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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기술의 발 과 사용자환경의 변화는 지도에 한 의식의 변화와 요구사항을 증가시켰다. 이러한 변

화로 지도의 최신성 유지에 한 요성이 강조되었으며 수시갱신에 한 방법들에 한 다양한 연구

가 진행되고 있다. 일반 으로 고해상도의 성 상  항공 상을 활용하는 방법의 연구가 활발히 진

행되고 있으며 건설도면을 활용하는 방안에 해서도 연구가 진행 이다. 이러한 방법은 상 으로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이러한 단 을 극복하기 한 안을 제시하고자 하 다. 본 연구에서는 효율

인 지도의 갱신을 해 나라장터의 입찰정보를 분석하고 공간정보 데이터와 연계가 가능하도록 시

스템을 구축하 다. 입찰정보로부터 지형지물의 변화를 발생시키는 공사를 분류하고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변화 측 정보로 활용하 다. 

핵심어 : 지형지물변화정보, 수시갱신 리시스템, 입찰정보, 

1. 서 론

  최근 ITS, 유비쿼터스, 네비게이션, 인터넷 지도 등의 도입  속한 확산으로 인해 공간정보

에 한 수요가 증하 으며 이로 인해 최신성에 한 요구가 증가하게 되었다. 특히 최근 

Google  마이크로소 트 등 외국 기업의 지도서비스 시장에 한 진출과 국내의 인터넷 지

도 서비스  네비게이션의 공 은 일반 사용자들의 지도에 한 심을 증 시켰고 이러한 

심의 증가는 요구의 증가와 연 되어 지도의 최신성을 정확성과도 동일시하는 인식이 확산되었

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로 인해 최신성 유지를 한 지도의 갱신방법에 한 연구가 부각되고 있

으며 이는 기존의 일 갱신에서 수시갱신으로의 변화를 가져왔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성

상, 항공사진  SAR 등의 방법을 이용한 갱신의 단 을 보완하고자 입찰정보를 활용하여 지형

지물의 변화정보를 탐지하고 지도의 최신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자 하 다. 

2. 지형지물 변화정보 시스템의 용 상

2.1 수시갱신체계 황

  지형지물의 변화정보를 모니터링하기 해서는 다양한 장비와 기법들이 사용되며, 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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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상, 항공사진  SAR를 이용한 국토모니터링은 규모지역에서 효율 인 자료취득, 처

리, 성과물 제작을 가능하게 하며, 지도를 제작하는 업체별로 다양한 방법에 의해 변화지역을 

탐지하고 실사를 통해 갱신하여 사용자 요구에 따른 최신성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높은 제작비용과 촬 주기의 성 등으로 인해 지속 으로 변화정보를 탐지해야 하

는 지역에 해서 실 인 어려움이 발생한다. 한 건설도면을 활용 방안의 연구가 진행되

고 있으나 이는 건설도면 리에 한 법/제도 인 문제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지속 으로 기

술 인 측면과 제도 인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 따라서 비용 인 측면과 시간 인 측면, 법/

제도 인 측면을 해결하고 이러한 문제 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의 강구가 필수 이다.

2.2 입찰정보의 활용방안

  본 연구에서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 데이터를 지형지물 변화정보 모니터링의 자료로 활용

하 다. 나라장터는 조달청에서 공공의 입찰정보를 리  제공하는 시스템으로써 분석 데

이터의 시간  범 는 2007년 1년동안 공고된 자료로써 총 64,774건이다. 데이터의 구성은 

excel형식으로 공고된 내역과 이에 상응하는 한  는 excel형식의 공고문이며, 그림 1, 2

는 공고된 내역과 그에 따른 공고문을 나타낸다.

<그림1> 입찰정보 .   

<그림2> 입찰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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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의 리항목으로는 입찰공고번호, 공고종류, 발주기 명, 실공공기 명, 공고명 등이

며 각각 의 입찰공고에 따른 입찰공고문에는 공사명, 공사내용, 공사 장 등의 내용이 수록

된다. 본 연구에서는 치정보를 취득하기 한 방법으로 입찰공고문의 공사 장  치에 

한 정보를 활용하 으며 나라장터를 통해 공고되는 입찰정보 에서 지형지물의 변화를 

발생시키는 공사를 선정하기 해 표1과 같이 입찰공고를 분류하 다.

구분 

(공사)
설명

변화

여부

선정

여부
구분 (공사) 설명

변화

여부

선정

여부

정비 가로등, 가로, 시설물 등의 정비공사 X X 조경 조경공사 X X

교체 가로등, 시설물 등의 교체공사 X X 방제 삼림 등의 방제공사 X X

도로개

설

도로 개설 공사, 지형지물의 변화를 

수반
O O 철거 건축물 등의 철거 공사 O O

복구
도로, 교량, 시설물, 수해 등의 복구 

공사
X X 증축

건축물, 시설물 등의 증축 

공사
△ X

기 가로등, 건물 등의 기 공사 X X 설 하천 등의 설공사 X X

보수 가로등, 건물 등의 보수 공사 X X 환경개선 락 등의 환경개선 X X

설치
가로등, 건물, 시설물 등의 설치 

공사
△ O

상수원개발 

등

상수원, 상수도 등의 개발 

공사
X X

조성 공원 등의 조성 공사 △ X 리모델링 건축물 등의 리모델링 공사 X X

확포장 도로의 확포장 공사 O O 시설개선
건축물, 시설물 등의 개선 

공사
X X

신축 건축물 등의 신축 공사 O O 기타 기타 분류하기 어려운 공고 X X

<표1> 입찰공고의 분류 결과 (X-선정않음, △-일부선정, O-선정)

  선정된 분류체계를 사용하여 개별 입찰정보를 자동으로 단하고 자동  일부 수정의 방

법으로 변화정보를 생성한다. 한 입찰정보를 지형정보로 변환하는 과정을 수행하기 해 

한 형식으로 작성된 자료로부터 치정보를 추출한다. 공고문의 형식이 발주처  해당기

에 따라 상이하므로 다양한 일 형식을 고려하고 다양한 case를 용하여 치정보를 추

출한다.

2.3 데이터 요구사항

  입찰공고문을 통하여 취득 가능한 정보는 텍스트 형태의 주소정보이며, 이를 통해 지형지

물의 변화가 발생되는 치를 탐지하기 해서는 지번의 치정보가 필수 이다. 본 연구에

서는 이러한 치정보를 생성하기 해 폴리곤 타입으로 제공된 LIS 시스템의 지 정보와 

연계하여 변화지역의 치를 탐지하며 기본지리정보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지형지물 변화정보를 탐지하고 정보를 제공하기 해 요구되는 데이터는 

입찰정보 데이터, LIS 지 정보 데이터, 기본지리정보의 데이터이다. 

3. 지형지물 변화정보 DB구축  개발 시스템 

  본 연구에서는 입찰정보로부터 자동 혹은 수동으로 치정보를 생성하기 하여 LIS의 

데이터를 변환하여 치정보 DB를 구축하 으며, 폴리곤 형태로 구성된 필지의 심  좌

표를 해당필지의 고유번호(행정구역코드+지번)와 좌표정보 형식의 데이터베이스로 변환하기 

하여 별도의 로그램을 구 하 다. 변화정보를 추출하기 해 구 된 모듈은 수집모듈, 

변환모듈, 제공모듈로 시스템을 구성된다. 수집모듈은 입찰정보를 수집하는 모듈로써 상시 

는 주기 으로 입찰정보를 취득하고 변환모듈에 제공할 수 있다. 변환모듈은 수집된 입찰

정보를 이용하여 치정보를 추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는 텍스트형식으로 공간정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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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을 해 작성되지 않으므로 치정보로 변환하는 과정이 필수 이다. 수집된 입찰정보로

부터 지형지물의 변화를 발생시키는 도로개설, 확포장, 신축, 철거공사를 분류하고 각각의 

공사에 상응하는 공고문으로부터 주소를 추출하여 지번 DB와 연계함으로써 치정보를 부

여한다. 락되는 정보는 직  입력하여 용한다. 한 제공모듈은 수집되고 가공된 변화정

보를 웹 는 시스템을 통해 서비스 할 수 있도록 shp 일 포맷의 point형식으로 변환하고 

시스템에 송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림3은 입찰정보로부터 변화정보를 추출하기 한 시

스템의 흐름도를 나타낸다.

<그림3> 시스템 흐름도 <그림4> 입찰정보 수집모듈
<그림5> 좌표정보 

생성

  그림4는 입찰정보 리화면으로써 수집모듈을 통해 입찰공고문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입찰

정보항목을 조회하고 수집하며 변환모듈을 통해 입찰공고문으로부터 치좌표를 생성한다. 

자동으로 좌표정보를 생성하지 못하는 경우 그림5의 치검색 기능을 이용하여 직  코드형

태의 주소를 입력하고 치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

4. 결론  시사

  지도의 최신성을 유지하기 한 수시갱신 방법으로 재 가장 리 사용하고 있는 기술은 

성 상과 항공사진 등을 활용하는 방법이며 이는 상의 해상도에 따라 독의 한계를 가

지며 시각 인 정보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변경된 내역과 명칭에 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

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수집된 변화정보는 건물  도로 등의 정확한 변경내역과 변경 시기를 모니터할 수 

있으며 비용  시간의 측면에서도 효율 으로 단된다. 

2. 실시간으로 공고되는 입찰정보는 지도의 갱신이 요구되는 지역을 수시로 악할 수 

있으므로 수시갱신의 측면에서 효율 이라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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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러나 입찰공고는 공간정보의 구축을 목 으로 작성되지 않고 지도개념의 정의가 

결여되어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해 주소정보를 치정보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

쳐 지도에 반 하 다. 

4. 변화가 발생하는 지역의 번지정보를 기 으로 하므로 변화된 상에 한 선형데이

터를 반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모니터링된 치에 해 지측량이 병행되어야 하며 본 연구를 통해 제시한 입찰

정보 데이터를 지도의 수시갱신에 활용하기 해서는 발주처의 입찰공고문에 정확한 치정

보를 제공하면 효율 인 수시갱신체계의 구축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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