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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여 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의 움직임은 지표 위의 공간에 제한됐다. 때문에 위치정보에 대
한 연구도 정확한 위치를 측정하거나, 위성과 통신하며 움직임을 표현하는 데 집중됐다. 덕
분에 지금의 내비게이션과 같은 위치 정보 기술이 탄생했다.
그러나 과학과 기술이 눈부시게 발달하면서 사람들의 움직임은 더 넓어졌다. 땅위로 높은 건
물이 들어서고 공중공간, 땅속, 바다 속까지 보다 입체적인 움직임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

공간정보에
3D시대가 오고 있다

리정보, 공간정보도 평면이 아닌 위 아래로 확장된 입체적인 움직임을 표시해야 한다.
지금까지 x, y의 좌표값으로 표현됐던 지리정보는 말 그대로 한 차원을 더 표시해야 한다. 평
평한 바닥 위의 한 점을 표현하는 2D 정보가 아니라, 공간을 가로지를 수 있는 3D 입체 공간
정보가 필요한 시대가 도래했다.

4차 산업혁명이 전세계적인 화두가 된 지금, 3D 지도의 활용방법
은 무궁무진하다. 자율주행차량, 드론, AR, VR, 혼합현실 등 최
첨단 기술의 바탕에는 3D 공간정보가 깔려 있기 때문이다. 그래
서 3D 공간정보를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라 부른다. 3D 공
간정보는 교육, 훈련, 관광, 문화 등 다양한 콘텐츠적인 활용이 가
능하여 다른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
리의 3D 공간정보가 가야 할 길은 멀다. 2016년에야 브이월드를
비롯한 3차원 국가공간의 정보 개방이 이루어졌고, 다부처가 공
동으로 기획하는 공간정보 융복합 연구도 이제야 본격적으로 지
원된다. 이번 공간정보 매거진에서는 3D 지도의 활용 현황과 과
제, 그리고 나아가야 할 바를 짚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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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지도
입체 공간정보가 밝히는 미래
2014년 개봉한 영화 ‘22 점프 스트리트’에는 세계적인 명소가
나오지만 영화 제작팀은 실제로 그곳에서 촬영을 진행하지 않았다.
배우는 실내에서 몸만 움직이는 연기를 하고 3D 공간정보
미국의 시장조사업체 가트너는 매년 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데이터베이스를 배경으로 사용하였을 뿐이다. 이 방법으로
현지 로케를 했을 때 3주일이나 걸릴 촬영이 1일만에 해결됐다.

2013년 12월 아마존은 택배 드론 ‘프라임 에어’를 발표해

2016년 5월 자율주행을 시험 중이던 승용차가

10대 전략기술 트렌드(Top 10 Strategic Technology Trends)를 발표한다.

세상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대문 앞으로 드론이 날아와 물건을

고속도로 교차로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던 트레일러와 충돌해

이 전략기술은 막 도입 단계를 벗어나 영향력과 용도가 확대되고 있는

내려놓는 장면은 우리를 매혹시켰다. 몇 년만 있으면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혁신 잠재력을 갖춘 트렌드다. 그런데 최근 2년간 가트너는

거리 곳곳에 드론이 날아다니고, 드론이 이 세상을 지배할 듯 보였다.

제조업체 측은 오토파일럿 시스템이 햇빛과 트레일러의

디지털 트윈(Digital Twin)을 전략기술 트렌드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드론 기술의 발달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흰색을 구분하지 못해 사고가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트윈은 현실과 똑같은 가상공간을 디지털로 만들어내

정밀하게 제작된 3D 지도가 없는 상태에서 복잡한 도시를

하지만 전문가들은 카메라에 의존해 자율주행하는 바람에

시뮬레이션하는 기술이다.

날아다니는 드론은 언제, 무엇과도 충돌할 수 있는

운전자가 사망했다고 진단했다. 또 정확한 도로 정보가 탑재된

바로 세상을 3D로 복제하는 것이다.

위험한 물체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3D 지도가 있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평소에 방향감각이 약해 지도 어플리케이션을 애용하고 있는
최근 김은미 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당했다. 지하쇼핑센터에 약속을 잡고 어플리케이션을 따라

싱가포르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싱가포르 전 국토를 3D 가상현실로 구현하는

길을 찾아가다가 지도가 갑자기 먹통이 된 것이다. 평소에 세세하게 자신의 위치와

‘버추얼 싱가포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건물, 인프라, 녹지 등

가야할 길을 알려주던 지도가 지하에 들어서자 엉뚱한 곳만 가리켰다.

도시 생활의 모든 측면을 가상환경으로 재구성하여 도시 운영 및 계획 전반에

지나가는 직원의 도움으로 길을 알아내긴 했지만 지도 어플리케이션만 믿다가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싱가포르는 도시에서 발생하는

은미 씨는 약속 시각에 20분이나 늦고 말았다.

각종 데이터를 활용해 도시 변화에 따른 다양한 구성 요소들의 변화를 시험해 볼 수 있어
도시를 가장 안전하면서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설계해 나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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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공간정보, 미래의 신성장동력이 되다
장인성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공간정보 분야 PL

3D 맵에 대한 전문가 3인의 지상 대담

서울특별시에서 제공하고 있는 3D 입체 지도

talk about

3D MAPS

소수현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조병철
동아방송대
영상제작과 교수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싱가포르는 트윈을 통해 도시계획과 도

난사고 예방 및 처리에 활용될 경우 실제 환경과의 오차를 줄일 수 있

시분석에 3D 공간정보를 구축하는 한편, 국가 브랜드 가치도 높이

을 것입니다.

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공간정보 산업
을 지정하여 진흥하고 가상현실, 혼합현실용 실감형 콘텐츠 산업 육

소수현• 우리나라에서도 3차원 공간정보 시스템을 도입한 곳들이

성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습니다. 서울, 대전, 대구 등 대도시의 경우 이미 3D 공간정보를

실감형 콘텐츠 활용 및 확산을 위해서는 가장 기반이 되는 기술이 바

제공하고 있으며, 국가공간정보 오픈플랫폼(V-WORLD)을 통해

로 공간정보, 3D 공간정보입니다. 실감형 콘텐츠 활용 분야의 대부

3D 공간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가 개발 중입니다. 소방 방재

분은 실제와 같은 실세계 환경을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분야에서는 실외 3D 지도 부문에서 어느 정도 진척이 있습니다. 재

필연적으로 3차원 건물, 거리, 지형과 같은 공간정보를 사용하는 수

난방재의 위험도를 나타내는 위험지도 및 생활안전지도, 소방출동

요가 있습니다. 세계 주요 국가가 서둘러 3차원 공간정보를 구축하

지원을 위한 교통정보시스템 등에 3D 공간정보가 활용 중입니다.

는 것도 영화, 게임, 관광, 가상훈련, 재난안전, 도시계획 등 다양한

다만 3D 실내 공간정보에 대해서는 이제 연구가 시작되고 있는 분위

산업에서의 3차원 공간정보 활용가치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입니다. 화재, 붕괴 등의 재난이 발생한 건축물의 3D 공간정보는
인명구조, 화재 진압 등 유사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평

조병철•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스마트 도시 구축을 위해 지적 및

상시 유지관리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건설 측량, 시설물 안전점검, 교통 처리 시스템, 드론 기술, 3D 모델

•대담자 : 장인성(한국전자통신연구원 공간정보 분야 PL)

3D 공간정보의 활용을 위해서 우리의 3D 공간정보 개발 현황과 과제는 무엇

소수현(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인지 짚어 볼 필요가 있다. 이번 공간정보 매거진 지상 대담에서는 공간정보 전

조병철(동아방송대 영상제작과 교수)

문가와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소방방재, 영상콘텐츠

•일 시 : 2018. 03. 03. ~ 2018. 03. 21.
•진 행 : 공통 질문에 응답 후 내용 교환 방식
•정 리 : 편집실

링과 매핑을 활용해 3D 지도를 적극 도입하고 관련 데이터베이스

조병철• 문화 콘텐츠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문화재청과 각

(Database)를 구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3D 지도는 기존 2D 지

지자체들이 3D 문화 콘텐츠를 경쟁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3D

도보다 스마트 도시 구축이나 도시재생사업, 부동산과 관광 서비스,

와 결합된 문화 콘텐츠는 공간에 대한 역사성과 정체성을 보장함과

스마트 농업 등 다양한 첨단 산업과 연계성이 강합니다. 또, 효율성,

동시에 여가활용과 문화재의 자산 가치 극대화에도 많은 기여를 할

정밀성, 신뢰성을 바탕으로 해양 조사, 지진 감지와 대응 등 각종 재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강북, 수원의 화성, 제주도, 경주, 안동
역사적인 도시를 중심으로 3D지도를 만드는 작업을 한다면 시대별
로 변화된 도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시행정 및 문화재 담

전문가가 모여 3D 공간정보의 활용 방안과 3D 공간정보가 그리는 미래의 모

당부서는 이러한 공간정보를 이용하여 역사경관 관리체계를 정비

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하고 역사적인 가치를 디지털 헤리티지(Digital heritage)로 기록
하여 역사적인 자산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후손들과 해외 관광
장인성• 최근 들어 가상현실 기기의 확산 및 산업 발전과 맞물려 세계적으

객들에게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로 실감형 3D 콘텐츠 시장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고정밀 3D 공간정보 수요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로 서울의 덕수궁, 창덕궁, 경복궁 주변

가 확대됨에 따라 세계 주요 도시들도 3D 도시정보 구축 경쟁에 나서고 있는

길, 종로 피맛골, 인사동, 북촌한옥마을, 서촌한옥마을과 같은 역사
대구광역시에서 제공하고 있는 3D 입체 지도 ‘대구 3D 지도’

적 명소들을 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조선시대나 근대와 같은 시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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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다층적인 사건의 흔적들을 도시 경관과 함께

조병철•

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근 공간정보와 부동산 관련 기

보여 준다면 훌륭한 문화 콘텐츠로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깨끗하고 정밀한 3D 공간정보
모델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업들이 VR 등을 활용해 새로운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

함께 8K급 이상의 360 VR 관광영상과 몰입형 오디오(Immersive

audio)를 이용한다면 이용자는 3D 지도를 통해 세계 어디든지 여행
하는 현장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유럽의 여러

다. 이러한 입체적인 공간정보는 추후에 커뮤니티로 발전할 가능
성이 있습니다. 공간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공간을 공
유하는 사람들 간 소통이 이루어져, 지역 사회에 긍정적 상호작용

나라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 독일의 베를린, 스

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페인의 바르셀로나, 체코 프라하 등은 실감형 영상을 구현하여 홍보

소수현• 여러 부처가 함께 힘을 모은다고 하니 정말 다행스럽습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니다. 3D 공간정보는 그 자체보다 여러 다른 분야와 결합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배가된다고 봅니다. 소방방재 분야의 경우에도 자

장인성• 이처럼 발전 가능성이 높은 3D 공간정보의 개발을 위해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 주변 3D 입체 지도(출처 : 에어파노)

서는 요구되는 조건들도 많습니다. 현재의 구축된 3D 공간정보는

장인성• 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3D 공간정보와 실감형

동차와 자율주행기술, 그리고 교통제어가 결합된다면 화재진압,

콘텐츠가 융복합한다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

응급구조를 위하여 출동하는 소방차 등 긴급차량이 최적의 출동

간정보가 다양한 콘텐츠와 용이하게 결합될 수 있도록 표준화화

를 요구하거나 빠른 갱신을 요구하는 다른 수요처에서 활용하기 위

지만 특정한 한두 기관의 힘만으로 실현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때문

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관할 구역의 고정밀 3D 지도

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합니다. 더불어 공간정보 전문가가 아니라

해서는 개선해야 할 여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공간정보 갱신에는

에 지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산업통

를 통하여 소방대원의 재난 예방활동 및 소방차 진입가능 도로 확

도 이를 충분히 응용할 수 있도록 기술협력도 방안도 함께 연구해

시간이나 노력이 많이 투여되기 때문에 이를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4개 부처가 공동 기획하는 ‘실감형 3D

인 등과 함께 소방대원의 출동 훈련에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

야 합니다.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공간정보 갱신 및 활용지원 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를 한국전자통신

으며, 일반 국민의 재난 대응훈련 등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연구소에서 진행하였고,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총

국토정보관리에는 유용하지만, 실사와 같은 고품질 3D 공간정보

낼 수 있는 공간정보 모델링 및 갱신 기술이 요구됩니다.
소수현• 이러한 점에서 최근 브이월드의 공유 플랫폼이나, 서울

416억 원의 투자계획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

장인성• 3D 공간정보를 활용할 분야로 가상훈련도 많이 논의가

시의 소방안전지도, 대구의 3D 지도 등은 좋은 공유 모델이 될 것

조병철• 한편으로는 건축공학, 도시공학, 영상공학 전문가들과

공간정보 기반 실감형 콘텐츠 융복합 및 혼합현실 제공 기술’ 개발을

이루어졌고, 개발이 기대되는 분야입니다. 비행기 조종, 자동차 운

으로 기대가 됩니다. 브이월드에서 공간정보를 공유하고 난 후 공

관련 정책 담당자들은 3D를 활용한 기술의 경제적 가치에만 집중

위한 연구와 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부처 공동기획인 만

전 등과 같이 기능적인 가상훈련 분야뿐만 아니라 지진, 해일, 홍

간정보를 활용한 콘텐츠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현상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사실 부정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

큼 올해 예산도 75억 원 가량 배정되어 있습니다.

수, 화재 등과 같은 재난 가상훈련에서 실제 지형물을 배경으로 현

으로 볼 수 있지요. 한편 실내 공간에 대한 공간정보는 여전히 숙

제기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찍이 여러 철학자들은 미디어가

실과 같은 가상훈련 콘텐츠를 활용한다면 훈련 효과가 배가될 뿐만

제입니다. 실내 공간 3D 지도는 BIM(Building Information

발달함에 따라 각종 범죄에 악용될 여지가 있다는 경고하였습니

아니라 실제 사건·사고 발생 시에도 지휘통제나 현장 시뮬레이션

Modeling) 등을 통해 소방설비 유지관리나 안전예방 활동 등에

다. 예를 들면 관음증과 같은 것이지요. 누군가를 몰래 응시하고자

장인성•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그간 3D 공간정보 활용 콘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의 대피로, 피난로 등을 보다 현실

하는 인간의 욕망이 범죄의 형태로 촉발될 수 있습니다. 사생활 침

“우리 정부에서도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3D 공간정보 산업을 지정하여 진흥하고
가상현실, 혼합현실용 실감형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츠 분야에서 공간정보를 활용할 때, 중복 투자가 문제가 되어 왔습

성 있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화재 진압 시에도 구조활동 및 소방

해와 같은 사건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러

니다. 3D 공간정보 활용 콘텐츠 제작의 기초가 되는 3D 공간정보

대원 안전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부분에 대한 안전장치가 함께 고려되어야 함에도 이 부분에 대

를 개발자가 자체 구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것이지요.

한 논의는 부족해 보입니다.

기본적인 지형정보뿐만 아니라 각 콘텐츠가 담아야 할 개별적인 내

조병철• 문화 콘텐츠 분야에서도 3D 공간정보가 융합된다면 그

용이 달라서 발생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과도한 중복

용도는 무궁무진 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영화나 게임 등에 공간

소수현• 3D 공간정보의 단점도 적절하게 해소할 방안을 찾아야

투자로 콘텐츠의 경쟁력을 떨어뜨렸다고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정보가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최근 트렌드인 VR이나 AR 등에 활

겠지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러한 3D 공간정보가 앞으로 대한

용될 수 있는 실감형 콘텐츠로 제작되어 문화 콘텐츠 시장을 더욱

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경쟁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모두

풍성하게 만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새로운 커뮤니티 구성 등

동의하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연구하고 있는 재난안전 분야는 물

조병철• 그 뿐만이 아니라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깨끗하고 정밀한 3D 공간정보 모델 데이터가 필요합니
다. 또한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최신 3D 공간정보를 탑재해

소수현•

두 3D 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공간정보의 경량화도 수반되어야 합니

“가볍고,쉽게 응용할 수 있는
고정밀 3D 실내외 공간지도를
구축해 주었으면 합니다.”

할 것입니다. 또, 3D 공간정보를 구축하는 분야에서도 가볍고,쉽

다. 3D 공간정보 자체가 너무 무겁고 복잡하면 이를 응용하여 제
스페인의 사그라다 파밀리에 성당 입체 지도(출처 : 에어파노)

론이고, 문화콘텐츠, 정보통신기술 분야 등 관계된 분야에서 모

작하는 콘텐츠도 함께 무겁고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3D 공

게 응용할 수 있는 고정밀 3D 실내외 공간지도를 구축해 주었으
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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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요건이었다. 따라서 3D 지도의 기초가 되는 토지에 대한 지적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는

입체 지적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

실현가능성에 달려있으며,

무엇보다도 ‘안전한 운행’의

Writer. 신국미(청주대학교 지적학과 교수)

정보도 입체지적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시대에 맞지 않는 현행법
아쉬운 점은 현행법이다. 입체지적에 대한 중요성이 커져가고 있는

안전한 운행은 자동차기술의 발달뿐만

요즘, 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입체지적이

아니라 3D 지도의 완성에

아닌 2차원의 평면지적 관련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 성패가 달려있다고 해도

산업과 과학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인간의 생활공간은 토지의

과언이 아니다.

지상이나 지하를 복합적으로 이용하는 방향으로 급속히 확장되고 있
다. 또한, 우리 사회가 정보화 시대로 빠르게 변화하면서 여러 분야에
서 토지의 2차원적인 정보 이외에 지상과 지하에 설치된 공간적인 시설
물까지 등록하는 지적제도를 요구하고 있다. 바로 입체지적인 것이다.
하지만 현행 지적공부상에 등록된 토지정보는 토지의 지표에 국한
된 경계, 지목, 면적 등의 기본적인 정보만이 등록되어 있으므로 지
적도면 정보로 볼 때 토지의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
예를 들어보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서울역, 영등포역의 경우
지표는 철도로 이용되고 있으나 지상은 철도역사와 쇼핑센터가 혼
합되어 있다. 지하는 지하철의 지하철도로 이용되어 혼합된 토지
이용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적공부상 지목은 철도용지로만 표시
되어 있다.
민법 또한 이런 입체적인 공간 활용을 규정하고 있다. 제212조에서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
다”라고 함으로써 지표뿐만 아니라 지상·지하에도 토지소유권의 범

자율주행차의 성패, 3D지도에 달려있다

성에 달려있다.

다. 지적이란 국가가 그의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영토를 필지 단

위를 인정하고 있으며, 토지의 입체적 활용을 보장하기 위해 1984년

2016년을 시작하며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안전한 운행’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 글에서 이야

위로 구획하여 1필 토지에 관한 정보를 조사·측량하여 공적장부

의 민법개정에서 구분지상권제도를 신설하였다. 민법 제289조의 2

Forum)은 향후 세계가 직면할 화두로 ‘4차 산업혁명’을 제시했다.

기하고자 하는 3D 지도이다. 안전한 운행은 자동차 기술뿐만 아니라

인 지적공부에 등록함으로써 토지의 물리적 현황과 소유관계를

제1항 전단은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그 이후 4차 산업혁명은 마치 유행어처럼 회자되었고 사회 각 분야에

3D 지도의 완성에 그 성패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3D지

공시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지적정보는 토지에 대한 공간정보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

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도 속에는 도로·빌딩·나무 등의 물리적 위치 정보, 도로표지판과 신

중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정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

여 공중권과 지하권을 인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역시 4차 산업혁명의 사업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사업에 그

호 정보, 속도제한 등 자율주행차가 준수해야하는 규제 정보 등이 다

적제도는 토지에 관련된 평면적인 단순한 정보만을 제공할 수 있

그러나 지적공부는 이런 시대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구분지

정책역량을 집중시켰으며, 그 일환으로 국토교통부는 2022년까지

층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정보가 정확하지 않으면 자율주행자동차

는 형태로 되어 있어 이와 같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상권과 관련하여 현행 지적공부는 그 권리와 관련된 객체를 표시할

운전석에 사람이 필요하지 않은 완전 자율주행의 레벨4 혹은 레벨5

는 안전성에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된다. 대한민국 정부는 2020년까지

있는 실정이다.

수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공시제도는 지적제도와 등기제도

를 달성한다는 목표 하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우리의 기술 수

정밀 도로지도를 구축한다는 목표 아래 2017년까지 1351km 정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로서 위치기반의 공간정보(지적정보)

의 이원적 체계를 취하고 있다. 지적제도는 토지의 물리적 현황의 공

준은 정해놓은 속도를 유지하면서 앞 차량이 속도를 늦추면 감속하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2018년에는 주요 간선도로 1700km의 정보

가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2016년에

시를 주요기능으로 하는 반면, 등기제도는 그러한 토지의 권리관계

고 차선 이탈을 감지해 막는 “레벨2” 수준이 상용화되어 있다.

를 추가로 완성하기로 하였다.

출시되어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던 스마트폰 게임 ‘포켓몬 고

를 공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등기부에 공시되는 권리의 객체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는 무엇보다도 ‘안전한 운행’의 실현가능

그러나 지적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3차원 지적이 실현되지 않고 있

(Pokemon Go)’ 역시 위치기반 게임으로서 지도서비스가 절대

가 되는 토지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의 토지를 기초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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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체공간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에 토지소유권의 상하범위가 확정되어야 한다.

현행제도와 같이 지표면에 근거한

셋째, 지목에 대해서도 현재의 지목은 지표에 한정하여 등록하도록

평면필지의 개념이 사라지고
3차원 측량을 통한 입체적인 경계로

되어 있으나 지표뿐만 아니라 지상과 지하공간에 대해서도 토지이용
에 따라 지목을 부여하는 입체지목을 도입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목
을 지표지목, 지하지목, 지상지목으로 분류하여 현재의 28개 지목으

구획된 입체필지가

로 그 토지의 용도를 표시할 수 없는 경우, 지상지목으로서 고가도로,

기본등록단위로 구획되어야 한다

고가철도, 고압송전탑 및 송전로 등과 지하지목으로 지하터널, 지하
건축물, 공동구, 지하주차장, 지하철도 등 새로운 유형의 지목도입도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지번에 대해서도 현행 법제는 지표를 중심으로 지번을 부여하

입체지적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할 때

도록 입체등록을 해야 한다. 입체등록은 하나의 필지에 대한 구분소

고 있으나 공중과 지하에 대해서도 지번의 도입이 필요하다. 입체지

우리나라의 공간정보 관련 법률은 ‘국가공간정보기본법’, ‘공간정보

유권과 구분지상권 등을 표현하기 위하여 3차원 지적측량을 실시하

번이란 1필지의 수직적 소유권에 따르는 구분을 위해 붙이는 번호를

산업진흥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있다. 이

여 공간상에 x, y, z로 객체를 표현하여 등록한 것이다. 이러한 입체

말하는 것으로서 토지의 상하에 대해서도 지번을 부여한다.

들 공간정보 3법은 기본법을 중심으로 하나의 축이 공간정보의 구

공간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현행제도와 같이 지표면에 근거한 평면필

다섯째, 기존의 지적측량은 평면필지를 기준으로 토지에 대한 물리

아쉽게도 구분지상권의 경우 등기부에는 그 권리가 미치는 토지의

축 및 관리를 다른 하나가 공간정보산업을 담당함으로써 서로 연계

지의 개념이 사라지고 3차원 측량을 통한 입체적인 경계로 구획된 입

적 현황을 등록·공시하기 위한 지적측량이었으나 입체지적 등록을

지하 또는 지상공간의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등기하지만, 지적공부

되어 공간정보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시너지 효과를 얻고자 하는 데

체필지가 기본등록단위로 구획되어야 한다.

위해서는 입체필지를 위한 3차원의 입체지적측량이 이루어져야 한

에는 평면적인 2차원 등록사항만을 표시하게 된다. 이런 규정 때문

목적이 있다.

에 구분지상권의 객체가 되는 토지의 상하범위가 지적공부에 존재하

국가공간정보의 기반이 되는 것은 국토 즉 토지다. 1필 토지에 관한

나. 등록사항의 개정

지 않는 모순이 발생한다. 즉, 국가의 공적장부로서 1필 토지의 정보

정보는 지적공부에 등록하여 공시되는데, 토지의 등록·공시에 관한

이를 위해서 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와

는 지적공부에 등록되어야만 보호받을 수 있는데, 지적공부에 등록

일반법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다. 따라서 공

제64조 내지 제68조의 등록사항에 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미래를 준비하는 공간정보, 3차원 지적

되지 않은 공중권, 지하권 등 또한 권리를 인정한 셈이 된다.

간정보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위치기반의 국토공간

것을 제언한다.

2차원 지적이 가지는 문제점 내지 3차원 지적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이와 같이 현행 법제가 지표를 중심으로 지적정보를 공시하도록 한

정보의 구축 및 지속적인 관리가 선행되어야 한다. 기존의 측·수·지·

첫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0호의 “토

서는 그동안 충분히 논의되어 왔으나 이에 대한 기술적·제도적인 방

이유는 과거 종이 지면에 수기로 지적공부를 기재하였던 아날로그

법(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지”의 표시를 “토지에 관한 정보”의 표시로 개정하고 그 등록사항의

안의 마련은 지적학계의 남겨진 과제다. 4차 산업혁명이 시대의 화

공시방법의 한계 때문이다. 지적공부를 종이 지면에 기재하는 방식

등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변경한 것도 이러한 연계의 일환으로 보인

범위를 2차원 지적의 등록사항에서 3차원 지적인 공간정보를 나타

두로 던져진 지금, 위치기반의 공간정보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 없

은 복잡한 입체적 공간이용을 공시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다. 그러나 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제명만

낼 수 있는 토지정보의 표시사항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으며 이를 위해 입체지적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은 시급한 과제라고 아

뿐만 아니라 개인이 이를 확인하는 데도 혼란이 초래될 수 있었다. 그

을 변경하였을 뿐 규정 내용은 기존의 측·수·지·법과 마찬가지로 지

둘째, 지표면을 중심으로 평면적으로 이해하는 현재의 평면필지개

니할 수 없다. 입체지적 도입을 위한 법 개정에 관한 기존 논의에서

러나 컴퓨터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사회에서는 입체적 공간이용을

표를 중심으로 한 토지의 표시사항만을 등록했다. 2차원의 평면적인

념에서 1필 토지에 대한 공간상의 정보를 등록하기 위해 x, y, z 위

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과 별개로 「입체필지의

공시할 수 있는 방법과 기술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며, 이러한 입체적

지적정보만을 규율하고 있을 뿐 3차원의 입체적인 공간정보를 담지

치 정보를 갖는 입체필지개념을 도입하여야 한다. 따라서 경계표시

등록 및 정리 등에 관한 규정」과 「입체필지등록부」를 마련할 것을

공간이용에 대한 수요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의 지적공부도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실제 입체적 토지이용현황을 공시할 수

제안한 바는 있으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개

정부의 정보전산화처리방침에 의해 전산으로 입력 처리되고 있다.

있도록 다음과 같이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을 통해 입체지적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없었다. 필자는 ‘공간

다. 따라서 기존의 평면필지 중심의 지적측량개념은 입체지적측량
개념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동법이 부동산

따라서 기술적으로는 이미 디지털에 의한 입체지적의 기반이 준비되
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행하지 않는 것은 복합적인 입체공간

가. 입체등록

의 물리적 현황을 공시하는 일반법이라는 측면에서 지적정보의 패러

에 대한 이용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권리관계 및 공시체계의 도입

구분지상권의 객체를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사항을 개정하고 지적도

다임 전환의 계기로 삼고 더불어 위치기반의 공간정보가 중요시 되

방안과 법률의 개정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입체지적 도

의 도면을 3차원의 입체도면으로 구성하며, 토지의 지하시설물, 지

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공간정보산업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

입을 위한 법률 개정이 시급히 요구된다.

상의 건축물 및 공중의 송전탑, 고가도로, 시설물 등을 등록할 수 있

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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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포럼Ⅰ

1

지도와 모형에 의존한 상상은 이제 그만
모델하우스, 직접 체험하는 세상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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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립 타입들에 대한 모형, 셋째는 아파트 단지 전체 모

연간 모델하우스 비용

형도다.

4천 억 원 이상,

모델하우스 건립세대에 대한 건립비용은 한 타입 당 약

3차원 공간정보로

7천만 원 내외다. 비용이 크다 보니 실제로 분양하는 타

불필요한 지출을 막는다.

입은 10~20가지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 약

30%만 건립하여 고객들에게 보여준다. 그리고 실제로

Writer. 전승훈(주식회사 브릴라 전략기획담당 이사)

건립하지 못하는 비건립 세대는 모형으로 제작한다. 이

비용을 치르지 않게 될 것이다.

것도 각 타입별로 약 700만 원 내외의 비용이 소요된다.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 한 3차원 공간정보와 완벽한 상호

모델하우스 중앙에 전시되는 대형 단지 모형의 제작 비

작용이 가능한 3D 가상현실을 실내 모델하우스에 결합

용은 약 2억 원 내외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연

하면, 소비자들은 가상현실 기기를 착용하고 내가 들어

간 최소 300건 이상의 분양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분

가 살고 싶은 동 호수를 선택하고 체험하면 된다. 소비자

양용 모델하우스에 들어가는 비용만 연간 4천억 원을 상

들은 가상현실 속에서 집안 구석구석을 둘러보며 침실

회하게 된다.

에서 한강이 보이는지, 앞 동의 어느 곳이 시야를 가리는

3차원 공간정보와 가상현실 기술이 없던 시절에는 이러

지, 아침에서 저녁까지 채광은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할

한 모형들이 대안이 될 수밖에 없었다. 한 집 한 집을 모

수 있다. 이 경우 건설사들은 각 호수별 가격을 더욱 다양

두 보여줄 수 없으니 어쩌면 그 방법이 가장 현실적인 대

화 할 수 있고 구매자들은 복불복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책이었다. 사람들은 이러한 모형들을 바라보면서 실제

책정된 가격으로 집을 구매할 수 있다.

내가 살 집과 아파트 단지 모습에 대해 상상해야 했다. 그

언뜻 생각하기에 이와 같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세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재화는 완성된 형태로 판매

핵심 요소가 된다는 말은 더 이상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

러나 앞으로는 더 이상 우리에게 그러한 수고롭게 상상

는 엄청난 투자를 해야 할 것처럼 보인다. 3D 지도는 물

되기 때문에 물건을 눈으로 확인하고 구매한다. 심지어

다. 이러한 요인들 때문에 부동산 업자들은 일반적으로

할 필요가 없을 것이며, 건설사들도 모델하우스에 높은

론이고 고도에 따른 시선, 태양의 이동에 따른 엄청난 촬

자동차, 청소기, 안마의자 등은 구매하기 전에 시승하는

아파트 고층을 저층보다 비싸게 분양한다. 경관이 좋으

등 실제로 사용해보기까지 한다. 그런데 새롭게 건설하

니 더 비싼 값을 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충분하지

는 거주 공간은 이것이 불가능하다. 공교롭게도 개인들

않다. 같은 층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살게 될 집이 어떤 방

이 구매하는 재화 중 부동산이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고

향에 있느냐에 따라서도 그 가치는 확연하게 차이가 난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완공 후 이것이 어떤 편익을

다. 같은 아파트라 하더라도 남향, 남동향, 남서향 등 방

제공할지 제대로 확인하지도 못한 채 구매를 결정한다.

향에 따른 조망은 다를 수밖에 없다. 사실상 모든 집의 가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모델하우스를 건축하고

치가 조금씩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있지만, 이 또한 지어지는 아파트 중 극히 일부만을 보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정확한 실측에 기

준다. 대부분의 경우 인형의 집처럼 생긴 단순한 모형과

반한 3차원 공간정보다. 실제로 당사(브릴라)는 공간정

평면도에 의존해 판단해야 한다. 단독주택의 경우 이마

보산업진흥원의 3차원 데이터와 실내 가상현실 모델하

저도 불가능하다.

우스를 결합하여 가상현실 주거 체험 소프트웨어를 개

특히 주거 공간의 경우 실내뿐만 아니라 거실, 침실 등 각

발했다. 이를 이용하면 아파트 설계단계에서 이미 특정

각의 공간에서 바라보는 외부 경관과 채광 정도, 앞 동이

집에 실제처럼 들어가 볼 수 있고 그 집안 어디에서도 외

어느 정도 시야를 가리는지 등이 실제 생활에서 매우 중

부 경치가 어떠한지 정확하게 체험할 수 있다.

요하게 작용한다. 실제로 몇몇 아파트나 주택의 경우에

한편, 우리가 방문하는 모델하우스는 세 가지로 구성되

는 건축된 이후 내부보다 외부 경관이 집값을 결정하는

어 있다. 첫째는 실제로 건립하는 건립세대, 둘째는 비

그림 1 . 3차원 공간정보와 가상현실 모델하우스의 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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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 모델하우스의 현재와 미래: 비건립 세대, 조경 및 주변 환경을 3D 컨텐츠로 구현
현재 : Off-line

미래 : Off-line + VR

19

이 미래 모델하우스의 모습이 될 것이다.

가상현실 체험이

더욱 흥미로운 점은 건설사들은 아파트 단지를 모두 가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상현실로 구현해 놓는다면, 그 소프트웨어를 분양 후 부
동산 플랫폼에 재판매하여 수익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이

건립세대

다. 오프라인 모형은 모델하우스가 철거되면 재사용 가

기존 주택을 거래할 때도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치가 없지만 온라인 콘텐츠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비건립세대

조경 및 커뮤니티

사실상 시행, 시공사 입장에서 모델하우스 원가를 대폭

형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비용상의 문제로 모델하우

절약할 수 있다는 의미다.

스를 건립하지 않던 소규모 주택, 오피스 분양단지에서

이러한 비즈니스가 가능한 이유는 가상현실 체험이 부

도 이제 가상현실로 모델하우스 건립할 수 있다.

동산 중개업소에서 기존 주택을 거래할 때도 유용하게

마지막으로 건축 설계 과정을 효율화할 수 있다. 세계 건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구매자들은 매물로 나

설 시장은 약 10조 달러에 달한다. 이중 약 13%가 설계

온 모든 집을 일일이 방문할 수는 없다. 발품도 한두 집이

오류로 인한 재건설 비용이다. 이는 설계 과정에서 충분

나 가능한 것이지, 수십 가구를 한 번에 살펴본다는 것은

한 시뮬레이션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설계

불가능에 가깝다. 가상현실 소프트웨어로 외부 전경 등

과정에서 채광이나 경관 등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다.

을 최대한 확인한 후 꼭 필요한 집만 방문한다면 시간과

이를 도면과 수치에만 의존해서 해결하기에는 현실적인

노력을 대폭 절약할 수 있고, 부동산 중개업자들도 끊임

어려움이 있다. 3차원 공간정보를 이용한 설계단계의

영 등이 수반되어 수많은 개발자들이 장기간 개발하여

싶어 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아무리 소비자의

없이 방문 가능여부를 묻는 전화를 돌리거나 초인종을

가상 시뮬레이션을 해 본다면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

야 비로소 3차원 모델하우스를 제작할 수 있어 보인다.

편익이 좋다고 해도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어 하

누를 필요가 없다.

고, 재건설 비용 축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

하지만, 이런 작업은 드론 한번 띄우지 않고 가능하다.

지 않는 것이다.

둘째, 건설사들과 모델하우스 제작업체들 간의 관계다.

라 여러 설계사들이 설계도면을 가상현실로 구현한 건

실제로 <그림1>은 필자가 거주하는 여의도 모 아파트를

우리가 모델하우스를 방문하면 곳곳에 게시되어 있는

신기술 도입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편익을 늘어나게 되

물에 동시에 접속해 가상건물에서 채광, 경관, 내부 구조

30층 아파트로 재건축 했을 때를 가정하여 제작한 콘텐

안내 문구가 있다. 바로 “본 모델하우는 전시용으로 실

면 모델하우스 관련 시장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 신기술

등에 대해 실시간으로 토론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미국

츠다. 집의 거실에서 63빌딩과 한강이 보이고 있음을 한

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는 것이다. 이 문구는

이 도입될 때 흔히 발생하는 저항이다. 그러나 가상현실

등 선진국에서 이미 설계 단계에서 가상현실 기술을 도

눈에 알 수 있다. 이는 건설업체들이 재건축 사업 조합원

건설사들이 책임 소지를 피하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내

로 거주 공간을 체험해 보는 것은 시대의 큰 방향이라고

입해 사용하기 시작한 이유다. 실제로 이 분야의 소프트

들을 대상으로 사업 소개를 할 때도 활용할 수 있으며, 모

놓은 조치다. 만약 이 문구가 유효하다면 가상현실 모델

판단한다. 기존 모델하우스 제작 업체들도 가상현실 콘

웨어를 개발하고 있는 미국의 스타트업 IrisVR은 낮은

델 하우스에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 비용적인 부분

하우스에서도 충분한 사전고지를 하면 된다. 그렇게 된

텐츠 업체들과 연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사업

그래픽 수준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는 등

에서도 약 10~20억원이 소요되는 오프라인 모델하우

다면 고객들이 지금보다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고 지금

을 변경해 나가는 것이 좋은 대안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높은 사업성을 인정받고 있다.

스에 비해 2~3억원이라는 적은 비용으로 개별세대의 내

보다는 나은 합리적 가격 체계를 가져갈 수 있다.

셋째, 3차원 공간정보에 대한 빠른 업데이트가 필요하

누구나 남들보다 앞서 어떤 일을 먼저 하는 데에 대한 두

부를 보여 줄 수 있어 효용은 비교할 수 없이 크다.

뿐만 아니라 후분양제가 확대된다면 건설이 80%가까

다. 현재 공간산업진흥원에서 제공하는 3차원 공간정보

려움이 있다. 전례가 없는 일을 처음 하는 것에는 의심이

그렇다면 현실적인 문제는 무엇일까? 현재의 기술력으

이 끝난, 즉 설계도가 확정된 상황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는 전국 59개 도시에 불과하고 이 또한 3~4년 전에 제작

뒤따른다. 사업가들이나 투자자들, 정부 인사들이 모두

로 구현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문제가 있다면 이를 받

발생하지 않는다. 현재와 같은 체재에서는 후분양제를

된 데이터다. 물론 이미 3차원 공간정보가 주요 대도시

마찬가지다. 특히 투자자들이나 정부 인사들은 미국이

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회 시스템’이다.

하더라도 건설이 80%정도 진행된 상황에서 분양을 시

들을 커버하고 있고, 필요할 경우 일정 건물 등만 추가하

나 유럽의 성공 사례들을 제시한 후에나 그제야 고개를

첫째, 우리나라는 선분양 제도가 중심이다. 따라서 분

작하기 때문에 현장 방문은 불가능하다. 여전히 모델하

여 사용할 수 있지만 원활한 활용을 위해서는 빠른 업데

끄덕이며 고민하기 시작한다. 3차원 공간정보라는 보물

양 당시의 설계 계획이 실제 건설 과정에서 다소 변경되

우스는 필요하고 가상현실 시스템이 충분히 그 대안이

이트가 필요하다.

은 이러한 의심들로 인해 묻히거나 사업화에 때를 놓치

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 경우 당초 시행 및 시공

될 수 있다. 어찌 보면 오히려 후분양제가 가상현실 모델

이러한 3차원 공간정보는 부동산 시장에서 새로운 비즈

지 않기를 바란다. 이에 대해 조금은 무모해 보이더라도

사에서 제공했던 각 호수별 전경 등이 완공 후에는 변경

하우스 도입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된다면

니스를 창출시킨다. 일자리를 확대하고, 자원의 불필요

조금은 공격적으로 정부 차원의 지원과 사업가들, 투자

될 수 있다. 시행 및 시공 업체들은 이에 대해 책임지고

홀로그램 단지, 가상현실 기기, 컴퓨터 등이 가득찬 공간

한 낭비를 막게 되며, 소비자 편익을 늘려, 합리적 가격

자들의 도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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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포럼Ⅱ

2

해상구조
이제는 ‘드론’이다
Writer. 장연훈(주식회사 숨비 연구개발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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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수많은 화제를 모았다. 드론으로 바다에 빠진 인명

고, 5분이 경과 되면 뇌손상이 시작 된다.”고 한다. 이 골든

을 구한 사례는 이번이 세계 최초인 것으로 알려졌다. 드론

타임 안에 구조되지 않는다면 뇌에 산소가 공급이 되지 않

이 급물살에 떠내려가는 두 소년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은 카

아 급격히 죽어가게 된다.

메라를 장착한 드론이 현장 상황 영상을 구조대원들에게

만약 호주의 구조대원들이 바다에 보트를 띄우고 두 소년

전송했기 때문이다. 구조대원들은 카메라를 통해 상황을

이 빠진 위치까지 접근했다면 얼마나 걸렸을까. 전문가들

파악하고, 구조 장비를 떨어뜨릴 위치를 판단할 수 있었던

은 대략 5~6분 정도라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이번에 호주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구조 장비는 정확하게 두 소년

에서 드론이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70초에

에게 전달되었고, 이들은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불과했다. 선박 전복이나 해일, 급류 등으로 사람이 물에
빠진 사고에서는 얼마나 빠르게 도착하여 조치를 취하느

구조대원보다 빠르게 도착하는 드론

냐 즉, 골든타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간을 얼마나 줄

드론은 재난 재해 안전관리에 효과적이다. 건물 붕괴 현장

이느냐에 사고자의 생명이 달려있다. 드론을 활용하면 사

에 드론을 띄우면 사고 장소의 면적과 흙의 양을 산정하는

람이 직접 현장에 출동하는 것보다 획기적으로 시간을 단

등 방재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산사태가 난 곳도 마

축할 수 있다.

찬가지다. 사람이 도달할 수 없는 곳에서 실시간 영상을 보
여 줄 수 있고, 다양한 계산을 통해 후속 조치에 필요한 데

해상구조 드론이란

이터도 모을 수 있다. 드론은 실시간으로 시각적인 정보를

해상구조용 드론은 해상에서 직접 지상으로 사람을 옮겨

관제센터로 보내 줄 수 있다. 드론을 바다에서 활용하면 더

주는 비행체가 아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고, 구명장

큰 장점을 취할 수 있다. 바로 이동 시간이다. 바다에서의

비를 투하 후 골든타임을 연장하게 해서 출동한 조력자의

왜 드론인가?

이때 호주 해상구조대는 사고의 시급함을 파악하고 바로

사고 발생시 익수자의 골든 타임은 4분이다. 해상구조 전

도움을 받아 무사히 물밖으로 나올 수 있는 역할을 하는 드

드론은 하늘에서 바다를 폭넓은 시야로 조망하며 정찰 촬

해상구조 전용 드론을 출동시켰다. 구조 장비를 매단 드론

문가에 따르면 “익수자 발생 후 2분이 경과하면 호흡확보

론이다. 이에 따라 해상구조용 드론은 해상정찰용 드론 과

영할 수 있어, 바다에서 사고를 당한 사람을 쉽게 발견할

은 70초 만에 사고 지점에 도착했다. 드론은 소년들에게 구

를 위해 패닉상태로 허우적이게 되고, 4분이 경과하면 부

해상인명구조용 드론으로 나눌 수 있다. 해상정찰용 드론

수 있다. 또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구조요원 보다 현장에 빠

조용 부력장치를 떨어뜨렸고, 소년들은 이 장비를 붙잡고

력을 유지한 채 의식을 잃고 행동이 멈추는 상태가 발생하

은 경계, 정찰, 촬영을 주요 임무로 하고, 해상인명구조용

르게 출동 하여 발 빠르게 대처후 구조요원으로 하여금 인

해안까지 이동할 수 있었다. 드론이 바다에 빠진 소년들에

명을 구조하게 할 수 있도록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

게 접근하는 동안 구조대원들은 근처로 이동했고, 소년들

다. 특히 해상 구조에 있어 드론은 사람이 직접 이동하는 것

을 기다려 무사히 구조를 완료할 수 있었다. 당시 드론에 장

를 맡는다. 또한 드론을 통제 하기 위

보다 훨씬 빠르게 현장에 도착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

착된 카메라는 당시 상황을 담았고,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해서는 드론 관제센터가 필요하다.

다. 해상에서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에게 구명 장비를 전달
하는 일은 1분 1초를 다루는 일이다. 빠른 상황 파악 및 현

드론은 구명장비를 장착하고 현장으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드론을 활용한 인명구조 시범

로 날아가 구명장비를 투하하는 임무

드론관제센터에는 드론 조종자가 위
드론을 활용한 최초의 인명구조 장면(드론 촬영 영상)

치하여, 사고 지역에 대한 정찰 정보

장 도착, 구명장비를 투하하여 골든타임을 연장하여, 구조

수집하고, 인명구조 상황을 파악하여

되기까지의 적절한 대처를 담당할 수 있는 드론이 해상구

공유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

조 분야에서 조명을 받고 있다.
해상 구조용 드론에 필요한 기술
최초의 해상인명구조 드론

해상에서 드론을 활용하여 인명 구조

2018년 1월, 호주 시드니 북부의 레녹스 헤드 해안에서 수

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술적 제

영을 하던 10대 소년 두 명이 파도에 휩쓸린 사고가 발생했

약이 있다. 우선 강풍에 의해 휩쓸리

다. 이를 본 사람들은 바로 해상구조대에 도움을 요청했다.

지 않고 항행할 수 있는 기술이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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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을 이용한 해상 인명구조시스템

V-100 감시용 드론

V-100 감시용 드론
구역 순찰 및 안내방송 송출

S-200
구조용 드론 편대(대기)

순찰 중 응급사고 발견
이안류 발생 징후

S-200 구조용 드론
구명환 투하 안내방송 송출

기동 개시

응급사고 발생
관제탑
관측소

구조 및 회수

통신

라이프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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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kg이고, 30kg까지 적재한 후 비행할 수 있다. 비행 가

해상구조 드론이 가야할 길

능한 방풍저항 능력은 풍속 14m/s 이고, 비행시간은 25

우리나라에는 한국재난구조단이 ㈜숨비의 해양인명구조

분 내외이다. 또, 고성능 HD 카메라가 부착되어 있어 조

드론 S-200을 도입하면서 올해 여름부터 해상 구조용 드

난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다. 경계·정찰·촬영 드

론이 본격적인 구조 활동에 나서게 된다. 순수 우리 기술로

론인 V-100은 LTE 통신망을 통하여 촬영 정보를 실시간

만든 드론으로 호주와 같이 바다에 빠진 사람을 구조할 수

전송 받을 수 있고, 비행체의 중량은 13.7kg으로 짐벌 체

있게 된 것이다. 또 육지에서 이착륙하는 드론을 해상 사고

계의 EO/IR 카메라를 탑재하여 주/야간 및 열화상 촬영

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선박 이착륙 시스템도 개

이 가능하고, 적재중량 10kg까지 가능하며 40분 내외의

발 중에 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먼 것도 사실이다. 해양

비행이 가능하다.

오염이나 기타 해난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해양 감시 시스

한편, 드론의 항공모함 이라 할 수 있는 드론모바일스테이

템은 해양 드론이 가야할 분야이기도 하다. 대형 해난사고

션(DMS)도 자체 개발했다. 5톤 차량에 탑재된 DMS는

에 대비하여 더 많은 구명장비를 탑재할 수 있으며, 더 오래

언제 어디로든 이동이 가능하며, 실시간 영상을 수신하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드론 기술도 개발돼야 한다. 제도적

드론관제센터로 활용할 수 있다. DMS에는 완성품 드론

으로도 드론 수요가 늘어날 것을 대비하여 현장에 투입될

이 3대, 반조립 상태의 드론이 2대 탑재 되어 위기의 상황

수 있는 드론 조종 자격자들을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에 대해서 빠르게 대처가능하다. 또한 후면에는 드론 이송

하며, 언제 있을지 모를 긴급한 상황을 대비하여 수색·구조

시스템인 헬리포트를 장착해 드론의 이착륙장으로 사용되

작업 시에 드론이 바로 활용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

며, 헬리포트에는 무선충전시스템을 갖추어 드론을 바로

해야 한다. 다행히 정부에서는 “4차산업혁명 위원회”의 드

안에는 강풍이 많이 분다. 작은 비행체인 드론은 강풍에 휩

통합관제시스템은

바로 충전할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 하에서는 여러 대의 드

론 관련 규제, 제도 혁신을 위해 관련업계의 규제관련 애로

쓸리기 쉽다. 강풍을 이기면서 안정적으로 비행할 수 없다

오지에서도

론을 함께 활용할 수 있고, 몇 시간이고 드론이 현장을 교차

사항 개선을 위한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가며, 발빠르게 관

로 오가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통합 관제 시

련법과 규제를 정비하는 중이라 기대가 크다.

면 이 드론은 쓸모가 없게 된다. 해양 구조용 드론은 속도도
빨라야 한다. 해상에서 물에 빠진 사람이 살고자하는 의지

무인으로 드론을 운용할 수 있다.

스템은 오지에서도 무인으로 운용 가능하다.

력을 지탱하는 시간은 2~3분에 불과하다. 드론이 빠르게
도착하여 구명장비를 전달한다면 살고자하는 의지를 다

투하후 드론이 튕겨나가지 않게 하기 위한 균형유지 기능

시 지필 수 있다.

이 구비되어있는 비행 안전 시스템도 필요하다.

해상구조용 드론은 먼 거리에서도 영상송수신과 관제할
수 있는 통신 기술도 갖추어야 한다. 조난자가 육안으로 파

국내 기술의 해상구조용 드론

악 할 수 없는 곳에 위치할 수도 있고, 정확하게 구명 장비

이러한 까닭으로 해상 구조용 드론은 취미용 드론과 다

가 전달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조난자의 상황을 실시

른 산업용 드론에 속한다. 해상구조 멀티콥터라 불릴 만

간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영상의 송수신이 필수적이다.

큼 크기도 크다. 해외 유망업체들의 각축장이기도 하지

또한 충분한 시간을 비행할 수 있어야 한다. 해상에서 인명

만, 최근 우리 기업인 (주)숨비는 해상정찰용 드론과 해상

이 구조될 때까지 관제하기 위해서는 20분 이상 비행할 수

인명구조용 드론, 드론관제센터까지 해상구조용 드론 시

있는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스템 전체를 개발했다. 이와 관련한 특허인 “드론을 이용

해상인명구조용 드론은 여기에 좀더 나아가 무거운 구조

한 해상 인명구조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해상인

장비를 적재할 수 있어야 한다. 국제표준 구명환의 무게는

명구조 드론 관련 특허 등록 5건과 다수의 특허출원을 보

3kg이기 때문에 3개의 구명환을 탑재한다면 최소 9kg이

유한 기업이다.

상의 무게를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무거운 구조장비를

해상인명구조용 드론 S-200의 경우 비행체의 중량이

드론모바일스테이션(D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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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점군 데이터 예시

이동을 통해
스캔 속도를 높인 라이다
지상 라이다와 같이 고정
된 상태로 스캔하여야 하

모바일 라이다 매핑,
어디까지 왔을까?

는 방식은 시간이 매우 오
래 걸린다는 단점이 존재
하기에 최근 벨로다인 라
이다(Velodyne LiDAR)

Writer. 김재승(㈜모빌테크 대표)

처럼 이동 중 사용 가능한
라이다를 이용하여 스캔을
하고자하는 시도가 나타났
다. 초기에는 자동차 주변
환경 데이터를 수집한다. 일반적으로 약 1~2mm 정도

환경의 장애물 및 타 자동차 위치의 점군 데이터 형태의

의 정밀도를 가졌으며, 범위는 제품에 따라 다르지만 일

측정을 위해서 개발되었으나, 최근 센서 처리 기술의 발

반적으로 300m 이상의 범위도 스캔이 가능했다. 그러나

달로 인해 3차원 스캔이 가능해졌다.

고정된 상태에서 센서가 회전하며 주변 360° 영역에 대

일반적으로 센서 시스템이 이동하며 스캔 데이터를 생성

한 스캔을 수행하기 때문에, 센서가 설치된 위치에서 가

하기 위해서는 매 스캔 시점의 센서 데이터를 그 때의 센

려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획득되지 않는 단점이

서 시스템 자체의 위치로 이동시켜 오버레이하는 방식

있었다. 따라서 어떠한 영역 전체에 대해서 스캔 데이터

을 사용한다. 지상 라이다와 비교해보면 정합 과정을 통

4차 산업혁명을 필두로 고정밀 지도에 대한 수요가 급증

기존 3D 스캔 데이터 측정 장비

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러 위치에서 스캔을 해야 하며,

해 각 측정 지점에 맞추어 스캔 데이터를 이동시키는 작

하고 있다. 고정밀 지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

다양한 영역에 활용되는 스캔 데이터를 얻는 방법에는

최종적으로는 각 지점에서 얻어진 스캔 데이터를 정합하

업을 매우 빠르게 반복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 바로 이러

일까? 바로 고정밀 지도를 만들기 위한 기본이 되는 데이

무엇이 있었을까? 대표적으로는 항공 라이다와 지상 라

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지상 라이다는 설치, 데이

한 원리다. 따라서, 추가 센서를 사용하여 스캔 데이터를

터를 수집하는 것이다. 이는 바로 스캔 데이터를 통해 얻

이다가 있었다.

터 수집, 정합의 순서로 작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넓은 영

이동시키는 방법과, 추가 센서 없이 스캔 데이터 자체를

을 수 있다.

기존에는 넓은 영역에 대한 3차원 스캔 결과를 얻기 위해

역에 대한 데이터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매우 긴 측정 및

분석하여 센서의 이동량을 계산하는 방법의 두 가지 방법

정밀 도로지도와 같은 차로에 대한 cm 급의 정밀도를

항공 라이다를 사용하였다. 소형 항공기에 고정밀 라이

작업 시간이 필요하다.

을 적용한다.

가지는 스캔 데이터, 건설 현장처럼 실시간으로 변화하

다 및 GPS/INS 시스템을 탑재하고 측정 대상 지역 상공

는 곳에 꼭 필요한 스캔 데이터, 위치정보를 정밀하게 전

을 비행하며 지형의 높낮이, 건물의 분포 등을 측정한 것

달하기 위한 스캔 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기반기

이다. 이와 같은 방식은 넓은 영역에 대해서 3차원의 스

술에는 바로 스캔 데이터가 있다. 일반적으로 스캔 데이

캔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건물 내부와

터는 라이다(Light Detection And Ranging, LiDAR)

지하처럼 인공 구조물에 의해 가려지는 부분의 데이터는

를 이용해 수집한다. 라이다는 센서 모듈이 레이저를 발

얻을 수 없다는 단점이 존재했다.

광하고, 그 레이저가 반사되어 되돌아오는 시간을 이용

지상 라이다는 항공 라이다와는 다르게 지상에 있는 주

하여 주변 환경의 분포를 점군 (Point cloud) 형태로 수

변 환경에 대한 3차원 스캔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데,

집하는 장비이다. 사용 시 아래 그림1과 같이 주변에서

일반적으로 삼각대에 센서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는 형태

반사된 레이저 포인트의 위치가 3차원으로 표현되어서

로 제작되어 활용도를 높였다. 측정을 원하는 지역에 장

이는 더욱 정밀한 3차원 지도를

나타난다.

치를 설치한 뒤, 스캔을 시작하면 센서가 회전하며 주변

제작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2. 지상 라이다(왼쪽), 이동형 라이다(오른쪽)

최근 센서 처리 기술의 발달로 인해
3차원 스캔이 가능해졌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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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대표적인 SLAM 기반의 맵핑 장비

1

2

3

4

5

1 Kaarta Stencil 2 Kaarta Contounr 3 Geoslam Zeb-revo 4 LeicaGeosystems, Pegasus Backpack 5 MobilTech, L-Repl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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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하게 제안된 측위 기법을 이용하

나, 라이다 데이터가 매우 적게 들어오는 지역 또는 장

여 얻어진 매 샘플마다의 센서 시스템의 자세값을 이용하

거리 스캔 등에 대해서는 오차 요인이 존재한다는 단점

여 라이다에서 얻어지는 점군을 이동시키며 누적하면 3D

이 존재한다.

점군 스캔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에서는 자동차 또는 드론과 같은 무인 이동

SLAM 은 GNSS와 같이 외부의 절대적인 좌표계를

체가 실내외를 구분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이동하는 것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정밀하게 센서의 이동량

가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실내외를 모두 스캔 가능

을 추정한다고 해도, 장거리 또는 장시간 측정하는 경우

한 스캔 알고리즘 또는 장비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특

Drift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현재 가장 높은 수준

히 상기한 GNSS를 이용하는 방식과 SLAM을 이용하

의 정밀도를 보이는 방법도 약 0.1% 정도의 위치 추정오

는 방식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어 환경에 따라서 적합한 스

차를 가진다. 이는 1km거리에 대해서 스캔하였을 경우

캔 방식으로 전환되는 알고리즘을 탑재한 스캔 시스템이

추가 센서를 사용하는 방법은 시스템의 위치를 GNSS

라이다를 통해 현실 세계가

1m 거리 오차가 발생한다는 의미와 같다. 일반적인 실내

개발될 것이라고 예측된다. 또한 카메라, 적외선 카메라

를 이용하여 얻는 방법이다. 고정밀 GNSS를 이용하여

정확히 디지털로 복제된 디지털 트윈

환경에서는 이 정도 거리 오차가 유의미하지는 않으나,

등의 다양한 센서와의 융합을 통해 한번 스캔 할 때 보다

매순간 라이다가 존재하는 위치를 cm급 정밀도로 측정

(Digital-twin)을 구축할 것이다.

정밀도로지도와 같은 장거리의 광역 데이터를 얻기에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핵심 개발 방향이

부적합하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라고 예상된다. 이를 통해 현실 세계가 정확히 디지털로

하고, 해당 위치 및 자세각에 맞추어 얻어지는 센서들의
데이터를 누적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와 같은 방법을

복제된 디지털 트윈을 구축 할 때 보다 큰 도움이 될 수 있
모바일 매핑 시스템의 미래는?

적용한 시스템을 MMS(Mobile Mapping System)
이라하며, 넓은 영역에서도 이동현상(drift 현상)이 없

센서 시스템의 위치를 추정하는 데는 다양한 알고리즘이

위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이동형 라이다를 이용한 스캔

는 3D 스캔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위성으로부

사용된다. 오래전부터 사용된 ICP(Iterative Closest

방법은 크게 GNSS를 이용하는 방식, SLAM 기법을 이

터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수신되어야 공간 내에서의 센서

Point) 방식도 사용되나, 데이터의 양이 적을 때에는 정

용하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GNSS를 이용하는 방식

위치를 계산할 수 있으므로 실내 환경에 대한 스캔은 거

상적으로 정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이 제시

은 고정밀 측위 센서를 이용하기 때문에 장거리 측정 시

의 불가능하다.

되었다.

에 Drift가 없이 스캔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

라이다 데이터에서 모서리와 평면과 같은 공간적 특징점

지는 반면, 실내 또는 위성 신호가 수신되지 않는 지역에

다양한 스캔 시스템의 발전

을 추출하고, 이 특징점 간의 매칭을 통해서 센서 시스템

서는 스캔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을 가진다. 또한 SLAM

위와 같이 외부 센서에 의존하여 위치값을 측정하는 방식

의 이동량을 계산하는 방식이 제시되었다. 3D 라이다를

기반의 스캔 방식은 실내외 가리지 않고 스캔이 가능하

이 아닌, 라이다센서 자체에서 얻어지는 데이터를 이용

이용하여 주변 데이터가 수집되면, 각 점에 대해서 곡률

하여 위치값을 측정하며 이와 함께 스캔 데이터를 누적하

을 계산하고, 이 곡률에 기반하여 특징점을 선별한 뒤 연

는 방법을 SLAM(Simultaneous Localization and

속된 스캔에 존재하는 특징점들 간의 대응을 찾아 최적

Mapping)이라고 한다.

화 하는 방식으로 센서 시스템의 이동량을 추정한다. 이

SLAM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한 번에 센서 시스템

기술 방식은 현재 자율주행자동차 연구용으로 제공되는

의 위치를 추정하며 동시에 지도 생성까지 해결하는 시스

KITTI 데이터 셋에서 이동량 추정 성능에서 가장 높은 정

템이 바로 SLAM이다. 기존에 로봇 분야에서는 카메라 또

밀도를 자랑했다.

는 2D 레이저 스캐너를 이용하여 로봇 시스템의 위치를 추

뿐만 아니라, 측정된 라이다 데이터에서 건물의 벽 또는 바

정하는 연구를 많이 하였으나, 최근 3D 라이다를 이용하여

닥과 같은 평면 요소를 추출하고 이 평면의 정합을 통해서

서도 이와 같은 측위 및 매핑이 가능해졌다. 대게 벨로다인

이동량을 추정하는 방식, 라이다 데이터 내에 가상의 평면

라이다를 많이 사용하며, 이외에도 2D 라이다를 회전시키

을 정의하고 해당 점에서 스캔이 얻어졌다고 가정하여 이

며 3차원 데이터를 얻는 방식도 존재한다.

동량을 추정하는 방식 등 다양한 방식의 SLAM 기법이 사

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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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촬영이나 물품 배송, 재난 감시와 구조 등 다양한 분야로 활용도
를 넓혀가고 있는 드론. 아랍에미리트연방에서는 이러한 드론의 쓰임
을 장려하기 위해 ‘좋은 일을 하는 드론(Drones for Good)’을 선정하
여 시상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2017년 ‘좋은 일을 하는 드론’ 2위에 선

나무를 심다

1)

정된 생태계 복원 식재 드론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Writer.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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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년 간 지속된 남벌로 생태계가 망가진 델타지역

있

는

드

론
미얀마 중앙을 가로지르는 이라와디 강(Irrawaddy River) 주변
에 위치한 델타(Delta)지역은 수십 년간 지속된 남벌로 인해 생
태계가 망가진 상태였다. 이에 최근 몇 년 간 이곳을 복원하기 위
해 나무 심기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이곳에서는 주민들을 동
원하여 최근 5년 동안 270만 그루의 맹그로브 나무를 심었다. 그
러나 나무를 심는 작업은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일인 데다가 식재
를 해야 할 면적이 너무 넓었다. 인력으로 나무를 심는 데 한계점
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델타지역에서 나무심기 프로젝트를 주관하는 월 드뷰인터네셔널
펀드(Worldview International Foundation)는 대안이 필요
했다. 여기에 새로운 식재 방법이 제안되었다. 바로 드론을 활용
하여 나무를 심는 것이다. 영국의 스타트업 기업인 ‘바이오카본엔
지니어링(www.biocarbonengineering.com, 이하 바이오
카본)’이 제시한 식재 방법은, 드론으로 공중에서 나무를 떨어뜨
려 나무를 심는 방법이다. 바이오카본은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여

2016년 9월부터 그해 연말까지 3개월 남짓의 기간 동안 250ha
의 면적에 1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바이오카본의 드론을 활용한 식재 방법은 세 가지 단계를 거친다.
첫 번째 단계는 지형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이다. 이 단
계에서는 지상 300피트 이상의 높이로 드론을 띄워 항공 촬영을
진행한다. 두 번째 단계는 나무를 심을 위치와 품종을 결정하는

 ttps://www.uasvision.com/2017/08/29/drones-plant-mangrove-trees-help1) h
restore-ecosystem/ 자료를 편집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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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이다. 항공 촬영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지형과 토질에

존율을 기록한다. 2015년부터 이 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한 바이오

로 드론을 활용하여 나무를 심는 방법은 인간이 나무를 심는 것보다

드론을 활용하는 식재는 사람들의 일감을 뺏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

대한 상세 데이터를 산출하고, 그에 맞는 최적의 품종을 결정한다.

카본은 영국과 호주에서 테스트를 수행한 바 있다. 테스트 베드의

10배는 더 빠르고, 비용도 절반에 불과하다. 더욱이 1명의 조종사

으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는 의견이다.

세 번째 단계는 식재용 드론을 활용하여 직접 나무를 심는 과정이

실험 결과, 드론을 활용한 식재는 헬리콥터에서 무작위로 씨앗을 퍼

가 최대 6대의 드론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다. 물론 항공기 운용 규

또한 드론을 활용한 식재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이점을 제공하기도

다. 바이오카본은 정해진 경로를 따라 식재용 드론을 활용하여 ‘씨

트리는 것보다 높은 생존율을 기록하였으며, 일부 종의 경우에는 손

정에 따라 모든 드론을 각각의 조종사가 조종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

한다. 1990년까지 남벌로 맹그로브 숲의 75%가 소실된 이후 이

앗 단지(Seed pots)’를 떨어뜨린다. 이 씨앗 단지는 각 나무가 자

으로 파종하는 것과 유사할 정도의 높은 생존율을 보였다.

만, 적어도 사람이 나무를 심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사업을 진행할

지역에서는 어종 감소가 나타났다. 그 결과 이 지역 수산업계는 몰

랄 수 있는 최적의 생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또

드론을 활용한 식재의 또 다른 장점은 대상 지역에 가장 잘 자랄 수

수 있으며, 소요되는 인력도 훨씬 적다. 때문에 식재에 투여되는 비

락하고 말았다. 맹그로브 나무가 소금기를 제거하여 어족 자원을 풍

한 드론의 이동 경로는 효율적인 동선으로 짜여 있어, 빠른 시간 내

있는 나무를 심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지역에 식재할 나무로 선정

용 또한 그에 비례하여 줄어든다.

부하게 해 준다는 점을 간과한 결과였다. 또 2008년에 미얀마에서

에 넓은 지역에 씨앗 단지를 떨어뜨릴 수 있다.

된 것은 맹그로브 나무다. 맹그로브 나무는 해안선을 따라 소금기

물론 반대 의견도 있다. 사람이 할 일을 기계가 가로챈다는 것이다.

는 허리케인으로 인해 138,00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해안에

바이오카본의 공동창립자 이리나 페도렌코(Irina Fedorenko)는

를 머금은 물가에서 자라기 때문에 강하구에 위치한 델타지역에 맞

그렇지만 드론을 활용한 식재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다르게 이야기

삼림이 형성되어 있다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충분히 줄일 수도

“공중에서 무작위로 씨앗을 뿌린다면 암석에 충돌하거나 늪지대에

는 수종이다. 뿐만 아니라 원하는 위치 원하는 수종을 자유롭게 재

한다. 페도렌코는 “나무를 심는 것은 실제로 어렵지 않다. 생태계 복

있다. 이와 더불어 삼림은 탄소 저감에도 확실한 효과가 있다. 월드

빠져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지만, 바이오카본은 이를

구성할 수도 있다. 지역 생태계 복원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는 재

원 프로젝트의 핵심은 실제로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라 식재된 나

뷰인터네셔널의 브래믈리 린그도(Bremley Lyngdoh)이사는 “맹

기술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바이오카본은 센

단에서 현지인들이 소득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작목과 식재를 연계

무를 관찰하고 관리하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식재된 나무가 자라

그로브 숲이 해안선의 녹색 방파제 역할”도 하지만 “열대우림의 나

티미터 단위로 정밀한 구역 설계하여, 식재를 시행한다. 드론은 목

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 중인 것도 원하는 품종을 골라서 심을 수 있

는 과정을 관찰하고, 관리하는 데 사람의 손길은 필수적이다. 뿐만

무보다 더 많은 탄소를 줄일 수 있다”라고 말한다.

표한 위치에 정확하게 씨앗단지를 떨어뜨림으로써 나무가 확실하

기 때문이다.

아니라 드론을 활용한 식재 방법으로 새로운 일감이 생긴다. 드론을

월드뷰인터네셔널과 바이오카본이 공동으로 추진 중인 미얀마 델

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때문에 식재한 나무도 높은 생

드론을 활용한 식재는 속도도 빠르고 경제적이기도 하다. 산술적으

활용하여 식재를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씨앗단지를 만들어야 한다.

타지역의 드론을 활용 한 식재 프로젝트는 OPENIDEO(https://

affiliates.openideo.com)가 주최하고 GHR재단(http://
www . ghrfoundation. org )이 후원하는 ‘BridgeBuilder
Challenge2) ’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GHR재단이 이 프로
젝트에 242,800달러의 지원을 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바이오카

드론을 활용하여 나무를 심는 방법은
인간이 나무를 심는 것보다
10배는 더 빠르고
비용도 절반에 불과하다

본은 무인항공기 회사 패롯(Parrot)과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파
운더(founder.org)로부터 투자를 받기도 했다.
월드뷰인터네셔널과 바이오카본은 앞으로 드론을 활용한 식재를
활용하여 10억 그루의 나무를 심는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또
한 다른 지역에서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도 있다는 새로운 방향도 제시한다. 페도렌코는 “재정적인 지원이
지속된다면 전 세계 모든 열대지역에 나무를 심는 대형 프로젝트
가 시행될 수 있다”라며, 모든 나라에서 이와 같은 사업이 수행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했다. 또 지속적으로 기술이 개발되고 있
다는 말도 덧붙인다. “미얀마 지역에서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지
만 이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다. 우리는 2030년까지 인도 크기만
큼 나무를 심을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현재 속도로는 불가능하다.
그것이 우리가 혁신을 하는 이유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 이 일을 시
작한 이유다.”

참고 자료
바이오 카본 엔지니어링 홈페이지 https://www.biocarbonengineering.com
월드뷰인터네셔널 펀드 홈페이지 http://www.wif.care, https://www.uasvision.com

2) 편집자 주 : 인류가 더 나은 곳으로 발전하는 데 기여한 아이디어를 선정하여 기금을 지원한
다. 2017년의 경우, 650개의 아이디어가 공모하여 5개를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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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의 심리학

구매를 이끄는
쇼핑 공간은 따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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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은 기존 소비와 생산과는 다소 거리가 먼 창조적인 사유와 영감

구매를 이끄는 공간은 다르다

을 얻을 수 있는 명상의 공간이다.

제3의 공간의 개념은 구매환경에서도 뚜렷이 나타난다. 산뜻한 인테

제3의 공간(The Third Place)이란 단어는 미국의 사회학자이자

리어와 편리하게 정리된 진열대, 은은한 음악소리와 달콤함을 느끼

웨스트 플로리다 주립대학교 명예교수인 레이 올든버그가 1989

게 해주는 아몬드향이 퍼져 나오는 현대식 쇼핑 환경이야말로 소비

년 그의 저서 『The Great Good Place』에서 처음 사용했다. 다른

자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도록 설계된 제3의 공간이다. 그러나 정작

사람들과 즐겁게 시간을 지낼 수 있는 지역 커뮤니티 공간을 제3

이처럼 잘 갖추어진 매장일지라도 여전히 우리 뇌는 이곳을 정글과

의 주체가 되는 집과 직장은 물론 구매가 이루어지며 동시에 소비가 이

의 공간으로 정의하면서 사용한 개념이다. 정의적인 관점에서 가

다름없는 위험천만한 장소라고 인식한다. 이런 인식은 우리 뇌의 여

루어지는 매장, 커피숍, 영화관, 미술관 등 역시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매

장 근접한 사례는 스타벅스 매장을 꼽을 수 있다. 이 매장 창업자인

러 영역이 원시 조상들이 위협을 무릅쓰고 정글과 사바나 초원을 나

우 커지고 있다.

하워드 슐츠는 ‘스타벅스 매장은 단지 커피를 마시는 일상적인 공

다닐 때와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도록 프로그램 되었기 때문에 나타

Writer. 범상규(공간심리학자, 건국대학교 교수)

간이 아닌 제3의 공간’이라는 콘셉트를 접목시켰다. 매장 내에 무

난다. 족히 10만 년은 됨직한 현대인이 갖고 있는 쇼핑시스템은 하

선 인터넷과 편안한 의자를 제공함으로써 편안하면서도 자신만의

찮게 넘겨버릴 수많은 환경 속 자극물에 대해 잠재의식 차원에서 인

공간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공간을 만들었다.

지하도록 설계되었다. 때문에 현대인들은 쇼핑 환경 속에서 접하는

제3의 공간은 도시공학적으로 볼 때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생산

수많은 스트레스 유발요인들을 극복할 때 비로소 원하는 물건을 손

과 소비의 장이 분화하여 가정(제1의 공간)과 직장(제2의 공간)이

에 넣을 수 있게 된다. 결국 선택 행위는 특정 제품으로부터 나오지만

제3의 공간이 뜨고 있다

분리되었고, 이후 또 다른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그 사이에 제3의

궁극적인 구매 행위는 매장 환경 즉 공간에 달렸다.

현대사회를 이끄는 경제시스템에서는 소비와 생산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분화되었다. 이들 공간은 지리적 관점에서 볼 때 집과 회사

간단한 사례를 하나 들어 보자. 매장을 걸어 다니는 ‘운동’과 관련된

공간만이 정의되곤 했다. 소비가 이루어지는 가정과 생산이 이루

의 중간에 위치한 쇼핑센터 등이 밀집한 전형적인 다운타운이며,

일에는 우리 뇌의 왼쪽 부위가 더 능동적으로 관여한다. 또한 사람의

어지는 공장, 사무실, 학교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던 것이 1990년

사회적 관점에서 본다면 생산보다는 소비에 가까운 활동이 이루어

대를 기점으로 산업사회의 틀을 벗고 정보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지는 여가와 자유의 공간이다. 결국 도시사회학에서는 제3의 공간

사회구성원들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적인 공간의 필요성을 제기

을 가장 도시적인 공간으로 간주하는 것처럼 중요성과 관심이 확

하게 되었다. 이른바 ‘제3의 공간’의 등장이다. ‘제1의 공간’은 먹

대되는 추세다. 제3의 공간은 구성원들의 사회, 문화, 소비에 이르

고 자고 사람들과 만나서 생활하는 일상 생활공간이며, ‘제2의 공

는 행동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도시공학적, 소비

오른쪽을 관장하기 때문에 그렇다. 고객이 매장에서 이동하는 방향

간’은 집 이외의 또 다른 공간인 사무실, 공장, 학교 등이다. 즉 제2

심리적, 사회문화적 그리고 마케팅관점에서의 핵심요인으로 여

을 볼 때 오른쪽 방향이 68퍼센트로 왼쪽의 8퍼센트보다 압도적으

의 공간은 작업공간이자 생산공간을 말한다. 이에 반해 제3의 공

겨지고 있다.

로 높게 나타난 연구결과도 있다. 매장 정문을 기준으로 가능하면 오

공간이 친숙하고 즐거움을 줄 때 쇼핑 시간은 늘어나고 긍정적인 인상은
상품에 대한 호감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다. 집과 직장에 이은 제3의 공
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소비와 생산

선택 행위는
특정 제품으로부터 나오지만
궁극적인 구매 행위는
매장 환경 즉 ‘공간’에 달렸다.

얼굴 표정을 통해 그 사람의 기분이나 감정을 분석할 때는 오른쪽 뇌
가 좀 더 강하게 관여하도록 분리뇌로 이루어졌다. 이런 연유로 매장
을 걸어서 둘러볼 때 우리는 보통 오른쪽으로 돌아나가게 마련이다.
걸어 다니는 운동은 왼쪽 뇌가 관여하고, 이 왼쪽 뇌는 우리 신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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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쪽으로 동선을 잡도록 배치를 하고, 오른쪽에 신상품을 먼저 전

제3의 공간은
무엇보다도
소비자들의 기분이나 감정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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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냄새와 같은 향기, 기분을 변화시켜주

두 번째가 사람들이 그 공간에서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도록 만드

는 템포의 음악, 감성을 자극시키는 촉감과 미각 등 오감이 있다.

는 몰링, 세 번째가 전체적으로 일관된 느낌을 불러일으킬 수 있

이들 오감을 적절히 자극하는, 특히 두 가지 이상의 감각을 동시

는 콘셉트 라인, 마지막 네 번째가 눈길을 확 끄는 볼거리가 있는

에 자극시키는 다양한 형태의 ‘공감각 마케팅’이 중요시되고 있

코어 어트랙션 등이다.

는 이유다.

1990년대 후반 화제를 모았던 뉴욕의 나이키타운을 다시 한 번

우리는 공간 속 오감 자극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상품 배열에도 영

살펴보자. 나이키는 자신들의 매정을 각 제품군을 의인화된 영

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맥주 코너 옆에는 국수나 라면보다 오징

역을 갖도록 공간을 분할시키는 ‘타운’이라는 명칭을 브랜드에

어포나 땅콩과 같은 견과류가 더 제격이다. 또 우리 뇌는 식품코

사용하였다. 나이키타운을 방문한 고객이라면 누구라도 마을 광

너에서 장바구니에 담을 상품을 결정할 때 가급적이면 아침-점

장 혹은 넓고 높은 체육관 같은 공간에서 다양한 상품을 보면서

심-저녁 식사에 어울리는 품목 순으로 진행할 때 편안함을 느낀

흥미로운 경험을 할 수 있다. 이 공간은 제품을 구매하러온 게 아

다. 식료품 매장에서 싱싱한 채소류를 배치하는 데도 관여한다.

니라 마치 잘 차려진 과학관에서 즐겁게 놀고 간다는 느낌을 받

통상 채소류는 기본적인 구매 품목이므로 가급적 안쪽에 배열함

도록 구성되었다. 그래서 나이키타운을 올랜도의 놀이공원처럼

으로써 다른 품목의 구매를 촉진시킨다는 의견도 있다. 다른 한편

즐거움을 주는 ‘공간’으로 재탄생시켰다. 이는 공간(Space)도

으로는 싱싱한 채소류는 건강하고 품질에 신뢰감을 주고 방문객

기존 마케팅 도구들처럼 이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 기분을 산뜻하게 만들어줄 수 있도록 가능한 매장 앞쪽에 배치

의미가 있다. 특히 TV와 같은 전통매체를 통한 광고효과가 점차

하기도 한다.

그 효력을 다해가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에게 강력한 브랜드를 각
인시켜줄 수 있는 대안으로 자리 잡도록 ‘공간’을 활용한 마케팅

체험공간을 활용한 브랜드 스페이스 전략이 뜬다

사례이다. 이런 마케팅을 가리켜 ‘브랜드 스페이스 전략(Brand

앞서 살펴본 것처럼 소비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써의 제3의 공

Space Strategy)’이라 한다.

간은 무엇보다도 소비자들의 기분이나 감정에서 직접적인 영향

공간이 단순한 구매를 위한 장소가 아닌 체험을 통한 브랜드를

공간을 소비하려는 추세가 강한 편이다. 스타벅스 혹은 탐앤탐스

을 주고받는다. 종종 브랜드 인지도나 제품의 차별적인 기능이

각인시킬 수 있는 마케팅 수단으로 확실하게 자리 잡았다. 미국

를 굳이 찾아가는 이유는 단지 커피맛 때문은 아니지 않는가! 이들

나 디자인 그리고 높은 가성비의 가격대를 기준으로 선택하지

컬럼비아대학 번 슈미트 교수는 ‘체험 마케팅이야말로 소비자들

시한다면 우리 뇌는 더 편안하고 즐겁게 쇼핑을 할 수 있게 된다.
공간에 대한 고민은 커피숍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들 커피숍의 경
우 독특한 커피 맛 못지않게 인테리어를 중요시하며, 소비자 역시

은 방문고객의 서로 다른 소비 목적을 고려해 푹신한 소파, 딱딱한

진화되었다. 다시 말해 많은 노력을 들이기보다는 습관적으로 선

만, 매장의 디스플레이나 판매원의 행동으로 인한 매장분위기에

로 하여금 직접 체험에 의한 감동과 기억을 가장 강렬하게 전달

의자, 창가 1인 의자를 섞어서 배치하고 있다. 스타벅스처럼 무선

택하기를 원한다. 특정 제품을 사용하는 동안 우리 뇌는 가장 좋

좌우되는 경우도 무시할 수 없다. 현대사회의 기술과 정보는 더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2017년 12월 오픈한 ‘스타벅스

호출벨 대신에 고객을 직접 부름으로써 아날로그식 따뜻함과 편안

은 상태를 기억했다가 구매시점의 매장 내에서 이를 떠올리고자

이상 제품간 차별화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고, 궁극적으로는

더종로’는 330여 평의 넓은 공간에 25m의 거대한 테이블을 비

한 분위기를 제공하기도 한다. 반대로 좌석 배치를 빡빡하게 만들

하는 이유다. 이때 우리 뇌는 놀랍지만 익숙하고, 쾌감과 자극을

소비자들의 감정이 새로운 선택변수로 등장하고 있다. 공간이라

치하고 가림막 없이 트인 공간으로 매장을 구성해 소비자로 하

면 고객들의 심리적 거리감을 헤쳐 오히려 재방문율을 낮추고 매

주며, 즐거운 경험으로 만들어주는 매장환경을 더 원하게 된다.

는 물리적인 요소가 그 안에 머물고 있는 소비자들의 감정과 만

여금 편안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쉼터로 자리매김함으로써 스타

출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결국 쇼핑 공간은 단순

왜냐하면 즐거움은 정서적 안도감을 주고 구매로 인한 스트레스

나는 접점이 매장의 분위기 즉 무드이다.

벅스만의 랜드 마크를 또 다시 만들었다. 2017년 5월 문을 연

한 ‘물리적 시장’ 차원을 넘어 우리 뇌를 잠재의식적으로 조정하는

와 고통을 최소화해 주며, 궁극적으로 쇼핑 시간을 증가시켜 주

무드 매니지먼트(Mood Management) 전문가인 크리스티

13m 높이 대형서가 3개로 구성된 코엑스몰 별마당도서관의 높

‘확장된 상품’ 차원으로 이해할 때 비로소 단순한 공간이 아닌 구매

기 때문이다.

안 미쿤다는 그의 저서 『Brand Lands, Hot Spots &Cool

고 넓은 공간감은 또 어떤가! 문화 콘텐츠를 공간에 입히자 소비

를 이끄는 공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상상해 보라. 쇼핑카트를 서서히 밀고 와인코너를 지나갈 때 일

Spaces』에서 뉴욕의 나이키타운, 필립 스탁이 설계한 마이애

자들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쇼핑몰의 또 다른 전형을 보여주고

순간 수십억 개 이상의 뉴런이 발화하면서 오감을 통해 감지되

미 들라노 호텔, 베니스의 페기 구겐하임 미술관, 독일의 폭스바

있다. 공간이 단순한 쇼핑을 위한 장소가 아닌 브랜드 아이덴티

공감각은 쇼핑 공간에 필수적이다

는 매장 내의 수많은 정보를 처리하게 된다. 이 때 뇌는 의식보다

겐 아우토슈타트 등을 매력적인 제3의 공간으로 제시하고 있다.

티를 만들 수 있는 중요한 마케팅자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

우리 뇌는 제품을 둘러보고 구매를 결정하는 동안 가급적이면 뇌

는 잠재의식을 통해 그 정보들을 조직화하여 기억 속 예전 정보와

이처럼 매력적인 제3의 공간을 만드는 무드 매니지먼트 전략으

이 공간심리학의 첫걸음인 것이다.

가 정보를 처리하고 저장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최소화하도록

의 신경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킨다. 이때 기분 좋은 상태에 직접적

로 4가지를 들었다. 첫 번째가 눈에 띄는 랜드 마크이어야 하며,

월드와이드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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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미국
미국은 VII의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DSRC 메시지 셋(SAE J2735), DSRC/WAVE 통신 규격

자율주행자동차 지원을 위한
협력형 ITS 분야(ISO/TC204 WG18) 국제표준화 동향
Writer. 박유경(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책임연구원)

(IEEE 802.11p, IEEE 1609.x)을 표준으로 개발하였으며, 유럽과 미국을 하나의 시장으로 만들
기 위해 유럽 표준과 조화(Harmonization)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미국 연방교통부는 연
구혁신기술국(RITA, Research and Innovative Technology Administration) 산하에 ITS
공동 프로그램 사무소(JPO, Joint Program Office)를 설립하는데, ITS JPO는 다양한 관계 기
관간의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산업계 표준에 기반한 의견일치를 촉진하는 리더적 역할을 수
행함으로써, 표준 준수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림 1. ITS JPO와 미국 교통성 관계기관들의 관계도

미국 연방교통부

연구혁신기술국

ITS

1. 머리말

공동프로그램 사무소 (JPO)

연방교통부 해사청

연방대중교통청

연방도로관리청

미국 고속도로안전협회

상황을 가능하게 하면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V2X(Vehicle to Everything)

연방철도국

하고 판단하여 모든 상황에 적절하게 제어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때문에 최근 이러 한 불가능한

연방교통안전국

자율주행자동차의 센서 인식범위는 그리 넓지 않다. 자동차가 도로상에서 모든 정보를 스스로 인지

ITS

ITS 표준
ITS 아키텍처

기반의 협력형 ITS(Cooperative ITS, C-ITS) 기술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는 자율주행 3
단계 이상의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인프라 시스템과의 기술연계가 동반되어야 한
다.

C-ITS 기술은 자동차가 주변 도로의 다양한 상황정보를 기반으로 자율주행을 위한 인지·판단 상황
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ITS-Station(차량, 센터, 인프라, 단말기)간에 정보를 공유하여 자율협력
주행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안전성 증가, 이동 효율성 증가, 에너지 절감 등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ISO/TC204 WG18(C-ITS)의 표준화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발
전 방향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국외 C-ITS 표준화 추진 동향
2.1 유럽
유럽은 전 유럽지역에서 C-ITS 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C-ITS의 표준화 위임명령(Mandate)

M/453을 발의(2008.10.6.)하였으며, 유럽전기통신표준위원회(ETSI)와 유럽표준위원회(CEN)
에서 C-ITS 표준화를 추진하였다.

M/453은 C-ITS 시스템 적용을 위한 표준화 업무 설명과 실행을 위한 준비사항을 포함하고 있으
며, ETSI와 CEN은 다음 내용과 같이 C-ITS 시스템 호환성 유지를 위한 정보/무선통신 기술 분야
의 표준화를 추진하였다.
최근 유럽표준화기구는 C-ITS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이 완료됨에 따라 “Urban ITS 분야”에서의
다수단 교통정보, 교통관리 및 도시물류에 대한 지침 2010/40/EU 제8조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신
규 유럽표준 및 표준화 결과물의 초안을 요청하였다(2016. 2. 12. 브뤼셀 합의).

•미국 연방교통부(USDOT : United State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연구혁신기술국(RITA : Research and Innovative Technology Administration)
•연방교통안전국(FMCSA : Federal Motor Carrier Safety Administration)
•연방철도국(FRA : Federal Railroad Administration)
•미국 고속도로안전협회(NHTSA :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연방도로관리청(FHWA : 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
•연방대중교통청(Federal Transit Administration)
•연방교통부 해사청(MARAD : US Department of Commerce Maritime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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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G18에서는 주요 활동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첫째는 C-ITS 분야의 신규 표준

2.3 일본
일본은 자국내 표준만을 고려하였으나, 최근 ITS 표준화위원회(ITS National Committee)를 통

그림 3. ITS Station 참조 아키텍쳐
(ISO/TC204 WG16 정의)

을 개발하는 것이고, 둘째는 C-ITS 기술(ICT, 자동차 융합기술) 특성에 따라 기존 WG과의 조정 및

해 ISO/TC204의 국제 표준화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상호운용성 확보를 통한 C-ITS의 글로

표준화 촉진 지원활동을 수행한다. <그림 3>은 DT별 표준화 업무 및 내용을 설명한다.

벌화를 위해 ITS 연구개발 주체인 유럽 EC의 정보사회/미디어 총국, 미국 교통부의 연구혁신기술

DT에서 개발하고 있는 C-ITS 표준은 아래의 표와 같다.

국과 2009년 상호협력양해각서(MOC)를 체결하였으며, C-ITS의 연구 및 표준화 추진을 위해 3개

표 1. C-ITS 관련 표준 현황

의 특별전문위원회와 6개의 작업반(Working Group)을 설치하여 통신규약, 보안, 메시지 등에 관

•ISO/TS 19321

: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Cooperative ITS — Dictionary of In-vehicle
Information (IVI) data structures

•ISO/TS 17425

: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Cooperative systems — Data exchange

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specification for in-vehicle presentation of external road and traffic related

3. ISO/TC204 WG18 설립 및 C-ITS 국제표준화 추진 현황

•ITS Station 참조 아키텍쳐를 기반으로

2009년 9월 바르셀로나 ISO/TC204 총회에서 C-ITS 국제표준화 촉진과 유럽 CEN/TC278과
의 공동활동을 위해 신규작업반(WG18, C-ITS) 설립이 의결되었다. 이와 함께 유럽은 2010년 10

아이템 배정 및 각 표준들과의 관계 설

V2V를 제외한 V2I, I2I 분야와 관련된
어플리케이션, 메시지 셋, 퍼실리티에

비엔나 협약에 의거 CEN은 C-ITS를 위한 WG16을 설립하고 ISO/TC204와 협력하여 표준화를

•Facilities(OSI 7, 6, 5), Networking &

해당되는 아이템 표준화
Transport(OSI 4, 3), Access(OSI 2,

C-ITS

1)는 ISO 7Layer와 부합
•아키텍쳐는 DT4, 어플리케이션은 DT5,

며, 일반적으로 회의도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다.

7, 8, 관리는 DT2, 퍼실리티는 DT3, 6

2010년 4월 ISO/TC204 뉴올리언스총회에서 WG18은 C-ITS 표준화를 위한 국제협력과
단일화(Harmonization)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을 선언하고, 2011년 표준화 논의를 위한

DT(Drafting Team) 2~7을 신설하였으며 본격적으로 C-ITS 표준개발을 담당하게 되었다. 현재

data
: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Cooperative systems — Contextual

•ISO/TS 17419

speeds
: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Cooperative Systems — Classification and

•ISO/TR 17424

management of ITS applications in a global context
: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Cooperative systems — State of the art of

정
•ITS Station의 아키텍쳐(역할과 책임),

월 M/453을 통해 ETSI TC ITS와 CEN/TC278이 C-ITS 표준화를 담당하도록 결정하였으며,

추진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CEN/TC278 WG16과 ISO/TC204 WG18은 공동의장을 선출하

•ISO/TS 17426

Local Dynamic Maps concepts
•ISO/PRF TS 19091: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Cooperative ITS — Using V2I and I2V
Communications for Applications Related to Signalized Intersections
(SPaT, MAP, SRM, SSM)
•ISO/NP TS 17429 :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Cooperative Systems — Generic ITS

에서 담당
•이중, 어플리케이션은 DT5, 7, 8에 국

•ISO/TS 17427

한하지 않고, 각 WG에서 서비스 영역
으로 고려하는 것은 모두 해당됨

는 다음 그림과 같이 SWG 2개, DT 7개, 기타 2개로 구성되어있다.
- SWG1 : C
 -ITS의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해 타 표준과의 조화 작업을 지원하며, 중복 표준의 개발

station facilities for the transfer of information between ITS stations
: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Cooperative Systems — Roles and
responsibilities in the context of co-operative ITS based on architecture(s)
for co-operative systems
: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Cooperative ITS

•ISO/TR 17465
•ISO 11067

: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Curve speed warning systems (CSWS) —

•ISO 26684

Performance requirements and test procedures
: Cooperative intersection signal information and violation warning systems

및 적용을 방지하는 작업을 진행 (EU-US-JP 조화 진행 중)

(CIWS) — Performance requirements and test procedures

- SWG2 : 현
 존하는 표준들과 향후 C-ITS 표준들 간의 갭을 식별하고, 새로운 워킹 아이템을 발굴
최근 WG18에서는 개발된 표준을 통해 C-ITS 분야의 표준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C-ITS 관련

하기 위해 해당 표준들 간의 중복 여부를 분석
- DT에서는 각 해당 분야 표준개발을 담당

표준차이/중복성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사용자를 위한 웹기반의 툴킷을 개발하고 제공
하고 있다(htg7.org).

그림 2. WG18의 표준화 작업 구성
ISO/TC204/WG18

CEN/TC278/WG16

이미 메시지에 대해서 국제조화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미국 SAE가 개발한 SPaT(신호정보),

MAP(지도정보)의 경우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논의가 이루어 진 바 있다.

SWG1

DT2

Applications
management(GER)

TS 17419(published), TS 17423(published),
EN ISO 17419 and EN ISO 17423

Standards
harmonization
(NOR)

DT3

Local dynamic mpa(GER)

TR 17424(published), TS 18750(published),
EN ISO 18750

DT4

Architecture(GER)

TS 17427(published), EN ISO 17427-1

기 위해 관련 기관별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2016년 ISO/TC204 WG18 의장이 간사를 맡아 임시

DT5

Applications1(FAR)

TS 17425(published)

적으로 공통ID를 할당요청을 받아 처리 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다.

DT6

Message handler(FAR)

TS 17429(published)

DT7

Applications2(FAR)

TS 17426(published)

DT8.x

Messange set
(US, JP, GER, AUT)

TS 19321(published), TS 19091(published),
TS 19091(Rev.), TR 20025

DT9

Test Suit(GER)

TS 20026(published), TS 21189

DT10

Deployment guidelines(US, FAR)

TR 17427-2 ... 14
TR21186

동차 구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국제표준 조화를 통해 그 사용성이 확대

DT11

Secure vehicle interface(NOR, GER)

TS 21177, TS 21184, TS 21185

되고 있어, 국내 관련 업체는 표준화활동 참여 등을 통해 발빠른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며 국가적으

DT12

Positioning and GNSS(FAR)

TS 21176

SWG2
Gap/overlap
analysis(JP)

또한 미국과 유럽 등 각각 할당되던 C-ITS 서비스 아이디를 공통으로 할당하고 등록할 수 있도록 하

4. 맺음말
C-ITS는 운전자의 안전성 및 이동성 증진, 에너지 절감 등의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완전 자율자

로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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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고장의 지리에 대해 배우는 수업 시간이다. 설레는 맘으로 교과서와 사회과부도를 펴본다. 그런데 아무리 들여다봐도 익숙한 지역 이름이 없다.
수도권과 광역시도 정도만 표기돼 있을 뿐이다. 학생들의 눈빛에 실망이 어린다. 이럴 때 동네 지도만 자세히 확대해 보거나 넓게 내려다보며 학습한
다면 좋을 텐데…. 고민 끝에 김솔 의정부 고산초등학교 교사는 브이월드(V-World)를 찾았다.

브이월드로
살아 숨쉬는

Writer. 오민영 Photographer. 박창수(아프리카 스튜디오)

공간정보 교육을 펼치다

김
솔
의정부 고산초등학교 교사

실감 나는 3차원 기반 지도로
우리 지역을 알아보는 산교육의 장(場)
브이월드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2년 7월부터 제공하
는 공간정보 오픈 플랫폼 지도 서비스다. 공식 홈페이지
(http://map.vworld.kr)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기관의 다양한 공간·행정 정보를 고품질 3차원
(3D) 기반으로 접할 수 있다. 또 오픈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
스)를 이용하면 정보를 가공해 새로운 서비스 개발도 가
능하다.
김솔 교사는 브이월드를 실제 수업과 학생 생활 지도에
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지리·공간 분야를 다루는
사회 교과 수업에서 사회과부도가 미처 다루지 못한 내
용을 학생들에게 충분히 알려줄 수 있어서 매우 만족했다
고. 김솔 교사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2017 브이월드 활용
우수사례 공모전에 ‘브이월드의 초등학교 수업 활용 아이
디어 제안’을 응모했고, 아이디어 분야 최우수상의 영예
를 안았다.
“요즘 학생들은 PC,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최신
공간정보를 접하는 데 익숙해요. 그러니 평면적 텍스트 자
료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게 당연하죠. 수업의 질을 높여줄

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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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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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공신력이 있어야 했다. 종합적으로 브이월드가 안

브이월드는
교사 등 교육현장의
관계자와 의논하고
개선점을 반영해 별도의
교육용 메뉴를 만든다면
완성도가 더욱 높아질
거라고 자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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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도가 높아 보였다. 또, 직접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성맞춤이었다.

수업하지 않아도 공간정보 학습 효과를 제대로 누리

결론에 도달하자 먼저 학생들의 등하교 지도에 이용

니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더불어 교육

했다. 학교 근처에 차가 많이 다녀서 위험한 장소와

학술 면에서 더욱 연구 개발한다면 초등학교뿐 아니

통학로를 말로만 설명하지 않고, 직접 보여주니 집중

라 중고등학교에서도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력이 한층 올라갔다. 효과는 초등학교 2학년 학급 대

물론 제안의 효과를 높이려면 정부와 학교 차원에서

상 수업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 마을의 방향에

대대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해야 한다. 교사용 지도서

따라 지리적 요건, 공간정보 등을 알아보는 학습을 지

에 브이월드 지도 검색을 소개하는 메뉴를 포함하는

도할 때 실제 풍경과 위치를 찾아보자 반 전체가 매우

건 그 일환이다. TV를 비롯한 멀티미디어 시설, PC

즐거워했다.

등의 교단 선진화 기자재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

수업 방법

브이월드
알아보기

수업 방법

우리동네
검색하기

수업 방법

우리 동네
그림 지도
그리기 기초
자료 배부

1

2

도록 플러그인(Plugin) 설치 과정을 개선할 필요도
특별한 교육 서비스 제안으로 최우수상 영예 안아…

있다. 이 부분을 충족한다면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은

계속해서 교육 발전 위해 앞장설 것

교사의 도움이 필요하겠지만,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교육현장에서의 경험으로 용기를 얻은 김 교사는 활

중학교 학생 이상까지 어려움 없이 직접 다루고 의견

용에만 그치지 않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상했다. 지

을 나눌 수 있을 것이다.

금의 브이월드는 여러모로 장점이 많으나 사용 대상

몸소 연구하고 실행한 바를 토대로 구축한 아이디어

이 뚜렷하지 않다는 것이 아쉬웠다. 따라서 타깃을 10

는 호평을 받아 결국 아이디어 분야 최우수상을 받

우수한 콘텐츠를 고민하고 검색하다가 브이월드를 찾

대 학생으로 설정하고,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브이월

았다. 소감을 묻자 상을 받아서 기쁘기도 하지만, 무

았습니다.”

드 서비스(가칭)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공모

엇보다 수업 연구에 대한 진정성을 인정받은 듯해 뿌

공간 영역 정보만 알짜배기로 갖춘 브이월드,

전에 제안했다. 이는 기존 브이월드에 어린이와 청소

듯하다고 밝히는 김솔 교사의 환한 웃음에서 겸손함

공신력에서도 으뜸!

년 교육을 위한 메뉴를 만들어 별도의 서비스를 제공

이 묻어난다.

그렇다면 왜 브이월드였을까. 구글 어스( Google

하자는 것으로, 전반적 내용을 교육에 맞게 슬림화하

“브이월드는 참으로 우수한 콘텐츠를 갖추고 있어요.

Earth)를 넘어설 만큼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는 데 목적이 있다.

교사 등 교육현장의 관계자와 의논하고 개선점을 반

지만, 네이버, 다음 등 각종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이 아이디어가 실제로 쓰인다면 교육적으로 가치와

영해 별도의 교육용 메뉴를 만든다면 완성도가 더욱

지도를 손쉽게 이용할 수도 있었을 터. 그런데 김솔 교

높아질 거라고 자부합니다.”

사는 웃으면서 고개를 저었다.

기존 방식처럼 교과서에 충실할 수도 있었다. 그러

“포털 사이트의 지도 서비스가 간편하긴 하지만, 주

나 그 안에는 없는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었다

요 타깃이 여행자예요. 맛집이나 관광지 중심일 수밖

는 그의 미소에서 제자를 사랑하는 참스승의 마음이

에 없죠. 또 영리 목적이다 보니 광고가 자주 뜹니다.

엿보였다.

아쉽지만 교육용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4차 산업혁명의 흐름을 타고 시대가 변화하는 흐름에

그는 수업에서 쓰는 지도 서비스를 탐색하기 전에 두

맞춰 학교 교육도 발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가지 기준을 세웠다. 우선 공간 영역에 대한 정보만 알

교과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료를 계속해서

짜배기로 갖춘 프로그램이어야 했다. 따라서 식도락

개발하겠다는 김 교사는 학생들에게 살아 숨 쉬는 교

과 오락에 치중하거나 광고가 많은 서비스는 제외했

육을 전하고 싶다고 포부를 전했다. 그와 같은 스승이

다. 또 학습시 신뢰도 높은 자료로 내세우려면 내용

김솔 교사가 제안하는 어린이 청소년 대상 브이월드 개선 방안

있어 우리나라 공간정보 교육의 미래는 참으로 밝다.

3

수업 방법

4

모둠별로
마을지도 그려 보기

융복합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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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9일부터 25일까지 강원도 일대에서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성공리에 개최됐다. 평창동계올림픽은 개최 전부터 ‘ICT 기술 올림픽’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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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동계올림픽 개·폐막식 수놓은 드론 라이트쇼

것으로 기대를 모았고, 가장 진화한 첨단 ICT 기술이 집약된 대회로 치러졌다. 5G 통신, VR 중계, 자율주행차량 등 다양한 ICT기술이 선보였는데, 이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수많은 불빛이 평창 밤하늘을 수놓았

중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것은 개막식과 폐막식에서 연출된 드론 라이트 쇼였다. 1,200여대의 드론이 수놓은 형형색색의 무늬는 ICT 기술의 미래

다. 불빛은 스노보드를 타는 선수의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주더니 순

를 보여 주며, 새로운 드론의 활용법에 대해 생각해 보게 했다. 여기에서는 평창 동계올림픽 드론 라이트 쇼를 비롯해 드론 군집비행기술이 어디까지
진화해 왔는지 살펴보고, 드론 기술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본다.
Writer. 임영현 Photo. 인텔 홈페이지

식간에 올림픽 오륜기로 바뀌는 장관을 연출하며 평창 동계올림픽
의 개막을 알렸다. K-Pop 아이돌의 칼군무를 보는 듯한 빠른 움직
임과 정확한 동작은 올림픽 개막 방송을 지켜보는 전 세계인의 시선
을 집중시켰다. 환상적인 쇼를 보여준 정체는 다른 아닌 바로 ‘드론’
이었다. 1,200여 대 이상의 드론이 불빛을 점멸하며 다양한 문양을
선보였던 것.
이번 드론 라이트 쇼는 인텔의 드론 군집비행 기술 덕분에 가
능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는 드론 공연을 위해 330g ,

384×384×93mm 크기의 ‘슈팅 스타(Shooting Star)’ 드론
1,218대를 띄웠다. 비행시간 5~8분, 최대 비행거리 1.5km의 슈팅
스타는 엔터테인먼트 목적으로 특별 제작한 드론이다. 여기에 장착된

LED 조명은 400만 가지 색상을 만들 수 있으며, 입체적인 움직임을
통해 다양한 형태를 구성할 수 있다.

1,200여 대의
드론이
하 늘 을 누 비 다

이렇게 띄워진 드론은 새로운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1,200대 이상
의 드론을 띄워 ‘최다 무인항공기 공중 동시 비행(Most unmanned

aerial vehicles airborne simultaneously)’ 부문 기네스 세계
기록을 세운 것이다. 지난 2016년 독일에서 500대 동시비행에 성공
한 인텔은 이번 올림픽을 통해 기록을 갈아치우며 독보적인 드론 군집
비행 기술력을 과시했다.
개막식 드론 라이트 쇼는 개막일 당시의 기상상황을 대비해 2017년

12월 평창에서 촬영한 영상이었다. 하지만 폐막식이 있던 2월 25일
에는 라이브로 드론 라이트 쇼가 전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폐
막식에서는 드론 300대가 올림픽 마스코트 수호랑의 모습을 연출
했다. 하이라이트는 작별 인사였다. 수호랑을 빨강색 하트로 변화시
켜 출전 선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보내며 평창 동계올림픽의 대미
를 장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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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나 멀리 왔는지, 어떤 방향으로 비행했는지를 측정해 5GHz 와이

리 기술력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했다. 또, 인텔과 같이 우리도 엔터

파이망을 통해 지상국으로 전송하고, 지상국에선 이를 토대로 드론

테인먼트 드론 기술에 투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전

의 비행 좌표를 조정해 서로 충돌하지 않고 장애물을 피하며 군집비

문가들은 드론쇼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드론 산업에 대

행할 수 있다.

해 투자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우리 정부도 이러한 입장을
견지한다.

우리도 드론 군집비행 기술 보유

국토교통부는 “인텔 수준의 대규모 공연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R&D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인텔이 주목을 받았지만, 군집 비행 기술을 가

개발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공연용 드론이 아닌 자동 경로설정·비

진 것은 인텔만이 아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이전까지 드론 군집비행

행이 가능한 지능형 드론이나 드론을 활용하는 현장수요에 기반한 임

분야에서 가장 앞서가는 기업은 중국의 드론 업체 ‘이항(eHang)’

무특화용 드론 개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감안해

이었다. 중국은 올림픽 직전인 2017년 12월, 광저우타워 상공에

‘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2017~2026)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즉

1,180대의 드론을 띄워 라이트 쇼를 펼치며 인텔의 2016년 500대

예술성이 강조된 엔터테인먼트, 공연용 드론보다 미래 기술을 선도할

1,218대 드론들이 각자 위치 파악 후 충돌 없이 이동

드론 동시비행 기록을 깼다. 이번에 인텔이 1,218대의 드론을 시도한

수 있는 지능형 드론, 임무특화용 드론 개발에 중점을 두고 한국의 드

2014년부터 드론 군집비행 프로젝트에 착수한 인텔은 2016년 독

이유도 이항의 기록을 깨기 위함이란 관측도 있다.

론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일의 어센딩 테크놀로지스를 인수하며 드론 개발에 박차를 가해 왔

세계 7위권의 무인기 기술 경쟁력을 가진 한국 역시 드론 군집비행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지난 3월 6일, 국회에서 열린

다. 어센딩 테크놀로지스는 드론의 비행을 가능하게 하는 소프트웨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에 우리 드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과학기술정

어와 주변 상황을 인식해 충돌을 방지하는 알고리즘 등을 개발해 온

론이 올림픽 개·폐막식을 연출하지 못

보통신부 업무보고에서 “드론이 지능

스타트업으로, 2012년 드론 군집비행에 성공한 바 있다. 인텔은 같

한 것은 인텔이 올림픽 공식 협력사였

을 가지고 스스로 판단해 움직이는 지

은 해 세계적인 상용 드론 제작업체인 DJI에 칩을 공급하는 모비디

고, 협력사를 정하는 시점 보다 우리의

능화된 드론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우스도 인수했다.

기술 보유 속도가 다소 늦었기 때문이

고 이야기했다. 우리 정부는 관계부처

평창의 드론 라이트 쇼는 사전에 드론이 움직이는 경로를 입력하고

다. 실제로 우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합동으로 2017년 12월 발표한 ‘드론

이에 따라 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렇기 때문에 무려 1,218

은 2013년 드론의 실내 군집비행 기술

산업 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무인항

대의 드론이 한꺼번에 쇼를 펼치지만 이들 드론을 컨트롤하는 조종

을 개발한데 이어 2016년 실외에서 드

공기 안전운항기술’(2015~2021년,

사는 단 한 명에 불과했다. 인텔은 정밀한 기압계와 고도계가 장착

론 18대를 띄워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비행하는데 성공했다. 우

183억 원), ‘저고도 무인비행장치 교통관리체계’(K-드론시스템,

됨은 물론 충돌 방지를 위한 장애물 감지센서, 비행체의 자세와 방

리도 군집비행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공현철 한국항공우

2017~2021년, 253억 원), ‘국민안전감시용 드론’(2017~2020

향을 정밀하게 조절하는 모토 등이 통합되어 완벽한 드론 쇼를 선

주연구원 미래항공우주기술팀장은 지난 2월 ‘동아사이언스’와의

년, 141억 원), ‘Anti 드론기술’(2017~2018년, 36억 원) 등 다양

보였다.

인터뷰에서 “(RTK-GPS 기술을 국산화하는 등) 측위 기술과 통신

한 분야의 드론 R&D를 추진 중이다. 이중 다수의 드론이 원격·자

드론 군집비행은 무엇보다 드론의 위치 파악이 중요하다. 제한된 공

기술, 자세제어 기술 등 군집드론에 필요한 3대 원천기술을 개발했

율 비행하는 기술과 관련된 사업은 ‘저고도 무인비행장치 교통관리

간에 다수의 드론이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동선을 효과적으로 제어

다”고 밝혔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해당 원천기술을 민간에 기

체계’이다. 한국형 K-드론시스템을 개발해 세계 교통관리시스템

해야 하며,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고도의 GPS

술이전을 완료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드론 군집비행 기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방향이다. K-드론시스템은 5G, 클라우드,

기술과 동작 인식(모션 캡쳐) 하드웨어·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한

초기술 개발을 위해 실내용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0억 원

빅데이터, AI기술을 바탕으로 드론, SW, 항행시스템 등을 통합한

다. 또, 여러대의 드론이 간섭 없이 통신할 수 있는 통신 기술도 중요

을, 실외용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0.6억 원을 투입해 기술 개

시스템이다. 정부는 5G 등 이동통신망을 기반으로 비행 중인 모든

하다. 이 때문에 드론이 스스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기술이 요구되

발을 완료했다.

드론이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실시간 통합되어 비행정보(드론의 위

었다. 이에 최근 미국 펜실베이니아 공대 연구팀은 GPS나 다른 외

치, 고도, 속도, 비행 계획, 비행 경로 등)를 공유하고, AI 기반의 첨

부 신호 없이도 드론이 스스로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드론, 쇼가 아닌 산업으로 발전해야

단 자동관제를 제공하며 사전 입력정보(출발, 목적지) 기반 AI형 자

해 냈다. VGA 스테레오 카메라, 4K 비디오카메라 등을 갖춘 드론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화려하게 빛낸 드론 쇼가 한국이 아닌 외국의 기

동관제소의 통제에 따라 원격 자율·군집비행 등 고도의 비행시스템

VIO(Visual Inertial Odometry) 기술을 활용해 출발지로부터 얼

술로 이뤄진 것에 대한 보도가 나오자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 했고, 우

을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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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소 검색부터
응급상황 위치전송,
토지정보까지

국민 편의와 안전을 위한 ‘필수 앱’
LX토지알림e

‘LX토지알림e’
서비스 한 눈에 살펴보기

한국국토정보공사의 ‘LX토지알림e’가 2017년 12월, 매일경제·MBN 선정 ‘올해의 앱’
공공서비스 부문 대상을 받았다. 2015~2017년 3년 연속 ‘올해의 앱’에 선정되며 창의
적인 아이디어·서비스·혁신이 돋보이는 앱으로 평가받은 ‘LX토지알림e’는 LX의 공간
정보 기술력과 12개 지역본부, 172개 지사의 인적 네트워크가 집약돼 있다. 재난안전
정보와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LX토지알림e’를 소개한다.
Writer. 임영현

1

2

3

4

5

6

국민생활안전 지키는 ‘LX토지알림e’
2013년 4월 첫 선을 보인 ‘LX토지알림e’는 세계 최초로 주소
지와 현재 위치에 대한 대비정보와 기상특보, 토지정보 등을 모
바일로 제공하여 화제를 모았다. 특히 2017년에는 조난이나
교통사고 같은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119 또는 지정 전화
번호로 위치를 전송하는 ‘응급상황 위치전송’ 서비스를 추가해
국민생활안전도 향상에 기여했다. ‘LX토지알림e’ 이용건수는
연간 20만 건 이상에 이르고 있다.

어디서 다운로드 받을까?
‘LX토지알림e’는 iOS와 안드로이드 플랫폼 모두에서 서비스
‘LX토지알림e’
메인 화면

를 제공한다. 구글의 구글플레이나 애플 앱 스토어에서 쉽게 다
운로드 받을 수 있다.

1 토지정보 : 다양한 토지 관련 정보를 무료로 받아볼 수 있는 토지정보. 한국국토정보공사 아이디 필요.
2 안전정보 : 현재 위치와 관심지역의 대피소, 약국, 병원, 경찰서, 소방서 위치정보 및 길안내, 기상정보.
3 지적측량수수료 : 경계복원측량, 분할측량, 지적현황측량, 등록전환측량 예상 수수료 조회.
4 땅 울림e : 고객신문고(이의신청, 진정, 질의사항 등록), 칭찬합니다(칭찬 게시판).
5 지적측량 FAQ : 지적측량 업무절차와 측량종목, 측량서비스 등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조회.
6 LX 1박 2일 : LX 직원들이 추천하는 전국 1박 2일 여행 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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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상황
위치전송
등반을 하다가 다치거나 폭우로 고립되었을 때, 교통
사고가 발생했을 때 등 위급상황에서는 빠르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이때 ‘LX토지알림e’가 유용하다. 먼저
앱 첫 화면 하단의 ‘응급상황 위치전송’을 누른다. 산
악 안전사고, 산악 조난사고, 신체 상해사고, 풍수해,
교통사고, 긴급 도움요청 등 응급상황 유형을 선택하
고, 전화번호를 입력 후 ‘전송’ 버튼을 누르면 간단하
다. ‘LX토지알림e’가 현재 위치를 표시한 지도 이미
지와 국가지점번호로부터의 위치, 경위도 좌표를 119
또는 지인에게 발송한다.
공사 안내
주변 대피소 범위 선택

최근접 대피소 표시

대피소 검색 결과

가까운 대피소,

‘LX토지알림e’는 지진이나 홍수 같은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전하게 대피할 대피소의 위치를 쉽게 찾

약국, 병원 찾기

아볼 수 있다. ‘LX토지알림e’에서 ‘안전정보’를 클릭하면 현재 위치가 표시되고, 왼쪽 상단의 ‘범위 선택’

LX 홈페이지로 이동, 공사 소식, 본
부·지사 안내 등 정보 제공

에서 5분(300m), 15분(1km), 30분(20km) 범위를 선택해 대피소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최근접 대피
소’를 클릭하면 현재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대피소가 어디인지 살펴볼 수 있다. 대피소 아이콘을 누르면 대
피소 명칭과 주소가 나타나고 올레 길안내 또는 카카오내비 길안내를 통해 길안내를 받을 수 있다.
대피소 위치와 함께 약국, 병원, 경찰서, 소방서의 위치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오른쪽 상단 약국, 병
원 등의 아이콘을 클릭하고 범위를 선택하면 주변에 약국과 병원, 경찰서, 소방서가 어디 있는지 보여준다.
관심지역 설정을 설정해 놓으면 현재 위치뿐만 아니라 자신이 지정한 관심지역 내 대피소, 약국, 병원, 경찰
서, 소방서 위치 역시 한 눈에 볼 수 있다.
‘안전정보’ 내 ‘대피소 검색’에서 지역별 대피소 검색도 가능하다. LX 공간정보연구원이 자리 잡은 ‘전북 전
주시 완산구’를 검색하면 완산구에 지정된 대피소 리스트가 안내된다. 대피소 한 곳을 클릭하면 대피소 명
칭과 주소가 나오고, 길안내를 받을 수 있다.
주변 병원 위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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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상황 유형 선택

전화번호 입력 후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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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을 만드는 기업

“공간의 중심은 바로 사람입니다”

53

공간측정기기 전문기업 맥파이테크

양방향 레이저 거리측정기 개발 기업 ‘맥파이테크(Magpie Tech)’

IoT 측정기기를 개발하고 있는 스타트업이다. 다양한 기기에 공간측정 레
이저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 특히 세계 최초로 양방향 거리측정기 VH-80

Writer. 오민영 Photographer. 박창수(아프리카스튜디오)

을 개발하여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사명인 ‘Magpie’는 까치를 뜻한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까치처럼, 기술을 개발을 통해 좋은 소식을 전하겠다는
것이 맥파이의 철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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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서울 성북구 오패산로 3길 12 국방벤처센터 103호 맥파이테크

●

홈페이지 www.magpie-tech.com

움직이지 않아도 손쉽게, 단위 호환·도면 활용까지 간편하게
내가 서 있는 지점이 곧 중심이다. 양방향 레이저 거리측정기를 켜기만 하면 한쪽에서 반대편까지의 거리를 말 그대
로 레이저가 재 준다. 높이도 걱정 없다. 위아래 닿는 데까지 붉은 선이 미치면 바로 수치가 나온다.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고작 3초. 줄자로 직접 움직이며 거리를 잰다면 10분은 각오해야 한다. 정확한 너비를 알 수 있는 데다 시간까
지 아낄 수 있다니 일거양득이 따로 없다. 맥파이테크의 양방향 레이저 거리측정기 ‘VH-80’이 선사하는 마법이다.
물론 레이저 거리측정기는 다른 회사에서도 출시하고 있다. 다만 단방향 일색이었던 기존 제품과 달리 이곳은 양방
향을 채택했다. 그 정도가 무슨 대수겠냐고 하겠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고 하지 않던가.
“줄자보다는 편리하겠지만, 단방향 제품은 역시 사람이 움직여야 거리를 잴 수 있죠. 그러나 양방향이면 어디에서든
최대 80m까지 공간 치수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요.”
신웅철 맥파이테크 대표는 노약자, 장애인 등 몸이 불편한 사람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고 강조한다. 그
의도를 반영하듯 두 개의 레이저 다이오드는 사람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의 거리를 재고, 그 합까지 계산해 아주 간
편하다. 단방향으로만 이용하고 싶을 때는 측정 모드만 바꾸면 된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VH-80 Measuring & Sketch)과 연동하면 더 큰 세계가 열린다. VH-80에 내장한 블루투스
(Bluetooth) 4.0을 통해 측정한 데이터를 바로 저장·공유할 수 있다. 설정값을 변경하는 원격 측정 모드와 도면을 다
양한 확장자(JPG, PDF, XLS 등) 파일로 만들어 전문 업무에 활용하는 스케치 모드를 이용하면 더욱 손쉽다. 그 밖에
▲연속 측정 ▲부피 측정 ▲피타고라스 정리 활용 ▲모든 단위 호환 등이 가능하다. 그러니 건축 현장, 산림 관리, 지
질학 등의 공간정보 분야에서 열광할 수밖에 없을 테다.

전 세계 85개 국가에서 6,500만 대 판매한 ‘양방향’ 파워
그간 발전이 미미하던 동종업계에 파장을 일으키며 혁신적 제품을 선보인 맥파이테크는 지난 2015년에 처음 문 열
공간의 크기를 알기 위해 줄자를 들었다. 그런데 요령이 없다 보니 꺾이거나 휘청거려서 제대로 잴 수 없고, 스르륵 잘못 밀려들어가 손
을 다치기도 한다. 또, 매우 넓은 곳에선 누군가가 도와줘야 하니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같은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맥파이
테크가 세계 최초로 양방향 레이저 거리측정기를 개발했다.

었다. 역사가 그리 길지 않지만, 우량 강소기업이라고 불러도 아쉽지 않을 만큼 내실이 알차다.
창업 전인 2013년부터 3년간 개발에 몰두해 완성한 대표작 양방향 레이저 거리측정기는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달고 선보이자마자 불티나게 팔렸다. 2017년 초 미국 크라우드 펀딩(Cloud Funding) 플랫폼인 킥스타터(Kickstarter)와 인디고고(Indiegogo)에서 론칭해 85개 국가에서 6,500만 대를 판매하고 약 100만 달러의 이익을 거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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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품 기술은 국내에서 2건의 특허, 미국·유럽·일본·중국에서 지역 특허 등을 냈고,

공간 측정도 시대의 발전에
발맞출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전 세계 상표권을 출원했다.
이처럼 기발한 아이디어가 빛을 본 계기가 흥미롭다. 단방향 레이저 거리측정기를 개
발하면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던 때, 최현미 기획팀장이 양방향의 가능성을 제안했다
고. 첫발을 떼는 중소기업으로써 선뜻 받아들이기엔 상당한 모험이었다. 그러나 신웅
철 대표는 그냥 보아 넘기지 않고 철저히 검토한 끝에 반영하기로 맘먹었고 결국 결실

을 보았다. 소통이 원활하고 돈독한 사내 분위기가 회사를 성공으로 이끈 것이다.
현재 이곳은 국방기술품질원 국방벤처센터에 둥지를 틀고 있다. 공간 측정 레이저 기술의 연구를 더욱 심화해 국방에도
4

활용하기 위함이다. 우수한 민간기술로 인정받았으니 인증을 거친다면 상용화 사업까지 추진할 수 있을 테다.
3

더불어 광범위한 위치까지 커버하는 드론 거리측정기, 간편한 측량을 돕는 레벨기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
의 도래로 세상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데 정작 계측 공구 시장은 눈에 띄는 변화가 없어 안타깝다는 신 대표는 공구
에 IoE(Internet of Everything, 만물 인터넷)를 접목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간 측정도 시대의 발전에 발맞
출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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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는 편리한 것을 원하게 돼 있고,
그 니즈를 정확하게 읽은 VH-80은
변화를 만들어가는 선두에 서 있다.
레드오션을 블루오션으로…글로벌 무대에서 인정받는 그 날까지 달린다
양방향 레이저 거리측정기의 성능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다. 1차 제품에서의 소비자 피드백을 적극적
으로 받아들여 내년 1월에는 한 단계 진화한 제품을 공개하고자 한다. 아울러 2019년, 글로벌 IT 기업들의 축제인
CES(The International Consumer Electronics Show, 국제전자제품박람회)에 참여해 세계무대에서도 검증받을
2

계획이다. 거대한 규모의 시장에 뛰어드는 것이지만, 두렵지 않다. 지금으로서는 양방향이 특별하지만, 앞으로는 표
준으로 자리 잡을 터다. 소비자는 편리한 것을 원하게 돼 있고, 그 니즈를 정확하게 읽은 VH-80은 변화를 만들어가
는 선두에 서 있다. 다들 레드 오션이라고 말하는 분야에서 블루 오션을 개척한 맥파이테크가 더욱 박차를 가하는 이

1,2 사람 중심의 공간정보를 개발하는 맥파이테크 신
웅철 대표

3 피타고라스 정리를 활용한 높이 측정
4양
 방향 거리 측정기 아이디어의 주역 신웅철 대표
와 김현미 팀장

1

5양
 방향 거리 측정의 개념도
6맥
 파이테크의 수상 실적

유다.
“공간 측정 기술은 디지털을 통해 발전을 거듭해야 합니다. 이전에 컴퓨터에서 도스를 썼지만, 지금은 윈도우를 사
용해야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는 막을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앞장서야 하지 않을까요.”
IT 강국으로 이름난 대한민국이야말로 차세대 공간 정보를 이끌어갈 만한 주역이라고 힘줘 말하는 신 대표는 맥파이
테크 또한 측정 기술로 발전 도모에 함께하겠다며 싱긋 웃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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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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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기까지 공간정보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연구개발 발전 방안을 모

공간정보의 미래,
R&D에서 답을 찾다
공간정보연구원, 공간정보 연구성과 발표 및 R&D사업 설명회 개최

색하는 자리가 됐다.

‘수요자 중심 개방’ 초점 맞춘 국가공간정보 정책 추진
첫 번째 세션에서는 국가공간정보 정책, 사물인터넷(IoT), 스마트시
티 등 공간정보 발전방향을 살펴봤다. ‘국가공간정보 정책방향’을 발
표한 이상옥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과 사무관은 “수요자 중심 개방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공간정보 제6차 기본계획을 2월 말 발표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2018년 국가공간정보 정책 추진방향으로
▲공간정보 생애주기 전반의 혁신 ▲공간정보 혁신성장의 토대 마련
▲스마트한 공간정보 행정 구현 등을 소개했다.
김규남 LG유플러스 부장은 ‘사물인터넷(IoT)이 만들어 가는 세상’을
주제로 사물인터넷을 넘어 소물인터넷으로 진화하는 경향을 설명하
고, 첨단 기술을 적용한 세계 벤치마킹 사례들을 소개했다. LX공간정
보연구원과 LG유플러스는 지난해 8월 ‘Geo-IoT 사업 협약’을 체결
하고 지적측량사업에 NB-IoT(협대역 사물인터넷) 기술을 적용하기

설명회에 참석한 한국국토정보공사 박명식 사장(위)과 공간정보연구원 차득기 원장

로 밝힌 바 있다.
이어 4차산업혁명위원회 스마트시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갑성 연
세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시티 추진방향’을 발

했다. 강상구 실장은 중장기(2018~2022년) 공간정보 R&D 전략체계

표했다. 김 교수는 발표 내용이 개인 의견이라고 전제한 후 “스마트

에 대해 “‘공간정보 R&D를 선도하는 글로벌 허브 연구기관’이라는 비

시티 조성을 위해 정부는 기존의 도시개발 노하우와 ICT 기술을 적

전을 달성하고자 ▲실시간 국토정보 구축 및 갱신 자동화기술(고정밀,

용하여 스마트시티 모델을 구축·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하

자동화) ▲AI 기반 국토정보 융복합 기술(지능화) ▲LX 가상공간 기반

며, 특별법 제정을 통한 강력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제해결 서비스 기술(초실감, 가상화) 등 국토정보 핵심기술을 개발

또한 “범정부 컨트롤타워 구축과 민간과의 협력 강화, 다각적인 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X공간정보연구원은 올해 ▲스마트 공간정

원조달 방안 마련 그리고 참여기업과 주민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보 기술개발 기획연구 ▲지능형 지적서비스 LX-GEO고 사업화 전략

고 제언했다.

방안 연구 ▲Geo-IT 플랫폼 서비스 기술개발 및 활용 방안 연구 ▲지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 공간정보연구원이 지난 1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LX가 주관한 ‘공간정보 연구성과 발표 및

월 23일 LX 본사 대강당에서 ‘공간정보 연구성과 발표 및

R&D사업 설명회’가 지난 1월 23일 LX 본사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

지난해 연구성과와 함께 연구과제 지원 공모사업 계획 발표

개발 등 총 8개 기술개발 과제를 수행할 계획이다.

번 행사는 전만경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을 비롯해 명승환 한국

두 번째 세션은 LX공간정보연구원의 지난해 연구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2018년 LX공간정보연구원은 대학을 대상으로 연구과제 지원

여는 좋은 생각들’을 주제로 공간정보 발전방향과 공간정보

정책학회장(인하대 교수), 김용일 대한원격탐색학회장(서울대 교수),

자리였다. LX공간정보연구원은 지난해 총 45건의 연구과제를 수행

공모사업을 진행한다. ICBMS(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

연구성과를 공유하는 자리가 됐다. 특히 LX 미래비전 연구

오이균 한국지적학회장(신한대 교수), 윤홍식 한국측량학회장(성균

했으며 이 중 ▲공간정보산업 발전 방안 ▲사물인터넷 기반의 경계

바일, 보안), AI 기술 개발과 관련된 지정과제와 안전, 환경, 농생명 등

전략과 올해 30억 원을 투자하는 공간정보 R&D 연구과제

관대 교수), 심정민 한국지적정보학회장(전주비전대 교수), 박명식

점 실용화 방안 ▲빈집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 구축 방안 ▲지능형

우리나라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자유과제 두 가지 분

LX 사장, 차득기 LX공간정보연구원장 등 공간정보 산업계 및 학계 관

자동차 인식기술 지원을 위한 표준 DB구축 등 대표적인 연구성과 4

야에서 공모를 받아 총 3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차득기 LX공간정

계자 300여 명이 참석했다.

건을 소개했다.

보연구원장은 “연구과제 지원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 대학들과 산학협

이번 행사는 공간정보 발전방향, 공간정보 연구성과 발표에 이어 LX

마지막 세션은 강상구 LX공간정보연구원 국토정보연구실장이 발표

력을 확대하고, 지역 내 인재양성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노

미래비전 연구전략과 공간정보 R&D 연구과제 지원 공모사업 소개에

자로 나서 LX 미래전략과 공간정보 R&D 연구과제 공모사업을 소개

력하겠다”고 밝혔다.

R&D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공간정보 산업·
학계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간정보 미래를

지원 공모사업은 많은 관심을 모았다.

능형자동차 인식기술 개발을 위한 공개용표준 DB 구축 및 평가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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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 알쓸신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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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택배 언제 볼 수 있을까

알고보면
쓸모 있는
新 잡다한 지식

세상에 쓸모없는 정보는 없다. 알아 두면 쓸모 있는

2013년 12월 아마존은 택배 드론 ‘프라임 에어’를 발표해 세상의 이목을 집

새로운 정보, 공간정보 알쓸신잡. 이번에는 자동차업계가

중시켰다. 집 문앞으로 드론이 날아와 물건을 내려놓는 장면은 곧바로 눈앞

카 셰어링 시장으로 몰려드는 이유와 드론 택배를

으로 다가오는 듯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지금 드론의 택배 활용이 본격화됐

언제쯤 볼 수 있을지에 대해 소개한다.

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없다.
드론은 하늘길로 달려 물류의 시공간 제약을 뛰어넘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우선 비행시간과 거리의 제약을 받는다. 택
배용 드론의 비행시간은 1시간을 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동거리도 10km를
넘지 못한다. 배터리 기술의 한계 때문에 비행시간과 비행 거리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한 택배 수요가 집중되는 도시 지역에서는 효율성이 떨어질 뿐

자동차 업계가

만 아니라 충돌 등 위험요인도 많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각 국가별로 시행중인

카 셰어링으로 몰리는 이유

비행 규제 때문에 드론을 이용한 물류는 실현에 제한을 받고 있다. 때문에 드론
을 활용한 배송은 빠르게 현실화되지 못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 드론 택배 관

차량공유(카 셰어링) 산업은 최근 들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골드만삭스

련한 기술의 발전과 제도의 개선이 발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는 2017년 360억 달러였던 글로벌 차량공유 시장 규모가 2850억 달러로 8배

그 중 가장 앞선 행보를 보이는 것은 중국이다. 중국의 일부 성에서는 택배회

이상 커질 것으로 전망한다. 자동차 업계는 앞 다투어 차량공유 산업에 뛰어들

사에게 업무용 드론 운영 허가를 내주었고, 택배회사는 동시에 여러 사람에

고 있다. 미국의 자동차업계 GM은 2016년 차랑 공유서비스 회사 ‘메이븐’을

게 물품을 배달하는 행사를 벌이기도 했다. 또, 징동닷컴이라는 회사는 현재

설립하여 운영 중이고, 미국 2위 차량공유업체인 리프트에 5억 달러를 투자한

화물 50kg까지 배송할 수 있는 드론을 운용 중이며, 3년내에 500kg까지 실

바 있다. 독일의 다임러는 2008년 독일에서 자회사 ‘카투고(car2go)’를 설립

을 수 있는 드론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한다. 또 드론택배 전용 공항을 마련하

해 차량공유 서비스를 시작했다. 카투고는 현재 유럽·미국·아시아 등 전 세계

여, 드론 배송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발표도 있었다. 드론 규제가 심한 국

26개 도시에서 서비스 중이다. 일본의 도요타는 우버에 1억 달러를 투자하면

가로 꼽혔던 미국 정부도 올해 들어 5월 상업용 드론 배송 시험프로그램을 시

서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체결하기도 했다.

행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도 2017년 11월 우정

그런데, 이렇게 자동차 업계가 차량공유 산업으로 몰리는 까닭은 단순히 시장

사업본부가 4km 거리의 바다를 건너 직접 우편물을 배송한 시범 운영 사례

확산 기대 때문만이 아니다. 바로 자율주행 때문이다. 자율주행차를 공유하

가 있었고, 뒤이어 국토부에서 2021년까지 K-드론 시스템을 개발해 무인항

게 된다면 굳이 자동차를 구매하지 않더라도 원하는 위치까지 자동차가 저절

공 시대를 선도하겠는 정책 발표도 있었다.

로 배달되고, 반납 또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또, 내가 원하는 자동차를 얼

이렇듯 기술 개발과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서울과 같은 도심에서

마든지 골라 탈 수도 있다. 이렇게 된다면 굳이 차량을 구매하지 않고도 필요

드론으로 택배를 받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드론이 시험되고

한 때에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다. 자연스럽게 자동차의 구매량은 줄어들게 될

있는 곳들은 대부분 도서·산간·벽지들이기 때문이다. 복잡한 도로·주소 체

것이고, 자동차의 최대구매자는 자연스럽게 차량공유 시스템을 갖춘 업체가

계에 대한 정비 및 입체 주소 체계 정비, 비행금지 구역 해제 등 풀어야 할 숙

될 것이다. 컨설팅 업체 맥킨지도 2030년에 일반소비자의 자동차 구매가 연

제들이 많다.

간 400만대 감소하고, 차량공유업체의 구매가 200만대 증가할 것이라고 전

우정사업본부에서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도서 산간지역 10곳에 대해

망한 바 있다. 유럽 최대 컨설팅업체 롤랜드버거 또한, 2030년 카셰어링 시장

드론 배송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2022년에는 드론 배송을 상용화한다는 계

이 전체 자동차산업의 40%까지 차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물론 자율주행차

획을 밝혔다. 또, 행정안전부는 2017년 12월 ‘제 3차 주소정책 추진 종합계

의 상용화 시기가 빨라질수록 그 차량공유 서비스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할

획’을 발표하여 주소체계를 입체화 및 고도화하는 계획을 제시했다.

것이라는 예측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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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가 그려진 범위는 북쪽은 몽고, 남쪽은 안남(安南), 동쪽은 일본,

‘조선본천하여지도’는
1402년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와 더불어 조
선의 세계지도로 높이 평가된다.

서쪽은 황하의 발원지로 지도의 대부분을 중국 땅이 차지하고 있으
나, 조선은 중국에 비해 더 크게 그려졌다. 해안선과 하천은 사실적으
로 묘사되어 있고, 황하는 황색으로 구분하였다. 바다는 색이 바라 옅
은 청회색으로 보이지만 형태는 마름모꼴의 능형(菱形)무늬로 그려
바다임을 알 수 있게 했다.
한반도의 모습은 북부지방이 보이지 않지만, 프랑스 소장본을 참조
하면 조선 전기의 전국 지도와 유사하다. 모든 산은 진녹색인데 비해
백두산만 우뚝하게 흰색으로 그렸고, 그곳에서 압록강과 두만강이
발원하는 것으로 그려졌다. 백두산 남쪽으로는 크고 작은 산들이 그
려져 있으나, 평안도 양덕(陽德)부터는 백두대간 산줄기가 지리산까
지 이어져 있다. 동해에는 우산도와 울릉도가 나란히 그려져 있으나
우산도의 ‘우(于)’자가 ‘정(丁)’자로 잘못 씌어 있다.

프랑스국립도서관 지도부에 보관되어 있는 ‘천하여지도(天下與地

수도는 ‘경도(京都)’라 표기해 이 지도가 조선에서 제작된 것임을 뒷

圖)’는 중국인 왕반(王伴)이 제작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이 지

받침하고, 지도 오른쪽 하단에는 중국의 행정구역 개요와 왕반이 쓴

도는 왕반이 제작한 것이 아니라 조선에서 제작된 지도임이 밝혀졌

지문, 조선 사람의 발문이 차례로 적혀있다. 조선 사람의 발문 내용에

다. 그 증거로 지도 오른쪽 하단에 적힌 발문 끝에 이 지도가 중국에

요약하면 왕반의 지문이 적힌 8폭으로 간행된 여지도를 조선에 들여

서 제작된 여지도(輿地圖)를 참조해 조선과 일본, 유구의 지도를 그

와 각종 자료를 참고해 일부 지명과 내용을 대폭 수정한 뒤 우리나라

려 넣은 것이라는 조선 사람의 글이 적혀 있기 때문이다.

지도를 덧붙여 그려 후세 사람들은 이 지도를 만든 이유를 알지 않으

Writer. 최선웅

이 세계지도는 제목이 없어 부르는 명칭 또한 각기 다르다. 서울역사

면 안 될 것이라고 적고 있다.

한국지도학회 부회장
한국고지도연구학회 이사
한국지도제작연구소 대표

박물관은 ‘조선본천하여지도(朝鮮本天下輿地圖)’라고 명명하였고,

‘조선본천하여지도’는 1402년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와 더불어

이 지도에 대한 논문을 쓴 한영우(韓永愚) 교수는 ‘한국본여지도(韓

조선의 세계지도로 높이 평가되지만, 두 지도 모두 원본이 국외에 소

國本輿地圖)’, 병인양요 때 강탈당한 것임을 밝혀 낸 이진명 교수는 ‘

장되어 있어 안타까울 뿐이다. 이 지도는 울릉도와 독도가 그려진 관

한국본동아시아지도’, 프랑스국립도서관은 천하여지도의 중국 발음

계로 우리 땅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2008년 12월 22일 보

보물 제1601호

인 ‘Tian xia yu di tu(天下與地圖)’, 중국 문물출판사가 발간한 <중

물 제1601호로 지정되었다.

‘조선본천하여지도’

국고대지도집(명대)>에는 ‘왕반지여지도모회증보본(王泮識輿地圖

서울역사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조선본천하여지도

摹繪增補本)’이라 부르고 있다.
지도는 견포지에 채색으로 그려졌고, 온전한 프랑스 소장본과 비교

조선은 개국 초기인 1402년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라는 뛰어난 세계지도를 만들었다. 그러나 임진왜란 때 이
를 일본에 강탈 당해 현재 이 지도는 일본 용곡대학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다. 임진왜란 이후 조선은 또 다른 세
계지도를 만들었는데, 이 지도 역시 1866년 병인양요 때 프랑스에 강탈 당해 현재 프랑스국립도서관에 보관되

할 때 만리장성 북쪽과 중국 중앙부 상단, 조선의 강원도와 함경도 북
쪽의 지도내용이 박탈된 상태라 남은 부분의 크기는 가로 183.5cm,

어 있다. ‘천하여지도’라고 불리는 이 지도는 서울역사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조선본천하여지도’와 같은 계

세로 154cm이다. 참고로 프랑스 소장본의 크기는 가로 195cm, 세

통의 세계지도이다.

로 185cm이다. 지도는 1637년 현으로 설치된 경상도의 자인(慈
仁)이 표기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1637년 병자호란을 겪는 과정
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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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 숨은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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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측정하되 반드시 사람을 바꾸고(물론 사용하는 기계도 바꿨

아주 불안한 방법이었다.

다) 먼저 측정한 성과, 즉 숫자는 이를 뒷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1938년 4월 1일부터 재단법인 조선지적협회는 업무수탁을

봉해 버렸다. 임시토지조사국 당시의 면적 계산착오는 총 조사

개시하면서 그때까지 개인자격으로 집행해 오던 지적측량업

필수 약 2,000만 필 중에서 불과 수십 필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무를 새로 생긴 조선지적협회라는 단체에 묶어 놓았다. 이 때

신화에 가까울 만큼 오류가 적었다는 이야기다. 오래된 자료를

문에 생소한 제도로 말미암아 직원들이 모든 분야에서 서툰 실

보다 보면 가끔 토지의 면적이 잘못된 것이 발견되지만 이는 전

수를 저질러 곤란한 경우가 자주 있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려

부 임시토지조사국의 측량이 끝난 뒤 이동정리를 할 때 그르친

는 것은 바로 조선지적협회 업무개시 초기인 1938년에 있었

것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던 일이다. 당시 함경남도 함흥 시가지 주변에는 일본의 군사

라고 항의하기 이르렀다.

1914년 6월 30일 토지조사사업의 주무관서이던 임시토지조

시설이 많았는데 긴급을 요하는 군용지 분할측량을 새로 조선

자기의 기술에 자신이 있었던 K씨는 다시 측량원도를 꺼내어

사국 훈령 제25호로 제정된 “제도적산규정” 제33조 구적기(플

지적협회에 의뢰해 온 일이 있었다. 이 업무를 협회에 새로 채

플라니메타로 돌렸다. 그러고는 100이라는 독수가 나오는 것

라니메타)에 의한 면적측정은 ‘1필지마다 3회 이를 행할 것’. 제

용 된 K씨가 담당하고 있었다. 당시에는 지적측량 자격제도가

을 그 문관에게 보이며 협회 측에는 잘못이 없다고 응수했다. 두

34조 전조의 측정은 ‘매회 작업자를 달리하고 또한 전회 측정의

없었고, 다만 지적주무관청인 세무감독국에서 그 기술을 인정

사람은 서로가 맞다고 옥신각신했다. 그것을 옆에 보던 직원들

결과를 엄폐(掩蔽: 가리어 둠)할 것’이라고 하여 법규로서 규제

하면 그만이었던 시절이었다.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으나 분

은 곤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한참이 지나서야 K씨의 잘못

우리나라에서 전국적인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여 토지대장

까지 하였던 것이다. 임시토지조사국에서 토지조사사업을 끝

할측량대상 토지는 원지면적이 약 2,000 평이었고 이것을 약

을 발견했다. K씨는 3평 단위의 플라니메타로 100이라는 독수

과 지적도를 만든 것은 20세기 초엽 임시토지조사국이 생기면

내고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각 시·군에 이관한 뒤에는 전기한 제

1,700평짜리와 약 300평짜리와의 2필지로 분할하는 것이었

가 나오면 이는 100×3=300평이라고 해야 할 것을 1평 단위로

서부터다. 당시 토지의 면적을 계산(積算)할 때에는, 실면적의

도적산규정 대신 1921년 3월 18일 조선총독부 훈령 제10호로

다. 300평의 용도는 비밀군사시설 부지였던 모양이다. 이 업

착각하고 그냥 100평이라고 한 것이다. 이 때문에 다른 필지의

1/3씩 나오도록 조정된 플라니메타(이것을 3평 단위라고 함)

《토지측량규정》을 제정하고 제51조에 “지적(地積=면적)은 계

무는 조선지적협회 함흥지부(당시는 세무감독국별로 지부가

면적은 2,000평-100평 = 1,900평이라고 차인계산을 하였다.

를 사용하여 1필지의 토지를 각기 다른 세 사람이 손을 바꾸면

적기를 사용할 때에는 3회 독정하고… ”라고 하여 1필지의 면

있었음)에서 직접 수탁하여 전기와 같이 측량, 면적계산, 토지

실지는 1,700평과 300평짜리로 분할되면서도 서류상으로는

서 측량원도 위에 제각기 한 번씩 측정하여 각 측정한 독수(독정

적은 3번 측정한다는 점만 밝혔을 뿐, 반드시 사람을 달리한다

분할신고서 작성까지 끝내고 당시 군용지의 관리청인 서울의

1,900평짜리와 100평짜리가 되고 말았던 것이다.

한 수)를 합쳐서 그 토지 실면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든가 혹은 먼저 독정한 결과를 가리라는 등의 규정은 하지 않았

조선군사령부 토지분할신고서에 도장을 찍어 돌려보내 달라

다행히 문관은 “신이 아닌 인간사에 있을 수 있는 과실”이라

이런 관계로 결국 세 사람을 각각 그 토지면적의 1/3씩 측정한

다. 때문에 그 뒤부터 면적계산은 경비·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

고 공문을 보냈다. 이는 지극히 정상적인 사무절차로, 이 공문

고 웃으며 그 신고서의 면적 100평을 300평으로, 1,900평을

셈이 되었다고 한다. 이와 같이 1/3씩 측정하게 했던 이유는 만

일인이 동일기계로서 연속 3회 독정하여 그 합계를 산출면적으

을 받은 조선군사령부에서는 조선지적협회 함흥지부에 공문(

1,700평으로 고치고 조선군사령부에서 분할신고서에 도장을

약 한 사람에게 작업의 전부를 맡길 때에는 개인오차나 과오를

로 하도록 되어 있었다. 한편, 제49조에는 “면적은 1지번마다

公文)으로 “면적계산이 실지보다 아주 작게 된 모양이니 다시

찍음으로써 사건은 일단락이 지어졌다. 이 사건은 그 뒤 아주 좋

발견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토지의 면적은 1필지를 3

측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토지분할의 경우 분할된 토지 중 1필지

조사해 달라”는 내용을 회신하였다. 이 공문을 받은 K씨는 불

은 결말을 가져왔다. 즉 면적계산에서 “차인계산제도” 가 없었

의 면적이 원지면적의 약 80%이상 되는 것이 있을 때에는 원지

쾌한 기분으로 측량원도를 꺼내어 플라니메타로 약 300평짜

더라면 이러한 과실은 즉시 발견 시정되었을 것이므로 이는 제

면적에서 다른 분할지의 면적을 공제한 것을 그 면적으로 한다”

리 필지를 다시 측정하였다. 그런데 그 독수가 앞서 측정하였

도상의 결함이라고 하여 비단 K씨 혼자만의 과실이라기보다는

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를 알기 쉽게 말하면 1,000평짜리 토지

던 100이 그대로 나왔다. K씨는 독수만을 확인하고 다른 것은

‘전 지적사무의 과실’이라고 판단한 함흥세무감독국 지적계는

를 900평짜리와 100평짜리로 분할할 경우, 100평짜리만 플라

하등의 검토 없이 조선군사령부에 “절대로 틀리지 않으니 안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즉 면적계산

니메타로 면적을 측정하고 이를 1,000평에서 빼면 남은 토지는

심하고 도장이나 찍어서 보내시오.”라는 내용의 회신문을 보

에서 차인계산을 해야 할 경우라도 반드시 플라니메타로 1회를

900평이 된다는 것이다. 결국 900평짜리는 면적측정을 하지

냈다. 그 뒤 약 5일 만에 이번에는 조선군사령부의 문관이 직접

측정하는 것으로 검증함으로써 차인계산을 할 때에 일어나기 쉬

않고 차인계산만으로 산출한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작업의 간

조선지적협회 함흥지부에 와서 “측량기술자가 아닌 우리들의

운 착오를 미리 막도록 관내 12개의 세무서와 조선지적협회 각

편을 꾀하는 방법으로서 아주 편리하다 하겠으나 2필지 중에서

짐작으로도 이 토지는 300평은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조선

출장소에 예규로 통첩하였다. 이것이 전화위복이 되어 그로부

1필지만 면적을 측정하기 때문에 작업의 과오를 검증할 수 없는

지적협회에서는 100평이라고 주장하니 납득이 가지 않는다.”

터는 이러한 과실이 근절되었다고 한다.

100평이
300평이 된 이야기
Writer. 오복동((前) 한국국토정보공사 가평지사장)

300평이라니까요!
다시 측량해보세요!

아니 제가 몇번을 말씀드려요
100평이 맞습니다.

당시 사용되었던
극식 구적기(플라니메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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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2월

공간정보 연관 검색,
무엇이 있을까?

2017년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공간정보와 연관된 단
어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 워드 클라우드 분석을 통해 핫
키워드를 찾고, 그 의미를 짚어 보자.

IT 서비스

CES
2018

HOT

KEYWORD

스 마 트 시 티

VR

부동산

스마트시티

자율주행

1

스마트시티

2

한국

3

AI

4

외국인

5

GIS

6

교통부

7

서울

8

중소기업

9

국토부

10

폴더블폰

평창
동계올림픽

자동
발렛주차

현대모비스
원격 주차지원
헤드셋

공간정보
VR
국토부

바이브

전기차

협력주행
스마트 시티
한국

AI

① 스마트 시티 - AI - GIS

② 한국 - 유망 근미래 기술 100개

2017년 12월 공간정보와 가장 관련이 깊은 단어는 ‘스마트 시

공간정보와 관련하여 ‘한국’도 자주 언급되는 단어였다. 한국

티’였다. 연말연시를 맞아 여러 기관과 명사들이 신년사의 형태

은 앞서 소개한 ‘스마트 시티’나 국토교통부 등 다양한 단어와

로 2018년 비전을 밝혔고, 여기에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꼽은 것

함께 쓰였다. ‘한국’에서 눈여겨볼 만한 연결 이슈는 ‘유망 근미

이 ‘스마트 시티’였다. ‘공간정보’와 ‘스마트 시티’가 함께 언급된

래 기술 100개’가 있다. 한국공학한림원은 12월, 2025년 대

뉴스에서는 삼성전자, 한글과 컴퓨터 등 다양한 기업·기관들과

한민국 가정과 도시풍경을 바꿀 유망 근미래 기술 100개를 발

대통령과 장관, CEO 등 명사들의 이름이 함께 연계되어 추출되

표했다. 이번 발표는 2013년 이어 두 번째로 100개의 기술은

었다. ‘스마트 시티’의 핵심 인프라로 ‘공간정보’를 꼽았기 때문

연구소 등에서 추천을 받아 전문가들이 여러 달의 토론을 거처

에 두 단어가 연계된다고 분석된다. 스마트 시티와 함께 인공지

선별한 것이다. 선정된 기술은 학술적 의미와 산업과 시장의

능을 뜻하는 ‘AI’도 자주 언급되었는데 이 단어도 스마트 시타와

관점이 모두 갖춘 것으로 자동차 기술 및 공간정보 기술이 다

동일한 맥락으로 분석된다. 명사들이 2017년을 정리하고 2018

수 포함되어 있다.

년을 전망하는 과정에서 스마트시티, AI 등을 언급하며 ‘공간정
GIS

보’를 핵심 키워드로 언급하였다.

GIS

SK
유망 근미래
기술 100

업데이트

인재양성

한국

본 내용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소셜데이터(kbig.kr) 분석을 토대로 주요 관계를 파악하고, 한국언

① 공간정보+스마트 시티

론진흥재단의 뉴스분석도구(kinds.or.kr) 및 뉴스 검색을 통해 관계의 의미를 추출했다.
* 검색 기간 : 2017. 12. 1. ~ 2018. 02. 28.
* 검색일 : 2017. 03. 10.

스마트시티
AI

주행차

GIS

② 공간정보+한국

국토교통부

유망 근미래 기술 100개
B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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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월
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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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2월

KEYWORD

현 대 모 비 스

현대모비스

1

현대모비스

2

부동산

3

자동발렛주차

4

원격주차지원

5

HOT

KEYWORD

1

VR

2

헤드셋

3

미국

4

일자리

VR

5

자동차

6

자율주행

6

SK

7

서울시

7

주행차

8

라스베가스

8

소비자

9

공공데이터

10

CES

V R

VR

9

SK텔레콤

10

바이브

① 현대 모비스 - 자동발렛주차 - 원격주차지원 - 자율주행

② 부동산 - VR

① VR - 헤드셋 - 바이브

③ 미국 - 마야 유적지

2018년 1월 ‘공간정보’와 관련하여 주목을 받았던 이슈 키워드

1월 두 번째로 공간정보와 연계된 단어는 ‘부동산’이었다. ‘다

공간정보 관련 2월의 주요 연관어로는 VR, 헤드셋, HTC의

세 번째 키워드로 분석된 ‘미국’과 관련해서는 마야 유적지 관련

로는 ‘현대모비스’, ‘부동산’, 그리고 1월 라스베이거스에 열린

방’, ‘직방’ 등 부동산 중개업체가 경쟁적으로 IT와 접목한 부

바이브(VIVE)와 같이 VR(Virtual reality) 관련 기기들이 새

뉴스가 흥미를 끈다. 미국의 이타카대학 등이 참여한 고고학 연

‘CES 2018’을 꼽을 수 있다. 이중 가장 주목을 받았던 ‘현대모비

동산 중개 서비스를 기획하면서 ‘공간정보’와 ‘부동산’의 연계

롭게 떠올랐다. 가상현실을 뜻하는 VR은 평창 동계올림픽

구진이 ‘라이다’를 통해 정글이 안쪽에 지형이 보이게 하는 기술

스’는 CES 2018과 관련된다. 현대모비스는 CES 2018에서 자

성 이 높아졌다. 이와 함께 1월에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 부동

을 전후하여 뉴스의 중심으로 부각됐다. 평창 동계올림픽 기

을 개발하여, 마야 유적지를 발굴해 냈다는 소식이다. 이들은 과

동발렛주차 기술과 관련된 기술설명회를 가졌다. 여기에서 현대

산 매물을 입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BUBI’라는 시스템이

간 중 삼성과 현대·기아차, KT 등은 자사의 홍보를 위해 VR

테말라 북부 지역의 밀림을 항공기 라이다로 관측하고, 그 데이

모비스는 운전자가 외부에서 버튼을 누르면 차가 초음파 센서 등

출시되어 주목을 받았다. ‘BUBI’는 건축물의 평면도를 2초만

을 접목한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였다. 또 인텔이 동계올림픽

터를 분석하여 피라미드, 건물, 도로, 벽과 같은 인공구조물을 6

을 활용해 자동으로 주차하는 원격주차지원(RSPA) 기술을 올해

에 3D로 재현할 수 있는 특허를 보유한 어반베이스와 웹 개발

일부 콘텐츠를 VR로 중계하면서 VR로 볼거리를 찾는 사람들

만여 건이나 찾아냈다고 밝혔다. 라이다가 발산하는 레이저는

초 양산차에 적용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자동발렛주

업체인 제로웹이 합작하여 만든 프리미엄 부동산 서비스다. 이

이 늘어났다고 분석된다. 또 지난달에 이어 새로운 프리미엄

대부분 수풀에 부딪혀 반사되지만 일부는 작은 틈을 통해 바닥

차(AVP) 기술을 올해 말까지 개발한다는 목표도 밝혔다. AVP는

서비스에서는 실시간 유동인구 데이터와 고화질의 3D VR영상

VR부동산을 표방한 올핌 플래닛이 솔루션 ‘집뷰’를 출시하

의 지표에 반사된다. 연구진은 수풀에 반사되는 신호를 걸러내

탑승자가 마트나 식당 등의 입구에 내리면 차가 스스로 주차공간

을 제공하여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도 생생한 부동산 정보를 확

면서 VR을 활용한 부동산 서비스가 추가된 것도 VR이 부각

는 일종의 ‘디지털 벌목’ 기법을 사용해 바닥의 지형을 보여주는

을 찾아 이동하는 높은 수준의 자율 주행 기술이다.

인할 수 있다.

된 한 이유였다.

데이터를 얻었다.

VR

자동발렛주차

헤드셋

HD 지도
VR 관련 최신 하드웨어

원격주차지원
프리미엄 부동산

① 공간정보+현대모비스

마야 유적지

② 공간정보+부동산

① 공간정보+VR
공인중개사간 경쟁

자율주행

CES

BUBI

HD 지도

③ 공간정보+미국
평창동계올림픽

바이브

안정성

68

학술 리포트

공간정보 기반
스마트 공간 구성 기술
Writer. 이상근, 이강우(한국전자통신연구원 IoT 연구본부 연구원)

서론

그림 1. 시스템 구조

우리의 생활 공간을 보다 편리하고 지능적으로 만들기 위한 기술

복합 상황 기반 작업 추천기

을 개발하기 위해, 퍼베이시브 컴퓨팅(Pervasive computing,
스트림 기반 상황 학습기

거의 모든 공간에서 컴퓨터를 사용하게 된다는 미래적 개념)1)에
2)

대한 비전에서 시작하여 다양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 본 연구

4W 복합 상황 인지 프레임 워크

사용자 정의 복합 상황처리 엔진

보 및 상황정보를 인식하여 사용자에게 능동적으로 필요한 서비

복합 상황
정보 질의

복합 상황
정보 추론

복합 상황
정보 이해

스를 제안하는 스마트 공간을 구성하고자 한다. 직관적인 사용
자 환경을 구성하고 가상 객체 및 정보를 실제 물체에 증강하기
위해 프로젝터-카메라 시스템3)이 구성되었으며, 이는 일반적인
벽 또는 테이블 등의 표면상에 멀티터치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간 상황 관리자에서 관리되는 각 객체의 위치정보와 함께 복합

지속적으로 작업을 수행함에 따라 생성되는 이력 정보들을 지

상황 정보 이해에 활용된다. 공간 상황정보 획득에 대한 보다 자

속적으로 학습 모델에 반영하는 자율성장 기술을 적용하기 위

세한 내용은 Y.-H. Suh 외의 연구4)에서 서술되었다.

하여, 배치 기반의 학습 기법 대신 스트림 데이터 기반 점진적 학

복합 상황처리 엔진에서는 2W 공간 상황 관리자에 기록된 각

습(Incremental Learning) 기법을 적용하였으며, 이를 위해

사용자 및 객체들의 위치 좌표 정보를 기반으로, 서로간의 상대

Hoeffding Tree 기반 학습 모델6)을 활용하여 학습 모델을 생성

적 의미 공간 관계5)를 추론하며, 이는 작업 수행 이력과 더불어

하고 배치 기반 데이터 일괄 학습 기능과 스트림 데이터 기반 학

복합 상황 정보를 구성하게 된다. 이 복합 상황 정보는 응용 필요

습 및 모델 업데이트 기능을 구현하였다. 또한, 각 사용자별 작업

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하여 구성할 수 있으며, 질의를 통해 필요

패턴의 변화를 감지하기 위하여, Adwin Bagging 기법7)을 통

한 정보를 가져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작업 시간, 식별된 사

한 변화 감지(drift detection) 기술이 적용되었다.

용자, 위치, 그리고 활성화된 서비스를 나타내는 4W(When,

복합 상황 기반 작업 추천기에서는 공간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현

Who, Where, What)의 형태로 이력 정보를 관리한다.

재 시간(When)에 특정 사용자(Who)가 정해진 위치(Where)
에 진입하면, 이 학습 모델을 통하여 해당 사용자에게 알맞은 서

4W 이력 로그 관리자

에서는, 실세계 공간 안의 물리적 객체들이 가상 정보 및 미디어
와 공존하는 혼합현실 공간을 구성하고, 그 안에서 여러 공간정

69

2W(Who, Where) 공간상황 관리자
작업 수행
정적 상황 정보

동적 상황 정보

모델러추적기

추적기

추적기

데에도 활용된다. 또, 능동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용자 이력
학습 기반 추천 기술이 응용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구현하기 위한 시스템의 구성을 제안하고,

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한 전반적인 시스템

공간 상황 정보를 이해하기 위해 대상 공간 내에 존재하는 사용

구조는 <그림1>과 같다.

자 및 객체들에 대한 인식 및 식별, 사용자 위치 추적, 공간정보
관리, 공간상황 학습 등의 기술을 논의한다. 그리고 이를 구현한

공간 상황 정보 수집 및 관리

환경 및 응용을 소개하고 간단한 실험결과를 제시한다.

정적 상황 정보 모델러는 대상 공간에 대한 전반적 모델을 관리
하고, 동적 상황 정보 추적기는 깊이센서와 RGB 센서를 이용해

시스템의 구성

공간 내 존재하는 사용자들을 식별하고 각자의 위치 좌표 및 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주변 환경으로부터 공간정보를

동 경로를 추적한다. 작업 수행 추적기에서는 각 사용자들의 작

수집하고, 분석된 상황 지식을 기반으로 사용자에게 적절한 서

업 내역, 즉 서비스 이용 내역을 기록하고 관리하며, 이는 2W 공

스트림 기반 공간 상황 학습 및 추천

비스를 추천하고 실행하게 된다. 이 때, 사용자는 추천된 서비스

각 사용자들에게 적절한 시점에 알맞은 서비스를 능동적으로 추

를 통해 작업을 수행하거나 또는 제안을 무시하고 다른 서비스를

천하고 제공하기 위해서는 각 사용자별 서비스 이용 패턴을 파악

선택할 수 있으며, 해당 사용자의 작업 기록은 4W 형태의 로그

해야 하며, 스트림 기반 상황 학습기에서는 4W 이력 정보를 토

로 변환되어 학습 모델에 반영된다.

대로 이러한 패턴을 도출한다. 주어진 공간 내에서 사용자들이

4W 환경 변수 각각에 대해 정의된 값들은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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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상황 변수 및 값 정의

상황 변수
Who
Where
What

When

그림 2. 테스트 환경 및 장치 구성

그림 3. 테스트 환경 및 장치 구성

프로젝터-카메라
시스템

상황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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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본 논문에서는 공간정보를 활용한 스마트 공간 구성 기술을 소개

입구 영역

greyrhee, yhsuh, kwlee

하였다. 공간 상황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기 위해 대상 정적 공

Enterance, Kitchen, Table

간을 3D 모델로 구성하고, 공간 내 객체 인식을 위해 위치 추적

ScreenShare, DeviceControl, Postlt,

센서가 활용되었다. 또한, 능동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집된 정

Teleconference, PhotoAlbum
00:00:00, 01:00:00, 02:00:00, …,

보를 4W 기반 이력으로 정의하고 스트림 데이터 학습 기법을 통

테이블 영역

22:00:00, 23:00:00

해 각 사용자별 작업 패턴을 도출함으로써 적절한 서비스를 제안
하도록 구현하였다.

응용 및 실험

본 논문에서 제안된 기술은 스마트 공간을 구현하기 위한 가능성

시스템의 구성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2(a)>는 전반적인 테스

위치 추적 센서
부엌 영역

트 환경 및 배치를 나타내며, 손가락 터치 기반 상호작용 및 서비
스를 제공하는 프로젝터-카메라 장치가 테이블, 입구, 부엌의 3

(a) 스마트 공간 환경 구성

개 구역에 설치되었다. 사용자 위치 추적을 위한 센서는 <그림

2(b)>와 같이 6개의 깊이카메라로 구성되어 360도의 전방향을

프로젝터

모니터링하며, 혼합현실 멀티 터치 디스플레이 구성을 위한 프

을 제시하였으며, 활용 대상이 되는 공간정보의 범위를 확대하

단, 이는 어디까지나 시뮬레이션을 통한 실험 결과이며, 실제 환

고 센서를 다양화하는 한편, 점진적 학습 모듈을 개선하고 응용

경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좀 더 낮은 수치로 나타날 수 있기에, 보

서비스를 추가하여, 장기적으로는 다양한 환경에서 스마트공간

다 장기간에 걸친 실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통한 심층적 실

을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험이 필요할 것이다.

깊이
카메라

로젝터, 깊이카메라 및 RGB 카메라 장치 세트는 <그림 2(c)>와

RGB
카메라

같이 구성되었다.
이 환경 안에서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로 <그림 3>과 같이

94%로 충분히 높은 수치를 보여주었다.

(b) 위치 추적 센서

(c) 프로젝터-카메라 시스템

5가지 응용이 개발되었다. 영상 공유8)는 원격 회의 등을 위해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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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지 간 테이블 위의 객체 및 영상을 공유하는 환경을 제공하며,
스마트 메모 서비스9)에서는 사용자와 가까운 위치에서 개인화

19.3cm, 표준편차 20.1cm였다. 이는 사용자 위치를 기반으

4.	Y.-H. Suh, S. K. Rhee, and K. Lee, “Continuous Location Tracking of People by Multiple Depth Cameras,” In Proc. Of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CT

된 메모를 열람할 수 있다. 미로찾기 서비스는 테이블 위에 놓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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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로 이미지의 패턴을 인식하여 해답을 이미지 위에 프로젝터로

단되었다.

그려주며, 쥐 게임10)은 프로젝터 및 마커를 이용한 증강현실 게

두 번째 실험으로는 서비스 추천의 정확도를 측정하였으며, 장

임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리고 사진 앨범은 각 사용자마다 보유

기간에 걸친 작업 기록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999개의 레코

한 사진들을 터치 인터페이스를 통해 열람하도록 해 준다.

드로 이루어진 학습 데이터 세트와 99개의 레코드로 구성된 테

첫 번째 실험으로는 공간 상황 정보의 정확한 수집을 위해 사용

스트 데이터 세트를 생성하였으며, 작업 패턴의 변화에 대한 적

자 위치 오차를 측정하였으며, 두 명의 사용자가 위치 추적 센

응도를 확인하기 위해 다른 패턴의 학습 및 데이터 세트를 동일

서 주변을 지속적으로 이동하는 동안 실제 위치와 측정된 위치

한 레코드 수만큼 추가로 생성하였다. 실험 결과 패턴 변화가 일

를 각각 기록하였다. 총 4,930개의 궤적에 대한 측정 오차값은

어나기 전에는 예측 정확도가 98%였으며, 패턴 변화 이후에도

Convergence (ICTC), 2015, pp. 170-1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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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플랫폼으로 자율주행을 선도하다
바이두의 아폴로 프로젝트
Writer. 박종훈(ICT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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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두의 아폴로 시스템 (출처: 바이두)

- 중국의 최대 검색엔진 기업 바이두(百度)가 최근 자율주

확실하게 던졌다. 덕분에 현재 시점에서 아폴로 프로젝트는

보여 줌으로써 자신들의 기술이 상당한 궤도에 올랐음을 과

릿 형태의 디스플레이를 통해 자율운전 기능을 시각화하여

행차에서 가장 주목받는 기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바로 오

자율주행차의 ‘안드로이드’로 평가될 정도로 새로운 자율주

시하였다.

보여준다. 운전자는 디스플레이 화면만 보고도 AI가 무엇을

픈소스 자율운전 플랫폼 ‘아폴로(Apollo) 프로젝트’ 때문이

행차 생태계의 다크호스로 부각되고 있다.

다. 바이두는 2017년 7월 아폴롯 플랫폼 버전 1.0을 공개하

보고 어떤 장애물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알 수 있다. 또, 디스

- 앞서 언급했듯이 바이두의 아폴로 시범 영상에는 다양

플레이된 내용을 통해 운전자는 자동차의 움직임을 예측할

며, 자율주행 기술 개발기업은 누구나 다운받아 활용할 수

- 2018년 1월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18에서 바

한 차종이 등장한다. 일반 승용차는 물론이고 버스, 청소 차

수 있기도 하고, 저장된 자동차 주행데이터를 통해 알고리

있도록 오픈 소스 플랫폼으로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자

이두는 집중적인 플래시 세례를 받았다. 바이두는 중국 현

량 등 다양한 차종이 등장하여 자율주행 대열을 이뤘다. 이

즘을 디버깅할 수도 있다.

율주행차 개발자들에게 자율주행차 플랫폼, 관련 데이터 및

지와 연결된 시험운행을 실시간 중계 영상으로 보여 주었

는 바이두의 아폴로 플랫폼이 일반 차량에도 얼마든지 탑재

오픈 소스 등을 제공하고, 레퍼런스 하드웨어도 제공하겠다

다. 시험운행은 이른 아침 시간대에 한적한 도로(바이두 본

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자율주행용으로 제조된 차량이 아니

- 그런데 바이두는 아폴로 2.0을 공개하며 기업들의 참여

고 공언한 것이다. 발표 당시 의구심을 가진 시선도 일부 있

사 인근)를 달리는 자율주행차량 대열을 보여주는 것이었

라 지금 타고 있는 차량에 아폴로 플랫폼을 탐재하면 언제든

를 요청했다. 아폴로 1.0보다 진일보한 플랫폼을 제공할 예

었으나 반년이 조금 지난 현재 바이두는 전세계적으로 가장

다. 어둠 속에서 여러 대의 자율주행자동차가 나타나자 사

지 자율주행차량으로 변신이 가능하다. 아폴로 플랫폼은 센

정이니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달라는 이야기

획기적인 자율주행 플랫폼으로 성장하였다. 특히 2018년

람들은 시선을 집중했다. 다양한 자동차가 등장하여 도로를

서로 라이다(Lidar), 카메라, 레이더를 사용하는데, 이 센서

였다. 그런데, 이렇게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바이두가 왜 기

2월에 열린 ‘CES 2018’에서 라스베거스와 베이징을 연결

달리고, 중앙분리대가 없는 도로를 달렸다. 또, 복잡한 교차

를 일반 차량에 장착하면 AI가 정보를 통합·분석하여 자율

업들에게 참여를 요청했을까? 그 비밀은 바로 공개 소프트

하여 아폴로를 탑재한 자율주행 차량들의 군집 주행 시범을

로의 신호와 보행자를 인식하여 적절한 주행을 하며, 교차

주행을 실시한다. 실제로 미국의 스타트업 기업인 오토노머

웨어 이른바 오픈 소스에 있다. 개발된 소프트웨어가 공개

중계하는 등의 퍼포먼스를 통해 확실한 기술적 성취를 뽐냈

로에서 U턴도 시행했다. 마주 오는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

스터프는 아폴로를 탑재한 자동차를 단 사흘만에 선보여 화

되면 자율주행차 개발에 나서는 후발 주자에게 유리하게 작

다. 또한 아폴로 2.0을 공개하며 파트너사의 참여와 활용 방

는 것도 인지하여 안전하게 차량을 정지하는 모습을 보여주

제가 된 적도 있다.

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개

안도 함께 공개했다. 아폴로 플랫폼 1.0 발표 6개월만에 새

었다. 보통 중앙분리대가 없고 도로 폭이 좁은 도로에서는

로운 플랫폼을 선보이며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고도의 자율주행 기술이 필요한데, 바이두는 이러한 영상을

연구 공간에 참여한 기업들이 자신들이 개발한 소프트웨어

- 아폴로 탑재 자율주행차량은 테슬라의 전기차처럼 태블

를 아폴로에 피드백 할 수 있으며, 바이두는 그 피드백을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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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으로 자신들의 소프트웨어를 개선해 나갈

한 아폴로 기반 자율주행차의 상용화가

수 있다. 바이두는 이러한 과정을 반복함으

시작되고 시가지 운행이 시행될 경우 자

로써 아폴로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고 판

동차와 클라우드를 연결하는 커넥티드카

단한 것이다.

기능까지 제공할 계획이다. 또 아폴로 프
로젝트가 미국과 유럽으로 확장되도록 지

- 지금까지 바이두의 이러한 판단은 유효

원할 계획이다.

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현재 바이두가 아

엔비디아는 일찍부터 아폴로 플랫폼에

폴로 플랫폼을 독자 개발하지 않고 오픈 소

참여하고 있는 기업이다. 클라우드 컴퓨

스 방식으로 공개한 후 아폴로 플랫폼을 통

팅, 자율주행차 및 가정용 인공지능 분야

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90여 개

에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을 바이

에 이른다. 채 1년도 되지 않은 기간 동안

두와 함께 시행하고 있으며, 딥러닝 및 대

다양한 기업들이 한 플랫폼 안에서 자율주

화형 인공지능 시스템을 바이두와 함께

행차 개발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물론 중

개발하고 있다.

CES 2018에서 아폴로 플랫폼을 설명하고 있는 치 루 바이두 부회장(출처 : 테크런치)

- 바이두의 시운전 영상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아폴로

국의 자동차 업체인 FAW, 체리, 장성자

아폴로 플랫폼 참여 협력 기업(출처: 바이두)

을 앞설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동차 등 65개 중국 기업이 생태계의 중심

- 참여 기업들이 대부분 중국의 자동차 기업들이긴 하지

의 기능이 아직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한다. 아폴로의 기능

을 이루고 있기는 하지만 포드, 다임러, 현

만 현재 아폴로를 탑재한 자율주행자동차들이 속속 등장하

이 당장은 웨이모(Waymo)처럼 무인택시에 활용할 수 있

대자동차 등 외국의 완성차 업체들도 아폴

는 등 빠르게 그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승용차뿐 아니라 버

을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때문에 어느 정도 자율주행차

로 플랫폼에 높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있

스, 청소차, 운송로봇 등 다양한 차량들이 아폴로 플랫폼을

기술 개발을 완성한 선도기업이라면 굳이 아폴로 프로젝트

다. 이외에도 하드웨이 부문에서 보쉬, 컨

탑재하고 등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업에서 아폴

에 참여할 유인은 적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새롭게 뛰어드

티넨탈, 델파이, 벨로다인 등이 참여하고

로 플랫폼을 활용한 연구와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는 입장에서 본다면 아폴로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단기

있으며, 소프트웨어 부문에서 마이크로소

아폴로의 모습은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인수한 2005년 당

간에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기회를 찾

프트, 클라우드, 톰톰 등이, 서비스 부문에

시와 매우 흡사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애플의 플랫폼에 비해

을 수 있다. 이 때문에 포드 등 자체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대

서 그랩 택시, 유카 등이, 반도체 부문에서

성숙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안드로이드는 오픈 소스 방식

형 업체들도 아폴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엔비디아, 인텔, NXP, 르네사스 등이 참

을 채택하면서 빠르게 완성도를 높였다. 이러한 시기와 마

여하고 있다.

찬가지로 아폴로도 오픈 소스 방식을 채택하면서 빠르게 성

- 한편, 아폴로 플랫폼의 성장 가능성은 자율주행의 기초

장세를 보이고 있다. 물론 구글의 안드로이드가 애플의 IOS

기술이 스마트폰의 운영체제처럼 공통적으로 사용될 수 있

- 이런 여러 참여 기업 중 마이크로소프트

를 제치고 스마트폰 운영 체제를 석권한 것처럼 아폴로가 동

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시사하기도 한다. 이는 누구

(Microsoft)와 엔비디아(NVIDIA) 참여가

일한 길을 밟을 것이라고는 확신할 수는 없다. 또 아폴로가

나 손쉽게 자율주행차를 개발할 수 있는 시대가 올 수 있다

눈에 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아폴로 플랫

안드로이드처럼 전세계 자동차 시장을 석권할 것이라는 예

는 것이다.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차별화의 요인을 어디에

폼에 클라우드 서비스인 ‘애저(Azure)’를

상은 섣부르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할 가능성은 충분

두어야 할지 고민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이제 아

제공하고, 자율운전차량 시뮬레이터 ‘드림

해 보인다. 경제지 포브스는 “뛰어난 파트너와 적극적인 연

폴로 덕분에 자율주행 기술이 없는 신생기업도 완성차 업체

뷰(Dreamview)’의 운용을 지원한다. 또

구개발 등을 고려할 때 바이두가 무인자동차 경쟁에서 구글

를 위협할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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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가 공간정보 창업을 활성

존(12) 등으로 구성됐다. 공간정보 창업을 꿈

대구시,

대구광역시가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시스템과 연계해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

‘LX공간드림(Geo-Dream)센터’ 개소

화하기 위해 ‘LX공간드림센터’ 를 구축했다.

꾸는 국민 누구나 일할 수 있는 공유오피스는

3차원 지도 ‘대구 3D서비스’ 개시

등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한 3D지도를

하다. 공동주택의 경우 건물을 클릭하면 매

공사는 3월 12일 서울 논현동에서 김현아 국

물론 IT인프라, 공간정보데이터, 전문교육,

완성해, ‘대구 3D서비스’를 개시했다.

매, 전·월세 실거래가 정보도 알수 있다. 더

회의원, 김형호 사무총장, 전만경 국토정보정

해외 마케팅까지 원스톱으로 제공된다.

‘대구 3D서비스’를 이용하면 건물의 일조

불어 대중교통과도 융합해 도시철도 3개 노

책관 등 공간정보 창업지원 관계자 50여 명이

현재 드림센터에는 지난 2년 간 국토교통부와

권, 특정지역에서의 가시영역, 1인칭 시점

선과 대구 전역의 버스노선, 도착정보를 파

참석한 가운데 ‘LX공간드림센터(이하 드림센

공사가 진행한 ‘LX공간정보 창업아이디어 공

의 조망권, 표고, 면적, 경사도 등을 측정할

악할 수 있다.

터)’ 개소식을 개최하고 창업기업과 예비창업

모전’에서 수상한 20개 유망 창업기업이 입주

수 있다.

대구 3D지도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인터넷

자들을 위한 지원사업에 시동을 걸었다.

해 있는 상태다. 공사는 이번 서울 드림센터를

또 민간포털에서 제공하지 않는 공시지가

(http://3d.daegu.go.kr)에 접속하거나

LX서울지역본부 5층(632㎡)에 마련된 드림

시작으로 2020년까지 세종과 전주 등으로 드

와 토지대장 등 부동산 정보도 국토교통부

포털에서 ‘대구3D’를 검색하면 된다.

센터는 사무실(8), 회의실(6), 1인 스타트업

림센터를 확대 구축할 계획이다.

공간정보 전공·업무 경력자도

공간정보기술자의 인정범위에 위치 기반

기술자의 범위를 확대했다. 측량기술자와

공간정보기술자로 인정

서비스업,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업 등 공간

수로기술자로 한정돼 있는 공간정보기술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가 국내 민간기업의 해외

협의체는 해외 진출 가능성이 유력한 지적도

민간기업 해외진출 지원 강화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해외진출지원센터’

제작,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련 시

정보 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업종의 기술자

자 인정 범위를 공간정보사업 관련 분야 자

고도화를 통해 글로벌 동반성장 생태계 구

스템 설계, 드론 및 컨설팅 분야의 전문가 30

들이 포함된다.

격·학력 또는 경력을 취득한 전문 인력으

축에 나선다.

여 명으로 구성됐다.

또 공간정보산업협회가 공간정보기술자의

로 확대한다.

공사는 2월 28일 서울 논현동 LX글로벌 센

공사는 협의체와 더불어 해외진출지원센터

신고, 보증 및 공제사업 등을 위해 불가피한

고유식별번호의 처리 근거도 마련됐다. 공

터에서 민간기업, 정부·공공기관 및 공간정

활성화 방안 마련, LX-컨소시엄 구성기준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

간정보산업협회가 공간정보기술자의 신

보 관련 협회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간정보산

의견 청취, 민간기업의 사업 제안과 공사 해

리할 수 있게 된다.

고, 보증 및 공제사업을 위해 불가피한 경

업 해외진출 협의체’발족을 계기로 민간기업

외사업 추진에 관한 의견 개진 등 다양한 현

국토교통부는 3월 6일 ‘공간정보산업진흥

우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가 포함

의 해외진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

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게 했다.

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공간정보

도로·철도·공항·택지개발 등

공공의 이해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에서 성과 심사를 받아왔으나, 드론에 의한

공공측량 분야에 드론 뜬다

측량인 공공측량에 드론이 본격적으로 활용

공공측량 작업지침과 성과 심사 기준이 없어

세종, 지상·지하 시설물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지상·지하 시설물에

중심으로 구축했으며, 이번 2차 사업은 1-4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측량에 적용할 수 없었다.

3차원 공간정보 제공

대한 3차원 공간정보 확대 구축사업이 완

생활권을 대상으로 △지상·지하시설물 추가

3월까지 제도를 정비하여 올해부터 드론을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그간 각종 시

료 돼, 공공·민간포털 등을 통해 3월부터 개

구축 △기 구축 지상시설물 현행화 △항공사

이용한 측량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범사업을 통해 드론 영상을 기반으로 수치지

방된다.

진 촬영 등을 추진·완료했다.

공공측량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발주

도 등 공간정보의 제작 방식 및 성과심사 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지상·지하시설

성과물은 국토교통부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하는 각종 도로, 철도, 공항 등에 기본이 되는

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3월까지 제·개정을

물 공간정보를 단계적으로 구축하여 시민들

인 브이월드(map.vworld.kr)와 민간포털

측량성과다. 항공·지상측량에 의한 방식으

완료한다는 계획으로, 현재 행정예고를 통해

에게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사업

등을 통해 개방하고 있어 행복도시의 현재

로 측량 품질 확보를 위해 공간정보산업협회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을 추진하고 있다. 1차 사업은 1-2생활권을

모습을 3차원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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