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산업입지정보시스템(Industrial Land Information

System, ILIS) 구축 운 배경은 1995년『산업입지

개발에 한 법률』제5조의3(산업입지정보망의 구

성․운 )이 마련되면서 시작되었으며, 국의 산업입지

정보를 체계 으로 수집․분석하여 정책 결정지원 기

업 등 실수요자에게 공 하고 정책 입안 자료로 활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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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논문은 산업입지정보시스템을 개선하기 한 연구이다. 산업입지정보시스템 황 문제 을 분석하고 시스템

을 개선하기 한 목표 방향을 설정하 으며, 이를 바탕으로 시스템 개선 용 방안을 마련하여 보았다. 산업입지정보시

스템은 재 노후화된 H/W 상용 S/W 사용으로 인한 유지보수 비용 문제, 오래된 개발 임워크 사용으로 시스템

문제 발생 시 즉각 인 응 어려운 문제, 정보검색 제공에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시스템 개선을 한 자정부 표 임워크 용 Open Source S/W 도입을 통한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문제 에

한 해결 방법과 정보 연계 강화 시각화 기능 용을 제시하 으며, 향후 산업입지정보시스템 개선을 한 시스템 분석

/설계 개발 시 도움이 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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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is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industrial land information system. Status and problems of 

current industrial land information system is analyzed to establish objectives and methods and direction of improving 

the system based on our analysis. Since the industrial land information system is using outdated H/W and 

commercial S/W, there exists problems such as large maintenance cost, difficulty of immediate response for system 

problems and limited access of searching and providing information. In this paper, the problems of current system 

is resolved through applying the “e-Government standard framework” and open source S/W. And we suggested 

application of functions on information link enhancement and visualization through this research. Our research is 

expected to be applicable for analyzing/designing and developing system improvement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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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함이다[1].

하지만 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산업입지 정책 수

립을 지원하고 실수요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제공

을 한 시스템으로 구축되었으나, 산업입지 정보에

한 요구사항이 바 고 공공시스템 유지비용 감 등의

정책으로 다양한 시스템 개선이 요구되고 있으나, 시스

템 구축 당시 사용한 상용 S/W 사용으로 유지보수 비용

을 감하기 어려운 시스템이며, 오래된 개발 임워크

를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신규 서비스 추가 유지 리

측면에서도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그 기 때문에 산

업입지정보시스템 개선 방안 마련을 한연구를 수행하

으며, 리자 운 자와 이용자가 요구하고 있는 시

스템 개선사항과 앞으로 시스템 개선을 해 우선하여

추진할 내용에 하여 살펴보고자 하 다.

한, 향후 산업입지정보시스템이개선이 필요로 하는

요소 기능별로 용방안을 마련하고, 자정부표 개발

임워크 용, Open Source GIS DBMS 도입, 신

규 검색기능 시각화 정보제공 추가 등 추진하고자 하

는 내용에 한 정리를 통하여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도

록 제안하 다.

2. 산업 지 보시스  현황 

2.1 산업 지 보시스  운  배경 및 목

산업입지정보시스템 운 배경은『산업입지 개발

에 한 법률』제5조의3(산업입지정보망의 구성․운 )

에 의거 산업단지의 원활한 수 과 산업입지 정책 련

정보의신속한수집 분석을 하여구축 운 이다.

매년 신규/변경/해제되는 산업단지 정보 리뿐만 아

니라, 조성 인 산업단지에 한 조성정보, 분양 정보,

공간정보에 한 행화 등 지속 인정보제공을 하여

운 되고 있다. 한, 지속 인 정보제공 정보 공동활

용체계 유지를 하여 앙부처 지방자치단체의 산업

입지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기업 산업용지 실수요자

에게신속하고정확한산업입지정보제공을하고있다[1,2].

산업입지정보시스템의 Table 1과 같이 추진 경 [2]

를 살펴보면 1995년부터 산업입지정보망에 한 법 근

거가 마련되어 1998년에서 2001년까지 3단계에 걸쳐 시

스템이 구축되었으며, 이후로 2000년 국토연구원의 시범

운 , 2006년 웹 시스템 기능개선, 2008년 인허가 모니터

링 시스템 구축, 2013년 산업입지정보시스템과 인허가

모니터링 시스템 통합에 이어 재까지 산업입지정보시

스템의운 리 유지보수가이루어지고있는상황이다.

운 목 으로는 산업입지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고

있는 산업단지 련 정보의 행화 정확성 향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업입지정보망이 지속 이

고 안정 으로 운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산업입

지정보망의 안정화 운 리 효율성 향상으로 산업입

지 정보에 한 다양한 국민 수요를 따르기 한 서비스

개선을 목 으로 하는 시스템[1,2]이다.

‘95.05 ～ Provide legal basis

‘98.01～’98.10 Phase 1 pilot project

‘99.07～’‘00.03 Phase 2 pilot project

‘00.07～’01.03 Phase 3 pilot project

‘00.07～’00.12
Launch industrial land information system trial
operation

‘06.03～’06.12 Improved web system functionality

‘08.04～’08.07 Establishment of license and monitoring system

‘13.04～’13.12
Integration of industrial land information system
and licensing system

‘01.02～
Industrial land information system operation
management and maintenance

Table 1. Propulsion Details

산업입지정보시스템은 Fig. 1과 같이국토교통부산업

입지정책과 주 으로 재 국토연구원이 탁·운 기

으로 지정되어 운 리를 수행하고 있다. 운 주 은

국토연구원 산업입지정보센터에서 수행하며, 정보 리

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 산업단지 련 부서 산업단

지 리기 에서 수행 이다[2].

Fig. 1. Operation & Management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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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산업 지 보시스  현황 및 

산업입지정보시스템의 황 문제 분석을 통하여

개선이 필요한 을 살펴보고자 산업입지정보센터 담당

자 운 자, 유지 리 업체에 문의하여 보았으며, 산업

입지정보시스템의 재 운 되고 있는 황을 분석하여

가장시 하게개선이필요한 사항을 도출하고자하 다.

산업입지정보시스템의 개선이 가장 필요한 황을 살

펴보고자 각 국토연구원 담당자( 리자) 산업입지정

보센터 운 자, 이용자, 유지 리 업체에게 문의하거나

의하여 련 황에 한 도움을 받았으며, 각 담당자

들이 생각하는 문제 한계 을 확인하거나 분석한

내용은 Table 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황분석을 통하여 살펴본 산업입지정보시스템의 문

제 한계 은 시스템 운 유지비용이 높다는

과 오래된 개발 임워크로 시스템유지보수가 어렵다

는 , 통계 정보검색이 어렵다는 을 문제 한

계 으로 확인 하 으며, 이에 한 자세한 황을 분석

하여 보고자 하 다.

Division Current Situation & Problems

Manager
- Expensive system operation management
- Lack of information related to other system DB
- Lack of statistical information

Operator

- Operation maintenance cost is increased due to
commercial DB and GIS use

- Difficult to manage due to old system
- Difficulty connecting systems

User
- Difficult to find information
- Absence of mobile services
- No new information search function

Maintainer

- Older frameworks with frequent errors and
maintenance difficulties

- Difficult to generate statistical information
- Other system maintenance difficulties

Table 2. System Present Condition

산업입지정보시스템의 황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 하여 사용되고 있는 시스템 구

성 H/W, S/W 황, 개발 임워크 황, DBMS

황, 정보검색 제공을 해 사용되는 GIS S/W 황을

좀 더 자세히 조사 분석하여 보았다.

2.2.1 산업 지 보시스   현황

산업입지정보시스템 구성을 Fig. 2와 같이 살펴보면

재 국토연구원(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KRIHS)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운 유지

리 업무를 부여받아 산업입지정보센터를 운 리를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련 서버 시스템은 국토연구

원 내 산업입지정보센터에 치하고 있으며, 운 리

모니터링을 한 센터에서 시스템 운 리 유지보수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한 공공기 용( 앙정부, 지자

체) 서비스, 인터넷 유 (국내, 국외, 유 기 ) 서비스,

국토연구원 내 자체 유 서비스를 운 [2]에 있다.

Fig. 2. H/W & N/W Diagram

산업입지정보시스템에서 사용하고 있는 H/W, S/W

구성을 Fig. 3과 같이 살펴보면 정보 장을 한 DBMS,

웹서비스를 한 Web/WAS 서버, 데이터 장 백업

을 한 스토리지와 네트워크장비, 보안 련 장비로 구

성되어 있으며, 재 사용되고 있는 장비는 이미 구축되

어 사용된 지 오래된 장비로 시스템 성능 유지 리에

도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한 사용되고 있는 S/W를

살펴보면 외산 고가의 상용 S/W(Oracle DBMS,

ArcGIS)를 사용[2]하고 있어 S/W 갱신 유지에도 많

은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악되었다.

Fig. 3. H/W and S/W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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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산업 지 보시스  개발 프 워크 현황

산업입지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를 해서 변경 수

정을 지속 으로 수행하는데 이는 개발 임워크에

한 환경 이해가 요하다. 따라서사용되고 있는 개발

임워크 살펴보기 하여 시스템 리자 운 자

의 조를 구하여 소스코드의 역변수 등 환경설정

일인 “global.properties” 일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확인

결과 Fig. 4와 같이 과거 2006년 상용 임워크인 SK

NEXCORE 3.5버 [3]을 용하여 개발된것을 확인하

으며, 신규 버 을 계속 출시하고는 있지만, 산업입지정

보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버 은 유지 리를 한 매뉴얼

이나 템 릿 등이 제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

가 쉽지 않은 상황을 악하 다. 상용 오래된 개발

임워크 사용으로 인하여 산업입지정보시스템은 신

규 유지보수담당자가 이를수정 보완하려 했을때 쉽

지 않은 상황이며, 문제 발생시 즉각 인 응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있는 상황이다. 따라서기존 개발

임워크에 한 분석 는 신규 임워크 용 등에

한 내용도 본 연구에서 검토하고자 하 다.

Fig. 4. NEXCORE Framework 

2.2.3. 산업 지 보시스  용 DBMS 현황

산업입지정보시스템에서 사용하는 DBMS는 확인 결

과 많은 공공기 시스템에서 많이사용하고 있는Oracle

DBMS를 사용 인 것으로 악되었다. Oracle DBMS

는 안정된성능과신뢰성에 한장 으로 로벌DB 시

장에서 Fig. 5와 같이 2018년 재 세계 1 에 랭크[4]되

어있는가장높은시장 유율을가지고있는DBMS이다.

Fig. 5. DBMS Ranking

하지만Oracle DBMS의단 으로는 소스코드의비공

개 폐쇄 인 운 으로 유지보수가 쉽지 않으며, 유지

리 정책에 따라 다를수 있지만 매년갱신해야 하는라

이센스 비용도 높아서 유지보수에는 단 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Oracle DBMS는 시장 유율

이 조 씩 하락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산업입지정보시스

템에서 필요한 성능 환경 등을 고려하여 최 의

DBMS 선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시스템 개선을

한 내용에서도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악하 다.

2.2.4 산업 지 보시스  용 GIS S/W 현황

산업입지정보시스템은 산업단지 치, 산업단지 경계,

토지이용 계획에 따른 시설용지별 황, 국토이용에 따

른 용도지역 황, 업종배치 계획 정보 등을 공간정보서

비스(GIS)로 제공하고있으며, Fig. 6과같이 별도의 GIS

서버를 구축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GIS를 한 S/W는

ESRI 社의 ArcGIS 10.1 Enterprise 버 [5]을 통하여 서

비스 하고 있다.

Fig. 6. ArcGIS Service Architecture

산업입지정보시스템의 Arc GIS 서비스는 Fig. 7, Fig.

8과 같이 Desktop Application과 Web Application으로

나 수 있으며, ArcGIS를 이용하여 서비스하는것을 확

인[2,5]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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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ILIS of Web GIS Application

Fig. 8. ILIS of Desktop GIS Application

산업입지정보시스템의 황과 문제 을 살펴본 결과

구축 기부터 사용하 던 서버 등 노후화된 H/W로 인

한 시스템 성능 하 유지보수 문제와 오래된 개발

임워크 사용으로 인한 시스템 수정․보완 신규기능

추가와 문제 발생시 즉각 인 응이 어려운문제, 상용

S/W 사용으로 인한 과도한 유지비용 발생 문제 등이 주

요한 문제 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H/W 개선뿐만 아

니라 자정부 표 임워크 용, 상용 S/W의 Open

Source S/W 환 등을 통한 시스템 운 유지 리에

한 개선이 우선 으로 필요하며, 시스템 개선을 통한

신규기능 추가 통계정보 시각화 등과 같은 정보제공

개선 요구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 산업 지 보시스  개  방안

3.1 산업 지 보시스  개  목표

기존 운 인 산업입지정보시스템 개선하기 하여

리자 담당자들의 요구내용을 분석하여 재 시스템

에 한 황을 분석하 으며, 이를 바탕으로 시스템 개

선에 한 목표 내용을 Fig. 9와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산업입지정보시스템은 2013년 산업단지 인허가 모니

터링 시스템 통합 이후 재까지 운 유지 리만 진

행하고 있으며, 정보융합을 통한 새로운 정보제공 다

양한 정보제공 방법 용 미흡으로 정보수요자의 욕구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한 시스템의 최 화 신규 개

발 추진이 계속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운 유지 리

비용도 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산업입지정보시스템 개선을 하여 통계

검색 기능의 강화, 상용 S/W를 Open Source S/W로

환, 유지보수가 용이한 자정부 표 임워크 용

등을 통하여 산업입지정보시스템을 보다 효율 으로 운

유지 리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목표를

세우고자 한다.

Fig. 9. Improvement for ILIS

3.2 산업 지 보시스  개  략

산업입지정보시스템은 개선을 해서 살펴본 황 분

석 내용을 가지고 략 방법을 도출하고자 하 다. 산

업입지정보시스템은 재 노후화된 시스템의 H/W 개선

뿐만 아니라 상용 S/W 사용으로 인한 유지보수 비용의

과다 책정되는 문제, 오래된 개발 임워크 사용으로

운 유지 리자가 시스템을 유지보수하기 어려운 문

제, 정보 검색이 어렵고 신규 정보 연계가 부족한 문제,

이용자가 원하는 통계정보 생성이 미흡하거나 부족한 문

제를 해결하기 한 방법이필요한상황으로분석되었다.

Fig. 10. Improvement strategies and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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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정보시스템 개선을 한 략을 Fig. 10과

같이 정보검색 요구에 충족 가능한 시스템으로 개선, 타

기 정보 연계 융합을 통한 정보제공서비스의 확 ,

Open Source GIS Tool 등을 이용한 문가분석 기능 강

화 다양한정보제공, 운 유지보수 비용을 비용

으로도 가능한 시스템 용을 시스템 개선 략으로 세

우고자 하 다.

산업입지정보시스템 개선을 해서 황 분석을 바탕

으로 세운 략으로는 개발표 사용, Open Source 솔루

션 사용, 정보검색 기능 개선, 비용 Tool 사용으로 인

한 유지비용 감 략으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정리

하 다.

각 략별로 용 방법을도출하여 보면 H/W 개선뿐

만 아니라 기존 개발 임워크가 자정부 표

임워크를 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개발 표 확

장성 등 유지보수를 고려하 을 때 신규 용이 필요한

상황이며, Open Source S/W DBMS 사용은 상용GIS

S/W Oracle DBMS 사용에 따른 유지비용 과다 지출

개선, 신규 통계정보 생성 시각화 용을 한 기능

추가 시 필요한 상황이다.

한, 정보검색 기능 개선은 산업입지 리정보 연

계정보 상 확 등 개발이 필요하며, 정보서비스 강화

를 하여 정책지원 통계서비스/산업입지 분석서비스

/GIS 입지분석 서비스/산업입지 One-Pass 검색서비스

와 같은 기능 추가 시 필요하다.

따라서 산업입지정보시스템의 유지 리 환경 변경,

Open Source S/W 사용 등과 같이 비용 고효율 Tool

사용으로 유지비용을 감, 신규 기능 추가를 통한 이용

자 주의정보검색 제공기능제공이가능하여야한다.

3.3 산업 지 보시스  개  용 방안

산업입지정보시스템 개선 해서 필요한 목표

략을 가지고 시스템에 구체 으로 어떻게 용하여야 하

는지 제시하여 보았다. 여기서 제시하는 용 방안은 향

후 시스템 개선을 한 분석/설계 구 시 가장 우선

으로 필요한 사항으로 단된다.

3.3.1  표  프 워크 용

우선 용이 필요한 고도화 요소기술로는 자정부

표 임워크 용이다. 국제표 산업표 을 기

반으로 산업입지정보시스템 개발을 해 필요한기능

아키텍처를 미리 만들어 지원할 수 있으며, 공공사업에

용되는 개발 표 임워크 사용으로 S/W 표 화

품질, 재사용성 등을 향상할 수 있다[6, 7].

기존 산업입지정보시스템은 낮은 자바 버 이용으로

자정부 표 임워크 용이 불가하여 체 소스를

재개발 하여 시스템 구 을 진행해야 한다. 따라서 기존

소스의 자바 버 , 모델 패턴, 임워크 등의 문제 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자정부 표 임워크로 환

재개발이 필요하다.

Fig. 11. Details of JSP MVC1 and MVC 2 Models

Fig. 11과 같이 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JSP MVC

Model 1 기존 아키텍처를 자정부 표 임워크에

서 채택하고 있는MVC Model 2로 환하면 Application

역할을 Model – View– Controller로 분리하면 기능에

따라 개발을 명료하고 편리한 환경 제공이 가능하며, 유

지보수 등이 쉽도록 개선하고 개방형 표 수 모바

일 환경지원에도 응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해당개

발자의 경험에 의존하는 운 유지보수 방식에서 벗

어나, 검증된 아키텍처 사용으로 다른 개발자가 유지보

수하더라도쉽게개선이가능한환경을제공할수있다[7,8].

3.3.2 Open Source DBMS 용

재 산업입지정보시스템에서 사용하고 있는 Oracle

DBMS는 세계 으로이미 성능과 안정성을인정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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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만, 업계 최고의 높은 라이센스 갱신 비용으로 정보

시스템 운 유지비용을 과다하게 책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데이터 유지 리에 필요한 성능과 안

정성을 제공하고 있는 PostgreSQL과 같은 Open Source

DBMS의 용이 고려되어야 한다[9]. Fig. 12와 같이

PostgreSQL은 학이나 커뮤니티 기반으로 많이사용되

어 왔으나, 재는 기업용 DBMS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

며, 안정 인 성능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운 유지보

수도 쉽기 때문에 많은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다.

한 DB-Engines Ranking[4]에서도 확인하면 Open

Source DBMS에서는 가장 높은 순 에 있는 DBMS 제

품이기 때문에 PostgreSQL과 같은 Open Source DBMS

도입을 통한 운 유지비용 감이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Fig. 12. PostgreSQL History

산업입지정보시스템에서 사용 인 Oracle DBMS에

서 Fig. 13처럼 PostgreSQL로 변경 용시에는일부 데

이터오류 사용함수 용이 안되는 등과 같은상황이

발생할 수있기 때문에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10]하여

야 한다.

1) 데이터 마이그 이션 고려사항

- Oracle에서 데이터를 그 로 PostgreSQL로 이동

불가하여 csv 일을 이용하여 마이그 이션 필요

2) 일부 오라클 용함수 변경 시 고려사항

- Oracle에서만 사용하는 함수를 PostgreSQL 함수

로 변경 용 필요

Fig. 13. Migrating from Oracle to PostgreSQL

3.3.3 Open Source GIS S/W 용

ArcGIS의 경우 높은 품질과 사후 리는 용이하지만,

높은 비용과 특정 회사 기술로 종속되기 때문에 기술

변화에유연하게 응할수 없다. 따라서 OGC 표 기반

으로 세계 으로 활용도가 가장 높은 Open Source GIS

S/W를 채택하여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다양한 공

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도 필요하다[10].

한 산업입지정보시스템에서 사용되는 ESRI 社 제

품과 Open Source GIS S/W로 체 가능한 S/W[11-14]

는 Fig. 14와 같으며, 산업입지정보시스템에 용 시에도

무리가 없음을 확인하 다.

Fig. 14. Migrating from ArcGIS to Open Source GIS

3.3.4 보검색 및 기능 강화 용

Fig. 15처럼 산업단지의 개발/미개발 상태에 따라

황면 을 지정하여 통계정보로 조회할 수 있는 기능, 산

업단지 유형 추진단계, 개발 주체 등 다양한 상태별

동태 통계서비스 개발, 공간분석 기능 강화로 특정 지

역 산업입지 황에 한 GIS 통계 기능 강화로 지역

별 산업입지 개발 황의 시각 분석 정보 제공[15, 16]

이 필요하며, 재 산업입지정보시스템에서 발행하고 있

는 산업입지 동향지의 지역별 GIS 통계 정보 등을 시스

템으로 구 이 필요하다. 한, 산업입지 정보에 한

One-pass 통합검색기능 추가등 여러검색 단계를거치

지 않는 기능도 필요하다.

Fig. 15. Improvement of Analysis Function 



한 합학회논 지 10  1호42

3.3.5 보 공 시각화 기능 용

정보제공 련 고도화가 필요한 기능 정보시각화

를 꼽을 수 있는데, 이는 Fig. 16과 같이 다양한 시각화

표출 방법을 이용하여 산업입지 정보의통계정보를 정책

결정자 정보이용수요자가 쉽고 편리하게 산업입지정

보를 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D3.js[17] 등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시각화 방법 이용자 요구사항을 반 하여

데이터 품질을 기반으로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

도록 개발 추진이 필요하다.

Fig. 16. Information Visualization

3.3.6 타기  보 공 연계 용 

기존 산업입지정보시스템에서 연계하지 못한 산업입

지 련 부동산 정보, 공장설립 정보, 한국산업단지공단

에서 제공하는 통계정보[18-21], 통계청 국가통계[22] 등

공공기 정보를 연계 확 하여 정보융합 분석, 가공

을 통한 정보제공 확 다양화도 필요하다.

Fig. 17. Improvement of Information Connection

4. 결

산업입지정보시스템 개선을 한 황분석, 요구사항

도출, 개선목표 략 마련을 통하여 앞으로 추진해야

할 요소기술별 용방안을 설명하여 보았다.

산업입지정보시스템을 개선하기 한 리자 운

자,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검토 분석하

여 개선 요소를 도출하여 보았으며, 모든 요구사항을 반

하여 설계 개발 진행이 어렵기에 우선하여 필요한

사항부터 개선 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보았

다. 산업입지정보시스템 개선을 해서는 우선 H/W의

변경과 유지 리가 어려운 기존 개발 임워크를 자

정부 표 임워크로 변경 용하는 과정이 필요

하며, 이와 동시에 Open Source GIS DBMS 용을

통한 개발 호환성 유연성 확보, 유지비용 감 등의

시행이 우선 으로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산업입지정보시스템 개선을 해서는 표

임워크 용 GIS, DBMS에 한 시스템 개발 환경

에 한 재정비를 먼 진행 후, 이를바탕으로 정책결정

자 이용자들이 원하는 통합 검색, 통계기능 개선, 연계

정보 확 , 분석기능 추가 강화 등기능 요구사항에

하여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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