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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스마트시티 구축 방향
Writer. 이정훈(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교수)

2016년 1월 세계 경제포럼인 다보스포럼에서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은 제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었
고, 2017년에는 제4차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 전망했다. 이런 변화의 중심에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빅데이터(Big Data), VR/AR(Virtual Reality/
Augmented Reality), 3D프린터, 드론, 로봇 등의 기술이 자리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는 다양한 분야
에서 기술 융합과 혁신을 통해 기술적 역량이 빠른 속도로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제3차
산업혁명이 컴퓨터와 스마트 미디어에 의해 사이버공간에서 이루어졌다면, 제4차 산업혁명은 사이버 공간과
물리적인 공간의 융합을 의미하는 사이버물리적 시스템(Cyber-Physical System; CPS)을 기반으로 우리가
매일 살아가고 있는 도시 공간에서 구현되어 적용될 것이라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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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선도형
스마트시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Smart City

스마트시티 시장은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마트시티의 선도적 역할을 하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시와 네덜란드

예측 된다. 특히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교통, 에너지,

의 암스테르담 시는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들을 민간기업과 함

안전 등 3개 서비스·인프라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께 발굴·개발·육성시켜 지속성 있는 스마트시티 생태계를 조성

파악된다(IDC, 2013).

하였다. 이는 단순한 일회성 성격이 아닌 지속적으로 서비스가 발

국내에서는 이미 2000년 중반부터 ‘유비쿼터스 도시’란 개념으로

굴되고 개발될 수 있는 지역혁신 체제를 갖추고 있는 것을 의미하

다양한 R&D 과제와 함께 약 50여 개 시범도시에서 추진되어 왔으

며, 스마트시티의 선두주자로서 초기 단계부터 이러한 생태계의 중

며, 도시의 인프라 기반시설과 ICT가 접목되어 다양한 인프라기반

요성을 인식하고 효과적으로 조성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셋

의 서비스 및 도시통합운영센터 구축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또한,

째, 연세대 ISi 연구실의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10개의 스마트시티

2008년에는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의 성숙도를 측정한 결과 국내 스마트시티의 경우 ICT 네트워크 인

스마트시티를 활성화하고자 중앙정부 주도의 법체제가 정비되었

프라 측면에서는 최고의 수준을 갖추고 있는 반면, 스마트시티를 추

다. 그러나, 기존 스마트도시 사업은 시범사업 위주로 진행되어

진하기 위한 거버넌스 지원체계 및 지속가능한 자생적 생태계 조성

이를 사업화시키는 경쟁력 및 지속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공급자

이 취약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스마트시티를 구축하는 데 있어

중심의 일방향적 서비스 제공에 따른 시민 체감도가 저조하였다.

정부와 각 지자체는 시민, 민간기업, 대학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

특히 각 지자체별로 체계적인 운영 및 사업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자 등과 함께 공동창조(Co-creation) 환경을 조성하여 스마트시

전략 및 체계가 누락되어, 개별 부처 및 지자체 차원에서 사업추진의

티 혁신의 촉진자(Faciliator)로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스마트시티 정의는?

으로서 데이터로 움직이는 도시(Data Driven City)가 구현될 것으

비효율성 등 복합된 문제들이 제기되었다. 최근 민간기업들의 참여

마지막으로 스마트시티의 국제협력 활성화이다. 기존 국내 스마트

스마트시티의 개념은 아직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지만 학계, 산업

로 예상된다. 따라서 제4차 산업혁명과 미래사회 변화를 야기하

활성화를 위해 사물인터넷 (IoT) 기반의 개방형 스마트시티 실증단

도시 사업들은 단순한 제품 수출 및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체결

계 그리고 이를 주도하는 각 도시의 미래 비전과 정책 목표에 따라

는 주요 변화 동인인 ICT 혁신을 통해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와 인

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지속성 있는 스마트시티 생태계 조성을

(MOU) 수준에서 벗어나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도시 간의

다양하게 정의되어 있으며, 각 국의 경제수준과 상황에 따라 도시경

프라에서 생성되는 데이터가 통합·연계되어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

위한 혁신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된다.

협력(City to City)이 구체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쟁력 향상, 도시관리 효율화, 에너지 효율화 등을 목표로 도시에 거

고 시민중심의 새로운 서비스·인프라 산업이 발굴되어 육성될 수

주하는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의 경제적 재생 또는 새로

있는 하나의 지역적 혁신 플랫폼 또는 시스템을 갖춘 도시가 바로

국내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핵심 성공요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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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웹이나 앱을 통해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디지털 정보서비스

스마트시티의 국내외 동향은 어떠한가?

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기존 중앙정부 주도의 시범사

의 개념으로 출발하여, ICT 기반의 도시 인프라시설과 접목된 도시

스미트시티의 시장규모는 2014년 0.4조 달러에서 2019년에

업에서 탈피하여, 시민 중심의 스마트시티를 구현하는 도시 플랫폼

의 운영관리 측면에서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는 ‘유비쿼터스 도시’

는 1.1조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Markets &

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는 하드웨어 중심의 스마트시티 인프라 구

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제3차 산업혁명(디지털 혁명)에 기반한 제4

Markets, 2015)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시티는 중국, 미국, 일본,

축뿐만 아니라, 시민·민간 기업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실증기반

차 산업혁명의 시대에서는 앞서 설명한 스마트시티 인프라를 기반

유럽, 우리나라 등 5개국 중심으로 특정단지 지역부터 도시 전체를

의 리빙랩 구축을 통해 스마트시티 활성화에 대한 네트워크 효과

으로 하여 사용자 중심의 시민 체감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생성되는

대상으로 한 다양한 프로젝트가 약 600여 개 이상 진행되고 있다

(Network Effects)를 극대화 시켜야 한다. 둘째, 이러한 스마트

다양한 데이터와 정보가 도시를 효율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혁신

(Nikkei BP Clean Tech, 2013). 과거의 스마트시티는 유럽과

시티의 혁신성을 고려한 프로세스 및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스

의 원동력이 되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도시 자체가 이를 구현하

북미 중심으로 도시 재생 관점에서 진행되었으나, 최근 중국, 인도

기 위한 하나의 도시혁신플랫폼(Urban Innovation Platform)

등 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에서도 신도시 개발로 활성화되어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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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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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로 움직이는
도시가 구현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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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임지영 Photographer. 안용길

몰라도 개도국들은 현대적인 도시를 만드는 것 자체가 아주 스마트

저 구축하여 공장과 전통 산업에서 사라진 일자리를 충분히 대체할

하고 멋진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한국은 처음부터 수출산업화를 염두에 두고 스마트시티를 추진했

대한민국의
스마트시티 경쟁력과
성공방정식
Writer. 황종성(한국정보화진흥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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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선진국들조차 미래 지능기술을 도시에 접목할 엄두를 내지 못

한국의 스마트시티 경쟁력

할 때인 2003년 전후, ‘유시티(U-City)’라는 이름으로 도시의 지

불과 2~3년 전만 해도 한국은 스마트시티의 선도국가로 큰 주목을

능화를 지향했다. 도시를 하나의 수출상품으로 만들기 위해 당시 한

받아 왔다. 2003년부터 구축되기 시작한 ‘유시티’는 지능형 교통시

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던 정보기술을 도시 운영시스템에 접목하려

스템을 비롯하여 많은 성과를 만들어 냈고 이것들이 해외에 수출되

고 시도했다. 돌이켜 보면, 시기적으로 기술과 산업이 무르익기 전

어 실질적인 경제적 성과를 창출하기도 했다. 특히 ‘유비쿼터스도시

에 너무 일찍 시작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지만, 앞으로 스

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을 2008년 3월 제정하여 한국은 스마트시티

마트시티가 가야할 방향을 제대로 보여준 첫 사례였다.

를 위한 특별법을 가진 최초의 나라가 되기도 했다. 이에 힘입어 각종

최근에는 스마트시티가 새로운 목적과 의미를 갖기 시작했다. 한마

지자체와 LX공사가 추진하는 스마트시티가 전국 곳곳에 들어섰다.

디로 인공지능의 본격적 활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스마트시티를 구

하지만 2010년을 전후하여 한국은 스마트시티의 선두권에서 점

축하는 것이다. 여기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그 하나는 인공지능의

차 멀어지기 시작했다. 2008년 이후 은평, 동탄, 판교 등 신규 ‘유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으로서 스마트시티를 구축하는 경우

시티’가 건설되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유시티’ 사업은 소강상태

이다. 구글의 무인자동차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구글의

에 접어들었다. 2011년 스마트시티 구축계획을 선포한 서울특별

무인자동차가 운행하기 위해서는 지도는 물론이고 각종 데이터가

시를 제외하면 대부분 ‘유시티’가 지난 7~8년간 큰 발전 없이 비슷

빈틈없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런 환경이 갖춰지지 않은 도시에서는

한 구조와 서비스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스마트시티에 대한 투자도

스마트시티로 가야 하는 이유

아무리 좋은 무인자동차를 가져와도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바로 스

스마트시티를 추진하는 이유는 나라마다 다르다. 이미 20여 년 전

마트시티는 이런 스마트 기술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도시를 만

부터 도시 정보화를 추진하기 시작한 선진국은 산업화 시대를 벗어

드는 일로서 의미를 갖는다.

나기 위해 스마트시티를 추진한다. 산업화 과정에서 비대해질 대로

다른 하나는 도시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스마트시티

비대해진 도시를 자연친화적이고 자원절약형의 도시로 만들어 산

를 구축하는 경우다.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공장은 과거처럼 많

업화의 그늘로부터 벗어나고자 한다. 반면 최근 스마트시티 구축에

은 일자리를 제공하지 않게 되었다. 오히려 기존의 일자리가 대폭

열을 올리고 있는 중국이나 인도는 이와 반대로 산업화 시대에 들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했다. 스마트시티는 이렇게 사라진

가기 위해 스마트시티를 추진한다. 농촌인구의 급속한 도시 이주현

일자리를 메울 수 있는 대안으로 최근 급부상하고 있다. 스마트시티

상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기술의 힘을 빌려 도시의 수용능력을 높이

가 구현되면 과거에 없던 각종 지능서비스를 누구든 손쉽게 만들 수

는 것이 주목적이다. 선진국의 눈에는 별로 스마트해 보이지 않을지

있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스마트시티를 먼

최근에는 인공지능의
본격적 활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스마트시티를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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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에 빠졌고 기술개발과 서비스 혁신도 큰 진전을 보지 못했다.
반면 해외에서는 스마트시티의 발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비록

2012년을 전후하여 뒤늦게 스마트시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지
만 선진국의 발전 속도는 우리를 압도하고 있다. 예컨대 싱가포르는
비교적 뒤늦은 2014년 12월 스마트시티를 국가전략사업을 선정
하여 본격적인 구축을 시작했지만 불과 1년 반 사이에 세계 최고 스
마트시티 중 하나로 올라섰다. 미국도 2016년 오바마 대통령이 스
마트시티에 대한 전략을 발표하는 등 고삐를 바짝 당기기 시작했고
유럽, 일본 등 대부분 선진국도 스마트시티 추진을 본격화하였다.
스마트시티에 대한 한국의 주도권이 약화되는 이유는 일차적으로
전략적 모호성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스마트시티를 추진하는 다양
한 이유와 목적 중에서 한국이 지향하는 바를 명확하게 설정하지

스마트시티는
한국이 충분히
승산을 가질 수 있는
전략 분야다
밖으로 보면
세계시장이 아주 크고
빠르게 성장하는 데
비해 경쟁력 있는
플레이어는
손에 꼽을 정도다

앞으로 가야 할 길
스마트시티는 한국이 충분히 승산을 가질 수 있는 전략 분야다. 밖
으로 보면 세계시장이 아주 크고 빠르게 성장하는 데 비해 경쟁력
있는 플레이어는 손에 꼽을 정도다. 한마디로 전형적인 블루 오션
이다. 국내로 눈을 돌리면 스마트시티의 구축으로 인공지능 등 각
종 지능기술의 수요를 촉진하는 동시에, 일자리 창출, 도시문제 해
결 등 삶의 질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국의 경쟁력이 그
동안 많이 약화하였다고 해도 여전히 도시건설 능력도 뛰어나고 정
보기술 활용능력도 뛰어나다.
이러한 기회를 살리기 위해 한국이 시급히 해야 할 과제를 지적하면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하나는 도시 데이터의 허브를 만드는 것
이다. 도시에는 수많은 데이터가 존재한다. 어떤 것은 중앙정부의 것

못한 것이다. 수출산업으로 스마트시티를 추진하려면 사업의 주도

이고 어떤 것은 공기업, 어떤 것은 지자체의 것이기도 하다. 이 많은

권을 산업계가 갖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대부분 ‘유시티’ 구축은

데이터가 자유롭게 유통되고 융합될 수 있는 환경만 만들어준다면

지자체의 주도로 건설되어 산업과 연계 효과를 크게 높이지 못했다.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

산업화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한국이 지향한 목적중 하나였

출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스마트시티 투자와 서비스의 활성

지만, 대부분 ‘유시티’가 신도시 중심으로 구축되어 이 또한 큰 성

화로 이어질 수 있다. 데이터 허브는 바로 그런 데이터 활용체계를

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 결과 ‘유시티’가 대내적으로 국민들에게 눈

만드는 일로써 한국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에 띄는 만족과 감동을 주지도 못하고, 대외적으로 수출시장에

다른 하나는 스마트시티에 활용되는 API를 표준화하여 공통으로

서도 확실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어정쩡한 모습이 되었다.

적용하는 것이다. API 는 각종 정보시스템을 제삼자가 이용할

그리고 이것이 ‘유시티’에 대한 실망감으로 돌아와 오랜기간 정체

세계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데이터 계층과 서비스 계층

최근 스마트시티가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열쇠로서 중요한 의미를

수 있게 해 주는 기술이다. 예컨대 버스 도착시간을 알리는 앱을 개

기를 맞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에서는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서비스 계층은 인공지능 등 최첨

부여받는 점을 감안하면 플랫폼 측면의 문제점을 하루 빨리 극복

발할 때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버스 위치정보 시스템을 API로 연계

플랫폼 측면에서도 한국 스마트시티의 문제점이 발견된다. 스마트

단 기술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미국 등 몇몇 나라만 경쟁력을 가지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프라 계층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하면 보다 적은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현재 API를 공

시티 플랫폼은 크게 세 계층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하나는 통신망

는 것이 어쩔 수 없지만, 데이터 계층은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얼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한국은 다른 많은 나라들 보다 유리한 위치

개하고 있는 지자체가 많이 있지만 문제는 도시마다 다른 API를 쓴

과 공간지도 등으로 구성되는 인프라 계층이고, 두 번째는 데이터의

마든지 발전시킬 수 있는 영역이다. 그럼에도 한국은 스마트시티 구

에 있다. 하지만 한국이 진정으로 원하는 수출산업화를 성취하

다는 점이다. 모든 도시가 공통의 API를 쓴다면 한 도시를 위해 개

수집, 관리, 유통이 이루어지는 데이터 계층, 세 번째는 지능형 서비

축에 필요한 데이터가 양적 질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나마

려면 최소한 데이터 계층의 경쟁력을 높여 한국만의 독자적인 기술

발한 서비스를 전국 모든 도시에 활용할 수 있어서 실질적으로 국내

스가 만들어지는 서비스 계층이다. 이 중 한국은 인프라 계층에서는

있는 데이터를 제대로 공유하거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력과 서비스를 만들어야 한다.

시장의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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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내비게이션Ⅱ

스마트시티 개발을 위한
BIM/GIS 통합 표준 기술

Writer. 임지영 Photographer. 안용길

Smart Governance and
Smart Education

다. 현재, 스마트시티는 표준 플랫폼, 프레임워크 차원에서 세계 각
국에서 논의되고,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스마트

Smart
Healthcare

Smart
Citizen

시티 체계가 보편화되면,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의 삶에 큰 영

trillion

향을 줄 것이다.
Writer. 강태욱(한국건설기술연구원 ICT융합연구소 수석연구원)

스마트시티의 정의는 매우 다양하다. 오랫동안 지속 가능한 도시

Smart
Energy

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으며, 친에너지 도시, 친환경 생태 도시에
개요

대한 구체적인 프로젝트도 많이 시도되었다. 국내에서 많이 시도

세계적으로 스마트시티에 대한 이슈가 부상하고 있다. 스마트시티

된 U-시티도 이러한 프로젝트 중 하나이다. 하지만, 스마트시티는

는 시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개발하기 위한 비

기존의 방식보다 더욱 연결지향적, 플랫폼적, 환경 친화적, 사회지향

전이다. 스마트시티는 도시의 계획, 개발, 관리 및 스마트 서비스 제

적, 지속 가능한 도시 생태계를 지향한다.

공을 위해 에너지, 환경, IoT,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공간/지오

스마트시티는 $ 1 . 5 조( 1 , 746 조 원) 시장 규모( Forbes ,

그래픽 정보 통합과 같은 최신 정보 기술이 적용되는 신개념 도시이

2014.6)이며, 2030년 시장 규모는 약 $ 42.72 조(49,726 조 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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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y
Operating
System

Wes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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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스마트시티 개념(frost & Sullivan)과 시장 동향(Nikkei Business Publication)

예상되고 있다(Nikkei Business Publications, 2012). 영국은

스마트시티 국제 표준화 진행 상황

2020년까지 $ 2,000억 시장 기회가 있으며, 이 중 10%를 차지할

국제 무역을 통해 국내 개발 기술 및 상품을 수출해 사는 우리나라의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Arup, Arup UK 보고서).

입장에서는 선진국에서 무역 장벽으로 활용하는 국제 표준에 참여

스마트시티 개발은 선진국과 개도국 정책 입안자에게 상당히 중요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스마트시티 시장 선점

한 이슈이다. 스마트시티는 도시화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발생하는

을 위한 국제 표준화를 오랫동안 추진해 왔다. 스마트시티의 국제 표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고려되고 있다. 중국과 유럽의 경

준화는 다양한 융복합 기술과 분야가 관련되어 있어, 국제 표준 컨센

우, 도시 인구 증가, 도시 인프라 구축에 대한 압력, 과도한 에너지 소

서스 확보에 지속적인 노력과 투자가 필요하다. 선진국 정부 및 글로

비(전체에서 70% 에너지를 도시가 소모), 환경 오염(탄소 배출 오

벌 기업들은 국가 및 기관 간 다양한 파트너십과 교류협력 활동을 통

염의 주범), 에너지와 물의 부족, 교통 혼잡, 폐기물 처리 문제, 인프

해, 스마트시티 표준 영역을 확보하고 있다. 이에 비해 국내의 관련

라 노화로 인한 안전 문제, 테러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

국제 표준화 투자와 활동 여건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다. 앞에서 언급한 스마트시티 기술을 적용해, 도시 문제를 해결하

스마트시티 국제 표준은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도시 관리 및 관련

고, 시민에 필요한 도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시민 삶의

정책 개발의 필수적인 플랫폼 요소가 된다. 스마트시티 국제 표준

질을 높일 수 있다.

은 ISO, IEC, IEEE와 같은 국제 표준화 기관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스마트시티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국가들은 매우 많다.

있다. 이외에 ANSI Smart City Workshop(2013), EC Smart

미국, 독일, 유럽, 일본, 중국 등의 국가에서 스마트시티는 가장 중

Cities and Communities 파트너십(CIP-SCC, 2012), VDE

요한 정책 중 하나이다. 예를 들어, 인도의 경우, 스마트시티에 $12

Smart City Congree(2014) 등 많은 활동이 있었다.

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2014). 향후 20년간 교통, 에너지, 공공

이 중 ISO를 중심으로 표준화 활동을 살펴본다. ISO/TC 268,

보안에 $1.2조 투자할 계획이며, 스마트 빌딩을 통해 30%의 수

ITU-T Smart and Sustainable Cities Focus Group는 스

자원 절약, 40%의 에너지 절약, 10~30%의 관리비용 절감을 예

마트시티의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프레임워크로 정리하

상하고 있다.

고 있다. ISO/TC 268은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개발(sustain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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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스마트시티 관련 표준 단체

표준단체

그림 3. BIM을 활용한 스마트시티 시설물 관리 서비스 유스케이스

는 BIM, GIS 및 외부 이기종 데이터 세트의 종류,

위원회

내용

유형, 정보를 필터링하고, 필요한 정보를 이해당사

TC 268/SCI

지속가능한 도시 평가 지표 개발(ISO 37120:2014)
지속가능한 도시 관리 체계 개발(ISO 37101:2016)
지속가능한 도시민 삶의 질 지표(ISO 37120:2014)

자가 이해하기 쉽게 변형하는 방법들이 다르다. 이

SEG 1 스마트시티 위원회
SyC AAL(Active Assisted Living) 위원회

스마트시티 체계 표준 제정 논의

이터 소스들에서 필요한 것들만 추출하여, 가공한

마케팅전략 위원회(MSB)

스마트시티 백서 발간
스마트시티 마켓 조사

후 정보를 다양한 스마트 장치나 운용되는 시스템에

ITU-T

SG5/Focus Group

Smart and Sustainable Cities 표준 활동
스마트시티 ICT 기술 역할 정의

전달된다. 스마트시티의 공간정보 서비스 구현을 위

ISO/IEC
JTC 1

ISO/IEC WG 11

스마트시티 표준화 분야 논의

국제적인 기술 호환성과 재활용성을 가져올 것이다.

ISO

IEC

방법들을 유스케이스에 맞게 정의하고, 다양한 데

한 데이터연계 표준화는 스마트시티 시스템 개발에

결론

development of communities)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조직에

표준에서 스마트시티 기준은 행복한 시민과 건강한 도시 환경 지표

는 도시 지표를 개발하는 그룹과 스마트 커뮤니티 인프라스트럭쳐에

정의와 이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한 매트릭스를 개발하는 그룹이 있다. ISO/TC 268에 의해 만들어

본문에서 언급하였듯이 수출중심 국가인 우리나라
지표에서는 이해당사자 관점에서 필요한 유스케이스, 필요성 및

의 입장에서는 선진국에서 무역 장벽으로 활용하는 국제 표준 참

KPI(Key Performance Index)를 정의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유

여는 매우 중요하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스마트시티 시장 선점을

진 첫 표준은 ISO/TR 37150:2014이다. ISO 37120:2014는 지속 가

스마트시티 공간정보기술 국제 표준화

스케이스나 KPI가 공간정보 기반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면, 해당 서

위한 국제 표준화에 오랫동안 공을 들여왔다. 스마트시티의 시장

능한 도시를 위한 도시민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지표를 표준화하고 있

스마트시티 관련 공간정보 표준화를 위해, ISO와 같은 국제 표준화

비스는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GIS, BIM 및 외부 데이터셋을 연

규모와 파급효과는 천문학적이다. 선진국 정부 및 글로벌 기업들

다. ISO 37101:2016은 지속가능한 도시 관리, 시스템 개발 및 지침

기구, OGC(Open Geospatial Consortium), buildingSMART

계해 통합적으로 서비스 요청 데이터가 필터링 되고, 처리될 수 있어

은 이미 국가 및 기관 간 다양한 파트너십과 교류협력 활동을 통해,

을 정의하고 있다. ISO/TC 37150은 46개 코어에 글로벌 시티 지표

와 같은 민간 표준화 기구 등이 노력하고 있다. ISO 공간정보 표준

야 한다. 그림 3은 스마트시티를 구성하는 시설물 관리 유스케이스

스마트시티 표준 영역을 하나씩 점유하고 있다. 이 분야들이 자국

(Global City Indicator), 그린 시티 인덱스(Green City Index), ICT

화를 담당하고 있는 TC211에서는 BIM, GIS 정보 활용을 위한 표

를 구현할 때, 이런 상황을 보여준다.

의 미래 먹거리가 될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필자는 이미 늦

기반 스마트시티 기술과 관련된 100개 지표를 정의하고 있다.

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OGC는 Future Cities Pilot 프로젝트를

그림 3에서 필요한 데이터 소스는 BIM, GIS, 시설물 관리 시스

은 감이 있으나, 지금이라도 자국 스마트시티 관련 정부기관과 국

글로벌 시티 지표는 도시 삶의 모든 부분을 커버하며, 교육, 건강, 여

진행하고 있다. OGC는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템 같은 이기종 시스템에 분산되어 있을 것이다. 분산된 데이터들

내 글로벌 기업이 관련 국제표준에 적극 참여해야만, 미래 천문학

가, 안전, 교통, 하수, 수자원, 재정 등 모든 것과 관련된다. 글로벌 시

3D, 공간정보 표준, ISO/TC 59 빌딩 및 토목 엔지니어링 작업 그

을 서로 연결하여, 필요한 데이터만 추출하고, 이를 정보로 가공하

적인 스마트시티 시장을 이끄는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티 지표는 ISO 표준이며, 이는 ISO 37120:2014, ISO TC 268로

룹, 빌딩스마트 등과 통합을 위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른 관련

는 것은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구현하기

정의되어, 이를 기반으로 많은 도시에서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하

조직은 MISMO(Mortgage Industry Standards Maintenance

위한 핵심적인 상호운용 지원 기술이 된

고 있다. 그린 시티 인덱스는 CO2, 에너지, 수자원, 교통에 대한 것

Organization), NIBS(National Institute of Building Science)

다. 이와 관련해, 최근 ISO에서는 BIM

이다. 이 지표는 환경 영향과 관련된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제

등과 협력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ISO TC211 표준화 활동을 좀 더

과 GIS간 연계 방안(B2GM. BIM to

그림 2. 스마트시티 프레임워크 표준화 추진 기구 ISO TC 268

14

상세히 살펴본다.

GIS conceptual mapping)을 ISO

스마트시티의 공간정보 기반 서

N19166으로 논의하고 있다. B2GM은

비스는 BIM, GIS(Geographic

다음 그림과 같이, BIM과 외부 데이터 세

Information System) 데이터

트를 유스케이스 관점에서 연계해, 도시

가 중요한 데이터소스로 활용할

스케일에서 정보를 질의하고 확인할 수

수 있다. BIM은 매우 상세한 수

있도록, GIS와 연계하는 표준적인 방법

준의 3차원 빌딩 정보를 시민이

을 기술한다.

나 공공 서비스로 제공해 줄 수

3차원 공간정보 콘텐츠 기반 유스케이

있다. 앞서 언급한 스마트시티

스는 다양한 이해당사자에 따라 연계되

그림 4. B2GM(ISO TC211 N19166)의 BIM, GIS 각 표준모델인 IFC(Industry Foundation Classes),
CityGML 연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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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이 만난 사람

Q
A

공간정보연구원의 주요 업무와 연구 분야를 상세히 설명

필요한 고정밀 디지털 지도를 제작 중입니다.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드론 연구는 효율적인 도로사업 추진과 드론사업 활성화

분야별 전문 연구인력 50여 명이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를 위해 추진 중입니다. 드론을 활용하면 기존에 사용하던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성사진이나 항공사진보다 비용을 절감하면서 정밀한

주요 내용은 정부정책 및 공사 장기 경영전략 과제, 공

영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도·지방도 등 효

간정보 분야 국내외 기술 도입 및 적용에 관한 연구, 국

율적인 도로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드론산업 활성화에도

제협력공동연구 등으로 국내의 공간정보 산업 활성화

기여할 계획입니다.

를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책연구실에서는 지적정보 기반의 공간정보를 활

Q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간정보연구원에서 다

용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 정보이자 국토,

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동안 공사와 연구원이

환경, 국방, 도로교통 등 정부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핵

담당해 온 공적 기능은 무엇일까요?

심이 되는 국토정보를 활용해 지적 및 측량 제도 개선, 국

A

올해 6월 사명 변경 2주년을 맞는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국

한국국토정보공사

내외 공간정보산업, 통일 후 북한 지역의 토지조사방안 등

책 사업의 안정적인 수행과 국가의 정책 지원을 통해 국토

공간정보연구원장

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 가치를 높여나가는 기능을 수행해 왔습니다. 국토정보

국토정보연구실에서는 공간정보와 위성측위시스템

에 대한 종합 관리를 통해 공간정보 융복합을 실현하며 공

(GNSS), 지적측량, 영상 등 전문 실무진을 갖추고 공사의

간정보산업 진흥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

주요 사업인 지적측량과 공간정보산업을 비롯해 다양한

다. 공간정보연구원 역시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

분야에 걸쳐 기술력 증진을 위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측량과 공간정보 분야의 새로운 기술과 신규 사업 발

국토정보 조사활용을 위한 공간정보 기반기술 연구, 위성

굴, 국가의 정책과제 수행 등을 통해 ‘공간정보 R&D를

측위시스템·지적측량 기술 개발, 지적정보를 활용한 사업

선도하는 세계 최고의 연구기관’이라는 비전을 실현해

다각화 방안 등의 연구를 수행 중입니다.

나가고 있습니다.

심우섭
/

/

“공간정보
선도 연구기관으로
우뚝 서겠습니다”
Interview. 편집부 Photographer. 박창수

Q

제19대 공간정보연구원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공간
정보> 매거진 독자들을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
연구원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지난 2월 취임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국
국토정보공사와 함께 성장해 온 심우섭 원장으로
부터 공간정보연구원에 대한 소개와 앞으로의
포부를 들어보았다.

16

공사는 지난해 10월 경기도가 추진하는 판교제로시티 내

공간정보연구원은 한국국토정보공사 부설기관으로,

자율주행차 실증단지 조성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

1994년 10월 지적기술연구소로 출발, 2005년 지적연구

습니다. 연구원에서 자율주행 자동차와 드론 관련 연구

원, 2012년에 공간정보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왔습니다.

심우섭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장이

Q

A

공사와 자율주행차의 상관관계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시

공간정보연구원은 지적측량과 공간정보 분야의 새로운

는데, 자율주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위치정보

기술과 신규 사업 발굴, 국가의 정책과제 수행 등 다양한

입니다.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무인자동차가 어떤 위치에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간정보를 융복합해 제4차

서 어떤 속도로 이동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하죠. 자율주행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고 인공지능과 데이터 활용 기

차를 개발하는데 컴퓨터가 이해하고 반응할 수 있는 고정

술을 융합한 최첨단 연구를 통해 국토의 가치를 높이는

밀 디지털 지도가 필수적입니다. 공사는 정확한 위치정보

데 역점을 두고 있는 국내 유일의 공간정보 전문 연구기

수집에 대한 최고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판교

관입니다.

제로시티에 공간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자율주행차 운행에

공간정보연구원은
정책, 장기 경영전략 과제와
공간정보 분야 국내외
기술 도입 및 연구 등
공간정보산업 활성화를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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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공사는 우리나라의 토지와 건물, 시설물 등 부동산

Q

원장님께서는 공사 국토정보교육원 교수, 제주지역본

관련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LX국토정보기본도’를 구

부장, 인천지역본부장 등을 두루 지내셨습니다. 이러한

축, 2016년부터 민간에 무료 서비스를 제공해 많은 호응

경험들이 공간정보연구원을 이끌어 가는데 많은 도움이

을 얻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방대한 양의 국가

될 것 같습니다.

공간정보를 구축해 왔지만 부처별로 산재해 있어 국가 공

A

1984년 입사했으니 벌써 햇수로만 34년째입니다. 현장

간정보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업무부터 시작해 그동안 주어진 역할에 책임감을 갖고

대두되고 있습니다. 공사는 오랜 역사와 인지도를 갖고 있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직원들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

는 만큼 국가 공간정보를 통합 관리할 충분한 역량을 갖추

각하고 실천해 왔습니다. 본부에서 직원들로부터 새로

고 있습니다. 공사가 국가 안보상 민감한 부분을 제외한

운 사업을 시작하기 전, 공간정보연구원이 사업 수행방

국가 공간정보를 한군데 모아 관리한다면, 국민에게 고부

식이나 업무 프로세스, 관련 시스템 구축 등에 관한 선행

가가치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간정보 융복합 산업 발전에

연구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또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적제도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측량방법이나 장비를 활
용하려 할 때 법적 근거나 업무규정 등이 미흡해 최신 기
술을 업무에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종종 보
아왔습니다. 공간정보연구원은 공사 본부와 지사의 의
견과 제안을 통해 연구방법을 개선, 연구과제에 대한 실

공간정보는 국가의 미래입니다
정부는 물론 산업계,
공공기관 간에
구축해 놓은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노력이 이뤄져야 합니다

용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Q
A

우리나라 공간정보산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부분은

간의 상생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연구를 위해 최선의 노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무엇일까요?

력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우

공간정보연구원 직원들에게 조직 내에서 서로의 연구과

공간정보는 국가의 미래입니다. 공간정보는 상당히 다양

선하는 국토공간정보 창출이라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해

제를 활발히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공간정보산업 발전을

한 분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 분야에만 의존해

공간정보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실용적인 연구에 집중하

위한 시너지를 내주기를 당부하고 싶습니다. 매거진 독자

이익을 강조한다면 나무만 보고 큰 숲은 보지 못하는 것과

겠습니다.

들께는 지금처럼 공간정보연구원과 매거진에 많은 관심

같습니다. 거시적인 관점으로 시야를 넓히고 상호 협력하

한편, 현대 사회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수많은 정보들

을 갖고, 새로운 제안과 아이디어를 제공해주시기를 부탁

는 풍토를 만들어 나간다면 공간정보산업은 정보통신기

이 생성·축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융복합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술과 접목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활용하지 못한다면 급속히 발전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이를 위해 정부는 물론 산업계, 공공기관 간에 구축해 놓

에 적응하지 못하고 퇴보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

은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노력이 이뤄져야 합니다.

분야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시스템의 통합을 통해 경제적
인 손실을 최소화하고, 모든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

Q
A

18

profile. 심우섭 원장

원장님께서는 연구원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신

한 정보들을 공유해 국민의 편익을 높일 수 있는 가교 역할

가요? 이와 함께 독자들과 연구원 직원들에게 한 말씀

을 담당할 계획입니다.

공학박사 기술사

부탁드립니다.

이와 함께 완주군 지방행정연수원 인근으로 공간정보연

LX국토정보교육원 교수

공간정보연구원은 국가정책 개발을 선도하는 싱크탱크

구원을 확장 이전해, 자율주행차, 드론 등 공간정보산업 융

LX인천지역본부장

로서 공간정보산업 육성과 함께 경쟁력 강화, 공공과 민

복합 기술 개발을 위한 테스트베드로서의 공간을 갖추는

現 LX공간정보연구원장

청주대 지적학과 졸업

LX제주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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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포럼 I

01

드론의
사이버 보안

Writer. 박태규(한서대학교 항공소프트웨어공학과 교수)

무인정찰기가 비밀리에 시험 활주 중인 중국판 RQ-170이 발각

치(IMU), 구동기, GCS 등)은 모두 외부의 입력원에 의존하게

된 바 있다. 이 무인기가 어떻게 이란 군의 수중에 들어갈 수 있었

되어 있어 외부 신호가 드론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

는지에 대한 당시 상황은 논쟁거리이나, 가장 유력한 가설은 무

넷째, 드론은 여러 구성 요소 간의 긴밀한 상호연결이며, 요소

인기의 항법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GPS 시스템이 공격을 당했

간 상호 정보의 흐름이 활발하다. 따라서 공격에 취약한 연결 지

다는 가정이다. 이는 GPS 스푸핑 공격으로 GPS 위성의 원래

점이 많다.

신호가 무인기 근처에서 공격자에 의해서 발생하는 강한 신호
해결되어야 할 드론의 역기능, 사이버 보안

도록 하는 공격이다. 위조된 신호는 결국 무인기로 하여금 현재

드론은 ICT의 발전에 따라 다기능화되고 활용 분야도 다양해지

위치한 곳을 잘못된 지점으로 인식하도록 한다. 이 이론의 지지

고 있다. 극복되어야 할 역기능으로 사이버 보안 문제는 GPS 스

자들은 이란군이 드론의 위성 통신을 전파 교란을 통해 GPS 신

푸핑, 신호 재밍, 데이터와 영상 해킹, 기체 탈취, 바이러스 감염

우리의 생활을 바꿔놓을 주인공, 드론

성 요소만이라도 침해를 받게 되면, 전체의 안전과 보안이 위험

호를 위조하여 이란 공군기지로 안전하게 착륙하도록 했다고 생

등이 있다. 미국은 특히 GPS가 재밍과 스푸핑에 매우 취약함을

드론은 우리의 생활을 바꿔놓을 ICT 주인공의 하나가 될 것이

에 처할 수 있다. 최근 항공위치정보를 제공하는 GPS 신호를 조

각하고 있으며, 이란도 이와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고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후, 많은 투자를 통해 DARPA 중심

다. 개인용 컴퓨터나 휴대폰처럼 개인용 드론을 보유하는 때가

작하는 스푸핑(spoofing), 신호를 방해하는 재밍(jamming),

미국과 이스라엘 정보기관은 큰 충격을 받았으며, 무인기 명령

으로 업체들과 두 방향으로 대책을 연구하고 있다. 하나는 GPS

머지않아 다가올 것이다. 미래학자 Thomas Frey는 드론을 활

데이터와 영상 해킹, 기체 탈취, 바이러스 감염 등의 사이버 보안

제어(C2) 등의 사이버 보안 대책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우

를 대체하는 기술로써, 외부로부터 위치 신호 없이도 항법을 수

용할 수 있는 192가지 응용 분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항공위치정보를 제공하

연히도 이 포획 사건이 발생하기 한 달 전에 한 논문이 취리히 대

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 즉, 지형의 시각적 이미

드론은 낮게나 높게, 작거나 크게, 조용하거나 시끄럽게, 보이게

는 대중화 시스템인 GPS 신호를 스푸핑하여 최첨단 미국 군사

학과 미국 학자들에 의해 발표되었다. 이 논문에서 연구자들은

지, 별 추적(star-tracking), 양방향 시간 전송(2-way time

혹은 안 보이게 날아서 우리의 친한 친구나 나쁜 적이 될 수도 있

용 드론을 포획한 사이버 보안사고 하나만을 소개하고자 한다.

현재의 표준 GPS 수신기에 효과적인 수신기 기반의 대응책이

transfer) 등을 활용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기존의 GPS를 개

구현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량하는 방법으로서 GPS의 약한 신호 때문에 발생하는 스푸핑

다. 드론에 불빛, 음향, 카메라, 마이크, 센서, 로봇 팔 등의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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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위조된 GPS 신호로 대체되어 무인기 GPS 수신기에 입력되

를 부착하여, 날고, 뒹굴고, 지상을 따라 구를 수도 있고, 빌딩에

이란의 미국 RQ-170 정찰용 드론 포획 사건

붙어 다닐 수도 있고, 강에 떠다닐 수도 있고, 물 밑으로 다이빙

최근 가장 주목을 받는 사이버 보안사고이다. 2011년 12월

드론이 갖는 독특한 보안 취약성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을 개선하는 것이다. DARPA는 이란에

을 할 수도 있고, 나무를 오르고, 기차나 배나 비행기에 기생충처

4일 미국 록히드 마틴에서 이스라엘과 공동으로 제작한 스텔스

첫째, 드론은 광대역 컴퓨터 네트워크를 무선으로 구성하는 하

서의 드론 해킹을 계기로 사이버 보안 대책에 적극 투자하고 있

럼 붙어 다닐 수도 있다. 현재의 드론은 군사 목적의 감시, 정찰,

RQ-170 Sentinel 드론이 이란군에 의해 포획되었다. 이란은

나의 노드로서 연결되는 즉, 날아다니는 컴퓨터로 볼 수 있다.

다. 아울러 이러한 이슈 속에서 미국은 물론, 유럽(EU)도 최근

공격 등의 임무 외에도 민간 분야의 건설, 교통, 촬영, 농업, 재난

이 극비의 무인기를 당일 바로 전시ㆍ공개하였다. 미국 정부는

이는 넓은 영역에서 무선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는 취약점을 내

에 항공기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을 심각하게 인식하여 비밀 수

구조, 배송, 통신, 환경, 각종 이벤트, 개인 취미용 등 여러 분야에

이 사실을 처음에는 부인하였으나 이틀 뒤에는 인정하였다. 드

포하며, 이는 드론의 사이버 보안 대책을 위한 중요한 출발 명제

준의 보안성과 안전성을 갖는 ‘Secure 드론’의 개발을 위해서

서 점점 그 활용 분야를 넓히고 있다.

론은 거의 흠집 없이 온전한 모습을 하고, 사건 직후 당연히 미

가 되어야 한다.

DARPA는 HACMS라는 프로젝트에 관심을 두고 군 중심으로

국은 원격 명령으로 데이터의 비밀성을 위해서 무인기 데이터를

둘째, 드론에서 제어와 임무의 목적상 각종 센서, 비디오 장치,

업체와 연구 개발을 이미 시작한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드론의 역기능, 사이버 보안 문제

파괴하도록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특수작전팀을 이란에

통신 채널은 거의 모든 드론의 필수적 구성 요소이다. 이들은 실

드론의 사이버 보안의 심각성과 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조

드론이 순기능만 지니고 있는 건 아니다. 주로 거론되는 문제점

보내 무인기를 회수하거나, 공습으로 이 드론을 파괴하는 방안

시간으로 송수신해야 하기 때문에 항상 열린 상태이어야 한다.

차 전무한 상황이다. 드론 산업의 미래는 무한하지만, 역기능적

으로 안전과 사생활 침해를 주로 꼽지만, 드론 사이버 보안 문제

등을 오바마 대통령에 건의했지만, 전쟁 행위로 간주할 위험이

특히 이들은 전자기 신호에 민감한 반응은 취약하며, 기체 탈취,

문제에 대한 법적, 제도적, 물리적, 기술적 대책에 따라 안전성과

는 세간의 인식과 대책 마련의 노력이 거의 전무하다. 드론은 항

있어 채택하지 않았다. 이 사건으로 이란은 미국의 첨단 군사기

재밍, 스푸핑 공격에 언제나 노출될 수 있다.

보안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그 순기능도 의미가 없을 것이다. 드

시 개방된 상태의 센서, 무선 네트워크 구성, 직렬적 안전성 구조

술이 집약된 드론을 거의 온전한 형태로 손에 넣은 이후 정밀 분

셋째, 드론은 불가피하게 외부로부터 중요한 데이터를 수신해야

론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으로 실질적인 육성 계획에 사이버 보

라는 독특한 특성 때문에 사이버 보안 공격에 취약하다. 일부 구

석하는 역기술을 개발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 이와 유사한

만 한다. 자율 비행에 관련된 요소들(GPS, 자기계, 관성항법장

안에 대한 대응책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과 재밍에 대비하기 위해서 거짓 신호로부터 진짜 신호를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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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 융복합 산업
발전 방안

Writer. 김병국(인하대학교 공간정보공학과 교수)

또한, 공간정보산업 대상 영역도 넓혀 가야 한다. 실외에서 실

장하기 위해, 산업 전반(국방, 산업자원, 해양수산, 농림축산, 문

내로, 지표면에서 공중·해저로, 현실 공간에서 사이버 공간으

화체육 등)에 사용되는 공간정보에 대한 ‘콘트롤타워’가 있어

로, 현재의 공간에서 상상의 공간, 과거 또는 미래의 공간으로,

야 일관된 공간정보 정책, 대규모 융복합 산업 창조 등이 가능하

실제의 공간에서 증폭된 공간, 중첩된 공간, 다른 정보와 함께

다. 국가 발전 전략에서의 공간정보 부분 주관부처와 주사업자

보는 공간으로, 인간 인식의 공간에서 사물과 동물 또는 로봇 인

를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식의 공간으로 넓혀 가야 한다.
모든 산업의 공간정보 분야에 참여하고 혁신적인 새로운 사업

물론 다른 한 축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 트렌드에 따른 선

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규모와 역량을 갖춘 공간정보업체가 있

제적 기술개발이다. 국가 미래전략 9대 프로젝트 중에 자율주

어야 한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공공 SW 사업에의 대기업 참

행차, 스마트시티, 가상·증강현실이 포함되어 있고, 국토교통

여제한 완화’를 조속 실현하되 대규모 투자와 이익실현이 가능

부에서 지정한 7대 신성장 산업에도 자율주행차, UAV, 공간정

공간정보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하도록 무조건적 시장 자유에 맡겨야 한다. 우리나라 공간정보

보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다. 이것에 더하여, 이미 알려진 우리

공간정보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이제 누구나 인지하고 있다.

산업에서의 가장 큰 취약점이자 오랜 숙원이 ‘대기업이 없다’

나라의 미래 문제인 초고령화, 도시거주비율 확대(도시화), 식

GPS, 레이저스캐너, 드론, 차량매핑시스템(MMS), 빅데이

는 것이었다. 우선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이 대기업의 역할을 하

량과 에너지의 높은 해외의존도, 또는 전 지구적 미래 문제인 기

터 등 공간정보 수집도구는 일반화되었으며, 중간 산출물인 수

여야 한다.

후변화, 국제적 범 분야(빈곤, 소수인종, 교육, 환경 문제 등) 등

치지도, 실내지도, 내비게이션도 대중화되었다. 풍수해, 지진,

을 대비하는 공간정보 분야 기술개발도 자금력을 가진 대기업
콘트롤타워의 구축, 산업 발전의 지름길

산사태, 싱크홀, 조류독감 등 국민 안전에 대비한 기본 정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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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해야 할 일이고 대기업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도 공간정보는 필수적이며, 4차 산업혁명의 주요 산업인 사

자산이 되어서, 오히려 SW산업, 자동차산업, 건설산업, 전자

세계적 관점에서도, 미국의 ESRI 정도 규모를 넘어서는 공간

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자율주행자동차, 로봇, 가상현

산업, 통신산업, 문화예술체육산업 등 기존의 대형 산업에 종

정보 관련 대기업은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국토정보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 회장 클라우스 슈밥은 ‘기업은 거

실과 증강현실에의 적용에도 공간정보는 핵심 기술이며 핵

속되어 공간정보산업으로서의 독립적 산업 영역을 잃어버리

공사는 이미 공간정보 분야의 세계적 대기업이며, 어떤 비전과

대한 물고기가 아니라 작고 빠른 물고기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

심 부품이다.

고 있는 것이다.

혜안으로 준비하고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세계 시장을 선도하

다. 칸막이식 조직이나 사고로부터 벗어난 ‘시스템 사고’와 ‘플

우리나라 공간정보산업의 진흥과 융복합 산업으로서의 발전

자동차 내비게이션에 사용되는 정밀지도와 네비게이션 기술은

는 기업이 될 수 있다. 기존 사업의 이익을 확대하고, 그 이익

랫폼 관리’를 제시하였다. 시스템 사고는 일방향적 사고가 아닌

은 이런 공간정보 생태계의 전 분야(공간정보 수집 및 가공, 활

자동차산업에 건축 또는 건설자동화에 사용되는 BIM 또는 건

을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물론 고급 전문인력을 양성하

시스템 전체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시각과 사고를 말하며, 이런

용 및 융복합 서비스)에 걸쳐 일어나야 하되, 미래 사회현상을 예

설자동화시스템은 건설산업에 가전기기에 사용되는 소재와 정

고 기술개발과 표준 선점, 국제 학술대회 개최 등으로 세계적

시스템을 공유하고 협력적 경쟁을 할 수 있는 플랫폼에 의한 관

측하고 대비하는 기반 기술(기술 부품)로서의 역할과 함께 최

밀 위치 정보는 전자산업에 종속되고 있다. Naver, Daum 등

인지도를 높여가야 한다. 우리나라는 공간정보 선진국이다.

리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업, 교육, 연구개발의 방향으로 보

종 제품·서비스로도 생산되고 판매되어야 한다.

포털사이트에서 사용되는 지도와 위치 관련 수많은 정보와

1995년부터 21년간 약 2.6조 원, 매년 약 1,200억 원 이상을

았다. 아디다스의 독일 공장 스피드팩토리는 주문자가 앱으로

서비스는 통신산업 또는 인터넷산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투자하였으며, 그 중 R&D에 300억 원 이상을 투자한 공간정

운동화의 크기, 재료, 디자인을 그려 주문하면 재료가 이동되고

독립적 산업 영역을 잃어가고 있는 공간정보산업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간정보산업’에 종사하는 기업과

보 강대국이다. 세계 제일의 기업을 가지기 위한 토양은 다져

가공되어 운동화가 만들어지고 완성된 운동화는 드론으로, 주

공간정보산업이 융복합 산업으로서 당면한 과제는, 공간정보

사람들이 해당 기술개발과 서비스에 적극 참여하고, 소재정보,

져 있다고 본다.

문에서 배달 완료까지 5시간 내에 이루어지게 한다고 한다. 자

가 정보 수집 기법 발달과 정보 개방화로 인하여 일반화·대중

위치(좌표)정보, 형상정보, 속성정보 등 ‘공간정보’가 포함되는

화됨으로써 오히려 그 정체성을 잃고 있다는 점이다. 제4차 산

영역은 공간정보산업으로 알리고, 궁극적으로는 공간정보산업

이렇게 산업을 이끌어 갈 국가 거버넌스도 갖추어져야 한다. 현

식하지 못하는 동안 운전자를 원하는 위치로 데려가는 자동 공

업혁명은 공간정보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

체가 자동차를 개발하고 고층빌딩을 지으며, 포털을 능가하는

재는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국,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간 이동 사회로 진화될 것이라고 한다. 공간정보 융복합 산업 발

지만, IoT 등 초연결 환경과 함께 공간정보도 모두의 공통적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해야 한다.

산업진흥원이 국가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 융복합 산업으로 성

전과 연구개발의 방향도 여기에 있다.

율주행자동차는 결국 자동차가 없어지는 사회, 즉 운전자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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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포럼 III

03

공간정보,
소통의 중심에 서다

Writer. 김인현(㈜한국공간정보통신 대표)

의 힘으로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사회를 어떻

많다. 카카오톡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게 얼마나 변화시킬지 아무도 모른다. 카카오톡과 밴드, 페이스

것은 낯선 것이 아니고, 회사 내에서 카톡방을 그룹별로 만들

북, 트위터, 유튜브, 아프리카TV를 통해서 서로의 참여를 독려

기도 하고, 가족들까지도 톡방을 만들어서 생활을 한다. 이를

하고 시위현장을 사진으로 찍어서 공유하면서 정국에 대한 정

SNS라고 하는데 SNS는 사용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보를 나누는 모습이 낯설지 않다.

정보 공유, 교류를 통해 사회적 관계를 생성하고 강화해주는 온
라인 플랫폼을 말한다. SNS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서비

소통(疏通)		

스를 통해 사회적 관계망을 생성, 유지, 강화, 확장해 나간다는

인터넷의 발명과 스마트폰의 보급, 공간정보의 보편화를 통해

점이다. 이러한 사회관계망을 통해 정보가 공유되고 유통될 때

인류의 소통은 혁신을 가져왔다. 소통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더욱 의미 있어질 수 있다.

소통은 ‘막히지 아니하고 잘 통함’이라는 뜻이고 ‘뜻이 서로 통
하여 오해가 없음’다는 뜻이다. 지금까지의 인류의 소통은 각자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이용자 수

고 TV, 신문 같은 대중매체를 통제했다. 여러 군데에서 시위가

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뜻을 말과 글을 통하거나 통역 혹은 노

스마트폰 이용자의 증가와 무선인터넷 서비스의 확장과 더불

벌어져도 정규 언론에서는 정확한 정보를 보여주지 않았다. 이

래, 춤 같은 것으로 비언어적 소통을 하기도 하고 봉화, 깃발신

어 SNS의 이용자 또한 급증하고 있다. 과거의 시장을 주도하는

때 시민들이 활용을 한 것이 바로 소셜미디어다. 시위자들이 투

호, 편지, 전화, 라디오 등의 도구를 통해 서로 소통을 하기도 했

트위터는 3억 1,300만 명이 이용하고 있고 현재 SNS분야에

옥되었을 때 포스퀘어를 통해서 자신의 위치를 알렸고 각종 시

다. 하지만, 인류는 소통의 부재로 인해 엄청난 댓가를 치르는

서는 10위를 차지하고 있다. 2016년에 9월 현재 SNS 시장을

위정보를 유튜브 같은 미디어를 통해서 공유했다. 이 시위를 통

경우가 많았고 지금도 소통의 부재로 많은 비용을 치르고 있다.

주도하고 있는 페이스북(Facebook) 이용자 수는 이미 17억

해 튀니지, 이집트, 예멘에서의 반정부 시위는 정권 교체로 이

오해는 개인과 사회에 단절을 넘어서 전쟁으로 비화된 사례가

1,200만 명을 돌파했으며 2위는 와츠앱으로 10억 명이 사용

어졌다. 서방에서는 이를 가르켜 ‘아랍의 봄’이라고 불렀다(위

허다하다. 21세기에는 인류의 새로운 소통방식인 소셜 네트워

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라인은 2억 1,800만 명이 사용을 하

키백과 아랍의 봄).

킹 서비스와 공간정보의 결합을 통해 기존의 소통방식에서 한

고 있다. 카카오톡의 월간 활성 이용자수는 4,149만 명, 글로벌

단계 뛰어 넘는 21세기형 소통을 하고 있다.

활성이용자수는 4,910만 명으로 약 1억 명에 약간 못미친다.

이 반정부 시위에서는 파업 참여 운동의 지속, 데모, 행진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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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뿐만 아니라, 페이스북과 트위터와 같은 소셜미디어를 이

닮은 듯 닮지 않은 데자뷔(Deja Vu)

용한 조직, 의사 소통, 인식 확대를 통해 광범한 시민의 저항 운

2016년 광화문 광장의 혁명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있는 서비스 이용자들을 데이터베이스에 의해 파악하고 관

동이 일어났다. 이때 각국의 독재 정부에서는 체제를 유지하기

2016년 늦가을부터 우리사회는 촛불집회를 통해서 사회를 커

(Social Networking Service, 이하 SNS)

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용성이 있으며 공간정보와 결합한

위해 언론을 통제했다. 당시 정부에서는 대형 미디어를 통제하

다랗게 변화시키고 있다. 대통령을 탄핵시킨 촛불집회는 SNS

최근 소통의 가장 중심에는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를 말하는 경우가

g-CRM등 마케팅의 활용가치가 날로 부상하고 있다.

아랍의 봄 혁명이 일어났던 나라 지도

아랍의 봄 당시 이집트 사진

광화문 촛불집회

SNS는 광범위하고 동시에 특정 성향의 집단으로 분류될 수

전 세계에서 올라온 온라인 촛불집회 현황(서울대학교 동문 비상시국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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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IoT를 통한 위치정보 수집

아내서 위치를 추정하는 기술이다. 이 예문을 볼 때 앞서 말한

IoT를 통한 서비스는 하드웨어를 통해서 직접 위치정보를 수집

것처럼 자연어 처리의 어려움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다. 의도하

하는 방식이다. 이는 SNS와 같은 개방형 서비스는 아니고 하

거나 의도하지 않은 오타, 신조어 등의 내용이 함께 들어 있어

드웨어 설치라는 비용적인 문제가 있다. 이 방식은 직접 하드

일반적인 데이터로 분석한다면 어렴움이 많다. 이때 전체 구

웨어를 설치하고 데이터를 받기 때문에 훨씬 서비스 제공의 방

문에서 ‘명동’과 ‘광화문’이란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SNS

식, 내용 등에 있어서 자유롭다. 대다수의 경우 대상에서 데이

의 위치 정보 옵션을 사용할 경우 해당 좌표가 정확하게 기록되

터를 직접 수집하는 디바이스의 경우 주기적으로 또는 이벤트

어 바로 활용할 가치가 있는 정보라 볼 수 있는 반면 ‘명동’과

발생 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주 기능이다. 이후 경우에 따

‘광화문’의 경우 우리가 POI(point of interest)를 통해 미

라 같은 디바이스 내부 또는 주변의 중계기를 통해 데이터를

리 명동과 광화문을 등록해 놓고 분석을 하면 된다. 즉, 사용자

전송하게 된다. 이와 같이 설치 및 통제에 있어 자유롭기 때문

가 직접 메시지의 내용에 장소에 대한 정보를 포함시키는 경우

에 필요한 대로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바꿔 수집의 내용을

이다. 이는 “요즘 강남쪽에서 사무실을 구하려고 해”라고 하면

바꿀 수 있다.

‘강남’과 ‘사무실’을 파싱해서 맞춤형 정보를 만들어 낸다. 또는
“스위스에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취리히에는 무엇이 있을까?”

소셜 네트워크 사용자수(2016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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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자연어 처리 방식을 통한 위치정보 수집

라고 SNS를 주고 받으면 SNS는 스위스와 취리히 여행 등을

자연언어 처리(自然言語 處理) 또는 자연어 처리(自然語 處理)

분석하여 마케팅의 관점, 시민 안전, 환율, 여행수단 등을 분석

는 사람의 말을 기계적으로 분석해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하여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소셜미디어와 공간정보의 수집 방식

여 화면에 표시되는 정보들을 수집하기도(scraping) 한다.

형태로 만드는 자연 언어 이해 혹은 그러한 형태를 다시 인간이

첫째, 소셜미디어를 통한 REST API 위치 정보 수집

물론 REST API를 이용하는 방식에 비해 데이터의 다양성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하는 제반 기술을 의미한다. 과거에

이때 SNS의 분석과 공간정보의 결합은 POI의 사전 구축과 비

과거의 SNS에는 공간의 개념이 없었다. 사회가 복잡하게 발전

떨어지고 정확도가 낮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는 소셜미디어의 텍스트는 자연어 파싱과 분석이 훨씬 어렵고

즈니스 로직, 위치정보의 결합 등과 실제 좌표와 분석하고 연계

하면서 SNS는 REST API라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

인터넷 데이터 수집의 에티켓에도 어긋나는 방식이나 업체에

인식의 오류율도 높았다. 지금은 소셜미디어에서 올라온 텍스

하는 Geocoding 작업이 공간정보와 SNS의 결합된 형식으

는데 REST API라는 것은 간단히 말해 ‘세션’의 개념이 없는

따라 사용하기도 한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는 일반적인 데이

트를 이용하여 DBMS에 데이터를 적재한 후 머신러닝과 결합

로 많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것이다.

통신을 통해 정보를 주고 받는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말한

터베이스(RDB)나 하둡 같은 빅데이터 환경에 저장한 후 향

한 자연어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인식율이 매우 높아졌다. 사람들

다. 현재는 공간정보의 중요성으로 인해 대다수의 SNS에서 공

후 정제/분석에 활용한다.

이 말을 하거나 글을 쓰게 되면 각 언어가 가진 형태에 따라 형태

간정보와 관련한 REST API 인터페이스를 지원하고 있다. 데

하지만 이는 사용자의 선택에 의해 메시지의 작성/업로드 당

소 분석을 통해 특정 주제에 대한 불특정 다수의 의견이나 감성

이터의 포맷은 주로 JSON(JavaScript Object Notation:

시의 위치정보를 함께 올리는 경우가 있고 다른 하나는 사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감성분석을 하고, 분석된 말에 품사를 부착

자바스크립트를 활용한 가벼운 데이터 교환 형식)이라는

자가 포스팅하는 메시지 내에 장소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한다. 형태소 분석을 통해 나온 특정 텍스트를 분석하여 각각의

포맷을 사용하며 간편하게 데이터를 주고 받을 수 있는 형식

있는 경우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업체에

문서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어떤 영역에 해당하는지 자동으

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하지만 많은 SNS 벤더가 서버의 부

서 제공하는 REST API의 규약 중 하나의 필드로 제공되므로

로 분류를 한다. 이 과정을 거친후 형태소 분석과 품사 부착을

하 등을 이유로 시간당 제약 등을 통해 데이터 수집의 제한하

개발자와 마케터들에게는 즉시성이 있는 유용한 데이터라 할

해서나온 특정 문서에서 구절 단위로 분석을 한다. 이후에 구문

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많은 데이터 수집 개발자는 정보를 불

수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용자가 프라이버시를 이유로 해

분석을 한다. 예를 들면, ‘오늘 광화문 촛불집회나 가볼까?’,

러모으는 기술인 인터넷 스크래퍼(Internet Scraper)라는

당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수집의 대상이 제한적

혹은 ‘오늘 명동에 나와는데 성당앞에 사람들이 장사진을 치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해당 서비스의 웹화면에 직접 방문하

이라는 문제가 있다.

고 있는데… 뭔 일이지’ 와 같은 글에서 명동이나 광화문을 찾

구글 트립스 여행계획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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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와 공간정보가 결합된 실제 사례

웹3.0 소셜미디어의 빅데이터와

USGS의 트위터를 활용한 지진감지

머신러닝 인공지능과 결합한 공간정보

2004년 인도네시아 해저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와 2008년 쓰

소셜미디어(Social Media)는 개방, 참여, 공유의 가치로 요약

촨지진이 발생했을 때 트위터는 각종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

되는 웹 2.0시대의 소셜 네트워크의 기반 위에서 개인의 생각

하기 시작했다.

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서로 공유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생

USGS의 폴얼과 미셸이라는 과학자들이 개발한 트위터를 이

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온라인 플랫폼을 의미한다.

용한 지진 감지 기술은 최근에 재난방지와 결합한 기술로서 지

소셜미디어는 방송매체의 일방적 공급자 중심의 메시지 전달

진감지를 위한 센서를 많이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트위터에

을 쌍방향 대화로 변환시킨다. 그리고, 이용자들은 콘텐츠의

서 올라오는 지진에 대한 단어 검색정보와 위치정보기술을 결

생산자이며 동시에 콘텐츠 소비자가 된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합해서 엘라스틱서치엔진을 통하여 실제 지진에 대해 트위

정보의 민주화와 개방화를 촉진시킨다. 하지만 웹3.0이 도입

팅한 사람들을 분석하고 숫자를 분석해서 본진과 여진에 대한

이 되면서 이러한 민주화 개방화와 공간의 개념이 담기게 된다.

정보를 함께 분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진발생 이후 30

일반적으로 웹3.0이라고 하면 컴퓨터가 시맨틱 웹 기술을 이

초 이내에 정보를 보낼 수 있다.

용하여 웹페이지에 담긴 내용을 이해하고 개인 맞춤형 정보를
에어비앤비의 위치정보와 공유경제의 결합 & 구글 트립스

제공할 수 있는 지능형 웹 기술을 말한다. 지능화, 개인화된 맞
지진희 알림

춤형 웹이다. 여기에서 공간정보가 핵심적인 기술로 자리를 잡

국내에서 2016년 9월 12일 경주의 대지진은 지난 100년간 겪

게 되었다. 예를 들어 출장을 가기 위해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

은 지진 중에 가장 큰 지진이었다. 지진희 알림은 당시 정부에서

며 웹상의 출장지의 정보를 일일이 직접 찾던 시대에서 머신

국민들에게 지진 통보가 늦어져서 문제점을 느낀 한 개발자가

러닝, 빅데이터, 인공지능이 공간정보와 결합하여 맞춤형으로

바탕으로 자동으로 이해하여 세부적인 출장계획이나 이동지

텔레그램봇 SNS 기술을 이용한 지진알리미다.

호텔의 정보나 이동수단, 음식점, 날씨정보 등 개인의 기호를

에 대한 정보를 바로 알려주게 된다. 구글 트립스가 대표적인
서비스 사례이다.
이 같은 장점을 통해 기업이나 시민사회단체, 정부의 입장에서
는 SNS와 공간정보가 결합을 통해 저비용으로 맞춤형 마케
팅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에어비앤비나, 우버, 구글 플레이
스 등이 SNS와 공간정보를 결합하여 강력한 수익모델을 구
축해 나가고 있고 쏘시오, 배달의 민족, 집코치등 향후 공간정
보와 공유경제가 바탕이 된 SNS 시장은 계속 성장해 나갈 것
으로 전망된다.
또한, 커뮤니티 매핑, 정부3.0등을 통해 나온 공공과 민간의
정보가 결합 되어 매핑을 하고 지역의 문제를 서로 공유하면서
보다 나은 의견을 듣고 직접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SNS와
결합한 공간정보는 21세기형 직접 민주주의 실현의 도구가

28

‘지진’이라는 단어를 트윗하는 순간 위치정보가

지진의 진앙지와 여진을 느끼는 것을

텔레그램봇을 이용한 지진희 알림과 트위터를

함께 뜨면서 지진의 발생 위치를 추정한다.

트윗한 부분을 매핑

활용한 지진알리미

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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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야기

AR
증강현실과
지식재산권

Writer.
곽현(한국지식재산연구원 경제연구팀 전문위원)

실제 환경

증강현실

가상현실

Real Environment

Augmented Reality

Virtual Reality

실제, 증강현실, 가상현실의 관계 출처 : Milgram, P., et al.(1994년)
실제 - 가상 연속체 Reality-Virtuality Continuum

지난해 세계 바둑챔피언 이세돌 9단을 꺾은 구글의 알파고가 우리에게 인공지능(AI)에 대한 관심

인수하여 움직임에 따라 화면이 전환되어 높은 몰입감을 제공하는 혁신적인 가상현실 기기 오큘

을 고조시켰다면 닌텐도의 ‘포켓몬 고’는 순식간에 우리 일상에 파고들어 증강현실(Augmented

러스 리프트(Oculus Rift)를 개발하여 시장경쟁을 촉발하고 있다. 애플 역시 증강현실 솔루션 개

Reality; AR)이라는 낯선 기술 용어를 친숙하게 만들었다.

발업체인 메타이오(Metaio)를 인수했으며 아이폰과 연동할 수 있는 HMD 관련 특허를 취득한

현실 세계에 실시간으로 가상 세계를 합쳐 하나의 영상으로 구현하여 사물이나 영상정보를 증강시

데 이어 애플지도 차기 버전에 증강현실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구글은 5억 4,200만 달러에 매

키는 증강현실은 최근 디스플레이 기기와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되면서 본격적인 상용화 단계에 접

직리프(Magic Leap)를 인수하였으며, 유튜브에서 360도 전방위 동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어들었다. 시장 조사 업체인 디지캐피탈(Digi-Capital)은 2020년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관련 시장

등 플랫폼 위주의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규모가 약 1,2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하였으며 이 가운데 900억 달러는 증강현실을 통해

해외 기업들의 증강현실 관련 기술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업체들도 증강현실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

창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2017년까지는 가상현실이 시장 전반을 주도하지만 일반 소비자

스를 공개하며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통신 기업인 SK텔레콤은 증강현실 솔루션 개발을 위해 구글

용 증강현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 2018년부터는 증강현실 시장이 가상현실 시장을 앞지를 것

과 협력해 2015년 구글 개발자 콘퍼런스에서 3차원 공간인식 기술을 기반으로 가상 콘텐츠를 공간

으로 예측하였다. 이에 페이스북의 오큘러스 인수를 시작으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글로

에 배치하기 위한 저작 기능과 실행기능을 동시에 제공하는 증강현실 플랫폼인 ‘T-AR for Tango’를

벌 주요 ICT 기업은 증강현실 기술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여겨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연하였다. 삼성도 증강현실을 구현하기 위한 장치로 안구망막에 직접 정보를 보여주고 눈 깜빡임

증강현실은 가상현실 기술에서 파생된 기술로, 현실세계에 실시간으로 부가정보를 갖는 3차원

으로 주요 기능을 제어하는 증강현실 구현을 위한 스마트 콘택트렌즈 특허를 출원하였다.

의 가상세계를 합쳐 하나의 영상으로 표시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증강현실이란 용어는 1970년
대 가상현실 연구가 마이런 크루거(Myron Krueger)를 통해 알려지게 되었으며 1992년 보잉사
의 토마스 커델(Thomas P. Caudell) 박사가 작업자들에게 항공기 전선조립을 돕기 위해 가상이

증강현실, 가상현실, 가상세계의 개념 비교

미지를 실제 작업 화면에 중첩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면서 전문용어로 활용되기 시작하였

용어

다. 증강현실은 모든 환경을 컴퓨터 3차원 이미지로 제작하는 가상현실과 달리 현실 영상 위에 가

증강현실

상의 정보가 중첩됨으로써 현실감을 향상시킨다.
글로벌 기업들은 독자적인 증강현실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디바이스업체와 콘텐츠 업체들과
M&A, 투자, 협력을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취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현실 속에 가상 3D
이미지를 접목시키는 방식으로 증강현실을 구현하는 헤드 미운트 디스플레이(HMD) 형태의 홀
로렌즈(HoloLens)를 공개하였으며 페이스북은 23억 달러에 증강현실 대표 업체인 오큘러스를

Augmented Reality

가상현실

Virtual Reality
가상세계

Virtual World

개념

사례

•현실의 정보에 가상의 정보를 합성해 사물이나 이미지의 정보를 증강시켜 주는 것을 의미함
•눈에 보이지 않는 가상의 정보를 현실정보에 더해 주므로 인간의 감각과 인식을 확장시킨다는
측면에서 ‘확장현실’로 불리기도 함

축구경기 중계방송 중,
프리킥 위치에서 골대까지
거리 표시 효과

•컴퓨터 시스템에서 생성한 3D 가상공간과 사용자 간의 상호 작용을 이루는 기술로
사용자는 이러한 가상공간에서 인간의 오감을 통해 몰입감을 느끼고 실제로 그 공간에 존재하는
것과 같은 현실감을 제공하는 융합기술

컴퓨터 그래픽으로 재현된
유명 명소 CG

•실재하지 않는 공간이나 영상을 컴퓨터 그래픽스를 통해 가상으로 구현하는 것

MMORPG 등에서
구현된 게임 속 세계
출처 : 융합Weekly TIP(2015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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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강현실이 각광을 받으면서 관련 특허출원도 늘어나는 추세이
다. 증강현실 관련 기술 특허출원은 2010년을 기점으로 급증하
였다. 증강현실에 대한 국내 특허출원량은 2005~2009년에는
연평균 52건(5년간 261건)이 출원되었으나, 2010~2014년에
는 연평균 619건(5년간 3,094건)이 출원되었다. 2005년부터

국내 증강현실 디바이스 특허 출원 건수(2010 ~2014)
연도

이동단말기

2010
2011
2012
2013
2014

429
340
247
432
403

HMD
2
8
34
109
256

기타

163
185
175
242
54

2014년까지 10년간 증강현실에 대한 국내 특허출원량은 초기 5
년 대비 후기 5년 동안 약 12배가 증가한 셈이다.
증강현실이 구현되는 디바이스도 새로운 기술의 발달에 따라 변천

특허청의 보도에 의하면 산업별 증강기술에 대한 특허출원은 교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손쉽게 증강현실을 체험할 수 있으며 일반

증강현실 기술 관련 국내외 특허출원 및 등록 건수는 2010년 이후

되어 왔다. 증강현실이 구현되는 디바이스에 대한 특허출원건은

육(13.4%), 의료(11.6%), 문화(9.0%), 스포츠(8.0%), 방송 및 광

소비자용 HMD 출시가 이루어지면서 기대감은 더욱 상승하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관련 기술 선점을 위한 특허 출원은 지

2010년 약 71.9%가 이동단말기였으나 2013년부터 HMD에 대

고(8.6%) 분야에서 많았다.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고 있다. 증강현실 시장은 디바이스 판매와 콘텐츠 유통에 그치

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증강현실 관련 기술 특허출원

한 특허출원건이 증가하였다. 2010년에 이동단말기에서 구현되

IoT)을 이용하여 실시간 정보를 증강현실과 결합하는 기술은 5년

지 않고 다양한 산업에 적용되어 차별화된 서비스와 새로운 경험

및 등록 건수 증가와 더불어 관련 기술의 특허 소송 또한 증가할 것

는 증강현실 특허출원건이 높았던 것은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간(2010~2014년) 436건이 특허 출원되었으며, 스마트카에 적용

가치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 기업도 차세대 성장 키워드

으로 보인다. 특허권 확보와 분쟁을 피하기 위해 기업은 현시점에

(Graphic User Interface; GUI) 및 강력한 하드웨어를 갖는 스마

가능한 증강현실과 IoT의 결합에 대한 특허출원건은 148건(약

로 자리매김한 증강현실의 파급효과를 주목해 새로운 성장기회

서 선점 가능한 기술들에 대해 경쟁자보다 빠른 출원을 진행하는

트폰의 대중화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2013년에는 이동단말을 이

40%), 가정 내의 가전제품을 제어하는 스마트홈 관련 특허출원

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기업은 사용자 관점에서 증강현실 기술 및

등 강력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정부도 특허권

용한 증강현실이 주춤하고, 대신 상용화된 HMD, 구글글래스와 같

건이 107건(24.5%), 증강현실과 IoT를 제어하기 위한 인공지

서비스를 전망하고 다양한 수익 모델을 발굴해야 할 것이다. 미디

확보를 위해 민관 합동의 전략적인 투자 및 발생 가능한 지식재산

은 안경 타입의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출시되면서 이들을 이용하

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특허출원건이 39건(8.9%), 기타

어, 광고, 모바일 콘텐츠 서비스 등 증강현실 기술 확산으로 고객

권 침해 및 분쟁에 대비하여 법·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는 증강현실에 대한 특허출원이 35.9%(256건)로 증가하였다.

142건(32.6%)으로 나타났다.

과의 접점이 새롭게 창출되는 분야는 직관적 환경에 맞게 바꾼 응

나아가 증강현실 발전을 위해서는 디바이스, 콘텐츠, 플랫폼으로

증강현실 기술 관련 해외 특허등록 건수도 매해 증가하고 있다.

용프로그램 및 킬러 서비스를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

이어지는 증강현실 생태계 조성을 위한 민관 협력을 통한 정책적

인더스트리 4.0 (Industry 4.0)을 이끄는 7가지 주요 기술의 특

야 할 것이다.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모바일 및 강점 있는 분야를 주축으로 한

국내 증강현실 기술 관련 특허출원 동향(2005 ~2014)

허등록 건수는 지난 5년간 약 12배 증가하였다. 인더스트리 4.0

증강현실 콘텐츠 개발에 국내 IT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련

은 독일정부의 제조업분야 경쟁력 유지 및 강화를 위한 정책으로,

업계의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기초 및

ICT와 기계 산업의 융합을 통해 제조업의 완전한 자동생산체

출처 : 특허청 보도자료 (20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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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강현실 기술 전세계 특허등록 추이(2010 ~2014)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해 핵심 소프트웨어 플랫폼 구축 사업을 중장

계를 구축하고 모든 생산과정을 최적화하여 4차 산업혁명을 이

기 프로젝트화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루자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 7가지 기술은 사이버 물리

마지막으로 증강현실에 대한 법적 처벌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

시스템, 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 및 분석, 시스템 보안, 적층제

고, 현행 법체계와 상충하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조법 및 3D 프린팅, 증강현실, 로봇으로 특허 등록건수에 기반을

하여 기존 법체계를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 상용화에 앞서 증

두어 클라우드, 증강현실, 빅데이터가 인터스트리 4.0을 이끄는

강현실과 관련된 비도덕적 활용, 오남용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

혁신적인 기술로 선정되었다. 특히, 증강현실관련 기술 특허

한 법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의료, 교육 등 증강현실 콘텐츠

등록 건수는 2015년 1,227개로 2010년(138개)보다 약 9배 증

를 비도덕적으로 활용하여 사람의 생각 및 경험을 임의로 조작할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우 인권 침해, 정신적 피해 등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증

증강현실은 가상현실에 여러 기술이 접합된 다중 융·복합 산업

강현실의 부작용을 충분히 고민하고 이를 예방, 해결하기 위한 윤

으로 산업 전 부분에 걸쳐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리적 기준과 법제를 마련하고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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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읽기

결국 인간과 로봇은
상생의 길을 찾아야

로봇의 자의식은
권리와 책임의 키워드

해 인식하고 그 행위가 의도하는 바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바로 ‘법인격’을 이야기하고 있다. 법적으로 로봇

그렇기 때문에 구글의 직원들이 자율주행자동차의 법적책임을

도 인격을 가진 존재로 인정해 책임을 로봇에 곧바로 부여하는 것

2016년 구글의 인공지능을 탑재한 자율주행 자동차가 속도 위반

제조사가 지는 것이 맞다고 대답한 것이 아닐까? 자율주행자동

이다. 인공지능에 법적 권리, 법적 의무, 법적 지위를 부여해 ‘로봇’

인공지능을 통해 신인류의 진화, 즉 트랜스 휴먼(Trans Human)

으로 경찰에 적발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또, 구글 본사 인근에서

차는 완전히 제어되는 프로그램 속에서 움직이는 기계이며 이는

을 처벌한다. 현행법에서 사람이 아니지만 ‘법인격’을 부여해 처벌

을 제기한 미래학자 꼬르데이로 박사의 이야기도 그렇다. “결국

자율주행 자동차가 운행 중인 버스와 접촉 사고를 냈다. 이럴 때

터미네이터 2탄 속 인간을 돕는 아놀드 슈왈제네거와 일맥상통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법인 회사와 동물 등이 있다. 또한 해양법에

인간은 로봇과 구분 없이 살아가는 신인류시대에 살게 될 것입

경찰은 누구에게 속도 위반 ‘딱지’를 떼야 할까. 사고를 낸 자율주

하기 때문이다.

서도 선박이 법인격으로 소송의 대상이 돼 유죄를 받을 수 있다.

니다. 그러기 위해서 인간은 로봇과 타협을 합니다. 타협이란 인

그러면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동물과의 상황을 통해 로봇의 ‘법

간도 로봇과 협의하며 하나 하나 맞추고 진화해 가는 것입니다.”

‘사람’만이 책임과 권리를
누리는 현행법

인격’ 규정이 될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기본적으로 동물은

결국 인공지능이 발전하면 로봇도 스스로 생명체임을 인식할

소유자인 사람이 소유권을 지닌다. 로봇의 경우도 물건으로 이해

날이 온다.

봇이 오작동하거나 남용될 경우 법적 처벌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현행법은 ‘사람’만을 헌법적 권리(기본권)를 가진 존재로 인정한

되는 현행법률상 소유자가 소유권을 갖게 되며, 사용하거나 수익

그때는 우리가 로봇의 권리를 이야기하지 않아도 로봇 스스로 권

이럴 때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부분은 자의식이다.

다. 따라서 책임 소재가 분명하다. 로봇의 발전과 함께 학계에서

또는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동물의 행동에 따른 책임도

리를 찾게 될 것이다. 인간이 로봇을 학대하거나 전원을 꺼버리는

터미네이터 속 ‘스카이넷’은 자의식이 있을까, 없을까? 인공지능

는 1990년대 이후 ‘IT 법학’이 대두되었다. 기술의 발전을 따라잡

소유자(또는 점유자)에게 귀속된다.

행위는 이제 로봇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바로 그것이 그들의 권

의 발전을 통해 스스로 “인간을 말살하라”라는 의지를 가진 스카

는 법 제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 예로 인터넷을 주축으로 하

하지만 로봇에게도 똑같은 상황을 적용할 수 있을까? 여기서 문

리이기 때문이다. 이외에 우리가 모두 누리고 있는 다양한 권리

이넷은 자의식이 있다. 하지만 인간의 프로그래밍대로 인간을 지

는 네트워크 정보통신 기술의 보급으로 법 규범적 문제들이 발생

제가 되는 것은 앞서 이야기한 자의식이다. 로봇을 물건으로 보는

와 책임을 로봇은 요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법체계는 미리 준

키며 ‘스카이넷’과 싸우는 로봇은 자의식이 없다.

하자 “가상공간에서는 현실공간과 다른 법적 규제 원리가 작용되

것이 아닌 인격으로 봐야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앞서 이야기한

비해야 한다. 자의식을 가진 로봇의 등장을 준비하고 이들을 위한

이처럼 로봇의 행위는 자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권리와 책임을 줄

어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이는 로봇이라는 우리

것처럼 자의식을 가지지 않은 로봇은 소유자가 책임과 권리를 함

환경을 조성해 두어야 한다. 그것이 인간과 로봇이 상생하는 길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로봇의 법률행

가 처음 만나는 물체에도 다양한 법의 문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

께 가져가는 동물권의 적용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스카이넷’이 권리를 찾기 위해 혁명을

위 주체로서의 논의는 아직은 이른감이 있다. 자신의 행위에 대

야기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법학자들을 고민하게 만든다.

부르짖는 날을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행 자동차의 보험 처리는 탑승자가 책임져야 할까, 제조사가 책임
져야 할까. 구글 직원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제조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답하며 재미있는 상황을 연출했지만 현실에서는 로

인공지능(로봇)의 권리는
인정받을 수 있을까?
Writer. 김동원(칼럼니스트)

로봇(인공지능을 탑재한)에 대한 미래를 상상한 다양한 영화들이 있다.
어떤 영화는 유토피아를, 또 어떤 영화는 디스토피아적 세계관을 통해 미래 로봇의 모습을 스크린에 투영화 했다.
잘못된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만들어진 로봇이 사람을 죽인다면 어떨까?

A.I.

우리는 로봇을 처벌하거나 포상할 수 있을까? 인간처럼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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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현장을 가다

현장 실무 능력 갖춘
전문 인력 양성

충남도립대학교 토지행정과

Chungnam State University
충청남도 청양군에 위치한 충남도립대학교 토지행정과는 1998년 개설 이래 공직
진출, 지적산업기사 취득 등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학생은 물론 부모가
선호하는 학과로 우뚝 선 토지행정과를 찾았다.
Writer. 임영현 Photographer. 박창수(아프리카 스튜디오)

5 대 1 넘는 높은 입학경쟁률
신입생들이 입학하고 새 학기를 시작한 3월, 충남도립대학교에 들어서자 ‘2016년
도 공무원 시험 41명 최종 합격’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볼 수 있었다. ‘공무원 양성 특
성화 대학’이라는 명성답게 토지행정과 학생 6명도 지적직 공무원으로 합격했음을 알
수 있었다.
1998년 개교와 함께 개설된 토지행정과는 2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최첨단의
실무 중심 지식교육을 통해 기술과 행정능력을 겸비한 전문가 양성을 지향하고 있으
며 한 학년 정원 39명 선발에 5 대 1이 넘는 높은 입학경쟁률을 기록 중이다.
지금까지 공직 및 공사 진출자는 120여 명으로, 충청남도와 시군을 비롯한 전국 곳곳
에 충남도립대학교 토지행정과 출신 공직자들이 포진해 있다. 공직에 진출하는 4년제
대학 공간정보 관련 학과 학생들에 비해 일찍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지적산
업기사 취득률은 전국 최고 수준인 약 80%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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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간

정

보

충남도립대학교가 충청남도에서 설립, 운

심화학습실을 운영, 학생들의 공무원 공채

생들이 강의실 앞줄에 앉기 위해 수업시간

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학창조일자리센

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ArcGIS, Auto

영하는 학교인 만큼 등록금이 학기 당 100

임용시험 준비를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 특

훨씬 이전에 등교할 정도로 열의를 갖고 있

터를 찾은 토지행정과 한 학생의 경우, 인·

CAD 등의 소프트웨어를 최신 버전으로 구

만 원 초반대로 저렴하고, 장학제도를 잘 갖

히 충청남도와 시군 임용후보자 장학생을

다”고 말했다.

적성 검사를 실시해 학생에게 적합한 진로

비하고, 새 버전이 나올 때마다 업그레이드

추고 있으면서 토지행정과가 이렇듯 좋은

선발하여 최종 합격 시 경력경쟁 임용시험

여기에 충남도립대 부설기관인 대학창조

로 부동산 감정평가법인 취업을 제안했다”

하는 것이 특징이다.

결과를 내고 있다 보니 학생은 물론 부모가

의 응시 기회도 제공한다. 방학 때는 공무

일자리센터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

며 “그 학생은 회계학 등 업무에 필요한 만

학생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

선호하는 학과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4년

원 시험과목인 국어, 영어, 국사 및 전공에

다. 대학창조일자리센터는 학생들을 위한

반의 준비를 마친 후 입사에 성공, 현재 회

정보실습실 환경 개선 완료와 더불어 제4

제 대학 졸업 후 또는 다른 학교에 다니다가

대한 특강, 지적산업기사 시험 대비 특강

진로지도와 취업, 창업 지원 기관. 충남도

사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일하고 있다”

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신산업으로 주목받

토지행정과에 새로 입학한 학생들도 있다.

도 진행한다.

립대는 2015년 고용노동부의 대학창조일

고 소개했다.

는 공간정보에 초점을 맞춰 커리큘럼도 대

학과장 이동현 교수는 “선배들이 후배들에

자리센터 운영대학 공모에서 전국 21개 대

공직자 양성 위한 전폭적인 지원

게 늦게까지 학교에 남아 공부할 것을 권유

학 중 하나로 선정됐다.

공간정보 중심 교육과정 개편 완료

이동현 교수는 “공간정보, 공무원 양성, 부

비결은 충남도립대학교와 토지행정과의

할 정도로 학기, 방학 따로 없이 치열하게

충남도립대 대학창조일자리센터 관계자

토지행정과는 타 대학에서 따라올 수 없는

동산 감정평가의 순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전폭적인 지원에 있다.

공부에 매진하는 분위기가 전통이 됐다”고

는 “전문 컨설턴트가 진로지도와 취·창업

최고의 기자재와 학습 환경을 갖추고 있다.

토지행정과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

충남도립대는 공직 진출 희망자를 엄선해

소개했다. 김홍진 교수는 “토지행정과 학

을 위한 정보 제공,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무엇보다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 현장 실무

고 밝혔다.

전

문

인

력

의

요

폭 개편, 운영 중이다.

람

토지행정과 교수진

이동현 교수
청주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

“특성화 전문대학으로
전문직업인 육성에 최선”
구본충 충남도립대학교 총장

토지행정과 학과장
학과 개설 당시 교수로 부임, 20년 가까이 몸담고

20년 가까운 역사를 자랑하는 충남도립대학교는 충청남도가 설립, 운영하는 공립대학교

있어 토지행정과는 제 분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

입니다. 우리 학교는 교육부 기관평가 인증대학, 교육부 6년 연속 교육역량 강화사업 선

동안 학생들이 자율학습하는 전통을 만들고 전문

정이라는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저렴한 등록금, 폭넓은 장학제도도 빼놓을 수 없

기술과 행정력을 겸비한 인재로 키워내기 위해 부

는 자랑입니다.

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공간정보 교육에 집
중해 토지행정과를 더욱 발전시키겠습니다.

2016년에는 교육부로부터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전문성, 인성, 글
로벌 경쟁력을 갖춘 고등 전문직업인 양성을 목표로 △공직 진출 특성화 △글로벌 특성화
△산업직무 중심 특성화 등 3개 분야를 추진 중입니다. 공직 진출 특성화를 위해 지자체 연

김홍진 교수

계 공직 진출, 공개 채용 공직 진출을 추진하고 있으며 글로벌 특성화를 위해 캐나다 스프랏

충남대학교 대학원 공학 박사

쇼 대학, 싱가포르 라셀 대학 등과 MOU를 맺어 복수학위제를 운영하고 있고, 해외 취업을

충남도립대 산학협력단장

유도하기 위한 인턴십 프로그램도 마련 중입니다. 토지행정과가 공무원 배출, 지적산업기
사 취득 등에서 주목할만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토지행정과 교수진의 노고가 있었

졸업한 제자들이 연락해서 종종 만남을 갖는데, 학

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기숙사를 신축해 학생 편의를 높일 계획입니다. 현재 학교 밖 아파트

교를 떠났어도 학교와 선생님을 그리워합니다. 지

2개 동을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지만, 도서관 옆에 기숙사를 새롭게 세워 학생들이 최신 시

금처럼 학생들이 오고 싶은 곳, 오면 행복한 곳, 졸

설에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업하면 그리워지는 곳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습

38

니다. 토지행정과는 따뜻한 봄날 고향 같은 존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를 키워내는 충남도립대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가 아닌가 싶어요.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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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을 만드는 기업

BIM, 3차원 공간정보로
혁신의 날개를 달다
(주)담원

경기도 성남시 신구대학교 창업관에 위치한 (주)담원은 토목 분야

3차원 설계·GIS 뛰어난 역량 보유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설계, 수자원 및 교통 해석,

담원은 창업한 지 2년도 안 된 신생 기업이지만 뛰어난 사업수행 역

GIS 분석·BIM 플러그인(Plug - In)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수행하

량을 보유하고 있다. 토목공학을 전공하고 해외사업관리로 석사학

는 기업이다. 건설에 IT기술을 접목해 생각을 혁신하고, 상상을 실현
Writer. 임영현 Photographer. 박창수(아프리카 스튜디오)

위를 취득한 박상민 대표가 20년 넘게 토목 분야 BIM 설계와 사업

해 나가는 (주)담원을 소개한다.

관리를 담당해 온 베테랑이기 때문이다. 박상민 대표는 BIM이 국
내에 소개되기 시작한 초창기부터 BIM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젝트
를 수행해왔다.
BIM은 컴퓨터상에서 실제 시설물과 같은 3차원 모델을 만들어 기
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시설물의 생애주기에 걸쳐 발생하는 모
든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기술이다. 설계 품질·안전성 향상, 원가 절
(주)담원은 박상민 대표가 중소기업청과 (사)벤처기업협회에서 주관

감, 공사기간 단축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주목받고 있다. 무엇보

한 ‘2015 선도벤처연계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돼 받은 지원금으로

다 공사를 진행할 때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 리

2015년 9월 설립한 건설IT기업이다. 주요 사업영역은 3차원 설계와

스크 관리에 효율적이다. 건축 분야를 중심으로 도입되었지만 최근

3차원 GIS 그리고 포켓몬GO로 잘 알려진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의

에는 토목 분야에서도 BIM 적용에 대한 요구가 늘고 있다.

장점을 반영한 융합현실(MR: Mixed Realily), 소프트웨어 개발 등

박 대표는 2004년 「Autodesk Civil 3D Test Drive」라는 제

이다. 2016년에는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벤처기업 인증도 받았다.

목의 첫 번째 책을 출간했고, 2013년에는 「Civil BIM with

담원은 ‘치자나무 동산’이라는 뜻이다. 박상민 대표는 “어머니께서

Autodesk Civil 3D」 책을 공저하기도 했다.

치자나무를 좋아하셔서 사명으로 선택했다”며 “달콤한 향기가 특
징인 만큼 업계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여러 그루가 심어진 동산처
럼 다른 기업과의 컨소시엄을 통해 발전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았
다”고 소개했다.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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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원
기업 정보
●

설립 : 2015년 9월

●

전화번호 : 070-8633-7478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377 신구대학교 창

●

홈페이지 : www.dwbc.co.kr

●

2 016 년 6 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개발전담부

업관 602호

기술 간 융복합은
더욱 강화될 것이고
이를 흡수하지
않으면
발전은 없다

서 인정
●


년 9월 기술보증기금 벤처기업 인증
2016

사업분야
●

BIM 모델·컨설팅, 소프트웨어 개발
- 토목 및 기반시설의 BIM 설계 및 컨설팅

기업 요구 만족시키는 BIM 프로젝트 수행

특히 건설사업관리(CM) 업체와 함께 입찰 준비단계에서부터 참여

국내 BIM 범용 소프트웨어 시장은 해외 기업 Autodesk와 Bentley

담원은 국내 사업수행은 물론, 국내 건설사가 해외 프로젝트를 수주

해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사가 선점하고 있다. 이에 새로운 범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대신

하는데 참여하거나 캄보디아와 같은 인프라 개발 잠재력이 큰 국가

- BIM, GIS, 이미지 프로세싱 소프트웨어 플러그인 개발
●

드론 이미지 프로세싱, 3D 스캐닝
- 드론 사진측량 및 3차원 이미지 프로세싱

시공사를 타깃으로 Autodesk와 Bentley사 소프트웨어의 부족한

- Leica 3D 스캐닝, 드론 3D 스캐닝

를 대상으로 한 컨설팅도 수행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개발로 사업영역 다각화

부분을 보완해 사용자가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박 대표는 “BIM은 아직까지 국내보다 해외에서 선호하는 방식”이

이와 함께 담원은 GIS 분석·BIM 플러그인(Plug-In)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개발에 집중한 것이다. 건설사들이 건설 과정의 기획,

주요 프로젝트

라며 “국내에 진출하려는 해외 투자처에서 개발사업에 BIM을 적극

개발 사업도 진행해 사업영역을 다각화하며 이를 통한 안정적인 수

설계, 시공, 유지관리의 모든 프로세스를 전자화하고 정보와 자료

●

2015년 9월 주식회사 효덕 여주 50세대 단독주택단지

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드론을 띄워 3차원 공간정보를 구

익창출 성과도 내고 있다. 담원은 3개의 소프트웨어를 개발, 저작권

를 통합해 관리하는 PMIS(Project Management Information
●

2 015 년 10 월 대림산업 필리핀 양수 발전소 BIM 지

축해 이를 BIM에 적용하고, 설계뿐 아니라 전 과정에 BIM을 사용

등록을 마쳤다. 2차원 GIS데이터, 청사진 또는 도면자료를 3차원

Service) 시스템 개발에 대한 수요가 많아져 소프트웨어 개발에 역

하며 완공 전 설계 데이터를 올려 특정 소프트웨어 없이도 웹브라우

속성으로 변환해주는 변환기인 ‘BIM-GIS Convert’, 3차원 공간

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저에서 가상공간을 체험할 수 있게 하자는 요구들이 많다는 것이다.

데이터의 간섭을 검토하고 항목을 자동 분류하는 ‘ClashSo’, BIM

“담원이 참여한 제주 오라리조트 조성사업이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

솔루션 중 Autodesk와 Bentley사의 3차원 공간정보 데이터를 상

BIM 설계, 저영향개발 해석
형 설계
●

2015년 12월 삼성전자 영덕연수원 BIM 설계

●

2016년 1월 대림산업 인도네시아 양수 발전소 토공 BIM
설계 및 드론 측량

다양한 기술 접목해 시너지 효과 창출
●

을 모두 경험할 수 있어 특히 기억에 남는다”고 소개한 박 대표는 “

호 호환시켜주는 ‘DWConverter’이 그것이다.

박 대표가 직원들에게 강조하는 부분은 바로 공부다. 박 대표는 “방
송통신대에서 10여 개의 학위를 받은 어르신의 사연을 TV에서 보

과제 자문
●

2 016 년 5 월 카타르 지하철 Golden Line , Green

Line BIM 설계

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면서 “건설과 IT기술 등 기술간 융복합은 더
욱 강화될 것이고 이를 빠르게 흡수해서 진화하지 않으면 발전이 없

2 016 년 2 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BIM 철도기술 연구

●

2 016 년 12 월 LH 공사 BIM 시범사업 창원가포지구

BIM 설계

다는 생각에 직원들에게 지식습득을 항상 이야기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 역시 석사과정을 밟으며 교육에 대한 즐거움을 뒤늦게 알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

게 되었다고. 현재 4명의 직원 모두가 바쁜 업무를 담당하면서도 시

●

BIM-GIS Convert

●

ClashSo

●

DWConverter

간을 쪼개 대학원에 진학중이거나 사이버대학의 강의를 듣고 있다.
“자기 분야에서만 집중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났
다”고 강조한 박 대표는 “앞으로도 다양한 기술을 습득해 다른 분야
로 사업영역을 확장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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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칼럼

FOSS4G

ASIA 2017
공간정보를 논하다

Writer. 최준영(OSGeo 한국어지부 차터 멤버)

3

1

인도에서 열린

1월 27일에 시작된 본 행사는 OSGeo India 대표인 Ravi Kumar

FOSS4G ASIA 2017

의 인사를 시작으로 OSGeo 회장인 벤카 교수, 조직위원장인 라마

많은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됐다.

교수(Dr. Rama, IIIT Hyderabad), 그리고 인도 지리원장인 스와나

행사 둘째날인 28일 오전에는 오사카 시립대 벤카 교수가 ‘The

남인도의 유서깊은 도시인 하이데라바드(Hyderabad)에서

박사(Surveyor General, Survey of India, Dr. Swarna Subba

OSGeo Foundation goes ‘UP to eleven’: Recollection and

‘FOSS4G ASIA 2017’ 행사가 개최되었다. FOSS4G는 ‘Free

Rao)가 차례로 인사말을 전했다.

Perspective’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을 진행하으며 OSGeo의 성

& Open Source Solutions for Geoinformatics’를 뜻하는 오

이어 기조연설은 OSGeo 한국어 지부를 대표하여 필자가 ‘새로운

립과 그간의 성과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픈소스 및 GIS의 석학들이 모여 현황 및 미래를 이야기하는 행사다.

도시 의제(New Urban Agenda) 시대에 스마트시티를 위한

28일 오후에는 막시(Maxi)라는 애칭으로 잘 알려진 남스위스 응용

이번 행사는 인도 OSGeo-India와 IIIT 하이데라바드 공간정보공

FOSS4G’ 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주제 발표에 이어 청중들로부

과학 및 예술대학(SUPSI)의 마시밀리아노 카나타 교수가 ‘Open

학과(Lab for Geoinformatics)가 공동으로 주관하였다. 인도에

터 많은 질문이 이어졌다.

Source for Geospatial: some challenges for the community’라는

서는 지리원(Survey of India)과 지질조사국(Geological Survey

주제로 대중강연을 진행했다. 이 강연에서 막시 교수는 OSGeo의 구

of India) 등 정부기관, 카이노스(KAIINOS) 등 민간기업이, 해외

“한국도시와 다른 인도 도시의 스마트시티 정의는 무엇이라고 생

성과 프로젝트의 인큐베이션 및 참여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고, 더 많은

에서는 OSGeo 한국어지부와 일본지부가 이번 행사를 후원하였다.

각하는가”

인도 개발자 등 커뮤니티 참여를 강조하였다

“스마트시티에서 FOSS4G는 어떤 이점이 있는가”
2
1 인도지리원장 스와나 박사(좌측)의 개회 인사말
2 OSGeo 한국어지부의 기조강연
3 학술발표에 이은 토론회

‘오픈 지리공간정보 혁신을 통한 커뮤니티의 권한부여(Empower

“스마트시티를 통해 사회적 포용력(social inclusion)은 어떻게 달

ing Communities Through Open Geospatial Innovation)’

성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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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SS4G의 메인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컨퍼런스는 도시 및 토지

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1월 27일과 28일 양일간 총 10개
세션, 마지막으로 29일에 열린 코드 스프린트로 구성되었다.

학술발표와 소셜라이징

다양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스마트시티를 위한 FOSS4G에 대한

이용변화(LULC), 모바일 매핑, 재난관리 및 완화, 플러그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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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 및 기후 연구, 웹GIS, 농업 및 환경응용, FOSS4G 기술 개발

IIIT 하이데라바드 공간정보공학과 라잔 교수

(1, 2), 산림 및 공간모델링 등 10개 세션으로 구성되었다.

학술발표에서 OSGeo 회장 벤카 교수는 3편의 발표와 1개 세션의

라잔 교수님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이용 등 응용 분야의 순으로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몇가지를 소개해

저는 도쿄대 정보공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

드리면 NASA worldwind기반의 홍수 모니터링 4차원 시스템, 스마트폰 엑소노

았습니다. 제가 졸업한후 생긴 도쿄대 공간정

미터를 이용한 도로 포장상태 등 탐색, 질병확산 모니터링 등이 있습니다.

좌장을 맡아 열정적인 활동으로 행사에 활기를 불어넣었으며 한국

보과학연구센터(Center for Spatial Information

에는 망고시스템에서 김근배, 정시원이 오픈소스 기반의 공간정보

Science, CSIS) 시바사키 류스케 교수가 지도 교수

시각화 프로젝트인 ‘PINOGIO’를 발표하여 인도 청중의 주목을 받

님이십니다. 박사과정 중이었던 1995년에는 한국

인도는 공간정보 분야가 발전된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점이 인도를 공

을 방문한 경험이 있습니다.

간정보 산업계의 리더로 성장할 수 있게 했나요.

았다. 마지막날 발표자에 대한 우수 논문 수상이 이어졌다.

인도는 1970년대 자원개발 등을 목적으로 인공위성을 개발했습니다. 이후에
IRS가 중소기업에 위성사진 자료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해 왔기 때문에 사진측량, 위
IIIT Hyderabad 공간정보공학과는 언제 개

또한, FOSS4G하면 소셜라이징을 빼놓을 수 없다. 행사 첫날 저녁시
간에 벤카 교수, OSGeo 인도 지부장 Ravi Kumar, SUPSI의
막시 교수 등이 비공식 소셜라이징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를 통해

성사진 처리 등의 정보처리 산업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설되었고, 학과의 주요 과정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Hyderabad(이하 ‘IIIT’)는 1998년에 설립되었습니

FOSS4G가 점점 공간정보 산업계에 영향력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인도의

다. 인도의 많은 대학들이 국공립대학인데 IIIT는 사립

시장 상황을 포함해서 FOSS4G의 장래 전망을 어떻게 보시나요

대학입니다. 다만, 인도에서는 정부가 대학설립에 토지

FOSS4G는 성능이 점점 빨라지고, 전문가 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사용하기 쉽게

및 건물을 출연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1998년 정부

발전하고 있습니다. 기술지향적이기 보다는 사용자 지향적이고, 온라인이나 모바일에

로 부터 토지 및 건물 등 기본 자산을 출연받아 설립되었

도 적용이 용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소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전통적 소프트웨어

지부의 공동개최도 동아시아 지역 FOSS4G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습니다. 대학 재정은 우리 대학에 바로 인접해 있는 TCS

(proprietary software)에 비해 배우기 쉽고 적용이 용이(agile)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라고 전했다.

(인도 대기업인 타타그룹의 IT부문 자회사)와 같은

벤카 교수는 2018년 FOSS4G ASIA 대회가 제주에서 개최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고, 필자는 2002년 한일월드컵처럼 한국 및 일본

대기업이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

행사를 마치며

공간정보학과는 컴퓨터공학과 내에 코스가 운영

데스크탑 소프트에서 보면 여전히 ArcGIS에 비해 기능이 부족하지 않나요?

되다 2006년 학과로 설립되었습니다. 학과 코스는

전통적인 ArcGIS는 여전히 무겁습니다만, QGIS만 보더라도 점점더 커지고

공간정보 소프트웨어, 리모트센싱, 도시 및 산림 등 활
용분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학과의 주요 코스 및 연구

마지막날 최종 토론회에는 FOSS4G의 역할과 기대에 대한 다양

의 비중은 공간정보 소프트웨어, 리모트센싱, 활용

한 발제와 청중들의 질문 및 의견이 교환되었다. FOSS4G 아시아

분야 순입니다.
FOSS4G와 관련된 인도 공공부문의 상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부탁드립니다.

조직위원회에서는 참석자 대다수인 인도인을 포함해 스리랑카, 몽
골, 태국, 한국 등 8~9개국에서 이번 행사에 참석한 것으로 파악하
고 있다. 조직위원회 측에서는 FOSS4G에 대한 인식 확산에 기여

플러그인을 통해 많은 것을 해주지 않나요. FOSS4G는 커스터마이즈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용이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FOSS4G를 시작할때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5년전 부
인도의 공간정보학과와 IIIT 공간정보학과

터는 학교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픈 소스로 작업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3

의 인도에서의 위상과 특징에 대해 설명해

년부터 전자정부 포털을 통해 스탠더드를 공개하는 등(egovstandards.gov.in)

주십시오.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결정적으로는 2015년 3월 정부는 모든 정부 발주 소프트웨

한 점을 들어 성공적인 것으로 자평하는 분위기였다. 인도인이 주로

인도에서는 대부분의 큰 대학에서는 모두 공간정보

어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런 점들이 공공부문의

참여한 컨퍼런스였지만 발표자들의 학술적 수준이 높다는 점을 확

공학과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다만 주요 대학들은

관심을 증폭시켰다고 봅니다.

인할 수 있었다.
이번 행사는 몇 번의 연기를 거치는 우여곡절 끝에 개최되었고, 참
가자가 상대적으로 적었으나, 그 열기만큼은 대단했다. 인도 내 각

지질학, 지리학 등이 중심이 되어 있지만 우리대학
은 컴퓨터 사이언스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기본적인 공간정보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인도간의 공간정보 분야의 협력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

른 분야와 협력을 강조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니다.
세가지 분야의 협력이 가능할 것입니다. 첫째, 스마트시티 분야입니다. 한국과

지역에서 참가하여 여러 지역으로 OSGeo활동을 확산하는데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다만 참가자의 열의에 비해서 소셜라
이징을 통한 참가자간 교류 등 세심한 준비가 미비한 점은 아쉬움
으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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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규제상황이 비슷하고 발전가능성이 큰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교통분야
중점적인 연구분야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

입니다. 인도는 교통문제가 특히 심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협력가능성이 많다고 봅니

립니다.

다. 마지막으로 재난 분야입니다. 재난 문제도 점점 큰 문제로 부각하고 있습니다. 마

앞서 설명한 것처럼 공간데이터베이스 등 컴

지막으로 스마트시티는 도시계획의 문제이지만, 좋은 데이터를 사용하여 훌륭한 의

퓨터 사이언스 분야, 리모트 센싱 분야, 도시화 및 토지

사결정을 지원하는 것은 스마트시티에서 공간정보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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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학자가 보는 세상

future

robot

가까운 미래, 어느 살림 로봇의 하루
2030년대의 어느 날, 인간과 공존하며
‘살아가고’ 있는 로봇은 아침부터 분주하
다. 물컵에 남아 있는 타액, 화장실에서 본
대·소변의 상태 등으로 집주인의 건강을

생하다. 그렇다고 술을 그렇게 많이 마시다

는데 로봇의 시각이 흐려지면서 앞이 잘 안

확인하고, 기분도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

니, 어쩐지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다 했다.

보인다. 출시될 때는 각광받는 신형이었는

다. 다행히 몸에 병증은 없고, 기분도 크게

오늘 아침 식사는 속을 시원하게 풀어줄 콩

데 어느덧 고물 다 됐다. 기능을 전체적으

나쁘지 않아 보인다. 감정이 전혀 느껴지지

나물 해장국으로 정했다. 온라인 마켓에 콩

로 스캔해 문제점을 찾아내고 자가 엔지니

않는 음성이란 20세기에 발명된 구식 기계

나물 한 봉지만 배달해 달라고 주문을 넣었

어링을 통해 스스로 고쳐낸다. 다시 말짱해

에나 해당하는 이야기다. 로봇은 더없이 다

다. 머리가 아프다며 끙끙거리고 다시 누운

지자 저녁에 돌아올 주인에게 제공할 정보

정한 목소리로 아침 인사를 건넨다.

그에게 아주 미세한 나노 로봇을 주입해 손

를 검색한다. 최근 뉴스에 의하면, 2040년

헌데 이런, 어제 그가 오래 사귄 여자 친구

상된 간세포를 재생한다. 마침 물이 끓고

대에는 3D 프린터로 모든 생물의 장기를

와 헤어졌나 보다. 창피한지 티를 내지 않

있을 때 딱 맞춰서 드론이 콩나물을 배달했

만들 수 있다고 한다. 하긴, 지금 사는 집도

고 있는데 사라진 사진 액자와 반지, 달라

다. 황태로 국물을 내고 요리를 완성한 다

3D 프린터 출력물이니 못할 일은 아니다

진 심장 박동 수가 실연에 빠진 상태를 여

음 주인을 깨워서 아침을 먹이고 따뜻한 위

싶다. 그런가 하면 물건을 조립·해체하듯

실히 드러낸다. 로봇은 즉시 집주인의 뇌

로도 잊지 않는다.

이 신체를 개조할 수도 있다고. 또한 원하

를 스캔한다. 빠른 시간 내에 높은 해상도

벌써 출근 시간이다. 원래는 가상현실을 끌

는 가상현실을 만들어 그 안에서 살아가는

로 정밀하게 표현해낸 결과물을 통해 들여

어와 재택근무를 하는데 가끔 이렇게 회사

것도 가능하단다. 이 같은 내용을 접하니

다보니 당시 느꼈을 감정과 감각이 그대로

에 나가야 할 때가 있다. 그래도 운전대는

문득 요즘 바다 보고 싶다고 조르던 그가 떠

느껴진다. 우울하게도 비가 내리고 있었고,

직접 잡지 못하도록 자동 제어 장치를 걸어

올라 벽의 이미지를 지중해처럼 확 바꿔봤

커피는 그날따라 매우 썼다. 전 여자 친구

놨다. 인간은 주차도 어려워하고 가끔 사고

다. 돌아오면 분명 좋아할 거다. 반가운 뉴

의 불만 어린 말투가 그 자리에 있는 듯 생

도 내면서 왜 자꾸 운전하려 드는지 모르겠

스는 하나 더 있다. 앞으로는 인간도 노화

다. 무인 자율주행 자동차가 상용화되고,

를 극복하고 모든 병에서 해방돼 영원불멸

그 안전성을 인정받으면서 이제 사람이 운

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다. 이 뒤치다꺼

전하면 법에 저촉돼 벌금을 내야 한다. 도

리를 끝없이 해야 한다니 한숨 나오지만 한

프린터의 활약 등을 예측한 이가 있다. 발명가이자 미래학자이며 우리에겐 구글 엔지니어링

로마다 설치된 CCTV와 차량 내부 시스템

편으로는 기쁘다. 집주인한테 폐 끼치지 않

이사로 익숙한 레이 커즈와일(Ray Kurzweil)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현재까지 그는 147개

이 감시하고 있다. 덕분에 교통사고율은

고 앞으로도 즐겁게 살려면 구형 소프트웨

0%에 달한다.

어도 정기적으로 갈아줘야 하고 하드웨어

드디어 그가 출근했다. 이제야 한숨 돌리려

도 꼼꼼히 신경 써야겠다.

2045년, 상상은 현실이 된다!
레 이

커 즈 와 일 이

꿈 꾸 는

‘멋 진

신 세 계’

Writer. 오민영(과학 칼럼니스트)

개인 컴퓨터의 개념조차 생소하던 1980년대에 이미 인터넷 웹의 등장과 검색의 생활화, 3D

에 이르는 과학적 예측을 주장한 바 있는데, 놀랍게도 이 가운데 126개는 실제로 일어났다.
또한 지난 2005년 발표한 저서 <특이점이 온다>에서 자세히 묘사해낸 2045년의 미래 세상
은 점차 현실로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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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빠르게, 더 정확하게 그리고 영원히
마치 SF영화의 한 장면처럼 신기하기만 한

체하는 건 더 이상 생명을 걸어야 하는 모험

풍경. 허나 머나먼 미래의 일이 아니다. 주

이 아니다. 인간의 노화를 거꾸로 되돌리는

지했다시피 2030년대 이후가 되면 현실로

건 쉬운 일이며, 심지어 유전자 조작으로

이뤄질 생활상이다.

줄기세포를 만들어 손상된 인체 기관을 재

사람의 감정을 읽고 반응하는 로봇부터가

생하기도 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생물학

그렇다. 레이 커즈와일에 따르면, 2020년

적 신체의 모든 기관과 조직을 훨씬 강력하

대 말에는 슈퍼컴퓨터를 이용해 인간의 지

사람의 뇌 스캔은 날이 다르게 발전하고 있

기계 방식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일반인

게 개량할 수 있다.

능을 모방하는 하드웨어가 만들어지게 되

는 기술 중 하나다. 지금은 MRI(magnetic

도 인류 전체를 합한 지능을 자신의 뇌에 복

레이 커즈와일은 미래 세상의 발전이 물리

며 곧이어 개인 컴퓨터에도 적용된다고. 지

resonance imaging, 자기공명영상)를 찍

사·붙여넣기 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다

적 공간과 이동에도 큰 영향을 준다고 말한

난 2016년 3월,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

는 데 약 15~30분이 걸리지만, 20년 후에

른 사람과 융합됐다가 여러 존재로 분리되

다. 2020년대 초반에는 가상현실이 대중화

알파고와 프로 바둑기사 이세돌이 벌인 세

는 내부 구조를 짧은 시간에 선명한 해상도

는 것 역시 가능하다. 이쯤 되면, 사람이 할

되며, 후반에 이르면 이를 통해 재택 근무하

기의 대결에서 기계가 압승을 거두면서 이

로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뇌의 수백 가지

수 있는 모든 지식과 노하우를 짧은 시간 안

는 날이 온다.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집

런 예측은 벌써부터 가시화되고 있다. 기

영역과 작동 방식을 상세히 이해하게 된다.

에 배울 수 있으니 자신만의 가상세계를 만

밖으로 나오는 일은 거의 없고, 운동과 산책

게 목적지까지 데려다주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인류는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을

계가 사람의 감정을 읽고 대응할 수 있는

이 기술이 더욱 발전한 2040년대에 들어

들어서 살아갈 수 있다.

은 증강현실을 구현한 헬스기구로 충족한

기계가 그 자신의 문제를 직접 발견하고 고

까. 전반적인 생활은 로봇과 기계가 보조

지는 튜링 테스트(기계 지능 판별 기준)를

서면 영화 <매트릭스>처럼 가상현실에 접

아주 미세한 크기를 뽐내는 나노 로봇의 등

다. 어딘가로 이동해야 할 경우 무인 자율주

치거나 개조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

하고 건강과 수명은 늘 이상 없으며, 외모·

통해 판단하게 되는데 이를 충분히 통과하

속해 자신의 감각과 감정을 전송하거나 뇌

장은 질병 대부분을 소멸시키며 인류의 역

행 자동차를 이용하면 되는데 직접 운전은

운 대목이다. 크기는 더욱 작고 가볍게, 속

성별까지 원하는 대로 정할 수 있으니 말이

는 건 물론이다. 즉, 컴퓨터와 생물학적 인

의 정보를 컴퓨터에 업로드하는 것도 가능

사를 바꿀 것이다. 이것을 투입하기만 하면

금지다. 사람이 작동하면 사고를 낼 수 있지

도와 용량은 해마다 두 배로 커지는 인공지

다. 이 같은 물음에 레이 커즈와일은 이렇

간의 지능 구별이 모호해지는 시대가 온다.

하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간 방식이 뇌를

심장, 신장, 간 등의 장기를 강화하거나 교

만, 기계는 정확한 판단과 대응으로 안전하

능은 진화를 거듭하고 있기에 종내에는 스

게 답했다.

스로 설계 코드에 접근해 업그레이드하게

“인간은 모든 것을 초월한 지능체가 될 것

될 것이다.

인지 아니면 평범하게 살 것인지를 고민

반면 충격적인 예측도 존재한다. 레이 커즈

하게 된다. 영원히 살게 되면 재미가 없지

와일은 2040년대 후반에는 이르면 물건을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여기

조립·해체하듯 인체도 개조할 수 있다고

에도 해결책은 있다. 스스로 기억을 리셋

내다 봤다. 신체 일부가 없는 장애인의 회

(Reset)하거나 포맷(Format)한 후 어린아

복이 가능해진다는 건 긍정적이다. 허나 성

이로 환생하면 된다.”

형수술 없이 연예인의 외모로 바꿀 수도 있

사망과 같이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

다고 하니 어딜 가나 똑같은 얼굴들만 보게

니라 본체는 남되 기억만 새로 쌓는 것이라

된다는 걸 상상하면 오싹하기까지 하다. 게

는 그의 해석은 한 가지 질문을 떠올리게 한

다가 성별 또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다.

다. “그렇게 되면 과연 인간은 행복할 수 있

결국 외모지상주의와 성별 구분은 전혀 소

을 것인가.” 그에 대한 해답은 바로 우리 자

용이 없게 된다.

신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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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도를 찾아서

10폭의 요계관방지도 가운데 조선과 만주 일원을 나타낸 4폭 지도(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어람용으로 제작된
이 지도는 비단에 채색으로
그린 10폭 병풍으로
세로 1m 35cm, 가로 6m에
이르는 초대형이다

지도에는 의주 북쪽의 봉황성 책문(鳳凰城柵門)에서부터 버드나
무가지를 엮어 만든 경계인 유조변(柳條邊)이 흥경(興京) 서쪽까
지 이어지고, 그로부터 옛 고구려 성인 박작성(泊灼城)이 만리장성
의 동단인 산해관(山海關)까지 이어진다. 산해관에서 시작된 만
리장성은 북경의 북쪽을 지나 남당아안까지 나타나 있고, 성체
와 여장(女墻)은 물론 관성(關城), 성보(城堡), 봉수대, 각종 군기(
軍旗)까지 빠짐없이 그려져 있다. 그러나 이 지도를 그릴 때 참고

했던 중국지도는 명나라 때 것이었기 때문에 지도에 그려진 군사시
설은 청나라 상황이 아니다.
조선 제19대 숙종(肅宗) 초에 윤휴(尹鑴), 허적(許積) 등 남인(南人)

초록색으로 그려진 많은 산과 달리 백두산은 흰색으로 우뚝하게

을 중심으로 북벌론이 제기되면서 북벌을 주관할 도체찰사부(都體

그렸으나, 그 주변의 하천과 지역정보는 강희제(康熙帝) 때 간행된

察使府)를 설치하고 산성 수축과 병거(兵車) 제조 등 군비 증강에 나

<성경지>를 참고한 탓인지 중국 쪽의 정보가 많이 반영되어 있다.

섰으나, 남인이 실각되면서 없던 일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숙종

백두산 위에 적혀진 설명문 역시 <대청일통지(大靑一統志)> 45권에

은 국방 강화의 일환으로 청나라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는 한편 관

나오는 글로 “명지 왈 (백두산이) 천리를 뻗어 있고 높이는 2백리

방지도 제작을 독려하였다.

이고 그 산마루의 못 둘레는 80리다. 남류해 압록강이 되고 동류해

당시 청나라는 변경지역에 대한 지도의 대외 반출을 금하고 있었으

토문강이 되며 북류해 혼돈강이 된다.”라고 중국 자료를 그대로

나, 1705년(숙종 31년) 청나라에 사신으로 간 이이명(李頤命)은 외

인용하고 있다.

교활동을 틈타 명나라 후기의 학자 선극근(仙克謹)이 편찬한 <주승필

이 요계관방지도는 1750년 초에 모사되어 8책으로 제작된 회회식

람(籌勝必覽)> 4책을 손에 넣고, 동행한 화원(畵員)을 시켜 반출이 금

군현지도집인 <해동지도(海東地圖)>에도 실리게 되는데, 요계관방

지된 산동해방지도(山東海防地圖)를 은밀히 모사하는데 성공한다.

도는 9면에 걸쳐 실려 있다. 1706년(숙종 32년)에 제작된 요계관방

보물 제1542호

조선에 돌아 온 이이명은 청나라에서 입수한 지도를 숙종에게 바치고,

지도 원본은 지도사적인 가치와 회화성이 뛰어난 지도로 평가되어

요계관방지도

숙종의 명에 따라 <주승필람>에 첨부된 요계관방도(遼薊關防圖)와

2008년 3월 12일 보물 제1542호로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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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사해온 산동해방지도, 그리고 <성경지(盛京志)>의 오라지방도
( 烏喇地方圖), 조선의 항해공로도(航海貢路圖)와 서북강해변
계도(西北江海邊界圖) 등을 참고해 요계관방지도를 제작하였다.
어람용으로 제작된 이 지도는 비단에 채색으로 그려 10폭 병풍으로

조선 중기, 국방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함경도와 평안도 변방에 많
은 군사시설을 설치하는 한편 군사적 목적의 지도도 제작되었다. 이 군

만들었는데, 지도의 크기는 세로 1m 35cm, 가로 6m에 이르는 초

사 목적의 지도를 관방지도(關防地圖)라고 하는데, 수많은 관방지도 가

대형이다. 지도 제목은 첫 번째 도폭에 세로로 작게 적었고, 마지막 10

운데 요계(遼薊) 즉 요동과 북경에 이르는 국방 수비 상황을 상세히 묘

폭에는 이이명의 발문이 장황하게 적혀있다. 이 지도의 내용은 조

사한 지도가 바로 요계관방지도(遼薊關防地圖)이다.

선 북쪽 변방과 중국의 국방 수비에 관한 것으로 장성(長城)이 그 주
제이고, 지도가 그려진 범위는 남쪽은 한반도 일부와 산둥반도, 동쪽
은 연해주, 북쪽은 흑룡강, 서쪽은 산서성(山西省) 북쪽을 지나는 만
리장성의 남당아안(南塘兒安)까지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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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리포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

판매자의 마케팅 활동 지원 및 이용객

서론
서론

본론

의 쇼핑 편리성 증진으로 전통시장 활

법」 개정을 계기로 2010년 7월 1일에
공식적인 용어로 채택되었다.

성화에 기여한다.
※ LBS(위치기반서비스, Location Based Service)
는 모바일 디바이스와 IT 기술을 종합적으로 활용

• 대형 소매 유통업의 출현과 전통시장의

하여 위치정보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쇠퇴

LBS를 활용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방안

SIRI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상품 정보뿐만 아니
라 다양한 정보 제공에 활용된다.

- 1990년대 중반 이후 대형 소매 유통업
의 등장과 소비자 선호의 변화에 따라

※ ‘전통시장’이라는 명칭은 역사성과 전통성을 강조
하고 이미지 개선을 위해 2009년 법률 개정을 통하
여 과거 ‘재래시장’에서 명칭을 변경했다.

•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의 한계 노출
-	그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이영재 _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 책임연구원
이길재 _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 선임연구원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육성을 위한 특별법」)를 말한다.

국민행복 실현에 기여한다.

- 1914년 조선총독부의 「시장규칙(총

공간정보연구원 정책연구실

1999 ∼ 2012

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도본부 근무

도시공학 박사
주요 연구
지적제도의 해양적용에 관한 연구(2014)
통일후 북한지역의 토지권리 분배방안에 관한 연구(2014)
지적재조사 사업을 위한 국공유지 프레임 마련 연구(2015)
지적기준점관리 품셈연구(2015)
비콘을 활용한 시설물관리 시스템 개발(2015)

2015년 한국형 공간정보시스템(KLIS) 기술기반연구(2015)
공간정보 표준센터 구축 및 운영 방안 연구(2015)

라는 명칭을 사용하다 「재래시장 육성

인 전통시장은 총 1,511개로 2010년도

을 위한 특별법(2004년 제정)」을 거쳐

와 비교하여 6개소가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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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통시장의 유형별 구분

며,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
부 3.0의 핵심요소이다.

를 활용하여 정서 및 문화적 교류의 장

대를 위한 핵심요소이다.

구분
소재지
취급
상품
시장
형태

1

LX 3.0의 추진 목적

※ ‘어메니티(amenity)’는 인간이 문화적·역사적 가
핵심 가치
Creative HOPE

• 새로운 형태의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필요

구분
시장
소유

서비스 변화

등록

극복하고 공간정보 및 관련 기술을 활

불특정 국민을 위한 표준 서비스


유무

용하여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개별 맞춤형 서비스

시장
크기

필요하다.

- 공간정보 기술, 특히 LBS를 활용하여

2) 전통시장의 현황

의 허브 역할 수행 등 공공기관으로서

민행복 실현 및 공사의 공적서비스 확

화에 기여

2

• 2012년도를 기준으로 전국에서 영업 중

화 정책은 지역적 어메니티(amenity)

• 공간정보 기술을 활용한 전통시장 활성

• 전통시장의 유형별 구분

령 제136호)」에서부터 ‘재래시장’이

- 공간정보는 협업, 소통, 공유를 통한 국

- 기존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의 한계를

을 일컫는다.

- 정부 정책 지원을 통한 정부와 민간 간

창조성, 신뢰, 주인의식, 공익추구, 고객 지향

2012 ∼ 현재

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인정한 인정시장

또는 정비가 필요하거나 유통기능이 취

진이 필요한 장소(「전통시장 및 상점가

방안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이후 활성

적함을 불러일으키는 장소를 의미한다.

하다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

- 전통시장의 소상공인 지원으로 일자리

- 공간정보는 창조경제의 신성장 동력이

중심으로 한 시설 현대화 등 환경 개선

주요 경력

• 상업기반시설이

오래되고 낡아 개·보수

• 정부 3.0 및 LX 3.0 실현에 기여

		 과거의 활성화 정책은 물리적 시설을

치를 지닌 환경과 접하면서 느끼는 쾌적함이나, 쾌

못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

약하여 경영개선 및 상거래의 현대화 촉

의 역할을 확대한다.

이고 있다.

활성화 방안으로 변환되었다.

1) 전통시장의 정의

허브 역할 수행

으로서 테마형 시장축제·이벤트 등의
Writer.

위의 물건 판매 장소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이다.
※ 「유통산업발전법」: 대규모점포의 요건은 갖추지

• 지역경제 활성화와 정부-민간 간의

전통시장은 지속적으로 침체되고 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나, 한계를 보

※ 사전적 의미: 예전부터 있어 오던 시장을 백화점 따

1. 전통시장의 현황 분석

운영 방식 변화
성과 위주 운영


상권

대국민 감동 및 행복 중점 운영

크기

유형 구분
대도시시장 : 서울 및 6개 광역시
중소도시시장 : 시(市)
농어촌시장 : 군(郡)
일반시장 : 다양한 상품
전문시장 : 동일 상품 비율 50% 이상
건물형시장 : 구분 등기로 되어 있는 건물 집합체
노점형시장 : 노점으로 구성되며, 장소에 대한 소유권이 없음
장옥형시장 : 장소에 대한 소유권이 있음
점포주택복합형시장 : 점포와 주택이 혼합되어 있는 골목시장

유형 구분
법인시장 : 법인이 관리하는 시장
개인시장 : 개인이 시장을 소유하고 관리
공설시장 : 관이나 법인에서 시설 설치
공동시장 : 상인이 공동으로 개설
등록시장 : 3,000㎡ 이상
인정시장 : 1,000㎡ 이상
기타 시장
대형시장 : 점포 1,000개 이상
중대형시장 : 점포 500개 이상, 1,000개 미만
중형시장 : 점포 100개 이상, 500개 미만
소형시장 : 점포 100개 미만
전국상권시장 : 전국적 상권
광역상권시장: 1개 이상의 시·도 상권
지역상권시장: 1개 이상의 시·군·구 상권
근린상권시장: 1개 이상의 읍·면·동 상권

개소(%)
620
565
326
1384
127
705
65
194
547

(41.0%)
(37.4%)
(21.6%)
(91.6%)
(8.4%)
(46.7%)
(4.3%)
(12.8%)
(36.2%)

개소(%)
271
15
368
857
801
546
164
18
35
453
1005
28
78
411
994

(17.9%)
(1.0%)
(24.4%)
(56.7%)
(53.0%)
(36.1%)
(10.9%)
(1.2%)
(2.3%)
(30.0%)
(66.5%)
(1.9%)
(5.2%)
(27.2%)
(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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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고령화로 인한 서비스 마인드 부족,

간으로 자동 확인 및 추적하는 서비스(응

4. 전통시장에서의 LBS 활용 방안

시장은 5개소, 중대형시장은 3개소,

점포 운영 및 경영 능력의 저하, 상품의

급서비스, 응급 경계서비스 등)를 말한다.

1) LBS의 구성 요소

중형시장은 24개소, 소형시장은 7개

교환·환불 문제, 가격표시제 미비, 홍보

• 위치 추적 서비스(Tracking Service): 이

• LBS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위치측위기

소가 감소하여 총 39개소가 감소했다

및 마케팅 등의 판촉 전략의 부재 등이

동통신망과 위치측위장치를 이용하여

술, 서비스·콘텐츠 기술, 통신기술, 단말

(2008년 대비 2.6% 감소).

원인이 되었다.

실시간으로 자동 확인 및 추적하는 서비

기 등이 복합적으로 구현되어야 한다.

스(차량추적 서비스, 재산관리 서비스,

- 단말기(Device): 사용자가 LBS 서비스

- 그러나 2008년도와 비교할 경우 대형

3

전통시장·기업형 슈퍼마켓(SSM)·대형마트 매출액 추이(단위: 억 원)

• 2013년도를 기준으로 전통시장의 매출
은 2009년도와 비교할 때 2조 1천억 원

2) 전통시장 지원정책의 문제점

(9.5%)이 감소했다.

• 획일적인 지원정책

• 위 치기반 항법서비스(Navigation

- 주차장, 아케이드 설치 등 물리적 환경

Service): 이용자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

개선 위주의 일률적인 시설 현대화 사업

에 도달하도록 길을 안내하는 서비스를

에 진출한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추진으로 전통시장의 특성과 지역 고유

의미한다.

영향으로 분석된다.

의 문화를 상실하게 된다.

- 이와 같이 매출이 대폭 감소한 원인은
* 자료: 중소기업청

대형마트의 개설뿐만 아니라 골목시장

- 최근에는 대형마트의 개설 뿐만 아니

근거로 전통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2. 전통시장의 문제점 분석

라 무점포 판매업체인 인터넷 쇼핑몰,

위하여 상업기반시설 및 정비기반시설1)

1) 전통시장의 문제점

TV 홈쇼핑 등의 활성화로 매출이 더욱

을 정비하고, 대규모 점포가 포함된 건

• 외부적 요인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축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시장을 정비하

※ 무점포 판매업체의 매출은 2010년 25조 원에서
2013년에는 38조 원을 기록하면서 3년 사이 50%
이상 증가하였으며, 2012년도를 기점으로 대형마
트의 매출액을 추월했다.

3) 전통시장 지원정책

3

• 전통시장

지원정책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략적으로 시장시

는 사업이다.

- 유통산업 구조의 급속한 개편: 1996년
유통시장 개방 이후 외국 대형 유통업체

스: 문화, 교육, 공공, 레저, 관광 등 업종
별 분류 체계를 바탕으로 위치정보 및 주

- 측위서버 또는 측위게이트웨이(Location

이할 뿐만 아니라 가시적이고 즉시 효과

변정보를 제공하거나, 위치정보를 기반

Gateway): 사용자의 위치를 파악하는

가 발생하는 물리적 지원에 치중하는 경

으로 사용자가 다양한 요구조건에 맞는

기술로서, 이동통신 기지국이나 GPS를

향이 있다.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일컫는다.

이용한다.

속된 상인들에게만 유리하게 집행되어

이 일치하면 전송하는 서비스(위치기반

처리하고 사용자 위치를 지도에 표시하

한 유통업태가 출현했다.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상인들

광고 서비스, 위치기반 온라인 리서치,

는 등 LBS 서비스의 제공 및 사용자의 요

의 불만 고조와 비협조 등의 역효과가

위치기반 방송 서비스 등)이다.

청 처리, 정보 저장 등을 수행한다.

- 삶의 질 향상: 소득 수준의 향상과 여가
시간의 증대 등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소

• 편중된 지원정책

성화사업,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등

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추진하

의 보편화, 편리한 쇼핑 환경 선호 등이

3. LBS 활용 방안

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고 있는 사업으로 전통시장의 지역 고

영향을 주었다.

1) LBS의 정의

4 상가 내 상점위치 표시 Mall Maps와 다음 플레이스 체크인 서비스

- 시장시설 현대화사업: 「재래시장 육성

유문화와 관광자원(amenity)을 연계하

- 쇼핑 환경의 낙후: 자동차를 이용한 쇼

•위
 치기반서비스는 위치정보의 수집·이

을 위한 특별법」을 근거로 시설 개선을

여 관광명소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핑 형태의 증가로 인해 주차 공간의 부

용·제공과 관련한 모든 유형의 서비스를

족, 진입도로의 상습 정체 발생 등의 문

의미하며, 이용자의 현재 위치를 중심으

제가 생겼다.

로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

선진 유통기법 교육 등 시설 현대화 및
경영 현대화사업을 진행한다.
- 시장 정비사업: 「전통시장특별법」을

2)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가 하나 이상 밀집된 지역으로
지역중심상권 역할을 기대하여 정비하기 위해 지정
하는 구역을 말한다.
3)	상권 활성화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자문을 위한 기구
로 구역 내 토지소유자, 상인, 거주자, 유통전문가 등
으로 구성된 통합기구를 의미한다.

• 내부적 요인
- 물리적 시설의 노후화: 대부분의 전통시
장은 1970년대 이전에 형성되어 시설
이 물리적으로 노후화되어 있다.
- 상인의식 및 운영 관리의 문제: 상인들

5

발생된다.

비습관 및 구매 행태의 변화, 주말 쇼핑

한 특례 확대 및 경영 현대화, 정보화 및

크 기술이다.

화점, 편의점, 기업형 슈퍼마켓 등 다양

전통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상

의미한다.

자 간의 정보 전달을 담당하는 네트워

- 상대적으로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이 용

-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중소기업청

제 완화와 상인조직 육성 등의 지원을 위

사용자의 단말기와 LBS 서비스 제공

Server): 획득된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장 단위 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역

1)	「도시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을

- 무선이동통신망(Mobile Network):

요구 정보를 사용자의 요청 없이도 조건

유통업체의 지역 진출, 대형할인점, 백

재개발·재건축을 위한 특례 확대와 규

단말기 등을 가리킨다.

- 지원정책이 상인조직(상인회 등)에 소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근거로 전통시

위한 다양한 지원과 각종 제도 개선 및

기기로 주로 PDA, 휴대폰, 내비게이션

- 응용정보시스템(Location Application

들의 본격적인 국내 진출과 국내 대기업

도를 도입·운영하는 사업이다.

• 위치기반 Mobile Yellow Pages 서비

를 요청하고 LBS 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 위치기반 Push 서비스: 특정 사용자의

- 상권 활성화사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권 활성화구역’2)과 ‘상권 관리기구’3) 제

• 물리적인 지원정책

설 현대화사업, 시장 정비사업, 상권 활

56

대인 추적 서비스 등)이다.

는 서비스이다.
2) LBS 서비스 유형

4

• 공공안전서비스(Public Safety Service):
이동통신망과 위치측위장치를 이용하여
사람 또는 사물의 위치를 전국에 걸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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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치정보 활용 기능, 점포 검색 기능

응용정보시스템(Location Application Server)

7 시스템 구성도

할 수 있다.
• 실험연구의 성과 검증 필요

그리고 관리자 기능으로 구분한다.
Mobile
Positioning
Center

• 시스템 구성도

7

DMZ

EXADB

증감 그리고 신규고객 유치 등에 대한 지

공공안전서비스

올레맵(ollehmap) API(Application

Application Server

Programming Interface)를 연동해서
위치기반 정보 서비스

배경지도와 기능을 구성한다.

이동단말기

토지알림e DB

토지알림e
전통시장 WAS

도록 개발된 전통시장 애플리케이션은

Mobile Platform

- 실험 대상 상점에 대한 매출액 변동, 고객

토지알림e Server

- 안드로이드 4.3 이상 버전에서 동작하
Network Server

이동통신망

KT MAP

Android 4.3 이상
Java 1.6

과 검증이 필요하다.

WindowsServer

WindowsServer
Tomcat 7.0

Ollehmap API

속적이고 계량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성

전통시장 DB

Oracle 11G

Java 1.6

모바일 eGov 3.2

• 전국적인 사업으로의 확대 필요
- 모니터링 결과, 성과가 입증될 경우 공간

eGov 3.2

정보사업으로서 전국적인 마케팅 실시
및 사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Telamation

L-Commerce

8 지원사업 유형별 매출 및 고객 증감 현황(단위: %)

결론
6

2) LBS의 구축 방안

3) 제공 서비스의 구성

•무
 선이동통신망(Mobile Network): 이

• LBS를 제공하기 위한 애플리케이션에

동통신 사업자(SKT, KT 등)의 통신망을

포함되어야 할 서비스는 상점정보,

이용할 수 있으나, 데이터 사용량 등의 부

상품정보(가격, 원산지 등), 이벤트 정보

담을 줄이고 사용자의 위치 확인을 위하

(Push 서비스 형태) 등이다.

여 Wi-fi망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측
 위서버 또는 측위게이트웨이(Loca

• 정부 3.0 및 LX 3.0 실현

• 앱의 주요 기능

- 공 간정보는 창조경제의 신성장 동력
이며,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 개발된 앱의 주요 기능은 크게 지도 기능,

- 따라서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국민행복

6

지도
기능

레이어 제어
도면 제어
상가위치 표현
라벨표현

Application Server)
위치
정보
활용
기능

결정한다.

보를 제공할 수 있는 센서는 비콘을 활
용한다.

상가
검색

•기
 본도면(Base Map): 애플리케이션에
사용할 지도는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도면 또는 도로명주소 도면 등을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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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기능

•시장 레이어 보기, 레이어컨트롤(레이어 선택 on/off 기능)
•도면 확대/축소, 전체화면, 화면 이동
•시장내 상가 위치 표현
•주요 건물 위치 표시 등 라벨 표시
•현재 위치에서 상점까지 이동 경로 표시
•출발점, 도착점 지정 이동 경로 표시

경로 표시

- 건물 내 상점은 건물 입구를 최종 목적지로 함
- 건물 입구가 여러 개일 경우 가장 가까이에 있는 입구를 최종 목적지로 함

현재 위치

- 센서: 위치정보에 따라 상점 및 상품의 정

세부 내용

유형별 상점
상점 검색
상점 리스트
상점 리스트
지도 출력
상점정보
상점
상세정보
상점
정보 관리

- 건물 내에 여러 점포가 입주해 있을 때 최종 목적지에 상점 위치를 명시함
•GPS, 비콘을 활용한 현재 위치 지도 표출
•주변 상가 정보 알림
•유형별(주단, 가구, 건어물, 한식, 양식, 분식 등)
•키워드 점포 검색
•검색된 점포 리스트 출력
•지도 보기 시 검색된 리스트 지도상 아이콘 출력
•점포 간략내역 출력
•실험 대상 상점 상세내역 출력
•실험 대상 상점 상세정보 수정(점주가 수정)

경영
현대화

시설·경영
현대화

미실시
시장

32.8
28.6
38.5
39.5
21.7
38.8

56.7
14.4
29.0
54.7
11.0
34.2

10.2
51.5
38.3
11.0
46.2
42.8

* 출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2013), 2013년도 전통시장·상점가 및 점포경영 실태조사

실현 및 공적 기능과 서비스를 확대하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구분

•응
 용 정 보 시 스 템 ( L o c a t i o n

전국적으로 시장의 지도를 구현할 것을

42.8
22.4
34.8
55.6
17.4
38.0

- 공간정보서비스 분야인 LBS를 활용해

앱의 주요 기능 설계

사용하는 혼합측위방식(A-GPS)이 바

- 애플리케이션: 전통시장별로 구현하거나,

매출 증가
매출 감소
변화 없음
고객 증가
고객 감소
변화 없음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유형
시설 현대화
부분 개선
종합 개선
41.8
38.0
53.3
22.3
22.2
22.7
35.8
39.8
24.0
40.2
36.7
50.7
18.5
19.3
16.0
41.3
44.0
33.3

것이 필요하다.

거리 관계 및 전파 상태를 복합적으로

람직하다.

실시시장
전체

것이다.

tion Gateway) :GPS 신호를 보조적
으로 이용하고, 인접 이동통신 기지국의

구분

• 관련 공간정보사업 분야로의 진출 필요

• LBS 및 IoT 기술력 확보
- LBS와 IoT 기술을 습득하여 이와 관련
된 서비스 제공·운영·관리에 대한 기술
력 및 노하우 습득을 통하여 관련 분야
진출 기반을 마련한다.

•물
 가정보 취득 및 생활 안정화
- 서비스 확대를 통하여 취득된 실물경제
에 대한 물가정보를 가공·분석하여 물
가통계 수요 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실
물경제에 대한 가격변동 예측 및 조정

- LBS와 IoT를 활용하여 컨벤션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도슨트 앱 등을 개발하여
새로운 분야로 진출할 수 있다.
※ 도슨트 앱(docent app)은 전시시설에서 관람객들
에게 전시물을 설명하는 앱을 말한다.

• 소프트웨어 측면의 지원정책 필요
- 하드웨어적인 물리적 시설을 개선하는
1회성 사업에서 나아가 지원정책의 연속
성과 지속성을 고려한 소프트웨어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 미래지향적 기술을 적용한 지원정책의
필요
- IoT는 제5차 산업혁명의 기술이며, 향

이 가능하다.
•매
 출 증대 및 고객 증대
- 기존 고객의 소비 촉진은 물론 신규 고
객의 유치로 매출 및 고객 증대를 기대

후 관련 산업의 진흥을 고려할 때 이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SI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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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 리포트

수요자 요구 분석을 통한
공간정보산업 진흥 전략에 관한 연구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1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융·복합적인 성격이 강한 공
간정보산업의 특징에 기반을 두어 공간정보 전문가
뿐만 아니라 공간정보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

-전문가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되는 타·부처 기관의 종사자를 포괄하여 16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응답 결과, 공간정보를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응

Writer. 석상묵, 송기성, 황정래(공간정보산업진흥원)

답자는 131명이며, 131명을 대상으로 한 공간정
보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매우 만족(5.3%), 만족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공간정보산업은 타 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강점을 가진

(45.8%), 불만족(6.9%)으로, 평균 62.4점(100

2차 델파이 조사는 1차 조사 대상 165명 중 10년

다. 이러한 목적으로 국내에서는 점차 위축되어가는 국내 공간정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융·복합 산

점 기준)으로 나타났다. 불만족으로 답변한 응답자

이상 경력을 가진 40명의 전문가를 선별, 심층 인

업 활성화에 관한 정책 및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3차에 걸친 델파이(Delphi)

6.9%의 경우, 대체적으로 원하는 품질이 아니거

터뷰 형식으로 진행했다. 응답 결과, 정책, 데이터,

조사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공간정보산업의 진흥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을 도출

나, 공간정보의 데이터 확보가 어려운 점, 메타 데

서비스의 3개 측면에서 9개 영역에 대한 수요자 요

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세부 전략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터가 불명확한 점 등을 그 이유로 제시했다.

구사항이 도출되었다.

1950년대 미국 랜드연구소에서 개발한 델파이 기법은 전문적 견해에 근거하여 미래 예측을 시도하

공간정보를 활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전문가 34

정책 측면에서는 (1) 민간 의견수렴체계 구축, (2)

는 방법이다. 이는 전문가가 존재하는 분야에서 다양하게 이용될 수 있으며, 이해관계자 집단의 합의

명을 대상으로 그 요인을 도출한 결과, (1) 데이터

다양한 민간지원, (3) 법·제도 개선의 3개 영역에

가 필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토론하고, 의견을 수립하는 방법을 말한다.

확보가 어려워서(40%), (2) 공간정보 관련 제품·

대한 수요자 요구사항이 도출되었다. (1) 민간 의

서비스를 생산·제공할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견수렴체계 구축 영역에서의 수요자 요구사항은

(31.4%), (3) 공간정보 관련 제품·서비스의 수요

1) 외부 융합 시장 발굴, 2) 산업 정보 공유의 2개 사

가 없어서(28.6%), (4) 메타 데이터가 불명확해서

항에 대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 다

(28.6%) 순으로 조사되었다.

양한 민간지원 영역에서의 수요자 요구사항은 1)

데이터 확보의 어려움과 메타 데이터 품질 미흡은

기술 개발, 2) 부처 간 협력, 3) 기업지원 정책 및 동

공간정보 관련 업무 종사자들이 공통으로 불편을

향정보 공유의 3개 사항에 대해 개선이 필요한 것

겪고 있는 사항임을 판단할 수 있었다.

으로 나타났다. (3) 법·제도 개선 영역의 수요자 요
구사항은 1) 정부·민간의 역할, 2) 보안·규제, 3) 부
서 간 역할의 3개 사항에 대해 개선이 필요할 것으

※ 본고는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7권 제7호(2016)에 수록된 논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 도시건축개발사업 연구비지원(13도시건축A02)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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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측면에서는 (1) 데이터 품질 고도화, (2) 데

수요자 요구사항은 1) 공간정보 활용사례, 2) 대국

이터 구축·관리 고도화, (3) 데이터 개방 확대 및 유

민 홍보, 3) 홍보 채널의 3개 사항에 대해 개선이 필

통 체계화의 3개 영역에 대한 수요자 요구사항이

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 교육 체계화에서는 1)

도출되었다. (1) 데이터 품질 고도화 영역에서의 수

공간정보 활용 컨설팅, 2) 공간정보 교육의 2개 사

요자 요구사항에서는 1) 데이터 신뢰도, 2) 데이터

항에 대해, (3) 시스템 고도화 영역에서는 1) 웹 기

문가 간의 합의점을 도출하고, 그 우선순위를 도출

세부 영역별 중요도는 (1) 민간 의견 수렴 체계 구

호환성, 3) 데이터 해상도의 3개 사항에 대해 개선

반 서비스, 2) 인터페이스의 2개 사항에 대한 개선

하는 것으로 수행하였다(표 1 참조). 이때, 평균값

축(Mean=6.10, Std.=.915), (2) 다양한 민간 지

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 데이터 구축·관리

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동일한 경우에는 표준편차가 낮을수록 의견이

원(Mean=6.07, Std.=.981), (3) 법·제도 개선

합의되었다는 것으로 간주하여 순위를 선정하였

(Mean=5.98, Std.=1.001) 순으로 나타났다. 세

고도화에서는 1) 신규 데이터, 2) 데이터 갱신, 3)
데이터 관리의 3개 사항에 대해, (3) 데이터 개방 확

3차 델파이 조사 결과

다. 전문가 간의 합의 여부에 관한 검증은 변이계수

부 전략별 중요도는 민간의견 수렴체계 구축 영역

대 및 유통 체계화 영역에서는 1) 데이터 제공 형태,

3차 델파이 조사에 앞서 2차 조사의 설문 문항에 대

(Coefficient of Variance: CV)를 활용하였다. 변

에서 (A1) 지속적 수요조사를 통한 외부 융합 시장

2) 다부처 공간정보 통합 제공, 3) 데이터 취득 절

한 수요자 요구사항을 키워드로 도출하여 빈도 분

이계수는 표준편차를 평균으로 나눈 값으로, 일반

발굴, (A2) 공간정보 활용 분야 전문가 대상 포럼·

차, 4) 데이터 개방의 4개 사항에 대해 개선이 필요

석을 수행하였고, 이를 토대로 3차 델파이 조사 설

적으로 0.5 이하일 때 의견합의가 안정적으로 이루

컨퍼런스 활성화 순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민간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지를 작성하였다. 정책·데이터·서비스 측면에

어졌음을 의미한다.

원 영역에서는 (B1) 수요자 중심의 기술개발, (B2)

서비스 측면에서는 (1) 홍보 체계화, (2) 교육 체계

서의 27개 전략을 선정하여 구성하고, Likert형의

3차 설문조사는 전체 40명 중 30명(75%)이 응답

부처 간 협력 및 시범 서비스 지원, (B3) 기업지원

화, (3) 시스템 고도화의 3개 영역에 대한 수요자 요

7점 척도(1: 전혀 중요하지 않다, 4: 동등하다, 7:

하였다. 데이터 측면(Mean=6.21, Std.=.972)

정책 및 동향정보 제공, 법·제도 개선 영역에서는

구사항이 도출되었다. (1) 홍보 체계화 영역에서의

매우 중요하다)를 기준으로 중요도를 평가하여 전

전략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정책 측

(C1) 정부·민간 역할 명확화, (C2) 보안·규제 완화,

면(Mean =6.04, Std.=.884), 서비스 측면

(C3) 법·제도 및 부서 간 역할 중복 해소 순으로 높

(Mean=5.96, Std.=.912) 순으로 나타났다.

게 나타났다. 변이계수는 0.12-0.19 사이에 분포

정책 측면에서의 산업 진흥 전략 8개에 대한 3차 조

하여 전문가 간 의견이 매우 안정적으로 합의된 것

사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으로 나타났다.

[표 1] 공간정보산업 진흥 전략 중요도 평가
영역

정책

데이터

서비스

중요도

전략
(A1) 지속적 수요조사를 통한 외부 융합 시장 발굴
(A2) 공간정보 활용 분야 전문가 대상 포럼·컨퍼런스 활성화

(A) 민간의견 수렴체계 구축

7-6-5-4-3-2-1

(B) 다양한 민간지원

7-6-5-4-3-2-1

(C) 법·제도 개선

7-6-5-4-3-2-1

(D) 데이터 품질 고도화

7-6-5-4-3-2-1

(D1) 데이터 신뢰도 고도화, (D2) 데이터 호환성 고도화
(D3) 데이터 해상도 고도화

(E) 데이터 개방 확대 및 유통 체계화

7-6-5-4-3-2-1

(E1) 신규 데이터 구축, (E2) 데이터 갱신 고도화
(E3) 시계열적 데이터 관리

(F) 데이터 구축·관리 고도화

7-6-5-4-3-2-1

(F1) 원본 데이터 제공, (F2) 다부처 공간정보 통합 제공
(F3) 데이터 취득 행정 절차 간소화, (F4) 국가 공간정보 개방 확대

(G) 홍보 체계화

7-6-5-4-3-2-1

(H) 교육 체계화

7-6-5-4-3-2-1

(I) 시스템 고도화

7-6-5-4-3-2-1

데이터 측면에서의 산업 진흥 전략 10개에 대한
[그림 1] 3차 조사 결과(정책)

(B1) 수요자 중심의 기술 개발, (B2) 부처 간 협력 및 시범 서비스 지원
(B3) 기업지원 정책 및 동향정보 제공
(C1) 정부·민간 역할 명확화, (C2) 보안·규제 강화
(C3) 법·제도 및 부서 간 역할 중복 해소

(G1) 분야별 활용 사례 제공, (G2) 대국민 홍보 콘텐츠 개발
(G3) 다양한 홍보 채널 확보
(H1) 공간정보 활용 컨설팅 제공, (H2) 공간정보 교육 확대
(I1) 웹 기반 서비스 제공, (I2) 인터페이스 고도화
(I3)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I4) 민·관 협력 플랫폼 제공

3차 조사 결과는 그림 2와 같이 나타났다.
[그림 2] 3차 조사
6.5결과(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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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세부 영역별 중요도는 (1) 데이터 품질 고도화(Mean=6.24, Std.=.952), (2) 데이터 개방 확대 및 유통 체계화

데이터 측면에서 전략 중요도는 데이터 호환성 및

고, 분야별 활용 사례를 제시함에 따라 실제 공간정

(Mean=6.21, Std.=.819), (3) 데이터 구축·관리 고도화(Mean=6.18, Std.=.907) 순으로 나타났으나, 전반적으로

갱신 고도화, 시계열적 데이터 관리 등 기 구축된

보의 활용 현황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나

높은 중요도를 가지는 것으로 응답되어 그 차이는 미미했다. 세부 전략별 중요도는 데이터 품질 고도화 영역에서 (D1)

데이터에 대한 유지·관리 중심으로 높게 나타난 반

타났다. 서비스 측면에서 공간정보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신뢰도 고도화, (D2) 데이터 호환성 고도화, (D3) 데이터 해상도 고도화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데이터 개방

면, 비교적 신규 데이터 구축은 낮은 중요도를 가

서는 정부차원에서 제품·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확대 및 유통 체계화 영역에서는 (E1) 신규 데이터 구축, (E2) 데이터 갱신 고도화, (E3) 시계열적 데이터 관리, 데이터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공간정보 시장에

기반 데이터와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공

구축·관리 고도화 영역에서는 (F1) 원본 데이터 제공, (F2) 다부처 공간정보 통합 제공, (F3) 데이터 취득 행정 절차 간

서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것은 확실하

공과 민간의 협력적 활용이 가능한 형태의 서비스

소화, (F4) 국가 공간정보 개방 확대 순으로 나타났다. 변이계수는 0.10-0.20 사이에 분포하여 전문가 간 의견이 매우

지만, 기존 데이터의 유지·관리 등이 더욱 중요한

모델을 구축하여 이를 활용한 교육 및 홍보, 컨설팅

안정적인 수준으로 합의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제임을 시사한다. 즉 데이터 측면에서의 산업 진

등을 통해 공간정보를 활용한 제품·서비스의 개발

흥 전략은 실제 수요자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

을 독려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는 데이터를 구축·제공함과 동시에, 유지·관리 주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간정보 오픈플랫폼을

교육 체계화(Mean=5.80, Std.=1.038) 순으로, 홍보와 교육의 체계화보다는 시스템 고도화 전략이 더욱 중요할 것

체를 명확하게 하여 지속적인 공간 데이터의 활용

활용한 개발사례는 80% 이상이 공공부문에서 발

으로5.5평가되었다. 세부 전략별 중요도는 시스템 고도화 영역에서 (I1) 웹 기반 서비스
5.5 제공, (I2) 인터페이스 고도화,

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

생하고 있어, 초기 브이월드 서비스의 목적과는 부

(I3)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I4) 민·관 협력 플랫폼 제공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홍보 체계화 영역에서는 (G1) 분

다 중요하다.

합하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향후 공간정보 오픈플

서비스 측면에서의 전략 중요도는 공간정보 교육,

랫폼 서비스는 앞서 언급한 수요자 요구사항과 같이

보 활용 컨설팅 제공, (H2) 공간정보 교육 확대 순으로 나타났다. 변이계수는 0.12-0.20 사이에 분포하여 전문가 간 의

홍보, 컨설팅 등의 활용보다는 공공과 민간이 협력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견이 매우 안정적으로 합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웹 기반의 플랫폼을 제공하

수 있는 플랫폼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

서비스 측면에서의 산업 진흥 전략 9개에 대한 3차 조사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6.5

6.5

세부 영역별 중요도는 (1) 시스템 고도화(Mean=6.13, Std.=.805), (2)홍보 체계화(Mean=5.86, Std.=.931), (3)
6.0

6.0

5.0

5.0

A1
B2
C2
C1홍보A2
C3 개발,
B3 (G3) 다양한 홍보 채널 확보, 교육 체계화
D2 영역에서는
E2 E3 F1 (H1
D1) 공간정
F3 F2
콘텐츠
야별 활용B1
사례 제공,
(G2) 대국민

F4

D3

E1

[그림 3] 3차 조사 결과(서비스)

공간정보산업 진흥 전략 도출
정책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수요자 중

6.5

심의 기술개발 및 외부 융합시장 발굴, 시범서비스 지원 등으

6.0

로 나타났다. 공간정보 시장에서는 융·복합 산업 발달에 따
5.5

른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전통적인 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타

5.0
I4

64

I1

I2

G1

I3

H1

G2

H2

G3

분야와의 결합을 통해 신시장을 발굴하고, 수요자 중심의 기

결론

술을 개발하여 이를 실용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인

조사 결과, 민간의견 수렴체계 구축, 데이터 품질 고도화, 시스템 고도화 등 정책·데이터·서비스 측면에서의

식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앞으로의 공간정보 정책은 지

수요자 요구사항에 관한 27개 전략이 도출되었다. 이에 따른 중요도 평가 결과 변이계수가 0.11-0.20 사이

속적인 수요 조사를 통해 폭넓은 활용처를 도출하고, 수요

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문가 간의 의견합의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였다.

자 중심의 기술 개발 및 데이터 구축을 통해 공간정보 융·

융·복합 산업이 각종 기술과 정보 등의 결합을 통해 발전하는 구조를 가지는 것을 고려할 때, 다양한 분야의

복합 제품·서비스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

수요자에 대한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결과는 향후 공간정보산업

갈 필요가 있다.

의 진흥에 관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 시 기초자료로써 용이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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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브리프
※ 이 글은 미국 연방 지리 정보 위원회가 2016년 12월 발간한 NSDI(National Spatial Data Infrastructure)의 국가공간정보 인프라에 관한 보고서를 소개한 것입니다.

미국의 국가공간정보 인프라 전략적 프레임워크 I
NATIONAL SPATIAL DATA INFRASTRUCTURE
STRATEGIC FRAMEWORK
Writer. 연방 지리 정보 위원회(Federal Geographic Data Committee)

develop informed solutions. A recent study by the

any given occurrence. Interactive flood modeling

Boston Consulting Group(BCG) estimated that the

allows decision makers to more accurately

U.S. geospatial industry generated approximately

identify populations at risk for flooding due to

$73billion in annual revenue and comprises at

rising waters from hurricanes or other storm

least 500,000 high-wage jobs. BCG also found

events . Scientific analysis of the impacts of

that geospatial services deliver efficiency gains in

climate change on food production supports the

the rest of the economy that are valued at many

adoption of sustainable practices that increase

times the size of the sector itself - with geospatial

food security for all citizens.

services driving $1.6 trillion in revenue and $1.4
trillion in cost savings . These benefits create

-

an important competitive advantage for the

중요한 디지털 인프라의 공동 개발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

U.S. economy, and create a growing number of

공한다. 본 문서는 NSDI의 지속적인 개발 및 확장을 위한

high-wage technology jobs. Geospatial data and

고차원 계획을 제공한다.

국가 공간정보 인프라(NSDI)는 국가를 위한 이

services are now ubiquitous and integrated into
almost everything we do, resulting in significant

미국 공간정보의 경제적 영향

changes in citizen and economic behavior.

1

서론

머지 경제 전체에 효율성의 향상을 가져오며 그 가치는 해당

INTRODUCTION

분야 자체 규모의 여러 배에 달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지

-

형 공간 서비스는 매출 1조 6,000억 달러와 비용 절감 1조

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만든다. 예를 들어, 정책 입안자

500,000 일자리

4,000억 달러를 이룩하였다). 이러한 혜택은 미국 경제에

는 지카(Zika) 바이러스의 발생과 관련된 상태를 모니터링

미국의 지형 공간 산업은 ‘고임금’ 지리 관련
일자리에 최소 50만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2

개요

중요한 경쟁 우위를 창출하고 고임금 기술 일자리의 증가를

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받고 발생 장소로부터 지카 바이러스

Overview

창출한다. 지형 공간 데이터 및 서비스는 이제 어디에나 있

의 확산을 예상하는 예측 모델을 볼 수 있다. 대화형 홍수 모

고 우리가 하는 거의 모든 일에 통합되어 있어 국민 및 경제

델링을 통해 의사 결정권자는 허리케인이나 다른 폭풍우로

적인 행동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부터 초래된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홍수의 위험에 처한 인구

-

지형 공간 데이터는 미국의 데이터 자원의 가치

$730억

를 높여왔고 경제의 핵심 부분을 뒷받침하는 매우 중요한 국

66

지형 공간 기술 및 데이터는 모든 정부 부처를 보

가 자산이다. 오늘날 모든 비즈니스 부문, 정부 부처, 공공 및

Geospatialdata is a critical national asset that has

민간 투자는 공간 데이터 및 서비스에 의존한다. 이러한 지

increased the value of America’s data resources

리적인 관점은 정책 및 의사 결정권자가 광범위한 장소 기반

and underpins key parts of the economy .

정보를 결합하여 문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정보에 입각

Dependence on spatial data and services spans all

한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

business sectors, levels of government, and public

보스턴 컨설팅 그룹(Boston Consulting Group; BCG)

and private investments today. This geographic

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지형 공간 산업은 약 730억

perspective allows policy and decision makers to

달러의 연간 매출을 창출하였고 최소 50만 개의 고임금 일

bring a wide variety of place-based information

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BCG는 또한 지형 공간 서비스가 나

together to better understand problems and

global
brief

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기후 변화가 식량 생산에

미국 지형 공간 서비스 산업의 규모는
$730억이다.2

$1.6조
지형 공간 서비스 업체들은 미국 경제 전체에서
매출 $1.6조와 비용 절감 $1.4조를 이룩한다.2

$6.9억
미국의 3D 고도 데이터의 경제적 혜택은
연간 $6.9억으로 추산된다.1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면 모든 국민의 식량 안보

65%

를 향상시키는 지속 가능한 관행을 채택할 수 있다.

국가 공개 데이터 카탈로그에 있는 대부분의
기록은 지형 공간이다.3

10%

Geospatial technology and data make
government at all levels more efficient and
effective . For example , policymakers are

마케팅, 물류 및 전략적 의사 결정에서 지형 공간
서비스의 경제적 영향은 향후 5년 동안
최소 10% 증가할 것이다.2
1 USGS, 2012 2 보스턴 컨설팅 그룹, 2012 3 Data.gov, 2016

provided tools to monitor conditions associated
with the outbreak of the Zika virus and may view

The National Spatial Data Infrastructure

predictive models that anticipate its spread from

- the NSDI - provides a framework fo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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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DI에 대한 국가적 접근

collaborative development of this critical digital
을 발표하여 지형 공간 포트폴리오 관리 절차

2003 •	Executive Order 13286 amended and

provides a high - level plan for the continuing

를 통해 국가 지형 공간 데이터 자산(NGDA)

reaffirmed Executive Order 12906 ,

development and expansion of the NSDI.

으로 관리해야 하는 특정 데이터 세트의 확인

incorporating the newly -c reated

-

을 요구하였다.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혁신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데이터, 기술 및 서비

연방 정부는 국가공간정보 인프라를 발전시키고

2013 •	FGDC는 업데이트된 비전인 ‘NSDI는 우리

2006 •	OMB Memorandum M-06-07 required

스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왔다. 설립 이래, NSDI의 개

NSDI 연혁

의 국가적 및 국제적 이익을 이해, 보호 및 홍

agencies to designate a Senior Agency

발에는 여러 행정 기관에 걸쳐 초당적인 지원이 있었다. 그러

1994 •	행정 명령 12906은 ‘지형 공간 데이터의 수

보하는 데 필요한 지형 공간 지식을 창출하고

Official for Geospatial Information

나, 지형 공간 생태계에서 NSDI의 설립 이후 데이터 액세스

집, 처리, 저장, 배포 및 사용을 향상시키는

제공하기 위하여 사람, 기술, 데이터 및 절차에

(SAOGI).

를 가능하게 하고 정부가 통제하지 않는 지형 공간 데이터의

데 필요한 기술, 정책, 표준 및 인적 자원’으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을 포함하는 ‘NSDI 전

로서 국가공간정보 인프라(NSDI)를 설립했

략적 계획 2014-2016’을 채택하였다.

여러 소스를 가능하게 하는 유연한 기술의 출현으로 정부의

established the National Geospatial

역할이 크게 달라졌다. 갈수록 소도시, 주, 지방 및 지역 정부

다. 행정 명령은 또한 정부 부처 간 NSDI 개발

A d v i s o r y C o m m i t t e e ( NG A C ) -

는 물론 민간 부문, 비영리 단체 및 학계가 지형 공간 데이터

을 조정할 책임을 갖는 연방 지리 정보 위원회

composed of representatives from

의 국가 포트폴리오에 기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NSDI Timeline

all levels of government, the private

지방 정부는 지방 도로, 주소 및 구획(parcel)과 같이 가장 풍

2002 •	관리 예산처(Office of Management and

1994 •	Executive Order 12906 established the

sector, non-profits and academia - to

부하고 높은 해상도의 데이터를 관리한다. 민간 기업은 자체

Budget; OMB)는 회람장(Circular) A-16,

National Spatial Data Infrastructure

provide advice and recommendations

적인 사용 및 공공 기관의 사용을 위해 데이터를 수집 및 관리

‘지리 정보 및 관련된 공간 데이터 활동의 조

( NSDI) as “ the technology, policies,

on national geospatial policy issues

하고 또한 공개적으로 자금이 지원된 데이터를 상업적으로

정’의 개정판을 발표하여, NSDI의 개발에 대

standards , and human resources

and the development of the NSDI.

이용 가능한 서비스로 통합한다.

한 FGDC의 책임을 설명하고 정부 부처의 역

necessary to acquire, process, store,

2010 •	OMB issued Supplemental Guidance to

할과 책임을 상세하게 열거하였다.

distribute, and improve the utilization of

Circular A-16, requiring identification

The Federal government has had a pivotal impact

2003 •	행정 명령 13286은 행정 명령 12906을 개정

geospatial data.” The Executive Order

of specific datasets that are to be

across data, technology, and services fronts in

하고 재확인하여 새롭게 설립된 국토안보부를

also created the Federal Geographic Data

managed as National Geospatial Data

advancing our national spatial data infrastructure

통합하였다.

Committee (FGDC), with responsibility to

Assets (NGDAs) through a geospatial

and in helping to fuel innovation. Since its inception,

coordinate the development of the NSDI

portfolio management process.

the development of the NSDI has had bipartisan

2013 •	FGDC adopted the “NSDI Strategic

support across several Administrations. However,

Plan 2014-2016,” which included an

the role of government in the geospatial ecosystem

updated Vision: “The NSDI leverages

has changed significantly since the inception

investments in people, technology ,

of the NSDI , with the advent of both flexible

data , and procedures to create and

technologies to enable data access and multiple

provide the geospatial knowledge

sources of geospatial data that are not government

required to understand, protect, and

controlled. Increasingly, tribal, state, local and

promote our national and global

regional governments, as well as the private sector,

interests.”

non-profits and academia play a critical role in

2006 •	OMB 각서(Memorandum) M-06-07은
정부 부처에 지형 공간 정보 담당관(SAOGI)
의 임명을 요구했다.

across government.
2002 •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2008 •	내무부(Department of the Interior)는

( OMB ) issued a revised version of

국가 지형 공간 정책 문제 및 NSDI의 개발

Circular A -1 6 , “ Coordination of

에 관한 자문과 추천을 제공하기 위해 모든 정

Geographic Information and Related

부 부처, 민간 부문, 비영리 단체 및 학계 대

Spatial Data Activities,” describing

표자들로 구성된 국가 지형 공간 자문 위원회

FGDC ’ s responsibilities for the

(NGAC)를 설립했다.

development of the NSDI and detailing

2010 •	OMB는 회람장(Circular) A-16 보충 지침

agencies’ roles and responsibilities.

glo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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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	The Department of the Interior

(FGDC)를 창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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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rastructure for the Nation . This document

contributing to the national portfolio of geospa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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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Local governments manage some of the

합된 지형 공간 데이터 인프라는 현명한 정책 결정, 비용 절

근법 및 기술의 공동 개발이 가능하다. 그러나 NSDI의 복잡

from the bottom up , with local governments

richest and highest resolution data, such as local

감, 향상된 서비스 제공 및 기타 효율성에 기여할 것이다.

한 성질은 또한 효과적인 조정과 관리를 어렵게 한다. NSDI

producing data that can be aggregated at the

roads, addresses, and parcels. Private firms collect

또한 국가적 접근법을 통하여 UN 글로벌 지형 공간 정보 관

구성 요소의 역할과 책임은 파트너 조직과 관련되므로 데이

state or federal level. Other datasets may best be

and manage data both for their own use and for use

리(UNGGIM), 북극 공간 데이터 인프라(Arctic SDI) 및

터 주제 및 데이터 세트에 따라 다르다. 일부 국가 지형 공

addressed through federal enterprise programs that

by public entities, while also integrating publicly

지구 관측 그룹(GEO)와 같은 미국 프로그램이 필요로 하는

간 데이터 자산(NGDA) 데이터 세트는 하부 부처로부터 가

are informed by and serve the broader public sector

funded data into commercially-available services.

자원이 국제 지형 공간 계획 및 호환 가능한 공간 데이터 인

장 적절하게 관리되어, 지방 정부에서 데이터를 생산하고

mapping ecosystem. In other cases, agencies

The Federal government has had a pivotal impact

프라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지원할 수 있다.

주 또는 연방 정부에서 집계된다. 다른 데이터 세트는 보다

may collaborate on enterprise acquisitions of

광범위한 공공 부문 매핑 생태계로부터 정보를 받고 그 생

commercial data. A primary objective of the NSDI

across data, technology, and services fronts in
advancing our national spatial data infrastructure

The NSDI requires a national approach that is

태계를 지원하는 연방 기업 프로그램(federal enterprise

planning process is to define specific approaches -

and in helping to fuel innovation. Since its inception,

coordinated, shared, and comprehensive across

programs)을 통해 가장 잘 처리될 수 있다. 기타의 경우, 부

in collaboration with partners - that make sense for

the development of the NSDI has had bipartisan

governmental, commercial, and academic sectors.

처들은 기업의 상업적 데이터 수집에 협력할 수 있다. NSDI

different data components and applications of the

support across several Administrations. However,

Multiple stakeholders are needed to provide the

계획 절차의 주요 목표는 NSDI의 다양한 데이터 구성 요소

NSDI. Another key focus for the NSDI is to ensure

the role of government in the geospatial ecosystem

data, services, and supporting framework for an

와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한 특정 접근법을 정의(파트너와 협

coordination and alignment with the National

has changed significantly since the inception

NSDI that is seamless, open, and accessible. Service

력 하에)하는 것이다. NSDI의 또 다른 핵심 초점은 국가 지

System for Geospatial Intelligence (NSG). Executive

of the NSDI , with the advent of both flexible

delivery should be dependable and integrated into

형 공간 정보 시스템(NSG)과의 조정 및 연계를 보장하는 것

Order 12333 established the Director of the National

technologies to enable data access and multiple

existing user devices and services. A successful,

이다. 행정 명령 12333은 국가 지형 공간 정보국(National

Geospatial-Intelligence Agency as the Functional

sources of geospatial data that are not government

integrated geospatial data infrastructure will fuel

Geospatial-Intelligence Agency)의 국장을 지형 공간

Manager for Geospatial Intelligence (GEOINT). The

controlled. Increasingly, tribal, state, local and

smart policy decisions, cost savings, enhanced

정보(Geospatial Intelligence; GEOINT)의 기능 관리자

Director established the NSG to contribute to the

regional governments, as well as the private sector,

service delivery, and other efficiencies.

(Functional Manager)로 임명했다. 이 국장은 GEOINT

overall advancement of the GEOINT function.

non-profits and academia play a critical role in

A national approach will also enable the resources

기능의 전반적인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NSG를 설립하였다.

contributing to the national portfolio of geospatial

needed by U.S. programs such as the U.N. Global

data. Local governments manage some of the

Geospatial Information Management (UNGGIM),

The NSDI is based on a complex set of interagency

richest and highest resolution data, such as local

the Arctic Spatial Data Infrastructure (Arctic SDI),

and intergovernmental arrangements and public-

roads, addresses, and parcels. Private firms collect

and the Group on Earth Observations (GEO), to

private partnerships. This multi-faceted web of

-

and manage data both for their own use and for use

influence and support international geospatial

relationships enables creative interaction among

티에 영향을 미치고 부문 간의 지속적인 협력 계획 및 고려

by public entities, while also integrating publicly

initiatives and the formation of compatible spatial

sectors and collaborative development of

를 필요로 하는 일련의 중요한 기술 동향을 확인하였다. 이

funded data into commercially-available services.

data infrastructures.

new products, approaches, and technologies.

러한 동향은 다음과 같다.

NSDI는 정부, 상업 및 학계 부문 전반에 걸쳐 조

정, 공유되고 포괄적인 국가적 접근법을 필요로 한다. 데이

역할 및 책임
Roles and Responsibilities

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매끄럽고 개방적이며 액세스가 가능

70

한 NSDI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지원하기 위해 여러 이해 관

-

계자가 필요하다. 서비스 제공은 신뢰할 수 있어야 하고 기존

정과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다. 이러한 다방면

의 사용자 장치 및 서비스에 통합되어야 한다. 성공적이고 통

의 관계를 통해 부문 간 창조적인 상호 작용과 새로운 제품, 접

NSDI는 일련의 복잡한 부처 간 및 정부 간 조

global
brief

-

신규 지형 공간 기술 동향
Emerging Geospatial Technology Trends

국가 지형 공간 자문 위원회는 지형 공간 커뮤니

However, the complex nature of the NSDI also
poses challenges to effective coordination and

The National Geospatial Advisory Committee has

governance . Roles and responsibilities for the

identified a set of important technology trends that

components of the NSDI will vary among data

will impact the geospatial community and will

themes and datasets, as they relate to partner

require continued collaborative planning and

organizations. Some National Geospatial Data Asset

consideration across sectors. These trends include

(NGDA) datasets are most appropriately stewarded

the follo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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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의 통합 및 상호 작용

새로운 모바일 지형 공간 센서 플랫폼의 확산

컴퓨팅 속도, 시각화 도구 및 지형 공간 데이터

이터 자산(NGDA) 포트폴리오 관리 절차의 개선 등과 같은

실시간 공간 및 시간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생성하고 상호 작

기술의 급속한 소형화로 인해 신속하게 설계 및 운용될 수

애플리케이션의 용량 향상

활동을 주도함에 있어 주목할만한 진전을 이루어 냈다. 그러

용할 수 있는 능력은 지리, 과학 및 사회에서 지리 데이터가

있는 소형 위성(smallsats) 및 무인 항공기 시스템(UAS

고성능 컴퓨팅 망 및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는 지형 공간

나 NSDI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작업이 남아있다.

수집, 매핑, 모델링 및 사용되는 현재의 방식을 보다 광범위

또는 ‘드론’)과 같은 센서 배포를 위한 새로운 플랫폼이 가능

데이터, 도구 및 서비스의 광대한 저장소뿐만 아니라 이러한

이러한 진전을 지속하기 위해 본 전략적 프레임워크는 연방

하게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동향은 전통적인 관계를 재조

하게 되었다. 이러한 모바일 지형 공간 센서 플랫폼은 재난

저장소에 개인이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채널에 대한 접근을

커뮤니티가 해결해야 할 세 가지 주요 목표와 보다 광범위한

정하고 정부, 비즈니스 및 사회에서 새로운 지형 공간 애플

대응, 환경 모니터링 및 공공 안정 등의 목적을 위해 개인, 비

개인에게 제공한다.

지형 공간 커뮤니티와 실질적으로 협력 작업을 진행하기 위

리케이션을 주도하고 있다.

즈니스 및 정부가 원격으로 감지된 많은 데이터를 수집할 수

한 세 가지 전략을 확인한다. FGDC 공동체는 본 프레임워

있는 능력을 크게 확장시킨다.

Integration and interaction of real-t ime data

크를 개선하고 본 문서에 포함된 목표와 전략을 다루기 위한

and capacity for geospatial data application

실행 접근법을 공동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2017년에 새로
운 행정부와 협력할 것이다.

collection and analysis

Proliferation of new mobile geospatial sensor

High performance computing networks and

The ability to continuously create and interact with

platforms

cloud computing services provide individuals with

real-time spatial and temporal data is transforming

The rapid miniaturization of technologies has

access to vast repositories of geospatial data,

This high-level NSDI Strategic Framework has

the ways in which geographic data are now

enabled new platforms for sensor distribution,

tools, and services, as well as channels through

been developed through an analysis of the 2014-

collected, mapped, modeled, and used, both in

such as small satellites (smallsats) and unmanned

which they can contribute to these repositories.

2016 NSDI Strategic Plan and the incorporation of

geography and in science and society more broadly.

aircraft systems (UAS, or “drones”) that can be

Visualization tools are being enhanced to include

input and requirements from non-federal partners

This trend is realigning traditional relationships and

rapidly designed and deployed . These mobile

third dimensional and virtual reality techniques to

and constituents, including the National Geospatial

driving new geospatial applications in governments,

geospatial sensor platforms greatly expand

explore and analyze data.

Advisory Committee and the organizations

businesses, and society.

the capability of individuals , businesses , and

represented by its members. The FGDC also held a

governments to collect volumes of remotely

전략적 프레임워크의 범위

series of outreach meetings and listening sessions

기술의 소형화

sensed data for purposes including disaster

Scope of Strategic Framework

to gather input from key partners. These inputs

거의 어디서나 가능한 무선 연결성과 함께 작고 저렴한 장치

response, environmental monitoring, and public

및 센서를 만들기 위한 소형화로 인해 사물 인터넷이 폭발적

safety.

have included forums for leaders of key geospatial
-

으로 증가하고 있다. 소형화되고 저렴한 센서는 데이터 수집

이 높은 수준의 NSDI 전략적 프레임워크는

organizations, workshops for Federal leaders,

2014-2016 NSDI 전략적 계획을 분석하고 국가 지형 공

sessions at geospatial professional conferences,

무선 및 웹 망 확장

간 자문 위원회 및 그 회원이 대변하는 조직을 포함하는 비

and public meetings of the FGDC Coordination

서를 맞춤 제작하는 능력을 실현하고 있다.

데이터 수집 도구의 확장과 그에 따른 많은 실시간 공간 및

연방 파트너 및 구성원으로부터의 입력 및 요구 사항을 통합

Group, the FGDC Steering Committee, and the

하여 개발되었다. 또한 FGDC는 핵심 파트너로부터 의견

National Geospatial Advisory Committee. The

을 수렴하기 위해 일련의 아웃리치(outreach) 회의 및 청

FGDC community has made notable progress

취 세션을 개최하였다. 이러한 의견에는 핵심 지형 공간 조

over the past three years in driving activities such

직 지도자들을 위한 포럼, 연방 지도자들을 위한 워크숍, 지

as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Geospatial

형 공간 전문 회의 기간의 세션, 그리고 FGDC 조정 그룹,

Platform (GeoPlatform.gov), the establishment

FGDC 운영 위원회 및 국가 지형 공간 자문 위원회의 공개

of the Geospatial Interoperability Reference

회의가 포함되었다. FGDC 커뮤니티는 지난 3년 동안 국

Architecture (GIRA), and the enhancement of the

가 지형 공간 플랫폼(GeoPlatform.gov)의 개발, 지형 공

National Geospatial Data Asset (NGDA) portfolio

간 상호 운용성 참조 아키텍처(GIRA) 및 국가 지형 공간 데

management process . However , significant

Miniaturization of technologies

포를 위한 개선된 방법을 필요로 한다.

Miniaturization to create small and inexpensive
devices and sensors, along with nearly ubiquitous

Expanding wireless and web networks

wireless connectivity, is driving an explosion of

The expansion of data collection tools, and the

the Internet of Things. Miniaturized and lower

resulting volumes of real -t ime spatial and

cost sensors are leading to dramatic increases in

temporal data, requires improved methods for data

data collection and quality, and the ability to tailor

transmission and distribution, including wireless

sensors to specific data collection needs.

and web networks.

glo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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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품질의 극적인 증가 및 특정 데이터 수집 요구에 맞게 센

시간 데이터는 무선 및 웹 망을 포함하여 데이터 전송 및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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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ces in computing speed, visualization t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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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remains to achieve the vision of the NSDI.

공간 커뮤니티에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소도시, 주, 지방 및

목적 1.2 역량을 확장하고, 서비스를 확대하며 G e o

목표 2: 연방 지형 공간 자산의 관리를 개선한다

In order to continue this progress, this Strategic

지역 정부와 민간 부문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파트너와 협

Platform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개선한다.

Goal 2: Enhance the Management

Framework identifies three major goals for the

력할 것이다. 여기에는 연방 및 비연방 지형 공간 데이터 소

Federal community to address and three strategies

스의 지속적인 등록 및 국토안보부 지형 공간 정보 인프라

목적 1.3 이용 가능한 국가 지형 공간 자원에 대한 쉬운 액

to work collaboratively with the broader geospatial

(GII)와의 지속적인 연계가 포함된다. GII는 민감한 환경에

세스를 제공하는 공통적인 분석 서비스 및 도구의 수 및 다

-

community of practice. The FGDC community will

서 작업하는 국토 안보 기업(HSE) 사용자에게 분석 및 공유

양성을 증대시킨다.

서화된 공간 데이터의 개발, 관리 및 접근성을 장려한다.

engage with the new administration in 2017 to

된 상황 인식을 위하여GeoPlatform.gov내에 등록된 분

refine this Framework and collaboratively develop

류되지 않은 지형 공간 콘텐츠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는

목적 1.4 GeoPlatform이 안전한 클라우드 인프라를

간 데이터 자산(NGDA) 포트폴리오 관리 계획을 개선하기

implementation approaches to address the goals

능력을 제공한다.

기반으로 상호 운용성을 극대화하는 사용하기 쉬운 데이터,

위해 데이터 관리자 및 파트너와 협력할 것이다.

of Federal Geospatial Assets

FGDC는 모범 사례와 학습된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 지형 공

and strategies included in this document.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형 공간 데이터의 관

GeoPlatform. gov is the national capability for

리를 개선하고, 자원의 공유 및 재사용을 증가시키고, 혁신

Promote the development, management, and

geospatial data and maps. It currently enables

및 기업가 정신을 자극하도록 보장한다.

accessibility of consistently documented spatial

powerful collaboration and sharing of information

핵심 연방 정부 책임

to support better government and transparency.

Objective 1.1 Develop additional interagency

work with data stewards and partners to refine the

KEY FEDERAL RESPONSIBILITIES

FGDC will work with partners to build on the

communities and solicit mutually beneficial

National Geospatial Data Asset (NGDA) portfolio

success of the GeoPlatform by developing new

participation from tribal, state, local, and regional

management initiative based on best practices and

communities and soliciting participation from

governments.

lessons learned.

-

다음 목표와 목적은 주로 연방 정부 커뮤니티의

tribal, state, local, and regional governments and

책임이지만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소도시, 주, 지방 및 지역

the private sector to expand opportunities to the

Objective 1.2 Extend the capabilities, expand the

목적 2.1 다음과 같은 활동을 통해 NGDA 포트폴리오

정부의 참여가 요구된다.

broader geospatial community. This includes

services, and enhance the data provided by the

관리 역량을 개선한다.

continued registration of federal and non -

GeoPlatform.

-	데이터 세트 성숙도 평가의 지속적인 향상

The following goals and objectives are primarily the

federal geospatial data sources and continued

responsibility of the Federal community but

alignment with the Department of Homeland

Objective 1.3 Increase the number and variety of

will require tribal , state , local and regional

Security's Geospati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common analytical services and tools that promote

-	NSDI 프레임워크 계층의 개발 및 추적에 특별히 중점

government participation to ensure success.

( GII ). The GII provides Homeland Security

ready access to available National geospatial

을 두고 NGDA 포트폴리오 관리 절차를 지형 공간 조

resources.

직 연합(Coalition of Geospatial Organization;

Enterprise (HSE) users operating in a sensitive

목표 1: 국가 지형 공간 플랫폼을 확장한다

environment the ability to seamlessly leverage

Goal 1: Expand the National Geospatial Platform

unclassified geospatial content registered
within GeoPlatform.gov for analysis and shared

-

GeoPlatform.gov는 지형 공간 데이터 및 지

situational awareness.

도에 대한 국가적인 기능이다. 이 기능을 통해 현재 정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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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across the geospatial community. FGDC will

투명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강력한 협업 및 정보

목적 1.1

공유가 가능하다. FGDC는 GeoPlatform의 성공을 확대

시, 주, 지방 및 지역 정부로부터 상호 이익이 되는 참여를

하기 위해 새로운 커뮤니티를 개발하고 보다 광범위한 지형

유도한다.

추가적인 부처 간 커뮤니티를 개발하고 및 소도

-	이정표 및 성과 지표를 포함한 NGDA 데이터 주제의

global
brief

2

지형 공간 커뮤니티 전반에 걸쳐 일관되게 문

구현 계획 개발

COGO)의 NSDI 보고 카드(Report Card) 절차와 연
Objective 1.4 Ensure the GeoPlatform provides
easy -to -u se data , applications , and services
hosted on a secure cloud infrastructure that

계시키기 위한 COGO와의 협력
-	NGDA 테마 리드(Theme Leads) 및 데이터 세트 관
리자를 위한 지원 및 교육

maximizes interoperability ; allows better
managed geospatial data; increases sharing and

목적 2.2 다음을 포함하는 활동을 통해 지형 공간 커뮤니

reuse of resources; and stimulates innovation and

티에 적용 가능한 국가적 및 국제적 표준의 개발 및 활용을

entrepreneurship.

장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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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지형 공간 표준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자발적인
표준 조직에 대한 연방 정부의 참여를 계속하고 확대
한다.
-	적용 가능한 지형 공간 표준의 부처 구현을 지원하고 개선

-	Support and enhance agency implementation of

applicable geospatial standards.
-	Consider recommendations of the NGAC

Standards Coordination Subcommittee.

한다.
-	NGAC 표준 조정 소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고려한다.

Information and Related Spatial Data Activities,”

Geospatial Data Assets ( NGDAs ), should be

was last updated in 2002. Revisions to the NSDI

updated to reflect the recommendations of FGDC’s

policy framework and funding/partnership model

recent NGDA/portfolio management evaluation

are needed to more effectively support and enable

process.

Federal geospatial programs and the broader
Objective 2.3 Promote increased access to

geospatial community.

geospatial data and services utilizing enterprise
목적 2.3 적절할 때 기업 접근법을 활용하여 지형 공간

direction through an updated Executive Order

approaches when appropriate.

데이터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장려한다.

or through working with Congress on enabling

자산의 수집 및 관리에 대한 연방 정부 부처로의 지침을

legislation to codify NSDI requirements.

업데이트 하기 위하여 OMB 및 이해 관계자와 협력하여

Objective 2.1 E n h a n c e NG D A p o r t f o l i o

업데이트한다

OMB 회람장 A-16을 검토하고 개정한다.

management capabilities through activities

Goal 3: Update the National Geospatial

including:

Policy Framework

지침을 A-16 개정판에 통합한다. 국가 지형 공간 데이터

-

기술의 중대한 변화, 지형 공간 정보의 사용 및

자산(NGDA)에 대한 포트폴리오 관리 접근법을 설명하는

-	Development of implementation plans for

가치 확대, 파트너 조직의 변화하는 역할을 반영하여 국가

보충 지침의 내용은 FGDC의 최근 NGDA/포트폴리오 관

NGDA Data Themes, including milestones and

지리 공간 프로그램 및 활동을 안내하는 정책 프레임워크를

리 평가 절차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업데이트 되

performance indicators.

업데이트해야한다. 행정 명령 12906, ‘지리 정보 수집 및

어야 한다.

-	Coordination with the Coalition of Geospatial

접근 조정 : 국가 공간 데이터 인프라’는 1994 년에 발행되

Organization (COGO) to align the NGDA portfolio

었다. OMB Circular A-16, ‘지리 정보 및 관련 공간 데이

목적 3.3 업데이트된 행정 명령을 통해 또는 NSDI 요구

management process with COGO ’ s NSDI

터 활동 조정’은 2002년에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되었다. 연

사항의 성문화에 대한 의회와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정책 방

Report Card process, with a particular focus on

방 지리 공간 프로그램과 더 넓은 지형 공간 공동체를 보다

향 개발을 고려한다.

development and tracking of NSDI framework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NSDI 정책

layers.

프레임 워크와 자금/파트너십 모델이 필요하다.

and Dataset Managers.

The policy framework guiding national geospatial
programs and activities needs to be updated to

Objective 2.2 P r o m o t e d e v e l o p m e n t a n d

reflect significant changes in technology , the

utilization of national and international standards

expanded use and value of geospatial information,

applicable to the geospatial community through

and the evolving roles of partner organizations.

activities including the following:

Executive Order 12906, “Coordinating Geographic

-	Continue and broaden Federal participation in

Data Acquisition And Access : The National

voluntary standards organizations to support

Spatial Data Infrastructure,” was issued in 1994.

development of key geospatial standards.

OMB Circular A-16, “Coordination of Geographic

※ 다음호에 2편이 이어집니다.

Objective 3.1 Review and revise OMB Circular

global
brief

-	Support and training for NGDA Theme Leads

(계속)

목적 3.2 2010년에 발표된 OMB 회람장 A-16 보충

-	Continued enhancement of dataset maturity

76

목적 3.1 국가적 우선 순위를 지원하기 위한 지형 공간

목표 3: 국가 지리 정보 정책 프레임워크를

assessments.

Objective 3.3 Consider developing new policy

A-16 in collaboration with OMB and stakeholders
to update the guidance to federal agencies for
collection and management of geospatial assets to
support national priorities.

Objective 3.2 Incorporate the OMB Circular A-16
Supplemental Guidance , which was issued in
2010, into the revised version of A-16. The content
of the Supplemental Guidance, which describes
a portfolio management approach for 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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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말하다

B O O K

# 0 1

B O O K

# 0 2

B O O K

# 0 3

B O O K

# 0 4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R을 활용한

지적도로 찾아가는 문경 옛길

구글 신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 DNA에서 양

그림 한 장으로 보는 최신 IoT 사물인터넷 :

공간 분석과 매핑

: 한국사연구총서

자 컴퓨터까지 미래 정보학의 최전선

모든 사물이 인터넷과 연결되는 세계

B O O K

# 0 5

B O O K

빅데이터 분석대로 미래는 이루어진다

# 0 6

지리교사의 서울 도시 산책
: 역사 보전의 공간

Chris Brunsdon, Lex Comber 지음 | 김종배, 강영모 옮김 | 한티미디어

도도로키 히로시 지음 | 국학자료원

정하웅, 김동섭, 이해웅 지음 | 사이언스북스

Koizumi Koji 지음 | 이영란 옮김 | 정보문화사

우종필 지음 | 매경출판

이두현 지음 | 푸른길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R을 활용한 공간 분

도로체계의 특성이나 그 성립 요인에 관한

한국 과학 기술의 요람 KAIST를 대표하는

『최신 IoT 사물인터넷』은 ‘제1부 IoT가 만

『빅데이터 분석대로 미래는 이루어진다』

저자 이두현은 수원영생고등학교 지리교사

석과 매핑』은 독자들이 R이나 공간분석 및

연구는 각 노선마다의 선형 특성과 같은 각

석학들의 강연을 한데 엮은 책이다. 21세기

들어내는 생활의 4대 변화’와 ‘제2부 IoT가

는 구글 검색량을 이용한 빅데이터 분석으

로 공주대학교에서 지리학 박사를 수료하

GIS에 대한 사전지식이 전혀 없다는 것을

론 연구는 있지만, 총론 연구는 많지 않다.

를 좌우할 미래 정보학의 세계를 복잡계 네

만들어내는 산업의 변화’, 총 2부로 구성하

로 선거 예측은 물론 기업 매출액 및 주가 예

였다. 진로 체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다양

가정하여 일종의 학습용 교재 형태로 그 줄

일반적으로 총론 연구는 각론보다 앞서서

트워크 과학, 생물 정보학, 양자 정보학이라

여 IoT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1부에서는

측, 상품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놀라운

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또

거리와 내용을 구성하였다. 다시 말해 독자

이루어져야 하는데 반대가 된 것이다. 그래

는 창을 통해 살펴보고 있다. 미래 정보학의

IoT로 인해 우리 주변의 생활이 어떻게 달라

연구 성과를 보인 저자가 자신의 연구 결과

한 도시재생과 창조도시에 관심을 두고 연

들이 본 책을 차근차근 읽어 나갈수록 앞에

서 이 책에서는 조선시대 도로체계가 어떠

중심축이 될 분야들을 알기 쉬운 언어로 기

져 가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곁들여 자세히

를 집약해 소개한 책이다. 1장에서는 구글

구하고 있다. 저자는 서울이라는 일상의 공

서 소개한 개념과 도구들을 사용해 자연스

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또 그 특성은

초부터 첨단 현안까지 한 분야에서 정상에

설명함과 동시에 자사의 비즈니스에 도입

트렌드를 이용하여 2016년 미국 대선 및 한

간 속에서 찾은 숨은 매력을 촘촘히 기록했

럽게 각종 학습문제들과 분석을 스스로 터

어떠한 지리적 및 역사적 배경에서 생겨난

이른 석학만이 가능한 통찰을 가미해 보여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나 주목해야 할 포인

국 총선에 대한 결과를 재분석했다. 그리고

다. 소개하는 곳은 서울 5대 궁궐 옆, 작은 마

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R이 갖는 본연의 확

것인지를 주로 간선도로인 대로에 착안하

주고 있다. KAIST의 물리학과 교수 정하

트도 설명하고 있다. 제2부에서는 IoT를 좀

저자의 전공 분야로 10여 년 넘게 강의한 구

을들이다. 경복궁 옆 동네인 북촌과 서촌,

장성은 새로운 툴과 기능이 계속적으로 개

여 정리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지리

웅은 복잡계 네트워크와 데이터 과학으로

더 큰 관점에서 보고 사회 인프라나 산업에

조방정식모델 기법을 사용하여 2012년 한

그 아랫동네인 인사동, 그리고 덕수궁 옆 정

발되어 패키지화되어 공유/배포하는 것을

지에 기재된 노선 체계를 정리하므로써 그

구글 같은 거대 IT기업과 정치와 경제를 좌

서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 설명한다. 제1부

국 대선에 대한 재해석도 시도해 보았다. 2

동 일대이다. 장엄한 분위기의 궁궐보다는

가능하게 하므로 자료분석을 위한 툴로서

지리적 특성을 파악하여, 그러한 특성이 왜

우하는 정보 산업의 비밀을 파헤친다. 바이

와 제2부는 둘 다 그저 사례만 설명하는 것

장에서는 저자가 경영대 교수이니만큼 빅

편안한 마음으로 산책을 즐길 수 있는 곳들

의 활용범위는 가히 무궁무진하다. 본 책을

발생했는지를 당시 도로 제도사에 비추어

오 및 뇌공학과 교수 김동섭은 생물 정보학

이 아니라 만일 ‘여러분이 IoT 비즈니스를

데이터를 이용한 기업의 매출액 예측을 통

이다. 역사·문화유산이 곳곳에 남아 있을 뿐

통해 저자들은 지리정보 처리에 따른 기법

서 검토하고자 했다.

의 최전선을 이야기하고 KAIST의 물리학

추진해야 할 담당자라면 어떤 점에 주의하

해 주가를 살펴보았으며, 3장에서는 구글

만 아니라 그것이 현대와 공존하고 있는 기

과 문제들을 설명하면서 R이 왜 유용한 솔

●●●●●●●

과 교수인 이해웅은 양자 암호와 양자정보

면 좋은지’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검색어와 관련된 흥미로운 내용들을 마케

억의 공간이다. 무엇보다 박물관처럼 경직

루션이 되는지를 설명함으로써 독자들이 R

2017년 03월 02일 출간

학에 대해 소개한다. 이를 통해 대학 시절

●●●●●●●

팅적 시각에서 접근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된 공간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공간

이 갖는 그 강력한 기능성을 인식할 수 있기

로 돌아가 좁은 강의실에서 열정으로 가득

2017년 01월 10일 출간

4장에서는 빅데이터에 대한 기본적인 내

이기에 그 가치가 더욱 크다.

를 희망하고 있다.

한 강의를 듣는 학생이 되어볼 수 있는 기

용을 담았다.

●●●●●●●

●●●●●●●

회를 준다.

●●●●●●●

2017년 04월 출간

2017년 03월 02일 출간

●●●●●●●

2017년 03월 31일 출간

2014년 11월 1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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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국토교통부가 상반기 중에 공간정보 핵심
국토부, 공간정보 핵심
원천기술 R&D 로드맵 상반기 구축

01

보와 데이터 융·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항공사진 등 86만 공간정보

국토지리정보원이 항공사진, 구(舊)지도 등

되는 항공사진 69만 매와 구지도 17만 매로

을 온라인에 무상으로 공개한다.

국토정보플랫폼(map.ngii.go.kr)을 통해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3월 1일부터

데이터(파일)를 내려 받거나 사용자가 직접

온라인을 통해 항공사진·구지도 등은 무료로

인쇄물로 출력해 사용할 수 있다. 이밖에 수치

원천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R&D)

는 목표다.

로드맵을 마련한다.

국토부는 로드맵에 명확한 R&D 목표와 성

국토부는 3월 23일 서울 신대방동 전문건

과지표 설정, 수요자 참여를 통한 사업·실용

설회관에서 ‘공간정보 R&D 혁신 로드맵’

화 도모, 다부처 협업체계 구축, 해외 연

제공하고 오프라인의 경우 수수료를 대폭 인

지형도 등 기본측량성과를 활용해 간행한 지

공청회를 개최하고 자율주행차, 드론, 증

구기관에 적극적 문호개방 등을 담을 계

하한다고 2월 26일 밝혔다.

도 등을 판매·배포할 경우 부과했던 활용수

강현실(AR)을 비롯한 미래 유망산업 기반

획이다. 국토부는 공청회 논의결과를 바탕

오프라인은 항공사진 수수료가 20,000원

수료도 폐지했다.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이 되는 공간정보 원천기술에 대한 발전전

으로 상반기까지 로드맵(안)을 마련하는 한편,

에서 2,000원으로, 지도가 2,000원에서

“앞으로도 민간의 공간정보 활용실태 등을

략을 논의했다. 공간정보 R&D 로드맵에

시급성과 기술개발 수요 등을 감안한 우선

1,000원으로 떨어진다. 무상개방 공간정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공간정보 활용을 저

는 △끊김 없는 실시간 공간정보 △현실

순위 과제를 도출한 다음 상세계획서를 작성

는 각종 소송과 재개발 보상, 연구 등에 활용

해하는 요인 등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다 더 현실 같은 공간정보 △스스로 인

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지하는 지능화 공간정보 △가볍고 이용이

이성해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공간정

편리한 공간정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내

보가 기술발전과 함께 다양한 산업과 융·

용이 담긴다.

복합 활용되는 등 경계가 확대되고 있는 만

경기도가 4월 3일부터 전동휠체어, 전동스

이번 충전소 위치정보 공개는 도 내 지체장

쿠터 등 전동보장구 충전소의 위치 정보를

애인들이 전동보장구 이용 시 충전기가 방

도 홈페이지(www.gg.go.kr)를 통해 제공

전됐는데도 충전소를 찾지 못해 겪는 불편

한다. 경기도는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전동보

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충전소 이용료

장구 충전소 221개소의 정확한 주소와 건

는 무료다.

국토부는 로드맵을 만들어 4차 산업혁명

큼 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구축하는 데 그

기반의 고도화된 지능사회인 버츄얼 코

치지 않고 관련 기술을 다양한 산업에 융·

리아 구축을 비전으로 언제·어디서나·

복합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하겠

누구에게나·정확한(4A) 고품질 공간정

다”고 밝혔다.

온라인 무상공개

03

경기도, 3일부터 ‘전동보장구 충전
소’ 위치정보 공개

04

물명, 지하철역 등 설치위치를 공개한다.

국립산림과학원, GIS 활용
‘산불다발위험지도’ 제작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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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 봄철 산불조심

토의 10% 가량이 산불다발위험지역인 것

기간을 맞아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

으로 조사됐다. 산불다발위험지역은 4단계

로 한 ‘전국 산불다발위험지도’를 제작했

로 나뉜다. 1㎢ 내 산불 발생 건수가 0.25건

다고 밝혔다.

미만이면 ‘징후 없음’, 0.25건 이상 0.50건

‘산불다발위험지도’는 지리정보시스템

미만은 ‘주의’, 0.50건 이상 0.75건 미만은

(GIS)을 활용해 1991년부터 2015년까지

인천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지리

사업장의 정보가 담겼다. 또 인천지역에서

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한 화학물질 배출

발생한 화학사고 현황과 세계 대기질 정보

사업장 지도를 공개한다.

(AQI)를 연계한 인천지역 대기질 정보도 실

시는 인천지역 사업장의 안전한 화학물

시간으로 표시한다.

‘경계’, 0.75건 이상은 ‘심각’으로 분류된다.

질 관리를 위해 인천시 지도포털 사이트

이와 함께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올해부

발생된 1만 560건의 산불 위치정보를 지도

데이터 분석 결과, 남한의 7.73%가 ‘주의’

(http://imap.incheon.go.kr/)에 화학물

터 진행한 유해대기오염물질 실태조사 결

화 한 것이다.

단계에 해당됐으며 ‘경계’가 1.19%, ‘심각’

질 배출사업장 정보를 공개한다고 지난 3월

과를 제공한다.

이 지도를 활용하면 산불감시원과 진화인

이 1.12%의 비율을 차지했다. 산불 위험이

23일 밝혔다.

력, 산림헬기 등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효율

잦은 상위 5개 지역은 인천 남동구, 인천 계

이번 지도 서비스는 환경부가 조사한

적인 산불예방과 신속한 산불진화를 할 수

양구, 부산 남구, 서울 노원구, 울산 동구로

‘2014년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조사결과’

있다. 산불다발위험지도에 따르면 남한 국

나타났다.

를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인천지역 213개

인천시, 지차체 최초 GIS 기반
화학물질배출사업장 지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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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에서

편집국에서

공간정보 관계자 여러분에게
<공간정보> 매거진은 학계와 산업계, 정부는 물론 공간정보 분야에 관심이 많은 모든 분들을
위한 ‘소통의 창구’입니다. 이를 위해 공간정보 매거진에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받
습니다. 논문 형식의 연구과제로부터 해외 학회 후기 혹은 직접 체험한 해외의 동향 등 알
찬 의견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독자 여러분의 참여를 통해 대한민국 공

한국연구재단
등 재 학 술 지

간정보 산업의 발전을 함께합니다.
•주제 : 공간정보와 관련된 논문 등 연구과제, 해외 학회 후기, 해외 공간정보산업 동향 등
•분량 : 원고지 70매 이내에서 자유롭게 조정 가능

“지적과 국토정보”
독자의 소리

김태심•전라남도 여수시
다양한 학술 자료를 볼 수 있는 <공간정보> 매거진을 통해 관련 산업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인 <공간정보> 매거진!

제47권 제1호에서
논문을 모집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내용의 기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지적과 국토정보」에서 논문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최정수•서울시 강남구

상세한 논문작성방법 및 투고절차는

제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길에 서있는 공간정보의 역할을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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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연하게 생각했던 제4차 산업혁명과 공간정보의 연결고리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연구자 여러분의 많은 투고를 바랍니다.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공간정보산업이 아직까지는 세계 수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제4차 산업혁명을 철저히 준비해서 선두주자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원고 및
독자의견 보내실 곳
<공간정보> 매거진 편집국

02-2090-6758,

•투고대상 : 제한없음

•문

의 :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 학술지 담당

위석민•경기도 남양주시

•원고내용 : 국토공간정보 관련 연구논문

전화 : 063-906-5618

지적학과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전공을 배우면서도 막연한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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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 jjj@lx.or.kr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6-1길

정보> 매거진을 보고 머릿속이 구체화되었습니다. 석학들의 이론과 기업들의 활용, 그리고

학술지논문투고시스템(http://www.lxsiri.com/)

•분

퍼스텍 빌딩 7층

다양한 문화현상까지 접할 수 있게 좋은 기사 소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친구들과 함께 돌려

이메일(jjj@lx.or.kr)

•원고마감 : 2017년 5월 1일

nacucu@naver.com
* 원고를 보내주신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
독자의견을 보내주신 분께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권을 지급해 드립니다.

량 : 200자 원고지 80매 이내(A4용지 15매 내외)

보고 미래의 공간정보산업을 이끌 수 있도록 더 많이 공부하고 연구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공간정보> 매거진이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국토정보」는 공간정보 및 지적분야 연구를 장려하기 위해 투고료 및 심사료는 받지 않고 있으며, 원고가 게재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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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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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TIAL INFORMATION QUARTERLY MAGAZINE
세계로 나아가는 공간정보산업의 미래와 희망

<공간정보> 매거진은

LX공간정보연구원
홈페이지(www.lxsiri.re.kr)에서
PDF로 다운로드 받으시거나
디지털매거진(android, iOS)
애플리케이션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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