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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지리정보원은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과 운영 성과에
책임을 지는 책임운영기관입니다.

끝이 없는 도전 이야기

국토지리정보원 주요성과 보고서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 Achievement Report

“

백지 위에 튀어나온 점, 그것은 시각장애인의 눈과 마음 입니다. 점자지도로 인해 사회와
소통하는 눈을 제공하고 꿈과 열정을 줄 수 있어 보람이 큽니다.
- 지리정보과 박혜숙 주무관

정밀도로지도는 4차 산업혁명, 기술과 데이터 간 융·복합 시대의 기본 인프라로서 공간정보의
역할과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정밀도로지도 담당으로써 사명을 가지고 산업 발전과
국민생활 편익 증진을 위해 힘쓸 것입니다.
- 지리정보과 장석원 주무관

대한민국 국가공간정보는

국토지리정보원

독도의 프로필인 좌표, 높이, 둘레 등을 국토지리정보원이 직접 국제사회에 널리 알렸습니다.
독도의 영토주권을 확고히 하는 데 기여한 데 보람을 느낍니다.
- 지리정보과 이태경 주무관

측량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보다 더 편리하게 국가기준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국토측량과 이지훈 주무관

공간정보의 생산과 서비스를 개별부서에서 제각기 하던 것을 통합된 정보, 하나 된 정보로
쉽고 편리하게 수요자에게 제공할 수 있어 기쁩니다.
- 국토조사과 홍승렬 주무관

위성측량서비스, 어렵지 않아요. 늘 당신 옆에 있습니다.
- 국토측량과 김현호 주무관

21세기 국토를 담아낸 백과사전이자 대동여지도인 대한민국 국가지도집, 어린이·청소년 눈높이로
우리나라 현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국토조사과 박선영 주무관

정확한 지오이드 모델 구축으로 GPS 수준측량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국토측량과 성우진 주무관

공간정보 무상개방으로 사용자의 구매비용을 절감하고 수익증가로 이어져 업무 편의성 향상 및
사업영역 확장 등 현저한 효과를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 국토조사과 구정현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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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성과 보고서

세계측지계
추진 배경 · 지난 1세기의 일제 잔재의 청산과 국제기준 도입
• 일본과 우리나라에 국한 된 동경측지계의 1세기 간 사용을 청산하고 세계측지계로 전환할 필요
• GPS기반의 세계측지계는 국제적 흐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21세기 국토공간정보에 필수 요소임

추진 경위 · 세계측지계로 21세기 국토공간정보의 리더로 도약

2000. 4
장관 방침으로 측지2002 프로젝트
추진
- 세계측지계 도입 및 실현을 위한

2002

2002. 12

세계측지계로의 전환 및 활용
지침 연구(한국측량학회 이영진
교수 외)

동경측지계에 의한 측량성과와 세계
측지계에 의한 측량성과의 상호
변환을 위한 국가좌표변환계수 고시

2003. 1

2006

측량법 개정으로 신·구 측지계
병행사용

세계측지계 2010년 전면 시행
측량법 개정

- ’75 ~ ’05 GPS, EDM, 수준데이터
성과계산(한국측량학회 이영진
교수 외)

- Bursa-Wolf 모델에 의한 7변수

장·단기 계획 수립

’07년 세계측지계 전환 대비
국가기준점 망조정 연구

2006. 12

2007
’06년 도서지역 및 ’07년 전방지역,
EDM지역 측량성과 계산
(한국측량학회 이영진 교수 외)

세계측지계가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2007. 10
국토지리정보원 내 전담조직
세계측지팀 신설

2007. 12
’07년 전방지역, EDM지역 측량
성과 문제점 개선 위해 ’07 ~ ’08년
EDM 지역 보완 측량 완료 후
고시 결정

2008
’08년 측량성과 및 기존망조정 연구
성과 통합결과의 고시 위한 사업
수행(경일대 이영진 교수 외)

2008. 12. 31

2009. 6

국가기준점 성과 의 세계측지계
전환 완료
- 삼각점 14,946 점 세계측지계
성과 고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1년 전면 시행
예정인 지적분야는 토지개발 사업
지역 등 일부 지역만 세계측지계
적용 실시

2009. 12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보유한 GIS
및 수치지도 등 각종 측량 성과에
대한 측지계 변환 완료

2010. 1. 1
세계측지계 전면 시행
- 국가기준점 구 성과는 필요 시
열람처리로 한정

추진 성과 · 위치기반 산업 토대 조성으로 경제성장에 이바지
성공적인 세계측지계 도입

세계측지계의 도입으로 국가경제 발전

•세계화, 국제화에 대응한 과학적 합리적 세계측지계 설정을 위한 4년간의 제도 도입과

연구 사업을 정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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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과 민간산업에

내비게이션, 항공, 선박, 건설 등

GDP성장에

세계측지계 도입

위치정보활용 산업활성화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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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SS 위성기준점
추진 배경 · GNSS 위성으로 위치기반 서비스 세상을 맞이하다
• 측량기술에 GNSS위성을 이용하기 시작하여 전국에 GNSS상시관측소를 설치 운영 시작
• GNSS측량의 후처리 기준국 역할뿐만 아니라 RTK 보정신호 서비스로 실시간 위치결정 정확도 향상 도모

추진 경위 · 세상 모든 것의 자리, GNSS 위성기준점으로 정확해지기 시작
1995년 우리나라 최초의 상시관측소가 설치되었습니다

1995 ~ 2011 · 도약기 쉬운 측량으로 정보화 사회 첨병 역할
상시관측소
설치

2012 ~ 2016 · 혁신기 정확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인 서비스 혁신

1995 우리나라 최초의 상시관측소 국토지리정보원 청사 내 설치

2000 태백, 상주, 청주 설치

(수원상시관측소)

최초 설치

2013 동해, 봉화 설치

전국 55개소

전국 44개소

2014 당진, 고성, 철원, 화천 설치

전국 59개소

2015 새만금 상시관측소 설치

전국 60개소

전국 5개소

2009 대한지적공사 상시관측소 2개소 이관

전국 46개소

1998 제주 설치

전국 6개소

2011 군산, 진도, 거제, 영덕, 세종 설치

전국 51개소

1999 서울, 원주, 진주, 울진, 서산 설치

전국 11개소

수원상시관측소를 IGS기준국 등록

연구 수행

전국 53개소

2008 정부조직개편/행정자치부 GPS상시관측소
30개소 이관

1997 전주, 광주, 대구, 강릉 상시관측소 설치

2012 강화, 용인 설치

전국 14개소

2003 가상기준점 도입에 관한 연구(한국측량학회)

2012 건물신축공사로 태백 위성기준점을 강원관광대학에서 태백시청으로 이전

2007 한반도 지각변동 연구

2013 FKP-GPS서비스 이용확대를위한 기반연구
GNSS측량서비스 고도화 연구사업

2009 GNSS네트워크 활용방안 정책연구

2014 GNSS기반의 특수구조물 모니터링 기반연구 / GNSS높이측량 시범사업 /

GNSS에 의한 수직기준의 재정립을 위한 연구용역

백두산GNSS기준점 설치방안 연구 / 위성기준점 데이터 통합체계 구축 1차 년도 /
GNSS측량서비스 고도화 연구사업 2차 년도 / 국가GNSS오픈플랫폼 구축전략 수립

2010 위성기준점 활용확대 및 지각변동 연구 수행
2011 국가위성측지망 고도화 방안 연구

2015 위성기준점 데이터 통합체계 구축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지각변동관측 해석기법 연구
위성기준점(국토지리정보원 내 위치)

서비스

1차 년도

2차 년도

글로벌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GNSS인프라 진단연구

2001 14개 위성기준점 성과고시(ITRF97, epoch2001.0)

2009 국립해양측위정보원 관측소 24개소 포함 68개소 성과고시

2012 GNSmart S/W도입으로 네트워크RTK서비스(FKP)운영

2002 14개 위성기준점 성과 변경고시(ITRF2000, epoch2002.0)

2010 대한지적공사 창원, 안성과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안흥, 춘천 포함

2013 네트워크RTK서비스(VRS)운영프로그램 개선(GPSNet에서PIVOT)

72개소 성과고시
통신시설 개선 위해 제주 위 성기준점 이전(성판악휴게소에서
성산 생활체육관)

2006 위성기준점 후처리 데이터 웹서비스 실시
2007 GPSNet S/W도입과 네트워크RTK서비스(VRS)운영
2008 행정자치부 관측소 30개소 포함 44개소 성과고시

2014 신규 관측소 7개소 포함, 79개 위성기준점 성과고시
2015 85개 위성기준점 성과고시(28개소 높이값 고시)

‘11년 동일본 대지진에 의한 기준점 성과 변경고시
(72개소, 제주·태백 이전 포함)

2016 신규 관측소 1개소 포함 86개 위성기준점 성과고시 /
건물신축공사로 서울위성기준점 이전(서울과기대에서 육군사관학교)

추진 성과 · 국내의 모든 GNSS 관측데이터는 GNSS 데이터 통합센터가 책임진다
네트워크 RTK서비스

GNSS데이터 통합서비스

• 2014년부터 현재까지 사용자수 연평균 증가율 132%로 나타남
• ’14년 : 54만명, ’15년 : 74만명, ’16년 : 94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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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12월까지

110만명

•’16년 12월부터 GNSS데이터 통합센터 운영시작

도달 예상

•2016년 12월 ~ 2017년 5월 : 2천 건 이상의 후처리 데이터 및 75만건 이상의 실시간 관측데이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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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성과 보고서

통합기준점
추진 배경 · 평지에 오롯이 전개된 측량기준점망의 시작
• GPS측량기술의 보급으로 시통이 필요한 산 정상 설치 측량기준점이 아닌 평지의 기준점 망 구축 필요
• 삼각점, 수준점, 중력점 등으로 분산 된 국가기준점 기능의 통합으로 사회적 비용 절감

추진 경위 · 더 정확한 측량기준의 잣대, 통합기준점

2007. 10
「통합전자기준점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
(이하 기초연구) 및 3점 시범설치로 평면·
표고·중력·지자기 측량 실시

통합기준점 1,193점 설치
했습니다

2008. 2

2008. 8

위성 및 항공영상에서 식별되고 평면·높이·

기초연구 결과에 따라 전국 평지 대상의

중력 측량 가능한 통합전자기준점 표석 형상

10㎞ X 10㎞ 배치간격 적용한 통합기준점
설치 추진

(1.5m X 1.5m) 설치

2009. 1

2009. 4

기초연구결과 및 사업실사를 통해
통합기준점측량 품셈(안) 마련

2010

통합기준점 측량 품셈(안) 변경 및
통합기준점 표지 형상 고시

통합기준점 1,193점 설치

- 외부전문가 및 품셈자체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매설공정의 투입인력
부분 조정
- 통합기준점 표석을 구성하는 석재의 배치
방법 변경으로 고가의 석재사용 최소화

통합기준점 매설기준 “가”형

2011

2012. 2

통합기준점 유지관리 사업 시작

2012. 5

기본측량 및 지적재조사 지원을 위한
통합기준점 추가 설치 추진

2015. 12

소형화된 통합기준점 표지 형상 고시

2016

新국가위치기준체계 마련으로 2020년
7,000점 완료 목표 추진

- 전국 3 ~ 5km의 간격으로 주요 지점에
7,000점 설치 계획

2017

높이성과가 없는 통합기준점의 높이측량
시작

전국 4,700점 설치 67%

- 전국 총 3,800점 설치 54%
- 「위성기준점·통합기준점 골격의 측량기준
점망 구축」 세부 추진일정 수립
통합기준점 매설기준 “나”형

추진 성과 · 우리나라 국가기준점망의 큰 골격 완성
통합기준점망의 완성 의미

통합기준점으로 효율적인 예산 집행

• 우리나라 국가기준점망의 뼈대인 통합기준점망

• 기본측량 및 지적재조사 시 통합기준점 기반의

완성으로 위성기준점과 함께 국가기준점망의
큰 골격 마련

통합기준점 완성으로 발생하는 효과

세부측량으로 기준점 중복 등의 국가예산 낭비 방지

평탄지
기준점 설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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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성과 보고서

측지 VLBI
추진 배경 · 우주측지기술로 국가위치기준을 결정하다
• 우주측지기술(VLBI)도입에 의한 전 지구적 측량성과를 이용하여 국가 위치기준 결정과 측량 정확도 향상 도모
• 고정밀(㎜)의 위치측량기술 확보를 통하여 대륙 간 정밀 지각변동 모니터링, 지구물리, 우주과학 분야 연구에 활용

추진 경위 · 세계가 주목하는 세종 우주측지관측센터
2001. 7

VLBI 관측계획 수립(장관 방침)

2006. 4

VLBI 구축 기본계획 수립(원장 방침)

5

VLBI 운영자 기술워크샵 참석(美 MIT 헤이스텍 천문대)

VLBI 구축 실시설계 용역추진

12

한반도 측지 VLBI 네트워크 구축기반 연구

5
2008. 6
10

2015. 1

VLBI 관측국 건설을 위한 국토원·행복청·토지공사 간 양해각서 체결

한반도 측지 VLBI 네트워크 구축기반 연구

1차 년도

2차 년도

’15년 국제VLBI 공동관측 수행(총 50회)

2016. 1

VLBI 관측장비 제작 및 설치 계약체결

VLBI를 국가기준점에 적용을 위한 기반연구

1차 년도

2011. 12

우주측지관측센터 관측동 준공

3

제9회 국제VLBI(IVS) 총회 참석 및 VLBI 운영현황 발표(남아공)

2012. 2

한-일 VLBI 시험관측을 통한 최초 시험관측 성공(프린지 검출)

12

한반도 측지 VLBI 네트워크 구축기반 연구

4

국제VLBI(IVS) ‘Network Station’ 가입 완료(전 세계 16번째 국가)

6

우주측지관측센터 준공식

11

우주측지관측센터 홍보관 개관

12

VLBI와 GNSS 연결을 위한 결합측량 연구

2013. 5
10
2014. 1

IVS 가입 승낙서

VLBI를 국가기준점에 적용을 위한 기반연구

VLBI 해석기술 확보 위한 단기 기술연수(美 NASA)

4

국가측지기준체계(ITRF) 적용방안 수립 연구
고주파 대역의 측지관측을 위한 전파원 선정 연구

국토지리정보원과 한국천문연구원 간 VLBI 공동활용 양해각서 체결

5

국제 공동연구 참여 관측(상대성 이론 검증)

우주측지관측센터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연구

9

독자 기술로 VLBI 정밀 위치성과 분석

9

국제VLBI(IVS) 관측 본격 참여(최초 관측일 : 9.29일)

11

언론보도(우주측지기술의 성공적 도입을 통해 대륙간 측량 첫 성공)

12

지구조석과 기압에 의한 지표변위 모델 연구

2차 년도

3

제7회 IVS 운용자 기술교육 워크샵 참석(美 MIT 헤이스텍 천문대)

제8회 국제VLBI(IVS) 총회 참석 및 VLBI 운영현황 발표(중국)

측지 VLBI 관측점

’16년 국제VLBI 공동관측 수행(총 51회)

2017. 1

3

3차 년도

세종시 소재 우주측지관측센터

추진 성과 · 우주를 이해하고 측지를 정확하게, 순 우리기술로 자리잡다
국제VLBI기구 관측네트워크의 공동관측

우주측지(VLBI) 기술의 내재화

• 국제VLBI기구 관측네트워크로 미국, 독일, 일본 등 전세계 17개 국가와 연간 50회 이상의 공동관측

• 관측데이터 확보, 관측 안정성 유지, 데이터 처리 프로세스를 구현하여 정밀위치 성과산출 등

→ 전세계 측지기준계의 정립 및 성과향상에 기여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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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성과 보고서

지오이드 모델 구축
추진 배경 · 전국, 정밀한 지오이드 모델로 GPS 높이측량 정확도 향상
• GPS측량기술의 보편화로 GPS를 이용한 높이측량 정확도 향상을 위해 전국에 대한 정밀 지오이드 모델 구축
※ GPS측량을 통해 산출된 타원체 고를 우리나라 높이 기준으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타원체와 지오이드 면 간의 높이인 지오이드 고 산출 필요

추진 경위 · 한국형 지오이드 모델 연구 및 개발
지오이드 모델 구축을 위한
중력측량이 시작되었습니다

2006. 6

2008

2009. 9

~ ’14년

지오이드 모델 시스템 개발

국가기준점 대상 중력측량 실시

- 정밀 지오이드 모델 산출 모듈
개발 및 웹 기반의 지오이드 자료
제공 서비스 구축

- 우리나라의 중력망 구축 및
수준점 정표고결정, 지오이드 모델
구축을 위한 기반자료 획득

2012

2011. 9

우리나라의 육지부분 지오이드 모델
(GMK09) 개발 / (정밀도) 평균 8㎝

육지·해양분야 지 오이드 통합모델
구축방안 연구 수 행

2015

~ ’14년

국가 지오이드 모델 개발(3차 년도)
연구 수행 시작
(정밀도) 평균 ±4㎝
- 지오이드모델 KNGeoid13 고시
(’13.12.11)
- 합성지오이드모델 KNGeoid14
고시(’14.12.25)

사업기간
측점수

통합기준점

수준점

삼각점

위성기준점

’08년 ∼ ’10년

’09년 ∼ ’12년, ’14년

’11년 ∼ ’14년

’14년

1,196점

6,496점

2,007점

43점

국가기준점 추가 중력측량
(2,120점) 실시

2017 지오이드 모델 및 육·해상
수직기준 연계모델 구축

- 정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산간
지역의 지오이드 모델 정확도
향상을 위하여 추가 중력 성과(통합
기준점, 삼각점) 확보 측량 실시

- 최신의 범지구적 위성 중력장모델

(’15년) 강원도, (’16년) 경상도,
(’17년) 경기도 일원

국가통합 지오이드 모델 구축 기본
계획 수립

국가기준점

2017. 12

~ ’17년

(GOCE)과 ’15 ~ ’17년 확보된 산간
지역 중력성과들을 반영하여 종전
국가 지오이드 모델(KNGeoid14)
보완·개선

- GPS를 이용한 높이측량의
실용화와 우리나라 수직기준의
정확성 확보를 위한 「국가
통합 지오이드 모델 구축 기본계획
(2012 ~ 2014)」 수립

추진 성과 · 전 국토의 지오이드 모델 구축
지오이드 모델을 통한 GPS 높이측량 정확도 향상

기존의 높이측량 방법인 직접 수준측량 대비 측량시간 및 비용 절감

• 전 국토에 걸쳐 균질의 지오이드 모델 평균 정확도 약 4cm로 제공

• 측량 시간 및 비용 비교

(면적: 700㎢)

직접 수준측량

직접 수준측량

30주

1.8억원

90%

75%

단축

절감
GPS측량
(지오이드 모델 이용)

우리나라 중력지오이드 모델 KNGeoid1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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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S측량
(지오이드 모델 이용)

0.5억원

15

국토지리정보원

주요성과 보고서

2년 주기의 항공사진 촬영
추진 배경 · 시대를 기록하는 항공사진
• 전국을 2개 권역으로 구분해 매년 항공사진 촬영을 실시하고 이듬해 국가기본도 제작에 활용
• 다양한 산업과 일상생활에 최신공간정보 요구 증대로 항공사진 촬영 주기 단축 필요

추진 경위 · 네덜란드 지원에서 이제는 2년 마다 전국 항공사진 서비스
5년 주기 전국 지도수정 체계를
수립했습니다

1966

1974

한화 협동 항공사진측량
(한-네덜란드)협정 체결

~ ’95년

0.7m 및 0.4m급 아날로그
항공사진 촬영시작 및
1:25,000 남한전역 완성

2002
5년 주기 전국 지도수정 체계
수립

2년 주기 항공사진 촬영을 시작
했습니다

2007

2009

~ ’10년

전국 4년 주기 0.4m급
아날로그 항공사진 촬영

전국 4년 주기 지도 갱신주기
도입(~’10)으 로 광역도시권
2년주기,일반 권역 4년 주기
촬영 실시

대축척 지도제작용 디지털
카메라 실용화 방안 연구
(건설교통기술평가원)
- 디지털 카메라 도입 및
실용화 사례 연구, 디지털
카메라 성과 검증

2010

디지털 항공사진 촬영 시범
사업 착수
- 건설공사표준품셈 항공사진
촬영 보완(데이터 전처리
품셈 추가 등)

2011

디지털 항공사진 전국 촬영
본격화와 전국 2년 주기 지도
갱신(’11 ∼) 계획 수립

전국 2년 주기 0.25m급
디지털 항공사진 촬영 및 갱신
본격 시작

- 항공사진측량 작업
규정 개정(안), 건설공사
표준품셈 항공사진 측량
품셈(안) 제시

아날로그 항공 밀착사진

컬러 아날로그 항공사진 - 인천 지역
디지털 항공카메라 - DMC(Z/I Image)

디지털 항공사진

추진 성과 · 과거와 현재, 미래의 경제성장을 이끈다
1966년 이래 전 국토 모습 역사적 기록물 확보 및 보존

국내 경제성장에 기여한 항공사진

공간정보 기반구축
• 지형도, 수치지형도, 영상지도 등의 공간정보 기반구축

’16년말

424,883매

국토건설사업 지원

고도성장기
경제개발계획

경부고속도로 건설 사업

포항종합제철 건설

우리 국토의
역사적 기록물
과거 항공사진(2004년)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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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도

수치지형도

영상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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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성과 보고서

항공사진 웹서비스
추진 배경 · 국민이 볼 수 있는 국토 앨범
• 항공사진은 지도제작 및 GIS기반자료이자 우리 국토의 변천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소중한 기록물
• 항공사진을 영구 보존하고,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지역을 쉽게 검색하고 볼 수 있도록

디지털화

• 항공사진 교부를 위해 직접 방문하는 불편 해소

추진 경위 · 아날로그 필름을 디지털 앨범으로
정사영상, DEM 등 신규 공간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웹접근성 향상 및 보안 강화로 서비스 기능을
개선했습니다

2005

2009

아날로그 항공사진 전산화(스캐닝) 및 DB구축 시작

국토공간영상정보(항공사진) 인터넷 및
인트라넷 서비스 추진, 국토지리정보원 영상정보
전용 기관압축포맷(NIX) 개발(NIX활용프로그램
및 컨버터 개발)

2015

항공사진 및 위성영상 관 리 시스템 통합개발로
웹접근성 향상 및 보안강 화로 서비스 기능 개선

항공필름자동현상기

국토정보플랫폼 통해 국토지리정보원의 모든
공간정보 통합 서비스

- 서버통합, 인터페이스 개선과 항공사진,
위성영상 시스템 통합 및 이미지엔진, 벡터엔진,
80TB 스토리지, 운영S/W, 웹서비스서버,
통합 관리시스템 서버도입
- 검색API 도입을 통한 위치검색기능, 항공사진
비교기능, 지형도 중첩기능, 도엽별·좌표·행정
구역 검색 등 공간정보 전문검색기능 추가

MK-4밀착기

전국기반의 공간정보 통합관리 및 서비스로
정사영상, DEM 등 신규정보 제공 시작

사진확대기(Dust CLS1840)

항공사진 : 181,716매

위성영상 : 89,769매

수치표고모형 : 21,632매 정사영상 : 5,147매

추진 성과 · 국민 누구나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디지털 항공사진
디지털 시대에 발 맞추어 가는 항공사진 관리시스템

국토정보플랫폼으로 더욱 쉽게 이용할수 있는 항공사진
국토의 과거와
현재 변화모습의

디지털 항공사진
인터넷
접근성 강화

디지털화

아날로그 자료

18

영구보존 가능

마음속엔 국토사랑 생활속엔 지리정보

인터넷 서비스 가능

대국민서비스
품질 혁신

국토지리정보원
대표 공간정보생산 기관

국토정보플랫폼

마음속엔 국토사랑 생활속엔 지리정보

다각적
검색 서비스

공공·민간의 항공사진
이용증대 기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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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정사영상 제작
추진 배경 · 전국이 하나된 영상정보 서비스의 기반
• 3차원 공간정보 구축, 인터넷 영상지도 서비스, 국토환경 변화상황 모니터링, 공공·민간의 정사영상 기반자료 필요성 증대
• 전국 항공사진의 촬영, 가공, 편집 및 보안처리로 민수용·군수용으로 활용 지원 필요

추진 경위 · 정사영상 제작 기술이 디지털의 날개를 달다
수치정사사진, 정사영상의 지도
제작이 시작되었습니다

2000

2001

수치표고모델 정사영상 제작 활용방안
제시로 한국지형에 적합한 수치표고모델
구축방안 연구

2002

영상지도 제작 기본계획 수립과 정사영상
품질관리(검사방법) 및 법제방안(작업
규정안) 마련, 시범사업(대전시 일원) 실시

2006

영상지도 제작에 관한 작업규정 제정
수치정사사진 지도 제작(~ ’05), 정사영상
지도 제작(~ ’10) 시작

- 영상지도 제작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인도, 말레이시아의
정사영상 활용사례 분석

2007

수치표고자료 및 정사영상지도 구축, 다차원
공간정보 구축 시작
- 1:5,000 수치지형도, 이미지 매칭을
활용한 수치표고모형 제작·활용

2008

다차원 공간정보 구축 지역 확대
(광주광역시, 군산시, 부산광역시),
수치표고자료 및 정사영상지도 구축지역
확대(인천광역시, 수원시, 청주시,
대구광역시, 오산시)

수치표고자료 및 정사영상지도 구축
- 구리시, 의정부시, 창원시, 마산시,
거제시, 광주광역시, 공주시, 광양시,
광명시, 안양시, 군포시, 과천시, 하남시,
부천시, 시흥시, 안산시

전국 정사영상 제작 계획을 수립
하고 착수했습니다

2009

2010

수치표고모델 및 정사영상지도 구축
(화성시, 평택시, 안성시, 이천시, 고양시,
남양주시, 용인시, 여주군, 제천시)

2011

전국 연속 정사영상 관리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제작 시작

2012

전국 정사영상 제작 계획 수립

2010년 항공사진 촬영 성과를 활용하여
전국 일괄 정사영상 제작

2014

2년 주기 전국 정사영상 제작

정사영상 제작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전국 정사영상 통합DB 제작

추진 성과 · 전국 정사영상 제작의 성과
전국 수치표고모형 및 정사영상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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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년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제작면적(km2)

540

4,650

3,235

3,281

11,243

4,868

90,191

13,500

54,930

40,100

54,930

40,100

사업금액(백만원)

650

3,280

3,313

5,441

16,073

1,504

7,427

2,216

8,725

8,278

10,613

7,400

수치표고모형 격자간격(m)

1

1

1

1

1

5

5

5

5

5, 10, 30, 90

-

-

정사영상해상도(cm)

40

40

40

40

12

25

25

25

25

25

25

25

마음속엔 국토사랑 생활속엔 지리정보

마음속엔 국토사랑 생활속엔 지리정보

21

국토지리정보원

주요성과 보고서

북한지역 공간정보 제작
추진 배경 · 한반도 종합국토관리의 기반
• 북한의 정세 등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 대비해 외교, 안보, 통일, 경제 등 합리적 대북정책수립의 기반정보로 북한공간정보 필요성 절실
• 접근불능지역인 북한지역 공간정보의 노후화, 정밀자료 부재를 해소하고 향후 통합국토 실현 및 한반도 국토관리 종합계획 수립 등의 요구 증대

추진 경위 · 북한공간정보 구축부터 최신·고정밀 북한공간정보 갱신

2006

2007

접근불능지역 지도제작 시범사업 시작

북한지역 기본지리정보 구축 5개년 계획
수립

북한지역 1:25,000 수치지형도 제작
- 1:25,000 수치지형도, 정사영상(2.5m),
수치표고모델(10m) 제작(334도엽),
접근불능지역 지리정보 구축 정확도
향상 방안 및 표준화 연구

2013

1:25,000 기본공간정보 수정갱신(10개
레이어), 연속수치지형도 제작(988도엽),
나진지역 1:5,000 신규제작(4도엽),
북한 지역 수치지형도(988도엽) 일반 공개

2009

1:25,000 수치지형도, 정사영상(2.5m),
수치표고모델(10m) 제작(317도엽)

1:25,000 수치지형도, 정사영상(2.5m),
수치표고모델(10m) 제작(337도엽)

2015

2014

북한지도집 발간

북한지역 1:25,000 수치지형도 수정·
갱신

북한지역 지형도, 위성지도, 북한지도집
일반 공개

2016

~ ’18년

북한지역 고정밀 공간정보 제작

북한지역 공간정보 구축 중기계획 수립
- 북한지역 고정밀 공간정보(수치지형도,
수치표고모형, 정사영상 등 185도엽)
시범구축

지형도

지형고도자료

제작년도

2006

2007

2008

2009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제작면적(km2)

-

51,436

43,199

48,750

35,574

50,000

-

143,385

980

39,000

사업금액(백만원)

495

6,000

5,300

4,860

400

900

비예산

1,700

2,000

1,847

비고

시범사업

황해도권

평안도권

함경도권

황해남도권

황해도권

지도집 발간

북한 전역

신의주 등 8개 시

황해도 일원, 해주 등 7개 시

마음속엔 국토사랑 생활속엔 지리정보

~ ’14년

- 1:25,000 수치지형도 위치보정, 시범
지역 주제도 제작(4도엽), 접근불능지역
공간정보 통합체계 ISP 연구

추진 성과 · 북한지역 공간정보 구축의 성과

22

2011

북한 공간정보를 일반에 공개
했습니다

북한지도집을 발간했습니다

2012

2008

~ ’09년

마음속엔 국토사랑 생활속엔 지리정보

정사영상지도

이미지맵

23

국토지리정보원

주요성과 보고서

극지역 공간정보 구축
추진 배경 · 미래자원강국 위한 극지역 공간정보 토대를 쌓다
• 극지역(남·북극) 개발과 환경 연구 등 국익확보활동을 위한 정밀측지측량 및 지도제작 필요
• 1950년부터 미국, 일본, 중국 등 세계 열강의 국익확보차원의 극지역 측량 및 지도제작 추진에 대응

추진 경위 · 우리 눈으로 정확히 읽어낸 남극·북극
남극지역 공간
정보 구축

2009. 6

2010. 7

2011. 7

2012. 8

2013. 1

「남극지역 측량 및 지도제작
기본계획(1차)」 장관방침 결정

「2010 남극지역 측량 및 지도제작」
추진

「2011 남극지역 측량 및 지도제작」
추진

「2012 남극지역 측량 및 지도 제작」
추진

「극지역 측량 및 지도제작 기본계획
(2차)」 차관방침 결정

- 세종기지 주변 정밀 측지측량(GPS
측량, 중력관측 등), 장보고 기지 주변
지도제작(1:5,000, 1:25,000 지도
제작, 수치표고모형 구축 등),
남극지역 포털시스템 구축,
지명등록 등

- 남극 환경에 적합한 측지측량 방안
연구, 모바일지도 및 SAR 위성
데이터를 이용한 주제도 제작,
기존 설치 기준점 유지보수 등

- 장보고 기지 주변 측지측량
[(위성기준점(1점), 통합기준 점(3점)
등)], 세종 및 장보고 기지 주 변
해안선 및 빙하 변화지도 제 작,
세종 및 장보고 기지 주변 비틀맵,
부채꼴형 지도 제작 등

2009. 8
극지역 측량 및 지도제작을 위한
극지연구소와의 양해각서 체결
「남극지역 측량 및 지도제작
사업(4개년)」 실시 ~ ’12년

2009. 6

극지연구소와 「남극 측지관측동 건설과
조위계 설치 및 운영」 양해각서 체결

2013. 6
남극지역 지도제작 완료 보고(장관)
「남극 세종과학기지 측지관측동 및
조위계 설치」 완료 ~ ’15년 5월

세종기지 주변 위성기준점(1개소),
통합기준점(1점) 설치, 남극전도
1:1,000, 1:5,000, 1:25,000 지도
제작, 지명등록

남극지역 3차원 입체그림지도
1:5,000 지형도

2009

2013. 4

2010

세종기지 통합기준점

2011

2012

북극지역 공간
정보 구축

2013

2014

2015

2016

2013. 3

2014. 2

2015. 8

2016. 8

「북극 공간정보 구축 기본계획」
연구사업 추진

「북극 공간정보 구축계획 수립
(2014~2018)」 장관방침

「2015 북극지역 측량 및 지도제작」
사업 추진

「2016 북극지역 측량 및 지도제작」
사업 추진

2013. 4

2014. 3

한국-덴마크-그린란드 북극 공간정보
구축관련 간담회

2013. 11
한국-그린란드 간 북극 공간정보 구축
협력 공동세미나 개최

2013. 12
북극지역 3차원 입체그림지도

북극정책 기본계획 발표
(해수부 주관 7개 부처 합동)

- 스발바르 전도 제작, 영상지도
제작(1:5,000, 1:25,000), 수치지형도
「북극지역 공간정보 구축 사업」 시작에
(1:5,000, 1:25,000), 수치표고모형
따른 「2014 북극지역 측량 및 지도제작」 제작, 극지공간정보 포털 고도화
사업 추진
(남극포털과의 통합) 등
- 북극 연안지역 북극전도 제작, 영상
지도 제작(1:5,000, 1:25,000,
1:100,000), 수치지형도(1:5,000,
1:25,000), 수치표고모형 제작,
해안선 및 빙하변화도 제작(뉘알슨
지역 등)

- 스발바르 주변 3차원 입체그림지도
제작, 영상지도 제작(1:5,000,
1:25,000), 수치지형도(1:5,000,
1:25,000), 수치표고모형 제작,
다산기지 주변 3차원 공간정보 구축,
극지공간정보 포털 고도화 등

스발바르제도 수치지형도 1:25,000

추진 성과 · 공간정보로 정복하는 미래 영토
향후 극지역 영유권에 대한 관련 국제기구 인정의 공식적 근거 마련을 위해 우리말 국제지명 등록, 각종 지형정보 확보 등
기반마련

24

남극지역 공간정보 구축
• 지도제작 수치지형도(1:1,000, 1:5,000, 1:25,000), 남극전도, 입체그림지도 등

북극지역 공간정보 구축

• 측지관측동 및 조위관측계 설치 세종기지 내 측지관측동 건설(약 76.32㎡), 조위관측계 설치(1식), 집수정 등 기타 부대시설 설치

• 지도제작 수치지형도(1:5,000, 1:25,000), 영상지도(1:5,000, 1:25,000), 북극전도, 영상지도, 해안선 및 빙하변화도 등

• 기준점 설치 및 측량 위성기준점(2점), 통합기준점(1점) 설치 및 GNSS 측량(6점), 중력측량(50점) 실시

• 웹서비스 북극 로드뷰, 주제도 표현 등 극지공간정보 고도화

• 국제지명 제정 남극지역 과학기지 지역에 백두봉 등 우리말 지명 27개 제정 성공

마음속엔 국토사랑 생활속엔 지리정보

마음속엔 국토사랑 생활속엔 지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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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성과 보고서

국가기본도 수정주기 단축
추진 배경 · 최신성 강화에 관한 수요자 요구 급증
• 공간정보 활용 확대에 따라 정확성과 최신성이 확보된 국가기본도 유지 관리 필요
• 내비게이션, 포털지도 등에 필수적인 국가기본도의 최신성 요구 강화

추진 경위 · 지도가 실생활에 더 빠르게 들어오다
국가기본도의 수시수정체계를 위한
지침을 제정하였습니다

2002. 11
전국을 5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5년 주기로 국가기본도를 수정하는
지도 수정계획 수립

2007. 2

2008

전국을 4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4년 주기로 국가기본도를
수정하는 지도 수정계획 수립 및
건설공사 준공도면 활용 수시수정
체계 도입

2009. 11

국가기본도 수시수정체계 위한
수치지도 수정용 건설공사(규모 및
종류 규정) 준공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제정

2010. 6

전국 230개 지자 체, 5개 국토청의
약250명 담당자 지정으로
변동자료 수집체 계 구축

2010. 12

국가기본도 년 단위 고시주기가
분기단위로 단축

홈페이지를 통한 지형·지물
변동자료(유형별, 지역별, 연도별)
취득 및 공유 시작

전국을 2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2년
주기로 국가기본도를 수정하는 지도
수정계획 수립

국가기본도 수시수정을 위한
시스템을 본격화 했습니다

2011
국가기본도 수시수정체계 위한
「지형·지물 변동관리시스템」 구축
및 성과 대국민 공개 시작

2011. 1

2014. 1

2012. 12

국가기본도 분기단위 고시주기가
월단위로 단축

국가기본도 선진화 계획 수립·
시행으로 수시수정 대상 및 시스템
연계 확대 본격화

2014. 12

국가기본도 월 단 위 고시주기가
주 단위로 단축

2016. 1

「지형·지물 변동관리시스템 개선」
사업으로 유관기관 지형·지물 변동
자료 자동 수집 실시

국가기본도 고시주기의 2주 단위
지정과 국가인터넷지도, 온맵 동시
수정 시작

2017. 9
「지형·지물 변동관리시스템」 확대로
세움터, 새주소 등 유관기관 실시간
연계체계 및 지도반영 본격화

- 지도 수정주기 단축, 연속수치
지도 기반 지도제작 체계 개선 등

2007년

추진 성과 · 2주 단위 지도 업데이트로 공공과 민간에 최신의 공간정보 제공

2010년
2011년

2008년

2012년

최신성 확보
’07년

2009년

4년 주기 수정

• 10년 전에 비해 국가기본도의 수정 주기

획기적 단축

’17년

2주 단위 수정

국가기본도 수정주기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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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성과 보고서

정밀도로지도 제작
추진 배경 ·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 국민의 안전 최전선에 있는 지도 필요
• 자율주행차 개발 핵심기술이 ‘센서’에서 ‘지도 기반 + 센서’로 발전 중으로 도로와 주변 시설 정보를 표현한 정밀도로지도 절실
• 항공사진측량 방식 지도의 한계를 넘어 도로, 주변시설, 표지정보 등의 속성정보 수집, 표출로 위치정확도 담보 필요
• 자율주행 상용화시대에 C-ITS 및 LDM 체계 실현을 위한 차량 - 도로시설 - 교통정보 등의 통합 관리 기반 마련

추진 경위 · 정밀도로지도의 안정과 최신성을 담보한다
2015. 5

추진 성과 · 국토지리정보원의 미래산업 기여폭 확대

2015년 제3차 규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방안」 마련
- 국토교통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자원통상부 합동보고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 역할 지정(정밀도로지도 제작)

9

자율주행차 지원 등을 위한 정밀도로지도 구축방안 연구 및 시범구축 사업 추진

자율주행자동차 시대의 핵심인 첨단지도기술을 빠른 속도로
도입, 안정화 시켜 국민의 미래 생활 기여도 확대

~ ’16년 1월

미래먹거리산업 창출을 위한 정밀도로지도 성과 활용의
민·관·산·학·연 지식플랫폼 역할 적극 수행

- 고속도로 1개 구간(42㎞), 일반국도 3개 구간(186㎞), 자동차안전연구원 주행시험로(13㎞ 구축)

2016. 2

공공·민간의 약 200여개 기관에 성과데이터 무상제공

시범구축 사업 준공에 따른 벡터데이터 성과 제공

4

정밀도로지도 관련 산업계(민간 기업, 협회, 공단 등) 회의 개최

6

서울대 자율주행차 시연을 위한 정밀도로지도 점군데이터 제공

9

자율주행차 지원 등을 위한 정밀도로지도 고도화 방안 연구 및 시범구축 사업 시작

~ ’17년 1월

- 일반국도 2개 구간(99㎞), 대구 규제프리존(74㎞), 여의도 일대(21㎞)

자율주행차 활용성 증대를 위한 산·학·연 협의회 개최

12
2017. 2

정밀도로지도 점군(LAS) 데이터 공개 및 벡터데이터 온라인 제공

구분

분야

요구 및 협력사항

반영 여부

서울대

자율차 개발

원천데이터(포인트 클라우드) 공급 / 여의도 일대 구축

공급(’16.10월～) / 구축완료(약 21㎞)

현대MN

정밀지도

도로 변화정보 취합·제공 / 정밀도로지도 구축 협력

’17년 추진 중

팅크웨어

정밀내비

정밀도로지도 구축계획 등 공표

기본계획 수립 추진(’17.9월)

국토부

C-ITS

도로정보 + 주변시설 + 표지정보가포함된 정밀도로지도

반영(C-ITS 기본 Map 활용)

행복청

행복도시

행복도시 내 정밀도로지도 구축

’17년 추진 중

대구시

규제프리존

규제프리존 지역 구축

구축완료(약 74㎞)
’17년 추진 중

항우연

정밀GNSS

경부고속도로(신갈 - 안성) 구축

LX 공사

도로대장

도로대장관리 고도화 협력

협력 추진 중

기타

제공

정밀도로지도 온라인 공급(점군데이터 포함)

온라인 공급(’16.12월～)

정밀도로지도 활용성 증대를 위한 세미나 개최

’15년 ~ ’16년 구축 지역

8

정밀도로지도 연계 효율화 연구 및 구축·갱신 사업 착수

9

정밀도로지도 활용성 증대를 위한 협의체 개최

’17년 정밀도로지도 사업

구분

- 1차 : 공공기관
’15년

- 2차 : 민간 기업

자율차
시험운행
구간

구축 구간

연장

고속국도

경부선(서울TG - 신갈JC) - 영동선(신갈JC - 호법JC)

41km

국도1구간

국도42호선 - 39호선 - 77호선 – 38호선(수원, 화성)

61km

국도2구간

국도42호선 – 45호선(기흥, 용인)

40km

국도4구간

국도37호선 - 1호선 - 39호선 – 77호선(파주, 일산)

85km

첨단주행 시험로

자동차안전연구원 내
주행시험장

’16년

구축 연장

경부고속도로

약 404km

영동고속도로

약 202km

50km

동해고속도로(일부)

약 2.5km

277km

광주원주고속도로

약 56km

중부고속도로(일부)

약 22km

구축 구간

연장

제2중부고속도로(일부)

약 13km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약 128km

용인부근

3구간

42호선-17호선–38호선(용인, 안성)

65.3km

성남부근

5구간

국도3호선-45호선(광주, 용인, 성남)

33.5km

연결 구간

약 12km

대구국가산업단지

2.2km

평창올림픽 지원 국도

약 1.5km

달성2차산업단지

13.6km

행복도시

약 33km

대구주행시험장

5km

판교제로시티

약 6km

대구테크노폴리스

32km

노선 합계

약 880km

테크노폴리스로

13km

과학 남·북로

8.4km

대구 규제프리존

여의도

여의도 일대
합계

정밀도로지도(점군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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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갱신 사업 추진
대상 구간

합계
구분

•’17년 정밀도로지도 연계 효율화 연구 및

21km
194km

정밀도로지도(속성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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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e맵
추진 배경 · 우리나라 대표 국가인터넷지도의 시작
• 인터넷,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등의 민간 지도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인터넷지도 구축 필요
• ‘국가기본도 주 단위 갱신체계’의 이용자 체감만족도를 높이고 국내거주 혹은 방문외국인 이용편의와 다양한 사회층을 위한 다국어 인터넷지도서비스 등이 필요

추진 경위 · 사용자 친화적 바로e맵의 성장

2012. 12
「국가기본도 선진화
추진계획」 에 따라 사용자
만족도 향상과 IT 기반
인터넷 지도 서비스 등을
위한 토대 마련

2014. 3

2014. 5

국가인터넷지도 구축 및
서비스 추진계획 수립

~ ’15년 1월

국가관심지점정보 및
인터넷지도 기반 구축
사업을 통해 국·영문, 색각
이상자용, 저시력자용,
백지도 구축
- 국가인터넷지도,
국가관심지점정보 구축
작업규정 마련

2015. 3
국가인터넷지도 및 국가
관심지점정보 대국민
공개, 무상제공 시행

2015. 5

~ ’16년 1월

2016. 10

~ ’17년 2월

국가인터넷지도 및
국가관심지점정보 확대
구축 사업 추진

국가인터넷지도 및 국가
관심지점정보 갱신 사업
추진

- 국가인터넷지도(중문,
일문) 확대 구축, 북한 및
접경지역 확대구축

- 최신의 국가기본도 성과
등을 이용하여 국가
인터넷지도 및 국가
관심지점 정보 갱신

- 관광정보에 대한 다국어
(중문, 일문) 국가 관심
지점정보 구축

2017. 1

2017. 2

다국어 국가관심지점정보
관련 민간기업(카카오 등)
업무협력 추진

2017. 9

국립재난연구원 생활안전
지도에 국토지리정보원
POI 정보 연계

2017. 10

국토기본정보 및
국가관심지점정보 구축
사업 착수

지도제작 자동화 방안
연구 및 파생체계개발
사업 착수(인터넷지도
포함)

4%
학교 · 8개

14%
47%

지자체 · 31개

민간 · 100개
활용 기관 현황

35%
공공기관 · 74개

바로e맵 온라인 서비스

추진 성과 · 바로e맵을 통한 공간정보 활용도 증가
국가인터넷지도 및 국가관심지점정보 구축 성과
국가
인터넷지도

국가
관심지점정보

30

• 국가인터넷지도

데이터 제공

공공(국립재난연구원 등)과
민간(카카오맵 등)
약 165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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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e맵의
국가기본도 역할 담당

• 국가관심지점정보

구분

용량(GB)

구분

용량(GB)

구분

용량(GB)

구분

용량(GB)

국문지도

158

색각이상자용

152

검색용 국문

4.38

표출용 국문

0.21

국문HD지도

267

저시력자용

158

검색용 영문

1.27

표출용 영문

0.28

영문지도

160

교육용 백지도

81

검색용 중문

0.07

표출용 중문

0.05

중문지도

157

백지도

96

검색용 일문

0.10

표출용 일문

0.10

일문지도

1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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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성과 보고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지도 구축
추진 배경 · 사회적 약자의 사각지대 제거는 공간정보에서부터
• 해외 시각장애인의 지도제공 복지수준에 못 미치는 우리나라 복지 서비스 개선
• 공간정보를 사회적 약자인 시각 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점자지도, 색각지도를 개발하여 약 25만명의 시각장애인과 200만명 이상의 색각이상자에 보급

추진 경위 · 우리나라 점자지도의 선진화를 가져오다

2014. 5
1차 년도 국내외 사례조사 및 의견수렴
통해 사회적 약자 맞춤형 도식기호 구성
등의 기준 마련과 특수지도 제작 사업 착수

2014. 6
기관별 전문가 대상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전국 16개 맹학교 등에 서울시 점자지도,
대한민국 점자지도, 세계점자지도(낱장)
배포

2014. 12
「국토교통부 우수사례 경진대회(Best
Practice)」에서 최우수 사례 쾌거
전국 13개 맹학교, 44개 점자도서관 대상
대한민국 점자지도집 배포시작

시각장애인연합회, 맹학교, 점자도서관 등
협의체 구성·운영

2015. 12

대한민국 점자지도집을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2015. 3
표준화된 점자지도 제작을 위해
국토지리정보원 예규 2015-84호 「점자지도
제작 작업 규정 제정」

2015. 5

2015. 7

2015년 서울 세계시각장애인경기대회
(80여개국 약 6,000명)의 국제적 행사에서
세계최초 점자안내지도 배포

서울맹학교 등 4개 기관 대상
시각장애인 사용성 평가 실시

2차 년도 시각장애인 위한 지도서비스

서울지역 시범제작 및 중·장기 추진계획수립

2016. 5
점자지도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전국 맹학교
14개 대상 설문조사

2016. 7

2017. 5

3차 년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지도
구축 사업 착수

전국 6대 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의
점자지도 제작

시각장애인과 비시각장애인이 활용가능한
점·묵 접목기법 추가하여 국토지리정보원
예규 2016-100호 「점자지도제작 작업 규정」
일부개정

전국 맹학교(14개), 특수교육지원센터 등
160개 기관에 배포

2017. 6

2017. 7

4차 년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지도
구축 사업 착수

26개 일반학교 재학 중인 시각장애학생
대상 점자지도 배포

추진 성과 · 국내 점자지도 기틀마련과 세계적 위상 확립
국내 점자지도의 기틀 마련

국내 점자지도의 국제적 위상 재확인

• 선진화된 점자지도, 색각지도를 위한 국내외 사례조사, 시각장애인 의견수렴 실시

• 2015 서울 세계시각장애인경기대회에 점자안내지도 제공,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패럴림픽 경기장점자안내지도

• 교육용 점자지도 제작 대한민국 점자지도집, 세계점자지도
• 생활용 점자지도 제작 서울특별시, 6대 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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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통해 시각장애인 점자지도에 대한 국제적 위상 제고
• 2015, 2017년 국제지도컨퍼런스에 국내 점자지도 제작방법과 발전방향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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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성과 보고서

독도 측량 및 지도제작
추진 배경 · 우리 땅 독도는 정확한 정보에서 시작
•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천연기념물 제336호)에 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이 거세져 외교적 쟁점 및 국제분쟁화 위기 등 첨예한 대립상황
• 우리영토로서 국제적 지위와 가치 제고를 위한 국토공간정보인 독도 좌표, 높이, 섬 둘레를 명확히 하고 전 세계에 알릴 필요

추진 경위 · 반세기 이상 독도의 가치를 높여 온 일
독도의 1:3,000,000 동북아지도를
최초로 제작했습니다

1961. 12

1980. 5

독도 천문측량 및 1:3,000 지형도
제작(평판측량)

1996. 5

1:5,000 항공사진촬영(1:1,000,
1:5,000 지도제작), 천문측량 실시

1998. 5

1:3,000,000 동북아지도
(국· 영문판) 최초 제작

2000. 8

GPS에 의한 국가 기준점측량 실시
(독도11 삼각점)

2004. 7

1:5,000 항공사진촬영
(1:1,000 수치지도 제작)

독도 현황 고시를 위한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회의

1:3,000,000 동북아지도
(국·영문판) 수정제작·배포

- 관계부처 :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총괄), 외교통상부, 행정자치부

국토지리정보원 독도 일반현황
고시가 이루어졌습니다

2004. 12

2005. 4

울릉도 및 독도의 GPS에 의한
국가기준점측량 실시

2005. 6

3차원 독도 입체영상지도
제작

국토지리정보원 독도 일반
현황 정부 표준고시

2005. 10
울릉도 및 독도지역 수치지도
수정제작

2005. 12
한국지리지(영남권, 독도
포함) 발간

2006. 1
독도 부속도서 지명 제정
(22개 도서)

2006. 4
세계지도(국·영문판) 최초 제작

2006. 12
독도에 GPS 상시관측소 설치

- 독도(동도, 서도)의 좌표 및
높이, 섬의 둘레

추진 성과 · 독도 현황 고시의 정확함, 독도를 지키다
독도 일반현황 고시

독도 현황 고시로 국내·외의 기대효과
거리

독도
일반현황

울릉도 : 87.4㎞, 오키섬 : 157.5㎞

면적 등 동도 : 73,297㎡, 높이 98.6m, 둘레 2.8㎞
서도 : 88,740㎡, 높이 168.5m, 둘레 2.6㎞
기타 부속도서(89개) : 2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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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적극적 대응

국내·외
다양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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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성과 보고서

공간정보 무상개방 전면 확대
추진 배경 · 전 국민의 공간정보복지가 이루어진다
• 공간정보의 활용이 ICT 융복합 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함께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 등 고부가가치 창출의 원동력으로 급부상
• 4차산업혁명 시대에 중소기업, 개인창업자의 공간정보산업 진입장벽제거를 위해 1:5,000 전국수치지도 구매 시 2.7억 가량의 비용부담을 완전 무상으로 전환

추진 경위 · 공간정보, 산업을 살리는 동력이 된다
최초로 국민에게 수치지도 판매가
시작되었습니다

1998. 8
수치지도 전산화사업으로 최초로
국민에게 수치지도 판매시작
- 1:5,000(14천원), 1:25,000
(18천원), 1:250,000(16천원) 등
8종의 수치지도를 일반에 판매
시작함
■

2000. 1

2000. 11

국가 및 지자체에 무상공급 실시
- 지하시설물 등 국가 보안 사항 등에
대한 노출 우려로 국가기관 등에도
엄격한 심사 하에 공급 실시

토지이용현황도(1:25,000)
신규 공급

국가 및 지자체 대상 무상공급을
유상공급으로 전환

- 1:1,000(16천원),

- 토지이용계획수 립의 기초자료
제공 목적의 토 지이용현황도
전산화 사업을 완료하고 토지
이용현황도(25천원) 공급

- 무상제공 기관의 무단배포로 인한
수치지도 공급 질서의 문제를
해소를 위해 유상 전환

단 1:1,000(11천원)은 국가, 지자체,

*수치지형도와 지가현황 전산데이터를

정부 투자 기관으로 공급 제한

토대로 제작

정사영상, 수치표고모델 신규 공급
- 정사영상 및 수치표고모델은
보안 등의 사유로 공공기관에만
무상으로 공급하고 민간에는
유상정책 실시
신규 가격 책정
정사영상 0.02원/Kb
수치표고모델 0.15원/Kb

2002. 9

수치지도 가격 인상 및 토지특성도*
신규 공급
1:5,000(21천원),
토지특성도 1:1,000(14천원) 및
1:5,000(16천원)

2010. 4

■

2001. 2

2014. 2

2016. 3

국가 등에 무상공급 재실시 및 가격
대폭 인하

연속수치지도, 연안해역기본도
신규 공급

영문판 수치지도 (1:25,000)
신규 공급

- 기관간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국가·
지자체에 무상공급을 재실시하고,
민간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가격 대폭인하

- 레이어 선택이 가능한 연속수치
지도, 군(郡)지역의 시설물을 위한
1:2,500 및 연안해역의 개발
보전을 위한 1:25,000 연안해역
기본도 공급

- 외국업체의 지도 국외반출
요구 대응과 독도, 동해 등
지명홍보를 위해 영문판
수치지형도 신규 공급
(17천5백원)

1:1,000(18천원 → 12천원, 약33%),
1:5,000(23천원 → 15천원, 약35%)

■

2004. 12

수치지도 가격인상

수치지도 신규 공급

- 물가상승 등에 따라 수치지도
가격 인상

- 수치지도 ver2.0 및 기본지리
정보 등 신규 공간정보 공급

■

1:1,000(18천원)
1:5,000(23천원)
1:25,000(27천원)
1:250,000(24천원)

■

ver2.0 1:1000(20천5백원)
및 1:5,000(26천원),
기본지리정보 1:5,000(3원/KByte)
국토원 공간정보가 전면 무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2012. 7

■

2004. 3/12

1:5,000 연속수치지도(6원/kb),

공간정보 무상개방 시행
- 가격정책을 유상에서 무상으로
전환하여 1:5,000 수치지형도,
정사영상 등 공간정보를 민간에
무상으로 개방(1:1,000 제외)
- 1:5,000 수치지형도
: 15천원 → 0원
(전국 : 2억 7천만 원 → 0원)

2016. 7

2017. 3

무상개방 대상을 1:1,000 수치
지도로 확대

국토원 공간정보 전면 무상으로
전환

- 지자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자체와 매칭 펀드로 기 구축한
1:1,000 수치지형도 무상개방
확대

- 법령 개정 및 시스템 개편 등을
통해 무상개방 대상을 항공사진,
구지도 등으로 전면 확대
- 항공사진 수수료 부담(2만원 →
무상) 및 발급시간 단축(2~3일
→ 5분)

1:2,500 수치지도(17천원),
연안해역기본도(17천5백원)

추진 성과 · 공간정보 활용 증가 및 산업 활성화
공간정보를 본격 활용할 수 있는 토대 마련

무상개방에 따른 산업 활성화
약 6.4배

• 민간의 정보 사용량

증가

공간정보 활용 증가

• 무상개방에 따른 비용절감 등으로 서비스 품질 개선, 기업 경쟁력 제고, 신기술 개발 등 관련 산업 활성화

’15년, 유상 378천 도엽 → ’17년, 무상 2,422천 도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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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성과 보고서

국토정보 플랫폼 구축
추진 배경 · 공간정보기반 융·복합의 시대, 플랫폼이 아우르다
• 국토지리정보원의 공간 정보에 외부기관의 행정 및 통계 정보를 융합하여 국토 정책 수립 및 의사 결정 지원을 위한 분석 시스템 제공
• 사용자가 국토지리정보원이 구축한 정보를 손쉽게 검색·조회·다운 받을 수 있도록 대국민 서비스 강화

추진 경위 · 공간정보가 세상을 혁신하는 방법, 국토정보 플랫폼

1차 서비스 통합이 이루어졌습니다

2014. 2

2015. 3

국토조사 발전계획 수립 및 플랫폼
기반 구축
- 격자 기반 국토통계지도 구축 및
웹 기반의 대국민 서비스 추진

2차 서비스 통합이 이루어졌습니다

2015. 6

격자기반 국토통계지도 기반 DB
온라인 연계 및 대국민 서비스

2016. 3

국토정보 통합 플랫폼으로 서비스
통합 구축 추진

- 기반DB : 인구, 주소, 건물, 토지,
도로, DEM

2016. 8

공간정보 무상개방 시행에 따라
국토정보 플랫폼 서비스 개시

국토정보 플랫폼 고도화 추진
- 국가인터넷지도, 측량기기 성능
검사 등 6개 시스템을 추가로 통합

- 언제, 어디서 누 구나 자유롭게
공간 정보를 다 운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채널 단일화

- 항공사진, 수치지형도, 기준점 등
7개 시스템 서비스 통합

2017. 4

- 항공사진 민원서비스 개선 및
구지형도 통판 서비스
(오프라인 → 온라인)

2017. 8

항공사진 등 공간정보 전면 무상
전환에 따른 서비스 오픈

국토정보 플랫폼 품질개선 추진
- ’14년 격자기반 국토통계정보
정확도 향상, 편의성 개선 및 지명
관리시스템 고도화

- 항공사진, 수치지형도, 종이지도
온라인 등 one-stop 서비스 시행
- 오프라인 2 ~ 3일 → 온라인 5분

추진 성과 · 국민에게 가장 이로운 공간정보서비스, 국토정보플랫폼
창구 단일화

만족도

유통량

• 분산된 원내 공간정보시스템 21종을 단일화 추진

• 서비스 이용객의 매우만족 응답률

• 공간정보 유통건수

3배 이상

47%

증가

국토조사 플랫폼

22배

242만건

증가
약 90%가
온라인서비스 이용

통합 UI
구축

동기화
최신
공간정보

유통
서비스

대국민
편의 증진

15%
11만건

+ 32%P

+ 231만건

공간정보 유통 시스템
통합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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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지명 활동
추진 배경 · 국제사회에 올바른 지명을 알린다
• 국제사회에서 우리지명의 정확한 사용 및 활용을 장려하고, 지명을 둘러싼 분쟁과 혼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지명회의*에 참여

* 표준화총회(UNCSGN, ’67년)는 5년 마다 각 국의 정부대표가 참가하며, 총회의 기술적 지원을 위해 2년 마다 전문가회의(UNGEGN, ’75년)를 운영

추진 경위 · 세계 속 아름다운 우리나라 지명 홍보
유엔지명전문가회의
(UNGEGN)에 정식 가입했습니다

유엔지명표준회의
(UNCSGN)에 정식 가입했습니다

1980. 9

1979. 2

2007 ~ 2008

유엔지명표준회의
(UNCSGN)에 정식 가입

유엔지명전문가회의
(UNGEGN)에 정식 가입

국제지명표준화활동에
관한 연구(유엔지명회의
결의안 조사·분석)

2009 ~ 2010
지명업무 체계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결의안DB
구축 및 서비스)

2011 ~ 2012
UN제출용 우리나라
지명사용 지침서 제작
연구(지침서발간)

2012 ~ 2013
국제적 관심지명 조사 및
대응방안 연구(10차 총회
페이퍼 분석·평가)

제11차 유엔지명표준화회의 회의전경

2014

2015

유엔지명회의 대응방안
마련 연구(국내학술회의
개최 등)

2016

대한민국 지명의 올바른
표기와 이해(국제적 표기
지침서 2판 제작)

국제적 표기지침서(2판)
(제29차 총회 배포 책자)

국제지명활동 강화를
위한 전략 연구(한국의
지명책자 발간 및 배포)

한국의 지명(영문판)
(제29차 총회 배포 책자)

2017
유엔총회 대응전략 연구
추진(UNCSGN 결의문
207개 번역)

회의 진행 전경
(Agenda Item7 의장직 수행)

추진 성과 · 지도 속의 아름다운 지명, 세계가 주목한다
워킹페이퍼
워킹페이퍼 총 82건을
제출하고 발표

지명표준화

국토지리정보원의 역할

결의문

홍보활동

• UN회의 개최 시 의결된 결의안에 대해 ’09년부터

• UN지명총회 권고사항으로 발간한 국제적 표기지침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우리 원 홈페이지를 통해
전 세계에 서비스

띠 지명, 점자지도 등 자료 전시를 통해 지명표준화
활동을 홍보

국제사회에
위상제고

지자체와의 협력체계
지자체의 지명표준화 활동 발표 모습
(제11차 유엔지명표준화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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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가지도집 발간
추진 배경 · 정확한 우리나라 현황을 알릴 강력한 방법, 국가지도집
• 2002년 ‘월드 아틀라스‘의 동해 표기를 시작으로, 독도 표기 문제 등 지도의 지명 표기가 국제적·국가적 이슈로 등장

- 최신 국토정보, 정확한 국경선 및 지명 등이 표기된 국가지도집 발간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국제지리학연합의 내셔널아틀라스 위원회는 각 국가에 아틀라스 제작 권장
• 우리나라의 영토와 국민의 경제・사회・문화・인구 등의 통계를 도표와 지도형식으로 표현하여 총체적이고 종합적으로 내용을 담고 있는 국가지도집 발간

추진 경위 · 대한민국 국가지도집, 아이부터 어른까지 국내에서 해외까지
대한민국 국가지도집이 발간·배포
되었습니다

2005. 4

2006 ~ 2007

동해·독도관련, 국회
대정부 질문으로 발간
촉구

대한민국 국가지도집
발간 계획 수립
(장관 방침)

대한민국 국가지도집 온라인
서비스가 제공되었습니다

2008 ~ 2009

대한민국 국가지도집

영문 보급판 국가지도집
발간·배포(20,000부)

발간·배포(국·영문판

2012
국가지도집 갱신 발간을
위한 기반 연구 용역

각 1,500부)

2013. 12
국가지도집 발간 중장기
계획 수립(원장 방침)

2014
국가지도집 영토와
역사(1권) 발간·배포(국문
500부·영문판 1,000부)

2015

2015 ~ 2016

대한민국 국가지도집
온라인 서비스 제공
(http://nationalatlas.ngii.
go.kr)

대한민국 국가지도집

국가지도집 자연(2권)·
인문환경(3권) 국·영문판
발간·배포(국문 500부·
영문판 1,000부)

2017. 12
국가지도집 초·중등판
(국·영문판) 발간 및 배포

대한민국 국가지도집 온라인 서비스

추진 성과 · 2017 세계지도 컨퍼런스에서 전 세계의 눈길을 사로잡다
국가지도집을 발간하여 대외 홍보물로 활용

2017년 제28회 세계지도 컨퍼런스(ICC)에서
국가지도집 부문 최우수상 수상

영문판 발간으로 인한 효과

대한민국을 알리는 공식적 기록물

국가지도집

우리나라 지역적 특성,
변화과정 등을 명료하게 밝힘

ABC

ABC

국토의 변화와 독도, 동해 등 국제지명 분쟁에 대응

국가지도집
올바른 가치관 형성
우리나라 영토와 국토현황에 대한
공식적 홍보자료

42

정책자료, 교육, 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마음속엔 국토사랑 생활속엔 지리정보

세계인의 수요에 부응
직관적이며 알기 쉬운 기법으로 표현한 통계 및 지도 등이
많이 활용된 고품질 지도집

마음속엔 국토사랑 생활속엔 지리정보

해외교육현장 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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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자원공간정보 구축
추진 배경 · 토종 공간정보기술로 자원전쟁의 우위를 선점하자
• 국내 공간정보 신규시장 창출의 한계로 해외진출, 신규비즈니스모델 개발 등의 시장규모 확대 절실
• 우리 공간정보 기술의 우수성 전파 및 아프리카 전역 확장사업시 우위 확보를 위해 아프리카 자원공간정보 구축(AMGI)* 시범사업 참여

* African Mineral Geoscience Initiative : 아프리카 자원 활용방안으로 수치지형도에 자원정보를 추가하여 국토개발, 자원탐사 등에 활용 가능한 공간정보 구축

추진 경위 · 아프리카에 공간정보 한류가 시작된다

2014. 7

2015. 1

월드뱅크의 아프리카 자원공간정보사업

2015. 3

UN의 국토지리정보원 참여 요청

2015. 4

UN-World Bank 방한 및 전문가 회의

2015. 10

아프리카 연합의 AMGI 프로젝트 참여요청

2016. 5

국토교통부 ’16년 ODA 신규사업 확정

- 외교부 주 유엔대표부 통한 아프리카
프로젝트 소개
2차 년도 아프리카 자원공간정보
구축 시범사업을 시작했습니다

1차 년도 아프리카 자원공간정보
구축 시범사업을 완료했습니다

2016. 12

2017. 2

한-잠비아 자원공간정보 MOU 체결과
제4차 한-아프리카 포럼 연계 추진

아프리카 자원공간정보 구축 1차 잠비아
시범사업 착수

2017. 5

1차 년도 아프리카 자원공간정보 구축
시범사업 완료

2017. 7

아프리카 자원공간정보 시범구축 장기계획
수립(차관 방침)

2017. 8

2차 년도 아프리카 자원공간정보 구축
시범사업 시작

2017. 9

2차 기술워크숍 참석 및 ’18년 대상 지역
탄자니아 업무협의

한-아프리카 포럼 성과에 따른 제1차
한-AU 정책협의회 참석

- 아프리카 자원공간정보 구축 1차 기술
워크숍 참석

추진 성과 · 아프리카 ODA 경쟁에서 신뢰 로드맵 시작
국토교통부 ODA사업(’16 ~ ’20) 지속 추진

2 국내기술 반영한 아프리카 자원공간정보 구축 본격추진
’16 ~ ’17 성과

• 외교부 및 기획재정부로부터 아프리카 자원공간정보 구축사업 타당성 및 효과성 인정받음

국내·외 협업체계

1 시범사업을 통한 아프리카 자원공간정보 구축 추진계획 수립
목표

우리의 경험을
살린 고객맞춤
시범사업 추진

아프리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고
공간정보 해외시장 창출

한류 공간정보
네트워크 협력
체계 구축

공간정보사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공간정보기술
글로벌 경쟁력
강화

UN(United Nation)

AU(Africa Union)

World Bank

African Minerals Geosciences Initiative

국토지리정보원

지질자원연구원

항공우주연구원

대한민국 주관기관 및 협력기관

Ministry of Mines and Minerals Ministry of Lands Natural Resources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잠비아 주관기관 및 협력기관

아프리카 자원공간정보 구축 본격 점화

전체 시범사업 지역(3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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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선진기술

국제협력 의사결정기구

마음속엔 국토사랑 생활속엔 지리정보

마음속엔 국토사랑 생활속엔 지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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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지리정보원 주요성과 보고서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92(월천동)

홈페이지

www.ngii.go.kr

SNS

twitter.com/ngii21

민원 대표전화

(031)210-2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