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관리 미래동향 :
향후 5~10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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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2011년 10월 한국에서 개최된 글로벌 공간정보 관리(UN-GGIM)에 대한 유엔
전문가위원회의 1차 회의에서, 위원회는 향후 5년간 산업발전 및 10년 간 개발
에 대한 공간정보 분야 지도자들의 생각을 문서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합의하
였습니다.
이를 통해 공간정보 커뮤니티의 광범위한 분야의 많은 전문가들과 데이터 취득
전문가로부터 교수, 공간정보 학계 주요 사용자, 민간 부문의 주도적 참여자, 사
용자 참여형 공간정보(VGI) 움직임에 이르는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미래 전문가
들에 공간정보 분야의 새로운 동향에 대한 그들의 견해를 피력해 달라고 요청하
였습니다. 또한, 모든 회원국들에게도 이에 대한 의견를 요청하였습니다.
공간정보 커뮤니티의 다양한 분야에 걸쳐 각 개인들의 서면 답변을 받았고,
2012년 4월, 암스테르담에서 이러한 참여에 대해 검토하고 주요 동향에 대한
합의를 찾기 위한 후속 논의 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이 문서는 제출된 서면의견
과 2012년 4월 논의에서 나온 피드백을 반영하여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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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글 및 면책사항
현재 이 문서에서 피력된 의견은 서면의견을 기반으로 하며 또한 이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2012년 4월에 개최된 포럼에서 논의된 피드백을 바탕으로 한
동향입니다. 때로는 참여자들로부터 상충되는 의견이 제시되었지만, 주요 동향
에 대해선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이 문서의 초안은 2012년 8월 뉴욕 유엔 글로벌 공간정보관리 전문가 위원회
2차 세션에서 제출되었으며, 본 버전은 세션을 통해 이뤄진 피드백과 그 후 제
출된 문서를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쪼개어 의견을 개진하고, 2012년 4월에 열린 포럼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서 말미에 도움을 주신 분들의 목록이 있습니다.
이 문서는 저작권과 기타 지적재산권에 의해 보호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
다. 문서의 전체 또는 일부는 ‘공간정보관리 미래동향: 향후 5~10년 비전,
2013년 7월’ 을 인용하거나 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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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공간정보 분야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지난 10년 동안 공간정보산업의 상당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정부 및 기업의 고위 의사결정자들에
게서 공간정보가치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어 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직접적으로 위치정보에 접근하게 하는 수단인 인터넷, 모바일 장치 및 위치기반
서비스(LBS)의 폭발적인 증가는 전 세계 사람들이 공간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
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유엔 글로벌 공간정보 관리 전문가위원회(UN-GGIM)는 회원국들의 협업․지식공유․
공간정보기반 구축을 보장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이러한 임무는 공간정보가
경제발전 , 주요 서비스 제공 및 지속가능한 개발을 뒷받침하고 이를 통해
전 세계인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인식에 기반을 둡니다.
제 1 차 전문가위원회에서는 향후 5~10 년 공간정보 관리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주요 동향 문서화가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에 동의하였습니다.
전 세계 저명한 전문가들에 서면의견을 요청하였고, 모든 회원국에게도 의견제출이
요청되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의견을 정리하고 합의를 찾기
위한 후속조치 차원의 포럼이 2012년 4월 암스테르담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 후 논의를 거쳐 전문가위원회 참석 회원국들로부터 의견공유 목적으로 실시된
2012년 8월 뉴욕 전문가위원회 2차 세션에서 이 문서의 초안이 제출되었습니다.
2차 세션에서 언급된 것 중 하나는 공간정보 이용 관련입니다. 활용에 초점을
맞추고 ‘활용’을 반영한 문서들이 초기에는 적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간
정보가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활용과 이를 통한 가치인식 고취는 UN-GGIM 의
주요 활동 중 하나로 인식될 것입니다. 회원국들에 의해 제출된 다양한 공간정보
활용사례들은 고위 의사결정자와 이해관계자들에게 위치 중요성을 입증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며, 공공서비스의 효율적인 전달을 더욱 용이하게 할 것입니다.
전

세계

각지에서

제출된

공간정보

활용사례는

UN-GGIM

웹사이트인

ggim.un.org에서 보고서의 보완을 위해 게시됩니다. 보충물들은 추후 추가 및
갱신될 것이며, 고위 의사결정자와 이해관계자에게 ‘왜 위치가 중요한가?’를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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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입니다.
바라건대 이 보고서와 동반되는 활용사례들은 모든 국가와 정부에게 위치의 중
요성을 증명할 수 있게 도울 수 있으며 공간정보가 국가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
이라는 것을 인지시킬 것입니다.
불가피하게 회원국들은 각기 다른 시기에 다양한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지만, 향
후 5~10년간 많은 회원국들이 상당한 유사문제와 더불어 기회를 맞이할 것을
확신하며, 저희가 예상하는 많은 부분들이 이 보고서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UN-GGIM 은 이런 공통 문제 및 기회에 대해 공유하고, 귀중한 경험과 우리가
갖고 있는 전문지식을 교환하여 서로를 지원하는 소중한 협의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Dr Vanessa Lawrence CB
Director General and Chief Executive, Ordnance Survey
and Co-Chair, UN-GGIM
2013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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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현대에는 공간정보의 활용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정부․민간
부문 모두에서 위치 및 장소에 대한 이해가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요소라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간정보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시민들과
심지어 용어에 대해 생소한 사람들까지도 공간정보를 사용하고 공간정보와 소통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경우에는 의도치 않게 공간정보의 수집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몇몇 중요한 공간정보기술은 향후 몇 년간 우리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것입
니다. 이러한 발전은 커다란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정책․법 양면에서 과제를
제시합니다. 향후 5~10년 공간정보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주요 쟁점으로 인식될 것입니다.
공간정보의 생성, 관리 및 공급에 관여하는 사람은 지난 10년간 현저하게 증가
해 왔고, 관련 인력의 증가는 지속될 것입니다. 민간 부문과 사용자 참여형 공
간정보(VGI) 커뮤니티는 기회 극대화를 위해 필요한 기술과 정보를 제공하는 중
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 그들은 공간정보에 대한 최종 사 용자층의 인식
고취 외에도, 가치 있는 공간정보와 기술 및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향후 5~10년간 공간정보 관리에 있어 정부 역할이 변화할 수도 있지만, 계속해
서 필수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조직 연계, 공간정보 분야의 타 영역과의 협
력, 완전한 공간정보 프레임워크 제공 등은 사용자가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공간정보에 접근하도록 하는 핵심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정보는 장기적인
계획수립에서부터 위기대응, 공간정보사회 구현의 잠재적인 혜택 보장까지 의사
결정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모든 기술분야와 마찬가지로 공간정보분야의 미래를 예측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문서는 공간정보에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집단의 견해와 국가
지도제작 및 지적 관련 기관의 소중한 의견을 함께 채택하여, 향후 5~10년 전
망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제출된 의견을 기반으로 공간정보 분야의 주요측면을
포괄하는 동향들을 여러 주제로 세분화하였습니다. 주제는 다음과 같이 데이터
생성‧유지보수‧관리의 향후 전망을 포함한 기술 동향, 법률 및 정책 개발, 기술요
건 및 훈련체계, 민간 및 사용자 참여형 공간정보 부문의 역할, 그리고 공간정보
데이터 제공 및 관리에서 정부의 향후 역할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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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동향과 데이터 생성, 유지보수 및 관리의 향후 방향

1.1

‘모든 일은 어딘가에서 발생한다’ – 데이터 생성의 새로운 물결

1.1.1 우리는 데이터 수집 방법들과 수집된 데이터의 급격한 양적 증가를 목격
하고 있습니다. 지리(Geography)는 오랫동안 ‘이동성(mobile)’을 가져왔
는데 이동성은 지난 5~10년간 중요한 트렌드 중의 하나로 인식되었고,
이를 통해 GNSS와 인터넷을 활용하는 많은 기기들로 인해 위치정보가
다수 생성되고 활용되어왔습니다.
1.1.2 이러한 트렌드는 향후 5~10년간 지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
목적을 가지고 위치 정보를 생성‧참조하는 시나리오도 예측 가능합니다.
저비용, 낮은 수준의 과학기술, 휴대폰, 컴퓨터 외의 다양한 장치들의 센
서 네트워크 구동 확산은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데이터의 생성을
의미합니다.
1.1.3 데이터 생성은 활발하면서도 점차 수동적일 것입니다. 트위터․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은 일상적인 활동으로 수집되는 자세한 정보들
을 자신이 생성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방대한 양의 공간정보들을
생성할 것입니다 . 개개인은 친구들과 모임을 가졌던 장소의 사진을
트위터 및 페이스북에 올리는 것이 공간정보생성 및 제공에 기여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것입니다.
1.1.4 데이터의 새로운 레이어들(layers)은 공간 행위자 모델 데이터(modelled
geospatial actor data)1)로 묘사되는 활동의 결과로 상당수 생성될 것
입니다. 소셜미디어와 일상에서 활용되는 기기를 통해 생성된 정보는 유형
분석과 행동 예측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이는 새로운 트렌드가 아닙
니다. 많은 온라인 회사들은 이미 이러한 방법으로 정보를 분석 및 해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기반서비스의 확산은 지난 5~10년간 주요
트렌드 중의 하나였고, 향후 5~10년 더 많은 데이터가 이러한 경로를
통해서 생성될 것입니다.
1.1.5 재해 여파와 같은 중요한 정보부터 식당을 찾는 것과 같은 일상생활 정
1) 이 어구는 GGIM 사무국에 제출된 ‘공간정보 관리의 미래 트렌드’의 투고자들에 의해 사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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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까지 이런 트렌드가 지속될 시 다양한 범위의 명백한 이점들이 있습니
다. 향후 5~10년간 보험료가 낮아지는가 하면 가장 가깝고 깨끗한 수자
원와 토지 소유자를 모바일 기기 상에서 확인하는 등 많은 일들이 가능
할 것입니다. 개인들은 점점 증가하는 지형정보 기호와 센서들에 의해 개
선되는 생활속에 ‘사전 동의(Opt-in)’를 유지할 것입니다. 이를 효과적이
고 적절하게 활용한다면 ‘analytical superfood’2)를 차례로 제공하여 전
세계인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1.1.6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간정보 관련 장비의 눈부신 성장과 일상생활에서
공간정보의 활용 증가는 데이터 제공자들의 이익으로부터 사생활 침해를
보호하는 더욱 강력한 정책과 법적 체계를 필요로 합니다. 위에서 언급된
정보의 이용 방안과 이의 결과로서 사생활 침해는 이후 보고서에서 보다
자세하게 논의될 것입니다.

1.2

데이터 세계의 관리

1.2.1 방대한 양의 데이터 생성은 데이터에 대한 이해능력이라는 요구조건이
수반됩니다. 생성되고 있는 풍부한 데이터 속에서 패턴을 정의하고 이해
하는 것을 돕는 ‘위치’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2.2 우리는 현재 데이터 과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의 데이터 생성 능력은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
사용 능력보다 앞서 있습니다. 생성된 모든 데이터에 방대한 양의 가치가
내재되어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증가하는 데이터
속에서 적시에 적절한 정보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요구조건이 수반됩니다.
1.2.3 현재 생성되거나 생성될 방대한 데이터양은 향상된 데이터 관리 시스템
을 요하게 됩니다. 매일 생성되는 약 2.5퀸틸리언(Quintillion) 바이트의
데이터3)에서 위치 참조 관련 데이터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데이터 관리문제는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1.2.4 이러한 문제 언급의 필요성은 향후 5~10년간 주요 기술 트렌드(즉, 사용
2) 이 어구는 GGIM 사무국에 제출된 ‘공간정보 관리의 미래 트렌드’의 투고자에 의해 사용되었습니다.
3) http://www-01.ibm.com/software/data/big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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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고 실용적이며 시간 내에 막대한 양의 정보를 분석할 수 있게 하
는 빅 데이터 기술들에 대한 신뢰와 활용 증가)중의 하나입니다. 생성되
고 있는 빅 데이터 솔루션(big data solutions)의 대부분은 고객에 의해
주문 제작되는 형태입니다. 이 기술은 빅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이용가능
하며 이러한 기술에 대한 신뢰는 향후 5~10년간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
다.
1.2.5 실시간 정보 및 모델링 수요는 현재와 향후 몇 년간 주요 문제로 분명한
증가세를 보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픽 처리장치(GPUs), 병
렬처리(parallel processing) 그리고 NoSQL4)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기법
들은 이용 가능해지고 있으며, 원하는 결과를 수 초 안에 생성하기를 원
하는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1.2.6 향후 5~10년을 내다보면, 체계화나 구조화
되지 않은 데이터의 처리를 위한 분산시스템이
각광받을 것입니다. 이들은 공간정보의 해석
및 관리에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신뢰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의 이용은 적시에
적절한 정보를 배치하기 위해 ‘과잉 데이터의
화이트

노이즈(the

white

noise

of

excessive data)’5)를 제거하는 공간정보
센서의 양적 증가로 생성되는 많은 원시
데이터 (raw

data) 의

효율적인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이용을
출처: cgartist/Shutterstock.com

1.2.7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정보 생성 기기들의 확산이 일어나는 반면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데이터를 관리하고 분석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적절하게
분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술과 이러한 기술에 접근하는데 필요한
재정자금은 전 세계적으로 동등하게 이용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많은 개
도국들이 모바일 통신에서 발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섬유와 중심처리
능력의 부재는 이러한 기술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기회 소유를 억제할 것입니다.
1.2.8 최근에 주목받는 몇몇 기술적 진보가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증대를
4) 체계화되고 특히 큰 용량의 데이터 작업을 위해 설계된 낮은 신뢰도의 데이터의 새로운 데이터베이스 모델
5) 이 문구는 “공간정보관리의 미래동향”에 대해 GGIM 사무국에 제출된 문서 중 하나를 인용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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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올 수 있음과는 달리, 예산부족이 이러한 기회로부터 수혜, 정보의
사용을 할 수 있거나 없는 사람들 사이의 격차를 유발하거나 심화시키는
등 몇몇 국가에 방해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게다가 기본 공간정보 인프
라 구축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 과제인 국가에서는
기본 공간정보 데이터의 수집을 우선시 하는 것이 주요 초점일 것입니다.

1.3

링크드 데이터 (Linked Data)와 사물 인터넷 (Internet of Things)

1.3.1 웹 이용을 통해 생성된 많은 데이터,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 확인 필요성,
웹상에서의 정보 연결능력은 앞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데이터는 향후 5~10년 동안 링크드 데이터로 분포될 것입
니다. 링크드 데이터는 웹에서 다른 데이터 조각들과 연결할 수 있는 기회
제공과 정보를 맥락에 맞게 수정하고 가치를 더할 수 있게 합니다.
1.3.2 시맨틱 기술은 이러한 데이터를 만들고 출시하는데 있어서 데이터를
기계로 처리한 것 같이 풍부하고 상세하게 만들 수 있게 하고 향후
5~10 년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 또한 이는 데이터공유와
재사용뿐 아니라 지식공유와 지
식의 재사용을 가능하게 할 것
입니다.
소스들과

데이터는 다른 데이터
결합할

때

데이터의

진정한 가치가 발휘됩니다. ‘위치’는
많은 데이터 셋이 공존하게 하는
중요 정보허브 역할을 하며 연결
된 데이터의 웹을 보강하는 주요
프레임워크를 제공할 것입니다.
출처: Ordnance Survey/linkeddata.org

1.3.3 위치는 ‘사물 인터넷 (IOT)’을 생성할 센서와 전 세계에 연계된 것들에
할당된 URI간의 중요한 연결을 담당합니다. 증가하는 센서들과 데이터 상
구축된 미래의 네트워크는 2020 년까지 사물 인터넷이 500 억 개가
넘을 것이라는 추정과 함께 매우 일관성 있는 환경 및 사물 인터넷
(IOT)과 이에 부여된 URI를 생산할 것입니다 . 우리생활에서 공간정보의
분포로 사용되는 데이터 대부분이 위치를 참조하고 이는 지속될 것
입니다 . 이는 이용성 극대화를 위해 공간 데이터의 부분으로써 유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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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표준화 된 메타데이터의 요구를 이끌어 낼 것입니다.
1.3.4 우리는 향후 5~10년간 연관된 생태계의 발전을 지원하고 플랫폼 역할을
하는 ‘신 생태계 ’를 지원하기 위한 공간정보 수요증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정확한 위치정보의 출현과 사용은 기회를 제공하며
정보기술 인프라의 핵심 부분을 형성할 것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
이러한 방법의 사용은 향후에 공간적 관리문제를 제기할 것입니다.

1.4

클라우드 컴퓨팅

1.4.1 방대한 양의 데이터 관리, 호스팅 (hosting) 그리고 서비스가 오늘날
시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인프라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상당한 투자가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러한
예산투자는 공간정보 관리를 위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클라우드의 사용은 정보를 개별적
으로 관리하고 서비스하는데 필요한
자체 기술로 예산투자 없이 상당량
데이터의 관리 및 서비스를 하는
수단을 제공합니다.
출처: SCOTTCHAN/Shutterstock.com

1.4.2 지형 공간 커뮤니티에서 클라우드의 의존과 사용은 향후 5~10년 데
이터의 양과 실시간 데이터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급속하게 증
가할 것입니다. 향후 5~10년, 서비스로서의 인프라(Infrastructure as a
service, IaaS) , 서비스로서의 플랫폼 (Platform as a service, PaaS) , 서비
스로서의 소프트웨어(Softw are as a service, SaaS) , 서비스로서의 데

이터(Data as a Service)는 사용자의 요구충족을 위한 공간관리 측면
에서 기술적 기회를 제공합니다.
1.4.3 이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사용자는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받기를 원합
니다. 이용 할 수 있는 데이터양의 증가로 비추어 볼 때

이것을 충족

시키기 위해서 , 공간 전산화는 사람에 의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생산된
정확한 결과는 최종 사용자에게 최종 사용자에게 직접 전달되는 결과
를 가져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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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사용자들은 적시에 적절한 정보를 기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기에 원
하는 정보가 수집되기를 기대할 것입니다 . 클라우드의 사용은 이를 용
이하게 하고 향후 5~10년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입니다.

1.5

오픈소스 (Open-source)

1.5.1 오픈소스는 민간 공급업체에 대한 가능한 대안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간정보 커뮤니티는 국제표준화기구(OSGeo, Open Source
Geospatial Foundation) 내에 안정된 ‘인프라’를 가지고 있고, 잠재력을
수반하는 커뮤니티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픈소스 솔루션에 대한 폭
넓은 동의를 얻기 위해 정부가 추진정책은 선순환을 방해하는 장애물
들을 제거할 것이고 , 더 많은 소비자에 의해 활용됨으로써 개선점을
반영하여

그

가치는

성장할

것입니다.

다수의

국가지도제작기관

(NMCAs)은 이미 몇몇 서비스에 오픈소스 솔루션을 적용하였습니다 .
1.5.2 다음의 세 가지 경향이 오픈소스 반영을 주도할 것 입니다 . 우선 , 자
원이 특히 부족한 지역에서 무료 소프트웨어 이용도는 분명히 눈에
띄는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것입니다. 둘째로 , 소프트웨어를 공유하고
수정하는 능력은 쉽게 교류되고 일반 사용자 커뮤니티의 구축을 촉진
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공간정보 인프라구축이 초기단계인 지역에서
오픈소스 정보의 이용은 기존 운영방법에 실질적인 대체수단의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세대 공간정보 분야 대학 졸업자들은
그들의 학문연구와 개인적인 삶이 잠재적으로 오픈소스에 노출될 것이며
따라서 문화적 ․기술적으로 오픈소스 사용에 익숙해질 것입니다.

1.6

개방형 표준 (Open Standards)

1.6.1 공간정보의 취득 ․관리 ․사용에 있어 표준 개발을 담당하는 국가 및 국제
기구들은 다수 있습니다. 국제적 수준에서 표준은 상호 이용성을 보장
하기 위해 많은 기술표준기구와 협력을 이루며 OGC 및 ISO에 의해
주도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기구들에 의해 구축된 표준은 산업 전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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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쳐 상호이용을 가능하게 하고,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접근성을 향상
시킬 것입니다.
1.6.2 표준의 추가적 개발과 최대 활용을 위한 상호보완적 도구는 기술변화와
활용에 발맞춰 최신의 트렌드를 반영한 관리가 필요하다 . 표준 SQL
활용과 함께 OGIS Geospatial과 GeoSPARQL 표준 준수는 공간․비공간
데이터의 복잡한 시맨틱 분석뿐만 아니라 공간 데이터의 관리를 위한
상호 보완적 기술구축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1.7

‘전문 ’ 데이터 생성 및 유지관리 동향

1.7.1 공간 데이터 수집 전문 분야에서 주요 기술주도적 트렌드의 다수는 수
집 데이터의 품질과 수집방법 양면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향상될 것으
로 보입니다.
1.7.2 2 차원 지도제작에서 3차원과 4 차원 지도로의 트렌드 변화는 사용자
와 기술주도적이며 , 향후 5 년간 가속화 될 것입니다 . 사용자들은 특히
도시지역에서 효과적인 계획 및 관리를 가능하게 하고 자원을 최적화
하기위해 더 자세하고 현실적인 3D 모델을 기대할 것입니다 . 3D는
점점 더 현재의 부가적인 요소가 아니라 핵심 공간 데이터의 고유부
분이 될 것입니다 . 이 지역에서 개발을 위한 대부분의 효과는 전통의
지형공간 영역의 외부에서 나옵니다 . 2D 지도가 더 이상 제공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3D 소프트웨어와 게임산업의 발전과 함께 , 공
간정보 분야 개발에 미치는 대부분의 영향력은 전통적인 공간정보 영
역 이외로부터 나타납니다.
1.7.3

미래에는 3D 정보통합 모델을 생성하기 위한 사업정보 관리체계와
‘외부 ’ 통합이 있을 것입니다 . 이런 잠재력을 이용하고자 하는 기술과
데이터 모델 간에 발전은 10년 후에도 지속될 것입니다 .

1.7.4 또한 4차원의 사용은 기존 x, y, z 좌표와 함께 추가적으로 '시간 '정보
를 제공함에 따라 GIS 의 향후 5~10 년에 걸쳐 증가할 것입니다. 이는
기존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변화를 이해하기 위한 과거를 돌아보는 기
능을 제공할 것입니다 . 이것은 이미 일어났던 일에 대한 변화를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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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미래 트렌드 예측 모델링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과거자료를 보
는 능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 시간 참조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보관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시간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향후 몇 년간
데이터 관리에 점점 더 중요한 기술이 될 것입니다.
1.7.5 항공사진의 품질은 향후 5~10년 동안 계속 향상될 것입니다. 현 항공
사진은 수 cm 수준의 고해상 정보를 전 지구적으로 제공함에도 불구
하고, 향후에는 영상을 얼마나 더 빨리 취득하여 사용자에게 제공되
고 , 취득한 이미지로부터 어떠한 분석이 다양하게 이뤄질 수 있는지에
초점이 맞춰질 것입니다.
1.7.6 저비용 발사 시스템과 위성의 확신은 강력한 다중 대역 센서와 함께
예산을 절감하고 고품질 영상의 양적 증대를 가져올 것입니다 . 폭넓은
범위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 데이터 취득 빈도의 증가는 토지이용과
캐노피 (canopy) 손상과 같은 문제를 위한 원거리 분석을 활성화 할
것이다.
1.7.7 민간

부분의

무인

항공기

(UAV)는 데이터 수집의 부
가적 수단으로 점점 더 활용
될 것이고 , 위성영상과 항공
사진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무인 항공기는 일상
데이터 수집과 실시간 정보가
현장에 있어서 특별한 가치인
지역에서의 긴급 대응 상황을
위한 보충적 역할수행에 유용
하게 이용될 것입니다.
1.7.8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접근 가능한 무인항공기의 기능은 의사결정자의
정보이용 기회를 늘리고 , 긴급 상황 대응을 위해 포괄적인 운용 영상
을 제공합니다 . 이러한 실시간 데이터 취득 도구의 활용은 산업단지
화재나 민간 통제가 필요한 상황에 매우 유용합니다 . 이에 더하여 부
가적인 정보는 효과적인 지휘 , 통제 및 분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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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광학 이미징 센서(optical imaging
sensor)의 정확도는 향후 지상 개체
식별 능력의 발전과 함께 지속적으로
개선될
해상도는

것입니다 .
크게

공간‧방사‧분광

향상되어

개체의

식별을 좀 더 쉽게 만들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입체 고해상도 초분광
영상 또한 널리 사용될 것입니다.
1.7.10 모 바일매핑시스템(mobile mapping systems)은 좀 더 상세한 도로의
시각정보, 관심지점(POI) 및 속성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는데 있어서
개선될 것입니다. 우리는 포괄적이고 완전한 데이터 셋의 생성을 촉진할
3D 라이다(LiDAR)와 광학센서의 사용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1.8

5~10년 후의 위치결정

1.8.1 위성항법시스템 (GNSS) 기술은 대세이며 , 사용자 기기의 스펙트럼에
걸친 주요 변화는 차세대 GNSS 위성의 발사와 함께 5 년 이내에 발생
할 것입니다. 2015년까지 궤 도상에 100 개가 넘는 GNSS 위성이 운
용될 것입니다 . 이것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높은 정확도와 무결성을
가진 데이터의 신속한
취득이 가능해 질 것
입니다 . 사용자 기기
는 완전하고 어디에나
존재하는(ubiquitous)
측위기술 개발을 위해
다른 기술과의 통합이
가능해 질 것입니다.
출처: eteimaging/Shutterstock.com

1.8.2 위성 중력측정 미션(satellite gravimetry missions)의 발달은 수직참조체계
(vertical reference systems)가 정의되는 방법의 개선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 몇몇 국가는 대축척 지상관측과 기본 국가수직참조체계
(national vertical reference system)를 이용해 정의했던 기존 방식
에서 중력 지오이드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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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참조체계 (reference frames)는 과학 및 기술의 발전으로 점점 더 정
확하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 이것은 장기 위성항법시스템 (GNSS)과 위
성 레이저 거리측정 (SLR), 초장기선 전파 간섭계(VLBI), 도플러 위성
궤도결정 및 무선측위시스템 (DORIS) 데이터셋과 같은 다른 우주관측
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 국가기준계는

GNSS 참조체계뿐만

아니라 국제기준참조체계 (ITRF)와 같은 세계적으로 표준화된 측지참조
체계에 추세를 맞춰가고 있습니다 . 이는 전 세계에 걸쳐 상호운용성과
지리정보 데이터셋의 단일화를 촉진하고, 향후 5~10 년간 그 중요성이
증대될 것입니다.
1.8.4 실내측위 (indoor positioning) 또한 각광받는 분야이지만 , 여전히
어려움들이

놓여

있습니다 .

초광대역 (ultrawideband),

큰

가속도계

(accelerometers), RFID 를 포함해 이 분야에서 데이터를 향상시키는
데 사용되는 다양한 기술들이 존재하지만 , 향후 몇 년 이내에 넓은 지
역에 걸쳐 자료를 제공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 해결책이 조만간
나올 것처럼 보이지만 , 실내 공간정보의 가용성 및 광범위한 사용을
실현화 하는 데는 5년 보다는 10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2

법률 및 정책 개발

2.1

변화하는 세계에서의 재정 정책

2.1.1 공간정보의 수집 및 관리와 유관 정부기관은 활동 지원을 위해 공금에
의존해 왔습니다 . 과거 10~20 년 사이에 예산지원 방식이 변하였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은 여전히 어떤 식으로든 공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간정보의 가치와 이로 인해 발생되는 이익 , 데이터 정확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지속적인 예산지원의 필요성 등을 정부기관에 인
지시키는 것은 국가지도제작기관(National Mapping & Cadastral
Agencies, NMCAs)에

있어 핵심적인 과제 중 하나일 것으로 예상됩

니다.
2.1.2 사용관점에서 무상 데이터의 이용 가능성은 불가피하게 다른 정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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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에 대해 유사한 문제로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콘텐츠는
수집이나 관리에 있어서 무료가 아니지만, 사용관점에서 무상 공간정보의
이용증가는 데이터 수집‧관리‧유지관리 비용과 필요자금 확보에 관한
문제제기가 증가될 것입니다 . 이러한 문제는 현재 운영되는 자금지원
모델과 관계없이 국가지도제작기관 (NMCAs)에 계속적으로 제기될 것
입니다 . 예를 들면 , 전적으로 세출의 지원을 받는지의 여부 , 데이터 사
용을 위해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하는 사용자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거나
기타 자금조달 모델 하에 영향을 받는지의 여부 등이 있습니다.
2.1.3 일반적으로 , 공간정보의 수집 및 관리를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소요됩
니다. 비록 사용자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데이터라 하더라도 비용이 소
요됩니다 . 민간 업체들은 중첩된 다른 정보로부터 가치창출과 연계된
다른 소스들로부터의 수익창출 가능성 때문에 무상 공간정보의 제공을
결정할 지도 모릅니다 . 민간 사용자에 의해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수
집된 공간정보 (대표적으로 OpenStreetMaps)인 사용자 참여형 공간정
보 (VGI)는 사용관점에서 무료로 제공될 것이지만,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상대적으로 소수인원이 수집 및 관리에 시간을 투자하고 있
어 공급과 갱신의 지속가능성은 장시간에 걸쳐 증명이 되지 않은 실정
입니다 . 정부는 사용자 참여형 공간정보 (VGI)가 대중의 삶의 질을 향
상시키고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원칙을 넘어서 시민들에
게 정보를 무료로 제공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이렇게 신기
술이 관련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 데이터 생성 ‧관리‧유지
에 있어 지속적인 예산이 요구될 것입니다.
2.1.4 대부분의 공간정보를 제공하는 정부기관은 일반적으로 공공부문과 납
세자 등 다양한 출처의 자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 몇몇 국가에서 직
무수행을 위한 국가지도제작기관의 예산책정은 논란거리로 남아있으며
향후에 이는 개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향후 5~10년간 공간정보 제
공측면에서 정부의 주요과제는 공간정보의 가치를 증명하고 정보 유지
를 위한 소요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 공간정보를 포함한 정보가 쉽
게 무료로 접근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 이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2.1.5 지도 및 공간데이터 인프라의 개발이 더딘 국가에서, 경제 ‧사회적 개발
지원을 위한 고품질 데이터의 중요성은 더욱 쉽게 이해될 것입니다.
공간정보의 가치를 이해하는 것이 다른 정책 순위보다 우선하는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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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의 국가예산이 데이터 수집 및 유지보수 프
로그램 개발로 확대될 것입니다.
2.1.6

현재 보건 ‧위생‧식품이 기본적인 정책과제인 국가에서 공간정보의 예산
을 이러한 분야와 균형화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공간정보의 투자가치
를 정부에 인식시키는 것이 특히나 어려움이 따른다고 볼 수 있습니
다 . 그러나 향후 다양한 사례에서 주요 국가문제를 언급할 때 , 공간정
보의 가치를 설명하고 국가발전을 위해 공간정보에 대한 인식을 확대
하는 것이 가능해 질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면서 , 많은
국가들이 정확한 공간정보를 필수적인 국가 건설요소로써 바라보게 될
것이고 , 공간정보에의 투자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

2.1.7 데이터의 기본 특성 때문에 예산은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될 것이고 , 일
부 경우는 세계 혹은 국가개발기금으로부터 추가적 자금이 지원될 것
입니다 . 이는 특히 신뢰 가능한 공간정보 기반 구축이 초기단계인 특
정 지역에서 지배적인 모델이 될 것입니다.
2.1.8 많은 국가에서는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해 중앙정부의 자금지원이 감
소 해왔습니다 . 핵심 데이터셋의 무상 이용에 대한 기대와 증가하는
압력이 동반되는 것은 저항적인 환경을 제공할 것입니다 . 의심할 여지
없이, 이러한 환경은 영향을 받는 일부 국가지도제작기관과 정부에 비
즈니스 모델의 지속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게 할 것입니다. 이 보고서
에서 언급된 기술발전은 데이터 수집 및 유지비용을 감소시킬 것이고
예산책정 문제를 원활하게 도울 수 있을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투자 필요성은 지속될 것입니다. 또 다른 수입원천은 세출을 보완
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이의 예로

인프라 사용료와 데이터 사용을 극

대화하는 유틸리티 공급자, 몇몇 국가에서의 개발 원조를 들 수 있다.
2.1.9 향후 5~10 년 주요과제 중 하나는 정확하고 품질이 보장되는 공간정보
를 유지하기 위한 자금정책 및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2.2
2.2.1

오픈 데이터 (Open Data)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든 정부에서 제작한 공간정보에 무료로 접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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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사용하게 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 될 것입니다. 많은 추세들이 이렇게
만들 것입니다. 이렇게 배경이 되는 가장 강력한 힘은 단순히 다른 지
도제작정보를 무료로 이용하는 광범위한 가용성입니다. 인터넷은 많은
콘텐츠 산업의 기반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특히 음악과 영화
같은 창조적 산업들이 이러한
경향에 의해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산업들입니다 .

특히 국영

그러나

NMCAs와 같은

지리정보 콘텐츠 제공자들도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2.2.2 향후 수년간 세계 지리정보 커뮤니티에서 가장 큰 정책 과제 중 하나
는 국가가 어떻게 인터넷과 ‘구글 ’ 및 ‘마이크로소프트 ’, ‘빙 ’과 같은 업
체의 출현이 가져온 무료 콘텐츠 증가와 이에 대한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지가 될 것입니다 . 이러한 과제는 특히 국가의 핵심 지
리정보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아직도 상당한 자금이 필요한 나라
들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 향후 5 년간 , 오픈 데이터의 추진은 두 가지
주요한 반대압력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 하나는 오픈 데이터를 제
작하는 비용을 현재 어디서 부담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디서 부담할지
에 대한 자금문제와 다른 하나는 보안 및 사생활 문제입니다.
2.2.3 예산확보의 핵심은 고품질의 권위 있고 신뢰 가능한 공간정보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가치와 그것이 가져오는 효과적인 의사결정 , 경제 ․사회적
가치에 대한 지지와 교육일 것 입니다.
2.2.4 지리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는 예산이 소요됩니다 . 사용자가 지리정보
의 정확도와 세부사항에 점점 의존하고 의사결정 도구로 지리정보를
이용하기 때문에 , 품질의 저하를 인지할 것입니다 . 데이터가 유지되며
적절하게 개방 데이터로 배포되도록 자금이 지속적 모델로 마련되지
않으면 , 사용자들이 이러한 정책의 비용과 효과에 대해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2.2.5 사생활에 관한 문제도 아래에서 좀 더 상세하게 논의되지만, 데이터가
더 정확해지고 시기적절해짐에 따라 , 몇몇 국가에서는 접근에 대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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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를 원하며 최소한 누가 데이터에 접근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기를 원
할 것입니다. 온라인 접근제어의 개발로 제어기능이 진화할 것이지만,
데이터 해킹이 쉬워지기 때문에 , 이러한 제어를 쉽게 피해갈 수 있습
니다. 따라서 누가 정보에 접근하고 있는지에 대해 우려를 하는 국가
들은 잠재적으로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2.3

라이선싱 , 가격정책 및 데이터 ‘소유권 ’

2.3.1 지리정보 접근비용을 지불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존의 가격 및 라이선싱
모델은 매우 복잡하고 , 많은 사용자에게 비싸며 까다롭게 느껴집니다.
실제로, VGI 개발동기중 하나는 상대적으로 라이선싱 제한을 덜 받으며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간정보에 적은 혹은 무상의 접근은 NMCAs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해결해야할 과제로 남을 것입니다.
2.3.2 지역․국가 데이터베이스 수준보다는 개체(feature)수준에서 정보를 모
니터링하고 라이선스하기 위한 압력이 증가할 수 있음을 뜻하는 더 저
렴한 정보접근과 사용가능한 정보증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은 새로운
도전이 될 것입니다.
2.3.3 향후 몇 년간 데이터 소유권 문제는 도전적인 방법으로 발전할 것입니
다 . 현재 , 데이터 생산자․처리자 ․배포자의 역할이 각 과정의 특성상 일
반적으로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지리정보 데이터의 지적재산권 문제
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 앞으로 수년 안에 데이터 양 및 생성과정에서
의 관계자 , 당사자들의 상호연관성 증가로 소유권을 추적하는 일이 거
의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2.3.4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에서 데이터 라이선싱은 매우 까다로운 과제
입니다 . 연예산업은 다양한 방법으로 콘텐츠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 지리정보 분야에서의 문제점들도 많은 사용자
들이 모든 데이터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널리 공유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연예산업의 경우를 따를 수 있습니다 . 디지털 권한 관리라고
불리는 가치 있는 콘텐츠에 단순한 기계로 판독 가능한 라이선스를 제
공하는 시도들이 있었지만 , 아직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 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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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동안 오픈 데이터와의 결합 결과로 데이터 불법 복제 및 해킹이 상
당히 증가할 것이며, 거의 모든 상황에서 소비자의 지리정보 데이터
이용은 무료가 될 것입니다.
2.3.5 또한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기 위한 다국적 법률이나 정책 프레임워크
의 부족에 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 데이터 자체는 클라우드 상태로
보관되면서 한 국가에서 취득된 데이터가 세 번째 국가에 거주하는 기
업에 의해 두 번째 국가에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 따라서 세계적인
합의에 대한 노력 없이는 법적 프레임워크, 법적 책임 및 보증 등을
결정하는 것이 불명확 할 것입니다 . 이러한 문제들은 지리정보 데이터
만의 문제가 아니며 명확하게 해결되어야 합니다.

2.4

개인정보보호 (Privacy)

2.4.1 모바일 기술과 소셜미디어의 빠른 성장은 여러 사회에서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켜왔습니다 . 특히 온라인 공간에서 많은 사
람들은 고립되지 않으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 자신과 자신의 활동
에 대한 정보를 홍보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 우리가 이용하는 모든 기
기들이 지속적인 온라인이 가능한 ‘사물 인터넷 ’의 등장으로 대부분의
개인이 거의 언제나 온라인에 게시될 수 있도록 될 것입니다 . 사실 ,
참여하지 않고 다른 개인들이나 기관으로부터 제외되는 것은 굉장히
어렵게 될 것입니다.
2.4.2 이는 사생활을 위한 개인의 권리에 반합니다 . 개인이 여러 현대 기술
을 사용하지 않기로 선택했다고 해도 정보를 기록하고 내보내는 기기
들의 수를 감안 할 때, 그들이 단지 이동하는 것만으로도 노출될 것입
니다. ‘감시사회 ’의 도덕적 측면은 제외하고 , 개인들은 대부분 개인과
위치데이터의 결합에 의해 구동되는 대상 메시지의 초점이 될 것입니
다 . 따라서 소비자 보호와 마케팅 법률 및 정책은 시민들이 적절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발전해야 할 것입니다.
2.4.3 개인을 추적하고 모니터링 하는 국가의 능력은 이미 논란의 대상이며,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이용과 음성 및 텍스트의 모니터링에 관한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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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알 수 있습니다 . 모든 장치들이 언제나 위치파악이 가능함에 따
라 정부는 개인을 관찰하는 더 큰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 국가안보
나 재해관리의 측면에서는 큰 잠재적인 이익을 가져오지만 국가의 법
률과 감독 기관의 측면에서는 데이터가 유지관리 되고 적절히 사용되
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발달되어야 할 것입니다.
2.4.4 위에서 기술한 문제들은 일반대중들이 전 세계를 이동할 때 더욱 심각
해집니다 . 대부분의 경우 , 그들이 내보내는 정보와 그들에 관해 얻어
지는 정보는 변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데이터의 이용에 관한 권리와
법적인 보호는 급격하게 변화할 것입니다 . 향후 10년 동안 글로벌 프
레임워크의 부재는 UN 과 같은 다국적 기관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명확한 요구가 증가할 것입니다.

2.5

데이터 표준 및 정책

2.5.1 공간정보 커뮤니티는 상대적으로 일반 및 개방형 표준을 생성 및 유지
하는 전형적인 산업입니다 . 현재 이러한 표지는 Open Geospatial
Consortium(OGC)입니다 . 개방 및 일반 기술표준과 언어가 현재 잘
구축되어 있으며 , 전문가들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이는 향후
10 년 동안 열정적이고 유능한 자원 커뮤니티에 의해 더 개발될 것입
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파자들은 전 세계에 걸쳐 균일하게 퍼지지 않
으며, 좀 더 공식적인 방법으로 공통 표준의 채택을 후원할 명확한 필
요가 있습니다 . 그렇지 않으면 , 데이터를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엄
청난 기회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2.5.2 유엔 부처를 포함한 많은 초국가적인 기관들이 이러한 원칙개발과 활
용을 지원해 왔습니다. 공식적인 정부가 후원하는 접근 방식은 자원
기반 모델의 창조성과 급속한 개발 접근방식을 억제할 위험이 있지만,
데이터 공유의 필요성으로 이런 표준들이 채택되도록 노력하게 될 것
입니다 . 향후 5 년 동안의 명확한 목표는 유엔과 같은 기관의 후원아래
두 모델의 장점을 결합하는 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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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법적 책임 및 데이터 품질보증 문제

2.6.1 데이터의 품질과 정확성에 대한 책임의 문제는 이 기간 동안 중요성이
증가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NMCAs 및 다른 지리정보의 공급자는
어떤 소송 위험으로부터 그들의 면책을 선언하기 위해 책임이 없음을
공표하여 이 문제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 어느 정부의 개방형 라이센
스 문구는 전형적인 예를 보여줍니다 . 정보는 ‘있는 그대로 ’ 허가되었
고 , 정보 제공자는 정보에 관해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 내에서
모든 표현 , 보증 , 의무 및 책임에서 제외됩니다 . 정보 제공자는 정보
의 오류나 누락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으며 , 그 사용으로 인한 어떠
한 종류의 손실 , 손상 및 손해에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2.6.2 그러나 광범위한 정부 데이터 환경에서 데이터가 부정확하다고 증
명될 수 있고 , 따라서 사용자가 손실을 입어왔음을 법적으로 바로
잡으려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 이러한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면 그
영향을 예측하기 어렵지만 , 모든 데이터 공급자는 신중하게 고려해
야 하고 정부 내의 광범위한 입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문
제입니다.
2.6.3 앞으로 몇 년간 이렇게 증가하는 위험에 대한 반응은 두 가지 중 하
나를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 소송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 입법
내에서 위험의 지속적인 수용 또는 최소한 데이터 규격의 일부 속성
이 보증을 포함하도록 보장된 데이터 모델 개발 등 , 이 경우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높은 가격은 피할 수 없지만 , 앞으로 몇 년 동안 큰
영향력을 갖는 의사결정을 하는 전문가들에게 부가가치로 볼 수 있습
니다.
2.6.4 사용자가 데이터의 모든 부분을 확인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빅
데이터 ’ 솔루션의 채택은 부분적으로 보증 및 책임제공에 의존합니
다.

2.7

법률과 정책 프레임워크 사이의 불균형

2.7.1 법률 및 정책 제도는 각 국가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고, 앞으로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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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것입니다 . 실제로 이러한 사실 자체로 향후 5~10년 이상 가장 중
요한 경향 중 하나를 만들 것입니다.
2.7.2 앞으로 10년 내에 법률 및 정책 프레임워크가 기술적인 변화에 맞춰
개발되는 국가들, 정부가 위치 및 공간기반 사회의 성장을 가능하게 하
는 프레임워크를 개발한 국가들 , 이러한 프레임워크가 개발되지 않은
국가들 사이에 상당한 불균형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2.7.3 법률 및 정책 프레임워크와 달리 기술 개발은 상대적으로 경계가 없습
니다. 기술 개발로 인해 우리가 위치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사회로 나
아가는 동안, 능동 및 수동적으로 지리정보와 위치기반 서비스를 적극
적으로 이용 및 제작하는 사회의 개발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법률 및
정책 프레임워크는 일관적인 방향으로 발달되지 않습니다.
2.7.4 향후 5년 내에 정부가 정책 개발 및 분석을 위한 참조 프레임워크로
서, 필수적인 기초정보로서, 민간 부문을 위한 성장영역으로 지리정보
의 가치를 더 이해하고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계 여러 지역
에서는 개인 정보보호 , 국가 안보 , 법적 책임 및 지적재산권 등의 분야
에서 일관성 있고 투명한 법률 및 정책 프레임워크가 개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7.5 이러한 프레임 워크가 없는 분야에는 지나치게 열정적인 입법으로부터
제약이 없는 적절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반론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위험은 사회의 소중한 가치가 될 수 있
는 기술 및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을 투명성이나 필요한 법률 및 정책
프레임워크가 부족하여 특정 국가에서는 이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7.6 이러한 격차가 발생하지 않거나, 최소한 격차가 너무 확연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은 앞으로 법률 및 정책 환경 내에서 주요 문제 중 하나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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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 요건 및 훈련 체계

3.1

공간정보 가치의 극대화

3.1.1 기술 요구사항들과 필요한 훈련에 대한 이해는 향후 5~10년 동안 공
간정보 가치를 최대화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 개개인들의 적절한
능력을 위한 훈련을 개발하기 위해 기간이 최소 5년 이상 걸리기 때문
에 이러한 이슈들의 초기 결정과 활동은 필수적입니다. 인력 개발의 수
요는 공급을 훨씬 초과할 것입니다. 지난 18개월 동안에 공간정보에
실질적인 투자를 한 세계의 경제 대국들의 최근 발표에 의해 그 심각
성이 증명되었습니다.
3.1.2 어떤 지역에서는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해 필요
한 자격을 갖춘 인력이 부족합니다. 한 국가 혹은 지역 내에서 전문가
들이 있는 알맞은 조직을 개발하고 전문기술 보유를 돕기 위해 프로그
램이 빨리 제자리를 잡도록 보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3.1.3 공간 데이터가 조력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슈들 중 많은 부분은 저
개발 국가들에서 발견됩니다 . 공간구현사회의 혜택을 누리는 등 국가에
필요한 기술기반을 보장하는데 있어 비정부기관(NGO)과 개발기관의
잠재적인 주요 역할이 있습니다 .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인재유출’의 위
험이 있습니다 . 개인의 기술역량은 한정되어 경제호황기에는 다른 정부
의 직책이나 민간부문 자리로 갈 수 있습니다.

3.2

데이터 세계에서의 가치 추출

3.2.1 공간정보의 활용 및 이용 가능성은 점점 평등해 질 것이지만, 이 문서
에 기록된 여러 이유들로 인해, 데이터의 확산 - 특히 구조화 되지 않
은 데이터 - 은 고도로 숙련된 데이터 제작자들에게 프리미엄이 붙을
것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업체들과 가장 발전된 NMCAs 등 각각의 조
직에서 데이터 모델과 데이터흐름간의 상호 관계에 대해 확실히 아는
전문가들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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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데이터 모델은 부피가 증가하는 데이터들을 관리하고 다양한 범위의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발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형 공
간과 시간 기반 데이터의 복잡성에 대한 이해를 가진 데이터 전문가
집단의 훈련이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 미래의 이러한 전문기술은
대중, 비정부 및 민간 부문에서 적절한 교육 후원에 관심을 갖게 될 것
입니다 . 오늘로서 이러한 많은 것들은 학계와 함께 협력될 것이지만 전
통적인 GIS분야에서 보다는 수학과 컴퓨터 과학 분야에서 점차 강조될
것입니다.
3.2.3 물론 데이터 결과들은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를 생성하기 위해 여전히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GIS 기술역할이 지속될 것입니다 . 그
러나 이러한 전문가들은 퍼지 해석과 체계화되지 않은 데이터를 더 편
리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결과들을 논의하기 위한 좀 더 효과적인 수
단을 찾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3.2.4 많은 조직에서 아직도 GIS 를 정책이나 조치와는 관련이 적은 배후기
능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 따라서 전문적인 기술의 지속적인 개
발 뿐 아니라 공간정보 전문가와 의사소통, 발표 , 영향력과 같은 더 부
드러운 기술을 갖추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3.2.5 이전에 언급한 것처럼 , 강건한 오픈소스 기술개발은 어떠한 소프트웨어
산업에나 존재하기 때문에 이번기간 동안 기세를 얻어 점차 독점 솔루
션들의 곁에 정착할 것입니다 . 개발자들은 여러 환경들에서 적응할 필
요가 있습니다. 한 언어를 전문으로 하는 것은 더 이상 충분하지 않습
니다. 이러한 교육 방식은 경험과 아이디어들을 공유하기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커뮤니티 설립을 통해 가능합니다.

3.3

시각화 기술의 중요성

3.3.1 지도제작 및 데이터 표현의 역할은 산업이 데이터에 집중함에 따라 지
난 10년간 축소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도제작에 있어서 데이터의 폭
발은 공간적으로 해석될 것이며 새로운 방법론적 연구 개발이 필요합
니다. 증가하는 공간정보의 양은 모바일 기기를 통해 소비되고 해석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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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며 또한 모바일 기기를 위한 지도제작의 품질 향상이 필요합니다.
3.3.2 3D와 특히 4D 데이터 수집의 발전은 의미있는 방식으로 결과정보를
표현하기 위해 새로운 중요 과제들을 동반할 것입니다. 오늘날의 도구
들은 3D 시각화와 시간 기반 데이터를 위해 존재합니다 . 하지만 의사
결정자들에게 알리기보다는 그들이 보고 느끼는 데에 중점을 두는 경
향이 있습니다 . 데이터 해석자들이 전통적인 지도제작 기술보다는 디자
인중심의 지식을 가질 필요가 있고 , 여러 장치에 표 시되는 공간정보의
시각화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요구는 다른 연관 분야의 기술을 이용
해 복합기기에 정보를 나타내야 합니다.

3.4

기술개발을 위한 공식 메커니즘

3.4.1 제대로 된 기술개발과 역량구축 절차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증가하면서
이러한 기술 기반들의 개발은 전문적이고 학구적이며 비영리적인 광범
위한 접근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3.4.2 이러 한 요구 사 항은 NM CAs 에 중 요 한 영 향 을 줄 것 입니 다 .

지도

제작 기반보다 데이터 기반 지형공간 콘텐츠를 채택한 것은 기 술
기반 과 비용 에 있어 근본 적 인 변 화 로 보 입 니다 . 주요 NMCA들은
그들의 데이터 관리 직원이 지도 제작이나 데이터 수집을 하는 직원보
다 더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 따라서 유능한 내부
직원을 재훈련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 아직 개발이 덜 이루어진 개발
도상국의 지도제작기관의 목표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
을 교육할 기회가 있습니다.
3.4.3 공간정보의 학술연구 내용은 필요한 기술들을 개발하고 학생들의 참여를
장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점차 다른 학문 분야와 제휴하여
전통적인 공간정보, 컴퓨터 과학, 설계와 관련된 사회 과학들로부터 다
양한 방법들과 적합한 훈련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3.5

교육과 옹호

3.5.1 핵심 기술의 개발뿐만 아니라 핵심현안에서 지형 공간 데이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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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이해시키기 위해 정책과 의사결정 , 지형 공간 데이터 계획자들,
높은 수준의 정부들과 NGO들을 교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질문
들을 공식화하고 데이터를 해석하는 것을 돕게 될 것입니다. 이런 친숙
함은 소비자 어플리케이션에서 단순한 공간정보의 활용에 의해 향상되
어 왔지만 , ‘지도의 점과 색상’과 같은 기초적인 단계를 넘어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사용자들은 전문가를 통한 작업 대신 그들이 직업 데이
터를 조작할 수 있게 하는 단순하고 직관적인 툴에 대한 훈련과 접근
이 필요합니다.

3.6

연구개발 투자 (R&D)

3.6.1 향후 몇 년간 요구되는 기술들의 개발뿐만 아니라 트렌드들의 잠재적
혜택들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부문에서의 연구개발․투자는 필수적입
니다.
3.6.2 현재 연구 트렌드들은 더욱 효율적이고 자동적인 센서 데이터의 처리
와 위치기반 활용들의 개발과 체계화되지 않은 거대한 데이터의 통합
을 포함해 , 지속적으로 확인되는 산업을 위한 미래 트렌드들을 반영합
니다. 초기 단계 표준화에 대한 투자와 관심 지역의 테스트와 평가들은
가장 초기의 기회로 이뤄질 개발 혜택과 넓은 범위의 조직들 내에서의
개발들을 의미합니다.

4

민간 및 비정부 부문의 역할

4.1

대중이 이용가능한 지도 제작

4.1.1 진입장벽 감소 , 웹/모바일 지도제작의 성장과 크라우드소스 공간 데이
터(crowd-sourced geospatial data)에 대한 열의는 지난 10여 년 동
안 민간부문과 자원봉사공동체 (volunteer community)의 역할을 크게
증대시켜왔습니다. ‘구글지도’가 글로벌 브랜드라는 사실은 대중이 접근
하기 쉬운 지도를 민간부문에서 제작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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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공간정보 활용의 폭발적인 증가와 함께, 오픈 스트리트맵(OpenStreetMap)
과 같은 사용자 참여형 지도 (VGI) 그룹들은 비교적 틈새 공동체 (niche
community)에 가깝지만 지형공간데이터의 수집을 대중화하는 방향으
로 몇 가지 방법들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4.1.3 사용자 생성 콘텐츠 (user-generated content)는 데이터 소스로서 우
리 삶의 많은 측면에서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 이슈들이 비록 신
뢰성 문제가 있지만, 위키백과(Wikipedia)는 가장 잘 알려진 사례를
제공해 줍니다 . 다른 곳에서 언급된 것처럼, 이러한 사용자 생성 콘텐
츠의 활용은 능동적 데이터 생산자와 수동적 데이터 생산자 모두가 경
제성이 낮거나 몇 가지 경우에 있어서 전통적인 방법으로 취득하기 어
려운 풍부한 위치 데이터를 계속해서 제공하게 할 것입니다.
4.1.4 경계를 넘나드는(trans-border) 정보의 필요성 증가는 국경을 기반으
로 한 접근방식의 한계를 강조해왔습니다 . 지역의 NMCAs를 합의로
진행되는 계획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했지만 , 위성영상이든
지도 제작이든지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민간부문 공급자들은 아마
필연적으로 정부출처의 정보 보다 훨씬 더 국경을 초월해왔고 , 그에
따라 국경을 넘는 문제들에서 데이터 제공을 요청받아 왔습니다 . 민
간부문과 VGI 그룹들은 이러한 분야의 방법을 계속해서 이끌어갈 것
입니다 . 반면에 정부들은 자금을 들이지 않는 방법으로 그들의 국경
을 자연스럽게 제한할 것이고 초국가적 국가 간의 메커니즘을 통한
해결을 시도할 것입니다.

4.2

민간 부문의 미래 역할

4.2.1 민간부문은 향후에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취득․
생산합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관리하고 이해하는 기술들을 제공하고 극
대화하는데 필요한 기능의 접근권한을 제공하는 기술적 역할을 계속해
서 진행할 것입니다 . 그리고 그것은 이 보고서의 초반에 확인된 정부
및 실제 다른 민간기관을 활성화 할 것입니다.
4.2.2 소비자 영역에서 접근 및 활용 용이성 용도로서, 일반화된 위치참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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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한 요구사항입니다. VGI 공동체와 함께 민간부문은 공간정보와 사
람들의 일상적인 상호작용을 지배할 것입니다 .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

러한 정보는, 예를 들어, 인구별 에너지 공급 관리, 토지 규모의 기록
또는

응급서비스를

위한

자세한

공통상황도(common

operation

picture)의 배치 및 공급 등과 같은 주요 사업 또는 공공 서비스 문제를
알아내는데 필수적인 품질보증, LOD(Level Of Detail) 및 유지관리 제
도를 동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4.2.3 그럼에도 불구하고 , VGI의 확산과 함께 민간부문은 점차적으로 경제활
동이 높은 모든 분야에서-우편 및 통신 산업분야에서 발견되는 경쟁과
유사한 -정부출처의 정보와 경쟁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이것은 잠재적으
로 항공영상과 일반 데이터와 같은 기존의 경쟁 분야를 넘어 대축척
데이터를 향해 이동이 될 것입니다.
4.2.4 그러나 많은 경우에, 특히 소비자 영역 밖에서, 공간정보 제공을 민간
과 공공 부문으로 구분하는 것은 인위적일 수 있습니다. 데이터 제공의
상당량은 민간부문 계약자가 공급하는 반면, 정부 및 초국가적 기관들
은 계속해서 가장 큰 고객과 수탁자가 될 것입니다.
4.2.5 비용 및 효율성 요구는 NMCAs의 많은 공정을 향후 민간부문으로 아
웃소싱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위성 및 항공 영상 제공기
관의 대다수 수입은 계속해서 정부 및 NGO들에 의해서 얻어질 것이
며 실제로 이러한 소스들의 규모는 이 기간동안 증가될 것입니다.
4.2.6 부문적으로, 방어 구조들이 신기술들로 초점을 맞추고 기술기반 솔루션
으로 점점 더 변경되기 때문에 고도의 기술적 방어와 관련된 지형공간
은 민간부문 전문가 시장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최근의 물리적 충돌들
은 상세한 지형공간데이터가 어떻게 군사적 효율성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 향후 5~10년간의 동향은 좀 더 많은 정부들
을 넘어, 그리고 더 나아가 대테러 작전 및 불균형적인 무력적 충돌에
이러한 기술들이 활용될 것입니다.
4.2.7 위치기반서비스 시장의 성숙은 국가에서 국가로 다양화될 것인 반면에,
전 세계적인 모바일장비의 확산은 기업가에게 가치 있는 위치기반서비
스와 기업을 발전시키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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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문은 공

간정보가 가치 있는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속화합니다.
적어도 대중에게서 활용이 가속화될 것이고 , 그렇게 됨으로서 가치 있
는 서비스와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4.2.8 그러나 다른 지역에서, 향후 민간부문 데이터수집자의 주요 도전은 이
미 가시화된 한계를 넘어 준비된 시장을 찾는 것일 것입니다.

소비

자와 중소기업은 사용시점의 무료 데이터사용을 기대하고 , 종종 만족스
러운 데이터에 흡족해 합니다 . 수익성 있는 틈새 소비시장은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원하는 거대 글로벌 기업들이 소비자를 끌어들이는 광범위
한 공간서비스 제공을 통해 급속하게 점유될 것입니다. 따라서 자금조
달 모델은 점차적으로 효과를 증명하기 어려운 가치 있는 부가 또는
광고투자업체를 통해 공개 또는 제 3 자에게 판매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 하나에 의해 주도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4.2.9 민간 부문 데이터 취득자의 추가적인 위험은 개방형 데이터가 될 것입
니다. NMCA가 제작한 고품질의 유지․관리 데이터가 정부의 위임으로
공개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수입원을 위협하거나 최소한 주력할 가
치사슬의 변화가 필요하게 만듭니다.
4.2.10 개인들의 연계된 정보를 전하는 장치인 수동적 크라우드 소싱의 예측
된 증가는 이 보고서의 다른 부분에 나와 있으며 , 향후에 민간 부문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미 데이터 수집자들은 모바일 폰의
움직임을 새로운 도로개설과 지역 교통사고들을 식별하는데 이용합니
다.

더 정확한 삼각측량과 거대한 데이터의 빠른 프로세싱, 유사한 기

법들은 개개인들의 활동에 적용되며 , 이 데이터는 휴대전화 사용자들이
수집해 사용자들(예를 들어 소매상 )에게 판매됩니다.
4.2.11 이러한 방법으로 생성될 풍부한 데이터는 현존하는 공간정보 기반들 에
가치를 더하기 위해 민간 부분에 엄청난 잠재력을 제공합니다 . 민 간
부문은 향후 5~10년간 생성될 거대한 양의 정보 해석과 분석에서 핵
심 역할을 하며 소비자와 기업․정부 입장에서 가치 있는 서비스를 사용
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공간정보를 사용합니다. 이 새로운 역할은
공간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참여하는 많은 정부 기관에 대한 재정 압
박과 결합하여 많은 정부 -민간 파트너십을 이끌어 낼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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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2

따라서 점차 민간부문은 지형공간에서 더 높은 가치 사슬에 중점을
두기 위한 이해를 넓히고 능력을 개척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공간구현
사회의 개발을 위한 기법들을 개발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것뿐
만 아니라 , 더 완벽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데이터 취득자들과 지식
제공자들 , 수집한 데이터 해석 및 다른 데이터 소스와의 통합 , 사용
자들 스스로 기술과 기법의 획득 필요성 제거 등 핵심 역할을 수행
할 것입니다. 이는 매우 제한적으로, 지금까지 채택된 공간정보 산업
시장을 개척할 것입니다.

4.3

사용자 참여형 지리정보(VGI)의 미래 역할

4.3.1 모바일 기술을 통한 범지구적인 대규모 커뮤니케이션의 출현은 지리정
보 데이터를 풍요롭게 하여 이미 소극적 및 적극적인 집단 모두의 잠
재력을 열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티 지진의 자원봉사자는 정보의 다
른 소스들을 풍부하게 하고 긴급 시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 그러나 그 잠재력은 막대하며 앞으로 10년간 이
를 점점 더 깨닫게 될 것입니다.
4.3.2 일부 국가에서 클라우드 소싱 데이터의 가용성은 지리정보의 다양한
범위뿐만 아니라, 특히 데이터가 없거나 또는 제한된 다른 데이터에 사
용될 수 있으며 다른 사용자들에 의해 사회 및 경제 발전에 필수적인
구조를 이룰 것입니다.
4.3.3 생성된 데이터뿐만 아니라 VGI는 공공참여를 유도하고

시민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중요한 메커니즘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소
스의 데이터를 쉽게 사용하기 어려운 국가는 대중의 참여가 선택이 아
니라 필수입니다.
4.3.4 예를 들어, 공식 주소 체계가 없는 지역에서는 사용자 주도의 크라우드
소스 주소지도가 정보기반이 제공할 수 있는 경제의 발전과 공공서비
스에 대한 혜택의 일부를 가능하게 하므로 , 임의적인 정부 주도모델을
도입하는 것보다 초기에는 더 적절한 체계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접근이 포괄적인 지도제작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
하는 것에 대한 대안으로서 고려되어서는 안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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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이러한

크라우드소스의 정보 베이스는 더 공식적인 구조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소스 레이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공간정보 기반을 이러한 방법으로

개발하는 국가들은 어떻게 VGI가 NMCA 데이터와 최선으로 통합할
수 있는지 조사하는 데에 주도하는 위치에 있음을 주목할 가치가 있습
니다.
4.3.5 이런 방식으로 공간정보 기반을 개발하는 국가는 VGI와 크라우드를 원
천으로 한 정보를 정부가 유지․관리하는 공간정보와 최적으로 통합하는
길을 찾는데 있어 그 방법을 주도하는 위치를 점할 수 도 있습니다.
4.3.6 VGI의 추가적인 혜택은 시민들에게 일상생활에서 공간정보의 가치를
가르치는 교육적 도구로써 일 것입니다 . 마찬가지로 사회 지식 시스템
은 이러한 정보를 구축하였고 , 시민들은 공간정보의 가치를 보다 직접
적으로 취득하는 방식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4.3.7 대안이 확립된 이들 국가에서 공간정보 소스는 이미 이용할 수 있었습
니다.

VIG는 가치 있는 추가 정보를 포함할 것인데, 이들 대부분은

정부 규격의 범위 밖에 있을 것입니다. 이 데이터는 지리에 대한 사용
자 견해가 구현되도록 하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책 및 의사결
정에 활용된다면 , 잠재적으로 목표한 효과적인 중재와 맞춤 공공 서비
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4.3.8 VGI가 많은 혜택을 주고, 지속적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측면에서 공간정보 신뢰성과 품질보장에 대한 필요성을 약화시키는데,
이를 간과하는 것 같습니다 . 헌신적인 개별집단의 자발적인 기 여와
품질보장제도의 결함 제도는 공간정보의 폭넓은 사용자들에게 널리 알
려진 것입니다. VGI는 무급 자원봉사자들에 의존하고 있어서 불가피하
게 약간의 불일치와 예측할 수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 이는 정부측면
및 위기관리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합니다.
4.3.9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가 부족한 지리적 지역과 정보형태를 분명히
하기 위해 NMCA는 VGI에 적극적인 회원들과 협력적인 관계로 협업
할 수 있습니다.

VGI창출을 위한 동기의 일부가 데이터사용을 위한

정부 라이선스 조건입니다.

그러한 접근은 NMCAs와 VGI 커뮤니티

간에 왕성한 협력을 위한 눈에 뛰는 진정한 변화가 요구될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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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간 데이터의 제공 및 관리에 있어서 정부의 미래 역할

5.1

변화의 영향

5.1.1 앞서 언급한 많은 변화는 공간정보 데이터의 제공 및 관리에 대한 정
부의 역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 그러나 조직과 지리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의 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NMCAs 및 지리정보의 실
제 정부와 기업사용자는 전적으로 대부분의 민간 부분이나 VGI의 데이
터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5.1.2 민간부문 제공자들은 투자에 대한 이익을 기반으로 모든 수집과 유지
관리를 정당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원격 지리를 위한 주요 고객은 정
부기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특정 종류 또는 장소의
자료 수집과 다소 무관한 민간과 정부 간의 구분을 나타내면서 , 민간
부문은 정부를 대신해 데이터를 수집할 것입니다. VGI는 정기적인 유
지관리 체제가 없고 그 범위를 제한하는 경향이 있지만 지리정보의 주
요 사용자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5.1.3 이렇듯 정부는 전체적으로 사회의 지리정보 요구사항을 고려하는 특
별한 위치를 유지해야하며, 안정적이고 신뢰 가는 유지․관리가 잘된 지
리정보 기반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역

할은 공간정보관리를 도입하는 것인데 직면한 현안과 변화는 국가별로
불가피하게 다릅니다.
5.1.4 최신 데이터의 경제적 혜택이 수량화될 수 있듯이 몇몇 국가에서 주
요 트렌드는 몇 십 년 전에 수집한 쓸모없는 데이터를 교체하는 것
입니다. 어느 때보다 까다로워지고 있는 고객층의 변화하는 기대치를
맞추기 위해 다른 국가의 주요 트렌드는 사용자 친화적인 환경에서 온
라인 지도제작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업모델과 접근 영역을 채택입
니다. 몇몇 국가에서는 그들의 핵심 업무로 여겨지는 일에서 활동영역
을 점점 줄여가기도 하는가 하면 다른 나라에서는 민간부문과 더 많은
연계 및 제휴관계를 맺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지난 10 년처

럼 공간정보를 제공하는 정부는 다가올 시간들의 현격한 변화에 대한
증인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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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격차 해소 : 조정과 협력

5.2.1 추가적인 데이터 소스 , 특히 크라우드 소스 정보는 기존 및 향후 공간
정보 기반을 풍요롭게 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따라서 비용절 감과
함께, 향후 몇 년 간 정부의 모든 데이터 소스 간 협력 촉진이 중요합
니다. 민간 후원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추가정보 수집을 장려하고 구조
적인 방식으로 데이터를 통합하는 프레임 워크 제공도 포함합니다.
5.2.2 따라서 향후 5~10년간 핵심 트렌드 및 과제 중 하나는 NMCAs가 다
양한 데이터셋들로부터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민간 및 VGI 커뮤
니티와 함께 더 협력할 것이며 , 계속 증가하는 크라우드 소스 정보를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 현재 권위 있는 데이터와 크라우드 소스 데이
터 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격차는 모든 관계자들 간의 협
력이 증진되면서 향후 몇 년 동안 감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VGI와
수동적 ․능동적으로 만든 사용자 생성 데이터를 결합하기 위해 정부 소
스 데이터를 규합하고 정부는 방법을 구할 것 같습니다.
5.2.3 국가 데이터 집합 및 국가의 공간 데이터 인프라로 다른 소스에서 제
공하는 정보를 통합하는 방법을 찾는 것은 향후 5~10년 이상 NMCAs
의 핵심 과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VGI데이타의 품질보장 매커니즘
과 표준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NMCAs가 점점 더 역할을 하는 것을 보
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당국차원에서 VGI데이타를 포괄하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 명시한 바와 같이, 국가 지리공간 프레임 워크는 현
재 개발이 덜 된 상태로, 인프라의 일부로 이미 잘 확립된 SDI 데이터
를 통합하는 것보다 VGI와 크라우드 소스 데이터로 개발하는 것이 더
이상적일 수도 있습니다.
5.2.4 이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핵심은 NMCAs가 품질 보장과 권한을
제공하는 표준, 방안, 도구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의사결정을 고양하는
데 있어서 지형 공간정보의 가치에 대한 인지도가 증대되면서 더욱 많
은 결정이 공간정보를 사용해 이루어지고, 정보의 신임과 신뢰를 유지
하는 데 공간정보가 지속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질 것이며 정부역할의
필수적인 부분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5.2.5 일관성 검수․조사 후 수정과 같은 일부 품질보증 조치를 포함하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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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는 VGI에 대한 신뢰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으며 정부보증 공
간정보기반에 VGI를 통합하는 것을 원활하게 합니다.
5.2.6

앞에 언급한 역할과 함께, 공간정보의 상이한 형태 내지는 전혀 다른
정보호환과 통합 및 공간정보 커뮤니티내의 다른 부문 간 협력을 추진
하는데 있어 정부가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해상 공간정보,
광의의 해양․수로와 지형정보간의 호환성과 통합에 관해 앞으로 더욱
초점이 맞춰질 것입니다. 공간지질학적 정보에 초점이 맞춰지고 사용자
들이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지구에 대해 더 포괄적인 재현을 원할 것입
니다.

5.2.7

정부는 또한 다른 정보당국뿐 아니라 공간정보와 통계 당국 간에 건설
정보 모델링 (BIM)과 영농, 농업적 위험관리의 방법적 통합을 통해서
건설 및 건축과 같은 영역에서 분야를 초월한 공조를 추진 ․지원합니다.
이에 각 국가는 그들이 보유한 막대한 데이터양을 이해하고 연결을 고
려하면서 역할을 할 것입니다.

5.3

국가 공간정보 인프라

5.3.1

공간정보관리 인프라상의 투자가 이뤄졌지만 아직 초기개발단계라면,
정부는 공간구현사회의 비전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측면을 아우르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NMCAs에 자금지원을 책임지기 위
해 보여줄 것은 투자대비 이익이 있다는 투자가치입니다. 국제적 사례
들은 경제적․사회적 혜택을 위해 공간정보가 사용된 방법을 보여주면서
이를 뒷받침합니다.

5.3.2

정부가 공간정보분야에서 택하는 정확한 역할은 국가마다 불가피하게
다릅니다 . 프레임웍 관련 정책, 재원 및 구조가 알맞게 구축되어 있고
의사결정자들과 사용자들이 공간정보를 조화로운 방식으로 쉽게 사용
할 수 있어서 이에 각 정부가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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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정확하고 상세하며 신뢰할 수 있는 공간정보 기반 유지

5.4.1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대축척 지도제작 환경에 진입하는 장벽이
낮아지면서 우리는 잠재적으로 높은 경제 가치의 영역 , 특히 고밀도
도심지역에서 민간부문의 경쟁이 치열해 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
다 . 공간정보가 만들어지는 소스의 수적 증가는 NMCAs에 도전이 될
것이며 , 공간정보 데이터 수집과 공급 상에 정부의 전통적 역할이 재
검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5.4.2

더 많은 기관들이 공간정보의 수집과 배포에 연관되면서 공간정보시
장은 변화에 대한 증인이 되어 왔습니다 . 믿을만한 공간정보 기반의
가용성을 보증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정부 규
제기관은 공정경쟁 및 관련사례 창출을 보장하기 위해 공간정보 시장
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증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5.4.3 그러나 생성된 데이터의 신뢰성이 중요하게 간주되고 정부 독점이 존
재하는 공간정보 환경의 다른 영역에서 지리정보의 생산자와 공급자증
가에도 불구하고, 정부기관은 핵심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5.4.4 핵심 참조 데이터셋에 대한 정의와 무엇이 이를 구성하는지에 대한 논
의들은 지속될 것이며 , 사용빈도는 높지만 데이터 수집에 있어서는 오
직 한번만 수집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경제적 ․사회적으로 타당한 참
조 데이터셋은 정부가 제작하고 유지관리하게 될 것입니다.
5.4.5 지속 가능한 경제․사회적 발전과 상세하게 기술한 공간정보를 요하는
실생활의 면면에서 필수적인 수많은 공간정보의 사용은 전 국토에 걸
쳐 상세하고 높은 정확도로 공간정보를 제공합니다 . 이 정보는 여러모
로 사용됩니다 . 예를 들면 , 공간정보는 재산 소유권 및 분쟁 해결의
관리 시스템을 구현하도록 하는 토지등록을 제공하고 의료 불균형을
식별하고 가구의 경제수준에 효과적으로 개입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응답하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인 운영 영상을 보장하면서 대
형 사건에 대한 비상대응차량을 보내는 데 사용됩니다.
5.4.6 데이터 소스 증가를 인식하면서 다가오는 5~10년 , NMCA의 주요역
할 중 하나는 정부운영을 위해 필요로 하는 데이터에 대한 품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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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데이터의 최신성 체제를 정의하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 정부는 이러
한 역할을 수행하고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의 세부수준
을 평가할 수 있는 독자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5.4.7 다른 부문들로부터 데이터의 추가적인 출처와 잠재적인 경쟁 확산을
고려할 때 공간정보 정부제공자의 정책 , 보고 그리고 조달의 역할이
더욱 변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나타나기 시작한 트렌드에서 중

앙정부들은 더 이상 직접적으로 모든 공간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 대신 데이터를 직접 수집하는 지방정부 , 민간 또는 VGI 등
의 가장 적절하고 알맞은 출처들로부터 데이터가 수집될 것입니다.
5.4.8

데이터 수집의 주요역할을 담당해왔던 정부 및 정부기관들은 완전한
공간정보 프레임웍이 전달되도록 지휘 ․관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
니다. 이러한 역할에서 , 거대한 경제 시장이 형성될 것이며 그들의 의
사결정 절차들에서 사용자들이 의지했던 믿을 수 있는 지형 공간 체
제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정부는 경제활동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의
데이터 수집 및 통합되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5.4.9 다양한 출처들로부터 데이터 조달은 수집된 데이터의 유지관리 감독에
중점을 두기 위해 자원을 확보할 것입니다 . 이용 가능한 정보의 풍부
한 원천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초점들은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활용이 가능하고 이는 지속될 것이며 , 데이터 공급 유지를 지속할 수
있는 준비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지원이 보장됩니다.
5.4.10 의사결정 절차가 증가하고 공간정보 가치의 인지도 상승 때문에 , 광
범위한 정보원천들을 이용한 양질의 정확하고 상세한 공간정보의 권
위있는 공급자로서 정부역할은 정보에 대한 신뢰와 의사 결정자들 사
이에서 점차 중요해질 것입니다. 최종 사용자들은 정부가 보증하는 공
간 데이터를 그들이 수도꼭지에서 물을 또는 소켓에서 전기를 소비할
때처럼 질과 기원에 대해 신뢰하면서 소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그들
은 데이터에 접근 하자마자 데이터 소스로부터 그들이 항상 기대했던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5.4.11 권위 있고 믿을 수 있는 공간정보 활용의 증가는 공간정보의 채택을
유도하며 소비자 영역뿐만 아니라 정부와 기업의 의사결정 절차에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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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영향을 미칩니다. 정부는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공
간적으로 활성화된 사회 실현을 보장하고 공간정보의 준비와 관리에
관련될 대다수의 수행자들 간의 효과적인 협력을 위한 절적한 체제를
보장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가질 것입니다.
5.4.12 지리정보는 전 세계의 지속가능한 사회와 경제 발전을 제공하는 핵심
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리정보를 체험하고 의사결
정을 위해 사용함으로써 지리정보와 인간의 상호 작용으로 향후 지리
정보의 인식과 이해는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위치기
반이 통합되도록 모든 전문가와 함께 , 미래 사회가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지리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며 효과적인 관리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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