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 AUTUMN VOL.12

Spatial Information Quarterly Magazine
세계로 나아가는 공간정보산업의 미래와 희망

빅이슈

공간정보산업의 
현황과 미래

이슈 칼럼

공간정보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 

국내 오픈소스 공간정보 소프트웨어 시장 현황 및 발전방안 

공간정보, 모바일과의 융복합을 통한 가치 창출

이슈 인터뷰

강상구 공간정보연구원 국토정보연구실장

교육현장을 가다

목포대학교 지적학과

고지도를 찾아서

조선팔도고금총람도



세계적으로 공간정보산업이 신산업으로 각광받으며 공간정보산업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공간정보산업은 어느 정도 수준에 있으며 앞으로 어떤 성장 가치

를 가지고 있을까? 신산업으로서의 공간정보산업, 그 가치와 육성 방안, 그리고 이를 위한 우

리의 기술 수준은 어디까지 와있는지 진단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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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

현재 인류는 지금까지 아무도 미리 내다보지 못할 정도의 

기술혁신에 따른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고 있다. 기

존의 일하는 방식이나 소비행태 뿐 아니라 생활방식 전반

에 걸친 혁명적 변화가 가속화되는 시대에 들어서 있는 것

이다. 인공지능과 로봇, 빅데이터와 클라우딩, 3D 프린팅

과 퀀텀 컴퓨팅, 나노, 바이오기술 등 거의 모든 지식정

보 분야에 걸친 눈부신 속도의 발전이 제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있다. 이러한 기술 및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

라 현재 우리나라 공간정보산업의 현황과 제2차 공간정보

산업진흥 계획 그리고 초연결사회라는 커다란 정보환경

의 변화에 따른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공간정보산업의 현황

공간정보산업은 수치지도, 지적도, 3차원지도 등의 공간

정보를 생산·유통하거나 이를 다른 분야와 융복합하여 

서비스하는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에는 공간정보를 

‘생산·관리’하는 측량·DB 구축사업 위주였다. 그러나 최

근 정보통신의 발달로 공간 기반의 서비스 수요가 증가함

에 따라 공간정보를 ‘유통·이용·융복합’하는 SW 분야와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다.

2014년 12월 말 기준 공간정보시장 규모를 보면 공간정

보산업의 총 매출액은 7조 1,274억 원으로 국내 법인사

업자 전체 매출액 853조 3,134억 원의 0.7% 수준이다. 

또한 2012년과 비교해보았을 때 매출액이 상승 중이긴 

하나 그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는 추세다. 

공간정보산업의 기업체수는 2014년 기준 4,520개로 

3년동안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업체의 규모

로 보면 중소기업 비율이 99%로 종사자수 10인 미만의 

영세업체가 63.4%를 차지하고 있어 시장의 규모가 매

우 열악하다. 

이상과 같이 공간정보산업 시장이 열악한 이유를 보면 

첫째, 공간정보 인프라 미비로 인한 비용 부담과 중복투

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난다. 둘

째, 신기술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공간정보가 미흡하다. 

Iot, 무인자동차 등 신기술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공간정

보의 미비로 신산업 시장에서 도태가능성이 있다. 셋째, 

공간정보 가공 및 활용을 위한 창구 및 수단이 미흡하다. 

넷째, 사업초기 인프라 환경 구성을 위한 자금력이 부족

하고 It와 공간정보를 포괄하는 융합교육의 부재로 인한 

고급전문 인력이 부족하다. 

이러한 공간정보산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다양한 분야

와 융복합을 통한 시장확대를 위해 2016년 3월에 제2차 

공간정보산업진흥 계획을 수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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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으로 반영하여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

하고, 이를 위한 R&D환경을 조성한다. 특히 창업지원을 

위해 공간정보진흥원의 창업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

고 스타트업 기업의 초기 인프라 지원 및 세금 부담 완화 

등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두 번째 전략인 융복합을 통한 공간정보 활용성 제고를 

위해 기반이 되는 공간정보를 전면적으로 개방하고, 필

요한 공간정보를 즉시 제공할 수 있는 원스톱 플랫폼 기

반의 공유체계로 현재의 유통체계를 개선한다. 또한 Iot, 

무인자동차 및 로봇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고정밀 위치정

보와 입체공간정보를 구축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세 번째 전략인 공간정보기업의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우수기업을 대표 중견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술 보증

기금 지원 및 융복합 영역의 연구인력 지원 및 중개 등 적

극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또한 산업현장에 바로 투입 가

능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근무자 직무역량 향상을 위해 신

기술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 교육을 확

대하여 기업이 원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제공할 계획

이다. 이를 기반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역량강화를 

위해 수출모델 개발 및 진출방법을 보완하여 제공하고, 

기업의 진출 자금 및 우선지원할 수 있는 관련 부처 협력

체계를 구성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산업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클라

우드 환경을 구축하고 오픈소스 GIs 솔루션의 개발을 지

원하며 저렴한 비용의 보증·공제를 제공하여 영세기업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산업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규제사항 

발굴, 영세업체 보호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계약방법의 

통일, 측량업종 개편 및 대가기준의 현실화 등에 대한 제

도정비를 진행하고자 한다.  

IoT환경 도래에 따른 공간정보정책 방향

매키나 리서치(Machina Research)에 따르면, 2020

년까지 150억 개의 기기가 사물인터넷에 연결될 것이

며, 이 중에서 약 1/3이 공간데이터에 절대적으로 종속되

며 60%는 활용할 때 공간데이터를 잠정적으로 포함한다

고 한다1).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앱의 약 70% 

이상이 위치정보를 활용하고 있다2)는 점을 감안할 때 향

후 공간정보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간정보기반 사물인터넷(Geo-Iot)은 융합을 통해서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갖는다. 사물인터넷은 물리적 객체 

또는 사물과 환경에 대한 디지털 정보의 네트워크다.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를 공유한다. 공간데이터는 지

리적 위치와 속성정보로,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

할 수 있는 형태로 저장된다. 사물인터넷 환경에서 물리

적 환경의 위치는 디지털 정보로 변환된다. 분석을 통해

서 데이터는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로 변환된다. 현황과 

전망 그리고 예방 등에 관한  분석을 위해서 데이터를 모

으고 정리하고 기계학습과 퍼지(Fuzzy), 뉴럴(Neural)

분석 등을 수행한다. 분석한 결과를 시각화함으로써 데이

터의 관계, 집합, 패턴, 특성을 파악한다. 이와 같이 공간

정보와 사물인터넷이 갖고 있는 특징을 융합하여 새로운 

서비스와 비즈니스모델을 창출함으로써 공간정보산업을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Geo-Iot 환경하에서 필요한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정밀 공간데이터 인프라가 필요하다. 즉, 

자동차, 드론, 로봇 등과 같은 무인이동체는 스스로 주변

정보를 수집하여 상황을 인지하고 안전여부를 판단해서 

움직인다. 이 때 주변상황을 인지하는 핵심요소가 바로 

공간정보이다. 따라서 무인이동체가 활용할 수 있는 고정

밀 지도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차

원의 사업추진이 필요하다. 둘째, 다양한 센서와 공간정

제2차 공간정보산업진흥 계획

향후 5년 내에 가져가야 할 공간정보산업 정책의 비전은 

공간정보 융복합 산업의 대도약 및 국가 신성장동력 창출

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공간정보 융복합 분야 신시

장 발굴 및 일자리 창출, 기업역량 강화로 공간정보산업

의 활력 제고, 제도환경 정비를 통한 공간정보산업의 발

전 기반 확보를 목표로 삼았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크게 네 가지 전략을 수립하였다.  

첫 번째 전략인 창의적인 융복합 산업 창출지원을 위해 

공간정보산업 분야의 국가기술지도를 작성하여 미래 유

망산업을 연계 및 발굴하고, 공간정보 융복합 수요를 적

보의 융합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초연결사회와 사물인

터넷은 센서 기술에서 촉발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센서는 사람의 인지력 이상으로 사물을 탐지, 측정, 모니

터링 하고 그 결과를 데이터로 생산한다. 또한 센서 간 네

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주고받거나 명령을 시행하기도 한

다. 따라서 초연결사회의 변화는 센서 및 센서 네트워크

의 기술과 그 궤적을 같이 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공

간정보와 센서융합에 대한 선제적 연구가 필수적이다. 지

금까지 센서는 공간정보와 무관한 분야이며, 센서에서 만

들어진 데이터를 활용한다고만 생각했다. 그러나 센서는 

사용자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져야 한다. 공간정보와 융합

할 필요가 있는 센서는 설계부터 지오태깅이나 공간데이

터 프로세싱 모듈이 탑재되는 것이 효과적이다. 초연결시

대에 공간정보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센서와 공간

정보의 융합에 대한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공간정보산업 생태계의 협력체계가 필요하다. 공

간정보산업은 전형적인 융복합산업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공간정보는 활용분야와 융합하여 서비스를 창출

할 때 비로소 가치를 발휘한다. 따라서 사물인터넷과 공

간정보가 융합하여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공

간정보가 아닌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모색하는 

활용부문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위치기반서비스와 공간

정보 전문가가 소통하고 협업하는 새로운 생태계와 이들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1)   “LoRaⓇ Geolocation: Unlocking New Value for IoT Solutions”    

      (https://machinaresearch.com/search/?q=location).

2)  “대한민국은 공간정보의 ‘갈라파고스’가 될 것인가”(http://www.      

      sedaily.com/NewsView/1L1CNL5NK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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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오픈소스

공간정보 소프트웨어 

시장 현황 및 발전방안

최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부 및 기업들의 수요

가 증가하면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시장이 점점 더 커

지고 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라이선스에 따라 특

별한 제한 없이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사용·복제·배

포·수정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로, 정부 차원에서는 낮은 

가격으로 고부가가치의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고 기업 차

원에서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발굴을 통한 이윤 창

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고 할 수 있다. 

IDC(Interactive Data Cooperation)에 따르면, 

2008년에 약 31억 달러였던 전 세계 오픈소스 소프트

웨어 시장은 연평균 22.4%의 성장률을 보이며 2017

년에는 약 899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었

다.  한편 전 세계 공간정보 시장은 약 2조 원 규모(2014

년 기준)인데, ESRI사(社)가 시장주도기업으로 전체 시

장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상업용 제품에 

의존하고 있다. 공간정보 분야에서도 오픈소스 소프트

웨어가 상용 공간정보 소프트웨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

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미 많은 수의 오픈소스 공간정보 

소프트웨어들이 개발되었거나 개발이 진행 중이며 특히 

OpenLayers, QGIS, PostGIS, GeoServer 등과 같은 

주요 오픈소스 공간정보 소프트웨어는 상용 공간정보 소

프트웨어에 비해 경쟁력을 갖고 도입하는 사례들도 증가

하는 추세이다. 

오픈소스를 이용한 소프트웨어 개발은 이미 개발된 소스 

코드를 재활용함으로써 개발기간을 단축하고, 개발비용

을 절감할 수 있으며, 개발자들은 신뢰성 있고 공개된 소

스 코드를 통해 선진기술을 빠르게 습득할 수 있고 국제적

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에 동참함으로써 

개발자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즉 오픈소스 기

반의 소프트웨어 개발은 기술개발의 경제적 효율성이 높

고, 특정 기술에 대한 종속성을 극복할 수 있으며, 소프트

웨어 산업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이

러한 장점들 때문에 이미 많은 국가들에서 법률 또는 정책

적인 지원을 통해 오픈소스 공간정보 소프트웨어의 도입

을 권장하고 있으며 뉴질랜드, 볼리비아, 벨기에 등의 국

가에서는 공공기관 공간정보 시스템을 오픈소스로 전환

한 사례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공간정보정책의 방향을 

알 수 있는 NGIs계획에 오픈소스 공간정보 소프트웨어

와 관련된 정책은 추진된 바 없으며, GIs 기술 개발의 관

점은 국산 상용 GIs소프트웨어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간의 정책이 국산 공간정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

에 초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공간정보 시장의 외

산 상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의존도가 약 80.7%(2014년 

기준)로 매우 높은 실정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국가공간정

보정책의 국산 공간정보 소프트웨어 개발 성과가 실제 시

장에서 미미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함

께  외산 상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공

간정보 소프트웨어 엔진 보유기업의 경쟁력을 향상하는 

이슈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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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위한 지원방안 모색을 위해 공공기관, 학교, 기업을 

대상으로  2015년 9월 21일부터 10월 8일까지 18일간 

설문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설문조사 결과 오픈소스 공

간정보 소프트웨어에 대한 인지도는  5점 만점에 학교가 

3.85점, 기업이 3.59점, 공공기관이 2.74점 순으로 공

공기관이 학교와 기업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그

림 2), 오픈소스 공간정보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경험은 기

업과 학교가 유사하게  69.0%,  68.2%이지만, 공공기관 

32.3%로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그림 3), 오픈소스 공간

정보 소프트웨어를 도입 혹은 확대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기업의 경우 97%, 학교 89%로 높았으나 공공기

관에서는 69%로 조사된 바 있다(그림 4). 공간정보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생태계 관점에서 보았을 때 공공기관은 

사업 발주를 하는 기관으로 공공부분 사업발주가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 기업에서 대응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공공

부문의 낮은 인지도는 시장에 균형적이지 않은 영향을 미

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오픈소스 공간정보 소프트

웨어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원방안을 조사한 

결과, 공공기관에서는 교육프로그램 지원, 교육교재 및 실

습매뉴얼 지원, 오픈소스 공간정보 소프트웨어 활용에 대

한 기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그림 5). 이

방안으로 오픈소스 공간정보 소프트웨어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오픈소스 공간정보 소프트웨어 활성화를 위해서는 오픈

소스 공간정보 생태계 관점에서 이해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림 1과 같이 오픈소스 공간정보 소프트웨어 생태

계는 정부, 기업, 학계 및 연구계, 비영리재단으로 구성된

다고 볼 수 있는데(강영옥 외, 2014), 국내의 경우 정부는 

오픈소스 공간정보 소프트웨어에 대한 R&D 투자나 지원

에 대한 정책을 갖고 있지 않으며, 기업의 경우 숫자도 적

을 뿐 아니라 수익을 창출하는 명확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

고 있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계 및 연구계는 오픈

소스 공간정보 소프트웨어의 활용이 매우 낮으며, 비영리

재단의 경우 2009년 설립된 OsGeo 한국어지부가 다

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질적인 측면에서나 활성화 

측면에서는 아직 미약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강영옥 외(2015)는 오픈소스 공간정보 소프트웨어 활성

와 함께 거의 유사한 수준에서 기술 및 유지보수 지원센터

설립, 오픈소스 공간정보 소프트웨어 활용에 대한 제도

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학교에서는 교육교재 

및 실습매뉴얼 지원, 오픈소스 공간정보 소프트웨어 활용

에 대한 기술 지원, 교육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

게 나타났다(그림 6). 기업의 경우, 기술적 지원에 대한 요

구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그림 7).  이는 기업차원에서

는 오픈소스 공간정보 소프트웨어는 어떠한 형태로든 활

용이나 참조가 필요한 사항이며, 이를 위해 기술적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반

면 학교에서는 교육교재 및 실습매뉴얼 지원, 오픈소스 공

간정보 소프트웨어 활용에 대한 기술 지원, 교육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학교현장에서 

오픈소스 공간정보 소프트웨어에 대해 인지는 하고 있으

나 교육교재나 매뉴얼들이 체계적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

기 때문에 오픈소스 공간정보 소프트웨어에 대한 활용도

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오는 현상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

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기업에서 필요한 인력을 배출해

내야 하는 학교 현장에서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써 국내 오픈소스 공간정보 생태계 활성화라는 관점에서

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림 1. 오픈소스 공간정보 소프트웨어 생태계 (강영옥,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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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오픈소스 공간정보 소프트웨어 인지도(5점만점)

그림 3. 오픈소스 공간정보 소프트웨어 사용경험

그림 4. 오픈소스 공간정보 소프트웨어 도입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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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오픈소스 공간정보 소프트웨어 활용에 필요한 지원 요구사항(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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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만족도도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오픈소스 

공간정보 소프트웨어 교육과 관련하여서도 무엇보다 사

용자를 위한 매뉴얼의 제작 및 배포, 교육 프로그램 및 교

육 교재 개발과 같은 지원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온라인 

강의 등도 지속적으로 지원될 필요가 있다. 또한 오픈소스 

공간정보 소프트웨어도 종류가 다양하고, 그 기술들이 지

속적으로 진화발전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교육교재의 업

데이트와 보급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기술 지원과 관련해서는  독일, 프랑스, 태국, 말레이시아 

등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활성화에 선진적인 국가에서는 

전담 조직을 두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운영 및 관리하는 등 활성화 촉진 활동을 담당

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2004년 공개소프트웨어 

기술지원센터(현 공개소프트웨어 역량프라자)를 설립하

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도입 컨설팅, 소프트웨어 품질 

및 성능테스트,  소프트웨어 인증, 라이선스 검증 및 자문, 

기술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오픈소스 공간정보 

소프트웨어 분야에도 유사하게 전담기구 설치를 통한 기

술적 문제에 대한 지원, 라이선스 및 저작권 문제 해결 지

원 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공공기관에서는 오픈소스 공간정보 소프트웨어에 

대한 인지도도 낮고 사용경험 또한 업체와 학교에 비해 현

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인 오픈소스 소프

트웨어 분야에서의 조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이종현

(2007)의 연구에 따르면 공공기관에서의 오픈소스 소프

트웨어 도입 저해요인은 기술지원의 부족, 응용소프트웨

어의 부족, 책임소재의 회피 순이었다. 무엇보다 오픈소스 

공간정보 소프트웨어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필요가 있는

데 이를 위해서는 도입 성공 사례 분석 및 이에 대한 홍보 

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독일의 경우 Berlios 프

로젝트에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뉴스 및 소스

에 대한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고, 일본에서는 매년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포럼 개최를 통해 소프트웨어 관련 

조사 결과, 대부분의 응답자가 오픈소스 공간정보 소프트

웨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육 기회 제공과 기술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해외의 경우 전 세계 오픈소

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교육 지원 활동에 가장 적극적인 태

국에서는 정책적으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자국어화 

및 매뉴얼 제작을 지원하고 교육용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를 개발 및 배포하였으며, 실습 교육에 대한 지원을 통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활용 능력을 제고시키고 있다. 국내

에도 미래창조과학부의 지원 하에 다양한 오픈소스 소프

트웨어에 대한 온라인 강좌를 제공하는 ‘개방형 소프트웨

어 교육센터’가 운영 중인 사례가 있다. 1,200여개의 강

의에 약 16,000명이 수강중일만큼 수요가 높고 수강생

기업들에 대한 홍보 활동을 진행한다. 국내에서도 미래창

조과학부의 지원 하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만화, 책자 등을 제작하여 배포하기도 하고, 공

공부문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도입 사례를 소개하는 홍

보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공간정보 분야에서도 공

공기관의 인지도 및 인식 개선을 위하여 위와 같은 홍보활

동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오픈소스 공간정보 소프트웨어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해

서는 참여하는 각 주체별 노력이 필요하다.  그 가운데에

서도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그에 따른 강력한 정책은 생태

계 활성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무엇보다 정부에서 오픈소스 공간정보 소프트웨

어 활성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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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오픈소스 공간정보 소프트웨어 활용에 필요한 지원 요구사항(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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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 

모바일과의 융복합을 통한 

가치 창출
얼마전 나이앤틱(Niantic)의 증강현실 게임 ‘포켓몬 GO’

가 신드롬을 일으키면서 국내외에서 화제가 되었다. 국내

에서 출시도 안된 포켓몬 GO 이용자가 130만 명을 넘어

섰고 포켓몬 GO가 유일하게 가능한 지역인 속초와 울산

의 바닷가에는 게임을 즐기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

루었다. 

많은 사람에게 포켓몬 GO가 인기를 끄는 이유는 증강현

실(AR) 게임이라서가 아니라 포켓몬 시리즈라는 방대한 

컨텐츠의 영향이 절대적이라는 의견이 많다. 이미 수년 

전에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많은 증강현실 게임들이 나

왔었지만 크게 인기를 끌지 못하고 시장에서 사라져버렸

기 때문이다. 

그러나 포켓몬 GO의 히트는 포켓몬이라는 방대한 콘텐

츠와 증강현실 기술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하다. 포켓몬 

GO는 위치기반SNS(LBSNS) 포스퀘어(Foursquare)

의 게임 아이템인 ‘배지(Badge)’와 크게 다르지 않다. 포

켓몬 GO와 포스퀘어 배지의 공통된 특징은 위치기반서비

스(LBS) 기능을 활용하여 실제 위치하고 있는 공간마다 

수집할 수 있는 포켓몬과 배지가 다르다는 것이다. 

이렇게 위치에 기반한 서비스는 모바일을 통해 물리적인 

공간과 온라인 가상공간을 연결시켜 줄 수 있다. 실제 공

간을 무대로 하기 때문에 그 적용범위와 내용이 방대하다. 

또한 기존 서비스에서는 줄 수 없었던 현실 세계에서의 몰

입감이 아주 크다. 위치기반sNs에는 체크인(Check-

In) 기능이 실제공간과 온라인 공간을 연결 시켜 주는 역

할을 했다. 사용자는 체크인을 통해 현재 위치와 연관된 ‘

배지’와 ‘메이어(Mayer)’를 획득할 수 있었다. 

이런 포스퀘어의 메이어나 배지처럼 게임이 아닌 분야에

서 사람들의 참여나 행동 등을 유발하고자 하는 기법을 

‘게이미피케이션(Gamification)’이라고 한다. 일반적으

로 정보형 서비스는 몰입도나 재방문율이 낮다. 그러나 여

기에 게임적인 요소가 가미된다면 사용자는 더 열정적으

로 자주 사용하게 된다. 포켓몬 GO는 위치정보를 이용하

여 실제 공간상에서의 다양한 게임 요소를 추가하였다. 몬

스터 알을 부화시키려면 일정 거리 이상을 이동해야 한다. 

최소 2km를 이동해야 하고, 일정 속도 이상으로 움직이

면 거리가 측정되지 않으므로 무조건 걸어야 한다. 

그동안 많은 서비스가 사용자들을 특정 장소에 가게 하는 

등 실제 공간과 온라인 공간을 연결하려고 노력해 왔다. 

수년간 하지 못했던 일을 포켓몬 GO는 공간정보와 모바

일을 통하여 한번에 완벽하게 만들어 버린 것이다.

가상현실의 대중화로 공간한계 극복

최근 공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로 가상현실이 주

목을 받고 있다. 가상현실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과거 수

차례 시장의 관심과 다르게 폭발적이다. 가상현실은 사람

들에게 극적인 몰입감을 제공해 사용자로 하여금 특정한 

공간 또는 가상 세계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듯한 물리적인 

감각을 느끼게 하는 기술을 총칭한다. 이미 게임, 영화 등

에 가상현실 기술을 접목한 결과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

며, 가상현실 기술은 점차 다양한 산업분야에서도 적용

되고 있다. 

공간정보는 융복합 산업의 기반이라고 한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에는 정보가 있으며 이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공간정보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공간정

보는 모바일과의 융복합을 통해 실제 세상에서 더 가상 

세상으로까지 진출했다. 공간정보, 이제는 가상 현실에

서도 그 가치를 높이고 있다.



고 이제 가상현실의 시대가 시

작되었다. 가상현실은 차세대 

플랫폼이다.”면서, 가상현실은 

앞으로 사람들을 일상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가상현실의 대중화는 의료, 교

육, 국방, 행정, 건설, 제조, 교

통 등 거의 모든 산업분야에서 

사람들에게 시간과 공간의 한

계를 극복하게 할 것이다. 의료

분야의 경우 응급 환자의 수술

을 맡은 의사에게 멀리 있는 전

문의사가 가상현실 기기를 통해 자문을 해주거나 아니면 

직접 수술을 한다면 생존률은 한층 높아질 것이다. 또한 

가상현실 기기를 통해 의사들이 수술을 연습해보고 다양

한 실험을 할 수 있다면 의료 서비스가 한단계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제조 등 산업 현장에서도 가상현실 기술을 

적용한다면 훨씬 안전하고 정밀한 생산 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이다.

 공간정보에 기반한 가상현실 기술과 무인기술은 아주 밀

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가상현실 기술은 사람들에게 

최고의 현장감을 제공해 사용자가 특정한 공간에 실제로 

존재하는 듯한 물리적인 감각을 제공한다. 미국의 군사

용 드론은 무인기술과 가상현실 기술을 융합한 좋은 사

례이다. 미국 국가정보국은 지난 2009년에서 지난해까

지 주요 전쟁지역에서 총 472번의 드론 공격을 시행했으

며, 이를 통해 2,372~2,581명의 적군을 사살했다고 밝

혔다. 미국의 드론 공격은 네바다주에 있는 크리치 공군

기지에서 약 700여 명의 조종사가 원격조정하고 있다.

자율주행차도 공간정보와 융복합된 주요 기술 분야 중 하

나다. 현재 자동차 운행률은 5~10%에 불과하다. 자율주

행차가 본격적으로 보급되면 이 수치가 75%까지 올라 

갈 것으로 예상된다. 자율주행차의 등장은 교통과 운송 

산업뿐만 아니라 부동산, 교육 등 모든 경제산업 전반에 

걸쳐서 일대 변혁이 불가피하게 될 전망이다.

공간정보 기반한 모바일 융복합기술

공간정보에 기반한 모바일 기술은 그동안 인간에게 가장 

큰 제약이었던 시간과 공간이라는 틀을 깨뜨려 준다. 이

로 인해 인간은 시공간의 제약에서 자유롭게 벗어날 수 

있으며, 앞으로는 지리적인 위치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

게 될 전망이다. 인간은 언제 어디서나 완벽하게 연결된 

망을 통하여 원하는 것을 즉시 보고 느낄 수 있는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인간의 관계나 만남 또한 변화할 것

이며, 일을 하는 방식이나 협업하는 방식도 통째로 바뀔 

것이다. 공간정보에 기반한 모바일 융복합 기술은 지금

까지 인류에게 없었던 새로운 세상을 가져올 것이다. 우

리는 영화 써로게이트(Surrogates)처럼 “자유롭게 변

신하고 어디든 갈 수 있고 뭐든 할 수 있는 세상!”을 맞이

하게 될 것이다.

산업계에서는 가상현실은 지금까지 느껴왔던 ‘아바타’ 

같은 영화 속 상상력이 아닌 실질적인 차세대 산업이라

는 인식이 강하다. 이미 해외 기업은 물론 국내 기업들도 

가상현실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고 뛰어들고 있다. 저렴한 

비용의 전용 가상현실헤드셋과 대중적인 가상현실카메

라까지 속속 등장하면서 이제 가상현실의 대중화 가능성

은 한층 높아졌다. 특히 드론이나 무인비행기 등에 공간

정보에 기반한 가상현실 기술이 속속 접목되면서 인간에

게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게 해주고 있다.

“내가 첫 걸음마를 뗐을 때 부모님은 육아일기에 그 모

습을 기록했지만, 내 딸아이가 첫 걸음마를 떼는 날에

는 우리 부모님은 마치 그곳에 계신 것처럼 그 모습을 

볼 것이다.”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는 가상현

실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동영상의 시대가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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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현실의 대중화는 
의료, 교육, 국방, 행정, 
건설, 제조, 교통 등 
거의 모든 산업분야에서 
사람들에게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게 할 것이다. 



1 91 8

공간정보 maGaZInE 2016이슈 인터뷰

공간정보 기술 

발전을 위한 두 가지 길

강상구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 국토정보연구실장

반갑습니다, 실장님. 공간정보 기술은 다양

한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

는데요, 공간정보 기술을 크게 분류하면 어떤 것들

이 있을까요? 

네, 반갑습니다. 공간정보 기술을 크게 분류하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간정보 생산 

기술, 두 번째는 공간정보 가공·저장·분석 기술, 세 번째는 

공간정보 서비스 및 활용 기술입니다. 

세 가지의 큰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다는 말씀

이신데요, 각각의 세부적인 기술 요인들에 대

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생산 기술에 대

해 말씀해 주십시오.

공간정보 생산 기술은 크게 영상 기술,  GNss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위성측

위시스템) 기술, 융합 기술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영상 기

술은 다들 아시겠지만 지상영상-항공영상-위성영상으로 

구분할 수 있고, GNss는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지상물의 

위치, 고도, 속도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술입니다. 

마지막으로 융합 기술은 타 기술과의 접목 기술입니다. 사

물인터넷과의 융합, 빅데이터와의 융합 등이 큰 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상, GNSS, 융합의 큰 카테고리로 구분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단도직입적으로 묻

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공간정보 생산 기술 수준은 

글로벌 수준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올라와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공간정보 생산 기술은 기반 

기술이 턱없이 모자랍니다. 글로벌 선진국의 기반 

기술과는 큰 차이를 가지고 있지요. 영상 기술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영상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촬

영을 해야 하지요. 항공에서 비행기가 움직이는 동안 지상

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고성능 카메라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이런 카메라를 만드는 기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 해외에서 수입된 장비를 활용해서 영상 데이

터를 만들어야 하지요. 다시 말해 항공영상을 만들기 위한 

고성능 카메라 제작기술은 아주 초보적이라 할 수 있지요.

영상 데이터 확보를 위한 기반 기술이 없는 상

황이라고 하셨는데요. 기초적인 데이터 수집

에 문제가 생긴다면 이후 가공, 분석에 있어서도 문

제가 생기겠군요?

네, 맞습니다. 해외의 장비를 활용해 촬영한 영상 데

이터를 가공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해외의 가공 

및 분석 툴을 사용해야 합니다. 종속되는 것이지요. 연쇄적

으로 기반 기술이 취약해지는 것인데요, 분석 툴 역시 해외

의 것을 사용하게 되다보니 가공 및 저장, 분석 기술의 기반

마저  취약해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interview. 이문림

Photo. 조인영

해외사례를 벤치마킹하되
우리 실정에 맞는
고유기술을
개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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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연구하고 제정하는 비영리 민관 참여 국제 기구로 구글

(Google),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에스리(ESRI), 

오라클(Oracle) 등 지리 공간 정보 관련 글로벌 정보 기

술(IT) 기업과 미국의 연방지리정보국(NGA), 항공우주국

(NASA), 영국 지리원(OS), 프랑스 지리원(IGN) 등 각국 

정부 기관, 시민 단체 등 약 460여 개 기관이 회원으로 참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 정부 기관에서 국가공간정

보 기반시설(Spatial Data Infrastructure) 개발에 이미 

활용하고 있거나 채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간정보의 표준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분석적인 부분은 어떨까요? 소프트

웨어적인 기술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분석 수준은 어

느 정도일지 궁금한데요?

보통 공간정보의 분석을 공간 분석이라고 이야기하

지요. 예전에는 공간정보 분석이라 하면 수치가 나

와있는 종이지도와 지역별 통계표를 번갈아보며 분석했지

만,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동인구, 교통량, 생활패

턴 등 방대한 양의 빅데이터는 대부분 위치정보를 가집니

다. 이들을 브이월드, 구글맵과 같이 디지털 지도 위에 얹

어 분석하는 것이 최근의 공간 분석입니다. 빅데이터 분석

의 최고는 어디일까요? 얼마전 딥러닝을 통한 구글의 알파

고가 화제가 되었지요. 구글이라는 자본과 기술을 함께 가

진 기업이기에 가능한 일인데요. 이처럼 공간 분석 역시 우

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아직 기술 수준이 낮은 편입니다.

공간정보 생산과 가공·저장·분석 기술에 있어 

아직은 따라가는 중이라는 말인데요. 마지막 

세 번째 카테고리인 공간정보 서비스 및 활용 기술

은 어떤가요?

공간정보 서비스의 개념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

존에는 일방향 전달이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양방

향 소통이 되는 오픈 API 개념이 공간정보 서비스의 개념

입니다. 이런 부분은 누누이 말씀드리는 기반 기술의 부족

으로 인해 해외의 것을 따라가는 실정입니다. 

간단히 정리해보면 전체적인 공간정보 기

반 기술이 부족해서 패스트 팔로어(fast 

follower)는 될 지언정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의 길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공간정보 기술의 발전을 위한 방향

성은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투 트랙(Two-track) 전략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부족한 기반 기술을 따라잡기 위한 장기적인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장기적인 계획과 지속가능한 전

략을 통해 기반 기술을 따라잡지 못한다면 그 기술에 종

속되어 글로벌 시장에서의 기술 우위는 점하기 어렵습니

다. 현재의 트렌드만 따라가는 전략으로는 작은 히트 상품

은 만들 수 있을지언정 최종적으로는 기술적 우위를 가져

올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공

간정보 기술 개발에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예를 들어보지요. 이스라엘은 전 국민이 군대

를 가고 이러한 특성상 보안 기술이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계 최고의 보안 기술을 가진 국가가 되었지요. 

우리나라 역시 우리나라만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좁은 국

토, 세계최고의 통신 인프라, 휴전 국가, 70%가 산지인 

국토 등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강점을 보일 수 

있는 활용 기술을 개발해야 하는 것이지요. 

기반 기술의 부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생산 

기술 뿐 아니라 처음에 말씀하신 세 가지 카테

고리 중 공간정보 가공·저장·분석 기술에서도 기반 

기술이 부족한 상황이군요. 그럼 공간정보 가공·저

장·분석 기술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영상을 가공하는 툴이 있고, 이

를 저장하고 분석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런 가공

과 분석은 국제적인 표준화를 통해 진행되고 있는데요. 표

준은 개념적인 표준과 실용화 된 표준으로 나눠 볼 수 있

습니다. 개념적인 표준은 IOS TC211을 통해 공간정보를 

가공하고 분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개념적인 

표준보다는 OGC(Open Geospatial Consortium)에

서 제작한 공간 정보 표준을 실용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

다. OGC는 지리 공간 정보 데이터의 호환성과 기술 표준

현재 우리나라 공간정보 기술 특히, 기반 기

술이 부족한 상황이고 이를 위한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육성 전략이 필요하며, 우리나라만이 

만들 수 있는 가치를 공간정보에 담아야 한다는 말

씀이시군요. 오늘 긴 시간 인터뷰 감사드리며 마지

막으로 공간정보산업의 발전을 위한 의견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해외에서 무엇

을 하고 있느냐보다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에 주목해야 합니다. 해외의 사례를 보고 모방해서는 따

라갈 뿐이지 이끌 수는 없습니다.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

을 하되, 우리 실정에 맞는 고유의 기술을 개발해야 합니

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기 전략이 필요한데 우선 교육제도

를 개선해야 합니다. 공간정보에 특화된 교육과정을 개발

하고 학생들이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합니

다. 그리고 기초과학을 튼튼히 하여 원천 기술을 개발해야 

합니다. 단기적인 연구 성과에 매달리는 현재의 풍토에서 

벗어나 꾸준히 기초과학에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공간정보 인재를 키우고 기초과학을 육성하는 지속가능

한 전략을 통해 공간정보산업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

니다. 인터뷰,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발전을 위해 
특화된 교육, 
튼튼한 기초과학 등
기본을 닦고 장기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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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로 인해 엉성하게 지은 집이 쓸려가 버리면, 다시 

자재를 주어와 집을 보수하는 일을  반복해야 한다. 재

난의 피해는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취약성의 정도와 

비례하는데, 최근 아이티와 플로리다 지역을 강타한 허

리케인 매튜의 피해 정도가 아이티와 플로리다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을 보면, 빈곤으로 인한 취약성이 재

난 피해정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다. 

해비타트와 같은 인도지원 단체들은 지역사회가 이

러한 취약성을 조금이라도 낮추고 재난 피해 시 회복

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

고 있다. 이런 활동에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직접 재

난에 대한 취약성을 파악하고, 대비책을 마련해 나

가는 PAssA(Participatory Approach for safe 

shelter Awareness)와 같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

기에 간단한 공간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지역사회 재난

최근 빠르게 발전하고 그 효용가치가 커지고 있는 공간정보기술은 이전보다 더 우리의 삶과 가까이 맞

닿아 있다. 검색포털의 지도 서비스, 포켓몬 GO, 도로명 주소 등 공간정보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

떠한 결정을 내릴 때 (포켓몬을 잡으러 가야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를 포함하여) 결정에 대한 기준을 제

공하고 보다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공간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해 분야의 통합, 공

간정보 패턴이 출현하고 변화하는 양상까지 파악이 가능해지면서 최근에는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것

을 넘어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간정보의 활용이 점차 늘고 있다. 메르스, 에볼라와 같은 전염

병의 이동경로를 파악하고 이를 분석하여 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종식시키려는 노력에도 공간정보

가 활용되고 있고, 대규모 자연재해의 피해정도를 빠르게 확인하고 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하는 노

력에도 공간정보가 활용되고 있다.

인도적 지원에 활용되는 공간정보

2015년 4월 네팔에서 발생한 지진의 피해정도를 파악

하기 위해 국제적십자연맹(IFRC)은 인터액티브 공간

정보지도를 작성했다. 지도를 작성하기 위해 기존에 가

지고 있었던 인구센서스 자료와 가용한 공간정보, 그리

고 네팔 내에 있었던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 전송한 피

해정보들을 통합하여 지도 위에 나타내 지진 피해가 가

장 큰 지역과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을 48시간 내에 정

리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공간정보기술은 정보가 한

정되어 있고, 접근성이 낮은 네팔의 재난에서 초기 대

응의 속도를 높여주는 데 기여했다.

재난 초기 상황에서는 많은 국제구호단체와 정부, 유엔 

등 다양한 주체들이 활동하게 되는데, 재난피해의 가장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적재적소에 자원들을 배치

하고 지원에서 소외되거나 지원이 중복되는 지역이 없

도록 하는 조정활동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각 단

체들이 활동하는 지역과 지원분야를 지도에 표시해서 

피해정도에 따라 적절한 규모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

도록 하는 방법도 공간정보 활용의 예로 볼 수 있다. 공

간정보 활용을 통한 재난대응에서의 조정활동은 의사

결정 속도를 높여 도움이 필요한 곳에 보다 빠른 지원

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러한 공간정보의 활용은 보다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

다. 최근 몇 년 사이 이슈가 되고 있는 적정기술처럼 해

당 지역 주민들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환경을 작거

나 간단한 기술이 적용되기도 하고, 보다 국가나 도시

가 처한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기

술이 적용되기도 한다. 이는 GPS를 활용해 마을재난

지도를 그리는 방식에서부터 상대적으로 고난이도의 

공간정보기술이 필요한 도시재난위험 평가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데,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자. 

자연재해를 극복하기 위한 공간정보

최근 한국은 지진과 태풍으로 이례적인 피해를 입었지

만, 세계에는 매년 반복되는 재난으로 인해 재난이 삶

의 일부가 되어버린 많은 사람이 있다. 해마다 우기 때 

Habitat

Writer. 

원신애(한국해비타트 해외사업팀)

01 공간정보기술의 

착한 활용

공간정보 포럼

네팔 지진피해 현장(해비타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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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 방식으로 사용해야 하는지를 서비스를 수용하는 사

람들의 입장에서 고민해야 한다. 그래야만 공간정보기

술이 보다 따뜻한 지구촌을 만들고 삶을 살리는 착한 기

술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빠르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11년에는 도시

의 인구가 시골의 인구를 넘어섰고, 현재 도시 인구의 증

가율은 세계 인구 증가율의 2배나 된다. 도시로 이주해 

오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빈곤층이고 이들이 도시에서 

거주할 곳을 찾을 때 기존의 도시 인구가 거주하지 않던 

잉여공간에 정착하면서 슬럼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공간은 역사적으로 홍수과 같은 자연재해에 취약 

했던 곳이 많아 인구유입 이전에는 인구가 드물었던 지

역으로 이 곳에 정착한 주민들은 필영적으로 재난에 노

출된다. 이들의 주거지는 대부분 불법점거지의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도시로 수용하는 정부의 계

획이나 공공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

고, 이로 인한 슬럼 주민들의 삶은 더할 나위 없이 어렵

다. 몇몇 국가에서는 도시민의 70~80%가 슬럼에 거주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미루어볼 때 도시발전계획에 

슬럼을 어떻게 포용할지에 대한 고민은 반드시 포함되

지도 제작을 지원한다. 이와 같이 현지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활동에서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수준을 파악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구현해 

낼 수 있는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GPS를 들

고 마을을 직접 걸어다니며 길, 샛길, 주요지형지물, 주

택 등의 위치를 표시하지만, 주민들이 실제 사용하는 

길이나 취약요소들을 파악할 때 주민들과 상의하고 그

들의 경험을 반영해 재난발생 시 위험할 수 있는 지역

과 피해경로, 대피소 등을 표시하여 주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재난지도를 만든다. 파악한 위험요소들을 경

감시키기 위해서 주민들과 함께 대피소 설치, 옹벽 설

치 등의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도 해당 지도를 활용한다.

슬럼화된 도시 속 공간정보의 활용

최근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많은 국가에서 도시 슬럼이 

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도시에서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사망 혹은 사상자의 대부분은 이들 빈민이 될 것이며, 그

나마도 부족한 생활수단을 잃게 되면서 삶은 회복할 수 

없는 어려움에 빠지게 될 것이다.

슬럼에서 국제개발사업을 진행하는 해비타트와 같은 단

체들이 겪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는 슬럼의 사회문화적 

요소, 경제적 요소가 상당히 복잡한 양상을 띠는 반면, 

이에 대한 조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래서 사업을 수행할 때마다 지리조사를 하고 주민들

을 방문해 그들의 필요를 파악하고자 이야기를 듣지만, 

계속해서 변화하는 도시 내 슬럼의 상황과 그 다양성 때

문에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수행에 어려움이 있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 방글라데시

의 다카에서는 해비타트와 같은 다양한 인도주의 기관

들이 정부와의 협력 하에 공간지리정보지도 제작을 진

행하고 있다. 이 공간정보지도는 슬럼 내의 사회기반시

설, 가구 수, 도로 등을 지도상에 표시함으로써 기본정보

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과의 인터뷰, 토론 등

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사회·경제·문화적인 요소를 조사

하여 지원 활동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한다.

다른 기술들과 같이 공간정보기술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실용적인 차원에서의 활용도도 점차 높아지고 있

다. 그러나 현재 지구촌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서는 첨단의 기술을 사용하는 것만이 능사

는 아니다. 기술은 스스로의 규모, 속도, 힘을 제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해결하고 싶은 

문제의 규모와 그 특성에 따라서 어떤 크기의 기술을,  어

공간정보 포럼

지역민들이 꼭 필요한 정보를 지도에 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도시 인구 중 슬럼 인구의 비율(‘슬럼, 지구를 뒤엎다’, 마이크 데이비스)

인구(단위: 백만)
도시 인구 중 

슬럼 인구 (단위: %)

중국 193.8 37.8

인도 158.4 55.5

브라질 51.7 36.6

나이지리아 41.6 79.2

파키스탄 35.6 73.6

방글라데시 30.4 84.7

인도네시아 20.9 23.1

이란 20.4 44.2

필리핀 20.1 44.1

터키 19.1 42.6

멕시코 14.7 19.6

대한민국 14.2 37.0

페루 13.0 68.1

미국 12.8 5.8

이집트 11.8 39.9

아르헨티나 11.0 33.1

탄자니아 11.0 92.1

에티오피아 10.2 99.4

수단 10.1 85.7

베트남 9.2 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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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되어 왔다. 기존 위성 기반의 날씨예보가 가지는 단

점인 돌발 홍수에 대한 무방비를 드론을 활용하여 없앨 

수 있기 때문이다. 

방법은 홍수범람도의 제작이다. 홍수 모니터링을 위한 

홍수범람도 작성을 위한 세밀한 사진을 드론을 통해 얻

을 수 있다. 이러한 사진들은 홍수 범람 지역에서 주의해

야 할 점과 홍수 예방을 위한 핵심 포인트를 잡아내는 용

도로 활용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홍수범람도는 홍수지역의 침수흔적 조

사 및 침수 보상 산정에 있어서도 실시간에 준하는 데이

터를 생산할 수 있어 사후관리에 있어서 탁월한 효과를 

보이기도 한다. 

특히 홍수 기간이 긴 국가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

고 있는데,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체코 등지에서 큰 홍

수 발생 시 드론을 활용한 홍수 피해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드론, 대한민국을 지켜보는 눈

앞서 이야기한 사례들뿐 아니라 드론을 통한 안전 관리

는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드론을 활용하고, 위험

지대에 진입해 작업을 실시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 정찰

을 위해 드론을 활용하기도 한다. 

이처럼 드론은 공간정보산업에서의 활용과 융복합을 통

해 대한민국 곳곳을 누비며 경제·문화·사회적 발전을 

이어가고 있고, 기록하고 있다. 

1년 365일 드론이 지켜보는 대한민국. 어떤 재난재해

에도 미리 대비하고, 또 재난재해 발생 시 빠르게 복구 

할 수 있는 힘은 드론의 발전과 함께 더욱 커질 것임이 

틀림없다.

무인 비행체(UAV, Unmanned Aerial 

Vehicle) 드론이 이슈다. 드론의 가능성은 관

련 산업에 따라 다방면으로 펼쳐져 있으며 공

간정보산업에서도 드론의 활용 방안은 무궁

무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 주목

받는 분야는 바로 안전이다. 얼마 전 남부지방

을 덮쳤던 홍수의 조기경보에서부터 재난지역

의 정찰, 그리고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의 안전 

확보, 문화재 및 산림의 보호 등에 이르기까지 

드론은 놀라운 성과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대한민국의 안전을 책임지는 드

론. 어떤 방식으로 활용될까?

태풍을 예측하는 드론

얼마 전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재미있는 소식을 전했

다. 태풍을 관찰할 수 있는 드론 프로젝트 ‘웨이브 글라

이더’를 발표한 것이다. 태풍 치바의 영향으로 남부지방 

전역이 큰 피해를 본 대한민국의 상황을 볼 때 태풍을 직

접 관찰할 수 있는 드론의 가치는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

시키기에 충분했다.

‘웨이브 글라이더’는 바다를 자유롭게 운항할 수 있는 드

론으로, 드론의 3D 특성을 가장 잘 살린 드론이다. 3D 

특성이란 the Du (드론은 인간 조종사와 달리 피로와 

지루함이 없다), the Dirty(더러움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방사능 샘플 채취 등), the Dangerous(인명 손실

의 위험이 없다)를 이야기하는데, 태풍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위험한 상황에서 드론이 가장 올바른 정답 중 하나

임을 알 수 있다. ‘웨이브 글라이더’는 인명 피해 없이 태

풍 속으로 바로 들어가서 풍속과 기온, 기압, 파도의 높

이 등을 무선 신호로 보내고 이를 분석해 태풍의 움직임 

및 피해 상황을 예측, 국민안전은 물론 물질적인 피해 또

한 예방하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다. 

‘웨이브 글라이더’는 태풍이 한반도로 올 것이라는 예

보가 나오면 제주 남쪽 바다 30km 지점에서 태풍을 기

다린다. 이후 태풍이 제주 남쪽 700km에 다다르면 출

항해 태풍의 눈까지 들어가며 최대 속도는 2노트(시속 

3.7km)로 사람이 걷는 속도와 비슷하다. 

산불과 홍수를 막아내는 드론

바다에서 태풍이라는 재해를 예측하는 드론을 활용한다

면 산에서는 산불을 감시하고, 강에서는 홍수를 경보하

는 드론이 국토 위에서 활동한다. 

기존의 실시간 산불 감시는 적외선(Midium InfraRed) 

파장 영역의 센서를 탑재하고 있는 위성영상을 통해 이

루어졌다. 이 방식은 국지적인 부분의 감시에는 취약함

을 보인다. 골이 깊고 나무가 울창한 좁은 지역에 대한 

감시는 미흡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드론은 이러한 단

점을 없애고 장점을 극대화한다. 드론에 적외선카메라 

혹은 멀티스펙트럴 카메라를 장착하여 위성영상과 동

일한 기능을 발휘하면서도 더 높은 해상도를 가진 화면

을 우리에게 보내준다. 가장 큰 장점은 역시 국소지역의 

빠른 데이터 확보다. 인공위성으로 관측이 쉽지 않은 지

역에 띄워진 드론은 위성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산불을 

감시하고 또, 산불이 발생했을 경우 초기 대응을 진행

할 수 있다. 

홍수 조기경보 및 홍수피해 모니터링 역시 드론이 대한

민국의 안전을 지키는 방법 중 하나다. 홍수 모니터링에 

드론을 이용하려는 연구는 2000년대 중반부터 활발히 

Writer. 

김세준((주)드론 & 사람 대표)

Drone

02 드론, 

대한민국 안전을 책임지다

공간정보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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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락을 걱정하는 의견 역시 국내 정밀 지도 반출에 반대

하는 의견 중 하나다. 

이에 대해 구글은 “세계적으로 구글이 서비스하는 한국 

지도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정밀 지도 데이터가 필요하

고, 이는 한국의 증강현실(AR), 자율주행 등의 산업을 활

성화 시키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구글이 지도를 활용할 

경우의 장점에 대해 언급했다. 

찬반 양측의 의견이 모두 일리 있는 만큼 국내 정밀 지도 

반출에 대한 결정은 심사숙고해야 하는 문제다. 이런 이

유 때문에 ‘포켓몬 GO’ 사태로 촉발된 지도 반출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예외적인 협의체(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

보원,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자

치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 등)를 구성해 심도 있

는 논의를 펼쳤다.   

국내 정밀 지도 반출 결정은 11월 나온다. 이 결과에 따라 

많은 것이 변할 수도, 아니면 현 상황에서 더 나은 발전 방

향을 만들 수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다. 국내 정

밀 지도를 무작정 반출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산업과 공

공기관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얻고 

버릴 수 있는 것들은 과감히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 것

이 휴전 체제의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고 신산업 성장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구글은 지난 6월 1일 우리 정부에 국내 정밀 

지도(1:5000 디지털 지도 수치 데이터) 반

출을 요청했다. 이때만 해도 세간에 큰 화제

는 되지 않았다. 발단은 너무나도 유명한 ‘포

켓몬스터’였다. 닌텐도의 자사 IP인 포켓몬

은 전 세계적으로 빅히트한 게임으로, 포켓몬

이 구글맵과 합쳐져 모바일 증강현실(AR) 게

임 ‘포켓몬 GO’로 탄생했고 그 여파는 국내 

정밀 지도 반출 여부에 대한 찬반 논쟁으로까

지 확대됐다. 찬성과 반대의 의견 모두 일리가 

있다. 경제, 안보, 사회, 문화 등 다양한 관점

에서 본 구글지도와 국내 정밀 지도 반출에 대

해 살펴보자.

구글지도에 대한민국은 없다

해외여행을 떠나게 되면 현지에서 길이나 목적지를 찾기 

위해 구글지도를 이용하는 것이 이제는 보편적인 모습이

다. 구글지도는 전 세계 모든 곳의 방대한 지도 데이터를 

토대로 교통정보와 길안내 기능을 전 세계 어디서나 손쉽

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지도 서비스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교통 정보나 길안내 등 위치기반

의 정보를 제공하는 구글지도의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 아래 그림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는데 중국과 북한

은 주요 도로나 강들이 간략하게 표시되지만 우리나라는 

백지로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유는 하나다. 구글에서 구글지도를 구성하기 위해서

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국내 정밀 지도(1:5000 디

지털 지도 수치 데이터)가 필요한데, 아직까지 우리나

라는 이 지도의 반출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

글은 이미 9년 전인 2007년 국가정보원에 지도 데이

터 국외 반출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한 전력이 있으며 이

번 포켓몬 GO 사태로 인해 다시 한번 세간의 도마에 오

른 것이다. 

무작정 반출만이 능사는 아니다

그렇다면 국내 정밀 지도 반출은 꼭 해야만 하는 일일까?

국내 정밀 지도 반출을 막았던 국토교통부는 “우리나라

가 아직 휴전국인 만큼 초정밀 지도 데이터가 쉽게 국외

로 유출된다면 북한에도 들어갈 수 있는 등의 안보적 문

제를 떠안게 될 수 있다”고 안보 문제를 이야기했다. 또한 

시민단체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구

글은 국내에 서버를 두는 의무를 다한 뒤 (클라우드 서비

스로 인한) 정밀 지도의 해외 반출 여부를 심사받아야 한

다”면서 “아직 심사 여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이야기

하기도 했다. 국내의 정보를 바탕으로 상업적 이윤을 취

한다면 그 환원은 당연히 국내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

야기로, 국내에서 세금을 내는 기업들에 대한 역차별이

라는 논지도 포함되어 있다. 이밖에도 국내 지도 산업의 

Writer. 

김정민(geo industry 대표) 

03 구글지도 반출, 

기회와 위기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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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빼곡한 도로 표시와 달리 대한민국은 백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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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고산자, 대동여지도(이하 고산자)’는 지도에 대한 

이야기다. 또한 지도를 독점하려는 자, 지도를 베풀려는 

자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김

정호의 삶 속에서 지도를 둘러 싼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영화 고산자 속에 펼쳐진다. 수려한 대한민국 국토를 배경

으로 펼쳐진 고산자 김정호와 <대동여지도>의 이야기 속으

로 들어가보자. 

문화 읽기

Writer. 최성란(문화 칼럼니스트)

흥선대원군은 

정말로 김정호를 싫어했을까?

-----------------

영화 속 갈등의 가장 큰 주체는 김정호와 흥선대원군이

다. 나라를 위해 지도를 독점하려는 흥선대원군과 백성

을 위해 지도를 공개하려는 김정호의 대립은 그 하나만으

로 훌륭한 긴장감을 형성한다. 그렇다면 정말로 김정호와 

흥선대원군은 첨예한 대립각을 세웠을까? 정답은 이번에

도 ‘아니다’이다. 

흥선대원군의 쇄국정책과 지도의 공개. 지금 우리나라

에서 벌어지고 있는 구글지도 반출과 관련되어 깊이 생

각해볼 문제이지만, 당시의 흥선대원군은 김정호를 옥

에 가둔 적도 없고, <대동여지도> 판목(板木)은 대원군에 

의하여 압수되어 불태워졌다고 알려졌으나 판목 1매가 숭

실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국립중앙박물관 수

장고에 15매가 무더기로 발견되어, 이 역시 사실이 아님

이 밝혀졌다. 

또한 대동여지도 자체가 개인이 일일이 제작할 수 있는 

지도가 아닌만큼 정부의 지원과 도움이 없었다면 대동여

지도의 완성 자체는 없었을 것이라는 의견 또한 많이 나

오고 있다. 일례로 김정호의 친구들인 최한기, 신헌, 김정

희 등이 중앙정부와의 연계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지도 제

작에 도움을 주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처럼 영화 ‘고산자’는 분명 대동여지도와 김정호에 대

한 사실만을 담아낸 영화는 아니다. 하지만 영화 속에서 

하나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김정호의 천재성과 지도를 

향한 열정일 것이다. 

“그 지도는 내가 만든 지도보다는 보내준 지도가 더 정확

해. 내가 추후에 보완할테니 너는 저것부터 하거라.”

이런 대사는 김정호가 지도를 완성함에 있어 직접 발로 

뛴 것은 물론 기존의 지도들을 보완하고 더욱 다듬었음

을 알 수있다.  

하지만 영화 속에서 김정호가 방 안에서 지도만 본다면 

아름다운 화면이 나올 수는 없는 법. 영화적 상상을 가미

해 김정호가 팔도강산을 뛰어다니면서 아름다운 산수를 

지도에 담아냈기에 스크린에 아름다운 대한민국 국토가 

보여질 수 있었다. 

김정호에 

대한 기록은 정사다?

-----------------

어렸을 적부터 위인으로 이름 높은 김정호에 대한 전기

는 누구나 한번 쯤은 읽어보거나 들어봤을 것이다. 하지

만 그 내용들이 모두 정사에 기반한 진실일까? 정답은 역

시 ‘아니다’이다. 

영화 속 김정호는 다양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팔도를 

누비며 지도를 제작하고, 흥선대원군과의 대립을 겪지

만 지도에 대한 일념하에 인생의 역작 <대동여지도>를 완

성해낸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은 거의 대부분 구전으로 전해지거

나 정사에 적힌 부족한 부분을 상상력을 동원해 보완한 

것이다. 실제로 김정호에 대한 이야기가 적힌 고서는 <청

구도제>, <오주연문장전산고>, <금당초고> 등 6~7개 전

체 20여 줄 분량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런 기록을 통해 김정호가 양반이 아닌 중인 그 이하의 

신분이었을 것이라고 추정되기도 하는데 영화에서는 이

런 모습을 잘 표현해내고 있다. 그리고 높지 않은 신분이

었음에도 위대한 지도를 제작한 김정호는 더욱 찬사 받아 

마땅한 천재임이 틀림없다.  

조선, 뛰어난 지리학을 

가진 나라

-----------------

고산자를 들여다봄에 앞서 조선의 지리학 수준이 어땠는

지는 무척이나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다. 영화 속에서는 

누구의 도움도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지도를 제작하는 김

정호가 조정의 정치싸움에 휘말려 대동여지도를 빼앗길 

위기에 처한다. 하지만 정말로 조선은 마땅한 지도 하나

가 없었을까? 정답은 ‘아니다’ 이다. 조선왕조는 중앙집

권과 국방의 강화를 위해서 국토의 자연환경과 인문지리

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필요했고 조선 초기부터 나라의 

주도로 각종 지도와 지리서를 편찬했다. 태종 시기의 세

계지도 <혼일강리도>, 전국지도 <팔도지도>를 비롯해 세

종 때의 <동국지도>와 <팔도지리지>는 그 정밀도와 활용

도 면에서 더욱 우수한 지도로 알려져 있다.  또한 성종 때 

편찬한 <동국여지승람>은 조선 작은 마을의 연혁과 인물, 

풍속, 인구, 토지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 조선의 지리

학 수준이 높았음을 증명하고 있다. 

영화 속에서는 조선의 지리 수준이 낮은 것처럼 묘사되

었지만 실제 조선은 초기부터 높은 지리학 수준을 가지

고 있었던 것이다. 영화 속 대사 중 이런 부분을 묘사한 

대사가 있다. 

‘고산자, 
대동여지도’로 본
진실과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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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현장을 가다

한 시대에 기준을 세우는 일은 새롭게 태어나는 일과 같다. 

여기 대한민국의 기준점을 다시 세운다는 자부심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이 있다. 

일찌감치 지적학에 공학, 법학, 부동산학, 행정학, 경영학 등을 결합해 융복합 학문을 실천한 곳, 

사회에 나가 내가 할 일이 곧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말하는 공간정보 

맞춤형 인재가 있는 곳, 바로 목포대학교 지적학과이다. 

대한민국 국토 정보의 역사, 오래된 미래를 만나다
목포대학교 지적학과

MOKPO NATIONAL UNIVERSITY 공간정보 영토의 기준점을 방문하다

전남 무안군에 위치한 목포대학교 캠퍼스에 도착했다. 

가을이 내린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풍경이 평화롭

고 아름다웠다. 사회과학대학 건물의 지적학과 사무실

은 어딘가 단단하고 끈기 있어 보였다. 문을 열고 들어서

자 지적학과 교수진과 학생들의 유쾌하고 여유로운 환

대가 취재팀을 반겼다. 

“언제 오시나 했습니다. 여기가 공간정보의 기준점인데 

멀리 돌아오셨어요.”

그도 그럴 것이, 국립대 유일의 지적학과가 생긴 지 어느

덧 30년이라고ÿÿ. 이곳이야 말로 대한민국 국토정보

의 산실이 아닌가. 1985년 만들어진 목포대학교 지적학

과는 우리나라의 국토공간을 조사·등록하여 관리하는 

국토정보(지적)의 학문적 이론을 연구·교육하는 곳이

다. 때문에 지적과 관련된 법, 제도, 정책뿐만 아니라 부

동산, 도시계획 분야의 사회과학적인 기법과 원리를 탐

구함과 동시에 측량 및 GIS, 지적전산 등 기술공학적인 

측면을 연구한다. 그야말로 융복합 응용학문을 체계적

으로 교육하는 학과라 할 수 있다. 

지적학을 토대로 지적측량과 공간정보시스템, 원격탐

사와 지적과 관련된 법률과 제도뿐만 아니라 부동산과 

관련된 관리, 정책, 중개, 감정평가 등 부동산학 분야와 

입지, 토지이용, 도시정책 등 도시 계획학을 연구·교육

하여 명실상부 최고의 국토정보(지적) 전문가를 양성하

고 있다. 특히나 국립대 지적학과는 저렴한 등록금과 수

준 높은 인재 입학을 통해 많은 졸업생이 전공을 살려 공

무원과 공사 등에 취직하는 학과로 최근 서울과 경기에

서도 이 학과의 입학 준비를 한다는 소문이다. 요즘처럼 

취직이 어려운 시기에 명품 지질학 박사 배출은 물론, 현

장에 꼭 필요한 맞춤형 공간정보 인재를 육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맞춤형 공간정보 인재 교육학, 지적학과

목포대학교 지적학과는 지적직 공무원과 LX한국국토

정보공사 공채에서 최다 합격자 배출과 전공분야의 질 

높은 취업으로 전국적으로 주목 받고 있다. 2015년 6월

에 시행된 지방직 공무원 임용시험 결과, 서울을 비롯해 

10곳의 광역자치단체에 32명이 대거 합격했다. 또 10

년 연속 최다합격자를 배출하고 있는 LX한국국토정보

공사 신입사원 공채에서도 지방대라는 편견을 넘어 10

명이 최종 합격, 1~2명의 합격자를 배출한 수도권 유

수의 대학교와 현격한 격차를 보이며 뛰어난 취업성과

를 거뒀다. 

주목할 점은 취업에 성공한 학생 모두 ‘랜드마스터’ 동아

리 소속이라는 것이다. 방과후 수업식으로 운영되는 랜

드마스터는 1~2학년에는 영어와 한국사, 3~4학년에는 

공사반과 공무원반, 일반 회사반으로 나뉘어 졸업후 진

로를 철저하게 준비시키는데 법학박사 최승영 교수가 

2003년에 처음 만들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취업난 

속에서도 2013년 37명, 2014년 31명, 2015년 42명

목포대 지적학과는 국가기준점을 기본으로 한 실무교육의 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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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3년 연속 30명 이상의 공공기관 합격자를 배출 해

냈고, 이런 결과는 ‘신화’로 불리고 있다. 

지적학과가 지금과 같은 역량을 발휘하기까지 학생들의 

학업 집중력이 좋은 탓도 있지만 졸업생들의 남다른 후

배 사랑과 배려가 주효했다. 랜드마스터를 통해 취업에 

성공한 동문 모임 ‘늘품HRD’, LX한국국토정보공사 경

기지역 동문 모임인 ‘목지회’, 목포권 지적직 공무원 동

문 모임 ‘해바라기’의 열정적인 지원이 그 증거. 선배들

이 후배들의 취업을 위해 회사에 휴가를 내며 순번제로 

특강을 하고 교육비 지원 및 멘토 그룹을 두고 활약한다. 

지적학과를 떠올리면 된다. 1985년 학과 설립 이후 지

적직 공무원으로 수도권 150여 명을 비롯해 광주·전남

권 120여 명, 대전·충남권 20여 명이 진출했다. 또 LX

한국국토정보공사 200여명을 비롯해 국방부지형정보

단 10여 명 등 총 600여 명이 대한민국 지적 분야의 리

더 그룹으로서 각계각층으로 진출해 활발한 활동을 펼

치고 있다.  

지적학과, 자본주의 첨병학과

지방 국립대학교 지적학과의 높은 성취에는 특급 교수

진의 지긋한 보살핌 또한 한몫을 했다. 4차산업 혁명을 

통한 세계화 과정에서 변화의 속도는 점차 커질 것이고, 

그 변화의 중심에서 역량 있는 지적인으로 거듭나기 위

해서 토지 측량 기술에 수반되는 공학, 행정학, 부동산

학, 법학 등 일체의 학문을 커리큘럼을 통해 물심양면 지

원하고 있다. 기업에서 재교육이 필요 없는 맞춤형 인재

의 육성을 목포대학교 지적학과가 해내고 있는 것이다.  

“적성에 맞고 공부에 더 욕심이 생깁니다. 제 여동생이 

후배로 들어왔고, 고3인 막내 동생 역시 지적학과를 목

표로 학업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재학생들을 만나보니 지적학과 응시 점수가 웬만한 거

점대학교보다 높았고 지적학과에 대한 소속감과 자긍심 

역시 타학과와 구별되게 높아보였다. 

“정부에서 밀고 있는 공간정보 사업과 연결된 학과인 만

큼 비전이 무궁무진합니다. 함께 공부하던 선배님들이 

목포대학교 지적학과의 신화는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똘

똘 뭉쳐 만들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학박사 박민호 교수를 주축으로 만들어진 ‘창조적 지

적인(창지)’ 동아리 역시 자격증 대비 모임으로 목포대

학교 지적학과를 졸업하면 자격증 3개 이상이 손에 쥐

어진다는 소문이 날 정도로 열기가 뜨겁다. 대학에서도 

감정평가사와 지적기사 등의 자격증을 취득하면 졸업 

논문을 면제 시켜주고 사회대학에서 유일하게 전산실

을 지원하는 등 전폭적인 응원을 아끼지 않는 모습이다.  

우리 속담에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이 있는데 목포대 

졸업하면서 공사와 공무원으로 취업하는 걸 보며 노력

하면 저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요”

국토는 삶을 영위하는데 귀중한 장소로 어떻게 이용, 관

리하느냐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자본주의에서 

국가권력으로부터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보장받는 일

이 중요해지고 있다.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필지를 측

량해 기록하고 이를 토대로 등기부를 만들어 하나의 상

품으로 만들어 대량 거래를 성사한다. 이처럼 부동산을 

이용하고 거래가 발생하면 토지가 분할 합병되어 개발

이 된다. 반드시 필지의 크기, 형태 등이 지속적으로 변

하게 마련이다. 이런 필지의 변화를 지적직 공무원과 공

사에서 기록한다. 인류가 지속되는 한 지적측량이 삶에

서 꼭 필요 업무인 까닭이다. 부동산 상품을 만들고 거

래하는 가장 기초업무를 배우는 곳, 지적학과! 목포대

학교 지적학과가 자본주의 시대를 선도하는 첨병역할

을 하고 있다. 

지적학과 견인 4인방

성연동 교수

부동산 정책 및 제도 전문가로 한국주거학회 부회

장, 한국부동산학회 부회장을 역임하는 등 부동산

분야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6학년 현재 

지적학과장을 맡고 있다.

박민호 교수

원격탐사, 측량, GIS 분야의 전문가다. 한국지적

학회 부회장, 한국측량학회 이사, 한국지적정보

학회 이사로 활동 중이다. 학과측량 동아리인 ‘창

조적 지적인’ 지도교수로, 재학생들의 지적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자격증 취득률 90%에 

이른다. 또한 토목직공무원 5급, 9급, 지적직공

무원 7급, 9급 공채 출제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신순호 교수

1982년 청주대학교 지적학과 교수로 시작, 1985
년부터 목포대학교 지적학과에 재임하고 있다. 도

시계획 및 지역개발 전문가로 한국지적학회, 한국

지적정보학회 회장을 역임하였고 지적분야 발전

을 위해 35년의 오랜 기간 동안 지적학과 교수로

서 힘써왔다. 현재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

원 및 평가자문단장, 국토정책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 중이다.

최승영 교수

지적학 및 지적관련법을 전공하고 한국지적정보

학회 부회장, 한국지적학회 및 한국부동산학학회 

이사로 활동 중이다. 2003년부터 학습 및 취업동

아리인 ‘랜드마스터’를 결성·지도하여 소속회원 

학생들을 최근 4년 연속 공공기관(지적직 공무원, 

LX공사)에 30명 이상 합격시키는 등 전국 최고의 

학과로 거듭나게 만든 일등공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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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편집팀

앱따라 국토따라

두  가 지  앱 으 로  더 욱  즐 거 운

‘앱’ 따라 
‘덕유산’ 따라

높고 파란 하늘과 무더위를 날려버리는 시원한 바람이 대한민국을 감도는 가

을이다. 어디로든 떠나고 싶은 계절, 여행지를 찾는 것도, 또 여행 계획을 짜는 

것도 공간정보와 함께 한다면 조금 더 수월하다. 한국관광공사의 어플리케이

션 ‘대한민국 구석구석’이 추천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어플리케이션 ‘국립

공원 산행정보’가 계획을 짜주는 가을 여행을 떠나보자. 장소는 바로 단풍으

로 유명한 덕유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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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적봉 산행을 도와주는 두 가지 앱!

가을 정취로 유명한 덕유산 향적봉은 남한에서는 네 번째

로 높은 해발 1,614m다. 눈꽃 산행으로 유명하지만 울긋

불긋 단풍 역시 가을 정취를 느끼기에는 제격이다. 한라

산, 설악산 만큼 높지만 두 산에 비해 오르기 쉬운 것으로 

알려져있는데, 이유는 바로 무주리조트의 곤돌라 때문이

다. 무주리조트에서 곤돌라를 타면 향적봉 정상 바로 아래

에 있는 설천봉까지 오를 수 있어 덕유산의 정취를 어렵지 

않게 즐기기에 좋다. 

무주리조트로 출발하면서 오늘 함께 산행을 진행할 ‘대한

민국 구석구석’ 과 ‘국립공원 산행정보’ 앱을 실행시켰다.  

우선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통해 한국관광공사에서 추천

하는 곤돌라를 이용한 산행 코스를 택하니 오늘의 산행 여

정이 한 눈에 들어온다. 

앱에서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것은 지도다. 

확대와 축소, 그리고 목적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자지도

는 앱 어느 카테고리와도 연동되어 하나의 지도를 통해 여

러 곳을 볼 수 있다. 특히 붉은 색으로 이어진 산행 경로는 

직관적으로 표현되어 있어 누구나 쉽게 여행의 경로를 예

상하고 일정을 짤 수 있다. 

우선 1코스를 살펴보니 무주리조트 곤돌라가 나온다.  

무조리조트 곤돌라를 타면 해발 1,520m인 설천봉으로 

먼저 오르는데, 앱에서 재미있는 점은 사진 공유다. 이 곳

에서 촬영한 사진들을 일반 사용자들이 등록하고 공유할 

수 있는 것. 또한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등 소셜

서비스와 위치연동을 통해 자동으로 등록할 수 있어 자신

이 어디에 있는지 사진 촬영과 한 번의 터치를 통해 바로 

전할 수 있다. 

본격적인 향적봉 산행에 나서다

곤돌라에 탑승하고 설천봉에 오르니 향적봉까지 20분 거

리다. 능선을 따라 천천히 길을 오르는데 여기서 진가가 발

공간정보 maGaZInE 2016

1. ‘대한민국 구석구석’에는 대한민국 국

토 관광 정보가 가득 담겨있다. 2. ‘국립공

원 산행정보’의 시작은 비콘 서비스와 함께 

한다.  3. GPS를 활용한 다른 앱들과의 연

동을 통해 관광지로의 안내를 진행한다(대

한민국 구석구석).  4. 직관성이 뛰어난 지

도를 통해 여행 경로를 안내한다(대한민국 

구석구석).  5. 여행 경로가 각자 링크되어 

있어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대한

민국 구석구석).  6. 세부 관광정보 또한 얻

을 수 있다(대한민국 구석구석).

1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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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되는 것이 바로 ‘국립공원 산행정보’ 앱이다. 

‘국립공원 산행정보’ 앱은 국립공원의 지도와 등산 코스, 

위치기반 구조 등 공간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정보를 제

공하는 앱으로 산을 오르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기능이 

가득하다. 

이번에 활용할 기능은 등산지도다. 아래의 그림처럼 설천

봉에서 향적봉까지의 코스를 안내받을 수 있는데, 길게 누

르는 행동을 통해 자신의 위치를 바로바로 바꿀 수 있으며, 

GPs 기능을 활용해 자동으로 자신의 위치가 표시된다. 

이 앱에서도 재미있는 점은 사진 기능이다. 등산 도중 사진

을 촬영하면 자신의 위치를 자동으로 인식해 지도 위에 사

진을 그대로 나타내 준다. 

또 하나의 핵심 기능은 구조 신호다. 오른쪽 상단의 붉은 

바탕 흰 십자가 마크를 클릭하면 자신의 위치를 그대로 산

악구조대에 전달, 신속한 구조가 가능하도록 한다. 이런

저런 앱의 기능들을 살펴보며 길을 오르다 보면 금세 향

적봉이다. 

정상에서 향적봉 능선을 따라 살펴보니 주목과 구상나무

가 군락을 이루고, 붉은 단풍이 어우러져 절경을 이룬다. 

앱과 함께라면, 내려오는 길도 즐겁다 

향적봉에서 주변 풍광을 감상하고 내려오는 길에 ‘대한민

국 구석구석’ 앱을 다시 살펴보니 단순한 산행 정보가 아닌 

주변 관광 정보까지 기재되어 있다. 

간단한 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에서부터 덕유산 맛집을 소

개하고 있으며 주변 관광지까지의 이동 동선을 일목요연

하게 보여준다. 

향적봉에 이은 2차 목적지는 백련사. 산행 안내를 받기에

는 ‘국립공원 산행정보’가 더 알맞기에 이 앱을 사용하니 

향적봉에서 백련사까지의 코스가 추천코스에 없다. 하지

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지도를 켜놓고 길게 터치를 하며 

출발지를 정하고 도착지를 정하면 그대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마치 산 속에서 내비게이션을 가진 듯하다. 

여기에 하나 더. 바로 해당 지역의 날씨 안내를 바로 받을 

수 있으며, 로그인 시에는 자신이 다녀온 트레킹 코스와 사

진을 위치기반서비스를 활용해 기억하고 다시 살펴볼 수 

있어 자신의 여행 기록을 점검하기에도 좋다.  

‘국립공원 산행정보’ 앱을 내비게이션 삼아 백련사까지 내

려오니 이제 다시 ‘대한민국 구석구석’ 앱을 활용할 차례

다. 백련사의 명소와 유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백련사에

서 찍은 사진들을 보면서 여행을 즐기다 보면 어느새 해가 

저물고 덕유산을 뒤로 한다. 

출발 전부터 여행 계획을 세우고, 산행 코스를 짜보며, 실

제로도 활용도가 높은  ‘대한민국 구석구석’과 ‘국립공원 

산행정보’ 앱. 보다 편안한 가을 여행을 위해 조금씩 도움

을 받아보는 것도 좋을 듯 싶다.

공간정보 maGaZInE 2016

7. 앱 이용자들끼리 사진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대한민국 구석구석).  8. 거리, 현재 

위치, 날씨 등 상세한 산행정보를 알려준다(국립공

원 산행정보).  9. 지도 위에 사진을 촬영한 장소 및 

사진이 표시된다(국립공원 산행정보).  10. 긴급상황 

발생 시 자신의 위치를 구조대에 전송할 수 있다(국

립공원 산행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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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김지원(칼럼니스트)

Photographer. 박창수(아프리카스튜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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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돌 지난 스타트업, 실력은 베테랑

㈜인듀어런스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 위치한 오피스텔에 입주해

있다.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답게 풋풋하고 정감 넘치는 사무실에 

들어서면 입구 맞은편 창으로 햇볕이 쏟아져 들어온다. 프로그래

밍 언어를 다루는 직원들의 표정에서도 여유가 넘친다. 눈에 띄는 

직원은 모두 4명.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다.

“인듀어런스는 작년 2월에 창업해 2년차를 맞은 회사입니다. 현

재 12명의 직원이 근무하는데 사무실에 상주하는 직원은 4명입니

다. 나머지는 현장에 파견되어 있지요. 스타트업 사무실에 직원들

이 몰려있으면 일이 없다는 얘깁니다.”

정재헌 대표가 차분하게 인듀어런스를 소개한다. 입구 복도에 놓인 

책꽂이에는 각종 협약서와 벤처기업협회 정회원증, 그리고 ‘2016 

공간정보 융·복합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받은 상장이 가지런히 

놓여 있다. 작고 강한 스타트업이라는 인상이 강하게 느껴진다.

“저를 포함한 인듀어런스의 임직원을 얕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신입사원 두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업계에서 10년 

이상 활약한 베테랑들입니다.”

실제로 인듀어런스는 동부그룹 계열의 정보기술 솔루션 및 아웃소

싱 기업이었던 구 동부CNI 출신 직원 4명과 sI 프로젝트를 수행

한 팀원들이 추축이 돼 만들어졌다. 2007년부터 같은 팀으로 활

1914년 8월, 영국 탐험가 어니스트 섀클턴은 세계 최초로 남극대륙 횡단에 도전한다. 도전의 결과는 

비록 실패였지만, 섀클턴은 각별한 리더십으로 탐험대 전원을 무사 귀환시켰다. 그렇기에 이 도전은 

‘인듀어런스호의 항해’라고 불리며 위대한 실패로 평가받는다. ㈜인듀어런스의 정재헌 대표는 공간정보 

분야 가운데서도 미개척지라고 평가받는 모바일에 뛰어든 공간정보의 탐험가다. 공간정보 스타트업 

‘인듀어런스’호의 행보가 기대되는 이유다.㈜인듀어런스

우리 마을 모든 정보, 
내 손안에 있소이다

[㈜인듀어런스 사업 영역]

●  모 바 일 :  동네포털 ‘잇빌리지(IT Village)’,  

실시간 인력공유서비스 ‘알파인력’, 마을 

기반 인력공급서비스 ‘일공유(10U)’

●  금       융 :  스마트뱅킹 서비스 

●  공공(SI) :  ‘공간정보포털’ 등 공공기관 포털 구축

[㈜인듀어런스 기업정보]

●  기 업 명 : ㈜인듀어런스

●  대표이사 : 정재헌

●  설       립 : 2015년 2월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탄천상로 164  

시그마2오피스텔 B동 226호

●  전화번호 : 031-786-0420
●  주요 수상실적

    ‘잇빌리지’, 2016 공간정보 융·복합 우수사례 경진

대회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상(장려상)

●  홈페이지 : http://www.endurance.co.kr 

㈜인듀어런스 

공간을 만드는 기업

e n d u          r a n c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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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역 소상공인이 활용할 수 있는 광고 플랫폼이자 앱

을 설치한 이용자들에게는 정보 플랫폼이 되는 것이죠. 이

를 위해서는 위치기반서비스를 적용해야 하는 게 우선과

제입니다.”

이런 서비스가 가능해진다면 특정지역에 놀러 갔을 때 맞

춤형 안내 및 광고가 가능해진다.

한편 조심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다. 앱의 설치가 전제되

어야 하는데 앱을 알리고 설치하게끔 만드는 일은 쉽지 않

다. 모바일 서비스가 비교적 간단한 알고리즘을 가지기 때

문에 카피가 쉽다는 단점 또한 존재한다. 해결방법은 역

설적이었다. 모바일에 최적화한 공간정보 데이터를 공유

해 이 분야의 생태계 외연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와 동시

에 먼저 알고리즘 지적재산을 축적한다면, 프론티어로서

의 위상과 브랜드 가치 확보 모두 성공할 수 있다고 정재

헌 대표는 설명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 정재헌 대표는 ‘지치지 않을 생각’이다. 

수익이 나는 분야에 집중하다가 처음 모바일 분야로 방향

키를 설정한 인듀어런스호가 표류하는 일이 없도록 경계

하고 또 경계하겠다는 다짐이었다.

“모바일 공간정보 서비스는 아직도 불모지입니다. 더 많

은 스타트업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저와 함께 일하는 팀

장, PM들이 자체적인 사업을 벌여 독립하는 것도 지원

할 생각입니다.”

정재헌 대표는 ‘서비스란 좋은 아이디어를 구현해 이용자

가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힘주어 강조한

다. 좋은 아이디어를 위해서는 업무의 틀과 제한은 최소화

하고 자율성을 높여 개발자가 마음껏 활약할 수 있는 조건

을 갖추어야 한다고 덧붙인다.

호랑이는 호랑이 새끼를 낳는다고 했다. 리더십을 가진 한 

명의 선장은 다른 모험에 나서도 충분할 모험가를 키울 수 

있다. 인듀어런스호의 선원들이 100% 잇빌리지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 연말로 예정된 부동산 관련 서비스 발표, 

그리고 더 많은 미지의 모바일 공간정보 서비스를 만들 미

래가 기대된다.

비스를 늘려가면서도 성격은 물려받도록 하는 ‘이야기 흐

름을 갖는 서비스’로 만드는 게 최종 목표다. 

좋은 건 나누겠다는 프론티어 정신

개발그룹의 특성상 R&D의 비중이 매우 높아 투자비에 

대한 걱정이 있을 법하지만 정재헌 대표는 자신만만하다. 

“모바일 사업에서는 아직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습

니다. 하지만 외부 투자를 받을 생각은 없습니다. 원래 특

기였던 공공서비스 사업과 인터넷 스마트뱅킹 분야에서 

꾸준히 수익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공공서비스와 스마트

뱅킹으로 얻은 수익을 모바일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당장 

큰 수익을 만들기보다 좋은 브랜드 하나를 구축하는 게 중

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공간정보 모바일 서비스 브랜드 하나를 위해 정재헌 

대표는 많은 걸 쏟아 붓고 있다. 하지만 ‘잇빌리지’가 하나

의 브랜드로 결실을 맺었을 때 생길 파급력을 생각하면 든

든하기만 하다. 

“경기도에 사는 사람에게 부산지역의 행사 안내 배너광

고는 불필요하게 화면을 차지하는 요소입니다. 반대로 

반경 몇 km 이내의 실제적인 서비스 광고는 정보가 됩니

광고 모바일 앱 서비스, 잇빌리지(It Village)’를 개발해 

2016년 1월에 발표했다. 

“만만하게 생각하진 않았지만 생각보다 어려운 점이 많았

어요. 이전 회사에서 10년간 프로젝트 30건 이상을 책임

질 때도 납기, 품질에 문제가 생긴 적은 한 번도 없을 정도

로 꼼꼼하다 자부했는데, 내 일로는 어렵더군요. 모바일 

기반의 공간정보는 PC기반의 공간정보와 전혀 다른 차원

에서 접근해야 했기에 신경 쓸 부분도 많았어요.”

시작은 한걸음부터다. 처음부터 완성품일 수는 없었다. 겸

허하게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먼저 PC기반의 좌표값 체

계는 정보가 쌓일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데이터가 무거워

지기 때문에 모바일에 최적화한 공간정보 서비스를 개발

했다. 1차 발표 때는 6,000여 공공기관의 공지 및 소식정

보, 위치정보를 제공하고 2차로 거주지역 국회의원 선거

정보를 제공했다.

“3차로 적용할 서비스를 가지고 2016 스마트국토엑스포 

공간정보 융·복합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출품했어요. 대

형 포털사이트의 지도를 보면 하나의 건물에 하나의 업체

명만 있거나 아예 적혀있지 않은 경우가 많죠? 건물에 있

는 모든 업체의 이름을 공간정보의 확장성을 활용해 중첩

해 넣자는 아이디어였어요. 결과요? LX한국국토정보공

사 사장상인 장려상을 수상했죠.”

정재헌 대표는 ‘잇빌리지’의 현재 서비스는 예상한 전체 

기능의 10% 가량 구현된 초기 모델이라고 덧붙인다. 서

약하던 동료들이다. 주로 LH공사와 국토교통부 관련 프

로젝트를 담당했는데, LH공사가 진주로 이전하면서 새

로운 계기를 찾아보자는 뜻을 모으고 창업에 나섰다.

기술력과 별개인 서비스,

제대로 된 내 서비스를 만들자

인듀어런스의 팀은 현재 3개로 나뉜다. 모바일, 금융, 공

공(SI) 분야가 그것으로 처음 관심을 둔 분야는 모바일 서

비스다. 정재헌 대표는 2012년 국토교통부 ‘온나라부동

산포털’을 수주하고 프로젝트 매니저를 담당하면서 많은 

게 바뀌었다고 말한다.

“온나라부동산포털을 만들고 관리하던 업체에서 입찰을 

포기했어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가운데 가

장 이용량이 많은 서비스였는데, 시스템 운영은 엉망에 가

까웠죠. 속도도 무척 느렸고요. 6~7개월에 걸쳐 사이트를 

정상화하면서 느낀 점은 두 가지입니다. 공간정보 서비스

가 매력적이라는 점, 서비스는 참 힘이 세다는 점이죠.”

공간정보 업체들이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

제 서비스 운용에 관해서는 문외한이나 마찬가지라는 사

실을 깨닫고 정재헌 대표는 “내가 해야겠다.”, “나만의 공

간정보 서비스를 만들어야겠다.”하고 결심했다. 인듀어

런스를 창업하자마자 이전 회사에서 주력하던 sI는 논외

로 하고 모바일에 집중했다. 그리고 우리 동네의 모든 정

보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기획·개발된 ‘O2O기반 지역

서비스란 
좋은 아이디어를 구현해 
이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만드는 것

공간을 만드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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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공간정보

공간정보를 통한 새로운 생태도시 

전주를 꿈꾸다

2016년 2월 조직된 공간정보팀은 전주시청에서 약 10

년 만에 새롭게 부활한 부서다. 지리정보 업무라는 이름으

로 2000년대 초반까지 왕성하게 활동하다가 어느 정도 업

무가 경지에 올라서면서 자연스럽게 없어진 부서가 ‘공간

정보’라는 이름으로 시대의 변화와 함께 새롭게 부각되면

서 다시 전담팀이 만들어진 것이다. 

한중희 팀장을 비롯해 함일현 주무관, 손은미 주무관 등 

총 3명이 일하는 공간정보팀은 규모는 작지만 전주시 공

간정보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하는 일은 결코 적지 않다. 

시계열 정사영상 구축사업을 비롯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

(KOPSS, 이하 KOPSS) 활용, 공간정보 기업지원 등 향

후 전주시를 움직일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중 KOPss는 그 다양한 활용도로 맞춤형 생태도시를 

지향하는 전주시의 미래를 조망한다는 점에서 크게 주목

받고 있다. 

1,100년의 역사를 가진 전주시에서 공간이란 전

통과 현재가 혼재된 살아있는 생물 그 자체다. 다

양한 지리적 특성과 공간분포도를 가진 전주시

가 올 초 공간정보팀을 신설해 융합형 공간정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은 전통의 기반 위에 미

래를 얹어 새로운 생태도시 전주로 거듭나겠다

는 의지와 다름없다. 처음 생겼으나 그 구성원

과 이력은 결코 만만치 않은 전주시청 공간정보

팀을 만났다.  

Writer. 이경희(칼럼니스트)

자료 사진 제공. 전주시청

융합으로 

공간정보산업의 

미래를 

선도하다          

전주시청 공간정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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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에 대한 데이터마트 구축을 가능케 한다.

기존 장비와 연계 등 최적의 구성과 설치는 물론 유관 시스

템 등에서 수집한 원시자료 변동 시 데이터마트DB 연계 갱

신 역시 KOPss의 장점 중 하나다. 전주시는 KOPss의 

최적화된 활용을 위해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고 시스템 안

정화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각 방면에 걸쳐 최상의 컨

디션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공간정보, 

융합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다

전주시청 공간정보팀은 업무의 핵심 키워드를 ‘융합’이라고 

단언한다. 과거에는 과학기술적인 업무가 전부였다면 지금

은 인문학은 물론 사회적 이슈까지 얹어 그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 목표라는 의미다. 내년에 추진할 ‘GIS를 활용한 우리아

이 통학로 안전지도 구축’ 사업 역시 그 일환이다.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우리아이 통학로 안전지도를 시범 

구축하고자 합니다. 어린이 관련사고 우려지역 표시 지도

를 제작해 전주시 홈페이지를 통한 안전지도 서비스 제공

과 연관 데이터를 개방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함일현 주무관의 소개에 손은미 주무관이 설명을 덧붙

인다.

“경찰청으로부터 어린이 교통·강력사건, 소방서로부터 어

린이 구급구조, 여성가족부로부터 성범죄 등 어린이 사건사

고 데이터와 지역별 학생현황, 주민등록상 어린이 현황 데

이터 등 각 기관별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 관련 공공데이터

를 조사·수집해서 우리시 공간정보시스템에 접목하고 통학 

시간대 위험·취약지역을 분석한 뒤 지도상에 안전통학로를 

표현하게 되는 과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 팀장은 이 결과물로 통학로 주변 위험환경을 개선하고 

각 초등학교에 안전지도 동영상을 배포하며 관계기관에도 

자료로 제공해 학부모들과 학교가 보다 안전하게 아이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데 일조할 것임을 밝혔다.

이외에도 과거 항공사진이 필름지와 스캔파일 형태로 보관

되어 각종 행정증빙 자료 열람 및 보존관리에 애로점이 있

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전주시 시계역 정사영상 구축사

업을 추진하고 전주시 변천과정을 담고 있는 중요한 역사

자료인 항공사진을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 도입을 

준비하는 등 2017년 전주시 공간정보 업무는 빈틈없이 꽉 

“KOPss란 ‘Korea Planning Support System’의 약

자로, 국토해양부가 구축해온 각종 GIS데이터를 활용하여 

공간계획 정책수립, 시행, 평가 등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

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이 시스템

을 개발, 보급하는 단계에서 우리 전주시가 선정이 되어 현

재 수행 중이에요. 이 시스템은 3D 경관 시뮬레이션을 통

해 구조물의 가시권, 시곡면, 일조권 등을 분석할 수 있으며 

실제 도시개발에 있어서 난개발 방지와 시행착오를 최소한

으로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보다 효율적인 공

간계획업무 수행이 가능해진 거지요.”

한중희 팀장은 무엇보다 이 사업은 기존 지리정보시스템의 

기반이 충실히 되어 있어야 선정이 될 수 있었던 사업으로 

전주시가 그간 구축해왔던 지리정보 시스템에 대한 또 다

른 인정과 다를 바 없음을 설명하기도 했다.

KOPSS의 면면은 매우 세밀하고 정교하다. 총 5개, 즉 지역

이, 터잡이, 재생이, 시설이, 경관이로 나누어진 분석모형은 

각각 지역통계 현황정보 파악, 입지 분석, 재개발사업 기준 

현황분석, 공공시설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 배치, 자연경

관과 건축물의 3차원 시뮬레이션을 통한 분석을 제공하고 시 

우리동네 공간정보

전주시 시계열 항공사진 구축 사업 중 과거 항공사진 시계열 DB구축 및 활용사례 중 

하나로 하천, 도로개설 등 지형변화 확인 및 민원 해결이 가능하다.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KOPSS)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KOPSS 경관이를 

활용해 대상지 건축물 높이 현황 파악할 수 있다.
KOPSS 재생이를 활용해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노후불량률 등 공간정보를 

분석했다. 

매핑을 통한 정밀지도를 쉽게 만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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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다양한 시도를 하거나 아이디어를 내는 것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론 중 하나였던 셈이지요.”

그 덕분일까? 한 팀장은 전주시의 공간정보 사업을 타 지

자체와 비교해서 ‘최고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트렌드를 따라가기 위한 타 지자체와의 적극적인 교류 및 

네트워크 형성은 전주시청 공간정보팀이 갖고 있는 최고

의 힘이라고. 함 주무관이나 손 주무관이 팀장으로부터 

공간정보에 관련된 최신 동향이나 뉴스를 수시로 전달받

고 타 시도에서 열리는 공간정보 관련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의 일인 것이다.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는 것, 하기 어려운 것에 당장 발목 

잡히지 않고 더 많은 정보와 아이디어, 사업안을 자유롭

게 펼칠 수 있도록 독려받고 있는 공간정보 팀원들은 이

를 통해 자신이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객관적 시각과 함

께 보완점을 깨닫는 데 큰 도움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지하시설물, 3차원 분석, 정사영상 업무를 담당하고 있

는 저는 공간정보 업무를 하면 할수록 다방면의 많은 것

을 알고 느껴야 이 업무를 제대로 완성할 수 있다고 느낍

니다. 어떻게 방향성을 잡아가야 할지 고민이 많지만 업

무 이외의 것에 대한 관심을 더욱 키우고 정보를 적극적

으로 받아들여 맡은 바 업무를 제대로 완성하고 싶습니

다”라고 말하는 함 주무관. “공간정보 데이터 관리가 가

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

로 분석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초기 구축 업데이트

가 덜 되어 있는 가로수, 공원 등의 정보 데이터에 정확성

을 기하고 싶어요. 매년 개발지역 위주로 지도 제작을 갱

신하다보니 아무래도 구시가지가 좀 소홀한 부분이 있는

데 그것들을 모두 균일한 수준으로 올리고 싶습니다”라

는 포부를 밝히는 손 주무관. 그리고 “팀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하는 한 팀장의 믿

음직한 선언이 전주시 공간정보 사업의 미래를 단단하게 

떠받치고 있는 듯했다. 전주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

래를 아우르고 있는 공간정보팀의 활약, 이들의 힘이 대

한민국 공간정보산업의 지표가 되길 바라본다. 

차 있다. 전주시에 위치한 공간정보 기업을 돕기 위한 기업 

솔루션 현장방문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사안이다.

이쯤해서 궁금증 하나가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공간정보 

업무라는 것이 아무래도 기존의 지리정보 업무와는 다른 

과정과 방향성을 갖고 움직이는데 타 부서와의 업무연계

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해 한 팀

장이 명쾌한 답변을 내놓는다.

“새로운 업무를 발굴하다보니 다른 직원들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원래 하던 것을 계속 하려고 하는 관성은 누구나 

갖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걸 만들었으니 

같이 해보자’하면 불편할 수도 있는데 다행히 일단 시도해

본 직원들은 훨씬 편하고 좋다는 것을 느끼고 받아들입니

다. 예를 들어 새로운 도시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경관심

의를 받아야 해요. 예전에는 용역업체들이 기존 2차원 지

도에 자신들이 사진 찍은 것을 얹어서 보기 좋게 그림을 만

들어 오면 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를 했지요. 하지만 저희 

시스템 분석으로 높이, 색상, 조망권, 일조권이 다 3차원 분

석이 됩니다. 초창기에는 우리가 분석해서 만들어주기도 했

는데 우리가 업체보다 더 정확하고 세세한 자료를 도출할 수 

있으니 처음에 귀찮아하던 직원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됐지요. 무엇보다 실용성과 정확도가 과학적인 지표 아래 

정확한 자료로 도출되니 업무에 큰 도움이 됐고 지금은 직원

들 분위기가 능동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공간정보팀 모두가 많은 의미를 포함한 미소를 짓는다.

전주시 공간정보 미래가 

우리 손 안에

전주시는 지리·공간적 특성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두드

러지는 도시다. 1,100년이라는 유구한 역사 속에서 구

도심, 공업지역, 혁신도시, 신시가지, 농업지역, 산림지

역 등 거의 모든 분포도를 갖고 있는 덕분에 2000년대 초

반에 GIS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돼 수많은 지리정보 사

업을 벌였던 화려한 이력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같은 다

양성은 공간정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장점과 단점을 모두 

발현시킨다.

“역사성과 다양성은 공간정보 활용을 잘 드러나게 해주

기도 하지만 오래된 구도시가 많다 보니 데이터를 정확히 

유지하는 것이 어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이 우

리 시로 하여금 새로운 시스템이나 기술을 더 빨리 받아

들이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해요. 공간정보 사업을 위

mInI IntErvIEw 

공간정보의 중요성을 말하다

 

현재 행정시스템과 공간정보시스템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함께 돌아가는 융합의 관계죠. 공간정보팀의 수장으로서 각 전

문 분야를 융합시켜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그 효과로 인해 우

리 전주시민과 전주시가 향후 대한민국 공간정보산업에서 선

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길 바랍니다. 현재 그것이 신생팀인 저

희가 지고 있는 가장 큰 책임이 아닐까 싶습니다. 믿고 지켜봐

주십시오.  

 

인간은 공간을 떠날 수 없고 공간 안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인간과는 밀접한 관계로 가장 소중한 삶의 터전이기도 

하지요. 공간정보산업의 종사자로서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만

큼 기초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식, 최신성과 무결점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각 유관기관과 협력 및 연계를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자 합니다. 매사에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공간정보의 뜻은 지상, 지하, 수중, 하늘 등 지구상 모든 존재의 

정보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공간정보에 대한 중요성을 그

만큼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행정, 사업, 복지 등 다양한 분

야에 공간정보가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생활에는 없어서는 안 될 공기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공간정보의 중요성을 더 널리 알리고 싶어요. 팀장님 이하 모두

가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동네 공간정보

한중희

팀장

함일현 

주무관

손은미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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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GIs팀 직원들의 어깨는 누구보다 무겁고 그 마음

은 뜨겁다. 

“스마트GIs팀이 생긴 건 지난 8월, 기존에 업무를 해왔던 

지도기획팀이 업무적인 내용과 시대에 맞춰 팀 이름을 바

꾼 것이 그 출발이었습니다. 현재 저희는 인천시에서 이루

어지는 모든 지도서비스 업무를 하고 있는데 대시민용 서

비스, 내부적인 공무원 서비스 등을 모두 아우르고 있죠. 

지도서비스와 관련된 시스템을 운영관리하는 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팀의 정체성에 대한 간결하고 명확한 박

현철 팀장의 설명이다. 

현재 스마트GIs팀의 직원들은 총 4명, 박현철 팀장을 위

시로 조기웅 주무관, 이선화 주무관, 김정욱 주무관이 함

께 일하고 있다. 인원은 적지만 각자의 역할이 분명하게 나

뉘는 동시에 협업에서도 흠잡을 데 없는 팀워크를 보여주

고 있는 것이 특징으로 조기웅 주무관은 플랫폼 클라우드 

인천시의 비전을 앞당긴다

토지정보과에 속해 있는 8개팀 중 하나인 스마트GIS팀 

멤버들을 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취재진은 유병윤 행정

관리국장과 이상근  토지정보과장들을 먼저 만나는 시간

을 가졌다.   

유병윤 행정관리국장은 “다른 시도보다 공간정보 활용면

에서 앞서가는 인천시”에 대한 자부심을 감추지 않으면서 

“이를 통해 행정의 혁신까지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역시 거리낌 없이 드러냈다. 인천시청 간부회의에

서 늘 그 중요성이 화두에 오르는 것은 물론 유정복 인천시

장, 조동암 부시장 역시 그 중요성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이야기도 상세하게 덧붙인다. 이상근 토지정보과장 역시 

마찬가지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가장 말석이었던 우리

과의 위상과 분위기가 달라졌다. 많은 관심이 공간정보에 

쏟아지고, 기대가 커진만큼 우리과의 책임이 커졌다. 더 

노력해서 최고의 도시를 만들겠다.”는 말로 8개팀으로 구

성된 토지정보과가 받고 있는 기대에 대해 언급하며 그 ‘책

임감’과 ‘부담감’에 대한 이야기를 토로한다.  

도시 구성원과 교통, 공간정보의 모든 것이 완벽하게 네트

워킹화 되어 언제 어디서나 정보통신기술을 자유롭게 사

용할 수 있으며 친환경에너지, 사물인터넷 등을 도입, 쾌

적하고 편리한 삶을 보장해 주는 미래형 도시 스마트 인

천을 꿈꾸는 지금 이 순간, 오늘의 주인공인 토지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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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청 토지정보과의 분위기는 남달랐다. 가장 스마트한 인천을 만들어갈 핵심 부서로 주목

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스마트GIS팀 4인은 그 중심에서 가장 치열하게, 가장 열정적으로 달리

는 인물들이었다.

GISSmart

Incheon
스마트 인천을 앞당기는 

최정예부대

인천광역시청 토지정보과 

스마트 인천의 선봉에 있는 유병윤 행정관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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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확장, 이선화 주무관은 유지관리, 김정욱 주무관은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조기웅 주무관은 지난 2월, 국

내 최초로 개방형 지도 플랫폼 구축과 지도정보의 행정정

보 자산 등록 수행으로 ‘제2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대통령

상을 수상한 인물이기도 하다.

국내 최초로 개방형 지도 플랫폼 구축

스마트GIS팀이 이룬 가장 혁신적인 업무는 바로 클라우

드 기반 위에서 지도를 구축했다는 사실이다. 

“기존에는 지도가 공급자 위주의 방식이었습니다. 공급

자가 사이트를 만든 뒤에 사용자가 그걸 볼 수 있도록 했

는데 이제는 사용자 중심의 플랫폼을 사용하는 겁니다. 클

라우드GIs는 사용자가 직접 지도를 만들고, 만든 걸 어디

서든 어떤 디바이스를 이용해서든 정보를 공유하고 편집

해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말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지역

의 병원을 다 모아서 텍스트로 정보를 작성하는 게 아니라 

지도 위에 구현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는 인지 향

상은 물론 인근 지역 정보까지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지요.”

조 주무관은 인천시가 공간정보 사업에서 타 지자체를 압

도하는 것은 기술적인 부분이 GIS의 전제조건이 되기 때

문이라고 설명하며 “기본 엔진, 서버에 대한 이슈가 있

는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부분을 다 갖추지 않으면 

시행할 수 없기에 결국 앞선 기술과 운영능력이 인천시

청 공간정보 사업의 든든한 초석 역할을 하는 셈” 이라

고 말한다.      

그렇다면 스마트GIs팀이 이룬 성과를 두고 인천시민들은 

어떤 혜택을 보는 것일까? 

백문이 불여일견, 직접 육안으로 확인해보자. 인천지도포털

(http://imap.incheon. go.kr)에 접속을 하면 인천시 부

동산 실거래가 정보를 모바일, PC에서 직접 실시간으로 확

인할 수 있다. 2015년 3월부터 실시한 이 서비스는 작년에 

국민은행과 협약을 맺어 그 정보를 클라우드GIS 기반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인천시민들에게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행정 혁신과 발전에 있어서도 클라우드GIS의 역할은 혁

혁하다. 일례로 클라우드GIS 통합영치지도 사업이 과태

료·자동차체납 해소의 효과적인 업무 지원과 행정효율 제

고로 ‘2015년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 대회에서 대

통령상을 수상한 것도 클라우드GIS의 활용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스마트GIS팀은 현재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플

랫폼 기반에서 어떻게 협업을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사업

공모를 해 플랫폼 기반으로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프로

젝트 43개를 진행 중인 것. 내년 2월에 이 사업이 끝나면 

정보 공유가 어려운 상황이 종료, 자연스럽게 정보가 공유

되는 체계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모두가 기대를 하고 있다.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보들을 쉽

게 활용할 수 있게 만들고 공공의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어 시민 생활에 보탬이 되고 싶다는 스

마트GIS팀. 그들의 열정과 바람이 있기에 ‘스마트 인천’

이라는 거대한 꿈은 머지않은 현실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그들과 함께 가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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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보과의 기둥, 이상근 과장

“공간정보를 통한 행정혁신을 꿈꿉니다”

우리 시가 지향하는 바는 바로 스마트 

시티, 스마트 인천입니다. 다양한 대

용량의 정보를 모아서 문제가 발생하

기 전에 선제 대응하고, 문제가 발생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

는 형태를 가지려는 거지요.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과학적인 의사결정, 합

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다수의 이익

을 만들어낼 수 있는 IT 의사결정체계를 GIS플랫폼 기반으

로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작년에 도시기반시설물관리체계

를 플랫폼 기반으로 고도화를 했습니다. 이는 기술적인 차

원에서 그간 1차원적인 데이터관리를 해 온 것을 2.5단계

를 뛰어넘은 겁니다. 

올해 6월에 관련된 컨퍼런스를 열어서 전국 지자체 공무원, 

엔지니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했는데 우리의 고도화는 기

존의 정보관리 시스템을 뛰어넘어 활용 단계로 넘어간 것입

니다. 행정에서 갖는 위치정보는 민간정보에 비해 훨씬 큽

니다. 이를 통해 행정혁신을 추구하고 그렇게 이루어진 행

정혁신은 결국 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연말에는 우리 인천시가 어떻게 스마트 인천을 구현할 것인

지가 구체화될 것이고 향후 인천시의 방향성을 가장 명확하

게 보여주는 부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의 정보

들을 쉽게 활용할 수 있게끔 빠른 시간 내에 공개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클라우드 기반의 행정업무 시대를 예측합니다”

저는 팀에서 클라우드 기반 위의 지도

서비스를 하는 데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전

산보안부터 각종 관련 업무를 하는데 

이를 위해 정보화담당관실이나 정보

통신보안담당관실과 적극적으로 협

력을 하고 있지요. 

스마트GIS팀에 와서 많은 업무를 배

웠는데 무엇보다 직원들 개개인의 뛰어난 능력은 물론 팀

워크까지 좋아 매우 즐겁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IT는 매

우 급속도로 변화하는 분야입니다. 지금은 개인마다 PC
가 있고 그걸 활용해서 업무를 하지만 조만간 클라우드 기

반으로 모니터만 갖고 작업을 하는 시대가 머지않아 올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빨라서 예측 변화가 힘들지만 빠

른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전문교육을 꾸준히 받아 개인적

인 역량을 키우고자 합니다. 공간정보의 최전선에서 일한

다는 자부심으로 스마트 도시 인천을 위해 제 작은 힘을 보

태고 싶습니다. 

“공간정보의 기획과 교육, 모두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겠습니다”

팀에 온 지 6개월이 된 신참입니다. 

현재 행정정보 맵 서비스 사업을 하

고 행정 주제도 각 부서에 제공하며 

KRS시스템 관련 업무도 하고 있어

요. 업무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정보 

공개를 꺼리는 각 부서에 자료 공개 

협조를 구하는 것입니다. 거절당했을 

때 풀어가는 노하우요? 좋은 목소리

로 잘 설득을 하는 거지요(일동 폭소). 하지만 주제도를 만

들어 각 부서에 제공했을 때 “너무 잘 만들었다. 고맙다”는 

얘기를 들을 때면 이 일의 보람이 크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향후 10년 뒤에는 부서 간 칸막이가 없어지면서 자유롭게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시정이 운영되지 않을

까 싶습니다. 현재 공간정보에 대한 모든 사항을 선배님들

에게 열심히 잘 배우고 있는데 몇 년 뒤에는 선배 주무관님

처럼 저 역시 기획도 하고 교육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

추고 싶습니다. 앞으로 더욱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인천시의 선도적인 공간정보 사업을 지켜봐주십시오”

우리 인천시의 공간정보 사업의 특징

은 선도적으로, 독자적으로 추구해온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시가 

다른 지자체보다 차별화된 점이자 다

른 지자체보다 더 앞서 나가는 부분이

라고 생각합니다. 예로 우리시의 토지

정보과는 항공사진을 1980년대부터 

찍고 데이터관리를 해왔는데 그때부

터 GIS에 대한 경험이 쌓이다보니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고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우리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협업입니

다. 각 부서에서 가진 정보를 효과적으로 취합해 공간정보

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데 아직 의견조율이나 관심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선을 위해 많은 직원들이 보다 다양한 의견을 주길 바랍

니다. 팀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이 일하기에 더 좋은 여건이

나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밑거름이 돼 주고 싶습니다. 직

원들이 서로 유대관계를 갖고 어려운 부분은 협력해서 잘 

풀어주길 기대하고 있지요. 개개인의 역량이 아직 덜 나온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기대가 크고, 

늘 열정적으로 일해 주는 직원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

고 싶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어도 시

민들이 활용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만큼 시민들에게 한발 

더 다가갈 수 있는 살아있는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제 역

할을 다하고 싶습니다.

Interview

박현철 팀장

이선화 주무관

조기웅 주무관

김정욱 주무관

우리동네 공간정보



Global Brief 교육현장을 가다

부경대학교 공간정보시스템공학과 Writer. 임지영

Photographer. 안용길

5 6 5 7

공간정보 MAGAZINE 2016

Writer. 최정주(LX한국국토정보공사 홍보처)

공간정보 maGaZInE 2016

04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Best Champ 우수사례

#

공 간 정 보  아 카 데 미 ,

사 람 이 인 재 를 만 든 다

2013년 10월.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에 열중하던 중, ‘국가인적

자원개발컨소시엄사업 TFT 근무를 명함’이란 인사발령 공문이 

눈에 들어왔다. 발령일자가 되어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이 뭐지?’하는 의구심을 품고 출근해 보니 그야말로 눈 앞

이 깜깜했다. 

이미 국토교통부로부터 공간정보 분야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

시엄사업 운영기관으로 지정통보를 받은 상태로, 사업계획서 제

출이 다가오고 있었다. 

더욱이 공사는 지금까지 내부직원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진행 했을 뿐 외부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없었다. 누구

도 해보지 못한 사업이었고 경험도 없었다. 또한 각 지역에서 보

내진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 역시 쉽지 않은 일

이었다. 

각자가 밤에는 컨소시엄사업계획서 제출을 위해 규정과 내용

을 검토했고, 낮에는 기업체를 돌며 홍보에 임했다. 외부에 대

한 교육사업이 전무했기에 기업체 임원들과 교육사업설명회

를 개최하고,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과 과정에 대한 전문가 회의

를 가졌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14년 6월 더위가 시작되기 전, 우리는 드

디어 30명의 아이들과 마주했다. 첫 오리엔테이션이 있던 날, 

아이들의 눈빛을 잊지 못한다. 새로운 설렘과 두려움으로 비장

한 각오를 가지고 책상에 앉아 있던 그들을 기억한다. 취업예정

자인 양성과정 교육생을 두고 우리는 ‘아이들’이라고 불렀다. 나

이차이도 있지만 좀 더 친밀하고 하루라도 빨리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이다.

 

교육이 시작되면서 우리가 준비했던 것들이 현실과는 다르게 나

타났다. 첫 수업이 시작되고 학생장과 부학생장이 찾아왔다. 교

출 발 , 주 사 위 를 던 지 면

한 칸 은 전 진 한 다 .

교육을 수료하였다. 5개월이라는 장기교육임에도 불구하고 30

명 모두가 수료한 것에 대해 대견하면서도 그들이 자랑스러웠

다.  눈이 오는 12월이 되자 이제 하나둘 좋은 기업체로 입사하

고 있었다. 아직 취업하지 못한 친구들은 다시 교육장으로 나와 

취업에 필요한 역량을 길렀고 취업을 하여 입사 전까지 시간이 

여유로운 친구들은 이들을 도와 스터디를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

기도 했다. 학업의 길을 원하는 아이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친구

들이 새로운 일터에서 오늘도 열심히 공간정보산업의 미래를 위

해 힘쓰고 있다. 

어느덧 아이들이 떠나고 시끄럽고 복잡했던 강의실은 조용해졌

다. 금방이라도 아이들이 “과장님!”하며 활기찬 목소리로 문을 

열고 들어올 것만 같았다. 꽃피는 계절, 채용을 해준 기업체를 방

문하였다. 채용에 대한 감사와 기업체 입장에서 우리 교육의 부

족한 점은 없는지 피드백을 받는 자리였다.  

‘처처불공 사사불상(處處佛像 事事佛供)’이라는 말이 있다. ‘곳

곳이 부처님이니 하는 일마다 불공’이라는 뜻으로 세상 모든 일

을 불공드리듯, 만나는 모든 사람을 부처님처럼 대하라는 말이

다. 우리는 교육 운영을 통하여 교육생과 강사, 기업체 임직원, 

내부 직원들 그리고 관련 사람들을 만난다. 취업과 채용 또한 인

간의 일이고 성공 또한 사람으로 하여 시작되고 사람으로 결실을 

맺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 말이 와 닿는다. 

사람들은 우리가 작년 한 해 좋은 결실과 훌륭한 수확을 맺었다

고 한다. 비단 우리 노력만 있었으리라 생각하지 않는다. 강의진

과 학생들 모두의 노력, 그리고 함께 도움주신 내부 직원들과 기

업체의 도움과 격려, 학교 교수님의 조언과 충고가 다 이런 결실

을 맺었으리라. 결국 사람이 만드는 일은 시스템이나 프로세스가 

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사람이 사람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 일을 좋아하고 사랑한다. 세상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다.

육생의 반 정도가 교육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완벽한 전

문가를 양성해야한다는 생각에 높은 난이도로 진행했던 교육이 

무리였던 것이다. 교육과정을 시작하기 전 충분히 강사진과 회

의를 하고 준비를 했건만 생각과 현실의 차이가 컸다. 강사진에

게 좀 더 쉽게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요청했고 아이들에게는 처음

이라 아직 어렵게 느껴지지만 차츰 나아질 것이라고 설득했다. 

그리고 이 정도 난이도를 소화하지 못 한다면 기업체에 가서도 

전문가로서 인정받을 수 없음을 강조했다. 다행히 강사진과 아

이들의 노력으로 강의는 계속 진행될 수 있었다. 

우리는 취업예정자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관련 직종 전문가인 공간정보연구원들에게 협조

를 받아 ‘멘토 제도’를 만들었다. 연구원 2명에 교육생 1명을 묶

어 개별 집중 관리를 실시하는 것이었다. 성과는 놀라웠다. 아는 

기업에 추천을 직접 해주고 원하는 기업에 대한 상담도 아끼지 

않았다. 어떤 멘토는 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아이들을 위해 특별

강의도 준비했다. 이로 인해 전보다 동기부여가 확실해진 친구

들도 생겼다. 자신에게 있어 멘토가 자극제가 된 것이었다. 

그렇게 5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갔다. 수료를 눈 앞에 두고 모

두들 취업 때문에 정신이 없었다. 30명 모두 소중한 아이들이었

다. 좀 더 좋은 곳에 취업하길 원했고 자기가 원하는 기업에 불합

격했을 때는 같이 마음 아파하기도 했다. 비록 우리 곁을 떠나지

만 좋은 곳으로 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었다. 기업체를 찾아

다니고 메일을 보내고, 전화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자랑했고, 

면접 볼 수 있는 기회를 부탁했다. 

교육 마지막 날, 30명으로 시작한 아이들 모두가 아무 탈 없이 

오픈스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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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 아카데미는 공간 빅데이터 분석실습, 공간정보 사업수행 전략 및 시스템 관리, 공간분석 및 

공간통계 등 다양한 커리큘럼을 통해 공간정보 인재를 키우는 요람으로서 국가공간정보산업을 이끌고 있다. 

Open Space에서는 네 차례에 걸쳐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Best CHAMP 우수사례’로 선정된 

공간정보 아카데미 활동 수기를 연재로 소개한다.

멘 토 를 통 해

교 육 을  완 성 하 다 .

아 이 들 을

다 시 만 나 다 .

쉽 지 만 은 않 은

현 실 을  마 주 하 다 . 20 14 년 11 월 12 일

취 업 자 과 정 교 육 생 전 원 수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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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달린 거대한 지구 모형이었다. 이곳은 국토교통부 7대 

신사업을 소개해 놓은 곳으로 위성, 드론, 자율주행차, 스

마트홈, 수중드론 등 공간에 담긴 정보들이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바꾸고, 이끌어 나갈지 소개되어 지나는 이들의 눈

길과 발길을 사로잡았다. 

다양한 체험존에 관객들 몰려

전시관에서 관객들의 이목을 사로잡은 건 단연 체험존이

었다. IoT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홈 체험, 가상현실 시뮬

레이터를 통한 첨단 자율주행기술 체험, 가상현실을 이용

한 평창 동계올림픽 스키점프 체험, 드론길을 따라 미니 드

론을 직접 날리는 체험 등이 큰 인기를 끌었는데 자율주행

차 시뮬레이터 같은 경우는 체험을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로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다. 스키점프 역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체험을 기다렸는데 평창을 가지 않더라도 직

접 눈 쌓인 언덕을 활강해 내려오는 재미에 구경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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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에 
우리의 미래를 담다

2016 스마트국토엑스포

공간정보의 모든 것

지난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양재동 더케이호텔 안팎은 몰

려든 인파들로 북적거렸다. ‘2016 스마트국토엑스포’가 

개최되면서 해외 15개 국가, 400여 명의 공간정보 관련

기관 장관 및 국장급 인사, 국제 공간정보 발전협력회의, 

LX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산업진

흥원 등이 참여한 다양한 컨퍼런스, 볼거리와 체험거리

가 가득한 전시관 등 알토란 같은 프로그램들이 연이어 진

행됐기 때문이다. 

행사 둘째 날에 열린 ‘2016 공간정보 융복합 아이디어 경

진대회’는 ‘공간과 결합된 아이디어가 미래가치를 창조한

다’를 모토로 대학생, 창업준비자들이 참가해 많은 관심을 

모았다. 치열한 예선을 뚫고 본선 진출에 성공한 11개 팀

은 최종본선에서 직접 개발한 앱을 현장에서 시연하는 방

식으로 순위를 다투었는데, 경기대학교 ‘블루(BLUE)팀’ 

이 공간정보와 장애인 편의시설 정보 등을 활용해 장애인 

전용 길안내 서비스를 선보인 앱으로 대상을 수상하는 기

염을 토했다. 

‘2016 스마트국토엑스포’에서 행사 기간 내내 가장 주

목을 받은 곳은 바로 전시관이었다. 오픈시간부터 마

감시간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많은 관람객이 몰려든 이 

전시관은 국가공간정보기반(National Spatial data 

Infrastructure)의 영문약자 N, S, D, I의 4개 존으로 구

성돼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는데 첫째, N Zone(New 

Trend)에서는 국토교통부 7대 신산업을 소개하고 둘째, 

S Zone(Service, SI, S/W)에서는 공간정보 서비스산업

과 융복합 산업을, 셋째, D Zone(Development)에서는 

공간정보 구축기술 산업 및 각 기관과 지자체를, 넷째, I 

Zone (Interraction)에서는 설명회 및 교육강좌 프로그

램을 진행했다. 

전시관에 입장하자마자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공간정

보의 하늘’이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적힌 조형물과 그 중앙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LX한국국토정보공사, LH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연구원, 공간정보산업진흥

원, 공간정보산업협회 등이 주관한 ‘2016 스마트국

토엑스포’가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서울 

양재동에서 개최됐다. 올해로 아홉 번째를 맞은 스

마트국토엑스포는 ‘공간정보, 생활을 디자인하다’

라는 주제로 다양한 체험존이 포함된 전시관을 마련

하고 아이디어 경진대회와 컨퍼런스 등 다채로운 부

대 행사로 큰 주목을 받으면서 수많은 관람객을 불

러들였다. 공간정보를 통해 우리의 삶과 미래를 생

생하게 느껴볼 수 있었던 ‘2016 스마트국토엑스포’

를 만나보자. 

2016 박람회는 관람객을 위한 다양한 체험존이 큰 인기를 끌었다.

국토교통부 김경환 제1차관이 방글라데시 정무장관에게 LX한국국토정보공사의 ‘화폐로 보는 공간정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sm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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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된 컨퍼런스는 공간정보 사업의 

현재와 미래를 가늠할 수 있었던 한마당으로, 컨퍼런스마

다 30~500명까지 많은 사람이 몰려들어 관계자들을 바

쁘게 했다.   

한편 전시관 가장 안쪽에서도 놓칠 수 없는 강좌가 열렸다. 

공간정보 교양강좌라는 이름 아래 전시관을 찾아온 관람

객을 대상으로 사흘 동안 다양한 강의가 마련된 것이다. 신

동현 국토정보교육원장의 강의로 시작한 이 프로그램은 

심리학자이자 여러가지문제연구소 소장인 김정훈 씨의 

강의가 마지막을 장식했다.

체험존 외에도 전시관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수많은 산업

체와 기관, 지자체 부스들은 ‘2016 스마트국토엑스포’의 

위상을 여지없이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비행로봇의 연구

개발 및 제조 전문업체인 주식회사 바이로봇, 측량 및 공

간정보에 대한 축적된 기술로 GPS, Network 시스템, 

항공 레이저 스캐너 등의 첨단측량 및 서비스를 제공하

는 라이카 지오시스템즈 코리아, 국내 무인항공체계 분

야에서 눈부신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유콘시스템(주), 측

량 및 GIS 사업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패러글라이딩 시뮬

레이터를 들고 나온 새한항업주식회사 등 공간정보를 활

용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 기업 부스 앞에서 많은 

사람이 발걸음을 멈췄고 이외에도 한국도로공사, 국토

지리정보원, 통계청, 인하대학교 공간정보공학과, 대구

광역시 등 각 기관과 지자체, 학교에도 많은 관람객이 관

심을 보였다.

올해로 세 번째 ‘스마트국토엑스포’에 참석했다는 이승

우 씨(경기도 남양주시)는 “작년보다 더 흥미로웠고 내

실 있는 프로그램들이 돋보였다”고 짤막한 촌평을 남기

기도 했다.

우리 미래산업의 현재를 가늠하고 앞으로의 가능성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었던 ‘2016 스마트국토엑스포’. 최신 

트렌드의 다양한 공간정보산업과 체험, 이론이 함께 했기

에 대한민국 공간정보 사업의 현재와 미래를 짐작할 수 있

었던 소중한 한마당이었다.

체험하는 사람 모두 놀이기구라도 탄 듯, 신나는 웃음을 감

추지 못했다. 이외에도 가상현실(VR) 장비 없이 360° 영

상 시청이 가능한 360° 돔, 가상현실장비를 활용하여 지

하철 역 내부를 걷는 가상공간 체험 등도 큰 관심을 받았다. 

전시관 관람객들은 폭넓은 연령층을 보여줬는데 특히 학

생들은 드론 날리기 체험 등 평소 관심은 있었지만 직접 만

져볼 수는 없었던 새로운 아이템에 집중을 하는 모습을 보

여줌으로써 향후 드론 사업에 대한 관심과 가능성을 짐작

케 했다. 여성 관람객들에게 가장 크게 주목을 받은 곳은 

단연 네이버와 카카오였다. 우리에게 익숙한 초록색, 노란

색 이미지를 각각 노출 시키면서 아기자기한 팬시용품을 

참여 선물로 앞세워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네이버는 내비게이션, 버스, 지하철, 자전거 등을 보다 빠

르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네이버지도를 내세워 우리 생활

이 더 편리해지고 윤택해진다는 점을 내세웠고, 카카오 역

시 이에 질세라 카카오맵, 카카오버스, 카카오지하철 등

을 소개해 모바일 라이프 플랫폼의 신흥 강자로서의 면모

를 뽐냈다. 

우리 공간정보 사업의 현재와 미래

엑스포 기간 내내 열린 컨퍼런스 역시 일반인들과 관련 업

계 종사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한국오픈소스GIS

컨퍼런스’ ‘2016년 지자체 지명업무 담당자 워크숍’ ‘신

산업 창출을 위한 GNSS 데이터 민간확대개방 설명회’ 

공간정보 maGaZInE 2016

우리나라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유지관리하는 한국

도로공사는 공간정보시스템을 활발히 활용하고 있

는 기관 중 하나입니다. 이번 엑스포에서는 공간정

보를 기반으로 고속도로를 건설할 때 활용하는 시

스템, 유지관리할 때 활용하는 시스템, 사고나 재

난이 났을 때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전시

했는데 이번 엑스포를 통해 저희들의 공간정보 활

용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다른 기관이나 

업체에서 저희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게 될 경우 그 

과정을 통해 시스템이 업데이트되길 바랍니다. 공

공기관이다 보니 공사의 이익보다는 국민의 안전

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실제로 저희 부스를 방

문하는 관계자나 일반 관람객들이 “생각했던 것보

다 더 시스템이 잘되어 있다”고 평가해주셔서 감사

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공간정보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만 개인적

으로 조금 정체기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러한 행

사를 통해서 다시금 공간정보 관련 사업이 활발하

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분들

께 감사드립니다. 

mInI   IntErvIEw 

공간정보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국민생활 편의를 더할 터

우정엽 대리(한국도로공사 정보처)  

자율주행차, 가상현실(VR) 등 최신 기술들이 현장에서 소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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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문제점

기존 포털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항공사진은 낮은 해상

도와 사업시행 시점과 무관한 촬영일, 지적선과의 중첩으

로 인한 확인의 어려움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3. 항공사진 활용의 장점 

•사업착수 전 지적선과 현황비교 : 사업지구설정

•주민설명회 : 불부합지 이해, 사업관심도 증가

•현실경계중심 지적재조사 지적확정선의 근거자료

•향후 토지형태 변형 : 민원 대응 자료

•재조사 사업 : 시행 당시의 토지형태를 기록

기대효과 

•토지소유자: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향상

• 관청:지적재조사 사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 유지 

•LX한국국토정보공사:공간정보 구축을 위한 기술력 홍보

도해지역 측량성과 

정형화 방안에 대한 연구 

김기영

대구광역시 동구청 토지정보과

목적_ 비연속적인 종이도면의 속성, 토지의 형상 변화 등의 

원인으로 기지선정은 주관적일 수 밖에 없다. 현장여건만

을 고려한 책임회피성 성과결정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Writer. 편집팀

현장탐방 Ⅱ

열린 플랫폼 
공간정보를 말하다

제39회 지적세미나

지적재조사 측량 성과물에 

항공사진을 첨부하여 

관리하는 방안

류호승 

LX한국국토정보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예산지사

목적_ 지적재조사 측량과 항공사진 첨부, 그리고 바른땅 

등재 관리를 통해 한국형 스마트지적을 완성한다. 

현황 및 활용방안

1. 개요

UAV(드론)을 활용하여 항공사진을 취득하고 이를 활용

해 DeM 빌드 기반 고정밀 평면 정사사진을 생성한다. 

이후 GCP, 지적층량 기준점을 이용해 사진을 보정하는 

작업을 진행하여 지적재조사(바른땅) 사업에 항공사진을 

등록하고 스마트 지적을 완성한다. 

제39회 지적세미나가 2016년 9월 1일 서울 더

케이호텔에서 개최됐다. ‘2016 스마트국토엑

스포 행사’와 연계해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 

지적제도 개선과 공간정보 활용, 지적측량 발

전에 관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나누었다. 공간

정보산업의 미래를 전망하는 시간이 되었던 지

적세미나 현장과 총 3개 섹션, 11개 과제의 대표 

내용들을 살펴보자.

공간정보의 미래를 만나는 시간

공간정보는 지난 3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제2차 공간정

보산업진흥 기본계획’에서 창조적 융복합 시대에 걸맞은 

미래 국가 핵심자원으로 비중 있게 다뤄질 정도로 중요한 

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나날이 더 높은 경쟁력으로 새로

운 가치를 증명하고 있는 공간정보산업의 미래를 가늠하

는 스마트국토엑스포가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3일간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개최됐다. 

‘공간정보, 생활을 디자인하다’라는 슬로건으로 전시와 컨

퍼런스, 부대행사가 마련된 가운데 행사 둘째 날에는 엑

스포와 연계해 ‘제39회 지적세미나’가 더케이호텔 거문

고홀(B·C)에서 열렸다. 세미나에서는 LX한국국토정보

공사, 공무원, 학계 및 일반 공간정보 관련 전문가들이 행

사장을 가득 메운 가운데 공간정보의 활용과 지적제도 개

선, 지적측량 발전에 관한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콘텐츠로 

소통했다. 

세미나 발표자들은 엄정한 예선을 거쳐 LX공사 4명, 일

선 공무원 4명, 특별연구과제 발표자 2명이 선발되었으

며 이들은 열띤 발표를 통해 공간정보의 미래를 개척했다. 

제39회 지적세미나의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참가자들을 

위해 공간정보 매거진이 국토교통부장관상과 LX한국국

토정보공사 사장상에 빛나는 우수 발표들을 정리해봤다. 

전체 수상 리스트는 아래와 같다. 

국토교통부 

장관상

-------

대상

수상자 LIST

국토교통부장관상

대상 류호승(LX대전충남지역본부 예산지사)

대상 김기영(대구광역시 동구청 토지정보과)

최우수상 문정환(광주광역시청 토지정보과)

우수상 김슬기(경기 부천시청 민원지적과)

장려상 조상기(충남 보령시청 민원지적과)

LX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상

최우수상 이재성(LX부산울산지역본부 울주지사)

우수상 이윤석(LX광주전남지역본부 공간정보사업처)

장려상 김원호(LX서울지역본부 서대문은평지사)

sGE

그림 3. 직접촬영과 기존제공사진과의 해상도 비교

다음 네이버 직접촬영

그림 1. GCP(Ground Control Point)설치후 항공사진으로 확인

그림 2. 취득한 항공사진과 확정예정선의 중첩 국토교통부 

장관상

-------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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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GRMS 시스템(Graphic cadastral surveying Result 

Management System)을 이용한 정형화 작업 과정 

 

기대효과

•도면 가변성의 종결

•오류 필지 선별하여 실시간 처리 가능

•도해지역의 지리적 위치 확보 가능

•도해지역 수치화의 초석 마련

현황 및 활용방안

1. 연구 배경 및 목적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토지의 형상 변화, 주관적인 기지선

정, 측량성의 혼재 등의 이유로 도해지역 측량성과의 

정형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맞춤형 정형화 방

안을 구축해 측량성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대한민국 

국토의 효과적인 관리에 이바지한다. 

2. 도해지역 측량성과 현황

도해지역 측량성과 결정 유형은 기준점에 의한 성과와 현

형법에 의한 성과로 나뉘며 대부분은 현형법에 의하여 성

과를 결정한다. 

지적공부 수치화와 지적측량

자료 축적 및 활용방안 

문정환

광주광역시청 토지정보과

목적_ 도해지적의 문제점과 부정확한 측량으로 인한 경

계분쟁 등이 발생하고 있는 현재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도해지적의 수치화와 세계측지계로 변환한 좌표를 

지적공부에 등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보고 법률개

정 등 제도적인 범위에서 수치화를 촉진할 수 있는 방법

을 제시한다.

현황 및 활용방안

1. 지적공부 전산화 사업 진행 

2. 연속지적도의 문제점

도곽 및 축척 접합부분 불부합으로 인한 이격 겹침 등이 

강제적으로 접합하여 지적측량에 사용하지 못한다.

기본방향

정형화 방법

도면 분리하기, 상대적 위치가 동일한 성과 범위를 정하여 도면 분리01

도면 이동량 결정하기, 현장과 최대한 부합하는 위치로 도면 이동02

도면 위치 고정하기, 이동된 도면 세계측지좌표로 절대위치 부여03

오류 필지 처리, 도면 이동에 따른 오류 필지 따로 선별 처리04

일관된 성과 제시, 정형화 당시 성과범위·기지점의 위치 관리05

지적도면의 공신력 회복을 통한 일관된 성과 제시

3. 현형법의 문제점

현형법을 사용할 경우 기지선정 오류, 경계설정 오류, 도

곽접합 오류, 현장여건 변화, 복잡한 토지경계 등의 문제 

때문에 성과 간 불부합을 초래하게 된다. 

도면과 현장은 가변성을 띠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성

과를 확인하지 않는다면 일관된 성과를 제시할 수 없어 성

과간 불부합을 초래하게 된다.

4. GRMS 시스템(Graphic cadastral surveying Result 

Management System) 구축을 통한 정형화 시도 

GRMs는 도해지역 측량성과 정형화 작업을 수행함과 동

시에 지적측량 성과 결정의 패러다임을 바꿀 혁신적 시스

템으로, 도상경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지적

도, 나아가 토지행정의 공신력을 회복하고 주체성을 확립

하는 중요한 시스템이 될 것이다. 

도해지역
측량 성과

관리시스템

도로
구거

하천 등 
연속지 제외

성과 범위
이동량

확정하기

성과 범위 및 이동량의 조정 여부

블록별
성과별로
나누기

(성과범위 정하기)

오류필지
선별 및

처리방안
모색

세부측량 시

이동된 CIF 제공
성과범위 및 
이동량 검증

지형 지물 등과
부합되게

현형법으로
지적도면 이동 

현황도로 폭
중첩 후 필지별
도면과 현장 폭

비교

도로
구거

하천 등 
연속지 수정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으로
이관

NO YES

그림 1. 지적도면 전산화 과정(연속지적도)

성과물 작성

디지타이징 방법

보존상태가 불량한 지적도면

필지수가 적은 지적도면

스캐닝 방법

보존상태가 양호한 지적도면

필지수가 많은 지적도면

도면 분류 도면 분류

필계점 디지타이징 스캐닝 작업

디지타이징에 의한 파일 생성 스캐닝에 의한 이미지 파일 생성

출력 및 대사 작업 이미지 파일의 벡터화

지번, 지목 등 레이어별 편집 출력 및 대사 작업

DXF 파일 생성 지번, 지목 등 레이어별 편집

원본과 대조검사 작업 DXF 파일 생성

성과물 작성 원본과 대조검사 작업

주관적 접합 문제발생

비연속적인 종이도면 

그대로 전산화

주관적 기지선정

급격한 도시화

토지 형상 변동

기준점 멸실

사정선 상실

책임회피성 성과 결정

부동산가격 상승

경계민감도 상승

측량성과의 혼재

넓은 지역 측량 성과 

비교 가능

정확한 측량 가능

공간정보 융복합 가능

도면의 가변성

현장여건의 가변성

경계의식의 변화

측량기술의 발전

도해지역

측량성과결정

유형

기준점에 의한 성과 결정 현형법에 의한 성과 결정

사정선에 

의한

성과 결정

기존 

등록선에

의한

성과 결정

지형·지물 등

주변현황에 

의한

성과 결정

기타

(현황에 의한

도근성과

변경)

예) 그림 2. 현장 오류 -  기지착오로 인하여 현장의 경계가 도면에 비해 오른

쪽에 있는 도로폭만큼 이동되어 경계가 결정

예) 그림 1. 도면 오류 -  측량시기, 측량자의 도곽접합방식에 따라 불부합지

가 야기된 토지

국토교통부 

장관상

-------

최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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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탐방 Ⅱ

2. 기존 집계구 구획원칙 

일반 대중의 이해, 전국의 공통적 규칙 및 관리, 통계 단위

의 계층성, 단순한 형상, 사회경제적 동질성, 사생활 보호 

등을 고려하여 집계구를 구획한다. 

3. 현 집계구 구획의 문제점 

현 집계구 구획의 문제점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아래 그림

을 통해 살펴보자. 

3. 지정확정측량의 실시 

4. 지적공부를 세계측지계로 변환  

4. 개선방안 및 적용 방안

5. LX한국국토정보공사의 역할

연속지적도에 기반한 통계집계구 구획 개선을 위해 LX한국

국토정보공사의 공적 역할 수행 역량이 꼭 필요한 시점

이다. 

•완전무결한 국가공간정보 제작

•누구나 쉽게 찾아쓸 수 있는 플랫폼 구축

•다양한 공간단위의 품질 관리

기대효과 

• 도해 지적의 자연감소분 증가로 도해지적 수치화로  

공부관리 효율성 증대

• 지적기준점 및 공통점 관리로 성과가 좋은 기준점 확보

• 세계측지계로 지적공부를 정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지적측량의 정확도 향상으로 국민의 재산권 보호

연속지적도에 기반한 

통계집계구 구획 개선 방안

이재성

LX한국국토정보공사 울주지사

목적_ 연속지적도에 기반한 통계집계구 구획 개선 방안

을 마련한다

현황 및 활용방안

1. 개요

대부분의 통계 데이터 최소 단위가 읍·면·동이다. 하지만 이보

다 더 작은 등질지역에 대한 정보 수요가 늘어나면서 연

속지적도에 기반한 새로운 통계집계 공표구역의 구

획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그 개선점을 소개한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상

-------

최우수상

그림 3. 사회경제적 동질성의 부족

그림 4. 적정 인구 확보의 불균일성

그림 1. 집계구 구획 원칙

전국행정구역 공표단위

시·도

시·군·구

읍·면·동

집계구집계 / 공표단위

기초단위구

필지연속지적도

행정구역과의 불일치
연속지적도와 법정구역정보에 
기반한행정구역과의 일치

필지 경계를 고려하지 않은
불명확한 경계 확정 

필지 경계 및 하천, 도로, 구거의 
중심선에 일치

주택유형의 혼재로 인한
사회경제적 동질성 저하

주택유형 및 실제 
용도지역정보의 반영

기준에서 과소
과대한 인구수

현 집계구 인구데이터와 
수치지도를 이용한 인구수 추정

그림 2. 통계 단위 계층성의 부족 

그림 2. 지적면의 불부합(파랑:연속지적도, 노랑:개별지적도)

종전 지적공부 새 지적공부

지역측지계 세계측지계

그림 3.  지역측지계로 되어있는 지적공부를 세계측지계로 지정확정측량 후 등

록(지역에 따른 이원화 자료 활용)

등록

기준점 자료조사01

소관청계수 공통점 대상 추출02

소관청계수 공통점 선정 : 네트워크RTK 측량03

소관청계수 공통점 관측: GNSS 정지측량04

소관청계수 산출(기본변환)05

사업지구 선정06

사업지구 도면 생성07

사업지구 공통점(검사점) 선정08

사업지구 공통점(검사점) 관측: GNSS 정지측량09

사업지구계수 산출(평균 편차 변환)10

도형(필지) 변환11

공통점 성과검사:네트워크 RTK 측량12

일필지 경계검증:네트워크 RTK13

최종 성과 작성 및 완료 보고14

우측 이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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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홍은 1601년 명문가에서 태어나 생원시에 입격한 뒤 성

균관에서 수학하였고, 그 뒤 공조정랑(工曹正郞)ㆍ승정원승

지(承政院承旨)ㆍ사헌부장령(司憲府掌令)ㆍ지돈령부사(知

敦寧府事) 등을 역임했으나, 그의 인생 역정은 평탄치 않았

다. 그러나 그는 1666년(현종 7년) 중국 지도인 천하고금대총

편람도(天下古今大總便覽圖)를 제작하고, 7년 뒤인 1673년

(현종 14년)에는 조선팔도고금총람도(朝鮮八道古今總攬圖)

를 제작하였다. 

조선팔도고금총람도란 한마디로 조선 각 지역에 대한 역사적

인 기록과 주요 인물을 수록한 일종의 백과사전식 지도라 할 수 

있다. 지도는 목판으로 제작되었고 크기는 가로 96cm, 세로 

138.2cm이다. 지도 상단에 제목이 크게 쓰여 있고, 그 아래

는 조선팔도삼백삽십관대총노정기(朝鮮八道三百三十官大

摠路程記)가 실려 있다. 앞쪽에는 조선팔도의 남북과 동서의 

거리가, 이어 각 도의 감영에서 한양까지의 거리가 일정과 이

수(里數)가 함께 기록되어 있다. 맨 끝에는 제주에 대한 지지

가 적혀 있다.

지도 왼쪽에는 우리나라의 역사 개관과 지도에 기재된 정보

를 종류별로 정리한 발문이 길게 적혀 있다. 말미에는 ‘계축

맹하·안동김수홍근지(癸丑孟夏·安東金壽弘謹識)’라고 기록

하여 제작연대와 제작자를 정확히 밝혔다. 또 각 도의 고을 명

이나 산천의 형세 등은 당시 유행했던 지도를 따랐다고 밝혔

는데, 이는 국토의 윤곽이나 하천의 유로 등은 대체로 <신증

동국여지승람>에 실린 동람도(東覽圖)의 영향을 받은 듯 북

쪽이 심하게 찌부러져 압록강과 두만강이 거의 일직선으로 그

려졌다. 

이 지도의 가장 특이한 점은 수도 한양을 크게 그린 것이다. 이

는 많은 조선전도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없는 것으로, 어느 한쪽

을 크게 또는 작게 그리는 디포르메(difformer) 기법에 해당

된다. 둥근 도성의 중심에는 경도(京都)와 사대문, 경복궁ㆍ창

덕궁ㆍ창경궁ㆍ종묘ㆍ육조ㆍ사직 등이, 도성 밖에는 경기감

영ㆍ동관왕묘(東關王廟)ㆍ남관왕묘(南關王廟) 등이 눈에 띄

게 묘사되어 있다.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주ㆍ군ㆍ현의 지명과 자연지명 외에 

조선 중기의 문신 김육(金堉)이 편찬한 <해동명신록(海東名臣

錄)>의 내용을 근거로 전국의 이름난 인물의 정보를 지도에 표

기한 것이다. 그 인물들은 조선 중기 이전의 덕망이 높은 사람, 

경서(經書)에 밝은 사람, 문장이 뛰어난 사람, 열녀, 효자, 신비

한 행적이 있는 사람 등의 이름과 행적을 태어난 곳이나 죽은 

곳, 또는 관향에 표기하였다. 

지도 곳곳 여백에는 고대 중국의 성가법(聖家法)인 28숙(二十

八宿, 달의 위치를 기준으로 28개로 나눈 별자리)의 동방칠사

(東方七舍)에 속한 별자리인 각(角)ㆍ항(亢)ㆍ저(底)ㆍ방(房)

ㆍ심(心)ㆍ미(尾)ㆍ기(箕) 가운데 미와 기를 원 내에 기입하여 

우리나라가 이곳에 속해 있음을 알 수 있게 했다. 미수(尾宿)는 

여름철 대표적인 별자리인 전갈자리이고, 기수(箕宿)는 여름

부터 초가을 사이에 볼 수 있는 궁수자리를 말한다.

이와 함께 지도에는 백두산을 위시해 경흥부(慶興府) 동쪽 

60리 해상에 적도(赤島)와 그 남쪽에 녹둔도(鹿屯島)를 그렸

고, 삼척 앞 바다에는 우산도(于山島)와 울릉도가 위아래로 그

려 조선의 영토를 온전히 나타내고 있다. 조선팔도고금총람

도는 여러 판본이 남아 있으나, 서울역사박물관 소장본이 역

사적 의미를 인정받아 2008년 12월 22일 보물 제1602호로 

지정되었다.

한 장의 지도는 백 마디 천 마디 말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했다. 조선 중기의 문신 김수홍이 제작한 조선팔도고

금총람도는 조선시대의 지리정보는 물론 각 지역의 역사적인 기록까지 수록하여 고금(古今)을 함께 볼 수 있

도록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 지도로 평가된다.

보물 제1602호

조선팔도고금총람도

숭
실

대
학

교
 기

독
교

박
물

관
에

 소
장

되
어

 있
는

 조
선

팔
도

고
금

총
람

도

고지도를 찾아서

Writer. 최선웅

(한국지도학회 부회장, 한국고지도연구학회 이사. 한국지도제작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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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RI 리포트

토지·건물 통합공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활용방안

I. 서론

•   우리 인류가 삶을 영위하는 공간은 대부분 토지와 

그 토지상에 건축된 건물이며, 따라서 건물은 토지

에 정착된 인공물로서 토지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으나 관리를 위한 법령도 다르고 정부 및 지자체

의 담당부서도 달라 별도의 행정업무로서 분리가 

되어 있는 실정이다.

•   토지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이하 KLIS)에 변경

이력정보가 축적되어 있고, 건물은 건축행정시스

템(이하 세움터)를 통해 현재까지 변동정보가 관

리되고 있다.

•   이러한 지적과 건축행정의 이원화로 국토공간에 

관련된 통합적인 자료 축적과 활용이 어렵고 일반

국민에게는 한정된 열람 또는 민원발급만 가능

한 상태다.

•   또한 토지와 건물의 이용이 고도화되고 복잡화됨

에 따라 공간적 변화뿐만 아니라 시간적 변화상황

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상시적인 이용 및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   건축물에 대한 정보가 토지정보와 정확하게 매칭되

지 않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문제도 발생

하며 건물이 어느 토지에 위치하고 있는지 정확하

게 판단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한다.

•   따라서 토지와 건물의 관리 및 이용의 효과 증대를 

위해서는 토지별 변동이력 뿐만 아니라 건물정보

를 통합공간정보로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II. 본론

1. 토지·건물 특성정보 현황

•   토지정보와 건물정보를 통합·활용하는데 있어 문

제점은 관리기관의 상이에 따른 정보관리의 어려

움과 정보분산에 따른 정보 이용자의 불편, 정보의 

부정확성, 정보간 매칭의 어려움 등이다.

•   토지-건물정보 중 지적정보, 건축물정보, 가격정

보, 이용계획정보 등은 국토교통부의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고 등기정보는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서 관리하고 있다. 

•   이렇듯 정보의 관리 기관이 통합되지 않고 부서 및 

기관 간 공통정보가 일치하지 않아 어느 정보가 최

신인지 알아보기 힘든 상황이며 각 정보에 적용되

는 법령이 달라 부동산정보로서 하나의 통합된 정

보로 관리하기 어렵다.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이하 일사편리)에서 제공

하는 통합정보는 토지와 건물에 대한 정보를 한

꺼번에 볼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요약된 정보 

이외의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결국 각각 특

화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정보를 취득할 수

밖에 없다.

•   정확한 정보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갱신

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재 정부 및 공공기관이 

생산하는 정보 중 갱신주기가 1년 이하인 정보는 

14%에 불과하며, 이렇게 최신성이 반영되지 않

은 정보는 품질을 저하시킨다.

•   ‘GIS기반 건물통합 DB(이하 GIS건통)는 토지정

보와 건물정보의 공간 및 속성정보를 통합 구축한 

것으로, 세움터의 건축물대장과 KLIS의 지형도 

건물 레이어를 건물 단위로 매칭한 것이다.

•    그러나 GIS건통은 수치지형도를 기반으로 하여 

건물경계를 추출하였기 때문에 건물경계에 대한 

위치 정확도가 낮고, DB 갱신이 법적인 의무사항

이 아니기 때문에 갱신율이 높지 않으며, 변경된 

정보에 대한 갱신이 지자체별로 이루어지기 때문

에 정보의 품질이 지자체별로 상이하다.

•   이 때문에 정보이용자는 GIS 건통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타 부동산 정보를 추가적으로 확인하는 절

차를 거쳐야만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토지정보와 건물정보의 융합을 위해서는 공간정

보 간의 매칭, 공간정보와 속성정보의 매칭, 속성

정보 간 매칭이 서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토지정보

와 건물정보는 서로 상이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 데

이터 간 매칭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    즉, 토지정보 간에는 토지코드(PNU)로서 정보 간 

매칭이 가능하지만 건물 정보에는 도로명주소도

에 건물관리번호(25자리)가 부여되어 있을 뿐 건

축물대장과 주택특성조사표에는 건물 간 매칭할 

수 있는 관리번호가 없어 결국 도형정보와 속성정

보간에 매칭이 어렵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건물정보

에 통일된 건물관리번호가 존재하여 공간정보와 

속성정보가 일대일로 매칭되어야 한다.

2. 통합관리 방안

1) 통합관리의 방향성

•   공간정보 기반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  토지와 건물 각각의 속성정보는 지자체에서 각

종 인허가 업무에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잘 관리되어 왔고 토지에 대한 공간정보로 생각

할 수 있는 지적도(또는 연속지적도)나 용도지역

지구도 역시 정확도와 다양성이 부족한 측면은 

있으나 잘 관리되어 왔다.

     -  그러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단일 토지 내 건물의 

배치나 위치를 간략히 나타낼 뿐, 위치나 정확한 

지리적 위치와 형상을 표현하는 연속된 도면으

로 관리되지 않아 정보의 통합관리를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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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코드(3)+리코드(2)+산번지여부(1)+지

번본번(4)+지번부번(4)

     -  건물관리번호(25) = 시도코드(2)+시군구코

드(3)+읍면동코드(3)+리코드(2)+산번지여부

(1)+지번본번(4)+지번부번(4)+일련번호(6)

•   데이터 융합을 위해 우선, 토지의 공간데이터와 속

성데이터 간의 매칭을 실시하고 이때 매칭 방식은 

동일한 ID를 기준으로 한 테이블 조인(table join)

을 적용한다.

•   같은 방법으로 건물의 공간 데이터와 속성 데이터 

간의 매칭을 실시하고, 속성정보와 매칭 및 융합된 

토지 공간데이터와 건물 공간데이터 간에 매칭 실

시한다.

공간적으로 연결성을 갖도록 정보시스템을 구

축하여야 한다.

•   공부자료를 포함하여 공시가격, 실거래가, 실태조

사자료 등 연혁별 자료관리가 필요하다.

     -  정보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기존 정보시스템들

과의 차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토지 또는 건물

에 연도별 조사 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해야 한다.

     -  이들 자료를 교차하여 검증할 경우 기존 자료들 

사이의 불일치와 오류를 발견할 수 있으며, 그 원

인을 연혁적으로 추적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정

보의 시공간적인 다양성으로 정보 활용도를 높

일 수 있다. 

•   통합 DB의 구축과 갱신 시 위치와 속성을 정확히 

매칭하고 그 데이터를 공공과 민간에 제공한다.

     -  위치를 기반으로 한 토지와 건물의 매칭은 도로

명주소기본도 제작 시에도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문제이며, 여전히 위치정확도에 있어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  따라서 토지와 건물을 매칭한 데이터는 통합공

간정보시스템의 가장 핵심적인 정보가 되어야 

하며, 정확성과 최신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으로 매칭데이터는 활용도가 높고 필요로 

하는 수요처가 많기 때문에 정부와 민간에 개방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도시계획, 적지선정, 부동산정책 등 공공부문의 활

용지원은 물론이고 부동산 개발이나 이에 관련된 컨

설팅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분석정보를 제공한다.

     -  이 경우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분석업무를 위

탁받아 수행하고 비용을 지원받거나 민간에 분석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를 산정하여 받을 수 있다.

     -  특히 민간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정보의 이용수

준과 기간에 따라 이용료를 차별화하여 부과할 수

도 있어 공간정보 서비스의 사업화 의미도 있다. 

•   지적도상 건축물 등록 및 일원화된 정보관리가 필

요하다.

     -  공간적으로 토지(필지경계선이 표시된)에 건물(

외곽선이 표시된)을 그려 넣은 도면은 GIS건통이 

있으나 이는 제작 시 현실세계를 정확히 반영하기

보다는 연속지적도 위에 건물의 형태를 그려 넣은 

것에 불과하여 법적 효력은 갖지 못한다.

     -  따라서 공신력을 갖고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는 지적도 상에 건물을 등록할 수 있도록 건축행

정의 프로세스 개선이 필요하다.

•   최초수직구조재 측량결과와 현황측량결과도를 

이용하여 공간객체를 갱신할 수 있도록 법령 정비

가 필요하다.

     -  공간적 정확성을 유지하고 정보의 일관성을 유

지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건축

과정에 실제 측량한 현황측량성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 결과도면을 지적도에 등록함으로써 도

면이 갱신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정보연계 및 통합방안

•   토지정보와 건물정보 간의 융합체계는 속성정보

(필지지번, 건물주소 등) 기반의 테이블 매칭 및 융

합과 공간정보(지적위치, 건물위치, 건축평면위

치) 기반의 공간매칭 및 융합이 동시에 이루어져

야 자료 간 정합성 유지가 가능하다.

•   즉, 필지경계선, 건물경계선, 용도지역지구경계 

단위의 공간객체에 속성정보가 연계되어 있는 형

태로 구축되어야 한다.

•   속성정보는 크게 건물 관련 정보와 토지 관련 정보

로 나누어서 연계·통합한 후, 건물과 토지 간의 위치

관계를 이용해서 연계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   즉, 토지는 토지코드(19자리), 건물은 건물관리번

호(25자리)를 각각 유일식별자로 활용하여 분산

된 각 데이터를 연계할 수 있다.

     -  토지코드(19) = 시도코드(2)+시군구코드(3)+

•   이때에는 공간 조인(spatial join) 방식을 적용하

는데, 매칭 기준은 건물 객체의 무게중심이 포함

되어 있는 필지에 건물을 매칭시키는 기준을 적용

시킨다. 1

3. 통합공간정보시스템 구축 방안

1) 시스템 설계(안) 2

•   토지와 건물에 대한 도형정보는 각각 연속지적도와 

도로명주소 기본도로부터 추출하고 속성정보는 세

움터로부터 건축물대장과 건물 및 주택 인허가 사항, 

지적도 기반의 건축물 배치도, 건물 배치도 등을 연

계하며, 일사편리로부터 토지, 건물, 집합건물에 대

연속지적도
도로명주소 전자지도

건물레이어

토지건물
통합 DB

Table Join Table Join

Spatial Join

토지대장
토지특성조사서

건축물대장 주택특성조사서 
건축물연혁정보

통합공간정보

도형정보

속성정보

연속지적도

도로명주소기본도

국토정보통합조사

• 토지, 주택특성조사 
내용 반영

조사결과 반영,
유효성 검증

통합조사 사전정보 확인

토지 도형정보 추출

건물 도형정보 추출

최신화된 국토정보 반영

토지와 건물의 속성정보 통합조회

토지와 건물의
도형정보 통합조회

지도시각화 및 통계분석
GIS 엔진

•V-Wolrd

•건축물 공간 및 속성 정보 매칭 자료 •토지, 건물, 집합건물 등기부등본 등
•토지 기본사항    •용도 지역지구
•공시지가정보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 등

•건축물 대장              •건물배치도 등
•건축 및 주택 인허가 사함
•지적도 기반 건축물 배치도

GIS 건물통합정보 DB

         데이터 융합 프로세스1

         토지-건물 통합공간정보시스템 개념 설계(안)2

SIRI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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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목록화 및 도형정보(지적), 속성정보를 화면

에 표시하고 변동 대상 목록에서 대상지를 선택 시

에 대상지로 이동 후 대상지의 연도별 속성 변동사

항을 하이라이트하여 표시한다.

•   또한 변동된 도형정보(지적)에 대한 표시사항을 지

도에 반영하여 사용자가 변동 이력을 알 수 있도

록 표현한다.

•   통합공간정보시스템이 본격 구축될 경우, 변동 이

력관리를 위해서는 다양한 속성 구분 필드나 분리

된 관리 DB(테이블)의 구축이 필요하다.

2) 기본기능 : 속성데이터 갱신

•   통합공간정보시스템에 MS Excel 파일 형태의 

각 원천 입력 데이터를 관리자가 등록 시, 시스템

은 입력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속성정보 분석 후 변

경된 속성정보를 화면에 표시한다.

•   또한, 해당 변경 이력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변

경 내역에 대한 하이라이트 표시를 제공하고, 관

리자가 변동 내역을 확인하여 DB에 반영할 수 있

도록 기능을 제공한다. 6

3) 활용기능 : 현황정보 제공 및 분석

•   통합공간정보시스템에서는 토지 및 건물의 공간

정보 및 속성정보를 기반으로 대상지의 다양한 현

황 및 분석정보를 가시화하고, 외부의 공개된 연

계 데이터 API를 활용하여 분석·활용 서비스를 

한 등기부등본, 토지 기본사항, 용도지역지구, 공

시지가 및 주택가격 데이터를 연계하여 수집한다.

•   여기에 국토정보 통합조사를 통해 생산되는 최신

의 토지 및 주택특성조사자료를 추가함으로써 보

다 풍부한 정보제공이 가능하게 된다.

•   지도시각화 및 분석 관련 기능은 V-World 기반

의 GIS 엔진을 통해 구현한다.

•   토지정보와 건물정보의 통합공간정보시스템을 구

축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으로부터 토지정보와 건

물정보를 공급받아서 정보시스템을 구성하고 여기

에 데이터 영역과 제공기능을 정의해야 한다.

•   세움터, 일사편리, 국토정보통합조사, 국가공간

정보유통시스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

터 데이터를 공급받아 V-World를 활용하여 데

이터를 시각화하고 정보 조회, 관리, 분석, 리포팅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3

2) 기본기능 : 공간데이터 갱신 4  5

•   통합공간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변경된 지적도 또

는 건물외곽선 데이터를 등록 시 분리 또는 합병

된 필지를 자동으로 검색하여 표기하고, 해당 변

경 이전의 이력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공간정보(SHP 파일 등) 파일을 시스템에 등록하

면 파일 안의 지적정보를 분석하여, 각 변동 대상

제공할 수 있다.

•   대상지역에 대한 개별주택 공시가격, 개별공시지

가의 상승률을 토지 및 건물의 공간정보 및 속성정

보를 기반으로 연도별 통계 분석 및 지도에 시각화

하여 사용자에게 대상지역의 가격 변동에 대한 정

보를 제공할 수 있다. 7  8  

데이터 공급기관

사용자통합 공간정보시스템

데이터 영역 제공기능

채널

•건축물대장
•건물 및 주택인허가 사항
•지적도 기반 건물배치도
•건물배치도 등

토지
정보

주변
환경

주제도

건물
정보

인근
시설물
정보

가격
정보

상점
개폐업
정보

•필지경계선 및 건물외곽선
• 토지, 건물, 집합건물 

등기부등본
• 토지 기본사항
• 용도지역지구
• 토지 및 주택가격정보 

(공시가격, 실거래가 등)

• 토지특성조사
• 주택특성조사

• 인근시설물 정보 • 유동인구 정보

• LX 내부직원

•토지소유자

•건축주

•건축설계사

•공인중계사

• 필지경계선

• 건물외곽선

• 용도지역지구도

• 3차원건물모델

• GIS 엔진

CD / Disk   │   인터넷

정보
구축/관리

현황정보
제공 및
분석

기본
조회

리포팅

         통합공간정보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안)3

          공간정보 데이터 갱신(필지 변경 이력 속성 정보 표시)4

건물 A

필지 A

건물 A

필지 C 필지 D

분할

필지 A속성정보 필지 C속성정보

필지 D속성정보

건물 A속성정보 건물 A속성정보

건물 A속성정보

         필지 분할로 인한 공간데이터 갱신5

         속성정보 데이터 갱신 및 이력 표시6

        건물가격변동율 가시화     7

        토지가격변동율 가시화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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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통계와 분석, 리포팅 기능도 추가되어야 한다.

•   정보가 통합될 경우 물리적 현황과의 불일치 여

부 및 원인을 파악하기가 쉬우며 통계 분석을 통

해 전국적 또는 시군구별 오류정비사업의 필요

성 제시, 실태조사의 계획 및 결과반영, 토지 및 건

축행정의 개선점 도출, 적지 및 최적노선 선정 등

이 가능하다.

2) 활용방안

•   토지와 건물정보의 통합적 관리는 정보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며, 관리자(전담인력)가 시스템 운

영과 사용자 관리, 통합 DB의 갱신 등을 수행해

야 한다.

•   통합공간정보시스템은 기본적으로 LX가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통합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

기 위한 것이므로 행정단위별로 토지정보와 건물

정보가 정확하게 결합된 매칭테이블을 상시적으

4) 활용기능 : 다중분석(속성비교 및 최적조건 분석)

•   통합공간정보시스템의 다양한 건물 및 토지, 종합 

속성정보를 사용자가 입력한 검색 조건을 통하여 

조회하여, 각 자료간의 데이터 정합성 및 속성정

보를 비교한다.

•   각 토지특성정보, 주택특성정보, 종합특성정보 등

으로부터 주요 항목의 필드 정보를 추출하여, 사

용자가 각 속성 필드를 추가 및 연산자, 입력 값 설

정을 통해 조건별 속성조회가 가능하다. 9

•   최적 임대조건을 분석할 경우, 사용자가 선택한 대

상지의 반경 내 개·폐업 업종정보 현황표시 및 가격 

평균증가율(전년대비), 유동인구 현황, 용도지역 

등의 활용 분석 정보를 이용하여 최적의 임대 대상

지 후보를 검색하고 분석결과를 제공한다. 10

5) 활용기능 : 분석보고서 

•   통합공간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토지 및 건물

의 공간정보 및 속성정보와 다양한 분석·활용 서

비스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선택한 대상지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보고서 형태로 출력한다. 11

4. 활용 및 제도화 방안

1) 시스템 운용

•   대장정보는 속성으로서 자체의 무결성과 정확성

을 유지하여야 하며, 정보의 통합 시 발생할 수 있

는 오류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같은 위치

에 있는 두 대장정보를 상호 비교함으로써 검증을 

하고, 이후 도형정보에 해당하는 GIS건통과 연결

이 필요하다.

•   GIS건통 역시 초기 제작단계에서 위치적인 정확

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데다가 갱신이 별도의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데이터 전반에 대한 검

토와 개선이 필요하다.

•   자료정비를 통해 신뢰성이 향상된 토지정보와 건

물정보(대장정보와 GIS건통 DB 포함)는 통합관

리를 위한 공간DB의 형태로 구축하는 것이 필

요하다.

•   특히 DB 수준에서 “연속지적도 관리 및 활용시스

템”과 연계하여야 하며 최신의 토지이동 상황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하고 국토정보통합조사 자료와 

활용서비스에 필요한 유동인구, 개폐업, 임대료 

정보 등도 함께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토지와 건물의 통합관리의 목적은 토지에 물리적 

또는 권리적인 변경이 발생할 경우 이를 건물정보

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건물의 경우에도 마

찬가지로 토지정보에 반영되어야 한다.

•   따라서 통합공간정보시스템에서는 정보의 관리

와 갱신기능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며,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통합정보를 기반으로 

로 제공하고 공간정보 기반의 부동산 통계 및 분

석을 통해 정책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   내부 이용자는 LX 본사의 지적사업실, 공간정보

공간정보사업실 직원이며, 지역본부는 지적사업

처와 공간정보사업처, 사업단 직원 전체,  일선 지

사는 접수담당 직원이 해당된다.

•   통합공간정보시스템은 지적현황측량 및 연혁관

리 등 지적측량사업 확대, 공간정보 사업화와 구

축지원, 지적측량의뢰인에 대한 프리미엄서비스 

개발에 활용 가능하다.

•   외부 이용자는 건축설계사, 공인중개사, 부동산개

발사, 감정평가사 등 토지·건물 정보를 필요로 하

는 민간사업자를 우선대상으로 한다.

•    건축설계 시 주변 부동산의 현황을 확인하거나, 

적정 매매 및 임대물건의 조회, 적지선정 및 부동

산의 활용, 토지 및 건물의 연혁 및 현황을 확인 등

에 이용될 수 있다. 12

        속성 비교 조회9

        최적 임대 조건 분석10

개·폐업 정보

주변 시설물 정보
토지 기초 정보

토지 이용 계획지도 및 주변 사진

공시지가, 실거래가

가격 변동 추이

        분석보고서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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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론

•   사람이 거주, 휴식, 활동하는 공간은 토지와 건물

을 구분하지 않고 현실세계에 자연스럽게 공존하

며, 비록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별도로 관

리된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인식하고 삶을 영위하

는 공간이 따로 분리될 수는 없다.

•    토지와 건물의 서로 다른 특성과 이용목적, 행정 

효율을 위해서는 별도로 관리되는 것이 타당하다 

할지라도 정보의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정보간의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토지정보는 2004년부터 본격 운영된 KLIS를 통

해 구축 및 관리되고 있으며 2014년부터는 단계

적으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일사편리)에 이전

되어 관리되고 있다.

•   건축정보는 2002년부터 사용되던 기존의 건축정

보시스템(AIS)을 2007년 고도화한 후 건축행정

시스템(세움터)으로 관리되고 있다.

•   토지와 건물의 공간적 위치를 데이터 수준에서 일

치시키고 통합하기 위한 시도는 도로명주소기본

도를 제작하고,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구축하

는 과정에서 추진됐지만 두 경우 모두 통합 DB의 

지속적인 관리와 갱신보다는 목적사업을 위한 기

본도 제작의 측면에서 이루어졌고 통합적인 활용

에도 제약이 따르고 있다. 

•   토지정보와 건물정보를 일치화하여 통합관리할 

경우 정보관리의 정확성과 효율성, 그리고 활용성 

제고 측면에서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    그러나 정보수요자와 이용목적이 다를 수 있는 만

큼 통합공간정보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구축될 경

우 데이터의 추가, 기능의 확대와 보완이 필요하

며 연계가 필요한 기존 정보시스템들에 대해서도 

연계정보와 연계방식, 데이터 공유 방식 등에 대

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3) 제도화 방안

•   지자체마다 건축물 사용승인 절차에 건축물현황

측량 성과도 제출을 의무화하고 성과도면을 공간

정보시스템에 반영하면 건물경계에 대한 정확도

는 더욱 높아질 것이며 정보의 최신성과 일관성, 

무결성 등의 품질관리가 용이하다.

•   도로명주소기본도에 건물마다 코드번호가 존재

하므로 이러한 자료를 이용하여 주택특성조사 시 

건물번호를 조사하여 추가로 기입하여야 하고 주

택 이외의 건물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조사, 국공유

지 실태조사 등의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건물코드

번호를 입력하도록 조사항목 추가하면 공간상 건

물정보의 매칭이 훨씬 쉬워질 것이다.

•   토지와 건물정보는 정보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기

관이 상이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일관성과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통합공간정보시스템 구축과 

운용 필요하다.

•   각 주제별 토지이용 현황에 대한 조사는 기관(부

서)별로 자체 또는 위탁, 조사 인력의 일시고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나 조사항

목에 공통적인 항목이 존재하고 특히나 기본적인 

토지 및 건물정보에 대한 데이터를 기초로 활용하

고 있다는 점에서 통합정보를 활용하면 조사인력 

및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    따라서 기존 행정기관에서 관리 및 갱신하고 있는 

토지 및 건물정보에 국토이용현황에 대한 데이터를 

추가하여 갱신하면 각 행정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토

지이용현황 정보를 일관된 품질로 제공할 수 있다.

•   이러한 행정업무 지원을 위해서는 토지특성조사, 

주택특성조사, 국공유지조사, 용도지역지구조사, 

도로이용현황조사 등 각 실태조사를 규정한 법률

상에 실태조사를 통합적으로 수행하거나 실태조

사에 통합공간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   향후에는 통합공간정보시스템에 대한 상세설계

가 필요하며, 이를 토대로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 

행정업무를 통한 갱신, 활용분야 확대, 사업화를 

위한 정보제공방법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 하다.

구분 활용방법

관리자
- 사용자 로그관리, 통합DB 갱신

- 공간정보 기반 부동산 통계 및 분석

이용자

내부

-  지적현황측량 및 연혁관리 등 지적측량사업 확대에 활용                            

(본사 지적사업실, 본부 지적사업처)

-  공간정보 사업화와 구축지원에 활용                                                          (

본사 공간정보사업실, 본부 공간정보사업처)

- 지적측량의뢰인에 대한 프리미엄서비스 개발(지사 접수담당)

외부

- 건축설계 시 주변 부동산 현황확인(건축설계사)

- 적정 매매 및 임대물건 조회(공인중개사)

- 적지선정 및 부동산 활용참고(부동산개발사)

- 토지 및 건물의 연혁 및 현황확인(감정평가사)

        이용자별 활용방법 예시12

SIRI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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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가 이러한 원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현

재 매핑의 유비쿼터스 속성은 전 세계적 위치 확인이

라는 포괄적인 가용성, 컴퓨터 크기의 현저한 감소 및 

상이한 기술을 통해 대규모의 데이터를 저장 및 배포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It will continue to be the case that the most 

significant changes in society won’t come 

about from singular technologies. but from 

the combination of multiple technologies. 

The geospatial community is itself one of 

the best examples of this principle. The now 

ubiquitous nature of mapping is only possible 

from the universal availability of global 

positioning, the increased reduction in the 

size of computers and the ability to store and 

distribute large volumes of data over different 

technologies.

기술동향 및 데이터 
생성, 유지보수 
및 관리의 향후 방향

trends in technology 
and the future 
direction of data 
creation, maintenance 
and management

5.1 ‘모든 일은 어딘가에서 발생한다’
– 데이터 생성의 새로운 물결

‘Everything happens somewhere’ . 
the new wave of data creatio

5.1.1 사회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하나의 기술

이 아니라 여러 기술의 결합으로 인해 발생할 것이란 

사실은 계속해서 확인될 것입니다. 공간 커뮤니티 그 

5.1.2 데이터 생성은 능동적 및 수동적인 상태를 모

두 지니고 있습니다. 사회적 매체의 사용자는 공간적

으로 위치가 확인된 정보를 이전에 비해 훨씬 늘어난 

양으로 의식적인 결정 없이 생성하고 있습니다. 사진

을 공유하거나 자신의 위치 프로파일을 업데이트하는 

것은 공간정보를 생성 및 제공하려는 의식적인 노력

은 아님에도, 사용자의 위치가 참조됩니다.

Data creation remains both active and 

passive. Users of social media are creating 

ever increasing amounts of spatially located 

information, without it being a conscious 

decision. Sharing a picture or updating a profile 

of where you are is not a conscious effort to 

create and provide geospatial information, but 

the user is being geo.referenced.

5.1.3 사회적 매체의 이용과 일상 장비의 이용을 통

해 생성된 정보는 더 나아가 패턴과 행위 예측성을 나

타내게 됩니다. 이는 새로운 추세는 아니지만, 실시간 

정보와 확장 기능을 제공하는 사회적 매체의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위치 기반 서비스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하게 됩니다.

The information generated through use of 

social media and the use of everyday devices 

will further reveal patterns and the prediction 

of behaviour. This is not a new trend, but as 

the use of social media for providing real.

time information and expanded functionality 

increases it offers new opportunities for 

location based services.

5.1.4 센서 시스템과 수집 플랫폼은 위치와 해당 위

치의 속성뿐만 아니라, 정보가 수집된 시점도 수집하

여, 수많은 어플리케이션과 서비스를 위한 중요하면

서도 기초가 되는 변수를 제공합니다. 이는 본 보고서

의 후반부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게 될 중요하면서도 

성장하고 있는 동향입니다.

The sensor systems and collection platforms 

are not just collecting the location and the 

properties of that location, but also the time 

that the information was collected, providing 

an important and foundation variable for 

so many applications and services. This 

is an important and growing trend which is 

expanded in more detail later in the report.

5.1.5 위치를 통해 사용 가능해진 기술이 강한 논쟁

과 대화를 유발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책과 법규 프레임워크가 전개

되는 다양한 방식도 본 보고서의 후반부에서 논의됩

니다.

There is a growing body of evidence which 

suggests that location enabled technologies 

are drawing strong dialogue and debate. The 

different ways policy and legal frameworks 

are developing are also discussed later in the 

report.

5.2 클라우드 컴퓨팅

Cloud computing

5.2.1 오늘날과 미래에는 점점 더 많은 정보가 생성

되고 저장될 것이라는 사실은 광범위하게 인식 및 수

UN-GGIm 유엔 세계 공간정보 관리계획
공간정보관리의 향후 트렌드 : 5~10년 전망(2015) III

Future trends in geospatial information management : 
the five to ten year vision

※   이 글은 영국국립지리원(Ordnance Survey)이 유엔 세계 공간정보 관리위원회 사무국의 요청에 따라 출간한 United Nations Committee of Experts on Global Geospatial 

Information Management.(2015)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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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ner, provides a means to host and serve 

significant volumes of data without the 

accompanying investment cost needed to own 

the necessary technologies independently. Due 

to the costs associated with creating a public 

cloud service, it is possible that not all countries 

will have access to them. Therefore there’s a 

risk that the technological gap will grow.

5.2.5 사용자는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정보를 받고

자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그리고 사용 가능한 데이터 

양을 고려할 때, 필요한 공간 계산은 본질적으로 더 비

인간적이 될 것입니다. 정확한 결과는 자동으로 생성

되고 종단 사용자에게 직접 제공될 것입니다. 인공지

능에 대해 설명한 앞 장에서 이러한 추세를 자세히 살

펴본 바 있습니다.

Users will want to receive the right information 

at the right time. To achieve this, and in light of 

the volumes of data available, the geospatial 

computation required will increasingly be 

non.human in nature. Accurate results will 

be generated automatically and provided 

directly to the end user. The earlier chapter 

on artificial intelligence explored this trend in 

more detail.

 

5.2.6 하지만 공간 커뮤니티가 고객을 이해해야 한

다는 것을 보여줌에 있어 경험은 매우 단호합니다. 사

업의 경우, 국가 보안의 경우에서처럼 더 빠르고 더 많

은 정보에 기반한 결정을 통해 경쟁업체나 위협을 앞

서게 됩니다. 이는 단지 기술에 의해서가 아니라, 의사 

결정자의 문제, 책임, 의도 및 시간 압력을 이해한 사

람들의 지적이며 숙달된 분석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데이터와 도구는 경쟁업체도 사용할 수 있

으므로, 이는 단순히 데이터와 도구에 대한 문제는 아

닙니다. 제품 생산이 아니라 문제 해결에 관한 공간 분

석이 우선적이며 가장 중요합니다.

However, experience is uncompromising 

in showing that the geospatial community 

m u s t  u n d e r s t a n d  i t s  c u s t o m e r s .  I n 

business, as in national security, faster 

and more informed decisions will give 

the edge over rivals and threats. This is 

not just achieved by technology but by 

intelligent skilled analysis from people who 

understand the decision.makers’ problems, 

responsibilities, intent and time.pressures. 

It’s not just about data and tools as these 

can be used by the competition. Geospatial 

analysis is first and foremost about solving 

problems, not producing products.

5.3 오픈소스(Open-source)
Open.source

5.3.1 커뮤니티 주도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발전은 

지난 5년에 걸쳐 성숙해 왔으며, 점점 더 많은 수의 정

부 기관에 의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개인 기업은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의 기술적 지원에 점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Community driven open.source software 

developments have matured over the last 

five years, and are being used by a growing 

number of government organisations. Private 

용되고 있습니다. IT 전문 업계에서는 ‘클라우드 컴퓨

팅’이 데이터 저장 및 검색, 관리 및 분석을 위한 사용

자 요구에 부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력히 

믿고 있습니다. 상업적 기관들은 클라우드 기반의 환

경에 직접 연결되는 소프트웨어, 플랫폼 및 인프라 구

조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It is widely recognised and accepted that 

today and in the future more and more 

information will be generated and stored. In 

the IT professional world ‘cloud computing’ 

is strongly believed to be the only way to keep 

up to date with user demands for data storage 

and retrieval, management and analysis. 

Commercial organisations offer software, 

platforms and infrastructures directly 

connected to a cloud.based environment.

5.2.2 데이터 저장 문제에 대한 우려가 높아져 자유 

양식이나 쿼리에 자유도를 주는 NoSQL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비구조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졌습니다. 

데이터 분류가 그러하듯이, 확장성과 성능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는 사용자가 특정한 목적으로 구조화

된 데이터를 저장하고자 할 때에 문제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Growing concerns around the issues of 

data storage have led to the creation of 

unstructured databases such as those 

using NoSQL which allows it the freedom 

to be freeform and queried. Scalability 

and performance are important, as are 

classifications of data. This does present 

a problem when users are trying to store 

structured data for a specific purpose.

5.2.3  클라우드 컴퓨팅의 이용은 지난 10년 간 크게 

증가하였으며, 현재 선호되는 저장 옵션으로 자리매

김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여러 장점(운영 

비용의 절감, 서비스 제공의 신뢰성 및 확장성)을 제공

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문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종류의 데이터는 클라우드로 전송되기 전에 품

질 및 보안 문제가 해결되거나 명확히 되어야 합니다.

The  use  of  cloud  computing  has  risen 

substantially in the last decade, and has 

become the current favoured storage option. 

Cloud computing offers many benefits 

(reduction in operating costs, reliability and 

scalability of service provision). However 

there are also challenges, for instance 

quality and security issues are still to be 

solved or clarified before some kinds of data 

are transferred to the cloud.

5.2.4  클라우드를 개인적(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기관

에서 전적으로 운영) 혹은 공적(공유하는 방식으로 다

른 곳에서 운영)으로 이용하는 것은 상당량의 데이터를 

독립적으로 소유하는 데 필요한 기술 관련 투자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데이터를 운영 및 서비스할 수 있는 수단

을 제공해 줍니다. 공적인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작하는 

데 수반되는 비용으로 인해 모든 국가가 여기에 액세스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기술 격차가 벌어

지게 될 것이라는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Use of the cloud either Private . hosted 

entirely by an organisation for it to use, 

or Public . hosted elsewhere in a shared 

글로벌 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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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s,  and these should be seen as 

examples of how open.source and proprietary 

software can work together for the benefit of 

the organisation and citizens.

5.3.6 모든 기술이 그러하듯이, 오픈소스 기술을 소

유하는 전체 비용에는 상당한 교육을 필요로 합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눈에 띄는 이익(사

용 비용은 무료)이 있긴 하지만, 맞춤형으로 만들거

나 유지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듭니다. 물론 이 비용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커뮤니티와 조직 내 사용자의 

지식 수준에 달려 있습니다.

As with any technology, significant education is 

required on the total cost of ownership of open.

source technology. While there is an upfront 

economic benefit from using open.source 

software . it may be free of charge . it can be 

expensive to customise and maintain and this 

depends on the community using the software, 

and the in.house knowledge of the user.

5.4 개방형 표준(Open Standards)
Open standards

5.4.1 많은 디지털 정보 분야에서 표준을 전파하고 

효율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인터넷 기반의 제품과 서

비스를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여러 데이터 기관들 간의 협업을 위해서도 매

우 중요합니다.

The widespread and effective application of 

standards in many digital information fields is 

crucial not only for the continual effective use 

of internet based products and services but 

also the collaborations between different data 

organisations.

5.4.2 공간 정보를 획득, 시행, 유지 및 사용함에 있

어 이용을 위한 표준을 개발하는 권한을 지닌 수많은 

기관이 국가 및 국제적 수준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국제적 수준에서 보면, 상호 운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더 광범위한 기술 표준 단체들과 파트너십을 체결하

고 있는 OGC 및 국제 표준화 기구(ISO)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There are a number of organisations, both 

at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 who 

are responsible for the development of 

standards for use in acquiring, implementing, 

maintaining and using geospatial information. 

At an international level, these are led by the 

OGC and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in partnership with 

broader technology standards organisations to 

ensure interoperability.

5.4.3 표준은 국가 혹은 지방 수준에서 개발 및 채택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지 규칙

들이 생성될 수도 있지만, 지방 혹은 세계적인 상호 운

용성에는 기여할 수가 없습니다.

Standards should be developed and adopted 

at a national or regional level. Failure to do 

so can lead to the creation of local rules, but 

does not contribute to the regional or global 

interoperability.

companies are increasingly focused on the 

technical support of open.source software.

5.3.2 이 섹션에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어떤 목

적을 위해서든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소스 코드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반대말은 소유권

을 지닌 소프트웨어로, 이 경우 사용자는 소프트웨어

에 접근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그 이

용이나 배포에 있어 수많은 제약을 받습니다.

For the purposes of this section, open.source 

software can be defined as the provision of 

source code that is available at no cost and for 

use by anyone for any purpose3. The opposite 

of open.source software is proprietary 

software, where a user normally has to pay to 

access the software and abide by a number of 

restrictions is its use and distribution.

5.3.3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기관에 어떻게 이익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늘고 인식이 높아지면서 기

관과 정부 모두 관련 수요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

습니다. 이는 요구사항에 대한 이해와도 맞물리는데, 

예를 들어 보안 레벨이 다양한 경우 오픈소스와 소유권

을 지닌 소프트웨어 간에 실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Increased information and awareness of 

how open.source software can benefit 

organisations enables both organisations 

and governments to better understand their 

needs. This coupled with an understanding 

of requirements, for example different levels 

of security, means there is real choice between 

open.source and proprietary software.

5.3.4 오픈소스 솔루션을 더 많이 받아들이자는 쪽

으로 일부 정부가 노력한 덕분에 오픈소스 소프트웨

어가 더 광범위하게 채택되는 것을 막고 있던 여러 장벽

이 제거되었습니다. 마이크로-프로젝트 환경에서 운영 

가능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솔루션들 덕분에 선임 의사 

결정자들에게 여러 개념을 선보이기가 더 쉬워질 것입

니다. Agile 프로젝트 방법론을 이용하는 것은 개발 시

간을 단축시키면서 목적 달성용 솔루션에 적합성을 안

겨줄 유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The drive by some governments towards 

greater acceptance of open.source solutions 

has helped to remove many barriers to wider 

adoption of open.source software. Ready.

to.play solutions, capable of operating in 

a micro.project environment will make it 

easier for different concepts to be showcased 

to senior decision.makers. Use of the Agile 

project methodology is helping to drive down 

development times whilst increasing flexibility 

in delivering fit for purpose solutions.

 

5.3.5 일부 국립 매핑 및 지적 당국(NMCAs)은 이미 

자신들의 서비스 중 일부에 오픈소스 솔루션을 채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오픈소스와 소유권

을 지닌 소프트웨어가 기관 및 시민들의 이익을 위해 

어떻게 함께 사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Several National Mapping and Cadastral 

Authorities (NMCAs) have already adopted 

open.source solutions into some of the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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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에서 10년간 성장할 영역은 광범위한 산업 분야

(예: BIM으로의 운송-무인 자동차 기술, 건물 건설-

통합과 환경 모니터링 분야)를 포함하는 분야에서 4D 

정보를 이용할 것이라고 인식되고 있습니다. 시간적 

요소는 시뮬레이션과 해석을 위해, 그리고 동적 물체

의 추적을 위해 응급 서비스 응답과 같은 수많은 응용 

분야에 매우 중요합니다.

Since  the  last  report  there  seems  to 

have been a breakthrough from 2D to 3D 

information, and this is becoming more 

prevalent. Developments in remote sensing 

have  created  opportunit ies  to  collect 

increasingly accurate 3D information about 

our environment. Software already exists to 

process this information, and to incorporate 

the time information to create 4D products 

and services. It is recognised that a growth 

area over the next five to ten years will be 

the use of 4D information in a wide variety of 

industries including: transport . driverless 

car technologies, building construction . 

integration into BIM, and environmental 

monitoring. The temporal element is crucial to 

a number of applications such as emergency 

service response,  for simulations  and 

analytics, and the tracking of moving objects.

5.5.3 여러 전문 분야 간의 협업 필요성으로 인해, 새

롭고 독창적인 솔루션 제공에 초점을 맞춘 공공-개인 

파트너십 개발 기회가 생겨 났습니다. 그 한 예가 BIM

의 개발 및 효과적인 채택과 여러 정보 출처를 함께 모

으고, 이를 한 데 묶고 연결하기 위하여 위치 정보를 이

용하는 것입니다.

The need to collaborate between different 

areas of specialism leads to an opportunity 

for public-private partnerships to develop 

focused on delivering new and enterprising 

solut ions .  One  example  has  been  the 

development and effective adoption of BIM, 

the drawing together of different information 

sources, and using location to attach and link 

them together.

 

5.5.4 3D 정보 및 매핑을 위한 기술 및 데이터 모델 

발전들로 인해 시민들의 위치를 연결할 수 있는 능력

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공공 안전이나 국가 안

보를 위한 예측 모델링, 혹은 위기 관리 응답 등을 포함

해 수많은 이유 때문에 중요합니다. 4D 정보의 통합으

로 나아가는 움직임과 더불어, 성장하고 있는 또 다른 

영역은 예측 분석(예측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매핑된 

개연성 있는 미래의 결과) 영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실시간 사회적-동적 정보에 초점을 맞출 수 있습

니다.

Developments in technologies and data 

models for 3D information and mapping 

needs to have the ability to l ink to the 

locations of citizens, this is important for a 

number of reasons including public safety 

or predictive modelling for national security 

or crisis management response. As well 

as moving towards the integrating of 4D 

information, another area of growth is likely 

to be in the area of predictive analysis . 

possible future consequences, mapped using 

predictive algorithms. This may focus on the 

real time social.dynamic information.

5.4.4 지난 미래 동향 보고서가 출판된 이래 국제 수로 

기구(IHO)와 연계한 OGC와 ISO가 UN-GGIM과 함께 

밀접하게 작업하여 표준 지침서 및 부속 문서를 제작하

였습니다. 이 문서들은 공간 커뮤니티용 기술 표준의 중

요성과 가용성에 대한 개요를 제시합니다. 이들 문서를 

통해 정부들이 공간 표준을 시행할 수 있게 되기는 하였

지만, 공간 표준과 관련 정책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서는 추가 작업을 더 진행해야 합니다.

Since the last Future Trends report was 

published, both OGC and ISO, in conjunction with 

the International Hydrographic Organisation 

(IHO), have worked closely with UN.GGIM to 

produce a standards guide, and a companion 

document4 5. These documents give an 

overview of the importance and availability 

of technical standards for the geospatial 

community. Although these documents have 

enabled governments to implement geospatial 

standards, work still needs to be done to raise 

the awareness of geospatial standards, and 

relevant policies.

 

5.4.5 국제 표준을 위해 국제적 수준에서 작업이 계

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표준 지침서 

및 부속 문서를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인 협업을 시작

하겠다는 국제 표준 기구들의 보고서가 2015년 8월 

UN-GGIM 전문가 위원회 회의의 제5차 세션에서 채

택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사례 연구 영역의 다양성, 

사업 가치 제안, 데이터 포착, 품질 문제와 관련 정책들

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Work cont inues at  a  global  level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A report on the 

initiatives by the international standards 

organisations on their continued collaborations, 

building on the aforementioned standards guide 

and companion document, was endorsed at 

the Fifth Session of the UN-GGIM Committee 

of Experts meeting in August 2015. The report 

focuses on the enrichment of the areas of 

case studies, business value proposition, data 

capture, quality issues and related policies.

5.5 ‘전문적’ 데이터 생성 및 

유지의 동향

Trends in ‘professional’ 
data creation and maintenance

5.5.1 본 보고서의 시작 부분에서 살펴본 새로운 주

제뿐만 아니라, 지난 5년 간 꾸준히 성장해온 수많은 

동향이 있습니다. 이 절에서는 그러한 변화 중 일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s well as the new themes identified at the 

beginning of the report, there are a number of 

trends that have been making steady progress 

over the last five years; this section explores 

some of the changes.

5.5.2 지난 보고서 이후, 2D에서 3D 정보로 획기적 

변화가 이뤄진 것처럼 보이며, 이는 지금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원격 감지 분야에서의 발전으로 인해 우리 

환경에 대해 더 정확한 3D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기

회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처리하

고 시간 정보를 결합하여 4D 제품 및 서비스를 생성하

기 위한 소프트웨어도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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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ound the use of UAVs in several countries.

 

5.5.10 예를 들어, 재앙 관리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처럼 UAVs는 실시간 정보를 지상의 의사 결정권

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의사 결정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가 정보가 필요할 경우 이러한 정

보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며, UAVs의 이러한 

이용은 늘어날 것입니다.

UAVs can provide real-time information to 

decision-makers on the ground providing, for 

example, information for disaster management. 

They are an invaluable tool when additional 

information is needed to improve vital decision 

making capabilities and such use of UAVs will 

increase.

5.5.11 더 광범위한 사생활 보호와 보안 법규 등을 포

함하여 향후 5년에서 10년에 걸쳐, 원격 감지된 콘텐

츠를 획득하기 위해 UAVs 사용에 대한 규제가 만들어

지는 방향으로 커다란 추세가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

다. 정부가 UAVs 이용을 제한하는 방식은 그 이용과 

가치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UAVs와 위

성의 역할은 증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소를 비롯

해 몇 가지 기본 정보는 항공 영상으로부터 수집할 수 

없습니다.

It is very likely that there will be a big trend 

towards the development of regulations for 

the use of UAVs for capturing remote sensed 

content, including greater privacy and security 

laws over the next five to ten years. How 

governments decide to regulate the use of UAVs 

will have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their use 

and their value. The role of UAVs and satellites 

is increasing but some fundamental information 

cannot be collected from an aerial image . 

addresses, for instance.

5.6 향후 5~10년간 가야 할 방향

Positioning ourselves 
in the next five to ten years

5.6.1 본 보고서의 1판에서 성장 영역으로 강조되었

던 동향 중 한 가지는 측지와 위치 확인이었습니다. 이 

분야는 지난 5년간 상당한 수준의 발전을 보여주었습

니다. 이를 가능하게 했던 주요 원동력 중 하나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국제 측지 참조 프레임의 UN 결

의문 채택이었습니다. 이 결의문은 UN-GGIM에 의

해 초안이 마련되었으며, 2015년 UN 총회에서 채택

되었습니다.

One trend that was highlighted as an area for 

growth in the first edition of the report was 

geodesy and global positioning. This is an 

area that has seen significant progress over 

the last five years. One of the key drivers to 

this has been the creation of a UN Resolution 

on a Global Geodetic Reference Fram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his Resolution has 

been drafted by UN.GGIM and was adopted by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in 2015.

5.6.2 국제 측지 참조 프레임(GGRF)은 더 정확한 위

치 확인 프레임워크라는 수요 증대를 해결하도록 돕

는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또한 효과적인 의사 결정과 

자연 재해와 재앙 관리, 기후 변화 및 사회에 의한 일상

5.5.5 실내와 야외 모두에서 센티미터 수준으로 실

시간 포지셔닝 및 내비게이션은 실제로 성장한 분야

입니다. 무인 차량처럼 다른 센서들과 통합된 정확한 

GNSS에 기반한 시스템 관련 거대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Positioning and navigation in real.time to 

centimetre.level has been a real growth area, 

both indoors and outdoors. A mass market 

continues to develop for systems based on 

accurate GNSS, integrated with other sensors, 

such as in driverless vehicles.

5.5.6 4D는 특히 실시간 정보 환경과 관련이 있습니

다. 즉 가상 현실 기술과 결합되어 있습니다. 가상 현

실과 관련한 발전은 지난 5년간 계속 진행되어, 거의 

실시간에 가까운 가상 세계가 생성되는 시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들 가상 세계 내에서 위치 정보

와의 결합 필요성은 환경의 이용과 기능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4D is particularly relevant in the context of 

real.time information; this has been linked 

to virtual reality technologies. Developments 

relating to virtual reality have been moving 

forward over the last five years, to a point 

where near.real.time virtual worlds can be 

created. The need to incorporate locational 

information within these virtual worlds is 

dependent on the use and function of the 

environments.

5.5.7 위에서 강조한 동향들은 UN-GGIM 지식 베이

스 상의 사용자 사례 연구들 출판을 통해 더 증진 및 확

대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이 사용 가능한 

여러 옵션을 논의 및 탐색할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The trends highlighted above could be promoted 

and enhanced further through the publication of 

user case studies on the UN.GGIM Knowledge 

Base. This will allow others to discuss and 

explore different options available.

5.5.8 영상은 꾸준한 속도로 계속 발전해 왔습니다. 

저비용으로 운영 가능한 위성 시스템과 무인 항공기

(UAVs)를 모두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더 넓은 지역을 

커버하고, 품질과 해상도가 높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원격 영역에서의 수집 및 획득 속도가 높아진 것과 더

불어 비용 진입 장벽도 낮추어졌습니다.

Imagery continues to develop at a steady pace. 

Greater coverage, quality and resolution has 

been achieved by the availability of both low.

cost and affordable satellite systems, and 

unmanned aerial vehicles (UAVs). This has 

increased both the speed of collection and 

acquisition in remote areas, but also reduced 

the cost barriers of entry.

5.5.9 최근 몇 년간 UAVs와 관련 기술에 대한 빠른 이

해와 이용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러한 사용 증가로 인

해 일부 국가의 경우, UAVs 이용과 관련하여 보안 제어

를 강화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There has been a rapid uptake and use of 

UAVs and their related technologies in recent 

years. This increase has led to discussions 

around the tightening of security contr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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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간섭계를 활용하는 중량 측정기는 매우 정밀한 중

력 측정치를 얻을 수 있도록 우주 기반과 지구의 중량 

측정 기기 간 간극을 좁히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중

력장을 정밀하게 측정하면, 지구의 자전 결정과 같은 

수많은 다른 측지 관찰이 가능해집니다.

Coupled with GGRF, positioning technology 

is evolving to a level that now enables the 

combination of geometric and gravimetric 

techniques for  h igh.precis ion gravi ty 

measurements. Gravimeters utilising atomic 

interferometry can be used to bridge the gap 

between both space.based and terrestrial 

gravimetric instruments to obtain high.

precision gravity measurements. Precise 

measurement of the gravity field enables 

numerous other geodetic observations, such 

as the determination of the earth’s rotation.

5.6.7 위성 기반의 위치 확인(포지셔닝) 및 기하학과 

더불어, 가장 정밀한 시계 및 중량 측정기가 장착된 표

준화된 측지 관측소가 전 세계에 고르게 분포된 네트

워크를 구성하면 기술 발전과 전 세계적인 2차 인프라

구조의 지원 모두에 있어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An evenly distributed global network of 

standardised geodet ic  observator ies 

equipped with the highest.precision clocks 

and gravimeters, alongside satellite based 

posit ioning and geometry wil l  ensure 

continued progress in both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support of secondary 

infrastructure worldwide.

5.6.8 향후 5년에서 10년간의 국제적 노력을 통해, 

우리는 통일된 국제 기준을 지닌 매끄럽고 영속적인 

통합 측지 인프라구조를 지상과 공중, 그리고 바다에

서 모두 지닐 수 있을 것입니다.

through a global effort over the next five to 

ten years we are likely to have a seamless, 

durable, unified geodetic infrastructure on 

land, in the air and at sea, with uniform global 

referencing.

(계속)

의 대규모 해수면 모니터링, 공간 정보, 매핑 및 내비

게이션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인프라구조 토

대 마련을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The Global Geodetic Reference Frame 

(GGRF) is a necessary tool to help address the 

growing demand for more precise positioning 

frameworks. It is also essential for effective 

decision making and a vital underpinning 

infrastructure which is applied in areas of 

natural hazard and disaster management, 

climate change and sea level monitoring, 

geospat ial  informat ion,  mapping and 

navigation by society at large every day.

5.6.3 국가의 측지 프레임워크를 유지 및 향상시키

기 위한 공통의 인프라구조를 만들 때 이 결의문을 채

택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

해야 할 주요 영역으로 정부의 기금 조성 약속 이행, 그

리고 공통 표준, 국제적 의무 및 조율된 정책들의 준수 

등이 있습니다.

The adoption of the Resolution is the first 

step in creating a common infrastructure 

to maintain and improve national geodetic 

frameworks. However, key areas that still 

need addressing include the commitment to 

funding by governments, and the adherence 

to  common standards ,  in ternat iona l 

obligations and coordinated policies.

5.6.4 공유된 측지 인프라구조로부터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과 최적의 이익을 얻으려면 참여하는 각각의 

정부가 가능한 최고 품질로 자신들의 네트워크 부분

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측지 인프라구조 개

발에서의 참여 방식은 전적으로 자발적인 최선의 노

력을 하겠다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GGRF에 참여

하거나 이익을 얻는 국가는 상호 협약 가능한 수준에

서의 지원/참여를 공식적으로 약속해야 합니다.

To ensure long.term sustainability and optimal 

benefit from shared geodetic infrastructure, 

each participating government is strongly 

encouraged to maintain their portion of the 

network at the highest possible quality. 

Current participation in the development of 

geodetic infrastructure is an all.volunteer 

best.efforts basis. Countries involved in, or 

benefiting from, the GGRF should make a 

formal commitment of support/participation 

at a mutually agreeable level.

5.6.5 자국 내 인프라구조의 개발과 유지를 위한 정부 

지원의 장기적 이행은 GGRF에 참여하는 국가들의 기

여 가치를 강화하는 데 매우 중요하며, 그러한 국제적 

자산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Long term commitment of governmental 

support for developing and maintaining 

domest ic  infrastructure is  cr i t ical  to 

strengthening the value at any participating 

countries contribution to the GGRF, and 

crucial for the long.term sustainability of 

such a global asset.

5.6.6 GGRF와 맞물려 위치 확인(포지셔닝) 기술은 

매우 정밀한 중력 측정을 위해 기하학적 및 중량 측정 

기술을 결합할 수 있는 수준까지 발전하였습니다. 원

글로벌 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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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소식

주 제  |   GEOSPATIAL + DEEP LEARNING :  

SHAPING SMARTER WORLD

일 시  |  2017년 1월 23~25일

장 소  |   Hyderabad International Convention 

Centre, Hyderabad, India 

주 최  |  Geospatial Media and Communications Pvt

문 의  |  info@geospatialworldforum.org

GEOSPATiAL WORLD FORUM 

소 개  |   GEOSPATIAL WORLD FORUM은 공간정보 관련 대

규모 컨퍼런스 및 전시회, 명사의 기조연설, 주요 산업 관계

자 강연, 높은 수준의 토론 프로그램과 다양한 소셜 네트워

킹 이벤트를 가지는 공간정보 관련 최고의 포럼 중 하나다. 

2017년의 테마는 ‘GEOSPATIAL + DEEP LEARNING : 

SHAPING SMARTER WORLD’로 인공지능과 딥러닝, 

그리고 공간정보의 연계를 통해 미래를 예측한다.

GSDi WORLD CONFERENCE

주 제  |   SPATIAL ENABLEMENT IN SMART 

HOMELAND

일 시  |  2016년 11월 28일~12월 2일

장 소  |  Taipei Nangang Exhibition Center, Taiwan 

주 최  |   GSDI 15 World Conference Organizing 

Committee

문 의  |  gsdi15info@gmail.com

소 개  |   Global Spatial Data Infrastructure Association   

(GSDIA)에서 개최하는 WORLD CONFERENCE가 2016년             

11월 28일부터 5일간 대만에서 열린다. ‘SPATIAL 

ENABLEMENT IN SMART HOMELAND’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스마트 방재, 교통, 시티 등 3가

지 주제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주 제  |  GEODESIGN

일 시  |  2017년 1월 24~26일

장 소  |  Redlands, California 

주 최  |  esri

문 의  |  Confregis@esri.com

GEODESiGN SUMMiT 2017

소 개  |   GEODESIGN SUMMIT 2017은 GIS 소프트웨어 관련 세

계 최대 기업 중 하나인 esri에서 개최하는 기술 강연 중 하나

로, GIS 산업 종사자들에게 신기술과 응용 과정에 대한 통찰

력을 줄 수 있는 강연이다. 이번 행사에서도 geodesign에 

대한 다양한 기술 강연 및 응용 분야의 강연이 이어진다. 

행사 이모저모

정부, 산업계, 학계가 모
여 드론을 띄우다

드론 활용 비즈니스 모델 및 

시범사업 확대 심포지엄

하며 드론 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해 드론 규제 혁신 및 지원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음을 밝혔다.

1부의 기조연설에서는 ‘무인기 연구·개발 분야의 국제적 동

향 및 NASA의 정책계획’(NASA 신재원 항공부국장), ‘드

론의 국내기술 현황과 미래’(유콘시스템 송재근 대표), ‘드론 

산업 발전을 위한 Initiative 제안’(고려대학교 김형중 교수)

을 통해 드론 산업의 국제 동향과 국내 드론 산업의 현재와 미

래를 가늠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됐다. 

드론과 공간정보 발전을 위한 계기 마련

오후 1시부터 시작된 세션1에서는 수요-공급 매칭지원을 기

본 콘셉트로 드론 개발·제작업체가 드론의 공공활용 사례와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활용 분야별로 발표하고 기술개발 현

황, 발전방안 등 드론 산업 현황이 소개됐으며, 세션2에서는 

GPS·INS를 이용한 항법체계 및 통제방법, 드론 충돌 방지를 

위한 교통관리체계 등 드론 관련 기술·인프라에 대한 학술적 

최신 동향이 소개됐다. 미처 자리를 잡지 못한 관객들은 바닥

이며 복도에 앉아 강연을 듣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이중 LX한국국토정보공사는 세션1에 참가, ‘드론 활용 LX공

간정보 구축 및 관리방안’에 대해 소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

날 강연자로 나선 손명훈 과장은 공간정보 구축에 활용되는 드

론 및 항공영상과 드론영상의 해상도 비교, 드론 활용  LX공간

정보 구축 사례로 본 문화재 보호, 환경관리, 시설물 점검 등 그 

공익성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드론의 공간정보 활용사례와 그 

유용성에 대해 참석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마지막 3부는 국토교통부의 드론시범사업 확대설명회를 통

해 드론 비행안전정보 어플리케이션, 드론 조종자 자격증명

과 안전 이슈, 미래창조과학부 주파수 가이드라인 등 보다 구

체적인 사안에 대한 발표로 이어졌다. 

국토교통부에서 주최하고 항공안전기술원, 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연구원, 한국Its학회에서 주관한 이번 행사는 우리

나라 드론 산업의 현주소와 나아갈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된 자리였다.    

지난 8월 11일, 국토교통부는 드론 활용 비즈니스 

모델 및 시범사업 확대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

최했다. 이는 공공의 드론 도입 촉진 및 드론 산업 

관련 주요 이슈 등에 대해 제작업체와 민·관·학 간 

정보 공유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장으로 1,000여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려들어 드론에  대한 뜨거운 관

심을 확인할 수 있다.  

Writer. 이경희

 

집단비행과 함께 시작된 심포지엄

심포지엄의 시작을 알린 것은 드론의 집단 비행군무였다. 신

나는 음악에 맞춰 드론들이 자유자재로 날아다니며 마치 치어

리더처럼 흥을 돋운 것. 네온테크에서 선보인 이 드론 군무는 

우리나라 드론 산업의 기술력이 어디까지 왔는지 보여주는 바

로미터로 모인 관객들로부터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교통안전공단의 오영태 이사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항공안

전기술원 정연석 원장, 한국Its학회 이철기 학회장의 환영

사, 국토교통부 김경환 차관의 축사로 이어진 개회식에서 주

목할 만한 점은 정부의 드론 산업에 대한 의지였다. 특히 김경

환 차관은 “2016년 26억 달러 규모의 민간 드론 시장규모는 

10년 내 4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그 중에서도 산업

용 드론 분야는 가장 크게 성장 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이야기

행사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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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말하다

지난해부터 불기 시작한 드론 열풍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더욱 가까워지

고 있다. 드론의 보급 속도와 파급

력은 군용뿐만 아니라 민간용, 일상

생활용으로 보편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마이드론 즉, 1인 1드

론 이라는 말도 조만간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기술의 특징은 원천기술의 확보 유무와는 별개로 주변

기술과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용도의 창출이라는 사업기회

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기업에게 큰 기회가 될 것임이 분명하

다. 이 책은 인공지능기술과 지능형 서비스로봇, 드론 산업

을 중심으로 기술과 시장전망, 주요 이슈 등을 정리 분석하

고, 관련된 핵심 유망 사업 분야를 조명하였다. 주요 리딩 국

가를 중심으로 산업 육성 지원정책 등을 조사하여, 마케팅전

략 수립에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016년 9월 28일 출간

인공지능(aI), 로봇, 드론 기술, 시장 실태와 전망

| 이슈퀘스트 편집부 지음 | 이슈퀘스트 |

도시의 발견 

| 정석 지음 | 메디치미디어 | 

도시의 주인인 시민에게 건네는, 시

민에게 필요한 도시학개론 <도시의 

발견>. 저자가 동네 아저씨로, 시민

으로 살아온 일상에서부터 20여 년

간 도시 연구를 통해 쌓아온 도시 

DIY의 노하우와 도시 철학을 담은 책

이다. 서울 북촌 한옥마을 가꾸기 사업, 인사동 보전 등 이곳저

곳에서 20여 년간 도시 프로젝트를 수행해온 도시설계 전문가

인 저자 정석은 도시를 움직이는 힘이 자본과 권력에서 시민으

로 옮겨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 방법은 도시가 정치

적 공간임을 발견하고, 시민이 정치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이것이 어렵고 먼 이야기가 아님을 우리나라의 여러 지방자치 

단체(서울, 전주, 수원, 성남 등)의 사례와 프랑스, 미국, 브라

질 등의 사례에서 보여주고 있다. 시민들이 도시를 바꾼 이야

기를 통해 저자는 정치적 시민이 될 것을 주문하고 있다.

2016년 9월 30일 출간

좋은 길은 좁을수록 좋고, 나쁜 길은 넓을수록 좋다

| 김수근문화재단 편집부 지음 | 김수근문화재단 | 

건축가 김수근의 칼럼집 개정판이

다. 김수근 공간인생론에 대한 전반

적인 내용이 담겨 있으며  인간적인 

면모를 지닌 김수근의 모습과 예술

가로서의 의견, 건축가로서의 창조

성, 전통과 예술에 관한 김수근만

의 독특한 사상을 엿볼 수 있다. ‘가슴 메웠던 여자 담임 선생

님’, ‘손 닿는 곳에 책이 있는 집’, ‘지적 주거’, ‘도시는 24시

간의 예술’, ‘건축가는 전문가가 아니다’, ‘공간인생론’으로 

총 6주제로 구성돼 있다.

시대를 읽고 도시의 미래를 상상했던 건축가 김수근의 깊은 

통찰과 자유로운 생각들이 담겨 있는 책으로 건축을 통해 세

상과 이야기 했던 그의 글과 스케치를 볼 수 있다. 

2016년 6월 14일 출간

2 0 1 4 년  출 간 된  < U r b a n 

Geography> 제3판을 번역한 것으

로, 원서는 2004년 제1판이 출간된 

이래 미국 대학가에서 도시지리학 

교재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책 

중 하나다. 도시지리학의 전 분야를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다. 즉 도시의 기원과 발달을 광범위하

게 탐구하고, 현대 도시의 경제, 사회, 정치 현상을 검토한 다

음, 살기 좋은 도시를 위한 도시계획과 전 세계 도시에 대한 

비교 탐구가 이어진다. 도시의 이야깃거리와 쟁점뿐 아니라 

최신 정보통신 기술의 적용까지도 풍부하게 다루고 있다. 내

용에는 새로운 도시 이론과 방법론을 포함했으며, 세계 도시

들의 최신 자료와 경험을 함축하여 담고 있다. 

2016년 2월 15일 출간

<데이터 분석과 저널리즘> 제2판. 최근 들어 인터넷과 연결된 정보 기술의 발전에 따라 보다 정교한 데

이터 분석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정보를 활용하고 해석할 줄 아는 사람들만이 정보를 통해 사회

적.경제적 힘을 가지게 되면서 정보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과의 사회적 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러한 정보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데이터 저널리즘’이 주목을 받고 있다.

정량화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속에 감춰진 이야기를 발굴해가는 데이터 저널리즘의 특성은 데이터를 

해석하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데이터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줄 수 있다. 데이터 저널

리즘의 기본적인 이론과 함께 국내 현장에서 경험한 구체적인 노하우를 그대로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적용 가능한 툴 사용

법 등을 상세히 설명해 주는 실용적인 책이다.

2016년 3월 10일 출간

도시지리학 | David H. Kaplan 지음 | 김학훈, 이상율, 

김감영, 정희선 옮김 | 시그마프레스 | 

데이터 분석과 저널리즘

| 함형건 지음 | 컴원미디어 | 
별빛 찬란한 밤하늘에 압도되거나 고대 유적 또는 성 베드로 대성당 한가운데서 경외감에 사로잡히는 찰

나, 사람들이 빽빽이 들어찬 방 안에서 공황상태에 빠지는 순간, 공원을 산책하며 마음을 진정시키는 시

간이나 카지노와 쇼핑몰에서 유혹에 (기꺼이) 넘어갈 때에도, 변치 않는 한 가지가 있다. 바로 우리를 둘

러싼 환경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 신체 반응에 강력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 

인간이 건축을 통해 현실공간과 가상공간을 어떻게 만들었으며, 그 두 공간은 또한 우리를 어떻게 움직

이는지를 인간의 다양한 정서를 중심축으로 삼아 흥미진진하게 설명하는 책이다. 

저자인 콜린 엘러드는 워털루대학교의 인지신경과학자이자 신경건축가, 도시현실연구소 소장으로 자신의 개인사와 대중의 관

심사, 그리고 전문적인 지식을 재치있게 엮어낸다.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는 오늘날, 인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신기술들이 끼칠 

영향을 다양한 각도에서 평가하는 한편, 우리가 살고 있고 만들어가야 할 세계는 어떤 세계인지 묻고 있다.

2016년 10월 14일 출간

공간이 사람을 움직인다

| 콜린 엘러드 지음 | 더퀘스트 | 



문화 읽기 공간정보 MAGAZINE 2016

9 6 9 7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영표)가 경기도, 국토교통부, KT, BMW와 함께 판교 제

로시티 내 자율주행 실증단지 조성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판교 제로시티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자율주행 실증단지의 가칭으로 정책-통신-지

도-기업 등 4개의 주체가 뭉쳐 주율주행차의 상용화를 앞두고 테스트를 진행하는 도

시로 건설된다. LX공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고정밀디지털지도를 제작·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지난 10월 19일 판교 창조경제혁신센터 1층 기가홀에서 열린 이번 업무협약식에는 

김영표 LX공사 사장을 비롯해 남경필 경기도지사, 장영수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

관, 김영표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오성목 Kt 네트워크부문장(부사장), 마틴 뷜레

(Martin Woehrle) BMW 그룹 한국 R&D 센터장이 참석해  판교제로시티를 자율

주행 시범도시로 조성하는 내용의 ‘자율주행 실증단지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과 함께 ‘자율주행 혁명과 미래형 스마트시티’를 주제로 ‘2016 빅포

럼(B.I.G. Forum)’이 열렸다. 마틴 뷜레 B 센터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미래의 자율주행

차는 인간의 손과 발, 눈과 뇌를 모두 자유롭게 할 것”이라며 “인간이 개입할 필요가 전혀

없는 완벽한 자율주행차 시대가 머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국민 편의 증진과 민간 창업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보유한 국가중점데이터 중 활용성 

높은 국가공간정보가 조기 개방됐다. 당초 22종의 공간정보 데이터 중 민간 활용도가 

높은 10종을 올해 말까지 개방할 방침이었으나, 민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앞당긴 

것이다. 

이번에 개방되는 정보는 부동산 가격과 소유정보, 면적에 관한 것으로 토지와 건물정

보를 기반으로 한 지도서비스다. 소상공인과 창업예정자들은 이를 통해 상권정보, 시

장분석 등이 가능하다. 또 일반 시민들은 부동산 매물정보, 경매ㆍ공매 정보 등을 지도 

위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정보 공개 뿐 아니라 민간에서 자유롭게 가공ㆍ분석할 수 있도록 데

이터 파일과 공개API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공개되는 정보들은 포털, 통신사, 네

비게이션 업체 등에서 부동산 개발지원, 지도서비스 갱신, 최신정보구축과 같은 분야

에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민간과 산업계의 경제적 창출효과도 상당할 것

으로 기대된다. 이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과 국가공간정보포털(nsdi.

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블루(BLUE)팀이 개발한 장애인을 위한 길안내 서비스 ‘바이패스(Bypass)’가 2016 

공간정보 융·복합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다.

대상을 받은 블루팀의 장애인 전용 길안내 서비스는 최단거리를 지향하는 일반 길안내 

서비스와 달리 이동거리가 다소 멀어지더라도 장애인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게 배려한 독창적 아이디어가 높은 점수를 받았다.

블루팀 관계자는 “이번 경진대회로 유용한 국가공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 의도한 서

비스를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많은 사람이 국가공간정보를 활용해 더욱 다

양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국토부는 본선에 참가한 11개 팀 아이디어가 모바일 앱 등 구체적 상품으로 탄생할 수 

있도록 ‘국가공간정보 활용 업무협약’을 맺고 국가공간정보센터가 보유한 1,374종 및 

양방향 연계기관 공간정보 가운데 개인정보와 보안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 무상제공

했다. 특히 지난 두 달 동안 sW, HW 등 개발환경과 전문가 특별팀을 통한 전담컨설팅 

등 창업 보육을 지원해 왔다. 국토교통부는 대상 블루팀을 비롯해 본선 진출 11개 팀에 

연말까지 창업보육 컨설팅과 서비스 특허등록 지원과 ‘공간정보 열린 장터’ 등록 및 정

부 3.0 박람회 전시 등 홍보·판로 개척을 도울 예정이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원장 신을식)이 비즈니스 업계의 오스카상으

로 불리는 세계적 권위의 ‘스티비 어워즈 국제 비즈니스 대상’(IBA)에서 출판부문(사

보) 동상을 수상했다. 스티비 어워즈는 지난 2002년 설립된 프리미엄 비즈니스 부문 

국제상으로 전 세계의 기업과 임직원의 업적, 기업 활동의 성과 및 사회 기여도를 일반 

소비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매년 7개의 개별상 수상 수상자를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출판부문에서 동상을 수상하게 된 ‘공간정보 매거진’은 지난 2013년 창간해 지금까

지 12호가 발행된 국내 유일의 공간정보 전문지로 공간정보와 관련한 다양한 주제들

을 심도있게 다루고 있다. 

공간정보 매거진은 이번 심사에서 인포그래픽을 활용한 디자인 방식, 심도있는 콘텐츠

와 자료, 형압 방식을 이용한 표지 표현 기법 등이 호평을 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공간정보연구원 신을식 원장은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공간정보가 갖고 있는 매

력을 공간매거진이 수준 높으면서도 쉽고, 잘 표현했기 때문에 심사위원들로 부터 좋

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며 “앞으로도 기획에서부터 마무리까지 보다 많은 관심과 노

력을 기울여 알찬 내용의 공간매거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LX공사, 자율주행 

실증단지 조성 

MOU 체결

토지가격 등 

국가공간정보 

10종, 민간에 개방

공간정보 

융복합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에 

Blue팀 

‘바이패스’ 선정

공간정보 매거진, 

스티비 어워즈 출판부문 

동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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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 매거진은 학계와 산업계, 정부는 물론 공간정보 분야에 관심이 많은 모든 

분들을 위한 ‘소통의 창구’입니다. 이를 위해 공간정보 매거진에서 여러분들의 다양

한 의견을 받습니다. 논문 형식의 연구과제로부터 해외 학회 후기 혹은 직접 체험한 해외

의 동향 등 알찬 의견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독자 여러분의 참여를 

통해 대한민국 공간정보산업의 발전을 함께합니다.

주제 :  공간정보와 관련된 논문 등 연구과제, 해외 학회 후기, 해외 공간정보산업 동향 등

분량 : 원고지 70매 이내에서 자유롭게 조정 가능

송재하(대구시 수성구)

<공간정보> 여름호에 실린 ‘재난을 막는 공간정보’ 기사를 관심있게 읽었습니다. 지

진, 강풍, 폭우 등 기상이변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재난을 막는 첨병 역할을 

공간정보가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난은 한번 발생하면 인명

피해뿐 아니라 막대한 재산손실로 이어지는 만큼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만이 최

선일 것입니다. 재난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재난대응 

시스템 체계가 잘 마련되고 있는것 같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유익했습니다.

배명순(인천시 부평구)

<공간정보>를 만날 때마다 웃음짓게 됩니다. 서점에서 만나는 매거진에 비해 높은 퀄

리티와 전문 정보들이 제 마음에 쏙 들어요. 특히 이번 GLS와 함께 싱그런 녹음 속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마음이 비위진다. ‘북한산 둘레길’의 모습을 보니 저절로 

힐링이 되네요.둘레길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는 '북한산 둘레길 모바일 어플리케

이션'까지 함께해 길을 잃을 위험없이 다녀올 수 있을 것 같네요.수도권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청정자원이 있는 곳으로 트레킹 가고 싶어집니다.

박지영(부산시 북구)

‘미래를 위한 선택, 공간 빅데이터’ 를 읽고 이제 공공기관의 데에터 개방은 빅데이터

를 활용한 산업발전의 기폭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정보가 민간개방으로 

이어지면 공간정보산업의 질적, 양적 성장이 이루어지리라 기대됩니다. 또한 공간정

보는 빅데이터와의 융복합을 통해 성장하며 공간정보산업을 창조경제의 핵으로 만들

어 나가는 것이 바로 빅데이터가 되리라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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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소리

원고 및 

독자의견 보내실 곳

<공간정보> 매거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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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를 보내주신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 

독자의견을 보내주신 분께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권을 지급해 드립니다.  

편집국에서



<공간정보>는 LX공간정보연구원 홈페이지(www.lxsiri.re.kr)에서 PDF로 다운로드 받으시거나

디지털매거진(android, iOS) 애플리케이션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SPATIAL  INFORMATION  QUARTERLY  MAGAZINE
세계로 나아가는 공간정보산업의 미래와 희망

9 7 7 2 4 6 6 1 4 5 0 0 7

12

      ISSN 2466-14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