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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FACE
FINDINGS & SUGGESTIONS

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
 데이터가 경제적 가치창출의 핵심적인 자원이자 촉매 역할을 수행하는 데이터경제 시대를
선도하는 공간정보 및 공간정보 생산체계의 발전방향 도출
 공간정보 역할은 현실세계와 가상세계의 위치기반 연결고리, 현실과 일치하는 디지털트윈
가상국토의 구현, 데이터의 체계적인 축적을 위한 매개체이자 플랫폼으로 변화
 공간정보의 새로운 역할 수행에 필요한 형태, 생산방법과 거버넌스 등의 혁신전략 제시
- 공간정보의 형태는 3차원 객체형으로 도출하고, 관련된 데이터모델, 세밀도 제시
- 공간정보의 생산방법은 지형지물의 유형별로 신기술과 업무중심, 기존의 수치지형도 등을
융복합하는 협력적 생산체계로 제시
- 공간정보의 거버넌스는 공공기관 중심의 일방향 생산이 아니라 생산자와 수요자가 모두
협력하여 구축할 수 있는 민관협력체계로 제시

본 연구보고서의 정책제안
 공간정보 생산체계의 발전방향은 데이터 개방공유 기반의 협력적 생산체계, 공공과 민간이
참여하는 수평적 생산체계, 다양한 기술이 활용되는 융복합 생산체계로 수립
 데이터모델, 데이터 생산사양 등의 표준을 기반으로 모니터링, 분석, 시뮬레이션 등에
활용할 수 있는 LoD1 수준의 3차원 객체형 공간정보 구축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업무체계와 민간의 신기술을 연계한 새로운 생산체계의 도입이
필요하며 민간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플랫폼 환경 조성 등 민관협력체계 구축
 3차원 객체형 공간정보의 정의, 구축방법, 추진체계 등을 반영하여 기존 법령을 개정하고
구체적인 지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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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SUMMARY

1. 연구의 개요
□ 연구의 배경
∙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데이터가 가치의 원천이 되어 새로운 생태계를 형성하는
데이터경제 시대 도래
∙ 공간정보는 위치나 공간을 기준으로 데이터와 데이터를 연계·통합하여 사람과
사물이 정확한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기능 수행
∙ 공간정보의 역할은 지형지물의 위치형상을 기록하기 위한 지도제작에서 모든
데이터의 융복합 매개체이자 플랫폼으로 발전
∙ 데이터의 수집·처리·분석·활용 역량이 곧 경쟁력인 데이터경제 시대에 공간정
보가 데이터경제에 부응하고 나아가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와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공간정보의 정의와 생산체계 혁신 필요
□ 연구의 목적
∙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미래 공간정보의 형태와 역할을 정의하고 이를 달성
하기 위한 생산체계의 발전방향과 추진 전략 및 과제 도출
□ 연구의 범위와 방법
∙ 수치지도가 구축된 1995년 이후의 국가공간정보를 대상으로, 공간정보의 생애
주기 중에서 생산단계와 관련된 절차·기술·제도 등을 중심으로 연구
∙ 데이터경제에서 데이터에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게 된 과정과 공간정보가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하는지를 국내외 최신 문헌 조사를 통하여 분석
∙ 공간정보의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발전방향, 추진전략 및 과제를 공간
정보 정책 및 산업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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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데이터경제의 등장과 공간정보의 역할
□ 디지털경제로의 진입과 데이터의 가치
∙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생산자와 공급자의 시장 진입 비용과 수요자의 제품 및
서비스 접근 비용을 동시에 절감하면서 네트워크 효과로 빠르게 참여자가 증가
하는 플랫폼 기반 디지털 경제로 진입
∙ 디지털경제에서 민첩성, 유연성, 혁신성으로 대표되는 기업의 경쟁력은 데이터
기반의 신속정확한 의사결정 역량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의사결정에 필요한 데이
터가 경제적 가치를 가지게 되고 상품으로 거래되기 시작
- 제품과 서비스는 물론 이들의 생산요소인 인력·자원·자본 등이 동종 산업 내에
서는 물론 이종 산업 간에서도 편리하고 자유롭게 거래되는 과정에서 고부가가
치가 창출될 수 있지만 복잡다단한 의사결정 문제 발생
- 시스템 및 기계가 인식하고 최적의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는 고품질 데이터를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 발생
□ 데이터의 가치와 공간정보의 역할
∙ 디지털경제에서 공간정보의 역할은 데이터의 지능화를 위하여 데이터에 위치 정
보를 부여하고 주변 공간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통합하여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위
치기반 지능화 제공으로 변화
∙ 위치 정보와 위치기반 지능화는 제품·서비스·데이터에 개인화, 사회화, 지능
화를 통한 새로운 가치 부여
- (개인화) 공간정보는 주소나 좌표 형태의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제품·서비스·
데이터를 특정하여 관리 및 분석
- (사회화) 공간정보는 어떤 시공간에 존재했던 제품·서비스 및 이들의 데이터
를 연계하여 관리 및 분석
- (지능화) 다양한 분석기법을 적용하여 내비게이션 최적 경로 탐색과 같은 의사
결정 및 최적화 수행
∙ 데이터의 위치 정보 부여와 위치기반 지능화를 위해서 현실세계와 일치하면서,
다양한 정보를 연결할 수 있는 공간정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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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치성) 사람이나 사물이 존재하는 현실공간의 위치 및 경계와 일치하는 정
확한 공간정보 생산
- (연결성) 의사결정에 필요한 통합적 공간 상황정보를 적시에 생성하기 위하여
사물인터넷 등으로 실시간 생산되는 데이터를 수집하여 공간정보와 연결하고
종합하여 분석 가능한 공간정보 생산
그림 1 | 데이터경제 시대 공간정보의 새로운 역할 및 가치 창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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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간정보 생산체계 현황과 주요 이슈 분석
□ 공간정보 품질 현황 진단
∙ 국가에서 생산하고 있는 지형자료, 건물자료, 도로 및 교량, 도로 시설물 교통
시설물 등의 유형별로 국토지리정보원 수치지형도 2.0을 기준으로 현재 공간정
보의 일치성과 연결성 수준 진단
표 1 | 공간정보 현황분석 내용
항목

분석 내용

분석 방법

현실 공간을 도형으로 단순화하는
과정에서 결정되는 형태일치성 수준

현실 지형지물과 얼마나 형태가 일치하는지를 지형
자료, 건물자료, 도로·교량 객체 등을 대상으로 검토

현실 변화를 반영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으로 결정되는 시간일치성 수준

현실 지형지물의 변화를 얼마나 신속하게 반영하는지를
공공과 민간 공간정보를 비교하여 검토

데이터 연결의 기준이 되는 위치의
오차 수준

동일한 지형지물을 대상으로 구축된 두 공간정보의 위치
오차가 어느 정도인지 검토

일치성

연결성

표 2 | 품질 현황 분석 대상 자료
이용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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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척 및 해상도

출처

건물

1:1,000

국토지리정보원

도로 및 교량

1:1,000

국토지리정보원

등고선 및 표고점

1:1,000

국토지리정보원

정사영상

1:5,000 / 51cm

국토지리정보원

시설물(포인트)

1:1,000

국토지리정보원

DEM

1m/5m/10m/30m

등고선 이용 자체 구축

VWorld(공간정보오픈플랫폼)

1:1,000 ~ 1:5,000

공간정보산업진흥원

그림 2 | 품질 현황 분석 절차

∙ 수치지형도 2.0을 이용하여 현실객체와 유사한 3차원 객체형 공간정보로 전환
한 후 형태 일치성과 시간 일치성을 진단한 결과 객체의 형태는 고도값을 가지는
입체 형태로 전환은 가능하나 지붕, 창 등의 요소 등의 표현은 제한적
∙ 현실의 변화를 반영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실제 지형지물과 데이터 사이에
1∼2년의 주기를 가지고 있어서 시간 일치성 문제 발생
□ 공간정보 생산체계의 현주소와 시사점
∙ 일치성은 가장 세밀한 수준으로 최상 수준으로 구축하기 보다는 수요수준에 맞춘
일치성의 최적화 필요
∙ 국토지리정보원 등 국가기관에서 생산하고 이를 공공과 민간에서 활용하는 일
방향 갱신체계는 최신성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단일기관이 아니라 참여적
역할분담으로 협업적 분산 구축 필요
∙ 생산자가 소비자가 되고 소비자가 생산자가 되어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프로슈머
생태계의 조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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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간정보 생산체계 혁신전략
□ 공간정보 생산체계 발전전략 및 혁신 모델 정립
∙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간정보의 비전을 현실과 가상을 연결하는 데이터
내비게이션으로 정의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공간정보 목표 및 미래상을 ①
현실과 일치하는 공간정보, ② 모든 데이터를 연결하는 공간정보, ③ 사람과 기
계가 이해하는 공간정보로 정리
∙ 공간정보 생산체계의 현주소와 시사점 분석 등의 결과를 바탕으로 ① 데이터 개
방공유 기반의 협력적 생산체계, ② 공공과 민간이 참여하는 수평적 생산체계,
③ 다양한 기술이 활용되는 융복합 생산체계로의 발전방향 도출
그림 3 | 데이터경제 시대의 공간정보 비전과 발전방향

∙ 데이터경제 시대 공간정보의 새로운 역할 및 가치 창출을 위한 공간정보 생산체계
혁신 방향을 실현하기 위한 혁신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혁신 모델의 구성요소를
제품 및 서비스, 생산기술, 산업생태계(거버넌스), 법제도(계획)의 정의하고
이에 대응되는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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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 공간정보 생산체계 혁신 방향과 혁신 모델 구성 요소

□ 공간정보 생산체계 혁신 추진과제와 로드맵
∙ 공간정보 생산체계 혁신을 위한 4개 추진전략과 추진과제를 도출하고, 기반환경
조성기, 구축 및 성숙기, 적용 확산기로 구분하여 추진과제의 로드맵 수립
그림 5 | 공간정보 생산체계 혁신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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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간정보 생산체계 혁신을 위한 추진과제
□ 수요기반의 맞춤형 공간정보 구축
∙ 모든 현실세계의 사물을 3차원 객체형 공간정보로 표현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교통시설, 건축구조물, 지형, 수계를 중심으로 구축
하며, 공간정보의 구축의 기반이되는 측량기준점과 영상(정사영상)을 연계하여
구축
∙ 높은 세밀도(Level of Detail)를 가지는 공간정보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으나 구축시간 및 비용이 매우 높으므로 단기간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구축가
능하며, 모니터링, 분석, 시뮬레이션 등에 활용할 수 있는 LoD1 수준 구축
∙ LoD1은 현재 구축되어 있는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국가 주도로 구축하고 LoD2는
신기술과 민간의 참여를 통해 구축
□ 연결성 강화를 위한 표준 개발
∙ 공간정보의 모델링, 공유, 교환, 메타데이터, 시각화 등에 대한 표준과 3차원
객체형 공간정보의 품질과 관련된 표준 개발
□ 협력적 생산 갱신체계 도입
∙ 협력적 공간정보 생산체계 도입을 위해 공간정보 생산·갱신의 절차를 네 단계로
나누고 각각의 단계에서 신기술 및 민관협력을 통해 공간정보 대상별 새로운
생산체계 도입 필요
표 3 | 현재와 미래의 생산체계 변화
생산·갱신과정
국토 모니터링 데이터 수집

향후

X

위성, 지상이동체, 업무데이터, SNS 활용

국토변화 정보탐지

항공사진, 현장측량

무인항공기, 지상이동체, 업무데이터

공간정보 생산·갱신

수치지도 통판, 레이어

공간객체 자동생성, MMS, BIM 등을 통한
자동갱신

객체·위치기반 데이터 융복합

xii

현재

X

IoT, SNS, 업무데이터와 융복합

□ 품질인증체계 도입
∙ 다른 정보들을 연계할 수 있도록 표준에 맞추어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항목과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위치에 대한 정확성과 시간에 대한 정확성에
대한 항목 도출 필요
□ 협력적 민관체계 구축
∙ 공간정보 생산활용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이 거버넌스를 통해 자료 제공과 관련해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를 규정하여 해결
하는 방안의 논의 및 실행
□ 민간 중심의 플랫폼 환경 조성
∙ 핵심기반정보를 중심으로 행정업무, 센서 등 신기술, 민간데이터 등을 수집하고
적재하며 갱신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며, 공급자 중심의 단방향 제공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시간 갱신 플랫폼 구축
□ 관련 법제도 정비
∙ 3차원 객체형 공간정보의 목적과 정의, 생산·갱신기준 및 절차와 지침, 공공과
민간이 분산하여 관리할 수 있는 민관협력체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는 방향으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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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 3차원 객체형 공간정보 생산체계에 대한 법제도 구성

□ 계획수립 및 R&D 기획
∙ 디지털트윈국토 구축과 다양한 데이터의 융합·연계를 위해 필요한 기술을 개발
하고 이를 실제 디지털트윈국토 구축에 적용해 보는 실증연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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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 주요연구내용
∙ 본 연구는 다양한 기술환경의 발전에 따라 데이터가 새로운 가치창출의 촉매
역할을 하는 데이터경제에 발맞추어 공간정보 생산체계 혁신 전략 모색
∙ 데이터경제 시대에 있어서는 다양한 데이터간의 융합·연계를 통해 새로운 비즈
니스가 창출되고 데이터시장 확대
∙ 공간정보는 데이터간의 융합·연계를 위한 기반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한 3차원 객체형 공간정보를 중심으로 현실과 유사한 디지털트윈국토 구축
필요
∙ 디지털트윈국토 구축을 위해 필요한 제도의 개선과 정부와 민간이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방안 제시
□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과제
∙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트윈 가상국토 실현을 위한 새로운 생산체계의 방향과 개념을
정립하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
∙ 공간정보 생산체계 혁신과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데이터모델, 표준 등의 결정과
새로운 생산체계 도입 시 나타나는 사회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 필요
∙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생산체계 뿐만 아니라 효율적이고 자유로운
유통, 다양한 분야의 융복합 활용 등의 측면에서 혁신방안 연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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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서론

본 장에서는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간정보 생산체계 혁신방안 도출의 필요성과 연구목적
을 명시하였다. 분석을 위한 범위와 방법을 기술하고 기존연구 검토를 통한 본 연구의 차별성을
부각시켰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한 학술적·정책적 기대효과를 제시하였다.

1. 연구의 배경
디지털 혁신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대변되는 빠른 사회 변화와 함께 데이터가
가치의 원천이 되어 새로운 생태계를 형성하는 데이터경제 시대가 도래하였다. 데이터
가 자산으로 부각되는 이유는 스마트폰 등 개인미디어의 보급으로 길찾기, 금융, 쇼핑
등 우리의 일상생활이 데이터로 저장되고 이러한 데이터를 매개로 한 산업이 급속하게
성장하기 때문이다(정용찬, 2017). 데이터는 사용할수록 소모되는 기존의 유형 자원
과는 달리 데이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새로운 분야에 사용하는 과
정을 반복하여 지속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따라서 사물인터넷과 같은 기술의 발
전으로 더 많은 데이터 생산될수록 관련 산업 및 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데이터를 잘 생산하고 축적 및 활용하는 것이 국가와 기업의 가치
및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정부는 데이터경제로의 전환을 선언하고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데이터산업 활
성화’전략을 발표하였다. 이 전략에서 10대 산업분야 중 하나를 빅데이터 구축으로 선
정하였다. 그런데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데이터는 대부분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이며, 이런 데이터는 현실세계에서 사람이나 사물이 언제, 어디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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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 상태인가 또는 어떤 행동을 하였는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위치나
공간을 기준으로 데이터와 데이터를 연계하여 현실세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정확한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데이터와 데이터를 연결하는 역할은 데이터경제
를 활성화하기 위한 핵심적인 역할이며, 자율주행, 증강현실, 가상현실, 드론, 스마트
시티 등 관련 활용 분야가 성장함에 따라 공간정보의 역할과 가치 역시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공간정보의 패러다임은 다양한 데이터를 편리하게 결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
하는 기반으로 변화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구축 목적 측면에서 과거에
는 지형지물의 위치와 형태를 지도에 표현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제는 공간데이터베
이스 또는 공간빅데이터 구축으로 변화하였으며, 미래에는 가상공간에 디지털트윈국토
를 구현하고 시뮬레이션을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 융복합의 기준데이터이자 매개체 역
할을 수행할 것이다. 구축 방식 측면에서 과거에는 공공측량의 영역이라는 전문영역으
로 현장측량과 항공사진을 이용하여 년 단위로 갱신하였다면, 이제는 행정업무와 연계
하여 일부 지형지물의 경우 2주 내로 갱신하고 있으며, 미래에는 민간과 공공의 다양
한 기술이 결합되어 준실시간으로 갱신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구축 측면에서는 과거의
현장측량이나 항공사진 중심의 구축에서 위성, 항공, 드론, 차량 영상은 물론, 사물인
터넷 및 빅데이터를 이용한 구축 및 관리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미래의 공간
정보는 현실과 동일한 3차원 형태의 입체지도로 행정자료, IoT, 센서 등의 데이터를
편리하게 결합하고 분석하여 시뮬레이션 기반의 다양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으며, 3차
원 시각화를 통하여 복잡한 문제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이해당사자들간의 원활한
소통이 가능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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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 공간정보 패러다임의 변화
종류

종이지도

역할

수치지도

미래 공간정보

구축목적

∙ 지형지물 위치형상 기록
∙ 국토도시 개발계획 지원

∙ 지형지물 데이터 관리
∙ 국토도시 운영관리 지원

∙ 데이터 융복합의 매개체
∙ 디지털트윈국토
시뮬레이션 지원

구축방식

∙ 공공 중심 구축
∙ 주기 갱신(2년)

∙ 공공 중심 구축
∙ 수시 갱신(2주∼2년)

∙ 공공과 민간 협력 구축
∙ 상시 갱신 (1일 ~ )

구축기술

∙ 현장측량
∙ 항공사진

∙ 현장측량
∙ 항공사진
∙ 건축행정도면

∙ 위성/항공/드론/차량 영상
∙ IoT(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 빅데이터(행정정보)

자료: 저자 작성

따라서 공간정보가 데이터경제 시대의 다양한 데이터와 결합되어 분석 및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되었는가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
내 공간정보 생태계는 1995년부터 국가주도로 구축한 공간정보를 중심으로 성장해왔
지만 이러한 공간정보가 데이터경제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공간정보의 역할과 품질
에 충분히 부합한가에 대한 고민과 생산체계 혁신 방안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공간정보의 형태와 역할을 정의하고 이
를 달성하기 위한 생산체계의 발전방향을 공간정보를 어떤 형태로 누가 어떻게 수행해
야 하는지에 대한 측면에서 정립하고 추진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데이터경제의 의미와 데이터산업의 성장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찾고 이에 따
른 공간정보의 역할이 미래에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를 제시하였다. 데이터경제를 이
끌어내는 가장 중요한 핵심요소는 다양한 데이터간의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내서 데이터의 가치를 향상시키는데 있다. 따라서 다양한 데이터간의 융복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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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매개체로써 공간정보의 역할변화를 제시하였다.
둘째, 데이터경제의 핵심 요소로서 현재 공간정보의 현황과 한계를 도출하였다. 또
한 미래의 공간정보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개선사항을 모색하였다.
셋째, 데이터경제 시대에 공간정보의 생산체계를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
을 도출하고, 전략에 따른 세부과제를 구체화하였다. 또한 세부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실천전략으로 법제도 개선방안과 거버넌스 구축방안 등을 도출하였다.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및 정의
(1) 시간적 범위
수치지도가 구축된 1995년 이후의 국가공간정보를 대상으로 하며, 특히 실험연구의
경우 2019년 현재 유통되고 있는 데이터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2) 내용적 범위
플랫폼을 통한 다양한 데이터의 융복합을 위해 데이터 생산·가공·유통·분석·활용 등
의 프로세스가 필요하나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생산체계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다.
또한 다양한 데이터의 융복합을 위한 공간정보 생산체계에 대한 기술적, 제도적, 거버
넌스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3) 관련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지형, 지물, 현상 등 현실공간의 개별객체의 위치와 속성에 대한 자료
를 지칭하는 경우 공간자료를, 다양한 공간자료를 총칭하는 경우 공간정보라는 용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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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다. 생산체계를 통해 산출되는 공간정보를 구분하기 위해 기존 생산체계에 의해
생산된 공간정보를 법1)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지도 등 간행물”이라 하고, 본 연구에
서 제시하는 생산체계 혁신을 통해 구축될 미래 공간정보의 모습을 “디지털국토”라고
정의하였다.

표 1-2 | 관련 용어 정의

- 공간자료 : 지형, 지물, 현상 등 현실객체의 위치와 속성에 대한 자료
- 공간정보 : 다양한 공간자료에 대한 총칭
- 현실공간 : 실제로 존재하고 사람들이 경험하는 공간
- 현실객체 : 현실공간에 존재하는 지형, 자연 및 인공 지물, 사물, 자연 및 인문사회 현상 등
- 가상공간 : 현실공간이 아닌 컴퓨터에 의하여 허상으로 만들어진 공간
- 전자객체 : 현실객체를 디지털화하여 전자적으로 표현된 자료, 가상객체
- 현실국토 : 현재 실제 존재하는 한 나라의 통치권이 미치는 영역(공간)
- 디지털트윈 국토 : 현실국토를 구성하는 지형, 자연 및 인공 지물 등에 대응된 (공간)자
료의 통합체로 가상공간, 가상국토
- 지도 등 간행물 : 공간정보관리법이 기본측량성과를 이용해 간행할 것을 규정한 공간정보
- 국토정보 : 지형, 자연 및 인공 지물 등 현실국토를 구성하거나, 그 위에 존재하거나
발생하는 현상, 사건 등 모든 것에 대한 자료를 총체적으로 지칭하는 용어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스마트시티·자율주행·디지털트윈 등과 같이 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고부가
가치가 창출되는 경제체계에서 필요로 하는 공간정보를 생산하기 위한 혁신 방안을 제
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국내외 최신 문헌은 물론, 공간정보 정책 및 산업 분야의 다양
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특히 관련 기술 및 데이터 현황 분석은 외부협동연구
를 통하여 심도있는 분석을 수행하였다. 세부적인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연구를 통하여 4차 산업혁명과 데이터경제, 데이터가치 등에 대한 선행연
1)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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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데이터 지능화를 위한 공간정보의 역할과 공간정보 기반
의 지능화 사례를 제시하였다.
둘째,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공간정보에 대한 역할변화와 현재 공간정보 한계점을
조사하기 위해 스마트시티 관련 전문가, 자율주행차관련 사업(네이버랩스), 3차원모
델링사업(가이아3D) 등을 대상으로 미래 공간정보의 생산체계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① 융복합 플랫폼 역할로서의 공간정보
한계 극복 방안, ② 신기술 적용을 위한 공간정보 한계 극복 방안, ③ 공간정보 생산체
계 혁신을 위한 추진과제 및 로드맵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셋째, 기술 및 데이터 관련 외부협동연구를 수행하였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공간정보 분야에서도 사물인터넷 및 빅데이터 기반의 지능화된 데이터 생산체계가 확
산되고 있다. 미래 공간정보 생산체계는 현실과 동일한 공간정보를 신속하게 구축하기
위하여 다양한 생산체계를 결합하는 협력적 생산체계로 예상된다. 이러한 협력 체계는
개별 체계에서 생산된 공간정보를 융복합하여도 현실과 일치하는 공간정보를 재현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 사이의 연결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외부협동연구에서는 국내외 산
업 및 기술 발전 현황의 분석과 함께,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공간정보를 현실과
유사한 형태인 3차원 공간정보로 변환하고 이러한 일치성과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 현황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를 수행하는 동안 공간정보 생산체계와 관련된 연구 내용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공공·민간 데이터의 개방 및 공유와 인공위성·유무인항공기·자율
주행차량·사물인터넷 등의 다양한 국토관측정보 수집체계 기반의 협력적 상시 국토변
화정보 생산·관리체계를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하였다. 또한 연구성과를 중심으
로 디지털트윈국토 구현을 위한 정책협의체(TF)를 운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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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 연구흐름과 수행방법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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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빠른 기술환경의 변화에 따라 공간정보 정책을 어떻게 변화하고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또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갱신을 위한 거버넌스와
방법에 대한 연구 등도 수행되었다.
기술환경의 변화에 따른 연구는 사공호상 등(2017)의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한 차세
대 국가공간정보 전략연구, 임시영 등(2018)의 초연결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공간
정보 전략 연구가 있다. 사공호상 등(2017)은 지능정보를 추진동력으로 하는 지능정
보사회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망하고, 그에 대응할 수 있는 공간정보정책수립의 전
략을 제시하였다. 임시영 등(2018)은 사공호상 등(2017)의 연구에 대한 후속연구로
3차원 공간데이터 구축 방식의 변화를 시도하고 도시의 사이버물리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공간정보 생산 및 갱신체계 등에 대한 연구는 김미정(2012)의 공간정보 공동활용을
위한 기본공간정보 수시갱신방안과 황명화(2018)의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공간데이
터 거버넌스 발전방향이 있다. 김미정(2012)은 기본공간정보의 구축 및 유지관리방안
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법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황명화(2018)는 4차 산업
혁명으로 인한 데이터 여건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공기관 내부, 공공-민
간-시민 간 거버넌스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에 부상하고 있는 데이터경제 시대에 있어서 공간정보의 새로운
역할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새로운 공간정보 생산체계를 기술적, 거버넌스, 제도적 환
경 측면에서 제안하였다. 다음의 <표 1-3>은 이 절에서 기술한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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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구분

연구목적

주요연구내용

1

∙ 과제명: 초연결 스마트시티 구현 ∙ 문헌조사
을 위한 공간정보 전략 연구
∙ 시나리오 분석
∙ 연구자: 임시영등(2018)
∙ 실험연구
∙ 연구목적: 초연결 스마트시티로
도약하기 위한 공간정보의 역할
제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마련

∙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시티
∙ 초연결 스마트시티를 위한 공간정보
의 역할
∙ 초연결 공간정보 활용 시나리오 및
객체기반 공간데이터 실험 구축
∙ 초연결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공
간정보 전략

2

∙ 과제명: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한 ∙ 문헌조사
차세대 국가공간정보 전략 연구 ∙ 전문가 협동연구
∙ 연구자: 사공호상등(2017)
∙ 세미나 개최
∙ 연구목적: 지능정보사회에 효과
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가공간
정보의 발전방향 모색 및 차세대
공간정보의 개념과 모델 정립

∙ 지능정보사회의 공간정보
∙ 미래 공간정보 발전 전망
∙ 지능정보사회의 국가공간정보 발전
모델
∙ 디지털 트윈 공간 구현을 위한 추진
전략

3

∙ 과제명: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공간데이터 거버넌스 발전방향
∙ 연구자: 황명화(2018)
∙ 연구목적: 4차 산업혁명으로 인
한 데이터 여건 변화에 효과적으
로 대응하기 위해 공간데이터 거
버넌스 발전 정책방향 제시

∙ 4차 산업혁명과 공간데이터 여건변
화 및 공간데이터 거버넌스 개념 정의
∙ 공간데이터 거버넌스의 국내현황 진단
∙ 해외의 공간데이터 거버넌스 개선사례
∙ 공간데이터 거버넌스의 발전방향 및
정책제언

4

∙ 기본공간정보 개념 정의
∙ 과제명: 공간정보 공동활용을 위 ∙ 문헌조사
한 기본공간정보 수시갱신방안 ∙ 담당자 및 사용자 ∙ 기본공간정보의 구축 현황 및 동향
면담조사
∙ 기본공간정보 구축 개선방안
∙ 연구자: 김미정(2012)
∙ 연구목적: 기본공간정보의 기능 ∙ 유관기관 협의회
정의에 따른 법제도 개선방안

주요
선행연구

본 연구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방법

∙ 공공 및 민간에서 공간정보를 다
양한 형태로 융합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 생산체계 기술
적, 제도적, 거버넌스 개선방안
과 데이터 적용방안

∙ 문헌조사
∙ 메타분석
∙ 사례조사 및 분석
∙ 전문가 협동연구
∙ 정책실무자 인터뷰,
자문회의 및 업무협
의회

∙ 문헌조사
∙ 면담조사
∙ 전문가 협동연구
∙ 실험연구

∙ 데이터경제 공간정보 역할변화
∙ 데이터 융합 관련 공간정보 문제점
분석
∙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간정보
생산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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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의 기대효과
1) 정책적 기대효과
1995년부터 시작된 국가공간정보 정책이 2015년 이후 4차 산업혁명, 데이터 경제
등 기술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정책에 대한 혁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최근
에는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스마트시티 등과 같은 새로운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
하여 공간정보의 발전전략에 대한 요구가 점차 강해지고 있다. 또한 지자체 및 공공기
관을 중심으로 스마트시티와 연계된 디지털트윈 구축사업이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2).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환경에서 공간정보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야 하는지에 대한 심도있는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데이터경제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사회적 변화의 중심에서 핵심적인 역할
을 수행하기 위한 공간정보의 역할 및 생산체계에 대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디지털트윈국토를 추진하기 위한 공간정보 생산체계의 혁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데이터모델 등 표준화, 협력적 생산·갱신절차, 민관협동체계 구축 및 제도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또한 데이터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간정보 생산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실제 로드맵과 이를 추진하기 위한 추진조직 등을 제시하여 실제 정책에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공간정보의 역할 변화, 생산체계의 새로운 전략 등이 개별적으
로 수행하고 있는 디지털트윈국토 구축사업에 기반이 되고 국가에서는 이를 위한 정책
을 수립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정책협의회, 중앙과 민간 담당자 면담 등을 통해 디지털트윈
국토에 대한 의견을 계속적으로 공유하였다. 그 결과 국토교통부에서는 ‘디지털트윈
구축 TF’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므로 앞으로도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전
략이 정책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서울특별시의 3D 기반 Virtual Seoul 구축사업, 세종시·부산시 등 시범도시 디지털트윈 구축사업, 전주시 디지털
트윈 스마트시티사업 등이 추진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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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술적 기대효과
4차 산업혁명과 데이터경제 등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나 이제 막 시
작단계에 있으므로 정의, 구체적 대응전략 등에 대한 논의가 심도있게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다. 특히 공간정보 측면에서는 데이터경제 시대에 어떤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지, 미래에 공간정보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논의는 거의 전무하
다. 본 연구는 데이터경제와 공간정보의 역할에 대한 이론과 국내 전문가들의 논의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전략을 도출하고자 노력하였다.
첫째, 데이터경제와 데이터산업 성장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제시하였다. 데이터
의 가치창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데이터 산업의 생태계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
지 등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둘째, 데이터경제에 있어서 공간정보의 변화되어야 하는 역할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학계의 전문가들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미래의 공간정보 모습과 공간정보의
새로운 역할을 도출하였다.
셋째, 공간정보 생산체계에 있어서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여 어떻게 생산·갱신체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공간정보 구성항목별로 상세하게 분석하였다. 생산·갱산절차는
현재의 모습과 향후의 모습을 함께 표현하여 새로운 기술변화가 생산체계에 어떤 영향
을 미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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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데이터경제의 등장과 공간정보의 역할

이 장에서는 디지털 경제의 동향과 공간정보의 역할 및 발전방향을 검토하였다. 디지털 기술의
빠른 발전은 플랫폼 기반 디지털 경제를 견인하고 있으며, 기업의 경쟁력은 데이터 기반의 신속정확
한 의사결정 역량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진다. 디지털경제에서 공간정보의 역할은 데이터의 지능화
를 위하여 데이터에 위치 정보를 부여하고 주변 공간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통합하여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위치기반 지능화 제공으로 변화하는 중이다. 공간정보는 이러한 일치성과 연결성을 바탕
으로 현실공간과 가상공간의 모든 데이터를 위치를 기반으로 개인화, 사회화 그리고 지능화할 수
있는 형태로 발전해야 하며, 이를 위한 생산체계로의 혁신이 필요하다.

1. 디지털 경제로의 진입과 데이터의 가치
1)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른 디지털경제로의 진입
4차 산업혁명 기술로 대표되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기업은 사업 모형과 운영 방
식은 물론 고객 관리 등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해졌다. 이러한 변화는 스마트폰으
로 대표되는 스마트 장비가 모든 사람의 일상을 디지털 공간에 연결하여 언제 어디서나
사람과 사물이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그 결과 기업은 전자
상거래를 통한 제품 판매, 소셜미디어를 통한 제품 홍보와 고객 응대, 물류업체를 통한
제품 배송 등과 같은 새로운 방식으로 사업 모형을 구성하게 되었다. 고객은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을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유하고 자신의 소비 성향에 가장 잘 부합
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편리하고 신속하게 구매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여기에 넷플릭스
가 촉발시킨 구독 경제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필요한 기간에 필요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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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용함으로써 고객에게는 다양한 선택권과 비용절감이라는 이점을 제공하고 기업에
게는 안정적인 수익과 고객의 정보를 이용한 추천형 광고 및 신규 제품이나 서비스개발
을 용이하게 만들고 있다(유진투자증권, 2019; 정보통신기획평가원, 2019).
이런 변화는 디지털 기술에 의한 경제 분야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의 결과이다. 과거에도 정보화라는 개념으로 디지털 기술이 우리 사회를 변화시켰다.
하지만 정보화가 기업 내부의 생산성 향상이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었다면, 디지털 전환은 디지털 기술에 의하여 변화한 환경에서 대응하기
위하여 기업이 사업 모형을 변화시키는 것이 특징이다(Vial, 2019). 앞에서 언급한 바
와 같이 제조사·도매상·소매상을 거쳐 고객에게 제품이 판매되던 기존 사업 모형은 전
자상거래의 등장으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제품을 구매하거나 판매하고자 하는 시
점에 전 세계 기업 중 가장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과 신속하게 거래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그 결과 정적 선형 구조였던 사업 모형은 동적 네트워크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Roland Berger, 2015).

그림 2-1 | 디지털 전환에 의한 사업 모형의 변화

자료: Roland Berger strategy consults. 2015. The digital transformation of industry. p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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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기업의 핵심 경쟁력은 시장의 요구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부품·기술·서비스 공급자의 정보를 바탕으로
최적의 협력 체계를 신속하게 구축하고 변화시키는 것은 성장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가 된다. 소매업은 이러한 변화를 잘 보여주고 있다. 과거 소매업은 대형 마트로
대표되는 오프라인 시장이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지만 온라인 시장에 빠르게 점유
율을 빼앗기고 있다. 기존 소매업의 핵심 경쟁력은 지리적 접근성이 좋은 곳에 점포를
개설하고 대량으로 제품을 구매하여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온라인 소매
점은 소매업의 핵심 경쟁력을 배달로 대체하고 있으며, 압도적인 제품 품목수와 고객
의 구매이력 등을 이용한 개인별 맞춤 제안이라는 새로운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서용
구, 2019). 오프라인 시장에서도 POS (point of sales) 결제시스템이나 경영정보시스
템과 같은 디지털 기술을 초기에 도입하였지만 이것은 기업 내부의 효율화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디지털 기술은 산업 전체의 가치사슬과 협업방
식을 변화시킴으로서 핵심 경쟁력까지 변화시키고 있다.
디지털 경제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 체계를 지칭하는 용어로,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분배·소비 등의 경제 활동이 디지털화되고 네트워크화된 정보에 의존하
는 경제로 정의된다(이용만 외, 2004). 인터넷의 등장으로 전자적으로 거래하는 것은
물로, 광고, 마케팅, 고객지원, 배송, 결제 등도 전자적으로 수행하는 경제를 지칭하
는 전자상거래, 제조업과 같은 전통 산업에서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여 생산 시설을 네
트워크화하고 지능형 생산 체계로 고도화하는 경제를 지칭하는 산업 4.0, 상품과 서비
스가 컴퓨터 알고리즘에 의해서 거래되는 경제를 지칭하는 알고리즘 경제, 전자상거래
를 노동 시장에 도입한 단기 계약 또는 프리랜서 형태의 긱 경제, 그리고 제품과 서비
스는 물론 공간까지도 빌리고 나눠 쓰는 사회적 경제 모델인 공유경제 등은 모두 디지
털 기술에 의하여 촉발된 디지털 경제의 한 측면들이다(<그림 2-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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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 디지털 기술로 등장한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경제

자료: Bukht and Heeks. 2017. Defining, conceptualising and measuring the digital economy. pp. 13

2) 플랫폼 기반 디지털 경제와 데이터의 가치
디지털 경제의 핵심은 제품과 서비스 거래를 연결하는 플랫폼이다. 플랫폼은 생산자
와 공급자의 시장 진입 비용을, 수요자의 제품 및 서비스 접근 비용을 절감시킨다(이화
령 외, 2017). 그 결과 거래 참여자가 증가할수록 참여자들의 경제적 이익이 증가하는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를 이루면 손쉽게 시장장악력을 강화하
여 독점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이화령 외, 2017). 이런 조건에서 플랫폼 제공자는
플랫폼 참여자들의 자원과 역량을 중개하거나 결합하여 플랫폼 상에서 가치를 창출하
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인 성장이 가능하다. 세계 상위 20개 기업의 산업 분야별 주가총
액의 비중 변화를 비교하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구글이나 아마존과 같은 플랫폼
기업이 포함된 기술·소비자 서비스 분야의 비중은 2009년 16%에서 2018년 56%로
급성장한 반면, 석유·가스 및 통신과 같은 전통적 기간산업은 순위에서 탈락하거나 비
중이 크게 축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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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 세계 상위 20개 기업의 산업 분야별 주가총액 변화

자료: UNCTAD. 2019. Digital economy report 2019. pp. 18

디지털 경제 시대를 맞이하여 국내 주력산업인 반도체, 자동차, 화학 등의 제조업은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직계열화와 같은 1차원 공급망
구조를 플랫폼 경제 기반의 유연한 생산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웅성(2018)
은 산업혁신정장을 위한 제조혁신 플랫폼 추진전략에서 대중소기업간 협업이 자유로운
종단연결과 산업간 횡단연결을 실현하기 위한 개방형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
데이터를 포함한 생산요소들이 거래되는 플랫폼 경제를 제안하였다. 현재의 국내의 산
업생태계는 대기업 중심의 낙수효과를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어 대중소기업의 경직성이
심화되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한계를 가지고 있다. 대량생산에 의한 가격
경쟁력 기반의 수출주도 경제성장이 한계에 이르자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증대 및 대중
소기업의 유연한 협업과 다양성에 기반을 둔, 일명 분수효과를 통한 혁신성장이 필요하
게 되었다. 플랫폼 경제 기반의 유연한 생산체계는 이 전략의 핵심으로 제품과 서비스
는 물론 생산요소인 인력·자원·자본 등이 동종 산업 내에서는 물론, 이종 산업 간에서
도 편리하고 자유롭게 연결되는 3차원 공급망을 가능케 해준다(<그림 2-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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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 플랫폼 기반의 제조혁신을 위한 산업 생태계 발전 방향

자료: 장웅성. 2018. 기반 저자수정

이처럼 단순한 공급사슬에서 복잡한 공급망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는데 필요한 생산요소를 플랫폼 경제에 참여하는 무수히 많은 기업과 개인들로부
터 정확하게 확보하고 신속하게 결합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여기서 필요한 역량이 디지
털 지능(digital intelligence)이다. 디지털 지능은 디지털 공간에서 의사결정을 수행하
기 위한 데이터 기반의 분석 능력 또는 그 결과를 의미한다. 플랫폼 경제에서 거래되는
제품 및 서비스의 규모와 종류를 고려하면 과거의 경험이나 추론을 바탕으로 사람이 분
석하고 의사결정을 수행하여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데이터 기반
의 자동화된 분석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시스템 및 기계가 인식하고 최적의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는 고품질 데이터를 적시에 제공하는 것에서 경제적 가치가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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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 데이터 기반 디지털 지능을 이용한 자동화된 대량 맞춤형 유연생산체계

자료: UNCTAD. 2019. 기반 저자수정

플랫폼 경제에서 데이터의 가치는 복잡한 플랫폼 생태계에서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디지털 지능을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림 2-5>와 같이 의사결정에 필요한 데이터
를 수집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저장하고, 저장된 데이터를 활용 목적에 맞게 분석하여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디지털 지능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경제 생태계가 발생하
게 되는데 이것이 데이터경제이다. 이렇게 도출된 디지털 지능은 <그림 2-6>에서처럼
맞춤형 온라인 광고, 전사상거래 플랫폼 운영, 공유경제나 구독경제와 같이 판매에서
대여로의 새로운 사업, 디지털 공간에서 가상화된 저장공간이나 처리기능을 서비스로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등의 시장에 제공되어 수익을 창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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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 플랫폼 기반 디지털 경제에서의 데이터 기반 수익창출 방식

자료: UNCTAD. 2019. Digital economy report 2019. pp. 24

Wendy 등(2019)은 플랫폼 경제에서 데이터 기반 수익창출 유형을 플랫폼의 유형에
따라 7가지로 구분하였는데 전자상거래 플랫폼, 온라인 공유 플랫폼, 핀테크 플랫폼,
사회연결망 플랫폼, 매칭 플랫폼, 크라우드소싱 플랫폼, 검색 플랫폼이다. 이 연구에
서 데이터를 이용한 가치창출(value creation)과 가치 획득(value capture)을 구분하
여 플랫폼 유형별로 데이터 생산자, 플랫폼 사업자 그리고 비용 부담자를 분석하였다.
여기서 가치창출은 플랫폼에 데이터 생산자와 비용 부담자에게 제공하는 효용이며, 가
치 획득은 이를 바탕으로 플랫폼 사업자가 얻는 수익을 의미한다.
<그림 2-7>은 위치기반 크라우드소싱 플랫폼의 대표 업체인 웨이즈의 사례를 보여
준다. 운전자는 교통정보와 관련된 사건·사고, 정체구간, 주행속도 등을 제공하고, 웨
이즈는 교통정보를 종합하여 개별 운전자의 위치와 경로에 맞추어 실시간 교통정보 및
차량의 상태를 고려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웨이즈는 운전자 및 차량의 정보를 실
시간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위
치기반 광고 및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유튜브나 넷플릭스의 콘텐츠 추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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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개별 운전자 및 차량의 실시간 상황에 부합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중개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게 된다. 2013년 구글은 지도서비스에 교통관련 소셜 데이터를 추가하
기 위하여 웨이즈를 13억 달러에 인수하였다.

그림 2-7 | 데이터 기반 크라우스소싱 플랫폼의 가치창출과 가치획득 사례

자료: Wendy 외. 2019. Value of Data:There is no such things as a free lunch in digital economy. pp, 15

3) 데이터 경제의 정의와 특성
지금까지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른 사회경제의 변화와 플랫폼 경제의 등장 과정
및 관련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이 플랫폼 경제의 핵심 경쟁력
으로 작동함에 따라 데이터에 경제적 가치가 발생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데이터 경
제가 등장하게 되었다. 2011년 데이비드 뉴맨은 가트너보고서에서 ‘빅데이터, 오픈데
이터, 연계데이터 등과 같은 데이터의 활용이 다른 산업발전의 촉매 역할을 하고 새로
운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시대’라고 데이터경제를 처음으로 소개하였다. 2014년

제2장 데이터경제의 등장과 공간정보의 역할 ․ 25

에 유럽 집행위원회(EC)에서 발간한 디지털 싱글마켓 전략에 데이터를 통해 유럽 경제
를 이끄는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데이터경제(data-driven economy)’라는 용어를 넣
으면서 집중 조명되었다. 이후에는 다양한 기관(MIT, 2016; IBM, 2016; Digital
Reality, 2018)에서 데이터경제 개념을 논의하고 있으나 방대한 데이터에 대한 생산,
분석 등을 통해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공통된 시각을 가지고 있다
(<표 2-1>참고).

표 2-1 | 데이터경제의 개념
출처

정의

EC(2014)

데이터를 다루는 구성원이 만들어내고 있는 생태계를 말하며, 데이터의 생성·수집·저장·처
리·분배·전달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

MIT(2016)

데이터 자본은 재화·서비스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저장된 정보로, 기존의 물리적 자산처럼
장기적인 경제적 가치를 보유

IBM(2016)

데이터를 내·외부적으로 가치를 창출하는데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현상은 이용가
능한 데이터와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이 증가하면서 기업들 사이에서 더 많은 데이터가
교환되며 발생

Digital Reality
(2018)

조직이나 비즈니스의 방대한 데이터를 저장·검색·분석해서 생성되는 금융이나 경제적 가치

4차산업혁명
위원회 (2018)

데이터 수집·저장·유통·활용 단계로 구성되는 가치사슬을 기반으로 공급-중계-수요시장
을 통해 신제품과 서비스, 일자리와 같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 체계

자료 : 한국진흥정보원.2018. 재정리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환경을 반영하여 데이터경제의 정의를 ‘공공 및 민간 정보
시스템에서 생산되는 데이터와 스마트 기술의 확산으로 ① 모든 사물이 생산하는 데이
터에 ②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접근, 분석, 활용하고 ③ 새로운 경제적 가치 창출이
가능한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개방적 경제 생태계’로 정의한다.
데이터경제는 데이터 수집·생성·축적 단계에서 데이터를 공유·유통하고, 데이터를
상호교환, 활용하여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체계로 가치사슬을 유도할 수 있다. 즉
데이터의 수집 및 구축, 저장 및 수집, 분석 및 유통 등의 과정을 통해 각 단계에서
신부가가치와 산업이 탄생할 수 있다. 데이터의 수집·생성은 새로운 생산, 수집, 거래
를 통해 데이터를 획득하는 단계이며, 저장·수집 단계는 데이터센터, 클라우드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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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이용해 보관하고 관리하는 단계이다. 가공·유통 단계는 분석을 위해 데이터를 수
정·보완하고 원데이터, 가공데이터, 분석결과 등을 거래하는 단계이며, 넷째, 분석·활
용 단계는 데이터를 분석하여 결과를 서비스나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적용하는 단계이
다(<그림 2-8> 참고).

그림 2-8 | 데이터 가치사슬과 생태계

자료: IDC. 2017. European data market smart 2013/0063. 수정.

이러한 데이터 가치사슬을 통해 거시적 경제창출과 미시적 경제창출을 이끌어 낼 수
있다. 거시적 경제창출은 생산성 향상을 통한 GDP의 성장, 데이터를 활용 및 가공하
여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중소기업과 일자리 창출, 데이터 중심의 산업발전으로
인한 경쟁력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미시적 경제창출은 의사결정 등에 필요한 비용감
소, 다양한 접근을 통한 비즈니스의 유연성, 새로운 생산과 서비스 창출, 적절한 데이
터의 제공을 통한 개선된 수요자서비스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데이터경제는 생산에서 고부가가치가 창출되던 과거와는 달리 공동제작 및
협력이 가능한 플랫폼 상에서의 교환에서 고부가가치가 창출된다. 즉, 점점 더 증가하
는 스마트기기에서 생성된 방대한 데이터가 저장되고 저장된 데이터를 거래하면서 제
품과 서비스의 융합이 발생하여 더 크고 복잡하여 동적으로 연결된 가치사슬이 생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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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형성하게 된다. 그 결과 디지털공간에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없이 데이터에 접근하
고 활용할 수 있어서 과거에는 개별적이었던 시장이 플랫폼과 플랫폼이 연결되는 방식
으로 시장이 확장되고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하게 된다.

2. 데이터의 지능화를 위한 공간정보의 역할
1) 위치정보와 위치기반 지능화의 필요성
플랫폼 경제에서 데이터의 가치는 시스템 및 기계가 의사결정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디지털 지능을 제공하는 것에서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공간정보의
가치는 데이터로부터 디지털 지능을 추출하는데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가로 결정된다.
플랫폼 경제 이전에도 공간정보를 이용한 의사결정의 경제적 편익에 대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 하지만 이때의 편익은 공간정보시스템에서 전자지도를 이용하여 기존의
계획수립 및 국토관리의 업무 생산성을 향상시켰다는 측면에서 연구되었다. 반면 플랫
폼 경제에서 공간정보의 역할은 데이터에 위치 정보(location information)를 부여하고
이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에 필요한 위치기반 지능화(location intelligence)를 제공하여
디지털 혁신과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다(Boguslawski 외, 2019;
EU, 2018; Forrest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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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 디지털 정보의 발전과 위치정보의 이용

자료 : Boguslawski 외 .2019. European union location framework blueprint Ver.3.0. pp, 9

EU(2018)의 연구에서 데이터의 지능화를 위한 위치정보와 위치기반 지능화의 기능
은 몇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위치정보는 그 자체로 제품 또는 서비스이다. 위치정보
를 이용하여 소비자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 둘째, 위치정보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인화시킨다. 따라서 특정 시간과 장소의 소비자를 선별하여 광고 또는 마
케팅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셋째, 위치정보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사회적 요소를
추가한다. 따라서 사용자 경험을 바탕으로 특정 장소와 시간에 접근 가능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평가 데이터 기반 추천이 가능하다. 넷째, 위치정보는 제품이나 서비스
의 지능화를 가능케 한다.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주변 상황이나 이동하고자 하는 경로
의 정보를 연계하여 최적 경로탐색 분석과 같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유의미
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 EU(2018)는 이들 기능을 사업 모형에 반영하거나 서비스
하는 방식을 유형화하기 위하여 공간정보 기반으로 플랫폼 사업을 수행하는 27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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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분석하여 협업형(collaboration) 통합형(orchestration), 개발형(creation), 중계형
(matching)으로 구분하였다.

그림 2-10 | 공간정보 플랫폼 사업 유형 및 대표 업체

자료: EU. 2018. Digital platform for public service. pp, 42

다양한 형태의 사업 모형 또는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지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 처리,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위
치정보가 부여되지 않은 데이터의 경우 분석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정확도로 위치 정보
를 부여하는 과정(geocoding)이 수행된다. 앞의 협력형 또는 통합형 사업 모형의 경우
서드파티의 데이터를 포함한 다양한 데이터를 통합하는 과정이, 개발형 사업 모형의
경우 API 등을 이용하여 새로운 기능이나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
써 위치기반 지능화를 실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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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 사업 영역 별 위치기반 지능화의 중요성 설문조사 결과

자료: Forrester .2018. Location intelligence drives competitive edge in the digital age. pp, 3

2018년 컨설팅 업체인 Forrester는 위치정보 지능화가 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그림 2-11> 참고). 금융, 소매, 광고, 물류 등의
산업 분야 253명의 의사결정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0%의 응답자가 현재 기업의
경쟁력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답변하였으며, 3년 후 중요한 요소일 것이라고 예상하
는 비율은 77%로 조사되었다(Forrester, 2018). 또한 기업의 내부 기능은 물론, 고
객 경험 측면에서도 위치정보 지능화가 중요한 경쟁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조사된 반
면, 데이터의 정확성과 관련된 품질 문제, 데이터의 통합적 관리체계의 부재와 다출처
데이터 간의 불일치 등이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로 조사되었다(Forrest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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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치정보와 위치기반 지능화를 위한 공간정보의 역할
2019년 공간정보 분야의 산업계를 중심으로 위치기반 지능화와 관련된 기술과 산업
현황을 조사한 연구는 지능화 관련 사용자 산업과 데이터 벤더 산업을 구분하여 현황과
관련된 다양한 현황을 설문조사하였다(<그림2-12> 참고). 이 연구에서 위치정보 및
공간정보를 이용하여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용자 산업 관점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정보가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과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
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신뢰할 수 있는 통합 체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
다. 반면, 위치정보 및 공간정보를 가공하여 서비스하는 관점에서는 최신성을 유지하
기 위한 실시간 데이터의 획득과 개인정보보호를 가장 큰 문제로 답변하였다. 또한 데
이터의 품질과 정확성, 그리고 표준화되지 않은 비정형 데이터 처리 등을 답변하였다
(Geospatial media and communication, 2019).

그림 2-12 | 위치기반 지능화 관련 사용자 산업 및 데이터 산업의 도전과제

자료: Geospatial media and communications .2019. Geobuzz - Geospatial industry outlook and readiness
index 2019 edition. pp. 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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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지능화의 역할과 현재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Boguslawski 외 (2019)와 Geospatial media and communication (2019)의 연구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데이터의 지능화에 필요한 위치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최신의 데
이터에 정확한 위치정보를 부여하기 위한 공간정보의 역할이 필요하다. 또한 활용 목
적에 부합한 의사결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품 및 서비스의 정보 외에 의사결정에
필요한 다양한 주변상황 등의 연계정보를 통합하여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후 연
구에서는 전자를 데이터의 일치성, 후자를 데이터의 연결성의 문제로 정리하고자 한다.
<그림 2-13>은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하여 데이터 경제 진입에 따른 데이터의 일
치성과 연결성 확보를 위한 공간정보의 역할과 가치 창출 방안을 정리한 것이다. 디지
털 기술의 발전으로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디지털 공간에 연결되는 시대로 진입함
에 따라 기업의 사업환경은 물론 개인의 일상생활이 변화하는 디지털 전환 시대로 진입
하게 되었다. 기업은 생산자와 공급자의 시장 진입 비용과 수요자의 제품 및 서비스
접근 비용을 동시에 절감하면서 네트워크 효과로 빠르게 성장하는 플랫폼 경제에서 생
존 및 성장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개인은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을
공유하면서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가장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제품과 서비스를 전세계
를 대상으로 검색하고 구매하고 있다. 기업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민첩성, 유연성,
혁신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기반의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역량을 의미
하는 디지털 지능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정확한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생산
할 수 있는 고품질 데이터의 확보와 데이터 분석 역량 강화에 앞장서기 시작하였다.
공간정보는 주소나 좌표 형태의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제품, 서비스 또는 데이터를
특정(개인화)하고 어떤 시공간에 존재했던 제품과 서비스 및 이들의 데이터를 연계(사
회화)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분석기법을 적용하여 내비게이션의 최적 경로 탐색과 같
은 의사결정(지능화)을 수행할 수 있다. 자율주행과 스마트시티와 같이 현실세계에서
의 지능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간정보의 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공간정보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람이나 사물이 존재하는 현실공간의
위치 및 경계와 일치하는 정확한 공간정보를 생산(데이터의 일치성)하는 것이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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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의사결정에 필요한 통합적 공간 상황정보를 적시에 생성하기 위하여 사물인
터넷 등으로 실시간 생산되는 데이터를 수집하여 공간정보와 연결하고 종합하여 분석
(데이터의 연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데이터경제 시대의 공간정보는 이러한 일치성
과 연결성을 바탕으로 현실공간과 가상공간의 모든 데이터를 위치를 기반으로 개인화,
사회화 그리고 지능화할 수 있는 형태로 발전해야 하며, 이를 위한 생산체계로의 혁신
이 요구된다.

그림 2-13 | 데이터경제 시대 공간정보의 새로운 역할 및 가치 창출 방안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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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공간정보 생산체계 현황과 주요 이슈 분석

본 장에서는 그간 국가에서 주도하여 추진해온 국가공간정보 정책과 공간정보 생산현황에 대해
파악하였다. 지형자료, 건물자료, 도로 및 교량, 도로 시설물 교통 시설물 등의 유형별로 국토지리정
보원 수치지형도 2.0을 기준으로 현재 공간정보의 일치성과 연결성 수준을 진단하였다. 그 결과
가장 세밀한 수준으로 최상 수준으로 구축하기 보다는 수요수준에 맞춘 일치성의 최적화가 필요하
며, 국가기관에서 생산하고 이를 공공과 민간에서 활용하는 일방향 갱신체계는 최신성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단일기관이 아니라 참여적 역할분담으로 협업적 분산 구축이 필요하다.

1. 공간정보 생산체계 진단의 틀
1) 진단을 위한 기본 구상
앞 장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데이터경제 시대에 공간정보의 새로운 역할은 데이터의
일치성과 연결성을 통한 공간정보의 위치와 위치기반 지능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따라
서 현재 구축해서 활용하고 있는 공간정보가 데이터경제 시대에 일치성과 연결성을 가
지고 있는지 분석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공간정보 일치성과 연결성이라는 특성은 공간정보를 생산하고 갱신 등 관리하는 과정
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생산체계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
생산체계라는 개념은 사용자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되며 생산방법, 생산과정, 생산메
카니즘, 조직체계 등의 용어와 혼용하여 쓰인다. 생산체계는 ‘각각의 속성을 가지며
상호 연관을 맺고 있는 생산 요소들의 집합’이라 정의된다(주성재, 1994). 즉, 특수한
속성을 가지는 생산요소들은 생산에 투입되어 생산과정을 거쳐 제품으로 산출되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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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 공급되며 이러한 전체적 과정은 정책적 요인, 정보 하부구조, 사회·문화적 조건
등의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와 같은 사전적 정의를 기반으로 하여 공간정보 생산체계는 ‘전문인력, 기술, 하
드웨어 등을 투입하여 공간정보를 생산해내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공
간정보의 생산체계는 어떤 공간정보이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공간정보 생산체계는 ‘현실세계의 자연·인공지물에 대한
정보(production)가 생산·가공 과정을 거쳐 공간정보로 구축되어(process) 시장에 공
급되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정의에 따라 현재 공간정보 생산체계의 현황
과 주요 이슈를 분석하기 위해 제품으로서의 공간정보 품질, 생산 및 가공절차, 생산주
체 등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진단하고자 한다.

그림 3-1 | 공간정보 생산체계 진단의 틀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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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단방법
(1) 공간정보 품질 진단 방법
기존 공간정보는 현실세계에 존재하는 지형지물을 도형으로 추상화하여 점·선·면 및
입체 도형으로 표현한 가상국토이다. 종이지도의 형태로 공간정보가 구축되던 과거에
는 지형지물을 기호의 형태 또는 이들의 경계로 단순화한 2차원 도형으로 추상화하였
다면, 전자지도의 형태인 지금의 공간정보는 현실 세계와 유사한 3차원 도형으로 추상
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종이지도 시대의 공간정보 구축 및 갱신방식
을 유지한 결과 정확성과 세밀도가 낮아 전반적으로 현실 국토와의 일치성이 낮은 문제
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기존 공간정보는 데이터경제 시대에 생산되는 방대한 데이
터를 연결하고 축적하는 매개체이자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공간정보 중에서 주요자료를 3차원 객체 중심 자료모델로 전환
하고 3차원 객체 형태의 공간정보가 데이터경제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 요구사항을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일치성을 중심
으로 분석하였다. 즉, 현실의 지형지물과 가상공간에 구축된 공간정보가 얼마나 일치
하는가와 변화하는 현실의 모습을 얼마나 빠르게 반영하고 있는가 등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다.

표 3-1 | 공간정보 현황분석 내용
항목

일치성

연결성

분석 내용

분석 방법

현실 세계를 도형으로 단순화하는
과정에서 결정되는 형태일치성 수준

현실 세계의 지형지물과 얼마나 형태가 일치하는지를 지형
자료, 건물자료, 도로·교량 객체 등을 대상으로 검토

현실 변화를 반영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으로 결정되는 시간일치성 수준

현실 지형지물의 변화를 얼마나 신속하게 반영하는지를
공공과 민간 공간정보를 비교하여 검토

데이터 연결의 기준이 되는 위치의
오차 수준

동일한 지형지물을 대상으로 구축된 두 공간정보의 위치
오차가 어느 정도인지 검토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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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 품질 진단에 사용한 공간정보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구축한 수치지형도
2.0을 대상으로 한다. 수치지형도는 항공촬영사진을 도화하여 구축한 2차원도형 중심
의 지도이므로 현실과 일치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3차원 도형으로 변환하여 분석하였다
(<그림 3-2> 참조). 즉, 수치지형도의 2차원 자료를 전환하여 현실의 지형지물을 얼
마나 유사하게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지형, 건물, 도로 및 시설물 등을 중심
으로 분석하였다(<표 3-2> 참조).
이 외에도 국가에서 구축 및 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는 공간정보오픈플랫폼의 3차원
정보가 있다. 그러나 공간정보오픈플랫폼의 3차원 정보는 융복합 및 분석을 위한 데이
터보다는 시각적인 형태를 구축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으므로 공간정보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이를 전환하여 활용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검토
하기 위하여 함께 분석하였다.

그림 3-2 | 분석절차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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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 분석 대상 자료
이용 자료

축척 및 해상도

출처

건물

1:1,000

국토지리정보원

도로 및 교량

1:1,000

국토지리정보원

등고선 및 표고점

1:1,000

국토지리정보원

정사영상

1:5,000 / 51cm

국토지리정보원

시설물(포인트)

1:1,000

국토지리정보원

DEM

1m/5m/10m/30m

등고선 이용 자체 구축

VWorld(공간정보오픈플랫폼)

1:1,000 ~ 1:5,000

공간정보산업진흥원

자료: 저자 작성

(2) 생산절차 진단 방법
고품질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가능한 공간정보를 생산하기 위한 절차가 어떻게 나
타나는지를 분석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공간정보를 생산할 수 있는 개선절차를 마련하
는 것이 본 진단의 목적이다. 공간정보는 공간정보 생산-관리-제공-활용이라는 과정
을 거친다. 즉, 공간정보는 국토를 대상으로 정보를 획득하고 이를 도면 혹은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로 가공하는 생산, 지형지물의 변화를 감지하여 공간정보를 갱신하는 관
리, 생산 및 관리되고 있는 공간정보를 일련의 시스템을 통해 제공 및 공공과 민간에서
활용하는 과정을 가지게 된다.
이를 위하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공간정보의
생산절차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3) 생산주체 진단 방법
데이터와 관련된 조직은 데이터의 수집, 데이터의 관리, 데이터셋 접근성 제공, 데
이터셋 지원을 하기 위한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러한 역할 중에서 공간정보의 생산주체
와 관련된 활동은 데이터의 수집과 관리에 대한 역할이 검토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간
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공간정보의 생산을 위한 측량, 수
집, 관리 등에 대한 주체에 대하여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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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간정보 생산체계 진단결과와 문제점
1) 공간정보 품질 현황
(1) 공간정보 형태 일치성에 대한 검토
① 지형자료(DEM) 일치성
현실국토의 표면적 모습은 자연 지형의 형태이다. 즉, 지형의 형태에 대응하는 지형
자료는 국토의 디지털트윈 구성요소 자료로서 가장 중요한 자료이다. 지형자료를 생성
하기 위하여 1:1000 축척의 등고선과 표고점을 이용하여 1m 해상도의 지형자료를 리
샘플링하여 동일 지역에 대한 다른 해상도인 5m, 10m, 30m의 지형자료를 추출하였
다. 추출결과 여러 해상도의 지형자료를 추출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형
자료의 역할은 지형 위에 다른 객체를 표현하기 위한 기준면으로서 작용해야 한다. 다
음의 진단결과에서도 나타나겠지만 지형 위에 다른 객체를 표현할 때 지표면의 경사를
고려한 표현이 어렵다. 예를 들어 언덕 위에 있는 건축물은 언덕 지표면 경사 위에 위
치하는 것이 아니라 평평한 바닥위에 표현이 된다. 이는 지형과 다른 객체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기하학적 구조에 대한 정의가 이루어져야 하나 수치지형도 2.0은 기하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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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 해상도 5m, 10m, 30m의 DEM 비교
DEM 1m - 수치지형도

DEM 5m - 수치지형도

DEM 10m - 수치지형도

DEM 30m - 수치지형도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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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건물자료 일치성
수치지형도 2.0의 건물레이어를 이용하여 3차원 객체로 표현하는 경우 실제 건물의
높이를 이용하여 입체형태로 표현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건물의 속성값
중 층수를 이용하여 건물의 높이를 계산하는 후처리과정이 필요하며, 후처리를 위해서
는 건물의 종류 및 유형에 따른 층의 높이를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치지형도 2.0을 이용하여 건물의 지붕, 다양한 외부형태들을 표현하는 것
은 불가능하다. 즉, 건물의 지붕, 창, 문 등의 요소들간의 관계를 표현하기 위한 3차원
기하학적 구조의 정의가 필요하다. Vworld 데이터의 경우에는 3차원 입체형태 외에
지붕, 외부형태 등을 시각적으로는 표현하고 있으나 각 요소간의 관계를 지원하고 있
지 않으므로 실제로 갱신, 분석 등에 활용하기는 어렵다.

그림 3-4 | 수치지형도를 이용한 건물의 3차원 모델(좌: LoD0, 우: LoD1)

자료: 저자 작성

그림 3-5 | VWorld 데이터를 이용한 건물의 3차원 모델(좌: LoD2, 우: LoD3)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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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건물의 3차원 모델링 외에도 일조권, 조망권 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지형데이
터를 실제 지형과 일치하게 제작하거나 건물객체에서 건물 바닥면의 높이값을 속성값
으로 관리하여 고도값을 기준으로 건물을 시각화해야 한다. 따라서 DEM을 활용하여
지형을 3차원화하고 3차원 형태의 지형 위에 건물을 모델링하여야 실세계와 유사한 디
지털국토가 구축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DEM과 건물 모두 기하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형자료와 건물자료의 관계를 표현하지 못하므로 현실과 같은 디지
털트윈국토를 구축하는데 한계가 있다(<그림 3-6> 참조).

그림 3-6 | 건물과 DEM 중첩(좌: 지형평탄화 이전, 우: 지형평탄화 이후)

자료: 저자 작성

③ 도로 및 교량 객체의 일치성
수치지형도는 지형지물을 평면상의 2차원으로 구축한 결과물이므로 도로나 교량과
같은 입체구조를 표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교량의 경우 교량이 폭과 교량의 시
종점에서 평균표고를 계산하여 시각적 효과를 표현할 수는 있으나 교가 등을 처리할
수 없고 시각적인 모델링만 가능하므로 분석에 활용하기에는 어렵다. 또한 VWorld의
교량은 시각화 모델로 구축되어 있어 분석에 활용하기 어렵다. 도로 및 교량 객체를
분석가능한 입체모델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도로 및 교량이 다른 객체와 관계를 정의하
여 입체적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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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 수치지형도의 도로 및 교량 3차원 모델(LoD0)

자료: 저자 작성

그림 3-8 | VWorld의 도로 및 교량 3차원 모델(좌: LoD2, 우: LoD3)

자료: 저자 작성

④ 도로 시설물 등 포인트 객체의 일치성
수치지형도에서 포인트 유형으로 구축된 도로 및 교통 시설물(가로수, 가로등, 교통
시설물 등) 역시 높이값을 가지지 않은 2차원 좌표로 구성되어 있다. 수치지형도는 현
재 높이값을 부여하여 표현할 수 있으며, VWorld에서는 시각적 효과를 위해 포인트의
유형에 따라 3차원 마커심볼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3차원 효과를 표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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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 가로수 3차원 모델(좌: 수치지형도, 우: VWorld)

자료: 저자 작성

(2) 공간정보 시간일치성에 대한 검토
현실국토의 디지털트윈국토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현실객체와 디지털객체 간의 시간
일치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현재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최신의 수치
지형도 2.0를 대상으로 민간에서 제공하고 있는 지도와 비교하여 최신성이 확보되었는
지 검토한 결과 현재의 수치지형도 2.0은 최신성이 확보되지 못하였다.
즉, 수치지형도의 경우 2년 주기로 갱신을 하고 있으나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법에
의하면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 시 지형·지물의 변동사항을 측량에 반영할 수 있도
록 정하고 있다1). 그러나 본 분석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공받은 수치지형도 2.0의 경우
변동사항이 반영되지 않다.
또한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객체의 경우에는 비용대비 효과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
루어지지 않아서 초기 구축한 이후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간일치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그림 3-10>은 현재 재개발 중이어서 건물이 모두 철거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건
물이 그대로 남아있는 수치지형도와(왼편) 이를 반영한 민간지도(오른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형지물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이를 공간정보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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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 재개발지역에 대한 수치지형도(좌: 수치지형도, 우: 민간지도)

자료: 저자 작성

2) 생산절차
공간정보 생산절차를 분석하기 위해서 수치지도의 구축에서 공간정보 구축 및 갱신
까지의 절차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장 대표적인 공간정보인 수치지형도를 중심으로 생
산절차를 살펴보면 다음 <그림 3-11>과 같다. 먼저 수치지형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2년에 한번씩 항공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도화한다. 이를 통해서 1/5,000 수치지형도
를 도엽단위로 만들고 전국을 대상으로 연속수치지형도를 만들어 건물, 도로, 하천 등
의 레이어로 표현한 연속수치지형도를 만든다. 연속수치지형도에서 기본공간정보를 구
성하는 9개의 레이어를 추출한다. 이상의 절차는 2년에 한번씩 이루어지는 정기 수정
으로 이루어지진다.
대규모 개발로 인한 지형·지물의 변경사항에 대한 갱신은 연속수치지형도에 2주 내
에 반영한다. 대규모 개발로 인한 지형·지물은 지자체 관할 구역의 변동사항과 일정
규모의 건설공사를 착공한 공공측량시행자가 통보한 사항을 이용하여 수시 수정에 활
용하도록 제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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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 공간정보 생산절차

자료: 저자 작성

공간정보 생산절차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항공사진 촬영에서 기본공간정보까지 여러 과정을 거쳐서 생산되므로 구축시
간 및 비용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
둘째, 2년 주기의 갱신체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공간정보의 최신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셋째, 도엽 중심의 수치지형도에서 전국단위의 레이어별 공간정보를 다시 가공하여
구축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가공절차가 이루어진다.
넷째, 지자체와 공공측량시행자가 대규모 공사에 대한 변화를 신고해야 수시갱신이
이루어지나 현실적으로 변화에 대한 신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수시갱신
체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3) 생산주체
공간정보 생산주체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다. 공
간정보를 구축하기 위한 기준점 측량과 항공사진 촬영 등을 정하고 있는 기본측량과
이를 기반으로 측량을 하는 공공측량, 측량의 결과를 이용한 지도제작을 대상으로 생
산주체를 분석할 수 있다. 기본측량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측량으로 국토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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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원에 관련 업무를 위임하고 있다. 공공측량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실시
할 수 있으며, 측량성과에 대한 검증을 위해 공간정보협회에서 관련 업무를 위임받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지도 등을 간행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심사를 받아야
하고 현재 심사는 공간정보산업협회에서 위임받아 실시하고 있다.
공간정보 생산주체에 대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측량 및 지도 등의 공간정보에 대한 구축주체가 국가 및 공공기관으로 지정되
어 있어서 공공중심의 일방향적인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공간정보 갱신 및 가공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공간정보 갱신이 이루어
진 경우에는 생산과 동일한 절차를 밟는다. 또한 갱신 주체가 생산 주체와 마찬가지로
공공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3. 공간정보 생산체계의 현주소와 시사점
1) 현황진단
(1) 공간정보 품질에 대한 진단과 개선방안
① 공간정보 형태일치성에 대한 진단과 개선방안
기존 공간정보는 현실국토의 촬영사진을 지도제작 기준에 따라 도화한 도형자료이
다. 이 도형자료는 현실국토를 평면으로 가정하기 때문에 평면 위치값(x, y)은 있으
나, 높이값(z)이 없다. 그리고 도형자료는 현실객체를 위에서 수직으로 지형에 투영한
것으로 현실객체가 지형에 접해있는 경계선과 다를 수 있다. 또한 도화된 도형은 항공
촬영사진의 해상도, 도화작업 등에 의한 상당한 오차를 내포하고 있다. 기존 공간정보
의 위치 정확성은 자료 유형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공간정보는 축척 1/5000
지형도 기반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약 3.5m의 오차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앞의 분석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수치지형도의 건물을 지형자료인 DEM과 중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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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과 건물과 DEM이 현실객체와 같이 접합되지 않고 공중에 떠 있거나 언덕 등 지
형이 건물을 가리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는 수치지형도가 3차원 객체가 아닌 2차
원이라 높이가 표현되어 있지 않고, 건물과 건물이 위치한 장소의 지형 사이에 공간관
계인 기하학적 구조를 고려하지 않고 자료를 구축했기 때문이다. 즉, 건물이 경사진 지
형 위에 있는데 수평평면 위에 있다고 가정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현실객체를 최상위의 상세도로 구축할 경우 많은 비
용과 시간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2018년말 기준 전국 건축물 동수는 7,191천동2)인
데, 이를 모두 실내를 포함한 입체형태로 구축한다면,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고
오랜 기간이 걸린다. 소요되는 비용이나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요특성에 맞춘 구
축방안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2018년말 기준 전국 건축물 동수는 7,191천동인데 그
중 4층 이하가 약95%(4층 이하 : 6,794천동, 5∼10층 : 960천동, 11∼20층 : 89천
동, 21∼49층 : 23천동, 50층 이상 : 107동)이다. 활용 관점에서 보면 4층 이하 건축
물을 모두 현실객체와 동일하게 구축하는 것은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수준으로 비효율
과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동일한 수준의 형태일치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활용처에 따른
수요를 반영하여 유연하게 구축 및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② 공간정보 시간일치성에 대한 진단과 개선방안
자료유지관리와 관련하여 기준점 및 지적은 수시갱신되고, 일부 자료의 갱신은 2주
주기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대부분 자료의 갱신주기는 2년이다.
현재 제품중심의 공간정보 관리체계에서는 전국을 반으로 나누어 각각 2년 단위로
항공사진을 기반으로 지형도를 재생산하는 주기갱신이 주 업무이다. 주기갱신은 전년
가을에 촬영된 항공사진을 정사영상으로 가공하고, 이를 용역업체에서 도화해 지형도
를 만드는 과정을 거쳐 다시 금년 가을정도에 취합하여 검수 과정을 거쳐 지형도로 고

2) 국토교통부, 2019, 전국 건축물 총 7,191,912동 / 37억 5천 4백 만㎡, 보도자료(2019. 2. 1.)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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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실세계의 지형지물과 데이터사이에 최소 1년
에서 최장 2년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현재 공간자료는 일괄적으로 생산되고, 유지관리는 주기적으로 갱신된다. 따라서 객
체의 존재기간 일치성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디지털트윈, 사이버물리시스템, VR,
AR 등은 고정밀 실시간 자료를 요구한다. 따라서 존재기간의 일치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생산 및 유지관리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
형·지물의 변화를 감지하고 이를 공간정보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매우 중요하다.

③ 위치기준에 대한 진단과 개선방안
공간정보 품질표준3)은 기존 공간정보의 위치 정확성을 정의하고 있다. 기존 공간정
보는 현실국토를 평면으로 전제하고 촬영사진을 지도제작 기준에 따라 도화한 도형자
료로 위치 정확성에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현실국토를 평면으로 가정하
기 때문에 도형자료는 평면 위치값(x, y)은 있으나, 높이값(z)이 없다. 둘째, 도화된
공간정보(전자객체)는 항공촬영사진의 해상도, 도화작업 등에 의한 상당한 오차가 있
다. 기존 공간정보의 위치 정확성은 자료 유형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벡터
자료는 축척 1/5,000 지형도 기반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약 3.5m의 오차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공간정보 품질표준에서 정의한 공간정보의 위치 정확성은 국토의 디지털트윈의 요소
자료로 현실객체와 연결성 확보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 한
계를 극복하고 존재위치 일치성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국가 표준좌표체계를 기반으로
한 전자객체의 대표위치 좌표값(x, y, z)을 설정하는 방안이 있다. 이 대표위치 좌표
값(위치자료)을 기반으로 현실객체와 전자객체 사이의 연결 관계를 확보할 수 있다.
이를 위한 전제로 시설물의 계획-설계-시공-관리가 디지털트윈으로 이루어져야한다.

3) 위치 정확성 (positional accuracy)은 공간객체의 위치 값이 실제객체의 위치 값에 일치하는 정도로 그 차이가
작을수록 정확성은 높음(국토교통부, 2017, 공간정보 품질표준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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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간정보 생산절차 및 생산주체에 대한 진단과 개선방안
현재 공간정보의 생산절차와 생산주체는 공공 중심으로 항공영상을 촬영하여 획득하
고 이를 활용하여 수치지형도를 제작한 후 다시 레이어 중심의 공간정보 형태로 구축하
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공간정보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과심사 등의 제도를 적용
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에 획기적으로 발달하고 있는 드론영상, 모바일매핑시스템(MMS, Mobile
Mapping System) 차량 등을 활용하면 공간정보 생산절차를 자동화할 수 있어서 절차
가 간소화되고 공간정보 구축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대엠엔
소프트에서는 모바일매핑시스템을 활용하여 지도구축을 하고 갑작스러운 도로공사, 신
규 도로 미개통 구간 등 차량의 접근이 제한된 지점에는 정밀지도 구축용 드론을 활용
하여 공간정보를 구축하고 있다. 민간의 이러한 시도와 결합하여 보다 유연한 생산절
차를 적용하고 이를 활용하여 보다 정확하고 실시간으로 갱신되는 공간정보의 생산절
차의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공공중심의 공간정보 생산체계를 지자체와 민간의 적극적 참여로 개방하
여야 한다. 지자체의 업무 특히 인허가 관련 업무에서 생성되는 도면정보를 공간정보
에 적용하여 실시간 갱신체계가 확보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건축인허가를 위해서 새
로 건축된 건축물에 대하여 지적과 건물, 도로 등을 측량하여 인허가서류에 첨부하고
있다. 이때 첨부된 인허가도면을 공간정보 변화에 활용하면 보다 쉽고 빠르게 공간정
보를 갱신하고 관리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시민의 SNS 등을 활용한 공간정보 갱신체계
도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야후에서 제공하는 1억 장의 영상을 입력하여 6일만에
단일 컴퓨터로 세계 곳곳의 3차원 모델을 생성한 사례가 발표되었다4).
이제 더 이상 공공중심의 획일적인 방법으로 공간정보를 생산하는 것은 경쟁력이 없
다. 보다 다양한 기술을 활용한 생산절차와 방법의 도입이 필요하며 공공과 민간 구분
없이 공간정보를 생산·갱신할 수 있는 생산체계의 협력적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4) 최경아. 이임평. 2018. 공간정보 생산방식의 새로운 변화 : 데이터가 아닌 가치의 구축. 국토. 통권4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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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사점
진단의 결과에서 본 바와 같이 기존 공간정보와 현실국토 사이의 구조형태와 위치
및 시간의 일치성이 매우 낮다. 결과적으로 기존 공간정보는 현실국토와 상호 연결이
어렵고, 데이터경제를 이끌어내기 위한 플랫폼으로 활용하기는 어렵다. 기존 공간정보
의 일치성이 낮은 것은 현재 공간정보 생산체계에 의해 발생한다. 따라서 일치성을 확
보한 공간정보를 산출하기 위해 기존 생산체계의 혁신이 필요하다.
현실국토와 일치성이 높은 디지털국토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기술(GIS, BIM 등)과
표준(CityGML)은 어느 정도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
상된다. 가장 큰 과제는 일치성이 높을수록 디지털트윈국토 구축에 많은 비용과 오랜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비용과 기간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첫째, 일치성은 저비용, 맞춤형, 실시간의 고속 갱신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해야 한
다. 전통적인 패러다임은 비록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더라도 정확하고 일관성있는
품질의 공간정보 생성에 집중하였다(최경아 외, 2018). 고품질에서 형태일치성과 일
치성의 최상화가 아니라 수요수준에 맞춰 일치성의 최적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고비용
으로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고품질의 공간정보 생성을 추구하는 전통적인 패러다임은
다소 품질은 떨어지더라도 사용자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적절한 공간정보를 거의 실시간
생성하는 것으로 확장되고 있다(최경아 외, 2018). 따라서 수요에 맞는 형태의 일치성
을 유지하고 시간의 일치성은 최대한 실시간으로 갱신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둘째, 추진주체에 대한 확대가 필요하다. 현재의 국토지리정보원 등 국가기관에서
생산하고 이를 공공과 민간에서 활용하는 일방향 갱신체계는 공간정보의 최신성 혹은
수요에 맞는 생산 등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따라서 생산자가 소비자가 되고 소비자가
다시 생산자가 되는 프로슈머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공공과 민간의 협력적
추진체계가 필요하다.
셋째, 현재의 고정적 형태의 공간정보 생산 추진절차에서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고
드론, 위성영상, SNS 등 신기술을 활용한 다양하고 유연한 공간정보의 생산 추진절차
의 적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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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

공간정보 생산체계 혁신전략

데이터의 일치성과 연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간정보의 생산체계 발전방향은 데이터 개방공유
기반의 협력적 생산체계, 공공과 민간이 참여하는 수평적 생산체계, 다양한 기술이 활용되는 융복합
생산체계로 제시한다. 이러한 생산체계로 발전하기 위한 추진전략으로 디지털국토 실현을 위한
공간정보 구축, 신기술 적용 기반 생산갱신절차 혁신, 협력적 거버넌스 마련, 제도정비 및 계획수립
을 제시하고 세부 추진과제들로 구성되는 로드맵을 제시한다.

1. 공간정보 생산체계 발전방향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간정보 생산체계 혁신모델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공간정
보의 비전과 목표를 바탕으로 발전 방향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데이터경제에서
데이터의 가치는 기계 또는 시스템이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디지털 지
능을 만드는 것에서 나온다.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는 것
이 필요한데, 자율주행이나 스마트팩토리 및 스마트시티와 같은 미래 사회의 의사결정
은 의사결정이 내려지는 시점의 현실세계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가 반드시
필요하다. 공간정보 분야에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은 이미 오래 전부터 논의되었지
만, 국가정책이나 사업전략의 수립과 같은 중장기 계획을 위한 의사결정의 성격을 가
지고 있어 운영제어를 위한 의사결정과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운영제어를 위한 의사결정이 계획을 위한 의사결정과 다른 점은 첫째, 의사결정이
내려지는 시점의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내비게이션 서비스가 경로상의 구
간별 제한속도나 과거의 평균이동속도가 아닌 실시간 교통상황이 필요한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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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시시각각 변화하는 주변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보를 연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시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예로 들면, 의사결정이 내려지는 시점
에서는 어떤 경로가 최적의 경로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경로에 차량이 몰릴 경우 잘
못된 경로가 된다. 따라서 개별 차량의 의사결정과정을 공유하고 조정하는 것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 신호등과 같은 교통시설물과 정보를 교환하여 최적의 교통제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위하여 사람과 기계가 실시간으로 정
보를 교환할 수 있는 통신 및 데이터 표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과거 국가기본도로 대표되었던 공간정보는 국가정책이나 사업전략의 수립을 위한 공
공업무에 주로 활용되었지만, 차량용 내비게이션과 인터넷지도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민간분야에서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스마트시티나 자율주행과 같은 새로운 서비
스의 등장은 특정한 시공간을 공유하는 사람과 사물의 실시간 정보의 공유를 필요하게
만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간정보를 통하여 개별 데이터의 위치정보부여와 위치기
반 지능화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EU, 2019; Forrester, 2018).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간정보의 비전을 현실과
가상을 연결하는 데이터 내비게이션으로 정의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공간정보 목표
및 미래상을 ① 현실과 일치하는 공간정보, ② 모든 데이터를 연결하는 공간정보, ③
사람과 기계가 이해하는 공간정보로 정리하였다. 현실과 일치하는 공간정보란 현실공
간을 구성하는 건축물이나 도로 등의 정확한 위치와 경계를 제공하며, 새로 건설되거
나 변화가 발생하면 즉시 반영되는 공간정보를 의미한다. 모든 데이터를 연결하는 공
간정보란 데이터를 생성하여 관리하는 각각의 대상이 공간정보로 표현되며, 위치, 명
칭, 주소 등의 연결정보를 이용하여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고 관리될 수 있는 공간정보
를 의미한다. 사람과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공간정보란 검색엔진을 이용하여 가상공
간의 방대한 데이터 중에서 데이터의 의미를 이해하고 검색목적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과 같이 현실공간에서 사람과 사물이 생산하는 방대한 데이터 중에서 위치나
장소를 기반으로 필요한 정보를 자동으로 검색하기 위한 공간정보를 의미한다.
현재의 공간정보 생산체계는 위와 같은 새로운 공간정보를 생산하는 것은 적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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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생산체계는 ① 데이터 개방공유 기반의 협력적 생산
체계, ② 공공과 민간이 참여하는 수평적 생산체계, ③ 다양한 기술이 활용되는 융복합
생산체계로의 발전이 필요하다.

그림 4-1 | 데이터경제 시대의 공간정보 비전과 발전방향

자료: 저자 작성

데이터 개방공유 기반의 협력적 생산체계란 공간정보를 구축 및 갱신할 수 있는 원
천 데이터의 생산관리 주체들이 중심이 되는 생산체계이다. 현재의 생산체계는 공간정
보의 품질을 균일하게 유지하고 국가차원의 기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
정기적으로 공간정보를 생산하고 갱신하는 체계이다. 하지만 이러한 생산체계는 상시
갱신이 어려운 고비용 생산체계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은 건축물의 인허가 및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이, 도로는 도로의 건설 및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를 이용하여 지역별, 유형
별 공간정보의 생산을 담당하고, 생산된 공간정보 및 생산과정에서 이용한 데이터를
개방공유하는 체계가 도입되어야 한다.
공공과 민간이 참여하는 수평적 생산체계란 공공과 민간이 생산자와 소비자로 구분
되지 않고 모두가 공간정보의 생산·가공·활용 과정에 참여하는 생산체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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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공간정보 산업은 선형적 가치사슬 형태의 사업 모형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플
랫폼 경제에서 유연하게 플랫폼 참여자가 협력하여 신속·저렴하게 제품과 서비스를 개
발하고 거래하는 네트워크 가치사슬 형태로 발전해야 한다.
다양한 기술이 활용되는 융복합 생산체계란 공간정보 생산에 이용될 수 있는 원천
데이터를 생산하는 기술체계를 연계하는 생산체계를 의미한다. 현재 공간정보 생산체
계는 항공영상과 현황측량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위성영상, 무인항공기영상,
차량영상은 물론, 스마트폰을 이용한 참여형 공간정보 등을 결합하는 것은 물론, 인공
지능을 이용한 자동화된 데이터 분석처리를 공간정보 생산체계에 도입하는 것이 필요
하다.

2. 공간정보 생산체계 혁신 모델
공간정보 생산체계가 협력적·수평적·융복합 생산체계로 발전하기 위한 혁신 모델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혁신 모델을 구성하는 요소를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
서는 제품 및 서비스, 생산기술, 산업생태계, 거버넌스, 법제도 측면에서 혁신 모델을
수립하고자 한다.
제품 및 서비스는 현실과 일치하며, 모든 데이터를 연결하며, 사람과 기계가 이해하
는 공간정보를 의미한다. 2차원 종이지도 형태로 생산되던 공간정보가 전자지도 및 공
간데이터베이스를 거쳐 3차원 공간정보로 발전하고 있는 것은 위와 같은 방향으로 발
전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여기에 사람과 기계가 이해하는 공간정보로 발전한다는
것은 스마트제조 분야에서 발전하고 있는 디지털트윈의 형태와 기능을 가지는 공간정
보로 발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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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 공간정보 생산체계 혁신 방향과 혁신 모델 구성 요소

자료: 저자 작성

생산기술은 디지털트윈과 같은 형태와 기능을 가지는 공간정보를 구축·관리·유통하
는데 필요한 기술을 의미한다. 현재의 공간정보 생산체계의 기술은 3차원 공간정보를
구축하기 위한 기술로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술은 시각화와 관련된 기술
로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빅데이터 및 사물인터넷 데이터를 연결하고 자동화된 분석을
수행하는 단계로 발전하기 위한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산업생태계는 플랫폼 경제와 같은 형태로 공간정보 생태계에 참여하는 공공과 민간
이 모두 프로슈머의 역할을 수행하는 체계로 발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거버넌스는 이
러한 체계에서 생산체계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참여자들의 역할을 정립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법제도는 제품 및 서비스, 생산기술, 산업생태계, 거버넌스를 유지하기 위
한 규정과 국가의 역할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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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로드맵
1) 공간정보 생산체계 혁신을 위한 추진과제
공간정보 생산체계의 혁신을 이끌기 위한 추진과제를 <그림 4-2>에서 표현한 구성
요소 별로 도출하였다.
첫째, 제품 및 서비스 측면에서 디지털국토를 실현하기 위해 현실과 가장 유사하게
어떤 표준에 맞추어 어떤 형태로 생산할 것인가를 설정해야 한다. 이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어떤 현실객체를 공간정보로 구축할 것인가와 얼마나 상세하게 표현할 것인가
에 대한 것이다. 현실공간에는 다양한 지형, 자연 및 인공지물, 자연 및 인문사회 현
상, 생물, 경제·사회문화 활동 등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현실객체들을 디지털화하여
디지털국토를 구축한다. 디지털국토는 셀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자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구축이 필요하고, 또한 불필요한 자료 구축은 낭비를 유
발하기 때문에 적절한 구축 대상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어떤 현실객
체를 디지털화하여 디지털국토를 구축하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또한 현실국토와 디지털국토의 일치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밀도를 설정해야 한다. 일
반적으로 수요자는 높은 세밀도를 요구하는 반면 생산자는 고비용의 높은 세밀도를 구
현이 어렵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공간정보의 적절한 세밀도를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
다. 따라서 어떤 현실국토의 객체를 수요에 적절한 세밀도를 정하여 수요맞춤형 공간
정보를 구축하여야 한다.
공간정보의 구축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필요한 표준을 개발하는 것이다. 데이터경제
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공간정보는 다른 정보와 연계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역
할을 담당해야 하므로 표준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둘째, 다양한 신기술을 활용한 공간정보 생산 및 갱신을 위한 절차의 혁신이 필요하
다. 현실과 동일한 디지털국토를 만들기 위해서 국토의 변화를 즉각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실시간 갱신체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실시간 갱신체계를 위해서는 행정업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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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지는 정보, 센서 등 신기술을 이용하여 만들어지는 정보, 시민의 참여로 인한
정보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또한 다양한 참여로 만들어지고 갱신되는 정보에 대한 품
질 및 신뢰도에 대한 검토이다. 따라서 구축된 공간정보의 품질을 인증할 수 있는 새로
운 체계가 필요하다.
셋째, 산업생태계와 거버넌스를 고려한 구축주체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공간정보 생산의 다양한 절차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구축주체가 다각화되어야 한다. 구
축주체는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참여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담당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간정보 생산체계 혁신을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이 협력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민간이 보
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민간 중심의 플랫폼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넷째, 앞에서 제시한 과제들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제도개선과 공간정보 생
산체계 혁신을 실제로 실현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제도개선은 공간정보
생산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국가공간정보기본법」과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타 분야의 융합·연
계에 직접 관련이 있는 「건축법」,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은 업무 관련법과 데이터경제를 가속화하기 위한 데이터의 개방 및 다양한 분야의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도 검토대상이다. 공간정보 생
산체계 혁신 초기에는 공간정보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두 가지의 공간정보 관련 법률
을 먼저 개정하고, 그 이후에 활용을 위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또한 공간정보 생산체계 혁신 실현을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때 수립되어
야 하는 계획은 생산체계 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
기 위해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하기 위한 R&D에 대한 기획도 수립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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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 추진과제

자료: 저자 작성

2) 과제 추진일정
공간정보 생산체계 혁신을 위한 다양한 과제는 단기간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계획을 수립하여 법제도 등을 중심으로 기반환경을 조성하고(2020∼2021), 이를 중심
으로 시범사업과 현재 구축되어 있는 공간정보를 재사용하여 전국적으로 디지털국토를
구축하는 구축 및 성숙기92022∼2023)를 거치게 된다. 이러한 시범사업을 기반으로
하여 새로운 생산체계를 전국적으로 적용하는 적용 확산기(2024 이후)를 통해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공간정보 생산체계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
‘제도정비 및 계획수립’은 공간정보 생산체계 혁신을 위해서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과제이다. 일차년도에 생산체계 혁신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R&D를 기
획한다. 이 때 정비가 필요한 공간정보 관련 제도의 검토 후 개정을 실시한다. 또한 일차
년도에 기획된 R&D를 개발하고 실증하여 실제 관련 사업에 적용하는 단계를 거친다.
‘생산·갱신절차의 혁신’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업무와 신기술을 적용하여 생산·갱신
이 가능한지와 품질 확보가 가능한지 등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시범사업은
R&D에서 개발한 기술을 실증하는 테스트베드로 활용하여 R&D 결과물의 실효성을 높
일 수 있도록 한다. 다양한 참여로 인한 갱신체계에 대하여 신뢰성있는 공간정보를 구
축·제공하기 위하여 데이터 품질인증체계를 구축한다. 시범사업과 R&D의 실증, 품질
인증체계까지 갖춘 후에는 실시간 갱신체계를 확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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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실시간 갱신체계 시범사업과 데이터모델을
개발하는데 협력할 수 있는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참여가 가능한 도구로써
플랫폼 환경을 조성하여 자발적인 생산·갱신체계와 융합 등을 통한 새로운 공간정보의
구축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디지털국토 구축’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세밀도가 낮은 3차원 객체형 공간정보를 수
치지형도 2.0을 활용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구축한다. 그 이후 데이터모델 등 표준을
개발하여 수요맞춤형 공간정보를 다양한 참여를 통해 시범적으로 구축한다. 또한 실시
간 갱신 및 수요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BIM, 센서 등 타분야와 연계할 수
있는 표준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하여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2025년 이후에는 공간정보
의 생산체계에 대한 패러다임을 완전히 변화시켜 궁극적으로 데이터경제 활성화에 대
한 촉진제 역할을 수행한다.

그림 4-4 | 공간정보 생산체계 혁신을 위한 로드맵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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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5

공간정보 생산체계 혁신을 위한 추진과제

본 장에서는 4장에서 도출한 8개 추진과제인 수요기반의 맞춤형 공간정보 구축, 연결성 강화를
위한 표준 개발, 협력적 생산갱신체계 도입, 품질인증체계 도입, 협력적 민관체계 구축, 민간 중심의
플랫폼 환경 조성, 관련 법제도 정비의 세부 내용을 제시한다. 주요 내용으로 공간정보가 3차원
객체형 정보로 발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데이터모델과 세밀도 등을 제시하고, 지형지물의 유형별로
다양한 기술을 융복합하는 협력적 절차, 공간정보의 생산자와 수요자가 모두 협력하여 구축할 수
있는 민관협력체계 등을 제시한다.

1. 공간정보 생산체계 혁신 추진과제
추진과제는 4장의 <그림 4-3>에서 제시한 네 가지 분야의 과제를 중심으로 서술하
고자 한다. 분야별 과제에 대해서 무엇을(what), 왜(why), 어떻게(how) 해야 하는가
를 중심으로 제시한다.

1) 디지털국토 실현을 위한 공간정보 구축
(1) 수요 기반의 맞춤형 공간정보 구축
디지털국토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앞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현실과 유사한 공간정
보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고비용의 상세한 공간정보의 구축보다는 수요 기반
으로 활용도에 맞는 정도의 공간정보를 구축해야 한다.
따라서 어떤 현실객체를 디지털형태로 구축할 것인가, 현실객체를 어떤 형태로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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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인가, 표현할 때 어느 정도로 추상화하여 표현할 것인가 등의 세 가지를 고려하여
야 한다.

① 어떤 현실객체를 디지털형태로 구축할 것인가
현실공간에는 다양한 지형, 자연 및 인공 지물, 자연 및 인문사회 현상, 생물, 경제
사회문화 활동 등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현실객체들은 전자객체로 디지털화되어 디지
털국토를 구축하는 대상이 된다. 디지털국토는 셀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자료로 구성되
기 때문에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구축이 필요하고, 또한 불필요한 자료 구축은 낭비를
유발하기 때문에 적절한 구축 대상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국가 주도로
어떤 현실객체를 디지털화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현실세계는 자연지형과 인공시설물로 이루어져 있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인간의 경
제·사회·문화 활동과 활동수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인공시설물은 자연지형을 기반
으로 설치되어 있고, 자연지형과 인공시설물을 기반으로 하여 인간의 활동이 이루어지
고 있다. 또한 자연지형과 인공시설물은 비교적 고정되어 있는 물리적 형태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인간의 활동과 활동수단은 이동하는 유형 혹은 무형 형태의 특성을 선별
적으로 가지고 있다.
디지털경제에 있어서 공간정보는 다른 데이터 혹은 객체와 연결해주는 역할과 다양
한 정보를 추가하여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기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즉,
디지털국토의 체계성,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른 정보를 구축하기 위한 프레임
워크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고정적이고 물리적인 형
태의 공간정보가 필요하다.
프레임워크로서 공간정보는 모든 물리적, 고정적 형태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할 필요
는 없다. 대상으로 하는 정보가 너무 많으면 비효율적인 구축 및 관리가 될 수 있고,
너무 적으면 다양한 사용자가 부족한 것을 계속 추가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따라서 사
용자의 요구에 충분히 만족하고 효율적으로 구축 및 관리할 수 있는 정보를 선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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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임워크로서의 공간정보를 선정하기 위해서 현실객체의 존재형태를 물리적과 논
리적 존재, 존재위치를 고정과 이(변)동으로 구분하면, <표 5-1>과 같이 현실객체를
분류할 수 있다. 이 표에서 어느 영역에 해당하는 현실객체의 전자객체(공간자료)가
기반자료에 해당한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대략적인 대상범위와 특성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정적 위치를 가지고 있으며 눈에 보이는 물리적
형태를 가지고 있는 측량기준점, 교통시설, 건축구조물, 지형, 수계, 정사영상 등 6가
지 항목을 대상으로 제안하고자 하며 이를 ‘핵심기반정보’로 정의한다.

표 5-1 | 현실객체의 존재형태와 존재위치에 따른 분류
위치

고정

형태

이(변)동

물리적

측량기준점, 교통시설, 건축구조물, 지형, 수계,
영상(정사영상) 등

자동차, 사람, 동물, 물류

논리적

구역/지역/지구, 식생, 지명, 격자, 사건·사고

카드 사용, 교통수단 이용, SNS 이용 등

자료: 저자 작성

② 현실객체를 어떤 형태로 표현할 것인가
현실객체를 디지털국토에서 어떤 형태로 표현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현실세계
와 어떤 형태일 때가 가장 유사한 것인가를 고려해야 한다. 현재까지 구축되어 있는
3차원 공간정보는 현실사물의 형상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시각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
다. 그러나 현실세계는 객체의 형상 뿐만 아니라 객체의 구조, 구성요소, 객체와 객체
의 관련성, 객체의 특성과 상태 등이 표현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실과 유사한 형태로는
‘3차원’의 형태이고 객체의 구성요소 별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객체형’으로 구축되어
야 한다. 따라서 현실객체를 이용하여 디지털국토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3차원 객체형
공간정보를 구축해야 한다.

③ 현실국토를 어느 정도로 세밀하게 표현할 것인가
현실국토를 반영하여 디지털국토로 제대로 구축하기 위해서 핵심이 되는 기반자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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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이 반영된 규격(specification)이 정의되어야 한다. 이 제품규격 설정에서 기
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현실국토-디지털국토 일치성 확보 요구사항’이다. 객체
의 기본적 규격은 세밀도(LoD, level of detail)를 설정해서 표현해야 한다.
세밀도는 대용량의 3차원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저장하기 위한 중요한 방
법론으로 3차원 공간정보에 관한 국제표준인 CityGML에서는 세밀도를 기하표현과 정
확도 기반으로 정의할 수 있다. 세밀도는 활용가능한 공간정보의 활용분야에 따라 달
라진다. 즉, 부동산 분야의 데이터는 단순히 건물의 외형을 알 수 있는 블록형태의 세
밀도 데이터와 건물 내부 형태를 알 수 있는 가장 세밀한 데이터가 모두 필요하다. 그
러나 교통계획 분야에서는 건물의 외형을 알 수 있는 블록형태의 세밀도 데이터만으로
충분하다. 또 다른 예로 부동산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건물의 실내 데이터는 건물 내부
의 계단, 가구 등과 같은 일정크기 이상의 지형지물이지만, 시설물관리분야에서 필요
로 하는 건물의 실내 데이터는 전등, 소화기 등의 지형지물이다. 또한 시설물 관리분야
에서 필요로 하는 지형지물의 정보가 부동산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건물 관련 지형지물
의 정보보다 많다1). 이와 같이 높은 세밀도는 좀 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으
나 구축 및 운영을 위한 비용이 매우 높으므로 생산주체가 활용처를 정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수요자는 높은 세밀도를 요구하는 반면 생산자는 고비용의 높은 세밀도
를 구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공간정보에 적절한 세밀도를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세밀도 및 해상도가 높을수록 현실국토-디지털국토의 일치성은 높아진다.
그러나 디지털국토 구축비용은 대폭 증가한다. 또한 이를 구축하는 오랜 기간이 소요
된다. 현실국토-디지털국토의 일치성이 높을수록 고도의 융합 활용이 가능하겠지만,
불필요하게 과도한 수준의 세밀도 및 해상도를 확보하는 디지털국토의 구축은 예산 낭
비, 복잡한 관리 등을 유발한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형지물의 유형,
지형지물이 위치한 지역 등의 특성에 따라 세밀도 및 해상도의 수준을 차별적으로 적용
하는 것이 필요하다. 3차원 객체형 공간정보는 시설물의 현황, 교통 상황 등을 모니터
1) 강혜영 외(2018). 3차원 공간데이터 활용서비스를 위한 세밀도 정의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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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하고 통제할 뿐만 아니라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 현상을 분석·시뮬레이션, 예측 등에
활용할 수 있다(임시영 외, 2018). 이 외에도 건축허가 업무의 효율화(조망권, 일조
권, 경관, 소음분석 등), 드론항로 설정, 방재계획 수립, 출동경로분석, 3차원 관광지
도 등에 활용하기 위한 세밀도는 LoD1과 LoD2로 충분하다는 연구결과도 있다2).
따라서 국가에서 우선적으로 구축 및 관리해야 하는 세밀도는 LoD1과 LoD2라고 할
수 있다. 3장의 공간정보 현황 진단의 결과에 따라 LoD1는 수치지형도를 활용하여 구
축할 수 있으나 LoD2의 경우는 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구축할 수 없다. 따라서 수치지
형도를 활용하여 구축할 수 있는 LoD1의 3차원 객체형 공간정보는 단기간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구축한다. 그러나 LoD2의 경우 현재 국가에서 구축한 공간정보를 바로 변환
하여 활용하기는 어려우므로 드론, 영상 등의 신기술을 활용하거나 민간참여 등을 유
도하는 등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구축한다.

2) Metalogics컨소시엄(2019). 융복합 산업활성화를 위한 입체모형 구축 타당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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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OGC의 세밀도 표준]
3차원 공간정보를 표현하기 위하여 OGC(Open Geospatial Consosium)에서는 5단계의
세밀도를 표준으로 정하고 있다. LoD0는 2차원의 지표모델로서 높이값을 가지고 있는 모
델로 정확도는 가장 낮고 최대로 일반화한 형태이다. LoD1은 지형지물을 단순한 상자 형
태로 확장한 3차원 기하객체 모델로 지붕구조는 평평한 형태를 유지하고 3차원 정확도는
위치 대비 높이가 5mX5m를 가지고 있다. LoD2는 외곽과 지붕에 대한 표현을 하는 형태
로 지붕구조와 지붕돌출부를 가지고 있으며 3차원 정확도는 위치 대비 높이가 2m×2m를
가지고 있는 모델이다. LoD3는 창문, 문과 같은 세부적인 벽면 정보와 실제 텍스처를 표
현하는 형태로 정확도는 매우 높고 지붕구조는 실제 객체의 형태로 표현되는 모델이다.
LoD4는 LoD3 모델에 실내공간을 추가하여 매우 높은 정확도를 가지고 있는 모델이다.
[CityGML 세밀도(LoD)의 개념]

자료: http://filip.biljecki.com/phd.html

[CityGML LoD 기준]
LoD0

LoD1

LoD2

LoD3

정확도

가장 낮음

낮음

보통

구역,
도시모델(외부),
랜드마크
높음

3D 정확도
(위치/높이)

LoD1보다
낮음

5/5m

2/2m

0.5/0.5m

일반화

최대일반화

빌딩건설
지붕구조
지붕돌출부

X
O
O

도시구성

X

독립식생

X

모델의 규모

지역, 지형

도시

도시, 구, 시범지역

일반화한 객체블록 일반화한 객체블록 일반화한 객체블록
> 6×6m/3m
> 4×4m/2m
> 2×2m/1m
X
O
외부벽 표현
평평함
지붕구조
실제객체형태
X
O
O
프로토타입,
중요객체
실제객체형태
일반화된 객체
> 50×50m
> 5×5m
< LoD2

LoD4
도시모델(내부),
랜드마크
매우 높음
0.2/0.2m
건축요소
실제객체모형
실제객체형태
O
실제객체형태
< LoD2

자료: OGC.2012.. OGC City Geography Markup Language(CityGML) Encoding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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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성 강화를 위한 표준 개발
다양한 정보와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공간정보 표준에 대한 사항이다. 따라서 공간정보의 모델링, 공유, 교환, 메타데이터,
시각화 등에 대한 표준과 3차원 객체형 공간정보의 품질과 관련된 표준도 필요하다.

2) 신기술 적용기반 생산·갱신절차 혁신
(1) 협력적 생산·갱신절차 구축
공간정보 생산·갱신 과정의 핵심은 현실세계에 변화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공간정보
를 생산·갱신하기 위하여 생산·갱신 주체는 물론 다양한 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장비
또는 시스템을 적시에 연계하여 협력적으로 공간정보를 생산·갱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생산·갱신에 적합한 고품질 원천 데이터의 생산 및 수집 단계는 물론, 어떤
장소에 어떤 생산 및 수집 체계를 언제 적용할 것인지를 의사결정하기 위하여 국토변화
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단계가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생산체계의 생산·갱신 과정을
다음과 같은 네 단계로 도출하였다.
① 국토모니터링 데이터수집: 현실세계의 관측 데이터를 생산하는 다양한 체계 및
이들 데이터의 관리체계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국토공간이 반영된 데
이터수집
② 국토변화 정보탐지: 수집된 국토모니터링 데이터를 시계열 및 교차 분석하여 공
간정보 생산·갱신의 대상이 되는 국토공간의 변화정보탐지
③ 공간정보 생산·갱신: 변화가 발생한 지역을 대상으로 공간정보를 생산할 수 있는
품질의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선별·운영하여 공간정보를 적시에 생산
하고, 기구축 공간정보에 반영
④ 객체·위치기반 데이터 융복합: 국토공간의 인문사회 및 자연현상 데이터를 공간
객체 또는 위치에 연계하여 현실과 최대한 동일한 디지털트윈국토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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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 생산·갱신과정을 처리하기 위한 방법은 항공영상과 현황측량으로 대표되
는 기존의 측량방법, 행정업무 특히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변화에 대한 정보를 활
용하는 행정정보 활용 방법, 위성영상, 드론 및 차량 영상, 센서정보, BIM 등의 신기
술 활용 방법, SNS 기반의 시민참여 방법 등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표 5-2> 참조).

표 5-2 | 공간정보 생산·갱신을 위한 방법
공간정보 생산·갱신 방법
기존
측량방법

행정정보
활용방법

신기술
활용방법

정의 및 활용

활용분야

항공사진측량

항공기에서 항공사진측량용 카메라를 이용한 항공사진 또
는 영상의 촬영

수치지도 구축

현황측량

지상 구조물 또는 지형, 지물이 점유하는 위치현황을 실제
로 측량하여 표시

수치지도 구축

인허가
대장정보

도로, 건물 등 건축, 말소 등에 대한 사항과 변경사항을 도면
에 표시하여 대장정보에 기입한 정보

대규모 공사 대상의
수치지도 갱신

위성영상

국토관측전용위성에서 촬영한 위성영상을 수집하여 고품질
의 공간정보로 가공 및 제공

미래 활용

드론/
차량영상
(MMS)

드론 : 차량영상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드론을 이용한
라이다 촬영을 통해 고정밀 지도 구축
차량영상 : 기존 도로위에서 정밀지도 데이터를 구축하는
도로 조사장비

민간에서
일부 활용

센서/CCTV

다양한 센서를 이용하여 사물과 주위 환경으로부터 정보를
획득하는 기능 수행

미래 활용

BIM

건축, 토목, 플랜트를 포함한 건설 점 분야에서 시설물 객체
의 물리적·기능적 특성을 포함한 디지털모델

미래 활용

스마트폰 등 다양한 센서가 수집한 정보를 시민이 제공하는
참여형 방법

민간에서
일부 활용

시민참여방법
자료: 저자 작성

기존 측량방법인 항공사진측량과 현황측량은 현재 공간정보를 생산·갱신하는 핵심
적인 데이터이지만, 항공영상의 경우 2년 내외의 주기로 촬영되고 있으며, 현황측량의
경우 현장방문에 따른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국지적으로만 적용이 가능하다. 행정정보
활용방법은 공공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민간 건축물의 인허가 과정에서 행
정 신청에 제출되는 도면을 분석하여 공간정보를 생성하는 기술을 연구함에 따라 행정
정보와 건설정보를 이용한 공간정보 구축이 가능해지고 있다. 이 외에도 신기술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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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으로 국토관측전용 위성의 발사가 2020년에 계획되고, 드론 및 차량 영상을 이용
한 공간정보 구축 시범사업들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다. 시민참여방법은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언제 어디에서도 카메라를 포함한 스마트폰의 다양한 센서가 수집한 데이터
를 이용한 참여형 공간정보를 구축하는 방법이다.
이와 같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공간정보 생산체계의 범위를 혁신적으로 확산할 수
있다. 즉, 위성영상, 드론 및 차량영상, 행정정보 등을 활용하여 수시갱신을 수행할
수 있는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건축물 공간정보의 협력적 생산체계 사례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그
외의 객체에 대한 생산체계는 <부록 1>에 첨부하였다.

① 국토모니터링 데이터수집
현재 국가기본도 사업의 고도화를 목적으로 추진된 공간정보 대량맞춤화체계 사업에
서는 갱신이 필요한 대상을 탐지하기 위하여 건축행정정보시스템(세움터), 부동산종합
민원시스템(일사편리) 등의 행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 이 방식은 건축물의 인
허가 또는 준공 업무를 통한 관리·감독 대상인 경우 정확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는 건설·대수선·철거 등과 같은 공간정보의 생산·갱신과 직접 관련된 변화가 데이터
베이스 코드로 관리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창고 등과 같이 주거목적이 아닌 건축물 또는 이미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의
미신고 증축·개축·철거 등의 경우를 탐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하여 수십 cm 해상도의 고해상도 위성영상을 이용하여 개별 건축물의 영상을 비
교하는 방안이 가능하다. 2020년 국토전용위성 1·2호기가 발사될 예정으로 기존 위성
과 함께 운영될 경우 주 단위 이내로 특정 지역 또는 특정 건축물의 고해상도 영상을
제공받는 것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반면 상업용 건축물의 경우 공간객체로 표현되는 형상 이외에 입점한 점포의 상호
등과 같은 속성정보의 변화를 적시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는 이러한 속성정
보를 현지조사 방식으로 생산하고 있지만, 차량 블랙박스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간판

제5장 공간정보 생산체계 혁신을 위한 추진과제 ․ 77

정보가 포함된 건축물 측면영상을 지속적으로 수집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노선버스
와 같은 공공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이용할 경우 주요 상업업무지역의 영상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할 수 있다.
이외에도 스마트폰 기반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공간정보구축에 적용한 참여형공
간정보 기반의 국토모니터링 데이터수집이 가능하다. 이미 건축물 출입구의 경사로 설
치 여부 등을 참여형공간정보로 구축하여 장애인 접근성 지도를 구축하는 방식이 국내
외에서 시도되고 있다.

② 국토변화 정보탐지
수집된 국토모니터링 데이터를 기존 공간정보와 비교하기 위해서는 개별 데이터가
어느 장소에서 생산되었으며, 데이터 상의 어떤 위치가 실제 국토 상의 어느 위치에
정확히 대응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데이터에 좌표를 부여하는 공간정보화 과정이 필
요하다. GPS와 같은 위성신호기반의 측위가 일반화됨에 따라 본 연구의 대부분의 생
산체계는 위치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행정정보의 경우 주소정보
가 포함되어 있어 위치를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위와 같이 좌표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를 일정한 시간차를 가지고 취득 후 비교하여
국토변화를 탐지하게 된다. 최근 인공지능을 적용하여 데이터를 자동으로 분석하고 의
미를 판단하는 기술이 발전하고 있어 이를 활용하여 국토모니터링 데이터를 자동으로
분석하고 변화정보를 탐지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있다. 그런데 공간정보 생산·갱신 관
점에서 변화정보는 세 단계로 수준으로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다. 첫째 단계는 변화발
생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이다. 예를 들어 특정 장소에서 봄·가을의 논을 촬영한 영상을
비교하여 식생에 변화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판단하는 것으로 현실공간 상의 어떤 위치
에 어떤 변화가 발생하였다는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둘째 단계는 이 변화에 대응되어
기존 공간정보에서 어떤 정보를 갱신해야하는 지는 판단하는 것으로 가상공간 상에서
무엇이 수정되어야 한다는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마지막 셋째 단계는 어떻게 수정해
야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즉 기존 공간정보를 수정하고 삽입하는 공간정보까지 구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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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수준이다. 이러한 단계의 구분은 수집된 국토모니터링 데이터의 품질에 따라 결정
된다. 만약 관광지에서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여 소셜네트워크상에 공개한 영상이나 일
반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의 경우 촬영된 대략적인 위치만을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첫째
단계 변화정보만을 제공할 것이지만, 정밀한 위치추적 기능과 고해상도 센서를 탑재한
자율주행용 카메라 영상의 경우 둘째 단계 또는 셋째 단계의 변화정보까지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처럼 수집된 데이터의 품질을 평가하여 셋째 단계의 변화정보까지
제공하는 데이터의 경우 직접 생산·갱신을 수행하게 된다. 반면 첫째 단계까지만 판별
된 경우에는 아직 갱신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둘째 단계까지만 판별될
경우 갱신이 필요하다는 것이 판단되었기 때문에 해당지역의 고품질 데이터를 추후에
수집하거나 현황조사와 같은 취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갱신되어야 하는 공간정보
가 3차원 공간정보일 경우 건축물을 둘러싼 모든 방향에서 수집된 데이터가 필요하다.
만약 일부 방향만의 데이터가 수집되어 누락된 폐색영역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폐색
영역만의 데이터를 추가로 취득하기 위한 데이터 수집·취득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기
능이 결합되어야 한다.

③ 공간정보 생산·갱신
국토변화 정보탐지 과정에서 생산·갱신이 필요한 지역과 데이터가 결정되면 공간정
보를 생산·갱신하기 위한 고품질 데이터를 다양한 생산체계와 관리체계를 이용하여 취
득하게 된다. 현재의 기술수준에 예상되는 건축물 3차원 공간정보에 활용이 가능한 데
이터는 항공영상 이외에 드론영상, 차량영상의 일종인 MMS(Mobile Mapping
System)영상과 현황측량자료와 BIM자료 등이 있다. 위성영상의 경우 다른 영상에 비
하여 공간해상도가 낮지만 30 cm 공간해상도 위성영상의 국산화 계획이 수립됨에 따
라 건축물 3차원 공간정보 생산·갱신에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건축물을 2차
원 또는 3차원 공간객체로 구축하면, 갱신 대상인 공간정보에 맞추어 변환·가공·통합
등의 과정을 거쳐 갱신이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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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객체·위치기반 데이터 융복합
건축물은 스마트빌딩 및 스마트시티 등과 같은 다양한 위치기반서비스의 주요 대상
이자 환경이다. 따라서 국토모니터링 데이터를 제공하던 참여형 공간정보체계, 행정정
보 관리체계, IoT정보 생산체계의 데이터가 결합되어 다양한 융복합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다. 특히 IoT정보는 현실공간의 실시간 상황을 공간정보에 연동함으로써 디지털
트윈국토를 구현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그림 5-1 | 건축물 공간정보의 협력적 생산 및 갱신 체계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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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제시한 협력적 공간정보 협력체계에 따라 공간정보 생산·갱신 과정을 현재와
미래로 나누어 비교해보면 <표 5-3>와 같다. 국토 모니터링을 위한 데이터 수집 과정
은 위성, 지상이동체, 업무데이터, SNS 등 업무 및 활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수집되
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단계이다. 따라서 현재에는 국토에 대한 모니터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 제시한 생산체계에 의하면 다양한 업무 및 활동을 통한 국토
모니터링 데이터의 수집이 가능하게 된다. 국토변화에 대한 정보 탐지를 위해서 현재
는 주기적인 항공사진 촬영과 필요시 현장측량을 수행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무인한공
기, MMS 등 지상이동체, 업무데이터를 통해 변화에 대한 정보를 탐지할 것이다. 공간
정보의 생산·갱신의 경우 현재는 수치지도를 전체적으로 생산하거나 레이어별로 생성
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공간객체 각각의 자동생성 및 갱신이 이루어질 것이다. 마지막
으로 데이터 융복합은 현재는 새로운 데이터와 융복합을 위해서는 별도의 가공절차가
필요하거나 융복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지만, 향후에는 핵심기반자료를 기준으로
IoT, SNS, 업무데이터 등의 융복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표 5-3 | 현재와 미래의 생산체계 변화
생산·갱신과정
국토 모니터링 데이터 수집

현재

향후

×

위성, 지상이동체, 업무데이터, SNS 활용

국토변화 정보탐지

항공사진, 현장측량

공간정보 생산·갱신

수치지도 통판, 레이어

객체·위치기반 데이터 융복합

×

무인항공기, 지상이동체, 업무데이터
공간객체 자동생성, MMS, BIM 등을 통한
자동갱신
IoT, SNS, 업무데이터와 융복합

자료: 저자 작성

3) 신뢰성 확보를 위한 품질관리체계 도입
공간정보의 생산·갱신에 있어서 공공, 지자체 및 민간등이 참여할 수 있는 체계로
만들 때 나타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핵심기반정보의 품질에 대한 확보이다.
예를 들어 일반시민이 SNS를 통해서 정보를 갱신했을 때 그 정보가 정확한지 최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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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확보된 것인지, 표준의 형태로 구축되어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 기반정보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공간정보 품질관리는 무엇에 대한 품질을 진단할 것인지, 어떤 절차로 진단할 것인
지, 어떤 조직이 진단할 것인지 등이 결정되어야 한다. 우선 공간정보 품질관리는 다른
정보들을 연계할 수 있도록 표준에 맞추어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항목과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위치에 대한 정확성과 시간에 대한 정확성에 대한 항목을 진
단해야 한다. 따라서 품질관리를 위해 어떤 내용을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표준 및 지침
등이 필요하다.

4) 협력적 거버넌스 마련
(1) 공간정보의 효율적 갱신을 위한 민관체계 구축
현실국토는 수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활동의 무대이고, 매우 다양한 지형, 지물, 현
상 등 객체들이 존재하는 기반이다. 다양한 활동과 객체는 자료 생성의 원천이고, 생성
된 자료는 가상현실, 가상공간을 형성한다. 이 자료는 활동을 유발하거나 객체를 소유
혹은 관리하는 주체들에 의해 생성된다. 각 주체는 이미 오래 전부터 정보화를 추진하
여 디지털화된 자료를 생성 및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고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IoT, 자율주행차 등에 의한 사람이나 사물, 기기의 연결은 자료 생성의 주체를
개인, 기계 등으로 확장시킨다. 정보화시대에는 기관이나 기업이 자료 생성의 주체였
고, 4차 산업혁명에 의해 자료 생산자는 개인, 기계로까지 확장된다. 이와 같은 다양
한 주체들이 생산자로서 생산한 자료들의 통합체로 디지털국토가 구성된다. 결과적으
로 디지털국토는 기관, 기업, 단체, 개인, 기계 등의 생산자가 생성하는 자료들의 통합
체로 제대로 구축되어야 데이터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요 과제 중에 하나는 ‘디지털국토를 누가 구축해야 하는가’이다.
하나의 방안은 디지털국토를 특정 기관이나 기업이 구축하는 접근이다. 현실국토에 존
재하거나 발생하는 모든 객체나 활동에 대한 자료를 생성 및 유지관리하고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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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집합체인 디지털국토를 특정 기관이나 기업이 구축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다음
과 같은 문제가 있다. 첫째, 지형지물 혹은 활동 등의 주체인 기관이나 기업이 이미
다양한 자료를 생산 및 유지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 자료가 중복 생산 및 관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중복 자료생산은 비효율을 발생시키고, 더구나 자료 불일치를 필
연적으로 유발하는데, 이는 경제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이 될 수 있
다. 둘째, 자료를 생성 및 유지관리하면서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주체보다 다른
기관이나 기업 경우가 더 길고, 이는 자료의 실시간 제공을 어렵게 한다. 셋째, 디지털
국토 구축 및 관리의 특정 기관이나 기업의 독점은 데이터경제 활성화에 부적절하다.
넷째, 디지털국토를 구축 및 유지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많은 비용을 한 기관이나 기업
이 부담하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특정 기관이나 기업이 디지털국토를 독점 구축 및
관리하는 방안은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다.
디지털국토를 구축하는 또 다른 방법은 객체 소유 혹은 관리 주체가 수행하는 관련
업무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민관이 역할을 분담하여 구축하는 것이다. 디지털국토에
서 핵심기반정보는 다양한 정보의 위치기준, 처리기준 등의 역할을 하며, 따라서 이는
전국적인 표준체계를 바탕으로 구축되고, 그 적용이 강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핵심기
반정보 생산 및 유지관리는 민간 기업이나 단체보다는 국가기관이 주관하는 것이 필요
하다. 이와 같은 특성과 필요성을 바탕으로 핵심기반정보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주
관하고, 기타 정보는 객체의 소유 혹은 관리 주체가 담당하는 역할을 분담하여 협력하
는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다. 예를 들어 상수도 담당기관은 국가가 구축한 기반자료를
바탕으로 상수도 자료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생애주기 관리를 하면서 소요비용을 부담
하고, 실시간 자료를 제공하여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다.
역할분담 협력 방안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첫째, 각 주체가 생성한 자료를 공
유하는 개념으로 디지털국토를 구축하여 자료중복을 방지할 수 있다. 둘째, 각 주체가
생성한 자료를 그 시점에 바로 확보함으로써 실시간으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
주체의 고유 활동목적을 위해 생성된 자료를 공유함으로써 디지털국토 구축에 소요되
는 비용이 매우 적고, 분담되기 때문에 예산부담이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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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구축된 디지털국토가 활발하게 활용되어 공간정보 생태계의 선순환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 사용자들이 이용할만한 가치가 있는 다양한 자료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
자료의 제공은 사람의 활동이나 객체의 소유 혹은 관리 주체에 의해 이루어진다. 따라
서 가치있는 다양한 자료를 얼마나 공급하느냐가 디지털국토 구축의 임계점(critical
mass)이다. 이와 관련하여 각 주체가 생성하여 제공하는 자료의 종류, 품질 등은 물론
주체가 참여하고자 하는 적극성, 신뢰성 등이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각 주체는
다양한 자료를 생성하여 보유하고 있지만, 자료 제공을 꺼린다. 그 이유는 자료제공과
관련하여 비용, 업무추가, 책임 등이 발생하지만, 이에 따른 인센티브는 없기 때문이
다. 이와 같은 문제가 해결되어야 디지털국토 구축의 임계점을 극복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보유 자료를 디지털국토에 제공하는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데이터 거버넌스체
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거버넌스를 통해 자료 제공과 관련해 제기되는 다양
한 문제를 규정하고, 이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와 실행이 필요하다.

(2) 활용활성화를 위한 민간 중심의 플랫폼 환경 조성
공공과 민간이 다양하게 참여하는 협력적 생산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방형 융합이 가능한 플랫폼을 구축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플랫폼은 다양
한 핵심기반정보를 중심으로 행정업무, 센서 등 신기술, 민간데이터 등을 수집하고 적
재하며 갱신할 수 있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융합 플랫폼은 공급자 중심의 단방향 제공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시간 갱신이 가능하도록 구성해야 한다.

5) 제도정비 및 계획수립
(1) 계획수립 및 R&D 기획
공간정보 생산체계의 혁신은 단기간에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공간정보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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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체계의 혁신을 통해 디지털트윈국토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반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기반환경을 위해서는 추진체계를 구성3)하고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
한 계획수립, 필요한 기술에 대한 R&D 기획, 실증연구 등을 추진해야 한다.
기술개발연구와 실증연구는 디지털트윈국토 구축과 다양한 데이터의 융합·연계를
위해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실제 디지털트윈국토 구축에 적용해 보는 실증연구
를 실시한다. 그러나 기술개발과 실증연구는 단기간에 한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중장기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2) 공간정보 생산체계 혁신을 위한 제도 정비
공간정보 생산체계와 관련이 있는 직접적인 제도는 「국가공간정보기본법」과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있다(<그림 5-2> 참조).

3) 2019년 11월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에서는 본 연구의 중간결과물을 기반으로 디지털트윈 플랫폼 구축을
위한 TF를 정책, 기술, 산업분과로 나누어 구성 및 운영 중에 있으며 2020년 2월까지 디지털트윈 플랫폼 구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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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저자 작성

그림 5-2 | 3차원 공간정보 생산체계 관련 제도현황

① 공간정보의 정의와 구축대상에 대한 규정
공간정보와 관련된 정의는 기본법 제19조에서는 기본공간정보의 취득 및 관리와 관
련하여 종류를 선정하고 시행령 제15조에서 기준점, 지명, 정사영상 수치표고모형, 공
간정보 입체 모형, 실내공간정보 등을 선정하였다. 이 중 공간정보 입체 모형은 지상에
존재하는 인공적인 객체의 외형에 관한 위치정보를 현실과 유사하게 입체적으로 표현
한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는 제13조(지도등 간행물의 종류)에서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간행하는 지도나 그 밖에
필요한 간행물의 종류를 공간정보 입체모형(3차원 공간정보)라고 정의하고 있다.
보다 상세한 공간정보 입체모형의 구축방법에 대해 3차원 국토공간정보구축 작업규
정에서 규정하고 있다. 작업규정에는 용어의 정의, 표준 데이터셋, 세밀도, 표준데이
터셋에 대한 제작방법, 품질관리 등에 대해 지정하고 있다.

표 5-4 | 공간정보 입체모형에 대한 정의와 대상
법령

조항

조문

법 제19조(기본공간정보
의 취득 및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형·해안선·행정경계·도로 또는 철도의
경계·하천경계·지적, 건물 등 인공구조물의 공간정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공간정보를 기본공간정보로
선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5조(기본공간
정보의 취득 및 관리)

①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공간정보”
란 다음 각 호의 공간정보를 말한다.
5. 공간정보 입체 모형(지상에 존재하는 인공적인 객체의 외형
에 관한 위치정보를 현실과 유사하게 입체적으로 표현한 정
보를 말한다)

시행규칙 제13조(지도등
간행물의 종류)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간행하는 지도나 그 밖에 필요한 간행물
(이하 “지도등”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철도, 도로, 하천, 해안선, 건물, 수치표고(數値標高) 모형,
공간정보 입체모형(3차원 공간정보), 실내공간정보, 정사영
상(正射映像) 등에 관한 기본 공간정보

3차원 국토공간정보구축
작업규정

용어정의, 표준데이터셋, 세밀도
3차원 교통, 건물, 수자원, 지형데이터 제작방법
품질관리

국가공간정보기본법

공간정보 구축 및 관
리 등에 관한 법률

자료: 저자 작성

제5장 공간정보 생산체계 혁신을 위한 추진과제 ․ 87

그러나 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간정보 입체모형은 본 연구에서 제시한 3차원 객체
형 입체모형에 대한 정의를 포괄하고 있지 못하다. 즉, 현재 법에서는 공간정보 입체모
형에 대한 위치정보를 중심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작업규정에서 표준데이터셋을 교
통, 건물, 수자원, 지형데이터로 선정하고 각각의 제작방법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표
준데이터셋의 중분류와 세분류는 기본공간정보와 동일하게 정하여 단위도로면이나 교
차면 등 단위로 정하고 있으나 3차원 객체형 공간정보는 하나의 객체에 대한 정의와
구축·관리가 필요하므로 데이터셋의 재정의가 필요하다. 또한 표준데이터셋의 선정 기
준이 명확하지 않고, 데이터셋의 제작방법은 수치지형도의 데이터 제작방법과 동일하
게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3차원 객체형 입체모형에 대한 정의와 기반데이터셋에 대한 선정기준 및 각
각의 정의를 새로운 시각으로 정의해야 한다. 또한 품질관리도 동일한 규정에서 제시
하고 있으나 품질관리도 2차원 중심의 수치지형도 품질관리와 동일하게 정하고 있어서
실제 3차원 객체형 입체모형에 대한 품질관리에 실질적으로 활용되기 어렵다.
이 외에도 세밀도에 대한 규정은 기반데이터셋에 대한 세밀도의 종류를 제시하고 있
으나 실제로 어느 정도의 세밀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정의는 없으며, 이에 대한
기준도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② 공간정보의 구축절차에 대한 규정
공간정보 구축절차에 대해서는 기본측량, 공공측량, 지도 등의 간행물, 기본공간정
보의 취득에 대하여 <표 5-5>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또한 3차원 국토공간정보기준
제작과 관련해서는 수치지형도 2.0과 기본공간정보에서 추출하여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다. 특히 개별적 표준데이터셋의 구축절차보다는 각각의 표현방법을 중심으로 규정
되어 있고 특히 면형, 심볼, 실사모델로 제작하도록 정하고 있어 분석 및 활용을 위한
정보로서의 가치보다는 시각화에 중점을 두어 정의하고 있다. 예를 들어 3차원 건물데
이터의 경우 3차원 국토공간정보구축 작업규정 제16조에서 ‘연합블록을 구성하는 개
별 블록마다 높이정보 및 속성을 입력해야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고, ‘세밀도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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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의 구조, 수직적·수평적 돌출부 및 함몰부를 제작하여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어 일
반적인 내용만을 제시하고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항은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간정보를 구축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 수치지형도를 활용하는 경우와 신기술을 활용하거나 업무중심의 3차원 객
체형 공간정보를 구축하도록 법에서 정의해야 한다. 3차원 객체형 공간정보의 구축절
차는 기반데이터셋을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구축절차의 내용을 규정에 구체적
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특히 구축한 3차원 객체형 공간정보의 품질확보와 관련해서는
유사한 제도로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 등의 법」 제15조와 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하여
심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심사항목은 「측량성과심사 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다. 심사항목은 구축된 3차원 공간정보에 대하여 표준
데이터셋이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누락여부에 대한 완전성, 세밀도와 가시
화의 일관성, 2차원과 3차원 위치정보의 정확성, 가시화정보의 정합성, 항목분류와 속
성내용의 정확성, 메타데이터 누락여부 등이다. 그러나 3차원 객체형 공간정보에 필요
한 형태의 일치성과 객체간의 기하학적 구조 등에 대한 필수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정해
진 바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정비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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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 공간정보 구축절차에 대한 항목
법령

조항

조문

시행령
제15조(기본공간정보의
취득 및 관리)

①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공간정보"
란 다음 각 호의 공간정보를 말한다.
5. 공간정보 입체 모형(지상에 존재하는 인공적인 객체의 외형
에 관한 위치정보를 현실과 유사하게 입체적으로 표현한 정
보를 말한다)

기본공간정보 구축규정

적용범위
위치정확도
데이터 교환형식
지형지물코드
위치의 기준
직각좌표의 기준
메타데이터의 작성

법 제12조(기본측량의
실시 등)

③ 기본측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8조
(기본측량의 방법 및
절차 등)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간행하는 지도나 그 밖에 필요한 간행물
(이하 "지도등"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철도, 도로, 하천, 해안선, 건물, 수치표고(數値標高) 모형,
공간정보 입체모형(3차원 공간정보), 실내공간정보, 정사영
상(正射映像) 등에 관한 기본 공간정보

3차원 국토공간정보구축
작업규정

용어정의
표준데이터셋
세밀도
3차원 교통, 건물, 수자원, 지형데이터 제작방법
품질관리

법 제15조(기본측량성과
등을 이용한 지도등의
간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측량성과를 사용하여 지도나 그밖에
필요한 간행물을 간행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할 수 있다.
③ 지도등을 간행하여 판매하거나 비표하려는 자는 그 지도등
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시행규칙
제17조(지도등의
간행심사)

① 지도등을 간행하기 위하여 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18조(지도등의
심사사항)

①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이 지도등의 심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정한지 심사한다
도로, 철도 등 주요 지형·지물의 표시 등

측량성과심사
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

심사방법 및 자료관리
제12조(성과심사 대상) 공간정보 구축: 3차원 공간정보, 실내
공간정보
별표 3. 공공측량 성과심사 세부항목 및 판정기준 : 완전성,
논리일관성, 위치정확성, 주제정확성, 기타

국가공간정보기본법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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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간정보의 구축·관리를 위한 협력체계
공간정보를 구축,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대해서는 「국가공간정
보 기본법」과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다. 국가공간정
보 기본법 제31조에는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관리 및 활용에 있어 관리기관 상호간 또
는 관리기관과 산업계 및 학계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는 지도 등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관
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학, 공공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정하
고 있고, 3차원 국토공간정보의 구축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간정보의 구축·갱신
은 일방적으로 한 기관에서 구축하기보다는 지자체 등의 행정업무, 신기술 활용을 통
한 민간의 공간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협력체계의 강화가 필요하다.

표 5-6 | 공간정보 협력체계에 대한 규정
법령

조항

조문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법 제31조(협력체계 구
축)

관리기관의 장이 공간정보체계의 구축·관리 및 활용에 있어 관
리기관 상호간 또는 관리기관과 산업계 및 학계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공간정보 구축 및 관
리 등에 관한 법률

법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형에 관한 자료를 활용하여 지도등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
치단체, 대학, 공공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자료: 저자 작성

④ 제도개선 방향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디지털 국토를 구축하기 위한 공간정보 생산체계에 대한
제도는 공간정보 혹은 지도 등의 간행물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국
토를 구축하기 위해 명확한 제도가 필요하고 이러한 제도를 중심으로 규정 혹은 지침화
하여 현실에 반영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트윈국토를 위한 공간정보를 생산 및 갱신활동이라는
측면에서 무엇을(정의), 누가(생산 및 갱신 주체), 어떻게(생산방법 및 기준)라는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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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무엇을’에 해당하는 3차원 객체형 공간정보의 개념은 현실과 유사하게 사이버상에
서 디지털국토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법에서는 3차원 객체형 공간정보의 구
축목적 및 정의를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시행령에서는 3차원 객체형 공간정보를 구
성하는 핵심기반자료의 종류와 항목선정의 기준 그리고 시행규칙에서는 객체의 항목정
의를 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하에 따라 3차원 객체형 공간정보의 생산사양서가 규정으
로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생산사양서에는 데이터모델, 세밀도, 객체간의 기하학적 구
조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먼저 3차원 객체형 공간정보의 목적 및 정의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의 정의에 추가
해야 한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서 기본공간정보 중 공간정보 입체모형을 정하고 있
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다. 또한 공간정보 입체모형의 개념으로 공간정보 구
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3차원 국토공간정보는 본 연구에서 제시하
는 3차원 객체형 공간정보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3차원 객체형 공간정보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기반자료의 종류와 선정기준은 환경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객체선정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시행령
에 핵심기반자료의 선정 절차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야 한다.
각 객체에 대한 정의사양서에는 객체의 데이터모델, 세밀도, 객체간 기하학적 구조 등
을 정의하여 현실과 유사하게 디지털트윈국토를 구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3차원 객체형 공간정보의 생산·갱신체계에 대한 법제도는 생산·갱신기준, 방법, 생
산·주체에 대해 정의해야 한다. 생산방법, 생산관리, 생산지침 및 절차, 방법 등과 자
료이력, 이력정의, 이력작성지침을 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담아야 한다.
3차원 객체형 공간정보 생산 활동의 기본 방향은 초기에는 수치지형도2.0을 이용하
여 LoD1수준으로 우선 구축하고, 그 이후에는 공공과 민간이 분산하여 관리하는 것이
다. 따라서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기관별 구축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갱신과
관련하여 통합·관리하는 방법, 역할 등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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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 3차원 객체형 공간정보 생산체계에 대한 법제도 구성

자료: 저자 작성

2. 생산체계 혁신을 위한 추진조직 구성방안
데이터경제의 기반이 되는 공간정보에 대한 생산체계를 대상, 절차, 공공과 민간의
참여 등을 이끌어내고 새로운 기술을 융복합하여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강력한 리더쉽을 포함하여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는 추진조직이 필요하다. 특히 데이
터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기반이 되는 역할을 하고 다양한 분야의 융합·연계를 이
끌어내야 하기 때문에 범부처의 위원회로 구성해야 한다. 초기의 다양한 계획을 실천
하고 적용하여 점차 안정화단계에 들어서면 협력적 거버넌스를 이끌어내기 위한 운영
조직으로 전환해야한다.
추진조직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첫째, 공간정보 생산체계 혁신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정부, 학계, 민간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정부는 표준과 공간정보의 제공, 법제도를 정비 등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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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조성하는 핵심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강력한 리더쉽과 추진력을 갖
춘 범부처 핵심조직이 필요하다.
둘째, 공공과 민간시장에서 요구하는 형태의 디지털국토를 만들 수 있도록 표준을
개발하여야 한다. 표준은 핵심기반공간정보를 정의하고, 다양한 ICT표준과 연계될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한다.
셋째, 개발된 표준을 이용하여 데이터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융복
합 연계할 수 있도록 전국의 디지털국토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때 가장 빠르게 적은
비용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현재 구축되어 있는 수치지형도, 서비스, 기술 등을 우선적
으로 이용한다.
넷째, 구축한 공간정보에 대한 품질을 평가하고 보증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시
간적 정확성과 객체 일치성 등에 대한 다양한 참여자를 통한 공간정보 갱신시 이에 대
한 품질을 평가하고 고품질의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
다섯째, 디지털국토의 3차원 객체형 공간정보를 다양한 분야에 시범적용하고 운영
하여 피드백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특히 학계에서는 구축된 디지털국토 환경을 충분히
이용 및 적용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를 배출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민간은 서비스
창출에 필요한 사항과 새로운 공간정보에 대한 요구사항을 발굴한다.
여섯째, 타 분야 데이터와 융복합 연계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발굴하거나 핵심기반공
간정보의 갱신에 활용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센서, BIM, 시민참여 등을 이끌어내기
위한 적극적 방안을 모색하고 중앙부처 및 관련 기관간의 협조체계를 지속적으로 이끌
어내는 역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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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 공간정보 생산체계 혁신을 위한 추진조직 구성(안)

자료: 저자 작성

표 5-7 | 추진조직의 역할
조직명
디지털국토위원회

역할

참여기관

추진계획 수립, 법제도 정비, R&D 기획

중앙정부

데이터모델, 연계, 품질 등 표준개발
R&D 추진

공공, 학계, 민간

수치지형도 변환
표준에 따른 수요 기반의 디지털국토 구축 및 갱신

구축단계 : 정부
운영단계 : 민간/지자체

품질평가팀

구축·갱신에 따른 품질평가 방안, 품질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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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6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데이터경제 시대의 공간정보 생산체계는 데이터 개방공유 기반의 협력적 생산체계, 공공과 민간
이 참여하는 수평적 생산체계, 다양한 기술이 활용되는 융복합 생산체계로 발전해야 한다.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업무체계와 민간의 신기술을 연계한 새로운 생산체계의 도입이 필요하며, 민간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플랫폼 환경 조성 등의 민관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3차원 객체형
공간정보의 정의. 구축절차, 추진체계 등을 반영하여 기존의 법을 개정하고 구체적인 지침에 대한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

1. 결론 및 정책제언
1) 주요 연구내용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른 사회경제의 변화로 모든 산업과 시장이 플랫폼 기반으로
작동하기 시작하면서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에 필요한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가 증
가하고 있다. 그 결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과 이들 기업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생산하는 기업이 등장하면서 데이터경제의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
다. 데이터경제에서 요구되는 공간정보의 역할은 데이터에 위치정보를 부여하고 이를
기반으로 현실공간과 데이터 기반의 분석과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가상공간을 연결하
여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에 필요한 위치기반 지능화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실공간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 일치성과 의사
결정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융복합하여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생성하고 제공하기 위
한 데이터 연결성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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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구축되어 있는 공간정보의 일치성과 연결성 수준을 진단하기 위하여 수치지형
도 2.0과 공간정보 관련 제도를 중심으로 공간정보 품질, 공간정보 생산절차, 생산주
체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새로운 형태의 수요자 맞춤형의 공간정보가 필요하며
측량 중심의 경직된 생산절차에서 다양한 신기술을 활용한 생산이 필요하고, 이를 위
하여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기업 및 시민들의 협력체계를 통해 생산주체를 변화해야 한
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공간정보의 발전방향과 공간정보 생산체계의 혁신을 위한 4개 전략과
8개 세부과제를 도출하여 로드맵을 수립하였다. 첫 번째 전략은 디지털국토 실현을 위
한 공간정보 구축으로 수요기반의 맞춤형 공간정보 구축과 연결성 강화를 위한 표준
개발의 과제로 구성하였다. 두 번째 전략은 신기술 적용 기반 생산갱신절차 혁신으로
실시간 갱신체계 도입과 품질인증체계 도입의 과제로 구성하였다. 세 번째 전략은 협
력적 거버넌스 마련으로 협력적 민관체계 구축과 민간 중심의 플랫폼 환경 조성 과제
로, 마지막 전략은 제도정비 및 계획수립으로 관련 법제도 정비와 계획 수립 및 연구개
발 기획 과제로 구성하였다.

2) 정책제언
데이터경제 시대에 있어서 공간정보 생산체계 혁신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
시하고자 한다.
첫째, 다양한 분석에 활용하기 위한 수요를 바탕으로 핵심기반공간정보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3차원 객체형 공간정보를 구축해야 한다. 이 때 3차원 객체형 공간정보는
LoD1 수준으로는 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단시간내에 저비용으로 구축한다. 또한
LoD2 수준의 3차원 객체형 공간정보는 업무기반의 BIM, 드론 등 신기술을 점진적으
로 도입하여 구축한다. 공간정보의 연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데이터모델과 데이터생
산 사양 등에 대한 표준이 필요하며 이를 우선적으로 국가에서 제정해야 한다.
둘째, 공간정보 생산절차의 혁신을 위해서 현장측량 및 항공영상 기반의 생산체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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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공공의 업무체계에서 생산·관리하는 데이터와 위성·드론·차량 영상기반 공간정보
생산체계를 연계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지금과 같이 생산 중심의 단
일기관에서 구축 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 또는 민간기관에서 구축한 공간정보
를 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셋째, 디지털 국토를 실현하기 위한 공간정보의 구축, 생산절차, 거버넌스 등에 대
한 제도정비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도는 새로운 공간정보 구축에 대하여 규정해야 하
므로 현재의 국가공간정보기본법,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
하고 이에 따른 규정을 전면 개정 혹은 새로이 제정해야 한다.

2. 연구의 의미와 한계
본 연구는 데이터경제 시대의 공간정보 역할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제
시하고, 현재 국가에서 구축하여 제공하고 있는 공간정보의 한계가 무엇인지 실제 데
이터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과 추진전략을 도출하였다. 연구를 추진하는데 있
어서 국내외 다양한 문헌과 기술정보를 수집·검토하였고, 학계·민간전문가·공공기관
외에 국토지리정보원 등 이론 및 실무 전문가와 협업을 통해 실현가능한 공간정보 생산
체계 혁신방안을 도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공간정보의 미래 발전방향을 데이터경제라
는 큰 틀에서 분석하고 목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기술환경의 변화에 따른 생산체계의 혁신방안을 제시하였으나 다양한 기술을
체계적으로 연계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모델, 표준 등이 필요하다. 데이터모델은 기존의
2차원 공간정보에 대한 데이터모델과는 달리 객체형의 정의가 필요하며, 현실과 유사
하게 표현하기 위한 세밀도에 대한 정의와 구현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필요하
다. 또한 객체간의 관계, 객체를 구성하는 요소간의 관계 등에 대한 정의도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이러한 데이터모델과 표준은 데이터를 활용하는 개별 서비스의 내용과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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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따라 다양하게 수준으로 정의되어 있다. 따라서 방향설정 외에 구체적인 항목과
지표는 제시하지 못하였다.
둘째, 현재의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미래의 디지털트윈국토를 구축하기 위한 한계를
분석하기 위한 진단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진단대상으로 현재의 공간정보에 대한
한계점을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새로운 기술로 생산 및 갱신할 수 있는 공간정보에 대
한 적용가능성은 평가하지 못하였다.
셋째, 새로운 데이터 생산체계를 적용할 경우 현재와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지, 데이
터경제에 어떤 사회적, 경제적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분석은 본 연구에서 수행되지 못
하였다.

3. 향후 연구과제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데이터를 이용한 산업과 관련 시장은 계속 성장하고 변화하
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공간정보 역할과 형태 역시 지속적으로 변화할 것이다. 따라서
생산체계 혁신 연구는 기술·산업·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고 해결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본 절에서는 이번 연구에서 분석한 공간정보 및 공간정보
생산체계의 발전방향과 현재 공간정보의 현황을 비교하여 추진전략과 추진과제를 도출
하는 과정에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당면 과제를 중심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3차원 객체형 공간정보의 데이터모델과 구축방법에 대한 표준(안)에 대한 연
구가 필요하다. 현재 3차원 객체형 공간정보를 구축하고자 하는 지자체와 민간이 개별
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개별적으로 3차원 객체형 공간정보를 구축할 경우 융합
연계가 어려워서 융복합을 통한 새로운 데이터의 창출과 데이터시장 확대는 요원하게
된다. 따라서 디지털트윈국토를 구축하기 위한 3차원 객체형 공간정보 데이터모델과
표준을 우선적으로 개발하여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고 융복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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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공간정보 생산체계 혁신을 위한 공간정보 품질, 생산절차, 생산주체 등에 대
한 구체적인 제도(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현재의 제도에는 측량을 중심으로 수치지도
의 제작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 외에 공간정보 입체모형, 3차원 국토공간정보,
VWorld의 3차원 공간정보 등에 대한 규정은 선언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데이터
경제 시대에 다른 데이터와 융복합하기 위한 기준이 되고, 현실과 유사한 디지털국토의
구성요소라는 측면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제도정비방안이 도출되어야 한다.
셋째, 공간정보 생산체계 혁신이 공간정보 산업은 물론 데이터경제 전체에 비용 감
소, 일자리 창출 등과 같은 경제적 효과와 사회적 효과는 물론, 기술 개발에 어떤 효과
를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연구가 필
요하다.
마지막으로 실질적인 데이터경제의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생산·갱신
에 초점을 맞춘 생산체계 뿐 만 아니라 효율적이고 자유로운 유통, 다양한 방면의 융복
합 등의 활용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데이터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유
통 및 활용 측면에서 어떤 혁신이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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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Strategies for Innovation of Geospatial Information Production System
to Encourage Data Economy
Kim Mijeong, Huh Yong, Lim Siyeong, Lee Minpa, Yang Gyeyong, Kim Jeehyun, Choe Byongnam

Key words: Geospatial Information Production System, Data Consistency,
Data connectivity, Cooperative Production System

The advance and spread of digital technologies are transforming economic
and social activities into data-based decision making processes on digital
platforms. Thus, various data markets are growing rapidly with the emergence
of companies that generate revenue from data. The role of geospatial
information in this markets is location-based intelligence that makes data to be
identified, integrated and analysed in the perspective of geospatial location and
context. Therefore, geospatial information should be identical to the real world
objects or phenomena in their position and shape, and be updated timely.
Moreover, the information should play the role of a data platform which
connects diverse real world data under interoperability. These two conditions,
data consistency and data connectivity, are required for geospatial information
in the era of data economy. However, current geospatial information does not
satisfy the above requirements so that it is difficult to be the data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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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encourage data economy. This is mainly caused by the current geospatial
information production system, thus innovations in the current system are
necessary.
To innovate the spatial information production system, the following policies
are presented. First, framework geospatial information is selected based on new
demand for various data analytics in the form of 3D object-type geospatial
information. This 3D object-type geospatial information is firstly constructed
with LoD(Level of Details) 1 level for all national territory with low cost. Then,
the information with LoD2 is gradually introduced with new geospatial
technologies such as BIM(Building Information System) and drones. Standards
for data model and data production specification are needed to ensure
connectivity of data into geospatial information.
Second, a national plan is introduced to link the production system of
satellites,

drones,

mobile

mapping

system

as

well

as

governmental

administrative systems to acquire data to update and produce geospatial
information. In this plan, the public-private partnership should be established
and operated so that geospatial information managed by local governments or
private sector can be efficiently engaged into national geospatial information
production system.
Third, current laws and regulations need to be revised to support the above
production system such as the national framework act on geospatial
information,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geospatial
information, and so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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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APPENDIX

▣ 부록1: 공간정보 객체별 협력적 생산체계
1) 도로 공간정보의 협력적 생산체계
① 국토모니터링 데이터수집
도로 공간정보의 모니터링 데이터는 건축물 공간정보와 유사한 데이터를 이용한다.
단, 건축물의 경우 지상에 위치하기 때문에 위성영상을 이용하여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것이 용이하지만 도로의 경우 지하도나 터널 구간은 행정정보 관리체계 상의 설계·준
공도면이나 개통 후 차량의 운행경로나 블랙박스 영상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
로는 비교적 단순한 형상과 색상을 가지고 있어 현재 영상분석 기법을 적용, 위성영상
이나 차량영상에 도로 구간을 자동으로 추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여기에 차량영상의
경우 차량에 설치된 GPS데이터를 이용한 이동경로와 결합하여 정확한 모니터링이 가
능하다.
참여형공간정보 분야의 대표적인 스타트업인 mapillary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차량
영상 및 스마트폰의 영상을 분석하여 도로 및 보행 경로 주변의 공간정보를 추출하고
있으며, 불특정 다수의 협력적 영상제공을 통하여 전문 공간정보 생산기관보다 신속하
게 지형지물의 변화를 탐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도로는 국가의 중요한 공공 인프라로 설계도면과 같은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도로
행정업무데이터를 이용하여 변화를 탐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도로를 신설하는 경
우 지적경계를 사전에 정비하거나 도로관리대장의 도면을 등록하기 때문에 이들 데이
터를 수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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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변화 정보탐지
건축물과 유사하게 변화정보탐지를 위하여 좌표의 부여·변화 과정을 거쳐 도로의 변
화발생여부 판단, 갱신대상 공간정보 탐색, 갱신용 공간정보 구축의 단계를 수행한다.

③ 공간정보 생산·갱신
도로 공간정보는 자율주행차량용 고정밀지도에 필요한 도로 공간정보와 일반 내비게
이션에 이용되는 네트워크지도에 필요한 도로 공간정보는 요구하는 위치정확도와 정밀
도에 큰 차이를 가지고 있다. 네트워크지도의 경우 고해상도 위성영상만을 이용하여도
생산·갱신이 가능하지만 고정밀지도의 경우 현황측량과 함께 측량용 드론 및 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측량용 드론은 수 cm 공간해상도의 영상을 취득
하여 사진측량학 기법에 따라 3차원 점군(point cloud)을 추출하는 반면, 측량용 차량
은 Lidar 센서로 직접 3차원 점군을 측정하는 차이를 가지지만 이후 과정은 동일하다.
이처럼 점군으로부터 3차원 도면을 생산하는 기법은 측량분야에서 역설계(reverse
engineering)라는 개념으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④ 객체·위치기반 데이터 융복합
스마트시티의 확산으로 교통량을 실시간 수집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이 확산됨에 따
라 최적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위한 객체기반 융복합이 이루어질 것이며, 드론 등을 통
하여 수집된 영상기반 시설물 안전진단 정보가 도로 객체에 연계되어 지능화된 인프라
운영에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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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1 | 도로 공간정보의 협력적 생산 및 갱신 체계

자료: 저자 작성

2) 지형 공간정보의 협력적 생산체계
① 국토모니터링 데이터수집
지형의 특성상 산사태와 같은 자연재난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토목공사와 같은 개발
과정을 통하여 변화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행정정보 관리체계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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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국토모니터링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가능하며, 고해상도 위성영상 기반의
국토모니터링을 병행함으로써 행정업무과 무관한 지형의 변화를 탐지한다.

② 국토변화 정보탐지
지형은 과거 종이지도에서는 등고선으로 표현되었지만, 최근에는 바둑판과 같은 격
자 형태로 국토를 나누고 격자별로 고도값을 부여한 형태로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마
치 고도가 높을수록 밝고 낮을수록 어두운 항공영상이나 위성영상과 같은 형태를 가지
고 있다. 이러한 지형 공간정보는 인공물과 자연물을 구분하지 않고 고도값을 표현한
수치표고모형(DSM, Digital Surface Model)과 이 모형에서 인공물의 높이를 제외한
수치지형모형(DTM, Digital Terrain Model) 중에서 수치지형모형을 의미한다. 지형
의 변화 정보탐지는 두 시기에 취득된 영상 또는 생산된 DTM을 비교하여 차이가 있는
지역을 탐색함으로써 수행된다.

③ 공간정보 생산·갱신
현재 지형정보를 얻는 대표적인 생산체계는 유인항공기를 이용하여 영상 또는
LiDAR 자료를 이용하는 방식이지만 국가기본도를 제작하기 위한 갱신주기와 연계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관계로 2년의 갱신주기를 가지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위성영상이나 드론영상을 이용하거나 토목건설 인허가 과정에서 제출되는 건설 도면
등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지형정보를 생산할 수 있다.

④ 객체·위치기반 데이터 융복합
지형정보는 건축물, 도로 등의 인공구조물의 3차원 공간정보 구축 시 배경에 해당하
기 때문에 이들의 공간객체를 매쉬업하는 방식으로 융복합 연계를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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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2 | 지형 공간정보의 협력적 생산 및 갱신 체계

자료: 저자 작성

부록 ․ 117

3) 수계 공간정보의 협력적 생산체계
① 국토모니터링 데이터수집
수계 공간정보의 모니터링 데이터는 지형 공간정보의 모니터링 데이터와 유사하다.
단 일반적인 카메라와 같이 태양광을 반사한 가시광선 파장대를 이용한 광학영상과 함
께 위성에서 직접 특정 파장대의 전자기파를 발신하여 지표에서 발사된 전자기파를 수
신하는 SAR 위성영상을 이용할 경우 수계에 대한 정밀한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② 국토변화 정보탐지
하천과 해양으로 구성되는 수계는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경계가 결정되며, 수위에
따라 형상이 변화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위성과 같은 주기적인 변화 탐지
체계를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해양 및 하천 건설에 의한 변화는 행정 데이터를 이용
하여 탐지한다. 제방 등과 같은 관련 시설물 공간정보는 행정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③ 공간정보 생산·갱신
최근 레이저 측정기술을 이용하여 수심을 측정하는 장비를 항공기에 탑재하여 하상
을 정밀하고 신속하게 측량하는 기술이 도입되고 있다. 증류수와 같은 이상적인 조건
에서는 수십 m 깊이를 투과하여 반사된 레이저를 이용하여 측정하여 깊이를 측정하여
3차원 공간정보를 생산하는 것이 가능하며, 수심이 깊은 지점의 경우 무인선박에 소나
를 설치하고 운영하여 수심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다. 최근 무인항공기 기술의 발전으
로 해안 지역의 갯골과 같은 복잡한 지형의 수계 공간정보도 신속하게 생산 및 갱신하
는 것이 가능해졌다.

④ 객체·위치기반 데이터 융복합
수계와 관련된 시설물 등의 정보를 연계하여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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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3 | 수계 공간정보의 협력적 생산 및 갱신 체계

자료: 저자 작성

부록 ․ 119

4) 기준점 공간정보의 협력적 생산체계
① 국토모니터링 데이터수집
기준점은 공간정보를 생산하기 위한 기준 인프라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다른 공간정
보에 의한 변화 탐지가 아닌 의도적인 설치에 의하여 생산된다. 현재 기준점은 국가,
공공, 지적 기준점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GPS와 같은 실시간 측위 정확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관측치의 보정량을 제공하는 가상기준점이 국토지리정보원에 의하여 제공되고
있다. 최근 좌표정보를 가지고 있는 영상을 이용하여 신규로 취득된 영상과 공통점을
정합하는 방식으로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영상기준점이 연구되고 있어 향후 GPS 신호
가 수신되지 않는 실내에서 카메라를 이용하여 좌표를 알고 있는 실내공간의 영상과
실시간 촬영된 영상을 비교하여 카메라의 위치정보를 취득하는 기술이 보급될 것이다.

② 공간정보 생산·갱신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기준점의 관리기관별 기준점 데이터를 통한 관리하여 공간정
보 신생산체계의 원천 데이터에 위치부여가 가능한 통합 관리체계를 구성한다.

③ 객체·위치기반 데이터 융복합
위치정보를 부여하는 방식은 스마트폰의 위치추적과 같이 어떤 장비의 위치를 제공
하는 방식과, 항공기가 촬영한 영상의 특정 화소에 위치정보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구
분할 수 있다. 과거의 기준점은 물리적으로 지상에 설치되어 기준점 위치에 측량장비
를 설치하여 공간정보를 생산하였지만, 위성항법체계의 일반화로 일정 수준의 위치를
알고 있는 장비에서 취득된 데이터에 정밀위치를 부여하기 위한 보정량을 계산하기 위
한 가상기준점 또는 영상기준점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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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4 | 기준점 공간정보의 협력적 생산 및 갱신 체계

자료: 저자 작성

5) 영상 공간정보의 협력적 생산체계
① 국토모니터링 데이터수집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영상은 공간정보 생산체계에서 주요 국토모니터링 데이터
이자 공간정보의 원천 데이터로 활용된다. 또한 영상의 특성 상 건축물, 도로, 지형,
수계 이외의 다양하고 풍부한 공간상황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스마트시티의 확산으로
CCTV의 설치가 일반화되고, 대부분의 차량에 블랙박스가 설치됨에 따라 위성, 항공
기, 드론, 차량에 설치된 카메라 센서로 취득된 영상과 함께 국토모니터링을 수행하게
된다.

부록 ․ 121

② 국토변화 정보탐지
영상 공간정보를 이용한 국토변화 정보탐지는 건축물, 도로, 지형, 수계의 과정과
유사하게 수행된다.

③ 공간정보 생산·갱신
영상 공간정보는 센서 및 플랫폼의 종류에 상관없이 본 연구에서는 4가지로 구분한
다. 첫째, SNS 및 CCTV 영상과 같이 촬영된 개략적인 위치와 시간정보만을 가지는
위치참조영상, 둘째, 센서의 위치와 자세정보를 가지고 있어 국토 및 도시 공간의 현황
파악이 가능한 경사영상, 셋째, 영상의 위치 및 자세정보 이외에 지상기준점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소축적지도 제작이 가능한 영상, 마지막으로 기복변위가 제거된 정사영
상이다. 이중 마지막 두 영상은 일반적인 지도제작이 가능하다. 하지만 앞에서 설명한
기준점 중 가상기준점 및 영상기준점의 발전수준에 따라 현재에는 위치참조영상 또는
경사영상의 상태로 지도제작이 제한적인 영상도 지도제작이 가능한 공간영상 또는 정
사영상의 유형으로 변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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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5 | 공간정보 생산체계의 영상 유형

자료: 저자 작성

④ 객체·위치기반 데이터 융복합
위치정보가 부여된 영상정보는 위치정보가 부여된 다른 데이터의 정보와 융복합될
수 있으며, AR/VR과 같은 최신 시각화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가상의 정보를 실사 영상
에 융복합하여 서비스하게 된다.

부록 ․ 123

부도 6 | 영상 공간정보의 협력적 생산 및 갱신 체계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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