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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rovement of NGIS Project Assessment

 

김태훈
1)
․강진아

2)
․최 상

3)

Kim, Tae Hoon․Kang, Jin A․Choi, Hyun Sang 

1)
 한국건설기술연구원 u-국토연구실 연구원 (E-mail:kth@kict.re.kr)

2)
 정회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 u-국토연구실 연구원 (E-mail:jakang@kict.re.kr) 

3)
 한국건설기술연구원 u-국토연구실 실장 (E-mail:hyunsang@kict.re.kr)

Abstract

The MLTM(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has been performed NGIS 

project Assessment every year. But it has a couple of problems which are contents of assessment 

and the time of dealing in the assessment system. Considering the driven conclusions, this study 

proposed the improvement plan of NGIS project Assessment

1. 서 론

재 국토해양부에서는 매년 추진되는 국가공간정보 사업에 해 실 평가를 수행하고 

이를 차년도 시행계획에 반 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공간정보사업의 평가는「국가공간정보

에 한 법률」제7조(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에 의거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실  평가를 

통해 문제 을 분석하고, 도출된 문제 을 바탕으로 국가공간정보사업의 지속 인 개선방안

과 발 방향을 모색하는데 목 을 두고 있다. 평가의 상은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에 

포함된 앙부처  지자체의 사업을 상으로 하고, 앙부처의 국가공간정보사업의 경우 

국가공간정보 기반사업과 응용사업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기반사업의 경우 국가공간인

라로서 역할을 제 로 수행하는지 여부를  평가항목에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재 이

러한 평가체계에 있어 평가와 시행계획과의 연계를 한 시기  문제  좀 더 수치화된 평

가내용  방법 등의 요구 등 여러 가지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 평가의 차  방법

평가의 차는 우선, 평가 상사업 범 를 설정하고, 평가지표를 설정하며, 평가지침(자

체평가  문가평가)을 작성한 후 평가를 실시하고 분석하는 순으로 수행하고 있다.   

평가의 방법은 평가의 객 성, 합리성  효율성을 해 다면평가(자체평가, 문가평가, 

장조사 등)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자체평가는 사업주체인 각 사업 담당자가 작성양식을 

이용하여 해당 사업의 추진실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며, 문가평가에서는 련분야의 

외부 문가들로 국가공간정보사업 평가단을 구성하고, 상 사업의 특성  평가의 편의를 

고려하여 평가단을 5개 그룹으로 분류한 후, 각 사업추진 부서에서 제출된 자체평가 자료 

 련 자료를 바탕으로 실시한다. 장조사는 ‘공간정보사업 공유  리시스템 구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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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연구 과 력하여 앙부처  지자체를 방문하고, 장의 문제  악  평가 련 

사항을 의하며, 향후 구축될 시스템에서의 평가항목 선정을 지원하는데 을 두고 수행

이다. 공간정보사업 공유  리시스템 구축은 2009년도부터 발주되어 수행되고 있는데, 

향후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공간정보사업의 체 추진 황을 한 에 악할 수 있으며, 

공간정보사업의 복성,  연계성 검토 수행은 물론 연차평가, 종료평가 등에도 활용될 수 있

는 등 체계 인 황 리가 가능할 것으로 상되고 있다.  

3. 평가 개선 방안

그러나 재 이 게 추진되고 있는 국가공간정보사업 평가는 평가시기  평가내용, 방

법 등에서 일부 미흡한 부분이 존재하고 있다. 세부 으로 언 하자면 평가와 시행계획과의 

긴 한 연계를 한 평가시기의 조정이 필요하며, 평가항목에 있어 산집행실  외에 다른 

정략 인 성과지표의 개발이 필요하고, 보다 더 체계 인 평가 방법  지원체계가 필요한 

실정으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평가시기의 개선과 련하여 국가공간정보사업의 평가가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

획과 긴 하게 연계되고, 피드백 되기 해서는 시기  조정이 필요하다. 재 평가와 시행

계획수립이 비슷한 시기에 수행되어 평가내용이 시행계획에 반 하기 어려운 요인이 있기 

때문에, 평가시기를 연  2-3월로 앞당겨서 4월까지 문가평가를 포함한 모든 평가를 완료

하고, 평가결과를 각 사업 담당기 에 통보하여 시행계획 수립에 반 하고 그 결과를 확인

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이러한 평가 시기는 향후 평가 련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사

업의 연차완료  종료시 에서 사업담당자가 평가 자료를 바로 입력하게 되는 상시 평가로

의 발 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 평가내용의 개선과 련하여 재 국가공간정보사업의 평가를 한 평가항목에는 

산집행실 을 비롯하여 사업의 필요성, 합성, 활용성, 연계성, 운 성과, 문제   개선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주로 정성 인 평가지표가 부분이다. 이에 사업성과의 정확한 

측정  타 사업과의 비교 등을 한 체계 인 정량  평가지표의 개발이 요원한 실정이다. 

정량  평가지표는 산집행실  부분을 비롯하여, 시스템개발을 통해서 개발계획 비 달성

율, 홈페이지 방문  이용객 증가율, DB구축에서는 계획물량 비 달성물량비율, DB  정

보제공 건수, 시스템 활용을 통한 산 감액 등을 설정할 수가 있을 것으로 상되며, 상세

한 지표의 개발은 향후 추가 인 연구를 통해 도출해야 할 것이다. 한 이 게 도출된 정

성 /정량  평가지표는 향후 주 기 에서 자체 으로 설정하는 자체평가 지표 설정을 

한 가이드라인으로도 연계․활용될 수 있다.

셋째, 평가방법의 개선과 련해서는 다면평가 체계의 확립과 웹기반 평가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국가공간정보사업의 황 악  정확한 성과평가를 수행하고, 문

제   개선사항을 지속 으로 악하여 시행계획에 반 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 평

가를 한 시스템은 재 진행되고 있는 ‘공간정보사업 공유  리시스템 구축사업’에 포

함하여 진행한다면 보다 나은 시 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상된다.    

4. 결 론

 

재 국가공간정보사업 평가결과는 시기 인 문제 등으로 차후년도 산이나 사업조정

에 많은 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자체평가자료를 작성하는 해당기 에 국가공간정

보사업 평가에 한 극 인 참여를 유도할 동기부여가 어려운 실이다. 향후 앞에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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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 개선방안을 용하고, 문제 사업에 해서는 규제  산배정의 불이익을 주며, 성과

가 좋은 사업에 해서는 포상이나 인센티 를 주는 세부  방안이 제시된다면, 기존 방법

보다 효율 인 국가공간정보사업 평가체계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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