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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정보화 기술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가운데 지리공간정보의 기술이 부각되고 있다. 유비쿼터스 시 로 

어 들면서 세상이 모든 것들이 치를 가지게 된다. u-city, LBS, ITS 서비스 등 지리공간 데이터의 

활용은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커질 것이다. 이로 공간정보 유통시스템도 향후의 WEB 3.0기술을 고려하

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사용자 심의 서비스 시 로 어 들면서 공간정보의 민간 유통시스템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공간정보의 민간 유통을 한 메타데이터 표   합성 테스

트 방안을 제시하 다.

1. 서론

유비쿼터스 시 를 앞둔 재의 사회 반에 걸쳐 정보

화 기술이 활발하게 진행되어가는 가운데 지리정보에 한 

심이 속히 증 되고 있다. 이러한 지리정보를 제공하

기 하여 1995년부터 국가지리정보 구축사업이 진행이 되

고 있으며, 2001년부터 국가지리정보 유통 시범사업을 시

작으로 9개의 통합 리소와 2개의 노드 시스템을 구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재의 유통시스템은 공공기 에

서 데이터를 제공하고 다른 기 이나 민간에서 소비하는 

형태만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향후 유통시스템은 공공기

만이 아닌 민간단체나 민간인들에게도 지리정보를 등록

하고 유통할 수 있는 민간 유통 방안이 필요하다. 한 이

에 필요한 정책, 법, 제도  기술에 한 연구와 함께 합

리 이고 체계 인 유통을 이루기 한 효과 인 안이 

필요한 시 이다.

본 연구는 공간정보 유통을 하여 표 을 수하고 향

후 유통시스템에 민간의 참여하고 민간 기 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통상의 문제를 미리 검하고 문제 을 논의하

는 것을 궁극 인 목 으로 한다.

2. 본론

2.1 공간정보의 메타데이터 황과 문제

  

국제표 화기구인 ISO의 TC211은 지리정보 련 표 을 

1) 교신 자

제정하는 기구이다. 제공되고 있는 표 으로는 공간서비스

와 치기반서비스(LBS), 이미지 서비스 등에 련되어진 

표  등이 있다. 그리고, OGC(Open Geospatial Consort- 

ium)의 웹서비스 련 표 을 이용하여 지리공간정보의 표

화 개발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카탈로그 서비스와 웹 

맵 서비스(WMS), 웹 피셔서비스(WFS) 등 공간정보서비

스를 하여 사용되고 있다.

재 사용되고 있는 유통시스템의 메타데이터는 ISO 

19115 지리정보 유통 메타데이터를 기반으로 설계되어  있

으며 효율 인 유통을 하여 XML 스키마를 이용한 웹기

반 카탈로그 서비스를 이용한 검색기술로 서비스가 제공되

고 있다. 웹기반 카탈로그 서비스는 OGC 07-006r1 

OpenGIS Catalogue Services Specification ver.2.0.2에서 

HTTP 로토콜 바인딩을 기반으로 하는 Catalogue 

Service Web(CSW)를 기반으로 설계하여 구 하 다.

표 1 은 메타데이터 항목 에서 핵심 메타데이터만 추

려 필수와 선택으로 나타내었다. 재 국가지리정보 유통

시스템에서 메타데이터를 등록하기 해서는 표2와 같이 

42개의 메타데이터 필수요소들 정도만을 등록하여 사용하

고 있다. 메타데이터 정보를 모두 용하려면 170여개 이

상의 데이터를 용하여야 한다. 여기서 식별정보가 여러 

개인 경우는 더욱 더 복잡하고 많은 양의 데이터를 입력하

여야 한다. 그러나 이를 공 하고 리하는 리자들도 이 

정보를 모두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필수정보인 42개의 

메타데이터도 입력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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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핵심메타데이터

개체
필수

(M)

선택

(O)

조건

(C)

데이터셋 제목 ●

데이터셋 참조일자 ●

데이터셋 책임담당자 ●

데이터셋 지리위치(좌표,지리식별자) ●

데이터셋 언어 ●

데이터셋 문자셋 ●

데이터셋 주제분류 ●

데이터셋 공간해상도 ●

데이터셋 요약설명 ●

배포 포맷 ●

데이터셋의 부가적인 범위정보 등 ●

공간표현유형 ●

참조체계 ●

연혁 ●

온라인자원 ●

메타데이터 파일식별자 ●

메타데이터 표준명 ●

메타데이터 표준버전명 ●

메타데이터 언어 ●

메타데이터 문자셋 ●

메타데이터 연락정보 ●

메타데이터 생성일자 ●

표 2.  메타데이터 필수요소

MD_메타데이터-메타데이터연락정보 RS_참조체계-참조체계명칭

MD_메타데이터-메타데이터생성일자 RS식별자-식별코드

MD_식별-참고자료 MD_배포- 배포포맷

MD_식별-요약설명 MD_포맷- 포맷명

MD_식별-자원언어 MD_포맷- 포맷버

MD_식별-주제분류 EX_지리 역- 서쪽경계경도

MD_ 표비율 -분모 EX_지리 역 동쪽경계경도

DT_자료구조-메타데이터제공자종류 EX_지리 역 -남쪽경계 도

DT_자료구조-주제명 EX_지리 역-북쪽경계 도

DT_자료구조- 이어명 EX_지리설명-지리식별자

DT_ 일 - 일경로 EX_시간범 -시간범

DQ_데이터품질-데이터품질 용 상 EX_수직범 -최소값

DQ_요소-데이터품질측정결과 EX_수직범 -최 값

DQ_ 합성결과-평가기 문서 EX_수직범 -측정단

DQ_ 합성결과-결과설명 EX_수직범 -수직기

DQ_ 합성결과-통과여부 CI_참고자료-제목

DQ_정량 결과-자료품질값 CI_참고자료-참고날자

DQ_범 - 용 상 CI_책임담당자-책임담당자역할

MD_유지 리정보- 리 갱신주기 CI_일자-일자

MD_참조체계-참조체계식별자 CI_일자 참고일자유형

MD_참조체계-참조체계 CI_온라인자원-연결 치

한, 메타데이터를 편집 후 지리정보를 등록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존재한다. 각 리자들은 제작된 지리정보를 한

번에 처리하여 서버에 등록하기 때문에 C/S 환경에서 등

록이 이루어진다. 1:25000 도엽의 경우는 일의 용량이 커

서 한 일을 등록하는데도 시간이 걸려 웹을 이용하여 등

록하는데 문제가 있다. 웹을 이용한 지리정보 등록  서

비스에 한 방안이 필요하다. 

재 IT 기술은 Web3.0의 시 에 어들면서 참여자들

에 한 서비스로 향이 되어가고 있다. 구 에서는 벌써 

클라우드 컴퓨  략에 비 을 두고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런 앞서가는 시 에 맞추어 재의 유통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

2.2 민간유통시스템 메타데이터 표  방안

리자가 공간정보를 등록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호소하

는데, 민간 유통을 하기 하여 좀 더 편리하고 근하기 

쉬운 방안이 필요하다.  

 첫째, 메타데이터의 필수 요소들의 범 를 축소 시킨다. 

일반등록과 인증등록으로 구분을 지어 일반 등록의 경우는 

데이터 품질정보와 참고자료, 유지 리정보 등을 필수 항

목이 아닌 선택 항목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제공되는 공간정보의 정확성와 제품의 품질 보증을 하여 

인증부분을 두어 자료를 구별하고 유통할 수 있도록 제공

한다. 제품의 품질 보증을 해서는 어도 필수 요소는 

등록되어야 할 것이다. 민간 유통이 제공할 공간데이터도 

웹을 이용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데이터의 용량에 제한을 

두어야 한다.

둘째, 민간 유통서비스를 하여 메타데이터의 요소들을 

이용하여 GeoRSS를 제공한다. 어디서나 공간정보의 정보

를 표 에 의해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서비스의 

기본이다. GeoRSS는 웹기반 카탈로그 서비스인  OGC 

07-006r1 OpenGIS Catalogue Services Specification 

ver.2.0.2에서 HTTP 로토콜을 이용하여 바인딩을 할 수 

있어야한다. 그리고 harvisting 기술을 용하여 데이터의 

수집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Web3.0의 시 에 어 들면서 모든 데이터와 

로그램을 클라우드에 장하고 사용자는 인터넷을 통하여 

어디서나 원하는 지리공간정보를 할 수 있도록 한다.  

향후 공간정보 서비스는 유비쿼터스 시 가 되면서 언제 

어디서나 하게 되는 필수 요소이다. 웹의 기 에 맞추어 

메타데이터 요소들과 공간정보의 포맷이 정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2.3 메타데이터 합성 테스트 방안

지리정보표 들은 ISO/TC211 19100시리즈인 19105 부

속서 A 의 합성 조항 지침에 따라 조항 2을 사용하고 

있다. 조항 2에서는 각 규격별로 필요한 추상실험세트에 

한 내용을 다루는 부속서를 참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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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평가

적합성평가 기반체계

적합성평가 기반체계

적합성 시험방법론

그림 1 합성평가 구성요소

한, 19101은 참조모델로서 합성 조항에서 19105를 참

조하도록 기술 되어있다. 

유통시스템에 메타데이터 등록시 메타데이터 합성 테

스트를 할 수 없는 것이 실이다. 향후의 유통 시스템은 

타 시스템과의 데이터 통합과 시스템 연계가 되어 포털 시

스템으로 구축될 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각 시스템간의 

데이터의 표 은 더 요한 치에 자리를 잡는다. 

합성 평가는 평가를 할 수있는 기반 체계와 시험을 

한 시험 방법론으로 구성할 수 있다. 합성 요구사항은 

크게 클래스 A와 클래스 B로 구성되어 있는데, 클래스 A

는 ISO 지리정보 표 에서의 합성 시 에 한 방법론

을 제시하고 있으며, 클래스 B에서는 합성 조항의 형식 

수에 한 검증에 하여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유통시스템에서 제공하는 ISO/TC211 19105의 

메타데이터  표 에 합성을 테스트하는 테스트 베드를  

유통서비스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한 민간 유통 서비스

를 하여 표 에 하는 메타데이터 항목들을 테스트 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3. 결론

본 논문에서는 공간정보 민간 유통을 한 메타데이터  

황을 살펴보고 메타데이터 표   합성 테스트 방안

을 제시하 다. 

본 연구와 련하여 향후 연구하여야 할 과제는 첫째, 

ISO/TC211 19105의 메타데이터  표 에 합성을 테스트

하는 테스트 베드의 설계, 둘째, 민간 유통 서비스를 한 

메타데이터 항목의 테스트 사례 분석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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