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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포화상태인 국내 공간정보산업시장을 확장하기 해서는 해외 진출이 필수 이나, 재의 공간정보산업 해외 진출 
방식은 시장 확장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산업 간 융합을 통한 공간정보산업 해외 진출은 인  ODA 재원을 활용한 해외 
진출을 가능하게 하고 국제 경쟁력을 보유한 산업과의 융합을 통한 선진국 진출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에서 시장 확장

의 안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산업 간 융합 방안을 수립하기 해 합한 산업을 분석하 다. 분석 결과 산업 
간 융합을 해서는 융합 용이성, 정보의 보안성, 열악한 인 라 극복, 다양한 수요 응체계, 유지‧보수체계의 마련이 필요

하다는 것을 밝히고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한 융합 기반을 모색하 다. 융합 기반은 클라우드 기반의 공간정보 융합 
공통 임워크, 공간정보-타 산업 간 융합 모델   융합 상품의 해외진출 지원체계로 구성하 고, 각각의 구성 방안을 
제시하 다.

Abstract  Overseas Expansion is essential to expand domestic geospatial industries in a state of saturation. But current
overseas expansion method has be limited to expand global market. Inter-industries convergence strategies may be
most resonable alternative to expand global market through raising expansion possibility to developing countries with
ODA funds and to developed countries with converging global competitive industries. This research analyzed the 
industry to develop a suitable way fusion between these industries. As a result, easiness of convergence, 
confidentiality of information, complementarity of poor infrastructure, responsiveness of various demands and 
sustainability of system are needed to successful convergence on multiple industries. This convergence framework is
consists of geospatial convergence common framework based on cloud computing, inter-industries convergence model
and institutional supporting system for overseas expa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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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공간정보산업’이란 공간정보를 생산· 리·가공·유통
하거나 다른 산업과 융·복합하여 시스템을 구축하여 서

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공간정보산업은 국
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13년 기  년도 비 매출액

이 11.1%, 종사자 수가 10% 증가하는 등 성장세를 나타
냈으며, 업이익률은 5.4%로 체 산업 평균 4.1%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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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산업 규모는 증가하고 
있지만 Fig 1,2 와 같이 11년 결과와 비교해보면 국내 
공간정보산업 시장은 재 양 ·질  팽창을 보이고 있

음을 유추할 수 있다. 

Fig. 1. Spatial Information Number of Establishments

Fig. 2. spatial information industrial sales

한, 공간정보산업은 부분이 정부 는 지자체의 
재정에 의해 수행되어 련 기업 규모가 세하고 자체 

기술경쟁력이 취약하며, 국내 공간정보시장의 상당부분
을 차지하는 측량·지도제작 분야의 성장이 정체되어 있
다.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여 국내 공간정보기업의 안

정 인 성장을 해서는 해외시장 개척을 한 방안 모

색이 필요한 시 이며, 해외시장에 진출하기 해서는 
국제경쟁력을 갖춘 해외 진출 상품의 개발이 선결과제

다. 하지만 국내 공간정보산업은 국제경쟁력을 갖춘 상
품이 부족한 상황이며 해외진출 사례 한 ODA와 연계
한 용역 수행이 다수 이다. 한정된 ODA 재원이라는 
제약 속에서 해외 진출 규모를 확 하기 해서는 공간

정보산업과 타 산업 간 융합진출이 필수 이다. 재 공
간정보와 타 산업 간 융합 필요성에 한 공감 는 형성

되었으나[1,2,3,4] 산업 간 융합  해외 진출을 한 기
반이 열악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공간
정보 산업의 내외부 환경을 고찰하여 지속 이고 안정

인 성장을 구가하기 한 방법 해외진출체계를 제시하고

자 한다.

2. 공간정보산업 융합 관련 현황 

국토교통부의 공간정보산업조사에 따르면 재 공간

정보산업의 융합 상은 U-City(건축) 산업 55.1%, LBS 
산업 7.2%, ITS 산업 5.4% 등 상 으로 융합이 수월

한 산업군을 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다. 해당 분야는 공간정보 분야로부터 생되었거나, 연
되어 성장한 분야로 공간정보의 융합에 따른 가치 창

출 효과가 제한 이다.
재 공간정보와 타 산업 분야와의 융합에 한 심

은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부분 선언 인 구호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며, 각종 공간 기반 서비스의 제공 등 
크고 작은 산업 간 융합 시도가 간헐 으로 진행되고 있

으나 수출 솔루션의 형태로 구체화된 상품은 부재한 상

황[5]이다. 이는 크게 세 가지 문제에 기인하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첫째, 타 산업과의 융합을 한 제도 ‧기술  기반

이 미비하여 지속 이고 장기 인 산업 간 융합에 어려

움이 있다. 산업 간 융합을 한 기술 표 이 존재하지 

않으며 융합상품을 통한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한 제

도  지원체계가 부재하다.
둘째, 산업 간 융합을 한 융합 모델  융합 방법론

이 구체 으로 제시되지 않아 공간정보기업의 융합에 제

약이 있다. 산발 인 산업 간 융합 시도는 이루어지고 있

으나 구체 인 모델 는 방법론의 형태로 구체화되지 

않아 일회성 수출에 한정된다.
셋째, 융합 분야의 선정을 한 해외 국가의 수요 

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재는 개별 공간
정보기업의 인  네트워크에 의존하여 단편 인 개별기

업 시각에서의 수요 악만이 이루어지고 있어 종합 이

고 거시 인 시각에서의 해외 수요 추정  융합 분야 

선정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책으로 본 연구에서는 클라우

드 기반의 공간정보 융합 해외진출체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3. 산업 간 융합을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 해외진출 방안 

3.1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과 공간정보 

클라우드 컴퓨 (Cloud Computing)은 시스템을 구동
하기 한 물리 인 서버들을 가상화하여 인터넷 기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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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틸리티 서버에 로그램을 두고 기기에 독립 으로 사

용자가 필요할 때 웹에서 사용가능한 서비스이다. 사용
자는 웹에서 소 트웨어 자원의 사용량에 해 비용을 

지불하는 형태로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 비용이 으며 

확장이 용이하다. 한 기기에 독립 이기 때문에 웹을 

구동시킬만한 자원이 있으면 다양한 기기의 단말기에서 

사용 가능하다[6].
클라우드 컴퓨 은 가상화하여 제공하는 자원의 범

에 따라 Table 1과 같이 IaaS(Infrastructure as a Service), 
PaaS(Platform as a Service), SaaS(Software as a 
Service)의 세 가지 방식[2,3]으로 분류할 수 있다. IaaS
는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를 가상화 환경으로 만들어 
필요에 따라 인 라 자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

스이다. PaaS는 표 화된 랫폼 환경을 제공하는 서비

스로 가상화된 소 트웨어 개발 환경과 로세스를 사  

구축하여 제공한다. SaaS는 소 트웨어의 기능  유

가 필요로 하는 것을 서비스로 배포해 이용이 가능하도

록 한 서비스로 PaaS 기반 에서 실행 가능하다.

IaaS PaaS SaaS
Applications Applications Applications

Data Data Data
Runtime Runtime Runtime

Middleware Middleware Middleware
O/S O/S O/S

Virtualization Virtualization Virtualization
Servers Servers Servers
Storage Storage Storage

Networking Networking Networking

Table 1. Type of the cloud computing methodologies

재 세계 으로 Amazon의 AWS(Amazon Web Service), 
Google의 클라우드 랫폼인  AppEngine  ComputeEngine 
등 다양한 클라우드 랫폼이 리 활용되고 있는 상황

이다. 국내에서도 2015년 3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클
라우드컴퓨  발   이용자보호에 한 법률」이 통과

됨에 따라 클라우드 환경 조성에 한 법  기반이 조성

된 상황이다.
공간정보 분야 한 정보 특성 상 기 투자 비용이 

상 으로 높고 국가의 경제 수 에 계없이 구축에 

따른 효과가 크며 방 한 인 라가 필요한 용량 정보

를 다루는 역으로서 클라우드 컴퓨  도입에 의한 효

과가 높아[4] 클라우드 컴퓨  기술을 도입하기 한 다

양한 연구들이 진행[7,8,9,10,11,12,13]되고 있다.

공간정보 분야에 클라우드 컴퓨  기술을 도입할 경

우 다음과 같은 이 [6]을 얻을 수 있다. 첫째, 공간정보
의 쉽고 편한 리를 한 임워크  인 라의 제공

(Providing Application Infrastructure)이 가능하다. 둘
째, 고  기술을 포함한 공간정보 기술 인 라의 제공

(Support Technology Infrastructure)이 가능하다. 셋째, 
IT 유지보수 비용의 감(Plummeting Support and 
Maintenance)을 유도할 수 있다. 넷째, 구축 기 투자비
용의 감소(Reducing Implementation Cost)가 가능하다. 
다섯째, 이용자들이 공간정보를 생성/분석/ 리할 수 있
는 도구를 공동 제공(Leveraging Data Command)할 수 
있다. 여섯째, 이용자의 치에 독립 인 자원을 제공

(Location Independent Resource Pooling)할 수 있다. 일
곱째, 데이터 변환과 표 을 지원(Data Conversion and 
Presentation)할 수 있다.

3.2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 해외진출 방법

앞서 살펴 본 황조사 결과를 토 로 볼 때 산업 간 

융합을 통한 공간정보산업의 해외 진출을 해서는 다음

과 같은 이유로 클라우드 컴퓨  기술을 도입한 진출 

략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첫째, 융합에 필요한 비용과 인력을 최소화할 수 있

다. 클라우드 컴퓨  기술은 정보시스템의 구축에 필요

한 공통 자원을 사  구축하여 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에 다양한 융합 사례와 상이 되는 다양한 해외국가

에 필요한 공통 자원을 사  구축하여 최소한의 비용과 

인력을 투입하여 구축할 수 있다.
둘째, 수출 상 국가의 열악한 정보 인 라 환경을 

극복할 수 있다. GIS 기술의 발 과 함께 폭증하고 있는 

정보량과 분석기법에 응하기 해서는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정보 인 라 기반이 필요하다.[7] 클라우드 컴퓨  

환경의 도입을 통해 정보시스템의 구성에 필요한 각종 

자원을 국내에 구축하고 필요한 요소만 수출 상국 

지에 구축함으로써 인터넷에 속 가능한 환경만 갖춘 

곳이라면 어느 곳이든 융합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다. 
셋째, 지속 이고 안정 인 유지‧보수‧ 리체계를 마

련할 수 있다[11]. 클라우드 컴퓨  환경을 도입할 경우 

지 견을 통한 유지‧보수 없이도 국내의 클라우드 

랫폼에 한 유지‧보수만으로 해외 각 국가들의 지속

인 유지‧보수‧ 리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한, 클라우드 컴퓨 을 구성하는 다양한 방식 에

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PaaS 방식의 선택이 합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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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단된다.
첫째는, 보안성의 확보를 해 PaaS 방식의 클라우드 

환경 구축이 필요하다. PaaS 방식의 클라우드 컴퓨  환

경은 어 리 이션 역과 데이터 역을 제외한 역만

을 가상화하여 제공함으로써 어 리 이션과 데이터 

역을 해외 지에 구축함으로써 보안 정보 유출에 따른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
둘째는, 유연한 기반 환경의 조성을 해 PaaS 방식

의 클라우드 환경 구축이 필요하다. PaaS 방식은 표 화

된 소 트웨어 개발 환경을 제공하여 사  구축한 SaaS
의 활용 는 최소한의 SaaS 구축 과정만을 거쳐 다양한 
융합 수요에 응할 수 있다.

4. 공간정보-타 산업 간 융합을 위한 

부문별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 

해외진출 방안

Fig. 3. Cloud Computing-based Overseas Expansion 
Methodology

PaaS 기반의 클라우드 컴퓨  환경을 조성하여 산업 

간 융합을 통한 해외 진출을 도모하기 해 기술 /방법
론 /제도  측면에서의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먼
 기술  측면에서는 공간정보의 융합 활용에 필요한 

각종 자원을 클라우드 컴퓨 의 형태로 제공할 수 있는 

기술  기반이 필요하다. 방법론  측면에서는 다양한 

산업과 공간정보와의 융합 수단  차, 필요한 기술, 
시나리오 등을 사  구성하여 포트폴리오 는 패키지의 

형태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제도  측면에서는 이러한 

기술 /방법론  기반을 구축/ 리하고 타 산업  해외
국가와의 네트워크 형성을 추진하여 공간정보 산업의 해

외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이를 해 Fig 3과 같이 공간정보의 융합을 한 공통 

자원의 해외국가 제공을 한 클라우드 기반 공간정보 

공통 임워크, 융합 방법론의 제공을 한 공간정보-
타 산업 융합 모델, 융합 기반 공간정보산업 해외 진출 
지원을 한 융합 상품 해외진출지원체계를 구성하여 산

업 간 융합을 한 클라우드 컴퓨  기반 해외진출 기반

을 조성한다.

4.1 클라우드 기반의 공간정보 공통 프레임워크 

구축

융합을 통한 공간정보산업의 해외 진출을 추진하기 

해서는 먼  공통 표  임워크를 구성하여 그간 

공간정보산업이 이 낸 성과를 통합하고 다양한 공간정

보기업이 산업 간 융합을 매개로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공간정보 오 랫폼(V-World), 
공간 빅데이터 랫폼 등 재 개발  고도화가 진행되

고 있는 사업과 연계하여 공통 표  임워크를 구축

할 필요가 있다. 공통 표  임워크는 공간정보의 생

산, 가공, 처리, 분석, 유통, 활용 등 공간정보를 구축하
고 활용하는데 필요한 기능들을 사  설계하고 이에 필

요한 최소요구사항  기능요소들을 사  구성한다. 이
를 해서는 클라우드 랫폼 환경 조성을 주요 방향으

로 하여 최소한의 비용으로 해외 국가에 공간정보 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 때 
PaaS 기반의 클라우드 환경 구축을 방향으로 하여 랫
폼 자원을 사  구축함으로써 융합 과정에서 필요한 자

원 투자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PaaS 기반의 클라우드 
환경을 제공할 경우 가상화된 S/W 개발 환경과 로세
스를 사  구축하여 제공함으로써 최소한의 비용과 노력

을 투자하여 표 화된 랫폼 환경을 해외 국가에 제공

하고 이를 기 로 한 공간정보 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클라우드 기반의 공간정보 공통 임워크를 이용할 

경우 공간정보와 타 산업 간 융합을 통한 해외 진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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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ase of Cloud Computing-based Geospatial Services in Foreign Countries

융합에 필요한 서비스 모듈을 SaaS의 형태로 구성하여 
PaaS 기반 에서 제공하고 해외 지에 데이터마트만 
구축하면 되어 융합을 진할 수 있다. SaaS는 융합 목
에 따라 사  구축하거나 지의 여건에 맞게 추가 구

축한다. 더불어 데이터마트를 국내가 아닌 해외국가에 
구축함으로써 공간정보의 유출로 인해 생될 수 있는 

피해를 방할 수 있다는 을 부각시킬 수 있다. SaaS
를 통한 서비스 구축 시 소 트웨어의 다양한 기능  

유 가 필요로 하는 것만을 서비스로 배포[14,15]해 이
용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으며 각 SaaS  데이터마트의 
조합을 통해 생성한 다양한 서비스[16]를 PaaS 기반 
에서 실행할 수 있다.

 내용에 따라 클라우드 기반의 공간정보 공통 

임워크를 통한 해외 공간정보 서비스 구축 사례를 나타

내면 Fig 4와 같다.  

4.2 산업군별 공간정보 융합 모델 구성

산업 간 융합에 필요한 비용과 노력을 최소화하고 지

속 인 산업 간 융합을 유도하기 해서는 공간정보와의 

융합 모델을 사  구성하여 산업 간 융합 과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다만 융합 모델의 구성 과정에서 모든 융합 
가능성을 검토하기에는 실 인 어려움이 따른다. 융합 
빈도가 잦거나 잦을 것으로 상되는 복수의 표 산업

군을 선정하여 해당 산업과의 융합 모델을 구체 으로 

제시하고, 기타 산업군의 경우에는 융합을 한 다양한 
융합 방법론을 제시하여 이를 조합하여 융합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표 산업군의 경우 U-City, LBS, ITS 등 재 융합 
빈도가 높은 산업군을 포함하여 지 , 부동산, BIM, 스
마트 그리드 등 스마트 SOC, 통계지도, 3D 등 융합에 
따른 가치 창출 효과가 클 것이라고 단되는 산업군을 

사  선별하고, 융합 모델을 구성하여 제공함으로써 산
업 간 융합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표 산업군의 융합 모델 구성 시 해당 산업과의 융합

에 필요한 공간정보 공통 표  임워크의 구성 요소 

정의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의 해외 국가 제공 방안, 
융합 차  방법, 융합에 필요한 SaaS  SaaS 조합 
방법, 데이터마트 구축 방법, 서비스별 융합 시나리오, 
이에 필요한 기업 역량  기업 명단 등 공간정보와 타 

산업 간의 융합론에 필요한 방법론을 사  구성한다. 해
당 융합 모델은 융합형태  목 에 따라 공간정보산업

과 타 산업 간의 패키지 상품 형태로 구성하여 해외 

ODA  EDCF 사업 참여와 홍보 등에 직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더불어 표 산업군 외의 산업과 융합에 비하여 융

합 모델 표  구축 방법론을 제시하여 공간정보와 다양

한 산업 간 융합을 지원한다. 사회 안 , 국민 복지, 국가 
경제, 국가 인 라, 산업 지원, 과학 기술 등 융합 목 을 

세분화하여 각각의 목 별로 융합에 필요한 공간정보, 
서비스, 인 라  공간분석기법  융합방법론을 제시

하여 다양한 산업과의 융합을 한 기반을 조성한다. 목
별 분석기법  융합방법론은 SOA(Service-oriented 

Architecture) 기반의 컴포 트 개념으로 구성하여 분석

기법  융합방법론의 조합을 통해 개별 산업 간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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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Diagram of Inter-Industries Convergence Strategies of Geospatial Information Industry based on Cloud 
Computing Technologies for Overseas Expansion

시 필요한 서비스를 최소한의 비용과 노력을 거쳐 쉽게 
구축[14,15]할 수 있도록 한다. 향후 이러한 목 별 융합

방법론을 조합하여 최소한의 비용과 노력으로 산업 간 

융합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내용에 따라 산업군별 공간정보 융합모델  융합

방법론을 활용한 융합 패키지 구성사례를 그림으로 나타

내면 Fig 5과 같다.

4.3 융합 상품 해외 진출 지원체계 구성 및 

지원 방안

부분의 공간정보기업은 세한 규모로 자체 인 해

외 진출 련 인력 는 경험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

문에 원활한 융합 해외 진출을 해서는 클라우드 환경 

조성과 융합 모델론 구축 이외에도 이에 한 정책  지

원 방안이 필요하다. 재 콘텐츠 부문은 스마트콘텐츠

센터가, S/W 부문은 ICT‧ 소기업 수출지원센터가 각

각 해외사무소 개설‧ 지지원, 컨소시엄 구성, 컨설  

등 직 인 해외 진출 지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공

간정보산업의 경우에는 이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

원체계가 없는 상황이다.
융합 상품 해외 진출 지원체계는 크게 네 가지 부문의 

기능을 수행한다. 첫째는 클라우드 기반의 공간정보 공
통 임워크 구축  리이다. 이는 공통 임워크

의 설계  구축, 유지/ 리를 포함한다. 둘째는 산업군
별 공간정보 융합 모델 구성  운 이다. 표 산업군 

융합 모델을 구성하고 기타 산업군 융합 방법론을 마련

하며 융합 패키지를 구성하여 리한다. 셋째는 해외 진
출을 한 국내 기업의 컨소시엄 구성  해외 홍보이다. 
국내 공간정보 기업  타 산업군의 기업들과 공통 표  

임워크  융합 패키지와 연계하고, 국내 기업  해
외 국가와의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넷째는 구축한 융합
서비스의 유지보수  품질 리이다. 서비스 유지 보수 
 SLA, SLM 기능을 수행한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Table 2와 같다.

Sector Item
Cloud-based  
Geospatial
Common 

Framework 
Establishment 
/Management

․Cloud Computing-based Common Framework 
Design
․Cloud Computing-based

Common Framework Establishment
․Cloud Computing-based

Common Framework Maintenance

Geospatial 
Convergence 

Packages 
Composition
/Management

․Representative Spatial Convergence Industry 
Convergence Packages Composition
․Other Industries Convergence

Model and Methodologies
Composition
․Convergence Packages

Management

Consortium for 
Overseas Expansion 

Constitution and 
Promotion

․Domestic Companies-Common Framework 
Connection
․Domestic Companies-Convergence Package 

Connection
․Networking of Foreign Countries and Industries

Convergence 
Maintenance and 
Quality Control

․Service Maintenance
․Service Upgrade
․Service Level Agreement
․Service Level Management

Table 2. Role of Overseas Expansion Suppor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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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ase of Convergence Model and Methodologies-based Convergence Package

4.4 공간정보-타 산업 간 융합을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 해외진출 방안

클라우드 컴퓨  기반 공통 표  임워크, 융합 모
델, 해외진출지원체계 등 앞서 살펴 본 기술 /방법론 /
제도  기반을 하나의 그림으로 나타내면 Fig 6과 같다. 
그림과 같이 해외 진출 시에는 표 산업군/기타 산업군
별로 공간정보를 목한 융합 패키지를 사  구성하여 

융합 패키지를 으로 클라우드 기반의 공통 인 라 

요소, 융합 서비스, 타 산업 제공 서비스를 포함한 공간
정보-타 산업 간 융합 상품을 해외 국가에 매하는 것
을 기본 방향으로 한다.
융합에 필요한 인 라 요소는 기본 으로 국내의 공

간정보 공통 표  임워크에서 제공하며, 해외 국가
에는 공간정보 융합에 필요한 데이터마트와 융합 서비스

(SaaS)만을 구축하여 비용 투자를 최소화한고 해당 국가
에 공통 인 공간정보 융합 기반을 제공하여 후속 사업 

 구축 서비스의 유지보수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국내 공간정보기업은 공통 표  임워크가 제시하는 

사양에 따라 PaaS 기반의 공간정보 클라우드 컴퓨  환

경을 이용하여 각 기업의 공간정보 서비스를 융합 패키

지를 통해 해외 국가에 제공한다. 해외진출 지원체계는 
이에 필요한 정책  지원 기능과 공통 표  임워크 

 패키지의 유지보수 기능, 각종 ODA  비ODA 재원
과의 연계 기능 등을 수행한다. 

5. 결론

정체 상태인 국내 공간정보산업이 지속 이고 안정

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해서는 해외 진출, 그 에서
도 타 산업과의 융합을 통한 해외 진출이 필수 이다. 이
에 맞는 방안으로 융합 비용과 인력의 최소화, 공간정보
의 보안상 확보, 해외 국가의 열악한 인 라 환경 극복, 
다양한 수요에 응하기 한 유연한 기반 환경 조건이 

이를 한 필요 요건임을 밝히고 안으로서 클라우드 

기반의 공간정보 융합 해외진출체계를 제시하 다.
PaaS 클라우드 컴퓨  기술을 기반으로 한 공통 표  

임워크를 구성하여 해외 국가에 필요한 공간정보 융

합 인 라를 제공하고, 표 산업군  기타 산업군을 
상으로 한 융합 모델을 사  구축하여 융합 방법론을 제

시하며, 해외진출지원체계의 구성을 통해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 다. 국내 공간정보산업은 이를 
통해 해외 진출 규모를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해외 국가는 비용 감을 병행한 품질 높은 공간 융합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이미 상당수의 IT서비스가 클라우드 컴퓨  기술을 

기 로 재구성되고 있는 상황이며 구 , ESRI 등 로
벌 경쟁력을 갖춘 공간정보기업은 클라우드 컴퓨  체계

의 도입을 진행하고 있다. 국내 한 「클라우드컴퓨  

발   이용자보호에 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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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하여 클라우드 컴퓨  기술에 한 법  기반이 조성

된 상황이다. 공간정보 오 랫폼(V-World) 고도화 사
업, 공간 빅데이터체계 사업 등 국내 공간정보산업의 새
로운 미래를 비하는 다양한 사업들과 연계한 클라우드 

컴퓨  목  이를 활용한 해외 진출  산업 진흥 방

안의 모색이 필요한 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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