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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아이디어 공유의 장

‘2017 스마트국토엑스포’가 

지난 여름 펼쳐졌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가 되는 

공간정보 산업의 석학들이 모여 

미래를 준비하고 해답을 찾아 낸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자.

제4차 산업혁명
공간정보에서 답을 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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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한 공간정보 산

업의 이정표를 제시할 2017 스마트국토엑스포

가 열렸다. 단단한 기반산업과 톡톡튀는 아이디

어, 그리고 산업 종사자들이 함께 모여 미래를 

토론했던 2017 스마트국토엑스포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자. 

SMART GEOSPATIAL 
EXPO 2017 

16

20

24

26

30

연구원이 만난 사람

LX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장 차득기

공간정보포럼Ⅰ
매장문화재 SOS 지도

공간정보포럼Ⅱ
서울 은평구, 전국 최초 토지 경사정보 구축

공간정보포럼Ⅲ
미래의 성장사업, 스마트시티 시장과 기회

기술이야기

K-ICT를 세계에 알리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2017 AUTUMN•0504

 

스마트국토엑스포는 
공간정보산업의 발전 방향과 

미래를 엿보는 기회를 제공하고, 
최신 기술 동향을 살피는 

토대가 되어왔다

기획특집 2017 스마트국토엑스포기획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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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첫 행사 개최 이래 

10번째로 열린 2017 스마트국토엑스포
행사장에 160여 개 부스가 설치되어 

공간정보 융복합 최신 기술 소개

58개 업체와 기관 참여 

주최 : 국토교통부 

주관 :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국토정보공사(LX), 

          국토연구원,  공간정보산업협회, 공간정보산업진흥원

8월 30일~9월 1일 열린 공간정보 축제의 장 

2017 스마트국토엑스포가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양재동 aT

센터에서 열렸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국토정보공사(LX), 국토연구원, 공간정보산업협회, 공간정보

산업진흥원이 주관한 2017 스마트국토엑스포는 행사 기간 동안 

7,000여 명 이상이 행사장을 방문해 공간정보의 현재와 미래를 체

험해보는 축제였다. 

2017 스마트국토엑스포는 2008년 첫 개최 이래 10번째 열린 행

사로 그 의미를 더했다. 공간정보 관련 정부 조직 개편을 계기로 개

별적으로 진행하던 공간정보 관련 행사(GIS Korea, 지적혁신엑스

포, 측량의 날)를 통합·확대해 공간정보산업의 발전과 우리나라 기

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스마트국토엑스포는 지난 2008

년 첫 개최 된 바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8월 30일 열린 개회식에서 “2008년 처

음 시작된 스마트국토엑스포는 공간정보산업의 발전과 늘 함께 해

왔다”면서 “어렵고 딱딱했던 공간정보가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되

는지, 미래 신산업에는 어떻게 응용되는지를 쉽고 친근하게 전달

하며 그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어 왔다”고 소개했다. 

이어 “스마트국토엑스포는 공간정보산업의 발전 방향과 미래를 엿

보는 기회를 제공하고, 해외 고위급 인사, 전문가들과 공간정보 분

야의 협력 체계를 다지고 최신 기술 동향을 살피는 토대가 되기도 했

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2017 스마트국토엑스포는 그동안 걸어온 10년의 세월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10년을 전망하는 행사가 됐다. 

 공간정보 축제의 장
급속하게 발전하는 공간정보산업의 

동향과 신기술, 정책 방향 등을 

공유·확산하기 위한 

31개 콘퍼런스·공모전 개최

우리나라 공간정보 기업의 

해외 진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해외 20여 개국 공간정보 분야 

인사 60여 명 초청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프라, 
공간정보의 현재와 미래를 체험하다

2017 스마트국토엑스포가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됐다. ‘4차 산업혁

명의 길라잡이, 공간정보’를 주제로 열린 이 행사는 올해로 10회를 맞이해 지난 10년을 돌아보고 다음 10년을 내다

보는 자리로 의미를 더했다. 2017 스마트국토엑스포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3
전시관은 MAP의 앞글자를 따서 

Mixed Zone(융복합 기술), 

Agora Zone(중앙무대 및 휴게 공간), 

Production Zone

(공간정보 기반기술) 등 

3개 영역으로 크게 구성

스마트국토엑스포 기간 중 

7,000여 명 방문

2 0 1 7  스 마 트 국 토 엑 스 포

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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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의 길라잡이, 공간정보 

2017 스마트국토엑스포는 ‘4차 산업혁명의 길라잡이, 공간정보

(Navigation for future)’를 주제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입장 등록부터 공간정보 기술이 적용돼 눈길을 끌었다. 스마트국토

엑스포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 행사장까지 찾아오는 길을 안내하

고, 전시관 배치, 콘퍼런스, 부대행사 등 행사 정보를 제공한 것이

다. 무엇보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모바일로 입장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 관람객들의 편의를 높인 점은 특히 돋보였다. 

스마트국토엑스포에는 총 58개의 업체와 기관이 참여했다. 이들은 

160여 개의 부스에서 측량 등 공간정보 기반기술을 비롯해 3D, 가

상현실, 증강현실,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등 다양한 기술

을 소개했다. 

전시장은 지도의 영문 표기 MAP의 앞글자를 따서 M Zone, A 

Zone, P Zone 등 크게 3개 영역으로 구성했다. M Zone은 공간

정보 융복합 기술을 소개하는 구역, A Zone은 중앙무대 및 휴게 공

간 그리고 P Zone은 공간정보를 생산하고 구축하는 기업과 기관들

의 부스가 들어섰다. 

 

국민 눈높이 맞춰 공간정보의 모든 것 소개 

이번 스마트국토엑스포는 어린이들이 공간정보에 더 많은 흥미를 

느끼고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체험형 전시 콘텐츠를 구성해 눈높이

에 맞춘 공간정보의 세계를 소개했다. 국토연구원 주관으로 어린이

들이 학교 주변의 안전지도를 직접 제작해보는 ‘스마트 아동안전지

도 공모전’이 최초로 진행됐다.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

는 ‘공간정보 융·복합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됐다. 또한 모의면접, 채용설명회도 마련해 공간정보를 

공부하는 학생들의 취업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비

즈니스 미팅, 기술설명회, 해외 협력회의 등도 열려 우리나라 공간

정보 기업들의 해외 진출 기회를 모색하는 소중한 계기가 됐다. 또

한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공간정보산업의 동향을 알아보고, 

공간정보 미래비전을 모색해보는 콘퍼런스도 다수 열렸다.  

이처럼 이번 스마트국토엑스포는 공간정보 기업·전문가는 물론 공

간정보가 생소할 수 있는 국민 모두가 공간정보의 모든 것을 한 자리

에서 경험해볼 수 있는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공간정보의 
모든 것

PEOPLE
“공간정보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이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공간정보는 ‘세상의 모든 정보를 담아내는 그릇’이라 할 만큼 융합하면 할 수록 

그 가치는 더해가기에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드

론, 자율주행차 등 신산업의 발전을 위해 고품질 공간정보를 구축해 나가겠다. 

또한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의 개방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공

간정보가 청년들에게는 희망을, 국민들에게는 행복을 더해주는 ‘따뜻하고 친근

한 인프라’가 되기를 바란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친구, 후배 두 명과 자본금 1억 5,000만원으로 회사를 세워 내비게이션 ‘김기

사’를 개발했다. ‘김기사’는 국민 내비게이션으로 높은 인기를 얻었고 창업 5년 

만에 600억 원대 M&A(인수합병)를 성사시킬 수 있었다. ‘김기사’같은 케이스

가 우리나라에 많이 나와야 한다. 대한민국에 많은 M&A(인수합병)가 발생해야

만 많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 

- 8월 30일 개막식 기조강연을 한  

박종환 다음카카오 이사(‘김기사’ 앱 개발자)   

“오픈소스 기술은 이제 ICT의 중심이 됐다. 오픈소스 공간정보재단(OSGeo)

은 2006년 미국에서 결성된 비영리재단으로, 오픈소스 공간정보와 공개지리

정보의 전 세계적인 개발과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2008년 오

픈소스 공간정보재단 한국어지부를 결성했다. 한국의 많은 공간정보 관계자들

이 한국어지부에 참여해 오픈소스 공간정보 기술을 발전시키고 이를 공유하기

를 바란다.”     

- 벤카테쉬 라하반(Venkatesh Raghavan) 

오픈소스 공간정보재단(OSGeo) 공동 설립자  

스마트국토엑스포는 관람객들이 
공간정보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눈높이에 맞춘 공간정보의 세계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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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2017 스마트국토엑스포기획특집

손에 잡히는 공간정보 
2017 스마트국토엑스포 
생생 스케치

160여 개 부스에서부터 콘퍼런스에 이르기까지 2017 스마트국토

엑스포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프라, 공간정보의 모든 것을 보여줬

다. 공간정보에 관심이 있는 기업, 전문가, 학생, 일반인 등 총 7,000

여 명이 방문한 이번 행사의 생생한 현장을 소개한다. 

로봇제어 미로체험, 스마트 샌드 크래프트, 크로마키 포토존, 2018 평창동계올림픽 VR 체험 등 공간정보

를 쉽고 즐겁게 접할 수 있는 체험존이 마련돼 가장 인기를 끌었다. 

공간정보 융복합 및 기반기술이 소개된 전시장은 공간정보 관련 정보를 얻으려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VR을 활용한 부동산 매매 체험, 가상 문화재·박물관 체험 등이 진행됐다.  

1

2
공간정보를 쉽고 즐겁게 
오감으로 느끼는 공간정보 체험존 

최신 공간정보 관련 기술을 한자리에 
공간정보 융복합·기반기술 소개

드론과 자율주행에 필수적인 고정밀 3차원 매핑 데이터를 취득하고 처리할 

수 있는 센싱 개발기술을 보유한 ㈜씨투엘이큅먼트 

공간정보와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 도로 관리 시스템을 소개한 

한국도로공사

전기 모터로 최대 90분 이상 비상이 가능한 무인항공기 리모-엠을 선보인 유콘

시스템(주)

스마트시티를 소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LX한국국토정보공사의 국토정보기본도를 바탕으로 한 VR 체험(부동산 매매, 지적역사탐방, 가상 여행, 가상 문화재 체험 등)

관람객이 모래를 손으로 만져 지형이 바뀌면 이를 이미지로 보여주는 스마트 샌드 

크래프트 체험

3D 좌표와 초고속 적외선 위치판독 센서 등 공간정보를 활용한 스포츠 여가 콘텐츠 

체험(야구, 양궁 등)

2018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린다. 스키점프 등 동계올림픽 종목을 직접 VR로 

체험할 수 있는 코너

관람객들로 붐볐던 드론 체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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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공간정보 기업·청년들에게 희망을 
해외 진출 기회·취업 역량 높이는 행사들

공간정보 학술의 장   
다양한 콘퍼런스 개최

민간의 공간정보산업을 이끌 공간정보 기업들을 위한 행사도 마련됐다. 스마트국토엑스포는 해외 국가 공간정보 분

야 60여 명을 초청했으며 기술설명회, 해외협력회의 등을 개최했다. 이와 함께 공간정보 특성화 고교생, 공간정보 관

련 학과 학생들이 참가하는 모의 면접, 취업컨설팅, 채용설명회 등을 제공해 청년들의 취업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

원했다. 

이번 스마트국토엑스포는 다양한 콘퍼런스를 개최해 공간정보 학술의 장이자 공간정보산업의 경험을 나누는 장으로 기능했다. 

국토연구원은 8월 31일 ‘4차 산업혁명기의 공간정보 발전전략’을 주제로 공간정보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공간정보 국제 콘퍼런스는 

2013 스마트국토엑스포 당시 서울에서 최초로 개최된 바 있다.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벤카테쉬 라하반 오픈소스 공간정보 재단(OSGeo) 공

동 설립자가 기조연설을 맡아 ‘4차 산업혁명 시대 공간정보 기술혁신을 위한 오픈소스 전략’을 소개했다. 이어 디지털 트윈국토 전략 및 빅데

이터 전략에 관한 발표 세션을 갖고 4차 산업혁명 시대 공간정보의 역할에 대해 주제 토론을 진행했다.

9월 1일에는 유엔 해비타트(UN HABITAT),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 개최하는 ‘스마트 안전도시 세미나’도 개최됐다. 

전국 3곳에 지정된 공간정보 특성화 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간정보 창의인재 잡페어’

공간정보 분야 인재들에게 취업 기회를 직접 제공한 2017 스마트국토엑스포

LX한국국토정보공사의 인재 채용 부스

공간정보 최신 기술 습득을 위한 3D 매핑 및 VR 활용 세미나

•FOSS4G Korea 2017

•IMAGI C-해외초청 워크숍

•OSGeo 콘퍼런스 

•한일공간정보세미나

•공간정보 국제 콘퍼런스(2017 ICGIS)

•민간기업 동반성장 워크숍

•스마트 안전도시 세미나 

•부동산과 공간정보 

•해외협력회의-라운드 테이블 

•국제 표준 동향 및 활용 세미나

•한일공간정보 세미나

•지적 세미나

•지방자치단체 공간정보 전략수립 세미나

•다부처 활용 국토조사 콘퍼런스

•Geomatics Forum

•측량기준점 일원화 세미나

•UAV 공간정보 활성화 포럼 

•V-world 활용 세미나

•적부심사 제도개선 토론회

• 블록체인을 활용한 토지등록제도 개선 콘

퍼런스

•해양과학세미나

국제 콘퍼런스·세미나 국내 콘퍼런스·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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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아동안전지도 공모전 

스마트 아동안전지도 공모전이 최초로 개최됐다. 스마트 아동안전

지도 공모전은 공간정보 R&D 기술로 만든 스마트 안전지도 소프

트웨어, ‘키즈맵(kidsmap.org)’을 활용해 전자지도 기반 안전지

도를 만드는 공모전이다. 

기존에 초등학교 안전지도 수업은 종이지도에 사진을 붙이는 아날

로그 방식으로 진행돼 왔으나 이러한 방식은 시시각각 변하는 주변 

상황을 빠르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공모전은 전

국 초등학교 교사와 학생들이 한 팀을 구성해 스마트폰으로 안전한 

곳(안전지킴이집, CCTV 설치지역 등)과 위험한 곳(사각지대, 유해

시설 등)의 사진을 찍어 ‘키즈맵’에 올리며 안전지도를 제작하는 방

식으로 진행됐다. 

8월 31일 10개 초등학교 팀이 참가한 가운데 심사를 진행한 결과, 

충북 청주 주성초등학교가 대상인 국토교통부장관상을 수상했다. 

3~6학년 9명으로 구성된 주성초등학교 학생들은 “우리가 알고 있

는 안전한 곳이나 위험한 곳을 쉽게 공유할 수 있는 지도를 만들 수 

있어 기뻤다”고 이야기했다.

이번 공모전은 미래를 책임질 어린 세대의 안전을 향상시키는데 기

여하고, 아이들이 공간정보를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

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7 공간정보 융·복합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

‘공간정보 융·복합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가 지난해에 이어 두 번

째로 개최됐다.

이번 경진대회는 지난 5월 70개 팀의 접수를 받고, 6월 예선심사를 

통해 10개 팀을 선정했다. 7: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정된 10개 

팀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등 개발환경을 클

라우드 방식으로 지원받고, 전문가 컨설팅을 받아 모바일 앱 시제

품을 개발해냈다. 

▲엑스엔 유틸리티(기상 빅데이터와 전력 GIS정보와의 만남) ▲

샐러드파이(공공데이터와 GIS를 결합한 건축정보 VR 서비스) 

▲GD&AW(아이사랑 가족행복지도) ▲공간저울(라이프스타일 

기반 거주이전 의사결정 서비스) ▲H2O(비콘을 활용한 장애인 

편의시설 음성 안내 서비스) ▲포토네비(사진을 통한 위치기반 공

유 서비스 포토네비) ▲역마살(에움길 전용버스(온드리느) 대중교

통 사각지대 해소방안) ▲싱크워터(재해예측 구역화 공간정보 서

비스) ▲공조(사용자 감정기반 인공지능 내비게이션 봇 시스템 개

발) ▲아리아리(서울시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사업의 활용성을 증

대시키는 지도 기반 모바일 서비스) 등 10개 팀은 지난 9월 1일 그

동안의 성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공공데이터와 GIS 정보를 결합한 ‘건축정보 VR 서비스’를 

개발한 샐러드파이가 대상의 영광을 안았다. 이 서비스는 3차원 건

축물 정보를 활용해 사용자에게 맞춤형 건축물 가상현실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최우수상은 엑스엔 유틸리티, 우수상은 아리

아리, 장려상은 포토네비가 수상했다. 

이밖에 공간정보상은 공조, 혁신상은 GD&AW와 역마살, 미래상

은 싱크워터, 가치상은 공간저울, 창조상은 H2O가 수상했다.  

정부는 이들 10개 팀이 개발한 모바일 앱이 실제 창업·사업화로 이

어질 수 있도록 연말까지 특허자문, 개발환경 제공, 홍보 등 후속 지

원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제2회 한국국토정보대상 

공간정보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경진대회인 제2회 한국국

토정보대상이 지난 8월 30일 aT센터 그랜드홀에서 열렸다. 

한국국토정보대상은 지난 6월 드론, 지상라이다, 사물인터넷, 클라

우드, 빅데이터, 공공데이터 등 국토·공간정보 관련 자율 주제로 과

제를 접수받고,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5편을 선정했다. 8월 

30일, 종합심사를 진행한 결과 ‘긴급자동차 진입도로 확보 방안 : 

모세의 기적 프로젝트’를 발표한 미라클 팀이 대상을 받았다. 

미라클 팀은 정부가 시행한 소방출동로 일제조사 결과 데이터와 도

로명주소기본도를 연계하여 진입지도를 구축하고, CCTV를 활용

한 불법주정차 파악 및 대피 알림 서비스, ITS 기반의 긴급자동차 

접근 알림을 통해 긴급자동차의 진입도로를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

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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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 혁신 아이디어가 한가득  
스마트국토엑스포 경진대회·공모전

2017 스마트국토엑스포 기간 동안 공간정보에 대한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모으는 경진대회와 공모전이 개최됐다. 올해 처음 시작한 ‘스마트 아동안

전지도 공모전’과 함께 ‘2017 공간정보 융·복합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 ‘제2회 한국국토정보대상’을 소개한다. ✚ 2017 공간정보 융·복합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  

최태우 샐러드파이 프로젝트 매니저 

“건축정보 VR 서비스로 이번 경진대회

에서 대상을 받아 기쁩니다. 경진대회

를 통해 국가공간정보를 제공받았고 전

문가의 자문을 받아 원하는 서비스를 쉽

게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국가공간

정보가 정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동

안 도움을 준 CTO 김일택 박사님께도 감

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 서비스는 기

획 단계에서부터 중국 시장을 겨냥해 만들었습니다. 샐러드파이는 하

나의 흐름 또는 원대한 세상이라는 의미를 가진 중국어와 발음이 같

습니다. 건축정보 VR 서비스를 앞으로 더 세심히 개발해 나가겠습니

다. 감사합니다.” 

✚ 제2회 한국국토정보대상

대상┃  

미라클 팀(김진 한국국토정보공사 전북지역본부 공간정보사

업처, 김정오 임실지사, 안성민 고창지사 근무) 

“미라클은 한국국토정보공

사 신입사원들로 이뤄진 팀

입니다. 한국국토정보대상

에서 대상을 받아 얼떨떨하

네요. 도로에서 구급차나 소

방차가 지나갈 때 주변 자동

차들이 길을 터주는 ‘모세의 

기적’을 공간정보 기술을 통해 어떻게 하면 제도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지를 연구했습니다. 업무와 연구를 병행하려니 힘들 때도 있었는데 선

배님들께서 많은 조언과 도움을 주셔서 큰 힘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간정보 
아이디어 발굴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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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주관한 제40회 지적세

미나가 2017 스마트국토엑스포 둘째 날인 8월 31일, aT센터 그랜드

홀에서 개최됐다. 지적세미나는 지적 분야의 우수한 정책과제와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민·관·학계 학술 교류를 통해 지적 분야에 대

한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행사다. 

이번 행사는 ‘지적의 발전과 미래성장동력 창출’이라는 주제로 전국 

지자체 공무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모한 지적 

분야 선진기술과 정책을 공유하는 자리가 됐다. 400여 명의 참석자

가 행사장을 가득 채운 가운데 지난 6~7월 사전심사를 거쳐 우수 연

구과제로 선정된 8편(전국 지자체 공무원 4편, 한국국토정보공사 임

직원 4편)이 이날 발표됐다. 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기준

점이동량 등 전산화를 활용한 지적측량 이중성과 방지 방안’을 제출

한 용인시 기흥구 민원봉사과 박세호 씨와 ‘지적재조사 완료지역의 

필지정보 고도화 방안’을 연구한 한국국토정보공사 광주전남지역본

부 목포시지사 송창용 씨가 대상을 수상했다. 

이와 함께 특별 연구과제로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박광목 사무

관이 ‘다부처 활용을 위한 지목체계 개편방안’을,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 남권모 연구원이 ‘지적공부의 세계측지계 정밀변환

을 위한 블록지구계 결정 연구’를 발표하고 참석자들과 종합 토론을 

진행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앞으로도 지적세미나를 통해 지적 분

야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의 장을 마련해 지적 분야 관계자들의 

전문역량 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2017 스마트국토엑스포 기간 중에는 전 세계 공간정보 산학연 관

계자들이 모인 국제 공간정보 발전을 위한 ‘해외협력회의’가 큰 주

목을 받았다. ‘국제 공간정보 발전협력회의(IMAGIC)’가 진행한 이

번 ‘해외협력회의’는 해외 참가국 간의 공간정보 현황에 대한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공간정보 구축과 발전방향에 대해 상호 협력을 강

화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9월 1일 진행된 이번 행사는 10개의 해외 참

가국 및 국내 참석자 포함 30여 명이 함께 마주보는 ‘라운드테이블

회의’로 진행되어 공간정보 산업 발전에 대한 열띤 토론의 장이 되

었다.

이번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에는 개회사와 발표

자 소개에 이어 ‘2017 IMAGIC 의제브리핑’이 이어졌고, 스리랑

카와, 캄보디아, 에티오피아에서 온 귀빈들의 참가국 발표가 진행됐

다. 세부 발표는 스리랑카의 ‘지속 발전을 위한 토지정보’, 캄보디

아의 ‘지적(Cadastral) 정보 시스템’, 에티오피아의 ‘정부에서 국

가 지적 등록 서비스–부동산에 대한 체계적인 지적 시스템 필요’을 

주제로 각각 10여분 간의 발표가 진행됐으며 이후 질의응답을 통해 

각 국의 공간정보 산업 발전을 위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2부 행사는 국토연구원 김대종 연구위원의 ‘토지정보체계 법제도

의 한국 사례 발표’를 시작으로 상호 협력문 교환 등을 통해 협력을 

다지는 자리로 기획됐다.

특히 이번 해외협력회의에서는 향후 공간정보 발전을 위한 국가 간 

실질적 교류 및 상호 협력하는 것에 대해 협의한 내용을 담은 상호 

협력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

았다.

기획특집 2017 스마트국토엑스포기획특집

지적의 발전과 미래를 탐구하다  
‘제40회 지적세미나’

글로벌 협력을 위해 10개국이 모였다!  
국제 공간정보 발전협력회의(IMAGIC)의 
‘해외협력회의’

HOT ISSUE ➊ HOT ISSUE ➋

제 4 0 회  지 적 세 미 나  수 상 자

공무원 대상┃박세호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민원봉사과  

<기준점이동량 등 전산화를 활용한 지적

측량 이중성과 방지 방안>

한국국토정보공사 대상┃송창용

광주전남지역본부 목포시지사

<지적재조사 완료지역의 필지정보 고도화 방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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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공간정보연구원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취임 

소감 부탁드립니다. 

공간정보연구원은 공간정보 융복합화를 위한 성공전략

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비전과 연구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연구하는 기관입니다. 1986년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입

사한 후 국토정보연구실장을 맡는 등 여러 직책을 거치며 

공간정보를 연구해왔습니다. 그동안 공간정보가 나아가

야 할 방향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왔죠. 공간정보연구원

으로 다시 돌아와 이를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기회를 갖

게 돼 무척 기쁩니다. 

공간정보의 중요성과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간정보는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

바일, 인공지능, 자율주행, 로봇 등 첨단 분야와 융복합

해 혁신을 이루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더 두드러질 것입

니다. 길 위에서, 바다와 사막 한가운데서 나침반이나 별

은 여행자의 안내자 역할을 합니다. 공간정보는 우리나

라가 나아갈 길을 안내하는 길잡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국가 미래의 나아갈 길을 판단하는 중요한 의사결정 

자료입니다. 

우리나라 공간정보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첫째, 거버넌스의 문제입니다. 공간정보를 총괄하는 컨

트롤타워입니다. 법, 제도, 인력, 교육, 홍보 등이 일체화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의 문제입니다. 공간정

보 데이터가 다양하게 생산되고 있지만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요. 세 번째는 상호 운용성(interoperability)의 문제

입니다. 공간정보는 여러 국가 기관에서 생산하고 있는

데, 기관 간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문제가 없어야 하고, 중

복 투자도 없어야 하겠죠. 마지막으로 서비스의 문제입니

다. 사용자들을 고려해 이들에게 양질의, 최신의 정보를 

사용하기 쉽도록 제공해야 합니다. 

공간정보연구원은 우리나라 공간정보 발전을 위해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공간정보연구원은 우리나라 공간정보의 나침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 공간정보 정책을 개발해 우

리나라 공간정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 비상업적인 측면에 대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야 합니

다. 상업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춘 민간이 할 수 없는, 공간

정보 기술을 개발해야겠죠.    

특히 공간정보연구원은 4차 산업혁명을 가능케 하는 기

술 중에 공간정보에 대한 예측과 적용이 가능한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사업화하며 나아가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

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연구·개발을 통해 4차산업과 연

계한 새로운 공간정보 생태계를 만들고 그 성과가 사업화

로 이어지도록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현재 공간정보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을 

소개해 주세요. 

지난 7월 취임 후 공간정보연구원은 국가 공간정보산업

의 새로운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국가기획연구과제인 ‘

스마트공간정보 기술개발 기획연구’를 수행하게 됐습니

다. 향후 5년간 공간정보 분야 중장기 연구를 위한 기초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이는 향후 공간정보 관련 산·학·

연이 하나가 되어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중요한 연구가 

될 것입니다. ‘공간정보 오픈플랫폼인프라 고도화 기술

개발’과 ‘지능형자동차 인식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공개

용 DB 구축’ 연구도 지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연구 성과를 보이는 사업도 여럿인데요, 지목체계 

“우리나라 공간정보 연구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연구원이 만난 사람

Interview. 편집부 Photographer. 고인순

Q

Q

Q

A

A

A

A

A

차득기 LX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장이 지난 7월 취임했다. 

공간정보연구원이 우리나라 공간정보 연구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차득기 신임 원장을 만났다.

차 / 득 / 기

L X 한 국 국 토 정 보 공 사

공 간 정 보 연 구 원 장

Q

Q

공간정보연구원은 
공간정보 융복합화를 위한 

성공전략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비전과 연구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연구하는 기관



PROFILE.  차득기 원장

• 경남 사천 출생  

• 전북대 측지공학과 졸업 

• 프랑스국립측량대학 석사 과정 수료

• 한양대 석사·경기대 박사 학위 취득   

• LX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정보연구실장

• 한국지리정보학회 부회장 

• LX한국국토정보공사 부산지역본부장 

• 현 LX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장 

• [저서] 컴퓨터 측량계산 프로그램집, GPS 측량이해, GPS 측량일반, 폴

마우의 하루, 공간정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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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입니다.  

그동안 공간정보연구원은 다양한 연구를 수행해 왔습

니다.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미래 비전적인 연구에 초점

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많은 연구를 수행하는 것도 중요

하지만 비전이 있고 실행 가능한 연구가 선행될 필요성

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시의성과 효과 측면을 고려해 연

구 내용과 과제의 수를 최적화해야 합니다. 기존 연구에 

대한 비판 의식을 갖고 중복 과제, 미래 비전이나 사업성

이 약한 연구는 최소화할 생각입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의 신사업을 발굴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지목

체계 개선을 위한 국토조사와 공간정보 융복합이 가능한 

공간정보플랫폼과 같은 투자성 사업에 대한 연구에 집중

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장 측량 업무에 인공지능에 의한 

의사 판단이 가능케 하는 프로세스를 신기술을 적용해 개

선하고 생성 정보의 재가공을 통한 가치화 연구를 할 계

획입니다. 

원장으로서 다양한 경험과 배경을 가진 연구원들이 각자

에 맞는 연구를 수행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10년 후 공간정보연구원의 위상을 어떻게 내다보십니

까? 

현재 공간정보연구원 신축을 위한 부지를 확보한 상태

인데요, 10년 뒤 공간정보연구원은 인적 자원은 물론 연

구 역량이 향상되어 공간정보 연구의 핵심 역할을 담당

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공간정보연구원은 우리나라 

공간정보 연구의 선두주자(First Mover)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공간정보연구원의 비상을 지켜봐주세요. 감

사합니다.

직원들과의 소통에 힘쓰고 계십니다. 이에 대한 소개

와 함께 직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와 직원들은 한 배를 타고 한 곳에 가는 사람들입니다. 

서로의 역량을 모아 한마음이 되어 공간정보연구원의 비

전을 열어갈 수 있도록 집중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원장실 문을 항상 열어 두고 있어요. 자유로운 분위기 속

에서 브라운 백 미팅을 갖기도 하고, 모임앱을 통해 공간

정보연구원의 소식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강조하고픈 부분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를 가져달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100개를 연구

한다고 하면 성공하는 연구는 2개 정도에 불과합니다. 저

는 항상 사물의 밝은 면을 보려고 노력하는데요, 실패에

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

는 자세를 갖고 연구에 매진해주기를 바랍니다. 또한 한

국국토정보공사 산하 공간정보연구원 소속이라는 생

각에 갇혀 있기보다 우리나라 공간정보를 이끌어 나가

고, 제시해 나간다는 생각으로, 그동안 공사가 하지 않

았던 신사업 분야에 대한 연구에 진취적으로 뛰어들었

으면 합니다. 

Q

A

A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수직이착륙 저고도 자율비행 항

공기체계기술 개발, 빈집 실태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 방

안, 판교제로시티 자율주행을 위한 디지털맵 서비스 기

본 설계, 스마트폰 측위정확도 향상 방안 연구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공간정보연구원을 이끌어 가면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

고 계십니까? 

원장으로서 공간정보연구원이 신사업 발굴을 위해 어

떤 연구를 수행해야 할지, 여기에 어떤 연구방법을 적용

해야 할지, 연구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이렇게 세 부분을 가장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국국

토정보공사의 새로운 먹거리를 연구원 차원에서 제시하

고, 기존에 일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신기술을 적용해 업

무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부분, 또 연구원들이 효율적으

로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업무 환경 마련이 제게 주어진 

A

Q

Q

공간정보연구원은 
우리나라 
공간정보 연구의 
선두주자(First Mover)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Writer. 함형건(YTN 데이터저널리즘팀 기자)  

매장문화재 SOS 지도가 만들어지기까지 

폭염주의보가 이어지던 지난 여름, 기자는 수도권 곳곳에서 매

장문화재 출토 현장을 찾아 돌아다니고 있었다. 한 IT단지 조

성 공사 예정지에서는 조선시대 분묘가 대량으로 발굴되고 있

었다. 빌라가 연이어 들어서던 동네 뒷마당에서는 옛 도자기 

파편을 여러 개 발견했다. 이미 출토하고도 사실상 방치한 수

많은 유적과 유구도 눈으로 확인했다. 한 골프장 한 켠에는 통

일신라나 조선 시대의 석곽묘와 토광묘들이 잡초에 둘러싸여 

있는가 하면, 강화도의 도로 공사 현장 한 구석에는 고려시대

의 주거지가 수풀 속에 파묻혀 있었다. 전 국토가 유적이라는 

말이 실감이 가면서 동시에 전체적인 보존 실태에 대한 의문

도 커져갔다.

관건은 수많은 지역에서 문화재 보존을 위협하는 난개발 문제

를 어떻게 한꺼번에 검증할 것이냐는 것이었다. 부지불식간에 

파괴되고 사라지는 문화재는 수도 없이 많을 것 같지만, 어디서 

무엇이 훼손되는지 가늠하긴 어려웠다. 이를 위해 취재진은 현

장 취재와 별도로, 이미 4월부터 데이터 정리 작업을 조금씩 진

행하고 있었다. 수십 차례의 GIS 분석 보도 경험이 있었던 기자

는 문화재 보호 제도의 문제점을 파헤치는 데에도 공간정보를 

분석하는 것이 제격일 것이라고 직감했다.

기자는 특히 제도적인 미비점을 주목했다. 현행 매장문화재법

은 사업 면적 3만㎡(축구장 4개 면적) 이상의 개발사업만 매장

문화재 지표 조사(땅을 파지 않고 겉으로 드러난 흔적이나, 문

헌 정보 등으로 매장문화재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기초 조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 이하의 사업은 문화재 행정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셈이다. 고고학계에서 지표 조사 확대의 필요성을 제

기한 적은 있으나, 언론에서 제대로 공론화된 적도, 정밀한 실

증적 분석이 이뤄진 적도 없었다. 당연히 이번 취재의 1차적인 

분석 목표는 제도의 허점을 비집고 들어선 중소규모의 난개발 

실태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 매장문화재보호법의 

허점으로 인해 매장문화재 유존지역(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영역으로 문화재유적 분포지도에 표시됨) 부

근인데도, 아무런 문화재 조사를 받지 않고 땅을 파헤친 건축공

사들의 실태를 조사하는 것이다. 먼저 당국이 보유한 매장문화

재 공간 데이터와 건축인허가 공간 데이터를 바탕으로 문화재 

보존 실태를 추적했다. 일단 어느 지점에 매장문화재가 존재한

다면, 그 부근에도 또 다른 문화재가 있을 가능성을 주목해야한

다는 전제를 깔았다. 3만㎡ 규정의 허점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

나는 영역이 바로 이 곳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유존지역 안의 개

발 행위는 대부분 사전에 문화재 조사를 하지만, 그 외곽의 3만

㎡ 미만 공사에 대한 관리는 대부분 손 놓고 있다는 점을 50여

개 기초 지자체의 문화재 담당 공무원에 대한 취재에서 파악했

기 때문이다. 분석 작업은 매장문화재 주변에 관심 범위를 설정

(buffering)한 뒤에, 그 영역에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과 이미 

러싸고 있는 건축공사 지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화재 훼손 

가능성도 확인 안한 채 그냥 진행한 공사라는 점에서 ‘깜깜이 

공사’라고 이름 붙이고, 지도는 ‘매장문화재 SOS 지도’로 명

명했다. 지도는 버전 1에 이어, 버전 2도 제작해 따로 공개했

다. 특정 영역에서 지표 조사 등이 이뤄졌더라도, 그 이전에 진

행된 소규모 공사는 없는지 따져서 깜깜이 공사 목록에 추가하

는 한편, 근대 이후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까지 고려한 매장문

화재 SOS 지도 버전2도 제작했다. 버전 2를 제작할 때는 데이

터 시트에서 육안으로 2만 개 이상의 매장 문화재 유존지역을 

직접 분류해 선별하는 과정을 다시 거쳤다. 문화재청 데이터 상

으로는 매장문화재의 시대와 유형이 정확히 분류되지 않은 경

우가 가끔 눈에 띄었기 때문에 수작업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고 판단한 것이다. 

문화재 조사를 한 지역은 오려내는(clipping) 방식으로 진행

했다. 한국고고학회의 자문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는 500m 

안, 시도지정문화재는 300m 안, 일반 매장문화재유존지역은 

100m 안으로 관심범위를 설정했다. QGIS의 공간 질의 기능

을 통해, 관심 범위에 들어온 건축공사 중 매장 문화재 지표조

사나, 입회조사, 표본조사, 시굴, 발굴 조사가 이뤄진 영역의 공

사는 빼고, 대규모 택지개발과 산업단지 등의 공사도 지표 조사

를 한 것으로 간주해 제외했다. 남겨진 영역 위에 잡힌 건축 공

사는 지금까지 별다른 문화재 조사를 받지 않고 진행된 공사로 

판단했다.

문제는 데이터 준비 과정이었다. 무엇보다 분석을 위해 문화재

청으로부터 받은 매장문화재 지표 조사 영역 데이터를 보니 누

락된 정보가 한두 개가 아니었다. 매장문화재 지표 조사를 실시

했지만 행정상의 오류나, 자료 미비로 데이터에는 반영이 안된 

지역이 많았던 것이다. 문화재청이나 지자체도 당장 취합이 어

려워, 어쩔 수 없이 직접 정보를 수집해야 했다. 수도권의 경우 

지표 조사 사업 153건에 대해서 해당 발굴기관에 일일이 별도

로 요청해 지표조사 보고서를 받았다. 개중에는 해당 조사 기관

이 아예 없어지거나 발굴 담당자가 사직해 자료를 찾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지만, 3~4개월여 만에 결국 필요한 거의 모든 누락 

정보를 입수할 수 있었다. 지표 조사 보고서가 입수되는대로 연

속지적도를 참고해 해당 사업 영역을 기존의 지표 조사 영역에 

하나 하나 추가해갔다. 아울러 서해안 간척지의 경우엔 매장문

화재 출토 가능성이 없으므로,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 

지도 제작은 경기도와 인천으로 범위를 한정했다. 전국에서 누

락된 지표조사결과를 일일이 수집하려면 1년 내내 작업해도 부

족할 형편이었기 때문이다. 수도권에 국한된 지도지만 난개발

이 가장 심각한 지역이라는 점에서 문화재 보존 실태를 분석하

는 데에는 분명히 유용할 것으로 기대했다. Carto로 지도를 시

각화해보니 매장문화재 영역 주변을 광범위하고도 빼곡하게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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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매장문화재 SOS지도 분석 개념도



‘깜깜이 공사’로 사라진 역사유적들 

YTN 데이터저널리즘팀은 이처럼 5개월간에 걸친 작업을 통해 

제작한 매장문화재 SOS 지도를 시민이 직접 탐색할 수 있는 인

터랙티브 형태로 만들어 방송과 인터넷 기사와 함께 공개했다

(http://bit.ly/2xjuLZC). 아울러 이 지역에서 18년 간 누적

된 깜깜이 공사의 규모가 적어도 축구장 넓이 2,000여 배에 달

한다는 점을 보도했다. 특히 길성리 백제 토성, 융건릉, 용인 마

북동 고분 등 매장문화재 고밀도 지역을 깜깜이 공사가 에워싼 

사실을 방송과 인터넷 기사를 통해 연속 보도했다. 

인터랙티브 지도는 당국의 묵인 하에 문화재 영역을 위협하면

서 진행되는 각종 개발 행위의 패턴을 보여줬다. 일례로 유네스

코 세계문화유산이며, 사적 제3호인 수원 화성(水原 華城) 주

변은 경기도와 인천 지역의 유존지역 500m 이내 범위에 ‘깜

깜이 공사’(화면의 붉은 점)가 가장 많이 몰린 구역이다. 18년 

동안 적어도 1,300여 개 지점에 달한다. 화성 내부에 몰려 있을 

뿐 아니라 성 주변도 포위하고 있

다. 인터랙티브 지도를 통해 각 붉

은 점의 위치를 클릭해보면, 성곽에

서 바짝 붙은 위치에서 지난해까지

도 문화재 조사 없이 공동주택이 들

어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현상은 화성시의 남양 장성 부

근도 마찬가지이다. 남양 장성 오른

편의 남양도호부는 현재 남양초등

학교 아래 남양동 일대에 걸쳐 위치

하는 관아 터다. 일대는 깜깜이 공

사의 합산 면적이 남양 장성과 수원 

화성 다음으로 넓었고, 주변의 그 

공사 숫자도 경기도와 인천 지역에

서 10번째로 많았다. 

깜깜이 공사는 매장문화재 유존지역과 유존지역 사이를 파고들

거나, 한쪽 면에 밀집하거나, 주변을 둘러싸는 등 여러 가지 형

태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은 과거의 정치, 경제, 행정의 중심

지는 현재에도 여러 가지 개발 수요가 높다는 점을 상기시켜 준

다. 특히 고지도와 매장문화재 SOS 지도를 함께 대조해보면 

이 같은 현상을 더 분명히 실감할 수 있다. 조선 후기 1872년

에 제작된 평택현(지금의 평택시 팽성읍 일대) 지도는 당시 지

방 군현의 중심인 읍치의 모습을 한눈에 보여준다. 지도의 일부

를 확대하면, 오른편에는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와 사신이 머물

던 객사(客舍)가, 중앙에는 수령이 집무를 보던 동헌(東軒)이 

있다. 이 두 곳이 지방 권력의 핵심적인 공간이라면, 왼편의 향

교(鄕校)는 유교 제사와 교육을 위한 시설이었다. 객사와 향교 

사이에 내아(內衙: 수령의 살림집), 향청(鄕廳: 고을 양반이 세

금 징수 등 행정을 수행하던 시설)과 형리청(刑吏廳: 죄인을 다

루는 형리가 근무하는 곳) 등이 있다. 과거 행정기관이나 주거

이번 분석 과정은 9만 건이 넘는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데이터와 100만 건 이상의 건축 데이터 등을 활용한 

대용량 데이터 분석이었다. 자료가 크다보니 QGIS 

실행에 걸리는 시간이 작업 단계마다 오래 걸리곤 했

다. 애초에 2개에서 출발한 쉐이프 파일은 작업 말미

에는 수백 개로 늘어나 있었다. 많은 파일을 여러 단계

로 나눠서 분석 처리하다 보면 실수가 나올 여지도 있

었는데 중간 중간에 발견된 오류를 바로잡는 것도 일

이었다. 특히 취재진에게 고고학 분야가 다소 생소한 영역이다 

보니, 여러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려고 노력했다. 초기 기획 단

계에서는 미처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계속 발견됐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는 작업이 되풀이됐다. 하지만 다소의 시행착

오는 있었더라도 매장문화재 보존 실태의 윤곽을 보여주는 데

는 어느 정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자평해본다.

문화재 관련 보도는 정치나 경제 사회 등 일반 뉴스에 비해 세간

의 관심을 끌기 어려운 편이다. 문화재 관련 뉴스는 빈도도 낮

고, 방송 뉴스나 신문지면 배치의 우선순위에서도 후반부나 주

변부로 밀리기 쉽다. 한 고고학 전문가의 말을 빌리면,“사람들

은 무슨 사달이 나고 나서야 문화재 문제에 겨우 관심을 보인

다.” 국보급 문화재가 훼손되거나, 엄청난 보물이 도난당하는 

등의 사고가 터져야 비로소 큰 쟁점이 될까, 평상시 문화재 보

존의 문제점은 먹고 사는 현안에 가려 이목을 끌기 어렵다는 얘

기이다. 더욱이 개별 공사지점에서 벌어질지 모르는 문화재 훼

손 실태는 양심적 제보자가 없다면 화면으로 촬영하기도, 증명

하기도 쉽지 않다. 이런 한계점 속에서 공간 정보를 활용한 데이

터 분석은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 있는 취재 수단이었다고 본다. 

당장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우리 사회의 문제점이라도 충분히 

감시하고 조명할 방법은 있다. 공간 데이터의 투명한 공개와 데

이터를 활용한 한층 입체적이고 다채로운 심층 취재 보도가 더

욱 필요한 이유다.

터 등의 유적이 있으면 그 주변에는 연관된 다른 유적과 유구

가 묶음으로 함께 존재함을 보여준다.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 

현재는 향교와 객사만 남아 있을 뿐, 그 주변의 관아 터에는 초

등학교와 주택, 상점 등 수많은 건물과 시설이 들어서 있다. 그 

중에는 정밀한 문화재 조사를 받지 않고 진행된 공사가 수십 건 

발견됐다. 고지도만 제대로 따져 봐도 매장문화재의 밀도가 대

단히 높은 지역임을 알 수 있건만, 이런 식으로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간 역사 유산이 얼마나 많을지 짐작이 간다. 그런 패턴

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매장문화재 SOS 지도는 여실

히 보여준다. 

 

매장문화재 SOS 지도의 성과 

5편의 방송 리포트와 7편의 인터넷 기사를 통한 YTN의 연속 

보도가 나간 뒤 문화재청은 매장문화재법의 3만㎡ 규정을 포

함해 관련 법령의 미비점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도

와 실증적인 데이터로 문제점이 확인된 만큼, 고고학회와 의

논해 현실적인 개선방향을 모색해나가겠다는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대안을 어떻게 찾을지는 또 다른 과제로 남았다. 일

률적인 면적 기준으로 문화재 조사 여부를 결정하기 보다는 고

고학적으로 중요한 거점 지역을 선정해 구역별로 세분화해 더 

정교하게 문화재 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

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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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매장문화재 SOS지도 ‘깜깜이 공사’ 밀집 지역 그림 3. 1872년 평택현 지도



자료제공. 은평구 지적과 

은평구가 전국 최초로 국가공간정보와 측량 성과를 이용하여 

토지 경사정보를 구축했다. 

1990년 토지의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 제도가 시행됐다. 토지의 고저는 지가

를 산정하는데 필수 항목이지만 경사정보가 부족해 지금까지 

고저를 육안으로 조사해왔다. 게다가 고저에 대한 객관적인 구

분 기준(지침)이 없어 비슷한 경사지가 지역에 따라 다른 고저

로 구분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완경사와 급경사는 구분 기

준이 객관적이지만 평지와 고지를 구분하는 기준은 주관적 판

단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은평구는 국가공간정보인 현장 측량 성과

를 비교하여 별도의 예산을 들이지 않고 토지 경사정보를 구축

했다. 

토지 경사정보 구축 

가장 먼저, 경사정보를 구축하기 위해 공간정보를 수집했다. 

국가공간정보 포털 오픈마켓에서 수치지형도(GRS80, 축척 

1:1,000)를 다운로드한 후 은평구 개별도엽 135개 파일을 하

나로 합쳤다. 이어 행정구역선과 표준지 등 레이어를 추가해 경

사각 산출이 용이하도록 편집을 거쳤다. 

여기에 현장측량 측정점(좌표)을 수치지형도에 표시했다. 가장 

인접한 수치지형도의 표고 측정점을 확인하고 표고 값을 비교

했다. 현장측량 성과가 부족할 경우 기초측량 성과와 비교했다. 

다음으로 경사각 측정기준점을 선정했다. 측정기준점을 간선도

로(P1)에서 표준지 접면도로(P2)까지로 설정하고 주간선과 보

조간선 사이의 토지는 주간선을 기준으로 경사각을 측정했다. 이

어 경사분석 도면을 작성했다. 수치지형도를 편집해 경사 분석도

면을 작성했다(표준지 위치·번호, 측정점·구간 등). 경사구간이 

다양할 경우에는 최대 경사구간의 좌표·표고를 적용했다. 

이를 바탕으로 경사정보 조서를 작성했다. 표준지 특성자료와 

경사분석 도면의 측정기준점 좌표와 표고를 입력하고, 측정기

준점간 거리와 높이, 경사각을 자동 산출하는 엑셀 함수를 작성

했다. 이어 도로구간 내 최대경사 구간을 좌표(x, y), 표고(h)를 

이용해 경사각을 산출해 냈다. 

고저 구분 기준 설정

다음 단계로 경사각과 고저 현황을 비교해 고저 구분 기준(안)

을 설정했다.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와 협의를 거쳐 경사가 대

비 적정 고저 구분 기준을 결정했는데, 평지와 완경사는 부적정 

비율이 가장 적게 나오는 경사각인 7도로 정했다. 완경사와 급경

사는 15°(지침 동일), 고지는 택지를 제외하는 것으로 정했다. 

이를 적용하여 고저 적정 여부를 검증한 결과, 고저 조정대상 표

준지는 104필지, 적용되는 개별지는 4,616필지로 전체 조사 

필지의 약 9%를 차지했다. 고저 조정대상 필지 중 고지로 등록

된 택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토지 경사정보 구축에 따른 조정계획 수립 

은평구는 1990년부터 조사된 고저의 조정으로 표준지와 개별

지, 인근 토지와의 가격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격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18년도 표준지공시지가 담당 감정평

가사와 합동으로 조사하여 조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토지 경사정보 활용 분야 

구축된 경사정보는 표준·개별주택가격 고저를 검토하는 기초자

료로 활용하는 한편, 경사지 건축·형질 변경 등 개발에 따른 안전

사고 예방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제설, 무장애길, 노인복지 등 

경사지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구축하고, 학교정화구역 인근지역 

영업허가 거리 산출 등 기타 행정업무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추진 성과 

공간정보와 측량 성과를 활용해 비예산으로 토지경사정보를 구

축할 수 있었고, 경사정보를 제공하여 경사지 안전사고 예방 등 

행정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구축했다. 또한 경사각 대비 

적정 고저 구분 기준을 마련해 지침 개선에 따른 공시가격의 객관

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주관적 육안조사에서 경사정보를 적용, 

민원이 발생할 요인을 제거하고 공정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됐다.

공간정보포럼Ⅱ

서울 은평구, 
전국 최초 토지 경사정보 구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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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국토교통부 지형지세(고저) 구분 지침

표 3. 은평구 고저 구분 기준(최종안)

표 2. 토지 경사정보 구축 추진 내용

구분 적용 범위

저지
간선도로 또는 주위의 지형지세보다 

현저히 낮은 지대의 토지

평지
간선도로 또는 주위의 지형지세와 높이가 비슷하거나 

경사도가 미미한 토지

완경사
간선도로 또는 주위의 지형지세보다 높고 

경사도가 15° 이하인 지대의 토지

급경사
간선도로 또는 주위의 지형지세보다 높고 

경사도가 15°를 초과하는 지대의 토지

고지
간선도로 또는 주위의 지형지세보다 

현저히 높은 지대의 토지 

추진 단계 추진 기간 추진 내용 

정보 구축 2017년 6~7월

· 공간정보(수치지형도) 수집

· 현장측량 성과(좌표, 표고) 비교 적정성 검토

· 표준지 필지별 경사정보 구축 

고저 구분 기준 설정 2017년 7~8월

· 경사각 대비 적정 고저 구분 기준(안) 설정

· 고저 검증, 부적정 토지 재검증(평가사 협의)

· 고저 구분 기준 확정(지침 개선), 조정대상 선정

자료 활용/정보 제공 2017년 8월 16일~계속 

· 2018년도 지가 고저 조정계획 수립 시행

· 주택가격 ‘고저’ 조사 기초자료 제공

· 경사지 안전사고 예방 등 행정업무 활용

· 거리·경사각 자동계산 파일 및 매뉴얼 제공 

구분 저지 평지 완경사 급경사 고지

적용 범위 해당 없음 0~7° 이하 7° 초과~15° 이하 15° 초과 택지 제외



Writer. 이지현, 조인호, 배현표(KT경제경영연구소) 

I. 스마트시티, IoT 시대 Big ICT 플랫폼

스마트시티 시장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IoT 기술 확산으로 스마

트시티 인프라 구축의 기술적 확장성이 커지고 드론, 자율주행차, 

환경 등 미래 ICT 기반 기술들이 스마트폰을 넘어 일상으로 확대

되면서 스마트시티는 차세대 ICT 서비스의 거대한 플랫폼으로 주

목받고 있다. 글로벌 스마트시티 시장규모도 급속히 성장하고 있

다. 2014년 4,113억 달러 규모이던 스마트시티 시장은 2020년

까지 1조 1,348억 달러로 3배에 가까운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되

고 있다. 스마트시티 시장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본격화 되

고 있다. 스마트 도시를 조성, 운영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내

용을 담은 ‘스마트도시의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령’ 개정

안이 2017년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또한 스마트도시협

회 설립인가 규정 신설, 스마트시티 기준 조정(165만㎡→30만

㎡), 관광도시 등 스마트도시 조성 가능 유형 확대, 스마트도시 인

증기준 근거 마련 등 제도 정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글로벌 주요국

들도 중국이 500개 스마트시티 개발계획과 연구개발에 2020년

까지 10조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하는 등 국토의 효율적 사용, 생활

편의시설 강화, 관련 기업 및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스마트시티 정

책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II. 국내 통신사들의 스마트시티 사업 현황

KT, 대전시와 NB-IoT기반 스마트시티 조성

KT는 2016년 12월 대전광역시와의 기존 협대역 사물인터넷

(NB-IoT)서비스 실증 협력을 실질적인 스마트시티 공동사업 개

발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KT-대전광역시 사물인터넷 서비스 

기반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NB-IoT기반 스마트시

티 구축을 본격화하고 있다. ‘16년 9월 KT와 대전시가 노키아, 

코오롱, 인텔과 공동으로 세계 최초의 NB-IoT 서비스를 시연

한 것의 연장선이자 NB-IoT기반의 지자체 맞춤형 서비스를 공

티엔 스마트 가로등, 스마트 횡단보도도 시범적으로 추진된다. 스

마트 가로등은 움직임 센서를 통해 조도를 조정하고, 소음과 탄소 

등 환경센서를 통해 도시환경 정보를 제공한다. 스마트 횡단보도

는 영상을 기반으로 차량과 보행자를 감지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2017년 4월, 쿠웨이트 사막에 한국형 미래 첨단도시, K-스마트

시티를 수출하기 위한 본 계약이 체결되었다. 사업비 4.5조 원에 

분당 3배 규모의 스마트 신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을 우리나라가 추

진하는 것이다. 이처럼 스마트시티 사업이 단순히 생활편의를 위

한 사업을 넘어 기업과 국가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확인

되면서 통신사와 ICT 기업들의 스마트시티 선점경쟁은 앞으로도 

더욱 가속화 될 전망이다.

III. 글로벌 통신사들의 스마트시티 사업 현황

AT&T, 지능형 조명 및 스마트 교통 솔루션 제공

AT&T는 2015년 9월에 스마트시티 사업부를 설립하고 2016년 

Atlanta, Chapel Hill(NC), Chicago, Dallas, Miami-Dade 

County(FL) 및 Montgomery County(MD) 등 주요 도시에 교

통, 조명, 안전 및 기타 지속 가능 솔루션을 제공하는 스마트시티 

프레임워크를 발표했다. 본 프레임워크의 일환으로 AT&T는 날

씨 데이터 분석을 사용하여 보다 효율적인 관개(농사에 필요한 물

을 논밭에 댐)를 할 수 있는 스마트 관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

며, 셀룰러 네트워크에 음향 IoT센서를 설치해 파이프의 누수 위

치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수계 누출 감소 솔루션을 개발 중에 있다.

또한, AT&T는 현재 미주 Miami-Dade County, Atlanta, 

Chicago를 대상으로 지능형 조명 및 스마트 교통 솔루션 제공

에 집중하고 있다. Miami-Dade County의 경우, 최초로 스마

동 발굴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NB-IoT 서비스들이 개발되고 실현되며 국내 IoT 서비스 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송도 ‘트리플 스트리트’에 스마트빌딩 서비스 추진

KT는 또한 송도국제도시 복합쇼핑몰인 ‘트리플 스트리트’에 IoT

와 ICT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빌딩 서비스도 추진 중이다. 건물의 

통합관제 솔루션을 기반으로 화재, 방범, 전력, 안전 등에 대한 실

시간 관리가 가능하고, 특히 스마트 주차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실

시간 카메라 영상인식 기반의 무인 주차유도, 차량위치 확인 등 

ICT 기반의 생활편의 서비스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아

파트 단지에는 IoT를 활용한 ‘스마트 공기질 관리 솔루션’을 설치

해 입주민들이 실시간으로 단지 내 공기질을 확인하는 등 건물관

리에서 생활편의 기능까지 스마트시티가 갖추어야 할 종합적인 

ICT 기술을 선보이고 있다.

통신사와 지자체간 스마트시티 협력 확대 움직임

LGU+는 고양시와 함께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협력을 추진 중

이다. 고양시는 이외에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고양지식정

보산업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킨텍스 등 다수의 산/학/

연/관 기관들과 협력하여 공동으로 스마트시티를 구축하게 된

다. 고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IoT기반의 최첨단 도시를 위해 스마

트 도시환경, 우리동네 쾌적지수, 안심주차 등의 시범서비스를 추

진하게 된다.

특히 ‘스마트 쓰레기 수거관리 시스템’은 도시 대로변의 쓰레기통 

및 주택지역 주민 공공 쓰레기통에 IoT 센서를 달아 적재량을 실

시간 관리하여 자동 압축해주고 쓰레기 수거차량 및 환경미화원

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SKT는 판교 알파돔시티에 IoT기반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적용한

다. 2016년 8월 한국토지공사, 알파돔시티자산관리, SK텔레콤 

3사는 알파돔시티에 여가, 문화, 쇼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스마트 

사이니지, AR, Mobile to Mall 서비스 등이 적용되고 스마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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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해외 주요국들의 스마트시티 정책현황

표 2. KT-대전광역시 사물인터넷 서비스 기반 조성협약 주요 내용

국가 주요 정책

미국
2015년 스마트시티 이니셔티브 발표, 1.6억 달러 

연구개발에 투자

중국
500개 스마트시티 개발계획 발표, 2020년까지 연구개발에 

500억 위안 투입

영국
스마트시티 세계 시장점유율 10% 목표, 2012년부터 

관련기술 표준화 집중 투자

인도
총 19조원을 투입하여 2020년까지 전국 100개 스마트시티 

건설 프로젝트 발표

일본
에너지 효율화에 방점을 두고 요코하마 등 4개 스마트시티 

시범지역 집중 투자

주요 정책

비콘 기반 O2O서비스 제공을 통한 재래시장 활성화와 

빅데이터 분석기반 스마트 관광 분야 공동협력

미세먼지 측정을 통한 환경분야 및 공원 화장실 등 

공공시설 분야의 시민 안전 분야 협력

NB-IoT기반 공공시설 관제 등 스마트시티 사업 공동 협력

표 3 AT&T 주요 제공 솔루션 내용

AT&T 주요 제공 솔루션 내용

경찰 및 공공 안전담당관을 위한 원격 모니터링/운영 솔루션

Traffic 흐름 개선을 위한 교통 교차로 네트워크 솔루션

스마트 LED조명으로 기존 카운티 조명 인프라 업그레이드



트시티 운영센터를 구축하여 해당 지자체가 지역 사회 상황을 실

시간 파악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Atlanta는 스마트시티 얼라

이언스 구성원인 Southern Company가 이의 최대 자회사인 

Georgia Power와 함께 지능형 LED조명 솔루션을 도시에 제공

함으로 공공 안전 개선 및 효율성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Chicago

도 O’Hare International 공항 수하물 근처의 스마트 디지털 운

송보드를 설치해 가장 빠르고 저렴하게 도시로 이동하는 노선방

법을 여행객들에게 실시간 제공해주고, 키오스크를 통해서도 해

당 지역 명소 및 가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AT&T는 2016년 스

마트시티 프레임워크 발표 이후에도 지능형 조명 및 스마트 교통 

등 비 통신분야에서 전략적 제휴를 통한 스마트시티 선점경쟁 강

화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BT, Milton Keynes : Smart Data Hub Initiative 동향

영국 도시 중 가장 빠른 성장을 하는 Milton Keynes는 지역 기

반시설을 지속 성장시키고 늘어나는 지역 소비와 탄소 배출 감축

을 목표로 Open University, BT, 기타 파트너사들과 함께 스마

트시티 협력 팀을 구성했다. 본 협력의 핵심은 에너지, 수자원, 운

송 등 방대한 양의 도시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는 최첨단 허브를 만

들어 전체 스마트 도시 생태계를 단일 플랫폼으로 통합하는 MK: 

Smart Data Hub를 구축하는 것이며, BT는 이 협력에서 핵심 역

할을 담당했다.

일례로, BT는 Milton Keynes시 단기 주차 공간 최적화 시범 프

로젝트를 시행하여 기존 주차 공간 효율화에 일조했다. 일례로, 

약 2만 5,000개 주차 공간을 보유한 Milton Keynes시가 2020

년까지 1만 2,000개 주차 공간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

서 평소 약 7,000개 비어있는 주차 공간에 대한 활용화가 문제

시 되었다. BT는 이를 위해 센서가 감지한 빈 주차공간 정보를 주

차장 주변 디스플레이 및 스마트폰 앱으로 보내 차량의 가용 주차 

방향을 안내하는 솔루션을 제공했고, 이는 결과론적으로 기존 인

프라의 최대 활용과 주차공간을 찾기 위해 배회하는 차량의 연료 

12월부터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새크라멘토시

티와도 스마트시티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Singtel의 스마트시티 사업 현황

Singtel은 정부와 함께 싱가포르의 ‘Smart Nation’화에 앞장

서고 있다. 싱가포르는 2014년부터 리센룽 총리를 중심으로 스

마트시티 사업을 국가의 핵심 사업으로 추구하고 있고, IDC가 선

정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고의 스마트시티로 선정되기도 하였

다. Singtel은 스마트시티의 구현이 가능케 하는 홈 오토메이션 

및 안전솔루션, 혈압 등을 원격으로 측정하는 헬스케어 솔루션, 

차 상태를 자동 분석하는 커넥티드 카 솔루션 등의 어플리케이션

을 제공 중이다. 또한 이를 통제, 조작하는 IntelliSURF 플랫폼, 

데이터 분석 및 센서, 비디오 등의 IoT 어플리케이션을 관리하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이를 위한 클라우드 및 4G, LoRA망 등의 네

트워크 및 이 모든 서비스와 관련하여 요구되는 각종 보안 서비스

도 제공 중이다.

Singtel은 향후 VR, 자율주행차 등 미래 스마트시티와 4차 산

업혁명의 구현에 중요한 싱가포르 5G 구축에도 앞장서고 있다. 

Singtel은 2015년부터 Sony Ericsson과 손잡고 5G 기술개발 

및 구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2016년 8월에는 

세계 최초로 5G를 통한 end-to-end 비디오 스트리밍 시연을 

시행하였으며, 2017년 1월에는 최대속도 450Mbps의 LTE-A 

서비스를 싱가포르 전역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IV. 시사점

스마트시티 산업은 IoT, 단말, S/W, ICT 솔루션 등 다양한 기술

이 활용되어 ICT 산업 전반에 활성화 효과가 크고 건설, 인프라, 전

자, 환경 등 연관된 산업과 기업이 많아 국가 경제 성장을 위해 중

요한 미래의 핵심 사업이다. 스마트시티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의 정책 지원과 수출 활성화 및 표준화 강화, 관련 중소기업 육성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국가적 성장사업으로 유도하고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및 배출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BT가 전문 기술 제공 업

체 Deteq와 협력하여 설계한 이 주차 공간 관리 솔루션은 설치된 

센서로 차량의 도착 및 출발을 감지하고 가로등 기둥의 태양광 중

계기로 관련 정보를 보내어 데이터를 집계한 후 BT가 호스팅하는 

MK Data Hub로 최종 전송시키는 것이다. 여기서 분석된 데이터 

결과는 Milton Keynes 시의회의 공개 정보 대시보드에도 다시 

전송되어 사용된다.

결론적으로 BT는 본 시범 프로젝트를 통해 기존 주차 공간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시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왔을 뿐 아

니라, 주차장 센서를 통해 집계된 데이터의 분석결과를 시의회와 

공유하여 지속적인 도시 성장에 활용하도록 기여했다. 이는 BT가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사업의 한 사례로, 그 외에도 수자원, 에너

지, 스마트 조명 솔루션 제공에도 집중하고 있다.

Verizon의 스마트시티 사업 현황

Verizon은 IoT를 핵심 성장동력으로 선정하고 그 중에서도 스마

트시티를 핵심사업으로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Verizon은 

스마트시티를 위한 IoT 플랫폼 ‘Thingspace’를 2015년 출시하

였다. Thingspace는 4G LTE, Global IP, 보안 등의 역량을 활용

하여 에너지 관리 및 빌딩관리 솔루션, 스마트 미터링 및 도시 수자

원 관리 등 에너지/유틸리티 솔루션, 데이터 분석 및 공공 안전/비

디오 모니터링 등 공공 대상 솔루션, 교통량 관리 및 차량/자산관

리 등 교통 솔루션 등을 제공하고 있다.

Verizon은 미국 내 지자체들과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협력 관

계를 기반으로 스마트시티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노스캐롤라이

나 주 샬럿시에 에너지 효율화 솔루션을 도입하여 에너지 소모를 

8.4% 줄였으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000만 달러에 달한다. 

또한 플로리다 주 쿠퍼 시에서는 수도 계량계에 스마트 미터를 장

착하여 누수 및 흐름, 사용량에 대한 보고를 제공하여 비용 절감에 

도움을 주었다. 이 솔루션은 데이터 리포팅 횟수를 늘려서 물 절약

을 위한 적절한 수단과 적절한 시기의 누수 방지를 실현할 수 있었

다. Verizon은 보스턴시와 ‘Vision Zero’ 협약을 맺고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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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BT의 MK: Smart City Data Hub  

그림 2. Verizon의 스마트시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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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 메달 걸린 2018 평창 동계올림픽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2018년 2월 9일부터 2월 25일

까지 치러진다. 평창 동계올림픽은 15종목 102개 경기에

서 동계올림픽 사상 최초로 금메달 수가 100개가 넘는 대

회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스노보드 빅에어(남·여), 매스스

타트(남·여), 컬링 믹스더블, 알파인 스키 혼성 단체전 등 6

개 세부 종목이 신설돼 가장 많은 여성·혼성 종목의 경기가 

펼쳐질 예정이다. 

평창 동계올림픽은 한국에서 열리는 최초의 동계올림픽이

다. 하계올림픽이었던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30년 만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2018년 2월 9일부터 2월 25일까지 17

일간의 일정으로 강원도 평창을 비롯한 강릉, 정선에서 개최된다. 

세 번의 도전 끝에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된 한국은 ‘하나 된 

열정’이라는 슬로건 아래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은 ‘세계를 선도하는 첨단 ICT 올림픽’으로 치러

진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만날 첨단 기술을 소개한다. 

‘K-ICT’를 세계에 알리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대회는 ‘세계 

최초 5G 올림픽’ ‘똑똑한 AI 올림픽’ ‘편리한 IoT 올림픽’ ‘

즐기는 VR 올림픽’ ‘감동의 UHD 올림픽’ 등 세계를 선도

하는 첨단 ICT 올림픽이 될 것이다. 

세계 최초 5G 올림픽 

평창 동계올림픽에선 세계 최초로 5G(5세대 이동통신)가 

선보인다. 5G는 기존 4G(IMT-Advanced)보다 20배 이

상 빠른 전송속도를 자랑한다. 한국은 이번 대회 경기장 주

변과 서울 광화문 등 주요 지역에 5G 시범망을 구축하고, 

상용 수준의 5G 단말을 개발·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이용자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GIGA Wi-Fi Zone(기

가 와이파이 존)을 구축하여 무선통신 환경을 개선한다. 대

회관계자를 대상으로 Private Wi-Fi를, 일반 관람객을 대

상으로는 Public Wi-Fi를 제공한다. 

한국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대한민국 ICT 신기술을 접목한 
‘ICT 올림픽’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에 한국에서 개최되는 두 번째 올림픽 대회이기도 하다. 한

국은 세 번의 도전 끝에 이번 대회 개최지로 선정됐다. 한국

은 ‘하나 된 열정’이라는 슬로건 아래 평창 동계올림픽을 ‘

문화 올림픽, 환경 올림픽, 평화 올림픽, 경제 올림픽, ICT 

올림픽’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한국의 뛰어난 ICT 수준 보여줄 대회 

그동안 올림픽은 첨단 ICT의 경연장으로 기능해 왔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선 RFID 입장권, 얼굴 식별 기술

을 도입해 관람객의 입장 편의를 높였다. 2012년 런던 올

림픽에선 실시간 번역서비스를 통해 올림픽 정보를 실시

간으로 전송하는 기술을 선보였고, 2014년 소치 올림픽

에선 가상화 네트워크, 무선 중심의 서비스 제공 등을 실

현시켰다.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은 더 진화한 첨단 ICT 기술이 집약된 

기술이야기



2017 AUTUMN•3332

대화했다.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 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독일어, 

러시아어 등 앱 기반 자동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동 

통번역 서비스는 음성인식 통역, 문자입력 번역, 이미지 내 

문자 번역 등이 가능하다. 

콜센터는 AI 콜센터로 운영한다. 대회 조직위원회 콜센터

와 AI 콜센터 시스템을 연동해 AI가 단독 응대하거나 AI와 

상담원이 함께 응대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밖에도 인공지능과 로봇기술을 융합한 AI 컬링 대회, 드

론 영상인식기술을 활용해 범죄 및 위급상황을 실시간 탐

지·분석해 선제 대응하는 것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대회 기

간 동안 스마트폰으로 차량을 호출해 자동 주차, 도로 주행 

등 AI 기반 자율주행차 시승·체험도 이뤄진다.  

편리한 IoT 올림픽 

이번 대회에선 개인맞춤형 IoT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다. 

관람객들은 입국해서 출국하기까지 전 일정 동안 교통, 경

기 관람, 숙식, 관광, 쇼핑에 이르는 편리한 IoT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AR과 정밀측위 기술을 통해 이동구간에 따

라 실내·실외 길안내는 기본, 응원영상, 웰컴인사, AR 체

험 영상 만들기 등 참여형 양방향 디지털 사이니지 서비스

도 체험할 수 있다. CCTV를 활용한 경기장 주변의 혼잡도 

정보, 차량출입감지 센서를 이용한 실시간 주차정보 역시 

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비콘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관광도 누릴 수 있다. 

강원도는 지자체로는 전국 최초로 IoT 기반 비콘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바일 앱 ‘투어 강원’을 통해 관광정보는 물론, 

경기장 및 수송 정보, 관광상품 추천 등의 종합 정보를 다국

어(한·영·중·일)로 실시간 제공한다. ‘투어 강원’ 이용자들

은 비콘시스템을 통해 공항 도착 시 택시 승강장 위치, 최종 

목적지까지의 길안내, 주변 관광 정보, 숙박, 음식점 등을 

추천받을 수 있다. 웨어러블 밴드(선불충전 방식)로 관광

지 입장, 교통, 숙식 등 통합 지불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IoT 서비스는 관람객의 편리한 이용뿐 아니라 선수들의 경

기력 향상에도 도움을 줄 계획이다. 선수촌과 전시관에 설

치된 맥파·뇌파 센서를 통해 스트레스 정보를 취득한 후 운

동, 음악, 식이요법 등 모바일 맞춤형 콘텐츠를 제안한다. 

빙상장비용 아이스 챔버를 구축해 장비의 성능을 과학적으

로 평가하고, 스키훈련장에서는 레이저 센서를 활용해 스

키 기문별 통과 시간과 거리, 속도 등을 정밀 측정하며 루지 

종목 선수들의 이미지 트레이닝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IoT 서비스를 체험하고, 실증할 수 있는 IoT 스트

리트도 조성할 계획이다.

즐기는 VR 올림픽

가상현실이 평창 올림픽의 즐거움을 더한다. 이번 대회

는 가상현실을 통해 경기코스 가상체험, VR 드론레이싱, 

K-POP 홀로그램 콘서트, 전통문화 가상체험 등을 통해 보

는 올림픽에서 즐기는 올림픽으로 진화할 예정이다.  

관람객들은 스키점프, 봅슬레이 등 동계스포츠 종목의 VR 

시뮬레이션 게임을 즐길 수 있고, VR 슈팅게임, 테마파크

형 VR 시뮬레이션 게임도 체험할 수 있다. K-POP 홀로그

램 콘서트, 문화재 체험 등 한류문화를 VR로 시연하고, 강

원도를 비롯한 국내 대표 관광지를 VR로 제작해 제공한다. 

국내 방송사 주관으로 경기 영상 등을 고화질 VR 카메라로 

촬영해 실시간 전송하는 VR 중계 서비스 도입과 함께 드론

을 장착한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을 직접 보며 조종할 수 있

는 VR 드론레이싱 경기도 마련된다.   

감동의 UHD 올림픽

평창 동계올림픽은 현재 지상파 영상보다 4배나 더 선명한 

UHD 생중계 서비스를 도입한다. 현장에 있지 않아도 TV

를 통해 현장 그대로의 감동을 느낄 수 있다. 개막식과 폐막

식 그리고 쇼트트랙 등 주요 장면을 지상파 4K UHD 방송

으로 생중계한다. 

또한 UHD 체험스튜디오를 만들어 순수 국산 UHD 방송 

시스템을 구성, 방송제작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기획도 이

뤄진다. 체험스튜디오에서는 UHD 방송장비 전시와 함께 

지상파 4K 방송, 4K 기반 부가서비스 시연, 8K 시범방송

을 진행한다. 

개인 및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환경도 조성한다. 올림

픽 경기 이외의 현장 촬영해 공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내 기술로 개발된 UWV 등 대화면 실감영상을 통해 올림

픽 홍보도 이뤄지니 눈여겨보자.   

K-ICT가 열 새로운 기술 지평 

승리와 환희가 함께 하고 새로운 영웅이 탄생할 평창 올

림픽. 이번 평창 올림픽의 비전은 ‘새로운 지평(New 

Horizons)’이다. 동계 올림픽의 새로운 지평을 열겠다는 

야심찬 포부다. 5G, AI, IoT, VR, UHD 등 첨단 ICT가 여

는 새로운 지평 역시 기대해보자. 이번 올림픽은 ICT 강국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5G는 다양한 실감미디어 및 실시간 제어 서비스를 제공하

는 인프라가 될 것이다. 선수, 심판 등 1인칭 시점의 실시

간 영상을 시청할 수 있고, 원하는 선수의 영상을 선택해서 

볼 수도 있다. 더 나아가 원하는 위치, 원하는 순간을 자유

롭게 선택해 시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경기장 주변에 카메

라를 설치해 경기장면을 360도 각도에서 시청할 수 있고, 

원하는 순간에서 멈추고 이를 360도 돌려보는 작업이 가능

하다. 이번 대회에선 5G 기반 자율주행 버스 운영을 통해 

홀로그램, 초다시점 등 실감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탑

승자들은 버스의 투명 유리를 통해 실제 풍경에 중첩된 가

상정보를 제공받는다. 홀로그램으로 멀리 떨어진 경기장

의 선수 영상을 실제 눈앞에서 보는 것과 같은 느낌도 받

을 수 있다.  

똑똑한 AI 올림픽

평창 올림픽은 인공지능을 통해 관람객들의 편리함을 극

‘새로운 지평(New Horizons)’을 
비전으로 한  
이번 평창 올림픽은 
ICT 강국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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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읽기

라마 ‘크리미널 마인드(criminal mind)’가 대표적이다. 드라마 속에

서 등장 인물들은 범죄 현장의 다양한 단서를 토대로 사건을 조사하

고, 인터넷이나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등의 자료를 교차 분석하거나, 

지리적 상황을 프로파일링하여 범인의 행동 패턴을 파악하고 용의선

상을 좁혀나간다. 다소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풍겨내지만, 권선징악으

로 귀결되는 짜릿한 스토리는 사람들을 열광시키기에 충분하다. 지리

적 프로파일링에 대한 관심도 콘텐츠 매력에 따라 엎치락뒤치락한다. 

‘연쇄살인범 지도 매핑’은 20세기부터 오늘날까지 세계에서 가장 악

명 높은 연쇄살인범 25인의 범죄 경로와 추적 과정을 매핑(mapping)

으로 소개하는 책이다. 매핑이란, 살인 현장을 지리적 연관 관계로 분

석하는 지리적 프로파일링 중 하나로, 특정 범죄적 경향을 지니게 마

련인 연쇄 살인범을 추적하는 데 높은 효과를 보이는 수사기법 가운데 

하나이다. ‘남부 캘리포니아의 교살자’ 랜디 스티븐 크래프트, ‘뒤스

부르크의 식인자’ 조아킴 크롤, ‘샘의 아들’ 데이비드 버코위츠, ‘로스

트프의 백정’ 안드레이 치카틸로 등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범죄자

들에서부터, 2002년 ‘묻지마 저격’ 방식으로 워싱턴을 공포에 몰아

넣었던 존 앨런 무하메드와 리 보이드 말로, 1997년 세계적인 패션디

자이너인 지아니 베르사체를 살해한 앤드류 커내넌 등 20세기부터 현

재에 이르기까지 우리 시대에 악명을 떨치고 있는 연쇄살인범 25인의 

삶과 범죄 행각을 이 책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풍부한 사진과 매핑 기

법을 적용한 지도,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범행 일지 등을 통해 우리 세

기의 끔찍한 공포와 불안의 실체를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다. 

익숙한 곳을 다시 찾을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

범죄자의 행동적·심리학적 특성을 바탕으로 범죄자가 활동하는 지

역 및 거주 지역을 분석해 예측하는 지리적 프로파일링은 1992년 리

버풀 대학의 로스모(Rossmo) 교수에 의해 알려지기 시작한 프로파

일링 방법이다. 그는 범죄에 있어 시간적·공간적 특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지리적 프로파일링은 범죄자가 집, 직장, 학교와 같은 사회적 활동지

역과 그들에게 친근하고 익숙한 곳을 범죄 현장으로 삼을 것이라는 가

정에서 출발한다. 일상 활동 이론을 배경으로 한 과학적 통계 분석이

라 할 수 있다. 주로 5건 이상 연쇄적으로 벌어진 사건들과 관련한 장

소들의 공간적 위치를 분석해 범인의 행동을 특정하고, 이를 통해 범

인의 주요 활동 거점을 통계적으로 추정한다. 범인의 주거지, 은신처 

등을 압축하고 추정해 범인을 추적하고 검거하는 데 용이하다. 세간

을 떠들썩하게 했던 부산 여중생 살인사건 당시, 경찰은 범인 김길태

에 대해 그간의 범죄 경력과 성향 등을 분석해 그가 어디에 살며 어떤 

지역적 범주에서 범죄를 저지를지를 분석해 검거에 성공했다. 이것

이 바로 실제 사건 수사에 활용된 지리적 프로파일링의 최근 사례 가

운데 하나이다.

다양한 콘텐츠로 지리적 프로파일링 중요성 전달

지리적 프로파일링 기법은 이미 다양한 콘텐츠에서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 드라마, 영화, 책은 물론 만화에서까지 지리적 프로파일링을 시

도하는 군상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전 세계 200여 개 국가에서 13년 째 

시즌을 거듭하며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미국 ABC 스튜디오의 드

최근 복면과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신발에는 덧신을 씌워 치밀하게 범행해온 상습 절도범이 ‘지리적 프로파일링’ 수사기법으로 덜미를 잡혔다. 지

리적 프로파일링 분석 결과, 절도범이 추석 전 범행 지역 주변 일대에서 화요일, 금요일 새벽 4~6시 사이에 또 한 번 범행을 저지를 것이라 예측됐

기 때문이다. 전담반까지 편성했지만 단서를 잡지 못했던 경찰은 지리적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이용해 마침내 범인을 검거할 수 있었다. 

연쇄살인범들을 

옥죄는 지리적 프로파일링

“너희가 어디서, 
  무엇을 하던, 잡는다”

지리적 프로파일링 시스템이란?

지리적 프로파일링 시스템은 발생한 범죄 장소와 행동반경 등을 분석

해 다음에 범인이 언제, 어디서 범행할지를 예측하는 시스템이다. 다

양한 공간통계분석기법을 경찰의 범죄수사데이터에 적용해 예측하게 

되며, 이를 통해 조금 더 세밀해진 수사를 전개해 나갈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일어나는 범죄들은 과거와 달리 여러 가지 특징을 보

여주고 있다. 과거에 비해 더욱 교묘해졌고, 심각해졌고, 다양한 형태

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범죄의 변화는 사회가 급속하게 변모하

고,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더욱 가속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급변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 수사 역시 발전해왔다. 범죄자들

이 지능화되고, 잔인해지면서 기존의 물리적 증거만으로는 범죄 수사

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왔기 때문이다. 프로파일링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통한 범

죄 사실 입증 노력이 강조되면서 범죄 수사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파일링이 도입되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지리적 프로파일링이다. 

2009년 4월 처음 구축된 우리나라의 지리적 프로파일링 시스템 ‘지

오프로스(GeoPros)’는 범죄에 대한 공간적 예측·분석 정보를 제공함

으로써 범죄 수사와 예방활동에 도움을 주고 있다. 수사 중인 범죄에 

대한 정보를 지오프로스에 입력하기만 하면 기존에 입력된 범죄자 정

보와 동종범죄 발생 패턴 등 여러 변수를 적용, 반경 수 십㎞에 이르는 

연쇄사건에서 범인 은신처를 지도상에서 수 백ｍ까지 좁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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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임은희(문화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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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임영현 Photographer. 고인순

전주비전대학교가 2017년 6월 국토교통부로부터 공간정보 특성화 전문대학으로 선정됐다. 전북 유일의 지적·공간정보 관련 학과인 지적토목학과(지적 

전공)를 운영하는 전주비전대학교는 2.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뚫고 대구과학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과 함께 공간정보 특성화 전문대학으로 선정

되는 영예를 안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인재를 키우다 

공간정보 특성화 전문대학 선정에 빛나는

교육현장을 가다

전주비전대학교 
지적토목학과

2017년 6월 

공간정보 특성화 전문대학 선정   

전주비전대학교는 2016년 교육부 발표 

취업률 순위에서 86.5%를 기록, 전국(나

군) 1위를 차지하며 화제를 모은 데 이어 

2017년 6월에는 공간정보 특성화 전문대

학으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가 선정·발

표한 공간정보 특성화 전문대학은 전주비

전대학교를 비롯해 대구과학대학교, 인하

공업전문대학교 등 전국 3개에 불과하다. 

전주비전대학교는 전북에서 유일하게 지

적·공간정보 관련 학과를 운영 중인 학교

다. 지적토목학과는 지적 전공과 토목 전

공 과정으로 나뉘는데, 학사학위를 받는 전

공심화과정(3·4학년/학년별 20명 정원)

도 운영 중이다. 

이번 공간정보 특성화 전문대학 선정에는 

전국 7개 전문대학이 응모, 2.3대 1의 경

쟁률을 보였다. 엄정한 심사를 진행한 공

간정보 특성화 전문대학 운영위원회는 “이

번에 선정된 3개 대학은 공간정보 융·복합 

분야인 무인항공기, 3차원 콘텐츠 및 GIS 

소프트웨어 대한 직무·취업 역량 강화에 

강점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주비

전대는 교육 인프라 구축, 교육과정 및 교

재 개발, 전문교원 연수 등을 위한 국고를 

지원받을 예정이다. 

심정민 지적토목학과 교수는 “공간정보 특

성화 전문대학 선정에 앞서 11년 연속 공

간정보 거점대학(호남지역)으로 선정되는 

등 공간정보에 특히 강점을 보여 왔다”며 “

이번 결과는 그동안의 노력들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공간정보 특성화 전문대학 선정

에 대한 소감을 말했다.  

V I S I O N   O F

4 T H   I N D U S T R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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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동안 49명 공무원·공기업 

합격자 배출 

전주비전대학교 지적토목학과는 2013년부

터 2017년까지 최근 5년간 총 49명의 공무

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를 비롯한 공기업의 

합격자를 배출해냈다. 

이근상 학과장은 “지적 전공은 공무원과 공기

업 합격자 배출 성과와 함께 공간정보가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 것으로 전망되면서 4년

제 대학 졸업생이 입학하는 경우도 계속 증가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공기업 합격자를 다수 배출해낼 수 

있었던 데에는 전주비전대학교의 전폭적인 

지원과 전공심화과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공무원·공기업 양성 특별고시반 운영이 있

다. 공무원·공기업 양성 특별고시반 학생들

은 수업시간 외 하루의 대부분을 고시반에

서 보낸다. 

시험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동영상 강좌를 학

과 차원에서 지원하고, 전공과목을 더 심도 

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토론식 스터디 그룹

도 운영한다. 특히 교수진이 최신 출제 경향

을 반영해 개발한 공무원·공기업 맞춤형 심

화교재로 학생들을 지도해 좋은 결과를 얻

고 있다. 

지적산업기사 같은 자격증의 높은 취득률도 

자랑이다. 이를 위해 겨울방학기간 동안 특

강을 열어 집중적으로 준비할 수 있게 지원

하고 있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실무 중심 교육

 

지적토목학과 지적 전공은 국가직무능력표

준(NCS) 기반 교육과정을 운영 중이다. 국가

직무능력표준(NCS) 기반 교육과정 교내 경

진대회에서 1등을 차지하기도 했다. 공간정

보와 관련해서는 기초측량, 응용측량, 국토

공간현황측량 등을 통해 실무 중심의 측량 기

초와 신기술 측량을 지도한다. 수치지도제작, 

공간영상지도제작 수업에서는 지상측량과 

위성영상, 드론을 통해 취득한 공간정보 데이

터를 바탕으로 사용자가 요구하는 지도를 생

성하는 과정을 실습한다. 이와 함께 공간정보 

기초실무와 공간정보 프로젝트 수업에도 공

간정보 현장 업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학

생들을 지도한다. 특히 공간정보 프로젝트 수

업에서는 드론에 근적외선과 열적외선 센서

를 탑재한 후 도심지 식생분포 분석, 하천과 

저수지 수질분석 태양광발전소 유지 보수, 열

섬현상 모니터링 등을 진행한다. 지도를 제작

하고 이를 분석하는 과정을 거쳐 공간정보 전

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드론산업과 관련해서는 수치항공사진측량 

수업을 진행한다. 고정밀 사진측량용 드론

을 띄워 촬영한 후 혠 측량으로 취득한 지상

기준점 성과와 연계해 영상을 접합하는 과정

을 학습한다. 최대 300장 이상의 사진을 접합

해 실제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는 3차원 실감

정보 구축 과정을 학생들이 직접 진행할 수 있

도록 지도하고 있다. 자율주행차와 관련해서

는 GNSS측량, 드론측량, 항공측량 등을 통

해 3차원 정밀지도 제작을 집중적으로 훈련

시키고 있다. 이근상 학과장은 “공간정보 특

성화 전문대학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신성장

동력으로 꼽힌 공간정보와 드론, 자율주행차

와 관련한 실무 중심의 교육에 힘써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이끌어나갈 인재를 양성해 나가

겠다”고 밝혔다.

공간정보가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 것으로 전망되면서 
4년제 대학 졸업생이 
입학하는 경우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드론을 활용한 

3차원 하천 모델링 경진대회’ 

최우수상 받은 

김가람, 김용범, 배광운 학생 

지적토목학과 지적 전공 학생들이 지난 

7월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드론을 활용

한 3차원 하천 모델링 경진대회’에서 최

우수상인 국토교통부장관상을 받았다. 

김가람(2학년), 김용범, 배광운(이상 1

학년) 등 세 학생은 ‘3차원 지형모델링 및 

하천측량용 수치표고모형(DEM) 제작’

을 주제로 대전시 갑천을 드론 촬영해 3

차원 수치표면모델(DSM)을 구축한 성

과물을 제출했다. 이들은 “수치표고모형

(DEM)으로부터 수목 등 지장물을 제거

해 하천분야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수치

표면모델(DSM)을 민간 전문업체 수준의 

정확도로 생성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교수님께 경진대회 출전을 권유 받고 대

전시 갑천을 연구대상지로 삼아 경진대

회 준비에 매달렸습니다. 기존 연구자료

가 없어 어려움도 있었고, 갑천에서 드론

을 날리다 뱀을 만나 가슴이 덜컥 했던 순

간도 있었는데,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게 

돼 기쁩니다. 많은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계

기가 됐습니다. 최우수상인 국토교통부

장관상 수상은 이근상 교수님을 비롯해 

교수님들의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학생들을 위해 방학 때도 자격

증 특강을 맡아주시고, 열정적으로 강의

해 주세요. 앞으로 공간정보 전문가가 되

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V I S I O N   C O L L E G E   O F    J E O N J U

M i n i  I n t e r v i e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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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탐방Ⅰ

공간정보산업 발전 견인하는 꿈의 공간
LX공간정보 창업지원센터 

LX공간정보 창업지원센터가 지난 2017년 6월 문을 열었다. 서울시 강남구 학동역 3분 

거리,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지역본부 5층에 자리 잡은 LX공간정보 창업지원센터는 공

간정보 스타트업 기업들이 성장해가는 보금자리가 되고 있다. 2018년 1월, 공간정보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드림(Geo-Dream)센터로 확장·발전할 계획

인 LX공간정보 창업지원센터를 찾았다. 

●  ㈜데이터킹 : 360° VR 콘텐츠와 빅데이터 융합 서비스 

●  이플랩 : 외국인 관광용 증강현실 여행안내 애플리케이션 

●  맵킨즈 : 사용자 중심 전국 업소정보 주소록과 업소 API
●  LBS Tech : 증강현실을 이용한 공간감지기(공간탐색기)

●  ㈜블루시그널 : 빅데이터 활용 사고위험률 및 혼잡 예측 시스템

●   ㈜더순 : 철거·건축·인테리어 예약·접수 플랫폼

●  미니어스 : 사용자 분석을 통한 최적 장소 추천 서비스 

●  아무따 : 예체능 교육(레슨) 중계 플랫폼

●   유와인 : 위치기반 역사문화 학습 서비스

●  ㈜인듀어런스 : 2.5D 건물통합정보 모바일 서비스 

LX공간정보 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공간정보 스타트업 지원 위해 2017년 6월 개소 

민간의 공간정보 스타트업 기업이 성장해 나가는 데 가장 필요하

고 절실한 부분은 무엇일까? 다름 아닌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현실

로 실현할 ‘공간’이다. LX공간정보 창업지원센터는 공간정보 스타

트업 기업이 성장하는 ‘꿈의 공간’이다. LX공간정보 창업지원센터

는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지역본부 안, 267

㎡(81평) 규모로 지난 6월 문을 열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공간정보 창업 아이디어가 사업화로 이어져 

한국 공간정보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민간 부문의 창업을 지원하

고 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2016년 10월 LX공간정보 창업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달, 중소벤처기업부 ‘상생서포터즈 청년·창

업 프로그램’의 전담기관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출연 

및 수행 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LX공간정보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를 신설·진행해 창업지원 대상자 및 팀을 최종 선정했다. 

현재 LX공간정보 창업지원센터에는 제1회 LX공간정보 창업아이

디어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10개 공간정보 스타트업 기업이 입주해 

있다. 수상자들은 LX공간정보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거치며 사

업자등록을 해 창업을 실현하거나 직원을 추가 채용해 고용창출을 

L X   S P A T I A L   I N F O R M A T I O N FO U N D AT I O N  S U P P O R T  C E N T E R 

1 창업인들의 꿈의 공간 LX공간정보 창업지원센터

2, 3 센터에는 다양한 공간정보 스타트업 기업이 입주해 있다1

2

3

Writer. 임영현 Photographer. 박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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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LX공간정보 창업지원센터 관계자와 입주 기업 사람들

5 공간정보 전시물 또한 볼 수 있다.

6 지원기업을 위한 51종의 테스트 기기를 갖추고 있다.

이뤄냈다. 2016년 9월 말 기준 13명 규모였지만 1년이 지난 2017

년 9월 말 현재 총 28명으로 늘어났다. LX공간정보 창업지원 사업

과 창업지원센터를 통한 지원에 힘입어 인원으로만 따지만 1년 사

이 2배 넘는 성장을 기록한 것이다. 

입주 기업 중 빅데이터를 활용해 사고위험률과 혼잡 예측 시스템

을 개발하는 ㈜블루시그널은 자동차 브랜드 인피니티가 유망 스

타트업을 발굴·육성하는 ‘인피니티 랩, 스마트 모빌리티(INFINITI 

LAB, Smart Mobility)’ 프로그램에 최종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철거·건축·인테리어 예약·접수 플랫폼을 운영 중인 ㈜더순은 이미 

고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또한 위치기반 역사문화 학습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와인은 1년 동안 여러 경진대회에서 20회 이

상 수상한 저력을 가진 1인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인큐베이팅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  

LX공간정보 창업지원센터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자랑한다. 한국

국토공사는 2016년 준정부기관 최초로 중소기업벤처부의 ‘상생서

포터즈 청년·창업 프로그램’을 도입, 매년 정부와 1:1로 총 4억 원

의 자금을 조성해 공간정보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창업지원센터 입

주 기업들은 창업 자금을 지원받으며 창업지원센터 공간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창업지원센터의 문은 1년 365일 오전 7시부터 오

후 11시까지 이들에게 자유롭게 열려 있다. 사무용 책상, 의자, 서

랍 등 집기는 기본, 가상화 서버, 복사기, 스마트폰 40종, 태블릿

PC 11종 등 모바일 테스트 기기 51종과 같은 IT 인프라도 갖췄다. 

입주 기업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공간정보 전문가와 시장 전문가 멘

토링도 제공한다. 지난 8월에는 입주 기업들이 참여한 가운데 1박 2

일 일정으로 멘토링 데이 프로그램을 열기도 했다. 한국국토정보공

사와 국가공간정보센터가 보유한 공간정보 데이터를 무상으로 제

공하는 부분도 입주 기업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혜택이다. 입주 기

업들의 CI도 제작 지원하는데 현재 모든 기업의 CI 제작이 완료된 

상태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지역본부 내 공간정보 아카데미가 

있어 이곳에서 교육과 정례 세미나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지난 7월에는 입주 기업들이 싱가포르에서 열린 Echelon Asia 

Summit에 참여하는 기회도 제공했는데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이들 

기업의 부스 설치를 지원하고 투자자 미팅도 진행했다. 

2018년 1월 공간드림(Geo-Dream)센터로 확장·발전

창업지원센터에는 지난 10월 열린 제2회 LX공간정보 창업아이디

어 경진대회 입상자 10팀이 입주할 예정이며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공간정보 창업 지원 대상을 확대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 50

개 팀에 창업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오는 2018년 1월이면 창업지원센터가 공간정보에 관심 있는 국

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드림(Geo-Dream)센터로 확장·발

전한다. 2019년 세종특별자치시, 2020년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있

는 전주시에 공간드림(Geo-Dream)센터를 신설하고 2021년에

는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공간드림(Geo-Dream)센터는 오

픈스페이스 형태로 공간을 자유롭게 구성해, 공간정보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사무 공간이자 여가와 휴식을 누리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기능할 계획이다.

맵킨즈(MAPKINS)

권영혜 기술총괄 & 이희원 디자이너

맵킨즈는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전국 업소정보 주소록과 

이동체를 위한 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그

동안 각자 흩어져 일해 왔기 때문에 사무공간이 절실했습

니다. 그래서 LX공간정보 창업지원센터 입주를 손꼽아 기

다려왔어요. 창업지원센터 내 사무공간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크지만 무엇보다 위치가 강남이라 환상

적입니다. 강남에 투자 전문기업들이 집중해 있어 접근성

이 좋고, 공간정보 아카데미가 같은 건물에 있어 공간정보 

최신 트렌드도 쉽게 습득할 수 있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

사와 국가공간정보센터가 보유한 공간정보 데이터도 활용

할 수 있어 커다란 도움이 되고 있고요. 스타트업이지만 창

업지원센터에 입주해 있다는 자체가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한국국토정

보공사가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데요, 내년에는 공간드림

센터로 변신한다고 하니 기대가 큽니다. 앞으로 한국국

토정보공사와 함께 비약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싶습니다.

M i n i   I n t e r v i e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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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5~고3 대상 국토정보 전문가 체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자리 잡은 한국잡월드에 국토정보센터가 

지난 8월 31일 정식 개관했다. 한국잡월드는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

기관으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1,000여 개의 직업을 배우고 130

여 개의 다양한 직업을 체험하며 자신의 재능과 직업에 대한 흥미

를 알아볼 수 있는 국내 최대 어린이·청소년 종합직업체험관이다. 

한국잡월드 3층 청소년체험관 내 국토정보센터에서 체험할 수 있는 

직업은 두 가지. 측량기술자와 공간정보연구원이다. 초등학교 5학

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측량기술자와 공간

정보연구원의 세계를 알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현장탐방Ⅱ

오늘은 국토정보 전문가!      
한국잡월드 

국토정보센터 
체험 프로그램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국토정보 전문가를 체험할 수 있

는 한국잡월드 국토정보센터가 지난 8월 문을 열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국내 최대 어린이·청소년 종합직

업체험관 한국잡월드와 함께 한국잡월드 3층 청소년

체험관에 국토정보센터를 통해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

공하고 있다. 

Writer. 임영현 Photographer. 박창수

●  위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수서로 501, 

 한국잡월드 3층 청소년체험관 내 

●  대중교통  분당선 수내역 3번 출구에서 800m, 

 신분당선 정자역에서 1.2km

 (1번 출구에서 2번, 220번 버스 탑승 → 한국잡월드 하차)  

●  이용대상  초등학교 5학년~고등학교 3학년 

●  이용요금  평일 8,000원, 주말·공휴일 9,000원 

          (당일 체험실을 추가 이용할 경우 1개 체험실 추가 요금 

 평일 5,000원, 주말·공휴일 6,000원)  

●  체험 시간  1부 10:00~11:00, 2부 11:20~12:20, 

 3부 13:20~14:20, 4부 14:40~15:40, 

 5부 16:00~17:00(1시간 프로그램) 

●  프로그램  지적 측량, 3차원 입체측량, 드론을 활용한 3차원 모델링, 

 재해복구 시뮬레이션 실습 등 

●  이용방법  홈페이지(www.koreajobworld.or.kr)를 통한 온라인 

 사전 예약, 잔여석에 한해 당일 현장신청 가능 

●  전화번호 1644-1333

한국잡월드 국토정보센터

1 잡월드가 열리는 국토정보센터 전경

2 공간정보 연구원 직업 탐색 프로그램

3 드론 조종 시뮬레이션 체험

KOREA
JOB
WORLD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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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거리를 재보고 토탈스테이션으로 정확한 거리를 측정해보는 체

험이다. 한 명 한 명 토탈스테이션의 초점을 맞추고 측량을 한 후 측

량기록지에 결과를 작성했다.   

국토정보센터 안에서는 드론 조종 시뮬레이션 체험과 근대 지적제

도의 발전을 이끌고 독립운동을 전개한 해학 이기 선생의 업적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VR 체험도 이어졌다. 지난 7월, 한국국토정보공사

는 전북 김제시 해학 이기 선생의 생가를 지상 라이다와 드론으로 촬

영하고 3차원 좌표화한 바 있다. 모든 체험을 마친 체험자들에게는 

수료증이 주어졌다. 

공간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토정보센터 체험을 예약하

는 학생들이 느는 추세다. 재미있는 체험을 통해 국토정보 전문가

의 꿈을 키울 수 있는 한국잡월드 국토정보센터. 국토정보센터 체험

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주역으로 자라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장재욱 군

경기도 수원시 영일중학교 1학년

평소 지도에 관심이 많아 국토정보센터 체험을 신청했습니다. 드론 조

종 시뮬레이션 체험과 토탈스테이션 체험이 가장 재미있었습니다. 국

토정보센터 체험을 추천해주고 싶어요!

정서연·김지희 양

서울 서초구·성북구

동생들과 함께 국토정보센터를 체험했습니다. 그 중에서 재해로 피해

를 입은 지역을 복구하는 미션과 토탈스테이션으로 측량을 해보는 체

험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측량기술자와 공간정보연구원이란 직업은 

이곳에 와서 처음 알게 됐는데, 상당히 멋있는 직업 같아요!

M i n i   I n t e r v i e w

체험은 크게 국토정보센터 내외부 프로그램으로 나뉘어져 있다. 국

토정보센터 안에서는 컴퓨터 화면을 통해 지적 측량, 지상 라이다, 

수치지형도, UAV 측량 등을 체험할 수 있다. 3층 국토정보센터 밖

에서는 측량전문장비인 토탈스테이션을 직접 사용해 한국잡월드 

내 인근 체험실을 측량하며 측량기술자 업무를 경험할 수 있다. 체

험자 연령대에 맞춰 수준별 체험을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토탈스테이션(측량장비) 조작부터 재해 복구 미션 완료까지  

국토정보센터 안, 국토정보 전문가의 세계를 알고 싶은 청소년들이 

모였다. 이들이 자리에 앉자 앞 커다란 화면에 한국국토정보공사 직

원들이 영상을 통해 간단한 업무 소개와 함께 인사를 건넸다. 측량

기술자와 공간정보연구원이 되기 위해 필요한 역량과 전망, 전공 학

과에 대한 정보도 소개됐다. 

컴퓨터를 통한 체험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지적도 조각들을 드래

그해서 커다란 지적도 완성하기, 지상 라이다 측량 데이터를 보고 

건물 위치가 변동된 곳 표시하기 등 네 가지 미션이 참가자들에게 주

어졌다. 제한시간 안에 미션을 해결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때문

에 참가자들은 미션 해결에 분주한 모습이었다.  

다음은 측량전문장비인 토탈스테이션을 직접 사용해 보는 코너. 몇 

명씩 한 조를 이루자 측량기록지가 주어졌다. 걸음으로 우주선까지

THE
FIRST
MOVER 

4 토탈스테이션 체험

5 측량체험

6 IT와의 융·복합을 통합 체험

7 이기 선생 VR체험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측량기술자와 

공간정보연구원의 세계를 알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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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A T T H I A S  H O R X

미래학자가 보는 세상

미래 사회에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

실버세대, 은퇴 등은 옛말 

얼굴만 봐서는 나이를 가늠할 수가 없다. 

30대 초반일 거라고 짐작했는데, 손자가 

있고 곧 증손자까지 볼 예정인 70대란다. 

그런데도 얼굴은 물론 쉽게 늙는다는 목과 

손까지 주름 없이 매끈하다. 이는 2045년 

미래에선 놀랄 일이 아니다. 저출산·고령

화로 인해 전체 인구의 연령대는 높아졌으

나, 의학의 발전으로 노화를 획기적으로 늦

추면서 ‘젊은 노인’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말 그대로 이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실버세대라는 단어는 어느새 자취를 감췄

다. 은퇴도 옛말이다. 건강을 유지하며 현업

에서 활약하는 노인이 소비 주류로 떠오르니 

트렌드도 그들의 문화를 따를 수밖에 없다. 

빠르고 피상적인 것엔 관심이 없는 노년층을 

위한 음식, 여행, 예술 등의 산업이 크게 성장

한다. 건강에 대한 투자 심리는 시장경제의 

강력한 원동력이다. 활력 증진, 노화 방지 등

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약인 스마트 드러

그(Smart Drug)는 불티나게 팔린다. 

이로써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젊음을 즐겨

도 좋을 테다. 허나 아쉽게도 꽃다운 청춘 역

시 꺾이는 때가 온다. 마티아스 호르크스는 

저서 <위대한 미래>에서 다운 에이징(Down 

처럼 마주 봐야 한다는 부담감이 통화를 불

편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앞으로의 기술은 그저 똑

똑한 것만으로는 상품화될 수 없다. 따라

서 미래엔 조종하고 제어하는 욕망 중심

의 남성적 기술(Male Technology)가 점

점 인기를 잃는다. 반면 편하고 아늑하게 

품어주고 보살피는 여성적 기술(Female 

Technology)이 세상을 이끌게 된다. 말하

자면 곤란한 일이 생겼을 때 해결 방법이나 

전략을 알려주는 로봇보다도 심리적 압박

에 공감하고 위로해주는 인공지능이 더욱 

각광받는 것이다.   

흥미롭게도 기술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구조 

또한 여성 중심으로 바뀌게 된다. 호르크스

는 경쟁이 아닌 협력을 중시하는 여성이 소

통과 팀워크에 기반을 둔 서비스 중심 세계

에서 강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도시화가 진행될수록 청정 자연환경 유지,

창의적 근로자 계급이 등장하기도 

앞으로는 도시화가 계속해서 진행되겠지

만, 자연환경은 더욱 깨끗해진다. 이제까지 

도시는 낭비, 환경오염, 에너지 과소비 등

의 대명사처럼 불려 왔으나 천만의 말씀이

다. 인간이 편의를 위해 도시에 집중적으로 

2045년, 예상치 못한 미래 세상이 온다
마티아스 호르크스의 新 메가트렌드 시대 

인류는 나이가 들수록 젊어진다. 앞으로의 첨단 기술은 이성이 아닌 감성 중심으로 발전한다. 

도시화된 환경은 지금보다 더욱 오염도가 낮고 깨끗해질 것이다.   

이게 무슨 모순이냐고? 유럽을 대표하는 미래학자 마티아스 호르크스(Matthias Horx)의 생각

은 다르다. 독일의 주요 시사지 ‘자이트(Die Zeit)’의 편집장·저널리스트로 활동하며 쌓은 뛰

어난 현실감각을 통해 미래를 전망하는 그는 이와 같은 흐름이 미래 사회를 이끌 메가트렌드

(Mega-Trend)라고 말한다.

Writer. 오민영(과학 칼럼니스트)

Aging)의 시기를 80~85세라고 밝혔다. 인

간이 유전적으로 타고난 기대 수명의 최대

치까지 노화를 막은 결과다. 이때를 넘어서

면 죽음에 가까워진다는 증거로, 피부 탄력

이나 건강이 눈에 띄게 나빠진다. 그나마 위

안이 있다면, 사망 전 질병 등으로 고통받는 

기간이 지금보다 매우 짧아진다는 것이다.      

기술부터 사회적 구조까지 

여성 중심으로 바뀐다 

그렇다고 2045년의 사회가 모조리 스마트

한 첨단 기술로만 이뤄진 것은 아니다. 신기

술도 인간의 마음 즉, 감성을 만족시키지 못

하면 도태된다. 이는 지금이나 28년 후나 

다를 것이 없다. 종이책의 큰 부피와 육중한 

무게를 대체할 수 있다고 나선 전자책을 떠

올려 보자. 종이 특유의 질감과 페이지를 넘

기는 촉감을 좋아하는 독자 대부분은 결국 

종이책을 선택했다. 호르크스는 “종이는 자

료 보관에 탁월하고 건전지도 필요 없으며, 

다운되지도 않는다. 이는 결코 전자책이 대

신할 수 없는 가치다”라고 말한 바 있다. 

화상통화도 이와 마찬가지다. 먼 거리에서

도 서로 얼굴 보며 대화할 수 있는 꿈의 기

술이지만, 정작 스마트폰 이용자 대다수는 

음성통화로 이야기한다. 실제로 만나는 것

거주하면 자연은 훼손되지 않는다. 게다가 

지구상의 모든 인구 밀집 지역을 공간적으

로 당기면 지구 표면의 3.5%에 불과하다. 

한편,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는 이제까지 개

발해온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등과 같은 친

환경 기술을 널리 보급·사용한다. 결과적

으로 도시화는 농업을 포함해 자연보호구

역, 생물권 프로젝트 등을 추진할 공간을 확

보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 밖에 근로 부문에서는 블루칼라(Blue 

collar, 생산 근로자), 화이트칼라(White 

collar, 사무직 근로자)와는 차별화된 제3

의 근로계층이 생긴다. 바로 창의적 계급이

다. 프로젝트 방식의 창조적 서비스 분야가 

증가하면서 생겼으며, 이들은 특정 회사나 

조직에 속하지 않은 1인 기업이다. 미래엔 

이처럼 한곳에 얽히지 않고 일하거나, 혹은 

짧은 계약 기간을 조건으로 작업에 참여하

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다. 

마티아스 호르크스의 눈으로 본 미래 세상

은 허를 찌르는 한편, 현실적이다. 현재를 

바탕으로 볼 땐 모순이 있어 보이지만 알고 

보면 그 모든 결과가 합리적 근거를 갖추고 

있다. SF영화나 소설처럼 환상적이고 신기

한 요소가 없는 그의 전망에 오히려 주목해

야 하는 이유다.



50

 고지도를 찾아서

기존의 세계지도와 달리 

환상적으로 그려진 천하도

(자료 : 국립중앙박물관)

오는 상상의 허구적인 나라들이다. 

내대륙의 지명은 <산해경>의 해내경(海內經)에서, 내해의 지명은 

해외경(海外經)에서, 외대륙의 지명은 대황경(大荒經)에서 따왔다. 

예를 들어 내대륙에 있는 대유국(大幽國)은 산 위에 검은 새와 검은 

뱀 등이 살고, 내해에 있는 양국(暘國)은 여덟 개의 머리와 다리, 꼬

리가 달린 동물이 살고, 외대륙에 있는 수마국(壽麻國)은 똑바로 서

면 그림자가 없고 크게 외쳐도 메아리가 없다는 기괴한 나라들이다.

외대륙 북쪽에는 신목(神木) 한그루와 ‘반목십리( 木十里)’가 쓰

여 있는데, 이는 <산해경>에 나오는 말로 신선사상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한다. 외해 동쪽과 서쪽 끝에도 산위에 신목이 그려져 있는

데, 동쪽의 부상(扶桑)이 솟은 유파산(流波山)은 해와 달이 뜨는 곳

이고, 서쪽의 반격송( 格松)이 우뚝한 방산(方山)은 해와 달이 지

는 곳을 나타낸다. <산해경>에 부상은 “동쪽 바다 가운데 흑치국(黑

齒國) 북쪽에 있는 나무로 그 곳에서 해가 뜬다.”라는 뜻이다. 부상

국(扶桑國)은 옛날 중국에서 일본을 부르던 이름이기도 하다.  

조선중기 이후 세간에 널리 퍼졌던 천하도는 지리학적 상식으로는 

황당무계하고 쓸모없는 지도로 보이지만, 그 속에는 상상과 현실의 

세계가 함께 담겨져 있어 보는 재미와 많은 얘깃거리를 만들어 내는 

흥미로운 지도라 할 수 있다. 조선의 선비들은 그들이 동경하던 이

상향에 대한 세계를 천하도를 통해 승화시켰을는지 모른다.

천하도는 대부분 원형으로 이뤄져 원형천하도(圓形天下圖)라고도 

부르는데, 지도의 제목에 따라 천하지도(天下地圖), 천하총도(天下

總圖), 보천천하도(普天天下圖)라고도 불리고, 낱장보다는 <여지

도(輿地圖)>와 같은 지도첩에 수록되어 전하고 그 형태 또한 매우 

다양하다. 천하도에는 간기(刊記)가 없어 언제 누가 무슨 목적으로 

제작했는지 알 수 없으나 함께 수록된 지도 등으로 판단해 제작된 시

기를 18세기 초로 추정한다. 

기존의 세계지도와 그 형태가 전혀 다른 천하도에 대해서는 국내보

다 외국 학자들이 먼저 관심을 가지고 연구했는데, 제작된 시기나 

내용 등에 관해서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일본의 고지도학자 나카

무라 히로시(中村拓)는 제작 시기를 16세기 이후로 추정하였으나, 

고고학자인 김양선(金良善) 목사는 천하도가 조선 초기의 전사본이

라고 주장하였다. 

천하도의 전체적인 구조는 중심부에 중국과 조선, 동남아시아, 서

역제국을 포한한 아시아 대륙인 내대륙(內大陸)이 자리하고, 그 주

위는 내해(內海)로 둘러 싸여 일본, 유구를 비롯한 상상의 나라들

이 산재해 있다. 내해 밖의 고리 모양의 외대륙(外大陸)에도 상상

의 나라들이 둘러있고, 외대륙 밖은 다시 바다인 외해(外海)에 둘

러싸여 있다. 

천하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오른쪽 상단에 제목이 있고, 좌우에는 천

하의 동서 간 거리와 남북 간 거리가 쓰여 있다. 제목 옆에 써진 ‘81

국(八十一國)’은 조선과 중국 외에 사각형으로된 나라들을 합친 숫

자로, 81개 나라 중 실존하는 나라는 내대륙의 조선과 중국, 안남국

(베트남), 번호(蕃胡) 12국, 서역제국과 내해의 일본, 유구, 섬라(타

이)뿐이고 그 외는 모두 중국 고대의 기서인 <산해경(山海經)>에 나

천하도 속에는 

상상과 현실의 세계가 

함께 담겨져 있어 보는 재미와 

많은 얘깃거리를 

만들어 내는 흥미로운 

지도라 할 수 있다

마테오 리치의 곤여만국전도가 1603년 조선에 전해지면서 조선의 지식인들은 

중국보다 더 넓은 세계가 있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고, 이로 인해 서구의 새로운 

지식과 학문을 연구하는 풍조가 싹트게 되었다. 그러나 전통을 고수하는 일부 학

자들은 이질적인 문명을 거부하면서 전혀 다른 형태의 세계지도를 만들게 되는

데, 이것이 바로 천하도(天下圖)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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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외곽순환 고속도로 아래를 통과할 때

와 육교 아래를 통과할 때 발생되며 고

층건물과 건물밀집 지역에서는 처리 데

이터가 산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정밀도를 저하시키는 계수인 DOP실험

에서는 MAC과 VRS의 DOP는 9.90에

서 0.70까지 분포하고 있으며 평균은 

MAC방식이 우수하고 표준편차는 유사

한 결과를 보였음

     -  정밀도를 저하시키는 계수인 DOP의 수

치가 6이상인 지역은 고가밑, 육교, 고

층건물사이, 건물밀집지역으로 분석되

었으며 INS 결합을 통해 보완이 필요할 

서론

•  경기도는 새롭게 조성중인 판교제로시티

(판교창조경제밸리)에 실생활 속의 자율

주행자동차 실증단지를 구축하고 이를 중

심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을 육성할 예

정이다. 실증단지에는 실제 사람들이 살

고 있는 도시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기술력 있는 우수 기업들과 인재들을 유

치하겠다는 계획이다.

•  자율주행자동차가 주행하기 위해서는 여

러 가지 기술요소를 필요로 한다.

     -  센서를 사용하여 장애물, 도로표식, 교

통신호 등 주행환경을 인식하는 기술

     -  정밀지도, GNSS, 센서 융합을 통해 차

량의 절대 및 상대 위치를 추정하는 위

치인식 및 맵핑기술

     -  인지 신호들을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차

량의 행동에 지시를 내리는 판단기술

     -  지시된 행동을 추종하기 위한 종향, 가·

감속 등을 제어하는 제어기술

     -  차량과 차량 간 또는 차량과 인프라 간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인터렉션 기술

•  자율주행자동차 실증단지를 구축하기 위

해서는 고정밀 디지털지도, V2X통신, 정

밀 GNSS 및 IT 인프라 제공과 통합관제

센터를 통한 교통 편의성과 안정성 제고

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위치정보서비스, 

디지털 맵 생성 방안, 다이나믹 맵 서비스 

플랫폼 구축방안에 대한 방향 수립이 요

구된다.

1. 자율주행 위치정보 서비스

1) 위성항법 시스템

•  자율주행자동차가 자차의 위치를 추정하

기 위해 사용하는 기술은 GNSS 위성을 활

용한 위성항법시스템이 가장 일반적이다.

     -  위성항법시스템은 측위, 국방, 환경, 재

난감시 등 사회 전반에 걸쳐 활용되고 있

으며, 최근에는 무인항공기, 자율주행차

량 등 정밀한 위치 정보가 필요한 활용분

야에서 핵심기술로 대두되고 있음

     -  GNSS를 활용한 위치결정은 우주공간

상의 위성으로부터 수신기에 도달하는 

시간을 통해 거리를 결정하여 위도, 경

도, 높이와 같은 이용자의 3차원 위치

를 결정함

     -  공간상 임의의 점의 위치 결정은 1개의 

수신기에서 최소 4개 이상의 GNSS 위

성을 동시에 관측하여 수신지점의 3차

원 위치를 결정하게 되며 일반적으로 

GNSS 모듈 성능에 따라 5m에서 50m 

까지 차이를 가지고 있음  1

2) 자율주행 위성항법 시스템

•  GNSS를 활용한 위치서비스는 출발지부

터 원하는 목적지까지 자율주행을 구현하

고 강인한 측위기술을 바탕으로 차량의 

현재 위치가 어느 도로 위의 어느 차선을 

달리는지를 인식시켜 줌으로써 안전도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일반 차선의 폭은 3m이고, 차량

의 크기가 큰 트레일러의 폭은 2.5m여

서 자율주행을 위한 고정밀지도는 최소한 

25cm 정확도를 유지하여야 함

•  따라서 자율주행에 GNSS 위치결정 기술

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GNSS 위성신호의 

각종 오차 성분을 제거함으로써 위치정확

도, 가용성, 무결성 등을 만족시킬 수 있도

록 위성항법 보강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하

며, 이 시스템은 어떤 매체를 활용하는지

에 따라 위성기반 보강시스템과 지상인프

라 기반 보강시스템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3

 3) 판교제로시티 GNSS 시스템 구축방안

•  자율주행차량에 적용되는 위치보정 시스

템을 결정하기 위해  실시간 네트워크 이

동측위 기법을 적용하여 데이터 취득 실

험을 수행하였다.

     -  GNSS 데이터 취득실험을 위해 한국천

문연구원 서울기준국, 서울특별시 송

파기준국, 국토지리정보원 양평, 수원

기준국, 한국국토정보공사 용인기준국

을 이용한 보정정보 생성 기준국망을 

구성하였음

     -  GNSS 신호수신을 위해 1개 안테나는 

차량의 동일지점에 마운트하였고, 수

신기는 Splitte를 이용하여 2개 수신기

에서 MAC과 VRS를 동시에 관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하여 데이터를 취

득하였음

     -  데이터 취득율 실험결과 MAC은 

16,777개 VRS는 16,768개 취득되어 

각각 93.8%와 93.7% 취득률을 보였

으며 두 기법에 차이가 거의 없음  4

     -  GNSS 데이터를 처리하지 못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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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자동차 인식기술 개발지원을 위한 공개용 표준 DB 구축 연구(2015)

LX 위성기준망 실용화 연구(2016)

자율주행 디지털 맵 분야 표준화 로드맵 수립(2017)

GNSS 측위1

서론 본론

 

위성기반 보강시스템 시스템 구성도 : KASS2

실시간 이동측위 시스템 개념도 :  

서울특별시 네트워크 RTK 시스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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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공사 준공 시기에 맞춰 소규모 지역 

UAV(Unmanned aerial vehicle) 촬영

을 추가하여 합성하는 과정이 필요함  6   

7  

•  자율주행 디지털 맵은 10~20cm 수준의 

정확도가 요구되며 기존 네비게이션 지도

가 아닌 새롭게 3D 지형 및 도로정보를 수

집하여야 하고, 항공영상에서 식별이 불

분명한 지역에 대한 차선, 중앙선, 연석 등 

데이터 베이스 구축이 추가로 요구된다. 

     -  도로정보가 포함된 디지털 맵을 구축하

기 위해서는 MMS(Mobile Mapping 

System) 측량을 통해 도로 및 표지판 등

의 기본정보 데이터 베이스 구축이 필요

     -  MMS는 차량에 디지털 카메라, 레이

저 스캐너, GNSS, INS, DMI 등 다양한 

센서들을 조합한 이동 측량시스템으로 

MMS 시스템으로 도로주변 데이터 획

득, GNSS 후처리 및 INS 센서 통합을 

통한 데이터 보정,  3차원 프로세싱을 거

쳐 디지털 맵을 구축함   8   9  

•  MMS 시스템과 항공사진측량에서 

GNSS/INS 장치로부터 정확한 위치를 

결정하여 디지털 맵 상에 표현하며, 이

러한 GNSS 위치는 대응하는 디지털 맵

의 좌표와 융합하여 어떤 도로의 구간에

서 몇 번째 차선 등에 위치하고 있음을 

인지하게 됨 

     -  상대위치 인식방법에서는 수목, 건물, 

터널 등 상공장애의 원인으로 발생되는 

GNSS 음영지역에서 차량 인지가 가능

한 지상 특징점의 좌표를 미리 측정하여 

디지털 맵을 작성하고, 실제 차량주행시 

수 개의 지상특징점을 차량에서 인식하

여 디지털 맵과 비교함으로써 자차의 위

치를 결정하는 방법

•  또한 디지털 맵은 감속구간과 정지선, 차

선 등의 정보를 포함하여 데이터를 생성

하고 자율주행의 속도계획 및 사전 상황 

인지를 수행하는 역할을 수행

2) 디지털 맵 구축방법 분석

•  항공사진측량은 항공기에 디지털 카메라

를 장착하고 촬영한 사진영상을 이용하여 

대상물의 3차원 위치정보를 생성하는 기술

로 디지털 맵과 정상영상 제작이 가능하다.

  -  판교제로시티에서 항공사진측량기법

을 이용한 디지털 맵 구축은 판교역

을 포함한 항공사진촬영을 수행하

것으로 판단됨  5

     -  GNSS 데이터 취득 실험에서 MAC 방

식과 VRS 방식의 비교 결과는 매우 유

사한 성과를 나타냈음, 따라서 판교제

로시티 지역에 특화된 GNSS 네트워크 

망을 사용자가 직접 구성할 수 있고, 사

용자수에 제한이 없는 MAC 방식의 채

택이 필요함

     -  실험결과를 기반으로 GNSS 보정정보 

서비스 시스템은 네트워크 망내 기준

국 데이터 수신오류가 발생할 것에 대

비해 기존에 설치되어 활용되고 있는 

5개 기준국으로 보정정보를 생성할 필

요가 있음

     -  보정데이터 정확도를 감시하는 기준국

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1개 기준국

을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있음

2.자율주행 디지털 맵 생성방안

1) 디지털 맵 요소

•  자율주행차가 경로를 생성하여 주변 장애

물을 인식하면서 주행하기 위해서는 자차

의 위치결정이 필요한데 이러한 위치결정

은 절대위치 인식과 디지털맵( HDMAP : 

High Definition MAP)를 이용하는 상대

위치 인식 방법으로 구분된다.

     -  절대위치 인식 방법은 차량에 설치된 

GNSS /INS에 기반하여 작성되는 디지

털 맵은 GNSS 또는 Total Station 지상

측량을 통한 정확도 검증이 필요

     -  GNSS 지상측량은 수초간의 데이터 관

측으로 신속하게 1~2cm 수준의 위치

를 결정할 수 있는 네트워크 RTK 측량 

방식을 적용하며, 측량지역에서 후속작

업이 가능하도록 기준점 측량 또는 검증

점에 대한 직접 측정이 가능 

     -  Total Station을 이용한 지상측량은 네

트워크 RTK 측량에서 설치된 기준점을 

이용하여 GNSS 음영지역에 위치한 지

점의 검증측량에 활용

     -  검증점은 1km 간격마다 영상에서 식별

이 명확한 지점을 선정하며 터널 내부와 

육교 밑, GNSS 데이터 산란, DOP가 높

은 지역을 포함하여야 함  

3) 디지털 맵 구축방안 제시

     -  자율주행 디지털 맵은 자율주행 차량에

서 취득되는 좌표계 뿐만 아니라 항공영

상, MMS, 지상측량 좌표계와 일치하여

야 하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

조에 따른 좌표계를 사용함

     -  자율주행 디지털 맵은 3차원 도화시스

템을 활용하여 건물이나 터널 등에서 

GNSS 상공장애 없이 차선, 중앙선, 횡

단보도, 노면표시 등이 포함된 기본 벡

터 맵을 생성하여야 하며, MMS 시스템

은 가로등, 신호등, 교통표지판 등과 자

율주행차량의 상대위치 인식방법에 융

합되는 Landmark를 구축하고 항공사

진측량에서 식별하지 못하는 도로선형

을 보완하여 구축하여야 함

     -  GIS 플랫폼 시스템은 래스터 및 벡터 타

일맵, 교통시설물, 환경정보 등을 DB화 

하여 자율주행관제시스템에 제공하며 

MMS 플랫폼을 통해 갱신되는 정보를 

주기적으로 전송하는 역할 수행

     -  따라서 시각적으로 식별이 가능한 영상

기반의 디지털 맵 구축이 요구되며 확대 

축소 기능이 자유롭게 타일맵 형태의 구

축이 필요하고, 사람과 차량 및 일시적

     -  지상측량은 항공사진측량과 MMS 측

량에서 구축된 디지털 맵 및  Landmark 

검증을 수행하고 GNSS 산란지역 및 

DOP가 높은 지역의 정확도 확보를 위

한 보완측량을 수행

     -  판교제로시티 구축 준공시기에 추가적

으로 수행되는 디지컬 맵은 MMS 시스

템과 지상측량을 통하여 추가적으로 구

축하며 정보의 종류에 따라 레이어 설정

이 필요  10

4) GIS기반 관제 플랫폼 시스템

•  판교제로시티에는 변화하는 도로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자율주행차에 제공할 목적

으로 관제센터가 구축된다. 

     -  판교제로시티 자율주행 디지털 맵 관제

시스템은 Network RTK, GIS 플랫폼 

시스템으로 구성하고,  Network RTK 

시스템은 자율주행 차량에 위치 보정정

보를 제공하여 자율주행차량으로부터 

수집된 위치정보를 GIS 플랫폼 시스템

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

보정기법별 데이터 취득율 결과4

보정기법별 DOP 결과5

보정방법 예상 데이터 수 취득 데이터 수 차이 취득률

MAC 17,895 16,777 1,118 93.8

VRS 17,895 16,768 1,127 93.7

보정방법 최대값 최소값 평균값 표준편차

MAC 9.90 1.24 1.24 0.92

VRS 9.90 0.90 1.81 0.87

벡터맵6

정사영상7

MMS를 통해 측정된 정밀지도 데이터8

MMS 시스템 장비9

디지털 맵 작성 시스템 10

<항공사진측량>

<정사영사 및 도화데이터>

<MMS 측량>

<MMS 측량기본 맵 생성>

<지상측량>

<GNSS 음영지역 항공 및 Landmark 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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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시설물과 신호등이 포함되며, 실제 

세계 중 준정적인 정보(quasi static 

behaviour)를 포함하고 있음

     -  Level 3 (transient dynamic data) :  실

제 환경에서 교통 흐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일시적 동적 정보로 구성

되어 있음(차선 폭, 규정 속도 및 교통사

고 지역 정보)

     -  Level 4 (highly dynamic data) :  실제 

환경에서 교통안전과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순간 동적 정보로 

구성되어 있음(차량에 대한 정보와 동적 

신호등 정보)   12

2) 다이나믹 맵 서비스와 

     표준 노드링크 연계

•  다이나믹 맵은 자율협력주행자동차의 실

현을 위한 기반기술로 개념화되고 있으

며, ITS 어플리케이션의 안전하고 성공적

인 운용을 위해서 ITS 스테이션안의 개념

적인 데이터 저장소이다.

     -  다이나믹 맵 서비스는 자율주행 자동차

가 주행하는 구간에 대한 상세 정보(지

형정보, 위치정보, 상태정보, 교통정보 

등)를 정해진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달

을 받을 수 있고, 기존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의 발전적 개념인 

C-ITS(Cooperative-ITS)의 일부 시스

템으로 활용 될 수 있음

     -  데이터는 자율주행 자동차로부터 전

달될 수도 있고, 중앙 센터, 도로 인프

라 등에서 데이터를 취득하여 LDM을 

구성함  13

     -  지능형교통체계관리시스템인 표준노

드/링크는 도로교통분야의 지도정보 가

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국가 표준 노드

이를 다이나믹 맵을 통하여 실현가능함.

•  다이나믹 맵 서비스는 자율주행 자동

차가 주행하는 구간에 대한 상세 정보(

지형정보, 위치정보, 상태정보, 교통정

보 등)를 정해진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

달 받을 수 있고, 기존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의 발전적 개념인 

C-ITS(Cooperative-ITS)의 일부 시스

템으로 활용 될 수 있음.

     -  Level 1 (Permanent static data) : 

가장 기본적인 밑바탕인 디지털지

도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도로의 지

형(road topography), 도로의 속성

(road attributes), 관심 영역(points of 

interest)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실

제 세계에 존재하는 정적인 정보를 포함

하고 있음 

     -  Level 2 (transient static data) :  도

로 주변의 인프라의 관한 정보가 포함

되는 부분으로 도로 주변 인프라는 도

인 움직임이 있는 장애물이 제거된 영상

을 구축하여야 함   11

3.  자율주행을 위한 다이나믹 맵 

 서비스 방안

1) 디이나믹 맵 서비스

•  자율주행자동차가 원활하게 목적지까지 

이동하기 위해서 도로상의 모든 정보를 

스스로 인지, 판단하고 제어하는 것은 불

가능하기 때문에 도로 인프라로부터 정보

지원이 필요하다.

     -  주변 상황에 대한 정보를 주변 차량을 통

해서 전달(V2X) 받을 수 있고  관제 시스

템 혹은 주변 인프라(V2I, Wave)를 통

하여 전달 받으면서 운행 중에 인식문

제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줄임.

•  차량에 장착된 센서를 기반으로 추정된 

고정밀 위치정보와 기 구축된 전자지도 

기반의 도로시설물과 시간에 따라서 바

뀌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차량에 제공하며 

링크 체계의 구성과 내용임

     -  우리나라 교통망[노드(Node)/링크

(Link)] 체계는 교통정보 산업과 관련

된 많은 업계에서는 교통정보의 원활한 

교환을 위한 전국 교통망에 대해 단일화

된 ID 체계를 적용한 표준교통망 DB 구

축이 필요함

•  교통정보 실시간 교환에 기본이 되는 전

국단위 표준 노드/링크를 통해 ITS 호환

성과 상호연계 운용 효율성을 확보하고, 

대국민 교통정보 제공 편의증진이 가능

3) 다이나믹 맵 서비스 방안

•  자율협력 주행을 위해서는 차량의 정밀위

치를 결정시켜 주고, 교통상황 등에 대한 동

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도로인프라의 필

수적인 요소이며,  동적/정적 정보의 수집, 

저장뿐만 아니라 이를 융합하여 표준화된 

방법으로 차량에 제공해야 자율협력주행 

기술의 범용성 및 실용화를 지원할 수 있다.

•  다이나믹 맵 서비스의 기능 요구사항 

     -  DENMs, CAMs and TPEG과 같은 수

신되는 정보를 받을수 있어야 하고 받

은 정보에 대하여 타당성 검토가 가능

하여야 함

     -  충분한 시간 안에 관련정보를 안전하

게 저장함

     -  인증된 어플리케이션에 정확한 정보를 

정해진 시간 안에 전달가능함.

         · 구독이나 알림과 같은 서비스 

         · 공간정보에 대한 서비스

     -  다른 어플리케이션과 공유하기 위해서 

처리된 정보를 안전하게 저장 가능함.

•다이나믹 맵 서비스 방안

     -  자율협력주행을 위한 LDM(Local 

성을 가진 기관들이 융합된 콘소시엄이 

주체가 되어 추진 LDM, 정밀전자도로

지도 및 위치기반 기술 개발을 위해 ISO 

TC204 WG3 및 WG18 등의 관련 국

제표준 진행 내용 지속적 검토 및 분석

4) 다이나믹 맵 서비스 플랫폼 구축방안

•  다이나믹 맵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은 크

게 서비스 모듈, 다이나믹 맵 모듈, 데이

터 관리, 네트워크 로 그게 4가지의 모듈

로 설계한다.

     -  차량이 다이나믹 맵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차량에 서비스 하고, 관제시스

템 등의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

하여 서비스하는 서비스 모듈. 

     -  정적인 지도 정보와 동적인 지도정보를 

합성하는 단계인 다이나믹  맵 모듈

     -  지도데이터와 속성 데이터, 외부 데이터

를 연계하는 데이터 매니저  모듈. 

     -  차량 및 시설과 통신을 수행하는 

Networking & Transport 모듈.  14

Dynamic Map) 기술 개발

         · LDM 표준 플랫폼 개발 및 구축

         ·  표준을 반영한 전송 프로토콜 및 데이

터 규격 개발

         · LDM 유지·관리 기술 개발

         ·  LDM 유지관리 방안(정적 및 동적

데이터 적기 갱신, 오류데이터 검증 

등) 마련

         ·  LDM 플랫폼 모니터링 SW 개발

• 다이나믹 맵 서비스 구축 전략 

     -  다이나믹맵 서비스는 LDM 체계로의 정

보전달을 위하여 ISO TC 204 국제 표

준을 반영하여야 함

     -  도로교통 분야의 지도정보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국가 표준 노드링크 체계의 

구성과 내용을 기반으로 다이나믹 맵의 

표준화 연계 방안 수립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표준화

를 통하여 국내 표준을 제정

     -  교통, IT, 자동차, 전자지도 분야의 서비

스 개발, 기술개발, 표준화 경험과 전문

자율주행 디지털 맵 구축 시스템11

Client

Server

자율주행 차량

 기존 

 상시관측소 

MMS 플랫폼

 센서데이터 

 수집/변환/후처리 

Network-RTK 시스템

5G

현재위치정보

NMEA

GPS 데이터 GPS 데이터

고정밀
위치정보
환경정보

보정신호

RTCM

벡터
타일맵

시설물(신호기, 표지판 등)

자율주행 관제시스템

GIS 플랫폼(웹서비스)

GIS 플랫폼
(타일 맵 가공)

ArcGIS Desktop

 Spider-NET 

 N-RTK Server 

 Data Collection 

 Server 

 GIS 

 DB Server 

 Web GIS 

 Server 

 TileMap 

 File Server 

 신규 

 상시관측소 

지형지물(도로, 건물 등)

Internet

LDM의 구조도12 LDM과 ITS와의 통신 관계13

Dynamic Map 설계 구성도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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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 리포트

※  본고는 국토연구원에서 2017년 7월 24일 발간한 국토정책 Brief No.623의  

내용을 기초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유라시아 4개국 공간정보정책 
추진현황 및 협력 방안

E U R A S I A

1. 공간정보부문의 유라시아 지역 국제협력 필요성 

유럽과 아시아를 포괄하는 유라시아 지역은 공간정보기반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사업과 공간정보 인프

라를 정부 주도로 마련하기 위하여 제도와 조직을 정비 중이다. 

유라시아 정부 기관들은 정부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가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간정보

기반 전자정보 구축에 대한 기술 수요가 많아 기술협력 파트너로서 잠재성이 높다. 현재 유라시아는 구 

소련 시기부터 사용해 온 좌표 체계를 비롯하여 세계좌표체계, 자국 내 고유좌표 체계를 혼용하고 있어 

공간정보 불일치 등의 어려움을 갖고 있다. 유라시아 각국의 공간정보 인프라 구축 경험과 애로점을 공

유하고, 공동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15년 Eurasian Spatial Data Infrastructure(이

하 Eurasian SDI) 정책협의체를 발족하여 협력 어젠다를 발굴하는 등 주변국들과 공간정보 교류 협

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은 20년 간 국가기준점 정비, 수치지도 구축 및 공간정보기반 행정정보화 등 다양한 경험을 보유

하고 있어 유라시아 지역과의 교류 협력은 큰 시너지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한다. 

2. 유라시아 4개국 공간정보정책 및 사업 추진 현황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 정부는 2013년 카자흐스탄 정보화법으로 부처가 공동 활용하는 

국가공간정보 구축을 명시하고, 2017년 이 법을 개정하여 오픈소스 사용을 

명시했다. 공간정보 관련 독립된 조직은 없고, 정보화 관련 부처·기관에서 공

간정보 업무를 병행한다. 

토지자원처 산하 국가측량협회에서 수치지형도와 지적도를 구축하고 있으나 

전국 단위 연속 수치지형도는 구축되지 않은 상태이다. 

공간정보사업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간정보를 기

반으로 한 다양한 정보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농업부 토지자원관리위원회는 

2001~2016년 국가 지적정보시스템을, 경제부 건설 및 주택관리위원회는 

2009~2016년 도시지역 지적정보시스템을 구축했다. 정보통신부는 2020

년까지 국가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알마티 광역시와 크질오르

다 주정부 같은 지방정부 역시 포털을 구축하는 등 지방정부에서도 사업을 활

발히 추진 중이다.  

키르기스스탄 

키르기스스탄은 공간정보 관련 법 제도가 부재하며, 선거관리부 산하 토지등

록청과 국립지리원이 공간정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국립지리원은 수치지

형도를 생산하고 있으며 공간정보 공유를 위한 유통체계는 없는 상태이다. 키

르기스스탄은 토지, 수자원, 농축산업 등 국가 기반산업을 공간정보 기반으로 

추진 중이다. 세계은행, 스위스 정부의 지원으로 국가수자원관리시스템을 구

축(2015~2017년)하며 노르웨이 국립지리원의 지원을 받아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토지소유권 등록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한국 정부는 토지 등록 

및 지적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2016~2017년). 

Writer. 강혜경(국토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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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은 2014년 대통령령으로 국가공간

정보체계 설립을 제도화하고, 지적법과 측지법을 

함께 운영 중이다. 토지위원회가 공간정보 정책을 

총괄하며, 국가 도시계획 부문의 국가정책을 시행

하는 건축건설위원회, 국가 광물관리를 맡고 있는 

지질광물자원위원회 등과 협력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전역을 대상으로 1:1,000,000 이

상의 소축척 수치지형도를 생산·관리한다. 구 소련 

시기의 좌표 체계와 우즈베키스탄 국가 좌표 체계

를 혼용해 사용한다. 국립지리원과 토지관리위원

회가 국가수치지도를 관리 중이며 국가 공간정보 

유통 체계는 없다. 

우즈베키스탄은 유엔개발계획(UNDP) 같은 해

외 원조를 기반으로 공간정보사업을 추진 중이다. 

2018년까지 유엔개발계획 지원으로 천연자원 손

실방지를 위한 산지·사막 관리시스템을 구축 중

이다. 한국수출입은행 지원으로 국가위성측지망, 

NGIS를 위한 수치지도 등의 구축을 추진 중이다. 

몽골 

국가 공간정보인프라 구축에 관한 법률은 명시적

으로 제정돼 있지 않다. 공간정보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 공간정보인프라 구축을 명시했다. 

토지행정청의 공간정보인프라국이 공간정보 정책

을 총괄한다. 토지행정청에서는 공간정보 생산표

준을 법령으로 마련해 몽골 전역의 수치지형도를 

구축하여 품질을 관리하고 있다. 부처 간 공간정

보 공유체계는 부재하지만 공간정보 포털을 구축

할 계획이다.  

현재 몽골은 아시아개발은행, 정부 자체 예산, 한국 

정부의 원조자금을 토대로 공간정보 관련 수치지도 

구축, 토지행정 효율화를 위한 토지정보시스템 구

축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3. 시사점  

한국은 2014년부터 유라시아 지역과 초청연수, 정책컨설팅, 시스템 개발 등을 통해 공간정보 분야에 

협력하고 있다. 유라시아는 측량법, 정보화법 등 공간정보 구축의 필요성은 명시하고 있지만 공간정보 

기본법과 전담 조직은 부재하기 때문에 기존 조직에서 공간정보 업무를 병행 중이다. 유라시아 지역은 

공통적으로 단일 좌표 체계의 부재, 비갱신으로 인한 데이터 품질 저하, 전국 단위 수치지도 부재 등의 

어려움을 갖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해외 원조자금을 기반으로 지

적, 토지등록 같은 공간정보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이를 공유·활용하는 사업에 대한 추가 수

요 발굴이 필요하다. 

4. 향후 협력 방안

첫 번째, 원조자금 기반 유라시아 공간정보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유라시아 국가의 단일기준점 정비

사업에 한국의 공간정보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국 원조자금 기반 협력사업을 지원하고, 세계 원조

기구 참여를 우리 정부가 주도하는 등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한국형 공간정보 지식자원의 선단(船團)형 기술패키지를 확보해 지원한다. 유라시아 지역에 

한국 보유 기술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저가의 개방형 공간정보기술을 선호하는 유라시아 국가에 적합

한 소프트웨어와 솔루션 개발·보급을 지원해야 한다. 

세 번째로, Eurasian SDI 정책협의체를 적극 활용한다. Eurasian SDI 정책협의체를 공공부문 협

력 채널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한국의 스마트 국토엑스포, 초청연수, 고위급 회담 등의 프로그

램을 Eurasian SDI 정책협의체와 연계한다.

NATIONAL 
SPATIAL 
INFORMA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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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위성개발사업은 가장 최첨단의 우주개발기술을 바탕

으로 국가의 선도 과학기술 분야로 소개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 

유럽 여러 국가들은 과학기술의 국가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위성발사

를 비롯한 위성관측기술 활용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였다. 

우리나라도 우주개발사업 중장기 전략을 기본으로 하여 우주공간을 

비롯한 지구관측과 지구공간의 다양한 과학기술 발전을 선도하는 분

야로 위성개발사업과 그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이미 GPS 위성

에 의한 위치기반 공간정보 서비스의 세계시장 규모는 2020년에는 

약 60조로 성장이 예측되고 있으며, 위성관측에 의한 고해상도 영상

정보의 서비스는 첩보위성을 비롯한 다양한 위성영상정보의 활용 시

장이 확대됨에 따라 그 잠재적 가치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신산업 

육성에서 가장 선두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가는 국토

관측위성과 같은 중형위성의 개발과 국가공간정보 구축을 위한 위성

영상 활용을 통해 이러한 분야를 차세대 국가전략사업으로 추진 예

정이다. 

우리나라의 위성개발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우위에 있으며, 자체적으

로 인공위성을 개발하여 이를 동남아 국가와 아랍권 국가에 수출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정부 및 산업계에서도 우주기술개발과 

활용 기술의 확대와 발전을 위해 범 부처의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

다. 제1차 위성정보 활용종합계획 2017년은 우주개발진흥법 제6조

에 따라 위성정보 활용체계 고도화와 위성정보서비스 제공과 활용 기

반을 마련하는 3대 추진전략과 8대 중점추진과제를 마련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첨단산업의 발전을 기획하고 있다. 

국토 교통부에서 추진하는 국토공간을 정밀하게 탐색하는 고해상도 

위성관측 시장은 미국의 open sky 정책에 의거하여 1m급 지구관측

위성 영상정보의 상용서비스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2000년 초반부터 

활성화되었다. 당시 우리나라는 수십억원의 국가 예산을 IKONOS, 

SPOT 등 외국 위성영상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지불하였고, 위성영상 

처리기술도 외국 S/W와 제한된 위성정보 자료를 통해 연구 개발하는 

등 국내 시장을 개척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1999년 12

월 아리랑 1호의 발사로부터 시작된 지구관측 실용위성의 시장은 위

성영상 판매를 비롯한 부가정보 생산기술 개발을 통해 급격히 기술시

장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고해상도 위성영상 자료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구글어스와 V-world 

같은 위성지도 서비스와 다양한 공간정보 콘텐츠 제공은 부동산, 유통 

물류 택배 시장 등 위치기반의 영상지도 서비스를 확대하는데 기여하

여 국가공간정보기술과 관련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이에 지구관

측위성의 개발 시장은 2017년 현재 Worldview, GeoEye 등 저궤도 

관측위성 63기, 통신위성 285기, 항법위성 31기 및 과학기술위성 35

기 등 총 414기의 상용위성 운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토관측위성에 의한 
국토공간정보 구축 비전

독자 칼럼

국토관측위성은 최신 우주개발사업의 첨단기술을 활용하

여 다양한 공간영상정보를 생산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정밀 국토공간정보 구축사업에 최신의 자료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2019년과 2020년 차세대중형

위성 개발사업으로 국토관측위성 1호와 2호를 발사할 계획

이다. 본 논고에서는 국토관측위성의 국가공간정보 활용과 

LX의 미래비전 전략을 위한 우주개발기술의 현황과 국토관

측위성의 비전을 살펴본다.  

Writer. 정종철(남서울대학교 공간정보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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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위성개발과 공간정보의 활용기술은 전 세계 공간정보 구

축과 서비스 기술개발에 이르는 지구관측위성 시장에서 어깨를 나란

히 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특히 정부는 다목적실용위성 및 천리안위

성 등 다수 지구관측위성의 성공적 개발·운영으로 연간 약 10만 장의 

위성영상을 생산·보급하고 있어서 외국 위성영상을 구매하는 비용을 

절약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가공하여 판매하는 등 위성영상 활용 

시장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국내외적으로 위성영상 활용 시장은 국가공간정보 부처별 수요에 따

라 다양한 위성영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국토정보사업이 

추진 중이다. 특히 공공부문 기여효과는 2006년부터 2016년 9월까

지 약 8,637억 원의 위성영상 수입 대체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위성

정보 활용종합계획(2017.2.)에서 밝히고 있다. 민간부문의 경우 위성

영상 국내외 상용판매, 위성영상 활용 방송 콘텐츠 제작 등의 성과는 있

으나, 아직까진 미흡한 상황이며, 2000년부터 2016년까지 영상판매 

총액은 294억 원이며 세계시장점유율은 0.2%(2015년 통계자료)이

다. 정부는 2025년까지 차세대중형위성 12기를 개발할 계획이며, 이

를 위한 노력은 빅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통한 스마트시티 공간정보산

업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해외에 진출하여 국가 미래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건설 산업과 해양, 조선 등 북극개

발과 통일시대의 국가공간정보 기반 확보를 위한 정책적 목표로서 국

토위성의 활용은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국토관측위성의 과업을 확정하였고, 국가공간정보에 필요

한 다양한 응용 프로토타입을 개발하여 이를 실용화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국토위성이 수행할 제 1임무는 위성사진을 통한 한반도 공간

정보 정밀화이다. 이러한 한반도 공간정보 정밀화사업은 지금까지 아

리랑위성 2호와 3호의 위성영상이나 해외에서 구입한 위성영상을 가

지고 제작한 공간정보를 사용하였으나, 촬영일정과 수요의 폭증으로 

북한지역과 특정 목적의 촬영이 주요 성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자체적으로 국가공간정보를 생산하고 활용하는 위성센터

를 구축하고 인력을 확보하여 국가공간정보를 생산하고 산업육성에 

기여하는 국토 전용위성을 활용하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국토관측

위성은 국가공간정보의 생산과 활용을 위해 정밀한 관측과 원하는 지

역을 최신의 주기로 촬영하여 국토부 산하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공간

정보를 제작 공급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그동안의 관측위성 개발사업

과는 다르게 국토위성은 2019년과 2020년에 1호와 2호가 각각 발

사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국토관측 전용 차세대중형위성 1·2호

기’가 동시에 수행할 다양한 위성활용 서비스 개발이 중요한 과업이

며 이러한 관측위성자료의 활용은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다

양한 수익모델을 창출해 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토관측 위성영상의 활용분야는 국방을 비롯한 대규모 산업단지 개

발, 도로망, 철도노선 등 국토개발사업 분야와 농업, 재해 모니터링, 도

를 통한 위성정보 증대로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제1차 위성정보 활용종합계획보고, 2017).

국토교통부는 국가 공간정보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기획하고 공간정보

를 활용한 다양한 신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노

력은 일자리 창출과 미래 선도 산업의 육성에 기여하고 있다. 제2차 공

간정보산업진흥기본계획에 의거한 “공간정보 융복합 산업의 대도약 및 

국가 신성장동력 창출”을 비전으로 하는 공간정보 융복합 분야의 새로

운 시장은 국가공간정보를 구축하고 미래 지향적으로 통일을 대비한 전 

국토의 공간정보 산업 육성과 발전을 위한 전략 모색이 필요하다. 특히 

국가공간정보의 새로운 전환기에서는 관련기업 체질 개선과 역량 강화

를 위한 지원 및 기술개발로 4차 산업과 연계된 LX의 공간정보산업 활

성화를 위한 방안모색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국토공간의 위성관측기술과 이를 활용하는 자료처리 및 응용 기술 개

발의 영역은 새로운 시장을 확대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

한다. 특히 공간정보 산업의 기반환경을 정비하고 새로운 전략의 시대

시재생계획 등 다방면에서 국토위성영상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국토위성관측정보는 국가공간정보와 융 복합 처리기술을 통해 4차 산

업혁명 시대의 혁신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

이다. 국토부는 국가공간정보산업 활성화 정책으로 공공부분과 민간기

업의 공간정보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략으로 위성영상의 재처리, 부가

정보서비스 제공, 위성 활용 교육, 디지털 지도서비스 등 국토위성영상 

기반의 다양한 공간정보 산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X는 한국국토공간정보의 선도적인 기술 개발과 활용을 위한 기관의 

미래비전과 전략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국토관측 위성영상의 활용분

야를 제반분야에 도입 및 융 복합을 통한 공간정보 서비스를 개발하

고 있다. 이는 새로운 공간정보산업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최근 북한에서 발사하는 중-장거리 로켓과 북한의 위성

발사 실험 등은 국가안보에서 우리나라만의 최첨단 위성관측과 위성

영상 분석 및 공간정보 생산 기술의 필요를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특

히 접근불능지역인 북한과 북극, 남극 등의 미래지향적인 국가공간정

보를 직접 취득해 지도를 제작할 수 있게 된다면 해외로 진출하는 국

가공간정보 산업과 국토 위성영상의 해외 활용 기술은 물론 해외 국가

에 대한 우리나라 공간정보산업의 수출과 개발도상국의 공간정보 구

축 등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정부는 2016년 9월 

4차 산업혁명과 급변하는 기술 진화에 대응하고자 공간정보 산업 활

성화 방안을 제시하여 추진하고 있다. ‘선택과 집중’으로 미래 선도 프

로젝트를 발굴하고, 스마트한 공간정보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

다. 이제 국토관측위성과 국가공간정보 기술의 공유와 융합을 추진함

으로써 공공과 민간부문의 공간정보 산업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 전략

을 기대해 본다.

[그림 출처] 국토관측 위성정보 활용기술센터 설립 기반 연구(2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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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술로 새로 짜 맞추는 미국의 지질 지도

Stitching Together the New Digital Geologic 
Quilt of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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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브리프

※ 본 원고는 미국지질조사국(USGS)에 소개된 Alex Demas의 미국의 디지털 기술과 지질지도에 관한 기사를 번역한 것입니다.

을 지원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손쉽게 암석 구성, 연대, 지층 

분석을 전국 단위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예를 들어, 특

정한 이름으로 명명된 암석군의 경우, 주마다 각 주의 지질 지

도상에서 다른 이름으로 표기되어야 한다. 이번에 새롭게 공

개된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고유 명사를 사용하지 않고, 사암, 

또는 대리석 등 암석군을 그 종류(암석학적 구성)별로 표기한

다.  이렇게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일관성 있는 구성을 

지니게 됨으로써 사용자로 하여금 여러 데이터베이스를 헤

매지 않고 한 군데에서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해 주

는 것이다.

A carbonatite here, a glacial moraine there, a zig-

zagging fault or two, even a behemoth of a batholith. 

The geology of the 50 States is an enormous 

patchwork of varied forms, beautiful in their variance 

but challenging to present as a single map.

-- 여기 카르보나타이트 한 조각, 저기 빙퇴석 한 조각, 여기

에는 지그재그 단층을 놓고, 저쪽은 거대한 저반이 놓여 있다. 

50개 주로 구성된 미국은 지질학적 구성에 있어서도 매우 다

양한 구성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다양성은 그 자체로 아름다

운 것이라 할 수 있으나, 이것으로 인해 미국의 지질 분포를 

하나의 지도로 만들어 내는 일은 매우 어렵다. 

다행스럽게도, 미국 지리 정보국(U.S. Geological 

Survey)은 세심하고도 정밀한 노력을 기울여 알래스카 이

남 48개 주의 지질지도를 완성하였다. 이를 통해 1:50,000 

~ 1:1,000,000의 축척으로 미국 본토 48개 주의 지질 지도

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되었다.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미 국토 지질 정보 지도(USGS 

State Geological Map)는 미국 예비 통합 지질 지도 데

이터베이스(Preliminary Integrated Geologic Map 

Databases for the United States)를 기반으로 한 데이

터베이스 모음집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지도는 표준 GIS 포맷

Fortunately, in an effort with needlepoint detail, 

the U.S. Geological Survey has stitched together 

geologic maps of the Lower 48 States, providing a 

seamless quilt of 48 State geologic maps that range 

from 1:50,000 to 1:1,000,000 scale.

The new product, called the USGS State 

Geologic Map Compilation, is a database 

compilation based on the Preliminary Integrated 

Geologic Map Databases for the United States. It 

provides a standardized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format that allows users to more readily 

conduct spatial analyses of lithology, age, and 

stratigraphy at a national-scale. As an example, 

a named rock unit (Dakota sandstone) might be 

called something different from State to State, 

on their respective State geologic maps. In the 

new database, rock units are characterized by 

their type (lithology) like "sandstone or granite" 

not by their formal name. This consistency 

across the single database now makes it easier 

for users to access information, rather than 

having to collect it from multiple databases.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여러 명의 사용자

One Database, Many Users

-- 셰일 석유 붐: 실제 매장량은 얼마나 되는가? 핵심 광물: 

미국은 군용은 물론 스마트폰, 에어컨, 자동차 생산에 필요한 

광물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가? 지진과 화산 활동: 우리에

게 닥친 위험은 무엇인가?  이러한 모든 질문에 답하기 위해

서는 지질 지도가 필요하다!

이러한 지질 정보는 USGS 업무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전

통적인 지질학의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데이터는 에너지 및 

광물 자원의 평가에 활용되는 한편, 화산 및 지진 활동 위험의 

평가에 사용된다. 또한 광산 개발 시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잠

재적 영향을 줄이는 데에도 이용된다.

그러나 우수한 품질의 지질지도와 그 근간을 이루는 데이터

베이스는 생각보다 많은 구성 요소를 필요로 한다. 지하수의 

추적 - 지하수는 미국 내에서 수백만의 인구에게 중요한 식수

원이자 농업 용수원이 되고 있다 -은 암석의 구성과 단층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이것은 마치 지하수의 배관

을 추적하는 것과 같다). 추가적으로 지질학적 형태에 대한 파

악을 통해 인프라의 개발에도 도움을 얻을 수 있다. 댐 개발이

나 교량 건설 등을 생각해 보라. 또한 농업 관련 계획을 세우

는 데에도 이용된다.

끝으로, 전국적인 지질 지도 데이터베이스는 지질화학, 원격 

탐지, 지질 물리학적 데이터 등 다른 전국적 규모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된다.  예를 들어, 

전국 단위의 데이터와 미시시피 주의 데이터를 서로 대조한

다고 할 경우, 혼란과 오류를 피할 수 없다. 말 그대로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The shale oil boom: how much oil is really there? 

Critical minerals: does the United States have 

what it needs for your smartphone, air conditioner 

and car, let alone our military? Earthquakes and 

volcanoes: which hazards do we face? All these 

questions are addressed with geologic maps!

Geologic information forms the bedrock of much 

of the work USGS does. On the traditional geologic 

research side, these data will inform assessments 

of energy and mineral resources, quantifying 

volcano and earthquake hazards, and mitigation of 

potential environmental effects from mining.

However, high-quality geologic maps and their 

underlying databases extend beyond the obvious 

links. Tracking groundwater—an important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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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ate Geologic Map Compilation includes 

the following seven new State geologic maps 

that have been released since the original 

Preliminary Integrated Geologic Map Databases 

were published: Idaho, Illinois, Iowa, Minnesota, 

Montana, Nevada, and Vermont. The State 

Geologic Map Compilation also incorporates new 

supplemental data for the States of California, 

Indiana, New Jersey, New Mexico, and North 

Carolina. In addition, the surface geologic maps 

for North Dakota and South Dakota have been 

replaced with updated bedrock geologic maps.

We corrected numerous errors and added 

enhancements to the preliminary datasets 

using thorough quality assurance/quality control 

procedures. We ensured attributes adhered to 

data dictionaries created for the compilation 

process and corrected spatial and topological 

errors. Also, we have standardized the geologic 

data contained in each State geologic map to 

allow spatial analyses of lithology, age, and 

stratigraphy at a national scale.  

The changes make the data more consistent 

between the States as well as with the original 

State geologic maps. It also streamlines tasks that 

previously required combining multiple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datasets and tables.

여러 조각을 하나로

Stitching the Pieces Together

--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이 제품은 마치 퀼트와 같다. 맨 

위층은 여러 천 조각을 서로  짜맞춰 이루어져 있지만, 그 아

of drinking water and irrigation to millions in the 

United States—requires accurate data about rock 

formations and faults (the groundwater’s plumbing, 

as it were). In addition, understanding the nature of 

geologic formations can assist with infrastructure 

development, such as where to put dams and 

bridges, as well as agricultural planning.

Finally, a national digital geologic map database 

is vital to those who use other national-scale 

datasets, such as geochemistry, remote sensing, 

and geophysical data. Trying to match a national-

scale dataset with a dataset of just Mississippi, 

for instance, would open the door to confusion, 

mistakes, and some serious Delta blues.

좀 더 쉽고 간편한, 새로운 지도와 데이터

New Maps, New Data, and Easier to Use

-- 주 지질 지도 모음집(State  Geologic  Map 

Compilation)은 다음과 같은 7종의 새로운 주 단위 지도

래에는 한 장의 천을 통째로 덧댄 구조인 것이다. 여기서 맨 

위층은 GIS 지도 레이어로, 각 주의 지질 지도를 하나로 모아 

전국 지도를 만든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바

닥 층(또는 덧댄 천)은 하나의 통일된 포맷으로 구성되어 있

는 데이터베이스로, 이것은 맨 위층의 구조가 동일한 데이터

베이스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최신의 상태

를 유지하고 있는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뒷판)이 모든 정보

를 하나로 모아주고 있으며, 여러 개의 서로 다른 조각을 하나

로 조합하고, 또 이를 대상으로 한꺼번에 검색 질의를 제기하

는 것이 가능한 것이다.

주 단위 지질지도 모음집이 나오기 전에는 주별로 표준 GIS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해 왔다. 하지만 이들 데이터베이스 중 

그 어느 것도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없었던 것이다. 누군가

가 전국적, 지역적인 단위로 작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수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야만 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조

각을 거기서 짜맞춰야 했다.  이번에 업데이트 된 데이터베이

스는 하나의 동일연장선 상에 있는 주 단위 지질 지도 데이터

베이스를 구성한다.

This new product is like a quilt, with a top layer 

that is pieced together from many pieces of cloth 

and a single piece of cloth underneath that forms 

the backing. In our analogy, the top layer is a GIS 

map layer that stitches together individual state 

geologic maps to form a national map, and the 

bottom layer (or backing) is a single consistently 

formatted database that means each of the pieces 

on top have the same structure underpinning 

them. Now that a newly updated, single database 

(backing) is holding all the information, multiple 

individual pieces can be viewed and queried as a 

whole.

Prior to the State Geologic Map Compilation, we 

had standardized individual GIS databases for 

를 포함한다. 여기서 새로운 지도란 예비 통합 지질 지도 데

이터베이스가 공표된 후에 공개된 것들을 말한다. 아이다호, 

일리노이, 아이오와, 미네소타, 몬타나, 네바다 그리고 버몬

트 주가 이렇게 새로운 지도를 공개한 주들이다. 주 단위 지

질 지도 모음집에서는 여기에 더하여 캘리포니아, 인디애나, 

뉴저지, 뉴멕시코, 노스캐롤라이나 주 관련 추가 데이터도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노스다코타 주 및 사우스다코

타 주의 지표 지질 지도를 최신 암반 지질 지도로 대체하기도 

하였다.

이번 지도를 편찬하면서, 기존에 존재하던 여러 오류를 정정

하였으며, 철저한 품질 관리 절차를 통해 예비 데이터의 품질

도 개선하였다. 취합 절차를 위해 만들어진 데이터 사전에 따

라 모든 속성치가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한편, 공간 및 지

형 오류도 정정하였다. 더 나아가 각 주 단위 지질 지도 내의 지

질 데이터를 표준화하여 암석구성, 연대, 지층 구성에 대한 분

석을 전국적 단위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작업을 통해 여러 주의 데이터들이 서로 더 높은 일관성

을 지닐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원래의 주 단위 지질 지도와도 

일관성을 지닐 수 있도록 하였다. 또 과거와 달리 여러 종류의 

지리 정보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및 표와의 병합 작업에 필요

한 절차 역시 이전에 비해 간소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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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지질 지도 모음집의 화면 갈무리. 지층 

탐색 메뉴 화면(일반 공개 자료)

A screenshot of the State Geologic 

Map Compilation, showing the layer 

navigation menu. (Public do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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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럿으로부터 하나의 데이터 베이스를

Out of Many, One...Database, That Is

-- 퀼트를 하나의 바늘만을 사용하여 만드는 것은 거의 불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지질 지도와 데이터의 모자이크라고 

할 수 있는 이번 지도 역시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 만들어졌

다. 전국 주 단위 지질 지도 모음집(State Geologic Map 

Compilation of the Conterminous United States)

은 USGS 광업 자원 프로그램에서 개발된 것이다. 프로젝

트가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데는 USGS의 광물 자원 프로

그램에 소속된 여러 직원들의 노고가 컸다. 이들 직원들은 최

초로 예비 통합 지질 지도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는 데에 참

여하였으며, 미 지질 정보국과 학계가 공동으로 완성한 지질 

지도의 기초 작업에도 참여한 바 있다.  아울러, 미국 지질 지

도 모음입에 몬타나주 지질 지도가 포함될 수 있도록 준비 과

정에서 여러 모로 힘을 써 주신 몬타나주 광물 지질 사무국

(Montana Bureau of Mines and Geology)에도 감사

의 말씀을 전하고자 한다.

Just as quilts are rarely the work of a single 

needle, this mosaic of geologic maps and data 

each state, but none of them were connected. 

Anytime someone wanted to do national or 

regional scale work, they had to go to multiple 

databases,  then piece what they wanted 

together.  The improvements to this updated 

version create a single, conterminous State 

geologic map database.

지질학 정보를 지도에 담는다

Putting Geology on the Map

-- 꼭 시각적인 자료를 통해서만 뭔가 배울 수 있다고 말하

는 사람들을 위해, 주 단위 지질 지도 모음집 데이터의 지도 

서비스가 개발되었다. 이러한 서비스는 다양한 웹 매핑 어

플리케이션을 통해 사용될 수 있는데 USGS의 전국 지도

(National Map) 앱 역시 그 중 하나이다. 이를 통해, 전문

적인 지리 정보 시스템 소프트웨어 없이도 데이터를 자유로

이 탐색할 수 있다.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기로 들어간 

다음, 대부분의 웹 지도 어플리케이션에 있는 ‘데이터 추가

(Add Data)’ 버튼을 눌러 웹 브라우저 상에서 데이터에 접근

하면 된다.

주 단위 지질지도 모음집 지도 서비스는 또한 지표 광물

학 웹 지도 어플리케이션의 전국 지도 [레이어 목록 - 암

was sewn by many hands. The State Geologic 

Map Compilation of the Conterminous United 

States was developed by the USGS Mineral 

Resources Program. The project owes its success 

to numerous USGS Mineral Resources Program 

staff who originally compiled the Preliminary 

Integrated Geologic Map Databases for the 

United States as well as the foundational geologic 

mapping work completed by U.S. State Geologic 

Surveys and academia.  Special thanks to the 

Montana Bureau of Mines & Geology for their 

tremendous work in preparing the Geologic Map 

of Montana to be included in the State Geologic 

Map Compilation.

석층(주 단위 지질 지도) 및 지질 구조(주 단위 지질 지도]

에도 사용되고 있다.  사용자들은 원격 탐지(ASTER, 

LANDSAT7), 다양한 광물 매장 데이터, 기타 여러 종류의 

기본 지도 데이터를 포함하는 다른 레이어와 동시에 데이터

를 탐색해 볼 수 있다.

For the visual learners out there, map services 

of the State Geologic Map Compilation data have 

been created which can be used in numerous 

web mapping applications including the USGS 

National Map. This allows the data to be explored 

without specialized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 software.  To use it, go here, then use 

the “Add Data” button on most web mapping 

applications to access the data in web browsers.

The State Geologic Map Compilation map 

service has also been added to the National Map 

of Surficial Mineralogy web mapping application 

[Layers List - “Lithology (State Geologic 

Maps)”and “Geologic Structure (State Geologic 

Maps)”]. Users can explore the data along with 

the other layers including remote sensing 

(ASTER and Landsat7), various mineral deposits 

data, and numerous types of basemap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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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의 사진은 사용자가 어떻게 주 단위 지질 정보 모음집을 전국 단위에서 

세부 지역 단위로 확대 축소해 가며 사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 준다. 세부 이

미지는 유타 주의 Bingham 캐년 광산 지역이다(일반 공개 자료)

Series of images that show how users of the State Geologic 

Map Compilation can zoom in from broad national scale to more 

a detailed local scale. The more detailed image is of the Bingham 

canyon mine area in Utah. (Public domain.)

•••

주 지질 지도 모음집의 화면 갈무리(일

반 공개 자료)

A screenshot of the State Geologic 

Map Compilation. (Public domain.)

글로벌브리프에 

소개하고 싶은 해외 논문이나 보고서가 있다면  

공간정보 매거진 편집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 

니다. 전문가의 번역과 감수를 통해 소개하겠

습니다. 

e-mail : nacuc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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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하면 미래의 변화된 모습의 답을 찾

아낼 수 있을까? 서울대 도시공학 정보시

스템 lab을 이끄는 유기윤 교수가 그려낸 

2050년 미래 도시의 모습에서 그 답을 찾

을 수 있다. 공상과학 영화나 소설에서는 미

래의 도시를 환상의 공간으로 그린다. 초고

층의 마천루들이 즐비하고, 공중에는 첨단

의 비행체들이 날아다니며, 지상에는 고속 

모노레일과 무인자동차와 친절한 로봇들이 

돌아다니는 공간. 2050년, 우리가 살아갈 

공간은 과연 이런 모습일까? 저자는 플랫

폼, 복합지성, 가상현실이라는 세 가지 재

료에 인간의 본성을 더해 구체적으로 미래

를 그려 보인다. 미래를 어떤 사람들이 지배

하게 될지, 미래 도시의 모습은 어떨지 큰 

그림을 알면 무엇이 기회가 될지 알 수 있으

며 현재의 기술이 미래를 어떻게 바꿀지, 나

아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미리 들여다보기를 권하고 있다.

●●●●●●●

2017년 10월 13일 출간

책을 말하다

미래사회 보고서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할 미래 도시의 모습

유기윤, 김정옥, 김지영 지음 | 라온북

B O O K  # 0 1

전 세계에서 롤랜드버거가 발표한 수많은 

보고서 중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반

드시 알아야 할 내용만 골라 재구성하였다.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미 와 있는 미

래’의 실체를 대충 알아서는 안 된다. 이 책

은 4차 산업혁명의 비전과 현장과 역사적 

맥락을 다루는 것은 물론, 이미 도착한 미래

에서 일하고 있는 기업가들을 인터뷰해 그

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려준다. 또한 세계 

각국 정부의 4차 산업혁명 전략과 인간과 

로봇의 일자리 전쟁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다루고, 자율주행차, 디지털 헬스케어, 빅

데이터, 클라우드, 3D 프린터 등의 4차 산

업혁명 주역과 그들로 인해 촉발되는 산업 

생태계 변화까지 상세하게 다룬다. 4차 산

업혁명에 영향을 미치거나 4차 산업혁명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도 한 2030년까지의 

메가트렌드를 분석함으로써 종합적으로 미

래에 대비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한다.

●●●●●●●

2017년 06월 27일 출간

롤랜드버거 지음 | 김정희, 조원영 옮김 | 다산 3.0

4차 산업혁명 이미 와 있는 미래

B O O K  # 0 4

빌 게이츠가 인공지능에 관한 책 중 ‘현재

를 확인하고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는 반드시 

읽어야 할 두 권의 책 중에서 한 권’으로 강

력하게 추천한 책. 인공지능의 현재와 미래

를 전망하고 있는 이 책은 영미권에서만 13

만 부 이상이 판매되었을 뿐만 아니라 19개 

언어의 번역계약이 체결되는 등 전 세계적

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저자인 닉 보스트

롬은 옥스퍼드 대학교의 철학과 교수이자 

이 대학의 인류 미래 연구소 소장으로, 인

공지능이 발전하여 인간의 능력을 훨씬 능

가하는 슈퍼인텔리전스(초지능)의 개발 과

정에서 인류가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할 문제

점들을 제기한다. 초지능을 개발하기 이전

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결정을 내

려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함과 동시

에, 인공지능 개발의 현재와 미래를 탁월하

게 전망한다. 

●●●●●●●

2017년 04월 05일 출간 

닉 보스트롬 지음 | 조성진 옮김 | 까치 

인공지능의 현재와 미래를 전망하다

슈퍼인텔리전스

B O O K  # 0 6

도시의 각종 공공기념물이 역사를 기억하

고 평가하고 전승하는 중요한 매개체라는 

인식을 공유하는 한국의 서양 도시사 연구

자들이 그 연구기록물을 책으로 담았다. 서

양의 주요 도시들에 집중해 고대부터 현재

까지 인간의 역사를 도시 공공기념물을 통

해 살펴본다. 도시의 주요 공공기념물 건립 

동기나 배경, 기억하고 기념하고자 하는 역

사적 사건들, 공공기념물 건립 주체와 건립 

과정, 이 과정이나 건립 이후 대중이나 여론

의 반응, 공공기념물을 둘러싼 갈등 양상, 

공공기념물의 기호·상징·표상·이미지, 공

공기념물을 통한 도시 정체성 형성 등을 입

체적으로 살펴본다. 서양 고대부터 현대까

지 주요 도시 공공기념물의 역사를 다룬 이 

책은 향후 우리 도시들에 들어설 많은 공공

기념물이나 조형물, 공공미술 작품을 둘러

싼 여러 논의에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

2017년 09월 20일 출간

도시사학회, 주경철, 민유기 지음 | 서해문집

도시는 기억이다

도시는 기억의 산물이자, 기억 자체다

B O O K  # 0 2

세상을 바꾼 과학적 발견이 있기까지 위대

한 과학자들의 창의성, 관찰력, 통찰력 등

이 빛나는 순간과 그 과정을 다루고 있다. 

이 책은 과학적 사고에 자리한 창의적 측면

과 개성적 특질을 탐구하는 목적에 맞춰 픽

션의 형식을 택해 이야기를 들려준다. 가상 

인물 여섯 명이 과학적 창의성의 핵심에 놓

인 다양한 쟁점을 논하는 토론회에 참석해 ‘

과학적 발견’이라는 과정의 비밀을 파헤치

는 과정 속에서 놀라운 발견으로 세상을 바

꾼 역사적인 과학자들의 삶과 그들의 발견

법과 생각법 등이 등장한다. 미생물을 발견

하여 세상을 이해하는 지평을 넓힌 미생물

학자이자 화학자 루이 파스퇴르, 최초의 항

생제인 페니실린을 발견하여 수만 명의 생

명을 구한 미생물학자 알렉산더 플레밍 등 

실제 과학자들이 남긴 실험실 노트와 편지, 

논문, 개인사 등을 분석하고 과학자들의 실

험을 재구성하였다. 

●●●●●●●

2017년 07월 30일 출간

로버트 루트번스타인 지음 | 권오현 옮김 | 을유문화사

과학자의 생각법

B O O K  # 0 5

정지훈, 김병준 지음 | 메디치미디어 

미래자동차 모빌리티 혁명

B O O K  # 0 3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켰던 4차 산업

혁명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세계 각

국과 거대 기업들은 기존의 추상적이었던 

4차 산업혁명 대신 이미 와 있는 미래로서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인간 삶을 크게 변화

시킬 ‘모빌리티 혁명’을 주목하고 있다. 모

빌리티 혁명은 100년 전 포드가 일으켰던 

자동차 혁명에 버금갈 또 하나의 자동차 혁

명이다. 또한 모빌리티 혁명은 기술의 진보

를 초월해 무수한 분야에 거대한 나비효과

를 일으켜 기존 산업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다. 이 책은 실리콘밸리를 비

롯해 전 세계 수많은 전문가들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심포지엄을 여는 한편 폭넓은 리

서치를 진행하며 축적한 자료와 대응 매뉴

얼을 정리하였다. 특히 자동차 산업뿐 아니

라 금융ㆍ에너지ㆍ도시정책ㆍICT산업 등

에서 현재 진행 중인 혁신과 미래 전망은 정

부ㆍ기업ㆍ개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2017년 09월 15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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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한국국토정보공사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 범위를 아프리카대륙까지 확대했

다. 공사는 9월 20일(현지시각)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발주한 CSR

사업의 일환으로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시(市)를 방문해 측량과 전산장비를 기증하

고 공간정보 기술학교를 운영하였다.

장비 기증식에서 공사는 최신 측량장비인 

토털스테이션 5대와 펜컴퓨터 5대를 에티

오피아 측에 기증했다. 이후 국내 민간기업

인 아세아항측과 지오멕스소프트와 함께 

일주일에 걸쳐 현지에 마련된 공간정보기

술학교를 통해 선진 국내공간정보 기술을 

에티오피아에 전수하였다. 주요 교육내용

은 드론활용 지도제작과 한국의 기준점체

계 소개, 한국 스마트시티 구축 솔루션, 국

내 공공공간데이터 품질관리체계 설명, 도

로명시스템 발표 등이다. 

또한 공사는 바츄 메코넨(Amachew 

Mekonnen) 도시개발부장관과 벨렛 타

페레(Belete Tafere) 총리자문장관을 차

례로 만나 에티오피아 수치지적도 구축과 

지적전산화 사업 추진을 논의했다.

01
한국국토정보공사, 

아프리카 대륙에 공간정보기술 전수

화성시가 ‘생활공간 웹 포털’을 개편하고 

10월 19일부터 본격 서비스에 나섰다. ‘화

성시 생활공간 웹 포털(air.hscity.go.kr)’

은 기존에 화성시가 가진 행정 데이터를 공

간정보와 연계해 누구나 알기 쉽게 시각화

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개

편으로 화성시 생활공간 웹 포털에서는 인

구, 안전, 교통, 교육, 문화체육, 보건복지, 

산업경제, 공공 등 8개 생활 밀착형 정보들

이 시각적 정보로 제공된다. 주요 제공 정보

로는 어린이집, CCTV, 민방위 대피시설, 환

경오염물질배출업소, 무더위 쉼터, 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자동제세동기, 무료 와이파

이, 모범음식점, 주유소, 무인민원발급기, 

공중화장실 등이다. 또한 이번 개편으로 기

존 50cm에서 25cm급으로 대폭 향상된 해

상도의 항공사진과 지적정보로 시민들이 보

다 정밀한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05
화성시 공간정보 데이터 

시각화 서비스 개시

경남 창원시는 도시정보시스템(Urban 

Information System)을 활용한 세원발

굴 사업을 시범적으로 시작하여 누락세금 

2억2천여만원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도시

정보시스템은 교통·건물·환경·지하매설물 

등 도시 공간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글

자, 숫자로 된 과세 대장을 시각적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이 시스템은 지번 등 부과기준이 

명확한 세원을 발굴하는 데 효과적이다. 항

공사진, 지적도 등의 공간정보 화면에 지번

을 입력해 세금 부과에서 제외된 사례를 찾

는 방식으로 세원을 발굴한다. 화면으로 과

세대상을 찾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과세대상

을 파악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다. 공간

정보 화면으로 과세대상에서 누락된 물건을 

파악하면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 면제지역인

지, 세금이 누락된 지역인지 파악한 후 과세 

여부를 결정한다. 이런 방식으로 창원시는 

건물 소유주나 도로 이용자가 내지 않은 누

락세금 2억2천900만원을 찾아냈다. 

06
창원시, 공간정보로 

‘숨은 세금’ 찾았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도 활용 사례 및 아이디

어 발굴을 통한 공간 정보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온맵(On-Map)을 활용한 ‘나만의 맞춤

지도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진행한다. 

온맵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작한 전자문

서(PDF) 형식의 지도로 별도의 응용 프로그

램 없이도 원하는 정보를 지도 위에 추가 또

는 삭제할 수 있으며, 누구나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이번에 5회를 맞은 이번 경진대회는 국

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오는 11월 17

일까지 작품 접수를 진행한다. 자세한 응모

방법은 국토지리정보원 누리집(www.ngii.

go.kr)을 참고하면 된다.

제출된 작품은 서류 심사와 심사위원회 심

사를 거쳐 최우수상 1명(국토부장관상, 부

상 100만원), 우수상 2명(국토지리정보원장

상, 부상 50만원), 장려상 5명(국토지리정보

원장상, 부상 10만원)을 선정할 계획이다. 우

수작에 대한 시상식은 2018년 1월 2일 국토

지리정보원 시무식과 함께 열린다. 

03
국토지리정보원, 온맵 활용한 

맞춤지도 아이디어 경진대회 진행

한국국토정보공사가 9월 2일에서 15일까

지 실비아 아마도 우루과이 국가지적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11명을 대상으로 드론(UAV) 

및 위성영상 등을 활용한 공간정보처리기술

을 교육하는 등 초청연수를 진행하였다.

이번 연수는 공사가 2016년 7월부터 미주

개발은행(IDB) 자금을 활용해 수행중인 ‘우

루과이 지적도 위치정확도 개선사업’의 연

장선이다. 이에 따라 연수단은 공간정보 자

료 취득과 처리 기술 등 국토공간정보 관리

를 위한 집중교육을 받았다.

박명식 사장은 “이번 연수가 한국과 같은 국

토공간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우루

과이 국가지적청의 선진화에 값진 기여를 하

게 될 것”이라고 밝혔고, 실비아 아마도 우루

과이 국가지적청장은 “양국 간 토지 관리와 

공간정보 분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하는 계기

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02
우루과이에 LX 선진기술 전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국가공간정보

센터가 보유한 공간정보의 품질관리 절차

와 품질진단 항목 등을 담은 ‘국가공간정보

센터 운영 세부규정’(훈령) 개정안을 10월 

26일(목) 발령했다.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 세부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품질관리의 지속성을 담보하고 체계적

인 추진을 위해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자체

적인 품질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2) 데이터 품질진단 결과에 따른 오류정비 

등을 위해 관계기관 실무자 급으로 구성된 

품질관리협의회(국가공간정보센터장 주

재)를 운영한다. 

3) 완전성, 정확성 등으로 구성된 공간정

보 데이터 진단 항목을 마련하고 이에 따

라 전문적인 품질관리기관이 품질 진단을 

실시한다. 

이번 개정안은 품질진단을 위한 시스템 구

축 등이 마무리되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

행한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민간에서 

개방되는 공간정보를 활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공간정보 품질을 철저히 관리할 계

획이다.

04
국가공간정보 품질 향상을 위한 

표준화된 세부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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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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습

니다. 논문 형식의 연구과제로부터 해외 학회 후기 혹은 직접 체험한 해외의 동향 등 알찬 의

견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독자 여러분의 참여를 통해 대한민국 공간

정보 산업의 발전을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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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량 : 원고지 70매 이내에서 자유롭게 조정 가능

편집국에서

박수진•경기도 동두천시

<공간정보> 매거진에서 소개해 주는 공간정보 산업의 인재들을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보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는 ‘교육현장을 가다’에서는 처음으로 고등학생들이 나왔더군요. 

어린 나이에 공간정보 산업에 대한 꿈을 꾸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이 신선했고, 또 응원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더군요. 앞으로 미래 산업을 책임질 우리 산업의 인재들이 더욱 힘을 낼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정식•서울시 봉천동

요즘 화두는 바로 가상현실이지요. 공간정보 역시 가상현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저 역시 이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 특집에 나온 가상현실에 대한 기사는 현 상황

을 통찰 할 수 있는 알찬 내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좋은 내용의 기사 감사드립니다. 

위석민•경기도 시흥시

단편적인 내용이 아닌 공간정보의 여러 활용을 볼 수 있는 공간정보 포럼을 즐겨 읽는 독자

입니다. 이번호에도 다양한 분야의 공간정보 유관 사업들이 소개되어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

봤습니다. 경찰 업무, 농사 업무에도 활용되는 다양한 모습을 보니 공간정보 산업 종사자로

서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편집국에서

독자의 소리

원고 및 

독자의견 보내실 곳

<공간정보> 매거진 편집국

02-2090-675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6길-11 

퍼스텍 빌딩 9층 

nacucu@naver.com

* 원고를 보내주신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 

독자의견을 보내주신 분께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권을 지급해 드립니다.  

「지적과 국토정보」는 공간정보 및 지적분야 연구를 장려하기 위해 투고료 및 심사료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지적과 국토정보」에 게재된 논문은 WorldWideScience, Google scholar에서 통합검색되고 있습니다.

「지적과 국토정보」는 각 논문에 DOI를 부여하여 저작권보호는 물론 전 세계 연구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간정보연구원의 학술지

「지적과 국토정보」가

2017년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 평가 결과 등재지 자격이 

유지되었습니다.

‘지적과 국토정보’는 연중 수시로 

논문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연구자 여러분의 많은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 지 적 과  국 토 정 보 」

한 국 연 구 재 단 
등재학술지 유지

•투고대상 : 제한없음

•원고내용 : 국토공간정보 관련 연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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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논문투고시스템(http://www.lxsiri.com/)

                        이메일(jjj@lx.or.kr)

•문        의 :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 학술지 담당

                          전화 : 063-906-5618

                         이메일 : jjj@lx.or.kr

•분        량 : 200자 원고지 80매 이내(A4용지 15매 내외)

•접수시기 : 수시(연 2회 발간)



<공간정보> 매거진은 

LX공간정보연구원 

홈페이지(www.lxsiri.re.kr)에서 

PDF로 다운로드 받으시거나

디지털매거진(android, iOS) 

애플리케이션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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