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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도시 노후화에 따른 도시재개발 및 신도시 

건설이 활성화됨에 따라 도시계획 설계 및 도시 재개

발 설계 등의 중요성이 점점 증대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설계는 도시의 다양한 특성(인구, 지형, 위치 등)

을 기반으로 진행이 되며 이러한 특성들은 현재 공간

자료를 기반으로 제작, 관리되고 있다. 공간자료는 

지구, 사회 인프라와 관련된 환경, 지구물리학, 사회

경제 자료 등를 포함하고 있다[1]. 나아가 공간자료

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지원을 위한 인프라로 인식 활

용되고 있으며, 빅데이터를 담아내고 분석하는 틀

(framework)로써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공간자료의 수집, 정제, 가공 작업과 여러 공간자료 

간의 공간정보 시각화 및 분석 등 다양한 기능의 활

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공간자료의 이용을 위

해서는 상용화된 GIS S/W 또는 오픈소스 기반의 

GIS S/W 등을 사용하여 수집, 정제, 가공과 같은 반

복된 작업을 통하여 얻을 수 있으며, 많은 시간과 숙

련도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공간정보 분야에 전문지

식과 숙련도가 없는 비전문가들이 좌표변환, 투영변

환과 같이 공간자료의 특성을 고려한 분석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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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2]. 그러나 비전문가들은 직접 코드를 작성하

지 않고도 쉽게 시각화 할 수 있고 손쉽게 조작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필요로 한다[3]. 따라서 도시 

설계를 담당하는 대부분의 공무원은 공간정보가 아

닌 도시관리에 관한 업무를 주로 진행하고 있기에,

공간자료를 이용한 도시정보 분석에 익숙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는 도시계획 설계의 대부

분은 담당 공무원이 아닌 외부 용역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전문성, 보안성 등 다양한 문제

를 유발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간정보 분야에 전문지식이 없는 

비전문가들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WebGIS 플랫폼

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 플랫폼은 공간정보 또는 주

소를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자료를 로딩하

는 것만으로 공간정보의 변환, 공간정보 시각화 및 

분석자료 생성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공간정보 공유

체계 및 활용체계를 강화하여 다양한 분야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고자 한다.

2. 이  론

2.1 WebGIS

과거 GIS 분석 프로그램은 데스크탑을 기반으로 

제작, 운용되어 왔다. 그러나 인터넷 사용량 및 속도

의 증가는 데스크탑 기반의 프로그램을 인터넷으로 

전환하였으며, 이러한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인터

넷 기반의 WebGIS가 개발 운용되고 있다. WebGIS

는 인터넷 기반의 GIS 분석 모듈을 뜻하는 것으로 

인터넷을 통해 공간자료를 분석, 처리할 수 있는 시

스템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재의 WebGIS는 단순 분

석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넘어 표준화된 데이터, 분석 

및 분산 관리를 위한 하드웨어, 관리 인력등을 모두 

포함한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WebGIS는 정부기

관, 민간기업, 연구소 등 다양한 곳에서 업무효율 증

대, 대국민 서비스 제공 등을 이유로 WebGIS를 개

발,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WebGIS는 제공

되는 정보만을 이용하거나, 데스크탑 기반의 GIS 분

석 프로그램과 큰 차이가 없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3. 제안한 방법

3.1 공유체계를 위한 WebGIS 기반 Protype (Proto-

type WebGIS for sharing system)

본 연구에서 개발한 공유체계를 위한 WebGIS 기

반 플랫폼(prototype)은 데이터관리, WebGIS 시스

템처리, 사용자 관리와 같이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

된다(Fig. 1). 첫째. 데이터관리는 마스터맵, 추가 정

보, 갱신체계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일반적으로 이러

한 공간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국토정보플랫폼, 국

가공간정보포털,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공간정보오

픈플랫폼(브이월드), 새주소관리시스템 등을 이용한

다[4]. 본 연구는 통합적인 모듈환경을 구현하고자 

사용자가 이용하는 기본공간정보를 조사하여 마스

터맵으로 관리하며 Open API를 이용하여 주기적으

로 공간정보를 갱신한다. 마스터맵은 본 플랫폼이 사

용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로 행정경계, 지

적, 건물, 도로, 철도 등과 같이 많이 사용되는 지도를 

미리 저장,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스터맵은 사

용자가 다양한 정보를 검색,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둘째. 연구자가 업로드한 자료를 식별하여 주소나 

지명을 좌표로 변환하는 기능과 데이터베이스에 공

간정보를 로딩 및 Geoserver를 이용하여 WMS,

Fig. 1. Construction of Prototype WebGIS for shar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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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FS 발행을 통하여 빠른 시간에 공간정보를 표출하

는 기능 및 기본정보의 공간정보와 중첩, 분석작업의 

결과를 shp 파일 또는 이미지 파일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분석작업은 현재 행정경계

를 활용한 지역 통계 분석, 분포도, 격자 정보를 활용

한 Heatmap, 시계열 정보를 제공하며 향후 분석 모

듈을 추가 개발하여 다양한 분석작업을 제공하고자 

한다.

셋째. 사용자 관리는 연구자의 자료를 업로드하여 

공간정보의 표출 및 다운로드, 기본정보의 다운로드,

분석정보의 다운로드의 기능을 제공하여 GIS S/W

의 이용 이외에 편리하게 자료의 수집, 정제, 가공이 

용이하도록 지원한다.

Table 1은 현재까지 본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마스

터맵 제작을 위해 사용된 데이터로 공공데이터를 기

반으로 제작하였다. 제작한 데이터는 자료 형식(도

형, 위치, 글 등)에 따라, SHAPE 파일, CSV 파일,

TXT 파일로 각각 분류하였으며, 이 데이터를 기반

으로 사용자에게 마스터맵을 제공하여 사용성 및 편

의성을 증대시켰으며, 사용량 및 사용자 요청에 따라 

추가 및 수정 보완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공유체계를 위한 WebGIS 기

반 플랫폼(prototype)은 마스터맵을 이용한 데이터 

수집, 데이터 분석툴 기본제공 등 다양한 특징이 존

재한다. 이러한 특징은 사용자 중심의 플랫폼 구축을 

위해 중요한 부분이다. 또한, 좌표계 자동 변환, 텍스

트 자동인식 및 주소와 좌표간의 상호 변환, 텍스트 

데이터 입력 같은 기능은 타 플랫폼과 차별화된 기능

으로 기존의 플랫폼과 비교하여 사용이 쉽고 접근성

이 높아 비전문가도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시스템에서 지원하는 형식의 데이터 형식으

로 정리해야 하고 GIS S/W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분

석기능을 지원하지 못하는 점은 개선해야 할 부분이

다(Table 2, Fig. 2).

(a) (b)

Fig. 2. Flow of GIS Platform. (a) Common GIS platform 

and (b) Prototype.

Table 1. Input Data for MasterMap.

No Data Name Data Type Data Source

1
Administrative Boundaries
(Si-Do, Gun-Gu, Eup-myeon-dong, Ri)

Polyline SHP

Road Name Address
2 Building Polyline SHP

3 Road Section Polyline SHP

4 Continuous Cadastral Map Polyline SHP

National Spatial Data
Infrastructure Portal

5 GIS Building Integration Information Polyline SHP

6 Individual Declared Land Value Polyline SHP

7 Use Area District Polyline SHP

8 Standard Node/Link Polyline, Point SHP
National Transport
Information Center

9 Busan Subway Station - CSV Public Data Portal

10 Busan Bus Stop - CSV
Busan Bus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11 Output Area Population/Household count TXT Statistical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12 Output Area Number of Businesses 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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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험 결과 및 고찰

4.1 데이터 분석 

Fig. 3은 공유체계를 위한 WebGIS 기반 Protype

은 오픈 소스기반 S/W, 개발언어, 개발 프레임워크,

파이썬으로 구성한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WEB/

WAS 서버의 Apache/Tomcat, GIS 엔진은 Geo-

server, 데이터베이스는 Postgresql과 PostGIS로 소

프트웨어를 구성하고 있으며, 개발 툴은 eclipse, 개

발언어는 java, javascript, html, python과 지도를 표

현하는 openlayers로 구성하였으며, 전자정부 프레

임워크를 사용하여 개발 모듈을 구성하고 공간정보

Table 2. SW of Prototype WebGIS for sharing system.

　 Strengths Weakness

Data Acquisition

∙For Analysis GIS,
Spatial/Non-Spatial Data as
background maps, administrative
boundaries, continuous cadastral
maps, buildings, and roads are
provided as a Master Map

∙Collect processed GIS Data
∙Data in a format supported by GIS

Loading Data
∙Converting to spatial information
when loading data containing
addresses, coordinates, etc

∙When loading a shape file, it is loaded
in the form of a compressed file.

∙EPSG file is required in the shape file
to set EPSG information

∙Data loading support files are limited to
shape files, text, and Excel.

EPSG Setting
∙Automatic conversion to EPSG
WGS84

∙Only Support EPSG WGS84

GIS Layer
Processing

∙No need
∙Data processing not supported
∙Load only processed data

Analysis GIS
∙Analysis GIS data by administrative
boundary(Distribution, Heatmap,
Grid)

∙No analysis function supported by GIS
S/W

∙Simplified analysis

Download Results
∙Download Analysis results, Master
map layer and personal shared data

∙Download only as spatial information of
the EPSG WGS84

Fig. 3 diagram of spatial information sharing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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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정제, 가공, 좌표변환, WMS 발행 등의 모듈은 파

이썬으로 개발하였다.

사용자가 데이터를 업로드하면 파이썬 모듈이 공

간정보 및 텍스트 형식의 파일을 분류, 텍스트내의 

주소정보 또는 좌표정보를 이용하여 연속지적도와 

결합, centroid를 계산하여 poimt형 자료로 변환, 데

이터베이스에 테이블의 생성 및 자료의 Insert작업

을 처리, Geoserver에 WMS 또는 WFS를 생성하여 

웹 브라우저를 통하여 사용자에게 표출 및 다운로드 

가능하게 한다. 또한 분석모듈을 통하여 중첩, 격자 

분석이 가능하다. 격자 분석 모듈은 사용자가 원하는 

크기의 격자를 생성하여 분석한 결과들 간의 중첩분

석이 가능하도록 한다.

Fig. 4, 5는 공시지가데이터를 QGIS와 Prototype

WebGIS for sharing system에서 분석한 결과이다.

각각의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는 지자체에서 제공한 

2022년도 데이터로 동일하며, 읍면동별 공시지가를 

비교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행정경계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QGIS의 데이터는 서면, 해운대, 남포동지역

이 공시지가가 높다는 특성을 나타내었으며, Proto-

type WebGIS for shaing system의 결과 역시 서면,

해운대, 남포동 지역에서 공시지가가 높다는 특성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또한 300m 격자를 생성하여 분

석한 결과 또한 동일하였으며 지하철 노선을 중심으

로 공시지가가 높다는 특성을 나타내었다.

Table 3은 QGIS와 Prototype WebGIS for shar-

ing system에서 분석한 결과를 수치적으로 비교 분

석한 결과로 차이값(Δ)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 결과는 시스템 내부모듈이 

PostGIS에서 제공하는 공간분석 함수를 이용하여 

산출하였으므로 동일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한 Prototype WebGIS

(a) (b)

Fig. 4. Result of QGIS. (a) Join result continuous cadastral map and individual declared land value and (b) The 

2022 average individual declared land value.

(a) (b)

Fig. 5. Result of Prototype WebGIS for sharing system. (a) The 2022 average individual declared land value and 

(b) Grid analysis of individual declared land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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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sharing system이 높은 수준의 정확도와 신뢰성

을 가진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본 연구는 새로운 WebGIS platform 구축을 목표

로 진행한 연구로, 기존의 WebGIS와 비교하여 다음

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기존의 platform

과 비교하여 공간정보 수집, 가공, 정제의 절차를 단

축함으로써 접근성, 사용성, 경제성 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 Prototype WebGIS for sharing

system은 사용성이 높은 지도를 마스터맵이라는 형

식으로 기본 제공하는 한편, 자동 좌표변환, 주소와 

좌표의 자동 변환과 같은 새로운 기능을 첨가하였다.

이러한 기능을 통해 전문적 지식이 적은 사용자도 

쉽고 간편하게 접근할 수 있으며, 데이터의 가공 시

간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또한 모듈단위의 플랫폼 환경을 구현하여 대용량 

공간정보의 효율적 처리는 물론 모듈간의 연계활용 

체계를 제공하여 새로운 공간정보 구축과 같은 효과

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다양한 분석결과의 도출을 위

하여 격자를 생성하여 분석결과간 격자 중첩분석을 

통하여 새로운 분석결과를 도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시한 platform은 아직은 

prototype으로 분석기능이 제한적이고 마스터맵의 

개수가 제한적이며, GIS S/W가 제공하는 다양한 기

능을 제공하지 못하는 단점이 존재한다. 향후 본 

platform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분석기능의 추가, 성

능의 향상 등과 같은 부분의 해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차후 본 연구는 모듈 추가기능의 표준화 

및 단순화 작업을 통해 모듈기반의 공간정보 플랫폼

으로의 확장 관련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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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mparison of QGIS and Prototype WebGIS for sharing system.

QGIS
Prototype WebGIS for
sharing system

Δ (Delta) Average of Δ

부전동 4,870,134 4,870,134 0%

0%

중동 2,785,180 2,785,180 0%

남포동1가 7,408,671 7,408,672 0%

남포동3가 6,742,201 6,742,201 0%

중앙동6가 3,975,235 3,975,23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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