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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미래 유비쿼터스 국토 실현에 있어서 기존의 GIS를 기반으로 하는 유비쿼터스 지리

정보(UBGI: Ubiquitous Geographic Information)가 핵심이다. 유비쿼터스 기술이 GIS

와 결합한 개념으로서, 언제 어디서나 어떤 기기에서나 지리정보 컨텐츠를 보내고 받

을 수 있는 것을 유비쿼터스 지리정보이라 정의할 때, 이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해 

유비쿼터스 지리정보 표준화는 필수적이다. 아울러 표준화는 기술개발과 동시에 유비

쿼터스 지리정보시장의 선점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유비쿼터스 지리정보 표준화를 위

한 국제적 경쟁이 치열하다.  

이에 기존연구를 토대로 유비쿼터스 지리정보 표준화에 대한 개념 및 범위를 파악하

고, 국제표준화기구인 ISO/TC211을 중심으로 관련 표준화기관에서의 유비쿼터스 지리

정보 표준화 추진동향을 살펴보도록 한다. 이어 유비쿼터스 지리정보 국제표준화를 주

도하는 과정에서의 우리나라의 역량을 강화하고, 3단계 국가GIS의 비전인 유비쿼터스 

국토실현을 앞당기기 위한 유비쿼터스 지리정보 표준화 추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내용

1,2단계 국가GIS에 이어 현재 우리나라는 

유비쿼터스 국토 실현을 위한 기반조성이라

는 비전에서, 3단계 국가GIS(2006-2010)를 

추진하고 있다. 

유비쿼터스 국토 실현에 있어서 기존의 

GIS를 기반으로 하는 유비쿼터스 지리정보

가 핵심이다. 유비쿼터스 지리정보는 유비

쿼터스 기술이 GIS와 결합한 개념으로서, 

언제 어디서나 어떤 기기에서나 지리정보 

컨텐츠를 보내고 받을 수 있는 것이라 정의

된다.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유비쿼터스 지

리정보 서비스가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유비

쿼터스 센서 네트워크(USN), 홈 네트워킹, 

텔레매틱스, 위치기반 서비스(LBS) 등 다양

한 응용을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표준

화가 중요하다. 

유비쿼터스 지리정보의 표준화는 기술개발

과 동시에 유비쿼터스 지리정보시장의 선점

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유비쿼터스 지리정보 

표준화를 위한 국제적 경쟁이 치열하다.  

지리정보와 위치기반서비스에 관한 국제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는 ISO/TC211과 같은 

공식적인 국제표준화기구는 물론, 지리공간

정보, 센서웹, GeoDRM 등의 OGC(Open 

Geospatial Consortium), 다양한 센서망구

축에 중요한 센서하드웨어를 연결하는 인터

페이스를 정의하는 IEEE 1451 표준 및 웹을 

위한 XML을 비롯한 지리공간시맨틱 상호운

용성과 시맨틱 웹에 관한 W3C 등과 같은 사

실상의 표준화기구 등 다양한 관련 표준화

기관들이 있다.   

특히, ISO/TC211을 중심으로 2007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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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유비쿼터스 지리정보 표준화를  위한 

워킹그룹인 WG10-유비쿼터스 지리정보 공

공접근(UPA: Ubiquitous Public Access)이 

결성되었다. 우리나라 주도로 유비쿼터스 

지리정보분야의 국제표준화를 선도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로, 이를 위해 UBGI 관련

문서를 ISO/TC211에 지속적으로 제출해 오

고 있다. 

ISO/TC211의 UBGI 표준화항목으로는 다

음과 같이 전통적인 지리정보처리와 함께 

정보기술/웹관련 표준 모두를 지원할 수많

은 표준이 필요하다(211N2452). 

• UBGI 참조모델- UBGI 서비스의 

핵심개념과 그 메커니즘을 정의. 

• UBGI 미들웨어 인터페이스- 중

앙과 분산된 센서망사이의 UBGI서비스처리

• 상황 인식 맵핑

• 실내공간 마크업 언어

• UBGI 스트리밍 서비스

• 공간지리 디지털 저작권 관리

• 센서망

• 통합위치참조 및 유일식별자

•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

리공간 웹서비스 

이처럼, ISO/TC211를 중심으로 UBGI라

는 새로운 개념의 표준화영역을 선점하기 

위해 지금까지 노력해온 데 이어, 앞으로

도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

하다. 예를 들어, 유일식별자의 국제표준

화에 있어서 일본이 19155 PI 프로젝트로 

우리와 경쟁이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u-City 구축의 기술

적 현장경험을 살려 UBGI 기술의 표준 테

스트베드국가로 발전시켜나가는 방안이 

있으며, 제도적 측면에서는 국제 표준화 

활동에의 참여, 모니터링 및 우리의 의견

을 관철시키는 등 국제 표준화 활동을 지

원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선행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가GIS사업이

나 대규모 국가R&D사업과 연계하여 지속

적으로 UBGI 국제표준화 선도를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쉽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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