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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2004년에 실제 인 서비스가 시작된 국토통계지도는 각종 국가 통계를 바탕으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 지만 기존 국토통계지도 시스템은 안정성과 다양한 기능성이 부족하 다. 이를 개선해 

2005년에 개선된 국토통계지도 시스템은 기존의 약 8배의 공간데이터를 처리하면서도 단 하나의 

통합지도만을 사용하며 다양한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확장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안정성 면에서도 

개선 되게 되었다. 여러 사정들로 인해 기존 일구조 시스템을 근본 으로 개선할 수 있는 데이

터베이스 리시스템(DBMS)을 도입할 수는 없었지만 기존 시스템에서 개선된 형태의 일시스템

을 개발하 다. 공간자료와 동 으로 연결되어 각 공간자료들을 각각의 인덱스(연도, 지표, 지역 

등)만을 가지는 자료로 독립시켰으며 이를 통해 인덱스 리, 검색 시스템  등 DBMS에서 기본

으로 사용하는 구조를 일시스템에 용할 수 있었다. 공간자료가 각 단  시스템에 자료를 요청

하면 각 시스템 엔진들이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시스템은 향후 DBMS도입을 한 간자

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독도를 포함한 우리 지도를 보다 상세히 수정하여 보다 

실 인 국토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주요어 : 국토통계지도, 동적연결, 인덱스 구조, 데이터베이스

ABSTRACT
National atlas map for provide various information is one part of National territorial 

Statatics Survey but National atlas map in 2004 year don't have stability and ability.

National territorial Statatics Survey in 2005 years have octuple data compare with data in 

2004 years but have only one map. One map is going to provide with stability and ability. We 

don't use DBMS, But We make a similarly struct in file based program. 

We programmed system of dynamic-linked data with spatial data. To dynamic-link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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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we make search engine to based index struct and make combobox search system. 

spatial data only have index codes(year, national terrial indicator, area). If spatial data request 

specfied data, search engine search index code and provide DB data. New system is middle 

step of using DBMS. We redraw map for display real Korea area (with dokdo). New map is 

shape and similar Korea map.

KEYWORDS : National Atlas Map, Dynamic-Link, Index Structure, Database

서  론
지도는 시각화된 정보로써 쉽게 정보를 

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다. 사람들은 일반 으

로 수치나 표보다는 시각화된 자료를 더 선호

하며 이러한 지도를 통계시스템에 용한 국

토통계지도는 복잡한 통계  자료를 효과

으로 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

도가 유용한 자료이기는 하지만 데이터에 

한 갱신이 지속 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면 통

계지도의 가치는  떨어질 것이다. 일반

으로 수작업에 의한 국토통계지도는 많은 노

동력과 지도 인쇄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므로 

이러한 안으로 나온 것이 디지털국토통계지

도이다. 디지털국토통계지도란 인구 도, 성비 

등 국토와 련된 각종 통계를 수치화된 지도

형태로 보여주는 것으로 국토의 자연 , 인

문  상과 특징  주요 통계자료가 다양한 

지도 형식으로 혹은 여러 가지 표 방식으로 

일반 국민을 상 로 서비스되는 인터넷에 기

한 국세지도(National atlas of korea)를 말

한다(건설교통부 국립지리원. 2002). 디지털국

토통계지도의 장 은 통계자료의 갱신이 용이

하고 사용자들이 하기 쉬우며 다양한 형태

로 정보를 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산

재된 국토자료를 체계 으로 수집, 가공하여 

국토 련 계획  정책수립의 기 자료로 지

원할 수 있다. 향후 국토 련 통계자료를 DB

로 구축하여 국토연감 발간이나 국토통계지도

시스템의 웹서비스 형태로 공공  민간에게 

양질의 국토정보를 제공한다는 장 이 있어 

활용성이 증 될 것이다. 이러한 국토통계시스

템이 지속 으로 발 하기 해서는

첫째, 공간데이터인 지도와 통계데이터가 지

속 으로 갱신되어야 하며 정확도가 유지되어

야 한다.

둘째, 지도는 사용자가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어 지도상에 나타나는 통계의 의미를 구

나 정확하게 읽어 낼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정확한 통계 정보와 더불어 통계정보

를 지도를 통해 포 으로 보여주어 사용자

가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사용자에게 친근한 인터페이스로 효과

으로 통계지도를 보여  수 있어야 한다. 

2005년 국토조사  DB 구축 사업 책임자

로 참여하여 국토통계지도시스템의 개선에 

해 알리고 방향성을 제시하기 해 기술하게 

된 이 연구는 국토통계시스템이 갖추어야 할 

요소와 시스템을 평가하고 재 3차에 개발되

어 운용되고 있는 국토통계지도시스템의 문제

을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마련한 후 디지털

국토통계지도 시스템의 발 방향을 제시한다. 

통계지도 구축에 있어 기 자료인 지도와 통

계량이 정확해야하겠지만 이에 못지않게 통계

량을 정확하고 효과 으로 표 해내는 시스템

을 구 하는 것도 매우 요하다. 따라서 시스

템 인터페이스는 사용자 에서 편리하게 구

되어야하며 통계 정보를 효과 으로 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해

서는 지속 인 개선 노력과 함께 기존 시스템

의 문제 을 악하여 해결방안과 향후 발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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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차 2차 3차

요약 · 국민 웹서비스 개시 
· 고  웹서비스 구 과

· 자료 추가구축

· 웹 추가 기능 구   지표, 

항목 업데이트 구성

시스템 

· 웹클라이언트 인터페이스 개발

· 웹 GIS 서버 시스템 개발

· 통계 처리 모듈 개발

· 웹 클라이언트 인터페이스 개선

· 통합 리시스템 개발

· 통계 처리 모듈 개발

· 웹 클라이언트 인터페이스개선

· 분석 모듈 개발(막 그래  등)

· DB 컨버터 개선

· 국토 지표와 조사항목  별도

서비스 구

데이터

베이스

· 기본자료 구축(국세지도, 건설

교통통계연감)

· 무결성 DB 구축

· 기본자료 구축

  (시계열 자료, 추가 구축항목)

· 구축자료 갱신

· 무결성 DB 구축

· 지표  항목 데이터 갱신

· 자료정리 구조개선

개선

· 웹 인터페이스 개선

· 지표자료 추가 구축

  (158개 항목)

· 웹 인터페이스 개선

· 지표자료 분류 개선

  (신규 59개, 기존 68개 항목)

· 자료 구조 개선

· 지표자료 추가 구축

  (102개 지표, 228개 항목)

TABLE 1. 기존 시스템 분석

시스템 현황 및 문제점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2002년, 2003, 2004년 

3회에 걸쳐 웹 서비스 시스템 개발  리 시

스템 구축을 마쳐 국토통계지도 서비스를 선보

이고 있다. 기존에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인구, 

산업, 국토 이용 황 등의 주요 통계 자료를 지

도첩 형태의 국세지도로 제작하여 보 하 다.

그러나 GIS와 인터넷 기술의 발달에 따라 

자료 보 , 갱신, 서비스 등이 용이하도록 컴

퓨터를 이용한 새로운 국토 통계지도의 제작

이 요구되었고 국토지리정보원은 국토통계지

도 구축 사업을 통해 인문, 사회, 경제, 자연 

등 국토통계지도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 통계

자료를 활용한 국토통계지도 웹 서비스 시스

템을 개발하 다 (국토지리정보원, 2003). 그리

고 다양하고 방 하게 증가하는 데이터 서비

스를 효율 으로 리하고 나아가 시스템의 

확장을 고려하여 리시스템을 구축하 다. 

1. 국토통계지도 시스템 현황
1차년도 국토통계지도 시스템은 크게 웹서

비스 시스템 개발과 지표자료 구축 부분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웹서비스 시스템 개발 

사업은 1단계 National atlas 서비스를 개시하

는 것에 이 맞추어져 있었으며, 인터넷의 

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발맞추어 빠

르게 변하는 사용자의 요구에 맞춘 국민서

비스 개시가 1차 인 목표 다. 1차년도 시스

템은 빠른 시간 내에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의 

웹 국토통계지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

템 개발에 이 맞춰져 있다. 국토통계지도

의 원 자료인 통계 데이터 68개 항목과 자연

상 데이터 90개, 총 158개 항목으로 구축된 

자료는 1차 웹 국토통계지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형태의 서비스로, 사용자가 필요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부가기능  편집기능을 제

공하고 있다. 1차년도의 국토통계지도 서비스

는 크게 자연 상 지도와 국 통계지도로 구

분된다. 자연 상지도는 자연 상 데이터를 등

치선도   단계 구분도로  나타내는 지도이

며, 국통계지도는 국의 통계데이터와 치

데이터를 통계처리모듈을 이용해 계산해 낸 

지도이다(국토지리정보원, 2003). 각 지도는 트



디지털국토통계지도 시스템 개선에 한 연구 / 이종용․안종천․조성호
――――――――――――――――――――――――――――――――――――――――――――――――――――――――――――――――――

63

FIGURE 2. 시계열의 변화

FIGURE 1. 지표수의 변화

리 방식으로 주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구 하

으며, 특히 국통계지도는 16개의 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 다.

2차년도 국토통계지도 시스템은 1차년도에

서 구 하지 못했던 고  서비스 구 과 방

하게 증가하는 데이터 서비스를 리하기 용

이하고 향후 확장을 고려한 리시스템 개발

과 시계열  추가 자료 구축 부분으로 요약

할 수 있다. 2차년도 시스템은 사용자가 국토

통계지도 사이트에 방문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지도를 생성하고,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으며, 

이를 원하는 지도 템 릿을 생성하여 다양하

게 출력해 볼 수 있다. 한 자신이 만든 지도

를 e-메일로 다른 사용자에게 보낼 수 있도록 

서비스 지향 인 부분의 개선과 국토통계지도 

시스템을 리하는 리자가 시스템을 효율

으로 리할 수 있도록, 편리한 리시스템의 

구축에 을 두고 있었다. 

3차년도 국토통계지도 시스템은 인터넷 서

비스와 리서비스의 보완  새롭게 진행되

어 구축 되어지는 국토지표와 지표를 산출하

기 해 사용되었던 항목들에 한 서비스 

용과 재 서비스 되고 있는 통계지도 시스템

의 표  방법의 개선  추가로 구축되어질 

데이터 는 지표 항목에 한 업데이트 구성

을 한 시스템 개선에 있다.  1,2차 웹 서비스 

시스템  리 시스템 개발 경험을 발 으로 

기존 서비스 시스템에 한 엄격한 평가를 통해 

1,2차년도 웹 서비스 시스템에서 제공하던 자료 

항목의 추가구축  보완과 방 한 자료  인

터넷 서비스를 효율 으로 리할 수 있는 시스

템의 개발을 개발하 다(국토지리정보원, 2004).

2. 기존 시스템의 문제점
3차에 걸쳐 2004년까지 구축된 국토통계지

도 시스템은 기존 시스템 통계자료의 양이 

고 지표 등이 다양하지 않아 소규모 일시스

템 주로 시스템이 설계되었으며 사용자 인

터페이스와 검색기능 한 다양한 지표를 수

용하기에는 부족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두되

었다. 향후 시스템 확장과 사용자 환경을 한 

개선 은 아래와 같았다.

첫째, 공간자료의 방식의 개선이다. 일

반 일 시스템으로 제작된 2004년 국토조사

지도는 공간자료(shp형식 일)와 일 자료

(dbf형식 일)를 1:1 연동하여 사용하 다. 이 

과정에서 인덱스 방식 등 리 방안이 강구 

되지 않고 사용되었다. 이 방식의 문제 은 하

나의 공간자료에서 모든 자료를 사용할 수 없

다는 것이고 dbf 일의 특성상 열(column)의 

수가 255개를  넘어갈 경우 처리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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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다. 실제로 2004년 연구 사업은 14개 

( 국, 5 역시, 8개도)지역의 5년간의 102개 

지표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 고 이를 해

서는 이론상 최소 43개의 공간 자료를 필요로 

하 으며 실제 102개의 공간자료가 사용되었

다(국토지리정보원, 2004). 공간자료의 증가는 

시스템 성능 하, 일시스템의 공간부족, 

리의 어려움을 가져온다. 실제로 사용자들이 

통계지도를 사용할 때마다 각각의 분산되고 

첩된 공간자료를 새롭게 일시스템으로부

터 읽어와 사용자들에게 보여주었다. 이로 인

해 시스템 부하를 증가시키고 응답속도 하

를 가져왔다. 한 공간자료의 분산으로 인해 

새로운 지표의 추가  리가 어려워지며 공

간자료의 증가로 물리 인 디스크(disk) 공간의 

부족으로 추가 인 비용이 발생하게 되었다.

둘째, 검색 시스템의 개선이다. 기존의 국토

통계지도시스템은 소규모 데이터베이스 주로 

설계된 까닭에 각 자료를 강제로 연결하여 사

용하 다. 를 들어 정 인 일 시스템 구조

로 사용자가 검색시스템에서 기반성 지표 

에 2002년도의 인구 도를 클릭하면 하이퍼

링크에 해당 일로 직  이동해서 해당 열의 

자료를 얻어온다. 이를 표 할 방법으로 트리

방식의 검색 시스템이 구 되었다. 이로 인해 

기에 모든 자료가 메모리상에 재된 상태

로 시스템이 가동되기 때문에 시스템의 성능

이 하되었다. 트리구조의 검색시스템은 다양

한 지표를 수용할 수 없고 사용자의 시스템 

이용의 불편을 가 시킨다는 문제 이 있다. 

한 기존의 검색 시스템이 지표와 항목간의 

분류가 명확하지 않아 확장된 데이터에 한 

구분이 모호하여 향후 추가 인 통계 업데이

트가 이루어질 경우 정보의 분류가 어렵다는 

단 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항목과 지표의 구분이 명확해야 한다. 

셋째,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개선이다. 기존

의 웹 서비스의 기능을 검하고 미비한 부분

을 보완하는 작업이 요구되었다. 재 보이는 

지도의 색상과 버튼화면에 한 사용자 편의

성 에서의 개선과 방문자가 각종 지표에 

한 단기 을 제시하고 자료의 출처 등의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좀 더 자세한 지

표근거에 한 정보제공이 요구되었다.

넷째, 통계지도분석  표 방식에 있어서의 

GIS를 활용하는 기능개선이다. 다른 2개 이상의 

주제도를 이용하여 두 주제도간의 계를 분석

하고 이를 지도학 으로 표 하는 첩기능이 

기존 시스템에서는 특정지역에만 한정되어 구

되고 있었다. 따라서 우리국토  지역을 상

으로 한 첩분석기능의 확  등이 필요하 다.

4차 시스템은 기존 시스템에 비해 그 규모

와 자료의 방 함 면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

도로 확 되었다. 그림 1와 같이 기존 102개

던 지표수는 지표설정 과정에서 268개지표로 

늘어났으며 그림 2와같이 구축년도는 5년간 

통계자료에서 15년간(1990～2004)의 통계자료

로 증가되었다. 기존의 공간자료 직  연결 방

식에 따라 구축될 경우 지역별 열수만 4,010여

개로 구성된 최소 일이 16개 이상 필요하고 

성능을 고려할 경우 30여개 이상으로 구성해

야 하 다. 이는 시스템 구축 리  효용 면

에서나 사용자 측면에서 매우 비효율 인 구

조이기 때문에 자료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

는 것으로 단되었다.

국토통계지도 시스템 개선
1. 시스템 구성
국토통계지도시스템의 구성은 새롭게 추가

된 통계항목  지표가 있는 자료서버와 국토

통계지도 홈페이지가 치한 WEB서버를 통

해서 다양한 사용자들에게 인터넷을 통한 통

계자료와 국토지도 요청 시에 서비스를 제공

하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있다. 성능과 리의 

문제 을 드러낸 일시스템을 극복할 수 있

는 데이터베이스 리시스템은 산확보의 어

려움으로 2006년 사업으로 도입이 미루어졌고 



디지털국토통계지도 시스템 개선에 한 연구 / 이종용․안종천․조성호
――――――――――――――――――――――――――――――――――――――――――――――――――――――――――――――――――

65

FIGURE 3. 시스템 구성도

FIGURE 4 . 시스템 논리  구성도

기존의 일시스템을 개선함으로 문제 을 최

소화하 다. 그림 3과 같이 국토통계시스템은 

기본 으로 일서버와 웹서버로 구성되어 있

다. 일서버는 내부 으로 지표  항목의 메

타데이터와 항목데이터가 존재하며 색인화 된 

통계지표 데이터를 장하며 데이터 검색을 

한 웹서버의 요청에 반응하는 역할을 수행

한다. 웹서버는 CGI로 검색시스템을 구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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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드명 형 식 비 교

SIDOCODE Text 시도고유번호

SIDONAME Text 시도이름

SGGCODE Text 시군구고유번호

GUNNAME Text 시군구이름

TABLE 2. 행정구역 검색 필드의 형식

기존시스템 신규구축

주요출력물 묘도, 통계그래
묘도, 통계그래 , 지표별 정보, 지표구성,

항목 정보  DB내용

공간자료 분리지도 ( 국, 역지자체별 지도) 단일지도 (단일 국지도)

TABLE 3. 시스템의 변화

사용자들이 한 방법에 의해 편리한 정보

검색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웹 GIS 시스

템 환경을 구축하는 데는 시스템과 운 체제 

외에도 JRE, Servlet Engine, ArcIMS, 

Internet Explorer를 사용하 다. 웹서비스에 

핵심 인 역할을 수행하는 ArcIMS는 규모의 

포털 사이트에서 지도  데이터, 메타데이터를 

많은 사용자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기능을 제

공하며 리에 사용하는 Author, Administrator, 

Designer, Manager로 구성되어 있다.

논리  시스템 구성은 그림 4(ESRI, 2006)

와 같으며 각 구성요소인 ArcIMS Author는 

데이터 이어와 더링을 정의하는 지도구성 

일을 만들고 ArcIMS Administrator는 인터넷

에 지도구성 일을 만들기 하여 MapService

을 만들고 시작하는 역할을 수행한다(성종 . 

2002). 한 ArcIMS Designer는 선택된 

MapService에 기 한 ArcIMS  웹사이트를 

만드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사용자가 

공간 데이터와 이 데이터를 가공할 수 있는 S/W

가 있는 Web Server에 근하면 App.Server 

(ArcIMS 4.0)를 통하여 Spatial Server에서 공

간데이터와 함께 분석한 결과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서버에서 분석을 수행하며 결

과치만 사용자에게 보여 으로써 사양의 하

드웨어 사용자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실행과정은 사용자가 웹 라우 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고 이 요청은 인터넷을 통해 서버

로 보내진다. 이때 서버는 요구사항을 처리한 

뒤 웹 라우 를 통해 사용자에게 돌려보낸다.

자료의 구성은 일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검색을 통해 데이터를 추출하고 있으며 표 2

와 같은 검색 구조를 가지고 있다. 각 필드를 

통해 지역별로 검색시스템을 통해 지표데이터

를 검색할 수 있으며 지도상에 표 할 수 있다.

2. 주요 시스템 개선 내용
시스템 개선에 한 주요 은 국토통계

지도시스템의 사용자수의 증가와 지표데이터

의 증가로 인한 시스템 성능 향상과 추가되는 

데이터의 효과 인 리, 사용자의 편의성 증

에 있다. 이를 한 주요한 시스템 변화는 

표 3과 같이 상세 출력이 가능해졌고 분리된 

공간자료를 단일화 하여 검색효율을 증 되었

다. 상세한 시스템의 개선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공간데이터의 단일화다. 4차 국토통계

지도 시스템은 정 으로 구축된 기존의 100여

개 공간자료를 정리하고 단일화 된 공간자료

로 통합 리 하도록 하 다. 이를 해 기존 

시스템에서 모 던 공간자료들을 분류하여 지

역코드, 연도코드, 지표코드, 항목코드를 각각 

지정하여 지역코드만을 공간자료에 입력시켰

다. 이를 통해 기존시스템이 공간자료가 DB자

료까지 가지고 있어 일으키던 리  성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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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검색인터페이스의 개선 FIGURE 6. 지표정보

의 문제 을 개선한 것은 물론 시스템의 속도

가 지표수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년에 비해 개선되는 효과를 얻었다.

둘째, 검색 인터페이스  시스템 개선이다. 

4차로 구 된 국토통계지도시스템은 그림 5와 

같이 리가 힘든 기존 트리형태의 검색시스

템에서 벗어나 콤보(combo)방식의 검색시스템

을 도입하 다. 많은 지표들에 한 리가 어

렵고 사용자에게 어려운 트리구조는 한 

검색이 될 수 없었다. 이를 극복하기 해 능

동형 조합형 검색 시스템인 콤보 방식을 지원

하여 사용의 편이성과  시스템 처리 성능의 

개선을 도모했다. 한 일 검색을 기존의 정

인 검색구조에서 동 인 검색구조로 변환하

다. 동  연결방식인 지표, 항목별 목차

(index)방식을 이용하여 코드를 지정함으로써 

검색이 용이해졌을 뿐만 아니라 검색응답속도

도 빨라졌다.  각 데이터 일에 지표구분과 년

도에 한 확장자 규칙(지표구분코드+년도구

분코드.dbf)을 정하여 일을 검색하고 지역명

과 연도에 코드를 분류하여 원하는 정보를 검

색할 수 있도록 구 하 다. 이를 통해 자료를 

불러옴으로써 자료가 8배 이상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국지도 검색은 4  이하, 지자체 

검색은 2  이하로 과 동일한 응답속도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실제 으로 8배의 성능향

상 효과를 거두었으며 함께 구축한 항목자료

의 제공도 가능해졌다.

셋째, 지표와 항목의 분리이다. 국토지리정

보원의 고유자료인 지표는 지도서비스와 연계

하여 제공하고 항목은 데이터 다운방식으로 

근하여 다운로드의 용이성을 확보하고 보다 

명확한 홈페이지구성을 추구하 다. 기존 시스

템의 검색창이 항목과 지표가 혼합되어 나열

되어 찾아보기 힘들뿐만 아니라 통계자료가 

많아질수록 추가하기 힘들어 개선이 요구되어 

신규 시스템에는 항목과 지표의 부문을 명확

히 하여 지표는 검색조건을 통해 지도로 표

하고 지표에 한 상세 설명이 나오도록 하

고 항목은 각 분야별로 구분지어 찾아볼 쉽도

록 리스트 형태로 구 하 다.

넷째, 지표근거 정보 제공이다. 그림 6과 같

이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문자가 지표에 

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해당지표의 

정보를 제공한다. 지표의 분류, 산정공식, 통계

의 구축연도, 공간단 , 지표의 자세한 설명, 지

표산정을 한 항목에 한 정보를 제공함으로 

지표에 한 이해도와 활용도를 높이게 된다.

다섯째, 공간자료의 실화이다. 국토통계지

도가 정보의 제공이 목 인만큼 효과 으로 

달하기 해서는 표 방식이 요하다. 이를 

해 기존시스템에서 단순화되어 있던 공간자료를 

개선하여서 보다 사용자에게 친근한 형태의 

스텔 톤의 색상과 세 한 지도를 제공함으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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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홈페이지 기화면

FIGURE 8. 항목 출력화면

토통계지도에 한 사용자 가독성을 높 다.

3. 웹 서비스 개선
시스템 개선 외에도 사용자들이 가장 먼  

하게 되는 웹 화면 한 요하다. 4차 시스

템 개선으로 그림 7과 같이 재구성되었으며 

버튼화면, 문페이지 지원 등의 기능이 개선

되었다. 그 에 가장 요한 변화는 첫째, 

첩기능의 강화이다. GIS의 분석기능 가운데 

첩기능은 요한 기능으로 평가된다. 다른 

주제도 에  다른 주제도를 이용하여 두 

주제도간의 계를 분석하고 이를 지도학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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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표 할 수 있는 것이 첩(overlay)기능이

다. 첩 연산은 매우 직 이며 유용하며 지

리정보시스템의 출  이 부터 사용되어온 기

법이다. 이를 통해 지도상의 표 된 특정 지표

에  다른 지표를 첩시킴으로써 사용자

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이희연, 2003). 

기존의 국토통계시스템은 특정 한정지역에 가

능했으나 국으로 확  구 하 다. 이를 통

해 국토통계에서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분석 인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 한 첩기

능을 수행하는 경우 단순하게 두 지표를 첩

하는 기능은 물론 각 지표의 속성 값에 가

치를 부여하고 특정 지표를 변환시켜서 첩 

연산을 수행할 수 있다.

둘째, 항목 자료의 출력  다운로드 기능이

다. 그림 8과 같이 지도로 제공되는 지표 자료

를 구성하는 항목들은 그 사용성이 다양할 것

으로 상된다. 이를 원활히 공  확인하게 할 

수 있도록 각 항목의 자료를 검색,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특히 다운로드는 가장 

보편 인 일 형태인 엑셀 형태로 제공되어 

사용자들이 쉽게 가공  편집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결  론
2005년 국토통계지도 시스템은 합리 인 지

표선정을 해 지표 심의 국토조사를 추진, 

합리 인 지표 선정, 선정된 지표의 충분한 검

토, 지표산식에 한 정 한 검토, 지표 분류

의 정의와 기 을 제시하는 등 노력을 기울

으며 양 으로는 지표수가 2배 이상 증가하고 

통계제공연도가 3배 이상 증가하 다.

이러한 증가된 지표에 해 사용자들에게 

서비스하기 해서 기존의 100여개 공간자료

를 정리하고 단일화 된 공간자료로 통합 리

하는 공간데이터의 일원화, 인덱스방식과 콤보

박스를 이용한 검색시스템의 개선, 1:1방식의 

정 인 구조에서 능동 인 동  연결 구조를 

이용한 구축, 기존의 모호하게 분류되어 있던 

지표/항목의 분할, 지표의 정보를 세 하게 제

공하는 등의 서비스가 개선되었다. 이로써 보

다 시스템 성능, 사용자 편의성이 한 단계 발

하여 국토통계지도를 이용하는 다수의 사용

자들이 보다 빠르고 쉽게 다양한 데이터를 이

용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시스템이 국

토통계 련해서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는 디

지털국토통계지도 포탈로 진화하는데 있어 

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재 시

스템이 많은 면에서 개선이 되었지만 향후 개

선될 부분이 남아있다. 

첫째, DB도입을 통한 데이터의 효율  리

이다. 향후 시스템은 일 시스템의 단 을 보

안한 데이터베이스 리시스템을 도입할 필요

가 있다. 재 시스템이 정 인 일 구조에서 

동 인 일 구조로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데

이터 증가와 다양한 SQL문을 이용한 검색, 응

용 로그램과 통합, 사용자증가 측면을 고려해 

볼 때 데이터베이스 리 시스템(DBMS)은 반

드시 필요하다. 사용자가 데이터베이스를 생성

하고 리할 수 있도록 편리한 기능을 제공하

는 로그램들의 모임인 DBMS는 데이터를 

장하고 이 데이터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얻

어낼 수 있는 효율 이고 편리한 방법을 사용

자에게 제공하는데 목 이 있다. 따라서 

DBMS를 사용하게 되면 기존의 다른 원본에

서 얻어진 국토통계지도 데이터와 국토조사 

사업의 데이터를 통합하기 한 커다란 역할

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고 화된 기

능 지원이 가능하다. 기존 일 시스템이 데이

터 통합 리가 난이하고 검색  추출이 힘들

뿐더러 속도의 지연을 보여 추가 데이터의 지

속 인 구축 시 많은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

다. 한 국토 조사 사업 데이터  향후 추가

되는 데이터베이스 양이 지속 으로 증가하므

로, 행 시스템의 확장  개선은 우선 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둘째, 공간자료의 추가이다. 구축된 국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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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의 경우 2005년의 행정구역을 기본으로 

구축되어 1990년에서 2005년 사이에 개편된 

행정구역의 정보는 정확히 지도에 표기할 수 

없었다. 이를 극복하기 해 연도별 공간자료

를 확보하는 작업이 추후에 병행되어야 한다.

셋째, GIS시스템 도입과 공간분석기능 강화

이다. 국토조사 결과는 산업 등 많은 부분에 

있어 활용될 수 있다. 그 에서도 특히 국토

조사 결과는 국토지표 데이터베이스를 입체

으로 보여주기 하여 국토통계지도 리시스

템과 연계되어 있다. 그러나 기존의 국토통계

지도 리시스템은 단순히 국토지표 는 항목

자료 데이터베이스를 국토지도상에 보여주는 

것을 심으로 하고 있어 재 국가정책결정, 

국토의 균형개발 등의 많은 면에서 사용되고 

있는 추가 인 공간분석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향후 국토조사는 다차원의 공간데이터를 제공

하고, 사용자가 희망하는 지역  시계열  분

석이 가능하도록 공간분석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김 표 등, 2003).

넷째, 시스템의 성능확장이다. 재 시스템

은 많은 수의 동시 속자를 수용하지 못한다. 

성능향상을 해 필요 동시 속자 산정 후 웹

서버, GIS서버, DBMS에 한 추가 도입이 필

요하고 향후 시스템 확장성을 고려하여 3계층 

시스템으로 구성할 수 있다. 3계층 시스템은 

웹서버라 불리는 사용자 속처리를 한 

리젠테이션 계층과 비즈니스 로직의 처리를 한 

웹어 리 이션서버(WAS), 데이터 서비스를 

한 DBMS로 구성된다. 한 시스템 부하를 분산

하고 응답속도를 개선하기 한 클라이언트 기반

의 인터넷 GIS도 고려해야한다(박근철, 2004).

본 연구는 국토통계지도 시스템의 기존 시

스템분석을 통해 시스템의 개선 을 찾고 시

스템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에 

을 두었다. 하지만 향후 정보화 략계획 수

립, 용량산정을 한 기 자료 수집, 성능 평

가 수집 등의 시스템 확 ( 주 학교, 2003)

에 따른 증가될 사용자수에 한 정확한 측

을 통한 시스템 용량산정에 한 추가 인 연

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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