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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공간정보
2015년 세계경제포럼에서 클라우스 슈밥은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의제를 채택했다. 제러미 리프킨이 2011년에 제3
차 산업혁명이라는 책을 쓴지 불과 5년 만에 새로운 산업혁명을 이야기한 것이다.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이렇게 짧은 기
간 내에 계속 일어나는지 여부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기술의 발전과 그에 따른 산업의 변화 속도가 놀랍다는 점에서는
별 이견이 없다.

Writer. 유기윤(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제4차 산업혁명의 원동력

는 내·외부의 정보를 감지하는 눈이나 코, 귀와 같은 센서들을 가지고 있

제3차 산업혁명은 저탄소 경제로의 변화를 주로 논의했다. 이에 비해 제

으며 이들 정보를 실어 나르는 신경 네트워크, 그리고 통합적으로 기억

4차 산업혁명은 최근의 다양한 기술발전이 가져올 변화를 포괄적으로

하고 판단하는 두뇌를 지니고 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모인 사회에도

논의하고 있다. 특히 3D 프린팅, 인공지능, 유전공학과 같은 기술들을

이들 세 가지 기술이 건강한 생존과 발전의 요소로서 작용하고 있다. 사

핵심 사례로 거론하고 있다.

회도 일종의 살아있는 생명체인 것이다.

제3차이든 아니면 제4차이든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기술과 산업의 빠른

이들 세 가지 요소는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기술 발전을 지

발전 저변에는 그 원동력이 존재한다. 바로 센서, 네트워크, 그리고 저장

원하고 있다. 그 결과 발전의 속도가 산술급수가 아닌 기하급수의 속도

과 연산이라는 세 가지 요소의 발전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들 세 가지 요

로 이루어지고 있다. 덕분에 앨빈 토플러 박사의 말처럼 가장 현명한 사

소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생명체의 근본 구성요소이다. 즉 모든 생명체

람이라 할지라도 어안이 벙벙할 만큼 빠른 발전이 목도되고 있다. 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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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부터는 센서, 네트워크, 저장과 연산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염두에 두
고 논의를 전개하기로 한다.

실시간 모사형 공간정보의 중요성
세 가지 요소의 발전은 앞서 예로든 사례들, 이를 좀 더 일반화하자면,

IT, BT, NT, CT 분야의 괄목할만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성장이 공간정보와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가까운 미래에 공
간정보 전문가는 무엇에 주목해야 좋을지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은 유
익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우선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좋겠다. 무인 자
동차가 그 예다.
구글이나 여타 IT 기업들의 공격적인 투자와 개발성과를 들여다보면 앞
으로 수 년 이내에 상용화된 무인 자동차를 시내에서 목격할 수 있을 것
이라 예측할 수 있다. 무인 자동차에는 인공지능이 들어가 있어서 기억
과 판단을 담당하는데 최근의 구글 차량의 경우 초당 2기가바이트의 정
보를 처리한다고 알려져 있다. 중요한 것은 센서를 통한 외부 정보의 수
집이다. 무인 자동차는 장착한 센서를 통해 외부의 3차원 공간정보를 실
시간 수집한다. 이는 당연한 일이다. 앞서 얘기했듯이 무인 자동차도 일
종의 인공 생명체라고 보아야 하며 생명체는 반드시 센서와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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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기술의
기반정보는
바로 공간정보가
될 것이다

그림 1 실시간 모사형 공간정보 기반의 무인 건설현장

면서 동시에 관광이나 게임과 같은 일부 사업을 빼고는 딱히 쓸 데도 없

이 못미더운 극성엄마들은 집의 소파에 앉아 고글을 낀 채 유치원 버스를

다는 의미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보조를 맞추어 발전해 이들 정보를 종합

원격으로 운전해 아이들을 유치원에 데려다 줄 수도 있다. 또는 노련한

해 사용하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용접기술자는 건설현장의 용접 로봇을 통제하는 인공지능을 감시하며

이와 관련해 하나의 시나리오를 그려보자. 무인 작업 지휘이다. 무인 자

시시콜콜 간섭하거나 능숙한 손기술을 가르쳐 줄 수도 있다.

동차를 운전하는 차량용 인공지능에게는 실제 현실이란 센서가 실시간

중요한 것은 이런 세상이 된다면 생산 양식의 거대한 변화가 찾아온다는

수집한 모사형의 공간정보이다. 이를 이용해 현실을 이해하고 차량을 운

점이다. 무인 작업, 원격 작업과 함께 지휘 통제의 주도권에 있어서 사람

전한다. 마찬가지로 IBM의 왓슨이라는 거대 인공지능에게는 클라우드

이 점차 밀려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세상에서 공간정보는 더욱 더 중요

에 쌓인 엄청난 디지털의 세상이 그대로 이 세상이 된다. 즉 왓슨은 그 세

한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나 실시간 모사형 공간정보, 즉 공간 빅데이터

상 속에서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현장의 무인 기기들을 지휘해 보다 큰 규

기반의 변화 탐지나 패턴인식, 정보 압축, 파편화된 정보의 연결, 거대 공

모의 작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가령 호주의 그레이트 샌디 사막에 도로를

간 추론, 효율적 송수신, 체계적 저장과 수정과 같은 분야의 전문가나 기

개설한다고 치자. 왓슨은 미국 요크타운 왓슨연구소의 1층에 앉아서 수

술개발이 더욱 주목을 받을 것이다.

지고 정밀해질 것이며 연동된 기억과 연산능력은 큰 폭으로

백여 대의 무인 건설장비와 드론 등을 지휘해 도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

향상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공간 빅데이터를 구성하는 원시

는 사막 수백 킬로미터에 걸쳐 전개된 전체 작업장을 모두 바라보고 있는

핵심역량을 투자할 목표가 필요

자료의 수집과 필터링, 오류 처리, 특징 분석, 저장 개선 역시

것이다. 그런가 하면 홈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다. 주인이 외출하

굳이 제4차 산업혁명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큰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다. 특히 후자의 분야는 공간정보 전

는 시간에 맞추어 마당에 놓인 트랙터를 몰고 나가 밭을 갈고 집안을 청

가속화 될 것이 확실하다. 여기서는 무인 자동차라는 하나의 사례를 출

문가의 역할이 매우 큰 영역으로 이에 대한 연구와 개발, 그리

소하고 요리까지 할 수 있다.

발점으로 삼아 논의를 전개하였지만 변화의 사례는 이 외에도 많이 나타

그리고 저장과 연산이라는 기능을 고루 갖추어야만 한다. 따라서 인공지

고 투자가 마땅히 따라주어야 할 것이다. 공간정보 전문가들에게는 이 영

이렇게 생각을 전개하기 시작하면 결국 무인 기기들이 수집한 실시간 모

날 수 있다. 그 어떤 사례이든, 결국 공간정보는 센서, 네트워크, 저장과

능은 반드시 센서를 통해 외부의 3차원 공간정보를 수집해야 하며 동시

역이 우선적인 화두가 될 것이다.

사형의 공간정보는 다시 재활용되어 거대 인공지능에게 이 세상을 보다

연산이라는 세 가지 요소의 발전과 함께 등장하게 될 이들 킬러 어플리케

큰 규모로 인식하게 해주고 그 결과 더 높은 차원에서의 변화를 가져오게

이션들의 기반으로서 그 위치를 더욱 확고히 할 것이다. 이에 따라 관련

에 이를 네트워크를 통해 유통해야 한다. 그래야 인공지능이 비로소 작
동할 수 있다.

변화하는 생산 양식과 공간정보 기술

해준다. 산업의 거의 모든 부문에서 거대 인공지능이 침투해 종합적인 지

기술의 개발 목표를 잘 설정하고 핵심역량을 투자한다면 그 미래는 밝을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나온다. 센서를 통한 3차원 공간정보의 실시

지금까지 무인 자동차라는 한 가지 사례로 시작해 이야기를 전개해 왔다.

휘 통제와 작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물론 사람들이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간 수집이라는 부분이다. 이것이야 말로 공간정보가 가까운 미래에 나타

이 외에도 다른 분야의 사례를 들자면 많겠지만 여기서는 계속해 이 사례

이 과정에 개입하거나 인공지능과 협업을 할 수도 있다. 예컨대 인공지능

나게 될 킬러 애플리케이션들과 접목되는 인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좀

를 기반으로 나머지 이야기를 전개해 보자. 수많은 무인 기기들이 실시간

더 풀어 말하자면 가까운 미래에는 무인 자동차만이 아니라 무인 농기계,

모사형 공간정보를 수집한다. 그리고 이들 정보는 네트워크를 통해 공유

무인 청소기, 무인 요리기, 무인 용접공, 무인 장갑차, 심지어는 무인 로

된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어떤 상황이 전개될 것인가. 이들 빅데이터

봇까지 실용화 되어 나타날 것이란 말이다. 이들 무인 기기의 시대가 곧

는 시간이 지날수록 현실세계를 모사한 엄청난 규모의 공간정보로서 쌓

올 것인데 이들이 모두 각종 센서를 장착하고 3차원 공간정보의 실시간

이게 된다. 언뜻 생각하면 이들 정보가 그저 일회용의 정보로 쌓였다가

수집이라는 일에 일차적인 중요성을 둘 것이다. 물론 공간정보의 규모는

폐기될 것 같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로 발전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마이크로 수준에서 항공기로 볼 수 있는 매크로

다. 즉 버려지지 않고 모여서 거대한 디지털의 세상을 구축하는 것이다.

수준까지 다양할 것이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인공지능 때문이다.

그때가 되면 실시간 3차원 공간정보, 즉 실시간 (현실)모사형의 공간정

만일 인공지능의 발전이 없다면 그 엄청난 실시간 모사형 공간정보는 그

보 수집이라는 분야가 기반 산업으로 자리잡을 것이다. 센서는 더욱 작아

림의 떡이 된다. 웬만한 전문가라 하더라도 감당이 불가할 정도의 정보이

06

공간정보는 센서, 네트워크,
저장과 연산이라는
세 가지 요소의 발전과
킬러 애플리케이션들의 등장을
기반으로 그 위치를
더욱 확고히 다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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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이슈 내비게이션Ⅰ

임지영 Photographer. 안용길
이사장, KAIST 초빙교수)
Writer. 이민화(창조경제연구이사회

디지털 사회는 아날로그 사회와 본질적으로 상충되는 구조다. 원자

세계와 1:1 대응되는 가상세계가 만들어 지게 된다.

로 이루어진 물질 세계는 자원의 한계로 인하여 한계효용이 감소하

이러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일대일 대응되는 관계에서 인간은 두

는 소유의 사회다. 그러나 비트로 이루어진 디지털 사회는 자원의 제

개의 거대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된다. 그것은 시간을 앞당

약이 없어 한계효용이 증가하는 공유의 사회다. 소유는 자산이고 공

겨 보는 예측과 인간과 공간을 맞추어 주는 맞춤인 것이다. 이래서 온

유는 연결이다. 물질로 이루어진 현실세계는 소유가 원칙이라 파레

라인 세상에서 오프라인에서 불가능했던 예측과 맞춤을 통해서 오프

토의 법칙, 즉 80:20의 법칙이 적용된다. 물질은 동시에 같이 소유

라인을 최적화 시키는 것이 바로 O2O 융합의 개념이다.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대로 가상의 세상에서는 공유 원칙으로 인
해서 롱테일(Longtail)의 법칙이 적용되고 있다. 한계효용이 증가
되는 것이 현실 세상이라면 한계비용이 감소하는 것이 가상 세상이
다. 현실 세상의 경쟁력이 자원의 확보에 있다면 가상세계의 경쟁력

제4차 산업혁명 4단계 O2O 융합의 흐름도
➋ 저장 & 분석

은 관계의 확장에 있다. 본질적으로 두 개의 세상은 달라도 너무 다
른 것이다. 두 개의 세상에서 소유와 공유라는 가치관이 충돌하고 있
빅데이터

다. 우버(Uber)와 에어비앤비(AirBnB)의 합법성 논쟁이 대표적인
가치관의 충돌 예일 것이다.

“제4차 산업혁명은 인간을 중심으로 현실과 가상이 융합하는 것”
이제 미래사회의 O2O(Online to Offline) 최적화와 증강·가상현
실(AR·VR)을 살펴보기로 하자. 우리의 오프라인 현실세계는 디지

➌ 가치창출

예측

맞춤

데이터

➊ 데이터 수집
➍ 최적화

Internet of Everything

털 기술의 발달에 의해서 온라인 세상으로 가상화되었다. 그로부터
시간, 공간, 인간의 디지털화가 이루어지면서 변형과 복제가 가능한

인공지능

Internet of Thing

디지털 기술이 인간의 생활을 바꾸게 되었다.

Internet of Biometry

맞춤과 예측

근본적으로 온라인 세상과 오프라인 세상이 일대일(1:1) 대응되는
평행우주가 만들어진다는 것이 변화의 핵심이다. 여기에는 오프라
인 세상을 표현할 수 있는 시간(天), 공간(地), 인간(人)이 디지털 기

제4차 산업혁명 시대,
현실과 가상세계를 잇는
공간정보

술에 의해서 모두 가상 세계로 디지털화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공간
은 IoT와 GPS가, 인간은 웨어러블과 SNS가, 시간은 빅데이터와
인류는 1,2차 물질 혁명과 3차 정보혁명을 거쳐 4차 지능혁명으로 돌입하고 있

Online

Offline

지능
+
빅데이터
+
클라우드

더 나은 세상

빅데이터 발생

클라우드가 디지털화 하고 있다. 그래서 한 인간의 모든 활동이 현실

다. 변화는 가속화되어 과거 100년의 변화가 미래 10년 안에 이루어질 것이다.
미래 사회를 지금 준비할 것인가, 방치할 것인가. 대한민국 미래의 결정적 선택
이 될 것이다.

INDUSTRY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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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임지영 Photographer. 안용길

이러한 O2O 융합의 개념을 좀 더 쉽게 표현해 보면 다음과 같다. 사
AI+12Tech 융합 모델

물로부터 IoT 기술로 사물 데이터를 얻고, 인간과 생물로부터 IoB
기술로 생체 데이터를 얻어서 이 세상을 표현할 수 있는 데이터를 클

天

6대
아날로그화
기술

시간의 확장

6대
디지털화
기술

Cloud

Big Data

3D 프린터/DIY

O2O
AI
웨어러블

플랫폼
GPS

SNS

장
확

인
간
의

의
간
공

地

게임화

확
장

증강·가상현실
IoT

O2O

에 대한 예측과 맞춤을 해주면 이 세상은 최적화된다는 것이다. 실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오프라인 단독으로 불가능했던 최적화 과정을

서비스 디자인
블록체인/핀테크

라우드에 올려 빅데이터를 만들고 이것을 인공지능이 분석해서 세상

人

온라인, 오프라인이 결합되면서 이룩할 수 있다.

실에서의 경우 설령 지구 정반대에 있어도 쉽게 만날 수 있기 때문이

O2O 융합을 위한 인공지능과 열두가지 기술을 간단히 보면 시간을

다. 시공간의 제약을 극복한다는 것이 공간 융합의 중요한 함의다.

좌우하는 클라우드와 빅데이터, 공간을 융합하는 사물인터넷과 3D

이제 공간은 와이파이, 비콘, 초음파 등의 기술로 가상화되고 가상의

프린터, GPS, 인간을 융합하는 IOB 웨어러블과 SNS가 있다. 여기

공간에서 인간과 사물은 현실과 일대일 대응 구조에서 편집과 복제

에 최적화를 위한 6대 융합기술로 인공지능 그리고 서비스 디자인

로 예측과 맞춤이라는 최적화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가상의 공간 데

적정기술 게임화 플랫폼 핀테크 증강·가상현실 등이 있다.

이터는 다시 자율주행차와 같은 로봇 기술과 3D 프린터와 같은 인

이러한 O2O 융합의 최종 결정판이 바로 증강·가상현실(AR·VR)이

쇄 기술로 현실세계를 최적화하게 된다. 증강·가상현실은 인간에게

다. 온라인의 가상세계와 오프라인의 현실세계가 바로 융합하는 것

공간의 개념을 현실의 세계를 넘어 가상의 세계로 확장시켜 주고 있

이다. 경계가 사라지는 O2O 세상에서 인간은 세상과 융합하게 되

는 것이다.

고, 초능력을 가지게 된다. 가상현실은 두 세계의 융합을 통하여 교

4차 산업혁명은 시간, 공간, 인간을 현실을 넘어 가상과 결합하여 현

육, 여행, 운동, 놀이 등 인간 삶의 대부분의 영역을 결정적으로 바

실을 최적화하는 혁명이다. 이러한 O2O 융합을 위한 수단이 6대 디

꾸고 있다.

지털화와 6대 아날로그화 기술이다.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이

증강·가상현실은
인간에게 공간의 개념을
현실의 세계를 넘어
가상의 세계로
확장시켜 주고 있는 것이다

아니라 요소로 이해해야 하는 이유다. 이러한 융합을 통하여 공간의
의미는 새롭게 탄생하고 있는 것이다.

INDUSTRY 4.0
가상현실은
두 세계의 융합을 통하여
교육, 여행, 운동, 놀이 등
인간 삶의
대부분의 영역을
결정적으로 바꾸고 있다

증강·가상현실과 공간의 의미 변화
사회적 관계 활동에서 가상공간이 가지는 의미가 확대되고 있다. 놀
이터가 아니라 게임에서 만나 함께 노는 아이들의 행동패턴이 이슈
가 되고 있는 것이다. 가상현실보다 몰입감이 떨어지는 PC·모바일
환경에서도 이미 사회적 관계 활동이 온라인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
을 감안하면, 가상세계를 현실처럼 느끼게 될수록 사람 간의 만남과
교류도 가상세계 내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혼밥과 혼
술이 대표적인 추세의 예라고 할 수 있다. 오프라인에서 사람과 사람
이 만나기 위해서는 시공간의 제약이 필연적으로 뒤따르는데 가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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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이슈 내비게이션Ⅱ

임지영 Photographer. 안용길
공간정보사업실 융복합사업부장)
Writer. 유인호(LX한국국토정보공사

CONVERGENCE
위치기반 공간정보 서비스의 세계시장 규모는 2015년 약 14조 원에서

세부적으로는 융복합 산업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미래 시장 수요예측 등

2020년 약 60조 원 으로 성장이 예측됨에 따라 정부 및 산업계에서도

을 기반으로 한 공간정보분야 기술 예측과 로드맵 작성을 위한 국가기술

발빠르게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지도를 만들기로 하고 이를 통해 도출된 융복합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위

먼저 정부 측면에서는 제2차 공간정보산업진흥 기본계획에 의거한 ‘공

한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또 시스템 개발 인프라 제공 등 스타트업 지원

간정보 융복합 산업의 대도약 및 국가 신성장동력 창출’을 비전으로 ①

을 늘리고 창업경진대회, 기존 기업과의 교류 등을 활성화해 창의적인

공간정보 융복합 분야 신시장 발굴 및 일자리 창출 ② 기업 역량 강화로

아이디어를 발굴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간정보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공

공간정보산업의 활력 제고 ③ 제도 환경 정비를 통한 공간정보산업의 발

간정보를 전면 개방하고(법으로 제한한 경우는 제외) 플랫폼 기반의 공

전 기반 확보를 통한 정부3.0 실현을 3대 목표로 추진 중이다.

유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자율주행차나 드론을 위한 고정밀 위치정보,

1)

재난재해를 대비하기 위한 입체공간정보 등도 구축한다. 또한, 공간정
보기업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술 중심의 중견기업 육성과 인재

공간정보 융복합 산업지원의
현주소와 미래 계획

비 전

다. 공간정보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사례를 들면 운전자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주행하는 자율형자동차, 하늘을 통해 고객에게 제품을 배송하거나 실
들 수 있다.

를 양성하는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지
원체계도 확대한다.
특히, 정부는 2016년 9월 제4차 산업혁명과 급변하는 기술 진화에 대

공간정보는 최신 첨단기술(자율형자동차, 드론, 비콘과 같은 센서 기술, 빅데이터 등)과 접목되어 기존 산업에 변화를 가져오고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있
시간으로 국토 변화를 조사하는 무인드론, 카카오택시·직방·요기요와 같이 온라인 서비스가 오프라인 서비스와 연계하는 O2O(Online to Offline) 등을

공간정보 융복합 산업의 대도약 및
국가 신성장동력 창출

목 표

•공간정보 융복합 분야 신시장 발굴 및
일자리 창출

응코자 공간정보산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여 추진하고 있다. ‘선택과

•기업 역량 강화로 공간정보산업의
활력 제고

심의 산업에서 스마트한 공간정보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며공유·융합을

•제도 환경 정비를 통한 공간정보산업의
발전 기반 확보

집중’으로 미래 선도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기존 지도제작, DB구축 중

증진함과 더불어, 공공·민간부문간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산업 발전 전
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공사)는 이러한 정부의 공간정보 융복합 활
성화 정책과 급변하는 ICT기술발전에 발맞추어 공간정보산업 진흥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공간정보 융복합산업 진흥을 위한 LX공사의 전략적 수행과제는 크게

1) 세계의 위치기반서비스 시장은 2020년 549억 달러로 성장 예측
(마켓츠 앤 마켓츠,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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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유통하고, 민간시장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구
현해 나가고자 한다.

다양한 부동산정보간 융복합 활용의 기반지도 - 국토정보기본도

또한 최신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드론(UAV)을 활용한 고정밀 국토
영상 기반 국공유지 모니터링 사업, 고차원(3차원) 공간정보 구축

국가공간정보포털의 활용

사업 등을 수행하여 융복합 산업에서 활용될 기반 공간정보를 구축

세 번째 전략 과제 ‘공간정보 기반 『1인기업』 창업카페 개설’을 통해 융

하고 있다.

복합 산업 창출을 위한 1인 스타트업을 위한 제반환경과 컨설팅 지원 역
할을 수행한다. 공간정보 기반 시스템 개발을 위한 데이터, 개발환경부
터 우수서비스 운영환경 제공까지 원스톱으로 지원될 수 있는 환경을 마
련·제공한다. 또한 UAV 운용, 3D 프린팅 등 첨단기술을 스타트업 아이
템에 접목시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창업 컨설팅 및 교육, 홍보까지 창업
과정 사이클 전반을 지원한다.

ICT

이를 통해 창의적 아이디어만 있다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
회와 더불어 산업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UAV를 활용한 국공유지 실태 모니터링

① 고품질·고정밀·고차원(3D) 융복합 정보 구축 ② 국민과 함께 돈버는
공간정보 장마당(개방·유통) 구축·운영 ③ 공간정보 기반 『1인기업』 창
업카페 개설을 내용으로 중점 추진·계획 중에 있다.
첫 번째 전략 과제는 ‘고품질·고정밀·고차원(3D) 융복합정보 구축’이
다. ICT와 융복합되는 다양한 공간정보 DB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
어 생활 애플리케이션, 빅데이터 분석 등 위치기반의 보다 정밀한 공간

스마트한 DB 구축을 통해
융복합 공간정보의
다양한 활동을 유도하고,
이는 공간정보산업의
기반이 될 것이다

정보 활용에 기반이 되는 스마트한 DB를 구축하려 한다.

1:1 컨설팅 지원

개발/운영 지원

교육·홍보 지원

마지막으로 LX공사는 지난 7월 정부로부터 ‘공간기반 고품질 융복합정

올해 초 LX공사는 항공(위성)영상을 통해 촬영한 우리 국토 모습을 바탕
으로 토지, 소유, 가격 등 부동산 관련 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국토정

사무공간 지원

보 품질관리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공간정보의 개방·공유 확대의 기
3D측량기술로 복원한 수원화성 화서문

반을 마련하고, 정부3.0 실현, 신사업과 일자리 창출 지원 등 국민생활과

보기본도’를 민간에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약 420만여 건의 높은 활용

두 번째 전략 과제는 ‘국민과 함께 돈버는 공간정보 장마당(개방·유통)

밀접한 융복합 콘텐츠를 고품질로 제공하는 국가공간정보의 길라잡이

도를 보이고 있다.

구축’이다. 민간시장이 필요로 하는 고부가가치 신규사업을 창출할 수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이다.

있는 밑거름이 될 기반정보를 제작하여 국가공간정보 포털을 통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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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이 만난 사람

Interview. 편집부 Photographer. 조인기

A

재난 관리는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 네 단계로 이뤄집니
다. 예방 단계에서 공간정보는 리스크 평가에 활용됩니다.
모든 재난은 리스크가 높을 때 발생합니다. 홍수를 예로
들어 설명하자면, 폭우가 쏟아졌다 해도 그에 대한 대비
책이 잘 마련되어 있다면 재난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반
면, 가옥이나 제방 등의 인프라가 취약하면 재난 발생 리
스크가 높아집니다. 따라서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위험 및
취약성을 평가한 후, 리스크를 저감할 수 있는 대책을 수
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비 단계는 취약 요소를 보완하는 과정으로, 홍수에 대비

성균관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윤홍식
/

/

해 제방을 높이거나 산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사방댐을 설

운 점이 많습니다. 또한, 데이터의 구조나 포맷이 공간정

치하는 등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계획을 세울 때에도 공간

보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정보가 활용됩니다. 또한 대응 단계에서는 공간정보를 활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공간정보의 활용 가능성은 광범위

용해 구호물자, 인력, 장비와 같은 재난지원을 효과적으로

한데도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제대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

배분할 수 있고, 신속한 구호 활동을 통해 2차 피해를 최소

는 점이 안타깝지요.

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구 단계에서는 공간영상자료와 연계해 피해 규

재난에 대응하는
공간정보의
중요성과 가능성

Q
A

데이터 구조의 문제를 말씀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공

모를 정확하게 조사할 수 있습니다. 재난으로 인한 손실을 파

간정보의 역할에 대해 말씀을 청하려 하는데요, 재난이 발생

악하고, 피해 복구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등 체계적인 계획을

했을 때 공간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세울 수 있지요. 이처럼 공간정보는 재난 관리 전 단계에 걸쳐

과거와 지금의 모습을 포함한 역사적 데이터를 볼 수 있어

재난의 예방과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위험’과 위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야 재난 관리에 활용할 수 있지요. 또한 어떤 건물에 대한

에 대한 ‘취약성’을 평가하여 관리해야 하는데, 이러한 위험
과 취약성에 대한 평가는 시·공간적 문제로 다뤄져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이

Q

보완해야 할까요?

A

우선, 공간정보 데이터상에 시간적 변화를 담아야 합니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때 단순히 외관 형태만 기록할 것

Q

재난 발생 시 실제로 공간정보가 잘 활용되고 있나요? 재난

이 아니라 건물의 층별 분류, 통로, 출입구, 상주 인원, 시

증가하는 추세이며, 최근 발생한 대형 재난 사건으로

공간과 시설 관리, 재난 상황 파악 및 대처, 피해 복구 등 재난

관리에 있어 공간정보가 중요하다는 인식은 널리 퍼져 있지

설 등을 상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화재 같은 사고가 발생

각종 재난에 대한 불안감 또한 높아지고 있다.

관리의 거의 모든 부분이 공간정보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

만 실제 활용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했을 때 소방관이 건물 내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안에 폭발

공간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전 세계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물질이 있는 것은 아닌지, 접근 경로는 어디가 좋을지, 출

고, GIS 공간분석기법을 이용해 리스크를 분석하며, GIS와

있음에도 우리는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입구와 방화벽이 어디에 있는지 등을 먼저 파악해야 하기

날카로운 통찰을 전해온 윤홍식 교수를 만나

공간영상정보를 활용하면 피해 지역이나 규모를 신속하게 파

첫 번째 원인은 제도상 문제, 두 번째 원인은 데이터 구조

때문입니다.

재난 관리 분야에서 공간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GIS 분석 결과는 대피, 구조, 구호물

의 문제라고 봅니다. 우선 공간정보를 누구나 쉽게 이용

포맷 자체 문제는 공간정보 데이터가 주로 전문가를 대상으로

자 수송, 피해 복구를 위한 기초정보로도 매우 유용하게 쓰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재난 발생

하기 때문에 대부분 일반인이 사용하기 어려운 NGI 포맷이나

수 있습니다.

시 신속하게 공간정보를 획득할 필요가 있으나 절차가 까

DXF, SHP 포맷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공간정보가 일

다롭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예로써 재난 현장의 고해상

상화되어 일반인도 쉽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재난 관리

재난의 예방에서부터 후속처리까지, 단계별로 조금 더 상세

도 항공사진이나 라이더 촬영은 재난 대응, 피해 조사 및

에 더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고, 관련 산업도 성장할 수 있다는

히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복구 작업 등에 크게 도움이 되는데 절차상의 문제로 어려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재난에 대응하는 공간정보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어 있지요. 과거의 재난 이력을 GIS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성균관대학교 교수이자
한국재난정보학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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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목할 만한 해외의 재난 관리 사례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
니다.

A

일본은 아무래도 지진 등의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 보니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큰 피해가
예상되는 도시 지역과 인근의 활성 단층 위치를 상세히 표시
한 지도를 공표하고, 지진 측정망을 만들어 빈틈없이 대비하
고 있지요. 또한 지진 관측 결과는 방재과학연구소 홈페이지
에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해일에 대비한 재난리스크맵을 국
가뿐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도적으로 제작하고 있
기도 하고요.
특히 피해 현황 조사 측면에서 벤치마킹 할만한 부분이 많습
니다. 우리나라는 재난 피해 현황을 조사할 때 정확한 매뉴
얼이나 규정이 없이 조사관의 판단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
데, 일본처럼 조사 방법과 항목을 세분화해서 정확하게 파악
해야 합니다.
미국은 잘 아시다시피 연방재난관리청이 재난안전관리의 최

Q
A

지난 9월 경주에서 일어난 지진 이후 재난에 대한 국민적 관

고 책임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지요. 특히 리스크 평가 부분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가상의 재난 상황을 설정하고 그에 대

심이 뜨겁습니다. 사회적 불안감도 상당한데, 우리나라의 지

주목할 만합니다. 모든 위험에 대해 동일하게 대비하는 것이

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거죠. 재난의 파급 양상이나 피해 범위

진 대비 현황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아니라, 위험 평가를 통해 발생 가능한 위험의 우선 순위를 정

를 시각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재난 교육이나 사이버 훈련을 효

사실 우리나라는 지진 안전지대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

해 이에 따라 대응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툴(tool)도 폭넓게

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대피 계획이나 복구 계획도 미리 세

니다. A.D 2년부터 지진 관련 기록이 존재하는데, 한반

이용되고 있지요.

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제 꿈 중 하

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BCP(Business Continuity

도에는 작은 지진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시기가 약 40

공간정보의 활용성도 자유로워 소방관, 경찰, 응급인력이

나입니다.

Planning), BCM(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년 주기로 돌아오고, 규모 5.0 이상의 지진은 400년 주기

대피·구호 활동을 진행할 때 공간정보를 이용해 작전을 세

도시 리스크 평가 사업도 구상하고 있는데요, 각 지자체에서

COOP(Continuity Of Operations Plan) 가이드라인을

로 발생해왔습니다. 이른바 ‘불의 고리(ring of fire)’에서

웁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재난 대응과 복구에 관한 훈련을

정기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하듯이 주기적으로 각종 재난에

개발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공간정보가 중요한 역할을 합

300km 이내의 지역은 언제든 지진이 발생할 수 있지만,

실시함으로써 지역사회 재난대응팀(CERT, Community

대한 위험성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미국의

니다. 각종 재난에 대한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표시하는

한국은 부산 기준으로 약 800km 떨어져 있습니다. 다만

Emergency Response Team)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것

사례처럼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을 늘리려는 노력도 필

리스크맵(risk map) 제작, 모바일 환경에서 공간정보를

역사적으로 살펴봤을 때 경주에는 5.0 정도의 지진이 몇

도 주목할 만합니다.

요합니다. 제가 방재안전학과를 개설해 방재안전직렬 신설

활용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청사진을 그리고

에 따른 전문 인력 양성에 힘을 쏟고 있는 것도 이와 비슷한 맥

있습니다. 실내·외를 아우르는 데이터 구조를 만들면 공

락입니다.

간정보가 더 많은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공

차례 있었습니다. 양산단층과 울산단층이 만나는 지점에
위치해 있기 때문인데, 이 단층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다양

오늘날 도시는 대형화, 고층화, 과밀화 등으로 인해 복합적인

한 연구가 필요하고, 관련 연구를 진행해 볼 계획입니다.

위험을 내재하고 있어 기존의 재난 대책에서 한 걸음 나아간

물론 안전지대에 속한다고 해서 무조건 안심해도 된다는

예방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더욱 효과적인 대책

건 아닙니다. 지진 대응책 마련은 이제 시작 단계인데, 공

으로 어떤 것을 생각해볼 수 있을까요?

간정보를 활용한 인프라 보강 계획과 대피 훈련이 이뤄져
야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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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

도상 전쟁 시뮬레이션(war game)처럼, 재난도 시뮬레이션
프로그램(disaster management game)을 만들면 어떨까

재난 시뮬레이션을 통해
대응 전략을 세우고
재난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간정보는 재난 관리의 핵심이자, 더욱 폭넓게 활용될 수

Q
A

마지막으로, 재난 관리에 있어 공간정보의 중요성과 가능성

있는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분야와 연계

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해 공간정보가 활용될 수 있도록 산·학·연이 앞장서 노력

공간정보를 더 많은 분야에, 더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

하고, 나아가 시민과 함께 공간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

도록 만드는 것이 저의 가장 큰 관심사이자 앞으로의 과

대를 형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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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구축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또한 통일 이

01

남북한 국가기준점
통합구축

후 북한지역에 대한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GNSS 기반 공
공측량의 신속 지원을 위해 개발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위성기준점 인프라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통일 대비 기준점 통합이 필요
국토지리정보원은 통일시대를 대비한 한반도 국가기준점 통합
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2015년 「통일대비 남북한 통합 국가기준

북한지역 위성기준점 65점 설치방안

북한지역 통합기준점 6,500점 설치방안
※ 출처: 국토지리정보원(2015).

통일대비 남북한 통합국가기준점 구축방안 연구 보고서

점 구축방안 연구」 사업을 추진한바 있다. 해당 연구는 (사)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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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학회가 주관하여 창원대학교, 송원대학교, 성균관대학교

가교 프로젝트 지역 14점, 그리고 Y+3년은 그 이외 주요 도심

남북한, 서로 다른 측지계 사용

소속 연구진이 남한의 「국가위치기준체계」를 북한으로 확대·

지역 30점이다. 또한 이 기간 중 핵심거점 프로젝트 지역 1,653

전통적 관점에서 측량기준점은 물리적 표지와 고시좌표로 구성

설치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는 단계별 통합방안을 제안하였

점과 높이성과 산정을 위한 6개 수준환 구성을 위해 약 700점의

되며, 우리나라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다. 이 방안은 사업기간을 10년으로 하여 단·중·장기로 구분하

통합기준점 설치와 GNSS와 중력관측을 완료할 것을 제안하였

서는 이를 ‘국가기준점’, ‘공공기준점’, ‘지적기준점’으로 구분하

여 북한 전역에 위성기준점 65점과 통합기준점 6,500점의 구축

다. 통합기준점에 대한 수준측량은 자중에 의한 침하로 인해 설

고 있다. 이들 중 국가기준점은 지구 공간상의 위치를 좌표로 표

하는 계획이다. 단기계획에는 통일 직후 철도 및 도로연결 사업

치와 동시 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핵심거점지역 약 900점과 수

현함에 있어 그 기준이 되는 측지계(geodetic system) 혹은

의 신속 지원을 위한 일시적 통합을 위해 통일 이후 1년(Y+1년)

준환 구성을 위해 약 400점 정도를 측량물량으로 도출하였다.

좌표계(coordinate system)를 중앙정부가 현실세계에 구현

과 3년(Y+3년)으로 구분하였다. 다음은 2015년 국토지리정보

중기적으로 Y+4년에는 핵심가교 프로젝트 지역에 대한 통합기

한 측량기준점이다. 한반도 전역에 걸친 측지기준점망의 설치는

원 연구사업을 통해 도출한 남북한 국가기준점 통합방안의 주

준점 약 400점 설치와 핵심거점 및 가교 프로젝트 지역을 포함

1910∼1916년 (구)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에서 실시한 삼

한반도 국가기준점 통합방안 마련을 위해서 남북한 측지기준점

요내용이다.

하여 북한 전역을 6개 수준환으로 구성하여 측량하여 Y+5년에

각측량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러한 1910년대의 체계는 광복 이

구축·운영 현황과 발전방향, 공간위치 기준인 핵심 인프라로서

통일 직후(Y+1년)는 즉각적인 공공측량 지원을 위해 북한지역

는 핵심가교 및 거점지역에 대한 1차 정밀성과를 남한 측지계

후 1940년대까지 유지되다가 1950년대 초 한국전쟁 중에 대부

의 국가기준점의 중요성, 기준점 측량기술 여건 등이 충분히 반

삼각점 성과를 남한 세계측지계에 대해 신속하게 변환할 필요가

에 대해 산정·고시 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위성기준점을 이

분 망실되었다. 전쟁 이후 남한에서는 응급복구기(1950∼1974

영되어야 한다. 과거 동·서독 통일 과정에서는 국가기준점 구

있으며, 이를 위해 GNSS를 이용한 공통점 측량과 변환계수 산

용하여 북한 전역에 걸쳐 Network-RTK GNSS 측위와 온라

년) 그리고 정밀기준점 정비 사업기(1975∼2002년)를 거쳐 2003

축·운영 수준이 동등하여 GPS 연결측량과 측지망 조정을 통해

정 및 정확도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SOC 건설사업의 설계와

인 GNSS 자료처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

년 국제측지망(ITRF: International Terrestrial Reference

통합하였다. 그러나 남북한의 경우 제한된 정보 접근성으로 정

시공에 매우 중요한 수준측량은 인천만과 원산만 평균해면을 병

로 통일 이후 6년부터는 기타 지역에 대한 통합기준점 설치와 측

Frame)에 연결한 세계측지계를 도입하였다. 이에 반해 북한의 경

확한 비교에 한계가 있으나 북한에 비해 남한이 보다 체계화되

용하고 필요에 따라 원점 혹은 지역별 오프셋(offset)을 산정하

량(GNSS, 중력, 수준)을 완료하고 통일 이후 10년에는 한반도

우는 1910년대 삼각점체계를 1958∼1966년까지 복구하여 사용

고 균질한 정확도를 가지는 국가기준점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여 해당 기준으로 변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통일 이후 3년 동안

통일측지계 구현과 남·북한 통합 망조정을 통한 성과산정에 의

하다가 1976∼1989년 항공사진측량에 의한 1/50,000 지형도 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국토지리정보원은 2020년까지 위성기

사업의 최우선 과제는 북한지역에 위성기준점 65점 설치를 통

해 기준점 통합 사업을 마무리 할 것을 해당 연구에서 제안하였

작 시기에 (구)소련의 지역측지계인 Pulkovo 1942를 도입한 것으

준점과 통합기준점으로 단순화된 「국가위치기준체계」의 구축

해 수평기준점망의 골격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통일 이

다. 또한, 통일 이후 효율적인 국가기준점 통합을 위한 행정적·

로 보인다. 현재 남북한은 공식적으로 각기 다른 측지계를 채택하고

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한반도 국가기준점 운영 현황과 한번

후 북한지역 개발가능성을 반영하고 정사영상과 수치표고자료

기술적 준비사항으로 기준점체계 표준화 및 정비, 상시적 성과

이에 대해 공간정보를 표현하고 있어 통일될 경우 혼란을 피할 수 없

설치가 이루어지면 최소 100년 이상 그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기

를 이용한 지형분석을 통해 설치위치를 선정하였다. 위성기준점

관리체계 구축, 기준점측량 작업기준 및 용어정비 방향과 체계

다. 따라서 남북한 국가기준점 통합구축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준점 활용성과 중요성을 고려할 때 남북한 국가기준점 통합방안

연차별 설치 지역 및 수량은 Y+1년 개성-해주, 평양-남도 등 9

적 준비를 위해 관·학·산이 참여하는 「(가칭)한반도 국가기준점

중요한 문제이다.

으로 국토지리정보원의 국가위치기준체계를 북한지역으로 확

개 핵심거점 프로젝트지역 21점, Y+2년 서부축 및 동부축 핵심

통합 준비위원회」 운영방안을 제시하며 통일을 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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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간정보 개방, 민간의 아이디어와 만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다

Writer. 김재연(위드 GIS 대표)

이어 3월에는 국토교통부가 ‘공간정보 융복합산업의 대도약 및

격현황, 국토소유연령별 현황) 등 총 10종의 국가공간정보가 국

국가 신성장동력 창출’을 비전으로 2020년까지 5년 동안 789

가공간정보포털과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을 통

억 원을 투입하는 ‘제2차 공간정보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시행

해 공개되었다. 민간·산업계에서 자유롭게 가공·분석할 수 있도

하겠다고 발표했다. ‘제2차 공간정보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전

록 표준 포맷으로 데이터를 제공하고, 원문다운로드, 오픈API

략 중 하나는 ‘융복합을 통한 공간정보 활용성 제고’로, 법령에

방식으로 개방한 것이 특징이다. 이들 정보는 포털, 통신사, 내

서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간정보 전면 개방을 추진하고,

이게이션 업체 등에서 부동산 개발 지원, 길안내 및 지도서비스

다원화된 공유시스템 연계로 플랫폼 기반 공유체계를 구축하겠

의 갱신이나 최신 정보 구축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국토교

다고 밝혔다.

통부는 12월 말까지 나머지 12종의 국가공간정보도 민간에 무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3차원 공간정보의 민간공급 계획 방침에

상 제공할 계획이다.

따라 카카오와 국가공간정보의 융복합 활용을 포함한 다양한 공간
정보산업 진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카카오는 제공받은 3

공간정보 융복합 사업 창출 지원

차원 공간정보를 활용해 지난 9월 국내 최초 3D 스카이뷰 기능을

최근에는 국토지리원이 공간정보 융복합 사업 창출을 지원하기

탑재한 새로운 지도 서비스 ‘카카오맵’을 출시했다. 기존 스카이뷰

위해 위성항법(GNSS) 위치정보를 민간에 제공하기 시작했다

가 평면적인 실사를 보여주는 기능이었다면, 3차원 공간정보를 기

는 반가운 소식도 들려왔다. 12월 5일부터 위성항법 위치정보

국토교통부가 2016년 말까지 공개하기로 했던 국가공간정보 22종

공데이터를 민간에 적극 제공하고 있다. 이는 국가가 보유한 정보에

반으로 개발한 3D 스카이뷰는 실제 지역 모습을 그대로 반영한 3D

서비스(www.gnssdata.or.kr)를 시작한 것이다. 이번에 제

중 10종을 지난 9월 말 조기 개방했다. 가공과 분석이 가능한 파일

민간의 아이디어를 더해 비즈니스 기회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

실사를 보여준다.

공한 정보는 자율주행·드론 등 신산업 발전과 안전 및 재난에 필

데이터와 공개 응용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오픈 API) 서비스를 제

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9월 말에는 정부가 보유한 국가중점데이터 중 공공

요한 기초 위치정보다. 국토지리원은 위성항법 위치정보 서비

공하여 민간의 자유로운 활용이 가능해졌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공

공간정보와 관련해서는 공간정보 오픈플랫폼인 브이월드(www.

과 민간에서 활용성이 가장 높은 국가공간정보를 조기 개방했

스를 통해 차로를 구분할 수 있는 차량용 내비게이션 개발이 가

간정보를 비롯한 공공데이터를 공개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

vworld.kr)를 통해 전국의 2·3차원 지도와 토지대장, 건물·부동

다. 정부3.0 정책에 따른 데이터빅뱅 사업의 일환으로, 2016

능하고, 스마트폰의 위치정확도가 기존 수십 m에서 향후 수십

국가가 보유한 공간정보를 민간에 개방·공유하며 민간의 공간정보

산정보 등 다양한 행정정보를 오픈 API 서비스하고 있다. 브이월

년 말까지 개방하기로 한 22종의 국가공간정보 중 10종을 먼저

cm로 향상되어 원하는 목적지까지 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찾

산업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

드는 2013년 480만 건이었던 연사용 실적이 2015년 21억 건

개방한 것이다. 행정자치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추진 중인

아갈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될 것으로 내다봤다.

을 기록하는 등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에서도 활발히 이용 중이다.

데이터빅뱅 사업은 공공데이터 전략부터 품질진단, 데이터 구축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 펌프에 부었던 한 바가지 정도의 물을 마

정부3.0 정책 따라 공공데이터 민간 제공 확대

그동안 브이월드를 통해 공개된 공간정보는 오브젠의 e-Cube

까지 패키지로 공개하는 프로젝트다. 토지정보 3종(토지이용계

중물이라고 한다. 국가공간정보의 개방과 공유는 민간의 공간정

2000년대 들어 세계 각국은 정부가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스튜디오 솔루션, 지오멕스소프트의 D-DAS 소프트웨어, 온라

획, 도서(섬)정보, 소유정보), 건물정보 2종(부동산중개업, 부동

보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마중물이라 할 수 있다. 민간에 제

개방하며 열린 정부를 지향하고 있다. 공간정보 역시 예외가 아니

인 게임 Feel the Force, 산림정보 다드림 제작 등에 활용되는 성

산개발업), 부동산가격정보 2종(개별공시지가 정보, 공시지가

공된 국가공간정보가 민간의 아이디어와 합쳐져 우리나라 미래

다. 미국 연방지리정보위원회(FGDC)는 2011년 3월 국가공간정

과를 거뒀다.

표준지), 부동산통계정보 3종(국토지목별현황, 지목별 토지가

를 이끌 신성장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

운로드 서비스를 시작했다. 영국 국립지리원(Ordnance Survey)

민간 활용성 높은 국가공간정보 조기 개방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현황

은 2011년 4월부터 공공부문에서 구축한 공간정보를 무상으로 공

특히 2016년에는 공간정보산업이 국가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주

개하고 있다.

목을 받으며 공간정보의 개방 확대가 더욱 중요해졌다. 2016년

554

9,815

1,361

33,687

1,790

73,846

우리나라도 공공정보를 개방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국민 맞춤

1월, 정부부처별로 생산하는 공간정보를 통합해 제공하는 국가

파일데이터

4,718

4,108

11,796

119,633

14,122

709,927

형 서비스 제공,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정부3.0 정책에 따라 공

공간정보포털(www.nsdi.go.kr)을 새롭게 정비해 오픈한 데

소계

5,272

13,923

13,157

153,320

15,912

783,773

보 유통포털인 GOS(Geospatial One-Stop)를 개량해 데이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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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건(누적), 자료: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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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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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야기

Writer. 최규동, 민봉기, 서홍석(한국전자통신연구원)

용되는 파장과 검출기의 구성형태에 따라 크게 네

그림 1 기술그룹별 라이다 센서

출처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또한 허용 가능한
입사 배경광 수준, 빛의 조사 방식, 조사되는 빛의
수준, 그리고 검출기의 민감도(Sensitivity)에 따
라서 3차원 공간정보 획득이 실내용으로 제약이
되는 경우도 있고, 실내·외 겸용으로 사용이 가능
한 경우도 있다.

1.1. 회전형 라이다 기술
일반적으로 상용 광원 부품이 많이 나와 있는
830~850nm 대역과 905nm 대역이 이용되는
데, 이 대역은 가시광선 대역에서 벗어나 있어 눈
에 보이지 않으면서도 화합물 광 검출기보다 상대

자율주행차의
라이다 3차원 센서 기술
동향 및 전망

적으로 저렴한 가격의 실리콘 광 검출기를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징이 있어 비교적 넓은 영역의 탐지거리 확보가 가능하다. 하지만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해당 파장 대역에서는 실리콘 광 검출기

저렴한 실리콘이 아닌 상대적으로 고가의 화합물 광 검출기를 사

의 공정 최적화를 거쳐도 광 검출 효율이 5% 미만 수준으로 떨어

용해야 하며, 검출신호의 병렬 처리를 위한 ROIC(Readout IC)도

져 일반 가시광선을 이용하는 실리콘 광 검출기의 성능에 크게 미

동일하게 2차원 어레이 구조로 제작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

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방식으

방식은 빔을 퍼트리는(diffuse) 방식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에는 핵심 센서 기술로 라이다를 채택하고 있다. 구글, 포드, GM

로 라이다 모듈을 구성할 수 있어서 상용화 및 응용이 가장 활발한

레이저 파워(피크파워 기준 약 1MW)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내구

등은 높은 해상도의 3차원 위치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고해상도 라

방식이다. 실제 구현은 송광되는 빔의 크기를 일정한 수준으로 유

성 및 프레임레이트 개선 등 한계를 지닌다.

이다 센서 모듈을 적용하거나 저해상도 라이다 센서 모듈을 다수

지되는 상태(collimated beam)로 다수의 레이저를 수직방향으로

로 배치하여 고해상도 공간정보를 3차원으로 검출하고 있으며, 추

배치하여 송광 하고, 이 빛에 쌍을 이루는 다수의 수광 채널을 두어

1.3. 실리콘 어레이형 라이다 기술

가적인 성능 개선 및 요구사항 만족을 위해 다양한 방식의 실외용

이를 수평 방향으로 회전함으로써 100m 내외의 3차원 영상 확보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화합물 어레이 방식은 화합물 어레이 및

라이다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자율주행차 시장이 커

가 가능하다. 기술적으로 가장 간단하기 때문에 가장 많은 상용제

ROIC로 인하여 저가형 솔루션으로 만들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

지면서 급성장 하고 있는 라이다 센서 기술에 대한 시장 현황 및 기

품이 개발 및 판매되고 있다.

러한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제시되는 방법 중 하나가 저렴한 실리

술 동향, 그리고 미래 전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콘 광 검출기 어레이를 활용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기존의 CMOS

1.2. 화합물 어레이형 라이다 기술

이미지 센서 또는 CCD 비젼 센서에 존재하는 픽셀을 변형하여 아

자율주행차 분야는 2010년 이후로 구글, 애플, 테슬라 모터스, 우

1. 라이다 센서 기술 동향

어레이형 라이다 기술은 수광부 픽셀을 N×M 형태로 세로와 가로

날로그 또는 디지털 방식으로 변조된 빛을 조사한 후 수광되는 빛

버, 크루즈 오토메이션, 누토노미, 리프트 등의 다양한 글로벌 IT

원격 탐지(Remote Sensing) 방식으로 전방 또는 주변 공간에 대

로 다수를 배치하는데 이 어레이의 배치가 바로 최종 3차원 영상

의 상대적인 위상을 추출하도록 활용한 방식이다. 실리콘에서 흡

업체와 토요타, 현대자동차, BMW, 메르세데스-벤츠, 볼보, 지

한 3차원 정보를 획득하는 라이다 기술은 다양한 방식으로 구현

해상도의 기준이 되는 방식이다. 또한 광 검출을 위한 수광부가 어

수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응용파장을 830~905nm 대역으로 두

엠, 포드 등 완성차 업체가 다양한 방식으로 서비스 시연 및 연구개

이 가능하다. 레이저(빛)를 조사하는 능동형 라이다 기술과 레이

레이로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송광부는 빛을 퍼트려서 보내는 방

어야 하고, 따라서 시각에 안전하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

발을 하면서 더욱 뜨겁게 이슈가 되고 있는 분야이다. 자율주행차

저를 조사하지 않는 수동형 라이다 기술로 나눌 수 있는데, 능동

식을 주로 사용한다. 이 때 실리콘 광 검출기가 검출할 수 있는 파

에 1550nm 파장과는 달리 사용이 가능한 최대 광 파워가 매우 제

및 스마트카 기술이 급부상하면서 다양한 상황인지 센서 기술들도

형 라이다 기술이 주·야간 모두 사용해야 하는 자율주행차용 센서

장 대역의 광 파워보다 1,000배 이상 높은 에너지를 사용하더라도

약적인 것이 특징이다. 또한 이 방식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특히 자율주행 기술을 연구하는 모든 차량

에 더 적합하다. 능동형 라이다 기술은 두 가지 요소, 즉 검출에 응

눈에 안정적인 1,550nm 파장 대역을 사용하는 경우, 시각안전 특

되는 부분은 높은 입사 배경광 잡음에 의하여 픽셀이 쉽게 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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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센서 시장 동향

(saturation)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전

동성이 필요한 국방 경계 감시 로봇, 초소형 IoT 센서 등에 적합하

세계적으로 개발된 모든 CMOS/CCD 실리콘 TOF 센서는 적절

도록 확장 및 응용이 용이하다. 지금까지 연구는 일반적으로 요구

한 광학 필터를 사용하는 조건에서도 야외기준 탐지거리 10m 수

되는 국방용 및 민수용 애플리케이션을 타깃으로 다양한 연구시제

준을 넘지 못하는 상황이고, 태양광 아래에서도 최소 20m, 최대

품을 확보해 왔다. 최근 글로벌 라이다 센서 시장의 경쟁이 더욱 치

80,000

100m 이상의 탐지성능을 확보해야 하는 자율주행차·스마트카에

열하게 확대되고 있어 차세대 라이다 요소기술 개발 및 추가적인

70,000

적용하기에는 성능상의 제약이 많이 따른다.

핵심 지식재산권(IPR) 확보를 진행해 가고 있다.

60,000

출처 : Goldman Sachs Global Investment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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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STUD 라이다 기술

2. 라이다 센서 개발 동향

40,000

지금까지 검토한 바와 같이 다양한 방식의 3차원 라이다 기술이 존

상용차에 필요한 자율주행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라이다 센서는

30,000

재하지만, 각각의 기술은 고유의 문제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추가

자동차 디자인에 영향을 주지 않는 소형이면서 눈에 잘 띄지 않는

20,000

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각 기술 분야의 선두를 지키고 있는

디자인으로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라이다 센서 개발 회사

각 국의 대표기업은 보유기술에 대한 기술적인 선점을 강화해 가

들은 성능이 떨어지더라도 크기가 작고 차량에 이질감 없이 장착

면서 동시에 문제점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되는 형태의 디자인을 고려해 센서를 개발하고 있으며, 최대 크기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기존 기술의 문제점을 원천적으로 해결하

인 면의 길이가 약 15cm 이내의 센서들을 개발하고 있다. 센서의

기 위해 국내 독자 기술인 STUD(STatic Unitary Detector, 스터

크기가 작아지면서 성능이 제한되는 문제는 차량의 여러 위치에

드) 방식을 세계 최초로 제안하였다. 이 기술은 고해상도의 3차원

센서를 장착하여 사각지대 및 성능이 저하되는 부분을 최소화 하

되고 있다. 하나의 센서로는 안전한 자율주행을 보장하기 힘들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율주행차 기술에 반드시 빠지지 않는 기

공간정보를 낮은 비용으로 확보하는데 최적인 솔루션으로 평가받

면서 해결하고 있다. 이것은 포드를 비롯한 여러 회사들이 개발하

때문에 각각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센서를 사용하여 더

술이면서 가장 빠르게 변하고 있는 기술이 바로 라이다 3차원 영상

고 있다. 센서 배치 구조에 따라 자율주행차용 3차원 영상 센서 뿐

고 있는 자율주행차량의 사례로도 알 수 있다. 특히 2016년 12월

안전한 자율주행차를 개발하고자 한다. 그림 3은 자율주행차를 개

센서 기술이다. 보다 높은 수준의 완전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하

만 아니라, 경량화 및 저전력이 필요한 드론용 센서, 내구성·내진

에 구글 자회사로 출발한 자율주행차 개발 회사인 waymo에서 개

발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센서 세 가지의 시장 전망을 비

고자 하는 글로벌 IT업계는 고성능의 라이다 기술을 필요로 하고

발하고 발표한 미니밴에서도 이와 같은

교 분석한 것이다. 2025년까지는 라이다 센서가 가장 작은 시장을

있으며, ADAS 기반으로 자율주행 기술을 보다 빠르게 상업화하

추세를 볼 수 있다. 성능을 일부 희생하

점유하고 있지만 2035년 이후에는 레이다와 카메라 시장을 합한

고자 하는 글로벌 완성차 업계는 저사양 저가의 라이다 기술을 필

면서 소형, 저가의 센서를 개발하고, 자

것보다 큰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레이다와 카메라 시장

요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응용 산업에서 라이다 기술에 요구하는

동차의 디자인을 고려하는 이유는 현재

은 시장 점유율이 점점 줄어드는 반면 라이다 시장은 지속성장하

다양한 조건들은 라이다 기술 그룹들이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완성차 업체가 먼 미래의 완전 자율주행

고 있다. 이것은 앞으로 자율주행차의 개발과 성공에 라이다 센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술보다는 차세대 ADAS를 위한 기술

의 역할이 가장 중요함을 알 수 있는 분석 결과이다. 실제 고해상도

이제 분명한 것은 미래 자동차에서 라이다 3차원 영상센서 기술

을 먼저 적용하고 싶어하기 때문이라고

라이다 센서는 카메라처럼 사물의 이미지를 자세히 검출할 수 있

은 더 이상 차량에 장착된 센서 중 하나가 아니며, 차량에 장착된

판단된다. 비교적 저가의 라이다 센서를

을 뿐 아니라, 레이다처럼 원거리에 있는 사물까지 검출 가능하기

라이다 3차원 영상센서 기술은 미래 글로벌 자율주행차 및 스마

활용하여 초기 시장 진입 비용에 대한 상

때문에 레이다와 카메라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다.

트카 시장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핵심 플레이어 역할을 할 것이

승을 억제하며 최종적으로는 조기에 성

현재 글로벌 IT 업계와 글로벌 완성차 업계는 모두 자율주행차 기

다. 이러한 상황에서 라이다 기술에 대한 적절한 투자 및 저변 확

공적인 상업화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술을 차세대 기술로 주목하고 있다. 이는 자율주행 기술이 단순히

대를 통해 국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라이다 기술 및 관련 IT기술의

하고 있다.

운전이 필요 없도록 하는 하나의 기술이 아니라 인류 문명에 큰 파

강점을 접목하고, 최종적으로는 현재 대한민국이 가진 자동차 강

급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자율주행 기술이 단시간에 완성되

국의 위상을 미래에는 스마트카 강국의 위상으로 이어갈 수 있기

3. 라이다 센서 미래 전망

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관련 산업계는 이러한 시대를 위

를 기대한다.

자율주행차에는 다양한 센서들이 사용

해 대비하고 있다.

그림 2 STUD 라이다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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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읽기

Writer. 이미리(칼럼니스트) 이미지 출처. http://wheretheanimalsgo.com

지리학자 James Cheshire와 디자이너 Oliver Uberti가 전작 <London: The Information

했다” “정보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니!”

칠 동안 이동한 경로를 한 눈에 보여준다.

“무한한 매력이 있다”라는 찬사를 보냈다.

이 책에는 휘파람새 못지않게 놀라움을 안

도시 자체로서의 런던과 런던에 살고 있는

겨주는 동물들의 생활이 담겨 있다. 무리를

추적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위성과 드론, 카메라 트랩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해 야생의 삶을 살펴

사람들의 삶을 직관적으로 시각화하는데 재

지어 생활하는 동물들의 의사결정과정은 아

보고 자연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능을 보인 저자들은 동물의 삶에 주목했다.

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다. 야생에서 이

<Where the Animals Go>는 상어, 코끼

를 추적할 수단이 그동안 없었기 때문이다.

리, 얼룩말, 올빼미, 거북이, 늑대, 고래, 재

이 책에는 케냐에 사는 개코원숭이의 흥미

규어, 개미, 벌 등 다양한 동물의 이동을 50

로운 사례가 수록되어 있다. 그동안 연구자

개의 지도와 그래픽으로 보여준다.

들은 개코원숭이의 경우, 위계질서가 엄격

이 책은 세 가지 챕터로 나뉘어 있는데 첫 번

하기 때문에 무리의 우두머리가 어디로 가

째는 땅에 사는 동물을 다루고, 두 번째 챕

야할 지 이동방향을 정해줄 것이라고 예상

터는 바다 동물, 세 번째 챕터는 하늘을 나

해 왔다. 개코원숭이 25마리에 GPS 장치

는 새, 박쥐, 벌과 같은 동물의 이동경로가

를 부착하고 2주 동안 이들의 움직임을 실

담겨 있다.

시간으로 관측한 결과, 전혀 예상치 못한 사

Capital>에 이어 <Where the Animals Go>를 새롭게 펴냈다. 책은 제목처럼 ‘동물들이 가는
곳’을 아름답고 매력적인 50개의 지도와 그래픽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작업이 가능하게 된 이유
는 동물을 추적하는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했기 때문이다. 발자국과 배설물로 동물의 이동을

<Where the Animals Go>

최신 추적기술로
동물들의 삶을
드러낸
아름다운 지도

동물의 생태를 보여주는 새로운 추적기술

송수신 속도가 더 빨라지면서 보다 많은 데

(드론), GPS, 휴대전화 네트워크 등을 통해

동물은 왜 그리고 어떻게 이동을 할까? 동

이터를 저장할 수 있게 되어 야생에서 동물

수집한 방대한 양의 야생 데이터를 아름답

지도로 보여주는 놀라운 동물의 세계

주적으로 이동방향을 결정했던 것이다. 개

물의 이동은 인류의 오랜 관심사 중 하나다.

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자세히 알 수 있게

고 매력적인 지도로 탄생시켰다. 2016년

그동안 동물의 행동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

코원숭이 한 마리가 무리에서 벗어나면 옆

수천 년 동안 인류는 동물을 추적하기 위해

된 것이다.

11월에 나온 신작이지만 벌써부터 언론의

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동물의

에 있는 다른 개코원숭이가 앞의 원숭이를

반응은 뜨겁다. 이 책은 공간정보기술을 비

삶은 여전히 미지의 세계에 머물러있다. 사

따라가고, 이러한 움직임들이 누적되어 무

동물의 발자국과 배설물을 따라갔다. 그러
나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숲을 헤치고 동

육지, 바다, 하늘의 동물 지도를 그리다

롯한 진보한 과학기술을 이용해 자연에 대

람들은 동물을 통해 인생의 교훈을 얻기도

리의 다수가 가는 길을 따라가는 행동으로

물들이 눈치 챌까 조심스러워하며 쌍안경

영국의 지리학자 James Cheshire와 디

한 이해를 넓혔다고 평가받고 있다.

하고, 아프리카 코끼리가 상아를 노리는 밀

나타난다.

으로 동물을 관찰하거나 배설물을 분석할

자이너 Oliver Uberti는 <Where the

James Cheshire와 Oliver Uberti는 2014

렵꾼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뉴스를 접하며

이와 함께 먹이를 찾아 수면 1,500m 아래

필요 없이, 과학기술을 이용해 동물의 움직

Animals Go: Tracking Wildlife with

년 <London: The Information Capital>을

자연의 파괴자로서 미안함을 느끼기도 한

로 다이빙하는 바다코끼리(Elephant Seal)

임을 멀리 떨어져 있어도 추적할 수 있는 시

Technology in 50 Maps and Graphics>

출간, 런던이라는 도시를 주제로 한 100개

다. 일부 동물들은 지진, 태풍 같은 재해가

와 다른 어떤 새보다 더 멀리, 더 오래 나는

대가 왔다. 추적장치가 점점 더 작아지고,

를 펴냈다. 이 책은 인공위성과 무인항공기

의 지도와 그래픽을 선보인 바 있다. 런던

닥치기 전 이를 감지하고 피하는 행동을 보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 알바트로스의 이동

을 방문한 여행자들이 히드로 공항에서 잃

이는데, 이를 통해 사람들은 동물과 자연의

경로도 직관적으로 보여주어 동물의 생태를

어버린 물건에서부터 런던시민들이 느끼

경이로움을 느끼기도 한다. <Where the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는 행복과 만족감 또는 분노와 같은 감정에

Animals Go>에서는 토네이도를 재빨리 피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보들을 지도와 그래

한 휘파람새(warbler)의 이동경로가 소개

픽으로 시각화시켰다. 이 책에 수록된 지도

된다. 미국 남동부 전역에서 토네이도가 발

와 그래픽 하나하나는 예술작품을 보는 것

생했을 당시 휘파람새의 추적 데이터를 분

같이 깊은 인상을 남겼다. <London: The

석했더니 토네이도가 몰아치기 이틀 전에

Information Capital>은 베스트셀러가 되

번식 근거지에서 도망쳐 안전한 곳으로 옮

었고, 독자들은 “런던에 대한 복잡하고 많

겨간 것이다. 저자들은 토네이도가 닥칠 것

은 데이터를 인포그래픽으로 화려하게 묘사

을 미리 알았던 다섯 마리의 휘파람새가 며

왼쪽부터
•The Jaguars Taking Selfies
•The Albatrosses Circling Antarctica
•How baboons Move as One
•The Seals Who Map the Southern Oc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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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다수결에 따라 민

연구원 스케치

대한민국 유일의 공간정보 분야
표준전문기관

Writer. 김지원(칼럼니스트) Photographer. 박창수(아프리카스튜디오)

공간정보 분야가 새로운 도약과 성장의 기회를 맞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초 공간정보를 포함한 7개 신
산업 육성에 대한 청사진을 내놓으면서 기대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커다란 기회임에는 분명하지만 내실
을 키우고 중복투자를 막아야 한다는 현실적인 과제도 존재한다. ‘공간정보 표준화’야말로 이러한 과제 해결
의 밑거름이 되어줄 수 있다고 강조하는 공간정보표준지원센터를 찾았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
공 간 정 보 연 구 원
공간정보표준지원센터

공간정보 표준화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변화

한 발 앞선 연구, 준비된 표준전문기관

공간정보 표준화에 관한 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제까지는 산

이러한 공간정보 표준화의 중심에는 ‘공간정보표준지원센터(이하

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의 한국산업표준(KS)과 미래창조과학부

표준지원센터)’가 있다. 표준지원센터가 수면 위로 떠오르며 주목을

에서 관리하는 정보통신기술협회표준(TTAS)이 각각 다른 공간정보

받게 된 건 COSD 지정 때문이지만, 이전까지 물밑에서 노력해온 기

표준 및 기술기준을 가지면서 따라야 할 표준 선택과 적용에 걸림돌

간은 훨씬 더 길다.

로 작용했다. 게다가 공간정보 표준 리스트를 제공하는 실무기관인

센터의 출발 시점부터 중심역할을 해온 이보미 센터장은 센터의 지

국토교통부에서는 수시로 제·개정 및 폐지가 필요한 표준에 손댈 권

난날을 돌아보면서 감회를 이야기했다.

한이 없어 표준 정립의 길은 멀기만 해 보였다.

“2009년부터 2010년까지 국토교통부 지적표준 작업으로 처음 공

그러나 2015년 3월, 기술표준원의 KS 관리가 소관기관에서 이뤄져

간정보 표준화와 인연을 맺었어요. 뒤이어 주소국제표준화 연구, 공

야 합당하다는 판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법령이 개정돼 새로운

간정보 표준연구를 진행하면서 공간정보 표준화의 필요성을 더욱 크

전환점을 맞았다. 내년부터는 공간정보 KS의 관리권한이 국토교통

게 느끼게 되었죠. 2011년부터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주소국

부로 이관될 것으로 예고됐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올해 4월, LX공

제표준화 프로젝트 리더 역할을 맡으면서 표준화의 가치에 대해 보

사 공간정보연구원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공

다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해졌어요.”

간정보 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COSD)으로 지정받으면서 ‘일치하

셀 수 없이 많은 국제표준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주도하는 국제표준

지 않는 공간정보 표준의 통일과 융·복합 활용’은 탄력을 받게 됐다.

이 공간정보연구원의 ‘주소국제표준화’와 안양대 ‘GIS BIM(실내·
외 공간정보)’, 부산대 ‘실내공간정보’ 밖에 없다는 점을 생각하면 얼
마나 대단한 일인지 짐작할 수 있다. 이 프로젝트에 이보미 센터장이

뒷줄(선 사람들)
윤주하 사원, 이보미 센터장, 김영욱 정책연구실장, 곽병용 선임연구원
아랫줄(앉은 사람들)
황두현 사원, 정영진 선임연구원, 이정은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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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로, 곽병용 선임연구원이 에디터로 참여하면서 우리나라는 행
정자치부가 추진한 도로명주소 기본도와 안내도 등을 기반으로 국제
표준 제정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1년에 2회 국제총회에 참석해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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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개최하고 유럽, 미국 등 선진 36개국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공간

잡을 여지가 크다는 점이다. 또 국토가 크지 않아 정보 구축에도 유리

정보연구원은 내부 연구인력과 외부 교수 및 기관 관계자 등 인적자

하다. 새로운 기술의 등장과 함께 공간정보산업의 양상이 빠르게 변

원을 확보하는 한편, 연구 노하우를 쌓을 수 있었다.

하는 점도 추월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M I N I I N TE R VI E W

“표준지원센터는 2012년에 ‘공간정보표준팀’으로 첫발을 내딛었습
니다. 비록 팀장인 저를 포함해 인원은 3명뿐이었지만 만년 검토대

장기적인 안목으로 공공을 위한다는 사명감으로!

상에서 벗어나 비로소 가치 있는 연구라고 인정받은 거죠. 이를 통해

표준지원센터에는 비록 6명이 근무하지만 일당백의 능력과 의지로

국가공간정보 표준화 연구의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업무역량을 펼치고 있다. 표준화 교육과 컨설팅, 국가표준 및 기술기

공간정보표준팀의 등장을 가장 반긴 건 국토교통부였다. 비록 관

준 정비, 국제표준화 외에도 표준 홈페이지 관리, 표준제도 개선, 표

리와 활용의 이원화 문제로 국가표준에 직접 손을 대긴 어려웠지

준 수요조사 및 로드맵 작성 업무를 담당한다.

만 연구 가치는 충분했기 때문이다. 공간정보표준팀은 출범 이듬해

단기적인 성과에 급급하기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표준 관련 교재를
만들고 있는데, 신입사원이기 때문에
일반인도 알기 쉽게 설명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즐겁게 임하고 있습니다

인 2013년, 국토교통부의 표준지원기관에 선정되며 대외협력을 강

국제표준 후발주자지만 가능성을 믿는다

그들은 국가표준의 통일작업이 어느 정도 완료될 시점에는 국제표준

화해나갔다. 그리고 2015년 법령 개정과정을 거친 뒤 마침내 2016

밑바닥부터 공간정보 표준화의 기틀을 쌓아온 표준지원센터 구성원

의 선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변한다.

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공간정보 분야 표준개

들이 보기에 꿰어야 할 단추는 아직도 많다.

“국제표준을 따른다는 건 앞선 기술을 따라잡는데 급급하다는 말과

발협력기관(COSD)으로 지정되면서 ‘대한민국 유일의 공간정보 분

“우리나라 공간정보산업 분야 업체들은 대부분 전통적인 방식을 고

도 같습니다. 먼저 국제표준을 제시하고 선점한다면 다른 국가에서

야 표준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이 과정에서 공간정보표준팀

수하는 영세업체인 경우가 많습니다. 표준을 고려하지 않고 기존 민

우리 기술을 따라오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표준 선

은 ‘공간정보표준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인력을 6명으로 증

간 기술만으로도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다 보니 시장이

점이 중요합니다. 저희는 ‘스마트시티’와 ‘무인비행체(UAV)’에 관

윤주하

원했다.

음성화되어 있습니다. 또 확실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산업

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입사원

“이제 첫 단추를 꿴 정도입니다. 공간정보 KS 38종과 TTAS 62종,

분야가 커져 생긴 간극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표준을 일종의 규제로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스마트시티는 여러 나라에서

총 100개의 표준이 있습니다. 비슷한 항목인데도 대부분 세부표준

받아들이면서 반발 역시 적지 않습니다.”

제각기 다른 방법을 통해 구현하려 하기 때문에 아직 특정한 표준이

이 다르죠. 먼저 이들 항목을 통일하는 작업부터 해야 합니다.”

다행히 작은 규모의 국내시장에서 눈을 돌려 해외시장을 보는 업체

정립되지 못했다. 또 공간정보 데이터 구축의 새로운 기술로 각광받

들이 생겨나면서 국가표준에 관한 문의가 늘어난 점은 고무적이다.

는 무인비행체 기술은 이미 빠르게 구축된 국내 인적네트워크를 활

표준지원센터는 이들 기업에 국가표준 및 국제표준에 대한 컨설팅에

용하기 쉽다.

적극 임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이 늘어나는 FTA 추세의 무역장벽 해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발전이 필요하다. 수익이 나지 않는 사

소에도 큰 역할을 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이라는 생각 대신 국가경쟁력 향상이라는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한편, 짧게 보면 규제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발전의 토대가 된

있다는 인식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 인적 쇄신도 필요하다. 외부 네

다는 점을 설득해나가고 있다. 이미 존재하는 표준일 경우, 유사한

트워크를 유지한 채로 내부인력을 늘려 각자 맡은 업무를 한 팀이 맡

기술을 보유한 업체 파악이 수월해 중복투자를 막을 수 있으며, 새

는 형태로 규모를 늘릴 필요가 있다.

로운 아이디어를 더해 융·복합 기술로 진일보시킬 수도 있다. 표준

“앞으로 우리 센터에 대한 지원은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

지원센터는 유럽의 대표적인 표준 ‘인스파이어’를 모델로 이 문제에

원에 걸맞게 우리는 확실한 전문가로 성장해 응원해주시는 분들의

접근하고 있다. ‘데이터는 한 번만 만든다’는 원칙 아래 표준을 제시

요청에 보답하겠습니다.”

하고 쉽게 검토 가능하도록 해 유럽 전반의 공간정보산업 활성화에

표준은 흔히 주춧돌에 비견된다. 기반 없이는 어떤 건물도 모래성일

기여했다.

수밖에 없듯이 공간정보 표준이 없으면 공간정보 산업도 쉽게 무너

황두현

공간정보 표준화의 미래를 희망적으로 볼 수 있는 요소는 많다. 먼저

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보이지 않는 단단한 힘’을 만들어가는

신입사원

공간정보의 기반기술이 IT이기 때문에 IT강국인 우리나라에서 따라

표준지원센터를 응원한다.

32

표준도 하나의 규칙이기 때문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더 많이 공부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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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현장을 가다

Writer. 엄진옥 Photographer. 박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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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토정보의 근간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이끌 인재를 책임진다

청주대학교 지적학과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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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가 맞이한 제4차 산업혁명의 키(Key)는 개방과 공유이다. 과연 이 시대정신에 걸맞은 인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공간정보 인재가, 또 이들을 양성하는 아카데미가 존재할까. 졸업생의 40% 이상이 교수와 연구원, 공기업, 공무원
으로 일하고, 부동산분야, 측량분야, 공간정보 분야에 폭넓게 졸업생을 배출하는 청주대학교 지적학과를 찾았다.
학문과 미래 비전으로 교육의 가치를 높이는 곳이었다.

대한민국 공간정보의 뿌리 깊은 나무
충북 청주대학교는 기말고사를 막 끝낸 학생들이 방학을 앞두고 조금 부산한 분위기였다. 마침 사회과학
대학 건물에서 1층 화단 쪽에 청년들 서넛이 드론을 가운데 두고 옥신각신하는 소리가 들렸다. 비도 오는
데 동아리 활동이 참 열정적이라고 생각하며 3층 학과장실을 찾았다. 습관처럼 계단을 이용해 오르는데
슬몃 웃음이 나왔다. 공간도 사람처럼 첫인상이란 게 있다. 환하게 반듯한 치열을 보이며 웃는 사람처럼
건물이 품은 강의실과 복도, 심지어 계단까지 품은 인상이 서글서글하고 청정하다. 학과장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꼭 같은 인상의 홍성언 교수가 기분 좋은 웃음으로 악수를 청한다.
“왜 이제야 오셨나 모르겠어요. 우리가 중심인데.”
내 이럴 줄 알았다. 이번에도 취재팀은 공손하게 사죄를 청했다. 그도 그럴 것이, 청주대학교 지적학과는
1979년 4년제 대학교에 최초로 만들어져 어느덧 국토정보 분야에 총 1,300여명의 전문가를 양성 배출
하였다. 청주대학교 지적학과는 38년의 역사와 전통 아래 현재까지 졸업생들이 전국 국토정보 관련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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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과정 개선, 학과 스터디 운영, 교내 공무

의 대학원생들이 수학하고 있다.

원 집중 양성 프로그램인 청석헌과 연계 등

기업분야로의 취업을 증가시킬 계획이다.
하여 인성을 겸비한 건강한 사회인으로서

의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최근 4년

세대를 잇는 지적학 사랑

우리 사회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인력을,

간 지적직 공무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입사

“과거 역사 속 토지정책에서 현재의 토지

장기적으로는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UAV,

시험에 평균 23명의 합격생을 배출하였다.

정책까지 두루 문제점이 보여요. 제가 뭘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지능형 정보시스템

구체적으로 2013년 26명(공무원 20명, 공

할 수 있을까 생각했죠. 애매한 토지 경계

등의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과 관련 HW,

사 6명), 2014년 22명(공무원 12명, 공사

가 국민 재산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게 하고

SW의 확충 등을 통해 국토정보와 정보통

10명), 2015년 26명(공무원 24명, 공사 2

싶습니다.”

신기술(ICT)을 융합을 통한 제4차 산업혁명

명), 2016년 18명(공무원 14명, 공사 4명)

학과는 앞으로도 학과 차원에서 새로운 취

시대에 걸맞는 전문인을 양상 할 계획이다.

의 합격생을 배출하였다. 이외에도 SH공

업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과 학교 프로

청주대학교 지적학과의 앞으로 행보가 기대

사, LH공사, 부동산관련분야, 공간정보분

그램과의 연계성 강화를 통해 공무원과 공

되는 대목이다.

야, 항공사진측량 분야 등에도 활발한 취업
이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한국국토

“선배님인 동시에 스승님이잖아요. 자랑스

함양에 더 힘을 싣는 분위기였다.

타대학교와 차별화되는 청주대학교만의 자

정보공사, LH공사, SH공사, 관련 기업체(

럽고 뿌듯합니다.”

청주대학교에서는 인성과 지성의 조화를 중

랑거리 하나. 학부 교육과 함께 대학원 교육

시하고 그 대안의 하나로 2012년부터 ‘책임

의 활성화를 기반으로 하는 국토정보 분야

공간정보, 부동산감정평가, 항공사진측량
등) 등에 입사해 왕성하게 활약하는, 명실상

인성과 지성의 밸런스 중시

지도교수제’를 실시하고 있다. 입학에 졸업

관련 연구직과 교수진의 다수 배출이다. 대

부 이 분야 최강의 메카이다. 더불어 지적학

지적학과는 토지문제 해결을 위한 기초학문

까지 학생 부정응의 최소화는 물론 대학생

학 교육의 본질이 취업이 아닌 아카데믹한

과로서 중추적인 역할뿐 아니라 지리적으로

이다. 구체적으로 토지등록을 위한 지적학,

으로 인성과 성품을 갖출 수 있는 교육을 실

기능이라는 것을 최우선에 두고 노력해온

도 중부권에 위치하고 있다.

토지법을 비롯한 부동산학, 토지이용 및 도

현하기 위해서다.

결과의 산물이다. 현재 한국국토정보공사

종합응용사회과학으로서 국토정보 분야

시정보학, 지적측량학 등으로 전공이 세분

“사소한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

공간정보연구원, SH공사 연구원, 전국 대

에 대한 기반 교육과 이를 산학협력과 연계

화된다. 이런 학문의 본질적 성격에 부합하

홍성언 교수가 평소 제자들에게 입버릇처럼

학 교수진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청주대

시킬 수 있는 있도록 지적행정 및 부동산분

는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특히 사회의 기술

하는 말이다. 그런데 보고 배우는 일이 참 무

학교를 졸업한 전국대학의 교수진은 총 20

야(김영학 교수), GIS 및 공간정보 분야(김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

섭다. 누가 시킨 일도 아닌데 지난 11월 지

명으로 청주대학교를 비롯해, 신한대학교,

윤기 교수), 토지법 분야(신국미 교수), 지

속적인 교육과정을 개편·운영하고 있다. 최

적학과 학생들이 십시일반 후원금 30만 원

경일대학교, 대구대학교, 유한대학교, 신구

적전산 및 기술분야(홍성언 교수), 산학협

근 환경 변화에 부합한 GIS, 공간정보론, 해

을 모아 지역 어린이재단에 전달해 지역사

대학교, 동강대학교, 충남도립대학교, 창원

력 분야(김태훈 교수) 등 전문 교수진을 확

양지적개론, 데이터분석및실습 등을 개설

회로부터 훈훈한 덕담을 들었다고. 어려운

문성대학교, 안동과학대학교 등 국토정보

보하고 있다.

해 교육함으로써 다른 대학과 차별화된 교

경기에 용돈을 쪼개 ‘더불어 사는 삶’을 실

를 교육하고 있는 많은 대학에서 지적학과

이 가운데 지적학을 전공한 교수가 3명 이

육과정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은

천한 어린 제자들을 대하는 스승들의 눈에

를 졸업한 동문들이 교수로 재직하면서 후

상, 산협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5년 한국

자격증과 취업을 연계시킬 수 있도록 단계

도 애정이 그득하다.

학을 양성에 힘쓰고 있어 명실상부한 지적

국토정보공사 부사장을 역임한 김태훈 교수

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를 초빙해 교육하고 있다. 청주대학교 지적

그런데 지적학과 학과장과 대화하며 인상

산학이 어우러진 지적(智積)학과

수 및 연구직의 배출은 전국의 국토정보를

학과를 졸업하고 여기서 후학을 양성하는데

적인 부분이 눈에 들어왔다. 취업을 가장 최

청주대학교 지적학과는 2012년부터 시작

교육하는 대학 중 최고를 자랑한다. 2016년

매진하는 스승과 특강을 오는 선배들을 바

우선으로 고려하는 요즘의 대학교육과 달리

된 국책사업인 지적재조사사업의 전문 인력

하반기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6명, 박사과정

라보는 학생들의 마음은 어떨까.

대학차원에서 사회에 나서는 졸업생의 인성

양성과 학과 취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교

9명, 행정대학원 석사과정 7명 등 총 22명

36

취업을 가장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요즘 대학교육과 달리 대학차원에서
사회에 나서는 졸업생의 인성 함양에
더 힘을 싣는 분위기였다

교육의 뿌리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같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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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을 만드는 기업

높이 그리고 오래 나는
굳센 날개를 보라
㈜케바드론

Writer. 김지원(칼럼니스트) Photographer. 방문수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과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은 우리나라 항공기

군용 비행체 개발의 베테랑, 무인기 시대를 내다보다

술을 대표하는 자체개발 비행체다. T-50은 2011년 5월 인도네시아에

유인기의 끝판왕은 단연 공군 전투기다. 많은 남자아이가 웅장한 공군 전투기에 매료돼 파일럿을 꿈

수출 최종계약을 맺으며 우리나라를 전 세계 6번째 초음속 항공기 수출국
으로 이름 올리게 했고, 수리온은 노후한 주력 헬기를 대체하면서 가치를
증명했다. 이 같은 비행체들이 각광받는 미래산업 드론의 기술력과 연결

꾸고 성인이 되어서도 막연히 동경심을 갖곤 한다. ㈜케바드론의 이희우 대표는 그러한 꿈을 실제로
이뤘던 사람이다.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임관해 F-5 전투기의 조종사로 하늘을 누볐다. 뿐만 아

될 수 있을까? 두 비행체의 개발에 참여했던 예비역 공군준장이자 ㈜케바

니라 미국 애리조나주립대학교에서 항공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과 한국

드론의 CEO인 이희우 항공공학박사는 말한다. “물론!”이라고.

형 기동헬기 수리온 개발에도 참여해 크게 기여했다.
이희우 대표는 예편을 앞둔 2000년대 말, 아직 본격적인 드론 열풍이 불기 전부터 ‘드론 시대의 도
래’를 예상했다. 미국의 군용 드론인 글로벌 호크의 도입이 논의되던 때였다. 가능성은 충분했다. 우

K E V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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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드론의 기술이
한 단계 더 발전하려면
반드시 IT 기술과 공기역학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이었다. 다만 협상할 때 변호사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이스라엘의 정

㈜케바드론

책상 도큐먼트 검토에 시간이 많이 걸렸다. 국내 고정익 분야에서 독
보적인 특허를 가지고 있었던 덕분에 협상을 체결할 수 있었다.

사업 분야
●

“이스라엘과의 협업으로 비행시간을 늘릴 수 있었어요. 협업해 만든

 -K
 D-1 Sea Delta : 수상 이착륙 가능한 조인드윙 비행

KD-3은 4시간가량 비행이 가능한 획기적인 고정익 드론입니다. 뜨
고 내리는 시간 등을 생각하면 실제 미션타임은 비교하기 어려울 정

체 기술의 전투기형 고정익 FPV
 -K
 D-2 Mapper : 동급 최장 1시간 임무비행 가능한 매
핑 전용 고정익 드론

도로 늘어나죠. 국가과제로 수행했던 산업·공공·군용 다목적 차세
대 멀티콥터 나르샤 역시 공동개발한 거죠.”

드론 개발 및 판매, 렌탈서비스

 - KD
 -3 Albatross : 최대 4시간 비행, 최고 성능의 민
군겸용 관제·감시 고정익 드론(2017년 출시 예정)

이희우 대표는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 드론의 활용성은 무척 크

 - 나르샤 : 이스라엘과 공동개발, 최고사양·성능의 산업·

다고 강조했다. 해안선 관리, 도선 관리, 불법어선 관리 등 두드러진

공공·군용 다목적 차세대 멀티콥터(2017년 출시 예정)
 - 다 빈치 : 최신 전술항공관측시스템을 지원하는 신형

리나라 사람들은 손이 맵고 똑똑해 항공 분야에서 큰 잠재력을 가지

거든요. 우리나라 드론의 기술이 한 단계 더 발전하려면 반드시 IT 기

활약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고 있지 않은가. 또, ‘드론은 날개를 단 센서’라고 생각하는 그에게 있

술과 공기역학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중간중간 끊임없이 계속되는 통화 가운데는 외국 바이어와의 통화

어 최정상의 IT 기술을 보유한 우리나라는 충분히 빠르게 드론 선진

이희우 대표는 늘 공기역학에 대해 생각하기 때문에 가지게 된 독특

도 있었다. 케바드론의 제품은 이미 해외에서 인정받고 날고 있었다.

●

국을 따라잡을 역량을 갖고 있었다.

한 이력도 소개했다. 현재 종이문화재단 세계종이비행기협회의 회

한 이스라엘 보안업체와는 보안용 드론 공동개발에 관해 협상을 진

 - 드론 운영요원에 대한 체계적 교육을 기반으로 새롭게

준장으로 예편한 이희우 대표는 충남대학교 종합군수체계연구소장

장직을 맡고 있는 것. 실험을 통해 다양한 종류의 종이비행기 형태를

행하고 있고, 아프리카 야생동물원과는 동물관리용 드론 판매를 협

으로 취임하면서 본격적으로 드론의 연구개발에 나섰다.

만들어내기도 했다.

의 중이다.

“처음 드론 개발에 나설 때부터 산업용 드론에 집중하자고 생각했어

공기역학에 대한 아이디어는 실제 케바드론에서 자체 기술로 개발한

케바드론에 대한 관심은 벤처캐피탈(VC)로까지 확대됐다. 미국과

도조종사) / 공학교육 단계(전기/전자, 기계, 소프트웨

요. 산업용 드론은 최고 수준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가져야 하기 때문

드론에도 녹아들어있다. 가격 경쟁력은 높고 미션타임은 외국 제품

일본의 경우 이미 3~4년 전부터 VC의 투자가 있었으나, 국내는 그동

어, 항공)

에 기술적으로 어려운 과제입니다. 왜 진입장벽이 낮은 취미용 민간

에 비해 긴 드론을 개발한 것이다. EPP 소재의 특수폼으로 기체를 만

안 전무했는데, VC가 케바드론에 투자하면서 국내 최초의 리스트에

드론을 선택하지 않았느냐면, 공군기 개발 경험이 있었으니까요.”

들어 가벼운 한편 수륙 이착륙이 가능하고, 탄성이 좋으며 강도가 높

또 한 번 이름을 올렸다.

민간용 드론은 필요로 하는 기술 수준이 낮고 체공시간 등의 한계가

은 KD-1 씨델타가 그렇게 등장했다.

뚜렷했다. 이미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굳이 밑바닥부

“EPP 소재는 고정익이기 때문에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여러

기업 정보
기 업 명 : ㈜케바드론
대표이사 : 이희우

“2020년이면 전 세계 기업의 40%는 드론을 툴로 활용할 것으로 예

●

설

립 : 2013년 1월 3일

●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 충남대학교 산학

●

전화번호 : 042-825-2251

드론이 이미 시장에서 자리를 잡은 상태였다.

로 가격을 낮출 수 있었죠.”

수 위주에서 점차 민수용으로도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매년 30%

목표가 서자 사업화에도 속도가 붙었다. T-50과 수리온의 개발을 함

배터리뿐만 아니라 소재, 부품 간 최적화, 무게 등의 영역에서 다층

의 성장세를 내다봅니다. 우리가 선두에 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연교육연구관 본관 502호

●

그동안 개발에 주력했던 케바드론은 2017년을 기점으로 개발한 제

이스라엘과의 기술협력, 그리고 케바드론의 미래

주력할 예정이다.

목표에 비해 충분치 않은 비행시간은 늘 고민이었다. 그래서 공군 복

케바드론의 통로에는 CI와 함께 이런 슬로건이 적혀 있다. ‘Never

고정익 드론을 기본으로 더 높이, 더 멀리

무시절 알고 지냈던 이스라엘 퇴역군인이자 드론업체 관계자와 접

Heard! Seen! Drone’ 듣도 보도 못한 드론의 신세계를 펼쳐보이겠

전투기 개발의 노하우는 고정익 드론과 궁합이 잘 맞았다. 특히 공기

촉했다.

다는 다짐은 어느새 실현되었고 곧 시장으로 나간다. 높이 날고 오래

역학을 통한 효율 향상에 적합했다.

이스라엘은 미국과 더불어 세계 최정상급의 드론 기술 보유국이다.

나는 케바드론의 굳센 날개가 듬직하다.

“드론을 개발하는 많은 스타트업에서 쉽게 간과하는 게 있어요. 공학

이미 당시에 90분 정도 비행이 가능한 드론을 보유했었다. 또, 미국

이죠. 센서 차원의 IT만 생각하지 ‘날개’ 차원의 문제는 많이 배제되

이 정책적으로 기술이전을 막는 데 반해, 이스라엘은 비교적 열린 편

특이사항
공 군훈련기 KT - 1 및 T - 50 개발 예비역 공군준장 출
신 CEO

품을 시장에 선보이게 된다. 그렇기에 생산시스템 구축과 마케팅에

출신자 및 충남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졸업생 등을 직원으로 두고

40

표로 함
 - 조종자격 단계(육안조종, 비가시선 조종, 시험비행, 지

●

상하고 있습니다. 활용도는 무궁무진해지겠죠. 국내 시장의 경우 군

2013년 1월 법인을 설립했다.

창출되는 드론 관련 직업에 안정적인 인력 제공을 목

그렇다면 드론 시장과 케바드론의 미래는 어떨까?

부수적인 효과가 따라왔죠. 몰드에서 찍어낼 수 있게 됐고, 획기적으

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조언이 뒤를 이었다.

드론 아카데미(준비 중)

●

터 시작할 필요가 없었다. 게다가 민간 드론의 경우 이미 중국의 저가

께했던 양준호 항공우주공학 박사를 연구소장으로 영입하고, 공군

UAS 헥사콥터

KAIST 맞춤형사업 선정기업
대전국방벤처센터 협약기업
세계 최정상의 드론 기술 보유국 이스라엘과 개발 협력
●

홈페이지 : http://www.kev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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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속으로

Writer. 엄진옥 Photographer. 박창수

국토교통부가 공간정보 R&D 사업 혁신 방안과 장기 로드맵을 논의하는 ‘2016년 국토공간정보연구사업 공개토론회’를 개
최하였다. 공간정보 전문기관과 함께 공간정보 산업·학계 전문가 약 100여 명이 참가, 주제 발표와 자유 토론을 통해 정부·
민간이 뜨겁게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이었다.

‘공간정보 R&D 혁신’ 산학연 전문가 머리를 맞대다
- 2016년 국토공간정보연구사업 공개토론회 개최 -

유 토론을 통해 정부와 민간이 제대로 소통하

수요자 중심 지원과 성과창출경쟁, 양보다 질에 우선하는 전략적 투

공간정보 R&D 기획과제

는 자리였다.

자, 국제적 R&D 협력, 정부 R&D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등의 혁신

2부에서는 공간정보 분야 융복합 창출을 위한 R&D 로드맵 추진방

공간정보는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IoT),

방안 등이 주요 내용이다.

향을 위한 발표 및 의견이 기탄없이 오갔다. 공간정보 개념의 재정

가상현실(VR), 스마트 도시 등 신산업의 기

과제별 추진현황 발표에서 공간정보연구원의 오픈플랫폼 브이월드는

립 필요성과 서비스가 아닌 전체 융복합에 좀더 무게를 싣는 추가 기

반 플랫폼으로, 공간정보 기술의 혁신이 새

능동적인 활성화 지원, 국가 공공 플랫폼과 연계해 브이월드가 수출경

획의 필요성 진단이 나왔다. 분야별 공통 기술을 밝혀 중복 없는 융

로운 서비스와 고부가가치 창출의 중요 원동

쟁력을 확보하게 하는 것이 과제의 핵심 내용 및 방향으로 밝혔다. 이

복합 기술 접근을 만들자는 의견, 건강한 경쟁 생태계를 만들어 기

력이 된다. 예를 들어, 센티미터(cm)수준의

어 두 번째 발표에서 누구나 무료로 사용하고 전자정부의 프레임워크

술개발측면을 키우자는 의견도 있었다. 또 콘텐츠 연결을 할 때 어

정밀한 위치를 제공하는 기술이 드론에 활용

와도 연동되는 ‘오픈소스’를 개발 중에 있는 국토부 연구팀의 발표가

떤 프레임을 가지고 다부처와 일할지 고민하기, 국제협력을 늘리고

되어 무인 배달 서비스나 무인 트랙터 등 신

있었다. 특히 연구성과물을 UN, 외교부, 국방부, 국토연구원이 서울

급변하는 기술변화를 염두한 기획을 우선순위에 두고 진행하기, 우

산업의 기반이 된다.

시청에서 공동주최한 UN 심포지엄에서 무인기를 이용해 취득한 데이

리 공간정보 R&D 현주소 체크, 민간사업과 중복 없이 제대로 된 정

국토교통부는 2013년에 수립한 공간정보

터 전송, 처리, 가시화 수행 모습을 영상으로 제시한 바 있다.

책 만들기, 시스템 개발시 연구자와 평가자가 책임지고 끝까지 시장

알엔디(R&D) 종합계획에 따라 연구개발을

세 번째 추진현장으로 공간 빅데이터 연구단의 ‘빅데이터’ 관리, 분

에 선보여 기업의 요청을 받자는 열정적인 목소리도 있었다. 산·학·

공간정보는 지상과 지하, 시설물 등 모든 공간에 존재하는 사물의 위

추진하던 중, 최근 부각되고 있는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등 미래

석 및 서비스 플랫폼 기술개발 발표가 이어졌다. 공간 빅데이터의 창

연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답게 주어진 시간에 질의응답이 바

치와 주변환경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그런데 사용자는 더욱 스마

유망 산업 분야에 필요한 공간정보 기반 융복합 기술 개발 로드맵의

의적 활용을 통한 스마트 국가 실현을 위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면

쁘게 오갔다.

트해지고 IT기술은 더욱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여기 공간정보와 관

필요성을 깨달았다. 이에 지난 9월부터 ‘공간정보 융복합 핵심기술

고도의 정보가 들어왔을 때 여유롭게 핸들링하고 통합하는 프로토타

련한 기술 및 산업 환경의 패러다임 변화에 공간정보 R&D 사업이 빠

기획연구’를 추진하여 미래 유망 산업 및 시장 전망을 종합적으로 고

입 수준의 서비스 시스템을 구현해 운영, 관리하게 된다. 차츰 기술

발표·토의 시간 이후 3부부터는 산업계별·학계별 공간정보 기술 수

르게 대응하기란 여간 까다롭지 않다. 때문에 중장기 계획보다는 중

려한 공간정보 융합 기술을 발굴하고, 체계적인 기술개발을 지원하

성과가 적용이 되면 패키지 성과로 완성되는 목표를 가졌다.

요를 조사하고 신규 과제를 발굴하는 회의를 진행하였다. 이번 토론

단기 계획을 세워 순차적으로 해결하며 비전을 추진해야 할 시점이

기 위한 ‘R&D 로드맵’을 수립하게 되었다.

네 번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지능형 방범 기술개발’은 2019년에

회에서 정부 R&D에 대한 산업계의 요구 사항, 산업계에서 필요로

지능형방범 기술의 실증 및 실용화를 통한 안전한 국민생활 구현이

하는 공간정보 핵심 기술, 효과적인 R&D 추진 전략 등에 대한 논의

다. 여기, 미래 기술 동향과 변화를 반영한 미래 국가경쟁력 강화 위
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공간정보 R&D 과제별 추진현황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미아나 실종자가 발생했을 때 실증지구

가 활발하였다. 공개토론회에서 공간정보 기술 경쟁력을 갖추기 위

국토교통부가 지난 12월 13일(화) 판교 디지털센터에서 2016년 국

이번 공개토론회는 공간정보 기술의 혁신 방안과 공간정보 R&D 로

를 중심으로 CCTV를 설치, 스마트폰으로 위치를 확인해 보호자에

해 필요한 전략과 의견이 모아졌으며 수렴된 의견을 발판으로 공간

토공간정보연구사업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공간정보 연구개발

드맵을 논의하는 자리로, 1부 공간정보 R&D 과제별 추진현황에 앞

게 전달하는 방식이다. 미아를 목격한 사람이 소셜로 위치를 파악하

정보 기술 혁신이 일어나 공간정보와 유망 산업과의 융합을 촉진하

사업의 혁신 방안과 장기 로드맵을 논의하는 공개토론회에 국토교통

서 공간정보 R&D 현황과 추진방향, 비전 및 목표 등을 빠르게 정리

게 해주고, 범죄 발생할시 수집된 데이터 정보를 가공해 SNS, 지방

고 신산업 창출에 기여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상반기 중

과학기술진흥원, 공간정보산업진흥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

하는 시간을 가졌다. 패러다임에 따라 목적과 기술지향이 분명한 공

경찰청, 국민안전처 재난정보, 지역 시민단체 제공정보, 국민안전처

공간정보 R&D 로드맵을 완성하고 2018년부터 신규 연구개발 사업

국토정보공사 등 산학연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주제 발표 및 자

간정보 R&D 사업을 2019년에 종료하는 사업일몰제를 도입하였고,

안전지도로 안심서비스를 한다.

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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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학자가 보는 세상

FUTURE

Writer. 편집부

급변하는 세상, 예측할 수 없는 미래

토마스 프레이는 불가능한 미래예측에 대

보통의 사람들은 현재가 미래를 만들어 나

지난해 10월, 1989년에 제작된 영화 ‘백투

한 근거로, ‘기하급수적 역량법칙’을 내세

간다고 생각하지만 토마스 프레이는 미래가

더퓨처’가 재개봉하여 화제가 되었다. 개

운다. 자동화가 이루어지면서 노력이 기하

현재를 만든다고 밝힌 바 있다. 그의 주장에

봉 30주년을 기념하며 영화 속 배경이 된

급수적으로 감소하고, 역량은 그에 비례하

따르면, 우리는 모두 과거의 경험을 지닌 채

2015년 10월 21일에 깜짝 이벤트를 펼친

여 증가한다는 것이다. 1850년대 마차나 말

미래를 살아가고 있는 존재이다. 즉 우리는

것이다.

등의 이동수단이 평균 6㎞의 속도로 이동했

엉뚱하게도 뒤를 돌아보며 미래를 향해 나

영화 속 2015년에는 하늘을 나는 자동차와

다면 1990년대에 들어서 12㎞로 빨라졌으

아가고 있는 것이다.

입체영상 광고판, TV 화면을 통한 영상통

며, 2000년대에는 평균 110㎞로 이동하고

그렇다면 미래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

화, 비디오 안경, 지문을 이용하는 생체 인

있다. 그렇다면 2050년대에는 얼마나 빠른

토마스 프레이의 답은 간단하다. 미래는 마

식 기술 등 당시 최첨단으로 여겨졌던 모습

속도로 이동하게 될까? 과연, 변화의 속도

음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무언

이 펼쳐진다. 하지만 2015년을 지난 지금,

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을까?

가를 결정할 때 미래의 상황을 고려하는 것

영화에 등장한 상당수 기술은 이미 개발되

급속한 확장은 곳곳에서 드러난다. 맥도날

처럼 미래에 대한 비전이 현재의 행동을 결

어 상용화 과정을 거치고 있거나 일부는 우

드 햄버거 10억 개를 파는데 23년이 걸렸

정하며, 따라서 누군가 미래에 대한 비전을

리 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다면, 페이스북 회원이 10억 명을 돌파하는

바꾼다면 현재의 의사결정 또한 바뀔 수 있

과거에 비해 우리는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데 8년 반이 걸렸다. 우버 택시 탑승자가 10

는 것이다. 그래서 미래학자인 자신의 역할

살고 있으며, 과학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

억 명을 넘는데 5년 반이 소요되었는데 중

은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 조금이나마 볼 수

전하고 있다. 세계 경제 또한 예측하기 어려

국판 우버인 디디콰이디(滴滴快的) 사용자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말한다.

워, 급변하는 시장의 변화와 기술의 진화 앞

가 10억 명이 넘는데는 11개월 밖에 걸리

토마스 프레이는 미래를 이해하고 세상을

에서는 뛰어난 인재들조차 미래를 예측하는

지 않았다. 이와 같은 변화는 놀라움과 동

바꿀 수 있는 혁신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밝

데 있어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한다. 어릴 적

시에 두려움을 불러온다. 사업을 하고 있는

히고 있다. 무엇이 세상을 바꿀지 예측하기

토마스 프레이의

책에서 읽었던 미래의 도시가 지금 우리 앞

데 신규 사업자가 등장해 2~3주 만에 치열

조차 어려운 오늘, 토마스 프레이를 통해 미

미래를 보는 예언

에 펼쳐진다. 그렇다면 20년 후의 미래는 어

한 라이벌 업체로 성장할 수 있음을 의미하

래를 이해함으로써 세상을 바꿀 혁신 전략

떤 모습일까? 과거처럼 미래의 모습을 정확

기 때문이다.

의 새로운 기준을 살펴보자.

하게 예측할 수 있을까?

토마스 프레이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단순
히 미래를 예측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고 주장한다. 그는 미래를 예측하는 수준을
넘어, 미래를 통제할 수 있는 획기적인 도

Uber

구와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무엇보다
토마스 프레이(Thomas frey)는 각종 보고서와 인터뷰에서 “2030년까지 약 20억 개의 직업이 사라지며, 앞으로 5년 안에 전체
근로자의 40%가 프리랜서, 시간제 근로자, 1인 기업 등 기존 근로 시스템과 다른 형태로 일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화제가 되었

McDonald’s

미래로 향하는 접근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
고 역설한다.

다. 또한 “10년 후 일자리의 60%는 아직 탄생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여 미래에 대한 궁금증을 불러 일으켰다. 구글이 선정한 최고
의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가 바라보는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그가 전망하는 ‘내일’의 모습을 살펴본다.

fac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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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확장해 보면 정치 관련 부정부패나 건강,

세상을 바꾸는 미래기술

또한 무인자동차가 일반화 되어 인간의 실

일반적으로 모든 신기술은 좋은 의도로 개

질병, 경제의 문제도 파악이 가능하며, 초기

미래에는 자본과 노동력이 생산량을 결정하

수로 발행하는 교통사고가 사라질 것이며,

발되었다. 하지만 그것을 나쁜 목적으로 활

진압은 추후에 발생하는 피해를 획기적으로

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에 의해 생산이 결정

새로운 교통체계로 진공열차가 도시와 도

용할 방법을 찾아내는 사람들은 생겨나기

줄일 수 있다. 이는 미래를 창조하는 또 다른

되며 이와 관련된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라

시, 나라와 나라를 연결할 것이다. 토마스

마련이며, 또한 신기술은 다른 부정적인 역

방법이 될 것이다.

고 예측한다.

프레이가 주목하는 초고속이동시스템은 서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

또한 그는 미래 변화의 핵심 요소로 소프트

수억 개의 칩과 센서가 사람을 연결해 주고,

울에서 뉴욕까지 2시간대에 주파하며, 전

것을 ‘의도되지 않은 결과의 법칙’이라고 부

미래를 예측하는 획기적인 전략

웨어를 꼽았다. 앞으로 벌어질 미래 생활은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스마트 주택 나아가

세계를 하루 생활권으로 이어줄 것이다. 드

른다. 자동차는 말을 대체하며 이동 속도를

토마스 프레이는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 중

소프트웨어의 연계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스마트 도시가 조성될 것이다. 조명, 수도,

론(Drone)은 지금보다 훨씬 정밀해져 택

비약적으로 상승시켰으나, 환경오염, 교통

하나로 ‘제로 법칙’을 제시한다. 제로 법칙

다. 즉 하나의 중심에서 변화가 발생하는 것

세탁, 음식 조리, 청소 등 집안에서 일어나

배, 인명구조, 이동수단 등 이용 범위를 넓

혼잡, 소음 등의 문제를 만들어냈다. 다만

은 무언가를 정밀하게 추적하면 근원을 알

이지 전혀 엉뚱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벌

게 되었다. 그와 연관된 부속품 생산기사,

는 거의 대부분의 일들은 인공지능으로 관

혀갈 것이며, 3D 프린트가 인터넷보다 큰

이러한 문제점을 관리하고 억제하기 위해

수 있고, 그 결과 조기탐지가 가능하다는

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조립기사, 배송기사 모두 마찬가지이다. 관

리되며 집안에 내장된 인공지능과 인공지능

사회적 영향력을 미치는 사회가 올 것으로

사람들은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개념이다.

최근에 성장한 기업들은 모두 소프트웨어

련 인원이 극소수라 할지라도 어플을 다운

의 명령을 받는 로봇이 사람의 일을 대신 처

예상했다. 3D 프린팅을 통해 맞춤형 이어

토마스 프레이가 예상하는 미래사회는 신기

위성, 센서, 사물인터넷 등 과학기술을 활용

산업에 기반하고 있다. 우버, 에어비앤비 등

받을 때마다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이다. 이

리할 것이다. 나아가 바이오컴퓨터 분야가

폰, 모래로 프린트한 벽 등 전통방식으로

술을 활용하여 사람을 이롭게 한다는 점에

하여 무언가의 근원을 파악하고 변화를 추

기존에 사람들이 직접 관리했던 일들을 코

는 다른 분야에서도 똑같이 발생한다. 수천

부상할 것이고, 헬스케어 분야가 각광을 받

는 불가능한 것들이 생겨나고 나아가 건축

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새

적해 나가면 영화에서처럼 우리 또한 어느

딩과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소프트웨어가 대

억 개의 어플을 받는다면 엄청난 수의 일자

으며, 의사들이 할 일을 데이터 자료들이 대

기술과 결합되면 며칠 만에 빌딩을 세울 수

로운 기술의 출현은 또 다른 갈등을 일으킬

정도 미래의 모습을 그릴 수 있다는 것이다.

신하고 있다. 과거 수평을 측정하기 위해 수

리가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일자리가 사라

신하게 될 것이다. 그 결과 브라우저를 만드

도 있게 된다.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

근원을 파악하면 허리케인이나 토네이도의

평계를 사용했다면 지금은 스마트폰에서 앱

진다고 해서 할 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는 엔지니어의 수요가 급증하며, 소프트웨

교육 분야에서도 마이크로 대학(Micro

야 한다고 조언한다.

변화 시기를 감지하거나 산불을 초기에 탐

을 활용한다. 단순히 도구의 변화만을 보여

할 일은 여전히 많이 산재해 있지만, 할 일과

어가 세상을 장악하게 될 것이다.

College)의 출현으로 정보화 기기를 통한

지하여 진압할 수 있다. 즉 제로법칙을 통

주는 것이 아니다. 스마트폰을 활용함으로

일자리가 일치하지는 않는 것이다.

능력별 온라인 맞춤교육이 지금의 시스템을

해 자연재해의 진앙을 추적하는 것이다. 이

써 수평계를 만들던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

산업기술의 발달로 기존의 노동 산업은 급

대체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그 결과 현존하

속도로 축소되지만, 일거리가 줄어들지는

는 학교는 절반 이상 문을 닫게 될 것이다.

않을 것이란 예측은 이러한 변화에 기반을

미래에는 원자핵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생산

software

둔 것으로, 토마스 프레이가 미래의 변화에

AI

하는 에너지 혁명이 일어날 것이며, 전기는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보이지 않는 것 또한

물처럼 흔한 자원이 될 것이다. 또한 공기 중

같은 이유이다. 그는 이러한 변화를 ‘촉매적

의 수분을 활용하여 물을 만들어 먹는 날이

혁신’이라고 표현하였다. 이는 기존 산업을

올 것이다. 어쩌면 길을 걸으면서 병에 계속

와해시키는 파괴적 혁신과는 다른 개념으

물이 채워지는 모습을 곧 보게 될 수도 있다.

Drone

로,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일자리는 만들
어내는 개념이다. 이처럼 진화해가는 현실
에서 다가올 미래는 새로운 시대를 적극적
으로 설계하는 사람의 몫이 될 것이다. 그렇
다면 토마스 프레이가 말하는 미래의 모습
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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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도를 찾아서

Writer. 최선웅(한국지도학회 부회장, 한국고지도연구학회 이사, 한국지도제작연구소 대표)

이 지도의 주제인 봉화는
산꼭대기에 봉수대와 함께
빨간색 불꽃으로 표시했고,
봉수대의 명칭을
일일이 적어 넣었다

조선의 봉수제도는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군사 통신망으로서의 기능
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자 선조(宣祖) 말 파발제(擺撥制)로 대체되었
다. 그러나 인조(仁祖) 대에 들어서 다시 복구되었다. 숙종(肅宗) 대에는
군사 통신수단으로 파발제와 봉화가 함께 사용되었는데, 전국의 봉수 체
계를 나타낸 해동팔도봉화산악지도(海東八道烽火山岳地圖)가 숙종 대
에 제작된 것만 봐도 이를 짐작할 수 있다.
지도는 종이에 채색으로 그렸고, 크기는 가로 148cm, 세로 218cm에

보물 제1533호

해동팔도봉화산악지도

달한다. 지도가 워낙 커서 남쪽과 북쪽을 종이 두 장에 나눠 그린 뒤 접
합해 한 장으로 만들었다. 가로세로 각 4등분해 접혔던 부분은 색이 변
질되고 부분적으로 지도 표면이 떨어져 나갔고 특히 가운데 세로 부분
이 심한 편이다.
지도의 전체적인 형태는 다른 지도와 달리 동서의 폭이 넓어 보이고, 압

‘봉화(烽火)’란 접경지역의 긴급한 상황을 횃불과 연기
로 중앙에 알리던 통신수단으로, 밤에는 횃불(烽)을 올리

뚜렷하게 묘사하였고, 백두산에서 시작되는 백두대간은 녹청색의 높고

고 낮에는 연기(燧)를 피워 ‘봉수(烽燧)’라고도 한다. 조선

낮은 산들을 연결해 두드러지게 표현하였다. 그 가운데 백두산과 금강산

지도의 제작 시기는 정확치 않으나, 1652년(효종 3년)에 황해도 강음(

시대 지도 가운데 봉화만을 주제로 그린 지도로는 ‘해동

은 흰색으로 돋보이게 강조하였다.

江陰)과 우봉(牛峰)이 합쳐진 금천(金川)이 있고, 1712년(숙종 38년)에

바다는 넘실거리듯 큰 물결을 역동적으로 묘사하여 마치 섬들이 물위

건립된 백두산정계비가 없는 것으로 보아 17세기 후반인 1652년에서

에 떠 있는 듯 보인다. 해안을 따라서는 많은 섬들이 산재하는데, 그 가

1712년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제작처는 군국의 사무를 맡아

운데 두만강 하류의 녹둔도(鹿屯島)와 삼척 앞 바다의 우산도(于山島)

보던 비변사(備邊司)와 같은 기관에서 제작한 것으로 본다.

ㆍ울릉도, 부산 앞 바다의 대마도 등 영토와 국방상 중요한 섬들을 빠짐

지도 왼쪽 하단의 설명 란에는 각지에서 한양까지의 거리와 목멱산봉

없이 그려 넣었다.

수제 5거(木覓山烽燧制准五炬)를 중심으로 제1거 함경도-강원도-양

이 지도의 주제인 봉화는 산꼭대기에 봉수대와 함께 빨간색 불꽃으로 표

주 아차산, 제2거 경상도-충청도-광주 천림산, 제3거 평안도 강계-황

시했고, 봉수대의 명칭을 일일이 적어 넣었다. 지도상에 나타난 봉화의

해도-무악 동봉, 제4거 평안도 의주-황해도 해안-무악 서봉, 제5거 전

분포는 국경지역인 압록강과 두만강 일대는 촘촘하고, 중요한 곳은 2~3

라도-충청도-양천 개화산 등이 적혀있다.

중으로 표시하였다. 그밖에 경기도 서해안과 경상도 동해안 지역에도 많

조선의 봉수제는 신경준(申景濬) 등이 편찬한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

은 봉화가 분포되어 있으나, 강원도 지방은 함경도 쪽에서 오는 제1 직

備考)> 권123 병고(兵考)15 봉수1을 통해 자세하게 알 수 있고, 이 가운

봉이 지나는 곳을 제외하고는 봉화가 거의 없어, 국방상 주요 지역을 구

데 전국의 봉수망은 권124 병고16 봉수2에 체계적으로 적혀 있다. 전국

분할 수 있다.

의 봉수는 직봉(直烽) 376개, 간봉(間烽) 273개로 집계된다. 전국의 모

팔도봉화산악지도’가 유일하다.

학
| 고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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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교 중앙

에 소장

되어

동팔도
있는 해

지도 |
봉화산악

록강과 두만강 지역은 위에서 눌린 모습으로 그려졌다. 산줄기와 하천을

든 봉수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그린 해동팔도봉화산악지도는 역사
적 가치 외에도 회화성을 높이 평가해 2007년 12월 31일 보물 제1533
호로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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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으로 현재에는 공공데이터 통합플랫폼,

3) 기존 정책지도 작성 프로세스 분석

과소화마을 정책지도 작성 프로세스는 아래

내부 직원 분석 시스템인 광산구 GIS분석

가장 최근에 작성된 경기도 정책지도는 기

와 같다.(충청남도 사례)

시스템과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생활 정

존 작성된 광주시 광산구나 서울시 정책지

- 마 을 단위의 정책지도의 작성 과정은 크

보를 구축할 수 있는 ‘맘편한 광산 앱’을 개

도를 선행 사례로서 참조하여 표준화된 프

게 데이터 구축, GIS 분석, 결과 및 시사점

정책지도란 정부 및 지자체에서 새로운 정

발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로세스를 제시하였으므로 그 사례를 중점

도출로 나눌 수 있음

책을 수립하고 추진 중인 정책의 효과를 확

서울시 정책지도의 특징은 주민생활에 실질

적으로 살펴보았다. 추가적으로 이번 연구

- 이중 GIS 분석, 결과 및 시사점 도출은 일

인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통계, 분석하여

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분석 시나리오

에서 실험적으로 작성한 과소화 마을에 대

반적인 프로세스와 유사하지만 데이터 구

위치 또는 구획단위로 지도상에 나타낸 것

를 구성하였다는 것이며 서울지도 사이트를

한 정책지도를 타 연구사례와 비교하기 위

축에 있어 차이가 있음

이다.

통하여 서울시 지도서비스를 통합운영 및

하여 충남연구원에서 작성한 과소화 마을

- 현재에는 마을 단위로 공간자료가 구축되

정책지도는 정보의 시각화를 통해 쉽고 간

서비스 하고 있다.

에 대한 정책지도 작성 프로세스를 추가적

지 않아 마을단위 데이터 구축에 많은 작

단하게 현황을 표시할 수 있으므로, 정책결

경기연구원에서 공개하고 있는 정책지도는

으로 검토하였다.

업이 수반됨

정과정에서 업무담당자들의 상호 이해와 소

현재 인구, 주택, 복지 등 행정기관에서 주

정책지도 작성의 일반적인 프로세스는 아

통을 원활하게 하고 행정정보 공개의 수단

요하게 다루고 있는 분야에 대하여 전반적

래와 같다.

으로 활용되며, 빅데이터와 결합하여 정책

으로 다루고 있지만 현재 제공하고 있지 않

- 분석 주제 선정: 지도화 가능목록 구성, 지

의 홍보와 정책수립의 근거자료로도 활용

는 정책지도도 있다.

도활용 분석사례 정리, 정책수요 검토의

되고 있다.

전북연구원, 충남연구원 등 각 지역연구원

과정을 거쳐 주제를 선정함

이번 연구는 지자체 담당자들이 LX 빅데이

에서 수행한 과소화마을에 대한 정책지도는

- 정책지도 구축: 선정주제 관련 분석자료

어떠한 주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프로세

터 플랫폼을 활용하여 정책지도를 작성할

과소화 마을이라는 한 가지 주제만을 가지

를 수집, 자료의 공간정보화, 지도화 및 관

스가 일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미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고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웹기반이 아닌 일

련 분석을 실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리 예상되는 어려움을 줄일수 있도록 대체

있으며 LX 빅데이터 플랫폼을 이용하여 전

회성으로 끝나는 연구과제라는 특징이 있어

시사점을 도출함

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다면 교체하는 것이

라북도의 과소화 마을 정책지도를 실험적으

지속적인 변화관찰은 어려워 실제 정책 의

로 제작하고자 한다.

사결정 시 활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서론
서론

LX 빅데이터 플랫폼을 이용한
정책지도
작성 프로세스 연구

SIRI

한국국토정보에서 구축한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으
로서 공공데이터 수집 및 갱신, 공간기반 분석, 시각

Writer.
박정희(LX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 정책연구실 선임연구원)

화가 가능함

2009∼2012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정보교육원 근무

2005∼2009

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지역본부 근무

탕으로 행정리별 조사를 실시할 기초자료를 작성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작업 기간이 오래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됨

바람직 하다.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책주
4) 정책현안 및 정책지도 작성 필요성

2) LX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현황

는 과정에 있어 향후 발전적인 방향을 제

다양한 현안 중에서 정책지도로 작성되면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정책지도 작성이 가

시함

더욱 효과를 낼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는 것

며 2014년에 LX 빅데이터 기반 구축 용역
공간정보연구원 정책연구실 연구원

군에서 제공하는 행정리 지도를 수집한 후 이를 바

능한 시스템은 LX빅데이터 플랫폼이 있으

주요 경력

2012∼현재

자료와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법정리지도, 시

제도를 제공하거나 정책지도를 작성하

※ LX빅데이터 플랫폼이란 공사, 공공, 민간 부문에 필
요한 빠르고 정확한 분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 정 책제안: 도출해낸 시사점을 바탕으로

※ 자료 수집 단계에서 시군 조례상의 자연마을명의

1

LX 빅데이터 플랫폼 웹기반 공간분석서비스 기능

사업으로 처음 시작되었다.

본론

LX 빅데이터 플랫폼은 고도화된 분석 결과
도출을 위하여 3차연도 고도화 사업을 추

자격: 지적기사

진 중에 있으며 데이터 수집 기능, 고급 분
주요 연구
공간정보 기반의 소셜 서비스 플랫폼 구축(2014~2016)
토지정보와 건물정보의 통합관리 방안(2015)
국토정보 통합조사 방안 연구(2015)
바로처리콜센터 측량접수 확대방안 연구(2016)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분류체계 방안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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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및 프로세스 분석

석 기능 추가, 시계열데이터의 시각화 등 사

1) 지자체 정책지도 구축 및 개발 현황

용자 요구사항에 적합한 분석결과를 제공하

광주광역시 광산구 정책지도는 2012년

기 위하여 더욱 고도화된 기능을 추가 개발

‘GIS로 그리는 광산구 행정지도’ 발간을 시

하고 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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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바람직하며 이에 대하여 전라북도의 과
소화 마을에 대한 정책지도는 정보의 이해

번 연구에서 작성할 정책지도로 적절하다
고 판단했다.

> Shape 파일 업로드 기능을 이용하여

2. 계획수립

전라북도의 과소화 마을에 대한 정책지도
LX
빅
데
이
터
플
렛
폼

등록할 수 있음

3. 데이터 수집 및 구축

전북 무주군(과소화 마을)

4. 데이터 검수 및 정제

간이상수도 현황(세대수, 인구수)

5. 데이터 공간화

지오코딩, Shape 파일 업로드

6. 공간분석(시각화)

분포분석, 밀집도분석, Grid Vector 분석
도형 / 심볼 / 색상 / 투명도 설정

7. 정책지도 작성

- S hape 파일을 업로드하기 위해서
는 3개의 파일(DBF, SHP, SHX)이
필요하며 지오코딩 당시 등록된 좌

2. 표준 프로세스 도출을 위한 실험 적용

표계인 EPSG:3857(WGS84 Web
Mercator Google 좌표계)로 설정하

8. 시사점 도출

1) 실험적용 개요
주제선정: 지역현안 및 수요조사 시 도출된

4 간이 상수도 공간화(지오코딩)

사용자자료관리 > 사용자데이터로딩

1. 주제선정

와 공유 측면에서 효과적이다.

는 최근의 자료로 분석된 사례는 없어 이

- 속 성추가 작업을 통해 생성된 파일은

2 LX 빅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한 프로세스

며 플랫폼을 구성하는 기준 좌표계가
됨

3 LX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한 분석영역 설정

의견을 취합하여 전라북도 내 필요한 정책
지도에 대한 주제를 도출한다.

③ 공간분석 및 시각화

분석범위: 데이터 확보 문제로 인하여 전라

- 과 소화마을 정책지도 작성을 위해 사

북도 무주군을 공간적 범위로 한정하였고

용된 공간분석은 LX 빅데이터 플랫폼

시간적 범위는 가장 최근의 자료를 활용하

에서 지원하는 분포분석, 밀집도분석,

기 위해 2015년으로 한다.

GridVector 분석을 사용함

활용데이터: 주거인구수, 읍면동별 세대당

- 무 주군의 경우 분포분석 결과 인구현

인구수, 병원 및 문화여가시설 분포는 LX

황이 전체적으로 읍면 주변으로 밀집

빅데이터 플랫폼 내 데이터를 활용하고 간

도가 높게 분포되고 있음

5

이 상수도 사용량은 무주군시설사업소에서

터 공간화를 수행할 수 없는 주소(지

정책지도 작성을 위한 대상 지역으로

- GridVector 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영

제공받은 데이터를 활용한다.

번) 오류 여부를 선별하여 잘못 기재된

사용자 분석영역 설정 > 행정구역 조건

역지정은 좌상단 및 우하단의 좌표를

주소정보를 수정

(광역시도, 시군구)으로 전라북도 무주

직접 입력할 수 있으며, 현재 배율의 화

※ 간이상수도는 주민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소규모 급
수시설(급수인구 100명 미만 또는 1일 공급량 20세
제곱미터 미만인 급수시설)로 간이상수도 데이터를

- 데 이 터 공 간 화 는 플 랫 폼 에 서 지 원

군을 설정

3

드 기능을 이용하여 간이 상수도 위

무주군 간이 상수도 사용 가구를 공간

- 추가적으로 행정구역별 통계분석이 가

치를 EPSG:3857(WGS84 Web

화하여 사용량에 대한 분포 현황을 확

능하며 기본 POI 데이터를 비롯하여

Mercator Google) 좌표계로 등록

인할 수 있으며 플랫폼의 사용자 자료

간이 상수도와 같은 사용자입력 자료

- 공간분석(시각화)은 시설물 및 인구 분

관리 > 사용자 데이터로딩 > 지오코딩

를 이용하여 행정구역 단위에 포함된

- 정 책지도 작성은 전라북도 무주군을

포 현황에 관한 밀집도 및 GridVector

(Geocoding) 업로드를 통해 공간화를

피처의 통계 값을 산출하여 시각화할

대상으로 LX 빅데이터 플랫폼에 수집

분석과 시각화를 위한 편집(도형, 심

수행할 수 있음

된 주거인구(전체), 읍면동 인구현황

볼, 색상, 투명도)을 수행함

2) LX 빅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한 처리방법
① 데이터 수집 및 구축

2

- 데이터 검수 및 정제 과정에서는 데이

52

② 정책지도 작성
- 분석영역 설정: 플랫폼의 과소화 마을

수 있음

7 행정구역별 통계분석

7

- 공 간화되어 지도에 나타난 간이 상수
도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과소화마을

(세대당인구수), 분석공간정보(병원,
문화여가시설)를 사용

4

를 지정하여 선택할 수 있음

6

- 데이터 공간화: 지오코딩 작업을 통해

므로 이번 연구에서 주요 분석함

6 GridVector 분석 결과

면 영역 혹은 사용자가 마우스로 범위

하는 지오코딩(Geocoding) 업로

활용하면 과소화마을에 대한 위치를 알아낼 수 있으

5 무주군 인구현황(좌: 읍면동 인구현황, 우: 주거인구)

인근의 산지 주변으로 설치되어 있음
을 확인할 수 있음

3) 실험적용 결과

8

- 과 소화 마을 정책지도를 영상지도와
중첩하여 간이 상수도가 설치되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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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분석대상 영

- 무주군시설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역을 지정하면 요약통계 정보를 확인

간이 상수도 중 사용세대수가 20호 미

- 간 이 상수도의 위치가 반드시 과소화

용 및 컨설팅 사례를 중심으로 행정업

할 수 있음

만 시설 36개의 위치를 지도상에 지오

마을을 대표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무

무에 공간 빅데이터를 적용할 수 있는

- 요 약통계 정보를 통해 간이 상수도

코딩하여 확인해 본 결과 마을간의 거

주군과 같은 산악지역에서는 과소화마

방안을 교육할 수 있음

가 설치된 마을의 경우 세대당 평균

리가 멀고 오래된 주택이 많다는 것을

을을 추정하는데 행정리나 법정리 단

1~2명의 인구수가 분포되어 있으며

알 수 있었음

60~7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
타남

- 병원은 무주읍, 안성면, 설천면 주변으

을 것으로 예상됨

등과 연계하여 LX 빅데이터 플랫폼 활

로 예상된다.
② 프로세스 도출 결과 활용 방안

LX 빅데이터 플랫폼의 개발 방향과 활용 사
례에 대한 연구는 향후에도 계속 이루어져

- 공간정보 제공 창구로 활용: LX 기본공

써 LX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어느 정도

야 할 것이며,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

위 조사보다 훨씬 간단하고 직관적으

간정보, LX 국토정보기본도 등 LX가

까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가이드

음 세 가지 측면의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됨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정보 이외에도

라인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활용하면

LX 빅데이터 플랫폼을 컨설팅, 공간 빅데이

공공개방 데이터, 민간 데이터 등을 활

정책지도 작성이 가능함

터 활용 교육, 공간정보 제공 창구, 플랫폼

덕유산 리조트 및 국립공원 주변으로

3. 표준프로세스 도출 및 활용방안

용도에 맞추어 정제되거나 위치 참조

서비스 등 LX 빅데이터 사업 확대에 적극 활

분포가 밀집되어 있어 이용이 쉽지 않

1) LX 빅데이터 플랫폼을 이용한 		

된 형태로 제공할 수 있음

용하여야 한다.

정책지도 작성 프로세스
8 요약통계정보(설천면 와석길 일원)

9

- 플랫폼 서비스 사업에 활용: 공간 빅데

결론

- 지 자체를 대상으로 한 홍보 및 활용지원

- L X 빅데이터 플랫폼에서는 정책지

이터 분석에는 파워풀한 컴퓨팅 인프

에 나서야 하나 단기적으로는 지자체 담

도 작성을 위한 전체 프로세스 중에서

라가 필요하므로 개인용 PC에서 작업

당자들이 플랫폼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사람이 직접 처리해야 하는 ‘주제 선

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정책지도 제작 프로세스 중 데이터 공간화

있도록 지원하고, 중장기 적으로는 플랫

정’, ‘계획 수립’, ‘데이터 검수’, ‘시사

플랫폼을 공공 및 민간에서 사용할 수

와 공간분석, 시각화를 통한 정책지도 작성

폼을 이용하여 정책지도를 제작·납품하

점 도출’을 제외한 ‘데이터 수집 및 구

있도록 개방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

은 LX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가능함을 확

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축’, ‘데이터 공간화’, ‘공간분석’, ‘정

용수준 및 방법에 따라 다양한 유통정

인할 수 있었으나 보다 고도화되고 정교한

- LX 빅데이터 플랫폼의 고도화가 이루어

책지도 작성’과 같은 단계에 대한 처

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임

분석을 위해서는 플랫폼의 기능과 데이터

져야 함. 특히 다양하고 신뢰성 있는 데이

관점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터의 축적,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기능 강

리가 가능

9

으로서의 LX의 가치를 높이는 길이 될 것으

- 정책지도 작성 프로세스를 도출함으로

로, 문화여가 시설은 무주읍, 안성면,

4) 시사점

수 있음

- 기타 활용 방법: 지자체를 대상으로 LX

- 데이터 검수 및 정제와 같은 경우, 시스

빅데이터 플랫폼의 활용성을 적극적으

LX 빅데이터 플랫폼은 데이터와 분석기능

화, 사용자 중심 인터페이스 강화 등에 집

템을 통해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

로 홍보하고, 공간정보사업 제안 시 제

이 함께 구축된 개방형 범용시스템으로 편

중하여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본적인 오류 수정 및 제거, 개인정보에

안 내용에 플랫폼을 이용한 자료처리

의성과 활용성이 매우 높아 이를 적극적으

대한 보안 설정 기능 등을 탑재한다면

나 분석을 포함하여 마케팅에 활용할

로 홍보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공공기관

데이터 품질이나 사용자 편의성 향상

LX 빅데이터 플랫폼을 이용한 정책지도 작성 프로세스

측면에서 효과가 높을 것으로 보임
1. 주제선정
LX 빅데이터플렛폼
2. 계획수립
3. 데이터 수집 및 구축

2) 플랫폼 및 프로세스 활용방안
① LX 빅데이터 사업 확대
- 컨 설팅에 활용: 공간빅데이터를 대상

4. 데이터 검수 및 정제

으로 하는 정보화전략계획을 마련하거
5. 데이터 공간화
6. 공간분석(시각화)
7. 정책지도 작성

8. 시사점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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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책을 기획하고 사회적 이슈가 대
두되는 사안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수행할 수 있음
- 공간 빅데이터 활용 교육에 이용 : 정보
통신기술진흥센터 전문인력 양성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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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 리포트

Writer. 박세정, 최성묵, 이홍재, 김종배

DEEP LEARNING

딥러닝과 오픈소스 R을 이용한
공간정보 분석기법

[그림 1] 데이터 분류 흐름도
분류

입력데이터

2. 딥러닝을 활용한 데이터 추출 및 분석
사물이나 데이터를 군집화하거나 분류하는 데 사용되는 기술적 방
법론인 딥러닝(Deep Learning)이 최근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컴

데이터 스크래핑
데이터 가공
데이터 계중화

1. GIS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R

퓨팅 파워(연산 능력)가 부족해 침체되어 있던 딥러닝은 지금의 빅
데이터 시대를 맞아 다양한 학문들과 결합되고 있다. 뉴럴 네트워크
를 학습의 주요 방식으로 사용하는 딥러닝 기법의 핵심은 분류를 통
한 예측으로, 인간이 사물을 구분하듯 컴퓨터가 객체를 분별한다.

공간정보서비스(Geospatial

링할 필요성이 있다. 공간 데이터를 분석할

Information Service, 이하 GIS)란 공

수 있는 소프트웨어 패키지가 많이 제공되

간에 관한 정보를 생산, 관리하는 것뿐만

어 있지만, 대부분의 상황에서 표준적인 통

가중치 분류
분석

국지적 통계 계산

딥러닝 모델로는 초기 모델에서 2000년 이후에 등장한, 제한된 볼
츠만 머신( RBM )이나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RNN ), 드롭아웃
(DROPOUT) 같은 매우 다양한 알고리즘이 있다. 좌측 [그림 1]은

가설 값 유도

아니라 다른 산업과의 융합 시스템을 구축

계 모델링 접근법은 적절하지 않다. 관측자

딥러닝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분류하는 흐름도이다.

하고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최근 수년에 걸

료 같은 경우, 상호의존적이고 변수 간 관계

쳐 수많은 양의 공간 데이터가 다양한 목적

가 지리 공간에 걸쳐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

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었다. 예를 들

문에 기존 통계 패키지로는 공간 데이터의

어를 사용할 수 있다. H2O는 입력된 문장을 바탕으로 대량의 데이터

어, 인구통계자료, 범죄 데이터 및 사회경제

복잡성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에서 딥러닝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추출해 내기 위한 다양한 함수들

적 과정에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들을 자유

반면에, R은 공간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 분

을 제공하고 있다. 데이터의 형태는 MNIST를 사용하며, 아래와 같

롭게 제공하는 정부자료 공개제도가 많이

야의 전문가들과 혁신가들이 오픈소스 방식

은 방법을 통해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다.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종류의 데이터가 설

으로 협업하여 만들어낸 패키지 SW이자 프

명하는 기본 패턴과 과정들을 이해하기 위

로그래밍 언어이므로 끊임없이 새로운 변모

하여 데이터를 유연하게 분석, 시각화, 모델

를 시도하고 있다.

정규분포 비교
통계 값 리턴

데이터 가공에 필요한 딥러닝 패키지는 H2O라는 오픈소스 소프트웨

dat <- Promise[, -1] # remove the ID column
dat_h2o <- as.h2o(localH2O, dat, key = 'dat')
## Import MNIST CSV as H2O
dat_h2o <- h2o.importFile(localH2O, path = ".../mnist_train.csv")

※ 본고는 저자들이 ‘(사)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논문지(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6, No.4, April (2016), pp. 1-8, http://dx.doi.org/10.14257/AJMAHS.2016.04.08.)

그리고 아래는 딥러닝을 실시하는 예의 일부이다.

에 발표한 ‘R 기반의 딥러닝을 이용한 공간정보 분석’ 이라는 논문의 내용과 그 동안의 후속 연구 결과를 일부 축약, 정리하여 작성된
것임을 미리 밝혀둡니다.

[표 1] 딥러닝 예시
model <h2o.deeplearning(x = 2:785, # column numbers for predictors
y = 1, # column number for label
data = train_h2o, # data in H2O format
activation = "TanhWithDropout", # or 'Tanh'
input_dropout_ratio = 0.2, # % of inputs dropout
hidden_dropout_ratios = c(0.5,0.5,0.5), # % for nodes dropout
balance_classes = TRUE,
hidden = c(50,50,50), # three layers of 50 nodes
epochs = 100) # max. no. of epoc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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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딥러닝과 R을 이용한 공간 데이터
분석 및 매핑
공간 데이터 분석에 R을 활용했을 때 얻을 수

며, 이 값의 의미는 자가소유주택 비율이 높

있는 주요 이점 중 하나는 관련 데이터를 통계

을수록 범죄 발생건수는 줄어드는 추세를 보

4. 결론

분석 및 그래픽스 루틴(Routine)에 매우 쉽

인다는 것이다.

기존 인공신경망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방

게 곧바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

또 다른 예로, [그림 3]은 뉴헤이븐 데이터셋

편으로 도출된 알고리즘인 딥러닝의 핵심은

어, [그림 2]는 미국 뉴헤이븐의 지도인데, 인

중 절도에 관련된 데이터를 무력을 사용한 절

분류를 통한 예측이다. 대량의 데이터를 분석

구통계조사를 통해 공개된 각 블록별 자가소

도(강도)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여, 이

하여 패턴을 도출해 사람이 사물을 구분하듯

유주택의 비율이 범죄 발생건수와 어떠한 상

들 두 그룹의 공간분포를 비교하여 매핑한 것

컴퓨터가 객체를 분별하도록 하는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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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브리프

Writer. James Norris(영국국립지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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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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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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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licy‑makers alike are beginning to understand

A number of law makers and regulators have

the governmental, economic and societal benefits

expressed privacy concerns regarding the

of geospatial information, this has led to the two

collection and use of geospatial information

communities starting to work together to make

in technologies such as mobile devices and

sure geospatial information can be developed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In many cases

while taking into account differences in legal and

law makers are defining privacy differently for

policy approaches.

each emerging technology and applying different
terms and conditions on the use of geospatial

6.1.3

본 보고서 후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무인

information. Because geospatial products and

항공기에 대한 정부, 단체 및 시민 개인의 이용이 증가하는 경

services cut across many different technology

향에 따라 자국 내 영공에서 기술 사용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

platforms and industry domains, organisations

생하였습니다. 기술을 성공적으로 통합하였던 이들은 이제

that wish to use geospatial information from

사생활 보호와 나아가 국가 안보라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

different providers will need to understand and

니다.

comply with each different set of regulations or
laws, where they apply.

As expanded on later in the report, the growing

법률 및 정책 개발

developments, and provides an update on some

trend of governments, organisations and private

6.1.5

Legal and policy developments

of the issues previously discussed.

citizens to use unmanned aerial vehicles has led

는 영향에 대한 공간 커뮤니티의 내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습

to problems with the use of the technology in their

니다. 하지만 법률과 정책 프레임워크의 변화가 기술 개발을

법률 및 정책 분야에 있어 가장 큰 발전 중 하나는

national airspaces. Those who have successfully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결과, 공간정보를 수집

6.1 지리정보(GI) 커뮤니티 내의 인식 성장

공간정보의 수집, 이용, 저장 및 배포에 법률과 정책이 미칠

integrated the technology are now faced with

및 이용하는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는 시대에 뒤떨어진, 그리

Growing awareness within the Geographic

수 있는 영향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이 높아졌다는 점입니

concerns over privacy and even national security.

고 몇몇 경우에는 일관성이 없는 법률과 정책 프레임워크로

Information (GI) community

다. 법률 및 정책 입안자들이 모두 공간정보에 의한 정부, 경

6.1.2

제 및 사회적 이익을 이해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를 통해 두 커

6.1.4

본 보고서의 1판이 출판된 이래, 법적 및 정책적

뮤니티가 법률과 정책적 접근 방식에서 차이점을 고려하면서

스마트 운송 시스템과 같은 기술들로 공간정보를 수집하고

Awareness is growing within the geospatial

문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긍정적인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공간정보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함께 작업하기 시작하였습니

이용하는 것에 대해 개인적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많은 경

co m m u n i t y o f t h e i m p a c t t h a t l a w s a n d

이 섹션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발전 중 일부를 살펴보고, 이전

다.

우, 법률 입안자들은 새롭게 등장하는 기술 각각에 대해 사생

policies have on geospatial information and its

활 보호 개념을 서로 다르게 정의하며, 공간정보의 이용에 대

management . However , the development of

해 상이한 약관 및 조건을 적용합니다. 공간 제품 및 서비스가

technologies continues to outpace the changes

여러 상이한 기술 플랫폼 및 기업 도메인에 걸쳐 있으므로 여

in the legal and policy frameworks. As a result,

러 공급업자로부터 공간정보를 받아 사용하려는 단체는 해당

new products and services that collect and use

되는 경우 여러 법령이나 법규들 각각을 이해하고 준수할 필

geospatial information will face increasing

요가 있습니다.

resistance due to outdated, and in some cases

6.1.1

에 논의되었던 문제들 중 일부에 대해 업데이트된 내용을 제
시하도록 하겠습니다.

One of the biggest developments in the area
of legal and policy has been the growing

60

공간정보와 그 관리에 법률과 정책이 미칠 수 있

인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Since the publication of the first edition of

awareness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report , there have been several positive

of the impact that laws and policies can have

developments regarding legal and policy issues.

on the collection, use, storage and distribution

This section highlights some of these new

of geospatial information . Law ‑ makers and

GLO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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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법률 입안자와 규제기관들이 이동 장비 및

inconsistent, legal and policy frame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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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변화하는 세계에서의 자금 조달

에서’ 생산하는 쪽으로 진행하는 경향성이 존재하고 있으며,

accuracy of the data but also the defined quality,

익을 명확히 하고 공간정보가 모든 측면에서 사회 발전에 어

Funding in a changing world

외부 데이터를 공식적인 데이터베이스 내로 통합시키기 위한

the long ‑ term availability and the consistent

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명시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새로운 처리 및 검증 도구들을 포함하려는 다수의 새로운 사

maintenance , irrespective of commercial

이전 보고서에서는 공간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

업 모델이 출현하였습니다. 이는 권위 있는 데이터가 반드시

interests. In a marketplace that is increasingly

Due to the high costs associated with the

여하는 정부 및 정부 기구는 전통적으로 자신들의 활동에 공

공식적인 출처로부터 나올 필요는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

dominated by regional platforms and international

production of geospatial information it is

공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에 의지하고 있음을 언급하

다. 몇몇 정부가 데이터 수집 및 제공을 통해 데이터 조성 및

data providers, the challenge will be to receive

important, when constructing business cases, to

였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대체로 지난 20년 혹은 그 이전부터

인증을 향해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도 있습니다.

sufficient funding to achieve these tasks.

clarify the benefits from investment in geospatial

6.2.1

information and state how geospatial information

지속되어 왔던 것이며, 다수의 국가가 여전히 공공 비용을 통

In response to funding pressures , there is a

6.2.5

trend emerging towards data being produced

출처의 정보를 이용하는 시점에서 비용과 관련한 문제를 야

The previous report noted that government and

‘out of house’, and many new business models

기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콘텐츠는 수집이나 관리를 위해

governmental bodies involved in the collection

are emerging that will include new processes

서는 무료가 아니지만, 이용 시점에서 무료인 공간정보의 가

6.2.7

and management of geospatial information have

and validation tools to integrate external data

용성이 높아지고 있어 데이터 수집, 관리 및 유지 비용을 조

인프라구조(NSDIs)를 지닌 국가의 경우, 다른 우선 정책을

traditionally been reliant on public money to fund

into the official databases. This recognises that

율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자금 조달을 확보해야 한다는 문제

지원하는 정확하고 잘 유지된 공간정보를 보유하는 것이 갖

their activities. On the whole this is a trend that

authoritative data doesn ’ t necessarily have to

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외견상 ‘무료인’ 공간정보

는 가치에 대한 중요성과 이해가 커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높

has continued over the last 20 years or longer,

come from an official source; there are examples

를 자신들이 제공하는 솔루션 내로 점점 더 많이 이용 및 통합

은 비율의 국가 자본이 획득 및 관리 프로그램에 사용될 것으

the majority of countries still rely on funding from

where some governments have moved from data

하려는 다른 분야들에 의해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로 보입니다.

public appropriations.

collection and provision towards data facilitation
The availability of some information free at the

In countries with less ‑ developed mapping

point of use inevitably leads to questions about

resources and National Spatial Data

해 자금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and certification.
6.2.2

예를 들어, 중앙 정부가 단체와 공공-민간 파트너

contributes to the development of society in all
aspects.

개발이 덜 이루어진 매핑 자원과 국립 공간 데이터

6.2.4

국가의 인프라구조 중 불가결한 부분으로서 GI의

the cost at the point of use for other sources of

Infrastructures (NSDIs), relatively high proportions

델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공간정보의 가치, 이로부터 얻을 수

가치를 입증하는 것이 정부 전체가 아니라, 개별 정부 부처의

information. In general, content is not cost‑free,

of national capital are likely to be spent on capture

있는 이익, 그리고 지속가능한 자금 조달 필요성을 정부에 확

책임으로 종종 넘겨지기도 합니다. 이는 상업적 관심과는 무

either to collect or to manage, yet the increasing

and maintenance programmes , as awareness

신시키는 일은 여전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관하게 데이터의 권위 및 정확도뿐만 아니라, 정의된 품질,

availability of geospatial information free at the

and understanding of the value of having accurate

장기간의 가용성 및 일관된 관리까지도 강조하는 것입니다.

point of use increases the challenge of articulating

and maintained geospatial information supporting

the cost of data collection , management and

other policy priorities increases.

Although other funding models exist , for

지역 플랫폼과 국제 데이터 제공업자에 의한 지배력이 점차

e x a m p le , ce n t r a l g o v e r n m e n t g r a n t s t o

강화되고 있는 시장의 경우, 해결해야 할 문제는 이 목표를 달

organisations and the growth of public-private

성하기 위해 충분한 자금을 지원받는 것입니다.

value of geospatial information , the benefits

It is often left up to individual government

it brings and the need for sustainable funding,

departments, rather that the government as a

remains a challenge.

whole , to demonstrate the value of GI as an
indispensable part of the national infrastructure.

6.2.3

자금 조달 압력에 대한 응답으로 데이터를 ‘외부

This should not only underline the authority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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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의 성장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과 같이 다른 자금 제공 모

partnerships , convincing governments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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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시점에서 무료인 일부 정보의 가용성은 다른

maintenance and securing the necessary
funding to ensure this happens . This issue is

6.2.8

accentuated by other sectors increasingly using

데이터 인프라구조는 점점 더 널리 보급되고 있으며, 향후

and incorporating apparently ‘free ’ geospatial

5~10년간 계속해서 성장할 것입니다. 이러한 장점 중 일부로

information into the solutions they provide.

더 광범위한 대중에게 위치 데이터와 처리 서비스를 만들 수

여러 장점으로 인해 국가 위치 전략 및 국가 공간

있는 능력, 그리고 투자 자본에 대해 입증된 수익 등을 들 수

6.2.6

공간정보 생산과 관련된 높은 비용으로 인해, 사

있습니다.

업 사례를 구축할 경우 공간정보에 투자하여 얻을 수 있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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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e to their many benefits, National

구조화되도록 만들려는 공공 데이터 정책을 추구하는 정부에

여하고 있는 국가들이 많아지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

data supply, there can be variations in formats

Location Strategies and National Spatial Data

달려 있습니다.

다. 2011년 처음 발족한 OGP에는 참가국이 8개국이었지만

from one release to the next, often without prior

2015년에는 65개국으로 늘어났습니다. OGP 참가국 모두

warning , which caused difficulties to users .

Infrastructures have become more prevalent ,
and will continue to grow over the next five to ten

The drive towards access to

는 정부와 시민 사회가 개방형 데이터 개선을 위해 함께 작업

National geospatial and statistical agencies

years. Some of the benefits include the ability

government‑generated geospatial information

하고 있습니다.

are uniquely placed , within the community of

to make location data and processing services

free at the point of use will continue to develop.

available to a wider audience, and proven return

Economic models are likely to develop around

More and more countries will adopt open data

This responsibility will continue to grow as the

on investment capital.

open data , as was the case around the move

policies , in which the access to geospatial

volume of additional crowdsourced and open data

towards the use of open-source software. Such

information will improve . This trend towards

increase.

지난 5년간 국가 발전에 있어 공간정보가 갖는 가

economic models may rely on governments

growth can be seen in the increase of countries

치를 입증하는 많은 사례 연구가 등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인

pursuing an open data policy to make open data

participating in the Open Government Partnership

6.3.5

식이 커짐에 따라, 많은 정부가 정확한 공간 데이터를 자국의

more accessible, more homogenous and more

(OGP). Initially launched in 2011, the OGP has

세부내용에 점점 더 의존하면서 의사 결정을 위한 토대로 공

필수 요소로 간주하면서, 이를 자원의 필수적인 배분으로 간

structured.

grown from 8 participating countries to 65 in

간정보를 이용합니다. 품질 저하가 발생하면 바로 알게 되며

2015. In all of the OGP countries, governments

의사 결정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지속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and the civil societies are working together to

투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것이 모든 정부가 안고 있는 문제입

develop and implement open data reforms.

니다.

6.2.9

geospatial partners , to ensure data quality .

주하게 될 것입니다.

6.3.2

정부들은 공공 생활을 개선시킬 수 있다고 믿거

Over the last five years , more case studies

나, 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 믿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정

have emerged demonstrating the value of

보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기

geospatial information to national development.

술들은 지속적으로 비용을 낮춰줄 것입니다. 하지만 컨텐츠

6.3.4

지난 몇 년간, 정부 및 군중에 의해 생성된 개방형

Users have increasingly come to rely on the

As this awareness grows, it is likely that more

의 생성, 제공, 유지, 배포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은 지속적으

데이터 품질은 다수의 여러 출처로부터 결합되는 경우 특히

accuracy , long - term availability , and detail of

governments will view accurate geospatial

로 발생할 것입니다.

품질, 완결성 및 일관성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점이 더

geospatial information and use it as a base for

욱 명확해졌습니다. 데이터 공급에 경험이 있는 단체들조차

decision making. Any degradation in quality will

information as an essential building block of their
Governments may choose to provide information

배포판마다 때때로 사전 경고 없이 포맷의 변동이 생길 수 있

be noticed and will impact the decisions made,

of resources.

to their citizens free of charge either out of

어 사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품질을 보장

so the need to continually and reliably fund

principle, because they believe in doing so will

할 수 있도록 공간 파트너의 커뮤니티 내에 국가의 공간 및 통

investments is a challenge for any government.

improve public life, or because they believe in

계 당국이 하나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책임 권한은 추가적

6.3 오픈 데이터

doing so will stimulate economic growth. New

Open Data

technologies may continue to reduce costs; but

6.3.1

사용 시점에 무료인 정부가 생성한 공간정보에 접

근하는 방향으로의 움직임은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나갈 것

creation, provision, management, dissemination
and maintenance of the content.

입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쪽으로의 움직임
이 사례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공공 데이터를 이용한 경제 모

6.3.3

델은 계속 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제 모델은 공공

것입니다. 이 경우 공간정보에의 접근성이 높아질 것입니

데이터를 좀 더 접근하기 쉽고, 좀 더 균일하게, 그리고 좀더

다. 이러한 성장 경향은 개방형 정부 파트너십(OGP)에 참

점점 더 많은 국가가 공공 데이터 정책을 채택할

GLO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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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and will see it as a necessary allocation

there will continue to be costs associated with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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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공간정보의 정확도, 장기적인 가용성 및

인 크라우드 기반 및 개방형 데이터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계

6.3.6

속 커지게 될 것입니다.

제어 과정을 병합, 확대, 개선, 증진 및 제공하는 비즈니스 시

이로 인해 원형의 개방형 데이터에 대한 다른 품질

장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원본 데이터가 전혀 가공이 되지

It has become clearer over the past few years

않은 경우, 확장 과정에 자금을 조달하여 가공된 데이터를 판

that the quality of open data, both governmental

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소비자에 대한 비용은 일반

and crowdsourced, varies considerably in quality,

적으로 처음부터 데이터를 수집 및 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

completeness and consistency, particularly when

용에는 크게 미치게 못합니다.

it is assembled from many different sources .
Even with organisations that are experienced in

This has led to a developing market for busin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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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merge , enhance , reformat , augment and

제는 데이터 창작자와 사용자에게 지속적으로 중요한 문제였

property issues around geospatial information

framework in place to deal with these issues

provide other quality control processes on the raw

습니다. 1판에서 보고한 것처럼, 점점 더 온라인화 되어 가는

were relatively simple – the role of the data

will need to be considered . Data acquired in

open data. When the source data is very raw this

세계에서 데이터의 라이선싱은 매우 어려운 문제임이 입증되

creator, processor and publisher were generally

one country is likely to be processed in a second

allows the refined data to be sold thereby funding

고 있습니다. 단순한 기계 판독 라이선스를 채택하는 단체가

well defined. However the growth in the amount

country by a corporate organisation domiciled in

the enhancement process. The costs to the data

점차 많아지고 있긴 하지만, 이것이 데이터에 대한 문제를 해

of data , the number of different actors in the

a third country. Meanwhile the data itself is held

consumer are however generally far below that

결하지 못합니다. 웹 서비스 및 다수의 출처로부터 뽑아낸 빅

data creation process, and the interconnectivity

‘in the cloud’. Determining the legal framework,

which would be charged to collect and manage

데이터 솔루션의 성장과 같은 신생 기술들로 인해 데이터 라

of these parties are likely to raise issues around

liabilities and warranties and so on will remain

the data from scratch.

이선싱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생겨날 것입니다.

data ownership . Some of these issues can be

unclear without an attempt at a global accord.

addressed through the effective use of metadata

These issues are not unique to geospatial

and adherence to international standards.

information.

6.3.7

정부가 데이터를 개방하는 쪽으로 추세가 진행되

The topic of licensing, pricing and data ownership

어 왔지만, 개방형 데이터에 대한 보편적 정의는 존재하지 않

continues to be of importance to creators

습니다. 이로 인해 전 세계에 다수의 상이한 개방형 데이터 라

and users of data. As was reported in the first

6.4.3

이선스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라이선스 각각은

edition, the licensing of data in an increasingly

보량이 점점 늘어나는 현재 동향은 정보의 모니터링과 라이

6.5 개인정보보호

상이한 약관과 조건을 지니고 있어, 상이한 데이터 세트를 전

online world is proving to be very challenging.

선스가 지방, 국가 혹은 지역 수준이 아니라 기능 수준에서 행

Privacy

체적으로 결합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단체가 다수의 단체

There is a growth in organisations adopting

해져야 한다는 압박이 커질 것임을 의미합니다.

로부터 얻은 개방형 데이터를 쉽게 결합할 수 없으면, 개방형

simple machine ‑ readable licences , but these

데이터의 잠재적인 이점은 실현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have not resolved the issues to data. Emerging

The ongoing drive for cheaper access to

생활 보호에 대한 우려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보통의 일

technologies such as web services and the growth

information and the increasing richness of the

상생활인 경우, 한 사람의 위치는 교통 흐름을 모니터링하는

Even though there has been a trend towards

of big data solutions drawn from multiple sources

information available means that the pressure to

CCTV 시스템, 소셜미디어 상의 정보 공유, 건물 출입을 위한

governments making data open , there is no

will continue to create challenges for the licensing

monitor and licence information at feature level,

RFID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결정될 수

universal definition of open data. This has led to

of data.

rather than at local, national or regional level will

있습니다. 다양한 출처로부터의 데이터를 통합할 수 있는 능

increase.

력이 커짐에 따라, 여러 시스템에 개인이 제공한 정보를 통해

6.5.1

the creation of many differing open data licences
around the world . Each of these licences has

6.4.2

데이터 소유권 문제는 향후 5년 간 계속 커질 것

different terms and conditions, making it very

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공간정보와 관련된 지적 재산 문

6.4.4

difficult to combine different datasets globally. If

제는 상대적으로 단순합니다. 데이터 창작자, 처리자 및 출판

임워크가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국가

organisations are unable to easily combine open

자의 역할이 대체로 잘 정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의

data from a variety of organisations, the potential

양, 데이터 창작 과정에서 여러 행위자의 수, 그리고 이러한

benefits of open data may not be realised.

이들간의 상호 연계성이 커짐에 따라 데이터 소유권에 대한

타데이터의 효과적 이용과 국제 표준의 준수를 통해 해결될

6.4 라이선싱, 가격 결정 및 데이터 ‘소유권’

수 있습니다.

Licensing, pricing and data ‘ownership’
Data ownership issues will continue to evolve
6.4.1

라이선싱, 가격 결정 및 데이터 소유권이라는 주

in the next five years. Historically, intellectual

본 보고서의 1판이 출판된 이후로 위치 기반 사

개인의 위치를 결정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

GLO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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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초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문제들 중 일부는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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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고 사용가능한 정

이러한 문제를 처리할 다국적 법률 혹은 정책 프레

다.

에서 획득한 데이터는 두 번째 나라에 주소를 둔 법인 단체에

Concerns around location‑based privacy have

의해 세 번째 나라에서 처리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한편

not been answered since the publication of the

데이터 그 자체는 ‘클라우드 내에’ 보존되어 있을 수도 있습

first edition of the report. In normal daily life a

니다. 법률 프레임워크, 책임 권한 및 보증 등을 결정하는 것

person ’ s location can be determined in many

은 전 세계적인 조화의 노력 없이는 계속 불명확한 상태로 남

ways , for example through CCTV systems

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공간정보에만 국한되는 것은

monitoring traffic flow, sharing information on

아닙니다.

social media, using RFID enabled cards to enter
buildings. With the increased ability to integrate

The lack of a multi ‑ national legal or policy

data from different sources there is an increa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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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sibility of determining a person’s location by

6.6.1

ultimately prevent cross-border harmonisation.

적 보증이나 책임 권한을 배제하려 하고 있지만, NMCAs의

the information they provide to different systems.
6.5.4

이터세트는 법률 및 정책 문제의 복잡성을 단순화하는 데 도
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은 사생활 보호의 지속적인 위협이 되

데이터와 서비스는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어떤 정보를 사생활로 볼 것인지에 대한 개념은 문

고 있는데, 이는 악의 있는 ‘해커’가 사생활 보호 정책을 존중

이러한 권위 있는 책임에 대한 몇 가지 근거로 수익 동기 부여,

As mentioned above, legal and policy regimes

화, 연령 그룹, 그룹의 관심사 및 기타 인구 통계학적 요인에

하지 않아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단순히 개인 정보

전문적 역량 및 검증된 품질 보증 절차의 부재가 포함됩니다.

differ significantly from country to country and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위치를 포함한 개인의 정보 공유

와 연관된 것만이 아니라, 정부 및 사업 정보와도 연관되어 있

가 특징이며 몇몇 경우에는 용인된 규범으로 자리잡은 소셜

습니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모두에서 여러 보안 보호 기

Although NMCAs, like most other GI providers,

so in the coming years. The availability of global

미디어 사이트의 성장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이러한 개념은

법과 강력한 암호화 기술의 중요성이 커질 것입니다.

try to exclude formal warranties and liabilities

datasets may help to simplify the complexity of

the data and services of NMCAs are considered

legal and policy issues.

6.5.2

between different regions, and will continue to do

시간에 따라 때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합니다.

Cybersecurity is a continual threat to privacy ,

reliable and trusted. Some of the reasons for this

Concepts of what information should be kept

where malevolent ‘ hackers ’ do not respect

authoritative responsibility include the absence

6.7.2

private vary between cultures , age groups ,

privacy policies. These policies are not just related

of profit motives, professional competencies and

전되었고, 정부가 위치 혹은 공간적으로 떨어진 사회의 성장

interest groups and other demographics. They

to personal information , but also government

tested quality assurance procedures.

을 가능케 하는 프레임워크를 발전시킨 나라와 이러한 프레임

also evolve over time, sometime quite quickly,

and business information as well . Powerful

as has been shown by the growth of social

encryption technologies and other security

6.6.2

데이터의 품질과 정확성에 대한 책임 권한 문제는

가 발생할 가능성이 여전히 높습니다. 이러한 양극화가 발생

media sites where sharing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 both software and hardware , will

이전에 보고서에서 논의된 방식대로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도록 하거나 그 효과를 최소로 제한하는 것이 향후 법

including location, has become a feature, and in

increase in importance.

하지만, 품질과 정확성에 대한 문제는 클라우드 기반과 정부/

률 및 정책 환경에서 발생할 주요 문제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상용 데이터 간에 구분이 이루어지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습

6.5.5
6.5.3

법률 및 정책 프레임워크가 기술적 변화에 따라 발

워크가 개발되지 않은 나라들 간에는 향후 5년 간 현저한 차이

some cases an accepted norm.
상기 기술된 문제는 개인이 세계를 돌아다니는 경

니다.

There is still a major possibility that significant

공간정보의 다른 분야와는 달리, 측지 및 토지 등

우 더 복잡해 집니다. 대부분의 경우, 개인이 출판하는 정보

록은 개방형 데이터로 사용된 예가 일부 있기는 하지만, 현재

와 이를 행하는 수단은 동일하게 유지되겠지만, 데이터의 사

The issue of liability for the quality and accuracy

years between countries where legal and

는 개인 데이터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잘 정의된 토지 등록 절

용에 대한 권리와 이와 관련된 법률적 보호는 상당한 변화를

of data has not developed in the way the previous

policy frameworks have developed in line with

차와 사생활 보호는 중복이나 부패가 생기지 않도록 보호되

겪을 것입니다.

report discussed. However, the issues over quality

technological changes and whose governments

and accuracy may drive a dividing line between

have developed frameworks to enable the growth

crowd‑sourced and government/commercial data.

of location or spatially‑enabled societies, and

disparities will emerge over the next five

이는 결국 경계 간 조화를 막게 될 것입니다.

The issues described above are exacerbated
when citizens move around the globe. In most

In contrast to other aspects of geospatial

cases the information they publish , and the

information , cadastral and land registration is

means by which they do it remain the same ,

currently considered as personal data, although

but the rights over the use of the data and the

there are examples of such data being open .

associated legal protections may radically change.

Privacy and the well-defined procedures of land
registration must be protected against duplication
and corruption . The big differences between

6.6 법적 책임 및 데이터 품질보증 문제

existing land registries and cadastral systems will

Liability and the issue of data as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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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합니다. 기존의 토지 등록과 측지 시스템 간의 중요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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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대부분의 GI 제공업자처럼 NMCAs도 공식

those countries where such frameworks have
not developed. Ensuring that this divide does not

6.7 법률과 정책 프레임워크 사이의 불균형

occur, or at least limiting its affects, represents

Disparities between legal and

one of the major challenges within the legal and

policy frameworks

policy environment in the future.

6.7.1

상기에 언급한 것처럼, 법률 및 정책 제도는 나라

UN-GGIM 유엔 세계 공간정보 관리계획 연재는 이번호로

마다 그리고 여러 지역 간에 현저한 차이를 지니고 있으며, 향

마침니다. 원문은 UN-GGIM 홈페이지 ggim.un.org에서

후에도 계속 그러할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용 가능한 데

볼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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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말하다

B O O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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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O O K

알고리즘으로 배우는

# 0 2

GIS 지도학 가이드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 입문
김의중 지음│위키북스

Gretchen N. Peterson 지음
김화환, 김민호, 안재성 옮김│시그마프레스

1950년 영국의 수학자 앨런 튜링은 ‘기계는 생

B O O K

# 0 3

B O O K

지리의 힘: 지리는 어떻게 개인의 운명을, 세

# 0 4

B O O K

시간을 짓는 공간

# 0 5

B O O K

IT 트렌드를 읽다: It's IT 2017

계사를, 세계경제를 좌우하는가

# 0 6

기회와 위험이 공존하는
미래 이야기

팀 마샬 지음│김미선 옮김│사이

김승회 지음│북하우스

이임복 지음│천그루숲

하만복 지음│도솔

지도학 교과서의 베스트셀러로 자리매김한

21세기는 영토와 자원을 두고 분쟁을 벌이는

건축가는 어떻게 공간에 숨을 불어넣을까? 인

IT 트렌드, 제품 리뷰 전문 웹진 <디지털 히어

인간의 지능을 능가하는 초인공지능의 개발,

각할 수 있을까?’라는 화두를 던진다. 생각하는

<GIS 지도학 가이드> 제2판. GIS컨설팅 업체

새로운 양상의 패권 경쟁 시대, 즉 ‘뉴 그레이

간을 지향하는 건축물을 만들어온 건축가 김

로즈>의 공동 운영자인 저자가 빅데이터, VR,

물건에 센서가 부착되어 인터넷에 연결되는 사

기계 ‘튜링 머신’으로 시작된 인공지능은 그동

PetersonGIS를 운영하며 GIS 지도 제작 실

트 게임(new great game)’의 시대다. 따라서

승회는 이 책을 통해 자신이 설계하고, 짓고,

핀테크, 로봇, AI, 스마트 모빌리티, O2O, 1

물인터넷, 수소차와 전기자동차 등장에 연이어

안 수많은 난제를 극복하고 IT 산업의 핵심 기

무 전문가로 활약하고 있는 저자는 이 책을 통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지리를 알지 못하면 세상

머무는 공간 두 곳을 선보인다. 첫 번째 공간

인 미디어 등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IT 관

자율주행시스템 시대, 일자리를 하나씩 대체

술로 떠올랐으며, 구글, 페이스북, IBM 등 유

해 창의적 지도 디자인을 위한 모든 것을 소

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며, ‘세계는 왜

인 ‘소운’은 서재에 침실이 덧붙여진 ‘머무는

련 이슈들을 두 가지 방향으로 흥미롭게 소개

하는 자동화와 인공지능 로봇, 드론 등으로 무

수의 기업들은 인공지능을 차세대 성장동력으

개한다.

지리를 두고 분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폭

집’이다. 두 번째 공간인 ‘소율’은 설계 작업실

한다. 첫째, 트렌드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

장한 4차 산업혁명은 피할 수 없는 미래가 되

로 지목하고 전폭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이 책

특히 ‘기술이 디자인을 방해하지 못하게 해야

넓은 통찰을 소개한다. 25년 이상 30개 이상의

에 다섯 평 거주 공간이 붙어 있는 ‘일하는 집’

는 여섯가지 키워드를 제시한다. 왜 ‘혼술’ ‘혼

었다. 이 책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가공할 변

은 인공지능에 관련된 역사적 사실과 연구 배

한다’는 관점 아래 좋은 지도 디자인의 요소가

분쟁 지역을 직접 현장에서 취재하며 국제문제

이다. 두 집 모두 건축가가 일하고 거주하는 집

행’이라는 키워드가 뜨고 있는지, 왜 SNS에

화에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길

경, 현황 등을 다루고 있으며, 잘 알려지지 않은

무엇인지, 좋은 지도란 무엇이며 어떻게 특정

전문 저널리스트로 활동해온 저자는 이 책을

으로, 저자는 ‘나의 집만큼 나의 모습을 확실하

는 그토록 음식 사진이 많은지 등 소비자의 특

을 묻고, 구체적인 해법들을 제시한다. 경상대

사소한 사건들까지도 주의 깊게 소개하고 있

소프트웨어에 종속되지 않고 좋은 지도를 디자

통해 중국, 미국, 서유럽, 러시아, 한국과 일본,

게 증명하는 것은 없다’고 말하며 두 공간을 설

성을 살펴보고 현대사회를 움직이는 트렌드

학교 지역 및 환경발전연구소 책임연구원인 저

다. 인공지능을 전문적으로 연구하지 않는 독

인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한다. 또한 실무자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중동, 인도와 파키스

계한 과정과 그곳에서 살아온 시간들에 대해

를 RAPID, INTERACTIVE, CROWD, ME,

자 하만복은 최첨단 기술로 무장한 미래는 기

자는 1부 인공지능과 2부 머신러닝 개요, 3부

가 지도 제작 과정에서 바로 참고할 수 있는 다

탄, 북극 등 전 세계를 10개의 지역으로 나눠 ‘

이야기한다.

FUN & EASY, FREE라는 키워드로 정리했

회와 위험이 공존한다는 것을 느끼고 이에 대

딥러닝 개요 정도를 추천하며 세부적인 이론과

양한 이론과 참고 자료가 포함되어 있으며, 다

지리의 힘’이 21세기 현대사에 미치는 영향을

건축가에게 집은 어떤 의미인지, 어떤 계기로

다. 둘째, IT 산업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일곱가

한 문제 제기와 그에 따른 대안을 찾아왔다. 이

간단한 적용사례별 알고리즘까지 관심이 있다

양한 삽화와 사례 지도를 통해 훌륭한 지도를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중국은 왜 영유권 분쟁

집을 짓게 되었고 어떤 소망을 담으려 했는지,

지 키워드를 소개한다. 빅데이터, VR, 핀테크,

책에는 저자의 전문 분야인 도로와 공항, 교통

면 나머지 내용까지 따라가보는 것도 좋다. 인

디자인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을 일으키면서까지 바다에 집착하는지, 남유럽

어떤 방식으로 공간을 만들며 그 공간을 어떻

로봇, AI, 스마트 모빌리티, O2O, 1인 미디어

문제 등에 대한 냉철한 진단과 해법이 담겨 있

공지능이라는 광활한 숲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

은 왜 서유럽에 비해 재정 위기에 취약한지, 한

게 향유하는지를 담백하게 풀어낸 이 책은 아

등의 키워드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

으며, 나아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도

데 도움을 줄 것이다.

2016년 9월 1일 출간

국에는 왜 사드가 배치되는지 등에 대한 해답

름다운 공간 속에 담긴 건축가 내면의 고백이

리고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지 최대한 쉽게 전

전에 직면해 있는 개인의 생존전략과 국가의

●●●●●●●

을 제시하는 동시에 미국과 중국 간의 힘겨루

자 집이 세워지는 과정, 그리고 그곳에 머물며

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저자는 관련 내용에

사회·경제·정치를 아우르는 인문학적 통찰 또

2016년 7월 13일 출간

기, IS 등의 현안을 함께 조명한다.

사는 시간에 대한 탐구이다.

대한 참고자료와 동영상을 QR코드로 정리해

한 엿볼 수 있다.

●●●●●●●

●●●●●●●

본문 양쪽에 빠짐없이 수록해 흥미를 더했다.

●●●●●●●

2016년 8월 10일 출간

2016년 12월 20일 출간

●●●●●●●

2017년 1월 15일 출간

2017년 1월 1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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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국토교통부는 2017 년부터 2021 년까지
2021년, 실내공간정보 구축이
더욱 쉬워진다!

01

공간정보산업 매출액
2015년 말 기준 11.6% 증가

11.6%

02

日, 자율주행자동차 시대를 위한

일본 국토교통성은 지난 11 월 25 일 개최

준 등 자율주행 활성화에 대한 주요 정책들

한 국토교통성 회의에서 이시이 게이치(石

을 검토하고 국토교통성의 정책으로 시행해

井啓一) 국토교통상을 본부장으로 하는 자

나갈 계획이다.

율주행자동차 전략본부를 설치한다고 밝혔

이시이 국토교통상은 “국토교통성은 자율

150 억 원을 들여 ‘세계 최고 수준의 저비

다. 비용과 시간의 문제 때문이다.

용·고효율 실내공간정보 핵심기술 개발과

실내공간정보를 만드는 데 활용되는 라이다

실증’ 연구를 한다고 지난 12 월 17 일 밝

(LiDAR) 장비가 3,000만 원 이상의 고가

혔다.

이며 여기에 장비운영에 필요한 소프트웨

다. 이번 전략본부 설치는 자율주행자동차

주행 분야에서 일본이 세계를 선도해 나갈

연구 목표는 비용을 절반 이상 줄이면서 구

어와 인건비를 더하면 비용은 더 늘어난다.

시장의 확대에 대비한 국가 정책의 일환으

수 있도록 전략본부를 활용해 정책 및 기술

축 속도는 3배가량 높이는 것으로 이 기술

이번 연구는 세계에서 가장 저렴하고 효율

로 2017년 준비, 그리고 2018년부터 본격

을 검토하고 꾸준한 테스트를 진행해 나갈

이 개발되면 실내지도의 실시간 업데이트가

적인 실내공간정보 구축 기술을 마련하는

적인 활동을 할 전망이다.

것이다. 그리고 G7 유관기관들과 국제적인

가능해 질 전망이다.

것이 목적으로 정밀도를 일부 포기하는 대

전략본부에서는 자율주행의 대중 교통에

공조체제를 통해 자율주행자동차 시대를 앞

세계 실내공간정보 시장은 2019 년 44 억

신 저렴한 장비를 사용하고, 도면이나 3차

의 활용 전략, 인프라 정비, 차량의 기술 기

당길 것.” 이라고 밝혔다.

2,000만 달러(약 5조 2,310억 원) 규모로

원 설계모델인 BIM 등 원시 자료를 수집·

2014년보다 약 370% 성장할 것으로 전망

처리해 지금 비용의 절반만 쓰고도 실내

되고 있다. 이에 맞춰 구글과 애플 등의 글

공간정보를 만드는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

미국 국립지리정보국(National Geospatial-

는 정책 및 국가 안보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Intelligence Agency)이 미국 국가과학재단

것이며, 알래스카 발전을 위한 과학 연구에 다

(National Science Foundation)과 함께 알래

양한 데이터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

스카 3D 지형도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3D

며 알래스카 3D 지형도의 높은 활용성을 밝혔

지형도는 DigitalGlobe 상업용 위성에서 캡처

으며, 백악관은 “북극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빠

한 2m 해상도 이미지를 기반으로 한다. 특히,

르고 중대한 변화를 겪는 곳이지만 이러한 위

제한적일 수 밖에 없던 극지에서의 항공촬영을

험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신뢰

로벌 기업은 3차원 실내공간정보 서비스를

다. 실내공간정보 구축 속도를 현재 초당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에서도 실

2,800㎡에서 초당 9천㎡로 3배 이상 높이

내공간정보 시장 선점을 위한 정책 개발 및

는 기술도 개발하고 공공건물을 대상으로

R&D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실증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자율주행자동차 전략본부 설치

03

미국국립지리정보국(NGA),
알래스카 3D 지형도 공개

04

공간정보산업의 성장세가 지속적으로 이어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10억 미만의 사업체

배제하고, 위성을 활용해 더욱 정밀한 이미지를

성 있는 기본 지도조차 부족했다. 이번 지형도

지고 있다.

가 전체의 63.5%(2,880개), 종사자의 경

만들 수 있었다.

는 이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라며 지형도의

국토교통부는 2015년 말 기준으로 매출액

우 정규직 비중은 전체의 96.2%였다.

NGA의 Robert Cardillo 국장은 "이 지형도

의의를 밝혔다.

11.6%, 종사자 수 5.5% 증가 등 공간정보

사업체들의 경영 현황을 보면, 공간정보산

산업이 조사 시작 이후 3년 연속 성장세를

업은 매출액과 종사자 수 등 양적 규모가 지

나타내고 있다고 발표했다.

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높은 영업이익률과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 공간정보연구원은

위한 드론 활용방안 마련, 시범사업 수행을 통한

드론을 활용한 국도·지방도 등의 효율적인 관

상세 매뉴얼 작성, 관련 규정·제도 검토 등의 연

리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고

구를 진행하고 있다.

12일 밝혔다.

특히 도로 비탈면 조사와 도로사면 유실 측정,

국토 관리,

이번 성장에서 주목할 점은 타 산업 대비 성

당기순이익률을 달성하는 반면 낮은 부채비

장세다. 공간정보산업 매출액이 공간정보

율을 보이는 등 견실하게 성장하고 있었다.

산업 특수 분류와 연관되는 다른 산업들과

영업이익은 1 조 356 억 원으로 전체 산업

비교했을 때 지속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

(167조 5,944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LX공사 공간정보연구원의 드론 연구는 효율적

지장물·점용현황 조사, 교량점검, 도로포장 상

이고 있는 것으로 이러한 성장은 공간정보

낮으나(약 0.6%), 영업이익률은 6.2%, 당

인 도로사업 추진과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해 이

태·차선 노후화 등 교통안전 시설물 현황 조사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공간정보 연구개발

기순이익률은 4.7%로 국내 전체산업 및 다

뤄지고 있다.

등 정사영상도 제작하고 있다.

업, 공간영상장비 도매업 등의 매출액 증가

른 산업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LX 공간정보연구원은 드론 관련 기술 활용사례

또 자율주행자동차 정밀지도 구축연구 등에도

조사·방향 수립, 도로시설물 등의 유지관리를

드론을 활용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72

하지만 실내공간정보 구축이 쉽지만은 않

이제는 드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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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에서

편집국에서

공간정보 관계자 여러분에게
<공간정보> 매거진은 학계와 산업계, 정부는 물론 공간정보 분야에 관심이 많은 모든 분들을 위한 ‘
소통의 창구’입니다. 이를 위해 공간정보 매거진에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받습니다. 논문 형
식의 연구과제로부터 해외 학회 후기 혹은 직접 체험한 해외의 동향 등 알찬 의견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독자 여러분의 참여를 통해 대한민국 공간정보 산업의 발전을 함께합니다.

한국연구재단
등 재 학 술 지

•주제 : 공간정보와 관련된 논문 등 연구과제, 해외 학회 후기, 해외 공간정보산업 동향 등
•분량 : 200자 원고지 70매 이내에서 자유롭게 조정 가능

“지적과 국토정보”
독자의 소리

김동원•경기도 고양시
<공간정보> 매거진을 처음 만난 독자입니다. 관련 업계에 있으면서도 이런 매거진이 있는 줄 처음 알
게 되었네요. 공간정보산업의 미래에 대해 진단해 본 빅이슈를 보고 오피니언 리더들이 어떤 생각

제47권 제1호에서
논문을 모집합니다.

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기사 부탁드리며 공간정보산업의 리더로서 자리매
김 하길 기원합니다.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지적과 국토정보」에서 논문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논문작성방법 및 투고절차는

이장호•서울시 성북구

공간정보연구원 홈페이지(www.lxsiri.re.kr)를 참고하십시오.

영화 <고산자>를 보면서 갖게되었던 의문을 <공간정보> 매거진을 통해 해소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연구자 여러분의 많은 투고를 바랍니다.

지금 지적학과에 다니고 있는 학생인데요. 저 역시 <고산자>를 보며 지도의 소중함에 대해 느끼고 제
가 다니고 있는 학과에 대한 큰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공간정보 산업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이때에
알찬 정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투고대상 : 제한없음

원고 및
독자의견 보내실 곳
<공간정보> 매거진 편집국

02-2090-6758,

정재형•서울시 강서구

•문

의 :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 학술지 담당

•원고내용 : 국토공간정보 관련 연구논문

전화 : 063-906-5618

•접수방법 : 공간정보연구원 홈페이지(http://www.lxsiri.re.kr/)

이메일 : jjj@lx.or.kr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6-1길

공간정보산업의 현황과 미래를 다룬 빅이슈가 참 좋았습니다. 업계 관계자다 보니 매거진을 차근차

학술지논문투고시스템(http://www.lxsiri.com/)

•분

퍼스텍 빌딩 7층

근 구독하고 모아놓고 있는데 이번 호에 다룬 심층 주제가 2017년도 사업 방향을 결정하는데 큰 도

이메일(jjj@lx.or.kr)

•원고마감 : 2017년 5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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