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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대규모의 풍수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실제 재난 현장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데이터의 일원

화와 표준화는 미흡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재난 상황 인지 및 모니터링 목적의 재난정보 표

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DB 정보를 확보하고 품질기준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현재 제

공되고 있는 공간정보의 품질을 점검하였다. 점검 결과, 기관별로 다른 기준에 의해 공간정보가 구

축되어 통합 사용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공통 기준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주요어 :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재난정보 표출시스템, 재난정보 DB, 공간정보 품질 검사, DB 

품질기준

ABSTRACT

Due to recent climate change, lager-scale storm and flood disasters have occurred. 

To prepare for this, the government is operating the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NDMS), it is insufficient that unification and standardization of 

disaster site information data. In this study, to establish a disaster information display 

system, spatial DB was stored, quality standards were presented and the qualit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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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tial information currently provided was evaluated. As a result of evaluation, spatial 

information is established as different standard for each institution. So it is difficult to 

integrate and use. It considered that prepare a common standard to redeem this 

difference. 

KEYWORDS :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Disaster Information Display System, 

Disaster Information DB, Spatial Information Quality Inspection, DB Quality 

Standard

서  론

우리나라는 태풍과 호우 등에 따른 침수피해

가 매년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기후변화로 

인해 국지성 호우, 폭풍, 해일, 돌발홍수 등의 

풍수해가 발생하고 있다(Na and Choi, 2019). 

이상기후의 발생으로 인한 재해 규모는 점차 대

형화되고 있다(Park et al., 2018).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한 정보관리

시스템으로써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NDMS)을 

1996년부터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Lee and 

Kim, 2005). 그러나 연속적인 시공간의 변화양

상을 파악하고 이를 활용하여 실제 재난 현장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데이터의 일원화와 표준

화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

결하고자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상황실 

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표준화 가이드라인을 제

공하여 재난 상황의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재난 상황에서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위

성·무인기 및 다채널 영상과 같은 스마트 센서

의 융합을 통해 실시간 재난 현장 정보, 피해 

상황 등 재난 상황의 관리를 위한 각종 정보를 

제공 및 공유할 수 있으며 이러한 다채널 영상

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연속적 재난 상황 인지와 

위험모니터링 기술은 향후 신기술을 활용한 재

난 대응으로의 발전에 있어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위성·무인기와 같은 다채널 영상

정보를 이용한 연속적 재난 상황의 인지와 모니

터링을 위한 기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 서

비스와의 연계를 통해 의사결정 및 공공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재난정보 표출시스템을 구축하

기 위한 DB 정보를 확보하고, 해당 DB에 포함

되는 공간정보의 품질기준을 제시한다. 재난정

보 DB 구축에 공간정보가 원활히 활용되기 위

해서는 다양한 기관에서 구축하는 공간정보간의 

연계 활용이 가능하도록 표준화된 품질 기준에 

따라 생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현재 정

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공간정보의 품질을 점검

함으로써 향후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23조에 따라 공간정보

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공간정보체계의 구

축·관리·활용 및 유통에 있어 해당 법안에서 

정하는 기술기준 및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표준

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19). 

데이터 품질 표준은 공간정보의 품질확보를 위

해 공급자와 수요자에게 맞춤형 표준 가이드라

인을 제공함으로써 공급자는 품질을 정확하게 

검사하여 표준화된 품질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

고, 사용자는 표준화된 품질 비교를 통해 용도

에 맞는 공간정보를 선택할 수 있다(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17). 

국토교통부에서는 2017년부터 공간정보의 품질

확보와 표준화를 목적으로 하는 표준 해설서를 

발간하고, 표준 해설서에 따른 표준화 가이드라

인을 발간하여 배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재난정보 DB 구축을 위한 공간정

보의 확보, 재난정보표출시스템의 DB 구축을 

위한 공간정보의 품질 검사 기준 수립, 수립한 

품질 검사 기준에 의한 공간 데이터 품질 검사 

수행, 품질 검사 결과 분석의 순서로 진행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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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Workflow of study

다. 본 연구의 전체적인 흐름을 그림으로 나타

내면 그림 1과 같다. 

선행연구 분석

공간정보의 품질 및 표준화와 관련된 연구 동

향을 살펴보면 Kim et al.(2019A)은 3차원 도

로 데이터 모델 표준 설계를 위해 도로와 관련

된 국제 표준인 Geographic data file(GDF)를 

분석하고 CityGML-Transportation model을 

기반으로 Unified modeling language(UML)을 

이용하여 3차원 도로 데이터 모델을 설계하고 

여의도 지역에 대하여 설계 내용을 구현한 바 

있다. 

다음으로 공간정보를 활용한 재난 분석 사례

를 살펴보면, 우선 Park et al.(2018)은 도시 

기후변화 재해 취약성 중 폭우재해를 대상으로 

하여 읍면동 단위의 상대적 평가를 수행하고, 

분류한 단계에 의한 취약지구의 상대적인 변화 

분석을 수행하였다. Na and Choi(2019)는 침

수피해의 예방 및 복구를 위해 공간정보를 활용

한 객체기반 피해 산정 방법을 제시하고 객체 

기반법을 사용한 사례 분석을 수행한 바 있다. 

Won and Kim(2016)은 항공사진 및 항공라이

다 자료로부터 생성된 토석류의 피해 전후 

DEM을 활용하여 피해 규모를 산정하고 에너지 

이론을 바탕으로 침식량 산정 모델을 개발하여 

기존의 토석류 모델과 비교하였다. Kim et al. 

(2017)은 그림 2에서 제시한 개념에 따라 국가

공간정보포털에서 제공하는 공간정보를 활용하

여 재난관리를 위한 공간정보목록을 작성하고, 

주제도가 포함하는 레이어 정보를 지질, 지형 

등 재난 특성에 따라 목록화하였다. Kim et al. 

(2019B)은 한반도 주변의 재해, 재난사고를 원

격으로 조기에 감지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인

공위성기반의 재해 모니터링 기술 개발과 첨단

장비를 활용한 재해관리기술을 소개한 바 있다. 

이처럼 벡터 공간정보와 영상정보의 조합을 통

해 재난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예상

되는 피해나 실제 발생한 피해를 분석하는 방법

에 대해서 다양한 방향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 방법 및 연구내용

1. 재난정보표출시스템 기본정보 구축을 위한 

공간정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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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Concept of spati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for disaster management(Kim et al., 
2017)

우리나라는 대구 지하철 방화 참사 등을 계기

로 국가재난관리 종합대책이 수립되었으며, 이

를 근거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제정되었

으며, 예방 중심의 과학적 재난관리, 현장 중심

의 소방대응 시스템, 신속하고 합리적인 복구지

원체계를 구축하였다(Korean Society of 

Hazard Mitigation, 2014).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은 국가 차원의 통합

관리시스템인 첨단 정보시스템의 필요성이 두드

러짐에 따라 자연재해 및 인적 재난을 예방 및 

대비하고,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분산된 재

난 관련 정보를 통합 및 연계함으로써 재난 발

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

는 국가 차원의 종합재난관리시스템이다(Lee 

and Kim, 2005).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은 

2004년 소방방재청을 거쳐 2014년 국민안전처

에서 그 관리를 주관하고 있고, 2015년부터 추

진된 통합재난안전정보체계 구축사업은 다양한 

시스템을 통해 분산 관리되던 재난정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중심 내용으로 삼

고 있다(Jeong et al., 2015). 그림 3은 국가재

난관리정보시스템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NDMS 시스템은 속성정보 위주의 시스템으

로 구성되어 있어, 재난정보의 지리적 표출을 

위해서는 공간정보를 활용한 보완이 필요하며, 

공간정보는 국토교통부의 국가공간정보포털을 

비롯한 다양한 기관의 시스템에서 제공되고 있

다. 본 절에서는 재난정보 표출시스템에 포함되

는 공간정보의 확보를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간정보를 조사 및 분석하고, 이중 재난정보 

분석에 활용될 수 있는 공간정보 DB 분류를 수

행하고 테이블 정의서를 확보할 수 있는 DB를 

최종 분류하여 각각의 속성 및 GIS 활용성을 

검토하였다. 현재 국가 공간정보는 공간정보의 

중복구축 방지와 정보 간 연계활용 목적으로 생

산-수집-서비스의 3계층 체제로 운영되고 있

다. 국토교통부의 국가공간정보포털은 27개 기

관, 79개 시스템, 246개 지자체와 연계되어, 

2019년 현재 총 983종의 다양한 자료를 수집

하여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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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aster Response 
Phase

Essential Information
Property Information Spatial Database

Imagery Information
Data Institution Data Institution

Disaster Outbreak

Building Property Building Register LX
Integrated 
Building

MOLIT -

Weather, Wind, 
Temperature,

Relative humidity and 
temperature

Meteorological 
Information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 -
Stationary Orbit 
Meteorological 

Satellite Imagery

Initial Response
(Central Accident 
Control Center 

Operating Phase)

Nearest hospital Master Hospital
National Medical 

Center
Point of 

Interest(POI)
NGII -

Electric and gas facility 
Electric Power 
Supply Facility

KEPCO - - -

Nuclear plant, 
gas facility

Nuclear power 
plant 

Korea Hydro & 
Nuclear Power

Usage area
(Nuclear/

Restricted Area)

National land 
information 

system
-

Location information of 
main facilities near fire 

area

Basic status of 
facilities

Korea 
Infrastructure 

Safety 
Corporation

National cultural 
heritage, Usage 

area
(Military facility)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MOLIT
-

Under Control 
Phase

Weather, Wind, 
Temperature,

Relative humidity and 
temperature

Meteorological 
Information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 -
Stationary Orbit 
Meteorological 

Satellite Imagery

Hospital transportation
status of rescued

Real-time 
information of 
Hospital bed

National Medical 
Center

- - -

TABLE 1. List of spatial information (in case of fire disaster)

FIGURE 3. Configuration of NDMS(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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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tial DB File name Renewal cycle
Disclosure 

scope
File acquisition

Dong(legal) 3 categories(Si-gun-gu, Eup-myeon-dong, Ri)

Frequently

Open ○

Cadastral LSMD_CONT_LDREG Open ○

3D spatial model - Not linked 
with system

×

Dong(administrative) - ×

Road name address Z_KAIS_TL_SPBD_BULD Open ○

Statistical area 5 data including Census boundary 1 year Open ○

Railroad area Z_NGII_N3A_A0160024

2 years
(or frequently)

Open ○

Railroad centerline Z_NGII_N3L_A0171119 Open ○

Road area Z_NGII_N3A_A0010000 Open ○

Road centerline Z_NGII_N3L_A0020000 Open ○

River area Z_NGII_N3A_E0010001 Open ○

River centerline Z_NGII_N3L_E0020000 Open ○

Lake and reservoir Z_NGII_N3A_E0052114 Open ○

Buildings Z_NGII_N3A_B0010000 Open ○

DEM - Open ○

Geographical name Z_NGII_N3P_H0040000 Open ○

Survey Reference Points Z_NGII_N3P_H0020000 Open ○

Orthoimagery -

Not linked 
with system

×

Coastline -
2 years

(or 1 year)

×

Submarine topography - ×

Coast border - ×

TABLE 2. Analysis of national spatial framework available for disaster information

다음으로 재난정보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정

보의 도출 과정을 설명한다. 2019년 국가공간

정보포털 자료 목록을 바탕으로 전문가의 의견

을 취합하여, 35개의 재난 유형에 따라 사고 대

응 단계별 필수정보와 재난정보를 분석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융복합을 통해 활용 가능한 정보

를 도출하였다. 대형화재 발생을 기준으로 도출

한 활용 가능한 속성정보, 공간DB 및 영상정보

의 목록을 나타내면 표 1과 같다.

재난 발생 시 필요한 공간 DB는 단계별로 차

이를 보이는데, 우선 재난 발생 단계에서는 재

난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건물 및 시설물의 

정보와 기상정보가 필요하다. 초기 대응 단계에

서는 구조자 이송을 위한 인근 병원에 대한 정

보와 추가 피해가 예상되는 위험시설에 대한 정

보, 그 외 문화재나 군사시설과 같은 주요시설

에 대한 공간정보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

다. 수습복구 단계에서는 기상 상황과 구조자 

병원 후송 현황에 대한 자료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이 중 공간 DB로부터 획득 가능

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표 1에서 도출된 공간정보 목록을 활용하여 

실제로 재난정보 제공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 

DB의 상세한 목록을 도출한 결과 총 78종의 

공간정보가 도출되었다. 그중 재난정보에 활용

할 수 있는 기본공간정보에 관한 내용을 표 2에 

나타내었다. 

제시한 21종의 기본공간정보 중 일부는 국가

공간정보포털을 통해 별도의 파일취득이 불가하

였다. 공간정보 입체모형의 경우 본래 국토교통

부의 VWorld에서 자료를 제공하였으나, 보안상

의 이유로 웹상 표시 외의 자료제공이 중단되었

다. 행정동 자료는 통계구에 포함되어 있고, 정

사영상은 국토지리정보원의 시스템을 통해 사용

자가 선택한 지역의 자료만이 제공된다. 국립해

양조사원에서 제공하는 해안선, 해저지형, 해양

경계는 국가공간정보포털과 연계되지 않아 

2020년 9월 현재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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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tial DB File name Disclosure scope File acquisition

Underpass - No data ×

Airport - - ×

Barn - - ×

Pumping station - - ×

Nursery Z_NGII_N3P_C0130000 Open ○

Industrial water channel Z_NGII_N3L_E0060000 Open ○

Manhole - - ×

Land use status map(1/25,000) Z_NGII_LMAP25000_SHP Open ×

Points of Interest(POI) Z_NGII_POI Open ×

Usage area(coastal management) LSMD_CONT_UG301 Open ○

Coastal erosion
6 categories including Z_MOMAF_WGIS_* Open

○

Natural coastal admin/status map ○

Usage 
area

Nuclear/Restricted LSMD_CONT_UL101 No data ×

Water supply/source protection LSMD_CONT_UM710 Open ○

Military facility/protection area LSMD_CONT_UN101 Not using ×

Land planning/Prevent disasters LSMD_CONT_UQ125 No data ×

Land planning/Infrastructure LSMD_CONT_UQ168 Open ○

Industrial location/complex LSMD_CONT_UH101 Open ○

Prevent facility(status) Z_UPIS_C_UQ156 Open ○

Forest stock map (1/25,000) forest_StockMap_25000 Open ○

Forest stock map (1/5,000) forest_StockMap_5000 Open ○

Forest location soil map forest_ForestLocationSoilMap Open ○

Integrated building F_FAC_BUILDING Open ○

Drawing association ABPD_BLDG_MAP_CONN_INFO Not linked ×

National cultural heritage Z_HGIS_CHL_SPCN_AS Open ○

Registered cultural heritage Z_HGIS_CHL_REGS_AS Open ○

Usage 
area Industrial integration activity and 

factory establishment

LSMD_CONT_UH211 No data ×

Usage 
section

LSMD_CONT_UH212 Open ○

Industrial complex boundary Z_ILIS_DAM_DAN Open ○

Industrial complex location Z_ILIS_DAM_PDAN Open ×

Actual river width Z_NGII_N3A_E0032111 Open ○

Dam Z_NGII_N3A_C0010000 Open ○

Gas station Z_NGII_N3A_C0423365 Open ○

Road section Z_KAIS_TL_SPRD_MANAGE Open ○

Soil map Z_EGIC_W_ETC_SCS_WGS_P Open ×

TABLE 3. Analysis of spatial data available for disaster information

취득이 불가능하다. 

재난정보에 활용 가능한 기본공간정보를 제외

한 공간정보를 분석하여 표 3에 제시하였다. 기

본공간정보를 제외한 공간정보 57종 중 국가공

간정보포털과 시스템 연계가 되어있지 않거나 

비공개, 공개 제한 등의 제한이 걸려있는 데이

터를 제외한 24종의 파일을 확보하였다.

사용할 수 없는 데이터는 원자력 및 제한구

역, 군사시설 등에 대한 용도구역 자료와 감염

병 발생 정보, 해양 관련 정보 등이다. 제한구

역, 군사시설 등의 데이터는 보안상의 이유로 

민간에 공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해양 

관련 정보는 시스템과 연계되지 않은 것으로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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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tial DB File name Disclosure scope File acquisition

Forest network map TB_FGDI_FS_ID300 Restricted ○

Water quality measure point Z_CBDMS_WQS_SITE_MANUAL_A Open ○

Plague outbreak information - Not linked ×

Prevention information - - -

Hiking trails - Not linked ×

Land use information Z_LURIS_LART_LUINFO Property only ×

Underwater flowing direction Z_EGIC_W_ETC_DIRECTIONOFFLOW_WGS_L Open ○

Marine accident status -

Not linked

×

Marine accident point - ×

Berth(Polygon, Point) - ×

Route(Polygon, Line) - ×

Entry/departure of national trade port - ×

Vessel passage - ×

Nursery information map - ×

Dangerous object information - ×

Real time ocean observation - ×

Red tide/Accident scale - ×

Massive ocean pollution - ×

Small size fishing vessels - ×

Facility information - ×

Building lifecycle record - ×

TABLE 3. Continued

2. 재난정보 데이터베이스의 품질 검사를 위한 

기준 수립

공간정보를 비롯한 데이터를 생산하거나 사용

하는 과정에서 공간정보의 생산자와 관리자, 소

비자는 각각의 역할에 맞게 데이터를 생산하거

나 관리, 사용해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 

생산자와 관리자는 데이터의 생산 및 관리 과정

에서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데이터를 선택

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품질이 확보된 데이터를 

생산 및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17). 

공간 데이터 품질평가 과정은 그림 4와 같이 

네 단계로 진행된다. 우선 사양이나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생성하고 평가를 시작한다. 1단계에

서는 데이터의 품질 단위를 지정한다. 데이터 

품질 단위는 데이터 품질 요소와 범위의 조합이

며, 품질 단위의 범위는 데이터 품질이 평가되

는 데이터를 식별하는 일반적인 특징, 공간적 

및 시간적 범위를 지정한다. 2단계에서는 데이

터의 품질을 측정하고, 1단계에서 정의한 데이

터의 품질 단위에 따라 표준화된 데이터 품질의 

측정을 수행한다. 3단계인 데이터 품질평가 절

차 지정 과정에서는 하나 이상의 적합한 평가 

절차를 지정한다. 4단계인 데이터 품질평가의 

출력 판단 단계에서는 데이터를 입력하여 평가

를 수행한다. 데이터 품질을 평가하기 위한 목

적이라면 입력 데이터는 실제 데이터가 될 것이

고, 메타데이터의 품질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이

라면 입력 데이터는 데이터 품질의 평가 결과가 

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사양이나 사용자의 요구

사항에 적합하게 평가되었는지 여부 또한 판단한

다(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2019).

그림 5는 KS X ISO 19157 지리정보-데이

터 품질에서 정의하는 데이터 품질 요소를 그림

으로 나타내고 있다. 해당하는 데이터 품질 요소

는 완전성(Completeness), 논리 일관성(Logical

Consistency), 위치정확도(Positional Accuracy), 

주제 정확도(Thematic Accuracy), 시간 품질

(Temporal Quality)의 범주로 구성된다(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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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Geospatial data quality standard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2019)

FIGURE 4. Process of spatial data quality evaluation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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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ment Item Definition Detail

Completeness Completeness omission
Feature exception from dataset under 

criterion
Ratio of not null properties to all properties

Logical 
Consistency

Domain consistency
(Spatial reference system 

accuracy)
Spatial reference system follows valid range

Determine if the coordinate system is 
UTM-K

Conceptual consistency
(Identifier definition)

Clear definition of identifier
Determine if PK field defined exactly by 

tables

Format consistency
Data stored according to the physical 

structure
Check the file type as SHP

Topological consistency
(Geometry completeness)

Spatial objects maintain spatial integrity
Check the existence of overshooted or 

undershooted objects

Positional 
Accuracy

Relative internal accuracy
Proximity street measure between length on 

map and length on real feature

Display the difference in position of the 
same layer

Polygon : match/partially match/not match
Line : match/not match

Absolute external accuracy
Degree to position matches the exact 

position to exact coordinate
Degree of match knowing exact coordinates)

Grid data accuracy
The spatial position of feature is near to 

true value in grid data
Comparing imagery and vector

TABLE 4. Establishing data quality standard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2019). 각각의 범주는 품질 측정 요소를 포함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데이터 품질기준을 수립

하였다. 

그림 5에서 제시한 데이터 품질기준 중 정량

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항목 위주로, 정성적 항

목은 최대한 배제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선정하

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재난정보 DB에 

특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 완전성, 논

리 일관성, 위치정확도의 3개 분야에서 8개의 

하위항목을 선정하여 품질기준으로 수립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데이터 품질기준을 나타

내면 표 4와 같다. 

3. 품질 검사 기준을 적용한 공간데이터 품질 

분석

표 4에서 제시한 DB 품질기준에 따라 수집 

가능한 기본공간정보와 공간정보에 대하여 품질 

검사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품질 검사를 수행해 

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품

질 검사는 국토교통부의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중 무작위로 추출한 일부에 대

한 표본 검사 방법으로 진행하였고, 데이터와 

설계서가 모두 제공되고 제공되는 DB에 오류가 

없는 37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수행하였다. 

데이터의 공간적 범위는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전국단위로 데이터가 제공될 때에는 전국단위

로, 시도별로 구분한 데이터가 제공될 때에는 

서울 및 경기지역만 검사를 수행하였다.

각 항목에 대한 검사 수행 과정은 다음과 같

다. 완전성은 해당 데이터가 포함하는 모든 레

코드의 속성 개수 대비 값을 가진, 즉 Null이 

아닌 모든 레코드의 비율을 백분율로 계산하였

다. 공간참조체계의 정확성은 제공되는 데이터

가 UTM-K 좌표계를 따르고 있으면 ○, 그 외

의 좌표계를 따르고 있으면 ×로 표시하였다. 

식별자 정의는 데이터 설계서를 참조하여 

PK(Primary Key) 값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

으면 ○, 그렇지 않으면 ×로 표시하였다. 형식 

일관성의 경우 데이터의 형식이 SHP 파일로 제

공되고 있으면 ○, 그렇지 않으면 ×로 표시하

였다. 위상 일관성은 QGIS의 Polygon Validity 

정의에 의한 폴리곤 교차 여부, 폐합 여부 및 

노드 순서 등의 검사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백

분율로 나타내었다. 상대 내부 정확도는 무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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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 name Completness

Spatial 
reference 
system 

accuracy

Parameter 
definition

Format 
consistency

Topology 
consistency 

Relative 
internal 

accuracy (m)

Absolute 
external 
accuracy

(m)

Grid data 
accuracy

(m)

Dong(legal)* 44.71% ○ × ○ 99.45% 8.96 - -

Cadastral* 32.16% × × ○ 99.95% 6.78 5.62 -

Road name address* 85.94% × ○ ○ 99.97% 0.75 3.76 -

Statistical area 100.00% × ○ ○ 96.88% 0 - -

Railroad area 33.53% × ○ ○ 98.55% 11.81 10.78 -

Railroad centerline 37.49% × ○ ○ 100.00% 0.46 - -

Road area 32.16% × ○ ○ 99.77% 9.94 8.97 -

Road centerline 58.94% × ○ ○ 100.00% 2.43 - -

River area 33.33% × ○ ○ 99.73% 4.94 4.01 -

River centerline 62.50% × ○ ○ 100.00% 1.43 - -

Lake and reservoir 42.86% × ○ ○ 99.90% 4.34 3.80 -

Buildings 44.71% × ○ ○ 99.98% 0.57 2.16 -

DEM - × × × - - - 3.81

Geographical Name 99.99% × ○ ○ 100.00% - - -

Survey Reference Points 99.94% ○ ○ ○ 100.00% - 0.01 -

Orthoimagery - × × × - - - 2.69

Nursery 100.00% × ○ ○ 100.00% - - -

Industrial water channel 55.00% × ○ ○ 100.00% - - -

Coastal erosion
Natural coastal 

administration/status map
78.49% × ○ ○ 98.51% 29.38 88.78 -

Usage 
area

Coastal 
management*

67.78% × × ○ 100.00% 4.51 5.05 -

Water supply
/source protection*

58.00% × × ○ 95.65% 35.40 34.01 -

Land planning
/Prevent disasters*

68.33% × × ○ 100.00% 2.43 4.87 -

Industrial location
/complex*

70.08% × × ○ 100.00% 0.78 3.80 -

Prevent facility(status) 90.67% × ○ ○ 95.89% 0.96 4.88 -

Forest stock map (1/25,000)* 98.45% × × ○ 99.95% 5.15 27.21 -

Forest stock map (1/5,000)* 81.95% × × ○ 99.99% 0 19.61 -

Forest location soil map* 92.83% × × ○ 99.98% 6.23 1.74 -

Integrated building* 70.18% × × ○ 100.00% 0 0.32 -

National cultural heritage 92.59% × ○ ○ 97.42% 27.45 16.84 -

Usage section
(Industrial integration activity 
and factory establishment)

55.50% × × ○ 98.55% 1.70 19.94 -

Industrial complex boundary 55.63% × ○ ○ 98.11% 17.04 19.94 -

Actual river width 33.34% × ○ ○ 98.75% 0.82 11.48 -

Gas station 49.93% × ○ ○ 99.90% 2.46 6.3 -

Road section* 99.03% × ○ ○ 100.00% - - -

Water quality measure point 99.97% × ○ ○ 100.00% - - -

Land use nformation† - × ○ × - - - -

Underwater flowing irection 75.01% × ○ ○ 100.00% - - -
* : Data provided divided by province, only Seoul and Gyeonggi area are inspected
†: Property data provided only

TABLE 5. Result of data quality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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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ment Analysis

Completeness
68.68% on average

The degree of property creation are differnent by institution

Logical Consistency

Most are not configured with UTM-K coordinate system
About one-third do not specify PK values

All vector data provided by SHP
Most of data have topological consistency

Positional Accuracy
Vector relative difference 6.9m, absolute difference 13.2m

Raster DEM 3.8m, Orthoimage 2.6m

TABLE 6. Analysis of data quality evaluation

로 지정한 지점에 대하여 거리를 측정하고 지도

상의 해당 객체에 해당하는 거리와 비교하여 오

차를 산정하고 이를 평균한 값으로 나타내었다. 

단, 점형 객체는 상대 정확도를 측정할 수 있는 

비교 대상이 레이어 내에 존재하지 않아 비교가 

어려워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절대 외부 정확도

는 무작위로 지정한 지점에 대하여 지도상의 해

당 객체의 좌표 차이를 비교하여 오차를 산정하

고 이를 평균한 값으로 계산하였다. 단, 물리적

인 객체가 존재하지 않는 항목은 절대위치의 비

교가 어려워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리드 데이

터 정확도는 래스터 데이터만 수행하며 무작위

로 선정한 5개 지점에 대해 지도상의 지점과 위

치 오차를 비교한 값을 평균하여 도출하였다. 

분석 및 고찰

품질 검사 수행 결과를 품질기준 항목별로 분

석해 보면, 우선 대상 데이터의 완전성 결과의 

평균값이 67.68%로 산정되었다. 또한, 데이터

를 작성하는 기관마다 데이터의 속성값을 작성

하는 정도에서 크게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공간참조체계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법정동과 기준점 자료만이 UTM-K 좌표계로 

작성되어 해당 항목을 만족하고 있었으며, 나머

지 항목은 GRS80 직각좌표계 또는 Bessel 직

각좌표계와 같이 여러 좌표계로 구성되어 있었

다. 식별자의 정의에서는 37개 항목 중 3분의 

1에 가까운 데이터가 PK에 해당하는 속성을 명

시하지 않고 있었다. 형식 일관성에서는 DEM과 

정사영상, 토지이용정보가 이를 만족하지 못하

고 있었는데, DEM과 정사영상은 래스터 데이터

로 제공되기 때문에 벡터 데이터를 나타내기 위

한 SHP 파일 형식일 필요가 없다. 토지이용정

보는 공간정보 없이 속성정보만 제공되고 있어 

SHP 파일 형식이 아니어도 무방하다. 따라서 

제공되는 대부분의 벡터데이터가 SHP 파일의 

형식으로 제공되어 형식 일관성을 갖추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상일관성에 있어서는 

전체 대상 데이터의 위상일관성 평균값을 계산

해본 결과 99.32%로 도출되어 대부분의 데이

터가 위상일관성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위치정확도의 경우 벡터 데이터의 상대위

치정확도는 평균 약 6.9m이고 절대위치정확도

는 평균 약 13.2m, 래스터 데이터의 위치정확도

는 DEM 3.8m, 정사영상 2.6m로 도출되었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여 나타내면 표 6과 같다. 

항목별 검사 수행 결과, 다양한 부분에서 데

이터에 따라 상당한 편차를 보였다. 기관마다 

속성값을 구축하는 정도에 차이가 있어서 이에 

따라 완전성도 차이를 보인다. 대체로 행정안전

부의 도로명주소 관련 자료는 속성값이 대부분 

구축되어 있으나 다른 기관에서 구축한 자료는 

공백인 속성값이 상당한 비율로 존재하고 있었

다. 공간참조체계는 UTM-K 좌표계로 구축된 

데이터는 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자료가 과

거에 구축한 기존 좌표계를 그대로 사용하여 평

면직각좌표계로 구축되어 있었고, 일부 자료는 

Bessel 타원체를 사용한 좌표계로 구축되어 있

거나, 2010년 이전에 사용하던 원점 좌표 

X=500,000, Y=200,000 기반의 직각좌표체계

로 작성된 자료도 존재하였다. 2020년 9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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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기본공간정보는 위치기준으로 UTM-K 좌표

계를 적용하도록 기본공간정보 구축규정 제7조

에 명시되어 있으나, 기본공간정보 이외의 공간

정보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률 시행령 별표2에 명시된 세계측지계에 의한 

직각좌표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향후 구축되

는 기본공간정보는 규정에 명시된 바에 따라 

UTM-K 좌표계로 작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장기적으로 동일한 좌표계로 공

간정보를 구축하여 원활한 통합 활용이 가능하

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식

별자 정의 역시 원활한 통합 활용을 위해서 명

확하게 정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형식 일관성

에서는 모든 벡터 데이터가 동일한 SHP 파일 

형식으로 제공되고 있다. 위상 일관성은 대부분 

데이터에 대해서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었으나, 

일부 데이터는 육안으로 확인했을 때도 겹치는 

부분이 있는 등 위상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치정확도는 무작위 지점에 

대한 표본검사를 수행해본 결과 데이터에 따라 

편차가 크게 발생하였고, 일부 데이터는 대상이 

실제와 전혀 다른 위치에 배치된 경우도 확인할 

수 있었다. 

결  론

이처럼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제공하는 데이

터는 개별 기관이 각각 다른 기준에 의해 구축

되어 재난정보 DB 구축 과정에서 원활하게 통

합하여 사용하는 데 다소의 어려움이 있다. 개

별 기관은 해당 공간정보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

이 서로 다르므로 이에 따라 구축을 위한 기준

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고 재난정보 DB에 공간정보를 활

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기본공간정보로 지

정된 정보에 한해서라도 공간정보 구축에 있어

서 공통된 기준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해당 문제는 크게 두 방향으로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첫째는 데이터를 구축하는 단계에서 공통기준

에 의해 구축하는 방법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과 제반 시

행령,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있고, 기본공간정보

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본공간정보 구축규정을 

마련하였다. 공간정보를 구축하는 기관에서는 

상기한 규정에 따라 구축하도록 자체 규정에 명

시되어 있으나, 데이터를 확인해본 결과 상당수

의 데이터가 규정에 따라 구축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공간정보 및 기본공간정보를 구축

하기 위한 규정에서 공간정보의 품질에 대한 기

준을 명시하고, 자료를 구축하는 기관에서는 해

당 품질기준에 따라 자료를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재난정보 DB 구축 과정 중 데

이터 가공 단계에서 공통기준을 적용하는 방법

이다. 재난정보 DB 구축에 활용할 수 있는 공

간정보의 품질기준을 명시하고 구축 과정에서 

원본 데이터를 품질기준에 맞게 가공하는 방안

이다. 두 번째 방안은 단기적으로 재난정보에 

활용하기 위한 DB를 구축하는 데에는 사용할 

수 있지만, 데이터를 제공하는 기관이 아닌 곳

에서 가공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

이므로, 장기적으로는 첫 번째 방안에 따라 생

산 단계에서 공통기준으로 공간 DB를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본 연구의 내용과 같이 재난정보 표출 

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재난정보 DB 

품질 검사 도구의 개발과 국가공간정보 연계 데

이터를 활용하여 실제 풍수해와 같은 재난예측

을 위한 DB 구축을 수행한다면 재난 상황에서 

공간정보의 활용도를 더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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