 1995 GIS 1 2

계 기본계획을 살펴보았다 단계 여년에 걸쳐 구축된 시스템의 활용현황은 서GIS . 2 10 GIS

울시 자치구청 및 사업소의 운영 담당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수행하여 전반적이면서, GIS

심층적인 내용을 파악하였고 인터뷰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첫째 업무 시스템의 활용도는 전담부서의 존재유무와 사업 추진의지와 많은, GIS GIS

관련이 있었다 상수도 사업본부의 지리정보과나 도시계획과내에는 전담팀이 만들어져 있어.

상수도 관리시스템이나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은 활용 및 유지관리가 잘 되고 있었으나 전,

담팀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 도로관리시스템은 활용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조사되었

다 둘째 구청차원의 활용이 매우 미약하며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 GIS

나타났다 구청차원에서는 전담부서가 없는 것 뿐만 아니라 구청차원의 지리정보데이터를 통.

합적으로 볼 수 있는 시스템도 없는 실정이다 셋째 서울시청내 를 보다 체계적으로. , SDW

관리하고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었다 는 서울시 전체 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시스. SDW GIS

템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많이 있다 데이터의 갱신주기 단축과 정확도 검증을 통. SDW

한 데이터의 품질 향상등이 필요하며 업무시스템별 지속적인 유통 수요와 입력자료에 대한,

지침등의 표준안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지리정보담당관실이 서울시 를 총괄. , GIS

하는 부서로서 전체 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지침작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GIS . GIS

유통에 대하여 상세하고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며 서울시 전체 차원에서 고도화하는 장기적,

인 안목의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 다섯 번째 시스템과 관련된 표준화에 대한 가이. , GIS IT

드라인이 필요하다 기 구축된 버전의 시스템을 버전으로 전환한다거나. C/S GIS Web

나 와 같은 응용프로그램 버전 변경 등 운영환경의 변화가 발생할 때 서울시ArcGIS DBMS

차원의 총괄적인 대응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섯 번째는 다양한 활용가.

능성 제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등을 통하여 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 GIS

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고 마지막으로 조직적 차원에서 서울시 데이터를 실, , GIS

질적으로 총괄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와 구청의 전담조직을 신설할 필요가 있는GIS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보화 사업 동향분석2)

중앙정부와 서울시 차원에서 여러 정보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정보화 사업 동향분석을.

위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정보화 계획으로 건설교통부의 제 차 국가지리정보체계 기본계획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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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지능형 국토정보기술 혁신 로드맵 정통부의 기본계획과 전략 행정자치, u-Korea IT839 ,

부의 전자정부와 행정정보화 촉진기본계획 지역정보 기본계획 및 서비스 추진계획을 살, u-

펴보았다 서울시 차원의 정보화 계획으로 마스터 플랜 유비. Intelligent city Seoul 2006 ,

쿼터스 마스터 플랜과 최근에 수립된 자치구의 정보화 계획을 살펴보았다 또한 민간 분야. ,

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보화 사업 특히 사업을 중심으로 인터넷 기반과 텔레매틱스 분GIS

야의 민간 현황과 수요를 조사하였다.

중앙 및 지방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보화 계획과 민간의 수요를 파악한 내용

을 기반으로 도출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새로운 정보기술로 부각되고 있는 유비쿼. ,

터스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보화 사업 추진시 정보화 요소기술들을 부분.

적으로 채택 수용하였던 기존의 계획들과는 달리 유비쿼터스 사회라는 국가정보화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기본계획 기본계획 서울 마스터 플랜등U-Korea , NGIS , U-

이 계획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둘째 대시민 서비스 강화와 수요자 중심의 정보. ,

화 사업으로 진화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다 지난 몇 년간 각종 정보화 사업으로.

행정 업무 내부의 효율화가 추진되어 왔으며 이를 기반으로 대시민 서비스를 강화하고 수요,

자 중심의 정보화 사업을 주요시하고 있다 셋째 시스템 구축단계부터 서비스 활용 활성화. ,

를 고려하여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많은 예산을 들여 구축한 정보화 사업들이 정보화로 인.

해 발생하는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그 활용이 부진한 면이 없지 않았다 이러한 교훈, .

을 기반으로 최근 수립되고 있는 계획들은 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활성화

계획들이 함께 고려되고 있다 넷째 공공민간등과의 협업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울시. , .․
차원에서는 중앙정부 자치구 민간과의 협업이 필요한데 이는 정보화가 진행되면서 서비스, ,

를 이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 해당 서비스가 민간에서 제공하는 것인지 공공에서 제공하는,

것인지 보다는 양질의 서비스가 민간과 공공 구분없이 서비스되는 것이 중요해졌기 때문이

다 특히 서울시는 지도정보를 갱신하고 대시민 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

고 있는데 민간의 노하우를 이용할 수 있는 적절한 전략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마지막으, .

로 자치구 정보화에 대한 서울시의 역할이 정립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자치구 정보화는 서, .

울시 정보화의 근간이며 사업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자치구의 는 구청차원에서, GIS . , GIS

통합적인 운영환경을 마련하고 있지 못하며 시스템 활용도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

서울시 담당부서에서 자치구청에서 자생적으로 관심을 갖고 시스템을 운영하며 다양한GIS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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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동향 및 해외도시 추세 분석3) GIS

서울시 단계 기본계획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주요 해외 도시 계획3 GIS GIS ,

관련 기술 및 표준화 동향 주요 분야별 구축사례등을 분석하였다GIS , GIS .

미국 일본 캐나다 영국 도시들에서 수립하고 있는 계획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 , , GIS

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통합형 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의 부서별. , GIS .

구축에 따른 한계를 극복하고자 통합형 구축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둘째 공간자료GIS GIS . ,

와 시스템의 구축과 정비하고 있었다 공간자료를 정보기반으로 인식하고 이를 위해서GIS .

공간자료를 표준화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어 왔으며 효율적인 유통체계를 구축하였다 또, .

한 국가적 스케일에서 구축한 공통 데이터를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맞게 관리하고 정비하

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신기술을 적극 수용하여 시스템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 IT GIS

있으며 이를 실제 업무에 적용하고 있다 예 차원 가상 셋째 시스템의 사용자, ( : 3 GIS). , GIS

편의성을 높이고 있었다 즉 시스템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데 노력을. , GIS

기울여 왔으며 사용자가 하고 있는 업무 내용과 관련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기능을 추구,

하고 있다 또한 이용 분야의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사용자 교육 지원 체계를 추진하고. , GIS

있다 넷째 공공정보에 접근하기 위한 대중의 권리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시스템에서. , GIS

관리하는 자료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웹사이트를 구축하여 지역정.

보 행정 업무 정보 지적 세금 를 제공하고 있다 정보를 공개하는 웹사이트는 대부분, ( , ) . GIS

지도를 기반으로 구축되어 있다.

관련 기술의 발전동향은 가 여러 가지 정보기술을 사용하고 있다는 특징을 감안GIS GIS

하여 주변부 기술과 핵심기술로 나누어 살펴보았고 각각의 표준화동향을 살펴보았다GIS , .

또한 발전방향 탐색을 위하여 최근 많이 논의되고 있는, GIS Enterprise GIS, PPGIS, 3D

모바일 유비쿼터스 의 주요 개념과 구축사례 및 시사점을 살펴보았다GIS, GIS, GIS .

는 전사적 자원공유의 개념으로 초창기에는 데이터가 공유의 주요 대상Enterprise GIS

이었으나 최근에는 점차 서비스쪽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국내외 구축사례 검토를 통해서.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집중형 메타 데이터 관리로 데이터의 갱신과 현시. ,

성 확보에 중심을 두고 있다 둘째 정보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통합의 대상이 데이터에서 기. ,

능으로 확장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사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 증대에 많은 노력을. ,

기울이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넷째 엔터프라이즈 의 영역 확장으로 도시계획 지. , GIS , ,

적 건축과 같은 공간자료를 다루는 부서뿐 아니라 와 같이 공간자료를 단, CRM, CIS, ERP

순 참조하는 영역까지 통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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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주민 참여형 로도 불리우며 의 기능을 활용하여 공공정책 분야에 시민PPGIS GIS , GIS

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흐름의 하나이다 를 이용한 국외 사례를 살펴본 결GIS . PPGIS

과 도시지역의 이슈와 공공정책에 대한 계획 및 의사결정이 필요할 때 주민의 참여가 필수

적인 사항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의 참여를 위해 툴은 정부와 주민 사이의GIS

매개자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경우는 도시 주변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

력을 정부가 아닌 그 지역의 거주자 중심으로 이루어진 커뮤니티 조직을 통하여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툴의 공간분석을 통해서 그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더욱 객관적이고 효. GIS

과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었다.

는 제 차 국가 에서 유비쿼터스 국토실현을 위하여 강조하고 있는 분야이다3D GIS 3 GIS .

의 활용성은 첫째 지자체의 웹포탈과 연계하여 지역관광정보 춘천시 전주시 신도3D GIS , ( , ),

시개발정보 전라남도 차원 지리정보 제공 대구시 와 같은 정보제공 둘째 정책결정과정( ), 3 ( ) , ,

에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의사결정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정책결정과 관련된 주요 정보

들을 차원정보로 제공하거나 차원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물 모형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기3 3

회를 제공함으로써 정책결정과 관련 사항을 시민들에게 효과적으로 공지하고 시민참여를 유

도하는 방편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활용성 측면 이면에는 지자체의 업무와의.

연관성 미흡 운영 및 유지관리상의 문제 관련 제도와 규정 정비 표준화 기술개발등이 함, , , ,

께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데스크탑 단말기가 아닌 현장 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모바일 단말기의 보급(Field)

이 보편화되면서 이를 이용한 모바일 로 추세가 확산되고 있다 서울시 모바일 시스GIS . GIS

템 구축의 기본방향은 행정업무 및 정보화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현장업무에서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시정정보에 대한 다양한 컨텐츠를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국내외 모바일 구축사례를 검토하여 도출된 시사점은 첫 번째는.

모바일 시스템의 기반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점 두번째는 모바일 시스템 구GIS , GIS

축시 기존 정보시스템과 모바일 시스템의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하다는 점 마지막으로, GIS ,

최근 구축을 위한 인프라로 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수집 자료의 스케일이 세밀해u-city GIS ,

지고 실시간의 정보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특히 모바일 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었GIS

다 현재는 가 현장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 중심으로 구. Mobile GIS

축되어 사무실 업무와 연계하는 정도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라는 큰 틀안에서, Enterprise GIS

도 통합되어야 할 것이라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Mobile GIS .

유비쿼터스 사회는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정보화 사회의 총체이다 유비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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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스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기반기술들이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중에서도 유비쿼터스 환경은 공간을 중심으로 한 정보통합이기 때문에 유비쿼터스 사회

의 핵심 기반기술로 가 매우 중요하다 유비쿼터스 사회에 대한 논의가 국내에서 본격화GIS .

되고 있기는 하나 현재까지 그 실체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비쿼터, .

스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에서 담당해야할 역할정의가 명확히 필요한 실정이다 서울시GIS .

는 현재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어 있기는 하나 제공되는 서비스 위주로 작성되어u-Seoul ,

있어 하부에서 이루어져야 할 기반 구축 부분에 대한 상세한 계획이 빠져있는 상황이다 그, .

러므로 다음 사회로의 성공적인 진화을 위하여는 를 필두로 하는 기반기술에 대한 로드, GIS

맵이 필요하다.

단계 서울시 기본계획4) 3 GIS

서울시 단계 기본방향은 활용 활성화를 목표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서울시3 GIS GIS ,

구축 고도화 지리정보 품질향상 활용 활성화 기반구축Enterprise GIS , , GIS , u-Seoul ,

운영체계 정비등을 핵심추진전략으로 삼았다 이 부문별로 도출된 사업들에 대한 내역GIS .

은 표 과 같으며 이러한 사업추진을 위한 전체 예산은 약 억원이 필요한 것으< 6-1> , 732

로 산출되었다 표<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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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사업명 2007 2008 2009 2010 2011

Enterprise
GIS

구축 고도화

공유 데이터 정합성 및 현시성 확보사업SDW․
개념으로 기능 고도화Shared Service SDW․

행정자료와 공간자료연계․
공간분석을 통한 의사결정지원체계 마련․

지리정보
품질향상

기본지리정보 정확도 향상 및 유지관리․
표준안 모니터링GIS․

데이터 표준안․
시스템 기능 표준화․

GIS
활용 활성화

미개발된 업무 시스템 구축 및 기구축 시스템 기능 보완․
구축 비용 포함(DB )

포털 사이트 고도화 사업GIS․
지리정보서비스 데이터 구축사업․
지리정보 유통 관련 상세 지침 작성․
서울시 교육 강화GIS․
서울시 홍보GIS․
서울시 데이터 센터GIS․

u-Seoul
기반구축

정보화 기술 모니터링 및 기반 기술 로드맵 작성․
모바일 구축사업GIS․

구축사업3D GIS․
유비쿼터스 도입방안GIS․

GIS
운영체계
정비

협의체 구성․
구청 활성화GIS․
파트너쉽 구축․

표< 6-1 서울시 단계 추진 사업 총괄> 3 G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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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사업명 2007 2008 2009 2010 2011 계

Enterprise GIS
구축 고도화

공유 데이터 정합성 및 현시성 확보사업SDW․ 4 3 6 13

개념으로 기능 고도화Shared Service SDW․ 2 3 3 3 11

행정자료와 공간자료 연계*․ 3 10 10 10 10 43

공간분석을 통한 의사결정지원체계 마련․ 0.5 0.5 3 0.5 3.5 8

소 계 7.5 15.5 22 13.5 16.5 75

지리정보
품질 향상

기본지리정보 정확도 향상 및 유지관리․ 36 27.5 21 21 21 126.5

서울시 표준 제정 사업GIS․ 2 2 2 2 2 10

소 계 38 29.5 23 23 23 136.5

활용 활성화GIS

미개발된 업무 시스템 구축 및 기구축 시스템․
기능 보완 구축 비용 포함(DB )

3 32 93 99 23 250

포털 사이트 고도화 사업GIS․ 3 3 3 3 3 15

지리정보서비스 데이터 구축 사업․ 3 3 3 3 12

지리정보 유통 관련 상세 지침 작성․
서울시 교육강화GIS․ 1 1 1 1 1 5

서울시 홍보GIS․ 2 3 2 3 2 12

서울시 데이터 센터GIS․
소 계 9 42 102 109 32 294

u-Seoul
기반구축

정보화 기술 모니터링 및 기반 기술 로드맵 작․
성

모바일 구축사업GIS․ 10 30 30 70

구축사업3D GIS․ 10 15 7.5 7.5 40

유비쿼터스 도입방안GIS․ 11 34 34 32 111

소 계 20 56 71.5 41.5 32 221

운영체계GIS
정비

협의체 구성 및 파트너쉽 구축․ 1 1 1 1 1 5

소 계 1 1 1 1 1 5

총 계 75.5 144 219.5 188 104.5 731.5

구축 고도화 부문에서 건물분야의 행정자료와 공간자료연계에 대한 예산만 산정하였고 그* Enterprise GIS ,
외 다른 행정자료 연계 예산은 포함하지 않았음.

표< 6-2 서울시 단계 사업별 소요예산 내역> 3 G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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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건의6.2

서울시 공간데이터웨어하우스 고도화 추진필요1)

서울시에서는 단계 구축 사업에서 수치지형도와 함께 여러 가지 업무시스템들이1 GIS

구축되면서 자료의 공동 활용과 공유를 목적으로 단계 사업에서는 구축을, 2 Enterprise GIS

목표로 하였으며 그 결과 공간데이터웨어하우스 구축사업을 수행하여 시스템을 활용, (SDW)

중이다 에서는 서울시 데이터의 근간이 되는 프레임워크 데이터와 단위 업무시스. SDW GIS

템에서 유지관리되는 공통 공간데이터 및 일부 주요 행정자료의 공유 및 유통이 가능한 상

황이다.

는 부서 단위로 시스템을 활용하는 현실에서 부서간을 연계하면서 일관된 데이SDW GIS

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울시 전체 의 근간이 되는 가장 중요한 시스템이다 그GIS .

러나 실제 서울시 관련부서의 활용현황을 살펴본 결과 현시성 정확성등에 문제가 있으DB ,

며 소프트웨어적 측면에서도 업무에서의 활용은 극히 일부분의 기능만이 사용되는 상, GIS

황에서도 상대적으로 고가의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야 하는 문제들이 발생하며 이는 향후,

사용자를 확대하려는 것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GIS .

정보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의 개념도 확장되고 있는 추세이다 즉 기존Enterprise GIS . ,

에 가 기반의 환경하에서 부서간 데이터 공유에 초점이 맞추어져있었다Enterprise GIS C/S

면 최근에는 이기종 시스템 플랫폼간의 효과적인 상호운영 에 대한 요구가/ (interoperability)

증대하면서 기반의 서비스 지향적 아키텍처를 지향하는 것으로 진화해 나가고 있다WEB .

서울시 를 서비스 지향의 아키텍처로 전환하는 사업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 서비스SDW .

기반의 아키텍처는 데이터의 공유뿐 아니라 시스템 기능의 공유를 가능케 하고 비전문적 사,

용자들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때문에 서울시의 많은 부서에서 의 데이SDW

터와 기능을 활용케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서울시 단계 계획에서 서울시. 3

의 개념을 서비스 지향적 개념으로 진화시키고 관련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Enterprise GIS

해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양한 행정자료들과 공간자료간 연계사업 추진필요2)

서울시는 정보화사업의 결과로 많은 자료들이 데이터베이스화 되었고 쉽게 이용할 수 있,

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나 이들 자료들은 대부분 공간정보와 연계되어 있지 않고 동일한 항. ,

목들을 여러 자료원에서 중복적으로 관리하면서 자료가 연계 되지 않고 동일항목에 대해서,

분류체계가 달라 자료의 공동 활용이나 공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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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파악하고 정보자원의 통합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Enterprise Architecture

기본구상과 이에 따른 정보자원관리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즉 가운데. EA DRM (Data

은 서울시 전체 데이터에 대한 참조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Reference Model) ,

부분에 대해 개 분야는 구분되어 있지만 상세한 모델은 작성되어 있지 않으며 위치정보16 ,

를 중심으로 연계할 수 있는 개념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는 건축물 분야에 대해 건축물 관련 다양한 자료원에 대한 특성

을 파악하고 의 건물도형과 연계하여 활용하기 위한 방안과 예산을 제시한 바 있다 건GIS .

축물분야의 데이터에 대한 그림은 궁극적으로는 서울시가 그리고 있는 프레임 중 데이EA

터모델 그리고 개 데이터 모델 가운데 하나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며 나머지 부분에 대, 16 ,

해서도 상세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실질적인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

다.

서울시 정보화기획단에서 그리고 있는 를 근간으로 공간정보와 연계 필요성이 높은EA

행정자료의 주제별 유형을 분석하고 구축의 우선순위 소요 예산등에 대한 전반적인 를, , ISP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업은 서울시의 내에 기초데. SDW

이터 및 블록데이터의 개념으로 이미 구축하고 있는 자료들을 더욱 다양하게 하고 정교히,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의 다양한 분석을 가능케하고 활용을 활성화시키는 근, GIS

간이 될 수 있다.

대시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민간과의 파트너쉽 구축필요3)

서울시 포털 사이트는 서울시 지리정보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공간데이터웨어하우스GIS

를 근간으로 대시민 서비스를 목적으로 구축한 사업이며 사이트 오픈 이래 사용자들도 지속,

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 포털사이트에서는 지도검색 도시정보지도서비스. , ,

통계지도서비스 사이버 교육 사이트등은 운영하고 있다 지도검색서비스에서 제공하는, GIS .

업소정보 및 업소정보를 자체적으로 갱신할 수 있게 하는 전략들은 민간부분에서 더 빠르게

유지관리가 되고 있으며 제대로 관리되지 못할 경우 서울시 포털사이트의 신뢰도를 낮추고, ,

사용자들의 재방문을 낮추는 계기가 될 수 도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기존의 민간 부문에서 운영되는 지역정보 사이트와 경쟁적 관계가

아니라 상호 협력하는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서울시는 도로관리시스템 새. , ,

주소관리시스템등을 통해 서울시 수치지도의 수시갱신된 자료의 취득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니지만 관심지역 정보관리에 있어서는 민간부분에서 정보를 수시로 갱신하는 것 만, (P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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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반면 민간부분에서는 위치정보제공을 위한 바탕.

이 되는 지형지물과 공공정보 주차장 버스정류장 등 수집을 위해 거의 주요 업체들마다( , )

유지관리 비용을 투여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의 수익적 측면에서나 내용적 측면에서도 한계

를 갖을 수 있으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서비스가 다양화되기 위한 기반마련을 위해,

중복적으로 비용이 투입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여러 민간부분 업체와의 인터뷰결과 공공부문과의 협업관계 구축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다 행정의 궁극적 목적은 행정의 고객이 되는 시민서비스를 확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서.

비스의 제공주체가 공공인지 민간인지보다는 협력적 관계하에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며 분야에 있어서도 민간분야에서의 위치정보서비스가, GIS

많아지면서 협력적 관계모색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고 판단된다 시민을 위한 최상.

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과의 다양한 파트너쉽 관계구축이 필요하다.

서울시 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역할 정립 필요4) GIS

최근의 정보기술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시스템에 있어서도 이러한 변화를, GIS

빠르게 수용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 서울시 본청의 지리정보담당관는 서울시 를 총괄하. GIS

는 부서로서 서울시 전체의 를 둘러싼 환경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정해주고 지침을 만드GIS ,

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외부적으로는 중앙정부차원에서 추진되는 다양한 관련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구청에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한 지원 그리고 최근 민간에서 확대되고 있는, GIS ,

위치정보서비스와 관련된 협력적 관계형성등의 역할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첫째는 다양한 협의체구성과 파트너쉽 관계 형성이 필요하다 내부적으로는 본.

청의 시스템사용자들간의 협의체를 통해 수요조사 및 지속적 피드백을 하고 지리정보담당관,

실에서는 서울시 전체의 계획수립 및 기술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역할이 필요하다GIS .

외부적으로는 중앙정부차원에서 추진되는 다양한 사업을 모니터링하고 서울시와의 협력관계,

를 맺을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해야 한다 구청의 추진에 대해서는 현재는 가장 바탕이 되. GIS

는 구청의 시스템들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 서울시GIS

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하는 체계가 필요하다GIS .

둘째는 현재 를 둘러싼 정보환경은 급속하게 변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차원에서 추진GIS ,

되는 다양한 정보사업들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서울시 차원의 대응방안을 만드는 일들도,

필요하다 또한 최근의 정보환경은 공통 활용을 위해 표준화가 주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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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서울시 내부 그리고 구청차원에 가이드라인,

을 제시해주는 일들을 체계적으로 해 나가도록 한다 이와 함께 최근의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정보기술들의 적용가능성을 검증해보고 서울시의 업무 혹은 대시민서비스를 위해 활용

될 수 있는 기술들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접목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공하는 역할도 수

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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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알맵 나비 : http://www.almap.co.kr/Main/Main/Main.aspx

http://www.almap.co.kr/Product/PocketAlmap/Func.aspx

모젠KBS TEPG : http://www.kbs.co.kr/dmb/index.html

http://www.mozen.com/tpeg/intro.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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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현황 설문지1. GIS

서울시 차년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활용현황 조사3 GIS GIS

안녕하십니까?

단계 사업 기본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디지털도시부에서는 서울시3 NGIS

차년도 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3 GIS .

본 설문은 서울시 및 자치구청의 활용현황과 활용에 따른 문제점 서울시 차년도GIS , 3 GIS

구축 기본계획 수립시 요구되는 사항을 조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사결과는 서울시 차년도 구축 기본계획 수립시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오니 협3 GIS

조를 부탁드립니다 조사결과는 연구외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

문의 및 회신■

작성된 설문지는 년 월 일 금 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06 6 30 ( ) .

서울시청 지리정보담당관 박용철 주임 (T. 3707-9671)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디지털도시부 강영옥 연구위원(T. 2149-1300)

박미라 연 구 원(T. 2149-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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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정도 및 필요성GIS■

현재 사용하는 업무 시스템은 무엇입니까 중복 응답 가능1. GIS ? ( )

도로관리시스템①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②

항공사진웹검색시스템③ 공간데이터웨어하우스④

수치지형도유통시스템⑤ 공간 유통시스템SDW DB⑥

포털 시스템GIS⑦ 지반정보관리시스템⑧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⑨ 새주소시스템⑩

기타 ________________⑪

업무 시스템을 어느 정도 활용하십니까2. GIS ?

업무 처리를 위해서 시스템을 반드시 사용해야 함GIS①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가끔 사용함②

거의 사용하지 않음③

기타 ________________④

현재 시스템 사용이 업무에 도움이 되십니까3. GIS ?

도움이 됨① 도움이 되지 않음②

실무부서에서 활용의 필요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4. GIS ?

매우 높음① 높음② 보통③

낮음④ 매우 낮음⑤

업무 시스템 활용현황 및 애로사항GIS■

현재 시스템을 이용하여 수행하는 업무는 무엇입니까 중복응답가능5. GIS ? ( )

도면 및 속성 정보 조회시 활용①

지도가 첨부되는 문서 작성 및 출력시 활용②

업무에서 발생하는 대장자료 입력 갱신( )③

업무에서 발생한 도형자료 입력 갱신( )④

자료 분석을 통한 의사결정⑤

기타 ________________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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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귀 부서에서 사용중인 시스템이 활용상에 문제가 있다면 문제점은 무엇입니6. GIS ,

까 우선순위별로 표시? ( ) ( , ,

)

업무에 맞는 시스템 기능이 부족함①

여러 시스템에 동일 자료를 중복 입력함②

데이터의 위치 정확도가 떨어져 신뢰도가 낮음③

갱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최신상황을 알 수 없음DB④

운영 인력이 부족함⑤

교육이 부족함GIS⑥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아도 업무 처리에 문제가 없음⑦

문제점 없음⑧

기타 ________________⑨

업무 시스템 활용시 발생하는 중 업무 수기와 전산입력 공존 부담이 있으십니까7. GIS 2 ( ) ?

전혀 그러한 문제가 없음①

과거에 있었지만 최근에는 없음②

현재까지도 있음③

기타 ________________④

업무 시스템의 활용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8. GIS ?

우선순위별로 표시( ) ( , ,

)

개발된 시스템의 기능 개선①

데이터의 정확도 및 최신성 확보를 위한 추가 사업②

관련 시스템을 연계하여 자료를 공유함으로써 이중 업무 입력 및 활용 축소( )③

운영 및 유지관리 인력 추가④

관련 제도 보완으로 시스템 사용을 법제화⑤

지속적인 교육⑥

중간관리자나 정책결정자의 활용 필요성에 대한 인식 강화GIS⑦

자료 이용시 번거로운 행정절차의 간소화⑧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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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시스템 활용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리정보담당관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9. GIS

니까 중복 응답 가능? ( )

서울시 수치지형도를 포함한 기본지리정보의 정확도 향상①

타부서에서 제작된 데이터의 원활한 유통체계 마련②

공유되어야 할 데이터의 표준화③

여러 시스템에서 공통으로 활용되는 모듈의 표준화④

업무시스템 활용을 활성화할 관련 법제도 근거 마련GIS⑤ ․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교육 체계 마련⑥

활용 필요성에 대한 중간관리자나 정책결정자에 대한 설득 작업GIS⑦

사업 추진과 관련된 지원 수요조사 발주방법 기술지침 가이드라인 등GIS ( , , , )⑧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⑨

응답자 현황< >

시스템을 활용한지는 얼마나 되십니까1. GIS ?

년 미만 년 년 년 년 이상1 1 2 2 3 3 5 5① ② ∼ ③ ∼ ④ ∼ ⑤

귀하의 소속 부서는 어디이십니까2. ?

서울시청 국 과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구 청 국 과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사 업 소 국 과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업무시스템 활용시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3. GIS .

사업 추진시 추가 요청 사항이 있으시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구축되4. GIS .( ,

었으면 하는 데이터나 시스템의 기능 모바일을 이용한 시스템 유비쿼터스 적용, , , 3D

데이터 구축 등)



부 록

- 271 -

민간 부문의 정보 활용 현황2. GIS

인터넷 기반 위치 정보 제공 현황2.1

지도정보 제공 사이트(1)

선도소프트의 wooricy Map▪
구분 내용

사이트명 www.wooricy.com
데이터 지도 종류( ) 의Sundo Soft Wooricy Map

제휴업체 대한지적공사 등empas, Daum, YAHOO, NAVER, cyworld, speedbank,
제공하는 기능 통합검색 최단거리검색 부동산 맵진, , ,
제공하는 정보 위치정보 각종 행사정보와 위치 맵진 택시 이용시의 최단거리 부동산 시세, ( ), ,

특징

구글맵스의 위성사진을 제공하지만 자료가 풍부하지 않아 유용한 사용은 불가능․
지도 왼쪽 상단 첫줄에 지역 광고로 보이는 업장정보를 제공하며 업체로의 링크,․
가능하나 화면상 정보만으로는 정보이용이 용이하지 못함
대중교통수단 검색 메뉴가 없음․
화면 하단부 메뉴들 광고 지도검색 키워드 등 은 모두 구글 광고 페(google , , ) ‘ ’․
이지로 넘어가고 있지만 활용 포인트가 불확실,
맵진에서 각종 행사정보와 위치제공 등 유용한 정보획득 가능․
다수의 무작위 위치정보 후에는 화면상 지도가 명확히 뜨지 않고 속도가 점점․
늦어지는 현상 나타남

위치검색방법이 조금 더 용이할 필요성이 보임wooricy.com․

부록 그림< 1 지도> wooricy 부록 그림< 2 에서 제공하는> wooricy

서울시의 위성사진

부록 그림< 3 각종 행사 정보 및 현장의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맵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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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나물 지도▪
구분 내용

사이트명 www.congnamul.com
데이터 지도 종류( ) 의 콩나물TwinKle Little Star

제휴업체 등 다수egillo.com, Congnavi, MAPID.NET
제공하는 기능 위치검색 최단거리검색 교통정보 위성사진, , ,
제공하는 정보 위치정보 콩핀에서 각종 행사정보 빠른길 찾기 및 대중교통이용 안내, ,

특징

마우스만으로 지도의 확대 축소 가능하여 따로 확대 축소버튼 누를 필요 없음 효/ / ,․
과적으로 지도사용가능
맵폰 맵메일 서비스가 있어 필요시 지도정보 전달 용이,․
마이핀 콩핀 메뉴가 있어 지도의 개인정보화 가능,․
블루버드라는 위성영상을 업계내 유일하게 제공하고 있음․
여러가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로그인을 해야만 사용 가능해 누구나 손쉽게,․
빠른 이용을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음 예 콩핀 마이핀 블루버드 위성사진) , ,
제공하는 서비스의 정확도 혹은 다양성을 뒤로하고 콩나물 싸이트 메인화면의 메․
뉴 나열상태에 방문자들이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필요해보임

부록 그림< 4 콩나물의 메인화면> 부록 그림< 5 콩나물에서 제공하는>

위성지도 블루버드



부 록

- 273 -

Google maps▪
구분 내용

사이트명 www.maps.google.com/maps
데이터 지도 종류( ) NAVTEQ
제공하는 기능 위치정보검색,
제공하는 정보 위치정보 각종 검색메뉴,

특징

한글 제공이 안되며 한국은 지도정보제공 대상이 아직 아님 단 서울 부산의 위, . ,․
성사진은 제공
가지 보기기능이 있음 단면도 위성도 하이브리드 단면도 위성도3 ( / / = + )․

풍선창 안에서 다양한 검색 가능․
지도 우측하단에 전체지도가 있어 현위치 파악에 도움․
검색한 지도를 메일로 전송 가능․

부록 그림< 6 지도와 위성사진이>

오버랩 된 지도 미국캔자스 시티Hybrid :

부록 그림< 7 구글맵스에서 제공하는>

서울의 위성사진

부록 그림< 8 한국의 자세한>

벡터지도를 제공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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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 earth▪
구분 내용

사이트명 http://earth.google.com

데이터 지도 종류( )
등 이름이 수시변경 혹은 여Europa Technology, Nasa, Digital Globe (copyright

러 개 표시됨)
제공하는 기능 차원 입체 위성사진으로 전세계 지역검색가능3
제공하는 정보 위치검색 길찾기기능 각종 지역 검색메뉴, ,

특징

Explore Popular Places 제공되고있는 세계유명 관광지의 주변사진 제공:

Product tour 원하는 위치 검색기능:

Build 3D models 자신만의 지도 공간활용가능:

Satellite maps on your phone 모바일로 지도전송가능:
위성사진의 줌 기능이 뛰어남․
검색중 위성사진을 회전 혹은 기울기 등 지도를 움직여 볼수 있음․
위성사진과 지도 그리고 구글의 방대한 검색기능을 합쳐 어떤 검색도 용이해 보임․
검색한 위치를 저장 및 공유할 수 있으며 메모를 남길수 있는 기능도 있음․
한국은 로컬 서비스 업종 검색 등 대상이 아님( )․
간단한 무료 프로그램 설치로 이용가능 그 외 유료 상품들도 있음, (Googl earth․

등pro, Google earth plus )
서울과 부산의 지도만 제공하고 있음․

부록 그림< 9 의 차원> Google earth 3

위성도

부록 그림< 10 구글의 검색기능을>

이용해 검색가능 런던 워털루역:

부록 그림< 11 부산광역시의 위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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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MSN Windows Live Local▪ 51)

구분 내용

사이트명 www.local.live.com
데이터 지도 종류( ) NAVTEQ, Zemin
제공하는 기능 위치정보 검색,
제공하는 정보 위치정보 최단거리검색 교통안내 지도 공유 다양한 프린트 방법, , , ,

특징

한국에 대한 상세 지도서비스 아직 없음․
운전자를 위한 최단 거리 검색기능 간편해 보임․
푸쉬핀 기능있음․
지도상에 필요시 드로잉 기능 사용가능․

의 타 서비스로 링크가능Microsoft․

51) http://local.live.com/

부록 그림< 12 한국 상세지도> MSN :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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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포털 사이트에서의 지도정보 제공(2)

Naver▪
구분 내용

사이트명 www.maps.naver.com
데이터 지도 종류( ) THE MAP, ODsay
제공하는 기능 지도검색 교통정보 지역정보, ,
제공하는 정보 빠른길찾기 지하철 노선, ,

특징

포탈싸이트 네이버 닷컴에서 네이버 지도로 바로 링크되는 메뉴를 쉽게 찾기 어려․
움.
지도 찾기 이용안내 메뉴가 친절히 있음' '․
지도상에 풍선창이 떠 알고 싶은 업체의 상세 정보제공 및 업체의 홈페이지 등으․
로 링크가능
포스트 맵이있어 이용자들 간 정보교류 용이․
네이버는 지도와 로컬 페이지가 분류되어있고 로컬내에 교통메뉴가 있음,․

부록 그림< 13 상호별 팝업 정보 제공> 부록 그림< 14 지하철노선도 검색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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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hoo▪
구분 내용

사이트명 www.kr.gugi.yahoo.com/map/
데이터 지도 종류( ) Congnamul
제공하는 기능 위치검색 교통 전화번호 지역정보, , ,
제공하는 정보 위치 찾기 교통정보 및 상황 상호 업종 전화번호 지역별 쿠폰 및 이벤트, , / ,

특징

성격별로 메뉴 지도 교통 전화번호 쿠폰 등 를 분리해 두었으며 매우 상세함( , , , )․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함 홍콩스페셜(ex. )․
지도상에 주요검색어 맛집 회식 은행 병원 가 있어 특정 지역 선택 후 그 안(TV , , , )․
에서의 검색어별 위치확인 가능

지도검색창 바로 하단에 인기검색어가 있어 선택시 바로 그 지역으로 화면이동 가․
능

교통정보는 지하철 버스 고속버스 기차 항공까지 자세한 검색기능을 갖추었고 실시/ / / / ,․
간 교통정보 검색도 가능

지도의 본래의 역할인 위치알림 과 적극적으로 찾아나서는 신세대들의 놀이문화‘ ’․
가 가장 잘 접목되어 있음

부록 그림< 15 업종 검색> 부록 그림< 16 실시간 도로교통사정과>

주요 시설로의 다양한 교통안내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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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as▪
구분 내용

사이트명 www.map.empas.com
데이터 지도 종류( ) ODSAY
제공하는 기능 위치검색 교통 전화번호 지역정보, , ,
제공하는 정보 위치 찾기 교통정보 및 상황 상호 업종 전화번호 지역별 쿠폰 및 이벤트, , / ,

특징

주요지역 자동로딩 기능 홍보 중(POI)․
전체적인 메뉴의 기능 및 종류가 야후와 매우 흡사하나 사이트내에서 기능이 나열․
되는 과정에서 흥미유발을 못시키는 단점

설치해야함ActiveX․

Daum▪
구분 내용

사이트명 http://local.daum.net/map
데이터 지도 종류( ) TwinKle Little Star
제공하는 기능 위치검색 상호검색 길찾기 기능 대중교통 정보, , ,
제공하는 정보 위치찾기 빠른길 검색 각종 대중교통정보 및 도로정보, ,

특징
위치검색후 같은이름 다른 지역 이라는 하위검색 창이 있음‘ ’․
교통정보에는 서울시내 동영상길안내가 있음․
대중교통 검색이 타 사이트보다 쉬워보임․

부록 그림< 17 지도서비스> empas

부록 그림< 18 다음의 지도 검색 창> 부록 그림< 19 다음의 편리한>

대중교통 검색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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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매틱스의 지도 정보 제공 현황2.2 52)

자동차업계(1)

모젠(Mozen)▪
현대 기아자동차는 년 월 모젠 이라는 서비스 브랜드로 텔레콤과 제휴하여2003 1 ‘ ’ LG․
텔레매틱스 서비스를 제공한 이래 년 월에는 와 제휴하여 사업을 확대하여2005 5 KTF

추진하고 있음

구분 내용

브랜드명 모젠

출처
http://www.mozen.com/
http://www.mozen.com/service/service_main.jsp

제공하는 기능 운전지원서비스

제공하는 정보

안전부분 도난추적 에어백 전개 자동통보 도난경보알림:sos, , ,․
길안내부분 빠른길안내 교통정보 위험지역알림: , ,․
원격진단부분 원격문열림 소모품관리 주차위치알림 내차 위치전동: , , ,․
생활서비스 추천맛집 여행지핸즈프리이동전화 생활정보 개인정보관리 전화번호 일: / , , , ( /․
정관리)

비서서비스 일 시간 상담원과 연결가능:365 24․

52) 박종헌외 인 의 의미와 시장 전망 및 과제 텔레매틱스 서비스를 중심으로 대한2 , 2004, Car Information ( ),
기계학회 기계저널 제 권 제 호, 44 5 , 2004. 5, pp. 34 ~ 40.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텔레매틱스 활성화 전략연구 및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2005,

부록 그림< 20 모젠의 서비스를>

설명해주는 웹페이지

부록 그림< 21 모젠은 일 시간> 365 24

상담원과 통화가능

부록 그림< 22 차량 내부 장착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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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트 드라이브▪
네이트 드라이브는 기존의 네비게이션과 달리 네이트와 텔레매틱스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무선망과 의 컨버전스형 사품으로 교통상황을 실시간으로 수집 분석해 최상GPS ,

의 경로를 음성과 그래픽으로 제시하는 양방향 서비스임

구분 내용

텔래메틱스 브랜드 네이트드라이브(INS-300, INS-700)

출처
브랜드존 네이트드라이브http://www.tworld.co.kr:8009/outsite.jsp ( )→

http://www.renaultsamsungm.com/ins300/index.html
제공하는 기능 운전지원서비스

제공하는 정보

네이게이션서비스 길안내 지도제공: (1/20,000 )․
핸즈프리서비스 전화서비스문자확인: ,․
생활정보서비스 뉴스날씨골프정보 서비스: , ,․
긴급구난서비스 긴급상황시 버튼하나로 출동호출:․

특징
차량장착용은 으로 분류해 불림INS-300, INS-700․

은 이 업그레이드 된 서비스로써 주소검색이 가INS-700 INS-300 ,․
능하고 선택할 수 있는 요금제 및 휴대폰 단말기가 더 많음,

기존의 가 외장형이라면 은 르노삼성자동차 구입시부터 장NATE DRIVE , INS-300/700․
착되어 나오는 내장형 를 말함 첨단기능의 고성능 지능형 정보 네비게NATE-DRIVE . /

이션으로 이동통신과 위치추적기술을 접목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량일체형

시스템임

부록 그림< 23> NATE Drive

서비스안내

부록 그림< 24 장착> INS-700

차량내부 구조

부록 그림< 25 삼성르노자동차가>

소개하는 서비스NATE DR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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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ays▪
구분 내용

브랜드명 K-ways (INS-700)
데이터 지도 종류( )

출처 http://k-ways.magicn.com/
제공하는 기능 운전지원서비스

제공하는 정보

길안내서비스 실시간 교통정보가 반영된 빠른길안내:․
안전운행서비스 위험구간 및 과속구간정보제공:․
교통정보서비스 수도권지역의 주요도로 고속도로교통정보: ,․
음성인식서비스 음성인식기능:․
안전 보안서비스 차량에 문제발생시 차량위치파악/ :․
생활정보 맛집골프뉴스증권등의 정보제공: , , ,․

특징 적용차종 SM7․

부록 그림< 26 르노삼성이> KTF

통신망을 이용해 제공하는 서비스

K-Ways

부록 그림< 27 와 에서> SM5 SM7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서울시 현황 분석평가 및 단계 기본계획 수립연구GIS 3 GIS‧

- 282 -

에버웨이▪
구분 내용

브랜드명 에버웨이
데이터 지도 종류( )

출처 http://www.everway.co.kr/pcweb/source/index.asp
제공하는 기능 운전지원서비스

제공하는 정보

교통정보 원하는 지역의 교통상황 정체구간알림: ,․
주행정보 최적경로 제공:․
위치정보 특정시설물의 위치확인:․
생활정보․

이메일 주소록 일정관리My EverWay: , ,․
특징

각 사의 차량장착용 네비게이션 서비스 종류도 역시 유사함 실시간 제공하는 도로정보.․
및 지도정보의 정확도에 대한 불만이 있음.

지원되는 통신망의 적정 휴대폰을 이용해야하는 점과 업그레이드시 차량을 서비스센터․
로 가져가야 한다는 점 잦은 고장 및 설치이후에도 부가되는 사용료에 대한 부담감등,

이 단점으로 보임

부록 그림< 28 주요 서비스> Ever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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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2)

SK▪
구분 내용

통신사 브랜드 위치교통SK Telecom (NATE )
데이터 지도 종류( )

출처
http://www.sktelecom.com/kor/service/familysite/index.html
http://www.tworld.co.kr:8009/outsite.jsp

제공하는 기능 각종 위치조회 및 생활정보

제공하는 정보

날씨 맛집 교통 생활 운세 서비스1st MAP: , , , ,․
친구찾기․
교통정보․
안심안전지킴이 긴급시 호출: GPS․

지역정보114․
위치 지도Fun Fun․

특징 타 통신사들보다 서비스 분류가 이해가 쉽도록 간단히 되어있음․

인공위성을 이용한 방식으로 휴대폰을 통해 교통정보와 초행길 빠른길 안내 등GPS ,․
최적의 경로 길안내를 지도로 제공 주변 시설물 찾기 뉴스 날씨 등 각종 생활정보 긴, , / ,

급구조 서비스 등의 다양한 운전 편의 서비스를 제공함.

네이트 위치교통은 사용자와 대상자의 위치측정기능을 활용하여 위치확인 주변정보 교, ,․
통정보 등 생활형 서비스에서 위치기반의 운세 미팅 서비스 등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서비스까지 위치관련 서비스임Total .

부록 그림 교통< 32> NATE Drive
부록 그림< 30> NATE

위치교통서비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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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F▪
구분 내용

통신사 브랜드 친구찾기 교통정보KTF(Magic / )ⓝ
데이터 지도 종류( )

출처 http://www.ktf.com/

제공하는 기능 네비게이션 각종 위치조회 및 생활정보,

제공하는 정보

친구찾기 서비스․
서울시버스안내․
분실폰위치안내․
안심귀가․
모바일출동․
나만의교통정보․
고속도로국도교통․
수도권대도시교통․
버스노선안내․

지하철운행시간표․
지하철plus․
고속 시외버스정보/․
열차정보․
항공정보․
버스도착알리미․
빠른길찾기․
멀티맵․

행운지도․
생활지도․
MAP114․
알짜주변정보․
주유소위치정보․
인천공항정보․

여행K-merce․
세이프카드․

특징 다른 통신사보다 서비스는 더 세분화 되어 있으나 주 내용은 모두 비슷․

서비스가 내장된 단말기는 기지국 기반이 아닌 기반으로 기지국 기반에K-ways GPS․
비해 좀더 정확하고 자세한 위치정보를 정보를 얻을 수 있음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선.

에서 상대의 위치를 알려주는 매직앤 서비스 기지국을 기반으로 위치 전송함, .

서울 시내 모든 버스 경로와 그에 따른 요금 지하철역 근처에 서는 버스정보와 공항버,․
스 정보까지 버스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담고 있음,

부록 그림< 31 버스노선 안내도> 부록 그림< 32 친구찾기 서비스>

부록 그림< 33 기반의 휴대폰 네비게이션> G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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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T▪
구분 내용

통신사 브랜드 위치 교통LG Telecom (ez-i / )

데이터 지도 종류( )

출처
http://www.lgtnavi.com/experience/serviceinfo.do
http://www.ez-i.co.kr/

제공하는 기능 네비게이션 각종 위치조회 및 생활정보,

제공하는 정보

친구찾기․
분실폰위치찾기․
ez Drive․
안심짱위치짱․
교통지역정보․

특징
는 단말기를 별도 구매해야만 사용가능ez-Drive GPS․
서비스와 텔레매틱스 는 비슷한 서비스이나 부가되는 요금제도가ez-Drive LGT․

다름

는 실시간 교통정보 빠른길안내 서비스와 위험도로정보를 제공 는 위치ez Drive , , ez-i․
교통은 위치찾기 정보를 제공함.

부록 그림< 34 안내> ez Drive
부록 그림< 35 텔레콤 친구 찾기> LG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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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네비게이션(3)

팅크웨어의 아이나비▪
구분 내용

브랜드명 아이나비

데이터 지도 종류( ) 아이나비 Map

출처 http://www.inavi.co.kr/

제공하는 기능 네비게이션 기능 동영상보기 등,

제공하는 정보

지도보기 지번만으로 모든 도로검색가능:․
경로탐색 경로안내 최적최단거리/ : ,․
정보검색 주변시설물 정보:․
부가정보 교통정보생활편의정보 등: ,․

특징

아이나비는 과 경로탐색엔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Digital Map Contents, Application,․
무선통신 등 다양한 기술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네비게이IT ,

션 산업을 선도해 나가고 있다고 홍보중에 있음.

부록 그림< 36 아이나비 신 모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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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도맵앤소프트의 맵피▪
구분 내용

브랜드명 맵피
데이터 지도 종류( )

출처 http://www.mappy.co.kr/
제공하는 기능 네비게이션 기능

제공하는 정보

길안내 다중경로탐색유료도로요금안내: ,․
검색데이터 주소명칭전화번호검색 등: , ,․
지도표시 야간모드영문지도표시:3D, ,․
부가기능 안전운행구간안내 등:․

특징

부록 그림< 37 맵피의 서비스 개념도> 부록 그림< 38 지도 오류 등록란>

부록 그림< 39 맵피 업그레이드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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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트소프트의 알맵▪
구분 내용

텔래메틱스
브랜드

포켓알맵Navi

데이터 지도 종류( )

출처
http://www.almap.co.kr/Main/Main/Main.aspx
http://www.almap.co.kr/Product/PocketAlmap/Func.aspx

제공하는 기능 네이게이션 기능

제공하는 정보
교통정보 수도권고속도로현위치 교통정보: , ,․
생활정보 날씨와 생활 문화공연: ,․

특징

부록 그림< 40 알맵 서비스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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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4) DMB

모젠 교통 여행자정보 전송규격KBS TPEG(Transport Protocol Expert Group: , )▪
구분 내용

브랜드명 모젠KBS TPEG

데이터 지도 종류( )

출처
http://www.kbs.co.kr/dmb/index.html
http://www.mozen.com/tpeg/intro.jsp

제공하는 기능 교통정보 여행정보 길안내 정보 주변위치 정보등의, , ,․

제공하는 정보

속도정보 도로의 정체 상황 교통통제 정보: ,․
위치기반 소통상황 전방의 주행가능 방향별 예상소요시간 소통상황안내: ,․
위험지역 업데이트 수시로 최신정보 무료 업데이트:․
추천맛집 여행정보/․

특징

모젠으로부터 교통 정보를 제공받고 있음․
프로그램 시청과 동시에 망을 이용하여 쇼핑 등 부차적인 서비스 이용가능CDMA․

모젠 지원 단말기 이용료 선부과 를 구입해야하고 모바일 단말기인‘KBS TPEG' ( )․
경우 통신사에서 지정한 길안내 서비스 이용요금을 지불해야함

는 년 월 일 지상파 의 데이터 방송을 이용한 교통정보 서비스의 명KBS 2006 10 30 DMB․
칭을 모젠 으로 결정하고 최근 확정된 표준 규격에 맞추어 정식 송출‘KBS- TPEG’

을 시작했음 모젠 서비스가 지원되는 네비게이션은 단말기에 저장된. ‘KBS- TPEG’

지도상의 최단거리로만 안내하는 일반 네비게이션과는 달리 지상파 데이터 채널, DMB

로 실시간 수신된 속도정보가 반영된 지능형 길안내를 하고 네비게이션 지도에는 원활,

청색 지체 주황색 정체 적색 등으로 채색하여 목적지로 향하는 주변 교통상황을( )· ( )· ( )

이용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줌 뿐만 아니라 위험지역정보 사고정보 맛집정보. , , ,

여행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음.

현재 교통정보가 제공되는 지역은 서울 수도권 일부 안양 수원 군포 의왕 광명 고양 과, ( / / / / / /․

부록 그림< 41 가 현대자동차와 공동 제공하는> KBS TP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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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부산지역의 주요도로와 고속도로와 한국도로공사에서 지정한 고속도로우회국도 충), (

청이북 에 대한 교통정보가 제공되고 있으며 기타 지역에 대해서는 국가 및 민간사업) ,

자의 추가 구축 계획에 따라 지속적 확대 예정 교통정보가 적용되는 도로 규모는 서.

울 부산 등 도시는 차선 이상의 주요도로 고속도로는 전 구간 고속도로우회국도는, 2 , ,

충청이북 지역의 경부 영동 중부 서해안고속도로를 따라 수집되고 있으며 교통정보, , , ,

는 로티스 한국도로공사 및 에서 수집 제공하는 정보임, TBS / .

모젠 서비스가 지원되는 단말기는 휴대폰 형 단말기와 일반 네비게이‘KBS- TPEG’ ,․
션 형 두 가지 타입이 있으며 와 삼성전자가 와 제휴를 맺고 서비스 개발 및, KTF KBS

보급에 앞장섬 는 삼성전자와 공동으로 교통정보를 이용한 다이나믹 네비. KTF TPEG

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휴대폰 모델명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 SPH-B5800) ,

라는 일반 네비게이션 타입의 휴대형 단말기에도 서비스“K-ways WIDE” TPEG

적용을 완료했으며 이 밖에 현대오토넷 디지털큐브 등이 모젠 서비, , ‘KBS- TPEG’

스를 지원하는 휴대형 단말기를 출시 예정임.

부록 그림< 42 모젠 와 일반네비게이션 비교> KBS TPEG

월에 삼성에서 지정 휴대폰 단말기가 나올예정이며 서비스YTN ENBEEN TEPG : 12 ,․
시행은 내년초로 예상하고 있음 는 서비스의 표준화가 완료되는 데로 시. MBC TPEG

행예정이며 한국 방송은 현재 시험방송 중에 있음, SBS, DMB .

각기 다른 매체를 통해 제공되고는 있으나 전체적인 서비스 종류는 유사함 현재 어떤.․
수단을 이용해도 비슷한 위치정보 및 교통정보를 찾아 이용할 수 있음 문제는 전체적.

으로 제공되는 지도관련 서비스의 정확도 특히 실시간 이용해야하는 네비게이션 기능(

쪽 는 이용자들의 필요와 기대에 못 미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인터넷기반을 제외한) ,

매체들은 유료서비스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를 했던 이용자들의 불만이 많아 보임.

서비스의 질과 정확도 수도권 이외 지방까지 가 앞으로 이 분야의 과제가 될 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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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부문의 인터뷰 내용2.3

우리사이 맵(1)

기본도 유지관리▪
우리사이맵에서 운영되고 있는 지도는 국립지리원의 데이터 를 기반으로 하고(1:5,000)

있으며 국립지리원의 데이터는 지역별로 년에 한번씩 갱신되고 있으므로 측량심사, NGIS 5

료와 사용료를 부담하면서 유지관리하고 있었다 한편 국립지리원의 갱신체계만으로는 지도. ,

의 최신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협력사와의 업무 협조를 바탕으,

로 수시 갱신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있었다 즉 업체에서 최신 도로정보를 수집. , Navigation

하고 부동산 업체나 지적공사등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아파트 신개축 현황정보등을 수집,

하고 있었으며 관심지점 은 네이버나 엠파스와 같은 포털사이트 이, (POI: Point of Interest)

용자와 같은 일반인들에 의해 신고되는 변동정보를 수집하여 반영하고 있었다.

지도유지관리시 년 주기로 갱신된 데이터와 년동안 자체 수시갱신체계에 의해서5 NGIS 5

갱신된 지도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두 데이터를 통합하는 문제가 주요한 애로사항

으로 언급되었다.

서울시와의 협업에 관하여▪
서울시를 포함한 공공부문과의 협업시 요구사항으로는 새주소 데이터를 포함한 지번데이

터를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는 공유되는 데이. ,

터의 질과 갱신주기가 확보되어야 가능하다고 언급하였다.

향후 추진전략▪
기본적인 위치 검색을 위한 지도와 지도 에 대하여는 하는 시장 동향을 따라갈API Open

예정이며 현재 대중교통위주로 편성되어 있는 교통정보를 향후 개인의 보행환경에 맞추는,

정보로 확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인터넷 이외에door to door . mobile(Wibro, CDMA

등 분야로 판로를 확대해 나가고 지도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컨텐츠 사업을 개발하는 방향) ,

으로 추진 할 예정이다.

콩나물(2)

기본도 유지관리▪
콩나물에서 운영되고 있는 지도는 서울시와 대 광역시 범위에서는 국립지리원의6

데이터를 그 외 지역은 지도를 기반으로 제작되었다 콩나물의 지도 갱신1:5,000 1:25,00 .

은 도로망도 배경 관심지역 테마정보로 구분되어 유지관리되고 있었다 도로망도는, , (PO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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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비게이션업체와 협업하여 갱신하고 있으며 배경지도 갱신은 협력사인 건설사와 토지공사,

의 정보를 활용하고 있었다 또한 관심지역 및 테마정보 대중교통정보 맛집정보 여행정보. , ( , ,

등 는 협력사 업체와 개인 사용자에 의하여 갱신되고 있었다 유효한 수정요청 상호명 업종) . ( ,

명 변경시 은 하루에 건 정도가 수집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300-500 .

유지관리비용으로 국립지리원의 데이터의 사용료와 심사료를 매년 납부하고 있으NGIS

며 협력사와 개인 사용자는 별도의 유지관리비용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었다 유지, .

관리시 애로사항으로는 기본도로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의 갱신주기가 실제 이용자의NGIS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를 위하여 자체적인 갱신체계를 구축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합법화를 위하여 데이터를 구매하는 애로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협력사에서NGIS .

변경정보를 스스로 유지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갱신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와의 협업에 관하여▪
서울시와 협업을 위하여 서울시의 데이터 제공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었다 서울시 뿐 아.

니라 행자부의 새주소사업 건교부의 유통망사업으로 구축된 데이터들을 민간업체에서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콩나물의 경우는 들을 선별하여 사용자들에. POI

게 필요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나 국가의 데이터의 경우에는 이러한 나 랜드, POI

마크의 구별이 없어 데이터 활용시 이를 구별해주어야 하는 것이 민간업체에서는 중요하다

고 피력하였다.

향후 추진전략▪
향후 네비게이션 시장에서 콩나물의 브랜드를 이용한 콩나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현재 웹에서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콩나물의 서비스 속도 개선과 부가서비스를 창출하여 유

료화하는 전략을 갖고 있다.

팅크웨어(3) (INAVY)

기본도 유지관리▪
기본도로 사용하고 있는 지도는 국립지리원의 데이터이나 년마다 갱신되는 갱신NGIS , 5

지도는 갱신주기가 너무 길어 현실과의 괴리가 많으며 도엽경계가 불일치하는 등의 문제로,

실제 서비스하는데는 이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다.

지도의 갱신 전략은 도로망도 배경 관심지역 테마정보로 구분하여 갱신하고 있었, , (POI),

다 도로망도의 경우는 인 조로 개팀이 년내내 전국의 도로망도를 조사하고 다니며. 2 1 15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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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계 아파트 형상등의 배경정보도 현장조사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관심지역과 테마, .

정보등은 현장조사와 고객 요청에 의하여 수정되며 변경사항은 개월내에 맵에 반영하고, 2

있다 사용자들은 개월 주기로 맵을 무료로 갱신할 수 있다. Inavy Map 2 .

그 외의 여명의 직원들이 데이터가공 지도서비스 디자인 마케팅등의 업무를 수행하170 , ,

고 있다 기본도 유지관리시 애로사항으로는 현재 국립지리원에서 배포하고 있는 지도데이터.

의 포맷이 민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포맷과 달라서 다시 변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고 지적하고 있다.

서울시와의 협업에 관하여▪
서울시에서 민간과의 협업이 필요하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서.

울시와의 원활한 협업을 위하여 서울시는 우선 데이터 공개부터 하여야 할 것이라 하고 있

다 현재 업체에서 제공받기를 바라는 데이터는 새주소데이터 건축물 동별 정보 상습정체. , ,

구간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정보 지리정보담당관실에서 구축한 데이터 등으로 조사되었다, , .

또한 서울시 데이터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인 협업 유지체계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

하였다 즉 단발적인 정보제공은 의미가 없으며 지속적인 정보제공과 피드백이 요구되는. , ,

상황이므로 이를 위한 협약체계가 필요하다 서울시와 민간과의 협업 사례를 통하여 협업모.

델을 정의할 필요가 있는데 한 예로 한강시민공원 관리사업소의 경우나 서울시의 유명한 음,

식점 선을 서울시 전문가가 선정하고 관광제공사이트에서 이를 제공하는 형태등이 있다100 ,

고 언급하였다.

(4) SKT

기본도 유지관리▪
국립지리원의 과 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지도1:5,000 1: 25,00 ,

의 갱신은 사전 모니터링 교객요청 고객요청로그 실사팀에 의해서 갱신되고 있다 사전모, , , .

니터링은 네비게이션을 통하여 수집되는 재탐색 정보를 이용하고 있으며 콜센터로 들어오는,

고객들의 수정요청 인 조의 개팀으로 운영되는 실사팀에 의해 수집된 현장조사정보들을, 2 1 8

통하여 갱신하고 있었다 그 외에 물류 자동차에 를 설치하여 도로망이나 교차로상. SK GPS

에서 소요되는 실시간 교통정보들을 수집하고 있다 네이트 드라이브에서는 네이트드라이브.

의 기본지도의 유지관리 외에 교통정보 광고 휴대폰 보조금 지원등에 유지관리 비용을 소, , ,

요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서울시 현황 분석평가 및 단계 기본계획 수립연구GIS 3 GIS‧

- 294 -

서울시와의 협업에 관하여▪
협업을 위하여 각각의 역할을 생각해보면 서울시의 역할은 서울시 자체내에 보유하고 있

는 데이터 새주소데이터 관련 데이터 주차장 정보 항공사진 신호등 도로표지판( , mobile , , , , ,

도로개통정보 재난통제정보 데이터 를 공유하는 것이며 네이트 드라이브쪽에서는 기, , BIS ) ,

구축되어 있는 망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는 센터의 모듈 요금에 대한 지원 단말기에CDMA , ,

대한 지원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한국관광공사와 를 맺어 관광공사가 갖고. MOU

있는 정보를 제공받고 있는 상황이다POI .

향후 추진전략▪
현재 네이트드라이브에서 지도정보와 교통정보를 함께 제공하고 있으며 이들 정보는 향

후 차량과 관련된 각종 후방산업 인프라에 해당하는 자동차 출고 이후의 정비 출동 에, , A/S

필요한 각종 정보 주유 정비 마일리지등의 정보 들과 연동하여 텔레매틱스를 지원할 수 있( , , )

는 체계로 발전시킬 구상을 가지고 있었다.

(5) NHN

네이버 주 는 지도 정보를 제공받아 운영하는 포털 업체로 위치정보를 제공할 때(( )NHN) ,

사용하는 지도와 교통정보를 제공할 때 사용하는 지도가 구분되어 있는 상황이다 포털업체.

로 지도정보를 한곳에서 제공하고 있기는 하나 지도정보 제공업체가 개별적 독립적으로 운

영되고 있는 상황이다보니 포털업체에서도 특색별로 지도를 구매하여 사용자들에게 그대로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포털업체에서는 지도정보제공업체에 사용료와 업데이트 비용을 제공하며 포털업체에 들,

어오는 사용자들의 수정 요청사항들을 넘겨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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