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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우리나라는 공간정보 활용을 해 업무별 공간정보 응용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나 정보에 한 공유 활용도가

낮아 국토교통부를 심으로 공간정보 시스템의 공동활용을 한 체계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 하고 있는 공간정보 응용 시스템 황을 조사 분석하고, 무인항공 상을 이용한 공간정보 응용 시스템의 공동활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 다. 연구를 통해 기존의 공간정보 응용 시스템의 기능이 민서비스에 집 되어 있고, 행정부서 간

데이터 공유 활용이 어려운 실정임을 악하 다. 한, 공간정보 응용 시스템의 공동활용을 해 무인항공 상 기반의

임차 용면 차이 산출, 무단 유지 정보 확인 등 방안을 제시하 으며, 공간정보 응용 시스템 공동활용을 한 벡터

표시, 면 계산, 보고서 생성 등 추가 기능을 도출하 다. 향후 추가 인 연구를 통해 공간정보 응용 시스템의 기능 추가가

이루어진다면 련 분야의 장실태조사 정책결정의 기 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며, 공간정보 분야의 경험이 없는

비 문가도 정확도 높은 공간정보를 다양한 분야에 활용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공간정보, 데이터 공유, 무인항공기, 시스템 활용, 정사 상

Abstract Korea is constructing geospatial information application system for geospatial information utilization, but 

it is trying to establish a system for joint use of geospatial information system centering on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Transport due to the problem of shar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and analyze the 

geospatial information application system operated by local governments, and to suggest the application of geospatial 

information application system using unmanned aerial images. As a result of the research, it was found that the 

functions of existing spatial information application system are concentrated on the public services and it is difficult 

to share and utilize data between administrative departments. In addition, the utilization of the system using 

unmanned aerial image has been suggested, and additional functions such as vector display, area calculation, and 

report generation have been derived to improve the usability of geospatial information application system. If 

additional functions of spatial information application system are added through further studies in the future, it will 

be possible to use it as a basic data of field survey and policy decision in related fields. And non-experts will be 

able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work by utilizing highly accurate geospatial information in various f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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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최근 IT 기술의 발 으로 다양하고 방 한 정보가 양

산되고,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다[1,2]. 특히, 공간정보에

한 변화는 매우 민감하며, 도시의 경우, 공간정보의 유

동성이 높은 지역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공간정보를 취

득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3].

우리나라는 행정업무 효율성 향상을 해 공간정보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업무별 공간정보 응용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4]. 하지

만 정보에 한 공유 활용도가 낮아 국토교통부를

심으로 공간정보 시스템의 공동활용을 한체계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5,6]. 한편, 무인항공기는 최근 공간정보

구축을 한 효과 인 시스템으로 심이높아지고 있다

[7]. 무인항공기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자동비행을 통

해 데이터를 취득하는 항공기를 의미하며[8,9], 4차 산업

명의 핵심기술 국토교통부 7 신성장 육성사업의

일부로 심이 증가하고 있다[10]. 무인항공기는 유인항

공기에 비해 렴한 비용으로 운용이 가능하여 농업, 통

신, 엔터테인먼트는 물론 공간정보 분야에 범 하게

활용되고 있다[11]. 국내 무인항공기 시장은 무인항공기

제작과 활용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시장의 규모는 2025

년까지 6,000억원 이상으로 망되고 있다[12]. Fig. 1은

국내 무인항공기 시장의 규모 망을 나타낸다.

Fig. 1. The Size and Prospect of Domestic Unmanned

Aerial Vehicle Market[13]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 하고 있는 공간

정보 응용 시스템에 한 황을 조사하고, 시스템의 기

능을 분석한다. 한편, 무인항공 상을 이용한 공간정보

응용 시스템의 활용 방안 제시를 해 무인항공 상을

구축하고, 이를 이용한 시스템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 다. Fig. 2는 연구흐름도를 나타낸다.

Fig. 2. Study Flow

2. 공간정보 련 시스템

본 연구에서는공간정보 련 시스템 황 조사 기

능 분석을 해 역시와 충청남도에서 운 하고 있

는 공간정보 련 시스템을 조사하 다. Fig. 3은

역시에서 운 하고 있는 공간정보포털을 나타낸다.

Fig. 3. Geospatial Information Portal of Daejeon[14]

역시의 공간정보포털은 지도서비스, 3차원공간

정보, 오 API의 메뉴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메뉴의 기

능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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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u Function

Map Service

Introduce
location

Real Estate Information
Theme Map

Living Facilities
Analysis

3D Geospatial Information V World Link

Open API
Information Use

Open API

Table 1. Function of Daejeon Geospatial Information

Portal

역시 공간정보포털은 도로명과 지명으로 치

를 검색할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며, 인구, 토지, 주택, 환

경, 복지 등 다양한 주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

다. 한 필지에 한 지목, 면 , 토지이용계획 등의 부

동산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Fig. 4는

역시공간정보포털의 부동산정보를 나타낸다.

Fig. 4. Real Estate Information[14]

한 일반 인 포털서비스와 같은 항공사진을 검색할

수 있으며, 총인구, 교육기 , 시설물, 치안 안 련

통계자료를 이용한 범례 표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Fig. 5는 충청남도에서 운 하고 있는 공간정보포털을

나타낸다.

Fig. 5. Geospatial Information Portal of Chungnam[15]

충청남도의 공간정보포털은 생활공간정보, 기상정보,

주제도, 통계정보, 부동산정보의 메뉴로 구성되어 있다.

Table 2는 충청남도 공간정보 포털의 기능을 나타낸다.

Menu Function

Life Geospatial Information Address Search

Weather Information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Lick

Thematic Map

Land use plan
Soil Use Recommendation

Demographic
Soil Aptitude

Status of Industrial Complex

Statistical Information
Building
Land

Administration

Real Estate Information
Appraised Value of Land

Land use plan
Government Link

Table 2. Function of Chungnam Geospatial Information

Portal

충청남도 공간정보포털은 항공사진을 기반으로 지

도를 첩하여 검색할 수 있으며, 토지이용계획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 한 국토교통부, 기상청, 통계청 등국가

기 서비스와 연결을 통해 건물 토지에 한 통계자

료와 3차원 공간정보 서비스를 사용자가 열람할 수 있도

록 하고 있다. Fig. 6은 충청남도 공간정보포털의 검색화

면을 나타낸다.

Fig. 6. Map Search of Chungnam Geospatial Information

Portal[15]

지방자치단체에서 운 인 공간정보 응용 시스템은

공간정보 포털의 형태로 제공되고 있으며, 부분의 기

능이 지도 통계자료에 한 검색 열람으로 민서

비스에 집 되어 있음을 알수 있었다. 한 제공되고 있

는 항공사진은 부분이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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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진으로 최신의 데이터가 아니며, 해상도 한 일

반 포털사이트와 비슷한 수 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상 공간정보 응용 시스템은 지 정보를 기반으로 한

민서비스로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지만 지

이외의 건설, 농림, 세무, 하천, 산림 등 타 부서와의 데이

터 공유 활용이 어려울 것으로 단된다.

3. 시스템 활용 향

공간정보 응용 시스템의 공공분야 활용성을 높이기

해서는 공간정보를 필요로 하는 부서에서정책 결정을

한 분석자료로 활용이 가능해야 한다. 한편, 무인항공

상은 기존의 항공사진에 비해 상지역의데이터를 신

속하고 경제 으로취득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본 연구

에서는 공간정보 응용 시스템에서 무인항공 상의 활용

성을 악하기 해 연구 상지를 선정하고, 무인항공

상을 제작하 다.

연구 상지역은 경기도 일원으로 데이터 취득에는 회

익 무인항공기를 이용하 으며, 무인항공 상의 정확

도를 높이기 해 지상기 을 설치하 다. Fig. 7은 연

구 상지를 나타낸다.

Fig. 7. Study Area

무인항공기의 촬 고도는 150m이며, 종‧횡 복도는

80%로 하 다. 촬 된 상은 총 1,097매이며, 촬 면

은 1,400m, 세로 800m이다. 무인항공 상 구축을 한

자료처리는 Inpho UAS Master 소 트웨어를 이용하

으며, tie point추출, 지상기 측, 지형모델 생성, 무

인항공 상 구축의 과정이 수행되었다. Fig. 8은 자료처

리 화면이며, Fig. 9는 자료처리를 통해구축된 무인항공

상을 나타낸다.

Fig. 8. Data Processing Screen

Fig. 9. Ortho Image by UAV

공간정보 응용 시스템의 활용성을 높이기 해서는

검색 열람기능 이외에 정책결정을 한 분석 기능

이 추가되어야 한다. 한 지방자치단체의 공간정보 응

용 시스템의 복 구축을 방지하기 해 기존 시스템을

활용한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Fig. 10과 Fig. 11은

무인항공 상을 이용한 공간정보 응용 시스템 활용의

를 나타낸다.

Fig. 10. Application Samp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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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Application Sample 2

Fig. 10은 면 산출기능을 통해 임차면 과 용면

의 차이를 산출한 것이며, Fig. 11은 무단 유지에 한

정보를 표기한 것이다. 기존 시스템에 무인항공 상의

탑재가 가능하며, 지 도와 같은 정보를 첩할 수 있기

때문에 , 선, 면 형태의 벡터를 표기하는기능과 면 산

출 기능을 추가한다면 민 서비스 외에 건설, 농림, 세

무, 하천, 산림등 다양한 분야에 장실태조사 정책결

정을 한 기 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한 공간

정보 분야의 경험이 없는 비 문가도 정확도 높은 공간

정보를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고 결과물을 생성할 수 있

도록 지원함으로써 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Fig. 12는 공간정보 응용 시스템의 기능 개선을

통한 활용 방안을 나타낸다.

Fig. 12. Application of Geospatial Information 

Utilization System Improvement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 하고 있는 공간

정보 응용 시스템 황을조사 분석하고, 무인항공

상을 이용한 공간정보 응용 시스템의 활용 방안을 제시

하고자 하 다.

1.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공간정보 련 시스템은 부

분의 시스템 기능이 민서비스에 집 되어 있고,

제공되고 있는 항공사진 부분이 최신의데이터가

아니며, 해상도 역시 일반 포털사이트와 비슷한 수

으로 행정부서 간 데이터 공유 활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2. 연구 상지에 한 무인항공 상을 제작하고, 결과

물을 이용한 임차면 과 용면 의 차이 산출, 무

단 유지정보확인등 시스템의 활용 방안을 제시

하 다.

3. 기존 지방자치단체의 공간정보 응용 시스템활용성

을 제고하기 한벡터표시, 면 계산, 보고서 생성

등 추가가 필요한 기능들을 도출하 다.

4. 공간정보 응용 시스템은 기능 개선을 통해 련 분

야의 장실태조사 정책결정을 한 기 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며, 공간정보 분야의 경험이 없

는 비 문가도 정확도 높은 공간정보를 다양한 분

야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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