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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FINDINGS & SUGGESTIONS

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
 초연결 사회, 빅데이터 사회 등 데이터에 기반한 사회에서의 공간정보 관련 니즈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를 연계데이터 형태로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본 연구는 이를 위하여 공간정보 연계데이터의 개념, 미래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
공간정보 연계데이터 필요성, 국내외 공간정보 연계데이터 실태조사 및 법·제도를
조사하고 향후 공간정보 연계데이터 구축을 위한 아키텍처, 민관협력체계, 민간
데이터의 연계데이터 유도 방안 등을 제시하였음
 공간정보 연계데이터 기술개발 및 공공 공간정보 연계데이터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면
데이터 시대에 최적화된 정보 활용기반 마련이 가능하리라 기대됨

본 연구보고서의 정책제안
 미래 사회의 스마트한 공간정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와 관련 정보를
통합하고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공간정보 연계데이터로의 구축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 공공과 민간의 협력이 필요하며 공공에서는 효과적인 연계데이터 구축을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 모범실무 사례 등의 홍보 및 표준화 지원, 민간부분에서는 비즈
니스 모델 개발 및 기술개발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
 해외의 경우도 공간정보 분야의 연계데이터 구축은 최근에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기술
격차를 해소하고 선도해 나가기 위해 공간정보 연계데이터 구축은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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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연구의 개요

본 장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과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수행의 범위와 방법을 제시함. 또한,
연계데이터 관련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서 본 연구의 주안점 및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설명함

1. 연구의 개념과 유형
❑ 정보화시대를 넘어 데이터시대로 진화하면서 데이터는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의 핵심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혁신적 국가 발전을 위한 기반 인프라로 인식되고 있음
∙ 현 정부는 정부3.0의 일환으로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활용을 국정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운영을 꾀하고 있음
- 2013년 7월에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 2016.
04. 07)」이 공포되어 공공정보 개방과 활용을 위한 법률적 기반 마련
- 이후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안전행정부 고시 2014-13호),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지원사업 관리지침(안전행정부 예규 제76호) 마련

❑ 공간데이터도 지속적인 개방 및 활용증대를 통하여 공간정보 산업진흥 및 기술개발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음
∙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공간정보 융·복합산업 활성화와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산업체 부담완화를 통한 신산업 창출과 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수치지형도
(1:5,000, 1:1,000), 정사영상 등의 공간정보를 무상으로 개방(2016. 21), 2016. 72))

1)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6. 02. 26, 수치지도 등 공간정보 ‘무상으로 일반에 제공’, p.3
2)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6. 07. 13, 공간정보 무상개방, 대축적 1/1000 수치지형도로 확대,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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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통해 산업체가 공간데이터 융복합을 통한 고부부가치 창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간정보 산업진흥과 기술개발을 유도

❑ 공공데이터 개방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데이터 활용을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형태의 데이터를 개방하는 것임
∙ 데이터 활용에 대한 이슈는 개방(Open), 표준(Standard), 연계(Linking) 등이
있으며 개방은 제공범위, 저작권, (개인)정보보안 등과, 표준은 상호운용성
(Interoperability), 연계는 데이터 활용관련 주요 이슈임
- 공공데이터를 개방하되 정당한 저작권과 올바른 제공범위를 규정하고, 데이터와
데이터간, 데이터와 시스템간, 시스템과 시스템간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해
표준을 준수하며, 정보의 존재유무, 저장위치, 하나의 정보와 연관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공공데이터의 활용을 극대화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공공데이터를 쉽고 즉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계 가독형 데이터
개방 체계 확보가 필수적인데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5단계(5star)3) LOD 거버넌스
체계를 갖추는 것임(데이터백서, 2015)
∙ 미국, 유럽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공공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고, 데이터 거버
넌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연계데이터로 연계, 통합, 관리하고 있음
∙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는 산업재산권 정보(특허청), 서지 정보(국립중앙도서관),
국가생물 정보(국립수목원, 국립중앙과학관), 한국사 정보(국사편찬위원회),
NDSL(National Digital Science Library, 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의 정보가
연계데이터 형태로 서비스 중에 있음

3) 월드와이드웹(www)을 개발하고 연계데이터 개념을 최초로 제시한 팀 버나스리(Tim Berners-Lee)가 데이터 개방
형식을 5가지 단계(1단계 : Open License, 2단계 : machine REadable, 3단계 : Open Format, 4단계 : URI,
5단계 : Linked Data)로 구분한 것으로, 연계데이터는 5단계에 포함, http://5stardata.info/en/, 2016. 0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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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현재 연계데이터로 서비스 되고 있는 정보는 대부분 텍스트 중심의 정보이
며 공간정보 연계데이터 서비스는 초기단계임
∙ 수자원 LOD의 경우 댐의 위치만을 좌표로 제공해주고 있을 뿐 공간정보 형태로
제공되지 않아 신속한 공간분석이 불가능함
∙ 시설물 LOD의 경우도 좌표와 주소만을 제공하여 시설물의 형태와 특징 파악이
어려우며 공간분석을 위해 별도의 작업이 필요함

그림 1-1

국내 공공데이터 LOD 서비스 사례

수자원 LOD

시설물 LOD

자료: http://opendata.kwater.or.kr, 2016. 05. 13(좌), http://lod.fms.or.kr, 2016. 05. 13(우)

❑ geo-IoT, 공간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을 이용하여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하는 사회(Data driven society)가 도래함에 따라 공간정보를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정책방안 필요
∙ Gartner에 따르면 2016년에는 ‘사물인터넷 기기(connected things)’가 2015년
보다 30% 증가한 64억 개, 2020년에는 208억 개에 이를 것으로 전망
(Gartner, 2015. 11, http://www.ciokorea.com/news/27386 재인용)
∙ 수억 또는 수백억에 이르는 센서를 통해 생산되는 공간정보의 종류와 상호연관
성을 기존과 같이 사람에 의해 구분하고 분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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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정보 생성에서부터 활용을 염두에 둔 연계데이터의 형태로 생산·관리·유통
할 수 있는 데이터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 제시 필요

❑ 공간정보 활용에 대한 장벽을 낮추고, 재난재해와 같은 응급상황 발생시 즉시적인
공간정보 획득 및 분석을 통해 적시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기반 구축
∙ 공간정보 내용, 형태, 위치 등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전문가 중심의 활용
에서 비전문가도 질의문만(예:SPARQL4) 등)을 사용하여 공간정보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활용에 대한 장벽을 낮출 수 있음
∙ 현재는 문제발생시 필요한 공간정보를 획득하고 정제하는 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시간 대처가 불가능 하나 연계데이터 형태로 서비스하면
획득과 정제에 필요한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임으로써 효과적인 대응 가능

❑ 데이터 중복 구축 및 구매 방지를 통한 예산 절감 및 공간정보 연계를 통해 시너지가
높은 데이터부터 구축해 나가는 전략방안 제시
∙ 연계데이터로 공간정보를 구축하면 어떤 데이터가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활용성을 높이고 중복구축 방지를 통한 예산절감을 할 수 있음
∙ 연계시 시너지가 높고 라이센스 비용이 적은 공간정보부터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가는 전략방안 제시 필요

4) SPARQL(Simple Protocol and RDF Query Language)은 연계데이터 질의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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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데이터의 개방 보다는 데이터 활용, 그 중에서도 공간 데이터 활용에
중점을 두어 국내외 공간정보 연계에 대한 실태분석과 이를 통한 공간정보 연계
데이터 구축 및 서비스를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기존의 LOD(Linked Open Data)는 Linked Data와 Open Data가 합쳐진 개념
으로 데이터 연계와 개방을 통해 데이터 활용을 증가시키려는 노력임
∙ 하지만 데이터 개방은 보안이나 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해야 하고 다양한 개방
수준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개방의 수준을 공공기관으로 한정하고
데이터 연계를 통한 데이터 활용만을 고려함
- 따라서 데이터 개방을 Web 수준이 아닌 공공 인트라넷 수준으로 한정하고
공공목적의 활용에 중점을 둠
- 개인정보 등과 같이 민감한 데이터의 활용보다는 이미 개방된 공간정보의 연계를
통한 데이터 시너지 확산에 중점을 둠
∙ 국내 연계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는 사례로는 서지데이터, 한의학정보, 과학기술
정보 등 텍스트 정보중심이며 공간정보 관련 연계데이터는 위치정보(X, Y)나
POI(Point Of Interest)를 이용하여 지도위에 매핑할 수 있는 초보적인 수준임
∙ 하지만 공간정보 연계데이터 관련 국제표준은 구축 및 서비스에 필요한
Vocabulary, Standard Format, Core 표준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EU와 미국
등은 국제표준을 기반으로 공간정보 연계데이터 모델을 발전시켜 구축 및
서비스하고 있음
∙ 따라서 텍스트 중심의 데이터 활용을 넘어 공간정보의 활용성을 높이고 IoT,
빅데이터 등 데이터 시대에 대응 가능한 공간정보 정책을 선도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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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범위 및 수행방법
1) 연구의 범위
❑ 데이터에 기반한 사회에서의 공간정보 역할 검토 및 미래사회의 수요에 대응 가능한
공간정보 구축 및 제공의 변화 필요성 제시
∙ 데이터 시대로 대변되는 스마트 시티, 초연결 사회에서 공간정보 역할을 검토
하고 실시간, 대용량 데이터의 융복합 활용을 위한 공간정보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제시함

❑ 공간정보 연계데이터(Linked Data) 개념 및 필요성 검토
∙ 문헌조사를 통하여 연계데이터(Linked Data)의 개념을 조사하고, 연계데이터
구축·발행·서비스 형태 및 방법을 조사함
∙ 공간정보 연계데이터를 통한 기존 공간정보 활용 문제해결 방안 및 효과성
제시를 통해 구축 및 서비스 필요성을 검토함

❑ 국내외 공간정보 연계데이터 구축 및 서비스 실태조사
∙ 유럽 등, 미국 등의 공간정보 연계데이터 구축 및 서비스 조사를 통하여 연계
대상 공간정보 구축 및 서비스 현황조사
∙ 국내 공간정보 연계데이터 구축 및 서비스 실태조사를 통하여 공간정보 연계
데이터 구축 및 서비스 현황조사

❑ 국내외 공간정보 연계데이터 관련 제도 및 표준 조사
∙ EU, 미국 등 공간정보 연계데이터 제도 및 OGC, W3C 국제표준, INSPIRE
등의 로컬표준에 대한 조사
∙ 국내 공간정보 관련 법·제도 조사 및 공간정보 연계데이터와의 연관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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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정보 연계데이터 구축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도출
∙ 공간정보 연계데이터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도출
∙ 공공데이터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도 연계데이터로 구축을 유도
할 수 있는 정책방안 마련

2) 연구 수행방법
❑ 문헌연구 및 인터넷 조사
∙ 스마트시티, 초연결 사회에서 공간정보의 필요성을 고찰하고 미래 공간정보
수요에 대비하여 현재 구축하고 서비스하는 공간정보의 적절성 검토
∙ 문헌조사를 통하여 연계데이터에 관한 이론을 검토하고, 공간정보 연계데이터
개념 확립
∙ 공간정보 연계데이터 구축 및 서비스 필요성 조사
∙ EU, 미국 등 공간정보 연계데이터 구축 및 서비스 실태 조사
∙ INSPIRE, SmartOpenData, 미국 등 공간정보 연계데이터 관련 제도 조사
∙ W3C, OGC 등 공간정보 연계데이터 관련 표준 조사

❑ 공간정보 연계데이터 구축현황과 기술수준 조사를 위한 전문가 면담조사
∙ 공간데이터 서비스를 계획하고 운영하는 실무자(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공 공간
정보 연계데이터 관련 구축 및 계획 면담조사
∙ LOD 사업 경험이 있는 산업체를 대상으로 민간 공간정보 구축 현황과 기술
수준에 대한 면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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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연구흐름도

자료: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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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 선행연구 현황
❑ LOD(Linked Open Data)관련 선행 연구
∙ F Bauer, M Kaltenbock(2012)은 ｢Linked Open Data: The Essentials｣에서
LOD로의 패러다임 전환 및 효과, LOD를 게제하고 이용하는 방법, LOD 활용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LOD를 통한 정책결정자들의 의사결정 지원체계 방안 제시
∙ 데이터의 개방·공유 및 상호연계를 통한 데이터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하여
LOD 기반의 데이터 관리 패러다임 전환 전략(한국정보화진흥원, 2014)에서는
LOD(Linked Open Data) 기반의 개방·공유 플랫폼 구축, LOD 구축방안 제시,
데이터 생산주체 간의 협력을 통한 LOD 중심의 데이터 구축 방안 제시
∙ 윤소영(2013)은 공공 DB피아 분석을 통해 국가 DB연계체계 분석 및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텍스트 중심의 연계데이터에 중점을 둠

2) 본 연구의 주안점 및 차별성
❑ 데이터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공간정보 연계데이터
∙ 선행연구들은 일반적으로 텍스트 중심의 LOD를 대상으로 하여 LOD 구축 효과
및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본 연구는 공간정보 중심의 연계데이터
구축 및 서비스에 초점을 맞춰 추진하고자 함
- 공간정보는 텍스트 파일과는 다르게 다양한 형태로 표현이 가능하며 위상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간정보 중심의 연계데이터 연구가 필요
∙ 본 연구는 데이터시대에 대응할 수 있고, 공간정보의 활용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공간정보 연계데이터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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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주요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차별성

구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과제명: LOD 기반의 데이터 관리
패러다임 전환 전략
∙연구자(년도): 한국정보화 진흥원 ∙국내외 문헌 검토
1 (2014)
∙외국 사례 분석
∙연구목적: 데이터 연계를 통한 가치 ∙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
창출을 위하여 LOD 추진 전략 및
방향 제시
∙과제명: LOD(Linked Open
Data) 기반의 공공데이터 개방
∙연구자(년도): 이명진(2014)
∙국내외 문헌 검토
2 ∙연구목적: 공공데이터의 공유방안 ∙자료 현황 분석
검토 및 사례분석을 통하여 LOD를 ∙국내외 사례 분석
이용한 공공데이터 활용 활성화 방
안 모색
주요
선행
연구
∙과제명: 공공데이터 활용을 위한 연
계데이터 국가 연계체계 구축에 관
한 연구
∙국내외 문헌 검토
3 ∙연구자(년도): 윤소영(2013)
∙국내외 사례분석
∙연구목적: 국가 DB연계체계 구축 ∙자료 분석 및 설계
과정 고찰을 통한 연계데이터 국가
연계체계 구축 방안 제시
∙과제명: Linked Open Data : The
Essentials
∙연구자(년도): F Bauer, M
4 Kaltenbock(2012)
∙연구목적: 정책결정자들이 LOD를
이용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방
안을 제시

∙문헌 검토
∙자료 분석
∙외국의 사례분석
∙관련 전문가 협업

∙데이터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공간
정보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활
∙국내외 문헌 검토
용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 연계데이
∙국내외 사례분석
본 연구
터(Linked Data) 구축 실태를 파악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하고 공간정보 연계데이터(Linked
Data)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제시

주요 연구내용
∙데이터 연계 및 가치창출 관련
이론고찰
∙데이터 활용과 LOD관련 이슈
∙LOD 추진 전략 및 방향
∙LOD관련 전문가 면담조사 및
이슈사항 제시

∙LOD의 이해(이론 및 현황)
∙외국 LOD 사례 조사
∙국내 LOD 사례 조사
∙LOD를 이용한 공공데이터 개
방 및 활용방안 제시

∙연계데이터 이론 고찰
∙공공데이터의 연계데이터 구축
사례
∙공공DB 피디아 분석을 통한 국
가 DB연계체계 분석 및 발전방
향

∙LOD로의 패러다임 전환
∙LOD 등록 및 활용방법
∙외국의 LOD 관련 베스트 활용
사례 제시

∙공간정보 연계데이터(Linked
Data) 이론고찰
∙국내외 공간정보 연계데이터
(Linked Data) 실태조사
∙공간정보 연계데이터(Linked
Data)를 위한 정책방안 제시

자료: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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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데이터 시대에 대응한 공간정보
연계데이터

본 장에서는 데이터 시대를 대변하는 스마트시티, 초연결 사회에서의 공간정보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고, 현재 구축 및 서비스하는 공간정보가 데이터 시대에 적합한지와 대응방안에 대해 고찰함

1. 데이터에 기반한 사회(Data-Driven Society)
∙ 모바일, 소셜 미디어, IoT 등 다양한 수많은 정보들이 끊임없이 생산되고 있으며
이러한 데이터에는 사람들의 수요, 행위 등을 예측할 수 있는 정보(Digital
Bread Crumbs5))들을 내포하고 있음
∙ 이러한 정보들을 분석함으로써 과거보다 더 스마트한 경제(Data-Driven
Economy), 혁신(Data-Driven Innovation), 사회(Data-Driven Society)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표현의 차이는 있으나 데이터가 가지는 가치와 데이터 주도의
사회적 변화에 주목
∙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주도의 모든 행위를 ‘데이터에 기반을 둔 사회(Datariven Society)’라고 하며, 데이터에 기반을 둔 사회를 대표할 수 있는 스마트
시티와 초연결 사회에서의 공간정보 필요성 및 대응방안 대해 고찰함

5) Alex Sandy Pentland, 2013, Data Driven Society, ScientificAmerican, p.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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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마트시티와 공간정보
❑ 스마트시티의 개념6)
∙ 스마트시티의 정립된 정의는 없으나 주요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스마트시티란 많은 이질의 시스템간 지능적으로 교환되는 정보를 분석하여 서
비스를 제공하는 도시(Gartner, 2011, Vito Albino et al., 2015 재인용)
- 스마트시티란 실시간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지역이나 도시 등을 의미(IDA, 2012, Vito Albino et al., 2015 재인용)
- 스마트시티는 시민에 대한 효과적인 서비스, 기존 인프라에 대한 모니터링과
최적화, 서로 다른 경제주체간의 협업을 증진시키기 위해 데이터, 정보 및 정보
기술을 이용하여 도시 기능을 향상시키려는 노력(Marsal-Llacuna et al.,
2014, Vito Albino et al., 2015 재인용)
그림 2-1

스마트시티 정의 워드클라우드

자료: 연구진 작성, 워드클라우드 도구: tagxedo(http://www.tagxedo.com), 2016. 08. 10

6) Vito Albino et al., 2015, Smart Cities: Definitions, Dimensions, Performance, and Initiatives, Journal
of Urban Technology, p.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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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시티의 주요 개념을 정리하면 스마트시티란 정보(데이터, 지식포함) 및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인프라, 경
제발전을 도모하는 도시를 말함
∙ 즉, 스마트시티의 존립기반은 정보이며 활용성이 높고, 효과적인 정보제공 가
능여부가 더 우수한 스마트시티를 만드는 핵심 요소임
∙ Navigant Research의 2014년 보고서에서도 스마트시티를 구성하는 정책, 도
시운영, 기술, 참여 4가지 분야 중 기술에서 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
(Navigant research, 2014, Smart City, 8p)
- 스마트시티의 공통기술은 유비쿼터스 통신, 데이터 기반 정책결정, 데이터
기반 관리효율 향상
- 데이터 기반의 정책결정과 관리효율을 통해 정책, 도시운영 방안을 수립하여
지속가능한 경제개발과 공공서비스 개선을 추진

표 2-1

스마트시티의 공통 분야 및 구성요소
공통 분야

정책

도시운영

기술

공통 구성요소




경제개발
지속가능성
공공서비스 개선



에너지, 건설 등의 기존 핵심 서비스 단위 운영보다 국가 차원
또는 그 이상의 세계 차원에서의 도시역할 및 운영방안 수립





Ubiquitous 통신
데이터 기반 정책결정
데이터 기반 관리효율 향상


-

참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중앙/지방정부
중심도시/기타도시
비정부 기구
민간부분
시민과의 새로운 관계 정립

자료: Navigant research, 2014, Smart City, p.8, 표로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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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시티에서 공간정보의 중요성
∙ 스마트시티는 정보기반의 도시이며, 빅데이터 등의 기술발달로 미래사회에서는
실시간·개인화된 정보를 선호할 것이며 이로 인한 공간정보의 중요성은 확대될
것임
- 센서와 네트워킹 기술을 통하여 실시간 정보수집이 가능해지고, 이는 데이터의
시간적 속성이 강화되는 동시에 위치정보의 중요성 확대를 초래
- 소비행태나 마케팅 분석을 위해 개인들의 상세한 정보(Digital Bread Crumbs)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이며, 파편화된 정보보다는 상황정보(Contextwareness Information)의 중요성이 증대될 것임
∙ 상황정보는 위치 종속적이기 때문에 공간정보 중심의 정보 통합, 관리, 분석이
이루어져 스마트시티에서의 공간정보의 중요성은 증대될 것임

❑ 스마트시티 등 데이터 시대에 대응한 공간정보 패러다임의 변화 필요
∙ 실시간 적이고 다양한 개인화된 정보를 위치기반으로 융합하고 분석하여
데이터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방법이 필요
- 현재와 같이 데이터가 상이한 기준에 의해 생산되며, 제한적인 개방, 비전문가의
접근 어려움 등은 변화하는 사회 수요에 적절한 대응 불가
∙ 공공부분에서 공공서비스를 위한 빅데이터 분석의 가장 큰 문제점은 어떤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가와 데이터 협조가능성, 필요한 기간내에 구득 가능성
그리고 서로 다른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하고 융합하는가에 관한 것임
- 공공목적의 경우 데이터 협조는 가능하나 공문, 승인 등의 이유로 인해 과도한
시간이 소요되어 시의 적절성에 문제가 있음
- 어떠한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지식과 공간정보 가공 및 융합은 비전문가
에게는 데이터 활용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
∙ 지금까지는 공간정보 분석 및 시각화 기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나 이러한
기술들의 대상이 되는 효과적으로 활용 가능한 공간정보 제공에 초점을 맞춘
데이터 시대에 대응한 공간정보 패러다임 쉬프트 전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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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연결 사회와 공간정보
❑ 초연결 사회의 개념
∙ 초연결 사회(Hyper Connected Society)는 ICT를 기반으로 사람과 사람
(P2P), 사람과 사물(P2M), 사물과 사물(M2M)이 연결되고 지능화됨으로써
새로운 가치와 혁신이 창출되는 사회
- P2P, P2M, M2M 간의 연결을 통해 이동하는 객체는 데이터이며, M2M간의
데이터 송수신은 기계가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기계가독형(Machine
Readable)의 데이터가 필수적임
- M2M의 지능화란 기계가독형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연관된 내용에 대한 추론이
가능한 상태를 말하며,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의 생산에서부터 기계 가독형의
데이터 구조와 데이터 연결에 대한 고려가 필요
∙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초연결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기술을 IoT와 빅데이터
기술로 제시(한국정보화진흥원, 2013)

표 2-2
구분

핵심
기술

유사
및
관련
기술

초연결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기술 및 관련기술
IT기술
IoT
빅데이터

주요내용
모든 사물에까지 네트워크 연결을 공유하는 네트워크의 네트워크
형식이 다양하고 순환 속도가 매우 빨라서 기존 방식으로는 관리·분석이
어려운 데이터

M2M

기계와 기계 사이의 통신

WoT

웹 기술을 이용해서 자원을 검색하고 접속·제어하려는 작업 및 기술

클라우드 컴퓨팅

인터넷을 통해 서버, 스토리지, SW 등 IT 자원을 필요 시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 형태로 이용하는 방식

웨어러블 디바이스
상황인식 컴퓨팅

신체에 부착하여 컴퓨팅 행위를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칭
사용자의 행위, 생체신호, 과거 생활이력 등을 분석하여 상황 에 맞게
적절한 기능을 자동수행하는 기술

자료: 한국정보화진흥원, 2013, 창조적 가치연결, 초연결사회의 도래, 요약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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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연결 사회에서 공간정보의 중요성
∙ 이용준(2015)7)은 IoT와 공간정보가 결합하여 가상의 공간정보를 ‘IoT 사물化’
하고 현실사물과 연결하고 대화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함
- 사물과 지도의 연계를 통한 실시간 지도서비스, 상황정보를 제공하는 생생한
지도서비스, 현실과 가상의 사물을 혼합·동기화한 증강지도서비스 제공가능
∙ 공간정보는 IoT의 생산·유통 및 활용에 있어서 ‘기준’으로서의 역할수행
- 수많은 센서에서 생산되는 실시간 대용량의 플로우(flow) 데이터를 구분할 수
있는 식별자의 역할
- 다른 데이터와의 결합을 가능하게 하는 허브로서의 역할
- 격자통계와 같이 데이터를 집계(aggregation)하는 단위로서의 역할

❑ 초연결 사회 등 미래 데이터 사회에 대응한 공간정보 패러다임의 변화 필요
∙ IoT 기술발달로 인한 실시간,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기계 가독형
(Machine Readable)의 데이터 생산 및 처리가 필요
- 2019년에는 IOE(Internet of Everything)에 의해 생산되는 데이터양이
507.5ZB/년(zetabyte, 1ZB=1조 1000억 GB)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8)
- 수백억개의 센서에서 매년 생산되는 수백조 GB 데이터를 지금과 같이 인간이
관리하고 연계하며 융합하는 것은 활용성이 떨어짐
- M2M(Machine to Machine)에 의한 데이터 활용을 염두에 둔 데이터 생산 및
서비스 그리고 정책에 대한 새로운 시각 필요
∙ 데이터가 서로 연계되어 관련 정보를 제공해 주고, 데이터 구득의 어려움을
해소해주며, 공간정보 비전문가도 활용 가능한 형태의 공간정보가 필요

7) 이용준, 2015, 사물인터넷과 공간정보를 융합한 만물인터넷:Geo-IoT, 국토:통권 403호, p35
8) Cisco Global Cloud Index: Forecast and Methodology, 2014–2019 White Paper, 2015(Update:
2016), p.4, http://www.cisco.com, 2016. 08.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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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간정보 연계데이터
1) 공간정보 연계데이터의 개념
❑ 연계데이터는 데이터를 상호연결하고 시멘틱 질의를 통해 좀 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조화된 데이터를 발행하는 방법9)
❑ 공간정보 연계데이터는 공간정보를 연계데이터 원칙10)에 따라 구조화하고 연계하여
데이터 주도 사회의 니즈에 대응할 수 있는 지능화된 공간정보로 활용하는 방법

그림 2-2

The Linking Open Data cloud diagram(2014. 08. 30)

자료: http://lod-cloud.net, 2016. 07. 31

9) 위키피디아, https://en.wikipedia.org, 2016. 08. 08
10) 팀 버나스리(Tim Berners-Lee)는 1. 식별자로 URI 사용, 2. HTTP URI 사용, 3. 유용한 정보제공을 위해
RDF, SPARQL의 사용, 4. 다른 URI와의 연계 정보 포함 이 4가지를 연계데이터 원칙으로 제시.
https://www.w3.org/DesignIssues/LinkedData.html, 2016. 08.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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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정보의 상호호환성, 표준화 등을 위하여 공간정보 표현을 규정한 Vocabulary를
제정하여 사용
∙ 공간객체를 표현하기 위한 Vocabulary는 공간객체 클래스와 속성정보를 위한
Core Vocabulary, 위상관계를 표현하기 위한 Topology Vocabulary, 기하학적
구조를 표현하기 위한 Geometry Vocabulary 등이 있음
∙ 비공간 Vocabulary에는 지식어휘체계를 표현하기 위한 SKOS(Simple Knowledge
Organization System), 사람간의 관계 기술을 위한 FOAF(Friend Of A
Friend), 메타데이터를 표현하기 위한 DCTERMS(Dublin Core metadata
initiative metadata TERMS), DCE(Dublin Core Element set)등이 있음
∙ Vocabulary도 하나의 데이터이며, LOV(Linked Open Vocabulary)에서는
공개된 562개의 다양한 Vocabulary를 제공하고 있음(2016. 08. 17 현재)

그림 2-3

Linked Open Vocabulary

자료: http://lov.okfn.org/dataset/lov/, 2016.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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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정보 연계데이터 구현은 RDF(Resource Description Framework), IRI
(International Resource Identifier), SPARQL 등을 이용
∙ RDF는 국제 표준단체인 W3C에서 웹상에서 데이터를 상호호환하기 위한
데이터 모델로서 채용을 정식으로 권고하였음
- 주어(subject)-술어(predicate)-목적어(object)로 구성되며 IRI를 이용하여
데이터의 위치를 표시

그림 2-4

RDF의 구조

자료: www.w3.org, 2016. 08. 20

- RDF를 이용한 공간정보 객체표현은 GML11), WKT12)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속성표현은 RDFs, RDFa, Ontology 등을 이용하여 나타낼 수 있음
∙ IRI는 URI(Unified Resource Identify)를 일반화한 개념으로 Scheme,
Domain name, Path에 대한 표준화를 통해 다양한 언어에 대해서도 국제적
자원 식별자의 기능 가능
- IRI는 RDF의 주어, 술어, 목적어 어디에서나 사용 가능하며 데이터 연계의
핵심 매개체임
- 표준에 기반한 IRI의 명명을 위하여 W3C에서는 권고안13)을 발표하였으며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는 링크드 데이터 구축 공정 가이드 v1.0(2014c)에서
223 Best Practices URI Construction14), Designing URI Sets for the UK
Public Sector15)를 참조하여 URI 생성 및 관리지침 제안
11) GML(Geography Markup Language)은 XML기반의 지리객체를 표현하는 언어, https://en.wikipedia.org,
2016. 06. 12
12) WKT(Well-Known Text)는 벡터지리객체와 지리참조체계를 나타내기 위한 언어, https://en.wikipedia.org,
2016. 06. 12
13) https://www.w3.org/International/articles/idn-and-iri/, 2016. 06. 12
14) http://www.w3.org/2011/gld/wiki/223_Best_Practices_URI_Construction, 2016. 0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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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RDF를 이용한 공간객체 표현 예시

자료: https://www.w3.org, 2016. 08. 20

∙ SPARQL(SPARQL Protocol and RDF Query Language)은 RDF를 질의할 수
있는 시멘틱 웹 질의어로 W3C의 표준임
- SPARQL의 질의 형태에는 SELECT, CONSTRUCT, DESCRIBE, ASK가 있음
- 다음은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서울시 관광특구를 쿼리하는 예시임
- 결과값은 쿼리문에서 질의한 관광특구 URI, 명칭(name), 면적(area), 관광
특구 지정일(data), 공공기관 담당자 전화번호(phone)가 반환됨
15)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 2016. 0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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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PREFIX
PREFIX
PREFIX
PREFIX

서울시 열린데이터 광장에서 제공하는 LOD 서비스 사례

rdfs: <http://www.w3.org/2000/01/rdf-schema#>
rdf: <http://www.w3.org/1999/02/22-rdf-syntax-ns#>
seoul: <http://lod.seoul.go.kr/ontology/>
schema: <http://schema.org/>

SELECT *
WHERE {
?zone rdf:type seoul:SpecialTouristZone .
?zone rdfs:label ?name .
FILTER ( lang(?name) = {quote}ko{quote} )
?zone seoul:grossArea ?area .
?zone seoul:specifiedDate ?date .
?zone schema:telephone ?phone .
} LIMIT 50

자료: 서울시 열린데이터 광장, http://data.seoul.go.kr, 2016. 0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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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DF 공간정보를 질의하기 위하여 OGC에서는 GeoSPARQL 표준을 제정하였음
∙ GeoSPARQL은 W3C의 SPARQL의 기능을 확장하여 시멘틱 웹상에서 RDF
형태의 공간정보를 표현하고 질의할 수 있음
- GeoSPARQL은 RDF 구조로 공간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는 어휘집을 정의하고
공간정보 처리를 위한 SPARQL의 질의어를 확장하였음

표 2-3

GeoSPARQL의 Class

Class

Standard Properties
geo:Feature

Geometry
geo:Geometry

Properties
geo:hasGeometry
geo:hasDefaultGeometry
geo:dimension
geo:coordinateDimension
geo:spatialDimension
geo:isEmpty
geo:isSimple geo:hasSerialization

자료: OGC, 2012, GeoSPARQL - A Geographic Query Language for RDF Data, p.6-7, 편집

- 공간정보의 위상관계를 이용한 질의 외에도 거리, 버퍼, union 등의 기능 제공

표 2-4

GeoSPARQL의 공간객체 질의 기능

Non-topological
Query Functions

geof:distance,
geof:buffer,
geof:union, geof:difference,
geof:boundary

geof:convexHull,
geof:intersection,
geof:symDifference, geof:envelope,

자료: OGC, 2012, GeoSPARQL - A Geographic Query Language for RDF Data, p.20-22, 편집

❑ 공간정보 연계데이터는 위상관계 표현을 위한 Topology vocabulary extension 표
준을 OGC에서 제정
∙ Topology vocabulary extension 표준은 공간객체들의 위상관계를 표현하기
위하여 equals, disjoint, intersects, touches, within 등을 정의
∙ Topology vocabulary extension에는 공간객체 위상관계 표현을 위해 일반
적으로 사용되는 Simple features, RCC8(Region Connection Calculus 8),
Egenhofer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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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RCC8과 OGC 위상표준

RCC8
property

Relation Name

RCC8 OGC
relation URI

OGC
property

OGC property
URI

DC

Disconnected

geo:rcc8-dc

disjoint

geo:sf-disjoint

EC

Externally Connected

geo:rcc8-ec

touches

geo:sf-touches

PO

Partially Overlapping

geo:rcc8-po

overlaps

geo:sf-overlaps

EQ

Equal

geo:rcc8-eq

equals

geo:sf-equals

TPP

Tangential Proper Part

geo:rcc8-tpp

within

geo:sf-within

TPPi

Tangential Proper Part
inverse

geo:rcc8-tppi

contains

geo:sf-contains

nTPP

non-Tangential Proper Part

geo:rcc8-ntpp

within

geo:sf-within

nTPPi

non-Tangential Proper Part
inverse

geo:rcc8-ntppi

contains

geo:sf-contains

*

intersects

*

intersects

geo:sf-intersects

* -DC의 논리적 표현
설명) –DC : 두 객체가 떨어져 있지 않는 상태(not disconnected), 즉, EC, PO, EQ, TPP, TPPi, nTPP,
nTPPi, intersects 상태를 의미할 수 있으나 여기서는 intersects만을 의미

자료: https://en.wikipedia.org, 2016. 08. 20,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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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간정보 연계데이터의 특징
❑ 공간정보 연계데이터는 공간정보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모델
중 하나임
∙ 현재 공간정보 모델은 특정 벤더에서 제공하는 솔루션에 최적화된 형태로,
데이터 모델이 솔루션에 의존적이기 때문에 활용에 한계
∙ OpenAPI 등을 이용하여 공유 및 활용을 하고 있으나 OpenAPI는 정보 제공자가
정의한 형태로만 데이터 접근이 가능하며, 사용자 맞춤형 데이터 제공은 불가능함
∙ 공간정보 연계데이터는 데이터에 직접 접근 가능하며, 쿼리문을 통해 질의한
결과를 객체화 할 수 있어서 데이터 분석 및 활용이 용이

❑ 공간정보 연계데이터 표준에 기반한 데이터 생산 및 서비스로 데이터와 데이터,
데이터와 시스템, 시스템과 시스템의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확보 가능
∙ 공간정보 데이터 활용에 가장 큰 문제중 하나인 이질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이며 세계 표준화를 통해 데이터의 가치와 활용을 넓일 수 있음

❑ 데이터를 자원화하여 DaaS(Data as a Service)로서의 데이터 제공 가능
∙ 사용자의 활용 목적에 맞는 데이터를 패키지화해서 제공할 수 있으며, 별다른
가공이 필요없는 고품질의 정보를 적시적으로 제공가능

❑ 공간정보 연계데이터는 IoT, 빅데이터 등과 같은 미래사회의 데이터 수요 및
활용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임
∙ 기계가독형(Machine Readable) 데이터 형태로 대용량의 빠른 속도로 생산되는
공간정보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관리 및 활용 가능
∙ 실시간 생산되는 마이크로 데이터를 의미기반으로 연계하여 데이터의 가치를
확장시키고, 이러한 연계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인공지능 등
지능형 공간정보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필수 방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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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간정보 연계데이터의 필요성
❑ 우리나라는 공공정보 데이터 개방 순위는 높으나 품질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ODB(Open Data Barometer)에 따르면 우리나라 데이터 개방 순위는 2015년
기준 세계 8위(71.19)로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10위권에 포함
∙ 오픈 데이터를 품질로 평가하는 Global Open Data Index(2015)에서는 31위로
평가16)(아시아 국가에서는 타이완(1위), 싱가포르(20위), 인도․일본(공동 25위) 등)

그림 2-7

공공정보 데이터 개방 순위

자료: http://opendatabarometer.org/, 2016. 08. 03

❑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의 데이터를 종류별로 구분한
결과 전체 1만6880개 데이터 중 88.5%(1만4939개)가 재가공이 필요한 파일
데이터임17)
∙ 파일 종류도 그림, 한글, 엑셀 등 다양하고 별도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
∙ 다른 포맷의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가공과 정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이 소요
∙ 2016년 뉴스젤리에서 실시한 공공데이터 품질평가 전수조사에서는 기관마다
다른 형태로 개방(같은 데이터, 다른 포맷), 특정 소프트웨어에 종속된 파일
형식, 데이터로 활용하기에 부정당한 포맷, 알기 어려운 업데이트 주기, 시각화
등을 문제로 지적18)
16) http://2015.index.okfn.org/chart/, 2016. 08. 03
17) 디지털 타임즈, 2016, 활용 못하고 쌓이기만 하는 `공공데이터`, http://www.dt.co.kr, 2016.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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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형식 중 데이터 구조가 표준화되어 있고
개방성이 뛰어난 RDF(Resource Description Framework)형태의 데이터
제공은 12건에 불과함

표 2-6

공공데이터포털의 연계데이터 제공 목록

분류체계

데이터셋

확장자

데이터명

교육

표준데이터

RDF, XML, JSON, CSV, XML

전국도서관표준데이터
전국평생학습강좌표준데이터

사회복지

표준데이터

RDF, XML, JSON, CSV, XML

전국어린이집표준데이터

재난안전

표준데이터

RDF, XML, JSON, CSV, XML

전국CCTV표준데이터
전국어린이보호구역표준데이터

과학기술

표준데이터

RDF, XML, JSON, CSV, XML

전국무료와이파이표준데이터

문화관광

표준데이터

RDF, XML, JSON, CSV, XML

전국전통시장표준데이터
전국도시공원표준데이터

공공행정

표준데이터

RDF, XML, JSON, CSV, XML

전국무인민원발급표준데이터
전국공중화장실표준데이터
전국사회적기업표준데이터

교통물류

표준데이터

RDF, XML, JSON, CSV, XML

전국주차장표준데이터

자료: https://www.data.go.kr, 2016. 08. 05

∙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제공하는 공간정보 중 부동산 지적정보(연속지적도)와
같은 경우에도 제공 범위와 형태가 상이하고 데이터 클리닝을 위한 전문지식이
요구되어 활용에 어려움이 큼
- 연속지적도는 다운로드 횟수가 13,050에 이르는 수요가 매우 높은 공간정보임
(2016년 8월 기준)
- 연속지적도는 Shapefile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최근 지자체별 전국 연속지적도는
2015년 12월 24일에 등록되었고 월별로 갱신되며, 변동된 지적정보는 전국
단위로 일별로 제공하고 있음
18) 뉴스젤리, 2016, 공공데이터 품질평가 전수조사, http://www.bloter.net, 2016.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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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apefile은 GIS 글로벌 기업인 ESRI(Environmental Systems Research
Institute)가 개발한 파일 포맷으로 다른 GIS 소프트웨어 산출물과의 상호
호환성을 위해 Open Standard로 개방
· Shapefile는 Open Standard이지만 활용을 위한 시스템은 독립적인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웹 또는 인트라넷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를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음
- 연속지적도 개방은 큰 의미가 있으나 활용자 측면으로 보면 여전히 어려움이 존재
· 메타데이터가 업데이트 문제 – 파일 요약 글에는 연속지적도 등록일이 2015.
12. 24로 되어 있으나 제공되는 데이터는 2016년 6월 4일부터임
· 강원도 필지는 AL_42_D002_20160806, AL_42_D002_20160806(2),
AL_42_D002_20160806(3) 세 개의 파일로 제공되고 있는데 파일의 구분
이유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제공하지 않고 있고, 메타데이터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활용을 고려한 제공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 전체 데이터는 시도별, 업데이트 데이터는 전국단위로 제공
* 전국 단위로 분석이 필요한 경우 : 시도별 자료를 각각 다운로드 → 공간처리 함수로
병합 → 업데이트 된 기존의 필지 제거 → 업데이트 된 전국 필지와 병합
* 시도단위 분석이 필요할 경우 : 업데이트 된 필지레이어에서 필요한 시도
데이터 추출 → 기존의 시도 단위 필지에서 업데이트된 필지 제거 → 두 개의
레이어 병합
* 시도단위 이하 데이터가 필요한 경우 : 전체 데이터 추출 → 변동데이터 추출
→ 추출한 데이터 합치기
* 대단위 택지개발 등으로 이하여 필지의 형태가 변하였을 경우 : 기존 데이터와
변동 데이터 중첩 → 변동데이터로 기존 데이터 지우기(erase) → 경계
부분의 속성 정보 확인 및 수정 → 수정된 기존 데이터와 변동데이터 합치기
∙ 공간정보 전문가 이외에는 활용이 어려워 데이터 활용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연계데이터를 이용하면 기존데이터와 업데이트 데이터를 따로 제공할
필요가 없으므로 공간정보 비전문가도 활용가능
∙ 표준화된 연계데이터로 제공하게 되면 데이터 히스토리를 관리할 수 있으며
메타데이터 제공으로 공간정보 활용 측면에서 많은 이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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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에서 제공하는 공간정보 활용의 애로사항

자료: 연구진 작성

❑ EU, 미국과 같이 우리나라도 데이터 거버넌스 확보를 위해 연계데이터 체계로
연계, 통합,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19)
∙ 데이터의 존재유무 정보제공, 상호호환성에 따른 데이터 통합 및 관리용이,
데이터 이력관리를 통한 데이터 전처리 비용 저감 및 시계열 분석 용이, 공유를
통한 데이터 활용성 극대화

❑ 데이터 시대에는 실시간 갱신이 중요요소가 될 것이며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연계데이터임
∙ UNGGIM 2012년 보고서에서는 웹상에서의 정보연결 능력은 중요성이 더 커질
것이며 이를 위하여 향후 5~10년 동안은 연계데이터 형태로 데이터가 존재할
19)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2015, 데이터백서, p.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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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고, 이러한 연계데이터는 데이터의 가치를 더할 것이라고 언급20)
∙ IoT, 빅데이터 시대가 구체화 될수록 공간정보 데이터의 양이 많아지고(Big)
위치와 시간요소가 중요(Things move)해지며 개인화(Personalization)가
급격히 증가
∙ 실시간 적으로 변하는 데이터를 2차 이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실시간 갱신이
필수이며, 연계데이터는 이러한 갱신측면에서 최선의 대안임

❑ 데이터가 하나의 ‘값(Value)’으로 중요하던 패러다임을 지나 데이터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의미(Semantics)’가 중요해지는 시대가 도래
∙ 지가분석시 기존에는 지가(값)을 이용하여 이상점(hot spot 또는 cold spot)을
찾는 것이 분석의 중심이었으며, 그러한 특이점이 나타나게 된 이유를 찾는 것은
또 다른 과제였음
- 특이점의 원인을 찾는 방법도 현장조사나 몇 개의 제한된 지표 또는 전문가
견해에 의존적이었음
∙ 연계데이터로 구축하여 활용하게 되면 특이점 분석뿐만 아니라, 그 특이점과
연관된 다양한 데이터를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특이점이 나타나게 된 이유를
병행하여 분석 가능함
- 현상의 본질을 규명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할 수 있고,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으며 공간정보 비전문가들의
의사결정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음

❑ 연계데이터는 기존의 웹페이지 하이퍼링크와는 다른 데이터간의 연계임
∙ 현재의 웹페이지는 사람에게 정보를 주는 것이 목적이므로 웹페이지 자체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같이 제공하지 않음
- 제공된 웹페이지가 무엇을 위해 어디에 사용할 수 있는지, 어떤 다른 웹페이지와
연관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으므로 기계에 의한 이해와 추론은 불가능함

20) UN GGIM, 2012, Future trends in geospatial information management: the five to ten year vision,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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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계데이터는 데이터 간의 연계이며 데이터에 대한 메타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람 뿐만아니라 기계도 이해하고 추론이 가능하며 좀 더 정확한 결과를 제공
∙ 구글과 같은 경우에는 광고관련 문구를 연결할 때 연계데이터 형태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그림 2-9

데이터 웹과 문서웹의 차이점
Web of Document

·
·
·
·
·

데이터와 문서파일(HTML)의 연결
연결은 URL을 사용
사람만 의미 파악 가능
불필요한 내용도 같이 제공
하나의 데이터에 단편적 지식 확장(One Data
Matching One Knowledge)
· 키워드로 검색

Web of Data(Linked data)

·
·
·
·
·

데이터와 데이터의 연결
연결은 IRI를 사용
사람, 기계 모두 의미파악 가능
필요한 데이터만 제공
하나의 데이터에 다중적 지식 확장(One Data
Matching Muti Knowledge)
· 조건문으로 검색

자료: 연구진 작성

❑ RDF를 활용한 공간정보 연계데이터는 문서데이터 제공 또는 OpenAPI를 이용한
데이터 제공보다 더 적극적인 개방과 활용을 유도할 수 있음
∙ 문서에 의한 공간정보는 그림파일과 같이 공간정보 변화시 수정할 수 없어
재사용이 불가능하거나 한글, pdf, 엑셀과 같이 특정 소프트웨어에 종속적이고
추가적인 작업을 거치지 않으면 기계가독이 불가능한 자료임
∙ OpenAPI에 의한 공간정보제공은 공급자 중심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원치않는 데이터를 같이 받거나 사용자 편집이 불가능함
∙ 공간정보 연계데이터는 기계가독형의 데이터 구조를 가지고 있어 대용량, 실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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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처리시 자동화된 처리가 가능하며, 공간정보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도
활용가능하기 때문에 공간정보의 활용성을 증대시킬 수 있음

표 2-7

공간정보 제공방식에 따른 차이점

문서로 공간정보 제공

OpenAPI로 공간정보 제공

연계데이터로 공간정보 제공

· 인간에 의한 의미파악
· 각기 다른 솔루션을 기반으로
공급자가 RawData로 제공
· 데이터가 서로 다른 포맷으로
파일 안에 숨어있기 때문에 활
용에 한계(hwp, pdf 등)
· 데이터가 어플리케이션에 종속
되어 활용에 한계(Excel,
shape 등)

· 공급자 중심의 데이터 개방
· 제공된 OpenAPI 구문을 사용
자가 필요에 따라 수정할 수
없음
· API로 제공된 데이터를 활용자
가 바꿀 수 없음
· OpenAPI에 의해 제공된 데이
터를 분석을 위해 객체화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작업 필요

· 인간과 기계에 의한 의미파악
가능
· 자동적인 데이터 연계로 데이
터 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음
· 데이터와 함께 메타데이터를
제공하여 데이터에 대한 상세
내용 파악 가능
· 다양한 질의문을 통해 사용자
맞춤형 데이터 활용가능

자료: 한국정보화진흥원, 2014, LOD 기반의 데이터 관리 패러다임 전환전략, p.10, 편집 및 수정

❑ ISA(Interoperability Solutions for European Public Administrations)에서는
eGovernment를 실현시킬 수 있는 한 요소로 연계데이터를 제시하였으며, 다가오는
미래사회에서 RDF기반 연계데이터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음
∙ xml21)은 개방성, 확장성, 호환성, 데이터의 내용과 표현 분리 등의 장점으로
인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데이터 간의 관계가 명확하게 표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더 복잡하고 난해할 수 있음

21) eXtensible Markup Language은 W3C의 표준으로 시스템 간의 데이터 송수신에 활용하는 다목적 마크업
언어(http://www.w3.org/XML), 2016. 0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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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광범위한 활용성 및 호환성을 추구함으로써 지나치게 많은 자료구조에
대한 정의를 필요로 하며 binary 데이터 보다 속도가 느린 단점이 있음
∙ RDF는 데이터의 구조가 간단하고 IRI라는 국제적인 식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원의 연계성이 뛰어나며 정형화된 데이터로 기계적인(Machine
readable) 처리가 가능
∙ RDF는 기계적인 연결뿐만 아니라 의미기반의 연결이 가능함으로 데이터 융복합
활용을 위한 대안적 데이터 모델임

그림 2-10

공공 데이터의 현재와 미래

자료: ISA, 2013, How Linked Data is transforming eGovernment, 4p,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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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데이터 시대의 공간정보 연계데이터의 역할
1) 공간정보 연계데이터의 공간정보 생산 및 구축에서의 역할
❑ 표준 용어집과 표준 구조에 기반한 공간정보 생산은 공간정보 생산의 진입장벽을
낮추어 공간정보 생산 및 구축 산업분야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음
∙ 현재는 취득된 사물의 위치정보를 특정 제품이나 시스템에 최적화 하여 공간
정보를 생산 및 구축하고 있음
∙ 이는 특정 제품구매 및 기술비용에 따른 초기 투자비용의 증대와 선점기업과의
경쟁에서 절대적 비용의 불리함(Absolute Cost Disadvantage) 등으로 높은
진입장벽을 형성
∙ 공간정보 연계데이터는 표준화되고 공개된 구조와 기술을 이용함으로써 초기
투자비용을 낮추고 메이저 기업의 선점효과를 줄임으로써 기술주도형 시장을
형성하여 공간정보 생산 및 구축 산업 활성화가 가능함

❑ 공간정보의 중복구축 방지를 통하여 예산절감과 필요한 기술개발에 대한 집중적
투자 가능
∙ 국토부에서는 공간정보 중복투자를 막고, 공간정보 생태계의 건설적인 성장을
위해 국가공간정보 총괄 및 조정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하지만 공간정보가 IT와 결합하고 다양한 정보를 융복합하는 기준으로 자리매김
하면서 같은 사업일지라도 어떤 목적, 어떤 기술을 강조하는가에 따라 전혀
다른 사업으로 보여 구분하기가 힘듦
- 2014년까지 3년 동안 4조 1,725억원을 투입한 국가통합교통정보체계가 기관 간 중복
투자 등으로 지능형 교통체계 사업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감사원, 2015)
· 일부 지자체는 국토부 ATMS22) 사업을 통해 교통정보를 수집하고 있는데도
308억 원을 투자하여 UTIS23) 사업을 중복 추진
22) ATMS(Advanced Traffic Management System) - 첨단교통관리시스템
23) UTIS(Urban Traffic Information Center) - 도시교통정보센터

제2장 데이터 시대에 대응한 공간정보 연계데이터 |

37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합적이고 세부적인 기술·지식에 대한
대규모 전문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나 현실적으로 어려움
- 전문가 풀(pool)의 한계 및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있으며, 소수의 전문가를 통한
모든 사업에 대한 총괄 관리 및 조정은 매우 어려운 사항임
∙ 분류체계가 잘 정비되어 있고, 기술 등에 대한 명확한 어휘집을 이용하여 각
사업에 대한 정보를 연계데이터로 구축함으로써 중복문제 해결 가능
- 연계데이터는 각 사업에 대한 의미론적 접근을 가능하게 하고 컴퓨터에 의한
자동화된 분석을 통하여 사업관리 및 중복성 여부 판단 가능

2) 공간정보 연계데이터의 공간정보 활용에서의 역할
❑ 현재의 공간정보 시스템은 CWA(Closed World Assumption)에 기반을 둔 시스템
이나 모든 정보를 완벽하게 갖출 순 없기 때문에 현실에 가까운 OWA(Open World
Assumption)을 통한 문제해결 접근이 필요
∙ CWA는 모든 정보가 완벽하다는 가정하에 정보의 옮고 그름과 분석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는 체계임
- 어떤 시스템에 A=B?라는 질의가 주어졌을 때, CWA에 기반한 시스템은
A=B라는 값이 입력되어 있지 않을 경우 ‘false’값을 출력
- 하지만 A=B라는 값이 입력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정보의 접근한계로 인한
정보 누락일 경우 false값을 출력하는 것은 오류임
- 기존의 공간정보생태계는 콘텐츠 부족이라는 고질적인 문제로 인해 CWA 중심의
정보구축 및 활용이 주를 이루고 있음
∙ OWA는 정보가 불완전하다는 가정하에 정확한 정보를 얻기까지 연계정보들을
계속 검색해 나가는 방법임
- A=B?라는 질의가 주어졌을 때, OWA에 기반한 시스템은 A=B라는 정확한
정보가 없을 경우 ‘I don’t know‘라는 값을 출력
- OWA에 기반한 시스템은 A=B 또는 A≠B인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때까지 연계된 정보를 계속적으로 찾아나가는 시스템임

38

| 데이터 시대에 대응한 공간정보 연계데이터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공간정보 연계데이터는 OWA에 기반한 데이터이며, 정보간의 연계를 통해 불
완전한 정보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임
∙ 데이터에 기반한 사회에서는 풍부하고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현실에 가까운 OWA에 기반하여 문제에 접근함으로써 지능적인
해결방안 도출 가능

❑ 공간정보와 비공간정보(속성정보)의 쉽고 빠른 연계로 데이터 가치 향상
∙ 데이터가 표준포맷으로 제공되면 개발자는 데이터 포맷이나 표준화, 기계 가독성
등 데이터 클리닝을 위한 프로세스에 자원을 할애할 필요 없이 부가가치 창출에
집중 할 수 있음(Ryan Alfred ： BrightScope 사 President and COO)24)
∙ 공간정보 활용 난이도가 타 정보에 비해 높기 때문에 비전문가의 활용에 제약이
있었으나 연계데이터로 공간정보를 제공하면 지식, 기술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어 공간정보 활용 촉진 및 정보 융합 기준으로서의 위상 강화

❑ 공간정보 연계데이터는 실시간 갱신사항 반영할 수 있어 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고 정보와 정보를 연결함으로써 새로운 정보를 창출하여 콘텐츠가 풍부한
데이터 생태계 조성
∙ 데이터 활용을 위해서는 데이터 접근성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요소는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임
- 공간정보 연계데이터는 실시간 갱신으로 인한 최신성을 확보할 수 있고,
표준화된 메타데이터를 제공하여 데이터 활용에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음
∙ 데이터가 독립적으로 존재할 때는 2개의 데이터는 2개 데이터의 가치만 있으나
연계데이터에서는 3개의 데이터이며 정보 수가 증가할수록 급속히 증가

24) JETRO/IPA, 2013, 미국 오픈데이터 동향 조사, http://www.ipa.go.jp/files/000033718.pdf;한국정보화진흥
원, 2014a, LOD기반의 데이터 관리 패러다임 전환전략, p.19 재인용, 2016.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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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데이터 한 개가 추가될 때 일반데이터와 연계데이터의 데이터 양의 변화

자료: 연구진 작성

❑ 미래 기술로 주목되는 공간빅데이터, geo-IoT 등은 모두 데이터 산업이며 모두
실시간 대용량의 데이터를 동반하기 때문에 공간정보 연계데이터로의 전환이 필요
∙ 웹 크롤링 등의 공간빅데이터 기술을 통한 데이터 수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데이터 포맷의 상이함에 따른 메쉬업과 정크 데이터를 제거하는 등의 데이터
클리닝 작업임
- 공간정보 연계데이터는 표준화된 구조와 메타데이터를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데이터 융합 및 클리닝 작업에 대한 프로세스를 획기적으로 줄여 공간정보
활용을 증가시킬 수 있음
∙ 센서 등에서 수집되는 대용량, 시그널 데이터에 대한 수집, 저장, 배포, 활용에
대한 기계적 처리 및 의미에 기반한 처리 방법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사일로
(silo) DB의 증가로 데이터 간 융복합을 통한 가치창출에 어려움이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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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공간정보 연계데이터 실태조사

본 장에서는 EU, 미국 등의 해외 공간정보 연계데이터 구축 및 서비스 현황과 국내 공간정보
연계데이터 현황 조사 및 비교를 통해서 국내 공간정보 연계데이터 구축 및 서비스의 개선방안
및 시사점을 도출함

1. 해외 공간정보 연계데이터 구축 및 서비스 현황
∙ 도메인별 LOD 통계를 살펴보면, Government가 트리플(데이터) 수는
42.09%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고 하고 있으나 외부연결은 3.84%로 생명과학
38.06%, 논문정보 27.76%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공공부분이 데이터는 많이 구축하였으나 외부 연계는 제한적인 것을 의미

표 3-1

도메인별 LOD 통계

Domain

Number
of datasets

Triples

%

(Out-)Links

%

Media

25

1,841,852,061

5.82 %

50,440,705

10.01 %

Geographic

31

6,145,532,484

19.43 %

35,812,328

7.11 %

Government

49

13,315,009,400

42.09 %

19,343,519

3.84 %

Publications

87

2,950,720,693

9.33 %

139,925,218

27.76 %

Cross-domain

41

4,184,635,715

13.23 %

63,183,065

12.54 %

Life sciences

41

3,036,336,004

9.60 %

191,844,090

38.06 %

User-generated
content

20

134,127,413

0.42 %

3,449,143

0.68 %

295

31,634,213,770

503,998,829

자료: http://lod-cloud.net/state/, 2016. 0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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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해외 주요 공공 공간정보 연계데이터 사례

공간정보
연계데이터

주요 사이트

내용

GeoNames

geonames.org

- 국가명․행정구역명․산․강․도시명 등의 지명과 언어․고도․인구․인
구밀도․위도/경도․면적 등의 관련 데이터를 RDF로 제공

Ordnance
Survey
Linked Data

https://www.o
rdnancesurvey.
co.uk

- 영국의 national mapping agency로 세계에서 가장 큰 지도
생산 기관의 하나임. 영국의 행정경계, 지명, 우편번호 등을
RDF로 제공

Geo Linked
Data

landmap.mima
s.ac.uk

- 스페인 국토부(national territory)로부터 획득한 지리정보를
연계데이터 4원칙을 기반으로 RDF로 제공

NUTS
Geo-vocab

http://nuts.ge
ovocab.org

- EU의 통계청인 Eurostat에서 정의한 통계지역 단위 명명법
(Nomenclature of Territorial Units for Statistics, NUTS)
NUTS 0은 국가, NUTS 1은 사회 경제적 중요지역 등과 같이
통계작성을 위해 지역을 구분하고 이를 RDF로 제공

LinkedGeoData

http://linkedge
odata.org

- LinkedGeoData는 텍스트 중심의 데이터 웹과 시멘틱 웹에
공간 데이터를 추가하여 활용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OSM(OpenStreetMap)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RDF로 제공

EARTh

http://thesaur
us.iia.cnr.it/ind
ex.php/vocabu
laries/earth

- Environmental Applications Reference Thesaurus는 환
경자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기존의 용어사전을 통합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EU project eENVplus 에서 개발된
프레임워크인 LusTRE을 사용

GADM
Geovocab

http://gadm.
eovocab.org

- 세계 각국의 나라 경계와 세부지역의 경계를 RDF로 제공하고
있으며 NeoGeo vocabulary 사용. 행정경계는 100m, 1km,
10km, 100km 스케일로 제공하고 있으며 RDF 이외에도
KML, GML, GeoJSON 등의 포맷 제공

Linked Railway
Data Project

http://ontologi.
es/rail

- 영국의 철도와 철도역사에 대한 정보를 RDF로 제공하며
wikipedia, dbpedia, geonames 등을 연계하여 관련정보 제공

OpenMobileNe
twork

htt p: //www.
penmobilenet
work.org

- 전세계 78개국의 모바일 네트워크와 WiFi 토폴로지 데이터를
RDF로 제공하는 오픈 플랫폼. 클라우딩 소스 활용하며
VoID(Vocabulary of Interlinked Datasets) 이용

Geological
Survey of
Austria
Thesaurussms

http://resource.
geolba.ac.at

- 지도기반의 지질정보를 시맨틱 환경에서 활용하기 위하여 관련
어휘집을 RDF로 제공하며 암석학, 지질시대, 지질 단위, 지질
구조 및 분류 정보 제공

ADL Gazetteer

http://adl-gaz
etteer.geog.uc
sb.edu

- Alexandri Digital Library Gazetteer는 약 5백만개의 지명
과 장소에 대한 정보를 RDF로 제공

AEMET

http://aemet.li
nkeddata.es

- 스페인 지리정보를 웹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OEG(Ontology
Engineering Group) 주도의 프로젝트이며 스페인의 기상정
보를 RDF로 제공. 영국과 독일 공동 참여

자료: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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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U의 공간정보 연계데이터 사례
❑ 영국 Ordnance Survey의 연계데이터 서비스
∙ 영국 Ordnance Survey(OS)는 영국의 지도 생산 기관으로서 가장 정확하고 최
근의 지리적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음
- OS는 행정구역 경계, 지명, 우편번호 등의 다양한 공간정보 연계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음
- 공간정보 연계데이터는 웹상에서 다른 데이터와 연계되어 가장 빠르게 성장
하는 부분임
- 공간정보 연계데이터는 웹상에서 URI에 의해서 데이터를 연계, 공유하는 수단
으로 활용되고 있음

그림 3-1

Ordnance Survey 웹사이트

자료: https://www.ordnancesurvey.co.uk, 2016. 0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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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S LOD25)는 Ordnance Survey(OS)에서 제공하는 Linked data로써 3개의
OS Open Data를 생산 및 서비스하고 있음
- 1:50,000 축적의 Gazetteer는 영국의 250,000개의 지명을 포함하고 있음
- Code-Point Open는 영국의 우편번호 정보를 제공하고 각 우편번호에 해당하는
정확한 위치 정보를 가지고 있음
- Boundary Line은 영국 전체의 행정구역별 경계를 포함하며, 행정구역과 선거
구역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함
- JSON, XML 등으로 데이터셋 및 메타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음
- <그림 3-2>에서 결과값은 HTML 형태로 출력하였으며 각 출력된 행정경계를
이루는 도시의 URI를 누르면 WFS(Web Feature Service)를 통한 지도서비스
및 각 URI에 대한 메타데이터가 함께 제공됨

그림 3-2

Ordnance Survey SPARQL 질의 및 결과

자료: SPARQL for Boundary Line Linked Data, http://data.ordnancesurvey.co.uk/datasets/boundary-line,
http://data.ordnancesurvey.co.uk/doc/7000000000042936 편집 및 화면재구성, 2016. 08. 22

25) Ordnance Survey, http://www.ordnancesurvey.co.uk, 2016. 0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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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리아의 Linked Open Geo-Data26) 서비스
∙ 이탈리아의 트렌티노 지역의 Linked open geo-metadata 및 geo-data를 제공
- 해당 메타데이터는 OGD(open government data)와 LOD 패러다임을 기반
- 시내(streams), 자전거 트랙(bicycle tracks), 자전거 트랙 분수대(bicycle
tracks)를 체크박스의 리스트에서 선택하면, 폴리곤, 폴리라인, 포인트 형태로
구글맵에서와 같이 선택된 시내, 자전거 트랙과 분수대를 보여줌
- 또한, 자전거 트랙을 클릭함으로써 근처 호텔이나 파노라마 뷰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LinkedGeoData를 통해서 Open Street Map으로부터 응용 가능한
분수대에 관한 정보 수집이 가능함

그림 3-3

Geo-linked data의 메쉬업

자료: Shvaiko et al., 2012. Trentino government linked open geo-data: a case study. The Semantic Web
- 11th International Semantic Web Conference, Boston, MA, USA Nov. 2012 Proceedings, Part II. p.8

26) Shvaiko et al., 2012. Trentino government linked open geo-data: a case study. The Semantic
Web - 11th International Semantic Web Conference, Boston, MA, USA Nov. 2012 Proceedings,
Part II,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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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르투갈의 Geo-Net-PT 데이터셋 서비스
∙ Geo-Net-PT는 포르투갈의 공공 지리정보 Linked Data이며, 현재는 GeoNet_PT 02버전까지 출시됨
- 메타데이터를 위한 DCMI와 지리좌표를 위한 WGS84의 표준을 기반으로 한
지리정보 온톨로지이며, SPARQL Endpoint 제공
- 영어, 불어, 독일어 등의 지명정보 제공하고 있으며 각 정보의 출처를 제공
- 데이터 포맷은 RDF, TTL, N3가 있으며 다른 포맷의 데이터도 요청할 수 있음

표 3-3

포르투갈의 Geo-Net-PT에서 제공하는 공간정보 RDF

Geographic Entity Type

Count

Geographic Entity Type

Count

Rio (River)

2421

Recurso turístico
(Touristic resource)

84

Praia (Beach)

558

Biótopo (biotope)

58

Museu (Museum)

507

Linha férrea (Railroad)

38

Sítio arqueológico
(Archeological site)

414

Área protegida (Protected area)

31

Hotel (Hotel)

381

Serra (Mountain range)

25

Região Natural (Natural region)

304

Marina(harbor)

26

Castelo (Castle)

256

Parque Natural (Natural Park)

12

Nascente (Spring)

220

Estuário (Estuary)

8

Aldeia histórica (Historic village)

217

Monumento Natural (Natural
monument)

5

Albufeira (Reservoir)

90

Parque Nacional (National Park)

1

자료: http://www.linguateca.pt/geonetpt/, 2016. 08. 20

48

| 데이터 시대에 대응한 공간정보 연계데이터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개발자 중심의 공간정보 연계데이터 활용을 대중화하기 위한 시각화 서비스 제공
∙ 공간정보 연계데이터는 의미기반의 연계데이터 정보를 제공하며, 특정 OS나
SW에 종속적이지 않기 때문에 활용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으나 일반인이 사용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개발자가 아닌 일반 사용자가 SPARQL 질의문을 이해하고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질의문에 의해 호출된 값을 텍스트만으로 이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 특히 공간정보의 경우에는 이러한 면이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호출된 결과값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예를 들어 N서울타워 주변의 관광지를 검색했을 때, 남산골한옥마을, 서울역,
전쟁기념관, 숭례문 등의 텍스트정보만 제공하는 것보다는 이와 함께 위성사진,
지도 등과 같이 제공하면 더 효과적임
∙ 따라서 EU에서는 공간정보 연계데이터 구축과 함께 시각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함께 제공함으로써 비전문가의 공간정보 연계데이터 활용을 함께 고려함
- 공간정보 연계데이터 시각화 서비스는 지도, 통계적 요약 및 그래프, 워드
클라우드 등이 있음
∙ SmartOpenData-Italian Pilot은 사용자 쿼리를 식별하기 위해서 생성한 3개의
대시보드 protected sites(223), water sampling stations(55), observations
(901)를 통하여 5종류의 시각화 기능을 제공(<그림 3-4> 참조)
- protected sites의 경우 sites map은 protected sites 지도화 서비스 제공
- sites table은 각각의 protected site의 이용 가능한 데이터의 테이블 뷰 제공
- sites Sizes는 protected site의 크기를 그래프로 표현
- tags eco quality sito는 ecoQuality로부터 추출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단어 클라우드
- tags descrizione sito는 description으로부터 추출해낸 단어 중 가장 빈번하게
사용된 단어의 클라우드
∙ 공간정보 연계데이터의 시각화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단순한 정보제공을
넘어 Knowledge hub로서의 역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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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이탈리아의 파일럿: “Protected Sites”

자료: http://spaziodati.eu, 2016. 08. 03

∙ 영국의 LOD 가시화 서비스는 영국 BIS(Department of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가 만든 연계데이터 시각화서비스임(한국정보화진흥원, 2014a)
- 연구투자 활동 분포도에 누적 투자액, 출원 특허수 및 연구분야의 누적 투자액과 연
구 기관의 위치를 지도화(<그림 3-5> 참조)(한국정보화진흥원, 2014a)

그림 3-5

영국의 LOD 가시화(visualization)

자료: http://data.gov.uk/apps/research-funding-explorer, 2016.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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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의 공간정보 연계데이터 사례
❑ 미국은 데이터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해 LOD 중심의 구축방안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해 기계가판독이 가능한 연계데이터 형식의 공통
데이터 포맷을 기반으로 한 LOD 형식의 데이터를 공개하고자 함(한국정보화
진흥원, 2014a)
∙ 기계가독형의 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촉진을 위해 HTML, XML, JSON 등의
포맷과 함께 일관성 있는 URL로 개방한다는 지침을 수립(한국정보화진흥원,
2014a)

그림 3-6

미국 포털에서 제공하고 있는 LOD 데이터셋

자료: https://catalog.data.gov/dataset, 2016. 08. 05

❑ 미국 National Map을 활용한 공간정보 연계데이터 프로젝트 수행
∙ USGS에서 제공하는 National Map 데이터 중 8개를 선정하여 RDF로 변환하는
파일럿 프로그램(토지이용도, 건물, 행정경계, 수계, 지명, 교통, 표고, 정사
영상 이상 8개 레이어)
∙ ESRI사의 Shapefile을 XML기반의 오픈 포맷인 GML로 변환한 뒤 RDF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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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정보를 RDF로 변환 뒤 접근성이나 다른 데이터와의 상호호환성 검증
∙ 새로운 속성 값을 기존 데이터에 결합시킬시 기존과 같이 새로운 필드를 형성하
는 등의 작업이 생략되어 비전문가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음

그림 3-7

US National Map Pilot Project

자료: http://www.semantic-web-journal.net/sites/default/files/swj180_2.pdf, 2016. 08. 22

❑ USGS의 Freshwater Fish Habitat Modeling을 위한 데이터 통합
∙ LOD를 위한 시멘틱 웹 기술의 사용 가능성을 실험하기 위한 것으로, 시멘틱
웹 기술을 적용하여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통합하고 상호적인 효율적 지원을
할 수 있는지를 검증
- 서로 다른 구조를 가진 데이터가 호환이 가능한 데이터인지를 확인하는 시멘틱
웹 기술의 잠재력을 보여주고, 상호운용성을 촉진시키기 위해 기존의 데이터
모델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자 함
∙ 기존의 데이터를 검색 또는 새로운 데이터를 수집한 후 이러한 데이터를 호환이
가능한 포맷으로 변환하고, 적합한 모델을 생성하고 데이터를 시각화하며 결합
하기 위해서 시멘틱 웹 기술을 이용
∙ 시멘틱 웹 기술은 데이터 통합과정에서 들이는 시간을 줄이고 데이터 통합과정을
단순화하기 위한 잠재성을 지니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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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는 국가 수질 평가를 위한 BioData, 포인트를 기반으로 한 Multiple
Aquatic Resources Information System(MARIS), USGS의 National Map의
구성요소인 surface water 의 National Hydrogaphy Dataset(NHD), 분수계의
수질특성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National Geochemical Survey(NGS)
데이터를 활용
- BioData는 Oracle RDBM table(관측, 속성, 피쳐, 과정, 결과 테이블)을
RDF로 변환(Python스크립트를 이용하여 XML format)
- MARIS는 Microsoft Access 또는 Delimited Text 파일을 RDF로 변환
- NHD는 PostgreSQL 관련 데이터베이스(테이블 포함)을 RDF로 변환
- NGS는 point 피쳐 클래스와 속성테이블을 RDF로 변환

그림 3-8

시멘틱 데이터 통합 프로토타입의 User Interface

자료: Gordon et al. 2015. A Case Study of Data Integration for Aquatic Resources using Semantic Web
Technologies. USGS.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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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토타입 아키텍쳐는 시멘틱 웹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위하여 Java 프레임
워크를 이용하고, RDF, RDFS, RDFa, OWL를 다룰 수 있는 Java 라이브러리를
제공하여 SPARQL 질의 가능(<그림 3-9> 참조)
- 트리플 스토어 데이터베이스는 BioData, MARIS, NHD, NGS로부터 생성된
RDF를 저장하는데 사용되며, NHD 데이터셋 RDF는 다른 RDF 데이터와
외부 데이터 형태로 연계되어 있음

그림 3-9

프로토타입 시스템 아키텍쳐 다이어그램

자료: Gordon et al. 2015. A Case Study of Data Integration for Aquatic Resources using Semantic Web
Technologies. USGS.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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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구현 기능으로는 원자료 데이터를 RDF 포맷으로 변환, 프로토타입 시스템을
위하여 연계데이터 API 제공, SPARQL 쿼리 프로세싱의 속도 개선
- RDF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실험과 개선을 하였지만 과학적 연구를
지원하는데 있어서는 아직 한계가 있음
∙ Freshwater Fish Habitat Modeling의 후속 연구방향은 다음과 같음
- 데이터의 출처 및 데이터 품질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하여 관심 데이터 이상의
action data를 판별하고 융복합 활용성을 고려
- 실행(SPARQL 쿼리 등)하는데 있어서 좀 더 개선(속도, 이용의 난이도 등)이
필요
- 심도 있는 지리공간정보 기반의 시멘틱 통합기술 연구 필요
- Linked Data의 이용, 특히 공공부문의 Linked Open Data를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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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공간정보 연계데이터 구축 및 서비스 현황
❑ 국내 LOD 사례 및 서비스 현황
∙ 2016년 8월 현재 공공부분 연계데이터 서비스는 다음과 같음

표 3-4

공공부분 연계데이터 서비스 현황

연계데이터
경기도 문화재, 관광

접근경로

주관기관

http://data.gg.go.kr

경기도청

http://lod.nature.go.kr

국립수목원, 국립중앙과학관

http://lod.koreanhistory.or.kr

국사편찬위원회

http://data.riss.kr/LODintro.do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서지데이터

http://lod.nl.go.kr

국립중앙도서관

한의학정보

http://cis.kiom.re.kr

한국한의학연구원

제주도 인문지리정보

http://data.jeju.go.kr

국토지리정보원 제작 후 제주도청
으로 시스템 이관

과학기술정보

http://lod.ndsl.kr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산업재산권

http://lod.kipo.kr/

특허청

https://www.data.go.kr/

한국정보화진흥원, 공공DB피디아
(http://lod.data.go.kr)를 2015
년에 통합

http://lod.fms.or.kr/

한국시설안전공단

생물정보데이터
한국사
학술정보

공공데이터포털

시설물LOD
K-water LOD

http://opendata.kwater.or.kr/lod/main 한국수자원공사

부산 영화영상관광LOD http://lod.busan.go.kr/

부산광역시

한국관광공사LOD

http://data.visitkorea.or.kr/spaql

한국관광공사

서울열린데이터광장

http://lod.seoul.go.kr

서울시

국립공원LOD

http://lod.knps.or.kr/

국립공원관리공단

자료: 한국정보화진흥원, 2014, 2014 LOD 사례집, p.16-67, 주소 업데이트 및 편집(2016. 08. 21 기준)

56

| 데이터 시대에 대응한 공간정보 연계데이터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1) 국가공간정보포털27)
❑ 일자리 찾기 서비스를 위한 공간정보 연계데이터 구축 및 시범서비스 제공
∙ 국가공간정보포털 LOD 시범 서비스의 목표는 연계데이터를 활용하여 통합
적인 이용자 중심의 정보제공임
∙ 워크넷 구인·구직정보, 큐넷의 자격증 정보, 대구광역시 전월세 정보를
OpenAPI 등으로 취득 후 RDF로 발행하여 지도위에 매핑함
- 데이터 간의 연결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래프 기반의 정보 표출 방식을 사용
∙ 목록에 제시된 회사정보를 클릭하거나 지도상으로 드래그하면 해당 회사 위치가
지도상에 매칭되고, 고용과 관련된 정보는 LOD 클라우드 형태로 제공

❑ 국가공간정보포털의 후속 LOD 사업은 공간정보 메타데이터 LOD 구축 고려
∙ 국내 공공정보 관련 Taxonomy, Vocabulary, URI naming 등의 기반체계가
미비한 상황에서 활용서비스에 한계
∙ 공간정보 메타데이터의 LOD 구축을 통해 공간정보의 존재유무, 협조형태,
담당자, 데이터 타입, 업데이트 주기 등의 정보를 쉽게 제공하는 방안 모색

그림 3-10

국가공간정보포털 일자리 찾기 연계데이터 서비스

자료: http://map.nsdi.go.kr, 2016. 08. 21

27) 부록 Ⅱ. 전문가 회의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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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열린데이터 광장은 오픈 데이터셋 및 OpenAPI 서비스, 데이
터 시각화, 카탈로그 서비스, OpenAPI 개발자 공간 등의 데이터서비스 등을 제공
하는 데이터 포털임
∙ 경기도의 경기데이터드림(http://data.gg.go.kr/portal/mainPage.do), 부산
광역시의 부산 공공데이터포털(http://opendata.busan.go.kr) 등과 함께 다양
한 연계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음

❑ 서울시 열린데이터 광장에서는 4511건의 데이터셋 제공 중 218건의 연계데이터
서비스를 하고 있음
∙ 서울시에서 연계데이터로 제공하는 데이터는 대부분 텍스트 위주의 서비스이며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위치정보 등의 소수의 데이터만 포인트 타입의 공간정보
연계데이터로 제공
∙ <그림 3-11>에서 볼 수 있듯이 공공 Wi-Fi를 검색하면 공공 Wi-Fi 리스트가
반환되고 클릭하면 상세 페이지로 들어갈 수 있음
- 상세 페이지에서는 주소, geometry(공간정보 타입), 주소변경 내용, RDF
레이블, 관리 시군구, 스키마 이름, RDF 타입, Wi-Fi 타입 등의 정보를 제공
- RDF 레이블이나 스키마 name에서 한글로는 Wi-Fi 명칭(예시: U강남도시
관제센터)라는 이름을 제공하나 영어와 중국어로는 서울시 열린데이터 광장에서
제공하는 모든 Wi-Fi 데이터가 서울 공공 Wi-Fi라는 명칭으로 통일되어 있음
- geometry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위도, 경도, 공간정보 타입이 있음
- RDF 형태의 공간정보 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지도와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 필요
∙ SPARQL로 질의한 결과는 Turtle, N3, RDF/xml, nTriples, JSON 등의 포맷
으로 데이터 내려받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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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서울 공공와이파이 목록 조회 및 결과
PREFIX rdfs: <http://www.w3.org/2000/01/rdf-schema#>
PREFIX rdf: <http://www.w3.org/1999/02/22-rdf-syntax-ns#>
PREFIX seoul: <http://lod.seoul.go.kr/ontology/>

SPARQL

SELECT ?wifi ?name
WHERE {
?wifi rdf:type seoul:PublicWifi .
?wifi rdfs:label ?name .
} LIMIT 50

결과
표출

결과
상세
내용

자료: http://data.seoul.go.kr, 2016. 08. 21

❑ 산책로 등의 RDF를 쿼리하면 공간정보는 제공되지 않고 텍스트 정보만 제공
∙ 산책로의 모양, 위치 등의 공간정보는 제공되지 않고, 명칭, 교통정보 등의
텍스트 정보만 제공
∙ 공간정보 관련 정보는 주소만 제공하나 지오코딩과 같은 이차적인 작업이 필요
하므로 데이터 활용에 제약
∙ 지도와 함께 산책로를 서비스 해주고, 텍스트 정보를 지도와 적절하게 매칭시켜
서비스 한는 등 데이터에 대한 직관적인 이해도를 높이고 활용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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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약 및 시사점
1) 국내외 공간정보 연계데이터 실태 비교
❑ 해외에서는 정보 공개 및 활용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 시도되고 있으며, 특히 공간
정보를 국가 핵심 인프라로서 활용하기 위한 표준제정 및 데이터 연계 방안에 대한
프로젝트가 진행중임
∙ 유럽과 같은 경우에는 EU로 통합된 이후 국가별로 구축했던 정보들을 융복합
활용하기 위하여 정보의 개방과 상호호환성에 중심을 두고 있음
- OGC, W3C 등의 공간정보 국제표준을 기반으로 도메인별로 어휘집과 표준을
제정하고 공간정보를 연계데이터로 구축하고 있음

그림 3-12

e-Government Core Vocabularies(EU)

자료: 연구진 작성

∙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오마바 정부의 정보개방 정책 이후로 개방과 활용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개방한 데이터의 활용성과 재사용성, 기계 가독성 등에
중심을 두고 있음
- 비공간정보 분야는 재사용과 기계가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형태의 연계데이터로
생산하여 제공하고 있고, 공간정보 분야는 National Map과 다양한 도메인별
프로젝트를 통하여 공간정보 연계데이터로의 구축 및 활용방안을 모색
- 미국과 같은 경우는 연계데이터로 단일화하여 제공하기 보다는 데이터 접근과
활용에 차별을 두지 않기 위해서 가용한 다양한 형태의 포맷으로 제공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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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텍스트 중심의 연계데이터가 서비스되고 있으며
공간정보 관련 연계데이터 사례는 매우 적음
∙ 현재는 활용에 대한 가능성 정도를 가늠하는 수준이며, 어휘집이나 표준등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연계데이터의 가치는 다양한 데이터의 연결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공간정보
개방 정도, 라이센스, 연계데이터로 발행하기 위한 표준화된 체계의 미흡으로
콘텐츠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임
∙ 또한 연계데이터에 대한 프로젝트들이 장기적인 계획과 세부적인 전략의 미흡
으로 단편적으로 수행되어짐

2) 실태분석을 통한 공간정보 연계데이터 개선방안 및 시사점
❑ 해외사례와 같이 공공부분에서 공간정보 연계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
차원의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
∙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정보연계의 가치를 확인하고 공공부분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유럽과 같이 공공부분은 표준과 관련된 어휘집 발간, 도메인 표준 제정 등에
집중하고 이러한 표준을 준수하는 공공 공간정보 연계데이터를 발행하는 역할
수행

❑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하여 다양한 공공기관이 공간정보를 개방하고 있는 중이나
있는 그대로의 개방보다는 활용 가능한 개방이 필요함
∙ 개방된 공간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클리닝과 같은 처리 프로세스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자되어 활용에 한계점이 있음
- 사용자 중심의 데이터 개방 및 시스템 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공간
정보 연계데이터 형식의 표준화 되고 활용성이 높은 데이터 개방을 고려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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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정보 연계데이터의 활용을 위해서는 시각화 부분의 기술개발과 서비스도 병행
되어야 함
∙ 공간정보 연계데이터는 일반 사용자 중심의 UI, 지도, 통계 서비스 등의 시각화
기술 개발이 필요함
- 연계데이터 구조나 GeoSPARQL의 사용방법 등을 알아야 활용이 가능함으로
일반사용자 보다는 개발자 중심의 서비스임
- 타분야 전공자 또는 일반사용자를 위하여 직관적이고 활용이 편리한 시각화
부분의 기술개발이 필요
- 공간정보 연계데이터의 활용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일반 사용자도 쉽게 접근
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시각화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며, 유럽과 같이 공간정보
연계데이터 서비스와 병행하여 시각화 서비스도 필요함

❑ 해외시장도 공간정보 연계데이터 구축 및 활용이 초기단계이므로 적극적인 관심과
투자로 데이터 활용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는 공간정보를 개방은 하고 있으나 활용에 대한 고려는 크지 않기 때문에
해외에 비해 공간정보 연계데이터에 대한 인지도가 낮음
∙ 활용분야가 명확하지 않은 막연한 관심데이터 보다는 특정분야에 활용가능하고
정책적 의사결정에 통찰력을 줄 수 있는 action data를 중심으로 어휘집, 표준
제정,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한 보완 및 개선, 시각화 기술 R&D 등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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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

국내외 공간정보 연계데이터 제도 및
표준

본 장에서는 국내외 공간정보 연계데이터 제도 및 표준을 검토하고 향후 국내 공간정보 연계데이터
구축 및 서비스 활용 촉진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함

1. 해외 공간정보 연계데이터 제도 및 표준
1) INSPIRE 공간정보 연계데이터 제도 및 표준28)
❑ EU의 효과적인 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을 위한 INSPIRE initiative
∙ INSPIRE는 유럽의 거버넌스 체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간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시도에서 생겨난 EU의 프레임워크
- 다른 소스의 데이터를 접근하고 활용하는데 있어서 상호운용성의 부족 등을
포함한 데이터 활용의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INSPIRE 발족
- INSPIRE 프레임워크는 표준화, 조직과의 공동작업, 데이터 자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정책 이슈와 관련한 기술적 이슈를 다룸

❑ NSPIRE initiative는 INSPIRE 원칙(principles)에서 내세우는 공간정보의 이용과
접근을 위한 유럽의 공간정보 인프라 창출을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형성됨
∙ INSPIRE 원칙은 첫째, 공간정보 데이터는 가장 활용성이 높은 단위로 수집 및
유지되어야 함

28) INSPIRE: Infrastructure for Spatial Information in Europe: Consultation Paper on a Forthcoming EU
Legal Initiative on Spatial Information for Community Policy-making and Implementation.
http://inspire.ec.europa.eu/reports/INSPIRE-InternetConsultationPhaseII.pdf, 요약정리, 2016.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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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다른 기관에서 생성된 공간정보 데이터 간의 융·복합이 가능하고 가능한
한 많은 사용자들에 의해 공유되어야 함
∙ 셋째, 공간정보 데이터를 생산하는 나라들의 데이터 생산 단위는 일치해야 함
∙ 넷째,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정보 데이터는 융·복합 및 활용에 있어서
제한이 없어야 함
∙ 다섯째, 공간정보 데이터는 탐색이 용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용조건을 알기
쉽도록 제공해야 함

❑ EU의 공간정보 데이터의 연계 및 공유의 주요 장애요인은 다음과 같음
∙ 첫째, 공간정보 데이터가 누락되거나 미완성된 정보구축으로 연계가 제한적
또는 불가능하여 공간정보 활용에 제한
- 공간정보는 필요에 의해 구축되는데 반해, 개별 국가의 공간정보에 대한 필요성은
상이함으로 데이터 누락 및 구축수준(scale 등)이 상이함
∙ 둘째, 메타데이터 미비 등 부족한 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
- 국제 표준인 ISO 19115 관련 메타데이터 표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준준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데이터 출처 및 이력 등에 대한 명세정보 누락
∙ 셋째, 다른 정보와 융복합 사용이 불가능한 공간정보 데이터
- 종이지도, 이미지 파일과 같은 데이터 타입의 문제와 알기 힘든 공간참조체계로
구축 등의 문제로 타 공간정보와 융복합 활용이 불가능함
∙ 넷째, 상호운용성(Interoperbility)이 결여된 공간정보 시스템
- 서로 다른 운영체계, 표준화되지 않은 데이터 생산 등으로 시스템의 통합활용이
불가능하여 발생하는 문제이며, 장기적인 계획과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함
∙ 다섯째, 공간정보 데이터를 공유하고 재사용하는데 있어서의 문화적,제도적 장애

❑ INSPIRE의 공간정보 인프라의 상호운용성을 위한 단계적 접근 방식은 다음과 같음
∙ 1단계: 메타데이터, 서비스, 좌표체계, 라이선스 등의 표준화
∙ 2단계: 표준화된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프레임워크, 데이터 연계, 품질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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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조정단계
∙ 3단계: 완전한 상호운용성 확보 및 서비스 단계
❑ INSPIRE의 목적을 달성하고 장애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공간정보 연계
데이터에 주목하고 있음
∙ 공간정보 연계데이터는 표준화되고 개방적 구조를 가진 데이터 모델로서
INSPIRE의 공간정보 구축 및 서비스 목적 달성에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음
∙ 공간정보 연계데이터는 표준화된 포맷을 가지고 있으므로 다른 형태의 공간
정보와 상호호완 및 운용이 가능하고 특정 시스템이나 SW에 종속적이지 않으므로
데이터 연계 및 공유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
∙ INSPIRE에서는 이러한 공간정보 연계데이터의 효용성에 주목하여 EU의
SDI(Spatial Data Infrastructure)를 연계데이터로 변환하는 프로젝트 추진

❑ INSPIRE의 Linked Spatial Data Infrastructure(LSDI)
∙ INSPIRE는 공간정보 표준과 참조모델에 대하여 OGC(Open Geospatial
Consortium)와 UNGIWG(United Nations Geospatial Information Working
Group)의 표준을 적용함으로써 공간정보의 상호운용성에 상당한 진보를 가져옴
∙ INSPIRE LSDI는 OGC 표준인 GML(Geography Markup Language)을 이용
하여 국가별로 구축된 National SDIs의 통합을 가능하게 함
- LSDI는 다양한 공간정보와 서비스를 포함하며, 이는 메타데이터 표준, 네트워크
서비스와 기술 사양, 데이터 공유와 접근 등에 있어서 각 이해관계자의 협조와
동의가 필요함
∙ Linked data Community는 W3C(World Wide Web Consortium)의 표준과
모범사례연구를 기반으로 SDI를 Linked data로 변환함
- 공간구조 데이터 포맷은 RDF로 구현하였으며 RDF로 구축된 공간정보 데이터인
Linked Geospatial Data는 Linked Data 원칙과 표준을 기반으로 생성되고,
관리되고 접근가능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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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Linked SDI 참조 모델 아키텍쳐

자료: Abbas, S., Ojo, A., 2013, Towards a Linked Geospatial Data Infrastructure, p.206

❑ Linked Spatial Data Infrastructure(LSDI) 구축시 새로운 공간정보 표준적용을
위해서는 기존 공간정보 표준과의 조화를 고려해야 함
∙ LSDI 인프라는 기존의 공간정보와 관련된 기술적 표준과 연동될 수 있는
Linked data의 표준과 시멘틱 웹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함
- OGC, W3C, ISPIRE에서 제정한 공간정보 데이터 구조, 정의 및 질의 등의
공간정보 연계데이터 관련 표준 간 상호연동이 필요
- 특히, Linked Data를 구축하고 활용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OGC,
W3C의 표준 및 용어집과 같이 필수적인 표준은 아니지만 활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켜야 하는 표준들도 고려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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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ed Spatial Data Infrastructure(LSDI) 정책
∙ 용어집, 온톨로지 이외의 LSDI를 위한 자산으로는 LSDI개발을 위한 시멘틱
기술과 Linked Data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정책이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거버넌스와 참여 구성원의 역할을 구분하고 수행할 수 있는 멤버쉽이 필요
∙ URI 관리와 연관된 특정한 거버넌스 활동과 RDF 메타데이터의 지오웹 소스를
게재하거나 지리공간정보 데이터를 위한 URIs를 설계하기 위한 실행 사례로
Geo Linked Data와 시멘틱 웹과 관련된 정책을 포함

표 4-1

LSDI 정책 구성요소

요소

LSDI의 정책

거버넌스

Linked 지리공간정보 데이터셋과 관련된 시멘틱 자산관리에 관한 정책

맴버쉽

시메티 자산의 개발과 관리에 대한 관련 기관들의 역할에 관한 정책

자료: Abbas, S., Ojo, A., 2013, Towards a Linked Geospatial Data Infrastructure, p.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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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U의 SmartOpenData 공간정보 연계데이터 제도 및 표준
❑ SmartOpenData 개요
∙ (SmartOpenData 개념) SmartOpenData는 공공부문에서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데이터 자원, 생물종다양성과 환경보호 및 유럽의 보호지역에 관한 기존 소스를
통해서 소프트웨어 툴과 데이터 등의 LOD 인프라를 생성하며, 더 나아가 이러한
LOD는 특정한 semantic 쿼리를 위해 활용 가능
∙ (SmartOpenData 목적) ①환경, 의사결정 및 정책분야에서 신규 사업으로서
새로운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 생성의 기회 제공, ②데이터의 가치가 LOD
데이터셋에 접근가능한 공통의 쿼리 언어를 통해 향상, ③데이터구조와 쿼리
언어가 다양한 언어들을 사용가능하게 함으로써 일반적 데이터셋이 지니고 있는
단일 언어의 한계점을 극복하는데 있음
- SmartOpenData는 수요가 있는 데이터셋을 이용 가능한 public open data 소스
기술과 semantic결과를 결합시킴. 예를 들어 5-star level은 DBPedia 또는
GeoLinkedData와 같은 외부 데이터셋을 연계

❑ SmartOpenData 프로젝트
∙ (SmartOpenData 프로젝트) ①지리공간(grospatial) 메타데이터를 semantic
웹의 원칙에 적용(ISO19115/19119), ②LOD의 원칙을 기반으로 공간데이터를
융합하여 제공, ③지리공간 LOD를 공간데이터의 시각화 개선, ④사용자 요구
사항 및 기업체에게 새로운 기회제공을 위한 LOD 원칙에 따라 생성된 정보 게재
- INSPIRE, GMES와 GEOSS를 기반으로 한 기존의 유럽 SDI(Spatial Data
Infrastructure)를 재사용하고 LOD를 통해서 확장
- (비전) 직접적으로 지리공간 참조(geospatial reference) 없이 분산된 데이터
소스를 결합하여 데이터 연계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환경 및 지리공간데이터를
보다 쉽게 사용하고 재사용 또한 가능하게 함
- (목표) 중소기업의 산업체 개발자뿐만 아니라 일반 사용자들을 위한 INSPIRE,
GMES와 GEOSS 인프라의 활용을 촉진시키며, GIS 전문가뿐만 아니라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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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에 의해서도 유럽 공간데이터를 쉽게 재사용이 가능하게 하는데
SmartOpenData 프로젝트의 목적이 있음
∙ (SmartOpenData 인프라 요소) SmartOpenData의 세 가지 구성요소는 시나리오
로부터 투명하게 접근하여 분산서비스 시스템을 생성함으로써 SamrtOpenData
시스템 내부에서 정보 소통 및 작용(<그림 4-2> 참조)

그림 4-2

SmartOpenData 인프라의 주요 요소

자료: SmartOpenData. http://www.smartopendata.eu/project, 2016. 08. 02

- (외부 데이터 소스) SmartOpenData(녹색)에 의해 지원되는 표준을 충족시키는
데이터 소스와 표준을 충족시키는 못하는(파란색) 데이터 소스로 구성
- (시나리오) 연구자를 위한, 산업체를 위한, 최종사용자를 위한 시나리오로
구성되며, 각 시나리오는 각 커뮤니티의 데이터 활용과 서비스를 그들의 특정한
기능에 초점을 맞춤
- (Open Data Source Layer의 기능) ① Distributed semantic indexing: 활용
가능한 데이터 소스로부터 수집된 Semantic 정보를 기반으로 한 테이터 위치

제4장 국내외 공간정보 연계데이터 제도 및 표준 |

71

및 검색 서비스 제공, ② Distributed data access: 식별된 시나리오에서 사용자
로부터 쉽고 데이터 수집을 위한 외부 데이터 소스로부터 수집된 데이터 제공,
③Administration and notification:데이터 공급자에게 사용자, 워크플로우 및
데이터 관리기능 제공
∙ (SmartOpenData 모델) SmartOpenData 프로젝트는 지리공간적 환경 부문에서
이용가능한 semantic 툴과 아키텍쳐를 기반으로 수행(<그림 4-3> 참조)

그림 4-3

SmartOpenData 아키텍쳐와 Harmonization

자료: SmartOpenData. Project Final Report: Linked Open Data for environment protection in Smart Regions.
p.10-11. http://www.smartopendata.eu/public-deliverables/final-report, 2016.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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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SmartOpenData는 LOD로 변환해야 하는가?”, ”LOD로 사용하기를 원하는
SmartOpenData는 무엇인가?”, “데이터를 어떻게 변환시키는가?” 등의
문제를 해결한 후에도, 데이터를 변화하고 개재하는 과정은 즉각적으로 일어
나는 것이 아니면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임
- SmartOpenData 모델은 기초가 되는(확장 가능한) 데이터 구조로써 INSPIRE의
데이터 구조와 연계한 모델임(그림 <4-4> 참조)
- 데이터 모델을 정의한 후에, 데이터의 조화(harmonization) 과정은 기술적
파트너와 파일럿 연구에 책임이 있는 파트너들이 함께 수행하며, 최종 산출물은
도메인 전문가와 데이터 모델 개발자들의 협의를 기반으로 함
- Semantic 기술 분석은 지리공간 커뮤니티 내에서 LOD 기술을 이해 및 전달을
가능하게 함

그림 4-4

INSPIRE 테마를 추가한 SmartOpenData 모델

자료: SmartOpenData. Project Final Report: Linked Open Data for environment protection in Smart Regions.
p.19. http://www.smartopendata.eu/public-deliverables/final-report, 2016.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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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SmartOpenData(SOD) 파일럿 프로젝트의 국가별 적용
Vocabulary

Italian

Portuguese
-Spanish

Czech

Slovak

Irish

SOD Protected Site

O

O

X

O

O

SOD Land Use

X

O

X

O

X

SOD Administrative Units

O

O

O

X

X

SOD Bio-geographical Regions

O

X

X

O

X

SOD Species Distribution

X

O

X

O

X

SOD Corine Land Cover

X

O

X

O

X

SOD Environmental Monitoring
Facilities

O

X

X

X

X

SOD Cadastral Parcels

X

O

X

X

X

SOD Custom Vocabulary

O

O

X

X

O

Vocabularies of third parties

O

O

O

O

O

Own Vocabularies

X

X

O

O

X

자료: SmartOpenData. Project Final Report: Linked Open Data for environment protection in Smart Regions.
p.19-20. http://www.smartopendata.eu/public-deliverables/final-report, 2016. 08. 03

∙ (LOD의 소프트웨어 툴) LOD Publication layer에서 소프트웨어 툴은 연계된
정보를 전달함(예: Sefarad(SPARQL 쿼리를 이용한 linked data 검색 및 개발을
위한 웹 어플리케이션), 관리 및 알람 서비스, 데이터 공유, 사용자 계약, 표준
등 etc)
- (W3C-OGC 표준) SmartOpenData 모델과 인프라는 지리적, 공간적, LOD
semantic 표준에 있어서 기존의 표준을 활용하고 있으며, W3C-OGC(Open
Geospatial Consortium) 그룹을 통해서 참여
- W3C-OGC 그룹은 웹상에서 공간데이터의 통합과 상호운용성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졌으며, 공간 데이터는 데이터셋과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웹상에서 데이터 통합을 용이하게 하는데 있어서 가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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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Sefarad의 Main Layout과 아키텍쳐

자료: SmartOpenData. Project Final Report: Linked Open Data for environment protection in Smart Regions.
p.24-25. http://www.smartopendata.eu/public-deliverables/final-report, 2016. 08. 03

❑ SmartOpenData 정책브리프: 환경보호를 위한 Linked Open Data
∙ SmartOpenData 정책브리프(Policy brief)는 환경 정보에 관한 공간적 데이터
측면에서 LOD를 활용한 기술적 접근 방식의 주요 이점을 기술하며, 표준화된
데이터 방식을 유도함으로써 데이터 검색능력 및 메타데이터를 강화시키고 다른
오픈 데이터셋에 그들의 데이터셋의 연계를 용이하게 하고자 함
- 이러한 정책은 연구자, 산업체 종사자, 그리고 정부기관에 의해 분석이 가능한
대용량 데이터셋을 지원하기 위한 LOD와 빅데이터의 기회를 최대화 하는데
기여함
- SmartOpenData 정책은 데이터 제공자들을 위하여 지리공간정보(Geospatial
Information: GI)/LOD 정보의 게재 및 절차에 관한 것으로, 요구사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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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키텍쳐 관련 문서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목적들을 위한 툴과 활용을 지지해
주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함
∙ LOD는 유연적 데이터 통합, 데이터 품질의 개선, 새로운 서비스, 비용절감에
이점이 있음

표 4-3

LOD의 이점

LOD의 이점

내용

유연적 데이터 통합

LOD는 데이터 통합을 용이하게 하며, 이전의 연계돼 있지 않았던 데이터셋의
상호연계를 가능하게 함

데이터 품질의 개선

LOD의 사용 및 재사용은 데이터의 품질을 개선시키는 촉매 역할을 함

새로운 서비스
비용절감

LOD의 활용은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분에 의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게 함
공공부문에서 LOD의 재사용은 상당한 비용절감을 가져오게 함

자료: SmartOpenData Consortium, 2015. Policy Brief, p.10

∙ SmartOpenData의 접근방식은 3단계로 구성되며, 데이터 제공자, 기술 제공자,
데이터 전문가들과 관련되어 이루어짐
- 공공부문에서 환경 보호를 위한 자연한경 데이터를 수집
- 데이터 수집 후, 가능한 한 기존이 모델과 용어를 활용하여 모델링
- 수집과 모델링의 단계를 거친 후, 다른 기관에서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 기술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제공
∙ (공간정보 서비스 요구사항) GI/LOD 인프라 서비스를 만족하기 위해서 환경
정보를 위한 LOD 전략에 따른 공간정보 서비스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음
- 데이터를 용이하게 이용 및 재사용이 가능하며, 더 나아가 데이터 연계가 잘
이루어지도록 보호지역과 관련된 환경적 지리공간정보 데이터 생성
- Linked Data 구조를 통해서 활용 가능한 환경적 연구 도메인 내에서 기존의
“INSPIRE based”와 관련된 공간정보 데이터셋, 서비스와 적절한 메타데이터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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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요구사항과 LOD 원칙에 따라서 산출된 정보와 지리공간적 Linked
Open Data의 공간적 데이터 시각화의 개선을 위하여 공간 데이터 융합을
제공하는 시멘틱웹 원칙을 활용한 지리공간적 메타데이터(ISO19115.19119
기반)와 조화
- OGC와 W3C 커뮤니티 그룹을 통해서 표준을 개발하고 유지함으로써 지속가능
하며 표준화된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연계된 Linked Open Data 카탈로
그를 위하여 시멘틱 기술을 통합함으로써 시멘틱 기반의 Linked Open Data
강화
- 파일럿 연구뿐만 아니라 상업적 목적의 수요를 허용함으로써 Open Data의 질에
대한 정보 공유를 증대함으로써 최종사용자에게 지구적 환경 보호를 창출할 수
있는 데이터와 서비스 증진
- 상호운용성이 가능한 데이터, 메타데이터, 시멘틱, 그리고 제도적 수준에서
개발된 시멘틱 기술을 검증하고 모든 기능적 요구사항을 만족시킴으로써 지리
공간정보에서 Open Data 공유와 시멘틱 서비스 적용을 통해서 실제 사용자들의
활용이 가능

표 4-4

GI/LOD 인프라 서비스

인프라 서비스

내용

Discovery

사용자 또는 다른 시스템 구성요소에 데이터 및 외부 메타데이터 접근을
가능하게 함

Display

사용자에게 배포할 수 있는 포맷으로 제공하여 보여줌

Data services

뷰 및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도/피쳐 서비스도 제공

Transformation

변환서비스로 지도/피쳐 변환 서비스도 제공

Monitoring

사용자들의 로그인을 기반으로 한 모니터링을 위한 기본적 툴

External services

원격 서버 등을 통해서 검색, 뷰, 데이터, 변환, 분석 등의 내부 서비스
및 외부 서비스 제공

Applications

LOD 지오포털은 비전문가용을 위한 툴이 아니며, GI/LOD 아키텍쳐는
기존의 서비스를 기반으로 함

자료: SmartOpenData Consortium. 2015. Policy Brief.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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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 USGS 공간정보 연계데이터 제도 및 표준
❑ 미국은 데이터 활용 촉진과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하여 LOD 프로젝트 추진
∙ 미국 정부는 주도적으로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하여 오픈데이터에 중점을 두고
LOD 추진방안 수립(LOGD: Linked Open Government Data) 중
-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해 기계 판독이 가능한(machine readable) 링크 형식의
데이터 포맷을 기반으로 하여 LOD 형식의 데이터 공개를 원칙29)
- 미국의 정부기관도 LOD에서 정하고 있는 RDF를 추진하기 위해 데이터를
HTML, XML, JSON 등의 포맷에 일관성 있는 URL로 개방30)
- 렌셀러 공과대학의 Tetherless World Constellation(TWC)는 정부 데이터를
‘The Data-gov Wiki’31) 프로젝트(LOGD)를 통해서 데이터셋의 RDF화
진행(<그림 4-6> 참조)

그림 4-6

TWC LOGD

자료: Ding et al., 2011, Linked Open Government Data: What’s next?, TWC SemTech., p.9

29) http://www.data.gov/communities/semantic, 2016. 08. 04
30) http://gsablogs.gsa.gov/dsic/strategy-milestones/agency-digital-strategy-pages, 2016. 08. 04
31) http://data-gov.tw.rpi.edu/wiki, 2016.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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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정부 권고) 오픈데이터 활용을 촉진하는 기술 요소32)
∙ IT인프라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기반으로 하여 오픈데이터 활용을 촉진하는
기술 요소 제시(<그림 4-7> 참조)
- 개방 데이터의 기계 가독성을 향상시키는 표준포맷은 XML 또는 XBRL이며,
개방 데이터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기술 프레임워크는 LOD(Linked Open
Data)를 기반으로 함
- 기업이 오픈데이터를 활용하기 쉽도록 하는 기술은 일반적으로 WebAPI이며,
개발 리소스로서의 기술 요소는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함
∙ 개방(Open), 연계(Link), 재이용(Reuse)를 위한 open government data로
LOGD를 semantic 기술 기반의 Linked 데이터 웹 포털 TWC에 의해 추진
- 개방을 통한 활용 촉진을 위하여 ‘5 Stars33) of Linked Data'의 Linked
데이터를 RDF 방식으로 제공하도록 추진('Data.gov’)

그림 4-7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의 LOD 공개 이용체계

자료: C.Bizer, 2011;한국정보화진흥원, 2014a, LOD기반의 데이터 관리 패러다임 전환전략, p.18, 2016. 08. 04

32) JETRO/IPA, 2013, 미국 오픈데이터 동향 조사, http://www.ipa.go.jp/files/000033718.pdf;한국정보화
진흥원, 2014a, LOD기반의 데이터 관리 패러다임 전환전략, p.18 재인용, 2016. 08. 04
33) 팀버너스리는 오픈데이터 형식․품질, 재이용성 평가와 LOD 확산 유도를 위해 5 Star 개념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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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Linked Open Government Data(LOGD)
∙ (DATA. GOV) 미국의 DATA. GOV catalog 웹상에서 제공하는 185,396 데
이터셋을 제공 중이며, 이 중 지리공간(geospatial) 데이터셋은 121,345로 약
65.5%
- 지리공간정보 데이터포맷은 CSV, RDF, JSON. XML, HTML, TIFF, TXT,
NetCDF, Excel, KML, Shapefile 등의 다양한 포맷으로 제공
- 그러나, LOGD로 분류한 지리공간정보 데이터의 경우에는 RDF 포맷의 데이터는
제공하지 않고 있음
- Wiki는 현재 Data.gov에서 공개된 5762개의 데이터셋 중 703개의 데이터셋을
포함하는 417개의 RDF화된 데이터셋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데이터셋은
60.46억의 RDF triples과 관련

그림 4-8

DATA.GOV Catalog의 Linked Open Government Data

자료: http://catalog.data.gov/dataset?q=linked+open+government+data, 2016. 08.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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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GD 구축절차) LOD로써 open government data의 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디자인된 모범실무(best practices)에서 LOGD 구축절차를 제시함
- (STEP 1) LOD를 생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해관계자
(stakeholder) 마련
- (STEP 2) 다른 사람들이 재사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데이터셋을 선택
- (STEP 3) 데이터 오브젝트를 대표하는 Linked data 모델링
- (STEP 4) 적절한 오픈 데이터 라이센스를 명시하는 단계로, 데이터를 재사용시
게재된 데이터 이용과, 소유권, 용어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릴 때 더 중요한
단계에 해당
- (STEP 5) HTTP URIs를 기반으로 URI 네이밍 전략과 실행계획 수립
- (STEP 6) 가능한 한 오브젝트를 기술하기 이전에 vocabularies의 정의를 내리는
단계로, vocabularies 생성 및 확장
- (STEP 7) Linked data로 변환
- (STEP 8) 표준 웹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데이터 접근을 위하여 자동화 과정
및 엔진 검색의 다양한 방법을 제공
- (STEP 9) 권위 있는 도메인에서 새로운 데이터셋을 발표
- (STEP 10) 일단 게재된 데이터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책임 인지

그림 4-9

LOGD 구축 절차

자료: https://dvcs.w3.org/hg/gld/raw-file/default/bp/index.html, 2016. 08.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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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GD의 로드맵) LOD로 개방할 데이터 선정 및 설계, 도메인별 연계 방안,
데이터 관리 방안 등 장기적 데이터 관리의 전환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LOD
추진 로드맵 수립(한국정보화진흥원, 2014)
- LOD는 시작단계의 설계가 중요하므로 향후 확장된 레벨에서의 성공 가능성이
높음
- 데이터 제공자의 선정에서부터 공개, 연계, 재사용을 고려하여 데이터가 사용자
에게 활용되기까지 데이터 관리기관, 데이터, 서비스를 고려하여 로드맵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립할 필요가 있음
그림 4-10

LOGD 로드맵(예시)

자료: www.computer.org/cms/Computer.org/dl/mags/ex/2012/03/figures/mex20120300111.gif, 2016. 08. 05

∙ 미국의 경우 Federal Open Government and Open Data initiatives의 촉진
정책에 의해 도시 및 지방 정부는 자신들의 보유 정보를 더 많이, 더 표준화된
기계가독형의(machine-readable) 형태로 공유를 확대해 나가고 있음(Technology
and the Future of Cities,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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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공간정보 연계데이터 제도 및 표준
1) 공간정보 연계데이터와 관련된 데이터 제도 및 표준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약칭:공공데이터법)34)(이하 공공
데이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계데이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4-5

공공데이터법과 연계데이터 관련 상관관계

제2조(정의) 1, 2항 생략
3.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란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내용 또는 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환, 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4. "제공"이란 공공기관이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제24조(공공데이터의 제공기반 구축)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이용자가 공공데이터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기술을 활용한 제공방
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제공형태 정비 및 제공방안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공공데이터법에서는 공공데이터를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및 제공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 팀 버너스-리의 Open Data 5 Star에서 제시한 5가지 단계 중 2(구조화된 데이터),
3단계(구조화 되고 특정 SW에 종속적이지 않는 데이터)를 목표로 하고 있음
(본 연구의 공간정보 연계데이터는 5단계에 해당)
∙ 데이터에 대한 사회적 니즈는 융복합 활용인데 비해 제도적 목표는 표준화 및
기계적인 처리에 머무르고 있음

34)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 2016. 04. 07), 법제처, http://www.law.go.kr, 2016.
0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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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간정보 연계데이터와 관련된 공간정보 제도 및 표준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35)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계데이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4-6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서의 연계데이터 관련 조항

제28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①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생산 또는 관리하는 공간정
보가 다른 기관이 생산 또는 관리하는 공간정보와 호환이 가능하도록 제21조에 따른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 또는 기술기준에 따라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
②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가 최신 정보를 기반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④, ⑤ 항 생략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서는 데이터 호환표준에 초점을 두고 있음
- 이는 공간정보 연계데이터 관련 콘텐츠가 비공간정보 연계데이터에 비해 적은
이유와 연관이 있음
- 공간정보 분야는 일반 다른 분야 데이터에 비해 구조가 복잡하고 이해단체가
많기 때문에 공간정보 구축표준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빅데이터, IoT 등의 사회니즈에 부합하면서 최신화를
유지할 수 있는 공간정보 연계데이터로의 접근이 시급함
∙ 공간정보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속성 정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부처간 협력체계 및 데이터 연계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

❑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공간정보 획득과 관련된 측량 및 지적에
국한되어 있고, 활용에 대한 고려가 없어 동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계데이터
관련 내용은 없음
∙ 공간정보 구축의 개념을 확장하여 데이터와 데이터의 연계를 하는 행위도 공간
정보 구축의 영역에 포함시켜야 함
- ‘A필지(공간정보)에는 무단 쓰레기가 많이 쌓인다(행정정보)’와 ‘A필지(공간
35)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시행 2015. 06. 04), 법제처, http://www.law.go.kr, 2016. 0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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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지나는 도로는 항상 정체다.(교통정보)’라는 두 개의 연계데이터가
있을 경우 두 연계데이터를 연결하면 ‘A필지를 지나는 도로의 정체로 인해 무단
쓰레기가 많이 버려진다’라는 새로운 공간정보 연계데이터를 얻을 수 있음
- 앞으로는 공간정보 + 속성정보, 공간정보 + 공간정보 등의 연계데이터가
급속히 증가할 것이며 부가가치도 더 크기 때문에 연계데이터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공간정보산업 진흥법36)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간정보 연계데이터 관련 내용은 다음
과 같음

표 4-7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에서의 연계데이터 관련 조항

제2조(정의) 1, 2, 3, 4, 5, 6, 8항 생략
7. "융·복합 공간정보산업"이란 공간정보와 다른 정보·기술 등이 결합하여 새로운 자료·기기·소프트웨
어·서비스 등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9조(융ㆍ복합 공간정보산업 지원) ① 정부는 연차별계획을 수립하여 재난·안전·환경·복지·교육·문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융·복합 공간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융·복합 공간정보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교통, 물류, 실내공간 측위체계, 유비쿼터스
도시 사업 등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융·복합 공간정보체계의 구축과 제2항에 따른 융·복합 공간정보산업
의 육성을 위하여 공간정보오픈플랫폼 등의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5.5.18.>
제13조(공간정보기술의 개발 촉진) 정부는 공간정보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게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은 공간정보 연계데이터 또는 동산업과 연관된 직접적인
내용은 없고 간접적으로 관련된 융ㆍ복합 공간정보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과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포함
- 공간정보산업은 정보산업이고 이는 데이터 산업이므로 공간정보 데이터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

36)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시행 2016. 03. 22), 법제처, http://www.law.go.kr, 2016. 0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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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약 및 시사점
❑ 해외에서는 공간정보를 국가 인프라로 인식하고 지능적인 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을
위해 공간정보 연계데이터 주관기관을 중심으로 정책·표준개발 및 Best Practices를
추진중에 있음
∙ EU는 INSPIRE을 중심으로, 미국은 USGS를 중심으로 National Map 프로젝트
및 공간정보 도메인 프로젝트를 추진 중
∙ 미래의 공간정보 데이터 수요사항 조사, 공간정보 인프라 구성요소 선정 및
아키텍처 수립, 공간정보 연계데이터 메타데이터 카탈로그 제작 등

❑ 해외에서의 공간정보 연계 데이터는 공공 데이터 개방 및 재사용 이슈와 관련되어
있으며 플랫폼, 클라우드 및 그리드 컴퓨팅 기술과 연계되어 있음
∙ 서로 다른 데이터 소스를 결합하고 정교한 질의 및 상호참조를 통한 공간정보
공개, 더 나아가 활용과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기술로 공간정보 연계데이터에
주목하고 있음
∙ 공간정보 연계데이터 구축과 저장 및 배포는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되며, 공간
정보 연계데이터를 활용한 StartUp 기업의 Incubator로서의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그리고 빅데이터인 공간정보 연계데이터를 처리 및 분석하기 위한 그리드
컴퓨팅 기술과 연계되어 발전하고 있음

❑ EU와 같은 경우에는 여러 나라가 통합함에 따라 공간정보 데이터 및 시스템 이질성
등으로 인하여 통합 활용 등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공간정보 연계데이터
관련 정책 및 프로젝트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서로 다른 형태의 공간정보 및 공간정보 시스템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하여 더
많은 데이터 활용을 통한 경제 성장과 혁신 추구 및 정부 정책추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음
∙ 현재는 초기 단계로 NSDI를 우선적으로 공간정보 연계데이터로 변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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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SDI(Linked Spatial Data Infrastructure) 정책과 같이 용어집, 온톨로지, 공간
정보 코어 및 도메인 표준, IRIs 등과 같은 공간정보 연계데이터 및 시멘틱 자산
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 거버넌스 참여기관의 역할과
관리에 대한 멥버쉽 정책을 추진중에 있음

❑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정보 오픈 및 제약없는 활용을 위해 제공 가능한 모든 형태의
포맷으로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중에 있음
∙ MEMORANDUM FOR THE HEADS OF EXECUTIVE DEPARTMENTS
AND AGENCIES에서는 정보 접근에 제약을 두어서는 안 되며, 기계가독형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고 명시
∙ 공간정보 연계데이터는 National Map 프로젝트 등을 통해 연구가 진행중이며,
표준화 단계에 이르게 되면 XML,JSON 등의 포맷으로 구축된 공간정보 데이터를
활용하여 RDF로 변환하여 사용 가능
∙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제약없는 활용에 정책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활용가능한
모든 타입의 데이터를 구축하고 제공하고 있으며, 공간정보 연계데이터는 데이터
타입의 하나로 제공하고 있음

❑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는 연계데이터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나 공공사업과 법·
제도 등에는 관심이 크지 않음
∙ 우리나라의 공간정보 관련 법·제도는 데이터 구축 및 표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미래 사회의 공간정보 수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은 어려움

❑ 공간정보 연계데이터 분야는 표준과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마련이 매우 중요하며,
그 위에 기술개발과 활용분야 개척이 필요함
∙ 도메인별·이해관계자별 표준 마련은 이해와 협력이 필요하며 이를 중재하기 위한
공공부분이 역할이 매우 중요함
∙ 기존의 공간정보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새로운 데이터 시대에 상응하는 시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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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5

결론 및 향후 과제

본 장에서는 연구의 결론 및 결과를 성과로 연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제언을 하고자 하며,
본 연구의 한계와 개선방안과 함께 향후 추진해야 할 과제를 도출하였음

1. 연구의 결론 및 정책제언
1) 연구의 결론
❑ 본 연구는 앞으로의 데이터 주도 사회에서 공간정보에 대한 니즈를 만족시키기 위한
공간정보 패러다임 변화의 필요성을 검토함
∙ 미래사회에서는 ICT, 소셜 등으로 인한 실시간·개인화된 정보(micro data)
생산의 비중이 급속히 증가할 것이며, 대용량의 동태(動態) 데이터에 대한 분석
및 시각화의 수요가 증가할 것임
∙ 이러한 미래 공간정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개별적 시스템에
최적화된 구조를 가진 데이터가 아닌 쉽고 빠르게 융복합 할 수 있고 기계가
읽고 이해할 수는 기존과는 다른 형태의 데이터 생산이 필요함

❑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해서 미래사회의 니즈에 부합하는 데이터 모델로 공간정보
연계데이터를 제시함
∙ 공간정보 연계데이터는 제한없는 접근성과 유연한 연결성, 상호운용성 그리고
공간정보 비전문가의 높은 활용성을 가진 데이터 모델임
∙ 공간정보를 연계데이터로 변환하기 위한 이론 및 기반기술이 개발되었고 국제
표준으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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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국내외 공간정보 연계데이터 구축 및 서비스 사례조사를 통해서 구축대상
및 내용, 서비스 동향 등을 검토함
∙ EU는 INSPIRE 주도로 공간정보 공개 및 연계데이터 구축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공공 공간정보 연계데이터로의 구축 및 서비스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StartUp 기업 육성 등을 도모하고 있음
∙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공공데이터 오픈에 좀 더 큰 비중이 있으므로 가능한 모든
포맷의 데이터를 제공하여 정보 접근성과 활용성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공간정보 연계데이터는 실험적인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있음
∙ 공간정보 연계데이터 구축에 필수적인 어휘집과 도메인 공간정보 표준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공간정보 연계데이터에 대한 필요인식
이 부족하여 관련 연구가 미비한 상황임

❑ 본 연구는 국내외 공간정보 연계데이터 제도 및 표준 고찰을 통해 법·제도적인
지원방향과 표준개발 추진방향에 대한 검토를 수행함
∙ EU는 INSPIRE, 미국은 USGS를 중심으로 공간정보 연계데이터 구축 및 모범
사례를 만들고 있으며 제도적으로 공간정보를 개방적이고 기계가독이 가능한
형태로 생산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공간정보 생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팀
버나스 리의 Open Data 5 Star의 5가지 단계 중 공공데이터 활용은 2, 3단계에,
공간정보는 2단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 법·제도적인 측면과 유사하게 비공간정보 관련 공공데이터 제공은 구조화 된
데이터 형태나 SW에 종속적이지 않은 형태로 개방이 확대되고 있으나 공간
정보는 기존 형태를 유지하면서 표준화를 통한 융복합 활용에 머물러 있음

❑ 본 연구는 데이터 주도 사회의 니즈에 부합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 연계데이터 구축의
방향과 이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 제시
∙ 공간정보를 단계적으로 연계데이터화 하기 위한 수요에 기반한 구축 범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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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정보 연계데이터를 발행하고 품질을 관리할 수 있는 공간정보 연계데이터
지원센터(가칭) 설립 제안
∙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의 데이터도 활용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민간 보유
정보의 연계데이터 생산 유도를 위한 정책제시
∙ 공간정보 연계데이터의 지속가능하고 활용의 극대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민·관 거버넌스 체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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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제언
❑ 향후 공간정보 구축은 데이터에 기반한 사회의 니즈에 대응할 수 있는 데이터 형태로
구축을 유도해야 하며 이를 위한 공공의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공공은 공간정보 연계데이터 구축을 위한 수요가 높은 공간정보 순으로 지속적
인 개방, 어휘집 제작, 모범실무사례 발굴 및 홍보, 공공 공간정보 연계데이터
생산 및 서비스 분야를 업무분야로 할 필요가 있음
∙ 민간은 도메인 분야 표준 제정하고 공간정보 연계데이터 생산기술, 분석 및 활
용기술, 시각화 기술의 혁신을 추구하며, 공공 공간정보 연계데이터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공공부문과의 협업추구

그림 5-1

공간정보 연계데이터 구축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자료: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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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 공간정보의 연계데이터 구축을 위한 아키텍처 구축 및 실험연구가 필요함
∙ 공간정보 연계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하여 수요에 기반한 데이터 생산자간 협력
을 통해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공공 데이터는 표준이 적용되어 구조화된 데이터를 중심으로 연계데이터를 선
구축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데이터 연계 및 재사용을 위한 IRI(International
Resource Identifier) 부여가 중요함
∙ 공간정보 연계데이터 서비스는 검색, 데이터 제공, 시각화, 통계서비스, 시공
간 분석 서비스 등으로 이루어지며 해외 등의 다른 연계데이터와 연계할 수 있
도록 Inter-Linking 서비스를 지원
∙ 일정 지역 또는 한 개 도시를 대상으로 공간정보 및 공공업무에 필요한 데이터
를 연계데이터로 구축하여 효과성을 평가하고 개선방안 도출이 필요함

그림 5-2

공간정보 연계데이터 구축 아키텍처

자료: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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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 공간정보 활용성을 고려한 단계적인 공간정보 연계데이터 구축 및 확장방안이
필요함
∙ 국토교통부(2014)에 따르면 기본공간정보는 6개 기관에서 23항목이 구축되고
있음
∙ 연계데이터로 구축시 활용도가 높으며 라이선스 제약이 적은 공간정보부터
순차적으로 구축하는 방안이 필요함
∙ 선정기준은 연계데이터로 변환시 활용가치, 라이선스, 보안, 변환 용이성 등이
있으며 정기적인 수요조사를 통해 단계적인 공간정보 연계데이터 구축
∙ 이를 위하여 기본공간정보를 중심으로 개방하되 기본공간정보 중에서도 활용도가
높은 행정구역, 도로, 건물 중심의 공간정보 연계데이터 구축방안 마련이 필요함
∙ 또한 공간정보 연계데이터와 연계될 비공간 연계데이터 구축도 거버넌스 기반의
체계 확립이 필요함

그림 5-3

단계적인 공간정보 연계데이터 구축 및 확장

자료: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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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정보 각 분야별 도메인 표준을 구축하기 위하여 도메인 전문가 참여를 통한
공간정보 연계데이터 구축이 필요하며,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한 정책마련이 필요함
∙ 도메인 표준은 기반표준 위에서(집을 짓는 토대) 집의 모양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문은 몇 개로 어디로 낼 것인가, 둥근 지붕으로 할 것인가 평평한 지붕으로 할
것인가(세부 건축 계획)을 만들어 나가는 협업과정임
- 연계데이터 형태로 구축시 가장 작은 단위로 구축하는 것이 활용에 효과적일
수 있으나 과도한 컴퓨팅 소스 소비 또는 검색 소요시간 등 실질적인 활용을
고려한 연계데이터의 단위가 결정되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다분야 활용전문가가 협력적으로 활용 정도, 분야, 중요성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국가차원의 의사결정 및 표준화를
위한 일련의 절차를 진행해야 함
- 이러한 활용전문가 협력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술발전 속도,
데이터 생산 트렌드, 데이터 활용 변화 등을 고려한 정례적인 의사소통이 필요
- 표준구축시 공간정보 연계데이터 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각 구축하는 공간
정보에 대한 해외활용 조사 또는 해외전문가와의 협력이 필요
∙ 활용분야에서 요구되는 사항을 공간정보 구축기관에 요청하게 되면 담당기관은
IT 전문가와 각 도메인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활용에 최적의
공간정보 연계데이터 구축이 필요
- 공간정보 연계데이터를 공학적으로만 접근하게 되면 실제 활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도메인 전문가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함
∙ 공간정보 연계데이터 관련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공간정보 창의인재 양성사업과
연계 및 공간정보 연구원 등의 일반인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안 고려
∙ 검증된 전문가 육성을 위해서는 공간정보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신설 또는
정보·IT분야 자격증 검정과목에 포함하는 방안 모색필요

❑ 공공정보 연계데이터 품질관리 및 통합운영을 위한 공간정보 연계데이터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방안 마련이 필요함
∙ 지원센터의 목적은 공간정보 연계데이터 수요조사를 통한 지속적인 구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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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 및 원활한 서비스임
∙ 공공 데이터 생산주체 및 활용주체와 협력을 통해서 공간정보 연계데이터로
활용하는데 효과적인 공간정보 데이터 구축 방안 및 표준화 활동 지원
- 데이터 생산 및 구축표준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공 데이터 생산 및 활용주체와
상시적인 협력을 통해 표준화된 구조화 공공정보 생산체계 마련
∙ 민간 데이터 수요조사를 통해 민간 데이터를 통합구매 후 라이센스 부여방식으로
과금하여 데이터 중복 구매 방지 및 민간 데이터 활용 활성화 유도

그림 5-4

공간정보 연계데이터 지원센터(가칭)의 역할

자료: 연구진 작성

∙ 원활한 데이터 서비스를 위하여 공간정보 연계데이터 플랫폼을 구축 및 운영하고
StartUp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DaaS(Data as a Service) 제공
- 국가 연계데이터 통합 운영 플랫폼 구축을 통해 국내 공공 및 민간, 해외 LOD 와
연계하여 서비스하는 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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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사회의 수요예측과 현업 사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장기적인 데이터 정책
및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데이터 활용의 장벽을 낮추는 액션플랜 마련

❑ 민간데이터도 연계데이터로의 구축을 유도하기 위해 공공에서 민간데이터 구매시
연계데이터 형태로 구축된 데이터만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화 방안 필요
∙ 민간 정보의 연계데이터 구축을 자연스럽게 유도하여 더 풍부한 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하고 데이터 연계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음

❑ 현재 공간정보 연계데이터는 개발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는 UI 및 활용지원SW 개발이 필요
∙ Geo-SPARQL 등은 일반인이 사용하기에는 어려우며, 데이터적인 디스플레이
보다 그림이나 표와 같이 시각화 할 수 있는 도구개발 필요

❑ 현재 공간정보 분석 SW에서 연계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필요
∙ 현재 공간정보 분석 SW는 다양한 분석도구, 강력한 퍼포먼스 등의 장점이
있으나 고유의 데이터 모델을 가지고 있어 공간정보 연계데이터 활용에 한계
∙ 공간정보 연계데이터의 연계성을 이용한 공간분석과 함께 기존이 공간정보
분석 SW에서 연계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다양하고 고난이도의
분석을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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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성과와 향후 과제
❑ 본 연구는 데이터 시대에 대응한 공간정보 연계데이터 마련을 위한 개념 및 필요성을
제시하였음
∙ 본 연구는 EU, 미국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간정보 연계데이터 실태 및
구축방향에 대해 검토하였음
∙ 또한,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간정보 연계데이터 실태를 조사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국내외 공간정보 연계데이터 관련 제도와 표준 등을 고찰함으로써 법·제도적
개선사항을 도출하였음
∙ 우리나라 공간정보 연계데이터 분야의 현주소를 문헌연구, 공공 공간정보 관리
담당자 및 연계데이터 구축 기업 담당자 심층면담을 통하여 제시하였으며,
관련 사업의 선진국과의 정보 갭을 제시하여 시급성을 강조하였음

❑ 본 연구는 국내외 공간정보 연계데이터 실태와 제도적 지원 등을 분석함으로써
공간정보 연계데이터 구축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음
∙ 데이터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공간정보 연계데이터 구축을 위하여 ①공공과
민간의 역할분담 사항제시, ②공공 공간정보 연계데이터 아키텍처의 필요성
제시, ③공간정보 연계데이터 구축 확장 방안 및 기준 제시, ④도메인 전문가
참여 및 전문가 양성 및 검증 필요 제시, ⑤공간정보 연계데이터 지원센터의
필요성 제시, ⑥민간데이터의 연계데이터 유도 방안 제시, ⑦일반사용자를 위한
UI 및 활용지원 SW개발을 제시하였음

❑ 공간정보 연계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간정보의 속성데이터 또한
연계데이터 형태로 구축하는 방안 필요
∙ 공간정보만을 이용한 분석도 있으나 공간정보와 함께 속성정보를 융합하여
분석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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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공간정보의 속성정보 또한 연계데이터로 생산할 필요가 있음
∙ 공간정보 연계데이터 구축 우선순위 선정과 마찬가지로 공간정보의 속성정보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단계적인 연계데이터 구축 방안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업무에서 생산하고 있거나 필요한 데이터
분석 결과물을 조사하고 가장 활용도가 높은 속성 데이터부터 구축하는 방안
필요

❑ 향후 공간정보 연계데이터 사업화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마련 및 마스터플랜
수립이 요구됨
∙ ①공간정보 연계데이터 수요조사를 통한 공간정보 선정, ②각 부처별 라이선스
협력, ③공간정보 연계데이터 구축을 위한 어휘집 제작 및 표준화 활동 참여
및 지원, ④연차별 공간정보 구축 단계 계획 수립, ⑤활용을 위한 파일럿 프로
젝트 진행 및 결과 반영, ⑥구축 및 활용 기술개발을 위한 R&D 사업화 추진,
⑦ 공간정보 연계데이터 지원센터 등이 필요함

❑ 연계데이터는 일정 규모 이상의 연계데이터가 존재할 때 가치가 있으며, 데이터
구축 단위에 따라 검색과 분석 성능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공간정보 연계데이터
시범구축 사업을 통해 효과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음
∙ 공간정보 연계데이터의 가치는 데이터 연계에서 나오고, 이를 위해서는 연계할
데이터의 규모가 확보되어야 하므로 연계성이 높은 공간정보를 그룹핑하여
연계데이터로 구축할 필요가 있음
∙ 공간정보간 연계성은 공간정보와 공간정보, 공간정보와 속성정보, 속성정보와
속성정보 간의 연계성을 모두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할 필요가 있음
∙ 공간정보 연계데이터는 같은 저장소내의 데이터 간 연결(linking), 다른 저장소의
데이터 간 연결(interlinking) 등이 있으며, 연결된 데이터를 찾아가는 형태
이므로 컴퓨터 리소스 소비의 최적화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 이는 또한 구축 데이터 단위에 따라 검색과 분석의 퍼포먼스에 큰 영향을 미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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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어떤 수준의 데이터 단위를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공간정보 연계데이터 단위 결정은 속성정보의 수준도 고려해야 하며, 활용단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단위를 결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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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Study of condition analysis of spatial
information-linked data in response to the era of data
and its improvement methods
Lim YongHo, Kang MinJo
In the future society, there will be increased demand for Internet of Things
(IoT) and big data utilization that is represented as hyper-connected society and
smart city, and it will be an era where high value-added services will be provided
by converging various information. Such future society will have the
characteristic of large volume of data production and real-time utilization that is
incomparable to the existing level, and will have to not only refine and converge
various data but also provide in high speed in order to respond to various service
demands. For this, spatial information which plays a key role in information
convergence needs to become smarter, and this is the time when paradigm shift
is needed from the existing producer-oriented perspective to the spatial
information that can enable the response to future demand and maximize
utilization.
The issues of future spatial information paradigm includes firstly, the enormous
size of volume due to the real-time production of data that has various fields and
structures due to IoT. Second issue is the ease and fast speed of data collection,
cleansing, service processing and provision in order to provide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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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of the large volume of spatial data. Third issue includes the
interoperability, connected information provision, impartiality or independence
regarding OS, HW and SW, openness that enables anyone to make, share and
edit information, and machine readability.
Issues like ease of convergence of spatial information, interoperability and
openness can be sufficiently responded to in the same form as the existing spatial
information through spatial information standardization. However, new form of
spatial information is necessary in order to secure machine readability to
mechanically process the large volume of real-time data produced by IoT which
is expected to reach 507.5ZB/year by 2019 and enhance the information
utilization through linked information provision.
Spatial Linked Data provides one way to respond to such needs of the future
society. Spatial Linked Data is a method that issues structural data that can be
utilized usefully through interconnection and semantic query. It is a method that
utilizes data as intellectual spatial information that can respond to the needs of
the data-led society by structuring and connecting the spatial information by the
four principles of Linked Data. The realization of Linked Data has many methods
however this study used RDF recommended by W3C as the standard. The
expected advantage of establishing the existing spatial information as Spatial
Linked Data is that it is possible to mechanically manage real-time large-volume
data because Linked Data has machine readable structure, and that it is possible
to provide the related information simultaneously with the required information by
converging the big data produced in various fields based on space (location).
Also, Linked Data can enable high reusability and easy and fast convergent
information creation being standardized data, and it has a data form that can
improve the spatial information utilization as it is neutral to SW or OS.
Various studies, systems and institutions of Spatial Linked Data are being
developed mainly by developed countries such as European countries 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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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ed States. Especially the European Union is carrying out projects such as
Smart Open Data, GeoKnow and Melody under the lead of INSPIRE, and has
developed standards and systems related to Linked Data and is applying them in
real practice. On the other hand, the level of interest in Spatial Linked Data is
low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current focus is only on the standardization
of the existing spatial data. In order for Korea, an IT leader to also secure
competitive advantage in information field, there is a need to take on a paradigm
shift from the existing spatial information to the new Spatial Linked Data. The
national government should urgently provide the mandatory vocabulary, support
standardization, modify the legal system, and establish governance system that
can induce and lead private industries.
For this, this study proposed the following measures.
First, there is a need to establish a public-private partnership to build Spatial
Linked Data. The government should open the public-owned spatial information
as much as possible, provide vocabulary, and find and promote best practices
through pilot programs of standardization support. The private sector should
pursue technology development and cooperation, and develop business models
that utilize publically opened spatial information.
Secondly, there is a need to establish a Spatial Linked Data center in order
to establish and operate the governance system to build Spatial Linked Data as
well as to issue and manage.
Thirdly, step-by-step establishment of Spatial Linked Data is necessary, and
there is a need for gradual establishment starting from small basic spatial
information that has little license limitation and high utilization when building as
connected data.
Fourthly, in order to establish the domain standard for each field of spatial
informat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spatial information connected data
through involving domain experts, and policy measures should be put in place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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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der to train such experts.
Fifthly, in order to encourage the private data to be established as connected
data, an institutionalization is necessary to make the data purchase only possible
for those in connected data format when the public purchases private data.
Sixthly, the development of UI that can be used by general public as well as
the SW for utilization and analysis is required as the existing connected data of
spatial information are currently developer-oriented.
Republic of Korea can be anticipated to lead the spatial information data
industry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y making a successful paradigm shift of
spatial information to Spatial Linked Data to respond to the demands of the future
society of hyper-connected society and smart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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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PPENDIX

부록 Ⅰ. 용어해설(Glossary)
❑ 본문에서 기술된 공간정보 연계데이터 관련 용어해설
용어
ATMS
(Advanced Traffic
Management System)
CWA
(Closed World Assumption)
DaaS
(Data as a Service)
DCMI
(Dublin Core Metadata Initiative)
Gazetteer
GML
(Geography Markup Language)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해설
첨단교통관리시스템
모든 정보가 완벽하다는 가정하에 정보의 옮고 그름과 분석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는 체계
클라우드 서비스의 한 형태로 데이터를 제공해 주는 서비스
메타데이터를 표현하기 위한 표준
지도와 함께 제공되는 세계 지명 사전으로 인구 등의 사회적 통계,
지리정보 등을 포함
XML기반의 지리객체를 표현하는 언어

정보통신기술

INSPIRE
(Infrastructure for spatial
information in Europe)

EU에 속한 국가들의 공간데이터를 인프라로 규정하고 34개의 공
간정보를 구축·관리·공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며,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에게도 개방함으로써 제약과 국경을 넘어 EU 전체를
통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정책결정을 지원하는 조직

IoE
(Internet of Everything)

IoT를 일반화 한 개념으로 세상 모든 만물이 웹상에서 연결되는
기술

IoT
(Internet of Thing)

사물인터넷. 각종 센서와 기계가 웹상에서 연결되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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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해설

IRI
(International Resource
Identifier)

ASCII(American Standard Code for Information
Interchange: 미국 정보 교환용 표준 부호)만을 지원하는 URI를
확장한 개념으로 전 세계의 모든 문자의 호환성 위해 개발 한 국제
표준 문자 세트(Universal Character Set)를 이용하여 웹상의 자
원을 식별할 수 있는 유일한 주소

JSON
(JavaScript Object Notation)

속성-값 쌍으로 이루어진 데이터 오브젝트를 전달하기 위해 인간이
읽을 수 있는 텍스트를 사용하는 개방형 표준 포맷

LD
(Linked Data)

표준화된 데이터 구조를 가진 데이터들을 연결하여 데이터 활용성
을 극대화하고, 인공지능과 같은 미래의 정보수요에 대응 가능한
기계가독형(Machine Readable)의 데이터

LOD
(Linked Open Data)

Open Data(개방데이터) + Linked Data(연계데이터)
데이터 간의 연결을 통해 데이터의 활용을 쉽고 풍부하게 할 수
있는 데이터 형태로 데이터를 개방하는 방법

M2M
(Machine to Machine)

기계와 기계간의 연결 또는 상호작용

Machine Readable Data

기계가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데이터. 기계에 의한 데이터의 이해,
분석, 추론 등의 자동화 된 처리, 인공지능 등을 위한 데이터의
필수 요소임

Markup Language

문서의 논리적 구조와 배치 양식에 대한 정보를 표현하는 언어로서
컴퓨터에게 문서의 의미와 구조를 이해시키기 위해 사용됨

OGC
(Open Geospatial Consortium)
OWA
(Open World Assumption)

공간정보 개방형 표준을 제정하는 국제 비영리 민간기구
정보가 불완전하다는 가정하에 정확한 정보를 얻기까지 연계정보
들을 계속 검색해 나가는 체계

P2M
(Person to Machine)

사람과 기계간의 연결 또는 상호작용

P2P
(Person to Person)

사람과 사람간의 연결 또는 상호작용

POI
(Point of Interesting)

관심 지점(장소)

RDF
(Resource Description
Framwork)

국제 표준단체인 W3C에서 웹상에서 데이터를 상호호환하기 위하
여 표준화한 데이터 모델로서 구조가 간단하고 특정 SW나 OS에
종속적이지 않으며 기계가독형의 데이터 모델

SPARQL
(Simple Protocol and RDF
Query Language)

다양한 조건문을 이용하여 연계데이터 중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검
색할 수 있는 질의 언어

Topology

위상관계. 공간상에 존재하는 객체간의 관계 표현(중첩(overlap),
교차(intersect), 평행(Parallel), 포함(Contain) 관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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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해설

UN GGIM
(The United Nations initiative on
Global Geospatial Information
Management)

세계사회의 지리 정보 발전을 위한 의제를 설정하고 환경, 기아,
분쟁 등의 핵심적인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간정보의 사용
을 촉진 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UN 산하기구

URI
(Uniform Resource Identifier)
UTIS
(Urban Traffic Information
Center)

통합자원식별자. 웹상의 자원을 식별할 수 있는 유일한 주소

도시교통정보센터

W3C
(World Wide Web Consortium)

웹 사양, 웹 개발지침, 소프트웨어 및 도구 등의 상호운용성을 위하
여 웹표준을 개발하는 국제기구

WFS
(Web Feature Service)

웹상에서 점, 선, 면 등의 지리 객체를 송수신할 수 있는 서비스

WKT
(Well-Known Text)

벡터지리객체와 지리참조체계를 나타내기 위한 언어

XML
(eXtensible Markup Language)

특수한 목적을 갖는 마크업 언어를 만드는데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다목적 마크업 언어로서 확장성이 뛰어나 웹상에서 연결된 시스템
간의 데이터 교환이 용이

ZB
(Zetabyte)

데이터의 크기(용량)을 나타내는 단위로 1ZB는 1조 1,000억 기가
바이트(GB)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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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Ⅱ. 전문가 회의록
❑ 솔트룩스

공간정보 Linked Data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국토연구원 (’16. 7. 14)

국내외 공간정보 Linked Data 실태조사 및 표준동향을 조사하여 「데이터 시대에 대응한
공간정보 Linked Data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 전문가 자문회의 주요내용
◦지리공간(Geospatial)
- 정량적(point, line, polygon)-> OGC 표준 모델링
- 정성적 데이터의 구조화
◦ Shapefile vs Linked Data
- Linked Data는 데이터 객체상의 연계
- Dataset vs URIs(ex: A기관(지도위상), B기관(좌표 coordinate), C 기관(POI
정보) 등을 다루면서 분산화 되어 있는 Data 연계 기능)
- (단점) 기존의 Geodatabase(데이터 연산, Query는 발전한 상태) 와 비교하여
Database가 복잡
- Geo-Sparkle: ① 대규모 수치 data 연산(단) 가능하며, interlocking과 mesh
up이 유리하므로, 추론하기에는 유리할 뿐만 아니라 공간추론이 가능(machine
learning); ② first-order-logic (1차 논리 언어)로 위상관련 파편화된 데이터를
논리적으로 생성시키려 추론이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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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kipedia, Geonames, OSM, LGD 등을 통합하여 복합적인 서비스 환경을 제공

<RDFS &OWL>37)
① A Starting Example

② OWL Header

37) http://www.linkeddatatools.com/introducing-rdfs-owl, 2016. 0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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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OWL Classes, Subclasses & Individuals

④ OWL Properties
- 객체 속성(owl:ObjectProperty)은 두개의 OWL 클래스 인스턴스와 연관되어 짐
- 데이터 유형정보는 (owl:DatatypeProperty) OWL 클래스의 인스턴스와 상수값을
연결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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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Ordnance Survey) 영국전체 지도를 Linked Data로 제공

자료: https://gvsigmobileonopenmoko.files.wordpress.com/2010/04/britain_os_250000.pdf,
2016. 07. 15,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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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NIA-Linked Data 지원) 대부분의 공간정보 포함, ISO
- Polygon: LGD(Linked geodata)
◦(Open Street Map) RDF 다운로드38) 가능: Linked data 지원
- LinkedGeoData는 OSM 데이터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Post GIS)의 매핑정보를
저장하고 SPARQL-SQL을 통한 매칭을 통해 OSM 데이터를 RDF로 생성함
- The LinkedGeoData SQL은 추가적인 색인, 테이블 및 보기 등과 함께 OSM
데이터를 단순 스키마로 확장시킬 수 있으며, 이러게 확장된 스키마는 OSM
데이터와 100%로 호환이 가능함
- 다음의 매핑 규칙은 OSM 태그를 해당 RDF와 변환시키는데 사용함
•

lgd_map_datatype(k, datatype): 주어진 키 값은 특정 데이터 유형(이진,
정수, 실수) 중 하나임

•

lgd_map_literal (k, property, language): 주어진 키 값은 지정된 언어 태
그를 가진 상수로 간주

•

lgd_map_resource_k (k, property, object): 주어진 키 값을 속성과 객체
트리플로 생성

•

lgd_map_resource_kv (k, v, property, object): 주어진 키 값의 value를
고려한 속성과 객체 트리플로 생성

•

lgd_map_property (k, property): 주어진 키를 해당 속성으로 연결

- 이러한 매핑 규칙에 따라 LinkedGeoData의 RDB2RDF를 사용하여 OSM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RDF에 매핑시킴
◦(LOD Project) W3C 추진, Geo-dataset(RDF Publishing)
- W3C Semantic Web Education and Outreach group's LOD 프로젝트의 목적은
다른 데이터 소스로부터 데이터를 RDF 연계를 통해서 웹상에 RDF와 같은
다양한 오픈 데이테셋을 퍼블리싱함으로써 웹상에 데이터를 확장해 나가는데
있다. 2007년 10월에는 2백만개 이상의 RDF Link가 상호연계된 20억개 이상의

38) http://downloads.linkedgeodata.org/releases/, 2016. 0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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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F triples 데이터셋이 구성되었으며 2011년 9월에 이르러서는 310억개
이상의 RDF triples(504million RDF Link)로 증가
◦(RCC(region connection calculus)8: constraint language) 정성적인 공간적 표현
(representation)을 도와주는 것으로 방향(direction)과 공간객체간의 위상관계를
가짐
- ①Disconnected, ②externally connected, ③equal, ④partially overlapping,
⑤tangential proper part. ⑥tangential proper part inverse, ⑦non-tangential
proper part, ⑧non-tangential proper part inverse
◦Open world assumption vs Closed world assumption
- 상호보완적으로 활용가능하며, semantic(OWA: OWL과 같은 semantic web
language는 OWA를 형성) vs no semantic(CWA)
- Data 표준체계 및 활용, 활용목적이 다름
- OWA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객체로만 코디파이 되는 지식이 아니며, 추론적
지식을 기반으로 함
- 데이터 활용의 핵심은 개방‧공유 및 상호연계를 통한 새로운 가치창출
◦(ODI 기관) Headquarter는 영국에 있으며, 민간과 정부기관의 데이터 사용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GIS engine을 필요로 하고 있음
- ODI & Certification 부여(데이터 품질, 표준, 재활용성 보장을 통한 신뢰성에
대한 certification 부여, NIA에서 이러한 방식을 시도)
- Data 로딩 시스템 필요, 서비스를 위한 web 시스템, 비전공자에게 명시적으로
개방성을 가질 수 있으며, start-up을 육성하기에 유리
◦(영국) Linked data를 가지고 start-up을 양성하고 있으며, 창업보육센터를 만듦으
로써 고용창출 및 새로운 비즈니스를 개발
◦(RS) 본인이 아는 한에 있어서는 RS와 관련된 Linked data는 없으나, 수요측면의
효율성면에 있어서는 아직 부재하지만 효율성이 있으면 충분히 RS분야에 있어서
도 활용 가능하리라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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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 Knowledge Graph) Google now 등을 참조

자료: https://www.google.com, 2016. 07. 15

122

| 데이터 시대에 대응한 공간정보 연계데이터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Linked Data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국토연구원 (’16. 7. 19)

국내외 공간정보 Linked Data 실태조사 및 표준동향을 조사하여 「데이터 시대에 대응한
공간정보 Linked Data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 전문가 자문회의 주요내용
◦ GeoLinkedData는 OSM(Open Street Map)의 데이터를 파일포맷을 shapefile에서
RDF 형태로 변환하여 제공하고 있음
- 대부분의 Linked data는 GeoNames로 대표되는 포인트 중심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음
- 포인트 하나는 포인트, 포인트 두 개를 묶어서 연결하는 형태로 보이는 것이 선,
몇 개의 포인트의 묶음을 면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모든 객체는 포인트를 단위로 구성되어 있으며 몇 개의 포인트를 어떻게
보여주는가 하는 것은 표현모델임
- 링크드 데이터는 단순히 데이터의 모음일 뿐 연계데이터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표현 모델이 필요함
◦ INSPIRE는 전 유럽의 공간정보 정책 및 프로젝트를 주관하는 기관으로 연계데이터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으나 아직 활용이 활성화 되지는 않고 있음
- ISPIRE는 유럽의 공간정보를 필요한 곳에 적시적소에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연계데이터를 고려하고 있음
◦트리플 형태의 RDF를 활용하면 현재 공간정보 객체 표현이 모두 가능하며, 속성
정보도 온톨로지 형태로 연계데이터로 구축할 수 있지만 활용은 활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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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DF 구조는 주어-서술어-목적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계데이터의 연계
핵심인 URI는 모두 주어, 서술어, 목적어 모두에 사용가능함
- 다만 URI에 분석관련 기능을 접목시키면 분석속도 등에 많은 저하가 생기기
때문에 연계데이터는 분석보다는 데이터 연계의 목적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음
◦연계데이터의 분석은 하나의 정보를 다른 정보와 연계시키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가치있는 정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 기존 데이터베이스에 담긴 정보를 분석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 안에 담긴 정보가
완벽하다는 가정하에 각 정보간의 관계를 분석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 반면, 연계데이터는 상호 연관된 데이터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기존에는 알 수
없었던 정보를 얻어내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므로 분석의 개념이 다름
- 즉, 기존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분석은 정보간의 관계를 수학적 또는 통계적 방법으로
알아내는 것이지만, 연계데이터는 연관된 정보를 계속 찾아가면서 해답을 얻는
형태이기 때문에 기존의 공간정보 분석방법을 적용시키는 것은 어려움
- 이러한 차이로 인해 기존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분석은 분석툴이 중요한 반면,
연계데이터는 추론엔진의 중요성이 크고, 이러한 추론엔진이 발전하면
인공지능과 연계될 수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연계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높음
◦앞으로 다가올 IoT, 무인주행자동차 등의 데이터가 생산되게 되면, 사람이 다룰 수
있는 범위의 한계를 초과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연계데이터의 중요성은 커질 것으로
판단됨
- 하지만 아직 연계데이터는 데이터 전문가들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고, 응용이나
활용분야에서는 생소하기 때문에 상당한 괴리가 존재하고 있음
- 링크드 데이터의 속성은 온톨로지로 표현이 가능하고 매우 복잡한 관계도 표현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복잡하고 예외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가장 작은 단위로
데이터 모델을 만든 것이 RDF임
- 따라서, 연계데이터가 지속적으로 발전한다면 지금과 형태는 다르지만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분석이 가능하리라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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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화두가 되고 있는 알파고나 아이폰의 시리 등도 연계데이터를 활용하여
만든 것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중이나 기대하는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해 보임
- 다만 연계데이터는 하나의 분석툴, 하나의 저장공간, 하나의 분석공간을 가지는
기존의 데이터와는 다르게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것을
모아 분석하려고 하면 컴퓨터 리소스가 문제가 되었으나 하둡과 같은 빅데이터
처리에는 적합하므로 빅데이터가 발전함에 따라 더 많은 발전이 있을것으로
판단됨
◦우리나라는 공간정보 연계데이터 관련 정책은 없으며 정보화진흥원 등에서 서지정보
등의 텍스트 정보를 연계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음
- 연계데이터는 데이터 구조이므로 데이터 구조를 법으로 규정한 사례는 없으나
향후 미래에 데이터 활용을 위해서는 필요할 수도 있을 듯 함
- 해외의 사례에서도 데이터 구조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보다는 정보 개방과
재활용에 대한 내용만 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데이터 구조는 지침정도로
권고형식으로 제안된 사례는 있음
◦관련 표준은 OGC표준이 대표적이며 Geo Sementic Web, Geo Sensor Web 등에
관련 표준이 제정되어 있음
- 연계데이터 관련 법·제도보다는 표준에서 공공이 해야 할 일이 많으며, 직접
표준화 활동을 하기보다는 활용주체인 기업·연구소 등이 표준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역할을 해야함
- 공간정보 연계데이터 국제표준도 현재까지는 코어부분만 제정되어 있고 도메인
분야는 앞으로 해 나가야 할 분야임
- 해외의 많은 공간정보 연계데이터 프로젝트들은 이러한 표준화 활동을 주요
미션으로 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고, 활용성이 높은
연계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는 표준 제정에 힘을 기울이고 있음
◦지리원의 인문지리정보도 연계데이터를 활용하여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의 시도이기 때문에 의미가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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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연계데이터는 어느 정도의 볼륨과 계속 연계될 수 있는 또 다른
연계데이터가 필요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연계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낮아
연계데이터 구축이 않되고 있기 때문에 활용성은 크지 않은 현실임
- 인문지리정보와 연계될 수 있는 유적지, 고문서 또는 역사 백과사전 등의 자료가
연계데이터로 구축되고 공개된다면 앞으로 효용성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국내 공간정보 관련한 링크드 데이터는 개념이 도입되고 필요성 공감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이므로 공간정보 링크드 데이터 관련 연구는 시기적절한 연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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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NS센터

공간정보 Linked Data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국토연구원 (’16. 7. 19)

국내외 공간정보 Linked Data 실태조사 및 표준동향을 조사하여 「데이터 시대에 대응한
공간정보 Linked Data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 전문가 자문회의 주요내용
◦NS센터는 타부처에서 생산되는 공간정보를 융복합하여 활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하여 표준에 대한 부처간 협력을 추진중에 있음
- 국토교통부에서 생산되는 공간정보뿐만 아니라 행정자치부, 환경부 등에서
생산되는 공간정보를 통합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둠
- 각 기관에서 생산되는 공간정보는 주제는 같더라도 부처의 활용 목적에 따라
데이터 스키마, 정확도 및 속성정보가 상이하여 사용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며
통합 운용에 어려움이 있음
- 각 부처의 활용목적에 맞게 공간정보를 생산하되 타 부처의 공간정보와 융복합
활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표준체계를 정립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부처간 협의를
진행중임
◦NS센터에서는 미국, 유럽과 같이 공간정보의 개방과 재활용에 초점을 맞추어 수요가
높고 활용도가 큰 공간정보를 중심으로 개방해 나가고 있음
- 국가공간정보 포털 등의 사이트에서 연속지적도, 행정구역, 철도 등 공간정보를
개방하여 무료로 서비스 하고 있음
◦공간정보 연계데이터 관련 프로젝트는 국가공간정보포털 주관으로 2015년도에 직업
찾기와 관련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음
- LOD와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데이터 모델로서의 역할보다는 공간정보 활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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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대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고 있으며, 시범사업을 통해 도출된 가능성과
보완사항 등을 검토하여 향후 추진방향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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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공간정보포털

공간정보 Linked Data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국토연구원 (’16. 7. 25)

국내외 공간정보 Linked Data 실태조사 및 표준동향을 조사하여 「데이터 시대에 대응한
공간정보 Linked Data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 전문가 자문회의 주요내용
ㅇ 공간정보포털에서 제공하고 있는 공간정보 연계데이터는 직업찾기 서비스 시범사업
으로 진행되었으며 현재 시범서비스 중에 있음
- 공간정보 활용성을 높이고자 LOD를 도입하였으나 타부처 및 타분야의 데이터
개방과 관련하여 제약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존재
- 특정 공간정보 데이터를 제공하는 사이트가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연계데이터
형태로 데이터를 제공하는 않는 데이터 중심으로 진행하였음
- 연계데이터에 대한 개념이 국내에는 일반화가 안 되어 있고 사업체에서도 일반
연계데이터가 아닌 공간정보 연계데이터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존재

자료: 자료: 포털 LOD 시범서비스 완료 보고서, 2015, 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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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간정보 연계데이터를 위한 표준이 서비스를 할 수준까지는 지원하지 않으므로
공간정보 메타데이터를 연계데이터로 제공하는 사업추진 중
- 국제표준은 코어표준 정도만 구축되었으므로 서비스를 위한 상세표준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메타데이터에 대한 연계데이터를 제공하여 데이터의 존재유무 정보제공,
접근성 증대를 목표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임
- 또한 메타데이터와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으며, 공간
정보 활용 활성화에 대한 사업효과 기대
ㅇ 공간정보 자체를 연계데이터화 하는 연구는 매우 필요하며 공간정보포털에서도
이와 관련한 정보가 있다면 매우 유용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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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Ⅲ
❑ W3C의 LOD 관련 표준 리스트(2016년 12월 1일 기준)

1. Linked Data
Category

Date

2015-02-26
2014-02-25
2014-02-25
2014-02-25
2014-02-25
2014-02-25
2014-02-25
2014-02-25
RDF
2014-02-25
2014-01-16
2014-01-16
2013-10-29
2012-12-11
2004-02-10
2004-02-10
2004-02-10
2004-02-10
2015-03-17
2015-03-17
RDFa
2015-03-17
2015-03-17
2015-03-17
2013-10-29
RDF
Relationship to 2012-09-27
Other Formats 2012-09-27
2007-09-11
2007-09-11
GRDDL
2007-09-11
2009-09-01
2009-09-01
POWDER
2009-09-01
SEMANTIC
ANNOTATION
FOR WSDL
2007-08-28
AND XML
SCHEMA
2013-04-30
PROVENANCE
2013-04-30

Recommendation
Linked Data Platform 1.0
RDF Schema 1.1
RDF 1.1 XML Syntax
RDF 1.1 Concepts and Abstract Syntax
RDF 1.1 Turtle
RDF 1.1 N-Quads
RDF 1.1 N-Triples
RDF 1.1 Semantics
RDF 1.1 TriG
JSON-LD 1.0 Processing Algorithms and API
JSON-LD 1.0
Internationalization Tag Set (ITS) Version 2.0
rdf:PlainLiteral: A Datatype for RDF Plain Literals (Second Edition)
RDF Semantics
RDF Test Cases
Resource Description Framework (RDF): Concepts and Abstract Syntax
RDF Primer
RDFa Core 1.1 - Third Edition
XHTML+RDFa 1.1 - Third Edition
RDFa Lite 1.1 - Second Edition
HTML+RDFa 1.1 - Second Edition
HTML+RDFa 1.1 - Second Edition
Internationalization Tag Set (ITS) Version 2.0
R2RML: RDB to RDF Mapping Language
A Direct Mapping of Relational Data to RDF
Gleaning Resource Descriptions from Dialects of Languages (GRDDL)
Gleaning Resource Descriptions from Dialects of Languages (GRDDL)
GRDDL Test Cases
Protocol for Web Description Resources (POWDER): Grouping of Resources
Protocol for Web Description Resources (POWDER): Description Resources
Protocol for Web Description Resources (POWDER): Formal Semantics

Semantic Annotations for WSDL and XML Schema

PROV-DM: The PROV Data Model
PROV-O: The PROV Ont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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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Date

2013-04-30
2013-04-30
2012-09-27
RDB2RDF
2012-09-27
2015-02-26
2014-02-25
2014-01-16
2014-01-16
LINKED DATA
2014-01-16
2014-01-16
2014-01-16
2013-10-29

Recommendation
Constraints of the PROV Data Model
PROV-N: The Provenance Notation
R2RML: RDB to RDF Mapping Language
A Direct Mapping of Relational Data to RDF
Linked Data Platform 1.0
RDF 1.1 Turtle
JSON-LD 1.0 Processing Algorithms and API
The RDF Data Cube Vocabulary
Data Catalog Vocabulary (DCAT)
The Organization Ontology
JSON-LD 1.0
Internationalization Tag Set (ITS) Version 2.0

2. Vocabularies
Category

OWL WEB
ONTOLOGY
LANGUAGE

Date

Recommendation

2013-02-05
2012-12-11
2012-12-11
2012-12-11
2012-12-11
2012-12-11
2012-12-11

RIF RDF and OWL Compatibility (Second Edition)
OWL 2 Web Ontology Language Mapping to RDF Graphs (Second Edition)
OWL 2 Web Ontology Language New Features and Rationale (Second Edition)
OWL 2 Web Ontology Language Primer (Second Edition)
OWL 2 Web Ontology Language Profiles (Second Edition)
OWL 2 Web Ontology Language Quick Reference Guide (Second Edition)
OWL 2 Web Ontology Language RDF-Based Semantics (Second Edition)

2012-12-11

OWL 2 Web Ontology Language Structural Specification and
Functional-Style Syntax (Second Edition)

2012-12-11
2012-12-11
2012-12-11
2012-12-11
2012-12-11
2004-02-10
2004-02-10
2004-02-10
2004-02-10
2004-02-10
2004-02-10
SKOS
2009-08-18
2014-01-16
GOVERNMENT 2014-01-16
LINKED DATA 2014-01-16
2013-10-29
2014-01-16
RDF
2014-01-16
VOCABULARIES
201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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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WL 2 Web Ontology Language XML Serialization (Second Edition)
OWL 2 Web Ontology Language Conformance (Second Edition)
OWL 2 Web Ontology Language Direct Semantics (Second Edition)
rdf:PlainLiteral: A Datatype for RDF Plain Literals (Second Edition)
OWL 2 Web Ontology Language Document Overview (Second Edition)
OWL Web Ontology Language Overview
OWL Web Ontology Language Guide
OWL Web Ontology Language Reference
OWL Web Ontology Language Semantics and Abstract Syntax
OWL Web Ontology Language Test Cases
OWL Web Ontology Language Use Cases and Requirements
SKOS Simple Knowledge Organization System Reference
The RDF Data Cube Vocabulary
Data Catalog Vocabulary (DCAT)
The Organization Ontology
Internationalization Tag Set (ITS) Version 2.0
The RDF Data Cube Vocabulary
Data Catalog Vocabulary (DCAT)
The Organization Ont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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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Query
Category

Date

Recommendation

SPARQL

2013-03-21
2013-03-21
2013-03-21
2013-03-21
2013-03-21
2013-03-21
2013-03-21
2013-03-21
2013-03-21
2013-03-21
2013-03-21
2008-01-15
2008-01-15

SPARQL Query Results XML Format (Second Edition)
SPARQL 1.1 Entailment Regimes
SPARQL 1.1 Graph Store HTTP Protocol
SPARQL 1.1 Protocol
SPARQL 1.1 Query Language
SPARQL 1.1 Service Description
SPARQL 1.1 Update
SPARQL 1.1 Federated Query
SPARQL 1.1 Overview
SPARQL 1.1 Query Results CSV and TSV Formats
SPARQL 1.1 Query Results JSON Format
SPARQL Query Language for RDF
SPARQL Protocol for RDF

4. INFERENCE
Category

Date

Recommendation

RIF Rule
Interchange
Format

2013-02-05
2013-02-05
2013-02-05
2013-02-05
2013-02-05
2013-02-05

RIF Basic Logic Dialect (Second Edition)
RIF Core Dialect (Second Edition)
RIF RDF and OWL Compatibility (Second Edition)
RIF Datatypes and Built-Ins 1.0 (Second Edition)
RIF Framework for Logic Dialects (Second Edition)
RIF Production Rule Dialect (Second Edition)

5. Vertical Applications
Category

Date

Recommendation

eGOVERNMENT

2014-01-16
2014-01-16
2014-01-16
2013-10-29

The RDF Data Cube Vocabulary
Data Catalog Vocabulary (DCAT)
The Organization Ontology
Internationalization Tag Set (ITS) Version 2.0

2. OGC의 LOD 관련 표준
❑ GeoSPARQL - A Geographic Query Language for RDF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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