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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FINDINGS & SUGGESTIONS

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
숱 정밀도로지도는 도로인프라와 도로주변 시설물에 대한 정보를 높은 위치 정확도로 구축한
입체적 공간정보로 자율주행을 포함한 지능형 교통체계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됨
숲 정밀도로지도를 공공에서 구축하면 향후 예상되는 민간의 기술변화와 이에 따른 요구사항에
대응하기 어려우며, 각 민간사가 별도로 구축하면 고비용의 데이터 구축･갱신으로 비효율
및 경쟁력 약화가 예상됨
숳 따라서 민-관이 협력하여 전국의 도로에 대해 정밀도로지도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최신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추진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숴 정밀도로지도를 대상으로 효율화할 수 있는 부분과 민간사가 경쟁력을 추구할 부분을
나누어 지도의 공동구축 및 갱신을 추진 할 필요가 있음
숵 공동구축체계를 통해 민간산업 발전과 공공 도로관리 데이터 개선을 도모하고, 구축한
정밀도로지도 데이터의 활용처 다변화를 동시에 꾀할 필요가 있음
본 연구보고서의 정책제안
숱 구축물량 선확보 보다 갱신방안 마련이 중요하며, 시범사업을 통해 국토교통부 및 한국
도로공사가 적극적으로 민-관 협업 갱신모델 마련 후 지자체 확산방안 마련 필요
숲 민간산업 이익과 공공데이터 개선을 가져올 수 있는 민간-공공 투자 협력 모델 마련 필요
숳 고정밀 3차원 공간정보인 정밀도로지도 데이터 유통을 위한 제도 마련과 규제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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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정밀도로지도의 개요
∙ 자율주행을포함한지능형교통체계가제기능을할수있도록하는다양한정
보에대한포괄적인개념을Local Dynamic Map(LDM)이라하며1), LDM에
속하는정보는정보센터, 노변정보스테이션, 차량장착센서, 주행정보등
다양한방법으로제공됨
∙ LDM의정보는동적인정도에따라물리적인도로인프라와같은정적인데이
터(permanent static data)부터자동차와보행자를포함한매우동적인데이
터(highly dynamic data)까지네가지로구분됨
∙ 정밀도로지도는이중정적인부분이해당하는도로인프라와도로주변시설물
에대한정보를높은위치정확도로구축한입체적공간정보임
∙ 자율주행차는 측위시스템과 정밀도로지도를 기반으로 하여 센서가 감지하는
영역밖의도로상황을미리파악하고, GPS 음영등의이유로차량의위치를
정확히파악할수없는영역에서주변공간과의상대적위치를파악할수있음

1) ETSI. 2011. Technical Report 102 863 (V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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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 LDM의 개념도

자료 : Shimeda et al 2015.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of Local Dynamic Map in Safety Driving
Systems, Journal of Transportation Technologies, 5, 102-112.

□ 정밀도로지도 구축 효율화를 통해 자율주행의 상용화 지원 필요
∙ 대규모예산과인력이투입되는정밀도로지도를공공에서구축하면향후예상
되는민간의기술변화와이에따른요구사항에대응하기어려우며, 각 민간사
가 별도로구축하면개별비용부담에의한비효율및경쟁력약화가예상됨
∙ 국토교통부(국토지리정보원)는’15년부터올해까지약130억원의예산을투
입하여전국고속도로를포함한약5,500km의정밀도로지도를구축하여연
구개발용으로무상배포2)
∙ 이러한문제를극복하기위해국토교통부와관련기업들간업무협약이체결되
었으며(2019. 4. 26) 정밀도로지도구축의효율화방안을논의중임3)
2) 문지영. 4차산업혁명을 이끄는 정밀도로지도. 국토지리정보원 공감여지도 (2018. 12. 31)
3)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3차원 공간정보 담은 정밀도로지도, 민관이 함께 만든다 (2019.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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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도로지도 공동 구축･갱신 체계 마련을 위한 MOU>
∙ 참여 17개 주체: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한국도로공사 및 14개 민간사(현대자동차, 쌍용자동차, 만도,
현대엠엔소프트, 카카오, 아이나비시스템즈, 나비스오토모티브시스템즈, SKT, KT, LG U+, LG전자, 네이버랩
스, 카카오모빌리티, 쏘카)
∙ 정밀도로지도 공동 구축･갱신 체계 설립위원회 구성
∙ 국토교통부: 정책적, 재정적 지원. 연구용역, 시범사업 등 추진
∙ 국토지리정보원: 시범사업 추진 및 표준 관련 업무
∙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관리기관으로써 구축 및 갱신에 대한 협력
∙ MOU 체결 이후 맵퍼스가 회원사로 참여
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3차원 공간정보 담은 정밀도로지도, 민관이 함께 만든다 (2019.4.25.)

∙ ’21년정밀도로지도공동구축체계출범을목표로추진중이며, 이중첫단계
인시범사업발주를위한사업범위및기술적사양도출필요

2) 연구의 목적
∙ 본연구는향후공공과민간이협력한정밀도로지도방안을마련하기위해다
음과같은초기대응방안마련을목적으로함
- 공공과민간에대한서면및대면조사를통한정밀도로지도의기술적요구사항조
사(활용목적, 지도컨텐츠, 플랫폼, 통신등)
- 정밀도로지도공동구축시범사업설계: 시범사업유형, 업무프로세스, 수행주체,
정부지원방안

∙ 향후민-관이협력하여전국의도로에대해정밀도로지도를구축하고, 지속적
으로최신성을유지할수있도록추진방향성및시사점을도출하는것을목적
으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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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내용적 범위
□ 국내 자율주행용 정밀도로지도 구축･활용 현황 검토
∙ 공공(국토지리정보원) 정밀도로지도구축･활용현황검토
∙ 민간정밀도로지도구축･활용현황검토
∙ 정밀도로지도구축효율화를위한공동구축체계추진현황
□ 정밀도로지도 구축 효율화 관련 해외사례 조사
∙ (공동구축을 통한 비용 효율화) 일본 DMP(Dynamic Map Platform) 사례,
HERE의독일양산차(BMW, Daimler, Audi) 데이터공동구축사례
∙ (갱신효율화사례) 영국Ordnance Suvey 사례, 미국도로공사정보공유사례
∙ (데이터활용방안다양화사례) 일본도로대장구축을위한정밀도로지도제
작방법이용사례
□ 자율주행 관련 공공 및 민간 정밀도로지도 기술수요 조사
∙ 자율주행관련공공및민간분야별인터뷰를통한기술수요조사
∙ 기술수요조사를통한정밀도로지도필요사양도출
□ 정밀도로지도 공동구축 시범사업 설계방안 도출
∙ 민간기술수요를반영한정밀도로지도공동구축시범사업구성도출
∙ 정밀도로지도공동구축시범사업의수행방안도출
□ 정밀도로지도 공동구축 추진 관련 정책적 시사점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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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방법
□ 문헌 고찰 및 전문가 자문
∙ 국내자율주행용정밀도로지도구축활용현황검토
∙ 정밀도로지도구축효율화관련해외사례조사

□ 민간사 설문조사 및 관계기관 업무협의
∙ 정밀도로지도공동구축갱신체계설립위원회를통한기술요구사항조사
∙ 공동구축데이터표준작업반, 시범사업유형별업무협의회를통한시범사업
의기술적사양도출
∙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기술과, 국토지리정보원과의 업무협의를 통한 정밀도
로지도민-관협력구축을위한시범사업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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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 연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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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1) 선행연구와 본 연구와의 차별성
∙ 선행연구는공공에서정밀도로지도를구축하여민간에배포하는것을전제로
하고있으나, 본연구는민-관이협력하여구축･갱신하는체계마련을목표로함
표 1-1 | 선행연구 검토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구분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 과제명: 자율주행차 지원 등을 위한
정밀도로지도 구축방안연구
∙ 국내외 문헌고찰 ∙ 정밀도로지도 구축방안 도출
∙ 연구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 ∙ 정밀도로지도 필요 ∙ 정밀도로지도 구축 추진계획안 마련
1
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2015)
사항에 대한 기술 ∙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구축 발전방안
∙ 연구목적: 정밀도로지도 구축방안 적 분석
도출
마련 및 시범구축

주요
선행
연구

∙ 과제명: 자율주행차 지원 등을 위한
정밀도로지도 고도화 방안 연구 및
∙ 국내외 문헌고찰
시범구축
∙ 기존 정밀도로지도
∙ 연구자: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
2
의 기술적 분석
원 (2016)
∙ 수요처의 요구사항
∙ 연구목적: 시장여건과 기술 변화를
분석
반영한 정밀도로지도에 대한 여려
가지 기술적･제도적 사항을 도출

∙ 국내외 정책 및 기술 동향 분석
∙ 2015년 정밀도로지도 활용성 평가 및 개
선방안
∙ 정밀도로지도 정확도 향상방안 및 품질평
가 기준 마련
∙ 정밀도로지도 유지관리 방안 수립
∙ 정밀도로지도 데이터 활용모델 개발
∙ 일반국도 2개 구간(99㎞), 대구 규제프리
존(74㎞), 여의도 일대(21㎞) 시범구축

∙ 과제명: 정밀도로지도 제반 제도 및
∙ 국내외 문헌고찰
발전전략 연구
∙ 기존 정밀도로지도
∙ 연구자: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
구축･갱신 프로세
원 (2018)
3
스에 대한 기술적
∙ 연구목적: 효율적인 수정･갱신 프로
분석
세스 확립 및 국내외 산업동향･기
∙ 정밀도로지도 활용
술･정책 등을 분석하여 정밀도로지
현황 조사
도 발전 및 대응전략 도출

∙ 정밀도로지도의 공공측량 및 지도간행 기
준 마련
∙ 국제표준화 동향 분석 및 정밀도로지도
데이터모델 등 개선
∙ 효율적인 정밀도로지도 갱신 프로세스 정립
∙ 정밀도로지도 활용 검증
∙ 정밀도로지도-국가기본도 연계 프로세
스 정립 및 시범적용
∙ 정밀도로지도 산업 발전방향 및 대응전략
마련

본 연구

∙ 민-관 공동구축체계 마련을 위한 시범사
∙ 해외사례 검토
업 유형 설계 및 지역 선정
∙ 자율주행 기술수요를 반영한 정밀
∙ 민간사 설문조사 ∙ 시범사업의 기술적 요구사항 도출
도로지도 민-관 공동구축방안 연구
∙ 관계기관 업무협의 ∙ 향후 정밀도로지도 민-관 공동구축체계
의 발전방향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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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의 정책적 기대효과
□ 본 연구의 정책적 기대효과
∙ 정밀도로지도공동구축을위한민-관협력의원활한추진
∙ 정밀도로지도공동구축을효율화할수있는공공측협력방안구체화및공공
데이터개선타당성마련
∙ 국내자율주행산업의활성화를위해민간사의기술수요에대응할수있는정
밀도로지도의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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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정밀도로지도 구축 관련 국내 현황

1. 국내 도로관련 정보 구축 및 활용 현황
1) 공공부문 및 연구기관
□ 공공 및 연구기관에서도 다양한 목적별로 별도의 도로 및 도로교통에 관련한 정보를 구
축하여 활용하고 있음
표 2-1 | 국내 공공기관의 도로관련 정보 구축 현황
기관명

구축 현황

국토지리정보원

연속 수치지형도(전국), 정밀도로지도(일부 구간) 등을 구축하고 있으나, 민간 수요
에 비해 갱신 지연

행정안전부

모든 도로에 대해 도로명 주소정보를 구축하였으나, 내비게이션 등 교통 및 자동차
분야에 활용을 위해서는 속성정보 구축 필요

교통연구원

주요 도로에 대해 교통주제도를 작성하고 있으며, 주로 도로교통분야 분석 등의
활용을 위해 배포

건설기술연구원

HMS(Highway Management System, 도로관리시스템)를 구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국도에 대해 도면기반 도로대장 관리시스템이 포함되어 있음

국토교통부-국가교통정보센터

주요 도로애 대해 표준 노드링크체계를 개발･적용하여 실시간 교통정보 서비스
제공 중

∙ 공공부문과연구기관에서전국과지역별(도로위계별)로구축하고있는도로
정보는다음과같은그림으로나타낼수있음
∙ 이데이터를구축주체와대상범위를기준으로구분하였을때, 다음그림3과
같이제시할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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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 공공부문 및 연구기관 구축 도로정보

출처: 윤서연 외. 2017. 도로대장 체계 개선 및 정보공유 방안 마련 연구

□ 국토교통부의 도로관리 업무의 하나로써 도로관리청에서는 도로대장을 구축하고 있으
나, 관리청별로 정보의 품질 상이하고, 갱신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일반국도의경우현황측량및조사를통해종･평면도등5종도면, 교량･터널
등44종조서구축. 수치지도(공간정보)를활용하여구축비용을줄이고, 한국
국토정보공사를위탁기관으로지정하여구축하고있음1)
□ 경찰청에서는 자율주행 기술 발전에 대응하여 IoT 기반 교통안전시설 관리센터 구축에
대한 R&D 추진 중2)
∙ 도로안전시설의현황을정확히반영하는시스템을구축하여자동차센서의실
시간인식정확성을제고하고, 가변적규제정보를정확히제공하고자함
∙ 연구결과를지자체교통안전시설관리시스템표준으로활용함을목표로함
1) 한국국토정보공사. 2015. ｢도로대장 전산화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
2) 경찰청. 2019. ’19년 경찰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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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간사의 도로정보 활용 현황 및 전망3)
□ (도로정보 관련 서비스) 다양한 서비스가 도로정보를 기반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매체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음
∙ (PC) 지도, 길찾기, 로드뷰
∙ (스마트폰앱) 지도, 내비게이션및관련응용서비스(택시등)
∙ (차량단말기) 내비게이션및주행관련서비스(연료절감주행등)
□ (도로정보 수집) 민간의 초기 도로정보 구축은 수치지형도를 기반으로 이루어졌으며,
이후 도로명주소 도로 레이어(신규도로) 및 조사(차선･표지 등)를 통해 변화정보 수집･
갱신하고 있음
∙ 조사방법으로는GPS, 촬영장비등을탑재한차량을운행하여정보를취득하
고있음
∙ 이후가공을통해서비스별로특화된도로정보구축･갱신하고있음
∙ 현재는공공에서구축한도로정보의활용도는극히제한되어있는것으로파
악됨
□ (도로정보 고도화) 현재 구간 단위의 도로정보를 구축･제공하고 있으나, 점차 차선단위
정보를 지원하는 정밀지도로 고도화 추세4)
∙ (A사) 자율주행차량탑재를위한정밀도로지도구축중이며, 전국주요도로에
대한구축이상당부분이루어진것으로파악됨
∙ (B사) 기존내비게이션서비스의차선단위안내및카셰어링, 렌터카등향후
자율주행과융합가능한분야의개척을위해정밀도로지도구축을추진중임
3) 본 장에 수록된 민간사 현황 및 전망에 대한 내용은 정밀도로지도 공동구축체계 설립위원회 내 조사 및 인터뷰를
통해 도출하였음
4) 민간사 향후 사업영역에 대한 정보로, 회사명을 A사, B사로 대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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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밀도로지도 수요 확대) 현재는 자율주행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자동차 업계에서 적극
추진 중이나 향후 IT분야 및 이동통신 분야로 수요가 확대될 전망임
∙ (IT분야) 자율주행차 소프트웨어 및 차량 내 서비스(엔터테인먼트 등) 시장
확대로IT 분야기업의정밀도로지도수요증가전망
∙ (이동통신사) 실시간도로정보클라우드탑재및온라인상서비스제공등을
위해통신사진출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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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활용 현황
1) 정밀도로지도 구축･갱신의 기술적 개요
□ 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방법
∙ 정밀도로지도는보통LiDAR(Light Detection And Ranging) 센서와카메라,
GNSS/INS 모듈이탑재된MMS(Mobile Mapping System) 차량을이용하여
구축
∙ MMS 차량이 도로를 주행하며 도로 주변의 물리적 형상에 대해 3차원 점군
(point cloud)의형태로데이터를취득(외업단계)하고, 이원시데이터로부터
차량의 주행에 필요한 정보를 3차원 벡터데이터 형태로 추출(내업단계)하여
자율주행시스템이주행에대한결정을내릴때참조할수있는데이터를구축
그림 2-2 | MMS 차량 사례

자료: https://blog.hyundai-mnsoft.com/841

∙ 아래는MMS에장착된LiDAR 센서의구조로, 레이저빔을3차원상의각 방향
으로조사하고반사된빛을감지하는방식으로주변사물의입체적인형상을
감지할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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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 Lidar 센서의 원리

자료: https://www.renishaw.co.kr/ko/optical-encoders-and-lidar-scanning—39244

∙ 벡터데이터의도화는3차원점군데이터를기반으로카메라를통해얻은영상
데이터를참조하여이루어지며, 위와같은단계를거처제작된벡터데이터성
과는자율주행구현을위해필요한, 미리정의된정보를레이어별로포함하고
있으며, cm 단위의위치정확도를제공함
그림 2-4 | 국토지리정보원 구축 정밀도로지도
점군데이터와 벡터데이터

벡터데이터 레이어 예시

자료: (상) 국토지리정보원 보도자료. 2017.5.1. 3차원 정밀도로지도 자율주행 시대 준비. p.5
(하) 국토지리정보원 보도자료. 2016.9.27. ‘정밀도로지도’ 자율주행차 상용화 앞당긴다.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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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밀도로지도의 갱신 방법5)
∙ 정밀도로지도는 자율주행의 의사결정 단계에 사용되는 정보이므로 정확성과
최신성이매우중요하고, 따라서정밀도로지도를빠르게구축하는것만큼이나
정확하고효율적인갱신체계를마련하는것이과제임
∙ 정밀도로지도는대표적으로다음과같은세가지방법으로갱신될수있으며,
이중갱신정보를도로상의변경이일어나기전에파악할수있는도로관리기
관에서정보를제공할수있는연계체계를만드는것이갱신사항이반영되는
시간을단축하고갱신을효율화할수있는방법임
∙ (점군데이터전면재취득) 도로에일어난변화에대한정보없이MMS차량을
정기적으로 운행하여 점군데이터를 재취득하고, 내업을 통해 기존 데이터와
상이한부분을추출(알고리즘, 육안확인)하여데이터를갱신하는방법임
∙ (변화탐지센서활용) Lidar 센서보다저렴한영상센서를많은차량에탑재하
여, 기존정밀도로지도와다른곳을알고리즘을이용하여추출하고, 점군데이
터재취득이필요한곳만MMS 차량을운행하는방법임
- 도로관리청의패트롤카, 택시, 공유차량 등에변화탐지센서장착하여상시운용
가능

∙ (도로관리청의공사정보활용) 도로관리청및도로관리업무를담당하는업체
에서공사위치및공사내용등공사계획정보를사전에공유하여, 공사중에
발생하는차로차단에대한정보는주행안내에활용하고, 공사후변경내용에
대해서는정밀도로지도를갱신하는데사용하도록하는방법
- 표지판교체등단순업데이트가필요한유형과차선표시변경･재도색, 도로확포장
등점군재취득이필요한유형으로나누어작업을효율화할수있음

5) 갱신방법에 대한 내용은 정밀도로지도 공동구축체계 설립위원회 내 조사 및 인터뷰를 통해 도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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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토지리정보원 도로정밀지도 구축 현황
□ 정부의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 추진(’15년~) 계획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은 국가지도
제작기관으로서 도로정밀지도 구축 및 제공 수행6)
∙ 2015년에시작된구축사업에서는고속도로, 국도및자동차시험을위한구
간에대한구축을시작하였으며, 이후에는고속도로및국도일부구간과시내
시범구간, C-ITS 시범구간, 평창올림픽지원구간, 자율주행셔틀시범운행구
간등에대한구축을확대하였음
- 2019년에는전국고속도로에대한구축을완성할예정으로, 총5,580km에대한
정밀도로지도구축을완료할예정임

∙ 벡터와점군을포함하는구축성과는무료로제공되어민간기업, 연구기관, 학
교등에서자율주행연구및개발에활용되고있고, 수요처에대한의견조회를
통해데이터사양을개선하는작업을지속하고있음
그림 2-5 | 국토지리정보원 정밀도로지도 기구축지역

* 자료 : 국토지리정보원. 2019. 자율협력주행시대 도로인프라로서의 정밀도로지도 구축현황(발표자료)
6) 국토지리정보원 보도자료, ‘정밀도로지도’ 자율자동차 상용화 앞당긴다 (2016.9.27)
국토지리정보원. 2019. 자율협력주행시대 도로인프라로서의 정밀도로지도 구축현황(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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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지리정보원에서구축하고있는벡터정밀도로지도의레이어구성은다음
표로제시하였음
표 2-2 | 국토지리정보원 정밀도로지도 구축 항목
구분

구축 항목
규제선

차선표시

도로경계선
정지선

도로시설

길가장자리 구역선, 주차금지 표시선, 정차주차금지 표시선, 자전거도로표시선,
안전지대구역선
신호정지선, 횡단보도정지선

차로중심선

차로중심선

중앙분리대

녹지대, 가드레일, 콘크리트 방호벽, 콘크리트 연석, 무단횡단방지시설, 중앙분리
대 개구부, 임시 구조물, 벽

터널

터널

교량

교량

지하도로

지하도로

고가차도

고가차도

교통안전표지
표지시설

노면표시

지주시설물

지주시설물

신호기

자율주행
금지구역

중앙선, 유턴구역선, 차선, 버스전용차선, 진로변경제한선, 가변차선

주의표지 10종, 규제표지 27종, 지시표지 23종
진행방향 표시 10종, 차로변경 표시 2종, 유도선, 정차금지지대, 유도면, 오르막
경사면, 횡단보도, 고원식 횡단보도, 자전거 횡단도, 과속방지턱
신호기 16종
지주시설물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 자료 : 국토지리정보원, 2018. ｢정밀도로지도 연계 효율화 및 구축･갱신｣보고서

∙ 현재는점군데이터전면재취득방법및일부공사구간정보취득방법으로정
밀도로지도를갱신하고있으며, 2019년에는9개월의갱신과업기간동안3회
의갱신이이루어질수있도록관리하고있음
∙ 향후에는현재보다실제도로상의변경시점과데이터취득시점, 데이터반영
시점사이의차이를줄여신뢰성을향상할수있는방안을마련하기위해노력
중이며, 향후에는구축한데이터의활용성을높일수있는방안마련을위해
연구를지속하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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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간사의 정밀도로지도 관련 추진 현황7)
□ 민간 기업에서 각 사의 사업영역, 발전방향에 따라 독자적인 형식, 방법으로 도로에 대
한 정보를 구축하고 있음
∙ 현재는웹･모바일지도, 차량탑재내비게이션, 스마트폰길안내어플리케이
션등다양한서비스를제공하고있음
∙ 향후사업영역확장및발전방향에따라정밀도로지도에대한개발과구축을
추진중이며, 기술개발전망및사업화계획에따라추진단계에는차이가있음
∙ 다음은2019년시점현재도로공간정보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국내주요기
업의현황이며, 이외에도많은기업이도로에대한기존형식의공간정보구
축･서비스중이며정밀도로지도로의발전을준비중임
표 2-3 | 민간사의 정밀도로지도 관련 대표적 추진현황
회사명

서비스 분야
지도/로드뷰 스마트폰
차량
(Web)
길안내 내비게이션

정밀도로
지도

정밀도로지도 관련 추진현황 및 계획

네이버

√

√

연구개발 중

네이버랩스 통한 연구개발 추진

카카오

√

√

연구개발 중

카카오모빌리티를 통한 연구개발 추진

SK

√

연구개발 중

C-ITS 사업과 연계하여 플랫폼 개발 중

KT

√

연구개발 중

C-ITS 사업과 연계하여 플랫폼 개발 중

구축 중

2020년까지 자동차전용도로 구축 추진

현대

√

출처: 각사 인터뷰를 통해 저자 작성

□ 위의 민간사들은 서비스 중인 도로정보를 갱신하기 위해 독자적으로 조사차량을 운행
하고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여 도로정보를 수집하고 있음
∙ 정기적인조사차량운행기준으로는서비스내도로중요도에따라1년~3년
정도를주기로차량을운행하여정보를갱신하고있으며, 동일한내용을조사
하기위해민간사별로상당한중복투자가이루어지고있음
7) 본 소절의 내용은 정밀도로지도 공동구축체계 설립위원회 내 조사 및 인터뷰를 통해 도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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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밀도로지도는 기존의 도로 데이터에 비해 최신성(실제 도로환경과의 일치
성) 확보가매우중요하고, 비교적데이터의취득비용이기존의데이터의경
우보다크므로, 구축영역확대와갱신에있어중복투자를방지할수있는비용
절감방안마련이매우중요함
∙ 여러민간사에서는갱신효율화를위해변화탐지센서에대한기술개발과함
께항시차량을운행하고있는기업(예: 카카오모빌리티, 쏘카) 등과의협업
모델을구상중임
∙ 하지만, 사후적인조사에는한계가있으며, 효율적으로정밀도로지도의최신
성을확보하기위해서는도로에일어날변화에대한정보를사전에취득할수
있는방안에대한요구가매우큰상황임
∙ 또한, 현재각 민간사는도로정보수집을위한독자적인체계를운영중으로,
향후정밀도로지도구축을위해서도민간사별중복투자발생이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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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정밀도로지도 구축 효율화 관련 해외사례 및 시사점

1. 공동구축을 통한 비용 효율화 사례
1) 일본 DMP(다이나믹 맵 플랫폼): 민간-공공 협력 사례1)
□ 민간, 공공 공동투자로 DMP(Dynamic Map Platform) 주식회사 설립
∙ 2016년6월설립되어자율주행을위한다이나믹맵을구축관련과제를주로
진행하며 MMS기술을 활용한 고정밀 3차원 지도의 공동구축 및 업데이트를
수행하고있음
∙ 자본금은 설립 시 21억 5천만엔으로 시작하였으며, 2017년 기준 37억엔,
2019년2월미국진출을위한Ushr사를인수하기위해증자를하여2019년4
월말기준116.5억엔으로확대되었음
∙ 출자사: ㈜산업혁신기구(민관투자사), 미츠비시전기(정밀측량장비), Japan
Infrastructure Initiative, 파스코(장비･센서), 젠린(지도), 아이산테크놀러
지, 인크리멘트피, 토요타맵마스터, 이스즈, 스즈키, 스바루, 다이하츠, 토
요타, 닛산, 히노, 혼다, 마츠다, 미츠비시자동차
∙ 2018년까지고속도로30,000km 공동구축을완료하였음

1) DMP 홈페이지, www.dynamic-maps.co.jp (최종접속일: 2019.11.15.)
윤석조. 2019. 일본 자율주행 고정밀 지도의 현황과 향후 전개(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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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 2018년까지 DMP의 도로정밀지도 구축 목표 및 샘플

자료: 윤석조. 2019. 일본 자율주행 고정밀 지도의 현황과 향후 전개(발표자료) 좌: p.19, 우: p.11

□ 공동으로 수행하여 효율화할 수 있는 부분과 각 사에서 특화하여 경쟁력을 추구할 부분
을 나누어 DMP의 업무 범위 정의
∙ 공통데이터기반의활용분야다각화및기업별전문화를추구하며, 주로인프
라유지관리, 방재, 일반도로정비분야등에활용을추진하고있음
그림 3-2 | DMP의 도로정보 공동구축 및 다용도 활용 모델

자료: 윤석조. 2019. 일본 자율주행 고정밀 지도의 현황과 향후 전개(발표자료)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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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MP 제작 정밀도로지도의 활용 현황
∙ 현재 DMP가 제작한 30,000km 고속도로에 대한 정밀도로지도는 카피당
USD100의가격을책정하여판매하고있음
∙ 일본닛산은2019년 가을에양산되는스카이라인기종에｢프로파일럿2.0｣
을 탑재. 닛산의 ｢프로파일럿2.0｣에는 DMP에서 정비한 고속도로/자동차전
용도로3만km의HD Map이탑재되어, DMP의HD Map이양산차에사용됐다
는것에큰의의를두고있음2)
□ 도로정밀지도의 갱신
∙ 도로관리기관과연계하여도로위상황에대한동적정보를확보하는것을목
표로하고있으나, 일본의경우고속도로도여러관리기관이지역별로나누어
도로를관리하고있어협조체계마련에어려움이있음
∙ 다음그림은DMP에서제시한다이나믹맵센터의개념도로써, 공공기관과민
간이생산한변화정보를활용하여정밀도로지도를갱신･관리할수있는기능
을목표로하고있음
□ DMP를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 자동차 산업 해외진출 기반 마련
∙ 2019년2월, 양산자동차중자율주행선두회사인미국GM사의자율주행솔루
션인Super Cruise에정밀지도를공급하고있는Usher사를100% 지분인수
함으로써글로벌시장진출을시작하였음

2) DMP, ‘Nissan 's world 's first next-gen driver assistance system ｢ProPILOT 2.0｣ to adopt
High-precision 3D map data (Dynamic map cooperation area)’
https://www.dynamic-maps.co.jp/en/news/2019/0517.html(최종접속일: 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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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 Dynamic Map Center의 역할

자료: Shibata J. Field Operation Test for “Dynamic Map” &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2017 제 24회
ITS World Congress 발표자료 발췌

∙ 현재미국내일본OEM의자동차점유율이40%, 미국GM사의점유율이20%
이기때문에,Usher사인수에의해미국내60% 점유율에달하는자동차메이
커에대해정밀도로지도를공급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고글로벌스탠다드
로써영향력을높이려는전략임
그림 3-4 | DMP를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 산업 해외 진출 교두보 마련

자료: 윤석조. 2019. 일본 자율주행 고정밀 지도의 현황과 향후 전개(발표자료) p.21

30

□ 정밀도로지도 구축의 추진과 관련한 범정부 추진사항
∙ 자율주행을위한정밀도로지도구축에활용되는MMS는도로기하분석, 도로
시설관리, 재난시긴급운송도로, 특장차루트진단등에도사용가능한있는
데이터를취득하기때문에, 일본정부에서추진중인Society5.03)의｢3차원
지도정보기반｣의활용으로검토되고있음
그림 3-5 | Society 5.0의 개념

자료: Harayama Y. 2016. 600 Trillion Yen GDP Target STI Policies for Moving Toward Society 5.0 (발표자료)
p.24

3) Society5.0: ICT를 최대한 활용하여 사이버 공간 (가상 공간)와 물리적 공간 (현실 세계)을 융합시킨 활동을
통해 사람들에게 풍요 로움을 가져다 “슈퍼 스마트 사회”를 미래 사회의 모습으로 공유. 그 실현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더욱 심화시키면서 세계 최초로 슈퍼 스마트 사회를 실현한다는 비전을 담고 있음. (수렵 사회 (Society
1.0) 농경 사회 (Society 2.0), 산업 사회 (Society 3.0), 정보 사회 (Society 4.0), ‘제5기 과학기술기본계획
(2016년 1월 22일 내각회의 결정)’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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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일 HERE: 민간사 간 협업사례4)
□ BMW, Audi, Daimler 컨소시엄이 공동으로 정밀도로지도 제작사를 인수
∙ 2015년노키아가매각한지도정보서비스부문을BMW, Audi, Daimler 컨소
시엄이인수하여차량탑재도로정보를공동구축하고있으며, 2016년말에는
NavInfo-텐센트-GIC 컨소시엄과 인텔이 히어의 지분을 각각 10%, 15%를
인수
∙ 전세계를대상으로400여대의MMS 데이터획득차량을이용하여HD맵구축
추진중이며도로기울기, 곡선구간의도로곡률및고저차, 차선폭등의정
밀한정보가구축됨
∙ 데이터구축데이터획득차량을이용해수집된기본데이터들은인도뭄바이
로보내져3천여명의인력에의해분류및기초작업이진행되고, 다시미국의
데이터센터로보내져3차원랜더링작업이진행되는절차를거침
∙ 히어는2015년에미국캘리포니아주와미시건주, 독일및프랑스의고속도로
를ADAS용HD맵수준으로발표했고, ADAS용HD맵구축을넘어서동적주
행환경정보가포함된자율주행용HD맵까지개발을진행중임
그림 3-6 | HERE 개요
Here의 ADAS용 HD맵

자료: www.here.com(최종접속일: 2019.11.15.)
4) HERE, www.he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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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E의 자율주행용 HD맵

2. 공공 협력을 통한 정보갱신 효율화 사례
1) 영국 Ordanace Survey(OS) 일반 공간정보 수시갱신 사례
□ 영국의 OS는 Digital National Framework(DNF)를 통해 기본데이터를 제공함5)
∙ 모든 DNF의 지형지물에는 TOID(Topographic Object IDentifier)라는 명칭
의유일식별자를부여하여지형지물을식별하며, 각 지형지물은생성및갱신
시기를나타내기위한버전필드를포함하고있어TOID의이력관리에사용됨
□ 공간정보는 TOID를 기준으로 생성에서 삭제까지의 이력이 관리되며, 변경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만 수시로 갱신할 수 있는 체계의 기본이 됨6)
∙ 지자체및시설물관리기관에서변경사항의발생을OS에통보하면OS는취
합된변경정보에대한작업을각 지역별작업자에게배분하여갱신작업이이
루어질수있도록하고있음
∙ 신규지형지물에대해서는새로운TOID를부여하고, 기존형상및속성변화
에대해서는기존객체를변경하는방식으로변경이일어난부분에대해서만
수시갱신을진행하여데이터의일관성과갱신의효율성을도모하고있음
∙ 현재6주에한번주기로지형도에대한갱신을배포하여공통된공간정보기
반을활용할수있도록하고있음7)

5) D. Holland (2001) The Digital National Framework. GeoEurope Magazine, August. 2001.
DNF는 OS가 전통적으로 수행해 온 지도제작의 역할을 디지털 시대에 재해석하여 수행하기 위한 기반으로, 좌표
계, 코어 데이터, 데이터 간 연계방법,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론을 포함함.
6) OS MasterMap Topographic Identifiers – TOIDs, https://www.ordnancesurvey.co.uk/business-gov
ernment/tools-support/mastermap-topography-support/toids (최종접속일: 2019.11.15)
7) OS MasterMap refresh dates. https://www.ordnancesurvey.co.uk/business-government/tools-su
pport/os-mastermap-refresh-dates (최종접속일: 2019.11.15)

제3장 정밀도로지도 구축 효율화 관련 해외사례 및 시사점 ･ 33

2) 미국의 데이터 공유 및 도로 공사정보 제공 사례
□ 미국 연방 교통국은 2018년 자율주행 관련 데이터 공유 추진을 위한 DAVI 프로그램을
발족하였음8)
∙ 미국은정밀도로지도등대규모예산이필요한사업은민간펀딩을통해추진하고
있으며, 공공은민간의데이터공유를장려하고도로관리주체로써민간데이터
갱신에활용할수있도록표준화된데이터를제공하는역할에중점을두고있음
∙ 교통수단전반에걸친자율주행차통합을위해데이터공유를장려하고필요
한데이터의순위결정및모니터링하기위한목적을가짐
∙ 프로그램을통해공유하는데이터는인공지능학습을위한주행데이터, 사고
및사고위험(near–miss) 데이터, 도로시설데이터, 교통표지데이터, 도로공
사데이터(공사종류, 공간적범위등), 도로유고상황데이터, 노변관련규칙
데이터(주차, 정차등) 등을포함하고있음
표 3-1 | Work Zone Data Exchange (WZDx) Project 개요 및 데이터 사양 정의
① 목적
∙ 자율주행시스템 (ADS)에서 운전자가보다 안전하게 통행 할 수
있도록 공사작업 구역에 대한 데이터 수집
∙ 다수의 도로관리주체가 사용하는 데이터 표준 초안 마련 및 도로
공사데이터의 협업적인 유지 및 확장을 위한 플랫폼 마련
② 기대성과
∙ 도로상 공사 작업에 관한 데이터 제공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효율
적인 통행 가능
∙ 자율주행시스템의 새로운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협업 및 사양
확장 가능

자료: WZDx 소개 페이지. https://www.transportation.gov/av/data/wzdx (최종접속일: 2019.11.15.)
WZDx v1.1, https://www.transportation.gov/av/data/wzdx-v11-common-core-data-specificationreference-document (최종접속일: 2019.11.15.)

8) DAVI(Data for Automated Vehicle Integration) 소개 페이지, https://www.transportation.gov/av/data
(최종접속일: 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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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 DAVI 운영 Framework

출처: Gold A. 2018. Data Exchanges to Enable Automated Vehicle Integration.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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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데이터 활용처 다양화 사례
1) 일본 도로대장 구축 사례
□ MMS를 활용하여 도로대장을 갱신할 수 있도록 공공측량 작업규정 마련9)
∙ CAD 도면이아닌대축척지형도형태의공간정보를기반으로각종시설물통
계현황, 교부금수령현황, 도로점용등조서테이블을조회할수있도록하여
공간정보갱신방법유연화
∙ 도로의 유지보수, 노후시설물 관리, 교부금 지원 등을 위한 기본데이터로써
도로대장갱신의중요성을강화하며공간정보의저비용고효율갱신및도로
정보조회･관리기능향상을위해MMS 장비를적극적으로활용하고있음
∙ 일본도로대장은성과품의사양만규정하고, 이를구축하기위한기술사양은
제한을두지않아기존측량방법과MMS 선택가능하도록
□ 도로대장의 작성과 갱신에 대한 법제도10)
∙ 도로대장은노선주변의상황을알수있는축척1 / 1,000 이상의도면과조
서로작성하도록되어있으며, 도로시설뿐아니라부지상황과점용정보를포
함하여야하도록되어있고, 상황변화발생시즉시수정하도록규정하고있어
도로대장정보의최신성을강조하고있음
∙ MMS를 이용하여 1/500 공공지도작성이 가능하므로, 각 지자체의도로대장
에MMS가 활용되고있으며, MMS로취득한3차원데이터를이용하여대민관
련서비스의기초데이터를마련하는기반이되고있음

9) PASCO,道路台帳図電⼦化のご提案
10) 일본 도로법 시행규칙 제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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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규칙 제4조 2 번역]

1. 도로 대장은 조서 및 도면으로써 작성한다.
2. 조서 및 도면은 노선마다 작성한다.
3. 조서에는 도로 최소한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그 양식은 별도 양식 제4로 한다.
① 도로의 종류
② 노선명
③ 노선의 지정 또는 인정 연월일
④ 노선의 기점 및 종점
⑤ 노선의 주요 경과지
⑥ 공용 개시 구간 및 일자
⑦ 노선 (그 관리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의 연장 및 그 내역
⑧ 도로 부지의 면적 및 그 내역
⑨ 최소 통로 폭, 최소 곡선 반경과 가장 빠르게 종단 구배
⑩ 철도 또는 신설 궤도와 교차 수, 방식 및 구조
⑪ 유료 도로 구간 연장 및 그 내역 (자동차 주차장에 있어서는 위치, 규모 및 구조) 및 통행료 징수 기간
⑫ 도로와 효용을 겸하는 주요 기타 공작물의 개요
⑬ 궤도 기타 주요 점용 물건의 개요
4. 도면은 도로 당 최소한 다음의 사항을 부근의 지형과 방향을 표시 한 축척 1/1000 이상의 평면도 (법 제
47 조의 5 항에 의한 도로 구역을 입체적 구역으로 하는 경우, 평면도, 종단도 및 횡단규정도)에 기재하여
작성한다.
① 도로 구역의 경계
② 행정구역 명칭 및 경계
③ 도로의 폭이〇, 5미터 이상 변화하는 곳마다에서 해당개소의 도로의 폭
④ 곡선 반경 (30미터 이상의 것을 제외한다)
⑤ 종단 구배 (8%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
⑥ 여섯 노면의 종류
⑦ 터널, 교량 및 도선 시설 및 명칭
⑧ 자동차 교통 불가능한 구간 (폭, 곡선반경, 구배 기타 도로 상황에 따른 최대적재량 4톤의 화물 자동차가
통행 할 수없는 구간을 말한다.)
⑨ 도로 원표 기타 주요 도로의 부속물
⑩ 도로 부지의 국유, 지방 공공 단체소유 또는 사유 유무 및 사유의 지번
⑪ 도로와 효용을 겸하는 중요한 다른 공작물
⑫ 교차하거나 또는 연결 도로 또는 중복 도로와 이들의 주요 물건의 종류 및 노선명
⑬ 교차하는 철도 또는 신설 궤도 및 이들의 명칭
⑭ 궤도 기타 주요 점용 물건
⑮ 도로 일체 건물
⑯ 작성 연월일
5. 조서 및 도면은 그 기재 사항에 변경이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정정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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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대장의 갱신 수행 및 활용
∙ 도로의현황이도로대장에정확히반영할수있도록도로관리청과도로위공
사를발생시키는민간사(가스, 전기, 통신등)가 도로에발생하는공사정보
를취합하여변경부분에해당하는구간의도로대장을공동으로갱신하는시스
템정착되어있음
∙ 각 지자체는도로대장에서취득한MMS의3차원데이터를활용하여시설관리,
지하시설물, 상하수도대장에서도 활용하려는 추세이며, 관련 민간사들이 도
로대장을활용하여도로에대한정보를파악할수있도록도로관리청과민간
사간도로대장현황공유를위한협력을지속하고있음
∙ 일본은도로대장갱신시구축된정보에의해도로유지보수를위한비용을지
원받을수있도록하여도로대장의품질이잘관리되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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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사점
□ 정밀도로지도의 공동구축을 위한 시사점
∙ 현재는 국토지리정보원이 정한 사양에 따라 점군데이터를 취득하고, 단일한
사양의벡터화된정밀도로지도를배포하지만, 공동구축체계에서는각 단계의
데이터사양을수요처인민간사를대상으로확인하고,업무범위또한공동추진
을통해효율화를추진할수있는범위로재정의하여, 민간사별경쟁력창출을
위한고유영역은각 민간사가추진할수있도록조정하여야함
∙ 투자및비용분담은공동구축을추진할수대한내용은본연구에서다루기보
다MOU 주체간논의및합의에의해도출되어야할사항임
□ 정밀도로지도의 갱신 효율화를 위한 시사점
∙ 현재민간과국가R&D에서센서정보를활용하여정밀도로지도를자동으로갱
신하려는시도도이루어지고있으나이는변화가일어난사후에파악하는정
보로써, 정밀도로지도갱신의효율화에가장적극적으로기여할수있는방법
은도로관리청의도로공사계획을사전에공유하는방안임
∙ 금년 시범사업에서는 MOU 주체인 도로공사의 협조로 공사계획을 제공받아
정밀도로지도의갱신을시험하고, 이후에는국도를포함한주요간선도로에서
도이와같은갱신이이루어질수있도록데이터교환포맷정의및각급도로
의데이터총괄운영방안마련, 담당자교육등체계를마련할필요
□ 정밀도로지도 데이터 활용처 다변화에 대한 시사점
∙ 자율주행차의 안전한 운행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도로시설관리를 위한 데이
터, 특히도로대장의작성및갱신방법을개선하는방안을검토하여도로관리
데이터의최신성제고와정밀도로지도데이터의활용방안다변화를동시에꾀
할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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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 공동 구축･갱신 체계에 의한 변화

출처: 저자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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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

자율주행 관련 정밀도로지도 기술수요 조사

1. 민간사 대상 기술수요 조사
□ 국토지리정보원과 공동으로 14개 민간사와 도로공사를 대상으로 다음 표와 같은 내용
의 설문을 실시하였음(의견조회 전문은 부록1 참조)
∙ 의견취함을통해시범사업설계초안을도출하였고, 2019년7월11일정밀도
로지도공동구축･갱신체계설립위원회회의를통해다음절에제시된공동구
축시범사업유형및유형별업무프로세스를확정하였음
표 4-1 | 정밀도로지도 공동구축 시범사업 관련 의견조회
1. 정밀도로지도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구축을 위한 정밀도로지도 공동 구축･갱신체계(이하 공동구축체계*)에서
공통적으로 수행 희망하는 과업과 귀 사가 개별 수행 희망하는 과업 내용
2. 공동구축체계에서 귀 사가 수행하고자 하는 역할
3. 귀 사의 참여 목적을 고려할 때 예상 활용분야가 있고 구축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정밀도로지도 항목
4. 기 구축 정밀도로지도의 문제점
5. 정밀도로지도에 대한 요구사항
6. 공동구축 정밀도로지도의 품질 중 귀 사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
7. 귀 사의 활용목적에 적합한 지도 정확도
8. 정밀도로지도 구축의 원시자료인 점군자료의 적정 점밀도(pt/m2)
9. 시범사업에서 희망하는 과업내용
10. 시범구축에서 귀 사가 수행하고자 하는 역할
11. 정밀도로지도 구축･갱신과 관련하여 구매 필요한 장비 또는 시설
12. 시범사업에서 구축 희망하는 구체화된 데이터모델 유무
13. 시범사업의 적정 사업물량
14. 공동구축체계가 2030년까지 전국 모든 도로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시범사업에 적합한
도로의 종류
15. 시범사업 대상 지역
16. 시범사업 구축 범위
17. 기타 요청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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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밀도로지도 공동구축 시범사업 설계
1) 시범사업의 유형 및 업무단계 정의
□ 시범사업의 유형
∙ 정밀도로지도의구축과갱신, 활용의효율성을제고하기위하여다음과같은
세가지유형으로정의하였음
- 정밀도로지도공동구축사양정의및시험구축
- 정밀도로지도공동갱신
- 정밀도로지도의활용다변화를위한도로시설정보추출･

□ 정밀도로지도 구축･정밀도로지도 공동구축 업무 단계
∙ 일반적으로정밀도로지도를구축･갱신하기위한업무단계를다음표와같이
구분하고, 민-관참여주체와의협의를통해각 업무를수행할수있는주체를
다음표와같이정의하였음
표 4-2 | 시범사업 업무 및 수행주체(안)
업무

수행주체

ⓐ 플랫폼 제공･운영
ⓑ 공동구축 데이터 표준 마련
ⓒ 공동구축 플랫폼 구축방안 마련

∙ 정밀도로지도 구축･갱신 플랫폼 보유 회원사

ⓓ 변화정보제공 or
변화 탐지

∙ 한국도로공사
∙ 희망 회원사(자사 방법론･장비 활용, 필요시 장비 대여)
∙ 희망 회원사(자사장비, 필요시 장비대여)
∙ 국토지리정보원 사업 계약자
∙ 희망 회원사
∙ 국토지리정보원 사업 계약자

ⓔ 점군취득
ⓕ 객체생성/수정(가공)
ⓖ 품질검사(인증)
ⓗ 활용 및 피드백
ⓘ 기준점 측량

∙ 희망 회원사

∙ 회원사
∙ 회원사
∙ 국토지리정보원, 희망 회원사

* 변화탐지, 점군취득, 객체생성, 플랫폼 추가개발을 위해 회원사에 직접 비용지원 불가.
점군취득과 객체생성을 비용 문제로 회원사가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국토지리정보원이 사업으로 발주하여 선정된 업체
가 이를 수행
** ⓐ, ⓒ, ⓘ는 모든 시범사업 유형에 공통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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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범사업 유형별 정의
□ 시범사업 유형별 업무 프로세스 및 참여주체 정의
∙ 사업의유형별로필요한업무를앞서제시한업무단계를순차적으로연결하
여구체화하였음
∙ 업무단계별로가능한수행주체를참조하여, 회원사의수행이불가한경우국
토지리정보원의사업발주를통해지원하는것을제시하였음
□ 유형 ① > 정밀도로지도 공동구축 사양 정의 및 시험구축
∙ 국토지리정보원기존사양을기초로하여, 공동구축체계에적합한신규데이
터사양도출및시험구축하는것을제안하였음
∙ 해당업무: ⓑⓔⓕⓖⓗ or ⓑⓕⓖⓗ
∙ 회원사간논의를통해공동구축점군취득및가공표준마련
∙ 도로특성별시범구간에대해신규사양정밀도로지도구축
- 신규사양점군구축이필요하지않은것으로판단될경우기존점군활용
- 도로특성별유형> ①-1 고속도로및자동차전용도로
①-2 교외지역신호구간
①-3 도심지도로
표 4-3 | 시범사업 유형 ① 세부 내용
시범사업 유형
목표

① 신규사양 정밀도로지도 구축
국토지리정보원 기존 사양과 다른, 신규 데이터 사양 도출 및 시험구축
- 신규 사양 점군 취득이 필요한 경우

작업순서도

- 신규사양 점군 취득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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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필요사항

하위 유형

단계별 참여사

- 공동구축 데이터 표준(점군 취득, 객체 가공)
- 시범사업 구간
* 기 구축구간 중 일부를 선정하여 데이터 비교 고려
- 업무단계별 참여사
하위 유형
②-1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
②-2 교외지역 신호구간
②-3 도심지 도로
ⓑ
ⓔ
ⓕ
ⓖ
ⓗ

업무 단계
공동구축 데이터 표준 마련
점군 취득
객체 생성/수정(가공)
품질검사(인증)
활용 및 피드백

대상구간
회원사 간 협의로 정의
참여사
회원사
회원사, 국토지리정보원 사업발주 가능
회원사, 국토지리정보원 사업발주 가능
회원사
회원사

국토지리정보원 점군취득을 위한 장비 대여
사업 발주: 공동구축 데이터 표준에 따른 점군 취득 및 데이터 객체 생성/수정
지원사항
한국도로공사
지원사항
도출 결과

없음
공동구축 데이터 취득 사양 정의
도로특성별 공동구축 데이터 가공 사양 정의
공동 가공 범위 정의

□ 유형 ② > 정밀도로지도 공동갱신
∙ 국토지리정보원이기구축한데이터에대한갱신업무시나리오테스트로, 도로
관리청의공사정보제공에의한갱신과변화정보탐지에의한갱신으로나누
어추진하는것을제안하였음
유형 ②-1> 도로관리청 제공 공사정보에 의한 갱신 (ⓓⓔⓕⓖⓗ or ⓓⓕⓖⓗ)
한국도로공사의 공사계획정보를 제공받아 갱신필요구간 도출 및 데이터 갱신
유형 ②-2> 참여사 변화정보 탐지에 의한 갱신 (ⓓⓔⓕⓖⓗ or ⓓⓕⓖⓗ)
회원사의 방법론, 보유한 장비 및 임대한 장비를 활용하여 변화정보를 탐지하여 제공하고, 이 정보를 활용하여
정밀 도로지도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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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 시범사업 유형 ②-1 세부 내용
시범사업 유형
목표

②-1 도로관리청 제공 공사정보에 의한 갱신
- 한국도로공사의 협조로 기존 정밀도로지도 갱신 프로세스 테스트
- 국토지리정보원 기구축 구간 갱신 테스트

작업순서도

결정 필요사항

단계별 참여사

- 시범사업 구간: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기구축한 고속도로 구간 중 시범사업기간동안 한국도로
공사의 계획에 의한 변화가 일어나는 구간
- 점군 데이터 사양(안): 기존 지리원 데이터와 동일한 사양
- 가공 사양(안): 기존 지리원 데이터와 동일한 가공방법
* 유형①에서 도출된 신규 데이터 사양 적용 검토
- 업무단계별 참여사
ⓑ
ⓔ
ⓕ
ⓖ
ⓗ

업무 단계
변화정보 제공
점군 취득
객체 생성/수정(가공)
품질검사(인증)
활용 및 피드백

참여사
한국도로공사
회원사, 국토지리정보원 사업발주 가능
회원사, 국토지리정보원 사업발주 가능
회원사
회원사

국토지리정보원 점군취득을 위한 장비 대여
사업 발주: 점군 취득 및 데이터 객체 생성/수정
지원사항
한국도로공사
지원사항
도출 결과

도로공사 계획 제공
공사정보 구성 요구사항
공사정보 전달방법(플랫폼 내 기능) 및 전국도로 확산방안
플랫폼 내 갱신 프로세스 설계

표 4-5 | 시범사업 유형 ②-2 세부 내용
시범사업 유형
목표

②-2 참여사 제공 변화정보에 의한 갱신
- 회원사가 수집한 갱신정보를 이용한 국토지리정보원 기구축 구간 정밀도로지도 갱신 테스트

작업순서도

결정 필요사항

- 시범사업 구간: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기구축한 고속도로 구간 중 시범사업기간동안 한국도로
공사의 계획에 의한 변화가 일어나는 구간
- 점군 데이터 사양(안): 기존 지리원 데이터와 동일한 사양
- 가공 사양(안): 기존 지리원 데이터와 동일한 가공방법
* 유형①에서 도출된 신규 데이터 사양 적용 검토
- 업무단계별 참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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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참여사

ⓑ
ⓔ
ⓕ
ⓖ
ⓗ

업무 단계
변화탐지
점군 취득
객체 생성/수정(가공)
품질검사(인증)
활용 및 피드백

참여사
회원사
회원사, 국토지리정보원 사업발주 가능
회원사, 국토지리정보원 사업발주 가능
회원사
회원사

국토지리정보원 변화탐지 및 점군취득을 위한 장비 대여
사업 발주: 점군 취득 및 데이터 객체 생성/수정
지원사항
한국도로공사
지원사항
도출 결과

없음
공동구축체계 데이터 갱신을 위한 회원사 제공정보 사양
플랫폼 내 회원사 제공 정보에 의한 갱신 프로세스 설계

□ 유형 ③ > 정밀도로지도의 활용 다변화를 위한 도로시설정보 추출
∙ 정밀도로지도제작을위해취득한점군및가공데이터의다목적활용가능성
을 테스트하기 위해 가장 연관성이 높은 도로시설정보 추출을 시범사업으로
수행하는것을제안
표 4-6 | 시범사업 유형 ③ 세부 내용
시범사업 유형
목표

③ 점군 데이터 활용 도로 시설관리를 위한 데이터 가공
- 시범사업을 통해 취득된 점군 데이터를 활용하여 도로관리청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관리를
위한 정보구축 테스트

작업순서도

결정 필요사항

단계별 참여사

- 시범사업 구간
- 점군 데이터 사양(안): 기구축 점군 데이터 사용
- 가공 사양(안): 한국도로공사에서 지정한 사양으로 가공
업무 단계
ⓕ 객체 생성/수정(가공)
ⓖ 품질검사(인증)
ⓗ 활용 및 피드백

참여사
회원사, 국토지리정보원 사업발주 가능
도로관리청
도로관리청

국토지리정보원
사업 발주: 도로관리청에서 필요로 하는 사양
지원사항
한국도로공사
지원사항
도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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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가공 사양 지정
도로관리청에서 도로시설관리정보 구축을 위해 필요로 하는 점군 및 영상 데이터 사양 도출

3. 시범사업 추진방안
□ 회원사 간 협업을 통한 시범사업 추진
∙ 향후구축업무의협업을적극적으로시험하기위해시범사업중일부는회원
사간협업을통해추진하는것이좋을것으로보이며, 다음과같은사업유형
을회원사간의협업을통해추진할수있을것임
∙ (구축) 다수의회원사가공통적으로원하는지역에대해정밀도로지도구축에
대한경험축적을원하는회원사가점군데이터취득및가공을담당하고, 결과
데이터를공유하여활용･검증
- 국토지리정보원은MMS 장비를대여하는방식으로지원

∙ (갱신) 한국도로공사가고속도로상의공사정보를제공하여정밀도로지도시
범갱신
∙ (갱신) 테스트가능한변화탐지센서를개발한회사가존재하는경우타사가
운영중인공유차량등에장착하여변화탐지의정확도및비용절감가능성테
스트
∙ (도로시설정보추출) 한국도로공사가고속도로시설정보추출및시설관리를
위한점군데이터활용도검증
∙ (공동구축정밀도로지도데이터표준마련, 품질검사) 도로데이터제작에전
문성이있는회원사가주축이되어공동구축데이터표준을제시하고구축데
이터인증방안마련
∙ (정밀도로지도활용및피드백) 정밀도로지도를활용하여차량제조및서비스
구축을목표로하는회원사에서정밀도로지도구축결과를활용해보고피드백
제공

제4장 자율주행 관련 정밀도로지도 기술수요 조사 ･ 49

□ 국토지리정보원 시범사업 발주
∙ 국토지리정보원은앞서제시한시범사업중위와같이회원사가수행가능한
범위외의내용에대해서는과제로발주하여그결과를공유하고, 정밀도로지
도공동구축체계의틀을마련할수있도록지원
∙ 데이터의활용성을높이기위해점군데이터에서도로대장정보, 국가기본도추
출등자율주행목적외의활용가능성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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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5

정밀도로지도 공동구축 추진 관련 현안 및 대응방안

1. 공동구축 추진으로 민간산업 발전과 공공 도로관리 데이터 개선
□ 민간산업 발전기반 마련
∙ 자율주행및정밀도로지도관련산업은그초기단계이므로, 원활한신산업발
전이이루어질수있도록공동구축체계가초기투자비용절감및비즈니스모
델다변화에기반역할수행필요
□ 공공 도로관리 데이터 개선기반 마련
∙ 공공의 도로관리 데이터는 각 도로관리청이 독립적으로 구축하고 있어 통합
활용이어려우며, 향후자율주행시대에요구되는도로관리를위해서는개선이
필요
- 지속적으로갱신되는정밀도로지도를활용하여도로관제, 시설관리, 안전관리등
에있어자율주행시대에요구되는공공의역할을지원하는데이터마련

그림 5-1 | 정밀도로지도 공동구축체계를 통한 민간-공공 협력 방안

출처: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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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효율적 정밀도로지도 갱신방안 마련
□ 구축물량 선확보 보다 갱신방안 마련이 중요
∙ 갱신방안을마련하지않고구축한데이터는구축된시점에서머지않아신뢰도가
낮아지게되므로, 정밀도로지도가구축된구간에대해서는갱신방안마련이필요
∙ 국무조정실로드맵1)에의하면2020년레벨3의조건부자율주행이고속도로
를 중심으로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0~2025년 사이에 신호등이 있는
주요도로에서자율주행이가능해질것으로예상하고있음
∙ 미래자동차산업발전전략에의하면2024년까지주요도로(국도, 주요도심)에
대한정밀도로지도구축을완료하고, 2030년까지전국모든도로에대한구축
을완료할계획
∙ 따라서정밀도로지도가구축될도로에대해갱신방안을순차적으로마련할필요
□ 민간 정밀도로지도 분야와 도로･교통 관련 공공기관 간 협력관계 마련 필요
∙ 민간사는 정밀도로지도 구축을 통해 도로관리에 필요한 데이터를 지원하고,
도로관리청, 경찰청 등 관련 공공기관은 자율주행에 필요한 도로 데이터 구
축･갱신을지원하는협력관계마련필요
∙ 민간이개발한정밀도로지도구축기술을적용하여공공의도로관리데이터를
개선할수있는방안을마련하여, 공공데이터의개선과함께민간생산데이
터의활용처다변화방안모색
∙ 민간이도로에일어날변화를미리정확하게파악하여자율차탑재데이터에
변화를반영하는시점을앞당길수있도록, 도로관리청, 경찰청등공공기관
은예정된변경사항제공등지원필요
1)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보도자료 (2018. 11. 7) 자율주행차 선제적 규제혁파 - 자율주행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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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 정밀도로지도 공동구축체계를 통한 민간-공공 협력 방안

출처: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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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구축체계 운영방안 마련
□ 시범사업을 통해 국토교통부 및 한국도로공사가 적극적으로 민-관 협업모델 마련 후
지자체 확산방안 마련 필요
∙ 2019년까지국토지리정보원이전국고속도로에대해정밀도로지도를구축하
였고, 민-관공동구축체계의시범사업으로한국도로공사가고속도로에대해
제공하는 공사정보(변경정보)에 대한 정밀도로지도 갱신을 수행하는 것으로
기협의
∙ 국도에대해서도로대장정보추출이가능한지를검토하고, 마찬가지로국도
공사정보를정밀도로지도갱신을위해제공받을수있는방안추진이필요할
것임
∙ 이와같이단계적으로민-관협업모델을마련한후정밀도로지도가구축되는
지자체에대해서도확산할수있도록계획수립필요함
그림 5-3 | 정밀도로지도 공동구축체계를 통한 민간-공공 협력 방안

출처: 저자 작성

□ 도로 변화탐지 민간 협업모델 보완을 위한 공공 역할 수행 필요
∙ 민간사간협업에의해상시운행중인차량에변화탐지센서를장착하여시험
운행하는모델이선택되었지만, 해당도로는대부분시내도로이므로고속도
로, 주요간선도로에는상대적으로운행빈도가적을것으로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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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자율주행이보편화로변화탐지센서를장착할수있는차량이늘어나면
변화탐지의 효율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그 전까지는 특히 고속도로,
주요간선도로에대해서위와같아변화정보에대한공공의역할이중요할것
으로판단됨
□ 공동구축체계 설립방안 마련
∙ 현재정밀도로지도공동구축체계에는공공데이터를구축하는국토지리정보원
과상업적데이터를구축하는민간사, 비용을지불하고구축된데이터를사용
하는최종사용자가모두모여있어공동구축체계를운영하는방안에대해이
견이존재할수있음
∙ 공동의비용으로데이터만구축하여공유하는비영리법인부터공동으로데이
터를구축하여판매까지아우르는영리법인까지다양한대안을비교하여정밀
도로지도산업과자율주행산업생태계를선순환시킬수있는설립방안도출
이필요함
∙ 회원사간인수합병, 협업, 신규창업등향후관련산업계에서나타날수있
는변수를고려한공동구축체계설립방안및운영방안마련이필요할것으로
판단됨
∙ 또한, 일본의사례와같이국내기업이해외진출을위해활용할수있는창구의
역할도공동구축체계설립방안마련에있어중요하게고려되어야할사항임
□ 정밀도로지도 투자에 대한 민간-공공 협력모델 마련 필요
∙ 정부에서목표로하는`30년전국모든도로에대한정밀도로지도구축이완료
될때까지매년일정규모의구축비용이투입되어야하며, 늘어나는구축물량
의최신성유지를위해갱신비용도점차증가할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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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 밀도로지도 구축･갱신을 위한 연간 투입비용 증가 추이 예상

[2024년 구축목표인 주요도로 연장 추정치]
① 고속도로 전체, 국도 4차로 이상, 이외 도로 6차로 이상인 경우 포함: 18,657km
② 고속도로 전체, 모든 도로 4차로 이상인 경우 포함: 약 29,743km
출처: “관계부처 합동. 2019.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전략, 2030 국가 로드맵”과 “국토교통부. 2018, 도로업무편람”을
바탕으로 구성

□ 민간과 정부가 협력하여 민간산업 이익과 공공 데이터 개선을 가져올 수 있는 투자방안
및 사업구조 마련 필요
∙ 신기술개발을위해민간과공공이협력한사례를폭넓게검토하여투자및사
업구조대안마련필요
∙ 현재 공공의 주도로 정밀도로지도 공동구축체계가 운영되고 있으므로, 향후
운영에 민간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민간의 다양한 수익모델이 파생될
수있도록자유도를유지할필요가있음
∙ 예를들어공동구축체계에서획일화된완성데이터, 혹은과도하게다양한형
태의데이터를만들어제공하면, 특화된데이터를제작하는민간사의입지가
좁아질수있으며, 초기에과도한규제및제도화는민간의자유로운개발에
저해요소가될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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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범부처 협업방안 마련
□ 기존 도로데이터 구축 공공부문과의 역할 정의 및 협력
∙ 현재다양한공공부문에서도로에대한정보를구축하고있으며, 개별적으로
자율주행시대에대응한변화및발전방향을마련하고있음
∙ 향후효율적인투자가이루어지기위해서는범부처의총괄계획에따라각 기
관이특화된영역의역할을담당할필요가있으며, 이를모두종합했을때자율
주행시대에적합한정확하고정밀한도로정보가마련될수있도록하여야함
□ 정밀도로지도 공동구축체계에서 수집되는 데이터 활용에 대한 공공성 영역 확보
∙ 정밀도로지도공동구축은관련산업을지원하기위한방안으로써추진되고있
지만, 그와동시에공공영역의도로교통데이터를개선할수있는방안으로도
활용가능함
∙ 정밀도로지도 공동구축체계에 국토지리정보원과 도로공사를 통한 선투자 및
변화정보제공등의방법으로지원이이루어지는만큼생산되는데이터가시설
관리, 주행안전등공공성의영역에서도활용될수있도록민간과공공사이에
합의된추진이필요함
□ 정밀도로지도 및 자율주행 센싱 데이터 유통을 위한 제도 마련과 규제 개선 필요
∙ 자율주행시대에는정밀도로지도및좌표를포함한센싱데이터의실시간유
통필요함
∙ 현제도와규제하에서는정밀한3차원공간정보를실시간으로유통하는것이
불가능하여, 자율주행시대에필요한실시간데이터활용모델및유통모델을
개발하는것이어려운상황임
- 제도개선필요사례: ｢국토교통부국가공간정보보안관리규정｣ 내국가공간정보세
부분류기준에서‘해상도가90m보다정밀하고3차원좌표가포함된3차원공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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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공개제한정보로규정하고있으며, 이중‘도로지역은보안성검토를거쳐
국가안보상위해요인이없는경우공개’ 하도록되어있어, 국가가정밀도로지도
를구축한다하더라도빠른유통및민간의원활한활용이불가능하며민간이구축
한경우에도유사한규제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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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A Study on Promotion of Public-Private Cooperation
to Develop High Definition Map for Autonomous Driving
Seo-youn Yoon, Yunkyung Bae, Junghwa Kim

Key words: Autonomous Driving, HD Map, Public Private Cooperation

High definition map (HD map) for autonomous vehicles is a three-dimensional
map in centimeter accuracy, which is important for safty of autonomous driving.
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OLIT) and Fourteen private companies related to the autonomous technology,
signed on an agreement of private-public cooperation in April 2019 in order to
share costs of creating HD Map for autonomous vehicles among the participants
of the agreement and to expedite creation of HD Map.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design a pilot project for joint HD mapping
and renewal as well as to identify application potentials of the acquired data in
diverse public sectors other than autonomous driving. According to the
interview with the private companies, a new set of regulations specifically
designed for HD maps and autonomous driving, because the current regulations
do not allow easy distribution of HD map over network. We also suggest that
a proper investment plan needs to be developed, which would be a key for
successful public private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f autonomous driving
technology and mobility industry related to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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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APPENDIX

1. 민관공동구축 시범사업 기술수요조사지1)

정밀도로지도 공동구축 시범사업 관련 의견조회
1. 정밀도로지도의효율적이고체계적인구축을위한정밀도로지도공동구축･갱신체
계(이하공동구축체계*)에서공통적으로수행희망하는과업과귀사가개별수행
희망하는 과업 내용
* 공동구축체계란? 정밀도로지도를효율적으로갱신하기위해2020년에설립예정이
며, 당사자간합의한방식으로2030년까지전국모든도로갱신목표
< 참고. 정밀도로지도 관련 업무범위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변화탐지
기준점 측량
(신규) 점군 취득
(신규) 객체 생성
(수정) 점군 취득
(수정) 객체 생성
성과 품질검사
유통

⑨ 활용

: 지도의 신규구축/수정을 요하는 공사 정보 수집 등
: 위치정확도 향상 목적의 기준점 선점, 좌표측정
: MMS 측량 등을 통한 점군 원시자료 획득 및 처리
: 차선, 시설물 등 대상 지형지물의 선형 생성 및 속성 입력
: 변화가 발생된 구간의 원시자료 획득 및 처리
: 변화가 발생된 구간의 점군을 이용한 객체 생성
: 완성된 성과물의 정확도, 완전성, 논리일관성 등 검사
: 정밀도로지도 중간성과물 및 최종성과물을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회원사 또는 합의된
사용자에 제공
: 공동구축한 지도를 비즈니스에 사용 또는 가공 판매

[답변]
(공동수행)
예시) 1, 2, 3, 4
(개별수행)
예시) 6, 8, 9
(의견없음)
예시) 5, 7
* 자사의 입장을 정하기 어렵거나 타 회원사의 의견에 따르는 경우 “의견없음”
** 상기 구분과 다른 업무체계를 제안하는 경우 별지에 자유롭게 제시

1) 본 조사지의 질문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작성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답변 취합, 답변에 대한 상세내용을 구두
조사를 통해 구체화하고, 답변에 기반한 시범사업 유형 도출을 담당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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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구축체계에서 귀 사가 수행하고자 하는 역할(중복선택)
① 변화탐지   ② 기준점 측량   ③ 신규 점군 취득   ④ 신규 객체 생성
⑤ 수정구간 점군 취득   ⑥ 객체 수정   ⑦ 품질검사   ⑧ 플랫폼 구축･운영
⑨ 활용(구축비용 분담)

쇵 기타(
쇬

)

3. (활용계획이있는경우) 귀사의참여목적을고려할때예상활용분야가있고구
축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정밀도로지도 항목은?
① 아래의 국토지리정보원의 구축항목 중 선택(O, X)
명칭

벡터 레이어명

정의
MMS 측량성과 중 점군자료를 표준포맷으로 변환, 좌표
보정한 성과

표준점군자료
사진 성과

MMS 측량의 주행노선에서 촬영한 디지털이미지

기준점 성과

약 1km 간격으로 측량한 기준점 성과(x,y,z)

주행경로노드 A1_NODE

주행경로링크의 연결점을 기술한다

주행경로링크 A2_LINK

주행경로링크의주행경로를기술한다.(주행경로선은반드
시연결성이확보되어야한다.분기및교차로)

구간

도로의 일부분으로써 하나의 차도구간에 대한 정보를 기
술한다. (터널,교량,고가,지하,자율주행금지 정보를 기술)

부속구간

도로구간의 한 유형으로써, 차도구간에 속하지 않는(보도
A4_SUBSIDLARYSECTION 는 제외) 기타 유형의 부속구간(예를 들어, 휴게소 등)을
나타낸다.

주차슬롯

A5_PARKINGLOT

부속구간 등에 존재하는 하나의 주차장(주차슬롯의 집합)
을 표현한다.

B1_SAFETYSIGN

도로교통법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정의하고 있는
(교통)안전표지를 기술한다. 구체적으로 도로표지 및 노면
표지를 제외한 주의, 지시, 규제 및 보조 표지에 대한 정보
를 기술한다.

B2_SURFACELINEMARK

안전표지의 세부유형에 해당되는 노면표시들 중 선형태의
규제표시를 기술한다

노면표시

B3_SURFACEMARK

안전표지의 세부유형에 해당되는 노면표시들 중 선형태의
규제표시가 아닌 그 외의 노면 표시를 기술한다

신호등

C1_TRAFFICLIGHT

교통안전시설로서의 신호등을 기술한다.

C2_KILOPOST

고속도로 등에 설치되어 있는 킬로포스트를 기술한다.

안전표지

노면선표시

킬로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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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_DRIVEWAYSECTION

필요
(O, X)

명칭

벡터 레이어명

필요
(O, X)

정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차량방호안전시설편에서
차량방호안전 C3_VEHICLEPROTECTION
설명하는 안전시설을 기술한다. 이는 중앙분리대 및 가드
시설
SAFETY
레일 시설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과속방지턱

C4_SPEEDBUMP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과속방지턱편에서 설명하
는 안전시설을 기술한다

높이장애물

C5_HEIGHTBARRIER

주행에 있어 참고해야 하는 높이제한을 부여하는 다양한
시설에 대한 정보를 기술한다

C6_POSTPOINT

신호지주, 교통시설지주 등에 대한 정보를 기술한다

지주

* 구축항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 파일 참고

② 기타 항목(

)

4. 기 구축 정밀도로지도의 문제점은
[답변]

5. 정밀도로지도에 대한 요구사항(필요한 사항)
[답변]

6. (활용계획이있는경우) 공동구축정밀도로지도의품질중귀사의입장에서가장
중요한 것
① 수정의 신속성   ② 완전성(누락 없음)
④ 논리일관성(속성입력의 오류 없음)

③ 위치정확성

⑤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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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활용 계획이 있는 경우) 귀 사의 활용목적에 적합한 지도 정확도
① 10cm
⑥ 기타(

② 25cm

③ 50cm

④ 관계없음   ⑤ 모름(아직 알 수 없음)

)

8. 정밀도로지도 구축의 원시자료인 점군자료의 적정 점밀도(pt/m2)
* 현재국토지리정보원작업규정은400pt/m2 이상으로MMS 측량하도록하고있으며,
실제취득되는점밀도는m2당1,500~2,000pt임. 점밀도가높으면정확한묘사가가
능한반면취득, 처리, 유통비용이상승

① 400

② 1,000

③ 2,000

④ 관계없음   ⑤ 모름(아직 알 수 없음)

9. 시범사업*에서 희망하는 과업내용(중복선택)
* 시범사업이란? 공동구축체계의실현가능성을확인하고구체화하기위해설립위원
회회원사가역할을분담하여수행하며, 회원사참여만으로달성이어려운과업은국
토지리정보원이경쟁입찰을통해사업자선정하여추진

① 정밀도로지도 신규 구축   ② 기 구축 지도 수정
③ 공동구축 데이터 표준 확정 
④ 플랫폼 계획수립   ⑤ 플랫폼 시범개발
⑥ 공동구축체계(단체) 설립방안 컨설팅   ⑦ 비용산정 컨설팅
⑧ 기타(

)

10. 시범구축에서 귀 사가 수행하고자 하는 역할(중복선택)
① 변화탐지   ② 기준점 측량   ③ 신규 점군 취득   ④ 신규 객체 생성
⑤ 수정구간 점군 취득   ⑥ 객체 수정   ⑦ 품질검사   ⑧ 플랫폼 구축･운영
⑨ 기타(

)

* 참여는회원사전체또는일부와성과물공유를전제로함

68

11. 정밀도로지도 구축･갱신과 관련하여 구매 필요한 장비 또는 시설
[답변]

[사용목적]

12. 시범사업에서 구축 희망하는 구체화된 데이터모델 유무
① 없음   ② 있음(가능한 경우 별지에 작성)
13. 시범사업의 적정 사업물량(10번 문항의 역할을 수행 가능한 범위)
① 50km 이내   ② 100km 내외   ③ 많을수록 좋음   ④ 기타(

)

14. 공동구축체계가2030년까지전국모든도로의구축을목표로하고있음을고려할
때 시범사업에 적합한 도로의 종류
①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중 유료도로 
② 일반국도 및 지방도 중 자동차전용도로
③ 특･광역시도 중 자동차전용도로
④ 일반국도 및 지방도 중 신호등이 있는 교외지역 도로
⑤ 일반국도 및 지방도 중 도심지 도로
⑥ 특･광역시도 중 도심지 도로
⑦ 중소도시(시･군도) 도심지 도로
⑧ 관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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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시범사업 대상 지역
① 수도권   ② 비수도권   ③ 관계없음
16. 시범사업 구축 범위
① 전국(분산)

② 시･도   ③ 시･군

17. 기타 시범사업에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신 경우 자유롭게 기술해주세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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