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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1996년부터 3단계 국가GIS 5개년 계획이 시행되고 있는 재까지 지리정보기술은 다양한 분야

에 활용되고 있으나, 그 기술의 근간이 되는 지리공간자료의 최신성과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지리공간자료(수치지형도, 수치주제도)와 련된 업무는 지형지물의 

변화 발생에서 부터 자료수집, DB 구축, 유통, 공유 등 모두가 개별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개별구조를 하나의 흐름으로 연계하여 효율 이고 체계 인 업무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 성 있는 모형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구 역시를 사례로 지리공간자료의 경제  갱신과 교환 방안을 제시하고, 기존의 

업무수행 차와 비교하여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하 으며, 그 결과를 이용하여 모형을 개발하 다.

주요어 : 지리공간자료, 경제적 갱신, 상시갱신, 경제적 교환, 실시간자료 교환, 비용편익분석, 모형개발

ABSTRACT

Geo-special technologies are being adopted in variety fields since the 3rd NGIS plan that 

was started at 1996. However, the required system or structure to guarantee the up-to-date 

validity and accuracy of the geospatial data - the most fundamental elements of the technology 

- was not constructed yet. All the activities related to geospatial data, including topographical 

map and numerical base map, are all implemented in separate way; from change of 

geographical objects and features, data gathering, and database construction to distribution, 

transfer and sharing of these data. The data model that links all the activities are required 

that enables consistent data-flow and effective and systematic work-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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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economic data renewal and exchange method was proposed, and benefit-cost 

analysis was implemented by comparing the conventional work-flow to newly proposed 

work-flow. The case study was implemented using the model that was adopted in Daegu 

metropolitan city, and the model was developed by reflecting these results.

KEYWORDS：Geo-Spatial Data, Economic Renewal, Ordinary Renewal, Economic Exchange,

Real Time Data Exchange, Benefit-Cost Analysis, Framework Model Developing

서  론

제3차 국가GIS기본계획에 의하면 국가GIS 1, 

2, 3차 체 산 규모는 2조 2,979억 원 정도이

며, 체 산의 21.7%에 해당하는 4,986억 원

이 기본지리정보 구축에 소요된다. 기본지리정

보 구축을 국가와 지방이 각각 일정한 비율씩 

부담하는 매칭 펀드 형태로 시행하고 있다고 볼 

때, 그 비용은 2배 증가한 9,862억 원 정도이다. 

 자치단체에서 지방비에 의하여 추진하는 지

리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별도 산을 고려하

면 더 많은 산이 소요된다고 볼 수 있다.

국가GIS 사업은 단계에 따라 많은 산이 증

가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성공 인 추진을 

해서 지리정보의 신뢰성 확보가 지속 으로 거

론되고 있다. 이는 제3차 국가GIS기본계획

(2006-2010)의 추진과제에서 “데이터의 최

신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해서 지속 이고 

체계 으로 데이터를 갱신해야 한다.”라고 제시

된 내용에서 확인된다. 이는 허민(2003)의 연구

에서 “기술 , 조직 , 제도  문제들이 총체

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기는 곤란하다.”고 제시

된 것에서도 찾을 수 있다. 조명희(1999) 등은 

“GIS사업은 최 의 비용이 소요된 후에도 시스

템 운 비와 유지비가 계속 지출되어야 한다”

라고 하 다.

Huxhold와 Levinsohn(1995)은 일반 인 경

정보시스템에 비하여 지리정보시스템의 통합

은 개념부터의 차이 으로 인하여 부서와 련

기 간의 력이 필요하다고 하 다. Craig(1992)

는 공간정보 공유를 한 장애요인으로 노골

이거나 억지 조건에 의한 거부와 확장성을 고려

하지 않은 데이터 구축을 제시하 다. Masser

와 Campbell(1995)은 지리공간자료의 공유과정

에 한 장애물을 참여자 이견과 사용자 능력, 

활용에 한 기술능력  효과에 한 인식차이

로 부서 간에 합의가 어렵다고 제시하 다. 

Shepherd(1991)는 지리정보의 통합을 2단계로 

구분하 으며 첫째로 개별시스템이 호환성을 

갖기 하여 공통 이 없는 자료 사이에 존재하

는 일 성이 없는 모순을 제거해야 한다. 둘째

로 개별 시스템이 일 성 있는 데이터를 유지하

기 하여 데이터베이스 기술이 필요하다고 하

다. Aronoff(1989)는 지리정보시스템 성공에 

향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 정확성과 일 성에 

의한 공간데이터의 유용성을 언 하고 있다.

Oosterhoff(1993)은 각기 다른 수 에 있는 

개별시스템을 통합할 수 있는 3가지 유형으로 

"Display level, Process level, Storage level"을 

제시하 고, 이러한 수 이 사용자로부터 자료

형식과 구조를 숨기는 진정한 통합 지리정보시

스템이라고 하 다. Usery(2003)은 데이터 통합

은 국가 지도를 한 뜻 깊은 문제라고 언 하

면서 이어기반 근으로 자료통합을 제안하

다.

이와 같이 제시된 모든 문제들은 국가와 자

치단체, 유 기  등이 측량법, 국가GIS법, 자

치단체와 유 기 의 제반규정, 지리공간자료

의 갱신,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방법, 유 기

과의 공유체계 등과 같은 다양한 사슬구조로 묶

여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슬구조 

체계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와 유 기 들은 

독자 인 행정 차에 의하여 지리정보시스템을 



Developing Framework Model for Economic Renewal and Exchange of Geo-Spatial Data
―――――――――――――――――――――――――――――――――――――――――――――――――――――――――――――――――
140

구  분 유  형 (A) 유  형 (B) 유  형 (C)

신규제작 국비:지방비 각50% 지방비 100%

수치지형도

제작지역별

 (A),(B)유형

용가능

갱신사업 국비:지방비 각50% 지방비 100%

사업주체 국지원 자치단체

소 유 권 각 100% 〃
유상 매 국지원 매 균등 배분 〃
공동활용 국지원, 자치 단체가 제공 〃
갱신주기(측량법) 3년 이상 1회 갱신

실  갱신주기 5년 5～7년 이상

※ 국토지리정보원 : “국지원”으로 표 함

TABLE 1. 수치지형도 갱신사례 비교

구축․운 하고 있다. 지리공간자료들의 최신

성은  확보되지 못하고 있으며, 제작된 지

리공간자료들은 오 라인으로 공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련 연구들이 존재하지 않는 원

인으로 첫째, 통합시스템과 개별시스템 간에서

의 업무수행 역할이 상이하다. 둘째, 통합시스

템과 개별시스템에 구축된 공간정보 데이터베

이스의 축척과 제작시기, DB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 지속 인 갱신비용, DB의 내용이 상이하

다. 셋째, 실시간 자료공유, 행정 인 차와 이

해 계 등으로 인하여 실행에 옮기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 을 제도, 경

제  갱신, 경제  교환 등의 측면에서 근할 

수 있는 방법과 차를 체계화하고 이를 기반으

로 지리공간자료의 경제  갱신과 교환체계를 

한 모형을 개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 선

행연구 여부와 유사연구를 조사하 으며, 제도

인 체계와 한계 , 국가 GIS 1, 2, 3차 기본계

획과 후속연구들을 검토하 다. 

이를 하여 본 연구의 사례지역인 구 역

시의 각종 내부계획과 지역 유 기 들의 사례, 

지리공간자료의 유통과 활용사례, 타 자치단체

에 한 계획들을 분석하 다. 결과를 기반으로 

지리공간자료의 경제  갱신과 교환체계에 

한 방안을 도출하고, 타당성을 검증하기 하여 

비용․편익 분석을 통한 경제성 평가를 실시하

으며, 일정한 체계의 표 화 모형을 개발하 다.

연구범 는 첫째, 공간  범 로 본 연구자가 

직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구 역시를 상지역으로 선정하 다. 

둘째, 본 연구를 하여 필요한 제도  기반과 

지리공간자료의 갱신에 한 책임, 상시갱신 체

계의 도입, 통합시스템과 개별시스템 간 변화된 

객체만을 실시간으로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방

안, 속성정보의 갱신방안, 시스템과 네트워크의 

속도 하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에 하여 연구

하 다. 셋째, 본 연구의 검증을 하여 경제성 

평가를 실시하 으며 평가결과를 이용하여 경

제  갱신과 교환 방법에 한 일련의 흐름과 

차에 하여 모형개발을 실시하 다.

이론적 고찰

1. 실무사례 고찰

본 연구를 해서 우선 자치단체의 지리공간

자료(수치지형도  수치주제도)에 한 제도와 

갱신  교환,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사례 등에 

한 분석이 요구된다. 자치단체 제도에는 조례 

 시행규칙, 훈령 등이 있으나, 자치법규정보

시스템에 의하면 부분의 조례는 수치지형도 

유통 련 규정이 요시 되고 있다. 민간기 이 

소유하고 있는 수치주제도에 한 규정은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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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과 련된 부분으로 제외하고 있다. 구의 

경우에는 조례시행규칙에서 CAD 일의 활용

에 한 규정을 명시하고 내부지침으로 CAD 

일의 활용에 한 규정을 운 하고 있다. 

1) 지리공간자료의 갱신사례

지리공간자료는 수치지형도, 수치주제도, 속

성정보 등으로 구분되어 자치단체의 여건에 따

라 주기  갱신, 수시갱신, 상시갱신으로 시행

되고 있다. 수치지형도는 앙정부와 자치단체

간 비용부담 주체에 따라 3가지 유형(A), (B), 

(C)으로 시행되고 있다(표 1).

수시 갱신과 상시 갱신은 그 의미에서 변화

가 발생한 지역에 하여 별도의 신규제작  

갱신사업을 수행하는 방법과, 일정기간 장기 

단가계약을 통해서 변동사항을 리하는 방법

으로 구분된다. 수시갱신은 일정한 역을 

상으로 수치지형도를 제작하는 방법이며, 상시

갱신은 계약된 지역을 상으로 변화가 발생

한 개별 객체들을 조사하여 갱신하는 방법으

로 볼 수 있다. 구는 본 연구가 진행될 당시

에 2007-2012년까지 약 25억 원으로 총 단가

계약을 체결하여 상시갱신을 추진 에 있으

며, 상면  884.5㎢에, 1:1,000축척 2,082매 

 1:5,000축척 145매로써 변화된 내용을 조사

하여 DB에 입력하는 방법이다. 수치주제도의 

지하매설물 리는 부분 상시갱신 체계를 

도입하여 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수치지형도의 경우에는 부분 속성정보를 

보유하지 않고 있으며, 수치주제도는 주제도에 

한 응용시스템 개발과 DB 구축과정에서 속

성정보를 조사하여 입력하고 있다. 지하시설물 

련 수치주제도의 경우에는 시설물을 리하

는 기 에서 공간자료와 속성자료를 동시에 제

출받아서 공간자료의 입력과 함께 속성정보를 

입력하고 있다.

2) 지리공간자료의 교환사례

수치지형도의 교환은 낱장 형태의 도엽을 

일로 교환하거나 구축된 DB에서 shape 

일 형태로 가공하여 교환하며, 수치주제도는 

shape 일 형태로 교환하고 있다. 도엽단 의 

교환은 DB에 반 하는데 도엽 당 일정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도엽수와 구축된 GIS의 개수

에 따라 많은 비용이 수반된다. shape 일에 

의한 교환은 필요에 의하여 수시로 이어들

을 추출하여야 하며, DB화 하는데 일정비용이 

소요되고 GIS의 개수에 따라 동일한 비용이 

수반된다.

2. 문제점

수치지형도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유지하기 

해서 구가 제작한 1:1,000축척 2,082매를 일

제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 약 8,328백만 원이 소

요된다. 이 게 제작된 수치지형도를 GIS을 구

축한 기 에서 DB갱신에 활용하고자 할 경우

에, 수치지형도 개별 도곽을 활용하는 경우와 

구축된 DB에서 shape 일로 추출하여 활용하

는 경우에 따라 소요비용에서 많은 차이가 발생

한다. 제도 으로 CAD 일로 설계된 도면을 

인허가 과정에서 수집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법

에 명시되지 않으면 조례로 강제할 수 없다. , 

설계과정에서 상 좌표를 사용함으로써 DB의 

최신성 확보는 용이하지 않다.

상시갱신의 해요인으로 첫째, 측량성과심

사이다. 둘째, 상시갱신은 국비지원 사례가 없

다. 셋째, 상시갱신에 한 비용산출 근거가 없

다. 넷째, 상시갱신 업무 로세스가 없다. 다섯

째, 상시갱신으로 신뢰성이 확보된 자료에 한 

시 지 효과를 간과하고 있다.

실시간 자료교환은 인재에 의한 재난사고를 

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볼 수 있으나 

수많은 장벽으로 인하여 그 어려움이 많이 따른

다. 첫째, GIS을 운 하는 각 기 의 이해 계

가 존재한다. 둘째, 산편성에서 독립 이다. 

셋째, 자료교환을 한 모듈이나 표 화가 없

다. 넷째, 모든 GIS의 DB가 표 화되고 일치되

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동기화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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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공간자료의 경제적 갱신 및 교환

1. 일관성을 위한 유기적 접근

자치단체의 지리정보시스템 구축과 운 , 유

지 리, 활용 등에 한 효과 인 모델을 설정

하기 해서는 ①,②,⑤와 같은 제도  측면과 

③,④와 같은 기술  측면으로 살펴볼 수 있다

(그림 1).

FIGURE 1. GIS의 효율적 추진체계

①제도  조체계의 제도측면으로 ㉠조례/

규칙, ㉡보안, ㉢ 약체결 ㉣지침(CAD, 상시갱

신) 등이 필요하다. 조례에서는 자치단체가 지

원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거나, 강제화 되어 

있는 다른 제도를 완화하되, 보안규정을 통하여 

국민의 안 과 재산을 보호 할 수 있어야 한다. 

GIS구축 기 들과 상호 Win-Win체계를 구축

하고, 훈령 등 지침을 통하여 조례와 규칙 등에

서 명시된 내용들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조체계 측면으로는 GIS구축 기 간의 역할 분

담 명문화와 역할 수를 한 제도  장치가 

수반되어야 한다. 수치지형도  수치주제도의 

갱신과 공유에 한 체계화․시스템화를 통하

여 외부요인에 상 없이 통합시스템과 개별시

스템간의 모든 업무처리가 자동으로 이루어져

야 한다.

② 리기  측면에서 지리공간자료에 한 

리주체와 역할분담 명문화로 갱신과 공유에 

따른 산 감을 할 수 있어야 한다(그림 2). 국

가GIS 기에 자치단체가 지리공간자료 모두를 

제작․ 리하 으나, 인식의 확산과 지리정보

기술의 발달에 따라 수치주제도 분야는 독자 인 

제작과 시스템구축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FIGURE 2. 상시갱신을 통한 정보공유

③ 통합․제어 측면에서 자치단체는 지역

체 모든 GIS의 Server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그림 3).

FIGURE 3. 통합과 제어 구조

, 행정 차상 수집한 건축, 생, 환경 등 

각종 행정정보를 각각의 GIS에 실시간 연계․

제공하여야 한다. 연계구조는 역시(a)와 보통

시(b)로 구분되며, 역시의 구조는 효율성이 

있는 반면에 자원의 낭비요인을 래하지만 응

답속도와 민원을 고려하면 역시 연계구조가 

용이하다(그림 4).

④ 갱신에는 갱신주체와 갱신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갱신주체는 수치지형도와 수치주제도

의 갱신 담당으로, 갱신방법은 민간 탁에 의

한 갱신과 직원들에 의한 직 갱신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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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광역시 연계구조

[b] 보통시 연계구조

FIGURE 4. 연계구조

할 수 있다. 교환측면으로 각각의 기 에서 

리하고 있는 정보들에 하여 공개가능성 여

부를 사 에 면 히 검토하여야 한다. , 각

각의 기 들이 구축한 DB가 지형도, 좌표 등

의 부분에서 일치되어야만 동기화가 가능하다.

2. 경제적 갱신

상시갱신은 지리공간자료의 제작이나 갱신이 

오래되었을 경우에는 수조사를 실시해야 하

기 때문에 크게 실효성이 없을 수 있으며 차

를 검토해야 한다(그림 5).

FIGURE 5. 상시갱신 준비사항

상시갱신을 해 제도측면에서 체계 이고 

장기 인 근이 필요하다. 5년 정도의 장기계

약에 의한 사업은 장기 사업의 산확보를 

해 기재정계획  투융자심사 등을 신청하여 

승인받아야 사업수행이 가능하다(그림 6). 이는 

첫 계약당시 5년간 총 계약하고 차기년도 부

터 수의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FIGURE 6. 중장기사업 예산확보 절차



Developing Framework Model for Economic Renewal and Exchange of Geo-Spatial Data
―――――――――――――――――――――――――――――――――――――――――――――――――――――――――――――――――
144

CAD 도면을 활용하기 해서는 제도 명문화

를 통하여 도면 수에서 활용, 리에 이르는 

차가 포함된 지침을 훈령이나 규로 제정하

여 활용하여야 한다(그림 7).

FIGURE 7. CAD 파일 활용시 고려사항

지리공간자료의 유지 리는 GIS에 따라 상

이하게 진행될 수 있다. 지상과 지하, 이어 등

에 따라 분야별로 각각 추진될 수 있기 때문이

다. 이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역할 분담이 증가

하는 상으로 볼 수 있으나, 안정화까지는 갱

신주체에 의한 역할분담이 분명해야 하고 조

가 원활해야 한다(그림 8).

FIGURE 8. 지리공간자료의 갱신주체

지리공간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해서 상시

갱신체계를 도입함으로써 다양한 효과가 발생

할 수 있다(표 2). 상시갱신을 한 기술측면으

로 수치지형도 갱신을 하여 조사  입력, 오

류검증 체계구축, 주제도 확장입력, shape 일

에 의한 입력, 신고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 

구  분 주기적 상시

갱신주기 (최소 주기)
측량법 
3년

최  
1개월

사업기간
최소 
10개월

상시

통계기능의 정확도 낮다 높다

타시스템 연계에 따른 히트율 낮다 높다

국가기본도 수정갱신 효율성 낮다 높다

공공서비스 품질제고 낮다 높다

체 인 균형  품질(도화) 높다 낮다

최신성과 정확성 낮다 높다

CAD 일의 활용 등 제도 불필요 필요

항공촬 필요 불필요

제작  갱신 시 의 명확화 명확 불명확

성과심사 용이성 용이 불편

DB의 정확도 개선 불가 가능

용 지도제작 등 품질제고 낮다 높다

TABLE 2. 주기적 갱신과 상시갱신 비교

행정정보 연계는 토지 리시스템의 연계가 

우선되어야 한다(그림 9). 이는 keyword로 주

소와 주소 치를 표 하는 좌표정보가 주요변

수로 작용하기 때문이다(그림 10).

FIGURE 9. 연계를 위한 key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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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시스템연계의 우선순위

주소정보는 연계를 한 keyword 역할을 담

당하며 토지의 분할․합병에 따라 변화가 빈번

한 반면에, 행정정보와 연계를 해서 매우 

요하다(표 3).

사  례 현상 면적 지목 소유자

․기존의 토지

-동인동 230 100㎡ 지 김선달

․분할요인

-동인동 230

-동인동 230-1

면 감소

신규생성

60㎡

40㎡

지

지

김선달

이순신

․기존의 토지

-불로동 200-2

-불로동 200-7

100㎡

 70㎡

지

지

홍길동

박문수

․합병요인

-불로동 200-2

-불로동 200-7 

-불로동 200-8

주소소멸

주소소멸

신규생성

100㎡

 70㎡

170㎡

지

지

지 김삿갓

TABLE 3. 토지 분할·합병에 따른 주소변화

3. 경제적 교환

공간객체에 의한 실시간 교환은 H/W, S/W 

등이 상이한 경우에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물리  환경은 기존의 지리정보시스템과 인터

넷망 등을 활용가능하며, 혼합형 시스템구조에

서 수행되는 계로 자료교환 서버와 공동활용 

서버를 통하여 제어와 공유 기능을 갖고 있다

(그림 11).

FIGURE 11. 실시간 교환 구조

통합시스템과 개별시스템간 실시간 자료교환

을 해서는 각 시스템의 지형DB가 다음의 

차에 의해 비되어야 한다. 이는 DB의 수정과 

말소에서 변화가 발생한 공간객체만을 송수신 

하기 한 방법으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도시가스와의 교환을 로 들면, ①자치단체

는 수치지형도를 세계측지계로 DB구축한다. ②

구축된 DB에서 이어들을 shape 일형태로 

추출하여 도시가스에 제공한다. ③도시가스에

서는 shape 일을 이용하여 DB를 구축한다. 

④도시가스에서는 가스 망을 세계측지계로 

DB에 입력한다. ⑤가스 망을 shape 일형태

로 추출하여 자치단체에 제공한다. ⑥자치단체

에서는 가스 망을 DB갱신후, 약에 의하여 

제공하여도 무방한 기 에 제공하여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⑦자료교환체계에 의하여 실시간

으로 자료가 송수신 가능하도록 open한다.

(그림 11)에서 ①,②,③은 자치단체에 설치되

어 있으며, ④는 자치단체의 내부부서, ⑤,⑥,⑦,

⑧은 수치주제도 리기 에 설치되어 있는 경

우이다. 이러한 체계로써 통합시스템과 개별시

스템간 공간객체별 송수신과정에 한 데이터

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치지형도의 갱신에 따라 통합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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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의 DB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를 고려할 

수 있다. ①자료교환 서버는 통합시스템 서버의 

DB변경 유무를 상시 찰하고, 변경사항이 발

생할 경우에 변경정보 XML형태로 변환하여 공

동활용 서버에 송한다. 이때, 변경된 정보가 

사 에 허가된 송 상 기 에만 송될 수 있

도록 기능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②개별시

스템의 표 클라이언트는 공동활용 서버를 

찰하고,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수신하여 자체 

DB에 update한다.

둘째, 내부부서  유 기  서버에서 시설물

정보를 신규로 입력하거나 갱신, 말소하 을 경

우에 통합시스템 서버로 데이터를 송하여 모

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①개별

시스템의 표 클라이언트는 변경된 정보를 

XML 형태로 변환하여 공동활용 서버로 송한

다. ②자료교환 서버는 공동활용 서버에 장된 

새로운 정보를 이용하여 통합시스템 서버의 

DB를 갱신한다. ③이때, 변경된 정보가 송된 

기  이외의 기 과 공유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는 공동활용 서버로 해당 데이터를 다시 송신하

여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통합시스템과 개별시스템간 공간객체별 실시

간 교환을 해서 가상사설망(VPN : Virtual 

Private Network)과, 사용자의 신분을 확인을 

한 주민번호  융권의 국가공개키기반구

조(NPKI : National Public Key Infrastructure) 

는 정부공개키기반구조(GPKI : Government 

Public Key Infrastructure)를 통하여 보안에 철

를 기해야 한다.

경제성 평가 및 모형개발

1. 경제성 평가

1) 정량  평가

본 연구의 검증을 해 구 사례로 경제성 

평가를 실시하 다. 2007년을 기 년도로, 2006

년 8월 한국은행의 콜 리 4.5%를 사회  할인

율로 용하 다. 행 수치지형도의 일반  갱

신주기가 5-7년인 을 감안하여 상시갱신 주

기를 5년으로 설정하고 2016년까지 10년간을 

평가를 수행하 다. 상시갱신 편익측정을 해 

수치지형도의 제작․갱신비용을 비교분석하면, 

구 사례를 기 으로 2007～2011까지 5년주기 

갱신에 따른 소요비용은 83억원이 소요된다(표 4).

년도
도엽
(매)

갱신 비용 

계 2007 2008 2009 2010 2011

합 계 8,328 3,836   924 3,568

2004 959 3,836 3,836

2005 231  924   924

2006 892 3,568 3,568

※ 산출근거: 도엽수 × 수정단가(4,000천원)

TABLE 4. 수치지형도 갱신비용
(단 : 백만원)

2007년 7월부터 25억원(=5년×5억원)으로 상

시갱신 사업을 추진 에 있으며, 이는 주기  

갱신과 상시갱신에 따른 비용분석에서 성과심

사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비교에서 약 58

억 원 정도의 편익이 발생하고, 향후 10년을 고

려한다면 116억 원 정도의 편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실시간 교환에 한 편익은 구가 공간정보

통합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수행한 “유 기

과 실시간 자료교환체계 구축”에 소요된 비용

을 근거로 편익을 측정하고자 하며, 구지역은 

14개의 GIS을 갖고 있다. 시스템 구축에 소요된 

비용은 약 2억 원 정도이다(표 5).

DB 구축비용 산정은 ①개별 도곽 형태, ②

shape 일, ③shape 일을 추출하는 경우로 

구분하고, (표 6)의 2006년 건설표 품셈과 측

량기술자 노임단가를 용하 다.

낱도곽 이용에서의 설계제원은 구조화편집 

면 (1:1,000, 2,082매, 520.5㎢)과 지형구분(시

가지, 교외지 등), 축척별 시간당 작업량 0.016

㎢, 지형증감계수, 작업반 편성 등을 고려하여 

소요비용을 산정하 다(표 7). 개별 도곽당 DB

구축 비용은 348,000원(=725,050,495원 / 2,08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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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H/W 수 량 단 가 금 액

합  계 201,445

시

자료교환체계 서버 1 12,660 12,660

공동활용 서버 1 12,660 12,660

VPN 서버 1 6,000 6,000

VPN for 클라이언트 9 315 2,835

ArcGIS, ArcEditor 1 17,290 17,290

DBMS 1 리웨어 0

산하 표 클라이언트 8 기존장비 0

유 표 클라이언트 9 기존장비 0

자료교환체계 서버용(시) 1식 80,000 80,000

산하,유 기 (각 GIS) 14개 5,000 70,000

※ VPN 클라이언트 9개는 외부기 을 의미함    ※ 유지보수율은 산편성지침 7% 용

TABLE 5. 시스템구축 소요현황
(단위: 천원)

구분 실시간 교환
shape 파일로 

갱신
차액

계 201,445 458,315 256,870

2007 201,445 91,663

2008 91,663

2009 91,663

2010 91,663

2011 91,663

TABLE 9. shape과 실시간교환 비교
(단위: 원)

이다. shape 일을 이용한 DB구축 비용은 표

품셈으로 인건비 산정이 곤란하여 실작업 소

요량으로 산출하고, 재료비  기계비는 제외하

다. shape 일추출에 따른 소요비용을 산정

은 앞에서 언 한 기 들을 혼용한 형태이며, 

소요비용은 225,126원으로 산정되었다.

구 분
1일 노임단가 (단위 : 원)

초급 중급 고급

 액 96,891 112,563 124,904

TABLE 6. 노임단가 기준

구  분 기술자
작업
일수

인건비
(단위:원)

개별도곽 이용

DB 구축비용

소계 725,050,495

고  1인 665 83,061,160

 1인 3,987 448,788,681

 1인 1,994 193,200,654

shape 일 이용

DB 구축비용

소계 3,901,188

고  1인 6 749,424

 1인 28 3,151,764

shape 일 

추출비용
 1인 2 225,126

TABLE 7. 작업공정별 소요비용

shape 일을 이용하여 DB구축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형도의 경우 3,901천원, 주제도의 경

우 50,713천원이다. 수치지형도는 구시가 각

각의 기 에 제공하기 때문에 1회로 하고, 주제

도는 14개 기  각각 추출하여 13개 기 에 제

공한다(표 8). 

구  분 기관 횟수
금   액

단가 총액

91,663

지형도 이용 13  1 3,901 50,713

주제도 이용 13 14   225 40,950

TABLE 8. DB 갱신비용
(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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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수익(B) 비용(A) 할인율(D) B/C

분석

내부
수익률
(IRR)비용회피 소요비용 4.5%

2007 201,445 0.95694 0.00
2008 91,663 14,104 0.91573 0.41
2009 91,663 14,104 0.87630 0.75 -42.59
2010 91,663 14,104 0.83856 1.05 9.63
2011 91,663 14,104 0.80245 1.30 19.90
2012 91,663 14,104 0.76790 1.53 23.27
2013 91,663 14,104 0.73483 1.72 24.50
2014 91,663 14,104 0.70319 1.90 24.91
2015 91,663 14,104 0.67290 2.05 24.94
2016 91,663 14,104 0.64393 2.19 24.81
2017 0.61620 2.19 24.81
2018 0.58966 2.19 24.81
2019 0.56427 2.19 24.81
2020 0.53997 2.19 24.81
2021 0.51672 2.19 24.81
2022 0.49447 2.19 24.81
2023 0.47318 2.19 24.81
2024 0.45280 2.19 24.81
2025 0.43330 2.19 24.81
2026 0.41464 2.19 24.81

TABLE 10. 자료교환 편익분석

지역 체가 1회 갱신에 약 91백만 원 정도 

소요되며 편익을 산출하면 256,870천원의 비용

회피에 한 편익이 발생한다(표 9).

사회  할인율을 통하여 자료교환과 상시갱

신에 따른 비용편익을 산출하 다(표 10, 표 

11). B/C가 1보다 크고 IRR이 양의 값으로 

환되는 2010년부터 편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으며, 실시간 자료교환체계는 시스템구축 완

료시 을 기 으로 3년이면 IRR이 9.63%에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는 김동건(2004)의 “IRR

은 일종의 이익률이며, IRR이 높을수록 사업의 

타당성도 그만큼 높아진다."는 이론에 따라 시

스템구축의 타당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구가 5년간 25억원의 산으로 단가계약을 

통하여 상시갱신을 시행하고자 추진 에 있으

나, 25억원이 상시갱신에 따른 정비용인가에 

하여는 검증되지 않은 상태이다.

기존 수치지형도 갱신방법에 따라 일제갱신

은 일  투자되는 개념으로 비용편익분석에 한

계가 있다. 이는 IRR의 도래시기가 주기  일

갱신 시 을 기 으로 수익률이 나타남으로써 

지속 으로 일정한 수익률을 나타낼 수 없으며, 

5년 단 로 총액규모의 비교를 통하여 수익률

을 계산할 수밖에 없으나, 비용편익 분석으로 

수치지형도의 상시갱신은 61% 정도의 지속

인 IRR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년도
수익(B) 비용(A) 할인율(D) B/C

분석

내부
수익률
(IRR)비용회피 소요비용 4.5%

2007 472,000 0.95694 0.00

2008 474,000 0.91573 0.00

2009 475,000 0.87630 0.00

2010 3,836,000 473,000 0.83856 1.89 57.45

2011 924,000 474,000 0.80245 1.90 58.98

2012 3,568,000 472,000 0.76790 2.74 61.69

2013 474,000 0.73483 2.40 61.62

2014 475,000 0.70319 2.14 61.63

2015 473,000 0.67290 1.95 61.71

2016 3,836,000 474,000 0.64393 2.45 61.21

2017 472,000 0.61620 2.27 61.27

2018 474,000 0.58966 2.12 61.34

2019 475,000 0.56427 2.00 61.43

2020 473,000 0.53997 1.89 61.54

2021 474,000 0.51672 1.80 61.67

2022 472,000 0.49447 1.72 61.82

2023 474,000 0.47318 1.65 62.01

2024 475,000 0.45280 1.59 62.23

2025 473,000 0.43330 1.54 62.51

2026 474,000 0.41464 1.49 62.87

TABLE 11. 상시갱신 편익분석

2) 정성  평가

지리공간자료의 경제  갱신과 교환은 하나

의 업무처리 흐름으로 연계되어야 시 지 효과

가 높아질 수 있다(그림 12).

FIGURE 12. 상시갱신과 실시간교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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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형
PlanGraphics 
경험적 통계

Pacific Gas & 
Electric Co.

제작, 갱신, 유지 50～90% 50～60%

수집, 확인, 기록 30～40% 50～60%

분석, 활용 50% 60～80%

감독, 확인 50% -

TABLE 12. 업무유형에 따른 비용절감율(%)정성  평가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국내외 연구 자료를 통해 마이클 포터의 가치사

슬 기반에서 Parker 등이 제시한 가치가속, 가

치연결, 가치재구성, 가치 신 부분을 용하고

자 한다. 그림 13은 경제  갱신과 교환에 의한 

가치연결 모형이다.

FIGURE 13. 갱신과 교환의 가치연결 모형

3) 평가결과

구의 지리공간자료 상시갱신에 의하여 단

순비교 결과 약 58억 원에 해당하는 69.9%의 

감효과가 있었다. 한국은행의 콜 리를 사회

 할인율에 용하여 내부수익률을 계산한 결

과 사업시행 4년차부터 편익이 발생하면서 약 

18억 원에 해당하는 57%의 내부수익률을 나타

내고 있다.

이와같이 도출된 69.9%  57%의 수익률은 

Silva(1998)가 Joint Nordic Project Report에서 

제시한 “제작, 갱신, 유지 리”에 의한 경험  

통계의 감율 50～90%와 일치한다.(표 12)

경제  교환을 한 평가에서 4년차에 비

용․편익비가 1보다 크게 되며 내부수익률 

9.63%를 나타내고, 5년차부터 약 20%의 수익

률을 지속 으로 유지하고 있다. 이는 Joint 

Nordic Project에서 제시한 “비용편익비”와 같

이 자동화되었을 때 4:1과 근 한 비용편익 비

율을 갖고 있다(표 13).

B/C 지리정보시스템 활용분야

1:1 computer-aided mapping, updating

2:1 시스템이 계획, 공학

4:1 data Set이 자동화 되었을 경우

3:1 노르웨이 등 연구보고: Automatic Map

4:1 다른 련기 과 정보를 공유

7:1 수작업에 비해 자동화된 경우

TABLE 13. 비용편익비

2. 모형개발

1) 수치지형도 갱신과 교환 모형

모형은 수치지형도와 수치주제도로 구분되

며, 수치지형도 모형은지형도 갱신에서 개별시

스템 서버에 이르는 자료의 흐름에 한 모형으

로 볼 수 있다(그림 14). 이 방법은 개별시스템

들의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가 불일치하던 요인 

제거와, 주기 으로 소요되던 많은 비용을 감할 

수 있고, 신뢰성이 결여된 DB로 인하여 타 업무

에 끼치는 악 향의 요인들을 제거할 수 있다.

제도에서 보완해야 할 사항으로는 측량법 

시행규칙에서 상시갱신에 한 측량성과심사 

규정과 각종 설계에서 CAD 설계의 의무화에 

한 명문화가 필요하다. 공공측량 등에서 측

량을 하거나 CAD에 의한 설계를 할 경우에 

모든 꼭짓 에 하여 좌표를 명시하고 

별도의 이어로 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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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수치지형도 갱신과 교환 모형

FIGURE 15. 공간 및 속성정보 상시갱신 모형

다. 국가GIS법에서는 통합시스템과 개별시스

템의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일치화와, 실시간 

교환에 의한 통합시스템의 구축, 통합시스템과 

개별시스템간의 네트워크을 통한 시스템연계 

등에 한 명문화가 필요하다. 자치단체 조례

와 시행규칙  훈령 등을 이용하여 수치지형

도의 무상제공과, 행정기  내부  외부민원

의 경우에 각종 공사설계과정에서 CAD 일

로 설계된 도면을 수하도록 해야 한다. 

CAD 일로 설계된 도면의 행정기  내부 이

동에 한 행정 차의 명문화가 필요하다.

상시갱신에 한 제도로는 산확보 등을 

한 행정 차와 장조사에 의한 DB갱신 등의 

차가 필요하다. 행정 차를 3가지로 제시하면 

첫째, 산확보를 한 기재정계획  투융자

심사에 한 행정 처리를 통하여 장기사업에 

한 비를 하여야 한다. 둘째, 계획된 산에 의

하여 실제 산확보를 하여야 한다. 셋째, 장기

계속 계약에 의한 사업발주를 하여야 한다. 

장조사에 의한 DB갱신 등의 차로 공간

정보와 속성정보로 구분하여 제시할 수 있다(그

림 15).

첫째, 지형지물의 변동사항에 한 조사를 

하여 순회 경로를 설정하고 조사하여 입력하여

야 한다. 둘째, 토지정보시스템, 건축정보시스템 

등과의 입체  비교를 통하여 오류검증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셋째, 다양한 주제도의 확장

입력을 하여야 한다. 넷째, 세계측지계로의 

환이나 다양한 축척 등에서 발생하는 불일치된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활용에 비하여 

shape 일에 의한 입력기능을 비하여야 한

다. 다섯, 지형지물의 변동사항을 상시 모니터

링 할 수 있도록 읍면동, 통장  반장, 시공업

체 등을 통한 신고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여

섯, 행정정보를 통한 속성정보의 갱신을 하여 

반드시 토지정보시스템과 가장 먼  연계하여

야 하며, 토지의 분할과 합병에 따른 주소의 생

성과 소멸을 가장 먼  반 하여 공간정보 데이

터베이스에서 지번에 한 포인트 좌표를 갖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2) 수치주제도 갱신과 교환 모형

수치주제도에 한 갱신과 교환 모형은 그림 

16과 그림 17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속하여 수

행되어야 각각의 개별시스템간 공유체계가 이

루어질 수 있다.

FIGURE 16. 수치주제도 갱신과 교환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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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상시갱신을 

통하여 수치주제도에 해당하는 시설물 원시자

료의 변동사항들이 개별시스템 서버의 DB에 

등재됨으로써 개별시스템의 DB가 갱신된다. 

③, ④, ⑤의 개별시스템 표 클라이언트는 각

각의 개별시스템 서버 변동사항을 감시하고 변

동사항이 발생하면 공동활용 서버에 장한다. 

⑥의 자료교환은 공동 활용 서버에 장된 변동

객체를 추출하여 통합시스템 서버의 DB를 갱

신한다.

그림 16의 차가 수행된 이후에는 그림 17

과 같은 자료의 흐름이 수행되어야 한다. ⑦의 

자료교환은 통합시스템 서버에서 개별시스템에

서 송된 자료를 추출하여 공동 활용 서버에 

장한다. ⑧의 개별시스템 표 클라이언트는 

공동 활용 서버의 내용을 추출하여 각각의 개별

시스템 서버의 DB를 갱신한다.

FIGURE 17. 개별시스템으로 전송모형

3) 모형에 한 평가

본 연구의 모형은 지리공간자료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life cycle에 하여 일 성을 갖고 효

율 으로 수집․ 리․공유할 수 있는 차모

형으로 볼 수 있다. 본 모형은 업무의 연속성과 

상 성을 기반으로 지리공간자료의 life cycle 

과정을 분야별로 고찰하고 경제  실천방안을 

모형으로 제시하 으며, 이러한 모형을 기반으

로 체를 하나의 흐름으로 연계하여 새로운 모

형을 제시하 다. 본 연구가 지리공간자료 life 

cycle의 체 인 시각에서 근을 시도하고 경

제성을 통한 검증으로 모형을 개발하 다는 것

은 그 가치와 의미가 매우 크며, 지리공간자료

의 life cycle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계하고 상

계에 한 차를 모형으로 제시함으로써 타 

연구와의 차별화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결  론

본 연구는 행 지리공간자료의 갱신과 교환 

방법에 한 분석과 문제  해결을 한 새로운 

방법의 모형을 제시하 으며, 모형의 신뢰성 제

고를 해 경제성 평가를 수행하 다. 효율 인 

평가와 모형개발을 하여 구를 사례로 하

으며, 단순 비교에서는 5년간 약 58억 원의 

감효과가 있었고, 비용편익 분석에서는 사업시

행 4년차에 약 57%의 감효과가 있었다. 실시

간 교환에 따른 편익은 사업시행 4년차에 B/C

가 흑자로 환되었으며, 그 이후 매년 약 24%

의 IRR을 보이고 있어 사업시행의 타당성이 매

우 큰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Joint Nordic 

Project Report가 제시한 비용 감율 등과 일치

하 으며, 향후 국가GIS 4단계에서 주요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지리공간자료의 life cycle측면에

서 근하고, 분야별 고찰과 체에 한 흐름 

 분야별 상 계를 차모형으로 개발하여 

제시함으로써 타 연구와의 차별화 뿐 아니라 연

구가 갖는 가치와 의미는 매우 크다고 볼 수 있

다. 국가GIS 기본지리정보 분야에 투자되는 막

한 산의 감 뿐 아니라 가치연결 효과를 

통하여 정성 인 측면에서의 크나큰 효과가 있

을 수 있다. 특히, 앙정부의 정책과 국 자치

단체의 지리정보시스템 추진방향에 한 략

인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어, 국가GIS  자

치단체 지리정보시스템 업무 추진에 환 이 

될 수 있는 주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연구의 한계로써 본 연구의 실무 인 검증은 

4～5년 이상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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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제시한 모형의 진행과정에서 검증을 한 

연구가 지속 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 상

시갱신을 한 분야별 연구와 통합시스템과 개

별시스템간의 실시간 연계를 한 심도 있는 연

구, 정성  평가 부분에서 제시된 내용을 계량

화하여 정량 인 편익을 도출할 수 있는 연구 

등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 이러한 연구들

은 체의 모형속에서 분야별로 세분하여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됨으로써 체를 통합하는 연

구로써 수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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