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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간정보기술개발의 현황

• 국간 공간정보 기술개발 투자 추이

[최병남2011, 신상희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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è 목표 : 세계적 수준의 국토정보기술 개발과 미래성장엔진 구현è 목표 : 세계적 수준의 국토정보기술 개발과 미래성장엔진 구현



1. 공간정보기술개발의 현황

• 국토해양부의 연구개발 예산 규모

[국과위2011]



1. 공간정보기술개발의 현황

• 국가공간정보기술 연구개발 인과 루프

국산공간정보기술상품 인지도

외산공간정보기술의시장진입 가능성

국가공간정보기술R&D 예산

공간정보기술R&D환경 전문 인력수요

R&D로 개발된 공간정보기술(SW)

국산공간정보기술상품

국산 공간정보기술 상품화 마케팅+

국산 공간정보기술 수익 모델 확보

+

기업공간정보기술개발투자(R&D)

국가공간정보기술 개발투자(R&D)

+

공간정보기술개발 포트폴리오 전략

국가공간정보기술R&D 정책

+

+

+

+ +

공간정보기술R&D정책 담당자마인드

공간정보기술R&D 성과

+ +
+

공간정보기술표준
+

전문인력공급
+

공간정보기술 R&D수행전략

+

+

국산공간정보기술의 시장진입 가능성
+

+

+

외국 고객의 국산공간정보기술선호도
+

국내 고객의 국산공간정보기술선호도

+

+

공공/민간/해외공간정보시장 규모

+

외국의공간정보정책충족성
+

R1

R3
기업공간정보기술상용화 투자

+

국내공간정보기업의기술개발 투자역량

+

+

공간정보기술R&D 산출평가
+

+

국산공간정보기술상품 수준
+

-

+

-

-

국산공간정보기술활용사례 +
+

+
투자재원확보+

+

외국정책 맞춤마케팅전략
+

판매 마케팅

국내공간정보기업마케팅 전략

+

+

+

+

+

공간정보전문가 집단

+

R2

R4

마케팅전문인력+

전문인력양성+

기업 공간정보기술 상품화 전문인력

+

+

+

R5
R6 외국산공간정보기술활용 사례 루프

해외시장 진입루프(국내시장 진입루프 추가)
공간정보기술R&D 루프

국내시장진입 루프

R7
공간정보기술개발성과 루프

국산공간정보기술활용사례 루프

외국산공간정보기술활용사례-
+

전문인력양성 루프

상품화가능성

+

• 출처 : 최병남, 2011



1. 공간정보기술개발의 현황

• 공간정보 기술개발 전환의 새로운 기회

l 두 가지 큰 흐름 : 
• 스마트폰 시대와 함께 시작된 공간정보의 대중화
• Open Source GIS 시대와 함께 시작된 기술선택의 다양화

공간정보의 대중화

?  !!!

오프소스 공간정보기술 R&D 전략오프소스 공간정보기술 R&D 전략



2. 공간정보기술개발의 장애요인과 성공요인

• 연구개발의 이해

• [Osawa2006, 신상희2012]

연구개발 죽음의 계곡 다윈의 바다



2. 공간정보기술개발의 장애요인과 성공요인

• (공간정보기술)연구개발의 이상과 실제

l 국가가 기대하는 연구개발 기획의 프로세스와 성공

제품화R&D 시장안착 성공

반복적개발, 수많은테스트

국가
연구개발

예산

제품화R&D 시장안착 성공
국가

연구개발
예산

R&DR&D

R&D

R&D

연구기관간
협동체계 부족

소스와 문서들만
달랑

R&D상 발생하는
모든것들의 모음이
제품화의 기반

예측

예측

실제

이상

실제



2. 공간정보기술개발의 장애요인과 성공요인

• 공간정보 기술개발의 장애요인

l 연구기관 Collaboration 단절, 연구산출물의 내부화
l 시장변화에 따른 대응 부족

정 부

연구기관 대학교 기업

X X

단절 단절

프로젝트 종료에 따른 추가 개선, 발전이?

공간정보시장

시장의 변화/수요에 적절한 대응이?

무슨 성과물이 어디에 있는지?

단기적 성과?

[신상희2012]



3. 폐쇄적 혁신 방법론과 개방형 혁신 방법론

• 폐쇄형 혁신(Closed Innovation)

기술

혁신

기술

혁신

신기술

신기능

신기술

신기능

매출 및

수익증가

매출 및

수익증가

R&D 

투자확대

R&D 

투자확대

조직 내부에서 R&D 수행

• 출처 : [Henry2003, 최병남등2011]



3. 폐쇄적 혁신 방법론과 개방형 혁신 방법론

•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신상희2012]



3. 폐쇄적 혁신 방법론과 개방형 혁신 방법론

• 오픈소스 비즈니스 전략

Market Major

Open API

Open Source
Client

Open Source
System

Market Minor

Closed



3. 폐쇄적 혁신 방법론과 개방형 혁신 방법론

• 오픈소스 개발의 예(GeoServer)

Source Version Control System

Blog, FAQ, Q and A

Mailing Lists

Documents

Issue Tracking

Roadmap

Improvement Proposal

Commercial Support

R&D

Contributor

License



3. 폐쇄적 혁신 방법론과 개방형 혁신 방법론

• 오픈소스 개발의 예(Github:QGIS)

Fork
Watch

Pull Request

Pull Request



3. 폐쇄적 혁신 방법론과 개방형 혁신 방법론

• 오픈소스 개발의 예(Github:QGIS)

commit

Contributor



3. 폐쇄적 혁신 방법론과 개방형 혁신 방법론

• 오픈소스 개발로부터 얻는 교훈

강하게 네트워크 되어 있는 소스와 라이브러리, 서비스, 제품들

공개되고 강하게 네트워크 되어 있는 개발자 그룹과 개발 책임

소스와 binary 뿐만 아니라 개발과정의 Q&A 까지 공개되는 지식

공개적인 개발과 계속적 빌드에 따른 테스트와 버그 수정

최종 결과물 뿐만 아니라 소스, 라이브러리, 지식 수준에서의 공유

개발 뿐만 아니라 재사용/기술이전을 위한 마켓기능을 수행

 국
가

 
오

픈
소

스
R
&

D
 

 
플

랫
폼



3. 폐쇄적 혁신 방법론과 개방형 혁신 방법론

• 개방형 혁신을 통한 성공적인 공간정보기술 연구개발

l 오픈소스 및 개방형 개발 전략의 도입에 따른 촘촘한 R&D!!!

반복적개발, 수많은테스트

제품화R&D 시장안착
성공국가

연구개발
예산

R&D

R&D

R&D

R&D

기존
R&D

기존
R&D

기존
R&D

기존
R&D

기존
R&D

기존
R&D

기존
R&D

기존
R&D

축적된 기존R&D
결과물의 활용

오픈소스 기술, 전략의 도입

개방형 개발에 의한
개발 지식 축적 및 전달. 오픈소스화

반복적개발

기존
R&D

R&D

공간정보
R&D 

Repository 
Hub



4. 공간정보기술개발 플랫폼 구축 전략

• 오픈소스 R&D 전략

open/
open source

open/
open source

open source 활용open source 활용

개방형 개발개방형 개발

open source 개발open source 개발



4. 공간정보기술개발 플랫폼 구축 전략

• R&D 혁신전략, 중매전략, 비즈니스 전략

[최병남등2011]



4. 공간정보기술개발 플랫폼 구축 전략

• 선택과 집중의 R&D 혁신 전략

한국의 상황
•공간정보 연구개발 역량 부족

•연구개발비용의 지속적 확보 어려움

•선진국에 비해 영세한 기업 규모

•제한된 자원으로 모든 분야에 투자 불가능

•외산 기술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높은 의존성

극복 전략
•특화 분야에 연구개발 역량 선택적 집중

•일반적인 분야는 오픈 소스 GIS의 과감한 활용

•세계적인 오픈 소스 GIS 프로젝트에 동참함으로써

개발자의 수준 향상 및 세계적 기술 습득

•오픈 소스 GIS 활용을 통해 외산 기술 의존성 하락

선택과 집중의 Outside-In 전략 채택선택과 집중의 Outside-In 전략 채택

[신상희2012]



4. 공간정보기술개발 플랫폼 구축 전략

• 개방형 혁신의 Inside-Out 전략
개방과 공유의 Inside-Out 전략 채택개방과 공유의 Inside-Out 전략 채택

사장되어 있는 과거의 연구성과물을 과감하게 오픈 소스로 전환사장되어 있는 과거의 연구성과물을 과감하게 오픈 소스로 전환

연구개발 사업의 일정 비율을 오픈 소스 사업으로 의무화연구개발 사업의 일정 비율을 오픈 소스 사업으로 의무화

11

22

§과거의 연구성과물을 이중 라이선스(Dual License) 오픈 소스로 공개토록 유도

§기술이 필요한 곳으로 스스로 흘러가고 스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

§ ‘무형 자산’은 실용화되지 않는 한 가치를 창출할 수 없다는 인식 필요

§파괴적 혁신의 관점에서 오픈 소스를 접근

§세계 오픈 소스 GIS 생태계에 직접 기여하고, 또 주도하여 새로운 시장을 개척

§연구개발 성과물의 품질 향상, 연구개발 성과물의 상호교류 활성화 등에 기여 가능
[신상희2012]



4. 공간정보기술개발 플랫폼 구축 전략

• 국가 오픈소스 R&D 플랫폼
• 공간정보 기술개발의 수평적 네트워크 전략
• 최종 결과물이 아닌 중간 결과물을 공개 연계

과제 A 과제 B

프로젝트홈을 통한
공개적 개발 및
의견 교환

과제간 상호운용 경쟁 데모

개방형 개발 Repository



4. 공간정보기술개발 플랫폼 구축 전략

• 국가 오픈소스 R&D 플랫폼 전략
• 마켓 및 라이선스

• Dual license  
• 기술이전 후 상업화 단계는 closed 보장
• 소스 코드간 상호 참조

• 개방형 개발과 개발자 책임
• 개발 과정 개방
• 개발자 이력제(Social Coding)

• R&D 연구기간 후 Community/Source 관리



4. 공간정보기술개발 플랫폼 구축 전략

• 단계적 오픈소스 R&D 전략
• 활용 : 기반 오픈소스 GIS 프레임워크 구축

• 오픈소스 개발을 위한 Vertical Frame

• 개발 : 대학 수준 핵심 기초 단위 기술부터
• IPR, Algorithm 및 Library 오픈소스 R&D

• 기존 R&D 개발 기술 중 전략적 선택



5. 제언 및 결론

• 성공적인 공간정보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해결점

연구개발 결과물의 ‘대박’ 신화
- DRAM과 CDMA로 대변되는 ‘대박’ 공간정보기술
결과물에 대한 기대

1

느슨한 연구기관간 Collaboration 
-연구개발 주관기관과 제품화 기관이 상이함. 대학
등의 방향이 연구에 쏠려 있음. 개발 기술에 대한 총
체적 결과물 유지가 어려움

시장상황 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처 미흡
- 기획 1년, 설계 1년, 구현1년 하다보면 시장이 바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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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과물 평가에서 Multi Level Product화 하여야 함. 계
속적 평가단계에서 발굴. 
(IPR, Algorithms 등 Atom 단위 거래)

제품화 기술의 경우 강한 collaboration이 유지되도록 기술
개발 단계에서 평가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상호 연구개발
내용의 상시 개방 접근 필요

분기/년차별 반복적 개발 체계를 도입하고, Version Up 시스
템을 도입

시사점시사점

국가 오픈소스 R&D 플랫폼 구축을 통한 소스/지식 공유 및
라이센싱 마켓 추진

외부기술 도입과 연구 성과 재활용의 어려움
-국가 기술기반이 부족하고 오픈소스등 연구개발 기
술의 재활용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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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언 및 결론

• 성공적 개방형 기술개발 모델 도입을 위한 제언

github 또는 source forge와 같은 개방형 연구개발 Repository 도입

연구책임자 체계와 병행하여 책임 개발자 체계의 도입

P.D. 하에 기술개발 및 Interoperability(표준) 전담 평가 PM 도입

오픈소스화 공간정보 기술개발 과제 시범 사업 및
오픈소스 Repository 및 지적재산권 전담조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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