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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서의 GIS 활용에 한 제언

- 한국과 호주에서의 사례연구를 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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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디지털/정보 명과 지역경제개 (micro-economic reforms)을 바탕으로 한 공공정책의 성과는 

자산, 환경, 시설물, 주소 리  도시계획 등과 련된 공간정보의 수치공간자료처리(digital 

spatial data handling, DSDH)에 한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용 가능성 타진을 한 노력을 진

시켰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는 지방정부가 DSDH와 련된 공공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근

거  가치를 부여한다. 그러나 실험연구에 의해 나타난 근방식과 확산율은 지역의 제도 ․문

화  여건 즉, 지리  다양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의 지리  다양성은 지방

자치단체가 수치공간자료처리의 채택 유무를 결정할 수 있는 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들의 

요성은 부분 으로 사례연구의 평가를 통해서 견할 수 있다. 이러한 결론은 한국과 호주 지방

자치단체의 DSDH 용에 한 연구 사례를 참조함으로써 도출되었다.

주요어: 지리정보시스템, 지방자치단체, 수치공간자료처리, 신의 채택과 확산, 지리  다양성, 수행

능력향상

ABSTRACT

Public policy responses to the digital/information revolution and the micro-economic reforms that it 

facilitates have inspired exploration of the scope for local government implementation of digital spatial 

data handling(DSDH) of information relating to, among other things, asset inventory, environmental 

and utility management, address management, and planning. The results from these explorations are 

such that few doubt the value of bringing the public policies to practice, but diffusion rate and pattern 

of the approaches demonstrated by the scoping experiments will reflect institutional/cultural matters, 

indicators of the relative significance of which might be at least partly predicted from appraisal of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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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ies. This argument is exemplified by reference to case studies in adoption of DSDH by local 

government organizations in Korea and in Australia. 

KEYWORDS: GIS, Local Government, DSDH, Adoption and Diffusion of Innovation, 

Geographical Variation, Evolution of Practice

서    론

이론 으로 최근의 GIS는 확장언어와 최

화 기능을 보유하고 있으며, 컨설  그룹이 참

여하는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정보 리자

의 요구에 상응하는 수 의 데이터 처리 기능

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최신의 

GIS가 수치공간자료처리(digital spatial data 

handling, DSDH)의 확산을 보장하지는 않는

다. 오늘날 DSDH의 용에 많은 비용이 투자

된다 하더라도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GIS 발

은 요구되는 데이터와 정보의 흐름방향을 유

지할 제도 인 능력에 달려있는 것으로 인식

되고 있다. 이것은 국가정책에 의한 top-down 

방식으로 가능하다 할 수 있으나, 삶의 질 향

상을 한 국가정책의 실행은 종종 지방자치

단체와 공공사업기 의 반응과 능력에 의존한

다. 이때 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은 정보 

리 분야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할 수 있

는 근 방안을 채택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것

은 상당히 어려운 과제 의 하나이다. 데이터

베이스를 공유할 수 있는 운용 방안이 지방자

치단체에서 활성화된다면 단편 인 목 을 

해 유지되던 데이터 일의 가치는 커다란 시

지 효과를 얻게 될 것이다. 총합의 가치는 

부분들의 합보다 큰 가치를 생산한다는 이론

이 용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의 성공을 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체에 걸친 범 한 GIS 수용이 요구

된다. 그러한 수용은 한국과 호주 모두에서 일

어나, 민간분야의 GIS 사업이 확고히 자리잡

아가고 있으며, 많은 공간데이터 구축자와 

리자들이 국가, 주, 도시, 공공기 에서 일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과 호주 두 나라 지방자

치단체에 의한 GIS 개의 발달과 특징에 

을 맞추었다(한국: 인구 4,700만명, 면  99,000

㎢, 호주: 인구 1,950만명, 면  7,692,000㎢).

세계 으로 토지이용계획, 시설물  환

경 리 에 의해 정보화시 의 도구의 채택에 

한 흐름의 변화는 이미 잘 알려져 있으며, 

이들  리더들은 물 ․인 자원의 활발한 

교류로 최근의 경제세계화는 역동 인 균형을 

이루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한 그들은 특

히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데이터 변환 속

도조정  정보 처리 방법이 그들의 통제 밖

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랫동안 인

식해 왔다. 그러므로 그들이 직면한 과제는 아

직까지 충분하지 못한 환경에서의 분석  처

리를 해 공간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하는 것

과, 결과물로부터 만족을 찾으려는 사용자들에

게 결과의 장 과 한계 을 동시에 알려 그들

로 하여  단  역시 알게 하는 것이다. 보다 

나은 작업수행을 해서는 사용자의 교육 

한 필수 이다. 이는 사용자를 한 데이터 정

렬을 작성함으로써 부분 으로 유지될 수 있

고,  아마도 조합된 는 공유할 수 있는 데이

터베이스의 채택을 제로 진행되는 로젝트

에 하여 사용자가 이해하기 쉬운 지침서를 

만드는 것도 사용자의 력을 이끌어내는 좋

은 방안일 것이다. 이것은 한 경험을 공유하

기 한 지침이 될 것임이 틀림없다. 

이러한 세계 인 조류를 고려할 때, 사례연

구는 경험을 공유하기 한 기반이며, 이들은 

한 정기 으로 국제 인 공동 리구역(pool)

에서 논의되어져야 한다. 이러한 필요성은 일

부 산업잡지나 기타 문지를 통하여 어느 정

도까지는 충족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상업

인 로벌 기 의 응용 로그램은 매혹 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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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하나 때때로 실 이지 못하며 실제로 지

방자치단체나, 실제 사용기 에서는 보증되지 

않은 이들 응용 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이 

치 않아 보이는 경우도 있다. 이는 그들이 

다루어야 할 데이터의 양이 방 함에 따라 그 

재정  손실을 감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때문

에 지리  다양성에 기반을 둔 엄격한 정 조

사를 통한 실험연구의 조사  비교는 GIS를 

추진하고자 하는 기 에 보다 안정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GIS와 련된 실험연

구가 지방자치단체의 GIS 발 에 많은 장 을 

제공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경제 세계화

가 진 됨에 따라 그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

로 생각된다. 그러나 DSDH의 확산은 기술

인 경쟁력뿐만 아니라, 제도 ․문화  차이의 

인정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각 지방자치단체

에 의해 채택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주장의 요성은 호주 빅토리아주의 지방정부

와 한국의 서울과 강원도의 몇 가지 사례연구

를 참조하여 비교와 함께 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 은 호주 빅토리아주의 지방정

부와 한국의 서울  강원도의 몇 가지 사례

연구의 참고와 비교를 통하여 이러한 주장의 

요성을 증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GIS발

을 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있다.

한국과 호주의 지방자치단체에서의 

GIS

한국의 GIS는 1995년부터 시작되어 2000년

에 마무리된 제1차 NGIS에 의해 그 기반이 

이루어졌다. 재는 2001년에 시작되어 2005년

에 마무리될 정인 제2차 NGIS가 행해지고 

있다. 제1차 NGIS는 종이지도의 수치지도화와 

GIS 구축에 을 두었으며, 재 진행되고 

있는 제2차 NGIS는 제1차 NGIS 결과를 바탕

으로 한 GIS 활용에 역 을 두고 있다.

 시 에서 한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앙정부의 50% 재정지원으로 수치지도의 제작

을 완성하여 가는 단계에 있으며, 그동안 개별

으로 GIS를 구축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GIS 사업을 확 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 

결과 한국에서는, 앙정부 는 지방정부의 

공간데이터 기반시설이 비교  잘 발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지형도는 국 으로,  토

지․도로․시설물 등은 부분의 주요 도시에

서 디지털화되어 있다. 이 데이터로의 근은 

지방자치단체의 GIS 련 부서에서 재해 시 

수문 리, 천연자원 리, 자원 리를 포함

한 여러 목 을 한 디지털 공간 모델링의 

보 을 진시켰고, 인공 성 상을 포함하는 

완 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가능하게 하 다. 

그러므로 앙의 데이터 표 화 노력을 바탕

으로 통합 데이터베이스구축은 종합 인 UIS

를 한 규모의 모델링을 허용하며 한 많

은 모델링 응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역사가 일천한 한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들은 나름 로의 특성을 갖

고 마다의 제한된 상황에서 지역 정책을 수

행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여 있다. 지방자치

단체들이 지역정보화의 일환으로 시작한 GIS

를 통합된 형태로 발 시키고자 노력하고 있

으나 어떠한 내용을 심으로 GIS를 발 시킬 

것인가에 한 논의 내지 연구는 미흡한 실정

이다. 실질 으로는 어느 부서에서 GIS를 시

작하느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GIS 특성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김 주 등, 

2001). 

호주에서의 수치지도제작은 15년 부터 

시작되었다(Masser, 1998). 최 의 지도제작은 

호주제정시 에 항공지도와 탐사를 통해 이루

어졌으며, 국의 식민지 시  동안에는 토지

장과 지형도 작업이 추진되었다. 한 1901

년 연방정부의 지도화 작업은 군사 인 지도

화 작업을 포함하여 몇몇 특정지역을 제외하

고는 소축  세계지도 는 자원 련 지도 제

작에 을 맞추어 진행되었다. 이러한 일련

의 지도제작과정은 호주에서 종이지도를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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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화하는 노력을 진시키는 등의 추가 인 

결과를 제공하기도 하 다. 연방정부 차원의 

주제도 특히 원거리지역에 한 주제도는 2차 

세계  후 제작되었으며,  이때 모든 련기

에서 사진도화기를 표  도구로서 사용되었다. 

주 정부 차원의 지도제작 활동은 연방 정

부에서 제작된 지도보다 축척인 지도의 생

산을 가능하게 하 다. 디지털 시 가 도래하

면서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과 련된 높은 수

의 문 인 지식과 도구들이 사용되었으며, 

연방  주립정부는 먼  국가 차원에서의 데

이타 변환 후,  다음으로 주 와 지역공공기 ,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데이타 변환

이 진행되도록 지침을 제시하 다. 이것은 부

분 으로 국가 기본도뿐만 아니라 주제도와 

유틸리티 도면 사용의 증가에 의해 공간 데이

터 리자들 사이에서 변환에 련된 제도

인 표 과 데이터 공유의 필요성이 꾸 히 증

가되었기 때문이다. 

디지털 지도제작 방법의 보 은 주로 

‘industry driven’과 ‘top-down’ 로세스의 본

질을 반 한 것이며, 지방정부에서 이들을 채

택한 것은 당연히 상  정부에서의 데이타 변

환과 하드웨어  소 트웨어의 성능 향상의 

결과에 따른 것이었다.

호주는 통 으로 CAD 시스템부서와 GIS 

시스템 부서가 서로 분리되어 운 되어 왔으

며, 그 결과 공동으로 사용하기 한 데이터베

이스의 구축  사용 방법의 개발에 한 

심은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은 지

방자치단체의 여러 부서들이 새로운 근방법, 

즉 수치공간데이터의 이용이 종이지도를 사용

하는 것보다 큰 장 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까지 기존의 방법, 즉 종이지도의 사용이 

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했었던 것

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지방자치단체의 IT 리자들은 

기존의 통 인 방법보다는 GIS를 이용해 처

리해야할 데이터 셋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한 리자들은 데이터 품질

보증에 한 기술  논쟁이 매우 실 인 문

제이며, 지방자치단체와 상  정부 그리고 각 

GIS 련기 들 사이에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매우 유익하다는 것

을 인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데이터 공유를 

해서는 그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공유해

야 한다는 사실도 동시에 주목하고 있다

(Peterson과 Wigan, 1995).

호주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디지털 공간 데

이터베이스 이면에서 발생되는 문제와 토지

장의 지속 인 갱신을 가능하게 하는 데이터

공유에 한 문제는 지방자치단체 자원조사, 

공공부문개 을 한 데이터공유, 환경 리와 

시설물 리  계획 등에 한 연방정부의 정

책 는 지침에 따른다. 이것은 디지털정보시

스템을 채택하고 유지하는 여러 지방정부와 

시설물회사의 능력은 당면한 재정과 환경뿐만 

아니라 문화  특성과 같은 어떤 통 인 

습에 의해 계속 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이며, 

특정한 문제 특히 환경에 련된 애 리 이

션의 운용문제가 표면화되었을 때 연방정부의 

주도에 의해 만들어진 통합된 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 데이터베이스의 존재는 

필수 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은 집수구역 

리와 련된 업무에서 많이 나타나며, 이는 

집수구역과 지방정부의 행정경계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례연구

1. Asset Inventory를 한 GPS의 이용

한 GPS 도구를 채택한 기 은 Asset 

inventory를 해 뛰어난 기능성을 제공받을 

수 있지만, 장수집(field-collection) 결과들이 

이후의 공정에서 수정되지 않는다면, 데이터는 

사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을 것이 분명

하다. 이를 해서는 GPS 기지국을 포함한 표

 주(州) 공간데이터 기반시설(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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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Extract from an orthophotomosaic for part of outer metropolitan 
Melbourne

이 필요하다. Asset inventory를 한 GPS의 

사용  채택을 해서는 필수 기반시설과 기

술의 제공, 그리고 이를 해 소요되는 비용사

이의 손익 분기 이 신 히 고려되어야 한다.

빅토리아주에서의 이러한 채택은 부분 

성공 으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의 선구 인 채택자들은 소요비용과 시간을 

이기 해 좌표변환을 한 특수한 보정이

나 한 지원 없이도 알맞은 데이터를 얻는 

것을 시도해오고 있다. 만약 데이터 수집을 

한 표 이 정사지도를 생산하기 한 항공사

진 정사교정과 mosaicing에 사용하기 해 설

계된 지상기  data-set assembly를 따라야 

한다면 데이터의 유효성(validation)에 어려움

이 따를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조직 내에 

문  기술이 부족한 앙정부당국에 의해 

수행된 정사지도 제작 사례에서 볼 수 있다. 

이것은 해당기 의 무지 는 문지식의 결

여로 나타난 결과이며, 한 합한 표 에 의

해 orthophotomosaic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문지식을 보유한 다른 부처와 조를 하지 않

은 즉 부처 이기주의의 결과이다. 

이 연구는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 보 하기 

하여 계획되었다. 그림 1은 연구의 결과로서 멜

버른 외부지역 한 지역의 orthophotomosaic로부터 

추출된 지도이다.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정사사진 교정(orthorectification)이 정확하게 

는 주의깊게 수행되지 않음으로써 일부분에

서 유효하지 않는 데이터가 나타난다. 즉 그림 

1의 흰색 사각형안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보

정된 항공사진과 선으로 표 된 지방자치단

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디지털 도로를 첩했

을 때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따라서 주(州) 공간 데이터 기반시설 리

의 기능성을 발 시키기 한 안으로서 주 

정부 조직들 간의 력체계가 필요하며, 조직 

간에 의된 데이터의 표 화가 요구된다.

 2. 환경 리

수치공간자료 처리  모델링은 다양한 환

경 리를 해 실행될 수 있으며 재 지방자

치단체가 당면한 요한 과제 의 하나이다. 



Lessons from the Application of GIS for Local  Government
――――――――――――――――――――――――――――――――――――――――――――――――――――――――――――――――
112

특히, 효과 인 집수구역 리를 한 모델링

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큰 심사 의 하

나이다. 만약 토지이용변화를 찰할 수 있는 

검증된 충분한 축척의 종합 공간 데이터베

이스(시계열 항공정사사진을 포함하는) 기록이 

유지될 수 있다면 본 연구에서 언 된 precision 

method에 의한 불투수층의 상  비율로 토

지패턴 변화를 효과 으로 기록할 수 있다.

한편, 토지이용패턴은 부분의 지역에서 

아주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계속 으

로 변한다. 한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집수

구역에서 빠른 속도의 유출이 일어나는 지역

의 비율은 증가한다. 동시에 집수구역의 수문

형태가 변하며, 하천의 수질도 악화된다. 그러

므로 수문체계 측( 를 들어, 이 망 계

획)과 도시의 수질 리를 해 도시화 이 에 

용되었던 집수구역의 수문학 인 모델링은 

갱신되어야만 한다. 최근 컴퓨터시스템  네

트워크의 발달 그리고 1인 1PC와 같은 작업환

경의 변화는 새로운 수문분석 모델링의 근

을 가능하게 하 으며 이에 따른 공간 모델의 

변화 한 요구된다. 

공간 모델은 공간 인 해상도의 토지 필지

의 패턴을 모델링하는데 유용하다. 이러한 모

델은 여러 데이터 리자가 보유하고 있는 데

이터의 통합으로 가능하며, 특히 집수구역의 

경계가 하나 이상의 지방정부의 역에 걸쳐

있다면 더욱 그러할 것이다. 

일상 으로 공간모델링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와 정보는 이상 으로 잘 

정리된, 한 통합된 데이터 셋이라고 보장할 수 

없다. 그들이 사용해야 하는 데이터나 정보는 

기본 데이터를 취합하고, 분석하여 단지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의 데이터 셋으로 재배열 

해야만 하는 경우가 부분일 것이다.

여기에서 언 된 연구(Sim 등, 2001; 

Peterson, 2001)는 도시수로에서의 수질 향

상, 이에 따른 Port Phillip Bay의 수질향상

을 해 CRC for Freshwater Ecology 

Research로부터 지원되어 수행된 로그램

(http://www.wsc.monash.edu.au/urbanwater)이다. 

로그램은 멜버른시 동쪽의 Dandenong 지역

의 집수구역을 상으로 하고 있다. 공간 데이

터베이스는 정사사진과 토지 장, SDRN 도로 

layer와 1;25,000축척 지형도의 도로 layer를 

가지고 모나시 학 지리․환경과학부의 GIS센

터에 의해 구축되었다.

그림 2는 불투수층 지도 제작 실험을 한 

연구지역을 나타낸 것이다. 불투수층 이터 

제작시간을 최소화하기 한 방법으로 0.05 

precision approach 방법이 제시되었다. 이 

근방법은 도시화된 부분의 지역이 일정한 

토지이용패턴을 유지하기 때문에 가능하며, 샘

링에 의한 일정지역의 불투수층 비율이  

도시지역에 확  용될 수 있다는 것이 제

된다.

FIGURE 2. Study area for imperious surface 
mapping experiment 

이 방법은 디지타이징되는 건물을 나타내

는 데 있어 무작 로 추출된 건축물에 한 

포인트를 생성하며, 이것으로 precision값이 계

산된다. 데이터 처리는 95%의 신뢰도에 도달

할 때까지 반복된다.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임의의 실험지역들을 선택한다. 선택된 

지역은 도시의 특징을 잘 나타낼 수 있

어야 한다. 

2) 임의의 을 생성하고, 이 포인트가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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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Impervious surface pattern due to roofs with 95% confidence level

지필지 내의 건축물에 포함될 때 해당 

건축물을 디지타이징한다.

3) 정 도 값(precision value)을 계산하고, 

buffer size로써 평균 건축물 크기를 이

용한다.

정 도 값의 계산 방법은 다음 식과 같다. 

Precision =
Standard Error

Average Building Size

=

Standard DeviationΝmber of Building point
Average Building Size

이 방법을 용한 결과는 지붕으로 인한 

불투수층 패턴을 95%의 신뢰도를 가지고 보

여 다(그림 3). 정확성이 이 수 에 다다르기 

해서는 필요한 일련의 반복을 통해 얻어진 

그림 4와 같은 결과의 그래 가 제공되어야만 

한다. 규칙 인 지붕 패턴을 가진 주거 지역에 

용된 0.05 precision method의 용에는 2시

간이 소요되고, 같은 지역을 on-screen digitizing

으로 지붕패턴을 지도화하는 데는 약 2주가 

소요되었다. 연구지역에서 지붕패턴과 같이 규

칙 인 토지이용패턴이 나타나는 지역은 

precision method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 이

며, 공장지 와 같이 특수한 상황이 나타나는 

지역은 on-screen digitising으로 지도화가 필

요하다. 따라서, precision method의 응용은 일

정패턴을 유지하는 지역의 불투수층의 지도화

에 있어서 비용, 고효율화를 가능하게 한다. 

FIGURE 4.  Plot of the ite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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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설물 리

한국의 서울시 신당동 지역의 하수유출 시

뮬 이션을 한 공간 모델링에 한 연구(이

규석과 유재용, 1993)는 도시 하수 유출 용량

의 계산  측을 통한 하수시설물의 합성 

여부를 단하기 하여 통 인 하수유출량 

계산을 한 문지식을 기 로 GIS기반의 하

수유출 모델과 리시스템을 개발한 것이다.

이 시스템은 각각의 이  세그먼트에서

의  하수용량 시뮬 이션으로 재 설치된 

의 합성 여부를 단할 수 있게 하며, 동시

에 재 기간 변경, 재개발로 인한 토지이용변

화 등에 의한 조건변화에서 이 의 크기를 

제안할 수 있게 하여, 의사결정지원시스템으로

서 활용이 가능하다.

가정된 조건에서의 하수 용량의 계산 

 하수시설물 합성에 한 시뮬 이션은  

수문 문 지식  계형 데이터베이스의 공

간검색 기능을 기본으로 하며, 벡터 GIS의 

chain topology generating 기능  데이터 분

석 능력, 공간모델링 기술을 통합함으로써 가

능하 다.

이 연구는 재개발, 하수도망 리,  계획된 

과세율평가, 수질 리와 침수  홍수 책 등

에 사용할 수 있으며, 보다 정확한 시뮬 이션 

결과를 얻기 해서는  하수 이  출사건

의 기록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을 지 하고 있

다. 이 연구에 사용된 AML 로그램은 상이

한 조건을 가진 다른 도시의 데이터베이스/하

수도 시설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해 

더욱 개발될 것이다.

4. 새주소 리  안내 시스템 

한국의 경우, 기존의 지번 제도에 기반을 

둔 주소 체계 하에서는 주소만으로 쉽게 치 

확인을 하기란 쉽지 않게 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 을 해소하기 하여 도로나 건물의 

치에 따른 도로 심의 새주소 제도의 정착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수행하고 있다. 강원도의 

경우에는 춘천시, 강릉시, 원주시, 태백시, 속

시, 동해시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새주소 부여사업의 부분으로 개발되는 GIS 기

반의 리  안내 시스템은 산화된 지도상

에 추후 계속되는 도로의 신설, 변경, 건축물

의 신축, 소멸 등에 따른 변동사항의 유지  

보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새주소 리  안내시스템에서 최우선

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기존의 주소체계의 

변경에 따른 시민의 근이 인터넷의 공간에

서 자유롭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본 인 사

항을 주지하고 지속 인 홍보와 교육인 빈번

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강원도 기 자치단체의 새주소 리 시스

템은 기본 으로 Web GIS 운 을 한 데이

터베이스 설계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충분하

게 고려하여 개발되거나 개발 에 있다. 한 

새주소 안내 시스템은 Web GIS DBMS를 기

반으로 하는 기본 인 GIS 정보의 자료기반 

설계와 각종 생활정보를 연계시켜 운 할 수 

있는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사용자 심의 인터넷 정보 제공이 충분히 가

능하도록 설계되었다. 

이러한 새주소 리  안내 시스템이 지

속 으로 추진되기 해서는 지역별 특성에 

합한 모델을 개발하여 각 지방자치단체 별

로 지역 인 다양성과 변화가능성을 사 에 

조사하여 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일반 시민이 

흥미를 가지고 참여하는 최 의 솔루션으로 

개발되어져야 커다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이다(연상호와 유 상, 2001).

5. 토지이용계획

지방정부 계획 업무를 해서는 많은 다양

한 GIS 애 리 이션이 용될 수 있으며 토

지이용 갈등 해결과 련된 GIS 애 리 이션

은 이를 한 형 인 사례이다. 빅토리아주

에서 토지이용계획은 주 정부에서 지정된 지

침에 따라 지방정부에 의해서 리된다.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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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계획 결정에 한 분쟁은 엄청난 비용으

로 소송법정에서 다 진다. 

만약 하게 취합된 통합 데이터베이스

가 있다면 모든 부서들이나 리자가 이를 이

용해 필요한 공간정보나 텍스트 정보의 분배 

패턴을 동시에 디스 이하고 종합평가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일 성 있는 

결과를 도출 할 수 있는 모델링을 가능하게 

한다. 

이를 해서는 매우 상세한 수 의 토지필

지 지도가 필요하다. 

이러한 토지 필지 수 에서의 데이터베이

스 운용은 토지이용 변화의 지속가능성(환경

과 개발에 한 UN회의, 1992) 시험을 한 

시나리오 모델링 등 여러 목 을 해 이용될 

수 있으며, 과학 이고 합리 인 의사결정으로 

보다 효과 인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근의 사례는 Li 등(2001), Allan과 

Peterson(2002)에 의해 제시되었다.

6. 해안선 변화

본 사례연구는 빅토리아주의 Westernport 

서부의 한 해안에 퇴 된 사빈을 상으로 연

구한 것이다. 해안의 사빈은 이동하면서 해안

선을 변화시킨다. 모래  일부는 내륙으로 날

아가 더 이상 해안퇴 구역의 향을 받지 않

으며 일부는 다시 바다로 흘러가게 된다. 그러

나 이  일부는 사구의 식생에 의해 머물게 

되며 이 지역에서의 변화량과 변화율과 련

하여 해안에서 떨어진 사빈의 이동을 측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일부 연구자들에 의해 제

기되었다. 시계열 항공사진은 이러한 측에 

기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즉 differential 

GPS에 의한 기 을 확립하고 이 시계열 자료

와 함께 orthobase를 개하면 등록과 변화탐

지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은 어떠한 시계열 항공사진에

도 용될 수 있다. 이는 camera calibration 

reports를 이용할 수 있으며, 기 이 확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안지역에서의 이러한 연

구방법의 응용은 토지피복 변화 측에서부터 

해안퇴 구역 모래 비축 문서화 작업까지 가

능하다. 이 연구 방법은 해변 재조성 사업의 

성공여부 평가를 한 좋은 사례가 될 수 있

으며 한 공공토지 역 보호사업에서도 용

될 수 있다. 호주에서는, 토지권리는 유권에 

의해 생긴다. 이것은 이 에 구획되지 않았던 

땅을 유해 권리를 주장하는 방식으로 재구

획이 수행되었을 때 시작되었다. 이것이 일정

한 시기까지 유한 지역의 소유권이 제기되

지 않는다면, 이는 결국 소유주의 권리가 될 

수 있다. 그림 5은 2001년까지 모래의 침식을 

방지하는 식생에 의해 편입될 지역의 경계와 

함께 겹쳐진 수정된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이

다(Cheng, 2002). 

FIGURE 5. Rectified Image with border of the 
areas which by 2001 would be colonised 
by sand-binding vegetation

결론  제언

본 연구에서 제시된 각각의 연구사례들을 

통하여 한국과 호주 지방정부의 IT 부서에서 

일반 으로 사용되는 spatial data set의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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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로 한 새로운 애 리 이션의 가능성

을  인식하는데 있어서 그 가치를 실증하 다. 

한 본 연구는 데이터 흐름의 평가에 특별한 

심을 기울여야 할 요성을 시사한다. 이것

은 어떤 특수한 로젝트와 련된 데이터의 

셋의 경우, 데이터와 정보의 흐름이 곤란한 경

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데이터는 그 당시 처리 인 업무에 합한 

허가 기 이 용된  분석을 지원하기 해  취

합될 수 있으나, 아마도 사용된 기 이 더 넓은 

확장성을 갖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어떤 데

이터 셋이 특정한 로젝트에는 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데이터 추출(data derivation)

에 한 새로운 방법의 모색이 필요한 것이다. 

GIS와 련된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비용과 

편익에 해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진다면, 일상

인 실행에서의 GIS 응용의 발  과정은 더 

순조롭게  행해질 것이다. 역으로 표 하면, 데

이터 리자의 데이터의 조합과 유지에 한 좁

은 시각은 GIS 발 을 해할 수 있다는 것이

다. 특히, 하드웨어와 소 트웨어 공 자에 의

해 제시된 기능성이 매우 인상 일 때, 데이터 

수집과 리에 한 좁은 의미의 ‘비용 감’ 아

웃소싱은 때때로 GIS 응용을 해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상을 막기 해서는 지

방정부 실무자에 의한 GIS 로젝트의 규격화, 

데이터베이스  애 리 이션의 표 화 그리

고 공공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할 수 있는 행정 

업무의 네트워크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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