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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통합형 GIS의 구축에 따른 효과와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에 해 일본의 사례를 심

으로 살펴보았다. 통합형 GIS는 데이터의 구축이나 교환에 있어 기존의 지리정보시스템과는 다르

며 활용도면에서도 큰 차이를 보인다. 통합형 GIS는 공용공간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하여 정보

를 통합하는 효과가 있으며, 행정의 효율화나 고도화 그리고 주민에 한 서비스의 측면에서도 매

우 효율 이다. 하지만 일본의 사례를 통해 볼 때 통합형 GIS를 구축할 경우 다음과 같은 몇가지 

에서 주의를 요한다. 먼  통합형 GIS의 구축에 한 체 인 지침이 세워져야 하며, 공용공

간데이터베이스는 내부 리 심의 활용방식에서 벗어나 조직외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구축

되어야 한다. 그리고 조직원들의 공감  형성과 단체장의 극 인 리더쉽이 필요하며, 마지막으로 

통합형 GIS가 원활하게 구축되기 해서는 기획부문  정보정책 부서, 개별 시스템의 부서, GIS

과와 같은 문 부서의 조가 이다.

주요어: 통합형 GIS. e-Japan. 일본 GIS.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components to be considered when we construct the 

integrated GIS. Capability has always to be related to application. In this perspective, the range of 

integrated GIS's capabilities is more extensive than this existing GIS. Using in the case of Japan's 

local government, when we want to build the integrated GI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following 

things. First, the overall manuals are required. Second, the common spatial database should be build 

to satisfy outsider user as well as inner user. And last, the chief of local government should gain the 

sympathy of the member of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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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각 지방자치단체는 21세기 고도정보사회의 

비 과 목표를 설정함과 동시에 이를 달성하

기 하여 지역특성과 실천가능성을 고려한 

정보화 진 략  정책수단을 제시하기 하

여 지역정보화를 종합 으로 추진하기 한 

기본 틀을 마련하고 있다. 지역정보화란 지역

간 균등한 정보 근성의 보장, 지역특성에 맞

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뉴미디어 보 의 진 

등을 통하여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주민 생활

의 질 향상, 지방문화의 육성 등을 도모함으로

써 지역주민의 정주성을 제고하고 지역간의 

활발한 교류를 진하기 한 정책  개념으

로 정의할 수 있다. 지역정보화를 통해 국가-

역단체-기 단체가 서로 통합되고 상호연계

시킴으로써 국가 체의 행정능률 극 화를 

도모하며 아울러 지방행정 종합정보통신망 활

용의 보편화, 행정정보의 민 서비스 제공으

로 주민생활의 편익제공을 도모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역정보화는 개별 인 시

스템으로 운 될 경우 사업의 효율화를 도모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민의 요구에 

응하기란 불가능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많은 

선진국에서는 통합 인 시스템을 구축함으로

써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다. 일반 으

로 통합 인 정보를 제공하기 해서는 역

인 네트워크  청사내의 네트워크와 같은 

하드웨어가 필요함과 동시에 공용공간데이터

베이스 리, 멀티미디어네트워크 소 트웨어 

등의 정비  제도면의 정비가 필요하다. 이러

한 에서 볼 때 통합형 GIS도 이와 같은 

성격을 가진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역정보화가 속도로 추

진되고 있으며 국가  차원에서 GIS사업이 진

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지역

정보화가 단선 인 구조를 가지지 않고 보다 

입체 인 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GIS와의 

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통합형 GIS에 

해 논하고자 한다. 체 인 논의의 구조는 통

합형 GIS의 일반 인 개념과 도입 시 상할 

수 있는 효과에 해 살펴보고, 다음은 일본의 

통합형 GIS 추진사례를 심으로 해서 시사

을 얻고자 한다. 

통합형 GIS의 개념  효과

1. 통합형 GIS의 개념

통합형 GIS란 청내의 LAN과 같은 네트

워크를 기반으로 하여 각 행정부서내에서 공

유가능한 공간데이터를 ‘공용공간데이터’로 일

원 으로 정비  리하고, 각 부처로 하여  

활용토록 하는 횡단 인 시스템을 말한다. 이

는 기존의 단순한 GIS의 차원을 뛰어넘어 기

술, 인력, 조직  데이터의 통합을 가져오는 

커다란 변화이다. 

지방공공단체의 통합형 GIS에 한 논의는 

부문간에서 공통으로 이용가능한 공간데이터

를 유통시킴으로써 자치단체 체의 지도작성

비용을 폭으로 감소시키고, 동시에 다양한 

정보의 제공을 통해 업무의 효율화와 신속화

를 실 으로 주민 요구에 히 응할 수 

있게끔 한다는데 이 맞추어져 있다. 한 

지역을 싸고있는 문제  시책의 상 등을 

하나의 지도상에 첩하여 비쥬얼하게 표 함

으로써 종합 인 정책 단이 가능하게 됨과 

동시에 정책의 평가에도 활용 가능하기 때문

에 매우 유용하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합형 GIS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용하는 지도데이터 에 복

수의 부서가 이용하는 도로, 건물, 하천 등과 

같은 데이터를 각 부서가 공동으로 이용가능

하도록 하는 횡단 인 시스템이다. 통합형 

GIS를 구축하면 데이터의 복정비를 방지할 

수 있으며 한 각 부서가 서로 자료를 공유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화를 증 시킬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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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통합형 GIS의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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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통합형 GIS의 개요



지방자치단체의 통합형 GIS 구축에 한 연구 / 박상우․이 주
――――――――――――――――――――――――――――――――――――――――――――――――――――――――――――――――

37

통합형 GIS의 정비는 행정부서내 LAN 등 

공용단체 체의 정보화의 개에 맞추어, 하

드웨어와 소 트웨어 환경을 활용함으로써 경

제 으로 구축할 수 있다. 재 지방자치단체

들은 어려운 재정에도 불구하고 날로 증 하

는 다양한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해 통합형 GIS의 도입을 서두르고 있으며, 

이를 활용함으로써 행정의 고도화․효율화, 풍

족한 주민서비스를 실 하고자 한다.

통합형 GIS는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앙청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비롯하여 

지방정부, 민간기업이 보유한 모든 데이터를 

공용공간데이터베이스에 포함시키고 이를 공

통인터페이스를 통해 상호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2. 기존 GIS와 통합형 GIS의 차이

통합형 GIS는 기존의 개별형 GIS시스템이나 

부서형 GIS와는 다음과 같은 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 개별형 GIS의 경우 각 부문마다 어

리 이션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는 있지만 데

이터의 구축이나 데이터의 교환에 있어서는 

뚜렷한 한계를 지닌다. 특히 데이터 구축의 경

우 어 리 이션마다 데이터를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복정비의 가능성이 크고 상호간 데이

터의 사양이나 구성이 다르다. 한 데이터를 

교환하기 해서는 부문수×부문수 만큼의 데이

터변환 로그램이 필요하며 부문이 늘어날수록 

가속도 으로 데이터의 교환은 곤란해진다.

둘째, 부서형의 경우 통일된 GIS엔진을 

사용하기 때문에 개별 인 어 리 이션의 정

비는 GIS엔진에 따라 독자 으로 구축이 되어

야만 하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데이터의 구축

에 있어서는 체 청사를 공동으로 포맷하여 

데이터를 구축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복은 

발생하지 않는다. 데이터의 교환에 있어서도 

부문 어 리 이션간 데이터의 변환은 필요하

지 않으며, 부문간 데이터의 교환은 매우 용이

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개별형GIS나 부서형GIS

와 비교해볼 때 통합형 GIS는 어 리 이션의 

정비나 데이터의 구축, 그리고 데이터의 교환

의 측면에서 커다란 장 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1. 통합형 GIS와 기존 GIS의 차이

구   분 개별형 GIS 부서형 GIS 통합형 GIS

AP정비 ○ × ○

데이터구축 × ○ ○

데이터교환 × ○ ○

3. 통합형 GIS 구축의 효과

1) 청사 내의 업무 효율화

① 고도화․다양화한 주민 요구에 응한 

질 좋은 행정 서비스의 실

통합형 GIS는 행정부서 내 각 과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횡단 으로 활용해 다양한 주민 

의 요구에 응한 하고 종합 인 행정 서

비스를 실 하기 한 수단으로 활용 가능하

다. 게다가 GIS가 가지고 있는 시각  효과를 

이용하여 주민에게 알기 쉬운 정보제공을 하

는 것이 가능하다. 를 들면, 재개발, 구획정

리를 시작으로 하여 규모의 사업실시를 할 

때 주민을 시작으로 계자의 이해가 필수

이다. 이때 통합형 GIS가 가지는 시각효과, 분

석기능 등을 활용해서 사업 설명을 하고, 주민

과 공동으로 체안의 비교 검토를 함으로써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다.

② 자 자치단체로의 이행의 원활화

자 자치단체로의 원활한 이행을 꾀하고 

난 연후에는 행정이 가지는 정보를 자화하

는 것이 필요하다. 통합형 GIS는 그것을 한 

공통의 랫폼이 되고, 행정부서 내에서의 정

보의 공유화를 재 하는 것이 가능하다.

③ 지도를 작성하고 이용하는 업무의 효율

화․고도화

통합형 GIS를 도입하면 지 까지 종이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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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작성․이용해 온 업무는 통합형 GIS를 이

용한 업무지원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폭 인 

비용삭감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지 까지 업무

마다 작성해온 공간 데이터 에서 다른 부분

과의 공용가능한 부분을 공용공간 데이터로 

하여 공용함으로써 복 경비를 삭감해 데이

터 정비비용을 감시킬 수 있다. 한 공용공

간 데이터의 정비에 의해 개별업무간에서의 

정보공유가 진행되어, 개별 업무의 효율화․고

도화가 진행된다.

④ 행정 평가에 한 활용

지역에 한 행정과제  해결책의 검토에 

즈음해, 복수의 체안의 효과․ 향의 비교 

고려  복수분야에 걸친 종합 인 과제의 평

가가 시각 으로 나타나 수장 등을 한 단

재료의 제공이 용이하게 된다. 한 통합형 

GIS를 통해 행정평가의 경과와 결과를 주민이 

알기 쉽도록 제공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이 

향상되고 시책에 한 이해가 깊어진다.

⑤ 역단체와 기 단체간의 효율  업무

처리

역단체와 기 단체간에는 업무의 내용이 

차이가 있어 역단체에 한 공용공간데이터 

사양에 요구되는 것과 기 단체에 한 공용

공간데이터 사양에 요구되는 것이 다르긴 하

지만, 역단체가 주로 정비하는 공용공간데이

터와 기 단체가 주로 정비하는 공용공간데이

터를 조합함으로써 공용공간데이터 정비에 소

요되는 비용을 이는 것이 가능하다. 

⑥ 공간데이터의 공유화․일원화로 비용

감  정합성의 향상

통합형 GIS는 공용공간데이터베이스를 통

해 기존의 각 부서에서 정비하고 리하던 데

이터를 공유화시킴으로써 복수 리에 따른 수

고를 일 수 있다. 특히 각 부서의 공간데이

터를 하나 는 소수로 통합하기 때문에 이

투자에 따른 재정 인 부담도 경감시킬 수 있

다. 데이터의 정비에 있어서도 공간데이터 상

에서 정비되기 때문에 각 부서의 데이터도 

치 인 정합성을 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2) 주민에 한 서비스의 향상에의 활용

지방자치단체의 통합형 GIS도입 단순하게 

행정 사무의 효율화에 멈추지 않고 다양한 주

민 요구에 응하는 풍족한 서비스 실 을 가

능하게 한다. 통합형 GIS를 활용할 경우 다음

과 같은 생활상의 변화를 상할 수 있다.

① 람업무, 열람업무, 상담업무에의 이용.

지 까지 람업무, 열람업무, 상담업무는 

종이지도를 이용해서 행해져 왔으나, 통합형 

GIS를 활용한 자  람, 열람, 상담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의해 주민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다.

② 지방 공공단체 홈페이지에서의 활용

행정정보의 제공과 같은 정보를 지방공공

단체 홈페이지에 기재할 때, 통합형 GIS를 활

용해서 시각 으로 알기 쉽게 표 하는 것으

로 주민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게다가, 체육시설 등의 공공시설의 온라인 

약이나 가까이 있는 시설의 검색  교통수단, 

소요시간의 안내 등이 가능하게 된다.

③ 행정 수속의 온라인화, 원스톱 서비스와

의 연

각종 신청, 신고 수속의 온라인화  원스

톱 서비스의 일환으로 신청, 신고에 필요한 지

도도 공용공간데이터를 이용해서 제공함으로

써 주민 등의 편리성이 높아짐과 동시에 사무

의 폭 인 효율화도 꾀할 수 있다.

④ 지역 공동체의 방향 정보 달

행정으로부터 주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주민으로부터 행정에 의견  요망을 할 때, 

지도정보를 이용해서 표 함으로써 정확한 정

보의 달이 가능하게 되어 주민 서비스를 향

상시킬 수 있다. 지역 공동체의 활동을 G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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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 표시해, 인터넷 등으로 제공함에 의해 여

러 가지 지역 공동체 상호의 정보교환의 수단

으로 활용될 수 있다. 게다가 각종 신청, 신고 

사무의 온라인화가 진행되고, 신청, 신고되어

진 치정보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통

합형 GIS에 한 건물 등의 정보를 값싸게 실

시간으로 갱신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기

된다.

⑤ 학교교육에의 개

역단체수   기 단체수 의 지역 정

보를 공용공간 데이터를 이용해서 ․ 학교

에 제공함으로써 지역에 한 종합 인 인식

을 심화시키는 등 다양한 교육활동에의 개

가 가능하게 되리라 기 된다.

통합형
GIS

지방공공단체
홈페이지에서의이용

지역커뮤니티와의
쌍방향정보전달

……학교교육으로의
전개

행정접수온라인화
원스톱서비스

관람, 연람, 상담
업무에서의이용

그림 3. 통합형 GIS가 실 하는 장래 사회

3) 외부 민간기 에 한 간 효과

통합형 GIS를 구축할 경우 이를 통해 제공

되는 각종 정보는 민간기업이나 기타 연구소

에도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앙정부

나 지방정부에서 제공되는 정보의 최신성과 통

일성  정보의 존재나 내용에 한 확인이 용

이해짐으로써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게 된다. 

① 공유공간자료의 활용상의 효과

지방정부에서 민간기업이나 연구소에 자료

를 제공할 경우 제약이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

만 행정의 투명성 확보  정보의 공개원칙에 

따라 다양한 정보가 공개된다면 연구기 이나 

민간기업이 업무를 보다 효율 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특히 민간기업의 경우 

융, 증권보험업, 도소매업, 운수교통업, 인쇄출

업, 방송 고업 등의 폭넓은 분야에서 다양

하게 활용할 수 있다.

② 정보의 존재  내용의 확인효과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정보가 제공될 경우 

정보확인 종람이 가능해진 환경이 정비되면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서도 정확하고 신속

하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통합

형 GIS에서는 각 부서에서 어떠한 정보를 소

유하고 있으며 정보의 범 , 정 도 등을 제공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연구기 이나 민간기업

에서는 정보확인이나 검색, 조사의 노력을 경

감할 수 있을 것이다.

③ 민간과의 력강화 효과

개인 정보의 보호와 행정의 립성을 배려

하면서 민간과의 사이에서 정보의 공유화를 

꾀하는 것에 따라 사회 체의 편의성을 높이

는 것이 가능하다. 를 들면, 력․가스․통

신 등의 사업자와의 정보교환에 의해, 재해시 

등에 한 지역의 안심도를 향상시키거나, 도

로 공사 등을 감소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한 

지역의 소매 등이 정보를 발신하기 한 지

역 포텐샬 사이트를 통합형 GIS를 이용해서 

구축하고, 지역 진흥에 유용하게 쓰는 것이 가

능하다.

일본 지방정부의 통합형 GIS 추진 

황

1. 총무성의 통합형 GIS 구축 마스터 랜

일본정부의 행정의 IT화 추진은 2000년 7

월 내각에 ‘정보통신기술(IT) 략본부’ 설치, 

민  20명으로 구성된 ‘IT 략회의’가 설치를 

통해 2000년 11월에 ‘IT기본 략’이 만들어졌

다. 2000년 12월에는 세계  규모로 발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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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주요내용

1997 ․지리정보시스템(GIS)에 한 조사연구

1998

․지방공공단체 업무에 계한 각종 지리정보시스템의 상호이용에 한 조사연구

․통합형 GIS의 정비를 진행시키는 과정에 상정되어진 기술면　제도면의 과제  해결

책에 한 방향성 검토

1999
․통합형 GIS 공용공간데이타베이스 사양에 한 조사연구

․통합형 GIS의 로토타입을 개발, 3개시에서 실증실험, 통일된 사양서를 작성

2000
․통합형 GIS 공용공간데이타베이스  역활용의 방법에 한 조사연구

․통합형 GIS의 공용공간데이터의 조달에 한 사양서안을 책정

2001 ․지리정보시스템에 한 체 지침 정비

표 2. 일본 총무성의 통합형 GIS 추진 검토내용

있는 IT 명에 극 으로 처하기 해 인

터넷 등을 통해 다양한 정보  지식을 수

신․발신함으로써 창조 이고 한 활력있는 

발 이 가능하게 되는 사회를 형성하는 것이 

요한 과제라는 인식 아래, ‘고도 정보 통신 

네트워크 사회 형성 기본법’(IT기본법)이 제정

되었다. 2001년 1월에는, 동 법에 기 하여, 내

각에 ‘고도 정보통신 네트워크사회 추진 략본

부’(IT 략본부)가 설치되어져, ‘e-JAPAN’이 

결정되었으며 더욱이 2001년 3월에는 ‘e-JAPAN 

략’을 구체화해, 5년 이내에 세계최첨단의 

IT국가 실 을 목표로 한 ‘e-JAPAN 계

획’이 책정되었다. 그 에 지리정보시스템은

‘행정의 정보화  공공분야에 한 정보통신

기술의 활용의 추진’의 하나로 치되었다.

이러한 행정의 IT화 추진과 더불어 통합형 

GIS에 한 논의도 본격화되었다. 일본은 

1995년에 청사내의 모든 부서가 사용할 수 있

는 GIS의 도입을 선언함으로써 사실상의 통합

형 GIS에 한 작업이 시작되었다. 1997년에

는 통합형 GIS를 정비함에 있어 상되는 기

술측면과 제도측면의 과제  이에 한 해결

책을 검토하 으며, 1999년에는 통합형 GIS의 

공용공간데이터를 조달하기 해 시방서를 책

정하 다. 그리고 2000년 들어서는 통합형 

GIS 공용공간데이터베이스의 보   폭넓은 

활용방안에 해 조사 연구하 으며, 2001년에

는 지리정보시스템에 한 체 인 지침을 

정비하 다. 2000년 8월에는, 성내에 설치 된

‘정보통신기술(IT) 명에 응한 지방공공단체

에 한 정보화 추진본부’(지역IT추진본부)에 

해 ‘IT 명에 응한 지방공공단체에 한 

정보화 시책등 추진에 한 지침’을 정해, 지

방공공단체의 자화( 자자치단체화), 지역의 

사회․경제활동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한 

정보 기반의 정비를 기본으로 하는 것을 제시

했다. 게다가, 지역IT추진본부는, 2000년 12월

에는 ‘지역 IT추진을 한 자치성 액션 랜’

을 정하고, 그 에 통합형 지리정보시스템의 

정비 진을 규정했다.

특히 일본의 경우 통합형 GIS를 도입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화( 자지방정부)의 

실 , 그리고 지역 사회경제활동의 활성화를 

한 정보기반정비를 요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본 인 방향하에 총무성에서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도별로 통합형 GIS

에 한 마스터 랜을 작성하 다. 특히 통합

형 GIS의 구성에 있어 핵심 인 부분을 차지

하는 공용공간데이터에 해서는 연도별로 정

비지침(2000년)에서 운용지침(2001년), 활용지

침(2002년)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다. 

한편 통합형 GIS에 한 체 인 지침을 

살펴보면 크게 목표를 3가지 방향에서 설정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는 자치단체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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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통합형 GIS 황(都道府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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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통합형 GIS 황( 區町村)

한 것, 둘째는 자치단체 체 공무원에 한 

것, 셋째는 자치단체 공무원  GIS에 계하는 

공무원에 해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단체장에 

해서는 체지침 에서 통합형 GIS가 가져올 

변화에 해 언 함으로써 수장의 마인드를 제

고하는 것에 을 두고 있다. 체 공무원에 

해서는 통합형 GIS를 도입함에 따른 업무의 

구체 인 흐름, 시스템의 구축, 각 부서에서 필

요한 데이터 정비방책 등에 해 언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GIS업무와 련한 공무원에 해서

는 공용하면 좋은 최 한의 데이터 항목과 품질, 

조달사양서에 해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본은 통합형 GIS를 추진함에 있어 단체

장부터 련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반 인 공

감 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 통합형 GIS 구축 황

재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는 통합형 GIS

의 황을 보면 도도부 (都道府縣)의 경우(그

림 4), 1998년에 비해 2000년에는 도입을 완료

했거나 도입검토 인 단체가 크게 증가하 다. 

2000년의 경우 이미 도입을 완료한 단체는 3

단체, 한 3단체는 정비 에 있으며, 도입검

토가 17단체, 조사․검토 인 단체가 4단체에 

이르고 있다. 시구정 ( 區町村)의 경우(그림 

5), 역시 1998년에 비해 2000년에는 통합형 

GIS에 한 심이 크게 증 하 다. 2000년

을 보면 도입을 완료한 단체는 81개로 체의 

2.5%에 해당하며, 도입 검토 인 단체는 539

개로 16.6%, 조사․검토 인 단체는 58개로 

1.8%에 달한다. 

정보화의 추세에 맞추어 자치단체의 LAN

구축도 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도도부 과 같은 역단체의 경우는 

100%의 구축을 보이고 있으며, 기 단체인 시

구정 의 경우도 1998년에 비해 2000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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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구분         연도구분

1998년 1999년 2000년

체

단체수

이용

단체수

비율

(%)

체

단체수

이용

단체수

비율

(%)

체

단체수

이용

단체수

비율

(%)

都道府懸 47 45 95.7 47 46 97.9 47 47 100.0

政令지정도시 12 11 91.7 12 12 100.0 12 12 100.0

․

區

10만인 이상 233 184 79.0 235 190 80.9 235 211 89.8

5만인 이상～10만인 미만 226 144 63.7 223 163 73.1 223 184 82.5

5만인 미만 222 87 39.2 224 144 64.3 224 173 77.2

區 소계 681 415 60.9 682 497 72.9 682 568 83.3

町村 2,562 840 32.8 2,558 1,209 47.3 2,558 1,782 69.7

區町村 소계 3,255 1,266 38.9 3,252 1,718 52.8 3,252 2,362 72.6

합    계 3,302 1,311 39.7 3,299 1,764 53.5 3,299 2,409 73.0

표 3. 일본 자치단체의 LAN구축 황

크게 증가하 다. 청사내 LAN의 구축이 높은 

수 임을 감안할 때 일반 GIS나 통합형 GIS

의 구축은 아직 미미한 수 이라고 할 수 있

다. 2000년을 기 할 때 도도부 의 경우 

LAN구축은 100%의 비율을 보이지만 통합형 

GIS의 구축을 완료한 비 은 약 12%에 불과

한 실정이다. 시구정 의 상황은 더욱 열악하

다. LAN구축은 72.6%의 실 을 보인 반면 약 

4%에 불과하다.

재 일본의 지방자치단체가 통합형 GIS를 

보 함에 있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은 다음

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GIS의 표 화의 

작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둘째는 

기존 작성되어 있는 데이터의 작성에 소요되

는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이며, 마지

막으로 업무의 경 을 고려하지 않은채 불필

요한 업무까지 GIS화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면서 지자체는 실의 

요구에 필요한 GIS를 구축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 규칙을 정비하고 있으며, 아울러 통합형 

GIS에 필요한 공용공간데이터의 기본사양  

조달사양에 해 구체 으로 시하고 있다.

3. 통합형 GIS구축에 한 지침

총무성 자치행정국 지역정보정책실에서는, 

1997년부터 ‘통합형 GIS’에 한 검토를 진행

시켜 왔고, 지 까지의 성과를 지방공공단체, 

특히 시정 에 한 지침으로 정리하 다. 이 

「통합형 GIS에 한 체지침」은 통합형 

GIS의 기본 인 생각  장 , 장래에 어떤 

것이 가능하게 될 것인가에 해서, 수장을 시

작으로 체의 지방공공단체 직원에 이해시키

는 것을 목 으로 하고 있다. 통합형 GIS도입

의 구체 인 흐름  시스템 구축, 데이터 정

비 방책에 해서는 별도‘통합형 GIS에 한 

정비지침’이라고 정리하고 있다. 한 통합형 

GIS의 운용과 활용에 해서도 지침을 보이도

록 하고 있다. 통합형 GIS는 체 행정서비스 

단 가 모두 포함되는 업무의 개 을 동반하

는 것이기 때문에, 단체장의 이해와 강한 리더

쉽이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 강한 리더쉽으로 

행정부서내의 횡단  아웃라인(outline) 작성으

로 서로간을 이해해가며 검토하면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이 지침은 통합형 GIS를 구축함에 있

어 단체의 실정에 맞는 구축방법의 선택을 권

장하고 있다. 통합형 GIS는 행정부서내의 

LAN과 시정  간의 네트워크라는 시스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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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인 라 측면 공용공간데이터 측면 시스템의 운용 측면

․공간데이터의 데이터베이스 

리형태(통합 리, 분산 리 등)

․공간데이터베이스 근방식(리

얼타임, 일 송 등)

․네트워크 형태( 청사공유, 분

산, 독자 등)

․네트워크 방식(기존 로토콜, 

인터넷 등)

․소 트웨어 도구(OS, DBMS, 

공간데이터베이스엔진 등)

․기존시스템 인터페이스(방법, 

로토콜 등)

․공용공간데이터의 정의( 청

사 통합인가 아니면 상호이

용인가)

․공용공간데이터의 내용(공용데

이터, 개별이용데이터)

․데이터정비방법(신규정비, 기

존활용, 외부데이터 활용 등)

․데이터품질 규정(완 성, 정

도, 정합성 등)

․데이터보존규정(기간, 내용, 방

식, 이력 리 등)

․데이터갱신규정(주기, 내용, 품

질의 정합성 등)

․기존 시스템 제휴책정( 벨, 

내용, 방식, 제휴주기 등)

․공간 데이터 유통지원(내용, 

cleaning house 정비 등)

․공간 데이터 유통 규정(가이드

라인 책정, 제도/운  규칙 규

정)

․시스템 운용 조직의 정비(역

할, 내용, 권한 등)

․시스템 운용 지원기능 구축(안

, 암호화 등)

․시스템 운용 교육(운용조작 교

육, 운용규칙 교육 등)

표 4. 통합형 GIS구축시 고려사항

도입에 맞추어 기존의 그들 시스템을 이용함

으로써 효율 인 정비가 가능해진다. 그리고, 

통합형 GIS는 개별 업무분야에 이미 도입되어

진 기존 GIS 소 트, 하드웨어 환경을 활용해 

데이터의 유통이 가능하게 되도록 구축하는 

것으로부터 개별 업무의 상황에 맞추어 단계

으로 정비하는 것이 필요함을 지 하고 있다. 

4. 통합형 GIS구축시 고려사항

‘지방공공단체업무에 한 각종 지리정보시

스템의 상호이용에 한 조사연구’란 보고서는 

통합형 GIS를 구축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

을 고려해야 함을 지 하고 있다. 첫째, 시스

템의 인 라측면에서 볼 때 횡단 인 시스템

의 구축이어야 한다. 즉 인 라의 시스템 형태

가 단순히 각 부서에서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

을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련  청사가 상

호이용이나 운용 리를 사 에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데이터 측면에서는 공용공간 데이터

의 리  정비가 통합형 GIS에 맞게끔 구축

되어야 한다. 공용공간 데이터란 지방공공단체

의 행정부서내의 복수 부서에서 다목  이용

이 가능한 동시에 일정의 품질이 확보되어진 

공간 데이터로, 통합형 GIS의 축이 되는 데이

터를 말한다. 따라서 모든 부서가 공유하는 공

용공간 데이터의 정비는 통합형 GIS의 구축에 

있어 가장 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공용

공간데이타를 활용하는 것으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상정되어지는 업무로는 고정자산분

야, 도시계획분야, 도로분야, 상수도 분야, 농

업분야, 하수도분야, 방재소방분야, 건축지도분

야, 공원녹지분야, 하천분야, 의료복지분야, 환

경분야, 주거표시분야, 상공진흥분야 등이다.

셋째, 기존 시스템과의 제휴를 바탕으로 한 

시스템의 운용면을 규정해야만 한다. 기존시스

템과의 제휴는 비용 감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다. 통합형 GIS를 구축함에 있어 경비가 과다

하게 소요될 경우 실행이 어려워지게 된다. 따

라서 이미 가동 인 시스템의 속성데이터나 

공간데이터를 무리없이 제휴하거나 공용공간

데이터를 쉽게 찾도록 함으로써 비용 감을 

도모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 시스템과의 제휴

나 이용에는 조례나 업무규정 등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다.

5. 통합형 GIS 구축효과에 한 검토

일본의 지방정부는 통합형 GIS를 구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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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구축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효과를 

정량 으로 면 히 검토하고 있다. 특히 공유

공간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구축에 소요되는 

경비가 막 하며, 통합형 GIS에 있어 핵심

이기 때문에 여러 방면에 걸쳐 효과를 측정하

고 있다. 공용공간데이터의 효과에 한 측정

은 크게 데이터 정비의 효과, 유지갱신의 국면

에 한 효과, 역활동에 한 효과 등 3부문

으로 나 어 측정하고 있다. 

1) 데이터 정비의 효과

공용공간데이터의 정비로 인한 효과는 다

시 도입시기  내용에 한 것과, 효과를 미

치는 상 에 한 효과로 구분하여 측정한다. 

데이터 정비의 효과를 도입 시 에 의해 분류

하면, ‘개별부문의 정보화에 의한 효과’, ‘통합 

데이터 베이스 작성에 의한 효과’등 두가지 

벨의 효과로 분류되어 질 수 있다. 정보화에 

의한 효과란 각 부문 개별로 GIS시스템을 도

입한 경우라도 생력화․신속화 되어지기 해 

일어나는 효과이다. 한 효과의 성질로부터 분

류하면 ‘신속화’ ‘효율화’ ‘고도화’ ‘비용삭감’으로 

분류되어진다. 

한편 통합형 GIS의 도입으로 인한 효과의 

측정은 효과를 받는 주체에 착안하면 크게 이

하의 4가지 패턴으로 분류 할 수 있다. 패턴 1

은 정비주체인 행정( , 시정 ) 그 자신에 

한 효과로서 일반 인 정보 시스템 도입에 의

한 효과와 비슷하지만, 지도정보의 작성시에 

드는 막 한 경비를 감할 수 있는 효과이다. 

패턴 2는 서비스의 상인 시민에 한 효과

이다. 이것은 시간단축과 창구의 일체화 등에 

의한 편리성의 향상과, 보다 고도화된 서비스

가 실  될 수 있는 2가지의 효과가 존재한다. 

패턴 3은 민간기업, 특히 지도 데이터를 이용 

는 가공․작성하는 기업과 행정 상호간에 

한 효과이다. 패턴 4는 행정서비스를 분담하

는 과 시에 있어, 데이터의 공용에 의해 발

생하는 효과이다.  

표 5. 통합형 GIS 공용공간 데이터 정비의 효

과 패턴

구 분 효  과 세부효과

패턴 1 행정내부의 

효과

․업무의 신속화, 효율화

․경비, 노력의 감

패턴 2 시민에 

한 효과

․편리성의 향상

․서비스의 고도화  다양화

패턴 3 기업에 

한 효과

․신규비즈니스의 창출

․데이터 정비의 보완  역할

패턴 4 행정 간의 

효과

․데이터의 정합성

․경비, 노력의 감

2) 유지․갱신의 국면에 한 효과

공용공간 데이터의 유지  갱신에 한 

효과의 측정은 정량  효과와 정성  효과로 

구분하여 측정한다. 정량  효과에 한 측정

은 직  경비삭감에 상당하는 효과를 산정

하는 것으로 산정방법은 공용공간 데이터베이

스 정비에 한 각 항목의 경비와 정비후의 

동항목의 경비를 비교하는 것으로 산정한다. 

정성  효과에 한 측정은 데이터 갱신시의 

확인작업 경감이나 데이터의 보   리의 

부담에 한 경감을 측정한다.

표 6. 통합형 GIS 공유공간데이터의 유지․갱

신 효과 

정량  

효과

직  경비 

삭감

데이터 작성 탁비

데이터 갱신 탁비

데이터 구입비

ː
업무량 감소 데이터 작성

데이터 갱신

데이터 보

ː
정성  

효과

데이터 갱신시의 확인작업 경감

데이터 보 ․ 리의 부담 경감

            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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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업무의

자동화
작업시간의 단축

이용자의 시간

손실의 감소

사회적

cost의삭감

경제활동의

활발화

정량화의 대상 정량화의 대상외

정형업무의

자동화
작업시간의 단축

이용자의 시간

손실의 감소

사회적

cost의삭감

경제활동의

활발화

정량화의 대상 정량화의 대상외

그림 6. 역효과의 과정

3) 역활동에 한 효과

역활동에 한 효과의 측정은 앞에서 살

펴본 데이터의 정비나 유지  갱신에 따른 

효과와는 달리 정량화하기 어려운 부분에 

한 측정이 많이 포함된다. 일반 으로 사업의 

효과 시간을 두고 지속 으로 서서히 되

는 경향을 지닌다. 를 들어, 정보화에 의한 

정형화된 업무의 자동화는 작업시간의 단축을 

가져와서 이용자가 서비스를 받을 때 시간손

실을 감소시키며, 이는 사회  총비용의 감소

를 가져와  다른 경제활동을 가능  한다. 

따라서 정확하게 정량화하기는 곤란하지만 

역활동에 한 효과의 측정은 매우 요하다. 

결    론

본 연구는 통합형 GIS의 구축으로 인한 

반 인 효과와 구축시 고려해야할 사항들을 

일본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재 우리나

라는 지역정보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

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역단체 뿐만 아니

라 기 단체에 이르기까지 지리정보시스템의 

구축이 이루어질 것으로 망된다. 따라서 지

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어 시행착오를 범

하지 않기 해서는 개별 으로 구성되는 시

스템이 향후 통합될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

고서 시행되어야만 한다. 

일본의 사례를 볼 때 통합형 GIS를 구축함

에 있어 다음과 같은 몇가지 들은 유념할 

필요가 있다. 첫째, 통합형 GIS 구축에 한 

체 인 지침이 세워져야 한다. 일본의 경우 

총무성에서 국가 인 차원에서 통합형 GIS의 

구축에 필요한 각종 지침을 정비하고 있다. 비

록 기 자치단체가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한

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 인 통일된 지침하

에서 시행되지 않으면 안된다. 반드시 국

으로 통일된 지침에 따라 구축되어야만 향후 

지역간, 행정단 간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다. 

둘째, 공유공간데이터베이스는 내부 리 

심의 활용방식에서 벗어나 조직외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야 한다. 통합형 

GIS는 기본 으로 행정업무의 효율화에 

을 두고 있지만 여기에 한정되지 말고 좀더 

나아가 일반기업이나 기타 련자료를 요구하

는 여러 단체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차

원에서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조직원들의 공감  형성과 단체장의 

극 인 리더쉽이 필요하다. 통합형 GIS의 

구축은 재정 으로 많은 부담이 가는 사업임

에 틀림이 없으며 구축 기에는 많은 어려움

이 있을 것이다. 통합형 GIS에 한 단체장의 

인식이 낮을 경우 문인력의 충원이나 교육

로그램의 개발 등이 매우 어려워진다. 일본

의 경우 조직 구성원에 한 통합형 GIS 구축 

지침을 보면 단체장에 한 내용, 일반공무원

에 한 내용, GIS 기술 련 공무원에 한 

내용 등으로 구분하여 아주 세부 인 지침을 

마련함으로써 조직원들의 공감 를 최 한 끌

어내고 있다. 

넷째, 통합형 GIS가 원활하게 구축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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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기획부문  정보정책 부서, 개별 시스

템의 부서, GIS과와 같은 문 부서의 조가 

이다. 아울러 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계가 있을법한 부서도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합형 GIS’는 

행정부서내의 LAN등의 네트워크 환경을 기반

으로 공유가능한 공간 데이터를 일원 으로 

정비․ 리해, 각 부서에서 활용하는 행정부서

내의 횡단  시스템(기술․조직․데이터의 

임워크)이다. 이러한 통합형 GIS는 종래 

GIS와 같이 개별 업무 분야의 효율화를 주목

으로 하기보다는 지방공공단체 체에 걸친 

업무의 개 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구

축 기에 방향성을 올바르게 설정하는 것이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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