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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GIS는 지리정보에 u-IT 기술을 접목하여 새로운 지능형 지리정보 기술로 융합 

및 확장되어 가는 추세이다. 이미, 지리공간정보와 관련한 글로벌 IT 업계에서는 

GeoSpatial Web 기술을 통해 실세계와 가상세계를 연계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쉽게 

지리공간정보에 접근, 활용할 수 있는 엔진이나 플랫폼 등의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

다.  

  이에 본고에서는 지능형 지리정보 기술의 핵심인 GeoSpatial Web 에 관해 간략히 살

펴보고, 아울러 국내외 지능형 지리정보 기술 동향 및 u-GIS 표준화 동향을 분석함으로

써, 향후 지능형 지리정보 기술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진 기술 분야로 진출할 수 있

는 기술 개발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내용

  기존의 GIS 기술이 단순히 전자 지도를 

보여 주는데 그쳤다면, 최근의 GIS는 다양

한 요소 기술 및 타 IT 기술과 접목되어 융

합 및 확장되는 기술로 발전하고 있다. 즉, 

다시말해서 지리정보는 유무선 통신기술, 위

치추적 기술, 영상 기술 등 다양한 기술과 

융합되어진 새로운 개념의 지능형 지리정보 

기술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지능형 지리정보 기술은 웹 2.0 

기반의 사용자 참여와 공유 및 개발을 통해 

스스로 발전하는 “Geospatial Web” 을 통

해 더욱 다양한 신기술로 발전하고 있다. 

  때문에 현재, 구글, 야후, MS를 비롯한 

전 세계 IT 관련 업계들은 GeoSpatial 

Web 관련 기술에 주목하고 있으며, 새로운 

기술 개발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AJAX 등의 표준과 개방형 API를 

제공하여, 자신들의 지도와 콘텐츠를 사용하

는 다수의 사용자를 확보하려는 전략을 중

심으로 해당 기술을 개발 중에 있다. 

  이러한 개방형 플랫폼 및 API는 사용자

가 콘텐츠를 쉽게 통합하여 새로운 서비스

가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 매시업의 유도

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ActiveX 

만을 이용해 세계 지리정보 웹 플랫폼 경쟁

에서 뒤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사용자가 쉽게 지리정보

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엔진이나 플랫폼 

등의 기반 기술을 개발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따라, 국내외 지능형 지리정보 기술 

동향 및 u-GIS 표준화 동향 분석을 통해, 

지능형 지리정보 기술이 세계 시장에서 경

쟁력을 가진 기술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기술 개발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국내외 지능형 지리정보 기술 동향 

및 u-GIS 표준화 동향 분석을 통해, 주목

할 만한 변화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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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지리정보를 사용하는 수요자는 이

제 정보를 활용하는 주체에서 정보활용주체

이자 정보생산주체인 프로슈머의 개념으로 

바뀌고 있다. 둘째, 사용자가 다양한 콘텐츠

를 통합하여 새로운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매쉬업 서비스 기술이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커다란 두 가지 변화를 고려하여, 

지능형 지리정보 기술 개발 전략을 도출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Open API 활성화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Open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는 서비스, 정보, 데이터 등을 언

제, 어디서나,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

록 개방된 API를 의미한다. 또한 데이터를 

제어할 수 있는 간단하고 직관적인 인터페

이스의 제공을 통해 사용자의 참여를 유도

하는 사용자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이다. 

  최근 들어, 분산 환경의 지리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연계ㆍ통합하기 위한 기술 개발

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바, Open API

는 웹 2.0의 근본개념인 ‘데이터의 개방 및 

공유’를 구현할 수 있는 핵심 기술로 주목받

고 있다. Open API는 이론적인 웹 서비스

가 아닌 실제 working 하는 웹서비스 플랫

폼으로, Open API를 통해 매쉬업이 가능해

지면서 사용자는 원하는 정보만을 가져와 새

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재생산해 내고 있다. 

  둘째, 차세대 웹 기술인 “시맨틱 웹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시맨틱 웹기술은 시맨틱 상호운용성(의미

론적 상호운용성:Sematic Interoperability)

을 확보하고자 하는 온톨로지(Ontology)를 

말한다. 

  최근 들어, 지리정보를 단순한 정보에서 

지식으로 재정의 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으며, 통합과 연계를 위한 상호운용성과 

지능화, 개인화 및 지역화가 강조되는 IT 

기술 추세에 맞추어, 향후 지능화된 검색을 

위해 시맨틱 웹 기술은 매우 중요한 기술로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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