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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내용

10:00-10:10

10‘

10:00-10:10

10‘

10:10-12:00

110‘

10:10-10:30

20‘

발표. 아세안 상생협력 국토·도시 ODA 추진방안
- 방설아 부연구위원(국토연구원)

10:30-10:50

20‘

발표. 아세안 국가의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개발협력 전략 연구
- 안예현 부연구위원(국토연구원)

10:50-11:10

20‘

발표. 아세안의 지속가능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협력방안
- 강민조 연구위원(국토연구원)

50‘

토론.
- 강명구 교수(서울시립대학교)
- 조경훈 소장(OCS 소장)
- 권율 소장(대외경제정책연구원) / ZOOM 참석
- 차상헌 국토관(아세안대표부) / ZOOM 참석

11:10-12:00

개회
인사말, 기념촬영 및 장내정리
발표 및 토론
(좌장: 정진규 국토연구원 한반도·동아시아연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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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상생협력 국토·도시 ODA 추진방안
▶ 방설아 부연구위원 | 국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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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ੲѣ ݡ1&#ࡿ ୃ۟ەԬ ଔ࠾ۺ

л࠶ࢺॷ  1&# ࢄࢴٵˮଙВ ɹ Ĝࢅ˯ ࡿ۟ەプ

 ˯ੲѣ ݡ1&#ࡿ ୃ۟ەԬ ଔ࠾ۺ



ୃ۟ەԬ 1&#ʋϖ Ҝ࢝ 2'$ձ ଞ ˓ࠆ˲
ࢂ ˲࢈ ˱ ˁଯࢇ ऎɼଜִ۰ܹࡕ˲˕ ˓ࠆ
˲ࢂ ۘࠉо ۽ʈࠪ  ࡶ۽ʈ࣏



ݣΤ،ࢺॷ˒ ଢ࠶ࢆଋӿ ܶ࣬ୖл 
ݛցઝݤફࢉԂ આʎ؈ ҟࡶ ଥ
ଥ࠹ܹ࣯ оԂЕ ˲࢈ ˱ ּࢶࡶ ૦ଡଞ
˲ੵŘѦ ݤ2'$ऑࢇ ʈ



2'$߾ оଞ ࢉѦࢶ एࡕ Ѱ̛ࠪ ˓ࠆ˲ࢂ ˲࢈
˱ԂЕ ˁࢿࢶ Ѱ̛ɼ ߦվଞ ۘଢ଼߾۰ۘۢ
ԯ 2'$ࢂ एଯࢺ˕ ࢽॺ ؏߇߾ оଞ ˈॲࢇ
ଗࡁଡ

 ˯ੲѣ ݡ1&#ࡿ ୃ۟ەԬ ଔ࠾ۺ

߂ ࢴٵ ۟ەԋ ऎѵ˅ ࢎВ ˯ੲśѣ ݡ1&#ࢴԕ˒ ୀࡳ ऎЬଙ˅
ऌܓɹЙଛ ࢴֹ૯ Ю ࡳۺଛ ߂˯ ߄ۼੲśѣ ݡ1&#ࡿ ୃ۟ەԬ ऎ،߄ ࢼݡ

 ˯ੲѣ ݡ1&#ࡿ ୃ۟ەԬ ଔ࠾ۺ

 ˯ੲѣ ݡ1&#ࡿ ୃ۟ەԬ ଔ࠾ۺ



ۘۢࢶ ˲ੵŘѦ ݤ2'$Е ୃԬл ˯ەлଛ રચμ ˅ࢄࢳ̘࢝ࣵ࣎ ˒ݨଟࢳࢆ ࢸ̏
̑Ը ؠːːɹձ एଯଥߞ ଡ



Ӗଞ ˓ࠆ˲˕ ܹࡕ˲ ɾ߾ ˲ੵŘѦ ݤʎ؈ԯࢇ ̘ܺ˒ ʾଲࡳ ˅ۉરВ ʝԋ ˔ˀɹ ߂П
˅ Ğଞ͆ ەୋࡿ ࢄࢅࡳ ˮଙВ ˔ˀğӿВ ࢆࢴ ࡿݢୗࢇ ଗ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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ইࣁউ Ҵషǁبद 0%"࢚ࢤഈ۱ ୶ߑউ

 ߂˯ ߄ۼੲѣ ݡ1&#ࡿ ୀ˒ ࢧࢷ

ݛԝ ࢆˮ  ࢄࡪٵϦ˅ ӓଛ
ऋɹ ࢎ ۼВ ߝײվࢆ
ѣω߂ݡଔնଓ ѣٵ ࡿݡ
ː࣬ ݢʝऌ
㞃㙿:RUOG%DQN:ROG'HYHORSPHQW,QGLFDWRUV :', 㘟ᛇ
KWWSVGDWDEDQNZRUOGEDQNRUJVRXUFHZRUOGGHYHORSPHQWLQGLFDWRUV 㝃㉬ㇸㅣ 

߄ࢴଛ ѣࢄ ݡѭ˽ࡳ ୖؼ

㞃㙿:RUOG%DQN:ROG'HYHORSPHQW,QGLFDWRUV :', 㘟ᛇ
KWWSVGDWDEDQNZRUOGEDQNRUJVRXUFHZRUOGGHYHORSPHQWLQGLFDWRUV 㝃㉬ㇸㅣ 

ইࣁউ Ҵషǁبद 0%"࢚ࢤഈ۱ ୶ߑউ

 ˯ੲѣ ݡ1&#ࡿ ୀ˒ ࢧࢷ

9ϗɾ ODA एষ ϼ˃ߟࡵ 24.6߮ٙ
ѦԻˬ > ঋѦˬ>Ϩডʎ؈>ܹԯ߾οए
̛ ৴۶લ ࢽॺٗߞࢂ 9ϗɾ দߖࡵ 6,300փٙԻ ѦԻ
ˬ ϼ˃ߖࢂ 3% ࣱܹ

-

-

2011ϗ ˲ੵ·Ѧ ݤODA  ࡵࣸٸ25.18%, 2019ϗ߾Е 14.10%
ѦԻ  ঋѦࢂ Ի ˬٗߞɼ ࢸо ࣸٸ
ࡪۘࡕ࣏ ࣸࢉ ࢂݪԂ ʢ۶࣯ࡢ ߶یԻ ऑ
ʎ؈৴۶લ ٗߞࢉ ࣯ʠ ࢽॺ˗չ, ࢵԲ࣯, ˬࢽॺ, Ѧݤ
ʎ؈ ˗չ ٗߞЕ ODA एষ দߖࢂ 0.75%, ˲ੵ·Ѧ ߞٗݤODA
ࠖ ࢂۏ4.24%

ѣԸ, ঈѣ ܶ Ԭμऌ Ҝ ʟ۳ ࢆଋӿ ࣵ ݧ/ ϥঞऌࠄ ʋ ߳ۉବ
ࢿ८ ˲ࢿʎ؈ԯ ̛˃ق ܹվ߾ Ҭհ ˲ੵ㺃Ѧߞٗݤ2'$ऑ؏ଯएࠇʎ؈ଝୣए   

ইࣁউ Ҵషǁبद 0%"࢚ࢤഈ۱ ୶ߑউ

 ˯ੲѣ ݡ1&#ࡿ ୀ˒ ࢧࢷ

•

˲ੵѦݤODAԂЕ Ѱࢊ
Activity߾ оଜࠆ ݤ ߶یଭ̛
˗˕ ࢇଭ˃ɼ ࢝ـଜʯ ߳
ୁ ࡸ.

•

 ߶یЯ˃߾ ҬԂ۰ ৴۶લ˕
આʎ؈Ի, ࢢࡕ߾ ҬԂ
ODAࠪ ٸODAԻ ˱ٗ

•

Ьٕঈ ॳࠆ ୃ߾ݨ۰, ଢ
ࢶ ˲ੵ·Ѧ ݤODA  ߶یऑ
˕ ࠉ˃ ୪˕ձ ˱ୃࢇ ݒए
߉ࡸ

•

ଞ˲ࢂ ଢѹ ODAԻ۰ ୪˕
ؿЬ ɽ ٕঈࢂ Яࢊ ODA ی
߶ ऑଭࢂ ଞ˃߾ ˱ܖѻ

ଟࢳ ˯ੲݡODAࡿ ࣵ ࢄݧѵВ ଟ˔ն ʝοةࢆ ؼࢺ߳ۉ ࠧݘੲն
ˮলࢄ ଔ࠾

ইࣁউ Ҵషǁبद 0%"࢚ࢤഈ۱ ୶ߑউ

 ˯ੲѣ ݡ1&#ࡿ ୀ˒ ࢧࢷ
ˮٔ

ୃԬୀ

1&#
ࢄପࢳݥ
ٔۮ

˲ੵŘѦߞٗݤЕ ѣԸঈѣࡿ ࡨԸ˩ٔߛ  ࢄࣵٵϦ˅ࢇ ࣸ ࡪۘࡕ࣏ࢂ ࢉԂ ʢ۶ࣸٸ ۏࠖ ߶ی
ࢇ ϩߑएփ ѣݡˀୡࢺॷʋ˔ն Ҝ ৱ۳ય ٔߛࡿ 1&# ࡲࣵٵΩࡲ ࢎ
Ѧݤʎ؈ ˗ ؿ߶یЬЕ ۚցࡶࡋѰ ҟ ϥঞʋ ࡿ߳ۉବࢇ ʈଡ

1&#
˯ɹୃԬࢴԕ
ٔۮ

˲ɼԯࢷԘ &RXQWU\3DUWQHUVKLS6WUDWHJ\ࢇଜ &36 ࣸࢺԯٗߞ߾ ˯ੲśѣߛٔݡɹ ࢴەԕ ٔߛ
Ը ѵߪ ࢎऌ ߆˅ଜࡢࢂ ˬיएࠇʎ؈ ҟ ʎߞٗ ࢶطԻ ΟЈ߭ ߭ࢷԘ˕ ࢊଜЕ ߶ی؈˵
ࢇ ݒए ߉ࡸ
एࠇʎ؈ٗߞЕ оٕٗ Ϩডʎ؈ࡶ ּࢶࡳԻ  ࢇ߶ی؈˵Ѹ߭ ˲ੵࠪ Ѧݤʎ؈ࡶ ࡢଞ ଢࢶ ʎ؈˃
ࡶ ܹࡈଜए ׃ଜЕ ଞ˃ɼ ࡸ

˯ੲśѣݡ
1&#˔ԭ
ࢺॷ

ࢿ८ 2'$̛˃قࡵ ؼʟ۟ʾࢼ ࢆଋӿ ʋ˒ଚି̘ݣ୬лࡸ˒ ˔ԭѶ ˯ੲśѣ ߛٔݡऎ˒
ࢼձ ʉˈ ˈʎ؈ࢢࡕ  ԯ؏ ݥЬɽɾ̛߶ ॳࠆձ ࣯ࡁ ܹЯࡳԻ ૦ଡଜࠆ ěۘۢࢂ ˲࢈ ݨ
ୃĜࡶ एଯଡ
ଥ࠹ܹ࣯ ԯ ࢿˈ ˈ Ѧ ؏߇ࡵ ܹ࣯ˈࢿ ࢶݨձ ࡢଥ ˈٕɼ આʎ؈ ࢷ ߶یࡶ ʈ࣏ଜֲ
1&#ծ ࡅଛ ࢆଋӿ ઃʋ ʅ୕ձ ૦ଡଡ

˯ੲśѣݡ
1&#
ࢧࢷ߄ۉ

ࢷԘ ˃ۘ ˯ ࡵࢺࢿחੲśѣݡʋٔߛծ 1&#ࡿ ٔߛԸ ؼВ ࢆْ࣍ ࢄݢବˈѦ ࠪݤएࠇʎ؈ঈԠ
ːɻ ࣵ ݧʋࡳ ଛ ࢴԕ ӓВ ɹࢄғӿࢆࢄ ْ࢟ଞ
 ˓ࠆ˲˕ ˬٸଥ ८طѹ ࢷԘԻ̐Ԓࢇ ٕ࣐ଜˈˁࢪԯࢇ άࡵ ଜҖ ࢉԂ  ࢇࣸٸ ߶یϩࡸ
ܹࡕ˲ ࢠ߾۰ ऐ˗ࢶࡳԻ ࢇଥଜˈ جցੈଟ ܹ Е ࡉչΟԂࢂ ˲ੵŘѦ ݤ2'$ֻљࢇ ଗࡁଡ
Щْঅ ऎࡰԸ ଟࢳࢄ˅ ࠆ ˒ۺ߳ۉ ࢳܓѣ˒ ̘˔ ɻ ࢺؼːࡧࠆˀ ऎ ୃࡿɹ ݏऌ ߆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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ইࣁউ Ҵషǁبद 0%"࢚ࢤഈ۱ ୶ߑউ

 ଢ࠶̘˔ ۉԴ ࢷۉݡ 

• ߅˲ ࢉ˲ࠆ˓ ࡁ࣯ ߇ۿ, ѧࢊ, ࢊق, ࣯, ଞ˲
ࢂ ࡕ̛؆ ࡕ࣏एܹ ˬٸʼ˕
• ࡉչΟԂ߾ ٸଥ ۘоࢶࡳԻ ˲࢈˱ࠪ ODAࢂ ̛
ࡕقࢂ ̎ࡶ ࢇՔЕ ࡕ࣏ձ ऑଜˈ ࡸ

• ࢊ ࡵقODAࠪ ɾઆձ ʼଢଞ ݨଭࢷԘ˕ આ
؏߇߾ оଞ ěߦओࢂ ࢉԂ(Quality Infra)’ ࢷԘ
ࡶ ࡪؿ
• ‘ɾ̛߶ ଥ࠹ܹ࣯ оĜձ ODA ۘࡢ ּԻ ऐࢻ
ࢶࡳԻ ҖԜΰए ߉ˈ, ˲ࢂ ʈࢺ˕ ˓ࠆ˲ࢂ 
ɾٗߞ ॳࠆɼ ܹࡕ˲߾ Е ࢇ࢈ࡶ ۶ָଜֲ
ɾ̛߶ ऑষࢂ ଗࡁ ࡶ۽ʈ࣏(JICA 2017, 12)

ইࣁউ Ҵషǁبद 0%"࢚ࢤഈ۱ ୶ߑউ

 ଢ࠶̘˔ ۉԴ ࢷۉݡ 

•

ѣ  ݡऌࠄʋ ٔߛ ɹࢄғӿࢆ ܶջ (2017)

•

- ࢊ ࢂقʎ؈ԯ ଲࢠ, ࢉԂݛઝԝঙ ݛݤ੬ ܹষ ࢷ

Ԙ ؆ࠒ, ࢷԘࢶ ցݛਫ਼ ଐԐ ࢇଭࡶ ̛ࡳقԻ ࢽॺܹվ

ࢆݠˀୡ

•

- ߳ݘચն : Ѧݤएࠇʎ؈ ցݛਫ਼ଐԐ ۽
- Щࡈݘચն : ցݛਫ਼ଐԐ ࡢ ࡶୃݨଞ ࢉԂ Իࣀ
ઝ ̖ࡱ एࡕ, Ѧ˗ݤչ ࠇԛ ʈ ̛ܽ एࡕ ҟ

2010ϗ 12߮ٙ߾۰ 2024ϔ 30ٖ߫ ѣ߳ۉ̊ݣ ߛٔݡ

1960ϗ ୯؆ٕਫ਼ ѣ(ߛٔݡurban development) एࡕଜ
ֲ ADB ࢴ ५˔ࡿ ߜ 11% ५ऌ

•

‘ؼЩ  ࡲ̘ࣗێѣݡրҗ̘’ձ ࡢଞ ࡋࠒ˃ࡶ ؈ଜ
ˈ 5ʎϗ ּ ܹվ

ইࣁউ Ҵషǁبद 0%"࢚ࢤഈ۱ ୶ߑউ

 ଢ࠶̘˔ ۉԴ ࢷۉݡ 
ˮٔ
ࡒ ̘ଛ ˯ࢅ ˮ

έࡅ
 ˲ࢿࢶ ̍ ˕إ2'$ ࡕ ΰ߾۰ ऑѸЕ ˲࢈ձ ࣱܹଥߞ ଡ

 ࡉչ ̛߶ࢂ ଥ࠹ऑষࢇ 2'$ ࢷԘࢂ ۘࡢּɼ Ѻ ܹ ߷ࡸࡶ ࢉएଥߞ ଡ
ୃ۟ەԬ 1&#ऎࢴԕ
ˮ୕

 ۘۢԯ 2'$ɼ ઞ ଗࡁଞ ˲ੵŘѦߞٗ ݤձ ࣸࡳݪԻ ࡕ̛؆ࢂ ۘۢࢶ ࡕ࣏ ࢇଭ
؏߇ࢇ ૦ଡѹ ࢷ ٕۿԘࢇ ଗࡁଡ
ࠖ ࣸࢺ Ի̐Ԓ ࢇଭ̛˗ࠉ˃ ࢢࡕ ؿળઝο˱ ݫ ҟࡶ ૦ଡଡ

߂ ߄ۼऌࠄːѭ ୃԬ

 ߅ ߇ۿएࠇ˓Ѱࠪ एࠇԯ 2'$ ʈձ ࡢଞ ࢿѦ  ࡶࡕࢢ ցଡ

ʅ୕

 ࢷԘ ࢇТ܈ફࠇ ٱԛʈ ҟ ࢉԂ ʎ؈ࡶ ࡢଞ ট̛Я˃ एࡕࡶ ʈଥߞ ଡ

ˮٔ

έࡅ
• ˲ࢿࢶ ࢂࢿ ࢇଭ˕ ʎѦ˲ Ѧݤʎ؈ ܹࡁ оࡻଟ ܹ Е Ѧݤʎ؈ 2'$ ࢷԘ ܹվࢇ ଗ

˯ੲśѣ ݡ1&#ࢴԕ ଔ࠾

ࡁଡ
• ઞ ˲ੵ एࠇ Ѧ ݤɾ ˃ࢶࢇˈ ࠉ˃ ۽Е ʎ؈ࡶ ࡢଥ ˲ੵ एࠇ ʎ؈ࡶ ૦ଡଞ ˓
ɾʎ؈ ࢷԘࢇ ࣸࡁଡ

• ˲ੵŘѦ˓ ݤɾ ˃ ߇߾۰ Ьٗߞձ ଢଜЕ ʎ؈˃ࡶ एଯଥߞ ଡ
ଟࢳ ʋˀୡ ऌବ

• ˲ੵŘѦݤʎ؈ ࢇଭࢂ ࢷ 㐀 Я˃߾۰ Яࡢ ߶یɾ ࢇଭ ࣯ ɾ ଢࢶ ࢻ̒ ˃ɼ ࣸࡁ
ଡ

ѣݡʋ ࣬࠾ ࡿࢼ ࣮ܶ

• Ѧ̛ ݤট ࢉԂ एࡕ Ѧ˃ݤ ࣸࡁ ۽ʎ؈ࢢࡕࢂ एܖɼМ̛ ۽୯ض ࢢ  ˗չ
ԂЕ ˓ѹ ࣯ࡁ ʎ؈ ࣯ࢿձ एଯଜЕ ࢷԘܹվࢇ ଗࡁଡ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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ইࣁউ Ҵషǁبद 0%"࢚ࢤഈ۱ ୶ߑউ

 ʹԺ ߬ࢼॷࢺ 
•

ܹࡕ˲ࢂ ʎ؈୪˕ ऎऑ˕ ˓ࠆ˲ࢂ ˲࢈ ˱ɼ ̎ࡶ ࢇՔЕ ࢻࢺ߾۰ ۘۢԯࡶ ଥ ߱ࡶ ܹ
Е ܹࡕ˲˕ ˓ࠆ˲ࢂ ࢇ࢈ࡶ ٗ۱ଜˈ, ࢇԻٕਫ਼ ěۘۢࢶ ˲ੵ·Ѧ ݤODA’ࢂ ̛؏قଯ˕ ࢽॺ؏߇ࡶ
ࢿݤଡ

ইࣁউ Ҵషǁبद 0%"࢚ࢤഈ۱ ୶ߑউ

 ʹԺ ߬ࢼॷࢺ 

 㮇oᶫⳃ 2'$♻❧㙿 㮜㽐↜ ⯿⎤

 㮇oᶫⳃ 2'$ᗧ⚫ 㻫≃ ㅛ㽰ᚫ䁴

ইࣁউ Ҵషǁبद 0%"࢚ࢤഈ۱ ୶ߑ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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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개요

연구의 필요성
▪ 아세안 국가들은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플랜(MPAC) 2025의 이행, 역내 통합과 개발격차
완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인프라 분야의 연계성 강화가 주요 아젠다
- 문재인 대통령은 아세안 연계성 강화를 위한 협력을 강조하면서 한국의 교통·에너지·스마트시티 분
야의 강점을 활용하여 아세안의 인프라 건설 확대를 선언

▪ 2017년 11월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People), 번영(Prosperity), 평화(Peace)를 기반으
로 한 신남방정책을 발표
▶ 아세안의 지속가능한 인프라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객관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국토정보를 활용한 새로운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방안을 마련할 필요

연구 목적
▪ 아세안의 지속가능한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아세안 국토정보의 구축 및 공동활용의 필요
성을 제시하고 아세안 국토정보 구축의 추진전략과 한-아세안의 협력방안을 마련
▶ (공간정보 등의 국토정보를 활용한 인프라 구축방안) 아세안의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기초
국토정보 DB 구축방안과 아세안 10개국이 공유할 수 있는 아세안 국토정보 활용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속가능하며 원활한 한국과의 협력방안을 모색

1

3

연구의 개요

연구범위 및 방법
▪ (공간적 범위) 한-아세안 간 인프라 협력
을 위하여 아세안 10개국(베트남, 필리
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브루나
이)을 대상으로 함

연구의 공간적 범위

▪ (내용적 범위) 국내외 아세안 인프라 협
력 현황, 아세안 국토정보 구축현황, EU
국토정보 공동활용 사례 및 인프라 분야
별 활용예시, 아세안 국토정보 공동활용
을 위한 DB 및 공동활용체계 구축방안을
제시
▪ (연구방법) 한국환경연구원·한국교통연
구원의 아세안 관련 기관과의 협동연구,
아세안 사무국, 한-아세안센터, 공간정
보 업체 등 전문가 의견수렴 등

자료: 저자 작성 (자료: ArcGIS Hub, Countries WGS84,
https://hub.arcgis.com/datasets/UIA::countries-wgs84 (2021년 1월 11일 검색)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대상 지역 작성)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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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개요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아세안 국토정보 기반의 지속가능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한국과의 협력방안

5

2-1

국내외 아세안 인프라 협력 현황: 국내 현황

국내 아세안 인프라 협력 현황
▪ 한국-아세안 간 인프라 협력은 토목, 건축, 산업설비, 전기통신, 용역 등 총 5개 부문, 아세안
역내 건설 인프라 분야에서 한국과의 주요 협력국은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곽성일 외. 2018)
▪ 최근 2015~2019년간 KOICA에서는 아세안 6개 국가를 대상으로 교통물류·환경 분야 등의
인프라 구축 관련 사업을 추진 중(KOICA open Data)
對 아세안 KOICA 교통물류 및 환경 인프라 관련 개발협력사업 (2015~2019)
분야

국가

기간

예산

중앙 중추 도로 타당성조사 사업

‘18-‘20

580만불

간선 도로망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13-‘15

400만불

아시안하이웨이 라오스 구간(8번 국도) 개량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사업

‘16-‘18

350만불

하노이 고속철도 8호선 건설문재인
예비타당성조사(Pre-F/S)
정부 이전 DMZ 관련 주요정책
교통분야 DEEP사업

‘18-‘22

400만불

‘15-‘20

500만불

고속도로 관리 및 제도 역량강화 사업

‘15-‘19

150만불

교통

호치민시 메트로 5호선 2단계 타당성조사 사업

‘15-‘17

500만불

물류

자카르타 경전철 운영 안정화를 위한 역량강화 사업

‘19-‘22

330만불

자카르타 광역 ITS 마스터플랜 수립 및 시범시스템 구축사업

‘19-‘22

550만불

국가도로통합데이터센터 마스터플랜 수립 및 시범시스템 구축사업

‘14-‘17

395만불

수마트라 유료도로 제1구간 건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사 업

‘12-‘15

350만불

항만물류기능 활성화를 위한 수로 개선 타당성 조사사업

‘14-‘17

550만불

3번 및 48번 국도 교통안전 개선사업

‘11-‘15

320만불

중부지역 해양 교통시설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14-‘17

220만불

국가 공항개발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13-‘15

250만불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인프라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사업명

자료: 저자 발췌 (KOICA Open Data Portal. https://www.oda.go.kr/opo/ (2021년 4월 28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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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국내외 아세안 인프라 협력 현황: 해외 현황

해외 주요국의 아세안 인프라 협력 현황
▪ 일본, 중국, EU, 호주 등의 아세안 주요 교역상대국은 아세안과의 인프라 협력을 적극적으
로 추진하고 있음
▪ 국가별로 對아세안 협력 이니셔티브를 발표하고 정부 차원에서 제도적 지원, 자금 확충 등
을 통해 적극적 인프라 구축을 선도함으로써 무역 및 자국기업 진출 활성화를 꾀하고 있음
- (일본) 2015년 양질의 인프라 파트너십 이니셔티브, 2016년 양질의 인프라 수출확대 이니셔티브 추진
- (중국) 2013년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제안, 본격적인 해외 인프라 협력 추진, 특히 2015년 정상회의 시
‘21세기 해상실크로드’ 상호이익 추구
- (EU)‘유럽-아시아 연결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민간부문 투자 유도 및 국제규칙에
기반한 지속가능성 강조
- (호주) 1974년부터 아세안-호주 개발협
력 프로그램을 추진, 인프라 관련 연구 및
역량 강화 지원, 기 진출한 다수 기업의 적
극적 인프라 협력 지원

자료: 국회사무처. 2020. 아세안 주요통계: 상품교역. p.3. (원자료: The ASEAN Secretariat. 2019. ASEAN Statistical Yearbook 2019. p.61, p.68)(2017년~2018년 통계치);
The ASEAN Secretariat. 2020. ASEAN Statistical Yearbook 2020. p.57, p.64)(2019년 통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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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아세안 국토정보 구축현황: 아세안 국가

아세안 국가의 국토정보 구축현황
▪ (조사방법) 아세안 국가별 국토정보 구축현황 파악을 위하여 아세안 국가별 국토정보 관련
담당자(1차)와 아세안 사무국(2차)에 협조 요청, 코로나19로 인하여 아세안 국가별 웹페이
지(3차)를 통해 국토정보 구축현황 조사
- 코로나19로 아세안 국가의 재택근무로 인하여 국가별 담당자와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아 아세안 사무국
을 통해 협조 요청 ⟹ 아세안 국가별 국토정보를 제공하는 웹페이지를 통해 국토정보 구축현황을 조사
하고 공개 가능한 국가별 자료를 획득
아세안 국가
싱가포르

국토정보 구축현황 특징

- 싱가포르 정부는 011년 70개 공공기관에서 공개 가능한 데이터를 제공하기 시작
- 공공분야 뿐만 아니라 민간기관에서도 더 많은 사용자에게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서 데이터를 제공

라오스

- 라오스 정부부처 등의 공공기관, 대학연구소, 국제기구, Open Development와 구축
- 교통 분야의 경우 상대적으로 공간정보를 포함한 국토정보가 다른 분야와 비교하여 미흡하나 환경분야의 공간정보는 환경이나 보건 협력에 활용할 수 있으리라 여겨짐

미얀마

- 미얀마 정부부처 등의 공공기관, 국제기구, Open Development와 함께 구축
- 미얀마의 국토정보 DB는 라오스(642개)보다 두 배 가량으로 구축되어있으나 공간정보 DB는 라오스와 비슷한 수준으로 구축(라오스 26개, 미얀마 37개)

캅보디아
베트남
태국

- 캄보디아 정부부처 등의 공공기관, 국제기구, Open Development와 함께 구축
- 분야별로 다양한 국토정보를 구축 및 제공하고 있으며 메타데이터도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타 데이터와의 융복합 활용이 가능
- 베트남 정부부처 등의 공공기관, 국제기구, Open Development와 함께 구축
- 베트남 정부에서 제공하는 인프라, 교통 등의 국토정보는 주로 2016년에 구축한 데이터로 타 아세안 국가들과 비교하여 국토정보 갱신주기가 길지 않음
- 태국 정부부처 등의 공공기관, 국제기구, Open Development와 함께 구축
- 태국의 공간정보 구축은 지리정보우주기술개발원(GISTDA)를 중심으로 철도망 관련 자료 등 2021년도의 최신자료를 구축하여 제공하고 있으므로 최신 현황을 파악하는데 용이

말레이시아

- 말레이시아 국립공간정보센터에서는 말레이시아의 환경, 건강, 인프라, 사회, 기술, 교통 등의 다양한 분야별로 공간정보 등의 다양한 국토정보 DB를 구축
- 말레이시아 내의 정부기관 및 관련 공공기관 실무자들에게만 공개를 원칙으로 함

인도네시아

-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의 정부와 같이 자체적으로 국토정보를 구축하고는 있음
- 데이터 제목, 설명, 메타데이터 등을 자국어인 인도네시아어로 제공하고 있어 외국인이 인도네시아의 국토정보를 수집하고 파악하는 데는 한계

필린핀, 브루나이

- 아세안 8개 국가들과는 달리 자국 자체적으로 운영 및 공유하고 있는 국토정보 플랫폼을 공개하고 있지 않거나 구축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파악
- World Bank, OpenStreetMap 등의 국제기구에서 구축하고 있는 국토정보를 활용해야 함

자료: 저자 작성 (아세안 10개국 국가별 국토정보 구축현황 조사를 통해 도출한 결과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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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국토정보 구축현황: 아세안 국가
싱가포르 토지이용 현황(2021년)

싱가포르 정부의 분야별 국토정보 구축 현황 (2021년)
데이터 목록

분야

부처

정부 예산 및 재정 상태, 무역 통계,
경제

소비자물가지수, 기업체 정보, 고용 및 실업

(305)

통계, GDP 및 산업별 기여도, 외국인직접투자

노동부,
산업통상부,

형식
CSV, SHP, KML
등

통화당국 등

통계 등
GDP 대비 에너지소비 통계, 화석연료
환경
(107)

이산화탄소 배출량, 전자폐기물 재활용 현황,

국립환경청,

친환경 자동차 대수, 유해물질 목록, 폐기물

에너지청, 식품청

종류별 재활용률, 연간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등

CSV,API,
SHP, KML 등

통계 등
건강
(108)

싱가포르 자연보전지역 및 Park 현황(2021년)

인프

라
(423)

뎅기열 발병 사례, 모기 번식지, 심장질환 및 암

국립환경청,

사망률, 정부의료지출, 아동 치아건강상태, 전국

보건부,

의료진 통계, 전국 의료센터 등

건강증진위원회

토지 구획, 건축회사 목록, 국유지 면적, 부동산

건축위원회,
주택개발위원회

CSV, SHP,

철도역, 자연보호구역, 도시계획 구역, 수역,

도시재개발청

KML 등

지역 경계 등

토지청 등

관련 통계, 노동 통계, 문맹률, 종교 비율, 인구

(664)

통계, 지역별 거주가구 구성 통계 등
부문별 연구개발비, 휴대전화 가입수, 모바일

기술
(61)

CSV, SHP,

사회가족개발부

KML 등

등
과학기술연구기
관, 정보통신

통계, 3G 서비스 적용범위 등

미디어진흥원 등

통계, 대중교통 운임, 교통사고 관련 통계,

(105)

산업통상부
통계처, 내무부

보급률, 정보통신산업 수익, 인터넷 사용 관련

차량 및 차량이용인구 관련 통계, 철도 인프라

교통

KML 등

통계, 유형별 지역인구조사, 국가계획 내 철도선,

공휴일 목록, 결혼 및 이혼 통계, 출생 통계, 범죄

사회

CSV, SHP,

교통시설물 현황 등

CSV, API,
SHP, KML 등

국토교통국,
내무부,

CSV, API,

대중교통위원회

SHP, KML 등

등

9

자료: 저자 작성 (싱가포르의 데이터 거버먼트 : Data Government Singapore. https://data.gov.sg/ (2021년 9월 8일 검색 및 다운로드)) 자료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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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국토정보 구축현황: 아세안 국가

태국의 특별경제구역, 산림, 댐, 홍수(2018), 지진강도(2020),
야생동물보호구역, 보전지역 현황

태국 정부의 분야별 데이터 구축 현황(총 257개의 데이터)
분야

데이터 목록

동부경제회랑, 지역 경제특구 및 특구법 투자촉진법 및
경제

외국인법, 도시계획 및 도시계획법 클러스터개발계획
등

출처
지리정보우주기술개발
원(GISTDA)
아시아개발은행

형식

PDF, GeoJSON,
CSV, SHP, WMS
등

투자위원회 등

데이터 활용능력 모듈1~6
(디지털 보안 및 권리, 디지털 시각화, 데이터의 이해,

교육

PDF 등

세계은행 등

데이터 형식 및 수집 등)
자원환경정책계획국,
환경

태국세계문화유산, 멸종위기식물, 석유 컨세션 정보,

UNDP

영구산림, 환경통계, 물안보상황, 기후변화와 적응,

지리정보우주기술개발

PDF, GeoJSON,
CSV.

환경관리계획, 태국 국가프로필(생물다양성) 등

원(GISTDA),

WMS 등

WHO 등
금융

코로나19대응 대출관련 긴급법령, 국가 금융시스템 및
경제 안정화 긴급법령, 보호예금 규정 법령 등
의료시설 현황, 공중보건법, 재생에너지 전망,

건강

경제특구를 위한 공중보건전략계획,코로나바이러스
감염현황 등

재무부 등
WHO,
보건부 등

PDF, CSV 등
PDF, WMS,
GeoJSON, CSV
등

지리정보우주기술개발
인프라

경제특구 및 도시계획, 동부경제회랑개발계획, 태국

원(GISTDA),

PDF,

철도망, 태국 전력개발계획 등

국가경제사회발전위원

WMS, SHP 등

회등
사회

기술

교통

국가경제사회발전계획, 경제사회 디지털화 개발법,

디지털경제사회부,

태국 20년 전략계획 및 개혁 등

증권거래소, 국무원 등

GISTDA 산림모니터링시스템, 디지털 정부 행정 및

지리정보우주기술개발

서비스법 등

원(GISTDA), 국무원 등

태국 철도망, 태국 국가프로필, 경제특구지역 관리에

지리정보우주기술개발

대한 국무총리실 규칙 등

원(GISTDA), 국무원 등

CSV,
SHP,
KML 등
PDF, WMS 등
PDF,
SHP,

WMS 등

자료: 저자 작성 (태국의 Open Development: Open Development Thailand.
https://data.opendevelopmentmekong.net/en/organization/thailand-organization (2021년 9월 8일 검색)
자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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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아세안 국토정보 구축현황: 국내

국내의 아세안 국토정보 구축현황
▪ (국내 아세안 국토정보 구축현황) 국내의 대표적인 아세안의 기초 현황 자료로는 한-아세안
센터에서 매년 발간하는 한-아세안 통계집을 들 수 있음
- 아세안 국가별로 각 해당 부처와의 연락을 통해 관련 현황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누락된 데이터는 세
계은행, UN, ADB, 한국수츨입은행,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인구와 사회, 경제와 인프라, 무역, 투자, 관
광과 인적교류 현황을 파악
연도별 한-아세안 통계집 및 리포트(한-아세안 센터)

11

자료: 한-아세안 센터. https://www.aseankorea.org/kor/Resources/ASEAN_Talks.asp (2021년 4월 8일 검색)

3-3

아세안 국토정보 구축현황: 국제기구

국제기구의 아세안 국토정보 구축현황
▪ (국제기구의 아세안 국토정보 구축현황) World Bank, UNEP, Copernicus 등의 해외 국
제기구 및 ESRI의 ArcGIS Dataset, LandScan 등의 산업체에서는 아세안 국토 관련 문
헌정보 및 공간정보를 구축 또는 제공
- World Bank, Copernicus, UNEP, ArcGIS 등에서는 주로 Global 데이터를 구축 및 제공하고 있으
므로 아세안 국가의 데이터를 추출하여 활용 가능
국제기구의 아세안 국토정보 구축현황
공간정보 (시각화 문헌정보 포함)

구축 기관
World Bank

-ELE, Electricity Night time Lights, World Heritage Sites, World Reservoir and Dams, Global Land Cover, etc
-Administration, Transportation, Wager, Agriculture, Health, Energy, Education, IT 등의 시각화 자료 제공

DIVA-GIS

행정구역도, 도로, 철도, 토지피복, 수계

LandScan

공간적 인구분포

Natural Earth
CGIAR CSI

LandScan Data 2019

Global DEM
아세안 8개국의 행정구역도, 도로, 철도, 빌딩, 수계 등

Copernicus

Land Cover 100m: Built-up, Forest, etc

UNEP

DIVA-GIS

행정구역도, 건축물, 공원, 보전지역, 공항, 항공, 철도, 도로, 도시지역

Map Cruzin

출처
- World Bank Data Catalog
- World Bank Map

OpenStreetMap
CGIAR
MapCruzin
Zenodo

World Global Change, Disasters, Ecosystem Management, etc data

UNEP Data Explorer

ArcGIS Data

World Roads, Railroads, Drainage Systems, Airports, etc

ArcGIS Data and Maps

University of
Oregon

International Maps and Data: Asia Population, Adminstrative Coundaries, etc

UO Libraries

GLOBIO scenario data, Drip: man-made barriers in rivers, Global roads, Hunting impact data, Nitrogen impact data

GLoBio(Global Biodiversity model for Policy support)

Education, Electricity, Sanitation, Water, Administrative capitals, populations, schools, facilities, funding, bridges, buildings,
census, Covid-19, Crime,dams, deforestation, disease, droughts, earthquakes, ebola, economics, elevation-topography,
envrionment, energy, etc

Unted Nations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GloBio
UN OCHA

자료: 저자 작성 (World Bank, DIVA-GIS, Landscan, Natural Earth, CGIAR CSI, Map Cruzin, Copernicus Global Land Service, UNEP, ArcGIS Data, UO Libraries, GLOBIO. UNOCHA,
등의 다양한 국제기구 및 공간정보 업체에서 구축한 데이터 목록을 검색하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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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U 인프라 협력을 위한 국토정보 공동활용 사례

EU 인프라 협력을 위한 국토정보 공동활용 모범사례
▪ 아세안 10개국이 MPAC와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현황과 계획을 검토하고
이견을 조율할 수 있는 아세안 국토정보 플랫폼이 필요
- 데이터 개방에 대한 국가별 인식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데이터가 개방된다고 할지라도 데이터 품질 차이
로 인해 호환이 불가능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
- EU의 INSPIRE(Information for Spatial Information in Europe)는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해결하
기 위한 정책으로서 아세안 국토정보 협력을 위해 고찰
▪ 각국에서 생산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통합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나 정보 단절 및 활용 제약, 상이한
측정 방법과 기준으로 데이터 통합의 어려움이 있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INSPIRE 데이터와 기존 인프라 관련 프로그램 간 공간적·의미론적 데
이터 연동 가능성을 분석하고 표준화하여 상호운용성을 높임
▪ 교통·에너지·해양환경 인프라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국토정보를 공동으로 활용
INSPIRE를 기반으로 한 공간정보의 표준화 및 데이터 통합

자료: Joinup. European union location framework(EULF) Marine
pilot. https://joinup.ec.europa.eu/sites/default/files/inlinefiles/EULF%20Factsheet%20Marine%20Pilot_v4_170113.pdf (2021년
5월 2일 검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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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교통 인프라 분야의 아세안 국토정보 공동활용 예시

교통 인프라 분야의 공동활용 예시
▪ 아세안 연계성 강화의 대표적 사업인
Asian Highway Network 구축현황 정
보를 도로등급, 도로밀도 등의 공간 DB로
구축하여 활용 가능
▪ 자연·물리적 인프라 여건 및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한정된 자원을 최대한 효
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데이터의 공간
화를 통한 의사결정지원이 필요
- 다양한 정보를 융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사전 등의 표준화가 필요하며 각 데이터
연계 테이블 구축을 통한 현황 및 변화 등
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제공
▪ 국토정보의 활용사례로 아세안의 원활한
물류 운송을 위한 교통 인프라 구축을 들
수 있음
- 아세안은 다양한 상품을 교역하고 있으며
물류 운송의 효율성 확보는 아세안 국가
간 교류협력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요소에 해당함

- 국토정보 기반의 물류 운송 루트가 정해진다고
할지라도 도로 네트워크는 보수 공사 등으로 인한
통행 흐름의 제약, 기상 및 사고로 인한 통제, 제한
속도 등으로 지 속적으 로 변하므 로 이에 대한
신속하고 적시적인 정보수집 및 공유 방안 필요
국토정보를 활용한 최적운송 경로 탐색

자 료 : 저 자 작 성 (UML: INSPIRE Consolidated UML Model. https://inspire.ec.europa.eu/datamodel/approved/r4618-ir/html/index.htm?goto=2:1:9:7:7627 (2021년 9월 2일 검색), 도로·항만·
해운: OSM. highway; route_ferry. QGIS QuickOSM 플러그인 활용(2021년 8월 29일 검색), 태풍:
NCAR. IBTrACS data. https://www.ncei.noaa.gov/data/international-best-track-archive-forclimate-stewardship-ibtracs/v04r00/access/shapefile/ (2021년 9월 3일 검색)을 이용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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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해양환경 인프라 분야의 아세안 국토정보 공동활용 예시

해양환경 인프라 분야의 공동활용 예시
▪ 해양환경 오염방지를 위하여 아세안의 중요한 현안인 원유 및 화학물질 (이하 원유) 유출문제
를 사례로 국토정보 기반의 아세안 공동대응 및 협력방안 제시
▪ 가상의 원유 유출 사고를 상정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해양 및 환경 데이터 구축, 원유 오염
확산 시뮬레이션 및 이에 따른 대응방안 고찰을 통해 국토정보 활용성 제시
국토정보를 활용한 최적운송 경로 탐색

▪ 아세안은 원유유출에 따른 환경적·
경제적 피해의 심각성과 사고지역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아세안 차원
의 공동대응이 필요한 문제임을 인
식하고 원유 유출에 따른 지역 공동
대응 방안 마련
- 원유 유출 사고가 접수되면 사고지역에
대한 국토정보 지도화 및 분석을 위한 데
이터 검색 및 선택
- 사고신고 접수 직후 아세안 국가들에게
서 받은 가용 인력 및 장비 등의 정보와
도로 및 항구 등의 접근 가능성을 파악하
고 공동대응 전략 수립 및 모니터링

자료: 저자 작성(도로 데이터: GLOBIO. GRIP global roads database. https://www.globio.info/downloadgrip-dataset(2021년 8월 15일 검색), 항구 데이터: HXD. Global ports (WFP SDI-T - Logistics
Database). OCHA Service. https://data.humdata.org/dataset/global-ports (2021년 8월 29일 검색), 해
로 데이터: OpenStreetMap(OSM). route_ferry. QGIS QuickOSM 플러그인 활용(2021년 8월 29일 검색)
을 이용하여 작성)

15

5-1

아세안 국토정보 구축 및 공동활용의 필요성

아세안 국토정보 구축 및 공동활용의 필요성
아세안 국토정보 기반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

▪ (아세안 국토정보 공동활용 필요성)
아세안 10개국은 경제개발 수준뿐만
아니라 정치·사회·문화적 특성의 차
이로 인하여 아세안 간 인프라 구축
을 위해서는 국토정보를 공유할 필요
▪ (표준화된 DB 구축의 필요성) 아세
안 연계성 강화를 위하여 아세안 국
가별로 구축된 국토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표준화된 DB 구축과 공동활용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아세안 국토정보 공동활용의 추진
전략) 한국과의 협력을 통한 아세안
국토정보 공동활용을 위한 DB 구축
및 아세안 국토정보 공동활용체계 구
축의 추진전략을 제시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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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아세안 국토정보 DB 구축방안

아세안 국토정보 공동활용 DB 구축방안
▪ 한국과의 기술협력 및 이전을 통한 아세안 국가별 국토정보 보유 리스트 작성 및 공개 여부 조사
- 아세안 국가별로 구축 또는 보유하고 있는 국토정보를 공개 DB와 비공개 DB목록을 작성하여 공유할
필요가 있음
- 아세안의 각 국가별 국토정보 관련 주관부처로 구성된 협력체를 조성하고 각 국이 보유한 국토정보 리
스트 및 개방 여부/가능성 조사, 국토정보에 대한 명세서 작성
▪ 아세안 국토정보 공동활용 협의체 구성을 통해서 지정된 공간정보 표준화를 통한 상호운용성 확보
- 아세안 연계성 이행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아세안 국토정보 표준화를 통해 지속가능하면서도 스마트한
인프라 구축 및 협력을 위한 정책 수립을 지원할 수 있음
▪ 아세안 정부부처, 기술개발, 예산 지원 등을 위한 한국 정부·기업, World Bank, ABD, UNESCAP
등과 협력을 통해 공유가 가능한 국토정보 DB 구축
아세안 각 국가별 보유 국토정보 리스트 및 접근성 조사(예시)

자료: 저자 작성 (Bloem, H. et al.. 2015. Spatial data for modelling building stock energy needs: Proceedings of the workshop; EUR 27747; 10.2790/331094. p.26.를 활용)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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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국토정보 공동활용체계 구축방안

아세안 국토정보 공동활용체계 구축방안

▪ 아세안 국토정보 공동활용체계는 생산, 수집, 공유 및 검증 체계로 구성
- 먼저 수집 체계에서는 아세안 10개국 간 사회·경제·환경 등의 분야별 데이터 생산기관 연계, 국제기구
의 데이터 보유기관 연계, 아세안 국제회의 등을 통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상호 이해 증진과 협력이 필
수적
- 아세안 10개국 자체적으로 구축한 국토정보와 World Bank, UNESCAP, ADB, UNOCHA 등의 국
제기구에서 각기 구축한 국토정보 중에서 아세안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
- 교통, 에너지, 환경,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필수적이며 기반이 되는 국토정보를
수집
- 더 나아가 아세안 국토정보 데이터에 국한하지 않고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아세안 국토정보 수집을 위
하여 연구 및 지식 네트워크 구축이 요구

▪ (아세안 국토정보 수집) 아세안 간 사회·경제·환경 등의 분야별 데이터 생산기관 연계, 국
제기구의 데이터 보유기관 연계 등을 통한 상호 이해증진 및 협력
▪ (아세안 국토정보 생산) 아세안의 지속가능한 인프라 구축 관련 정책지원을 위하여 아세안
국가들이 실질적으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생산에 중점을 두어야 함
▪ (아세안 국토정보 공유) 아세안 국가별 정부부처, 기관, 아세안 협력국가, 국제기구 등으로
구성된 아세안 국토정보 공동활용을 위한 협의체(추진체계) 구성을 통해 아세안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토정보를 공유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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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아세안 국토정보 공동활용체계 구축방안

아세안 국토정보 공동활용체계 구축방안 (계속)
▪ (아세안 국토정보 검증 및 평가) 아세안 국가별로 구축한 국토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는 데이터의 정확도와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검증절차를 마련
▪ (아세안 국토정보 공동활용 추진체계) 아세안 국가의 수요자 맞춤형 국토정보 개방을 기반으로
한 공동활용 방안과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자료: 강민조 외. 2020. 남북교류협력 대비 북한 국토정보 활용성 제고방안. 국토연구원. p.115를 참고하여 아세안 국가의 국토정보 공동활용체계에 적용하여 수정 및 보완

6-1

19

정책제안

아세안 국토정보 공동활용을 위한 정책제안

▪ (인프라 구축 및 데이터 접근성 확보) 아세안 국가별 우선순위 사업을 고려한 아세안
국토정보 활용 기반의 수요 맞춤형 인프라 구축사업 선정 및 데이터 접근성 확보
▪ (아세안 국토정보 공동활용방안 마련) 아세안 간 국토정보 유형별·분야별 공동활용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파일럿 프로그램 운영 및 관련 전문가 교류 정례화
▪ (제도적 연계성 기반조성) 아세안 간 국토정보 공동활용을 위한 표준화 등의 법·제도 마련 및
아세안 연계성 사업지원과 평가를 위한 아세안 국토정보 활용협의체 구성
- 한-아세안 국가별 국토정보 공공·민간 간 협력관계 유지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 (국토정보 모니터링체계) 아세안-한국-국제기구의 협력을 통해 아세안 연계성 이행 사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기 위한 아세안 국토정보 모니터링체계 구축
주요 내용

정책제안
인프라 구축 우선순위 사업선정
및 추진

- 지리·기술·정책적 특성 등이 유사한 국가간 패키지사업 인프라 모델 개발
- 아세안 국가별 우선순위 사업을 고려한 수요 맞춤형 인프라 구축사업 선정 및 추진

- 아세안 10개국 간 국토정보 공동활용을 위한 표준화 등의 법·제도 마련
제도적 연계성 기반조성

- 아세안 연계성 사업지원 및 평가를 위한 아세안 국토정보 활용협의체 구성
- WB, ABD, UNESCAP, UNOCHA 등과의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

공공·민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아세안 국토정보 공동활용
모니터링체계 구축

-국토 인프라 분야별 전문인력 교류와 아세안 국토정보 공동활용체계 운영·보수·유지·관리 등의 기술인력 교류
- 한-아세안 국가별 국토정보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과 협력관계 유지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아세안 10개국 및 한국 정부와 공간정보 업체,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아세안 연계성 인프라 사업을 지속
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기 위한 아세안 국토정보 모니터링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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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향후과제 및 요약

향후과제
▪ (제도적 기반조성) 아세안 국가별로 구축한 국토정보 공동활용을 위해서는 국토정보의 표준화 및 공개
·비공개 정보 목록의 공유가 필수적
▪ (아세안 국토정보 모니터링 체계 구축) 아세안의 지속가능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아세안 국가간에
인프라 협력에 필요한 국토정보를 모니터링함으로써 관련 사업을 계획, 추진, 관리, 진단 및 평가 등에
활용
▪ (파일럿 모델 개발) 아세안 국토정보 사업을 시범대상으로 파일럿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한-아세안
국가 간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추진

요약
▪ 아세안의 지속가능한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아세안 국가 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국토정보 구축 및
공동활용체계가 필요
▪ 아세안 국가별, 국내 및 국제기구에서 구축한 아세안 국토정보 현황을 조사한 결과, 원활한 정보
수집과 공유를 담당하는 기관이나 통합된 플랫폼이 부재
▪ 아세안의 국토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여 적용이 가능한 인프라 협력 분야 사례로 교통(Asian
Highway Network), 해양환경(해양 원유 유출 감지) 등을 들 수 있음
- 아세안 연계성 강화의 대표적 사업인 아시안 하이웨이(Asian Highway Network) 구축 현황 정보를
도로등급, 도로밀도 등의 공간 DB로 구축하여 활용 가능
- 해양 원유 유출 사고 발생 시 사고지역의 지도화 및 분석, 아세안 각국의 가용 인력과 장비 등의 정보와
도로·항구 등의 접근 가능성을 파악하고 공동 대응전략 수립 및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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