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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Systems for Developing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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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자국의 지도가 없는 캄보디아와 같은 개발도상국의 공무원들이 한국의 선진 공간정보를 배우기 위해 매년 우리나라에

파견되고 있다. 이는 공간정보의 국제적인 교육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공간정보 경험을 공유하고 체계적인 기술 전파를 위해서 교육 정책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국내·외에

서 수행 중인 개발도상국 대상의 공간정보 교육 체계에 대하여 분석하고 주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한국국제협력단(KOICA)

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수행한 공간정보 교육 수료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우리나라 공간정보 교육서비스의 주요

이슈 사항을 도출하였다. 도출 내용을 토대로 교육 커리큘럼 개선, 교육 인프라 확충, 온라인 교육서비스 플랫폼 개발 등의 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개선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여국으로서의 우리나라 위상을 높이면서, 국내 

공간정보 산업의 해외 시장 진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지도, 개발도상국, 공간정보, 교육 커리큘럼, 공간정보 산업

Abstract : The government officials of developing countries such as Cambodia that has not made its own map
have been dispatched to Korea every year to learn advanced geospatial inform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his fact means that the international demands in geospatial information education have been increas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pose the improvement plan of educational policy to more systematically share
experience and transmit technologies of Korean geospatial information for developing countries. It derived 
implications through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of geospatial education in Korea and overseas for developing
countries. In addition, the survey of satisfaction level for the trainees who had finished the training course of
the NGII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 cooperation with 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was performed to elicit major issues in geospatial education for developing countries. Based on this
analysis, this study suggested three strategies such as improvements of the education curriculum, the construction
of education infrastructure facilities and the development of education service platform. It was judged that the
results of the study could be contributed in not only enhancing the status of Korea as donor country of OECD
members but also supporting expansion of overseas markets of Korean geospatial information industry.
Key Words : Map, Developing countries, Geospatial information, Education curriculum, Geospatial information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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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우리나라는 1995년까지 공적 원조의 수혜를 받던 수원

국(受援國)이었으나, 이후 2010년 1월 경제협력개발기구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에 가입하면서 공여국(供與國)으로 활동하고 있다.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tship, ODA)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적 원조 규모는 2018년 23억 

5천만 달러로 29개 원조국 중 15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국제개

발 원조를 위한 견고한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ODA를 대표 

브랜드로 발전시켜 국익에 최대한 활용하는 정책을 추진

하고 있다. 즉,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정책과 

함께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

한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공간정보는 1995년 제1차 NGIS 기본

계획을 시작으로 공간정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

를 축척하였고, 국가의 공간정보계획인 국가공간정보인

프라(National Spatial Data Infrastructure, NSDI)로 비약적

인 발전을 이루었다.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계획을 통해 

공간정보 관련 법령 제정과 조직 정비, 기본공간정보 구

축, 데이터 유통을 위한 플랫폼 구축 및 전문 인력 양성 등

의 국가 공간정보의 기반을 조성해 왔다. 최근에는 제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인 무인항공기, 빅데이터, 사물인터

넷(Internet of Things, IoT), 자율협력주행자동차 등에 공

간정보를 결합한 융·복합 공간정보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개발도상국 역시 빠른 경제 성장과 함께 공간정보에 대

한 관심과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신흥 공간정보 시장으

로 주목받고 있다(김걸 등, 2014; 정진도 등, 2014; 김걸, 

2015). 특히, 재난·재해 발생에 취약한 개발도상국에서

는 과학적인 예방과 대처 수단으로 공간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EU)을 비롯한 미국과 

서부 유럽 등 공간정보 선진국들과 글로벌 대기업들은 교

육·훈련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공간정보 도입을 질적·

양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동시에 이

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도 함께 병행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국내 공간정보 기업의 해외진출

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었으나, 현재까지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교육·훈련 서비스 제공은 우리나

라의 공간정보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높이고, 열악한 국

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는 좋은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공간정보에 대한 교육 기

반이 취약한 개발도상국 공무원들에게 체계적인 이론과 

실무 교육을 제공하고,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획득한 우리

의 노하우를 교육이라는 수단을 통해 효과적으로 전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교육서비스는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OECD 공

여국으로서 국제 사회에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우

리나라의 공간정보 경험을 공유하고 체계적인 기술 전파

를 위한 교육 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한 세부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외에서 수

행 중인 개발도상국 대상의 공간정보 교육 체계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국내 공간정보 교육을 수료한 개발도

상국 교육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우리나라

의 공간정보 교육서비스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

으로 국내의 개발도상국 공간정보 교육에 대한 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II. 개발도상국 대상의 국내･외 공간정보 

교육서비스 현황 분석

1. 해외 현황

1) 일본

일본은 JICA(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와 국토지리원(GeoSpatial Information Authority of Japan, 

GSI)에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간정보 교육·훈련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표 1). 1959년부터 2015년까지 

약 100여개 국가에서 750명의 학생이 일본 국토지리원에

서 수행하는 공간정보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수료하였다.

일본 국토지리원에서 운영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째는 개발도상국의 요

청에 따라 일본 국토지리원의 기술자를 해당 국가에 파견

하는 형태의 기술 지원 교육 프로그램이며, 둘째는 지도 제

작 및 국가공간정보 계획 수립을 위해 개발도상국과 공동

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관련 기술을 전파하는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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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이고, 마지막으로 다수의 개발도상국 공무원을 자국으

로 초청하여 진행하는 교육 훈련 프로그램 등이 있다. 

기술자 파견의 경우, 2012년까지 약 348명을 개발도상

국에 파견하였는데, 이 중 284명은 단기 파견, 64명은 장기 

파견 형태로 투입하여 공간정보 교육·훈련과 기술 지원

을 실시해 왔다. 공동 프로젝트는 1971년 인도네시아의 국

가기본도 제작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약 40여개 국가와 공

동으로 지도제작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마지막으로 자국 

초청 교육 프로그램은 표 1과 같은 형태로 교육 과정을 운

영하고 있다. 두 가지 교육 과정 모두 교육 내용을 실무에 

직접 적용할 수 있도록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고 있다

(Miyahara, 2015).

이와 함께 2004년 JICA는 일본의 원격탐사학회인 Japan 

Society of Photogrammetry and Remote Sensing(JSPRS)과 

공동으로 e-Learning 학습 시스템인 ‘JICA Net Distance on 

RS and GIS’를 개발하였다. 기존의 대면 교육 방식으로는 

연간 10~15명이 교육을 수료하였으나, ‘JICA Net Distance 

Education on RS and GIS’는 연평균 약 200명이 수강함으

로써 교육의 접근성을 높이고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1인

당 약 10,000 달러)을 크게 절감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Murai, 2008). ‘JICA Net Distance Education on 

RS and GIS’ 교육 프로그램은 기본과정(Basic Course)과 

고급과정(Advanced Course)로 구성되며, 고급과정과 관

련된 교육 모듈의 구성은 표 2와 같다. 

표 1. 일본 국토지리원의 개발도상국 공간정보 관계자 초청 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교과 

과정 
∙ 측량의 효율을 위한 국가기준점의 관리와 활용 ∙ 국가 지도와 측량에 관한 계획 관리

교육 

목적

∙ 위성 측량과 측지 위성 상시관측시스템(CORS System)에 

대하여 학습

∙ 각 국가에 가장 적합한 국가기준점과 측지좌표체계의 관

리와 활용 방법 학습

∙ 세계측지계 전환 방법에 대하여 학습

∙ 측량과 국가 지도 제작에 대한 정책과 법제도 학습

∙ 공간정보 어플리케이션 학습

∙ 측량과 지도제작 정책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 계획 수립 

방법 학습

교육 

대상

∙ 국가 측량 및 지도 제작 기관 종사자

∙ 화산, 지진 등과 관련된 연구 기관 종사자

∙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측량 전공자

∙ 측지 측량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 자

∙ 국가 측량 및 지도제작 기관 종사자

∙ 공간정보와 관련된 기술 관리 책임자

∙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측량 전공자

∙ 측지 측량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 자

언어 ∙ 영어 ∙ 영어

기간 ∙ 1개월(약 30일) ∙ 4개월(약 120일)

교육 

내용

∙ GNSS 측량 기술

∙ CORS System
∙ 중력 관측과 지오이드 개발

∙ 세계 측지 좌표계 전환 방법

∙ 측량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 Survey Act. & NSDI Act. 등 법제도 연구

∙ 최신 측지측량 방법론 및 지도학

출처 : Miyahara(2015)의 내용을 필자가 재정리.

표 2. JICA Net Distance Education on RS and GIS의 고급과정 교육 모듈 구성

GIS 고급과정

Module 1 How to Use the Digital Earth? - ex., Google Earth, NASA World Wind, ArcGIS Explorer

Module 2 Web Mapping Service - ex. Google Maps, Map Server, Yahoo Maps  

Module 3 Major Software of GIS 

Module 4 Open Source, OSGeo, OGC, Low Cost GIS 

Module 5 GIS forecast, in the Future of Ten Years 

원격탐사 고급과정

Module 1 Demand for Satellite Information and Observation Systems 

Module 2 Mapping Capability of High Resolution Satellite Imagery (HRSI) 

Module 3 Aerial Photogrammetry with Digital Cameras 

Module 4 Airborne Laser Scanner and its Applications 

프로젝트 관리 과정

Module 1 Introduction-Theoretical Aspects of Project Management 

Module 2 Geoinformatics Project Management-Success and Failures 

Module 3 Case Study-Land Use Planning using Geoinformaics

출처 : Murai(2008)의 내용을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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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미국의 SERVIR(스페인어로 ‘To Serve’를 의미함)는 

NASA와 USAID가 공동으로 합작 투자하여 개발한 개발도

상국 공간정보 지원 사업으로, 현재는 World Bank, USGS 

등 다양한 기관과의 파트너쉽(partnership)을 형성하여 프

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개발도상국의 공

간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토지이용, 기후변화, 

식량자원 보존 및 자연재해로부터 과학적인 의사결정지

원을 위한 공간정보 교육과 분석모형 등을 제공하는데 설

립 목적이 있다.

SERVIR에서 운영하는 교육 형태는 온라인 교육과 워크

숍 형태의 훈련 이벤트 교육으로 구분된다. SERVIR은 약 

250개 기관과 함께 70개 이상의 공간정보 분석 도구를 개

발하였으며, 약 3,000명 이상이 SERVIR에서 제공하는 교

육을 수료하였다. 현재 SERVIR은 지역 맞춤형 교육서비스

를 제공하기 위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글로벌 

네트워크의 총괄 본부는 NASA에 위치한 SERVIR Successes

이며, SERVIR-Africa, SERVIR-Himalaya, SERVIR-Mekong 

등을 구축하였고, 각 지역의 전문가를 직접 고용하여 지역 

환경, 데이터 현황, 주요 이슈 등 각 지역에 특성에 맞는 맞

춤형 교육 콘텐츠를 발굴하고 서비스하고 있다(표 3).

3) UN

1963년 제18차 UN 총회 결의안에 의거하여 설립된 

UN의 교육·훈련 기관인 United Nations Institute for 

Training and Research(UNITAR)에서는 UNOSAT(UNITAR’s 

Operational Satellite Applications Program)를 운영하면서 

개발도상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 공간정보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UNOSAT는 표 4와 같이 

컨퍼런스 또는 코스 교육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교육에 따라서 온라인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UNOSAT는 민간부문 파트너쉽으로 ESRI, European 

Space Imaging, Google 등의 공간정보 분야 글로벌 기업

과 UN 산하의 주요 기관들과 협력하여 교육·훈련 프로

표 3. SERVIR-Africa 지부에서 수행 중인 교육 모듈

구분 교육 모듈

GIS & RS/ 

Digital Image 

Processing

Introduction to Earth Observation/Digital Image Processing

Introduction to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Introduction to Digital Cartography & GIS Mapping

Radar & LIdar Remote Sensing

Applied Remote Sensing & GIS

Digital Photogrammetry

GIS Spatial Modeling & Multivariant Analysis

Advanced GIS Spatial Database Development & Web Mapping

Advanced Image Processing & Transformations

Mobile GIS

Land Survey & 

Management

CAD Drawings

Digital Photogrammetric Mapping and Terrain Modeling

GNSS Technologies for Precise Applications

GPS and Mobile Mapping for General Applications

Land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Land Use and Applications

Service, Repair & Adjustment of Opti-Mechanical Surveying Instrument

Total Station, Use and Applications

출처 : SERVIR 홈페이지.

표 4. 2017년 UNOSAT의 교육 훈련 주제

주제 교육기간 교육 형태 비고

⦁GIS for a Sustainable World 3일 Conference 무료

⦁Rapid Response Mapping in Disaster Situations 3일 Course 무료

⦁Geo-Information in Disaster Situations 10일 Course $2,200.00

출처 : UNOSAT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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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UN-GGIM도 표 5와 같이 지역별 위원회(regional organ-

ization)를 통해 지역별 현안에 대한 주제를 선정하여 워크

숍을 개최하거나, 관련 워크숍을 지원하는 등의 활동으로 

공간정보에 대한 역량 강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 국내 현황

우리나라의 공간정보 교육과 관련한 연구로는 강영

옥·박지영(2017)과 양숙희·성효현(2007)의 연구가 있

다. 그들은 공간정보기술의 활용 교육에 있어서 교사와 전

문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교육서

비스의 제공 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국내의 교사

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교육적 활

용의 측면이 강한 연구이며, 연구의 대상이 개발도상국의 

공무원인 이 연구와는 차별화된다.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부터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의 지원을 받아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개발도상국 관계자

를 대상으로 공간정보 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이 교육은 

열악한 수원국의 측량 및 지도제작에 대한 우리나라의 정

책과 기술 그리고 노하우를 교육을 통해 전수하는데 목적

이 있다. 교육은 국내로 관계자들을 초청하는 방식으로 진

행하며, 공간정보에 대한 강의와 현장견학 등으로 구성되

어 있다.

대부분의 교육이 이론 중심으로 진행되며, 고정된 강사 

인력이 아닌 외부 초청 강사를 통해 강의를 진행한다. 

2017년에 수행한 교육 프로그램은 표 6과 같이 총 17개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Principles and Practice 

표 5. UN-GGIM 역량 강화 활동

구분 역량 강화 활동 내용

UN-GGIM-AP

∙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Geodetic Capacity Building을 위한 지속적인 워크숍 개최

∙ Reference Frames, Datum Unification and Kinematics(2016.5.1~2, 뉴질랜드)

∙ International Seminar on Geodetic Reference Frame and Location Based Services(2016.11.24~27, 중국)

∙ ISPRS/UN-GGIM National Mapping and Cadastre Agency (NMCAF) Forum(2016.7.4, 체코)

UN-GGIM:America

∙ Spatial Data Infrastructure in the Caribbean(Caribbean Project)

  - Cartography(2015.11, 멕시코)

  - Geographic Information Metadata(2016.3.14~15, 쿠바)

UN-GGIM:Africa
∙ Training on the Use of Earth Observation for Sustainable Water Management in Africa

∙ International Workshop - TIGER Workshop 2016

출처 : United Nations(2016)의 내용을 재정리.

표 6. 2017년 국내 개발도상국 공간정보 교육 프로그램 구성

구분 강의명 유형

A  Legal Systems of Geospatial Information 정책

B  Photogrammetry and Mapping Process 측량

C  Remote Sensing and Its Application RS

D  Geospatial Information Service GIS

E  National Spatial Data Infrastructure(NSDI) 정책

F  International Geospatial Standardization 정책

G  National Geodetic Datum System 측량

H  Korea’s Geographical Names and ATLAS 정책

I  GNSS Surveying 측량

J  Drone(UAV) Mapping and Its Application 측량

K  National Base Map and Thematic Map 측량

L  Cadastral Surveying and Land Management 측량

M  Development of Geospatial Data in Korea 정책

N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Industry 정책

O  Open Source S/W and GIS GIS

P  Introduction to QGIS and Utilizing Case GIS

Q  Principles and Practice using QGIS GIS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2017)의 내용을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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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ing QGIS 과목 외에는 모두 이론 강의로 교육을 진행하

였다. 

3. 시사점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국내·외 공간정보 교육 현황 

분석에 대한 주요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론과 함께 실습 교육을 강조하면서 실무 중심의 교육으

로 교육생의 전문성과 실무 적용 능력을 높이고 있다. 국

내 현황을 제외하고 검토한 모든 해외 사례들은 공통적으

로 이론과 함께 실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학

습한 내용을 토대로 공간정보 전문가로서의 실무 능력을 

함양하고 관련 사항에 대한 신속한 업무 적응 능력을 배양

하는데 교육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 실습에 

사용한 데이터, 응용프로그램을 직접 제공하거나 웹을 통

해 공유하고 있으며, 본국으로 귀국해서도 스스로 학습한 

내용을 복습하고, 관계자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둘째, 교육 범위가 넓은 공간정보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

육의 형태를 다양화하고 수요자에게 맞는 맞춤형(tailer- 

made)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생을 자국으

로 초청하여 진행하는 구조화된 형태의 초청 교육 훈련 프

로그램, 특정 이슈에 대하여 강의하는 워크숍 형태의 교

육,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공동 프로젝트를 통한 

파견 형태의 교육 등 다양한 형태로 개발도상국 공간정보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셋째, 고품질의 데이터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우수한 교

육시설 등의 교육 인프라를 완비하여 양질의 교육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다. GNSS 등 최신의 측량 장비와 오픈소스 

또는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 체계를 통해 제공받은 최신의 

공간정보 소프트웨어 등을 활용하여 양질의 교육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포털 서비스를 개발하여 교육 대상국과 교

육서비스 제공 국가 간의 상호 소통 채널을 마련하고 교육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교육 포털

을 통해 교육의 날짜와 장소, 접수 방법, 교육 모듈 등 교육

서비스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이러한 포털 

서비스는 교육 제공 기관의 홍보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으

며, 교육생과 교육서비스 제공 국가 간의 지속적인 소통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교육생들이 해당 

국가의 의사결정자임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지속적인 교

류는 자국 기업의 진출을 위한 전략적 교두보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III. 개발도상국 대상의 공간정보 

교육 만족도 분석

이 연구에서는 2017년 KOICA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수행한 개발도상국 공간정보 교육 수료생 16명을 대상으

로 교육 만족도에 대한 설문 조사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분

석하였다. 교육 과목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수행하기 위

해, 표 6의 과목에 대한 교육의 중요도와 만족도를 조사하

였다. 조사 결과는 그림 1과 같이 중요도(X축), 만족도(Y

축)로 구성된 4분면의 매트릭스로 작성하여 분석하는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기법을 사용했다.

IPA 매트릭스 상에 배치되는 과목들은 다음과 같이 해

석할 수 있다. 우선 1사분면은 교육생들이 중요하게 생각

하고, 실제로도 교육 만족도가 높은 강의로 지속적으로 높

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영역이다. 2사분면은 교육생들

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으나, 교육의 만족도는 높은 

영역으로 잠재적으로 기회가 될 수 있는 교과목들이 해당

된다. 그리고 3사분면은 교육생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강의의 만족도도 낮은 영역이며, 마지막으로 4사분

면은 교육생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과목이나, 실제로 교육

의 만족도는 낮은 유형으로, 중점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영

역을 의미한다(박경진 등, 2016).

중요도와 만족도를 5점 척도로 설정하여 조사 내용을 

그림 1. IPA 매트릭스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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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A 매트릭스 상에 매핑하면 그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과

목별 중요도 평균은 4.4점, 만족도는 4.5점으로 중요도와 

만족도 간의 평균값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각 과목

별로 살펴보면,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높은 지속적 유지 

영역(1사분면)에 해당하는 과목에는 E(National Spatial 

Data Infrastructure), G(National Geodetic Datum System), 

L(Cadastral Surveying and Land Management), P(Introduction 

to QGIS and Utilizing Case)로 나타났다.

중요도는 낮지만 만족도는 높은 잠재적 기회 영역(2사

분면)에는 A(Legal Systems of Geospatial Information), 

F(International Geospatial Standardization), B(Photogrammetry 

and Mapping process), I(GNSS Surveying), J(Drone(UAV) 

Mapping and Its application), K(National Base Map and 

Thematic Map), O(Open Source S/W and GIS), Q(Principles 

and Practice using QGIS), D(Geospatial Information 

Service) 등의 과목들이 해당된다.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

두 낮은 점진적 개선 영역(3사분면)에는 H(Korea’s Geo-

graphical Names and ATLAS), N(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Industry), C(Remote Sensing and Its Application) 

등이며, 마지막으로 중요도는 높지만 만족도가 낮은 시급 

개선 영역(4사분면)에는 M(Development of Geospatial 

Data in Korea) 과목이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17개의 과목 중 본인의 업무와 연관하여 가장 활용성

이 높은 강의에 대한 설문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E(National Spatial Data Infrastructure)와  

P(National Geodetic Datum System)가 가장 높게 나왔으

며, 이어서 A(Legal Systems of Geospatial Information), 

O(Open Source S/W and GIS) 및 Q(Principles and Practice 

using QGIS) 순으로 조사되었다.

IPA와 과목별 실무 활용성에 대한 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실무 활용성이 높은 강의들은 대부분 IPA 매트릭스

에서 중요도와 만족도가 높은 1사분면에 위치하는 강의들

과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공간정

보에 대한 기초 인프라가 취약하기 때문에 NSDI 계획 수

립, 지도 제작을 위한 기준점 체계 구축 등에 대한 요구 사

항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오픈소스 S/W와 관련

된 강의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공간정보 시스템 

구축에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운 개발도상국의 현실

을 감안하면, 고가의 상용 S/W 보다는 저렴한 비용에 높은 

성능을 갖는 오픈소스 S/W에 대한 기대감이 표출된 것으

로 해석된다. 

그리고 대다수의 과목들이 2사분면인 시급 개선 영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짧은 기간 동안 여러 분야

의 과목을 강의함으로써 좀 더 깊이 있는 강의를 수행할 수 

없었던 현실적 한계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유

사한 과목들을 단일화하고 개발도상국의 요구 사항이 높

은 과목을 깊이 있게 학습하는 교육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함께 교육 방식과 관련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현재와 같이 공간정보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교육 프

로그램과 특정 분야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맞

춤형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하였으며, 그 결

과는 그림 4와 같이 15명이 맞춤형 교육을 선호한다고 응

답하였다.

현재 교육 방식의 개선 사항에 대한 조사에서는 그림 5

와 같이 이론과 함께 실습 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높

게 나왔다. 또한 교육생과 강사 간의 토론 시간이 더 필요

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림 2. IPA 분석 결과

그림 3. 과목별 실무 활용성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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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조사 결과는 여러 과목의 이론 강의들을 강의 시간

과 수요자의 요구 사항에 맞게 체계적으로 조정하고, 교육 

시설과 실습 장비 등을 활용한 실습 강의의 비중을 확대하여 

좀 더 실무적인 교육으로 교육 커리큘럼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국내외 현황 조사와 

설문 조사를 토대로 교육 커리큘럼 개선(안), 교육 인프라 확

충, 온라인 교육서비스 플랫폼 개발 등 개발도상국 교육생

을 위한 국내 공간정보 교육 체계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IV. 교육 체계 개선 방안

1. 교육 커리큘럼 개선 

현행 커리큘럼은 17개의 강의가 특정 목표를 갖고 단계

적, 순차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단지 강사의 시간 또는 

강의실 확보 등에 맞춰 병렬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체

계적인 학습 효과를 기대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단계

별 교육 목표가 부재하여 과목 간의 연결성도 매우 부족하

였다.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교육 커리큘럼 개선(안)은 국내 

공간정보 분야의 전통적인 강점인 지도 제작과 NSDI 계획 

수립 등을 강조하고 동시에 훈련생의 수요를 최대한 고려

하여 크게 4가지 주제로 구성하였다(표 7). 여기에는 공간

정보의 이해, 국가 기준점 측량 및 지도 제작, 공간정보 분

석 및 응용, NSDI Training Program 등이며, 각 단계별 교

육의 세부 목표도 표 7과 같이 설정하였다. 또한 기존의 이

론 중심의 수업에서 이론과 관련 실습을 최대한 병행하도

록 커리큘럼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각 국가의 NSDI 경험을 공유하는 NEEP(NSDI 

그림 4. 교육 방식 선호도 조사 결과 그림 5. 교육 프로그램 개선 사항

표 7. 교육 커리큘럼 개선(안)

목표 구분 강의명 유형

공간정보에 대한 기본 지식 습득 공간정보의 이해
∙ 공간정보의 개념 이론

∙ 공간정보 기술 동향 이론

공간정보 구축에 대한 

최신 기술과 방법론 이해

국가 기준점 측량 및 

지도 제작

∙ 기초 측량학 이론

∙ 기준점 측량 방법론 이론

∙ GNSS를 이용한 기준점 측량 실습

∙ 항공사진 측량 이론

∙ UAV를 이용한 정사영상 제작 실습

∙ 수치지형도 구축 실습

공간정보 응용 및 활용을 위한 

실무 능력 배양

공간정보 분석 

및 응용

∙ 공간정보 S/W소개 이론

∙ 공간정보 융복합 활용 방법 실습

∙ 공간분석의 이해 이론

∙ 공간분석 실무 적용 실습

공간정보 정책 수립을 위한 

계획 수립 능력 학보
NSDI Training Program

∙ NSDI의 이해 이론

∙ NSDI 정책과 전략 이론

∙ NEEP 세미나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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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ence Exchange Program) 세미나를 추가하였다. 여

기에는 NSDI에 대한 기본적인 학습과 함께 교육 참여국에

서 시행했던 NSDI 계획에 대하여 발표하고 토론하는 세미

나를 의미한다. 이러한 세미나를 통해 참여국이 추진하고 

있는 공간정보 관련 사업이나 계획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

하고, 동시에 국내 관련 기업,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여 

교육생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

써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하나의 발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교육 인프라 확충

체계적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간정보 

교육을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갖추어야 한다. 특히, 

이론 교육과 함께 GNSS 기준점 측량, 무인항공기를 이용

한 정사영상 제작 등 교육 커리큘럼 개선(안)의 국가 기준

점 측량 및 지도 제작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적정 규모

의 야외 실습장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전문적

인 공간정보 교육을 위한 실습장이 마련되지 못한 실정이

다. 실습장의 기본 조건은 표 8과 같이 제시하였다. 또한, 

실습장과의 거리를 고려하여 이론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강의실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제도적·재정적 뒷받침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유관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통해 교육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인프라를 강화해야 한다. 현행과 같이 강사의 일정에 따라

서 교육 시간이 결정된다면, 커리큘럼에 맞게 순차적으로 

교육을 진행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협회, 학회, 기업 또는 

대학 간의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최신의 실습 장비

와 소프트웨어 등을 확보하고, 영어에 능통한 공간정보 전

문 강사 풀을 구축하여, 안정적으로 전문 인력과 고급 장비

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3. 온라인 교육 플랫폼 개발

지금과 같은 초청 교육 방식은 강사와 수강생이 함께 호

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모든 수강생과 강사 

간의 영어를 통한 완벽한 정보 전달에 한계가 있으며, 강

사별로 강의 자료의 수준차도 심하여 효율적인 강의를 진

행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항공, 숙박 등 많은 비용이 소

요되는 단점도 있다. 따라서 공간정보의 개념이나 이론 학

습과 같이 온라인으로 교육이 가능한 과목은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다.

온라인 교육은 기존의 대면(face to face contact) 교육 방

식에 비해 교육 기회와 참여의 폭을 크게 넓이고, 영어에 

능통하지 못한 교육생은 반복 재생을 통해 교육생의 심리

적 부담감을 경감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이

유로 일본도 JICA Net Distance Education을 개발하여 서

비스하고 있으며, 미국의 SERVIR도 오프라인 교육과 함께 

온라인 서비스를 병행하고 있다. 이러한 온라인 교육 플랫

폼은 교육서비스 외에도 국내 공간정보의 우수성을 홍보

하는 수단으로도 크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표 8. 측량 및 지도제작 교육을 위한 실습장 선정 시 고려 사항

구분 내용

GNSS 기준점 측량

▪ 전파 장애 시설 유무 파악

  - 전파 발신기지 등 전파 장애 시설 또는 식생 등에 의해 GNSS 위성 전파 수신이 어려운 장소는 배제해야 함

▪ 상공 시계 확보 유무 

  - GNSS 위성에 대한 상공시계 15도 이상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함

  - 주변 건물 또는 장애물 등에 의해 빈번하게 다중경로(Multipath) 오차를 발생 시킬 수 있는 지역은 

후보지에서 배제함

▪ 관측기기 설치의 용이성 확보

  - 훈련생이 매설된 도근점에 대한 접근성과 관측 기기 설치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지형이 평탄하거나 

경사가 완만한 장소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정사영상 제작

▪ 항공안전법(제129조) 상 드론 비행이 금지된 장소(휴전선 인근, 서울 도심 상공 일부, 비행장으로부터 

9.3km 이내 지역, 모든 지역 150m 이상 고도 및 인구 밀집 지역 등)는 교육장 후보지에서 배제해야 함

기타

▪ 기 지점으로 사용할 국가기준점과의 접근성이 용이한 장소

▪ 야외 학습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여러 외부 요인(시민의 이동, 각종 소음 등)으로부터 안전하고 원활한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운동장과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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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현재 많은 개발도상국들은 급속한 경제 성장과 함께 공

간정보에 대한 관심과 투자도 늘리고 있다. 따라서 개발도

상국에 대한 공간정보 교육서비스 제공은 우리나라의 공

간정보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높이고, 열악한 국내 기업

의 해외 진출을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우

리나라의 공간정보 경험을 공유하고 체계적인 기술 전파

를 위한 교육 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국내·외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수행 중인 공

간정보 교육 현황 대하여 조사하여 주요 시사점을 도출하

였다. 그리고 국내 교육·훈련 과정을 수료한 개발도상국 

교육생을 대상으로 교육 과목별 만족도와 중요도를 분석

하였으며, 이 외에 교육 방식 및 교육 환경 개선에 대한 요

구사항을 설문 조사하였다.

이러한 국내·외 개발도상국 대상의 공간정보 교육 현

황 조사, 국내 공간정보 교육 수료생 설문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세 가지 교육 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국내 공간정보 분야의 강점을 강조하고 동시에 교육 훈련

생의 수요를 고려한 교육 커리큘럼 개선 방안, 둘째, 교육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전문 인력과 교육 인프라 확

충 방안, 마지막으로 교육비용을 절감하고 교육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등을 높이기 위한 온라인 교육 플랫폼 개발 방

안을 제시하였다.

최근 주요 선진국을 비롯하여 ESRI, 구글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고품질의 교육서비스를 바탕으로 신흥 시장으

로 부각되고 있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진출을 활발하게 진

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제시한 교육 개선 정책

은 OECD 공여국으로서의 우리나라 공간정보의 위상을 

높이고, 국내 공간정보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는데 크

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공간정보 산업 활성

화 측면에서도 이미 국내 시장이 포화된 상태에서 영세한 

우리나라의 공간정보 기업이 손쉽게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단순히 개도국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여건 개선

보다는 근본적인 학술적 측면의 교육 체계 개선이 병행되

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지도 교육적 차원의 체계 마

련은 지속적인 학술연구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차후의 연

구주제로 남기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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