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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현재 우리나라는 기관별 업무활용을 위해 각자의 격자체계에 따라 자료가 구축되어 있어 상호 연계가 되지 않

고, 자료 활용 및 접근성의 한계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국가격자체계와 격자데이터를 표준안을 검토하고, 장단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국내외 격자체계 활용현

황을 조사하고 격자데이터 활용문제점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 및 관련분야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

다. 그 결과 격자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사용자가 쉽게 접근가능하고, 격자데이터의 공유방안과 상호호환을 위한 데이터 

제공형태 및 방법도출 등 국가격자데이터 통합관리체계를 위한 국가격자체계안을 제시하였다.

키워드 : 국가격자체계, 격자데이터, 격자분할방식, 격자속성정보

Abstract Currently, each organization has developed its gridded data in the form of respective grid system for its 

own purpose. Interoperability among the organization had been limited and resulted in inconvenient data access and 

application across domains.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potential standards for National grid system and their 

strength and weakness. We also reviewed existing gridding schemes and had a survey of demand about grid system to 

those who have used or would plan to use gridded data in academic and business sectors. As the result of survey of 

demand, we suggested national grid system for national grid data integration management system which has the mutual 

compatibility and also proposed sharing scheme of the grid type for users who need to grid data.

Keywords : National grid system, Grid data, Gridding methods, Grid attribute data

1. 서   론

1990년대를 전후로 하여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국가

단위의 환경 및 재해 분석에 격자형 자료를 구축하여 

모델을 구동하는 일이 중요한 업무가 되어왔다. 환경

부 및 국민안전처 등에서는 점, 선, 면으로 구성된 피

쳐기반의 자료를 다시 격자형 자료로 배분하거나 데

이터 취득부터 격자로 구성된 자료를 활용하게 될 때 

각 기관별로 모델을 구동하기 위한 수단으로 각각 격

자를 구성하였다. 따라서 타 기관의 활용을 고려하기 

않고 가공된 정보들이 상호호환이 어렵고 유사한 분

야의 공간정보가 중복 제작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한 이유는 여러 격자정보들이 

통일된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활용을 위한 추가 공정

이 요구됨에 따라 수시로 신규 제작하는 현상이 발생

하고 있기 때문이다[1].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격자형 

자료를 국가차원의 통합된 기준의 국가격자체계로 설

정하고 공통적인 기본정보를 선정하여 데이터 구축, 

지리정보자료의 융･복합 환경을 토대로 자료간의 활

용성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국외의 경우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으로 국가차원의 

대응이 중요해지고, 공간정보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

에서 고해상도 자료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 따라 격

자정보를 통해 통일된 공간정보를 제공하는 나라들이 

많아지고 있다[2]. 따라서, 국외사례를 바탕으로 통합

적인 환경에서 기관별 정보의 활용기반을 마련하여 

데이터 융･복합을 위한 전체적인 기준을 구축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격자체계와 같이 국가적으로 

통합된 기준을 통해 공간정보 제공의 질적인 향상과 

기관별로 요구하는 공간정보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후 다양한 정보와 융･복합을 통한 종합서

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틀에 표준안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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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ridded Data Classification

Classify Spatial information Output

Vector to 

Raster

DEM
Average slope data by 

grids

DEM, Road data
Average road slope 

data 

Facilities DB, 

Cultural assets DB

Main facilities, 

cultural asstes by 

grids

Stream data
Stream existence, 

Stream area ratio

Statistics 

data

Population over 

70’s statistics, 

Grid frame

Grid-type of aging 

population map 

Network of roads 

map

Road commuting 

volume

Population 

statistics,  land 

coverage map

Population separated 

by grids

Satellite 

sensor and 

Aerial 

photograph

landsat imagery 

band
Reflectance

landsat imagery 

process

NDVI standard 

vegetation indices

landsat imagery 

process

Urbaniztion area, 

traffic roads

하고 하였다[1,2].1)2)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내 각 기관별 격자

체계 활용현황을 분석하고, 현재 국외 격자체계 활용

현황 분석, 구축기준, 구축방법, 속성항목에 대한 분석

을 시행한다. 이러한 활용현황 및 속성분석을 바탕으

로 투영, 좌표계 등 국가격자체계의 기준을 설정하고 

수치지도, DEM, 정사영상 등의 표준 컨텐츠 항목과 

기관별 격자체계 분석 및 수요조사 성과를 바탕으로 

활용 컨텐츠 항목을 정의한다. 

더불어 격자체계 데이터 구축 및 갱신방안을 마련

하고 데이터 관리를 위한 메타데이터를 설정하여 향

후 국가격자체계와 각 기관 자료와의 연계방안 및 국

가격자체계의 발전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2. 국내외 격자체계 활용현황 및 시사점

2.1 국내기관별 격자체계 활용현황

국내에서는 기관별로 목적에 따른 격자체계를 활용

하고 있다.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를 

대상으로 한 공시지가 및 건축물 대장의 주소자료를 

공간정보와 결합, 격자기반의 통계지도를 생성하여 

국토 및 세부지역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국립해

양조사원에서는 격자형 해양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하

여 해양관측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표준화하여 기관

별 정보의 상호호환성, 상호연계의 문제점을 보완하

여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두 기관의 활용현황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격자체

계의 대상이 되는 자료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

할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으로는 기존의 지형도를 가공

해서 만든 자료가 있다. 이는 지형지물 단위의 수치지

도 자료를 격자화에 배분한 것이다. 두 번째 유형으로

는 통계자료를 가공해서 만든 자료로, 통계를 격자형 

틀에 넣어서 환산한 것이며, 세 번째 유형으로는 위성

영상자료, 즉 센서로 부터 수집･처리･가공된 데이터 

및 항공사진 등으로 만든 자료로써 수치정사영상 및 

토지피복도가 대표적인 예가 된다[3]. 각 유형별 생산 

가능한 공간정보의 내용은 Table 1과 같다.3)

1) Chang, E. M. 2006, A Study on Standard of National Grid 

Scheme,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 1-2.

2) Sung, J. H; Baek, H. J; Kang, H. S; Kim, Y. O. 2012, 

The Assessment of Future Flood Vulnerability for Seoul 

Region, Journal of Korean Wetlands Society. 14(3):341-352.

3) Kim, S. J. 2001, Understanding of Scale and Resolution 

in Remote Sensing and GIS, Magazine of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34(3):76-86.

2.1.1 행정자치부 국가지점번호

행정자치부에서 관리하는 국가지점번호는 주소가 

없는 비거주지역의 미흡한 위치표시체계로 인해 발생

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기존의 주

소체계 및 구역번호체계와의 차이점은 주소가 없는 

비거주지역에만 사용을 하며, 이는 육･해상에서 임의 

위치 파악에 용이한 장점을 갖고 있다.

국가지점번호의 기준점은 단일평면직각좌표계의 

원점(UTM-K)으로부터 서쪽으로 300km, 남쪽으로 

700km 지점으로 하고, 이 기준점에서 100km 단위로 

격자를 생성한다. 이후 100km 단위의 격자는 기준점

으로부터 동쪽으로 가나다순, 북쪽으로 가나다순으로 

문자를 부여하고, 가로와 세로를 10,000으로 나눈 정

수의 숫자를 연결하여 사용한다. 따라서 격자를 기반

으로 한 국가지점번호의 활용을 통해 도로명주소가 

없는 산악지역 및 해양 등에서 응급상황 발생 시 위치

안내가 가능해지게 된다. Figure 1은 국가지점번호의 

문자부여 및 지점번호 부여 예시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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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Example of National Point Number 

Figure 2. Digital Weather Forecast System

Table 2. Meteorological office reference data

Classify Raw data Processing data

Surveying 
Real time surveying 

75 points 

Divide conversion 

average data, 

maximum data by 

grids

Satellite

Cloud density,

Precipitable water 

vapor 

Conversion by grids

Total

Modelling with real 

time surveying data 

and satellite data

Conversion 

representative value 

by grids

Figure 3. Set the virtual datum points for constructing 

grids

2.1.2 기상청 디지털 기상예보시스템

기상청 디지털 기상예보시스템에서의 격자는 기상

요소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

다. 격자는 남한지역뿐만 아니라 북한지역까지를 대

상지로 포함하고 있으며 동해의 독도 및 남해의 마라

도 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현재 구축되어져 있는 격자

의 크기는 5km×5km이고, 격자의 번호부여 체계는 디

지털예보 표준안에 의하여 기상청 내부의 것을 사용

하고 있으며, 기존의 좌표체계도 람베르트 정적도법

을 근간으로 하여 지도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Figure 2

는 디지털 기상예보시스템 활용을 나타낸 것이다. 

디지털 기상예보시스템에서는 격자배분과 관련된 

원칙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있으며, 슈퍼컴퓨터 자

료로 생성되도록 프로그램화 되어있다. 기상청의 속

성자료는 크게 측정자료, 위성자료, 취합자료로 구분

되며, 가공 전 및 가공 후 자료별 세부적인 내용들은 

Table 2와 같다.

2.2 국외기관별 격자체계 활용현황

2.2.1 영국 NGRS (National Grid Reference System)

NGRS는 영국 정부가 위치표시의 정확도 및 활용도

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하였으며, 현재 영국에

서는 직각좌표계를 기준으로 하고 영국 전역을 포함

할 수 있는 국가격자체계를 위치표시에 활용하고 있

다. NGRS에서는 영국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

에 영국 전역을 포함하기 위하여 투영 원점으로부터 

북으로 100km, 동으로 400km 위치에 국가격자구축을 

위한 가상의 기준점을 설정한다.

기준점을 설정한 이후에는 Figure 3과 같이 기준점

에서 남북으로 각각 500km씩 격자를 구성하고 그 후

에는 500km×500km 격자를 100km×100km씩 분할하

여 I를 제외한 알파벳 A부터 Z까지 부여한다.

이후에는 필요에 따라 상위 격자를 10km×10km으로 

반복적으로 분할하여 하위 격자를 구성한다. NGRS에

서는 100km×100km의 격자를 10km×10km으로 분할

하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각각의 상위 격자를 10m× 

10m씩 반복 분할하는 과정을 통해 하위 격자를 생성

할 수 있으므로 1m×1m의 격자까지 총 5단계의 격자

가 생성 가능하다. NGRS는 거리기반의 격자체계로써 

정방형으로 구축되었기 때문에 위치표시와 관련되는 

전 분야에 활용 가능하며, 향후 그 수요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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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Foreign cases about Grid system  

Case Purpose
Reference 

Coordinate
Grid system

America

(USNG)

· LBS

· Disaster plan
UTM

100km∼1m

(6-Level)

England

(NGRS)

· Marking 

position

· Collecting  

survey data 

TM
500km~1m

(7-Level)

Japan

(Mesh)

· Input Statistics 

data on map

Longitude, 

Latitude

80km~120m

(6-Level)

2.2.2 미국 USNG (United States National Grid)

미국은 위치기반 서비스 개발환경을 활성화하고, 

종이지도의 위치기반 서비스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관된 격자좌표 시스템인 USNG를 국가 표

준으로 개발 및 도입했다. 

Figure 4와 같이 USNG는 남, 북반구의 위도 80도까

지의 전 지구를 대상으로 하며, UTM 투영 및 좌표시

스템을 사용한다. 격자좌표는 총 7자리부터 15자리까

지 구성되며, 그 중 X좌표와 Y좌표가 각각 한자리씩 

증가할 때마다 정밀도가 10배씩 증가하게 되어 15자

리 형태의 좌표계는 1m 수준의 정밀도를 갖게 된다. 

Figure 4. USNG Grid

USNG는 미국 전역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그 중 플로리다 주에서 빠르고 정확한 정보 교환 및 

상호 운용을 위한 긴급대응체계에 활용되며, 타 체계

와의 호환을 위해 USNG 좌표 뿐만아니라 경위도, 행

정구역체계, 도로주소 및 ZIP, UTM도 함께 활용하고 

있다. 

연방재해본부(FEMA: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에서는 도시수색 및 구조대가 긴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위치의 확인을 위해 USNG 체계를 

활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방국, 군 등 타기관과의 

지도좌표시스템 통일성도 확보하게 되었다. 

2.2.3 일본 지역격자

일본에서는 지역의 실태를 상세하고 동일한 기준으

로 파악하기 위해, 위도･경도에 근거해 지역을 격자구

역으로 나누어 각각의 격자구역에 통계데이터를 입력

할 수 있는 지역격자를 도입하였다. 지역격자의 분할

방식은 기준지역 격자와 분할지역 격자로 구분되며, 

기준지역 격자인 제1차 지역구획은 위도를 40분 간격, 

경도를 1도 간격으로 구분한 구획이다. 이를 종횡으로 

8등분 한 구획이 제2차 지역구획이며, 이를 또 10등분 

한 구획이 제3차 지역구획이 된다. 분할지역격자는 기

준지역 격자의 길이를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로 

등분한 구획이다.

지역격자는 위도, 경도에 근거해 구획된 정방향의 

형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위치의 표시를 명확하

고 간편하게 할 수있어, 거리에 관련된 분석, 계산, 비

교가 용이하다. 또한 그 위치나 구획이 고정되어 있어 

행정구역의 경계 변경이나 지형, 지물의 변화에 의한 

조사구의 설정 변경 등의 영향을 받지 않고 지역 내 

시계열적 비교가 쉽다. 

2.3 국내외 격자체계 활용현황 분석 및 시사점

국외 격자체계 활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

은 문제점을 도출해 낼 수 있었다. 국외 격자체계 활용

현황의 경우 국가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 거리기반의 

격자크기를 단계적으로 나누어 정밀도를 높인 기준을 

형성하였으며, 단계적 구분이 된 격자를 기반으로 하

여 전 분야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분야별 속성정보를 

구성하여 수요를 높이고 있었다[4].4)

Table 3은 미국, 영국, 일본의 격자체계 사례를 정리

한 표이다. 

국내 격자체계 활용의 경우, 여러 기관 및 여러 분야

에서 필요에 의해 격자기반의 자료를 독립적으로 구

축을 하게 되었는데, 독립적으로 구축된 격자정보의 

상호호환성이 원활하지 않아 활용가치가 저하되고 유

사 분야의 격자정보가 중복 제작되는 문제점이 발생

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한 원인은 여러 격자정보들이 

단일화된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어 격자정보의 필

4) Jun, C. M, 2014, A study on Standard Development of 

National Land Survey Platform,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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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Result of demand survey (Experts-1)

요에 따라 수시로 제작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

관별 생산자료의 공유가 불가능하며, 각 기관에서 분

석 및 예측을 위한 기초연구자료로 활용되는 격자자

료를 생산하는데 많은 시간, 인력 및 비용이 투입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현재 국내 각 기관에서 격자데이터 가공을 위해 사

용되는 공간정보(수치지형도, 항공영상, 수치표고자

료 등)의 대다수가 UTM-K 좌표계로 제작이 되고 있

다. 이를 각 기관에서 데이터의 가공 및 활용, 데이터 

변환의 용이성을 고려한다면, 해당 좌표계와 연계한 

격자체계의 마련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격자데이터를 활용하는 사용자 및 생산, 

관리자 등이 쉽게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활용성

과상호운용성을 확보해야하며, 체계가 마련된 격자데

이터를 통해 각 기관에서 신뢰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국가격자체계 수요조사와 설정방향

3.1 수요조사 개요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사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기관 실무자 및 관련 분야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국가격자체계 도입에 대한 실질적 수요와 요구사항 

및 추진방향설정을 위한 핵심요소를 도출하기 위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요조사는 현재 각 기관별

로 격자체계 및 격자데이터를 어떻게 구축하고, 격자

데이터를 생산과 활용 분야 및 업무에 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대상은 공간정보 분야 관련 실무자 및 연구자 

12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세부적으로 전문가는 18

명, 일반인은 102명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전문가의 

소속분야 및 참가자 수는 수질오염분야 3명, 기상기후

분야 1명, 방재 2명, 행정구역 기초구역제 3명, 국방분

야 2명, 에너지 등 기타분야가 7명이었다. 일반인의 

소속분야 및 참가자 수는 수질오염분야 10명, 대기오

염 2명, 기상기후분야 6명, 소방분야 3명, 방재 19명, 

행정구역 기초구역제 20명, 국방분야 1명, 에너지등 

기타분야가 41명으로 나타났다. 

설문 주요사항으로는 격자데이터 생산 및 활용분야, 

격자데이터 생산에 사용되는 공간정보 및 애로사항, 

생산 중인 데이터의 격자크기, 격자배분방법 , 타 기관 

격자데이터 활용여부 및 미사용 이유, 격자데이터 도

입 시 준수 및 업무 외 활용여부, 희망격자크기로 나뉘

어 조사를 시행하였다. 

3.2 수요조사 결과 종합 및 분석

3.2.1 전문가 수요조사 결과 종합

전문가 수요조사 분석결과는 Figure 5와 Figure 6과 

같이 나타났다. 격자데이터 생산 및 활용 분야에서는 

현재 격자체계 및 격자데이터 생산과 활용에 관한 수

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수질오염, 기상예보 및 기후변

화, 방재 안전, 행정구역 기초구역제, 국방 등 다양한 

분야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80% 이상이 격자데이터를 생산 

또는 활용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조사대상의 전 

분야에서 고르게 분포되어 격자체계 및 격자데이터에 

대한 생산과 활용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격자데이터 생산을 위해 사용하는 공간정보는 수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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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Result of demand survey (Experts-2)

도 및 DEM이 응답자의 80% 이상을 차지함으로써 격

자데이터를 생산 또는 활용하는데 많이 사용하는 것

으로 파악되었으며, 데이터 생산 시 격자배분방법에 

대한 설문자의 답변은 거리기반 정방향 배분이 41%, 

수치지도 형태의 도과기반 n등분 배분이 41%로 가장 

많은 비율로 파악되었다.

소속기관에서 생산하고 있는 데이터의 격자 크기로 

30m는 42%, 10m는 25%, 기타(5m, 100m)는 17%, 

1km는 16%로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그 

중 소속기관에서 데이터의 격자 크기로 30m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현재 타 기관에서 생산한 격자데이터의 활용 

여부에 관한 수요를 파악하고 활용하기 어려운 사항

에 대한 이유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에서 응답자의 

53% 이상이 격자데이터를 활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타 기관에서 생산한 격자데이터를 활

용하기 어려운 점으로 최신성(갱신) 확보가 부족하다

는 의견이 50%, 체계가 상이하다는 의견이 29% 등으

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격자체계 도입시 희망하는 

격자 크기 및 활용 여부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

여 10m, 30m, 1km, 4km, 10km, 100km, 기타 등 다양

한 격자 크기에 대해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격자체계 도입 시 희망하는 

격자 크기에 대한 답변은 10m는 30%, 30m는 35%, 

1km 20%로 10m, 30m, 1km의 크기의 격자에 대해 

전 분야에 걸쳐 80% 이상의 수요가 파악되었다.

3.2.2 일반인 수요조사 결과 종합

일반인 수요조사 분석결과는 Figure 7과 같이 나타

났다. 격자데이터 생산 및 활용 분야에서는 현재 격자

체계 및 격자데이터 생산과 활용에 관한 수요를 파악

하기 위하여 수질오염, 기상예보 및 기후변화, 방재 

안전, 행정구역 기초구역제, 국방 등 다양한 분야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

과, 응답자의 60% 이상이 격자데이터를 생산 또는 활

용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조사대상의 전 분야에

서 고르게 분포되어 격자체계 및 격자데이터에 대한 

생산과 활용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격자

데이터 생산을 위해 사용하는 공간정보는 수치지도 

및 DEM이 응답자의 95% 이상을 차지함으로써 격자

데이터를 생산 또는 활용하는데 많이 사용하는 것으

로 파악되었으며, 조사대상의 전 분야에서 고르게 분

포되어 격자체계 및 격자데이터에 대한 생산과 활용

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데이터 생산 시 격

자배분방법에 대한 설문자의 답변은 거리기반 정방향 

배분이 59%, 수치지도 형태의 도과기반 n등분 배분이 

26%로 가장 많은 비율로 파악되었다.

소속기관에서 생산하고 있는 데이터의 격자 크기로 

10m는 27%, 30m는 14%, 1km는 31%, 기타(5m, 100m)

는 28%로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일반인 

응답자들에게서는 전문가 집단에 비해서 다양한 크기

의 격자가 사용되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데이터에 따라 다양한 격자의 크기를 사용 중인 것으

로 조사되었다.

또한 현재 타 기관에서 생산한 격자데이터의 활용 

여부에 관한 수요를 파악하고 활용하기 어려운 사항

에 대한 이유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에서 응답자의 

64% 이상이 격자데이터를 활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타 기관에서 생산한 격자데이터를 활

용하기 어려운 점으로 최신성(갱신) 확보가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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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Result of demand survey (Ordinary)

는 의견이 22%, 체계가 상이하다는 의견이 27% 등으

로 나타나 격자 기반으로 생산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의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이에 따라 격자체계 도입시 희망하는 격자 크기 

및 활용 여부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10m, 

30m, 1km, 4km, 10km, 100km, 기타 등 다양한 격자 

크기에 대해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다. 조사 결과, 격자좌표체계 도입 시 희망하는 격자 

크기에 대한 답변은 10m는 49%, 30m는 23%, 1km 

25%로 10m, 30m, 1km의 크기의 격자에 대해 전 분야

에 걸쳐 80% 이상의 수요가 파악되었다.

3.2.3 수요조사 결과 분석

첫째, 격자데이터의 생산을 위해 다양한 좌표계의 

공간정보가 활용 중이지만, 서로 다른 체계로 인해 상

호 연계 활용에는 많은 제약이 있으므로, 단일화된 격

자체계로 통일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

이 확인되었다. 

둘째, 격자의 크기에 대해서는 사용 목적 및 시스템

에 따라 다양한 요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

었다. 

셋째, 격자데이터의 생산 및 활용을 위한 기준구축, 

격자데이터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이 모두 필요할 것으

로 판단되고, 격자체계 도입 시 격자데이터의 생산 및 

활용 분야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판단되었다. 

넷째, 국가격자체계 도입에 대한 설문 답변의 기타 

의견으로는 활용 사례에 대한 사례집 배포로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발전시켰으면 한다는 점과, 

국가격자체계 구축 시 변환 프로그램이 함께 개발되

어 배포되었으면 한다는 점, UTM-K의 활용성과 비교

하여 단일화된 격자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 등

이 확인되었다.

3.3 국가격자체계 설정방향

격자자료의 국내사례와 국외사례 활용현황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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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도출되어지는 국가격자체계 설정방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로, 행정자치부, 기상청 등 각 기관에서 각각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격자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 것

을 확인하였으며, 격자의 분할방식이나 원점 등이 서

로 상이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통일된 격자원점과 

격자분할방식의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며, 이

를 통해 타 기관에서 이미 구축된 격자 자료를 또다시 

구축하는 데에 소요되는 경제적․시간적 손실을 줄일 

수 있고 구축되어져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하나의 

기준 안에서 함께 활용하여 이전에는 불가능 했던 분

석이나 예측 등을 하는 것이 가능해 질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로, 생산하고 사용하는 격자의 크기가 달랐다. 

다양한 크기의 격자가 목적에 따라 생산되어 사용되

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국내외 사례조

사 및 수요조사 결과 국내외 모두 1m×1m까지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를 통해 국가가 표준으로 

제시하는 격자체계는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크기로 구축되어야 한다. 

셋째로, 국내 격자체계 조사를 통해 격자체계에 대

한 수요가 공공의 영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민간의 

영역에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공

간정보에 대한 일반인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시

점에서 볼 때, 격자라는 단일화된 체계로 생성되고 향

후 구축되어지는 데이터들이 보안 등의 이유로 제한

되는 자료가 아닐 경우, 필요로 하는 모든 수요자들이 

쉽고 편리한 방법으로 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격자 자료에 대한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사료

된다. 따라서 격자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쉽

게 접근 가능하고, 다양한 격자데이터들을 공유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며, 어떻게 공유하는 

것이 수요자들에게 실질적인 효율성을 가져다주는지, 

어떤 방법과 어떤 형태의 자료로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 상호활용에 더 용이할 수 있는지에 대해 추가적

인 연구와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국가격자체계안

국가격자체계를 서비스 기반의 활용측면에서 보면, 

GPS 좌표와의 연계를 고려하여 현재시점의 서비스뿐

만 아니라 향후 이루어질 수 있는 신규 위치기반 서비

스를 고려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쉽게 이해하고 파악

할 수 있는 격자체계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

격자크기는 격자데이터 가공에 사용되는 수치지형

도, 수치표고자료 등 원시자료의 해상도 및 구현 가능

한 최적 정확도와 사용되는 격자데이터의 용도를 고

려해야 한다. 격자크기의 세분화가 정확도, 품질 측면

에서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현재 구축 

상황과 수요조사 등을 통해서 격자의 크기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여 본 연구와 같은 격자크기를 제시하였

다. 향후 세분화 된 격자체계 및 데이터 생산은 단계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국가격자체계의 격자별 크기에 있어서 

100km×100km, 10km×10km, 1km×1km 구간 까지 격

자경계를 체계로 설정하고, 그 이하의 크기인 100m× 

100m, 30m×30m 등에 대해서는 포인트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격자체계를 위치 

등을 찾아보기 위한 하나의 레이어체계, 서비스프레

임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구체적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구성해 주는 것이 격자에 관한 속성

정보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100km×100km 격자의 경우 프레임만 존재하는 것

이고, 실질적인 격자에 부여된 속성은 10km와 그 아

래 100m 정도까지 속성정보를 갖는 것으로 정하였으

며, 그 사이에는 위치를 표현하거나 속성정보가 포함

된 체계를 확장할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Figure 

8과 같이 수직적 일관성 및 수평적 일관성을 확보하도

록 하였다. 

Figure 8. Vertical and horizontal consistency of Grids

4.1 국가격자체계 정의

우선, 국가에 대한 개념적 정의로서, 대한민국 헌법

에서 우리나라 영토의 범위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로 한다.”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포함

하는 격자의 범위는 우리나라 동서남북방향 4극을 포

함(독도, 마라도 및 이어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다음으로 격자에 대한 개념적 정의로서 “격자”라는 

용어로 사용될 수 있는 용어는 Table 4와 같이 크게 

세 가지 의미로 표현할 수 있다. Figure 9는 각 용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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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Definition of words

Words Concept Remarks

Lattice
Mathematic concept 

Arbitrary set the network

Concept of 

Frame

Grid
Computation concept

Classification by data type

Most similar 

with this study

Pixel

Optical, Colored concept

Usually used Photo field as 

‘resolution’

Figure 9. Lattice, Grid and pixel concept

개념별로 도식화 한 것이다. 본 연구의 격자는 데이터 

유형에 따른 분류와 틀의 개념으로 Lattice 및 Grid의 

개념을 도입한다.

앞서 정의한 “국가” 및 “격자”에 대한 정의에 따라, 

국가격자체계를 “국가에서 기준으로 제시하는 좌표

정보를 포함한 한반도지역의 격자 형태의 프레임과 

격자형 자료”로 정의한다.

국가격자체계의 도입을 위해서는 격자 형태에 대한 

수준과 정의를 국가에서 지정해야 하며, 그에 맞게 가

공된 자료들을 국가격자체계에 맞는 국가격자데이터

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국가격자데이터들은 각 격자

데이터에 다양한 내용들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를 속

성이라고 정의한다.

위성자료 및 항공사진 등으로부터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하여 지도화 작업을 수행해온 것을 고려하면 격

자틀의 체계가 없었지만 데이터 자체는 격자형 자료

에서 출발했다고 할 수 있다. 격자형자료에서 가볍고 

분석이 용이한 지형지물단위의 자료로 축약하고 추상

화하던 것에서 고해상도 영상의 보급. 하드웨어 및 소

프트웨어의 충분한 공급으로 대용량의 데이터들이 쉽

게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되었다. 

또한 정보통신분야의 요소기술이 GIS 분야에서도 

도입됨으로써, 사용자들은 단순한 가시화를 넘어 의

미를 찾기 시작하였으며, 지리정보의 활용과 효용에 

관심을 갖게 됨으로써 지리정보를 문제해결의 도구로 

활용하는 수요가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격자의 형태 및 표준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이는 우리가 

직면하는 여러 문제들이 다양하고 복합적인 상황이 

결합되어 있어 각각의 격자들로는 문제의 해결이 불

가능한 상황이어서 해양, 기상, 육지 등 전 분야 자료

의 통합이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이다. 실제 유럽과 

일본은 통계와 위치정보들을 격자체계와 연계하여 서

비스하고 있으며 자료의 상호운영을 위해 여러 수준

의 격자체계를 제공하여 위치정확도까지 확보하고 있다. 

기존에 생산되어 있는 점, 선, 면 형태의 지리정보 

데이터들이 많이 존재하지만 문제해결을 위한 여러 

활용모델에서는 각 점, 선, 면 자료의 값들 보다는 대

푯값이 필요하고, 확산모델 및 시계열 분석 등을 위해

서도 일정한 틀의 통계자료가 포함된 대푯값이 필요

한 상황이다. 정확도뿐만 아니라 추세와 핵심을 볼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한데, 이에 격자 형태의 자료가 더 

적합하다. 

사용자들의 측면에서도 격자 형태의 데이터가 더 

유용할 수 있는데, 지형지물의 정확도에 기초하여 여

러 수준의 격자를 제공하면 정확한 데이터를 더 잘 

쓸 수 있으며 모든 사용자가 점, 선, 면 데이터를 확인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확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통된 수요에 따른 가치 있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

다면 정확도와 사용자들의 만족도를 모두 높일 수 있

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격자의 틀에 맞는 필요한 속성

정보를 정의하는 것은 격자를 나누는 작업보다 활용

에 있어서는 더 의미 있는 작업이 된다. 기본적으로 

격자의 크기에 따라 격자에 담을 속성정보가 달라져

야 하며 그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4.2 국가격자체계 속성항목 정의

4.2.1 격자크기 30m로 표현할 속성

30m 격자는 가장 상세한 격자크기로 기존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고 개별적인 구축이 이루어진 격자크기이

다. 평균적으로 1초에 해당되는 크기로 인식되고, 기

존 도분초 경계기반의 지도 도곽에 기초하여 분할하

는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 기존의 격자는 도곽별로 

격자 개수는 같지만 북으로 갈수록 크기가 작아지는 

반면, 본 연구의 30m 격자는 거리기반 격자이며 크기

가 모두 동일하며 기존 1초 자료와 구별된다. 30m 자

료 속성의 본질은 기본적으로 도시환경 내 모델링과 

방재시뮬레이션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대상으로 정리

하였으며, 선정근거는 실무적 경험과 활용사례, 해외

사례 등에서 도출하였다. 구축안은 GIS 분석 소프트

웨어에서 주로 사용되는 명령어를 중심으로 정리하였

으며, 이는 하나의 안으로 제시되는 것으로 기술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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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1) DEM자료 

수치표고자료 LEVEL 2에 기 구축된 자료로 수치표

고자료를 원하는 기관이 가장 많이 사용한다. 

2) 건물자료

건물의 일부가 포함된 경우와 그렇지 아니한 경우

를 구분하여 0과1로 구분하며, 연속수치지형도에서 

건물 폴리곤과 격자를 중첩(intersect)하여 불리언 계

수로 표시한다. 간략히 좁은 도시의 건물분포를 분석

하는 경우 활용한다.

3) 도로자료

도로의 일부 또는 전체가 포함된 경우를 구분하여 

0과 1로 구분하며, 연속수치지형도에서 도로 폴리곤

과 격자를 중첩(intersect)하여 불리언 계수로 표시한

다. 재난관리 분야에서 도로 유무 파악에 직관적 판단

과 인프라 관련 정보확인에 활용한다.

4) 지하철역, 정류소 등 주요지점

연속수치지형도에서 포인트 자료 또는 폴리곤 자료

와 격자와 중첩하여 계수로 표시한다.

5) 다리자료

전국의 13만개의 다리를 대상으로 다리의 종류와 

상관없이 다리가 포함된 셀에는 불리언 값으로 표시

한다. 

4.2.2 격자크기 100m로 표현할 속성

100m 간격의 격자는 몇 개 격자가 하나 동이 포함될 

수 있는 범위이면서 30m 단위보다는 큰 격자이나 명

칭을 붙이거나 할 경우에는 가장 작은 단위의 자료가 

된다. 100m 격자는 약 3초 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불투수층여부는 홍수모델이외 수리 수문모델에서 다

양하게 활용이 가능한 정보로써 추가하였다. 상･하수

처리지역, 비처리지역은 현재 국내 환경예산의 상당

부분이 수질관리에 사용될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지만 

이와 관련한 정보가 지하시설물 관리 및 하수도시스

템 관리체계와 연계되지 않아 격자로 가공된 자료를 

통해 처리구역의 정보를 제공하여 데이터연계성을 높

이고자 하였다. 지하활동지수의 경우 지하에서의 경

제활동, 교통이동 등이 다양화되고 복잡해지면서 복

합재난예방을 위한 기초자료활용을 위해 제공을 하였다.

1) 불투수층 여부

환경모델링에 사용될 수 있도록 투수층과 불투수층

으로 구분하였으며, 공간영상과에 있는 영상자료와 

환경부 토지피복 대분류 자료를 병합하여 불투수층 

여부를 0과 1로 구분하여 구축한다. 중소하천 홍수모

델링에 활용가능하다.

2) 하수처리지역 및 비처리지역

환경부와 국토부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으로, 

100% 하수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군 단위 지하시

설물이 완료되는 시점에 활용가능하다. 지하시설물 

통합시스템에서 하수도망데이터와 일부라도 중첩하

는 지역을 정리한다. 하수관거는 내수침수여부를 파

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3) 상수도 공급지역 구분

마을 상수도 및 지하수 활용지역과 광역상수도 및 지

방상수도가 공급되는 지역 정보를 가지고 격자화 하

여 정리하며, 상수도 공급율을 지도화하여 제공한다.

4) 격자 표면 거칠기 정보

수치고도자료 DEM 자료를 활용하여 격자별 평균

값과 표준편차를 등급화 하여 정리하며, 격자별 표면

거칠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 대기 및 수질 방재 

등의 환경정보에 활용된다. 

5) 지하활동 지수

각 격자별로 지하에서 활동이 발생할 수 있는 정도를 

표현하는 지수로, 지하철 지하구간에 대한 정보자료, 

건축물 DB에서 층수정보에서 지하정보를 도출, 시설

관리공단에서 지하상가 등의 DB를 취합하여 지하 생

활공간 유무 또는 그 정도를 상대적으로 표시한다.

6) 전기시설 기초 밀도지도

발전소, 철탑, 변전소 등이 소재여부 표시하며, 주요 

철탑, 발전소, 변전소 정도의 위치 값을 점 데이터로 

받아서 격자내부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

도록 한다. 기관간의 자료 공유에 대한 거부감을 최소

화하여 정보화함으로써 방재시설관리를 강화하는데 

활용된다.

7) 방송통신시설 기초밀도지도

송신국, 수신국, 기지국 관련 밀도를 상대적으로 나

타내며, 통신국의 기지국 포인트 자료를 격자에 뿌려

서 밀도를 상대적으로 표현한다. 기관간의 자료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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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거부감을 최소화하여 국가 안전시설관리를 

강화하는데 활용된다. 

4.2.3 격자크기 1km로 표현할 속성

1km 격자는 100m 속성정보의 내용에 관하여 보안

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정보를 개략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에 1km 격자 안에 들어갈 속성정보에 대한 

것은 필요에 따라 100m 격자로 작성하여 1km로 취합

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할 수 있다. 1km 격자의 속성

정보 중 밀도지도는 OECD문서를 만드는 기초자료로 

활용하면서 정밀도 또한 고려하여 격자별로 만들어진 

결과를 다시 10km 격자로 취합하여 표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도로, 수자원, 건물 등 기본지리정보를 주기

적으로 정리하면 국토변화에 대한 통계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1) 도로밀도지도

도로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표시하며, 격자와 도

로폴리곤을 중첩시켜 정리한다. 방재, 안전, 환경분야

에 다양한 분야에 활용된다.

2) 4차선이상 주요도로 및 철도밀도지도

4차선이상의 도로와 철로가 등 주요간선도로 비율

을 표시하며, 도로폴리곤을 중첩시켜 정리한다. 방재, 

안전, 환경분야에 다양한 분야에 사용가능하며, 상업

적으로 입지분석에 활용된다.

3) 하천밀도지도

하천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표시하며, 격자와 하

천폴리곤을 중첩시켜 정리한다. 방재, 안전, 환경분야

에 다양한 분야에 활용된다.

4) 댐 및 저수지 밀도지도

전국 2만 여개의 댐과 저수지가 포함된 밀도지도를 

나타내며, 격자와 댐의 폴리곤을 중첩시켜 정리한다. 

수자원은 도시활동에 기초가 되는 정보로, 정수장, 취

수장 등의 환경처리시설을 포함하여 활용가능하다.

5) 집단주거지 밀도지도

5층 이상의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 표시하며, 격자

와 아파트 건물(속성정보에서 추출)을 중첩시켜 정리

한다. 

4.2.4 격자크기 10km로 표현할 속성

10km 격자는 통계적인 속성이 가장 두드러지며 

OECD의 표준통계에 미리 준비하여 인구와 같은 도시

화정도, 식량생산 밀도지도, 주택밀집도, 학교밀집도 

등 통계목적의 격자속성을 많이 포함시켰다.

1) 도시화정도 표시(인구, 도시화)

전국을 최소의 격자로 표시하면서 국민활동을 정리

하여 표출하고자 하는 정보로써 1km 격자의 정보에 

가중치를 주어 합계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구축한다. 

국가격자통계로 유럽, OECD 통계에 미리 준비하는 

수준의 자료로 활용된다.

2) 육지식량 생산 밀도지도(식량)

전국의 논, 밭, 비닐하우스 등 농업에 관련된 토지이

용 정도를 상대적으로 표현한 밀도지도로써, 영상분

류법에 의한 정보와 환경부 토지피복도를 재가공하여 

정리한다. 농작물 지도정보를 국립농업연구원에서 주

는 것과는 달리 전체적인 개괄파악을 위한 정보로 활

용된다.

3) 바다식량 생산 밀도지도(식량)

전국의 양식장 관련 정보를 상대적으로 표현한 밀

도지도로써, 지자체의 양식장 관리시스템에서 경계자

료를 확보하여 격자에 밀도화시켜 표현한다. 

4) 주택밀집도(주거)

전국의 거처 관련 통계청의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

하며, 포인트 데이터를 확보하여 상대적인 밀도로 표

현한다. 삶의 기본기능을 충족시키기 위한 생활공간

의 구성 파악을 위해 활용된다.

5) 학교밀도(교육)

전국의 공교육기관에 대한 분포를 초등, 중등, 고등 

교육기관으로 구분하여 정리하며, 교육부 자료 또는 

기본지리정보를 통해서 밀도화하여 표현한다.

4.3 국가격자체계 데이터

국가격자체계의 데이터는 Table 5와 같이 공간정보

데이터를 기본으로 하며, 항목으로는 DEM, 연속수치

지도, 정사영상 등의 기초속성 정보로 구성된다.

연속수치지도에서는 건물, 도로, 식생, 수계 등으로 

구성되며, 각각의 속성정보를 격자 타입 별로 Figure 

10과 같이 데이터를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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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Attribute data list

Grid 

Type

Attribute 

data
Contents

Type 1

(30m 

×30m)

Basic 

class

･ DEM, Building, Roads, Vegetation, 

Water system

High 

class

･ Main stations, bridge

･ Living organism, Manhole, 

Government office

Type 2

(100m 

×100m)

Basic 

class

･ DEM, Building, Roads, Vegetation, 

Water system

High 

class

･ Impervious layer, wastewater disposal, 

water supply facilities, Surface 

roughn ess, underground water, 

Electric facilities, broadcasting 

communication facilities

Type 3

(1km 

×1km)

Basic 

class

･ DEM, Building, Roads, Vegetation, 

Water system

High 

class

･ Road density, Main Road over 

four land and railroad, Stream, 

dam and reservoir, group residential, 

manhole, government office

･ Vegetation vigor, population 

density, urban planning information 

system

Type 4

(10km 

×10km)

Basic 

class
-

High 

class

･ Mark the urbanization, ground 

food, ocean food, house density, 

school density

Figure 10. Data creation process

4.4 국가격자체계 발전방향

본 연구에서는 국가격자체계의 실효성 및 향후 활

용성 확보를 위해서 보다 다양한 고급속성정보 구축, 

검색이 가능한 맞춤형 통계정보 확보, 국가격자데이

터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지도학적․공간통계학적 

논리 확보, 통합기초정보체계 구축 등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국가격자체계 및 데이터의 이용활성을 위해

서는 보다 다양한 고급속성정보를 구축해야한다. 그

러기 위해서는 타 기관 및 시스템에서 생산 및 가공되

는 격자데이터가 국가격자체계의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여 고급속성정보의 다양성 및 지속적인 데이터 확

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공공기관 외 민간부분의 향후 수요와 서비스 

편의성 확보를 위하여 검색이 가능한 맞춤형 통계정

보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는 데이터와 메타데이터 체

계로 구성된 데이터체계이나 향후 인터넷 및 모바일 

환경에서 편리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보를 제

공하기 위해서는 국가격자데이터에 대하여 정의를 추

가해야 한다. 

셋째, 국가격자데이터의 활용 촉진과 품질확보를 

위하여 국가격자데이터 생산 및 관리에 대한 가이드

라인과 생산 및 활용지원을 위한 소프트웨어개발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의 격자데이터 생산방법으로는 

격자에 속성을 부여하는 개념이나 향후 공간단위로서

의 격자체계에서 자료작성체계를 제시하고, 이와 관

련된 소프트웨어 개발 및 보급을 통하여 보다 다양한 

수요기관이 국가격자체계의 기준을 따르면서 다양하

고 많은 정보를 편리하게 생산, 유통,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한다.

넷째, 지도학적․공간통계학적 백업체계 마련으로 국

가격자데이터는 그 해당격자의 속성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정보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하여 표현 단계구

분에 대한 기준과 지도학적 묘화에 대한 정의 및 관리

연구가 요구된다.

다섯째, 해양, 환경, 방재, 서비스 등의 공공분야와 

모바일, 상권분석 등 민간분야의 우수사례의 발굴을 

통하여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UN GGIM, PCGIAP 등 국제협력과정

에 새로운 형태의 통계정보체계를 구축하고, 국제적

으로는 동아시아권역 국가별 격자체계 마트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국가격자체계의 국제표준, 조직 및 

인력구성 등에 대한 국제화 방안연구가 요구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공간정보 격자체계 활용현황과 국가

격자체계의 개선방향설정을 다음과 같이 수행하였다. 

첫째, 국내외 격자체계의 활용현황을 조사하여 국

내에서는 각 기관에서 격자데이터를 생산하는데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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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인력, 비용을 투자하지만 기관별 공유가 어려운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국외에서는 국가차원의 격자체

계를 구축하고 격자의 기준, 분할방식, 격자크기에 따

른 종류 등을 명시하여 다양한 기관에서 활용하고 있

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활용현황조사 결과, 문제점을 바탕으로 관계

기관, 관련분야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국가격자체계 

도입에 대한 실질적인 자료항목 및 방향설정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격자체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쉽게 접근가능하고 이용에 편리함을 

느끼며, 자료의 상호활용에 용이하도록 국가격자체계 

설정방향을 정하였다.

셋째, 국가격자체계를 도입하는데 사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이해를 도모하고자 국가격자체계 관련 용어

의 정립과 정의, 국가격자체계의 필요성을 제시하여 

국가격자체계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였다.

넷째, 국가격자체계의 격자크기별 속성항목을 정의

하였으며, 국가격자데이터 구성방안 및 국가격자체계

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향후 본 연구에서 구축한 국가격자체계의 안정적인 

정착과 국가격자데이터의 활용촉진, 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각 기관에서 활용하는 데이터의 교류 및 공유가 

활발히 이루어 질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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