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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와 또 다른 세상을 만드는
가상현실이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두 가지 기술의 융합이
가져올 미래의 모습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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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현실, 미래를 열다
새로운 디지털 세상이 열렸다. 가상현실과 증강
현실을 바탕으로 한 디지털 세상은 미래산업을 선
도하는 밑바탕이 되었다. 특히, 새로운 디지털 세
상에 있어서 공간정보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가상의 공간과 실제의 공간을 연결하는 포인트
가 바로 공간정보이기 때문이다. 미래를 여는 가
상현실. 그 속에서 공간정보의 역할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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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360도 몰입형 파노라마 극장

미국 보스톤 미술관에는 프랑스 후기 인상주의 화가 고갱의 그림 한 점이 걸려있다. 평생 가난과 싸우다 문명 세계로부터 도망쳐서 태평양 한
가운데 외딴 섬 타히티에 정착한 그는 그곳에서 일생일대의 대작을 제작한다. <우리는 어디서 왔으며, 우리는 누구이고, 우리는 어디로 가는
가?>라는 다소 무거운 제목이 붙어있는 이 작품은 가로 4m, 세로 1.4m 가량 되는 대작이다. 불행하게도 고갱은 이 그림의 콘텐츠에 대해 구
체적인 설명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작품의 세세한 내용은 미스터리로 남아 있으나, 확실한 것은 인간의 일대기를 상징적으로 묘사했다는 것
이다. 이 그림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시사한다. 어디로 가는지 알기 위해서는 과거 어디서 왔으며, 현재는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문제의 본질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상현실,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Writer. 원광연(KAIST 명예교수)

가상현실의 핵심을 실제 세계가 아니라 상상에서 존재하는 인공

두 번째 중요한 특성은 몰입성 (immersion)이다. 가상세계에 완벽

적인 세계를 구축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이 허구적인 세상을 체험

하게 들어간 것처럼 느끼기 위해서는 인간의 감각기관으로 유입되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기원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로 거슬

는 5감 정보를 최대한 가상 감각정보로 대체해야 한다. 현재는 5감

러 올라간다. 그리스 시대의 연극, 로마 시대의 벽화가 그것이다.

중에서 시각과 청각을 주 타겟으로 하고 있지만 촉감, 운동감, 맛과

어쩌면 선사시대 동굴벽화가 가상현실의 기원이라고 주장할 수도

냄새도 인공적으로 합성하여야 진정한 몰입이 가능할 것이다. 세 번

있다. 중세의 성당 역시 고도의 기술을 활용하여 저 너머 세상으

째 특성은(간단히 설명하기 쉽지 않지만) 일관된 가상세계관을 제공

로 통하는 포털 역할을 했다. 19 세기 말 유럽 전역에서 유행했던

하는 것이다. 즉, 허구의 세상이라 할지라도 ‘세상’ 같아야 한다. 하

360 도 몰입형 파노라마 극장 역시 현재 VR 의 전신이라고 볼 수

나의 세계 안에서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움직임, 행태 등 모든 면에서

있다. 가상현실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세계를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 체험하겠다는 오래된 인간의 욕망을 디지털 기술로 구현
하겠다는 새로운 시도이다.

디지털 방식의 가상현실 - 그냥 가상현실이라 부르자 - 과 그 이전
아날로그 방식의 가상현실의 근본적인 차이는 인간이 가상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가상세계를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특성을 상호작용성(interactivity)라고 한다. 아날로그 방식의 가
상세계는 가상세계의 창조자와 관람자의 역할이 분명하게 나뉘어져
있어서, 관람자는 상호작용이랄 것 없이 단순히 구경꾼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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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현실이 현실의 문제를
다루게 될수록
가상현실의 공간감과
가상세계의 장소성은
더욱 중요해진다

가상현실 기술도 발전할 것이지만 그 활용은 비교적 덜 심각한 엔터

사회적 관계 정보도 포함한다. 2. 가상세계와 인간과의 자연스럽고

테인먼트 분야를 벗어나긴 힘들다. 당분간 가상현실은 ‘문제가 없는

효과적인 상호작용 방식. 가장 초보적인 상호작용인 가상세계에서

해결책(Solution without problems)’으로 남을 것이다.

의 이동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 이슈가 결코
간단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3. 가상세계의 시뮬레이션. 이 문제는

가상현실은 인공지능 못지않게 대중의 관심을 받아왔다. 인공지능

앞서 언급한 가상세계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문제이다. 4. 가상세계

역시 논리연산을 기반으로 했던 1차 웨이브, 신경회로망을 기반으

의 재현과 재생. 시청각 정보의 생성과 더불어 몰입감을 높이는 문

로 했던 2차 웨이브를 거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3차 웨이브에

제는 현재로서는 가장 진전이 큰 분야다. 다만, 물리적 감각(충돌,

와서야 경제예측, 질병 진단, 의사결정 등 세상의 실제 문제를 해결

접촉, 운동 등)을 인공적으로 생성하는 데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하기 시작했다. 가상현실의 3차 웨이브는 어떤 모습일까? 엔터테인

이 다섯 가지 기술적 문제를 얼마나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그에 대응

먼트 분야를 넘어서 실생활의 중요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가상현

하는 응용분야가 떠오를 것이다.

실이 제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현실적인 가상현실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3차 웨이브의 초기 단계에는 교육, 관광 등 가상세계와 실

먼 훗날, 그러니까 3차 웨이브 이후의 가상현실의 모습은 SF 소설

제세계 간의 이질성이 크게 문제되지 않은 분야에서 시작하여, 의

이나 영화와 같은 문화콘텐츠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다. 「스노우크

그럴 듯 해야 한다. 이 특성을 자율성(autonomy)이라 부르자. 가

닐까 한다. 마크 주커버그는 헤드셋을 착용한 유저가 페이스북을 기

료, 쇼핑, 커뮤니케이션 등 두 세계 간의 동질성이 매우 중요한 분야

래쉬」, 「모나리자 오버드라이브」 등의 작품에서는 예외없이 가상현

상현실의 미래는 이 세 가지 특성을 기술적으로 얼마나 밀어붙일 수

존의 평면적 방식이 아닌 3차원 공간적으로 체험하고 프렌드끼리

로 옮겨갈 것이다.

실 시스템을 인간의 뇌와 직접 연결하는 방식을 묘사하고 있다. 가

있느냐에 달려 있다.

3차원 공간에서 커뮤니케이션하길 기대하고 있는 것 같으나 정작

상세계는 현실과 다른 세계이지만 그 나름대로의 세계관과 가치가

이 기술의 가장 큰 수혜자는(현재까지는) 장소기반 엔터테인먼트

가상현실이 현실의 문제를 다루게 될수록 가상현실의 공간감과 가

존재한다. 인간은 두 세계를 넘나들면서 삶을 영위한다. 프랑스 철

여타 첨단 기술들과 마찬가지로 가상현실도 사이클을 타면서 발전

(Location-based entertainment) 형태의 가상현실 체험시

상세계의 장소성은 더욱 중요해지게 된다. 어찌보면 한 때 가상현실

학자 들뢰즈는 ‘시뮬라크르’라는 단어로 이 상황을 예언한 바 있다.

해 왔다. 1980년대 후반에 자론 레니어(Jaron Lanier)가 VPL이

설이라고 보여진다. 헤드셋을 착용한 상태에서 최소한 3개의 독립

킬러 어플리케이션으로 불렸던 세컨드라이프(Second Life) 역시

현실세계의 복제본인 가상세계가 더 이상 현실세계를 지칭하지 않

란 회사를 설립하고 일반 대중에게 가상현실이라는 용어를 확산하

된 감각 - 시각, 청각, 운동감 - 을 통하여 우주와 해저를 넘나든다

사용자들에게 확실하고 분명한 장소성을 제공하지 못했던 것이 실

고 독자적인 가치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이다.

면서 기술개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던 시절을 첫 웨이브라고 한다

든지, 지하세계에서 좀비들과 대결하는 등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색

패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현실세계를 정교하게 복

면, 2014년 느닷없이 페이스북 창시자 마크 주커버그가 오큘러스

다른 체험을 제공하는 가상현실 콘텐츠는 테마파크와 관광지, 쇼핑

사한 미러월드의 구축과 활용은 가상현실 영역을 넘어서 소위 제4

라고 하는 VR 헤드셋 회사를 무려 20억 달러에 인수하면서 “VR은

몰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차 산업혁명의 기술적 인프라가 될 것이다.

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두 번째 웨이브라고 볼 수 있다. 첫 번째 웨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알고 싶어하는 것, 그러나 정작 정답은 없는

가상현실이 3차 웨이브로 옮겨 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술적

이브의 가장 중요한 기술발전은 실시간 그래픽스였고, 그 기술발전

문제를 다뤄보자. 현재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두 번째 가상현실 웨

인 혁신을 필요로 한다. 1. 가상세계, 특히 미러월드를 효과적으로

의 가장 큰 수혜자는 비디오 게임이었다. 이제 게임에서만큼은 게이

이브는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그리고 그 다음번 제3차 웨이브에

구축하는 기술. 이는 단순히 공간적 정보뿐 아니라 물리적, 생체적,

머가 자신의 일인칭 시점에서 가상세계, 즉 게임세계를 실제와 근접

서는 가상현실이 어떤 형태로 진화할 것인가? 우선 첫 번째 문제에

하게 체험할 수 있다. 반면 두 번째 웨이브의 괄목할만한 기술발전

대한 답. 현재의 가상현실 붐은 1~2년 사이에 사그라질 것이다. 물

은 HMD, 혹은 헤드셋이라고 부르는 몰입형 디스플레이 장치가 아

론 게임을 비롯한 VR 엔터테인먼트는 지속적으로 확장되면서 관련

미래에 가장 중요한 소셜 플랫폼이 될 것이다”라고 선언한 것이 현

“시뮬라르크는 퇴락한 복사물이 아니다.
그것은 원본과 복사본 모델과 재생산을 동시에 부정하는 긍정적
잠재력을 숨기고 있다.” - 들뢰즈 『의미와 논리』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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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세계는
현실과 다른 세계이지만
그 나름대로의
세계관과 가치가 존재한다

simulacre
07

2017 summer•

이슈 내비게이션Ⅰ

기획특집

Writer. 임지영 Photographer. 안용길

실내공간정보
실내공간정보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다
가상현실과 결합한 실내공간정보를 바탕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
하기까지의 히스토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대학에서 건축학을 전공한 필자는 졸업 후 국방부의 한 정보부서에서
장교로 근무했다. 해당 부서는 한국군과 미군이 위성과 항공기를 통
해 수집한 지리공간정보를 분류하고 관리하는 일을 주로 담당했는데,
매일 새로운 장소의 지형물을 보는 것만으로도 일이 재밌었고, 퇴근

가장 핵심적인
DB 가치를 지니게 될
공간정보
Writer. 하진우(어반베이스 대표이사)

후에는 당시 서비스가 갓 개시되었던 구글어스(Google Earth)에
접속해서 근무시간에 경험한 장소를 비교하게 되었다.
구글어스에 구축된 지리공간정보는 보통 1년 이상 주기로 갱신 하지
만, 해당 정보부서에서 관리하는 지리공간정보는 짧으면 하루에서 길
건축, 재난방재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실내공간정보는 가상현실을 구축하기에 적합
한 분야로 알려져 있다. 가상현실과 융합해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 내고 있는 공간정보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어반베이스’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게는 한 달 주기로 갱신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늘 최신의 상태를 유지
하고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안보에만 국한되어 사용되는
것이 아쉽다는 생각을 하면서, 안보 외에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활용 범위가 매우 큰, 유의미한 데이터베이스라
는 생각을 했다.
공간정보의 가치를 재발견한 것은 건축도면이었다. 군 복무를 마치고

실내공간정보 플랫폼 ‘어반베이스(Urbanbase)’

현재 약 600만 호의 주거공간(아파트, 오피스텔)을 실제와 똑같이 구

전공을 살려 건축사사무소에서 건축가로 근무하게 되었다. 현재의 통

필자는 실내공간정보 플랫폼 ‘어반베이스(urbanbase)’를 운영하

축하였고, 올해 안에 전국의 모든 주거공간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상적인 건축프로세스는 건축가가 설계도면을 작성하여 시공사에 전

고 있다. 사명 ‘어반베이스’는 미래를 대비하여 전 세계 도시(urban)

하고 있다. 서비스 이용자들은 지도에서 자신의 집, 혹은 관심 있는 집

달한다. 시공사가 공사를 진행하고, 준공까지 마치면 담당 건축가의

의 핵심 기반(base)을 만들겠다는 비전을 내포하고 있다.

을 선택하여 벽지, 바닥재, 가구, 가전제품 등 집에 들어가 있는 모든

역할은 끝이 난다. 이후 건축도면의 소유권은 건축주에게 귀속되고,

실내공간정보 플랫폼 ‘어반베이스’는 실제와 같은 주거공간에 실

종류의 실제 제품을 배치해 볼 수 있다.

건축도면은 건물의 유지 보수에만 쓰이게 된다. 이러한 업무를 반복

제 인테리어 제품을 배치해 가상으로 인테리어를 해볼 수 있는 서

최근에는 공간정보 플랫폼으로서는 최초로 VR서비스를 선보였고,

하다 보니, 어느 순간 건축도면의 활용이 시공·관리에 국한된다는 게

비스다.

올 하반기에는 모바일 AR버전도 출시할 예정이다.

아쉽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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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반베이스 가상현실 서비스

‘어반베이스’는
실제와 같은 주거공간에
모든 종류의
인테리어 제품을
배치해볼 수 있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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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공된 건물의 건축도면으로 3D모델을 제작하여 구글어스 같은
플랫폼에 얹는다면, 실외공간정보를 넘어 실내공간정보까지도 탐
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자, 아무도 시도해보지 않은 영역에 대해 도전

4차 산업혁명과 공간정보

세월호 3D모형 생성해
잠수사 구조작업에
활용…

필자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는 첫 번째 전기, 두 번째 클라우
드 서버, 세 번째 DB(Big Data를 갖고 있는 Data Base)라고 생각
한다. 통상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인공지능, 로봇, IoT 등을 꼽
지만 이 모든 분야는 전기와 클라우드 서버, 그리고 관련 DB가 없으

을 해보고 싶어졌다. 당시에는 그러한 플랫폼으로 어떻게 돈을 벌지
(BM)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었고, 막연히 활용도 높은 중요한 DB
가 구축될 수 있겠다는 생각뿐이었다.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필자와 비슷한 기술력을 보유한 동료와

실내공간정보의
재난방재 활용가능성
발견

면 무용지물이 된다.
어반베이스의 미래 가치도 그저 편리한 인테리어 시뮬레이션 서비스
에 그치지 않는다. 현재 플랫폼 내의 3D DB가 증가 속도가 J Curve

함께 작은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다. 기존의 3D모델링을 수작업으

그래프로 늘어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사용하는 유저가 많아지면 많

로 하는 방식으로는 단일 건물을 제작하는 것도 꽤나 오랜 시간이 걸

아질수록 플랫폼에 탑재된 인공지능 컴퓨터가 유저들의 행동을 트래

렸고, 이러한 방식으로 전 세계 모든 건물을 가상으로 구축하는 것

킹하여 학습하는 데이터의 양도 늘어나게 된다. 이렇게 학습된 데이
어반베이스 서비스 화면

은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획기적인 방법을 구상하던 중 아무리 다

뉴스로 접하게 되었다.

양한 형태를 지닌 건축물도 건축법규와 기준이라는 큰 틀 안에서 설

우리가 가진 기술이 구조를 하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인

수 있다. 가령 특정 유저가 이사 갈 집에서 소파나 침대를 배치하기 가

계된다는 법칙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 건축법규와 기준을 컴퓨터

터넷으로 세월호 도면들을 수집하고 개발한 알고리즘에 입력하였

장 좋은 장소가 어디인지부터, 해당 유저가 좋아하는 상품은 어떤 상품

알고리즘으로 풀어내면 컴퓨터가 3D모델링의 전 과정을 자동으

더니 빠른 시간 안에 꽤나 비슷한 선체의 3D모형을 생성할 수 있었

인지까지도 자동으로 추천해줄 수 있고, 더 나아가 현재 개발 중인 AI

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게다가 건축도면

고, 그대로 웹페이지 서버에 업로드하여 재난대책본부에 전달했다.

Architect(인공지능 건축가)는 수백만 개의 도면들을 딥러닝으로 분

은 전 세계가 같은 양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진출도 용이

이후 잠수사들이 본 시뮬레이션 자료를 구조작업에 활용하게 되었

석하여 특정 건축가가 설계하는 스타일로 건축도면을 순식간에 설계

하리라 판단했다.

고, 재난대책본부와 소통하며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함

해줄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가설 아래 오랜 기술개발기간을 거쳐 MVP(Minimum

으로써 구조에 미약하게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실

필자는 윌리엄 깁슨(William Gibson)의 소설 『Neuromancer』

Viable Product)가 나오기 시작할 무렵, 세월호 사고가 발생하였

내 공간정보가 재난방재에도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

나 워쇼스키(Wachowski) 자매의 영화 <Matrix>와 같은 현실이 미

다. 전 국민이 마음 아파했던 안타까운 사고 소식에 전국의 민간잠

었고,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기술의 활용영역은 앞으로 무궁무진하

래에는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넓은 범주에서 보면, 인터넷

수사들이 모여 자발적으로 구조에 참여하고 있는데 선체의 2D도면

겠다는 확신이 들었다. 이후 우리 회사는 가상현실과 결합한 실내공

이 보급된 뒤로 가상현실 시대의 문은 이미 열렸다고도 볼 수 있다. 사

만 보고 수중에 투입되고 있어 구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간정보 플랫폼 ‘어반베이스’를 개발해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는
전기, 클라우드 서버, DB…

터를 통해 머지않아 사용자의 행동을 예측하여 최적의 안을 추천해줄

람들은 평균적으로 깨어있는 시간의 20% 가량을 스마트폰 속에서
살고 있으며, 인터넷 PC 사용시간까지 합산한다면 이 비율은 더 클
것이다. HMD(Head Mounted Display) 기기만 쓰고 있지 않을
뿐, 텍스트와 이미지, 동영상 형태의 가상세계에 연결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다. 향후 스마트폰처럼 HMD 기기가 보급되어 VR과 AR시

미래의 공간정보는
가장 핵심적인 DB 가치를
지니게 될 것이다

대가 본격화된다면, 현재 PC로 업무하는 방식과 TV를 통해 미디어
를 경험하는 방식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하루 중
가상세계에 머무는 시간의 비율은 절반을 훌쩍 넘길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래의 공간정보는 가장 핵심적인 DB 가치를 지니
게 될 것이다.

당시 제작한 세월호 3D. 본 시뮬레이션은 인터넷으로 접속해볼 수 있다.

이미지 출처 : http://futurearchitectureplatform.org

http://sewol.urbanbas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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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현실 등 실감형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

실감형 콘텐츠 산업과 공간정보

음을 고려할 때 VR/AR 등 실감형 콘텐츠 산업이 기술 경쟁력을 확

실감형 콘텐츠란 시각, 청각, 촉각 같은 인간의 감각과 인지 능력을

보하고 세계시장을 선도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극하여 현실세계를 표현하여, 사용자에게 생생하고 몰입감 있는

이날 심포지엄에는 정부부처, 국회, 연구기관, 관련 기업 등 많은

경험을 제공하는 콘텐츠로, 주로 가상현실/증강현실에서 사용되

기관이 참석하여 실감형 콘텐츠 분야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는 콘텐츠를 말한다.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은 최근 가트너가 발표한

심포지엄을 통해 국가 공간정보를 개방하고 문화콘텐츠, 가상훈

‘2017년 10대 전략 기술 트렌드’에 포함되는 등 IT 핵심 트렌드 중

련, 재난안전 분야 등에서 실감콘텐츠로 활용하기 위한 협업체계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최근 가상현실 기기의 확산 및 산업 발전과

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는 매우 크

맞물려 세계적으로 실감형 콘텐츠 시장이 성장하고 있으며, 글로벌

다고 할 수 있다.

ICT 기업들은 실감형 콘텐츠를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으로 주목하
고 실감형 콘텐츠 제작 기반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실감형 콘텐츠의 활용 확산을 위하여 가장 기반이 되는 것 중에 하
나는 공간정보, 특히 3차원 공간정보이다. 실감형 콘텐츠 활용 분야
의 대부분은 실제와 같은 실세계 환경을 표현할 필요가 있으며 필연
적으로 3차원 건물, 거리, 지형과 같은 공간정보를 사용하는 수요가

최근 가상현실
기기의 확산 및 산업 발전과
맞물려 세계적으로
실감형 콘텐츠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공간정보가
주도하는

증가하게 된다. 세계 주요 국가는 영화, 게임, 관광, 가상훈련, 재난
안전, 도시계획 등 타 산업에서의 공간정보의 활용 가치를 인식하고

3차원 공간정보 구축을 서둘러 진행하고 있다. 이미 런던, 파리, 뉴
욕, 싱가포르 등 해외 유명 도시는 영화, 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 적
용할 수 있는 3차원 공간정보 모델을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다. 공간
정보 기업인 ESRI는 3D 모델링 S/W 기업을 인수합병하여 공간

실감형 콘텐츠 융복합 심포지엄

2016년 12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공간정보 기반 실감형 콘텐츠 융
복합 및 혼합현실 제공을 위한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이번 심포
지엄에서는 국가 공간정보의 공유·개방을 통한 창조적 협업체계 구

실감형 콘텐츠 산업
활성화 시동

축과,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분야의 실감형 콘텐츠 기술의
경쟁력 확보 및 관련 산업의 전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심포지엄을 주관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국가 공간정보 개방, 공
유 및 활용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실감형 콘텐츠 산업에서 부

Writer. 장인성(한국전자통신연구원 PL)

처별 효과적인 정책추진 및 협업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최근 정부
에서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공간정보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한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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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실감형 콘텐츠와
공간정보 융합에 대한
부처간 협력에 의한 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보를 콘텐츠 산업으로 확대하기 위한 활발한 기술 개발과 사업

또한, 공간정보 관련 도메인 지식이 부족하더라도 쉽게 사용할 수

을 진행하고 있다.

있게 해주는 3D 공간정보의 표준화, 경량화 등 활용 지원 기술에 대

우리나라도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창의적 융복합 산업 창출을 위한

한 부처간 기술 협력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국토부의 ‘공간정보진흥계획’뿐 아니라 우리나라가 취약한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가상현실 산업육성 계획’ 등 정부 정책이 추진

앞으로의 과제

되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실감형 콘텐츠와 공간정보 융

이번 심포지엄은 3D 공간정보를 타분야와 융합하여 현실감과 몰입

합에 대한 부처간 협력에 의한 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감 있는 실감콘텐츠로 활용하는 부처간 협업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
다.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실감형 콘텐츠 분야에서 부처간 협업

공간정보 활용 분야 및 이슈

체계의 구축 및 지속가능한 협업을 위해서는 실감형 콘텐츠 산업의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실감형 콘텐츠 분야에서 공간정보의 수요 및

근간이 되는 3D 공간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앞으

필요성과 함께 대표적 활용 분야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문화콘텐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사례 및 기대 효과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비

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다.

츠, 가상훈련, 재난안전 등 공간정보를 필요로 하는 대표적인 수요

행기 조종, 자동차 운전 등 가상훈련 분야에서 실질적인 훈련 효과

먼저, 협업의 근간이 되는 3D 공간정보에 대한 품질 제고 및 지속적

분야에서 공간정보의 활용 방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제고를 위해서는 실제 지형지물을 배경으로 현실과 같은 가상훈련

인 갱신 노력이 필요하다. 수요자는 실사와 같은 고품질의 3D 공간

문화콘텐츠 분야에서는 <어벤저스2>, <빅히어로6>, <22 Jump

콘텐츠 제작에 대한 필요성도 소개되었다. 특히 비행조종능력강화

정보를 요구하고 있지만 현재 구축된 3D 공간정보에는 무겁고 복

Street> 등 영화의 예를 포함하여 게임, 관광 분야의 콘텐츠 제작에

훈련(UPRT, Upset Prevention and Recovery Training : 비

잡한 데이터 구조 등 개선해야 할 여지가 많이 있다. 또한 시간에 따

행자동화에 따른 비정상상황 대응능력 저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

라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최신의 3D 공간정보에 대한 갱신 방

한 비정상 상황발생 시 조종능력 강화 훈련) 의무화 추진에 따른 비

안도 고민되어야 할 부분이다. 3D 공간정보의 갱신은 많은 비용이

행안전 및 가상훈련 기술확보 차원에서 고정밀 3D 공간정보를 활

요구되므로, 보다 효과적이며 저비용으로 갱신할 수 있는 기술 개

용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또 다른 활용분야로 재난안전 분야에서

발도 필요하다.

소방대원의 소방시설물 점검 및 관리를 위해 3D 공간정보 기반의

다음으로는 많은 수요처에서 제기하고 있는 공간정보에 대한 접근

재난안전관리시스템과 가상소방훈련을 위한 기반 데이터로 최신

성 이슈를 들 수 있다. 기존 콘텐츠 분야와 형태가 상이한 공간정보

3D 공간정보의 필요성도 논의되었다.

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3D 공간정보를 규격화, 경량화하고 콘텐

실감형 콘텐츠 분야에 공간정보를 활용할 때의 여러 이슈들이 제시

츠를 유통하는 인프라 및 활용에 대한 지원체계도 만들어야 한다.

되었다. 부처간 협업에 의해 향후 해결하고자 하는 주요 이슈는 중

또한 비기술적인 문제로 공간정보를 원활하게 활용하지 못하는 우

복투자 방지 문제인데, 현재 3D 공간정보 활용 협업 체계의 부족으

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인 지원 마

로 인하여 가상훈련 콘텐츠를 제작할 때 3D 공간정보를 자체 구축

련이 필요할 것이다.

하게 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부처간 협업을 통한 콘텐츠 경쟁력 확

결론적으로, 공간정보를 실감콘텐츠 여러 분야에서 공동 활용하여

보 방안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유관부처 관계자의 의지가 모

현재 구축되어 있는 3D 공간정보를 실감콘텐츠에 적용하기 위하여

여 만들어진 협업의 불꽃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많은 공간정보 산

개선해야 될 대표적인 요구사항으로서 좀 더 깨끗하고 정밀한 3D

업 종사자들의 관심과 성원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공간정보 모델 데이터의 필요성 및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정보를 반
영한 최신의 3D 공간정보의 필요성에 대한 이슈가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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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이 만난 사람

박필호 한국천문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GNSS 연구 분야 개척자로 꼽힌다. 1980년대 후반부터 GNSS 연구를 시작한 박필호 연구위원으로부
터 GNSS의 중요성과 미래 활용 전망을 들어보았다.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GNSS 구축이 시급합니다”
Interview. 편집실 Photographer. 조인기

Q
A

반갑습니다. GNSS의 개념과 중요성에 대해 소개 부탁

GNSS가 1천만 분의 1초까지 정확한 시각정보를 제공합

드립니다.

니다. 그래서 GNSS 시각정보가 이동통신과 증권거래 등

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는 인

에서 매우 중요한 역활을 합니다.

공위성을 이용해 지구상의 위치와 시각정보를 알 수 있
는 시스템입니다. GNSS위성의 신호가 수신기까지 도
달하는데 걸린 시간을 재면 위성과 수신기 사이의 거리
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GNSS위성 4
대로부터 3차원 위치정보와 시각정보를 알아낼 수 있죠.

A

GNSS의 발전 과정과 현재 GNSS 구축 현황이 궁금합
니다.
GNSS는 미국에서 1960년대 후반부터 국방 목적으로 연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한 위치정보로 전쟁 수행 능력

GNSS는 우리말로 ‘위성 기반 전 지구 항법시스템’이

을 높이려는 목적이었죠. 1970년대 들어 GPS가 본격적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줄여 ‘위성항법시스템’

으로 개발됐고, 국방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활용할 수 있

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위성 기반 전 지구 항

도록 허용했습니다. 미국 GPS에 대항하기 위해 소련도

법시스템’이 GNSS를 가장 정확히 번역한 용어라 생

GLONASS(글로나스) 구축에 나섰지만 경제 위기를 겪으

각합니다.

며 더뎌졌습니다. 소련 붕괴 후 2000년대 들어 러시아가

GNSS보다 GPS(Global Positioning System)가 일반

다시 위성망을 구축해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인들에게는 더 익숙할 것 같습니다. GPS는 미국이 구축

이 밖에도 유럽의 GALILEO(갈릴레오), 중국의 BeiDou(

한 위성항법시스템입니다.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GPS

베이더우)가 구축 중입니다. 인도 역시 GNSS 개발을 추

신호를 무료로 제공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할 계획이죠. 일본은 QZSS(준텐초)라는 자국 내 시스

GNSS라 하면 흔히 위치정보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시각정보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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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

GNSS는 어떤 분야에 활용되고 있나요?

Q

그렇다면 GNSS는 향후 어떻게 활용될까요?

사를 진행할 때여서 파일을 박아 지하 15m 암반에 단단히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세계는 커다란 변화에 직면

고정시켰습니다. 도로에 접해 있어 자동차의 진동을 방지

할 것입니다. 20년만 지나도 지금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하는 작업까지 완료했죠. 지금처럼 지진이 자주 발생하지

니다. GPS하면 바로 떠올릴 수 있듯이 자동차, 선박, 비행

펼쳐질 것입니다. 공상과학 소설이나 영화에서 나온 내

않을 때여서 그렇게까지 설치할 필요가 있냐는 의견이 나

기 등의 항법시스템에 GNSS가 사용됩니다. 정보통신 분

용들이 하나씩 현실로 옮겨지고 있죠. 『유엔미래보고서』

오기도 했지만, 돌이켜보면 정말 잘한 일인 것 같습니다.

야 역시 빼놓을 수 없죠.

라는 책에서 미래의 모습을 상세히 살펴볼 수 있는데요.

분단국인 우리나라에서 GNSS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미래에는 항공기 이착륙이 자동으로 이뤄질 것입니다. 더

분야는 국방입니다. 지적 분야와 함께 측지 분야에서도

이상 기장이 필요 없습니다. 드론을 타고 이동할 테니 지

GNSS가 효과적으로 사용됩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상에 도로가 없어지고, 아파트 베란다는 드론을 타고 내리

이 발생했을 때 독도가 약 5cm, 우리나라 전체가 2cm 가

는 현관으로 바뀔 것입니다. 자율주행자동차가 보편화되

량 일본 쪽으로 끌려갔습니다. GNSS를 활용해 지각판의

어 운전이 자동으로 이뤄지니 교통사고도 발생하지 않고,

고 있습니다. 만약 외교관계가 악화된다면 미국이 GPS 서

움직임을 mm 단위까지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교통 경찰관도 필요치 않죠.

비스를 언제든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는 통신망을 비롯해

제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핵심 인프라는 바로

모든 것이 멈추는 재앙이나 다름없습니다. GPS 자체가 강

GNSS에서 나옵니다.

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GNSS가 활용되지 않는 분야가 어디인지 살펴보는 게 더
빠를 정도로, 오늘날 광범위하게 GNSS가 활용되고 있습

A

Q
A

A
제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핵심 인프라는
바로 GNSS에서
나옵니다.

Q
A

우리나라의 GNSS 연구를 발전시키기 위해 무엇이 필요
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도 독자적인 GNSS를 갖추어야 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우리나라는 미국의 GPS를 무료로 사용하

현재 우리나라에서 GNSS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정부

또 몇 년 후면 은퇴인데요, 50세부터 은퇴 이후 준비를 시

연구위원님께서는 1989년 GPS가 우리나라에 도입될

주도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GNSS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작했어요. 판소리와 라틴댄스, 하모니카를 배웠죠. 10년

때부터 GNSS 연구를 개척해 오셨습니다. 기억에 남는

우리나라가 자체 기술력으로 인공위성을 만들어 쏘아 올

을 배우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정도의 경지에 이른다고 생

일화를 소개해주세요.

릴 수 있어야 해요. 특히 가장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있는 원

각합니다. 천체망원경을 갖고 있으니 전국 초등학교를 찾

제 전공이 천체역학인데요, 행성의 위치를 계산하는 것보

자시계를 만드는 기술이 핵심이죠. GNSS 개발은 20년

아다니며 학생들에게 별을 보여주면서 그리스로마 신화

다 사람이 쏘아 올린 별인 인공위성의 궤도를 계산하는 게

을 내다보는 사업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인공위성 기술

이야기를 들려주고, 판소리, 하모니카 연주도 할 계획입니

훨씬 쉬웠기 때문에 GNSS 연구에 앞장설 수 있었습니다.

자립도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앞으로 해결해야 할 일들이

다. 65세까지 열심히 배워서 그 이후에는 다른 사람에게

초창기에는 GNSS 기준점 설정에 대한 연구와 세계측지

많지만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입니다.

베푸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계를 국내측지계로 변환하는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를 위해 3년 동안 전국을 쏘다녔죠. 우리나라에 4개의 위
성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 수신기를 틀고 위성신호를 받
아야 했습니다. 당시 1등 기준점이 산꼭대기에 있었기 때

Q
A

현재 진행 중인 연구와 앞으로의 목표를 소개해 주세요.
한국천문연구원에서 GNSS 개척자 역할을 한 후 연구부
장, 부원장, 원장을 역임하면서 연구원 경영에 주력해 왔

문에 무거운 장비를 메고 낫으로 길을 내가며 연구를 할 수

습니다. 현재는 연구위원으로서 제가 하고 싶은 연구를 수

밖에 없었죠.

행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GNSS 분야의 개척자이자 원로
로서 각 기관·분야의 전문가를 결집시켜 독보적인 세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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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 박필호 연구위원
•한국천문연구원 GPS연구그룹장·우주과학연구부장
•한국천문연구원 부원장

Q

1986년 한국천문연구원에 들어오셔서 31년째 근무 중

4대 GNSS 고정밀 자료처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우리나

이신데요, 그동안 배운 인생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라를 GNSS 및 우주측지 분야의 세계적인 리더국으로 발

•2006년 한국천문연구원 ‘올해의 천문인상’ 수상(세계에서 네 번째,

A

처음부터 멀리 내다보고 기초를 튼튼히 하는 것이 중요하

전키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GNSS연구

아시아에서 첫 번째 IGS(International GNSS Service) 국제글로벌

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에 1호 국제

모임을 구성하여 천문연구원 내에서 월 1회 세미나를 이

•GNSS 기술협의회 7·8대 회장

GPS 기준점이 있습니다. 마침 한국천문연구원을 확장공

끌고 있어요.

•사단법인 한국위성항법시스템학회 1대 회장

•한국천문연구원 원장

데이터센터(Global Data Center) 유치 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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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포럼Ⅰ

1

국가 공간정보의 공유와 개방을 통한
창조적 협업체계 구축 방안

야에 적용하기 위하여 기존의 ArcGIS 공간정보 소프트웨어와

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플랫

3차원 도시 모델링을 위한 CityEngine 소프트웨어의 융합 서

폼 생태계의 안정적인 시스템 인프라 구축 및 운영, 대용량 공간

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초고정밀 3차원 공간정보에

정보에 대한 빠른 융합, 복잡한 공간 빅데이터 분석 등과 같은 기

대한 요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최신 기술을

능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기적으로 국가 공간정보, 소프트웨어,

도입하여 기존의 많은 시간 및 비용이 소요되는 항공측량 기반

플랫폼 생태계에 대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초고정밀 3차원 공간정보 구축 및 갱신을 대체하고자 하는 노력
Writer. 김민수(대전대학교 IT융합공학부 교수)

도 발생하고 있다. 드론, 자율주행자동차, 모바일기기 등의 다양

공간정보 공유 및 개방의 미래 방향

한 시스템들로부터 크라우드소싱을 통하여 수집되는 상호 이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공간정보산업 분야에서도 상당

적인 영상들을 융합하여 저비용으로 초고정밀 3차원 공간정보

히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스마트폰 없이 생각하거나 살아

를 생성하고 갱신하기 위한 연구개발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가는 것을 힘들어하는 포노사피엔스(Phono Sapiens)의 등장

수요자 맞춤형 국가 공간정보 공유와 개방

과 더불어 모바일 환경에서 사용자의 프로파일, 클릭정보에 위

현재 우리 정부는 국가공간정보통합 서비스 등을 통하여 공간

공간정보의 실감형 콘텐츠 융복합 서비스 이외에도 공간정보

치정보와 공간정보를 융합한 O2O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으며,

정보의 개방을 더욱 확대하고 수요자 맞춤형의 공간정보를 제

에 사람/사물의 실시간 위치 및 센서 정보를 융합하여 공간상황

고정밀 공간 및 위치정보와 차량 탑재 센서정보의 융합을 활용

공하기 위하여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민간의 공간

(4W: Who-Where-What-When)을 인지 및 분석하고 제

하는 자율주행차량 서비스도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VR/

정보 활용 촉진을 위하여 수치지형도, 정사영상 등 15종의 공간

어하는 서비스로서 Geo-IoT 기술에 대한 수요도 폭발적으로

AR 기술 등을 연계한 실감콘텐츠 서비스 분야에서도 초고정밀

정보를 2016년부터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연속지적도형

수준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Geo-IoT 기술은 생태계, 자연재해, 기

의 3차원 공간 및 위치정보의 융합 요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IoT

정보, 주택가격정보 등의 33종 정보에 대한 개방도 확대하고 있

이라고 볼 수 있다.

후변화, 수자원 관리 등의 기본적인 서비스 분야뿐만 아니라, 에

기반의 초연결 서비스에서도 실내외 공간정보와 위치정보의 융

너지, 전기, 교통 등을 통합 관리하는 스마트시티에서도 공간정

합 요구가 급증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공간정보 개방을 통한 융합

다. 공간정보 제공 방식에 있어서도 모든 정보를 수치지도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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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묶어서 한 번에 제공하는 방식에서 레이어별, 속성별, 영역별

신기술 융합 기반 공간정보 공유 및 개방 고도화

보와 실시간 센서정보의 융합을 통한 상황인지, 시각화, 제어 등

이 스마트폰, 차량, 실감콘텐츠, IoT 등을 이용한 분야로 크게 확

로 나누어 탄력적으로 제공하는 수요자 맞춤형(On-demand)

2016년 7월 6일 출시되어 세계적으로 돌풍을 일으켰던 증강현

의 서비스에 널리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최근에는 공간

대되고 있으며, 요구되는 공간정보의 수준 및 범위에 있어서도 2

의 공간정보 제공 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공간정

실 게임인 포켓몬 GO 서비스가 2017년 1월 24일 드디어 국내

정보와 IoT 센서정보, SNS 정보, 실시간 사용자 위치정보 및 프

차원에서 3차원으로, 고정밀에서 초고정밀로, 실외에서 실내외

보산업진흥원의 Vworld 플랫폼은 고해상도의 3차원 건물, 3차

에서도 정식으로 서비스가 시작되었다. 특히 보안 등 여러 가지

로파일 정보 등을 효율적으로 융합하여 다양한 신규 서비스 창

로 크게 높아지고 넓어지고 있다.

원 지형, 항공사진 등 68종의 국가 공간정보와 토지, 산업, 수자

문제로 인하여 해외 반출이 불가능하였던 게임의 핵심 요소인

출이 가능한 O2O 서비스에서도 널리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 공간정보의 개방을 통한 창조적 협업체계

원, 교통 등 54종의 행정 공간정보에 대하여 웹 기반의 오픈 API

국내 정밀지도를 오픈스트리트 맵으로 대체함으로써, 포켓몬

끝으로, 이러한 VR/AR 콘텐츠 및 IoT 등의 신기술 융합을 통한

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현재 서비스되고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국가공간정보

GO 서비스의 국내 출시가 가능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포켓몬

공간정보 공유 및 개방 서비스의 확산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있는 기본적인 2차원 공간정보의 개방 및 융합을 위한 플랫폼 생

포털, 공간정보오픈플랫폼, 온나라부동산서비스 등을 통한 공

GO 서비스와 같이 VR/AR 콘텐츠와 공간정보를 융합하여 몰입

서는 가능한 많은 사용자(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와 파트너(기업)

태계를 더욱 활성화하고 안정화 해야한다. 이후 안정화된 플랫

간정보 무료 서비스,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오픈 API 서비스 등

감과 현실감을 제공할 수 있는 실감형 콘텐츠 융복합 서비스가

들이 참여하여 데이터와 서비스를 자유롭게 상호 공유하고 활용

폼 생태계를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여 초고정밀

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과 관

게임, 영화, 가상훈련, 도시계획, 재난재해관리 등의 다양한 서

할 수 있는 플랫폼 생태계의 구축 및 유지가 반드시 요구된다. 이

3차원 공간정보의 빠른 갱신을 통한 수요자 맞춤형 제공, 공간

련하여 수요자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약간의 한계가 발생하고 있

비스 분야에서 적용되기 시작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실감형

러한 플랫폼 생태계는 정부와 수많은 사용자들과 기업들이 지속

정보와 실시간 IoT 센서정보와의 효율적인 융합 방법 제공, 대용

다. 예를 들면, 자율주행차량, VR/AR, O2O, IoT, 실감콘텐츠

콘텐츠 융복합 서비스는 단순한 2차원 공간정보뿐만 아니라, 초

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공간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활용하고 자율

량 공간정보 서비스 지원을 위한 클라우드 인프라 확보 등에 대

등과 같은 신기술 기반 서비스와 공간 정보의 융합 과정에서 공

고정밀 3차원 공간정보와의 융합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예를

적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고 적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

하여 정부와 민간 협력 기반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뒤

간정보의 정밀도, 갱신주기, 제공범위 등에 대한 수요자의 요구

들어, 최근 ESRI는 공간정보를 영화, 게임 및 도시관리 등의 분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공간정보 기반의 창조적 협업체계를 구축

따라야 한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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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찰의 드론 활용 효율과
법적 제언
Writer. 이성진(한국민간경비학회)

경찰 드론 운항에 관한 법률의 제정

미국은 경찰활동에서 드론을 우리나라보다 훨씬 빠르게 활용하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권력 작용이 경찰활동의 특성이기 때문

고 있다. 원하는 위치 등을 모니터링하는데 사용하거나 위험한

에 명확하고 구체적인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현

장소의 정찰, 사람이 하기 어려운 수사가 드론을 통해 수행된다.

재 드론에 관하여 항공법 외에서는 규정을 두고 있는 법률이 없

특히, 미국과 멕시코 국경은 현재 드론의 감시가 일상적으로 이

어 관련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경찰에서 운행되는 경찰

루어지고 있다. 일본에서는 나가노 현 경찰이 교통사고의 조사

항공기에 관해서는 그에 관한 운영규정이 정해져 있지만 드론에

등에 드론을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자율비행하는 무인 항공기

관해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다. 그리고 경찰용 드론이 공익적 목

를 독자 개발하는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Drone

적에 이용되기 때문에 항공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드론의 크기와

World Info, 2016). 영국에서는 2010년 12월 차량 도둑의 검

무게의 규정에 따라 제한될 필요도 없어 보인다. 이처럼 경찰용

거에 드론이 사용되었다. 드론에 내장된 카메라와 열화상 감지

드론의 운항과 관련하여서는 앞서 살펴본 개인정보보호법 등 기

첨단 기술의 발전에 따라 드론을 경찰업무에 활용하는 사례가

고 국가중요시설 주변 거리에서의 사적 드론 운항을 금지하며,

기술을 사용해 체온과 위치를 파악하여 직접 도보 순찰을 통해

존 법률의 범위를 초과하는 내용이 많아 새로운 법률의 제정이

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경찰에서 드론의 활용은 주로 실종자

법률에 위반한 드론 운항에 대해 경찰이 드론의 퇴거명령, 강제

용의자를 검거하였다. 그 외 시위 등의 모니터 등에 드론이 사용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수색 등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고, 점차 범죄와 관련된 수

적 파손 등 강제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률화하였다.

되기도 하였다(Hull, 2010).

경찰의 드론과 관련된 법률이 제정될 경우 단순 수색 등의 경우

사까지 활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우리나라

와 범죄수사로 활용될 경우를 예정하여 규율하는 내용을 담도록

경찰은 자체적으로 드론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민간기관 등의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하여 경찰의 드론의 활용이 많지 않다.

해야 한다. 법률의 주요 내용에는 경찰의 드론을 사용하기 위한

협조를 통해 업무를 수행해왔다. 그리고 현행 법률과 제도상으

하지만 증가하는 치안 수요와 새로운 기술발전에 따라 경찰의

요건 등의 운행기준, 개인정보보호 규정, 수집된 정보의 이용과

로도 경찰의 드론 활용에 관한 근거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

드론 활용은 앞으로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다. 본 글에서는 경찰

보유 및 폐기, 법원의 증거로 활용하기 위한 영장 등의 청구요건,

고, 관련 학문적 연구도 부족한 상태이다.

의 드론 사용에 다양한 국내외 사례들을 통해 드론의 효율적인

기기적 안정성 확보, 긴급한 경우 예외 조항, 드론 내 무기허용

활용방법과 정책적 제언을 소개한다.

등의 여부, 불법적 드론에 대한 경찰의 강제력 행사 등의 많은 사

최근 미국과 일본에서는 경찰의 드론 활용과 관련한 법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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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하고 있다(김현빈, 2015).

항들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등이 새롭게 마련되었다. 미국에서 경찰이 드론을 활용하여 경

국내외 경찰의 드론 활용 사례

찰수사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와 증

국내 경찰의 드론 활용은 주로 실종자 수색 등에서 많이 나타나

거로서의 적법성을 갖추기 위해 법원의 영장발부를 공통적인 요

고 있고, 범죄수사로도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것 같다. 언론보도

건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긴급성이 필요한 실종자 수색 등에서

등을 통해 살펴본 경찰의 드론 활용 사례로는 2015년 3월 구리

는 영장발부 예외를 인정받는다. 드론에 비살상무기를 탑재할

경찰에서 실종자 수색을 위해 국내 최초로 드론의 활용(김동환,

수 있거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드론을 통해 수집된 정보의 보

2015), 대구경찰청에서는 치매노인 수색을 위한 드론 활용(백

관, 폐기 등을 별도로 규정한 주도 있다. 그리고 공영 목적으로

준수, 2016), 최근 안산 대부도 하반신 시신사건의 수색을 위해

드론의 운항을 위해서는 연방항공청에 면제, 승인 증명서(COA)

드론의 활용(주현정, 2016)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최근 경찰

의 신청과 승인을 얻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일본의 경우 항공법

에서는 드론을 활용하여 범죄수사에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한국

을 수정하여 긴급성이 요구되는 신속한 수색과 구조 등의 목적

국토정보공사와 업무협약을 맺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고(

으로 경찰이 드론을 활용할 경우 항공법에서 규정한 일반적인

로봇신문, 2016), 산림청 및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

규제사항의 예외를 인정받는다. 그리고 특별법으로 허가받지 않

부, 중앙소방본부와 함께 드론 생산을 위하여 연구개발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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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토양도 GIS DB와 토양비옥도 DB 특성

3

흙토람 토양환경정보의 활용 현황

수치토양도 DB
특징

농경에 의하여 쉽게 변하지 않는 토양(표토~심토) 특성

농경에 의하여 쉽게 변하는 표토 토양의 화학적 특성

조사항목

- 형태적 특성(지형, 경사, 배수 등)
- 물리적 특성(토성 등)
- 화학적 특성(pH, 유기물 등)

- 표토 화학성(pH, P, K 등)

작도단위

- 토양도 경계(Soil boundary)

- 지번단위 화학성 정보

조사목적

- 토양조사

- 토양검정

활용분야

- 토지이용추천, 재배적지, 토양적성등급 등

- 시비처방 등

- 토양분류 기준임(토양도 작도단위별 특성임)

- 토양분류 기준이 아님(토양도 특성이 아님)

- 위치정보 위주의 공간 DB

- 지번 및 화학성 정보를 포함한 문자 DB

- 다양한 축척의 토양도
1:250,000, 1:50,000, 1:25,000, 1:5,000

10,865천 점 이상(2016)

전국의 토양환경정보가 한 눈에 보이는 국가 농경지 관리 체계

Writer. 홍석영(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토양비료과장)

토양분류 시 반영 여부

들어가며

DB 형태
표 1. 흙토람-토양환경정보시스템의 자료 구축과 제공정보 현황

농촌진흥청은 40여 년간 다양한 국책사업으로 수행한 국가 토
양조사의 결과 작성되거나 발간된 ① 다양한 축척의 전국 토양
도 중 세부정밀토양도(1:5,000)와 ② 농경지 토양화학성 중심
의 토양검정 데이터를 전산화하여 토양환경정보를 서비스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 시스템은 ‘흙토람’이라 불리는데, 흙토

•전국 세부정밀토양도 : 18,506도엽(2016)
•필지별 토양검정 정보 : 10,865천 필지(2016)
☞ 전국 토양도·지적도·농지원부를 위치기반으로 연계하여 필지별 토
양정보 웹 서비스

람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흙토람은 내 논밭의 다양한 토양특

【제공정보】

성 정보와 작물에 알맞은 비료추천량을 알아볼 수 있는 웹 시스

•토양환경지도 제공정보 : 50종

과학적 관리 방식을 추진하며, 이들 정보를 농업인에게 제공하
여 영농의 과학화를 기함과 동시에 농업생산성 제고 및 환경보
전에 그 목적이 있다.

- 내 논·밭의 주소를 입력하고 알고 싶은 토양특성을 선택하면 전
국 토양의 물빠짐, 유효토심, 토성, pH, 유기물 함량 등 다양한 토양
정보 열람 가능
•작물별 재배적성도 : 64작물
- 토양특성과 작물생산성을 고려한 작물별 재배적성 기준을 설정하여
적지적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형태로 제공
•작물별 비료사용 처방 추천 : 133작물

토양환경정보 제공 현황
토양환경정보시스템은 농촌진흥청이 생산·배포하고 있는 방대
한 토양 데이터베이스와 수십 년 동안의 조사·연구의 경험을 집
대성한 한국의 토양환경정보 포털이다. 표 1은 우리나라의 토양
환경정보 웹 시스템의 자료 구축과 제공정보 현황이다.
토양도 GIS DB와 토양비옥도 DB는 표 2의 설명과 같이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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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종류 및 양

- 시비추천

【웹 시스템 자료 현황】

람은 ‘토양환경정보시스템’의 다른 이름으로 “토양의 정보를 열

템이다. 각종 토양정보를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함으로써 토양의

토양비옥도(토양검정) DB

- 시·군센터 : 토양시료 채취 → 토양분석 → 필지별 비료사용 처방
서 제공
- ‘친환경 농산물(유기농·무농약)’과 ‘GAP’ 인증 시 제출하는 비료사
용처방서 발급
•토양통계 제공정보 : 94종
- 물리적·화학적 특성 통계, 토지이용 통계, 토양적성등급 등 정보 제공
•기타 서비스
- 한국의 토양, 알기 쉬운 토양자료실, 어린이를 위한 흙사랑 교실 등

토양환경정보시스템은
농촌진흥청이 생산·배포하고 있는
방대한 토양 데이터베이스와
수십년 동안의
조사·연구의 경험을 집대성한
한국의 토양환경정보 포털이다

한 토양 특성이 주로 수록되어 있다. 토양조사 시에는 토양분류
를 위한 대표토양의 층위별(표토~심토) 화학적 성질을 조사하고
비료사용처방서를 발급하는 데는 표토의 화학적 성질을 필지별
로 조사한다. 토양조사의 결과를 이용하여 토지이용추천, 지목
별 적성등급, 논·밭 토양의 유형별 분류, 작물별 재배적지 등을
설정한다. 환경, 생태, 토목, 수자원 등 타 분야에서는 토양조사
결과인 토양도를 주로 이용한다. 작물별 시비처방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영농에 의하여 쉽게 변하는 표토 토양의 화학적 성질
을 파악하기 위하여 별도로 필지별 토양시료를 채취하여 토양검
정(soil testing)을 수행해야 한다.
농촌진흥청은 국가 토양조사사업과 토양정보의 갱신을 담당하
는 기관으로서 토양검정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는데, 작물별 시
비기준 설정, 토양화학분석법 및 표준시료 제공, 토양도 제공,
웹 기반의 비료사용처방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흙토람(토양환
경정보시스템)의 구축과 활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도 농
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는 토양시료를 채취·분석하여

와 조사항목, 활용분야, 자료의 형태 등 서로 다른 특성을 갖고

흙토람이 제공하는 웹 기반 비료사용 처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있다. 토양도는 토양분류에 따른 토양조사 결과를 지도로 나타

농가에 토양관리처방서를 발급하고 있다. 분석된 토양화학성은

낸 것이므로 영농에 의하여 쉽게 변하지 않는 표토와 심토에 대

담당자가 자료를 입력하고 비료사용처방서를 발급함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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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흙토람-토양환경정보시스템의 메인 화면

그림 1-2. 흙토람-토양환경정보시스템의 메인 화면

그림 1-3. 흙토람-토양환경정보시스템의 메인 화면

서버로 업로드되고 또한 담당자들이 수시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흙토람의 주요 기능
흙토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주요 메뉴는 한국의 토양과 토양
조사, 세계의 토양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토양과 농
업환경」, 각종 토양의 특성을 GIS 기반의 지도의 형태로 서비스
를 제공하는 「토양환경지도」 (「작물별 토양적성도」, 「토양특성
지도」, 「농경지 화학성 지도」), 작물별 비료사용량을 추천하는 「
비료사용처방」, 토양 및 농업환경 「통계자료」 등을 들 수 있다.
그 외에 「흙사랑」 메뉴를 통하여 농업인, 어린이, 일반인을 위한
토양설명, 각종 교육 및 워크숍 자료를 제공하는 「열린마당」 등
이다. 흙토람-토양환경정보시스템(http://soil.rda.go.kr)의
메인 화면과 주요 기능은 그림 1, 표 3과 같다.

활용 현황
사용자에 따라 활용하는 토양환경정보의 종류와 목적이 다양
하다. 농업인은 토양검사를 통한 비료사용처방서를 무농약과

흙토람 토양환경정보는
앞으로 물·양분 처방 기준을 제공하여 비
료를 절감하고 물을 절약하는
스마트 농경지의 필수 요소 기술로
거듭날 예정이다

표 3. 흙토람-토양환경정보시스템의 주요 기능과 사용자
시스템

주요 기능

사용자

•행정구역별·필지별 토양환경지도 조회

유기농과 같은 친환경 농산물의 인증, 직불제, GAP(농산물 우

용수의 효율적 이용, 수질·환경 평가, 퇴사량 산정, 토지 적성

수관리) 인증에 주로 활용한다. 경작하는 농지의 토양특성과

등급 평가, 물유출량 산정, 홍수량 분석, 토양 유실량 산정 등

작물을 심고자 할 때 토양적성도를 확인하는데도 활용하고 있

농업, 환경, 국토이용 등 정부기관, 지자체, 대학, 산업분야의

다. 지역의 시·군 센터에서 일하는 농촌지도사는 농산물의 인

다양한 요구로 정밀토양도에 대한 개별도엽 제공서비스도 병

증이나 적정 시비를 위한 토양검정 및 비료사용처방서 발급 업

행하고 있다. 일반인들이 토양의 중요성과 우리나라 토양을 이

무에 주로 활용하고, 또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토양관리

해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귀농귀촌인을 위한 토양관리

영농 교육에도 활용하고 있다. 토양검정 등 토양 화학성 자료

방법과 도시민을 위한 텃밭 토양관리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는 국가의 농경지 양분의 상태와 환경 건전성을 파악하는 기초

•수치정밀토양도 신청
토양환경정보
웹 시스템(일반인)

•필지별 비료사용처방서 조회
•행정구역별 토양통계

일반인

자료로 규산질·석회질 비료의 지역별 공급량 산정과 농자재

기후변화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흙토람 토양환경정보는 앞으

(PC·모바일 웹시스템)

지원사업의 평가에도 활용되고 있다. 또한 토양 탄소의 저장

로 물·양분 처방 기준을 제공하여 비료를 절감하고 물을 절약

용량을 구명하고 예측하는 기초자료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하는 스마트 농경지의 필수 요소 기술로 거듭날 예정이다. 또

위해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다.

한 토양뿐만 아니라 기후와 같은 환경정보를 통합하여 공유 플

•한국의 토양, 흙사랑 등 컨텐츠
•토양통 검색 등
•필지별 토양성적/비료사용처방서 조회·발급
비료사용처방
업무 시스템(담당자용)

* 친환경농산물·GAP 인증, 직불제, 액비처방 등
•필지별 토양검정정보 입력, 업로드/검색/수정
* 동·리별 토양개량제(석회·규산질) 공급량 산정
•필지별 경작지 정보(농지원부) 자료 조회

26

시·군 농업기술센터,

랫폼을 마련하고 작물 재배적지, 가뭄과 같은 응용정보를 생산

도 농업기술원 토양 담당자
(PC·모바일 웹시스템)

흙토람의 토양환경정보는 웹시스템을 통한 활용 외에도 각종

하여 공간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재해예측, 환경영향평가, 하천정비·수자원 설계 차원의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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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야기

드.론.

multiple access(CDMA) 기술이 도입되었다. 그리고

계점들로 인해 Wi-Fi는 특수 목적용 드론보다는 레저용 드

3G부터는 GSM을 발전시킨 wideband-CDMA(W-

론에 주로 사용된다.

CDMA) 기술과 CDMA 기술을 발전시킨 CDMA2000을

무선통신의 개요 및 이슈
Writer. 손성화, 강진혁, 박경준(대구경북과학기술원)

※본고는 한국통신학회논문지 제 33권 제2호(2016년 2월)에 수록된 논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용하였다. 4G에서는 long term evolution(LTE) 및 LTE-

4. 위성통신

advanced(LET-A)를 대부분 사용한다.

위성통신이란 인공위성이 중계소 역할을 담당하는 장거리

셀룰러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CDMA는 하나의 채널로 한 통

통신방법이다. 위성통신은 인공위성 중 지구의 자전속도와

화 밖에 할 수 없는 아날로그 방식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같은 속도로 공전하여 마치 지구궤도 위에 정지해 있는 것처

개발된 디지털 방식으로, 코드분할 다중접속 혹은 부호분할

럼 보이는 정지위성을 주로 이용한다. 통신위성은 통신가능

다중접속이라고도 부른다. CDMA의 핵심 아이디어를 간단

범위가 넓고(특정국가 전역), 전리층을 통과하기 위해 주파

히 설명하자면 같은 공간(주파수 대역)에서 여러 사람들이 동

수가 1GHz 이상으로 높은 마이크로파를 사용하기 때문에

드론 무선통신 기법

않고 특정 주파수를 전용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기기들과의

시에 대화를 하는데 서로 다른 언어(코드)로 이야기를 하는

고속, 대용량 통신이 가능하다. 또한 재해가 발생해도 통신의

드론은 원격 조종 또는 자동 조종을 통해 임무를 수행하는데,

간섭 현상이 상대적으로 낮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대부분

것과 같다. 서로의 대화내용을 알 수 없으면서 대화 가능한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전파의 왕복 시간이 길

이때 무선통신 기술이 사용된다. 위성통신은 주로 군용 및 방

의 드론에서 사용되는 원격 측정의 경우 주파수 호핑 기술을

사람의 수를 크게 증가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어 음성통신을 할 때 지연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다.

송용으로 사용하므로 민간에서 드론 제어에 사용 가능한 무

사용해서 드론과 통신한다. 일반적으로 블루투스는 전송속

드론에서 셀룰러 시스템을 사용한다면 제조사 입장에서는

위성통신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지구국, 위성, 위성 중계기,

선통신 방식에는 블루투스, Wi-Fi, 셀룰러 시스템, 위성통

도가 Wi-Fi에 비해 비교적 느린 대신 저전력 통신을 제공해

통신사와 연계를 해야 한다는 제도적 문제점이 있고, 사용

지상 관제소로 이루어져 있다. 위성통신의 경우 대부분 지상

신 등이 있다.

주는 기술이기 때문에 많은 데이터전송이 필요하지 않은 드

자 입장에서는 매달 통신료가 청구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반

에 망이 구축되는 셀룰러 시스템, Wi-Fi 환경과 다르게 재해

론 제어에 있어서는 적합하다. 하지만 임무수행에 있어 사진,

면 국내의 경우 촘촘한 망으로 인해 어느 장소에서든지 통신

혹은 전시와 같이 지상의 기반 통신시설이 붕괴된 상황에서

혹은 동영상 등의 고용량 자료전송이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이 끊기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드론처럼 이동성이 높

도 사용이 가능하다. 특히 드론의 경우 군사용으로 많이 사용

은 기기에는 유리한 장점이다. 하지만 공중에 셀룰러 망이 개

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는 다른 통신 기술들에 비해 큰 장점

설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고도에 제

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① 고가의 위성 발사 비용 및 기지국

한을 받는 등 드론 무선통신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건설비용 ② 투자 금액 대비 짧은 위성의 수명 ③ 궤도 및 주

1. 블루투스
블루투스는 주로 단거리에서 저전력 무선통신이 필요할 때
사용한다. 블루투스의 무선 시스템은 산업, 과학, 의료용 등

그림 1. 주파수 호핑(Frequency Hopping) 기법

으로 할당된 industrial scientific and medical(ISM) 대역
인 2,400~2,483MHz를 사용한다. 다른 주파수와의 충돌

파수의 포화 ④ 전문인력 고용의 어려움 ⑤ 지상과 교신 시 시

을 방지하기 위한 몇 MHz를 제외하고 총 79개 채널을 사용

3. Wi-Fi

간지연 발생 등과 같은 제한 사항들로 인해 일반적인 사용에

한다. 하지만 2,400MHz는 이미 다른 시스템에서 많이 사

Wi-Fi는 고속의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여 하나의 채널로 제

는 어려움이 있다.

용 중이기 때문에 블루투스에서는 주파수 간섭문제를 피하

어 신호와 함께 실시간으로 영상 전송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기 위해서 그림 1의 frequency hopping(FS) 기법을 이용

있다. 또한 추가적인 수신기 없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노트

드론 무선통신 이슈 및 관련 연구

한다. 주파수 호핑은 호핑 코드에 의해 매 순간 한 주파수로

북 혹은 스마트폰과 직접 연결이 가능하지만 드론에 사용하

1. 무인기 제어 전용 주파수 현황

호핑하여 그 주파수에서 전송을 하고 이후 다른 주파수로

2. 셀룰러 시스템

기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우선 첫 번째로 Wi-Fi 모듈

최근 전 세계적으로 드론 관련 산업이 급격히 성장하는 반면

호핑한 후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기법이다. 블루투스의 경

셀룰러 시스템은 이동 무선 통신에서 기지국이 넓은 영역

들은 출력이 제한되기 때문에 제한된 출력으로 드론을 제어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이나 관련 법안들은 국가마다 상이하

우 79개 채널에서 1초당 1,600번을 호핑하는데 이때 송신

을 셀이라 불리는 구역으로 나누어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

하기에는 통신범위의 제약이 존재한다. 두 번째로 만약 출력

기 때문에 다른 전파의 간섭을 받지 않는 드론 전용 주파수 대

노드와 수신노드는 같은 시간대에 같은 주파수에 위치할 수

는 것이다. 2G부터 디지털 방식이 도입되어 유럽에서 주도

제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Wi-Fi는 비허가대역인

역과 표준화 작업이 요구된다.

있도록 호핑 패턴 동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한 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GSM) 기

ISM 대역을 사용하기 때문에 통신범위가 넓어지면 같은 채

이에 국제전기통신연합(ITU, International Telecommuni

이러한 호핑 기술은 특별히 고사양의 하드웨어를 요구하지

술과 미국 퀄컴(Qualcomm)사에서 개발한 code division

널을 사용하는 기기들과의 간섭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한

cation Union) 산하의 세계전파통신회의(WRC, World

28

29

2017 summer•

Radio Conference)에서 무인 항공기에 대한 제어용 주

붕괴된 재난 상황에서 드론을 활용하여 재난 정보 네트워크

시키는 것이다. 차후 재난지역 혹은 산간지역 등과 같은 통

에서 신호의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 많은 방법을 시도 중이

파수의 요구 사항 및 신규 분배 논의가 진행 중이다. 지난

시스템을 제안한 연구가 있다1). 재난 정보 네트워크 시스템

신 서비스 음영지역에 드론을 통해서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

다. signal to noise ratio(SNR)를 왜곡하거나 증가시키는

2012년에 개최된 WRC-12에서 지상에서 무인 항공기

은 드론을 자율 비행 무선 노드(AFW, Autonomous Flight

공할 수 있을 것이다.

것이 가장 일반적인 접근방법이다.

제어를 목적으로 항공 이동업무용 주파수가 61MHz 대역

Wireless node)로 활용하여 ① 자율 비행을 하며 전송가능

마지막으로 유효성 공격은 주로 denial of service(DoS) 공
그림 2. 전송률 향상을 위해 고려되는 요소들

폭을 가지는 5,030~5,091MHz로 신규 분배되었다. 또

한 무전국(wireless station)을 검색하고 ② 무전국이 전송

한 WRC-15에서는 이동통신, 과학, 위성, 항공, 해상 등

하는 동안 호버링(hovering)을 하며 자료를 전송받은 뒤 ③

DoS 혹은 distributed DoS(DDoS) 공격은 주로 네트워크

의 분야에 약 5.6GHz폭의 신규 주파수가 분배되었고, 이중

기지로 돌아가 받은 자료를 전달하고 ④ 필요에 따라 배터리

혼잡이나 시스템의 네트워크에 오버플로우를 일으키기 위한

12.2~12.75GHz, 29.5~30GHz 대역이 위성을 이용한 무

가 부족하면 충전 기지로 돌아가 충전하는 기능들을 수행한

것이다. 그리고 거짓 신호의 경우 드론의 유효성에 관한 공격

인 항공기 제어용 주파수로 분배되었다.

다. 자율 비행 중인 드론이 무선 신호를 탐지하면 세 군데의

중 가장 위협적인 공격으로서 드론이 예정되지 않은 지점에

국내 무인 항공기 제어 전용 주파수 할당 및 표준화 작업

GPS 정보를 바탕으로 무선 신호의 진원지를 찾는다. 무전국

착지하거나 다른 목표물을 공격하도록 만들 수 있다.

은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국내에 출시되는 대부분의 드론

을 찾는 기술은 산지 등에서의 실종자 및 부상으로 도움이 필

이처럼 드론을 활용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아

은 주로 공업, 과학,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비면허 ISM 대역

요한 사람을 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드론에 대한 공격을 주제로 한 연구도 있다. 한 연

직 드론 무선통신의 표준은 제정되지 않았다. 이전의 기술들

인 2.4GHz 또는 5.8GHz 대역을 사용한다. 하지만 비면허

기존의 네트워크망은 기지국을 건설하고 관리하는데 많은

구에서는 Cyber-Security Threat Model을 통해서 드론에

과 마찬가지로 표준을 선도하는 기업 혹은 국가가 드론 산업

ISM 대역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상호 전

비용이 소모되었고 장애물로 인한 통신장애 이슈가 있었다.

대해 가능한 사이버 공격을 정의하였다.

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에서도 드론 관련기술 연구

파 간섭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서 정한 최대 허용 출력 기

혹은 고가의 통신위성을 사용해야 했다. 드론을 활용하여 이

그 공격은 크게 기밀성(confidentiality), 무결성(integrity),

개발에 투자하여 기술적 영토를 선점해야 할 것이다.

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 대역에서 출력이

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고자 시도한 연구2)도 있다.

유효성(availability)으로 구분된다.

10mW로 제한되어 있어 드론을 활용하기에는 조종 거리가

초창기 드론들은 배터리 혹은 통신 등의 문제로 짧은 기간

기밀성 공격은 허가 없이 정보에 접근 하는 것으로 가장 기본

결론

짧은 이슈가 있다. 또한 해외에서 원격 데이터 측정용으로 사

의 미션에만 사용되었고 단독으로 사용되었다. 하지만 배

적인 보안 이슈이다. 여기에는 총 네 가지의 공격 가능한 구

무한한 활용도를 가진 드론 시장에서 후발주자가 아닌 선도

용하는 원격 측정 안테나의 경우 433MHz 또는 900MHz 대

터리 및 태양광전지의 발전 그리고 모터의 향상을 통해서 많

성요소가 있는데 UAV, 지상관제시스템(GCS), 사람, 통신회

자가 되기 위해서는 드론 산업을 위한 관련법 제정이 신속히

역을 사용하지만 국내에는 이동통신용 대역 등에 이미 할당

은 수의 드론이 오랫동안 높은 고도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되었

선이다. 이들 요소는 무선통신으로 연결될 수 있다. 지상관제

이루어져 국내 드론 산업이 빠른 시일 내에 활성화되어야 할

되어 있어 대역이 겹치는 문제가 있다.

다. 이로 인해 네트워크망을 제공하는 드론편대가 특정 지

시스템을 향한 공격은 대부분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한 바

것이다. 또한 세계적 수준인 기존 IT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드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은 지난 2015년 12월

역에 장기간 머무르며 사용자들에게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

이러스, 멜웨어, 트로이목마, 키로거 등이고 UAV를 향한 주

론 기술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WRC-15에서 전 세계적으로 무인항공기 지상제어 전용

는 것이 가능해졌다.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각 드론의 고도

공격은 해킹이다. 하지만 UAV는 주로 지상관제시스템의 제

으로 기 분배되었던 5,030~5,091MHz의 61MHz 대역을

는 같고 지향성의 안테나를 통해 유저들과 통신하는 상황에

어를 받으므로 UAV를 공격하더라도 지상관제시스템 레벨

국내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

서 신호의 강도와 통신 범위는 그림 2와 같이 trade-off 관

에서 공격이 감지당하기 쉽다. 사람에 대한 공격의 경우 최근

1.	N. Uchida, N. Kawamura, T. Ishida, and Y. Shibata, “Resilient

술기준’을 개정하였다. 또한 무인항공기의 출력을 기존의

계를 가진다. 안테나 이득이 높을 경우 좁은 지역에 서비스를

소셜네트워킹의 유행으로 인해 새로운 가능성이 발생하고

network with autonomous flight wireless nodes based on delay

10mW에서 10W까지 허용하는 등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

제공할 수 있지만 신호의 강도가 강하고 반대로 안테나 이득

있다. 사회공학적 공격을 이용하여 피싱, 파밍, 스미싱 등의

해 노력하고 있다.

이 낮을 경우 넓은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신호의

공격을 가하는 것이다. 통신회선에 대한 공격은 해킹, 도청,

강도가 약하게 된다. 또한 신호는 통신영역의 중앙에 위치할

스푸핑, 크로스-레이어 공격, 다중 프로토콜 공격 등이 있다.

2. 드론 무선통신 관련 연구

수록 강해진다.

무결성 공격에서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는 현존하는 정보를

드론이 대중화되면서 드론을 활용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

이러한 연구의 목적은 드론이 지상의 유저들과 하나의 광대

수정하는 것과 새로운 정보를 위조하는 것이다. 재밍은 신호

고 있다.

역 통신채널을 통해 교신 중일 때 고유 알고리즘을 통해 신호

가 도착하기 전에 간섭 혹은 충돌을 유발시켜서 신호가 도착

지진, 화산폭발, 쓰나미 등의 재해로 기반 네트워크 인프라가

출력과 방향을 조절함으로써 유저에 대한 전송률을 최대화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많은 연구자들이 무선네트워크

30

격을 시도하거나 거짓 신호를 계속해서 전송하는 것이다.

3)

tolerant networks,” IT CoNvergence PRActice (INPRA), vol. 2, no. 3,
pp. 1-13, 2014.
2.	A. Agogino, C. HolmesParker, and K. Tumer, “Evolving large scale
UAV communication system,” Proceedings of the 14th Annual
ACM Conference on Genetic and Evolutionary Computation, pp.
10231030, 2012
3.	A.Y. Javaid, W. Sun, V.K. Devabhaktuni, and M. Alam, “Cyber
security threat analysis and modeling of an unmanned aerial
vehicle system,” IEEE Conference on Technologies for Homeland
Security (HST), pp.585-59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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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읽기

나사 아레스 3 탐사대의 일원이었던 마크는 탐사 도중 모래폭풍으로 인한 죽음(?)으로 혼자 화성에 남겨진다. 실제로는 부상을 입고 모래더미에 깔린
것이지만 나머지 대원들은 그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떠나버린다. 생명체라고는 하나 없는 화성. 유일한 생명체인 마크는 척박한 공간에서 남은 물품과
기계학자이자 식물학자로서의 능력을 발휘하며 하루하루 좌충우돌한다. 2015년 동명의 영화로도 개봉한 이 작품은 그가 화성에서 무사히 지구로 돌
아갈 수 있을지 보여주는 549화성일간의 일지이자 생존기이다.
Writer. 김동원(칼럼니스트) 이미지 출처. http://wheretheanimalsgo.com

the
martian

<마션>
화성의
유일한 생명체,
미션을 수행하고
살아남다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 화성

서 실패한다. 이제 남은 유일한 방법은 헤르메스를 타고 지구로 귀

마션 완료, 지구로의 귀환

지금까지 화성의 지표나 기후, 지형을 연구하기 위해 미국과 유럽 등에서 궤도탐사선, 착륙

환 중이던 아레스 3 탐사대를 다시 화성으로 보내 마크를 데려오는

마크는 다시 혼자서 계획하고 판단해서 이동해야만 한다. 아레스 3

선을 비롯해 많은 무인탐사선을 화성으로 보냈다. 하지만 성공한 탐사는 많지 않았다. 이 소

것이다. 지구를 떠난지 533일. 마크의 생존 사실을 알게 된 아레스

탐사대와 만나기 위해서는 MAV가 있는 아레스 4 탐사 구역으로 가

설에서는 나사에서 세계 최초로 인류를 화성에 진출시키는 아레스 프로그램에 성공한다. 아

3 탐사대원들은 귀환 명령에 따르지 않고 다시 1년이 넘는 기간을

야만 하는 험난한 미션. 완벽하게 준비했다고는 하지만 비탈진 지

레스 1, 2 탐사대를 통해 두 번이나 유인탐사선이 성공을 했고 그 주인공들은 영웅이 되어

항해해 화성으로 향한다.

형과 더딘 이동 속도, 모래폭풍이 번번이 앞을 가로막는다. 모래폭

귀환했다. 주인공인 마크도 본인이 참여한 아레스 3 탐사대가 무사히 31일간의 탐사를 마

마크는 로켓이 실패하자 아레스 4 탐사 구역으로의 이동을 준비한다.

풍으로 일조량이 부족해 태양에너지 충전으로는 기한 내에 도착하

치고 귀환할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124일 만에 도착한 화성은 그에게 6화성일 만에 혼자

549화성일에 화성을 떠나기 위해 산소와 물을 준비하고 막사를 뜯어

지 못할 위기에 처한 마크. 그는 우주복의 카메라를 이용해 모래폭

남는 모험을 안겨주었다.

개조하고 이동수단인 로버를 연결시키며 준비에 들어간다. 3,200km

풍의 이동경로를 파악하는 기지를 발휘해 남쪽으로 돌아가는 방법

를 가야 하는 일정이지만 지도 한 장이 없는 상황. 마크는 거리와 일자

을 선택한다. 다행히 기한 내에 도착해 마지막 미션인 MAV의 무게

화성의 유일한 생명체, 지구와 교신하다

계산을 시작한다. 패스파인더를 찾으러 갔을 때처럼 화성일 하루당 평

를 줄이는 개조 작업에 돌입한다. 각종 조종 장치, 좌석, 생명유지 장

모래폭풍에 휩쓸려 약간의 부상을 입은 마크는 우주복의 산소경보 소리에 깨어난다. 예정된

균 80km를 움직이면 40일이면 도착할 수 있지만 지형 변화를 고려해

치 등까지 덜어내야 하는 고된 작업을 혼자 힘으로 하나씩 해나간

아레스 4 탐사대가 올 때까지는 4년이 더 남은 상황. 그때까지 버텨내기에는 산소, 식량, 추위

50일을 잡고 이동을 계획했다. 헤르메스가 오기 전까지 화성상승선

다. 물릴대로 물린 감자와의 전쟁을 치러내며 개조에 성공한 마크는

어느 것 하나 녹록하지 않다. Mars(화성)의 Mission인 ‘마션’만이 남은 마크. 기계학자이자 식

MAV를 개조하는데 다시 50화성일을 예상해 449화성일에 떠나기로

모든 게 불확실한 모험인 상황에서도 유머를 잃지 않고 마지막 식료

물학자인 그는 좌절하기보다는 재고 파악부터 나선다. 6명 분으로 갖고 있는 물품과 데이터를

결심한다. 마크에게 남은 기간은 257화성일. 계산은 정확하고 과정도

품 팩을 뜯어 음미한다. 마침내 임무 687일, 549화성일에 시행된

모아 산소를 해결한 뒤 물을 만들 방법을 찾는다. 마실 물을 해결하자 지구에서 가져온 흙(박테

순탄했다. 하지만 이동 수단의 개조에 대한 통신을 마지막으로 마크는

마크의 귀환은 갈비뼈 두 대가 부러지고 오랫동안 씻지 못해 고약한

리아)과 감자로 식량을 만들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한다. 막사는 어느새 그의 감자 농장이 된다.

다시 혼자가 된다. 열을 식히기 위해 기대둔 드릴의 전기가 유일한 소통

냄새를 풍기며 헤르메스에 안착해 성공한다.

마크는 모래폭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진 안테나를 찾는 대신 1997년에 착륙한 무인착륙기

수단인 패스파인더를 구제불능으로 망가트린 것이다.

패스파인더를 찾아나선다. 마침 인공위성 사진을 통해 마크가 살아있음을 확인한 나사도 연
락방법을 모색한다. 결국 마크는 패스파인더를 막사로 가져오고 나사는 화성에서의 운송수
단인 로버를 해킹해 패스파인더와 소통을 실현시킨다. 메시지를 보내면 25분 안에 답신을 보
내는 형태로 마크는 지구로 돌아갈 희망에 부푼다.

아레스 4 탐사 구역으로 이동을 준비하다
나사는 마크에게 아레스 4 탐사대가 가기 전까지 식량을 준비해서 로켓으로 쏘아주겠다고
한다. 그러나 48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준비한 로켓은 쏘아보지도 못하고 나사가 풀리면

32

33

2017 summer•

인물 이야기

독립운동가 해학(海鶴) 이기(李沂) 선생(1848~1909년)은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난 후 토지개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사업 중 하나인 지적 측량 업무를 당시 양지아

혁 연구에 매진, 대한제국이 근대적인 토지조사사업을 위해 설치한 양지아문(量地衙門)에서 토

문에서 전개한 것이다. 이기 선생은 초대 양무위원으로 임명돼 충남

지측량과 문서정리를 담당하기도 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전북 김제시와 함께 이기 선생의
생가 보존사업에 나섰다.

아산 지역의 토지측량과 문서정리를 담당했다.
이후 이기 선생은 1904년 일제가 영토의 1/4에 해당하는 황무지
개척권을 요구했을 때 ‘보안회(保安會)’를 조직하여 항일 민중운동

공간정보로
해학 이기 선생 항일정신 기린다

을 전개했다. 1905년 미국 포츠담에서 일본과 러시아가 강화조약
을 체결한다는 소식을 듣고 미국을 방문하려 하였으나 일본의 방해
로 좌절됐다. 이에 일본으로 건너가 대한제국의 독립을 보장할 것을

------LX, 전북 김제 생가 보존사업 전개

지난 7월 이기 선생 생가를 입체 찰영하고 3차원 좌표화한 LX공사

요구하는 편지를 일왕에게 보냈다. 을사조약이 체결된 후 한성사범

Writer. 임영현(칼럼니스트)

학교 교관이 돼 교육자로 활동하는 한편, 대한자강회보 등에 글을

이와 넓이를 재어 100목(目)마다 끈으로 맺고 이것이 이미 견고하고

쓰며 애국계몽운동을 전개했다. 이후 호남학회를 조직, 애국계몽운

치밀하게 되어 있으면 기름을 발라 물에 들어가더라도 상하지 않게

동을 지속하다 62세인 1909년 서울에서 작고했다.

한 후에 1면(面)에 1개씩 비치하여 사용에 대비해야 할 것이니 이렇
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라고 이를 자세히 기술했다. 마지막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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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 선생의 토지개혁론

로 이기 선생은 1/2~1/3에 달하는 지대(地代)를 1/18로 줄여 농민

“지금 국가의 토지는 장점과 단점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류반계(柳磻

들의 고통을 덜어주려 했다.

이기 선생 생가 입체 촬영·3차원 좌표화

일제에 맞서 독립운동 전개한 이기 선생

溪)의 설(說)에 의하면 … 실면적(實面積)은 320,000리(里)로 수전(

이기 선생은 일부 부유층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유상몰수해 국유화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난 7월 5일 김제시 성덕면 대석리

이기 선생은 구한말 대표적인 개신 유학자로, 국권 회

水田)은 11,500두락(斗落)이며 소출은 204,000결(結)이라고 한다.

한 후 무상 분배하는 토지재분배 방안도 제시했다.

에 있는 이기 선생 생가를 찾아 최첨단 측량기기인 3D 지

복을 위한 독립운동을 전개했다. 다산 정약용과 반계

이것이 그 대략(大略)이다. 이것으로 백관(百官)들의 봉급을 주고 병

상라이다와 드론(LX-UAV)을 동원해 생가 전체를 입체

유형원의 영향을 받아 실학사상에 기반한 근대 개혁

사(兵士)들의 물자(物資)를 돕고 상무(商務)를 개설(開設)하고 그 나

“생가 보존사업, 구한말 역사 재조명 계기될 것”

적으로 촬영하고 3차원 좌표화했다. 이는 국회 국토교

을 주창했다. 석정 이정직, 매천 황현과 더불어 호남의

머지로 불의의 재앙을 대비하였던 것이다. 그렇게 한 후에 5주(州)·4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에 맞서 자주독립운동을 펼치고, 토지개혁 연구

통위원회 정동영 의원(국민의당)의 제안에 따라 김제시

3재(才)로 불리며 뛰어난 문장가로 주목받기도 했다.

대국인(大國人)에게 큰소리를 치면서 우리도 자주독립국(自主濁立

에 매진한 이기 선생.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이번 생가 보존사업을 통해

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손잡고 생가 보존사업을 기획한

이기 선생은 1894년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자 전봉

國)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만 부끄럽지 않을 것이다.”

이기 선생의 혁신적이고 진보적인 항일정신을 기리고, 구한말 역사를

데 따른 것이다.

준을 찾아가 동학군을 이끌고 서울로 진격해 국가를

「전제망언(田制妄言)」의 마지막 부분에서 알 수 있듯 이기 선생은 무

재조명하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선시대 후기에 건립된 이기 선생 생가는 원래 안채 1동

새롭게 할 것을 제안했다. 남원에 있는 김개남을 설득

엇보다 토지개혁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여겼다.

한편, 한국국토정보공사는 100년 전 일제가 한반도 토지수탈을 목적

과 사랑채 1동의 초가집이었으나 훼손돼 안채 1동만 복

하라는 전봉준의 답을 듣고, 김개남을 찾아갔으나 그

이기 선생의 토지개혁론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김종수 군산대 사

으로 만들었던 지적도와 임야도를 국내 기술로 디지털화해 일제 잔재

원했다. 정면 4칸, 측면 2칸 규모로, 2칸의 마루를 기준으

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학과 교수에 따르면 이기 선생은 농업생산력을 증대시켜 농민 경제

를 청산하고 국토의 가치를 높이는 바른 땅 사업인 ‘지적재조사사업’을

로 왼쪽에는 부엌이 있고, 오른쪽에는 건넌방이, 마루 뒤

이기 선생은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난 후 토지개혁 연

를 안정시키고자 했다. 두 번째로 세제 개혁을 주장했다. 당시 폐단이

2030년까지 주도한다.

에는 안방이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2003년 12월 전북

구에 매진했다. 1895년 을미사변이 일어나자 이기

발생하고 있는 결부법과 농촌에서 관행으로 사용하는 두락제를 병행

기념물 제118호로 지정됐다.

선생은 서울로 올라가 탁지부대신 어윤중에게 자신

하면 전세(田稅) 부담이 공평하게 된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현행의

참고 자료

이번 생가 보존사업은 이기 선생의 생가를 단순 사진이 아

의 토지개혁안을 담은 「전제망언(田制妄言)」을 전

양전법 대신 강척제(綱尺制) 시행을 제안했다. 이기 선생은 「전제망

김제시 주최, (사)전북역사문학학회 주관 ‘해학 이기 선생의 재조명’ 학술대회 발표

닌 입체적인 정밀사진과 함께 3차원 좌표를 기반으로 그

달했다. 그의 토지개혁안은 바로 실행되지 못했지만

언(田制妄言)」에서 “나의 생각에는 강척제(綱尺制)가 참으로 양전

래픽화해 오늘날 후손들에게 생생하게 소개하고, 문화재

광무년간 양전(量田)·지계(地契)사업의 중요한 자

(量田)에 있어 가장 선행(先行)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당연

로서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계기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료가 됐다.

히 주(州)·현관(縣官)으로 하여금 의법(依法) 제조하여 잘 익은 마

함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생가가 훼손됐을 때 재복원을

1898년 대한제국이 양지아문(量地衙門)을 설치하고

피(麻皮)로 줄을 만들고 그 척목(尺目)과 지보(地步)를 기준으로 길

위한 소중한 자료로 쓰일 예정이다.

전국을 대상으로 근대적인 토지조사사업에 나섰다.

자료(2014년 12월 개최), 디지털김제문화대전(http://gimje.grandculture.net),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이기 선생 저 『해학유서(
海鶴遺書) 1권(卷)』 「전제망언(田制妄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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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현장을 가다

공간정보 전문 인력의
요람을 꿈꾸다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

Incheon Mechanical Technical High School

공간정보 특성화고인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는 도시건설정보과 내 공간정보 과정을 통해 공간정보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공간정보에다 토목을 접목시킨 교육 과정 운영으로 앞서나가고 있는 인천기계공업
고등학교를 찾았다.
Writer. 임영현 Photographer. 박창수(아프리카 스튜디오)

2014년 공간정보 특성화고 선정
1940년 개교, 80년 가까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는 전국 최고의 기술 인재를
배출하는 학교로 유명하다. 전국기능경기대회와 국제기능올림픽을 휩쓸며 인천기계공고의 이름을 국
내외에 알려왔다. 올 10월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열리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출전할 국가대표
에 인천기계공고 졸업생 김나래 씨(금형)가 선발되기도 했다.
인천기계공고는 특색 교육활동으로 학교에서는 이론교육과 기초 실습을, 기업에서는 심화 실습을 연계
해 전문가를 양성하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비롯해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학교기업 스쿨
모터스를 운영 중이다.
이와 함께 인천기계공고는 공간정보 특성화고교로서 공간정보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14년 공간정보 분야 기능 인력 양성을 위해 인천기계공고와 서울디지텍고, 울산경영정보고(현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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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공업고) 등 전국 3개 학교를 공간정보

있도록 교과서뿐 아니라 시중에 나와 있는

보 융복합 창업 페스티벌에도 지속적으로

를 찾는데 흥미를 느낀다”며 “선생님들이

특성화고교로 선정하고, 한 학교에 5년 동

공간정보 관련 서적을 교재로 삼아 수업을

참가하며 실력을 키우고 있다.

학생들을 위해 애정을 쏟는 게 느껴져 공간

안 해마다 1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진행하기도 한다.

공간정보 특성화고교는 인천기계공고와 나

공간정보 특성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

국가 지원 자부심 갖고 학업에 매진

고 이야기했다.

머지 2개 학교가 유일하다.

는 국토교통부 ‘공간정보 특성화고 취업지

드론으로 항공사진을 촬영하고, 매핑, 매쉬

안정훈 교사는 “학생들은 공간정보 특성화

인천기계공고는 도시건설정보과 내 공간

원 프로그램’은 인천기계공고 공간정보 과

업 작업을 통해 공간정보 실무 능력을 극대

고로 지정되어 국가에서 다양한 지원을 받

정보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학생들은 1학

정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국토교

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무인항공지도제작

는다는데 자부심을 갖고 학업에 최선을 다

년 때 공통 과정을 배우고 도시건설 과정

통부는 공간정보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간

부 동아리 활동도 활성화되어 있다. 학교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학생은

과 공간정보 과정 중 하나를 선택해 2·3학

정보 특성화고 학생들이 자기 홍보 방법을

가 위치한 인천광역시와 새만금의 풍경을

물론 학부모도 공간정보에 대한 관심이 많

년을 보낸다. 1~3학년 도시건설정보과 전

교육받을 수 있고, 취업 후 직장생활을 간접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을 공모전에 출품하

아 공간정보 과정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더

체 재학생은 186명으로, 이중 60명 정도

적으로 체험해보며 공간정보 관련 기업체

기도 했다.

욱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가 공간정보 과정을 배우고 있다. 안정훈 교

의 면접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캠프, 잡페어

무인항공지도제작부 동아리에 참여하고 있

인천기계공고는 도시건설정보과 공간정

습시간 또한 자랑거리다. 학생들은 측량기

등의 다양한 행사를 주최하고 있다.

는 방준경 학생(2학년)은 “공간정보는 국토

보 과정을 공간정보과로 학과 개편을 진행

능사, 전산응용토목제도기능사, 정보처

특히 철저한 면접 코칭은 실제 취업으로 이

교통 분야 7대 신산업에 속하는데, 미래에

중이다. 인천기계공고가 그동안 4만 여 명

리기능사, 콘크리트기능사, 지적기능사, 건

어지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지난 5월

더욱 각광을 받을 공간정보에 호기심이 생

의 유능한 전문 기술인을 배출해냈듯 공간

설재료시험기능사, 컴퓨터활용능력 등 다

25일 개최된 ‘공간정보 특성화고 취업지원

겨 공간정보 과정을 선택했다”며 “드론은

정보산업에서도 뛰어난 인재를 키워내기

양한 자격증도 취득하는데, 보통 2개 이상,

잡페어(공개채용설명회)’에 참여한 한 학생

물론 측량도 재미있게 배우고 있다”고 말

를 기대한다.

많으면 4개까지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도

은 무려 업체 네 곳에서 취업 제안을 받기도

했다. 공간정보 앱 개발자가 꿈인 이유한

있다. 누구나 방과 후 시험대비 특강에 참여

했다. 또한 인천기계공고 학생들은 공간정

학생(2학년)은 “지도를 보고 다양한 정보

사는 “공간정보는 물론 토목 공학까지 교육
해 학생들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 인천기계
공고 도시건설정보과 공간정보 과정의 큰
차별점이자 강점”이라고 소개했다.
학생들은 공간정보 DB 구축, 공간정보 웹·
모바일·자바 프로그래밍 등 공간정보와 측
량, 역학 등 토목을 함께 배운다. 충분한 실

공간정보는
물론 토목 공학까지
교육해 학생들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
인천기계공고
도시건설정보과
공간정보 과정의
큰 차별점이자 강점

정보 과정을 선택하길 정말 잘 한 것 같다”

할 수 있다. 희망자가 단 한 명이라도 교사
들은 학생들을 위해 기꺼이 시간을 낸다. 이
와 함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3학년을
대상으로 공무원 반도 운영 중이다. 올해 졸
업생 중 3명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는 성
과를 거뒀다.

현장 맞춤형 공간정보 교육
인천기계공고는 해를 거듭하며 공간정보
과정을 더욱 내실화하고 있다. 공간정보 관
련 기업체에서 어떤 역량을 요구하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수
업 전반에 변화를 꾀했다. 2학년 때부터 준
비하던 자격증 취득을 1학년 때부터 시작
할 수 있도록 바꿨고, 발표 위주의 수업 방
식을 선택했다. 현장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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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을 만드는 기업

공간정보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다
㈜제이에이치공간정보는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사회 문제 해결에 앞장
서는 IT 솔루션 개발 기업이다. 사회적 약자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한

㈜제이에이치공간정보

수익 모델 창출을 모색 중인 ㈜제이에이치공간정보를 소개한다.

Writer. 임영현 Photographer. 박창수(아프리카 스튜디오)

2011년 10월 설립된 ㈜제이에이치공간정보는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한 IT 솔루션 개발 기업이다. 노준희 대표이사를 포함, 총 4명의 직원으
로 구성돼 있다. 사명은 ‘협력하다’, ‘힘을 합치다’라는 뜻을 가진 ‘Join
Hands’에서 따왔다. 도시정보공학과 졸업 후 유시티(U-City) 관련 기
업에서 근무했던 노준희 대표이사의 이름 이니셜이기도 하다.
제이에이치공간정보는 위험상황 발생 시 긴급구조 요청을 할 수 있
는 호신용 볼륨패드(S-PAD)와 위험알림 블루투스 브로치 ‘에임스
톤(EIM Stone)’을 개발했다. ‘스마트폰과 위치추적장치를 이용한
여성안전장치’와 ‘전통시장용 가격정보 제공 시스템’으로 특허 등
록까지 마쳤다. 2015년 6월 개최된 미국 최대 규모의 국제 발명품
전시회인 ‘2015 피츠버그 국제 발명품 및 신제품 전시회(INPEX
2015)’에서 금상을 수상한 바 있다. 같은 해 10월 30일 열린 ‘2015
U-City 서비스 경진대회’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범죄 상황 알림 서
비스’를 출품, ‘U-City 서비스 아이디어 발굴’ 전문가/기업 부문 우
수상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상을 받기도 했다.
이처럼 제이에이치공간정보의 지향점은 공간정보 기반 IT 서비스
제공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다. 노준희 대표이사는 “사회
적 약자의 삶을 개선시키는 비즈니스 모델 창출에 중점을 두고 있
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회사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 공간
정보 DB 구축 사업도 수행하고 있다.

(주)제이에이치공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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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In Mind ; 마음을 놓게 하는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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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0월

●

전화번호

070-4610-3114

●

주소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45 마이크로오피스 C동 4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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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알림 블루투스 브로치 ‘에임스톤(EIM Stone)’

대부분이 여성과 아동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고객들은 보통 핀을

‘호신용 볼륨패드(S-PAD)’가 여성에 특화된 위험알림 제품이라면,

이용해 옷에 달거나 가해자 모르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주머니

‘에임스톤(EIM Stone)’은 브로치 형태로 제작해 사용자 폭을 넓힌

속에 휴대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가방이나 등산 스틱 등 자주 들고

제품이다. EIM은 ‘Easy In Mind’의 약자. ‘에임스톤(EIM Stone)’

다니는 물품에 달아 언제 있을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한다는 생생한

은 ‘마음을 놓게 하는 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다. 택시 운전하는 아버지를 위해 차량 안에

위험상황에서 ‘에임스톤(EIM Stone)’을 누르면 스마트폰 앱이 자

부착해 드렸다는 자녀의 사례도 있었다.

동 실행되며 사전에 지정한 최대 5명에게 위험알림 및 위치정보를

노 대표이사는 “직접 만난 고객 중에는 제품의 도움을 받아 위기상

약 10초 만에 SMS로 보낸다. 특히 실시간 트래킹 기능이 있어 위험

황을 신속히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고마움을 전하기도 했다. 보람을

을 알린 후 이동경로를 한 눈에 볼 수 있어 유용하다. 또한 안드로이

느끼면서도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범죄에 대한 불안감

드 앱의 경우, 현장 상황을 녹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 법적 증거자

이 평소 생각했던 수준보다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고객

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IPX7(방수적합테스트)를 통과한 제품

한 명 한 명 모두가 ‘지켜내야 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들을 위해 제품

이어서 완전 방수가 가능하다.

개발, 기능 보강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제이에이치공간정보는 ‘에임스톤(EIM Stone)’을 보다 많은 사
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유통 단계를 거치지 않고 온라인

사회 문제 해결 위해 “망하지 않는 기업 됐으면”

(www.eimstone.com)으로 직접 판매, 가격을 낮추는 전략을 택

노 대표이사는 ‘에임스톤(EIM Stone)’ 고객 데이터가 쌓이면 이를

했다. 디자인에도 신경을 썼다. 레드와인, 실버 오리지널, 블랙펄 등

토대로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사람

세 가지 색상의 작은 원형으로 제작돼 심플한 디자인이 돋보인다.

들이 위험을 느끼는 지역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자체가 CCTV 신
규 설치 위치를 정할 때 컨설팅을 수행할 수 있고, 보안·경비업체에

에임스톤(EIM Stone)을 누르면
최대 5명에게
위험알림 및 위치정보를
약 10초 만에 SMS로 보낸다

800명 가까운 고객을 직접 만나는 열정

도 고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

공간정보 기술로 안전한 삶을 만들다

‘에임스톤(EIM Stone)’ 고객들을 직접 만나러 전국을 다닌 사례에

다. 올해에는 경기도 내 한 지자체와 협력해 보다 안전한 도시를 만

제이에이치공간정보의 첫 번째 개발품 ‘호신용 볼륨패드(S-PAD)’

서 “죽기 살기로 회사를 운영한다”는 노 대표이사의 의지를 잘 알 수

드는 사업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는 지난 2015년 11월 경기도와 전국중소기업지원센터협의회가 주

있었다. 노 대표이사는 고객들이 제품 사용에 대한 궁금증을 전화나

회사의 목표를 묻자 노 대표이사는 “망하지 않는 기업이 됐으면 좋

최한 대한민국 우수상품 전시회 ‘2015 G-FAIR KOREA’에서 주

온라인상으로 남기면 고객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직접 찾아가 대화

겠다”고 답했다. 그의 대답에서 여성, 아동,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

목을 받았다. ‘호신용 볼륨패드(S-PAD)’는 성범죄 같은 위험상황

를 나누는 열정을 보였다. 멀리 부산 해운대까지 1년 동안 800명에

자가 처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

이 발생했을 때 브래지어 속 볼륨패드에 삽입된 장치를 누르면 스마

가까운 고객을 만나 기능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를 얻었다.

었다. 제이에이치공간정보가 사회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든든한 기

트폰 앱에 설정된 연락처로 위치정보와 함께 구조요청을 할 수 있

그는 이렇게 전국을 누빈 결과, ‘에임스톤(EIM Stone)’의 사용자

업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

는 제품이다.
노준희 대표이사는 여성들이 위험상황에 처하면 당황할 수밖에 없
어 소리를 질러 주변 도움을 요청한다거나 사람이 많은 방향으로 재
빨리 대피하는 등 적극 대처하기 힘든 상황을 반영해 ‘호신용 볼륨
패드(S-PAD)’ 아이디어를 냈다. 창업 후 기업 운영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교육이란 교육은 모조리 찾아 수강한 노 대표이사는 2014
년에는 ‘제4기 중진공 청년창업사관학교’에 입학, 이듬해 3월 졸업
했다. 그는 청년창업사관학교로부터 지원받은 신제품 제작비로 ‘호
신용 볼륨패드(S-PAD)’를 선보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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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탐방

‘2017 국토교통기술대전’이 지난 5월 24일부터 26일까지 경기도

민복지기술), 이끌림관(국민안전기술), 두드림관(세계화기술), 설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렸다. 국토교통기술대전은 도시,

레임관(미래기술),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술

건축, 도로, 교량, 수자원, 플랜트, 철도 교통, 물류, 항공 등 국가기

인증관, 창업사업화관, 중소기업특별관 등으로 구성됐다.

간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와 미래 성장동력 창출에 기여하는 국토

어울림관에서는 제로에너지주택, 비용절감형 장수명주택, 중형저

교통 R&D 성과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국내 유일의 행사다. 2014년

상버스 표준모델, 유기농 폐자원 활용, 생태하천 조성 등 국민복지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국토교통 R&D 관리기관인 국토교통과학기

첫 개최 이래 해마다 열리고 있다.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기술을 소개했다.

술진흥원이 주관하는 ‘2017 국토교통기술대전’이 지난 5월 24일부

이번 국토교통기술대전은 ‘더 좋은 기술, 더 나은 미래’를 주제로 총

명지대학교 제로에너지주택 실증단지 연구단은 서울시 노원구 하

7개 전시관에 117개 과제 또는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317개의 부

계동에 건립 예정인 국내 최초 ‘제로에너지주택 실증단지’를 소개

스가 설치됐다. 이와 함께 지식·학술·비즈포럼, R&D 세미나 등 부

했다. 노원 제로에너지주택 실증단지는 단지 내 전체 세대가 필요

대행사도 풍성하게 마련됐다. 일반 관람객을 포함한 산·학·연 관계

로 하는 난방, 냉방, 급탕, 환기, 조명에너지를 단지 내에서 생산하

자 및 정부·지자체·공사 관계자 등 총 1만 2,000여 명이 참가했다.

는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신재생에너지 생산이 부족할 경우 외

국토교통 과학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한 눈에 보다
2017 국토교통기술대전
Writer. 임영현 Photographer. 박창수(아프리카 스튜디오)

터 26일까지 3일간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개최됐다. ‘2017 국토교
통 기술대전’은 ‘더 좋은 기술, 더 나은 미래’를 주제로, 우리나라 미
래성장동력이 될 국토교통분야 연구성과와 건설·교통 신기술을 총망
라해 소개했다.

부 에너지 공급망으로부터 받고, 남을 때는 돌려줘 연간 대차대조했

L a n d ,

중소기업 친화형 행사로 열린 이번 기술대전

44

I n f r a st r u c t u r e

a n d

총 7개 전시관서 다양한 국토교통 연구성과 소개

을 때 에너지소비가 제로가 되는 주택단지다.

국토교통 분야 주요 연구성과와 신기술을 선보인 7개 전시관은 국

이와 함께 타타대우상용차(주)는 중형저상버스 표준모델 기술개발

토교통 R&D 대표 성과를 소개하는 으뜸관을 비롯해 어울림관(국

과제를 소개했다. 이는 대형 저상버스로 접근이 불가능한 농어촌,

T r a n s p o r t

T e c h n o l o g y

F a i r

건국대학교의 경항공기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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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관리를 위한 사전 HoT(Heads of Terms)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
뒀다. 이는 UAE 현지 파일럿 플랜트 구축 및 운영, 사업화 등을 위
한 사전 협약으로, 세계 최고의 담수화플랜트 기술 개발 및 UAE 파
일럿 플랜트를 통한 기술 검증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기술대전에선 지식포럼이 처음으로 열려 관람객들의 많은 관
2

심을 모았다. 최재붕 성균관대 교수가 ‘포노사피엔스와 4차 산업혁
1 제4차 국토교통 R&D혁신 토론회
2 교통안전공단 세계 최초의 이동식 이륜자동차 검사스테이션
3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부스
4 강호인 장관, 김병수 원장의 행사장 방문

명’을 주제로 스마트 신인류에 대해, ‘천재 로봇공학자’ 데니스 홍
UCLA 교수가 ‘로봇 다빈치, 꿈을 설계하다’는 주제로 10년간 연
구해 온 인간을 위한 따뜻한 로봇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선
우명호 한양대 교수의 ‘자율주행자동차와 미래교통’, 윤준태 다음
소프트 부사장의 ‘빅데이터와 AI: 분석에서 스토리텔링까지’ 강연
도 마련됐다.

1

또한 어린이와 청소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도슨트 프로그램도 최

국토교통기술아이디어 공모전 시상

초로 선보였다. 30여 개 단체에서 약 3,000여 명 이상이 참여해 국토

국토교통기술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도 열려 행사의 풍성함을 더

교통 R&D 연구성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은 국토교통기술아이디어 공모전은 자율
주행차, 드론, 기후변화 대응 등 국민행복 실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
여할 수 있는 기술을 주제로 응모한 총 158개 팀 중 최종 12팀이 본
선에 올랐다.

3

중소도시, 마을버스의 운행환경에 적합한 친환경 디젤 기반 차량으

까지 추진하는 총 3개의 세부 과제를 소개했다.

로, 2019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두드림관에서는 스마트시티, 해수담수화, 고수압 초장대

제안한 최순규, 최돈범 참가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상과 500만원의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R&D 기술을 주제로 한 이끌림관에서

해저터널, 개폐식 대공간 건축물 엔지니어링 기술 등 세계 시장 진

상금을 받았다. ‘2차 교통사고 저감을 위한 델리네이터’는 고속도로

는 공간정보기반 지능형 방범기술, 도시철도 역사 이용객 편의성

출을 위한 대표 기술을 전시했다.

2차 사고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분리대 등에 설치된 델리네이터로

향상 기술, 여객수하물 보안검색 등이 전시됐다. 한국건설기술연구

특히 이번 기술대전은 중소기업 전시 비중을 지난해 16%에서

후방 운전자들에게 사고 상황을 인지시켜 서행을 유도하고, 2차 사

원 지능형 방범기술 개발 연구단은 4대 강력범죄, 폭력, 절도 등 실

24%로 늘려 중소기업이 자체개발한 우수기술과 연구 성과를 소개

고로 인한 사상자를 감소시키는 아이디어다.

시간 범죄에 대응하고 사회안전망 정보를 구축 등을 통해 예방적 방

하는 중소기업친화형 행사로 열려 관심을 모았다. 발주기관 대상 사

본선에 오른 12팀의 아이디어는 기술대전에 전시하고, 참관객 현

범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공간정보 기반 지능형 방범 실증지구 모델

업설명회, 우수기술발표회, 투자유치설명회, 기술니즈상담회 등 중

장 투표도 진행했다. 현장 투표 결과 ‘재난대비 탈출유도 광섬유시

을 소개했다.

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 기술을 홍보하고 사업화 지원을 위한

설레임관에서는 자율주행차, 스마트 자율협력주행 도로 시스템, 무

행사도 함께 개최되었다.

인항공 안전운항기술, 고속자동화 물류장비 기술 등 고부가가치 미

4

최종심사를 진행한 결과, ‘2차 교통사고 저감을 위한 델리네이터’를

스템’을 제안한 윤병하, 신민정, 이민지, 김학성 참가자가 특별상을
받는 영광을 누렸다.
대한민국 국토교통 R&D의 현재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발전상을 엿

래성장기술을 선보였다. 이중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은

UAE와 현지 파일럿 플랜트 구축 위한 사전 협약 체결

볼 수 있었던 이번 기술대전. 이번 행사를 주관한 국토교통과학기술

운전자의 운전 부담을 덜고 사고 예방 등을 위해 개발되고 있는 자율

총 34건의 부대행사가 개최된 가운데 지난 5월 24일 열린 ‘2017

진흥원 관계자는 “기술대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국토교통 분야

주행자동차와 첨단안전장치 평가 시스템을 소개했다. 공간정보 오

년 해수담수 리더스 포럼’에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중동 맞

중소기업의 사업화 추진에 큰 기여를 했다”면서 “특별행사인 지식

픈플랫폼 인프라 고도화 기술 개발 연구단은 대국민 지도서비스 공

춤형 저에너지 해수담수화 플랜트 기술개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포럼, 도슨트 프로그램,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통해 참관객들이 직

간정보 오픈플랫폼(브이월드)을 참가자들에게 홍보하고, 플랫폼 고

KORAE 연구단이 UAE 마스다르 및 KUST(Khalifa University of

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국토교통 R&D에 대한 이해와 관

도화, 새로운 데이터 서비스, 공간정보 활성화 지원 등 2018년 9월

Science and Technology)와 UAE 현지 파일럿 플랜트 구축 및 운

심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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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학자가 보는 세상

브렛 킹이 예언한 미래의 금융 세계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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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 세계에서 사라지게 될 은행과 화폐
Writer. 오민영(과학 칼럼니스트)

은행은 더 이상 ‘가는 곳’이 아니라 ‘하는 것’이다. 세계 최고의 미래금융학자 브렛 킹(Brett

여 서비스 요금을 받는 등의 활동은 미래 계

개인 암호화 키를 종이에 인쇄하거나 금속

이러한 변화에 따라 은행의 영업점은 급속

King)은 은행을 공간이 아닌 경험의 개념으로 새롭게 정의했다. 머지않아 금융 거래의 중심에 있

좌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동전 형태로 만들거나 하드 드라이브에 저

도로 사라지게 될 것이며, 금융 업무 처리

이러한 미래의 모습은 화폐의 변화를 예측

장하거나 지갑 주소를 문신으로 몸에 새길

때마다 은행에 가야 하는 번거로움도 없어

하게 한다. 그동안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화

수도 있다.

질 것이다. 체크카드, 은행 계좌, 모기지론,

는 은행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아니 반드시 사라질 것이라는 혁명적인 변화까지 예측하고 있
다. 이를 뒷받침이라도 하듯 실제로 은행 점포들이 확연히 줄어들고 있다. 은행은 물론 화폐마
저도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그의 예언은 과연 적중할 것인가? 미래의 은행과 금융의 변화를 살

f u t u r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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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통장, 양도성 예금증서 등 은행을

폐는 작은 종잇조각과 금속 동전이 매개 역

며시 들여다 보자.

&

b a n k

할을 해왔다. 이러한 화폐의 역사는 기록상

미래에 가장 큰 금융기관은

통해야만 이용할 수 있는 금융 상품의 개념

기원전 3,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무게

은행이 아니라 기술회사

도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10년 안에

로 가치를 평가하는 형태로 존재했다. 그 후

현대의 많은 금융 업무는 은행

는 모바일 기기로 생애 첫 은행 계좌를 발급

미국, 아시아, 태평양의 많은 국가에서는

에서 이루어진다. 은행이라고 하면 돈을 저

받을 것이고, 체크카드나 통장 없이 이를 사

조개를 화폐처럼 사용하다가 동전, 지폐의

금하는 것, 돈을 지불하거나 보내는 것, 신

용하는 등 금융이 은행을 벗어나 일상으로

형태로 변화해 왔다. 하지만 오늘날의 소비

용을 이용해 대출하는 것, 이 세 가지가 핵

스며들 것이다.

는 아마존, 에어비앤비와 같은 세계적 플랫

심기능이다. 은행의 상품은 이 안에서 기능

“미래는 이미 당도해 있다. 다만 널리 퍼져

폼에서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진행되

이 다양화된다. 하지만 브렛 킹은 전통적인

있지 않을 뿐이다”라는 SF소설가 윌리엄깁

고 있기 때문에 단일 통화를 기반으로 한 시

은행에 얽매인 사고부터 버려야 한다고 말

슨의 말처럼 금융 세계의 미래 변화를 우리

변화되는 금융 환경에 따라

명을 태우고 출근길에 오른다. 공유형 사무

장 메커니즘을 필요로 하고 있다.

한다. 지난 50여 년간 은행은 고객을 소유

는 이미 체감하고 있다. 브렛 킹이 예상하는

달라질 화폐의 형태

실까지 운행을 마치고 다른 두 명을 원하는

게다가 미래에는 상거래 자체가 교환 방식

해 왔지만 이제 시대가 변했다. 아마존과

금융의 변화는 곧 다가올 미래이다. 변화될

생각하는 것만으로 스마트폰을

곳까지 데려다준다. 스스로 충전이 필요하

이 아닌 또 다른 형태의 방식이 예측되기 때

알리페이, 위챗, 애플과 같은 정보기술 업

금융 환경을 미리 알고 예측한다면 차세대

조정하고, 인공지능 비서가 쇼핑과 결제를

다고 판단한 자율주행 자동차는 충전소로

문에 새로운 상거래에 지금의 화폐는 효율

체들이 그들의 플랫폼에 금융서비스를 통

미래 금융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대신해 주고, 자율주행 자동차가 운전뿐만

향한다. 충전소는 소유주의 전자지갑으로

적이지 않을 것이다.

합하였다.

아니라 은행 업무까지도 스스로 하게 되는

연결되어 있어, 자동차와 충전소가 직접 거

이에 화폐의 역할을 대치할 것으로 예상되

브렛 킹은 2025년경이 되면 세계에서 가장

세상, 브렛 킹이 상상하는 2030년경의 미

래하여 충전소 소유주에게 자동으로 요금

는 것은 비트코인이다. 비트코인은 저장된

큰 금융기관은 보험사나 은행이 아니라 기

래는 바로 이런 모습이다.

이 지급된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다음 스케

특정 주소에 대한 개인 암호화 키와 같은 형

술회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으로 영

특히 미래에는 사람이 아니라 AI나 자율주

줄까지의 자투리 시간 동안 우버에 로그인

태로,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의 수로 가치를

입해야 할 인력 역시 은행원이나 보험전문

행 자동차가 금융거래의 주체가 될 수 있다.

해 자율주행 서비스를 받을 고객을 찾고, 그

환산한다. 개인 암호화 키는 일련의 숫자와

가가 아닌 데이터 과학자, 경험 디자이너,

자율주행 자동차의 하루 일과를 상상해 보

요금 수입을 전자 지갑에 저장한다. 자동차

알파벳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형태로

행동심리 전문가, 규제 대응 전문가 등 다양

자. 자율주행 자동차는 공동 소유주 중 한

가 스스로 에너지 충전 비용을 지급하거나 대

소유할지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지갑의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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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도를 찾아서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수록된 팔도총도 (자료 :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소)

울릉도 옆에
우산도(于山島)를 그려 넣어
독도가 예부터 우리나라의
고유 영토임을 증명하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우산도가 그려진 최초의 목판지도

팔도총도
Writer. 최선웅(한국지도학회 부회장, 한국고지도연구학회 이사, 한국지도제작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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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혁신 우수사례 연구과제

공간정보연구원
경영혁신 우수사례
연구과제

project

LBS를 활용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

지하도상가 정보 구축 및
관리를 위한 실험 연구

표준지원센터 신설로
공간정보 품질관리 활동 강화

연구자. 이영재, 이길재

연구자. 배상근, 서용수, 신윤호

연구자. 이보미

연구 목표

연구 목표

연구 목표

공간정보 전문기관인 LX의 전문성을 활용한 전통시장 앱을

1.	공간정보 기반 정보 구축·관리·활용

1.	공간정보 공유체계 확립으로 공간정보산업 성장환경 조성

개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2.	지하공간 분야로 사업영역 확장

2.	공간정보 품질관리를 통한 상호 공유 및 다양한 분야 활용

3.	국민 편익 증진 및 공사 수익 확보

촉진

연구 내용
 현장 조사 및 서비스 메뉴 선정

연구 내용

연구 내용

 시범지역 선정 상점정보 수집

 지하도상가 개별 점포 단위 정보 구축

	표준정비: 공간정보 KS·TTA 표준과 기준기술간 불일치

 전통시장 앱 개발

 측량을 통한 3D 모델 구축 및 관리시스템 개발

 비콘 설치 및 시범지역 테스트

 LX공사 사업화 모델 도출 및 편익·수익 추정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가이드 작성

 민간기업과의 상생을 위한 LX공사 역할 제시

정비
	컨설팅: 정부, 지자체, 민간기업의 공간정보사업 표준 적용
컨설팅 추진
	표준교육: 국가공간정보사업 발주자 및 수행자 대상 교육

LX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이 경영혁신 우수사례 연구

연구 성과

과제 10건을 발표했다. 공간정보연구원은 LBS(위치기반서비

1.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앱 개발

스)를 활용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앱 개발부터 지하도상가 정

•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 협력

보 구축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연구를 비롯해 빅
데이터, 지능형자동차, 드론 등 첨단 기술과의 융복합을 통해 공
간정보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을 진행했다. 경영

위한 표준개발협력기관(COSD) 지정 추진
	IOS의 프로젝트 리더 활동: 주소 지도표기 회의 주재 및

• 기술 노하우 습득: LBS & IoT 어플리케이션

워킹그룹별 표준화 동향 분석

• LX 3.0 달성: 사회적 책임 확대

혁신 우수사례 연구과제를 통해 공간정보산업을 발전시키기 위

2. 공간정보산업 영역 확대 및 수익 창출

한 공간정보연구원의 성과를 살펴보고, 공간정보로 바꿔갈 미래

• 앱 유지보수, 상점정보 갱신: 1.15억 원/월(예상)

를 조망해 보자.

	국가표준 개발 관리 업무: 국가 표준화 중심 기관 역할을

개별 점포 정보 관리

	OGC 표준 제정 에디터 활동: 실내공간정보, 스마트시티
등 표준화 동향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 전시산업분야: 연 557회 대형 전시회 개최

연구 성과

• 물가정보 유통과 제공: 비축물자 수급조절로 인한 서민

1.	KS, TTA 등 표준 제·개정 및 폐지 10건
2.	공간정보사업 발주자에 대한 표준 기술 컨설팅(17건)

물가안정
경로 안내 및 모의 주행

3.	토지행정도메인모델(ISO 19152) 기술 지원으로 민간기
업 글로벌 진출 지원
연구 성과
1.	지하도상가 정보 구축·관리·활용 관련 업무 효율성 향상
2.	정보 구축 및 활용 등의 신규 사업모델 발굴 및 수익 창출
3.	창업 지원, 폐업률 감소, 국민 편익 증진 등을 통한 사회적
비용 절감

52

4.	공간정보사업 발주자 및 수행자 대상 표준교육(150명)
으로 표준 인식 제고
5.	공간정보사업에 표준 적용 시 구축비용 약 30%(연간
4,000억 원) 절감
6.	공간정보 품질관리 활동 강화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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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창출 극대화를 위한
빅데이터 비즈니스모델 개발

제2차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립 연구

연구자. 정동훈, 김진, 임형택, 배상근, 이세원, 정영진

연구자. 임형택, 남권모, 이영재, 이세원, 박우진, 이사형

연구 목표

연구 목표

1.	급성장 중인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수익사업 도출

제1차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분석을 통한 지적재조사 사업의 개선 방향 제시

2.	LX공사의 역할 탐색
3. 수익 창출을 위한 단계별 추진 전략 마련

연구 내용
 사업의 비전과 목표 등 재설정

 저비용·고효율의 사업활성화

연구 내용
 비즈니스모델 개발

 빅데이터 사업 로드맵 (비용, 억 원)

B2G

식량자원관리·정보지원

B2G

관광수요 예측

질병확산 모니터링

공간가치 정보지원

가공

분석

Data + 플랫폼 + H/W + S/W + 인력

Data 수집 대행

빅데이터사업
기반구축

Data 정제/제공

분석 서비스

활용교육

추진과제
A. 법제도 정비

재난피해 산정

B2G

빅데이터 활용지원센터

조사

단기
전략방향

빅데이터사업
대상확대
합계

2017

2019

2020

2021

종전

개선

비고

재조사
사전예고제

없음

시행

사업효과 강화

합계
2.0

B. 센터설립 및 운용

5.4

0.9

0.9

0.9

0.9

9.0

C. 마케팅

1.7

1.7

2.1

2.1

2.2

9.8

D. 우선사업 추진

3.2

5.8

4.3

3.8

3.8

21.0

E. 인프라 고도화

3.0

0.0

F. 분야 확대

1.8

1.8

1.8

5.4

12.1

8.6

8.7

50.2

8.4

3.0

기본계획

한국형 스마트 지적의 완성

목표

시·도의
종합계획

기본계획
종합계획
실시계획

지원단
기능 강화

실시계획

추진전략

연구 성과
1.	재무적 성과 추정 (억 원)

구분

중장기

2018

2.0

12.4

국민 모두가 행복한 바른 지적

비전

국민맞춤형

지속가능형

공유·개방형

디지털
지적 구현

추진 체계
확립

공간정보
활성화

-

가치창출형
지적재조사
••••••••••••••

중점과제

세계측지계 기반 지적 구현
••••••••••••••

지적 등록정보
다원화

-

안정적 재원 조달 기반 마련
••••••••••••••

전문 인력 및
조직체계 완비
••••••••••••••

권익보호형
법제도 정비
••••••••••••••

국민소통형
사업 추진

-

다필지지구
우선 시행

없음

사업선정 기준 신설

사업성과 증대

필지 정형화,
지목 변경

절차 복잡

절차 간소화

토지가치 증대

기금 신설 등

예산 지원 부족

재원 확보 가능

안정적
재원 조달

연계 사업과의
협력체계 강화
••••••••••••••

민간 산업 활성화 및
해외시장 확대
••••••••••••••

공간정보
융합기술 개발

연구 성과
1. 토지 정형화 사업 등
• 토지 정형화
2. 기대효과

• 맹지 해소

• LX공사에서 구축 중인 공간 빅데이터 플랫폼 활용 모델로 제시

2. 계량적 효과

• 정부기관 및 지자체에 LX공사 사업으로 제안할 수 있는 정책자료로 제공

• 필지 정형화: 약 6조 9,000억 원 효과 발생

• 빅데이터 산업 공유 및 확산

• 다필지지구 우선사업: 약 3,763억 원 효과 발생(동일예산 투입 대비 2배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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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자동차 인식기술 개발지원을 위한
공개용 표준 DB 구축 및 평가시스템 개발

공간정보를 활용한
자연재해 대응방안 마련

연구자. 강상구, 남권모, 이두신, 서용수, 정완석, 이종민, 김현호

연구자. 이인수, 이준석, 강지훈

연구 목표

연구 목표

지능형자동차 인식기술 개발의 기술적, 경제적, 공간적, 시간적 제약에 따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재해 발생이 대형화, 광역화하는 상황에서 공간정보를 활용한 자연재해 대응 방안을

핵심 기술 및 전문기관간 융합 연구를 진행해 오픈 서비스 제공

마련해 안전사회 구축에 기여

연구 내용

연구 내용
 풍수해 위험도 분석 및 위험지도 작성
인식기술 평가방법 개발

기본정보 구축 데이터

시나리오 기반 다중센서 데이터

 연안재해 방재업무 지원을 위한 DB 구축 및 관리시스템 개발
 풍수해 보험관리지도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및 운영
 풍수해 보험요율을 고려한 풍수해 보험관리지도 작성 및 검증

- 요구사항 반영
- 시나리오 개발
- 표준 DB 획득

연구 성과
1. 지역별 재해 특성이 반영된 격자기반의 수해·풍해·설해 위험지도 작성

획득
사용자 활용

2. 풍수해 보험관리지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용자 서비스
웹서버 구성

대덕구
유성구

4-Layer 데이터 구조

<대전 풍수해 보험관리지도>

저장

동구
서구

연구 성과
1. 기준 자동차 구축: 환경인식센터 7종 15개, 위치인식센터 3종 6개 탑재
2. 정사영상 및 수치지형모델 구축
3. 고정밀 기준지도 생성

3. 재난관리 프로세스(예방/대비/대응/복구) 측면의 관리 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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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_GNSS 위성기준망
실용화 연구

무인비행장치를 활용한 공간정보
사업모델 개발

국가지점번호 활용 활성화를 위한
모델 개발

연구자. 정완석, 하지현, 서용수, 이종민

연구자. 이인수, 이재강, 이두신

연구자. 이종민, 김현덕

연구 목표

연구 목표

연구 목표

LX_GNSS 통합서비스 시스템 개발을 통해 GNSS 데이

1.	높은 해상력, 신속한 맞춤형 영상 촬영, 저가 SW·신속한

국가지점번호 제도 개선으로 LX의 역할 및 기능을 확대하고, 대국민 활용 서비스 강화

터 처리 시간과 비용 절감으로 업무효율성 증대 및 연구 성
과 실용화 확대

2D/3D 구축
2.	국토조사 및 민생 순찰, 산림보호 및 감시, 시설물 안전
진단 등 다양화

연구 내용
 평균 온도식 개발

3.	프로세스 개선으로 업무효율성 증대, 콘텐츠 개발로 수익

연구 내용
 국가지점번호 업무프로세스 개선
• 국가지점번호 포털 구축

• 설치 절차 간소화 및 정보관리체계 개선

모델 다변화

연구 내용
 국방부 국유재산 실태조사
•	재산관리관 인터뷰 실시, 영상기반 실태조사표 작성, 영상
기반 실태조사 실시
	지적정보 취득 활용성 분석
 GNSS 데이터 통합센터 분석
 LX_GNSS 통합서비스 시스템 구축

•	지적정보 취득 드론 설계, 사례조사 및 분석, 통합 실험
측량, 경제성 분석
 활용 서비스 확대 방안 도출
연구 성과

• 활용 기관 및 예산 확보, 인프라 구축, 홍보전략 등

1.	국토정보 취득 프로세스: 4,000필지의 정보를 한 명이

“필요성 부족”

문제점

취득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40일에서 2일로 단축, 인력

전략

• 긴급신고체계 구축, 국제안전도시 인증 사업 연계

활용처 확보

“인지도 낮음”
인프라 구축

활용 활성화

기반 중심 → IT기술 기반 중심
해결방안

경찰 수사 지원

지자체 지원

공공 서비스

민간 서비스

시범지역 선정

‘안전’사업과 연계

연계테이블 지원

국정원 협의

사례 전파

지자체 예산 편성

기관별 위치체계 호환

포털지도서비스에 제공 합의

공공 활용증대

민간 활용증대

2.	활용 서비스 모델: 국토조사, 시설물 안전진단, 실종자
연구 성과
1.	데이터 제공 서비스

수색(2016년 5월 LX공사와 경찰청 업무협약 체결)
3.	드론 시제품(DuoDrone) 개발
결과

• 기준국 정보조회, GNSS 관측정보, GNSS 궤도력 정보

지점번호 설치

2.	정지측량 서비스
•	프로젝트 관리, 온라인 자료 처리, 관측망도 작업, 좌표
변환, 성과물 서식
3.	5년간 126% 투자 대비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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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성과
1. 국가지점번호 표지 설치 및 검증 절차 개선을 통한 효율성 향상: 설치 비용, 시간 및 위치정보 조회시간 절감으로 연간 약 28억 원 절감
2. 국가지점번호 활용 확대로 국가 안전망 구축: 경찰청, 국방부, 국민안전처 등 관계기관의 위치체계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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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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

strategies and possible actions to address these

행동 13

지형 공간 정보(NSG)를 위해 국가 시스템과 연

opportunities.

계한다. NSDI, NSG 및 국토 안보 기업(HSE) 활동을 조
율하고 조정하기 위해 국가 지형 공간 정보국 및 국토 안보

전략 1: 국가 우선 순위 데이터 계획에 집중한다

부와 협력한다.

Strategy 1: Focus on National Priority

NATIONAL SPATIAL DATA INFRASTRUCTURE
STRATEGIC FRAMEWORK

Data Initiatives

행동 1.4 FGDS 소위원회/실무 그룹 멤버십을 확대한
다. 소위원회와 실무 그룹 의장은 회원 자격을 평가하고 잘

Writer. 연방 지리 정보 위원회(Federal Geographic Data Committee)

주소 데이터, 3D 고도, 이미지, 교통 및 개방 수

역 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는 확인된 국가 우선 순위 데이터

드러나지 않은 지형 공간 커뮤니티 참여자를 포함시키기 위
해 연락을 취한다.

세트를 공동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확대된 지형 공간 커뮤니
티와 협력한다. 향후 계획을 위해 복제할 수 있도록 모범 사

행동 1.5 확대된 지형 공간 커뮤니티가 참여할 수 있는 포

례와 협력 및 파트너십으로부터 학습한 경험을 문서화한다.

럼을 개최한다. 국가 우선 순위 데이터 계획에 관한 소위원

핵심 플레이어에는 데이터 관리자, 데이터 제공업체, 이해

회 및 실무 그룹 활동을 보충하기 위하여 지형 공간 커뮤니

관계자 및 각 우선 순위 데이터 세트의 사용자가 포함된다.

티 및 업계 포럼을 활용한다.

Engage with the greater geospatial community to

행동 1.6 기존 파트너십을 홍보/강조한다. 성공적인 협

collaboratively develop identified national priority data

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

sets, which may include: Address Data, 3D Elevation,

지형 공간 커뮤니티 확대를 위한 기회

The strategic opportunities identified for the

Imagery, Transportation, and Open Water Data.

Action 1.1

OPPORTUNITIES FOR

national geospatial community in furthering

Document best practices and lessons learned from

champions to lead and coordinate the development

THE GREATER GEOSPATIAL COMMUNITY

the development of the NSDI cannot be the sole

the collaboration and partnerships to replicate for

of the priority datasets with appropriate partners.

responsibility of the Federal community. These

future initiatives. Key players include data stewards,

Collaborate with appropriate partners and utilize

strategies and supporting actions will require

data providers, stakeholders, and users for each of the

project management strategies to coordinate

국가 지형 공간 커뮤니티가 NSDI의 발전을 촉

the engagement and participation of all levels of

priority data sets.

implementation of priority datasets.

진시킬 수 있는 확인된 전략적 기회는 연방 커뮤니티만의

government, academia, and the private sector in

전적인 책임이 될 수 없다. 이러한 전략과 지원 활동이 최대

order to achieve maximum impact. The Federal

행동 1.1 적절한 파트너와 우선 순위 데이터 세트의 개

Action 1.2

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모든 정부 부처, 학계 및 민간 부문

geospatial community , under the leadership

발을 선도하고 조정할 수 있는 수석 챔피언(executive

governance models for priority data initiatives.

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할 것이다. 연방 지형 공간 데이터 위

of the Federal Geographic Data Committee ,

champions)을 임명하고 권한을 부여한다. 우선 순위 데

Build formal relationships and define roles

원회의 주도 하에 연방 지형 공간 커뮤니티는 이러한 계획

can serve a catalyst for the success of these

이터 세트의 구현을 조정하기 위하여 적절한 파트너와 협력

and responsibilities for geospatial community

의 성공을 위한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다. 확대된 지형 공간

initiatives . Developing strategies and actions

하고 프로젝트 관리 전략을 활용한다.

stakeholders.

커뮤니티를 위한 전력과 행동을 개발하는 것은 이해 관계자

for the greater geospatial community may most

와 파트너 간의 협력을 통해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

effectively be achieved through collaboration

행동 1.2 우선 순위 데이터 계획을 위한 국가적 파트너십

Action 1.3

다. 출발점으로서, 본 전략적 프레임워크는 이러한 기회를

among stakeholders and partners. As a starting

및 거버넌스 모델을 개발한다. 지형 뮤니티 이해 관계자를

Geospatial Intelligence (NSG). Engage with the

다루기 위한 전략과 가능한 행동을 확인한다.

point , this Strategic Framework identifies

위해 공식 관계를 구축하고 역할 및 책임을 정의한다.

National Geospatial-Intelligence Agency and th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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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brief

3

Designate and empower executive

Develop national partnerships and

Align with the National System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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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to harmonize
and coordinate NSDI , NSG , and Homeland
Security Enterprise (HSE) activities.

geospatial community participants.
• I ncentivize and promote partnerships and

participation by non-federal entities.
• Establish and enable data exchange models and

Action 1.4

Expand FGDC subcommittee /

working group membership. Subcommittee and
work group chairs will evaluate membership and

Identify Points of Contact with professional

인 토의를 검토하기 위한 계획을 주도할 수 있는 파트너십/

organizations to share information and solicit ideas

공동 활동을 형성하기 위하여 핵심 지형 공간 조직에게 연락

& feedback.

한다.

partnerships.

Action 2.3

• Create partnerships and models to fund national

datasets.

reach out to include underrepresented geospatial
community participants.

행동 2.1 파트너십을 수립한다. NSDI의 쇄신 및 추가적

행동 2.2 커뮤니케이션 망을 만든다. 정보를 공유하고 아

S u m m i t . I n v i te g e o s p a t i a l p ro fe ss i o n a l

이디어 및 피드백을 얻기 위하여 전문 조직의 연락처를 확

organizations and industry leaders to a Summit

인한다.

meeting to explore new ideas, build consensus

전략 2: 지형 공간 커뮤니티에 대한 인식 및 이해를

on rebranding the NSDI, and improve ongoing

넓히기 위해 NSDI를 쇄신한다

행동 2.3 지형 공간 지도자 정상회의를 실시한다. 새로운

Strategy 2: Rebrand the NSDI

아이디어를 모색하고 NSDI 쇄신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며

by the greater geospatial community . Use

to Broaden Awareness and Understanding of

진행중인 커뮤니케이션 및 참여 활동을 개선하기 위해 지형

Action 2.4

geospatial community and industry forums to

the Geospatial Community

공간 전문 조직 및 업계 지도자를 정상회의에 초대한다.

conferences. Identify 3-5 industries dependent

Action 1.5

Host forums to enable participation

supplement subcommittee and working group

communication and engagement efforts.

Conduct user forums at industry

on geospatial information in order to conduct
-

중요한 국가 인프라의 일부로서 지형 공간 정

행동 2.4 업계 컨퍼런스에서 사용자 포럼을 실시한다. 비

business. Attend, present, and facilitate sessions at

보의 영향 및 그 역할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증진시킨다.

즈니스를 수행하기 위해 지형 공간 정보에 의존하는 3~5개

identified conferences.

P ro m o t e / h i g h l i g h t e x i s t i n g

NSDI 메시지를 작성하고 전달하는 데 있어 광범위한 파트

의 산업을 확인한다. 확인된 컨퍼런스에 참석하고 발표하며

p a r t n e r s h i p s . S h a re i n fo r m a t i o n a b o u t

너를 참여시킬 수 있는 NSDI 커뮤니티 커뮤니케이션 활동

회의를 진행한다.

successful collaborations.

을 개발한다. 국가적 문제와 우선 순위를 다루고 삶의 질, 경

Action 1.6

-

FGDC 및 파트너는 다음과 같은 추가 활동을

고려해야 한다.

•	핵심 지형 공간 커뮤니티 참가자와의 커뮤니케이션 및
홍보를 확대한다.

행동 2.5 공공 참여 캠페인을 출범한다. 파트너와 협력하

marketing strategy in collaboration with partners.

한 지형 공간 정보의 가치를 입증하기 위해 현재 및 신규 파

여 커뮤니케이션/마케팅 전략을 개발하고 실행한다. 지형

Focus on social media to build awareness and

트너를 참여시킨다.

공간 기술의 능력에 대한 인식 및 이해를 높이기 위해 소셜

understanding of the power of geospatial

미디어에 집중한다. 팟캐스트(podcasts), 웹 비디오 및 블

technology . Consider podcasts , web videos ,

Raise awareness and understanding of the

로그를 고려한다. 인포그래픽, 직장에서 지형 공간 기술의

and blogs . Include infographics , compelling

impact of geospatial information and its role as

설득력 있는 사례 및 게스트 게시를 활용하는 소셜 미디어

examples of geospatial technology at work, and

를 포함시킨다.

social media utilizing guest postings, etc.

part of critical national infrastructure. Develop

•	데이터 교환 모델 및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활성화한다.

an NSDI community communications effort that

•	국가 데이터 세트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파트너십 및

engages a broad range of partners in building and
conveying the NSDI message. Engage current
and emerging partners to address national issues

FGDC and its partners should also consider

and priorities and demonstrate the value of

additional activities, including the following:

geospatial information to quality of life, economic
development and jobs, security and public safety,

• Increase communication and outreach to key

Launch a public engagement

제 발전 및 일자리, 보안 및 공공 안전, 글로벌 경쟁력에 대

•	비 연방 기관과의 파트너십 및 참여를 장려하고 홍보한다.

모델을 창출한다.

Action 2.5

campaign. Develop and execute a communications/

and global competitiveness.

global
brief

activities on national priority data initi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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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uct a Geospatial Leaders

Action 2.1

Establish partnerships . Reach

out to key geospatial organizations to form a

전략 3: 신규 주제를 다룬다
Strategy 3: Address Emerging Topics

partnership/joint effort to lead the initiative to
explore the rebranding of the NSDI and further the

-

discussion.

보호, 지형 공간 프라이버시, 교육 및 훈련을 포함하는 핵심

21세기 지형 공간 인력을 위한 사이버 인프라

신규 문제를 다루기 위해 확대된 지형 공간 커뮤니티 및 기

Action 2.2

Create a communications network.

타 파트너와 협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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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aborate with the greater geospatial community

The NSDI community needs to assess and

partnerships with industry groups, other levels

information consumers. More and more, citizens

and other partners to address key emerging

plan for emerging technology trends and their

of government , and other organizations to

expect government to provide geospatial data

issues, including cyber infrastructure protection,

impacts on the geospatial landscape . These

address emerging issues that will impact the

and services to them in their specific areas of

geospatial privacy, and education and training for

trends include:

geospatial community.

interest. While these dynamic changes provide

the 21st century geospatial workforce.

-	Data collection and generation utilizing new

significant opportunities , the geospatial

technologies and platforms.
행동 3.1 신규 기술을 다룬다. NSDI 커뮤니티는 신기술

-	Data analytics supporting analysis of big data,

동향 및 신 기술이 지형 공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multi-dimensional data, and spatiotemporal

하고 대비해야 한다. 이러한 동향은 다음과 같다.

data.

community will also need to address barriers and
challenges, including the following:

4

CHALLENGES

연방 지형 공간 커뮤니티 내에서의 조정

-	Infrastructure to support growing needs for

의회는 정부 부처가 그들의 임무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	신기술 및 플랫폼을 활용하는 데이터 수집 및 생성.

collection, processing, storage, delivery, and

예산을 승인하고 제공하며, 협력적인 부처간 프로젝트와 계

-	빅 데이터 분석, 다차원 데이터 및 시공간 데이터의

protection of data and systems.

-

지형 공간 기술 분야는 진화의 주목할만한 시점

획은 때로는 부차적인 지형 공간 활동은 민간 부처, 정보 커

-	Access to technology and data through

에 있으며 지형 공간 커뮤니티 전반에 걸쳐 이러한 자원의

뮤니티 및 군사 영역에 걸쳐 조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

changes in wireless systems and internet

운용과 사용에 대해 재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지형

에서, FGDC 커뮤니티에 대한 과제는 공통의 지형 공간 목

access , and how we protect sensitive

공간 기술 및 애플리케이션의 혁명적인 변화와 경제의 모든

표를 달성하기 위한 효율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다중 부처

information.

부분에 걸친 지형 공간 기술의 가시성 증가로 공공 부문 정

파트너십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것이다. 한 예로, Biggert-

부 부처는 새롭게 지형 공간에 정통한 정보 소비자의 요구

Waters 홍수 보험 개혁법은 연방 정부 부처 간의 공유된

Engage with partners to address

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지형 공간 전략과 투자를 조정하고

자원을 승인한다.

행동 3.2 국가 우선 순위를 다루기 위해 파트너와 협력한

national priorities . Expand and leverage

있다.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특정 관심 분야에 정부

다. 중요한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민간 부문 및

partnerships with governmental, private sector,

가 지형 공간 데이터와 서비스를 제공해줄 것을 기대한다.

Coordinating within

학계 이해 관계자와의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강화한다. 국가적

and academic stakeholders to address critical

이러한 역동적인 변화가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지만, 지형

the Federal geospatial community

문제의 해결에 있어 매트릭스 접근법의 개발을 조사한다.

national issues. Explore development of a matrix

공간 커뮤니티는 또한 다음과 같은 장벽과 과제를 해결해야

Congress authorizes and provides appropriations

approach in addressing national issues.

할 것이다.

for agencies to fulfill their mission responsibilities,

분석을 지원하는 데이터 분석
-	데이터 및 시스템의 수집, 처리, 저장, 전달 및 보호에
대한 증가하는 요구를 지원하는 인프라
-	무선 시스템 및 인터넷 액세스의 변화와 민감한 정보를
보호하는 방법을 통한 기술 및 데이터 액세스

Action 3.2

and collaborative interagency projects and

인력 개발 전략을 구축한다. 차세대 공간 분석

가를 위한 기술 교육을 개발하기 위해 파트너와 협력하고

Action 3.3

Build workforce development

공간 인력을 확대하고 다양화하는 방법을 고려한다.

strategies. Collaborate with partners to develop
skills training for the next generation of spatial

행동 3.4 신규 파트너에게 연락하기 위하여 NGAC를 활

analysts , as well as consideration for how we

용한다. 업계 그룹과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 국

broaden and diversify the spatial workforce.

가 지형 공간 자문 위원회에 등록된 조직과 협력하고, 지형
공간 커뮤니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규 문제를 다루기

Action 3.4

Utilize the NGAC to reach out

위해 정부의 다른 부처 및 다른 조직과 협력한다.

to emerging partners . Collaborate with the
organizations represented on the National

Action 3.1

Address Emerging Technologies.

Geospatial Advisory Committee to build new

glo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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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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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The geospatial technology field is at a remarkable

initiatives are sometimes regarded as of secondary

point in its evolution, presenting an opportunity

importance. In addition, multi agency approaches

to rethink the deployment and use of these

can face funding and authorization constraints.

resources across the geospatial community. The

Geospatial activities must be coordinated across

revolutionary changes in geospatial technology

civilian agency , intelligence community , and

and applications and the growing visibility of

military domains. In this context, the challenge

geospatial technology across all sectors of the

for the FGDC community is to develop and utilize

economy are leading public sector agencies to

effective and reliable multi-agency partnerships

realign geospatial strategies and investments

to achieve common geospatial goals. One example,

to meet the needs of newly geospatial -s avvy

the Biggert -Waters Flood Insurance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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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 authorizes shared resources across federal

Acquiring and aligning resources

governments now manage some of the richest

agencies.

As geospatial data and technology have become

and highest resolution data , such as local

growing components of the Nation ’ s critical

roads, addresses, and parcels. While significant

비 연방 파트너와 효과적인 파트너십 구축

digital infrastructure, ensuring an appropriate

progress has been made , new and improved

NSDI가 진화함에 따라 비 연방 조직과 정부는 지형 공간

and reliable level of resources has become an

partnerships must be established to enhance

데이터 생산에서 더 큰 역할을 수행하고 새로운 수준의 역

issue of increasing importance. The challenge

the NSDI , spur innovation , help protect lives

량 및 전문 지식을 개발해오고 있다. 이렇게 변화하는 상황

for the FGDC community is to align financial

and resources , build the economy , and help

은 파트너십 조정에서 유사한 변화를 필요로 한다. 파트너

and human resources to support changing and

ensure that the U.S. retains its global leadership

십과 계약은 관계의 성격에 따라 조정되어야 한다. 일부는

evolving technologies, priorities, and partnership

in spatial data infrastructures . Continued

정식 서비스 수준 계약이 될 것이고 다른 일부는 대중에게

opportunities.

investment in and establishment of shared data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보다 비공식적인 협력 파

resources and services, increased development

트너십이 될 것이다.

of national data collections , and a national
approach to strategic direction are required

Building effective partnerships
with non-Federal partners

5

결론

to achieve this vision . This NSDI Strategic

CONCLUSION

Framework provides a coordinated approach for
the continue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of

organizations and governments have taken a

the national spatial data infrastructure.

greater role in geospatial data production and

지형 공간 생태계에서 정부의 역할은 NSDI의 시작 이후

have developed new levels of capability and

현저하게 변화하였다. 주 및 지방 정부는 이제 지방 도로,

expertise . This changing landscape requires

주소 및 구획과 같이 가장 풍부하고 최고의 해상도를 가진

similar changes in partnership arrangements.

데이터를 관리한다. 파트너십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지만,

Partnerships and agreements should be tailored

NSDI를 개선하고, 혁신을 가속화하고, 삶과 자원을 보호

based on the nature of the relationship - some

하고, 경제를 발전시키며 미국이 공간 데이터 인프라에서

will be formal service -level agreements and

글로벌 리더십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새롭고 개선

others will be more informal collaborative

된 파트너십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려면

partnerships to better serve the public.

공유된 데이터 자원 및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구
축, 국가 데이터 수집의 발전 및 전략적 방향에 대한 국가적

자원 확보 및 연계

접근이 필요하다. 본 NSDI 전략적 프레임워크는 국가 공

지형 공간 데이터와 기술이 국가의 중요한 디지털 인프라의

간 데이터 인프라의 계속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조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됨에 따라, 적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

정된 접근 방식을 제공한다.

준의 자원을 보장하는 것이 갈수록 중요도가 증가하는 문제

66

가 되었다. FGDC 커뮤니티의 과제는 변화하고 진화하는

The role of government in the geospatial

기술, 우선 순위 및 파트너십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재무 및

ecosystem has changed significantly since

인적 자원을 조정하는 것이다.

the inception of the NSDI . State and local

glo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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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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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학, 빅데이터를 잡다

연결합 도시

융합은 즐거움이다

도시에서 도시를 찾다

MS 본사 데이터 과학자가 알려주는

City 50

융합과 통섭의 지식 콘서트 6

과학과 예술, 도시에서 만나다

과학기술과 인문학의 Collaboration

좋은 도시를 바라보는 아홉 개의 렌즈

헬로 데이터 과학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교통

조재근 지음 | 한국문학사

김윤철 외 지음 | 이학사

비피기술거래 지음 | 김신우 감수 | 비피기술거래

김세훈 지음 | 한숲

김진영 지음 | 한빛미디어

정병두 지음 | 한숲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

『연결합 도시』는 초학제 연구 프로그램 내

『융합은 즐거움이다』는 과학기술이나 인문

『도시에서 도시를 찾다』는 건축, 도시, 조

우리 주변에 이미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

『City 50: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교통』은 저

지하고 있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근간

인디트랜스 세미나의 결과물이다. ‘스케치

학을 한류나 우리의 전통적인 문화유산과

경, 예술, 지리, 환경, 사회학 혹은 그 인접

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이 존재하며, 데이

자 정병두가 10년 동안 답사한 세계 100여

이 되는 통계학의 실체를 인문적 시선으로

들: 공감각적 도시를 위하여’와 ‘설계도 1:

다양한 놀이, 축제와 같은 즐겁고 신나는 범

분야에 관심 있는 독자들이 각 테마를 폭넓

터를 활용하여 삶과 업무를 개선하는 일은

개의 도시 가운데 50개 도시를 선정해, 그

풀어내는 이 책은 사회·경제·의학·과학·생

수미쌍관-튜브맨-없’, ‘설계도 2: 사이의

위로 확장시켜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場

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관련 지

결코 복잡하지 않다는 것을 이 책은 설명

도시의 고유한 공간과 문화 그리고 친환경

물학·금융 등 여러 분야를 두루 넘나드는

잠재태를 위한 연결합 도시’, ‘설계도 3: 연

(놀이터)으로 변화시키고자 한다. 이렇게 같

식이 없는 독자도 부담 없이 내용을 이해할

하고 있다.

교통 정책과 관련 인프라를 담은 책이다. 이

통계학의 융합적인 면모를 여실히 보여주고

결합 도시, 그 조우’로 구성된다. 과학적 예

으면서 다르다는 의미로 기술과 인문학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다. 좋은 도시의 조

보통 데이터라고 하면 일에만 적용하는 것

책은 역사와 문화 예술의 도시, 친환경 교통

있다. 독자들은 통계학이 더 이상 골치 아픈

술적으로 가능한, 공감각적이고 관계적인

융합하여 한층 성장하고 변화된 형태의 무

건을 협소하게 정리하고 일반화하기보다,

으로 생각하기 쉽다. 필자는 업무 이외의 영

과 저탄소 녹색도시,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

수치만이 아니라 우리 삶과 밀접한 아주 매

도시 공간을 모색한다. 이 책은 과학적 예술

언가를 새롭게 창조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

불완전한 현실 속에서 도시의 문제를 찾아

역에서도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을 항상

재생, 창조도시의 지속가능 교통 등 총 4개

력적인 학문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책에서

적으로 가능한, 공감각적이고 관계적인 도

는 것이다. 이 책에서는 융합을 즐거움이라

내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굴하고, 전문성을

고민해왔다. 대학을 다닐 때부터 ‘내가 행복

의 주제로 분류해서 설명한다. 지속가능한

는 통계청을 비롯한 국가기관이 관리하는

시 공간을 모색한다. 고등과학원 인디트랜

부른다. 융합이라는 집단공유를 통해 학문

바탕으로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지혜를 모

하다고 느끼는 시간의 양을 최대화하는 것’

도시 환경을 추구하는 50개 도시의 다양하

사회·경제 통계와 의학·생물학·금융 등 통

스 세미나 프로젝트 ‘도시-에’가 만들어내

과 기술이 합쳐지고 변화되어 새로운 사회

아보자는 취지에서 다양한 키워드를 제시

이 인생의 목표 중 하나라고 여겨왔던 저자

고 구체적인 사례는 국내의 도시재생 활성

계학의 다양한 모습들이 펼쳐진다. 빅데이

는 새로운 도시가 탄생하기까지의 과정과

영역이나 새로운 산업을 창출-성장-발전

하고 이를 통해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는 개인의 행복도를 측정하고 개선할 수 있

화와 인간 중심의 교통 환경 조성에 많은 시

터와 인공지능의 현재 모습을 살펴보는 것

결과물은 이 프로젝트의 ‘스케치’와 ‘설계

시키는 원동력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가능

●●●●●●●

는 방법을 찾기 위해 약 10년간 다양한 방법

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통 정

은 물론이다. 저자의 풍부한 인문적 시선

도’로 볼 수 있다.

성을 저간의 사회변화를 통해 극명하게 인

2017년 03월 31일 출간

을 개발하였다. 이처럼 일과 삶에서 데이터

책이나 교통 인프라에만 집중하지 않고, 도

을 바탕으로 딱딱한 수치로만 인식되었던 ‘

●●●●●●●

지한 바 있다. 지식과 기술의 진보적 결합

를 활용하는 방법을 고민하면서, 저자는 데

시의 역사와 문화, 예술에도 적지 않은 지면

통계’가 다양한 관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모

2017년 04월 20일 출간

에 의해 지능형 로봇이나 미래첨단도시 등

이터 과학이 어떤 특정한 산업이나 직업군

을 할애한 까닭은 도시와 교통이 그만큼 떼

습으로 그려지는데, 독자들은 누구나 쉽

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지 아니한가. 이

의 사람에게만 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확신

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게 ‘통계’의 매력에 빠질 수 있으며, 통계가

것을 융합의 새로운 가치 창출이라 부를 수

하게 되었다. 초보적인 수준의 통계와 컴퓨

●●●●●●●

지닌 ‘천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있을 것이다.

터 지식을 갖춘 보통 사람이 데이터 과학을

2016년 05월 12일 출간

●●●●●●●

●●●●●●●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이런 방법

2017년 07월 05일 출간

2016년 12월 01일 출간

을 개인의 삶과 업무에 활용하는 다양한 사
례를 소개한다.
●●●●●●●

2016년 03월 0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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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2017 스마트국제엑스포 개최

01
8월 30일부터 3일간,
20여 국가 1만여 명 참가

‘ 2017 스마트국제엑스포’가 8 월 30 일

는 행사로 펼쳐져 공간정보산업 발전에 이

부터 9 월 1 일까지 3 일간 양재 aT 센터에

바지 하는 도약의 장이 될 전망이다.

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

‘ 4 차 산업혁명의 길라잡이, 공간정보

할 공간정보 산업의 혁신기술을 소개하고

(Navigate the Future)’를 슬로건으로

국토교통부가 올해 중앙부처, 공공기관 등

공간정보가 85.6%를 차지했고 14.4%

160개 기관에서 보유한 2,560종의 국가공

가 문자정보(속성정보)로 나타났다. 정보

간정보목록 조사를 마치고 7월 1일부터 국

유형별로는 지역개발 분야가 52.9%, 일

가공간정보포털을 통해 결과를 공개했다.

반 공공행정이 25 . 1 %, 수송 및 교통이

체험하는 것을 목표로 생활 속 다양한 공

국토부는 공공과 민간의 공간정보 이용 활

9.6% 순으로 나타났다.

열리는 이번 행사는 일반 국민이 공간정보

간정보의 역할과 실용성을 알리며 공간정

성화를 목적으로 2011년부터 매년 각 기

국가공간정보센터는 공간정보의 민간 활

산업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

보 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교류 및 비즈니

관별 보유 공간정보목록을 조사해 공개하

용 활성화를 위해 공간정보 목록조사 결

스의 장으로 펼쳐진다.

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21개 기

과를 토대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공간정

특히 이번 전시회는 관람객의 호응도를 높

관이 늘어난 160개 기관이 참여했다.

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해 국가공간정보포

이기 위하여 자율주행자동차, 스마트시

조사된 공간 정보 2 , 560 종 가운데에는

털(nsdi.go.kr)을 통한 개방을 확대해 나

티, 증강현실, 가상현실 등 융복합 분야의

도형으로 시각화해서 표현되는 위치기반

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대구과학대학, 인하공업전

이들 대학은 자율주행차와 무인항공기(드

문대학, 전주비전대학 등 3곳을 공간정보

론) 등 공간정보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공

특성화 전문대학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간분석 및 지리정보시스템( GIS ) 프로그

이들 대학은 올 하반기 공간정보산업진흥원

래밍, 융·복합 서비스 개발 등을 교육할

과 협약을 맺고 국고 지원을 받아 공간정보

예정이다.

국토부, 공공기관 보유
공간정보 2,560종 목록 공개

03

비중을 확대했고, 적극적인 참여와 체험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기
존 박람회와의 차별성을 높였다. 이밖에
도 해외진출 지원 해외인사 초청, 다양한
주제의 컨퍼런스, 아이디어 공모전 등 통

공간정보 특성화 전문대학 3곳 선정
공간정보 기술인력 양성

해 공간정보 산업 성장을 위한 기반을 다
질 전망이다.

04

산업 전문 기술인력을 양성하게 된다.

LX공사 국가공간정보 표준화 앞장선다…
관리업무 이관

02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공사)가 공간정

업반 운영 △표준 제·개정 의뢰 △표준 적

보 표준화 관리업무를 주관하게 됐다.

용 교육 등이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가 위성항법 관련 기

해 그간 측량과 도면제작에 국한되었던 공

술과 인프라 협력 위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간정보 위치제공 기술이 자율주행과 교통분

과 손잡았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

야 등 다양하고 광범위한 분야까지 확대 적

우연)과 ‘위성항법 관련 기술 및 인프라 협

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LX공사는 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와 국

이밖에 공사는 국제표준화기구 전문위원회

가공간정보 표준을 관리하는 표준개발협력

(ISO TC 211) 국내 간사기관으로 지정돼

기관(COSD) 지정 협약을 체결했다고 지

공간정보 국제 표준화 활동의 핵심 거점 역

난 6월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공사

할을 수행하게 된다.

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한편 공사와 항우연은 지난해부터 ‘차로구

는 정부로부터 국가표준개발과 관리 업무

박명식 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LX공사가

이번 협약은 위성항법 기술연구, 자율주행

분 정밀위치 결정 교통인프라 기술 실용화

를 이관 받게 된다.

국내 유일의 공간정보 표준개발협력기관으

및 교통 분야 연구, GNSS관측 자료 공유 및

연구를 통해 급증하는 교통수요의 효율적

주요 내용은 △공간정보 국가표준(KS 38

로서 전문성과 위상을 다져나가도록 최선

인프라 운영 등의 상호 협력과 양 기관 간 연

인 관리와 다변화하는 교통 환경 대처를 위

종) 정비 △국가표준 개발 △표준수요 조

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개발, 데이터 공유 등을 주목적으로 한다.

한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에 공동으로 노력

LX공사 공간정보연구원은 “이번 협약을 통

하고 있다.

사·로드맵 작성 △기술위원회 및 표준화 작

70

LX한국국토정보공사,
항공우주연구원과 위성항법 협력

05

71

2017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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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습
니다. 논문 형식의 연구과제로부터 해외 학회 후기 혹은 직접 체험한 해외의 동향 등 알찬 의견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독자 여러분의 참여를 통해 대한민국 공간정보
산업의 발전을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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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의 소리

배정황•경상남도 진주시
스마트시티에 대한 특집 기사를 읽고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변화할까?’, ‘스마트시티의 발전
이 가져올 미래의 모습은 디스토피아일까 유토피아일까?’ 차분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미래산
업의 선두에 서있을 공간정보 산업이 가져올 미래가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유토피아이기를 기
원하며 공간정보 매거진을 응원하겠습니다. 언제나 좋은 기사 부탁드립니다! 화이팅!

김현수•서울시 양천구
공간정보 매거진을 보면서 느끼는 점은 하나입니다.
“공간정보가 정말 세상을 바꿔나가고 있구나!” 이번 호 특집으로 나온 스마트시티 역시 공
간정보가 없다면 절대로 구현하지 못할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조금 더 공간정
원고 및
독자의견 보내실 곳

보 산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발전 방향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공간정보> 매거진 편집국

02-2090-675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6-1길
퍼스텍 빌딩 7층

nacucu@naver.com
* 원고를 보내주신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
독자의견을 보내주신 분께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권을 지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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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나•세종특별자치시
공간정보 포럼의 기사들을 즐겨보는 측량기사입니다. 공간정보와 연관된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을 들을 수 있는 공간정보 포럼은 저에게 또 다른 통찰력을 주는 기사들입니다. 이번 호에
도 소통과 공간정보를 엮은 기사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소통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공간정
보 산업 종사자로서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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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홍식 성균관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자율주행차의 라이다 3차원 센서 기술 동향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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