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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과 기술이 발달하면서 사물에 대한 정보와 함께 

사람이 움직인 흔적이 데이터로 쌓이고 있다. 엄청난 

속도로 쌓인 이 데이터는 사람들이 무엇을 먹고 어디

에서 사는지뿐만 아니라  무엇에 관심을 가지는지까

지 보여준다. 나아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

해서도 알려준다. 보다 편안한 인간 생활을 위해 쓰

이고 있는 빅데이터(Big Data). 그 현재와 미래에 대

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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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의 쓸모가 커졌다

신용카드 결제일이 다가오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결제금액 청구서와 함께 쇼핑 패턴 보고서가 날아온다. 여기에서는 지난달에 카드를 쓴 사용처의 비

율을 알려주며 필요한 쿠폰도 몇 가지 챙겨 준다.  내가 관심을 보일 만한 공연 쿠폰이다. 나의 관심 정보를 어떻게 알았을까? 개인의 거래 내역, 개인의 

소비 품목, 개인의 쇼핑 지역이 모두 데이터 분석을 통해 나온다. 내가 쇼핑한 정보 하나하나가 데이터가 되고, 그 데이터를 분석하면 나에게 꼭 맞는 정

보를 도출할 수 있다. 데이터 분석은 개인에게만 해당되지 않는다. 여러 사람들의 정보, 다양한 공간과 상황에 대한 정보가 쌓이면 훨씬 더 풍부하게 의

미를 추출해 낼 수 있다. 이른바 빅데이터는 분석에 따라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어디에 어떤 계층의 사람이 많이 사는지, 

사람들은 어느 시각에 어떤 방법으로 이동하는지, 주변에는 어떤 건물들이 위치하는지, 삶의 환경은 어떠한지 등 분석에 따라 빅데이터는 다양한 정보

를 산출해 낼 수 있다. 이런 정보들은 출근길에 길이 자주 막히는 정보가 축적된 곳에 우회 도로를 마련한다거나 평소 응급환자가 자주 발생하는 곳에 병

원을 짓는 등 우리 삶을 훨씬 풍요롭게 바꿀 수 있다. 또, 개인의 의사결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집을 구할 때 교통이 편리한 곳이나 주변에 녹지가 많

은 곳을 찾을 수 있고, 가게를 차리려고 할 때 주변 여건을 파악하여 적절한 위치를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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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의 한계가 사라지고 있다

2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들고 다닐 수 있는 데이터의 한계는 1.5MB의 플로피디스크가 전부

였다. 100MB 용량의 컴퓨터의 하드 디스크는 백만 원을 호가하는 첨단 장비였다. 그런데 과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현재 우리는 만 배가 넘는 1TB 용량의 하드디스크를 10만원이면 구매할 수 

있다. 통신망도 마찬가지다. 전화접속 모뎀으로 초당 2440bps가 고작이었던 통신체계는 현재 

초당 20Gbps를 바라보고 있다. 하루에도 몇 번씩 4~5MB의 사진, 2~3GB의 동영상 등을 잠깐 

내려받았다가 지우곤 한다. 백만 배 이상 빨라진 것이다. 이처럼 저장 체계와 통신체계가 발달하

면서 데이터도 다양해지고 있다. 문서, 사진, 동영상 등 기본적인 데이터는 물론이고 상황정보, 지

형정보, 결재정보, 이동정보 등 무수한 데이터가 자유롭게 오가며 쌓이고 있다. 그리고 그 데이터

를 분석한 결과가 우리 삶을 변화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커진 데이터, 그리고 그 데이터에 대한 분

석이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BIG DATA

삶을 풍요롭게 바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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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혁명 시대, 공공데이터의 개방

급속한 데이터 혁명과 함께 빅데이터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데

이터의 활용 기술과 능력이 국가의 핵심 경쟁력으로 떠올랐다.  

IDC(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는 글로벌 빅데이터 관

련 시장이 2017년 1,508억 달러에서 2020년 2,100억 달러 규모

로, 연평균 11.9%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1) 빅데이터 분

석기술 및 데이터인프라, AI나 5G 통신망 등과 같은 기술이 데이

터 시대의 운명을 결정할 것으로 보았다. 빅데이터가 미래 경쟁력

의 우위를 좌우하는 핵심자원이라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은 전 산업 및 분야에서 빅데이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데이터 활용 기반과 환

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정

보와 공공데이터를 개방·제공하고 있다. 

주요국의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

빅데이터는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다른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최근의 추세는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문제해결형 방식으로 진화

하고 있다. 특히 공공의 영역에서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빅데이

터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공공의 데이터와 민간 

서비스가 융합하거나 혹은 분야별 데이터가 융합할 수 있게 되면서 

고객 서비스 혁신은 물론 사회 전반의 혁신적 문제해결이 가능하

게 되었다. 때문에 데이터를 활용하여 양질의 국가서비스를 개발

하는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해외 주요 국가들은 정부 경쟁력의 

핵심이 데이터 활용 역량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으로 체제를 전환하는 정부혁신에 돌입하기 시작하였다.

빅데이터 시대의 도래

나무와 바위, 강과 같은 장소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약속의 장소

였다. 이러한 장소들은 곧 랜드마크가 되었고, 랜드마크는 지도와 

동일한 역할을 하였다. 즉, 랜드마크와 지도는 어디에 무엇이 있는

지에 대한 사람의 인식을 설명해 주는 것이 되었다. 공간정보는 어

디에 누가 있는지, 무엇이 있는지 등 위치와 분포의 정보를 수치화

한 것으로 사람에게 있어 가장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정보이다. 어

디에 무엇이 있고 누가 있는지 등의 정보는 어디에서 먹고, 어디

에서 살아야 하는지와 같이 기본적인 생활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

기 때문이다. 

시대가 바뀌면서 지도도 크게 변화하였다. 기술의 발달로 지도가 

사람보다 뛰어난 인식수준을 보이고 있다. 과거 사람이 지도를 인

식하던 것에서 이제는 기술이 사람을 인식하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

다. 지도를 근간으로 하는 공간정보 또한 생산과 활용의 방식이 달

라지고 있다. 종이지도를 기반으로 하던 과거의 공간정보는 위치

를 나타내는 것에 국한되었지만 최근의 공간정보는 장소가 지닌 자

연적·인문적 특성은 물론이고 하나의 장소가 사람 및 물건과 맺는 

관계에 대한 상황정보도 포함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공

간정보가 차곡차곡 쌓여 큰 더미를 이루기 시작했다. 바야흐로 빅

데이터 시대가 온 것이다. 

빅데이터 시대를 앞당기는 
공공데이터 개방

전 세계적으로 빅데이터가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또 세계 각 

나라들은 빅데이터 시대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각 나라들의 빅데이

터 활용 현황과 그 속에서 공간정보가 가지는 의미를 짚어 보자. 그리고 

우리가 가야할 길을 진단해 보자.

Writer. 권헌영(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1)  IDC, Big Data and Business Analytics Revenues Forecast to Reach $150.8 
Billion This Year, Led by Banking and Manufacturing Investments, According 

to IDC, 2017.3.( https://www.idc.com/getdoc.jsp?containerId=prUS4237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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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k)’는 각종 공공데이터뿐만 

아니라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 자료, 관련 앱 서

비스 사례를 제공한다. 일례로 

‘Walkonomics’는 각종 커뮤

니티를 통해 사람들이 거리의 위

생이나 접근성, 디자인 또는 치

안 등 관련 정보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이를 기반으로 등급을 매기

며 지도를 작성하는 방식의 애플리케이션이다. 오픈 데이터와 클

라우드 소싱이 연계된 서비스를 통해 도시 및 거리 관리 정책에 활

용이 가능하다. ‘Floodalerts API’는 바다나 강 등에서 범람을 미

리 예측하고 지속적인 관측 모니터링을 하는 서비스다. 영국 환경

청에서 제공되는 데이터와 연결하여 경보, 위험 표시 등의 서비스

를 제공한다.

미국

미국은 정부 주도의 빅데이터 전략을 추진하고 정부 서

비스 혁신을 달성하기 위하여 2012년 2억 달러 규모의 ‘BigData 

R&D Initiative’를 수립하였고, 2016년 정부 사업 및 정책 관

련 의사결정에 활용되는 증거자료(Evidence)를 개선하고자 ‘증

거기반정책결정위원회법(Evidence-Based Policymaking 

Commission Act of 2016)’을 마련하였다. 이 법에 기반하여 설

립된 ‘증거기반정책수립위원회’는 데이터 관련 정책연구와 증거자

료 구축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증거자료 구축을 정책

사업 설계와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

다. 위원회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연방정부의 정책수립을 위한 데

이터의 접근성 향상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국가안전데이터

서비스 기관의 설립을 권고하고 이를 통해 데이터의 보안을 유지한 

환경에서 증거기반의 정책입안을 실시하여 국민에게 신뢰도 높은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제시하였다.2) 

미국의 두뷰퀴(Dubuque)시의 경우 연방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

기 위해 필요한 환경적 기준을 만족하는 폐산업단지를 선정하는 

데 있어, 환경데이터를 마이닝(Mining)할 수 있는 지리정보시스

템 모형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이 모형은 폐산업단지가 재개

발을 위해 적합한 지역에 위치해 있는지, 하수구·상수도·전기 등

과 같은 기초자원의 접근이 용이한지, 도시 재개발 계획 지역에 위

치하는지 등과 같은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재개발 가능성을 보여주

는 점수를 산정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또한 이 분석 결과를 환경전

문가와 지역주민들에게 전달하여 객관적 결과 외에 전문가들과 주

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한다. GIS를 활용한 분석은 시의 의

사결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이를 바탕으로 선정된 단지

의 재개발 현황은 관련 포털사이트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된다.3) 

2)  Commission on Evidence-Based Policymaking, The Promise of Evidence-
Based Policymaking-Report of the Commission on Evidence-Based 
Policymaking-, 2017.12. (https://www.cep.gov/content/dam/cep/report/
cep-final-report.pdf)

3)  http://www.cityofdubuque.org/140/GISMapping

4)  https://www.findmaps.co.uk/
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복도시 빅데이터 활용방안, 2015.

6)  차미숙, 인구감소시대, 일본의 지방창생전략과 지역공간구조 재편방안, 국토정책 

Brief, 국토연구원, 2016

7)  https://resas.go.jp/case/#/13/13101

영국

영국은 적극적인 공공데이터 정책과 함께 2013년 ‘UK 

Data Capability Strategy: Seizing the Data Opportunity’

를 발표하고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인프라 및 SW개발, 공공데

이터의 접근성과 안전성 확보 등을 강조하면서 관련 정책을 적극적

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 교육, 범죄 등 7개의 주

요 정책분야에 빅데이터센터인 ‘WWC(What Works Centre)’

를 설립·운영하고 있다. 영국의 지방정부 연합체(LGA, Local 

Government Association)는 지방정부 공공데이터의 서비스 

질과 성과를 높이기 위해 환경,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간정보

(GIS)를 활용하고 있다. 특히 ‘FindMap’4)이라는 서비스는 하천 

네트워크, 토양 투수성, 홍수 위험 평가 등 50개 이상의 공공데이

터를 게재하는 WebGIS 기능을 적용함으로써 공공데이터를 2차

적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5) 

영국의 공공데이터 제공 홈페이지 ‘Data.gov(www.data.gov.

일본

일본은 동일본대지진을 계기로 데이터의 중요성을 재

인식하고, 빅데이터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전략적 

자원으로 평가하였다. 2012년 ‘액티브 재팬 ICT(Active Japan 

ICT)’, ‘일본재흥전략(日本再興戰略)’ 등에서 빅데이터의 활용을 

통해 사회 혁신을 도모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 2017년 국가·지자

체·민간기업이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새로운 사업을 창출하

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민 데이터 활용 추진 기본법’

을 제정한 바 있다. 특히 일본은 지방창생 사업의 일환으로 산업, 

인구, 사회인프라 등에 관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지역에 적절한 

과제를 도출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분석시스템(resas.

go.jp)’을 구축하여 2015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이 시스템

은 국가가 지역경제에 관한 다양한 빅데이터를 수집·제공함으로

써 지자체가 효과적으로 지역의 종합전략을 수립·실행·검증하도

록 지원하고 있다. 

일본의 지역경제분석시스템은 지역의 현상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

하고, 미래 모습을 객관적으로 예측함으로써 지역특성을 반영한 

자발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입안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재 

산업지도, 지역경제순환지도, 농림수산업지도, 관광지도, 인구지

도, 지자체 비교지도 등 6개의 메뉴가 개발·제공 중에 있다.6) 

일례로 홋카이도의 니세코 지역(北海道ニセコ町)에서는 지역경

제순환지도와 산업구조지도, 관광지도 등을 활용하여 음식을 통

한 마을의 관광촉진 전략을 제공하며 군마현 오타시에서는 인구지

도, 산업구조지도 등을 활용하여 육아중인 여성의 취업 지원을 위

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다양하게 활용

되고 있다.7)  

미국 두뷰퀴시의 GIS 분석

영국 ‘FindMap’의 주요 서비스

일본 ‘지역경제분석시스템’의 홋카이도 관광목적 분석



나 활용효과는 여전히 미흡한 편이다. 이는 데이터 간 융합이 어렵

다는 점과 속성 데이터의 부재로 인한 품질문제로 공간데이터의 융

합·활용이 미진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공공 간, 공공과 

민간 간의 공간데이터 융합 촉진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이 부

재한 것도 주요한 원인으로 꼽힌다. 

한편 해외 주요국들이 데이터 활용하면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재난과 안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 보편적인 사회 문제 전반을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고 있

다는 점도 의미있게 살펴봐야 한다.

빅데이터를 잘 쓰려면 공간데이터를 잘 쓰는 것이 핵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공빅데이터센터는 장소와 공간별로 사람이 인식

하는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공간정보를 여러 빅데이터들과 잘 융합

우리나라의 ‘공공빅데이터센터’ 

빅데이터를 공공분야와 정부정책에 활용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

라 우리 정부도 적극적으로 빅데이터를 정부정책에 활용하기 위

해 노력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빅데이터 공통기반시스템(혜안, 

insight.go.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빅데이터센터(kbig.kr), 

보건의료 관련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 빅데

이터센터(2018년 설치 예정), 기상기후 관련 빅데이터 시스템인 

기상청의 날씨마루(bd.kma.go.kr)가 대표적인 예이다. 공간정

보의 경우에도 국토교통부에서 공간정보 관련 시스템 구축을 통해 

빅데이터 분석을 지원하며, 교통카드 빅데이터 시스템을 통해 분

석용 데이터와 분석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각 분야별로 빅데이터센터가 

따로 설립·운영됨으로써 특정 부처나 정책영역을 중심으로 데이

터 분석이 이루어지거나 유사 분석이 발생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

에 정부는 2017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

고, 통합데이터분석기능과 공공·민간 빅데이터센터의 허브 기능

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공공빅데이터센터’의 설립을 추진

하게 되었다. 동 센터는 정부통합데이터분석을 통해 국민 의견과 

반응을 심층 분석하여 사회갈등을 조기에 인지하고, 신속한 대책 

마련을 지원한다. 또한 범죄·화재 등 안전사고 및 각종 질병에 대

해 사전에 위험요소를 예측하여 선제적으로 위험성을 제거·예방

하고, 국정과제, 사회현안 등을 해결하기 위해 대안별 효과성을 비

교·분석하는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공공기관 및 민간

분야의 빅데이터 센터와 협력관계망을 구성하여 협업을 유도하고 

원천 데이터를 가공하여 타 분석기관에서 추가 가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분석전용 데이터를 생성·제공할 계획이다.8)  

할 수 있도록 허브기능을 충실히 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공공빅데

이터센터의 구축·운영을 통해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의 기초자료

로 활용하고, 과학적 분석을 통한 정책적 의사결정을 기초로 보다 

양질의 국가서비스를 개발·제공하며 더불어 데이터 활용의 선도

적 국가로 발돋움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빅데이터 시대와 공간정보

빅데이터 시대의 공간정보에 대해 예측해 본다면 공간정보는 다양

한 데이터들과 융·복합함으로써 더 큰 가치를 발현할 가능성이 있

다. 특히 도로와 하천, 산림, 지하시설, 건물 등 공간의 실제 이용현

황에 관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조사·제공하고 이를 이용·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뿐만 아니라 재난과 재해의 

방지, 환경보호 등 다양한 측면에서도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관

점에서 해외의 다양한 데이터 활용 사례는 많은 시사점을 준다. 단

순히 위치정보나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용

자의 데이터 활용편의를 제고하고 있음은 물론 융합·활용·활성화

의 측면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공간정보를 비롯한 공공데이터의 개방의 양 적성과는 우수한 편이

8)  행정안전부, “공공빅데이터센터 구축 본격 추진-통합데이터 분석 및 민간·공공 빅데이

터센터간 허브기능 수행-”, 2017년 1월 18일자 보도자료.

9)  박종택·사공호상, 해외 선진국의 공간데이터 개방전략과 시사점, 국토정책 Brief, 국토

연구원, 20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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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요 국가들은 정부 경쟁력의 

핵심이 데이터 활용 역량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으로 전환하는 

정부혁신에 돌입하기 시작하였다. 



왜 빅데이터를 주목해야 하는가?

빅데이터는 새로운 차원의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

는 개인과 기업 등 사회를 구성하는 행위주체들의 각종 사회·경제·

문화 활동에 대한 살아 움직이는 기록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공식

적인 통계자료 등을 통해서는 알 수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나 인

과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각종 의사결정을 보다 합리적

으로 수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나아가 새로운 부가가치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미래사회의 새로운 자본재라고도 일컬어집니

다. 한편 ‘국토계획’이란 국토를 이용·개발 및 보전할 때 미래의 경

제적·사회적 변동에 대응하여 국토가 지향해야 할 발전 방향을 설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국토종합

계획, 도종합계획, 시ㆍ군 종합계획, 지역계획 및 부문별계획으로 

구분됩니다. 앞으로의 국토계획을 보다 합리화하고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가치를 담기 위해서는, 국토·지역·도시의 현재와 미래를 

보다 생생히 나타낼 수 있는 각종 빅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빅데이터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

빅데이터는 본질적으로는 데이터이며, 국토계획에서 각종 데이터

를 수집, 분석, 활용하는 것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다만 빅

데이터는 전통적인 통계데이터와 비교할 때 복잡·다양하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와 경제 각 부문의 실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정책방향 측면에서

는 증거 기반(Evidence Based), 주민 지향(Citizen Oriented)의 

국토계획 수립과 집행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적인 정책대안 측면에서 난개발 대응을 위한 개발행위 분석 및 정책

방안 마련,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의 생산성 및 활력성 분석과 정책

방안 마련 등 빅데이터의 쓰임새는 무궁무진하다고 할 것입니다. 

빅데이터의 미래 어떻게 예측하는가?

빅데이터는 단순히 크기가 큰 데이터가 아니라 개별 행위주체들의 

행위에 관한 각종 기록들이 계속적으로 축적되는 방대한 집합이라

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빅데이터는 미시적(Micro)이고, 동적

(Dynamic)이며,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가공될 수 있는 유연

한(Flexible)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빅데이터를 국토

계획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

게 되고, 크고 작은 시행착오도 동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 국토

계획의 수립을 위해서 빅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활용하는 것이 

제도화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이나, 앞으로는 빅데이터의 활용이 지

속적으로 확대되어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빅데이터 시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빅데이터 시대의 도래는 공간정보 연구자들에게 새로운 가능성뿐

만 아니라 도전과제들도 함께 가져오고 있습니다.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 과제들이 제시될 수 있겠습니다만, 두 가지만 언급하자면 다음

과 같습니다. 첫째, 빅데이터 연구라고 해서 데이터에 매몰되고 데

이터를 추종(Cult of Data)하는 연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빅데이터 활용의 목적과 가치에 보다 집중하여 연구를 수행할 필요

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빅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가치창

출을 위해서는 새로운 분석 및 활용방법론에 대한 연구개발이 필요

합니다. 이를 위해 융·복합과 협업이 보다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고 생각합니다.

빅데이터 시대,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 빅데이터 전문가 3인에게 공간정보의 길을 묻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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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시대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빅데이터는 현재 통신, 의료, 금융, 제조 등 생활 곳곳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특히 공공부문에서의 데이터 개방은 많은 데이터를 손쉽게 분석하여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부처별로 나누어 수행해 오던 빅데이터 분석·활용을 한곳으로 모은 공공빅데이터센터를 2019년까지 설립한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이렇게 우리 곁에 다가온 빅데이터 시대는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까 또, 빅데이터 시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

까? 공간정보 산업과 관련된 빅데이터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BIG DATA
t a l k  a b o u t

빅데이터, 데이터 자체가 아닌
활용 목적과 가치에 집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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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빅데이터를 주목해야 하는가?

2014년 이코노미스트지가 글로벌기업 최고경영자 무엇에 의지해서 

의사결정을 내리느냐고 물었습니다. 답은 자신의 직관과 경험(30%), 

자문과 조언(28%), 데이터 분석(30%), 재무적 지표(9%) 순이었습니

다. 빅데이터가 주목받는 이유는 직관과 자문·조언만으로 급변하는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

다. 인공지능 시대를 경험한 적이 없는데 직관을 동원하고 조언을 종

합한다고 제대로 대처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

해서는 데이터 분석도 중요한데, 한국에서는 데이터 분석을 경시하는 

풍조가 뿌리 깊습니다. 빅데이터는 이런 불균형을 재조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빅데이터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

과거에 비해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사례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추세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당수가 단순

한 시도나 솔루션 도입에 급급한 경우가 많습니다. 부서나 기관의 

치적을 외부에 알리는 홍보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내실 

확보와 단계적 진전에 필요한 세밀한 정책조절에는 무심한 경우

가 많습니다. 가장 걱정되는 것은 ‘해 봤는데, 별 거 없더라’하는 냉

소주의가 확산되는 것입니다. 데이터, 솔루션, 하드웨어, 운영자가 

함께 고도화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기에 문제를 풀려는 조급증

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빅데이터의 미래 어떻게 예측하는가?

2016년 미국 백악관에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

했습니다. 여러 과학자, 기업가, 학자, 행정가들이 내린 결론은 명료했

왜 빅데이터를 주목해야 하는가?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이미 보유한 데이터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정보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결합해서 더 많은 정보

를 뽑아내는 기술입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투자나 노력의 투여 없이 

기존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을 높일 수 있고, 그동안 가능하지 않았

던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기업과 정부의 경쟁력을 높

일 수 있는 것이지요.

빅데이터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

이미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일반

화되었다는 뜻이지요. 예컨대 정부가 어려운 처지에 놓인 취약계층

을 발굴하는 데 빅데이터를 사용합니다. 아주 잘 알려진 사례이지

만, 서울시에서는 심야버스 노선을 설계하는 데 빅데이터 분석을 쓰

기도 했지요. 심야버스를 필요로 하는 지역이 어딘지를 빅데이터 분

석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기업은 이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용합니

다. 수요예측, 소비자 선호도 발굴, 생산공정의 효율화 등에 빅데이터

를 씁니다.

빅데이터의 미래 어떻게 예측하는가?

다가오는 미래에는 거의 모든 기술이 빅데이터를 필수요소로 활용

할 것입니다.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등 신기술의 확산으로 데이터가 

점점 더 많이 생성되겠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생성된 데이터를 적재

적소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기능을 하는 것이 빅데이터 혹은 빅데

이터 분석이지요. 스마트시티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에너지 관리

에서부터 교통, 치안, 복지 등 빅데이터가 적용되지 않는 분야가 없

습니다. 첫째, 빅데이터는 더 많이 더 널리 생성되고 확산될 것이다. 민

간과 공공분야는 말할 것도 없고 과학 분야와 의료 분야에서 빅데이터

는 지속적으로 폭증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둘째, 컴퓨팅 능력은 

기하급수적으로 확장될 것이다. 하드웨어적 측면을 살핀 것입니다. 셋

째, 기계학습과 알고리즘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인공지능의 기

반이라 할 수 있는 데이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상호상승작용을 

하면서 발전추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밝힌다면 빅데이터의 미래는 피할 수 없는 확고한 성장일로를 걷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시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세계경제포럼(WEF)에서는 미래의 일자리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발

표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연구결과 중 당혹스러운 것은 ‘현재 당

신이 하고 있는 업무의 본질과 성격이 변할 것’이라는 진단입니다. 공

간정보는 아주 오랫동안 고유의 업무영역을 구축해 왔습니다. 과거부

터 진행해온 활동을 조금씩 개선하며 현실에 대응하면 당장 마음은 편

하지만, 근본적 변화를 놓친다면 파괴적 혁신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

다. 10년 전, 오늘의 상황을 정확히 예측한 석학이나 학자는 거의 없었

습니다. 기존 공간정보 업무에서 한발 떨어져 다시 이 시대가 요구하

는 것은 무엇인지, 국민과 기관들이 가장 절실히 요구하지만 아직 제

공되지 못한 핵심적인 정보와 서비스는 무엇인지 탐색해 보아야 합니

다. 회피하고 관행을 유지하는 것은 아무런 해결책을 제공해 주지 않습

니다. 저도 다시 모른다고 전제하고 정보를 다시 모으고 분석하려 합니

다. 누구도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불확실함을 견디며 최

선의 답을 내보고 실험하며 경로를 재탐색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 아

닐까 생각합니다. 

습니다. 특히 지금

까지는 사회 차원

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했지만 앞으

로는 개인들도 빅

데이터를 생활 곳

곳에서 활용하는 

시대가 될 것입니

다. 유럽연합이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규제인 GDPR을 제정하면서 

개인들이 기업이나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자기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 것도 개인차원의 빅데이터 분석을 염두에 둔 

것이지요.

빅데이터 시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기업이든 개인이든 누구나 높은 수준의 데이터 분석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시대에 대

한 준비는 전문가 영역과 일반인 영역으로 나누어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전문가 영역에서는 정부와 기업의 집중적인 투자

로 기초 원천기술을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데이터 정제기술과 알

고리즘 개발 기술의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일반인 차원에서는 데

이터 마인드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당연한 말인 것 같지만 

실제 데이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모든 일

을 할 때, 데이터의 힘을 우선 빌리고자 하는 인식을 키우고 이를 생

활화해야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스스로의 판단력도 높아지겠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데이터 시장이 성장하여 빅데이터 선진국으로 가

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32
송규봉 

연세대학교 
생활환경대학원 겸임교수

황종성 
한국정보화진흥원 연구위원

‘데이터 정제기술’과 ‘알고리즘’ 등
기초 원천기술을 확보해야

확고한 성장일로를 걷게 될 것…
불확실함을 견디며 시대의 요구를 재탐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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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최근 몇 년간 화두가 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은 우리 생활에 많은 변

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4차 산업혁명은 사물 간의 초연결성과 

연결된 정보를 활용하는 초지능 사회를 근간으로 한다. 이러한 초연

결성과 초지능은 사회·경제적으로 빠른 속도로 넓은 범위에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미래의 산업수요는 데이터 및 아이디어가 집적되

는 도시공간에서 발생할 것이며, 도시는 하나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

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

들이 국토, 도시, 지역 등 공간에 집중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에서도 드론, 자율주행차, 공간정보, 스마트시티, 제로에너지빌

딩, 리츠 등이 포함된 7대 신산업을 육성하겠는 계획을 수립한 바 있

다. 특히 공간정보는 다른 분야의 인프라로서의 역할과 자체적인 산

업 육성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더욱 중요

하다고 볼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쉽게 활용되는 공간정보는 다양하게 분포한다. 일례

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중에서 약 80% 정도가 공간정보를 포함

하고 있다. 공간정보 활용의 중요성은 정부 정책에서도 찾아볼 수 있

다. 정부는 공공정보 개방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가공간정보포털, 국

가공간정보오픈플랫폼 등을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생산한 공간정보

를 민간에 제공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공공정보만으로는 충분

하지 않아 보인다. 새로운 공간정보에 대한 욕구가 점점 커지고 있

기 때문이다. 

현재 다양한 센서(사람 혹은 차량의 이동정보)정보, 통계정보, 신용

카드 매출 정보, CCTV 정보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정보들이 디지털

의 형태로 누적·저장되고 있다. 이러한 정보는 공간정보와 결합하면

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택시의 승하차 정보를 1년 간 모아놓은 

정보나 부동산실거래가 정보 등 거래정보를 공간정보와 융합하여 표

현하는 방식이나 드론과 자율주행차, 로봇 등이 운행하기 위해 공간

정보를 기존에 축적한 데이터와 결합하여 활용하는 방식이 주목을 받

고 있다. 특히 이러한 정보를 분석하고 결합하면 의미있는 결과를 얻

고 하였다. 한편 이코노미스트(Economist)는 3대 IT 성장 동력 중

의 하나로 빅데이터를 제시하였는데, 빅데이터 중에서도 특히 데이

터 형식이 복잡하고 그 볼륨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간빅데이터

(Geospatial Big Data) 처리 기술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때문에 최

근 MIT, 미네소타대학 등에서는 공간빅데이터의 효율적 처리, 분석, 

활용에 있어서 수많은 기술적인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예측하고 다양

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1)

 

‘공간빅데이터 연구’ 왜 필요한가

이미 오래전부터 공간정보는 지속적으로 축적되었다. 그런데 최근 

수치지도, 지적도, 지형도, 위성영상, 항공사진, DEM 정보 등과 같

이 기본 공간정보의 축적과 함께 Open API 등을 통하여 외부에 서비

스되는 과정에서 점차 데이터의 크기가 커지고 있다. 또, 공공시설물 

DB, 지하시설물 DB, 부동산 DB, BIM 정보, 재난·재해 정보, 스마

트시티 정보, 위치기반 SNS 정보, VGI(Volunteered Geograpic 

Information) 등과 같이 다양하게 확장된 공간정보도 지속적인 증

가 과정 및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빅데이터화되고 있다. 이렇게 축적

된 정보는 다양한 서비스에서 기반정보로 사용된다. 일례로 민원정

보의 지도화분석을 들 수 있다. 기존의 민원정보는 텍스트 형태로 담

당자의 경험이나 지식에 의존하여 처리되었다. 그러나 누적된 민원

정보를 분석하여 민원발생 위치를 추출하고, 이를 공간정보 데이터

와 연계하여 지역별 분석결과를 지도화하면 담당자의 판단에도 도움

을 주고, 맞춤형 민원대응이 가능함에 따라 효율적인 정책 지원이 가

능하게 된다. 

SPECIAL COLUMN

Writer. 신동빈(안양대학교 도시정보공학과 교수, (전)한국공간정보학회회장)

신세계를 여는 지름길, 

공간빅데이터 연구

  17  16

을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다양한 요구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누적되는 정보는 이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많은 양

을 가지게 되었다. 때문에 많은 데이터를 저장·분석·활용하기 위해

서는 ‘공간정보 빅데이터 처리’라는 새로운 기술이 필요한 상황이다.

‘공간빅데이터’란 무엇인가?

빅데이터와 공간빅데이터

빅데이터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다. 맥캔지(McKinsey) 등은 빅데이

터를 BI(Business Intelligence), DW(Data Warehouse) 등 기

존 IT 시스템이 수집·저장·관리·분석할 수 있는 범위 이상의 데이터 

및 데이터로부터 효과적으로 가치를 추출할 수 있도록 고안된 새로

운 기술 등으로 정의한다.  IDG는 다양한 데이터로 구성된 방대한 데

이터로부터 고속 캡처, 데이터 탐색 및 분석을 통해 경제적으로 필요

한 가치를 추출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차세대 기술과 아키텍처로 정

의한다. 가트너는 빅데이터가 3V(Volume, Velocity, Variety)의 

특성을 가지며, 대량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끊임없이 다양한 형태

로 들어오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특히 가트너의 정의에 따라 빅데이

터의 특징인 3V를 살펴보면, 우선 크기(Volume)로  데이터의 크기

가 대단히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속도(Velocity)는 데이터가 실시간

으로 변화하며 확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양성(Variety)은 기존

의 정형 데이터뿐만 아니라 비정형 데이터까지 다루어야 한다는 것

을 의미한다. 

최근 다양한 형태와 내용을 가진 데이터가 폭발적 증가하면서 빅데

이터 시대로 진입하였다. SNS, 모바일 서비스, IoT 등의 발전과 수

많은 데이터들이 재활용되면서 데이터는 기하급수적으로 쌓이고 있

다. 이렇게 축적된 빅데이터로부터 가치 있는 정보를 추출할 수 있

는 신기술들이 등장하고 이를 사업화하여 성공한 기업들이 출현하

면서 빅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 빅데

이터와 관련한 기술, 전략, 산업 전반으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

다. 2012년 ‘가트너 10대 기술’은 빅데이터와 관련하여 문맥과 소셜 

UX(User eXperience), 차세대 분석기술, 빅데이터, 인메모리 컴

퓨팅, 클라우드 프로그래밍 기술을 선정하였다. 또 미국의 대통령과

학기술자문위원회가 발간한 ‘Designing a Digital Future’ 보고

서에서도 모든 미국 연방정부 기관은 빅데이터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그림1 . 빅데이터의 특징(3V)

BIG DATA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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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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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VELOCITY



이같은 이점 때문에 주요 선진국들은 빅데이터를 미래 국가경쟁력

의 핵심자원으로 판단하고 빅데이터 관련 기술 선점과 지속적인 리

더십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부 주도로 대규모 R&D 투자 프로그램

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공간빅데이터 관련 기술 경쟁력

을 확보하고 관련 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

다. 특히 공간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위해 필요한 공간빅데

이터 핵심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야 한다. 현재 빅데이터 관련 원천

기술은 글로벌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으나 공간빅데이터 관련 기술

력은 미약한 상황이다. 더 이상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를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 

공공빅데이터 개방 및 관련 기관의 활동

올해 초 정부에서는 빅데이터 활용도 향상을 위해 ‘공공빅데이터센

터’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동안 정부와 민간

부문이 보유한 방대한 양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국가 주요정책결정과 

전략수립을 지원하는 기구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다행스

러운 일이다. 공공빅데이터센터는 정부통합 데이터 분석 기능과 공

공·민간 빅데이터센터 허브 기능을 수행할 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의 발표에 따르면 공공빅데이터센터는 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빅

데이터분석과를 확대·개편하여 데이터분석·처리 전문가 중심으로 

조직하되 인력은 최소한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관련 전문

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공공빅데이터센터 설치준비전담조직(TF)

을 발족하고 공공빅데이터센터의 기반이 되는 범정부 데이터 플랫폼

도 구축할 예정이다.

석한 것이다.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지적도(shp)는 전국 합산 약 30GB의 용

량을 가진 대용량 공간정보 데이터로서 시·도 단위로 분할하여 제공

된다. 또한 가스사용량 데이터(txt) 역시 2017년도 전국 합산이 약 

2GB에 달하며, 대용량 파일 편집이 가능한 전용 프로그램을 활용해

야만 속성 확인이 가능하다. 연구단은 분석을 위해 우선, 시·도 단위

로 분할된 지적도를 전국단위로 합치는 과정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전국 단위로 합친 지적도와 가스사용량 데이터 속성에 공통으로 포

함된 필지고유번호(PNU)를 활용하여 두 데이터를 융합(Attribute 

Join)하였다. 분석된 결과를 살펴보면, 2017년도 우리나라 전국 

가스사용량은 필지기준으로 12~1.4x109KWh의 분포를 보이며, 

대부분 대도시 중심지역에서의 사용량이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는 서울시 강남구와 중구의 가스사용량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공간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전국단위 지적도와 가

스사용량 데이터를 융합하는 데 소요된 시간은 약 3~4분정도이다. 

기존의 외산 소프트웨어의 경우, 2GB 이상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상당한 소요시간이 걸릴 뿐 아니라 분석이 멈추는 경우도 많다. 이

와 같은 기술 개발은 공간빅데이터를 다루는 데 활용도가 클 수밖

에 없다. 

공간빅데이터 처리 기술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공간빅데이터 처리 기술을 기반으로 기존 정보와의 융합 서비스를 실

행하다면 다양한 신(新) 시장 창출과 중소기업 육성뿐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 창출까지 기대할 수 있다. 현재 IoT, SNS, 모바일, 건설-IT, 

자동차-IT 등의 비즈니스 분야에서 이용되는 정

보의 80% 이상이 공간정보와 관련이 있다. 또한 

공간빅데이터 처리기술은 공공부문 공간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핵심 엔진으로 활용이 가

능하다. 부동산, 지적, 교통 등과 같은 다양한 국토

교통 분야에 대하여 대규모 공간빅데이터 기반 지

식추출, 이벤트 대응, 의사결정 지원, 미래 예측 등

의 분석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저장 및 분석 엔진

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공간빅데이터 통계 

및 마이닝 등의 분석 서비스도 제공이 가능하다. 

실시간 이동경로 분석, 대규모 교통 모니터링, 재난재해 대응 등과 같

은 실증 서비스도 지원할 수 있다. 공간빅데이터 분석 기술의 활용 방

안은 무궁무진하다 할 수 있다.

빅데이터 관련 원천기술은  

글로벌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으나 

공간빅데이터 관련 기술력은 

미약한 상황이다. 

더 이상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를 

머뭇거릴 여유가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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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빅데이터 연구방향 및 과제 

공간빅데이터 연구의 비전 및 목표

필자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토공간정보

의 빅데이터 관리, 분석 및 서비스 플랫폼 기술 개발(이하 공간빅데이

터 연구)’를 맡고 있다. 이 사업의 비 전은 ‘공간빅데이터의 창의적 활

용을 통하여 국민을 행복하게 하고, 세계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스마트 

공간정보 기술 강국을 실현한다’는 데 있다.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개발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설정하였다. 첫째, 공

간정보 관련 세계 G5 진입을 위한 첨단 공간빅데이터 기술 경쟁력 확

보 및 해외 수출 촉진이다. 둘째, 개방·융합·참여를 통한 공간빅데이

터의 창의적 활용이 가능한 생태계 구축이다. 셋째, 사회·안전·복지 

등의 현안 사항에 대하여 적시 대응을 할 수 있는 대국민 맞춤형 공간

빅데이터 서비스 제공 추진이다.

공간빅데이터 연구개발 주요 연구내용

연구개발 과제에서는 우선 향후 공간빅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을 체계

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처리속도가 빠르고, 다양한 분

석기능과 시각화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 또

한 개발된 플랫폼의 관련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실증할 수 있는 내용

을 포함하고 있다. 제1 세부과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수행하

고 있는 ‘공간빅데이터 저장 관리 인프라 기술 개발’이다. 주요 연구

내용은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 공간정보 지원 프레임워크 기술 개

발,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 공간 DBMS 기술 개발, ▲공간빅데이

터 웨어하우스 핵심기술 개발 등이다. 제2 세부과제는 한국과학기

술원(KAIST)에서 수행하고 있는 ‘공간빅데이터 분석 및 가시화 기

술 개발’이다. ▲공간빅데이터 분석 프레임워크 기술 개발, ▲공간

빅데이터 일괄(Batch) 분석 컴포넌트 기술 개발, ▲공간빅데이터 

Interactive 분석 컴포넌트 기술 개발을 담당한다. 제3 세부과제

는 안양대학교 스마트도시공간연구소에서 수행 중에 있는 ‘공간빅

데이터 서비스 활성화 및 실증 연구’이다. 주요 연구내용으로는 공

간정보 오픈플랫폼 기반 서비스 활성화 및 실용화 방안, 공간빅데이

터 실증 등이다.

현재 개발 중인 공간빅데이터 개발 기술의 사례를 하나 들어 보겠다. 

<그림 2>는 전국단위 지적도(shp)와 2017년 전국 가스사용량 데이

터(txt)의 융합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가스사용량 분포’를 비교·분1)  Going Big on Spatial Data, 2013, Sam Madden, MIT7 

주) 격자는 분석결과의 지역별 비교를 위해 1㎞×1㎞ 단위로 구분하여 가스사용량을 합산한 결과임.

그림2. 공간 빅데이터 개발 기술을 활용한 필지기반 전국 가스사용량(2017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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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공사)는 국가공간정보포털, 빅데이터 

플랫폼 등 공간데이터를 수집·가공·관리·서비스하기 위한 다양한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LX공사에서는 2015년부터 

공공 및 민간의 공간정보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자체 예산을 투입하

여 ‘LX 빅데이터 플랫폼’을 개발하여 운용해 왔다. 

이 플랫폼에서는 다양한 공간연산 기능과 함께 데이터 수집, 좌표

변환, 지오코딩 등의 기능을 제공하며 은행, 관공서 등 20개 기본 

관심지점(POI)과 전국을 포괄하는 연속지적도, 행정구역 경계, 

LX 공간정보(국가지점정보, 국가기초구역 등) 등을 사용할 수 있

다. 또, 주거인구, 공동주택, 단독주택, 표준지가시세, 개별지가시

세, 읍면동 인구현황 등 통계정보도 활용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사용자가 보유한 공간정보와 속성정보를 업로드할 경

우 공간분석도 가능해,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한 대상 사업지

구 현황파악, 측량기준점 배치 확인, 경계결정 모의테스트 등 간단

한 분석도 가능하다. LX 빅데이터 플랫폼은 2017년까지 3단계 개

발이 완료된 상태로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과 국가

공간정보포털(www.nsdi.go.kr)에서 공공데이터를 정기적으로 

수집하고 바로처리센터와 연계하여 측량접수, 자료부 등을 제공

최근 인공지능(AI) 기술과 데이터 활용기술(ICBM) 등이 미래 먹

거리로 주목을 받고 있다. 해외 주요 선진국들은 인공지능(AI) 기

술의 조기 개발·사업화를 통해 기술 경쟁력 강화를 꾀하는 한편, 시

장선점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은 미래산업의 총아

로 불리며 세계 유명 매체와 학자들도 인공지능을 제4차 산업혁명

의 핵심 기술로 지목하는 등 인공지능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또한 현재 산업을 발전을 주도하고 있는 로봇, 자율주행차 개발 등

에 활용되어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공지능 핵심인 주요 데이터와 기술들은 속칭 

‘GAFA 왕국’이라고 불리는 구글(Google), 애플(Apple), 페이스

북(Facebook), 아마존(Amazon) 등 해외 거대기업들에 의해 독

점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은 엄청난 규모의 데이터

와 거대한 자본력을 무기로 다양한 기술을 시험하는 한편, 기술력 

있는 여러 기업들을 흡수하며 기술 격차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대

항해 데이터 주권 확보와 보안 등을 이유로 공간정보 분야는 종속

되지 않아야 하며, 독자적인 공간정보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는 공간정보 분야 인공지능 기술의 경쟁

한다. 기본적인 공간연산과 지오코딩이 가능하며 그래프를 이용한 

분석결과의 시각화도 지원한다. 현재는 LX 내부 직원과 동일한 작

업그룹에 등록된 사용자만 이용이 가능하다.

LX 빅데이터 플랫폼은 웹(Web)을 통한 공간분석과 협업, 결과의 

공유라는 측면에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이용가치를 높이

기 위해 현재 플랫폼 개발과 활용현황을 분석해 활용방법을 전환하

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공간정보연구원에서는 「LX 공간정보업무를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 개선 및 활용 방안」 연구를 2018년 1월부터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연구는 우선  LX 빅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

는 공간정보 업무와 그 활용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업무별 

수요를 반영한 시각화 기법을 제시하고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며 실

험적으로 적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와 함께 다른 공간정보 

플랫폼의 개발 및 활용 사례를 검토해 LX 빅데이터 플랫폼의 개선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를 맡은 정동훈 정책연구실 수석연구원은 “LX 빅데이

터 플랫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서비스를 국민에게 개방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대국민서

비스는 국가시스템들이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발전방향이기 때

문에 향후 국가시스템들과 중복성 논란이 더욱 커질 수 있다”면

서, “이번 연구를 통해 LX 자체의 공간정보업무에 LX 빅데이터 

플랫폼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라

고 밝혔다. 

력 강화를 위해 클라우드 기반 기술과 공간인지 인공지능, 증강

현실,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 혁명 기술을 융합해 국토정보종합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토정보 플랫폼  ‘LX-GEO고’를 구

축하고 있다. 

‘LX-GEO고’는 지적정보를 기반으로 토지활용에 대한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하는 LX의 미래형 토지활용 컨설팅 서비스다. 토지

의 가치와 활용성 향상에 관한 의사결정 기능을 머신러닝 기반으로 

개발하여 향후 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증강현

실을 접목해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인 토지활용 방안과 토지의 가치를 높이는 의사결정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LX공사는 2018년까지 실용화 전략

계획 수립을 완성하고, 2019년 플랫폼 구축 및 서비스 모델을 개

발한 후 2020년부터 시범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올해 1차년도 정책연구를 맡은 공간정보연구원은 우선 지적정보

와 연계하여 서비스가 가능한 지능형 국토정보컨설팅 서비스의 

수요를 발굴하는 한편, 수요 기술 조사 등을 통하여 순차적 서비

스 대상을 파악하는 등 핵심기술 개발과 활용에 대한 로드맵을 수

립하고 있다. 

연구를 주관하고 있는 정욱락 박사는 “지적측량사업의 지속성을 

강화하고 신사업 모델을 창출하는 LX의 대표 미래형 서비스를 선

보이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공간정보연구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인간의 정보처리 활동 원리를 분석하여 인공지능화하는 기초기술

을 획득하고 특허 등록 등을 통해 공사의 지적재산권도 강화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4차 산업혁명 선도기관인 LX의 대표 브랜드로 떠

오를 LX-GEO고를 기대해 보자. 

미래를 준비하는 
BIG DATA 공간정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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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에 대한 기반연구와 활성화연구가 한창인 지금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에서도 

빅데이터 기반기술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능형 지적서비스에 관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미래 공간

정보를 선도할 연구 내용을 살펴보자.

LX 공간정보업무를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 개선 및 활용방안

지능형 지적서비스 ‘LX-GEO고’ 사
업화 전략방안 연구

Writer. 정동훈(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 정책연구실 수석연구원) Writer. 정욱락(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 정책연구실 선임연구원)



미래 공간정보 서비스에 
주력할 것

지난 5월 31일 국가 공간정보를 총괄하는 국토지리정보원장으로 서

울대학교 유기윤 교수가 취임했다. 신임 유기윤 원장은 1987년 기

술고시에 수석 합격하여 철도청과 건설교통부에서 12년간 재직하

였으며, 2000년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로 부임해 왕성한 

연구활동으로 대통령상, 국토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번 공

간정보 매거진에서는 공간정보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날로 높아

지는 가운데 국가 공간정보의 향방과 국토지리정보원의 역할에 대

해 들어 보았다. 

Interview. 편집부 Photographer. 이상섭 

국토지리정보원장으로 부임하게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국토

지리정보원장을 맡게 되신 소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취임하면서 많은 분들의 축하와 기대를 받았습니다. 깊이 감사드

립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무거운 책임감도 느낍니다. 저는 이 자

리에 오기 전까지 서울대학교 교수 신분이었지만, 사실 그 이전 

12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공직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서기

관을 마지막으로 당시의 건설교통부를 떠났습니다. 지금은 마치 

국토지리정보원의 업무는 공간정보에 관한 기반에서부터 고도

의 활용에 이르기까지 매우 포괄적입니다. 최근에 설치 중인 국

토관측위성센터를 포함하면 약 120명의 직원 한 명 한 명이 원

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므로 약 120개의 업무가 수행된다고 보시

면 될 것입니다. 

이를 층별로 분류해 보면 가장 기반에 한반도 위치기준체계 정립

과 관리가 있는데 이와 관련한 키워드로는 ▲국가 및 공공 기준

점, ▲GNSS, ▲VLBI, ▲중력, ▲지자기, ▲지오이드 모델 등이 

있습니다. 그 위에는 다양한 센서를 이용한 국토정보의 수집이 

있는데 키워드를 보면 ▲위성영상, ▲항공사진, ▲드론, ▲레이

져 센싱, ▲모바일 매핑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중간층에는 수집하고 구축한 국가 공간정보가 있습니다. 키워드

를 살펴보면 ▲기본공간정보, ▲국가기본도, ▲접근 불능지역 

DB, ▲3차원 도시모델, ▲실내 공간정보, ▲국토 통계, ▲지명

과 지리, ▲관심지점, ▲UFID 등이 있습니다. 보다 위층에는 다

양한 활용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국토정보플랫폼을 필두

로 정부나 민간의 각종 공간정보 플랫폼이나 국토 및 도시 포털

이 관계됩니다. 

지금까지 층별로 표현한 핵심 업무들은 이들을 둘러싼 지원업무

에 힘입어 더욱 고도화 됩니다. 우선적으로 연구개발을 들 수 있

습니다. 신기술 개발, 표준화, 비용 효과 분석, 제도 개선 등입니

다. 다음으로 국내외 협력입니다. 국제적으로는 한중, 한러, 한

일, 유엔, 동아시아, 아시아 태평양, 국제기구, KOICA 등이 있

고 국내를 보면 공간정보 관련 학회나 협회,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교육과 홍보입니다. 청소년 체험, 해외 공무원 교육, 

지도박물관, 국내외 박람회와 로드쇼, 아이디어 경진 등입니다. 

이렇게 많은 기본적인 업무가 있습니다만 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는 어느 하나 빼놓을 수 없이 중요합니다. 원에서는 수십 년

에 걸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하나하나 알뜰한 성과를 맺도

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4차 산업혁명 등 최근의 공간정보와 기술변화에 

대해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요? 

-

고향에 돌아온 기분이 듭니다. 

공직자와 교수로서의 지난 30년 기간을 돌아보면 공간정보와 깊

은 인연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대학원에 재학할 당시 항공사

진과 디지털 지도를 보면서 느꼈던 신선한 감동은 그 이후 건설교

통부 국토정책국, 토지국, 도시국에 재직할 때 실무 경험으로 이

어졌습니다. 본격적인 전문성을 기르고자 하는 바람으로 미국 위

스콘신주립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계속해 서울대학교에

서 관련 기술의 개발과 교육을 수행해 왔습니다. 

공간정보와의 지난 30년 인연이 이제 국토지리정보원이라는 중

추적인 정부기관의 장으로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참으로 의미 있는 기회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공간정보 분야의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해 볼 생각입니다.

지도제작 외에도 국토지리정보원이 수행하고 있는 기본적인 업

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업무가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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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기술 혁신은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빠릅니

다. 산업에서부터 개인의 생활에 이르기까지 미치는 효과 역시 

가히 충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술은 우리 모두를 정보 국토, 정보 도시로 이끌고 있습니다. 정

보가 국토와 도시, 나아가 우리 모두의 생활에 키워드로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정보는 위치와 관련이 있습

니다. 결국 위치정보가 차지하는 중요성이 미래로 갈수록 더 말

할 나위 없이 커집니다.

위치정보는 단순히 특정 객체의 좌표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이 3차원으로 수집되고 표현되는 것으로 확장

됩니다. 저는 지금 국토와 도시의 디지털 트윈을 말씀드리는 것

입니다. 현실세계를 그대로 복제한 디지털의 세상, 그것이 바로 

디지털 트윈입니다. 과거의 디지털 트윈은 소규모였고 활용 역시 

부진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디지털 트윈은 또 하나의 

거대한 세계가 되어 현실과 가상을 연결할 것입니다. 현실 세계

에서의 센서와 액츄에이터는 가상 세계에서의 사고 및 판단과 융

략을 수립하고 강의 자료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 중입니

다. 이후 국내 강소기업을 중심으로 해당 시장에의 진출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이와 유사하게 KOICA 글로벌 연수 사업을 추진 

중인데, 이 역시 저개발국의 공간정보 담당자를 초청해 관련 기

술 교육 및 국내 기업과의 컨설팅 등을 통해 해당 국가의 시장 진

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북극 공간정보 구축사업을 통해 극지연구소나 한국

광물자원공사 등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극지역의 공간정보를 구

축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UN, 아태지역이나 유럽, 미

국 등지의 관련 기관과 협력해 끊임없이 공동의 관심사를 찾아내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공간정보 산업의 발전방향에 대한 생각을 말씀

해 주십시오. 

-

공간정보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발굴해야 합니다. 이는 민간의 기업이나 공공기관, 그리고 중앙

부처의 정책담당자들에게 모두 해당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정보 시대에 있어 일종의 섬나라처럼 고

립되어 있습니다. 언어 때문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해외의 

연구개발 사업이나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벤처들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지속해야 합니다. 

멋진 아이디어는 생각지 못했던 상품이나 서비스를 탄생시키고 

결과적으로 공간정보 산업계 전체의 부가가치를 높입니다. 특히

나 디지털 트윈의 시대가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는 점과 이에 

더해 모바일 로봇이나 가상현실과 같은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연

계되고 있는 점에 주목한다면 훌륭한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합되어 동기화될 것입니다. 

그 결과 유례없이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이 나타날 것이고 충격적

이라 할 만큼 큰 변화가 일 것입니다. 위치정보, 즉 공간정보를 전

공하는 분들은 이제 그러한 시대를 예견하고 준비해야 할 위치

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래를 준비하면서 국토지리정보원이 중점적으로 추

진하고 있는 방향은 무엇인지요?  

-

국토지리정보원은 디지털 트윈의 시대를 정면으로 주시하고 있

습니다. 지금까지의 평면 수치지형도를 3차원의 디지털 트윈으

로 개편하는 시대적인 과업을 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

해 위치기준체계를 정비하였고 초정밀 위치결정을 구현하기 위

한 GNSS 네트워크 또한 개선하고 있습니다. 

점차 약해지는 3차원 실내외 공간정보 구축사업의 불씨를 살리

기 위해 드론 배달과 같은 신사업으로의 확장을 주목하고 있습니

다. 한편 자율주행차 지원을 위한 초정밀 도로망도 제작 연구와 

기획, 사업 역시 선도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북한

을 포함한 한반도 전역의 영상 수집과 수치지형도 제작 역시 꾸준

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진 방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입니다. 앞

으로 다가오는 미래는 공간정보가 국가의 핵심 역량이 될 것입

니다.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공간정보가 더 고도화하고 다양

한 분야와 융·복합할 수 있도록 미래공간정보 서비스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해외사업이나 타 기관 연계사업도 진행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

몇 가지 중요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선, 아프리카 자원 공

간정보 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유엔·아프리카 연합과의 협력을 통

해 선정한 시범지역인 모잠비크, 탄자니아, 잠비아를 대상으로 국

내의 기업을 통해 자원 공간정보를 구축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라시아 공간정보 인프라 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사

업을 위해 유라시아 공간정보 인프라 협의체를 구성해 중장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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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발굴해야 생각지 못했던 

상품이나 서비스를 탄생시키고 

공간정보 산업계 전체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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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위의 자율주행, 
자율운항선박1

베트남전에 투입된 무인소해정

비키니섬에 투입된 무인선

공간정보포럼Ⅰ

현실로 다가온 자율운항선박

최근 자율운항선박(MASS, Maritime Autonomous 

Surface Ship)의 개발과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약 5년 전, 자동차기업으로 친숙한 영국의 해양장비 전문

기업 롤스로이스(Rolls-Royce)가 자율운항선박에 대

한 콘셉트와 개발계획을 처음 공개했을 당시만 해도 많

은 사람들은 자율운항선박을 먼 미래의 기술로 인식하

곤 했다. 선박은 자율주행자동차와는 달리 자동차 전용

도로가 없고, 태풍과 같이 예상하기 힘든 기상환경에 대

응해야 하며, 나무와 같이 센서를 활용하여 포착하기 어

려운 물체가 수도 없이 떠다니는 바다를 극복해야 한다. 

이렇듯 자율운항선박이 현실로 다가오기 어렵다고 느끼

기에 충분할 정도로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

며, 선원 없이 무인 해상환경에서 운항하는 자율운항선박

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고장이 났을 경우 마땅한 해결방안

이 쉽게 떠오르지 않는다는 점과 같은 현실적 문제들이 현

장에서 자율운항선박을 더욱 멀게 느껴지게 만들곤 했다.

이 미래의 기술이 아니라 당장 눈앞에 펼쳐진 현실적 문제

로 받아들이게 만든 확실한 계기가 되었다.

아직까지 국제사회에서 자율운항선박에 대한 보편적으

로 확립된 개념이나 자율화 단계(Autonomy Level) 등

은 없다. 다만, 국제해사기구를 중심으로 앞으로 이 문제

를 다루어나갈 예정이다. 현재까지는 무인선박, 드론선

박, 스마트선박과 같이 다양한 용어와 개념이 혼용되고 

있으나, 2017년부터 국제해사기구에서 자율운항선박

(MASS, Maritime Autonomous Surface Ship)이

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이 기고문에서는 ‘자율운항선

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자율운항선박의 개발 동향

자율운항선박은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다. 과거에도 2

차 세계대전 및 베트남 전쟁 등 전장에서 기뢰제거 및 방

사능 오염검사 등에 활용하기 위한 무인선을 개발하여 활

용한 사례가 있다. 또, 군사용이 아니더라도 과학조사 및 

항만감시와 같이 사람이 투입되기 어려운 특수한 여건에

서 무인선이 활용된 사례가 상당히 있다. 그러나 대부분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특수한 목적에만 사용되어 왔

고, 벌크선 및 컨테이너선과 같은 상선·화물선으로 활용

하기 위해 자율운항선박을 개발하는 것은 2010년대 중

반 무렵에 와서야 활발하게 전개되기 시작했다.

•유럽연합의 MUNIN 프로젝트

자율운항선박의 개발에 대해 널리 알려진 프로젝트로

그러나 최근 콩스버그 마리타임(Kongsbe rg 

Maritime), ABB 등 선박의 첨단장비를 제조하는 유

럽 기업들을 중심으로 자율운항선박에 대한 기술개발

이 매우 빠른 속도로 전개되고 있다. 2017년 6월 롤스

로이스는 코펜하겐에서 예인선을 원격조종하는 실험에 

성공했고, 같은 해 9월 세계 최초의 완전 전기추진 자율

운항 컨테이너 선박이 될 것으로 기대 받고 있는 ‘Yara 

Birkeland’호의 수조실험을 성공적으로 끝마쳤다. 이러

한 소식이 들려오자 전 세계의 사람들은 자율운항선박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껏 고취되었다. 

산업계의 빠른 기술발전은 국제해역에서의 선박운항 

및 안전, 환경 등에 대한 국제법과 규제 등을 담당하는 

UN 산하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가 지난 해 6월 선박의 자율운항

을 위한 국제협약의 개정에 필요한 범위 검토(Scoping 

exercise)에 착수하기로 결정하게 된 배경을 제공하였

다. 규제 당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더 이상 자율운항선박

는 먼저 프라운호퍼(Fraunhofer) 연구소 등이 참여

한 MUNIN(Maritime Unmanned Navigation 

through Intelligence in Networks) 프로젝트를 들 

수 있다. MUNIN 프로젝트는 유럽연합의 예산지원을 받

아 벌크선(Bulk)을 대상으로 자율운항선박의 기술적·경

제적 타당성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실제 상업용

으로 활용하기 위한 자율운항 화물선의 기술적·경제적·

안전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프로젝트로 널리 알

  27  26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자율운항선박에 대한

기술개발이 빠른 속도로

전개되고 있다.

그림 1. 군사용 무인선 활용 사례

그림 2. 유럽연합의 MUNIN 프로젝트

※ 자료 : 무인선 기술 개발 동향 및 산업 현황

(KEIT PD Issue Report, ‘15.3)



오류(Machine Error)나 통신단절과 같은 위험이 증가

할 수 있고, 사이버 안전(Cyber Security)과 같이 해양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등장할 수 있다. 특히 해킹과 같

은 사이버 안전은 꼭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다. 선박이 한

번 해킹에 노출되면 유사한 사양과 시스템을 가진 선박이 

한꺼번에 위험에 노출된다. 실제로 지금까지 발생한 지난 

100건의 해양사고를 분석한 결과 선박의 충돌 및 좌초와 

같은 항해성 사고(Navigational Accidents)는 감소할 

수 있는 반면 화재, 침수 및 폭발 등과 같은 비항해성 사고

(Non-Navigational Accidents)는 오히려 사고발생 

가능성과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예측한 연구결과가 최

근 발표되기도 했다.1)

자율운항선박 기술 개발에 따른 제언

이처럼 자율운항선박이 현실의 바다를 누비기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숙제가 남아있다. 이와 함

께 자율운항선박이 운항하고자 하는 해역에 대한 공간·

지리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디지털화도 매우 중요한 요소

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까지는 전자해도표시시스템

(ECDIS)의 도움을 받는다 해도 특정 해역의 지리적 특성

과 기상 환경에 대한 정보는 선원들의 경험에 상당 부분 

의존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 선원이 전혀 없거나 육상에

서 원격으로 조종하는 자율운항선박이 안전하고 경제적

으로 운항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지리적 정보를 컴퓨터가 

완벽하게 파악하여 분석하고, 디지털 기반에서 주변의 선

박 등과 함께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직까

지 바다의 단 5% 수준만 매핑되어 지도화된 것을 감안하

면, 공간정보 전문가들이 눈을 돌려야 하는 곳은 육상이 

아니라 바다일 수 있다.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해상운

송 시스템을 만들어가기 위해 선박의 자율운항기술들과 

공간정보 기술의 융합이 더욱 요구되는 시점이다.

려져 있다. MUNIN 프로젝트의 비용·편익 분석(Cost-

Benefit Analysis) 결과에 따르면 약 25년 동안 운항효

율성 향상 및 선원 인건비 절감 등으로 약 7백만 달러 수준

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의 롤스로이스

영국의 롤스로이스(Rolls-Royce)는 2013년부터 자율

운항선박에 대한 기술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왔다. 

현재 노르웨이,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의 프로젝트뿐

만 아니라, 중국의 무인화물선개발연합(Unmanned 

Cargo Ship Development Alliance)에도 주도적으

로 참여하며 세계의 주요한 자율운항선박 프로젝트를 주

도하고 있다. 롤스로이스는 최근 클라우드 등 지능정보기

술 분야의 기술고도화를 위해 최근 세계 최고의 IT기업 

중 하나인 구글(Google)과의 협력을 강화하였으며, 지

난 2017년 6월 코펜하겐에서는 Svitzer 예인선의 원격

조종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롤스로이스는 핀란드 

기술혁신청의 지원을 받아 통신기업 인마셋(Inmarsat), 

세계최대의 선급인 노르웨이 DNV·GL 등이 함께 참여

하는 AAWA(Advanced Autonomous Waterborne 

Applications)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는데, AAWA 프

로젝트는 특히 FinFerries의 Stella 선박(페리) 및 ESL 

Shipping의 벌크화물선 등 보다 폭 넓은 선박 종류에 대

해 자율운항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다양한 실증을 추진하

는 단계에 있다.

•노르웨이의 콩스버그 마리타임

노르웨이의 해양장비기업 콩스버그 마리타임은 비료업

체 YARA와 함께 YARA Birkeland호를 개발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2017년 가장 많은 이슈를 만들었던 자율

운항선박 프로젝트 중 하나이다. 약 120 TEU 규모의 소

형 컨테이너 선박을 개발하는 이 프로젝트는 엔진을 완전

한 전기추진선박(All-Electric)으로 개발하여 선박에 기

인하는 각종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여 연간 약 4만여 대

의 디젤트럭을 대체하는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

다. 2017년 가을에 노르웨이의 SINTEF Ocean에서 수

조 시험을 마쳤으며, 앞으로 원격조종 테스트(2019년) 

이후 2020년에는 세계최초의 원격조종 자율운항 컨테이

너 선박으로 노르웨이 연안에서 비료운반에 활용될 것으

로 기대하고 있다. 참고로 콩스버그 마리타임은 이 프로

젝트 외에도 노르웨이 연안에서 과학 연구, 해양 조사 및 

양식 산업과 같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근해용 유틸리

티 선박(Hrön호)을 자율운항선박으로 개발하는 프로젝

트에도 참여하는 등 활발한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아시아 지역의 움직임

한편, 지금까지는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유

럽 지역이 자율운항선박의 개발 및 지원을 주도하였으

나, 최근 들어 아시아 지역의 국가들도 적극적인 움직임

을 보이고 있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지난 2018년 2월  중

국이 처음으로 주하이(Zhuhai) 지역에 약 770㎢의 면적

에 해당하는 해역을 테스트베드로 지정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서는 향후 충돌회피와 같은 핵심기술을 실증

하기 위해 주하이 정부, 중국선급(CCS), 우한기술대학

교(Wuhan University of Technology) 등이 함께 협

력할 예정이다.

자율운항 선박기술의 과제

이와 같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율운

항선박을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기

술적, 법적 문제가 많이 남아있다. 현재 레이더(Radar), 

라이다(LIDAR), 카메라 등을 복합적으로 적용하여 선

박 주변의 물체와 상황을 탐지하는 센서융합(Sensor 

Fusion)에 대한 기술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숙련된 선원에 의해 수행되어온 기능을 대체

하기에는 부족한 편이다. 또한 유지보수에 대한 문제도 

앞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이슈이다. 선원이 없는 해상 

환경에서 선박이 운항하다가 고장이 나거나 작동이 불가

능한 경우가 발생한다면 천문학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드론을 활용한 원격 유지보수 등 다양한 기술적 방

안이 대두되고 있으나, 무엇보다 품질수준과 높은 여유도

(Redundancy)를 갖는 제품이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앞

으로는 손쉽게 부품을 교체할 수 있도록 각종 제품의 모듈

화가 더욱 강하게 요구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선박이 항

만에 안전하게 접근하여 정박하기 위한 예선 및 도선 과정

을 자동화하는 것과, 자율운항선박에 적합하도록 항만의 

인프라를 변경하는 것 역시 자율운항선박을 도입하기 위

해 해결해 나가야 할 숙제들이다.

이와 더불어 해양안전에 대해서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

직 상당히 남아있다. 현재의 해상사고 원인의 대부분(약 

75~96%)은 사람의 실수, 즉 인적 과실(Human Error)

에 기인한다. 자율운항선박은 인적 과실을 제거함으로

써 해양안전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기대를 받

고 있다. 그러나 반대로 자율운항선박으로 인해 보다 위

험해질 수 있는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일례로 선박

의 모든 운항과 통제 과정을 디지털화함에 따라 기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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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owards the assessment of potential impact of unmanned vessels 
on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Reliability Engineering and 
System Safety, Krzysztof Wrobel, et al. 2017 

그림 3. YARA Birkeland(좌) 및 Hrönn(우)

※ 자료 : Kongberg(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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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 ‘빅데이터 시대’

2016년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에서 4차 산업혁명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O2O, 

IoT 등 경제 및 산업 분야에 걸쳐 다양한 신기술이 나오

고 있다. 또 이러한 신기술을 이용하며 발생되는 데이터

는 지속적으로 수집되고 분석에 활용되고 있다. 2016년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국 이후 ‘빅데이터‛라는 키워드는 

유행처럼 퍼져 나가기 시작했다. 공간정보 기술의 발달

과 더불어 정부 부처 및 각 지자체에서 공공데이터를 조

금씩 개방하자 민간에서는 통신, 카드사 데이터를 가공

한 데이터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사람들은 데이

터 분석을 통해 각자가 놓치고 있던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기 시작했다. 또한 정부에

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공간정보 컨

설팅에 대한 기대가 조금씩 무르익는 분위기가 형성되었

다. 실제로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이나 산하 

공공기관,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분석사업은 2013

년 12건에서 2017년에는 447건으로, 40배나 늘어났다. 

특히, 1996년 당시 건설교통부에서 시작한 국가공간정

보시스템 구축을 시작으로, 2013년 빅데이터법의 국회 

통과, 2015년 공공데이터포털 개방까지, 정부 주도로 이

어진 정책과 사업은 데이터의 공유와 활용이라는 분위기

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켰다. 이에 따라 사회 전반에 걸

쳐 빅데이터를 통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재검토하

는 전문적인 데이터 분석 컨설팅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공간정보 컨설팅 - 빅데이터와 공간정보의 만남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곧 공간정보 기술의 발달로 이어

졌다. 모바일과 IoT기술이 발달하면서 사용자가 휴대폰

의 네비게이션이나 위치기반 서비스를 활용할 때 어디에 

있고 어디로 이동하는지에 대한 ‘위치정보’, 어떤 콘텐츠

를 검색하고 사용하는지에 대한 ‘관심 정보’, 어떤 장소에

서 얼마만큼 결재를 하는지 ‘소비정보’가 수집되고 있다. 

자동차, 버스, 택시, 화물차에 설치된 기기들을 통해서 실

첫째, 다양한 공간단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공간을 

분석할 때, 실제 형상을 고려하지는 않지만 균일한 단위

로 분석할 수 있는 헥사곤이나 셀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

으며 실제 자연환경과 시설물의 형태를 고려한 블록이 사

용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면 정보가 아닌 도로, 교차로, 

필지, 시설물과 같이 선, 점의 정보가 활용되는 경우도 있

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공간단위는 이미 만들어져 있

거나 국가에서 제공하는 표준 포맷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

지만 대부분 필요에 따라  새롭게 정의하고 생성해야 한

다는 것이다.

둘째, 데이터를 전처리하고 융합할 수 있는 분석 기술력

이 필요하다. 주소와 같이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형 데

이터를 지오코딩을 통해 좌표화하거나 서로 다른 좌표체

계를 갖고 있는 데이터를 변환하는 전처리 작업과 더불어 

데이터 분석 단위가 정해지면 수집된 데이터를 융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셀 단위 분석을 할 경우, 통계청과 같이 

국가에서 발표하는 데이터는 소규모 단위로 추정하고, 주

소 단위로 관리되고 있는 데이터는 주소정제 및 지오코딩

을 통해 위치를 식별하여 해당 셀에 집계해야 한다. 기상

시간으로 위치 신호와 각 기기에서 발생하는 상황들이 수

집되고 있으며 가정에 비치된 냉장고, 공기청정기 등 다

양한 가전기기에서 발생하는 상황들이 수집되고 있다. 그

리고 이 모든 신호 센서들이 위치라고 하는 특성을 담는 

순간 이 모두가 ‘공간정보’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빅데이터 

시대가 도래하면서 공간정보 컨설팅 영역에서는 다양한 

분석이 요구되고 있다.  

분야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공간정보 컨설팅 분야에서 주

로 분석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사람의 행동 패턴에 대한 

이해이다. 공간 빅데이터를 토대로 우리는 누가, 언제, 어

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라는 육하원칙을 직접 개개인에

게 일일이 묻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민간

에서는 이와 같은 질문을 ‘소비’에 맞춰 활용한다. 고객이 

누구이며,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 등 마케팅 의사결정

을 위해 정보를 분석하는 것이다. 공공에서는 ‘형평성’과 

‘정책’에 맞춘다. 각 지역별 인프라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수립한다거나 정책 효과를 모니터링할 때 데이터

분석은 강력한 근거가 될 수 있다. 

공간정보 컨설팅의 핵심역량

공간정보 컨설팅을 위해서는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맞

게 분석 시나리오를 설계하여 고객을 설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술적 준비가 필

요하다.

공간정보 컨설팅은 사람을 이해하는 것 2

그림 1. 행동 패턴의 데이터화 그림 2. 빅데이터를 활용한 패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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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 컨설팅 분야에서 

주로 분석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사람의 행동 패턴에 

대한 이해이다

사람

• 성/연령
• 가구유형
• 직업/소득
• 선호도/관심사

데이터화

Data 융합 및 공간정보 결합 유형화/패턴 분석

• 성별 • 주거지역
• 연령 • 소득수준

방문 vs 소비

업종별 매장 
방문 여부 상권 내 연계소비   

Zone 간 이동

일회성 방문 vs 
주기적 방문

직후 방문 지역

직전 방문 지역

방문 주기

소비 성향, 선호도 체류 시간

• 발달 상권 • 건물용도
• 골목 상권 • 배후지 속성

출근

점심

교통카드

카드결제 
포인트적립

전화통화
인터넷검색

핵심상권 소
비업종

귀가

쇼핑

소비

• 카드거래
• 포인트적립
• 소비업종/상권
• 스마트폰사용



청 데이터와 같이 관측지점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보간법

을 통해 셀에 해당하는 값을 분석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또한, 최근 빅데이터로 거론되는 다양한 기기의 GPS 데

이터는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해서 셀 단위로 집계하고, 

개인정보가 담겨있는 데이터는 비식별 처리를 통해 가공

하고 집계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셋째, 지속가능한 데이터 생산을 위한 프로그래밍 능력이 

필요하다. 만약, 공간정보 컨설팅이 전략수립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시나리오

를 발굴하고 분석하는 것이라면 이는 컨설팅 결과가 일회

성에 그치지 않는다. 각 업무에 적용되어 필요에 따라 현

행화된 데이터를 재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R, Python, SQL과 같이 데이터 분석과정에 대해 재생

산이 가능한 소스로 관리할 수 있는 통계 프로그래밍 언어

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4차 산

업혁명이 대두되면서 우리는 빠른 트렌드 변화의 한가운

데 있다. 때문에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과 예산 투입 정도에 

따라 몇 차례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업무에 적용하고 있는 

곳도 있고, 이제 막 활용을 위한 전략수립 단계를 거치고 

있는 곳도 있다. 또한, 분석의 기초가 되며 머신러닝 알고

리즘을 적용하기 위한 데이터가 충분치 않은 곳도 있고 데

이터의 융합을 통한 분석과정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

는 곳도 있다. 하지만 적용하고자 하는 분야가 데이터를 통

해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양한 데이

터를 통해 패턴을 이해하고 미래를 예측하거나 분류를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필요하다면 머신러닝은 빠질 수 없다. 

점분석을 실시하여 설문 조사로는 얻기 어려운 정보를 제

공하여 관광 현황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셋째, 상권 변화에 대한 분석 사례이다. 카드 데이터를 분

석하여 대형마트, IKEA 등 상권 변화에 큰 영향이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유통시설에 대해 시설물 출점 이후 주변 

상권이 침체 되었는지 상호 시너지 작용이 나는 업종은 무

엇인지를 파악하였다. 또 해당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들

은 어디에서 오는지 영향권역을 함께 분석해 상권 영향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하였다. 더불어 상권의 매출과 점

포 변화를 분석하여 성장성을 진단하거나 창폐업 현황과 

주변 경쟁점의 현황을 분석하여 이를 예비창업자를 위한 

상권 평가 지표로 도출하였다.  

넷째, 매출 예측에 대한 분석 사례이다. 고객사의 내부 데

이터와 카드, 통신사 데이터 및 민간 외부데이터를 융합

하여 기존 점포를 유형화하고 매출영향요인을 도출하였

다. 또한, 신규 출점시 예상 매출을 분석하거나 기존 점

포를 평가하여 통폐합, 이전 대상 점포를 분류하였다. 여

기에서 중요한 것은 다양한 통계 방법론을 적용하는 것뿐

만 아니라 매장과 고객 유형화를 통해 상권 배후의 특성

을 반영할 수 있는 모형을 설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는 지속적인 상권의 변화와 고객 소비 패턴의 변화를 파

악해야 한다. 

마치며 - 공간정보 컨설팅의 미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각종 기기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공간정보는 다양한 산업분야

와 융합하여 공간 빅데이터로 생산되고 있다. 이에 데이

공간정보 컨설팅 사례

오픈메이트는 비즈니스 GIS분야에서 오랜 업력을 쌓아

왔다. 지금까지 수행한 분석 프로젝트의 대부분은 공간

정보 컨설팅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분야별로 구분

해 보면, 공공분야에서는 주로 시설물 수요/공급 현황 분

석을 통해 인프라 개선 방향을 도출하거나 빅데이터를 통

해 현황을 진단하였고, 민간 분야에서는 상권/고객 분석

을 통해 출점 지역을 도출하거나 마케팅 대상 고객을 분석

하는 것이 주를 이루었다.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첫째, CCTV 신규 설치지역 분석 사례이다. CCTV 설

치를 고려하는 분석대상지역을 설정하고 교차로 단위로 

CCTV 설치 후보지를 도출한 후 범죄, 유동인구, 기존 

CCTV, 치안 시설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최종 설치 후

보지역을 제안하였다. 신규 설치지역을 객관적으로 분석

하여 설치 근거를 제공함과 동시에 실사를 통해 검수하는 

과정을 거쳤다. 경북 안동시의 경우, 2016년에 분석 및 

적용을 통해 2017년 관제 중 이상신고현황이 3배 증가하

여 적재적소에 설치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둘째, 관광객 관광 패턴 분석 사례이다. 통신사 데이터를 

분석하여 관광객에 대해 정의하고 유료 관광지뿐만 아니

라 무료 관광지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분석했다. 성별, 연

령별, 시간대별 변화를 분석을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리나 개발이 필요한 관광지를 선정하거나 실제 관광지

로 선정되어 있지 않지만 새롭게 뜨고 있는 지역은 어디인

지 탐색하였다. 탐색 결과를 통해 체류형 관광객 활성화, 

야간 관광 활성화 등 정책 수립을 위한 제언을 하였다. 이

외에도 관광객의 관광 패턴이 어떻게 되는지와 같이 기종

터를 통해 사회현상을 파악하고 이를 정책 수립 또는 마

케팅에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또

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하는 단계에서부터 분석에 이

르기까지 공간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이 빠르게 

개발되고 있다. 공간정보 컨설팅 분야는 공간 빅데이터에

서 인사이트를 발굴하고 막연한 기대감을 실제 업무에 적

용하는 성과로 바꾸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최종 사

용자의 눈높이에 맞는 유용한 컨설팅 결과물을 제시하면

서 공간정보산업은 더욱 발전할 것이다. 결국, 공간이라

는 속성을 기반으로 사람과 돈의 흐름에 대해 파악하고자 

하는 시장의 요구는 변하지 않았다. 이러한 흐름을 반영

하듯 데이터는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공간정보 컨설팅의 

역할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앞으로도 빅데이터는 보다 중요해질 것이고 그만큼 공간

정보 컨설팅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더불어 기술의 발전과 시대의 흐름에 따라 공간정보 컨설

팅의 영역은 넓어지고, 적용가능한 분석기법도 다양해질 

것이다. 다만, 앞서 설명한 공간정보 컨설팅의 핵심역량

은 공간정보 컨설팅에서 변하지 않을 필수 요소이다. 공

간정보 컨설팅 업계뿐 아니라 수요자들도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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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발전과 시대의 흐름에 

따라 공간정보 컨설팅의 영역은 

넓어지고 적용가능한 

분석기법도 다양해질 것이다.

그림 3. CCTV 신규설치지역 분석 사례 그림 5. 대기업 입점에 따른 동종 업종 매출 변화 분석 사례그림 4 .시간대별 관광객 방문 유형 분류 및 유출 패턴 분석 사례



최근 전 세계 유망 기업들이 ‘에어택시’라는 산업을 선도하고자 주력

하고 있다. 본래 ‘에어택시(Airtaxi)’는 여객과 화물 운송을 목적으로 

공항과 공항 사이를 부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소형 항공기를 부르는 단

어였다. 전세기 형태로 특별한 승객, 화물을 실어 나르는 ‘소형 항공

기’를 말하는 이 단어는 최근 개념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바로 드론

의 등장 때문이다. 드론은 항공기처럼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하는 제

트 엔진이 필요하지 않으며, 긴 활주로나 넓은 공간을 차지하는 공항 

없이도 충분히 이착륙이 가능하다. 때문에 비행기를 대체하여 공항

과 도심을 오가는 드론을 활용한 에어택시가 주목받고 있다. 더욱이 

드론을 활용한 에어택시는 환경오염과 소음을 줄이면서도 교통체증

을 피할 수 있어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2월, <가디언>지에 따르면 ‘에어버스(Airbus)’, ‘우버(Uber)’, 

‘이볼로(E-VOLO)’, ‘릴리움(Lilium)’ 등과 19개에 달하는 기업들

이 첨단 기술을 통해 공상과학소설에서나 보았던 개인 비행차량을 선

보이기 위해 기술개발에 나서고 있다고 한다. 이들 관계자들은 멀지 

않은 시기에 도시와 공항을 잇는 무인 ‘에어택시’를 개인이 이용하게 

되리라 전망한다. 그리고 지상에서 공중으로 대중교통 체계에서 혁

신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를 증명하듯 1~2인용 소형 비행체 계획이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

다.  에어버스사는 올해 1월 31일, 미국 오리건주에서 비행기와 헬리

콥터를 혼합한 형태인 ‘바하나(Vahana)’가 시험비행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6.2m×5.7m의 크기인 이 비행체는 건물 옥상에서 탑승

한 후 택시처럼 이동할 수 있다. 바하나는 교통체증이 심각한 도시에

서는 유용하고 신속한 출퇴근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바하나 프로

젝트 책임자 자크 로버링은 “개인 비행을 대중화하기 위해 기술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에어택시의 등장은 사람들의 생활을 바꾸는 만큼 도시의 변화를 뜻하

기도 한다. 가장 앞서나가고 있는 곳은 두바이이다. 두바이는 미래도

시를 위해 에어택시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발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30년까지 도시교통의 25%를 자동운송수단으로 바꾼다는 ‘

스마트 자동이동전략’으로 에어택시의 상용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두바이 당국은 지난 2월 세계정부정상회의 기간 중 이와 

같은 계획을 발표한 이후 사업 및 기술 타당성에 대한 검토 작업을 마

쳤다. 이후 두바이는 조종사 없이 자동 운항하는 2인승 드론인 독일

의 이볼로와 에어택시 공급계약을 맺었다. 또한, 우버는 플라잉카 프

로젝트의 첫 도시로 두바이를 선정하여 2020년 두바이 엑스포 기간 

중 시범운행을 진행할 예정이다. 

두바이가 에어택시의 상용화에 앞장선 만큼 에어택시 개발과 공급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우버는 NASA(미 항공

우주국)와 협약을 체결하고,  ‘우버 엘리베이트(Uber Elevate)’ 사

업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우버 엘리베이트는 무인항공 교통 사업

으로 수직이착륙이 가능한 4인승 이상의 비행선과 건물 옥상에 소형 

공항을 배치하는 프로젝트다. 우버는 2020년에는 시속 322km인 

항공 택시 서비스를 시험운행할 것이며, 2028년에는 휴대폰으로 에

어택시를 불러서 이동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또한, 2023년 에어택

시 운행을 시작하겠다고 공언했으니 5년 안에 우버의 기술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을 듯하다.  

우버와 첨예하게 경쟁하고 있는 기업인 이볼로의 활약도 만만치 않

다. 독일의 드론제작사 이볼로는 독일의 자동차업체인 다임러와 공

동으로 수직 이착륙과 저공비행이 가능한 차량개발 프로젝트에 착

공상과학영화를 보다 보면 하늘을 나는 차를 타고 순식간에 도착지로 이동하는 장면을 종종 접할 수 있다. 교통체증을 겪을 때마다 생각했던 이 꿈만 같은 상

상이 곧 실현될 전망이다. 헬리콥터보다 작고 조용한 운송수단인 ‘에어택시’가 속속 개발되고 있기 때문이다. 드론 기술의 향상으로 등장한 에어택시의 첨단 

기술과 실용화 전망을 알아보도록 하자.

Writer. 이성주

미 래 도 시 의  차 세 대  교 통 수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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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하나의 첫 비행(출처 : 바하나 홈페이지) 

2 우버 엘리베이트 개념도(출처: 우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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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배터리팩, 충전을 위해 항공기를 이동시키는 엘리베이터 등

을 포함하고 있다. 스테이션에 에어택시가 착륙하면 컨베이어 벨트

를 통해 승객이 내릴 수 있는 실내 공간으로 옮겨지고, 배터리를 교체

하게 된다. 그리고 에어택시는 엘리베이터를 통해 아래층에 있는 주

차공간으로 내려가 유지 보수 작업을 하며 다음 운행을 위해 대기한

다. 에어택시가 오가는 스테이션을 설치하면 볼로콥터는 배터리를 

신속하게 교체할 수 있고, 빠른 회전율로 많은 승객을 수시로 태울 수 

있다. 볼로콥터가 구상하는 단거리 운항 에어택시는 최장 30분 연속 

비행시간을 할 수 있으며, 40분간 급속충전을 통해 필요한 동력을 획

득할 수 있다. 

한편 미국의 스타트업 키티호크(Kitty Hawk)는 하늘을 나는 두 개

의 자동차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에어택시 산업에서 세계 최초로 ‘자

지만 입력하면 드론이 자동으로 이륙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여 자동 

착륙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이항 측은 이미 280kg까지 탑승할 수 있

는 2인승 드론도 개발해 시험단계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2016년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에어택시를 시험해온 중국의 드론 제

조업체 이항은 안정감 있는 시험 비행으로 자신감을 표출했다. 이항

은 지금까지 40명의 언론인과 정책 관계자들이 이 비행체를 타고 시

속 129km로 중국 남부 도시 광저우에서 15km 구간을 비행했다고 

밝혔으며, 이항 측은 에어택시가 태풍을 견딜 수 있을 만큼 강력하다

고 주장했다. 개발한 기기에 대한 강한 자신감은 릴리움도 마찬가지

다. 릴리움의 에어택시 ‘전기 VTOL 제트’는 36개의 전기 제트엔진으

로 움직인다. 릴리움 측은 이 비행체를 통해 뉴욕 JFK공항에서 맨해

튼까지 300km 속도로 비행에 성공했다고 말했다. 이는 자동차로 가

면 55분이 걸리는 거리를 5분 만에 주파한 것이다. 

이처럼 여러 업체들이 에어택시에 주목하는 것은 그만큼 발전가능성

이 높기 때문이다. 에어택시는 헬리콥터보다 조용하고 트럭이 지나

가는 소음의 절반의 소리도 나지 않는다. 또한, 기존 헬리콥터보다 안

전성이 높다. 환경오염에 대한 걱정도 줄일 수 있으며, 교통이용에 따

른 시간도 감소할 수 있다. 미래 산업의 가장 큰 동력이 될 차세대 교

통수단의 변화, 에어택시의 실용화에 주목할 때이다.

율주행’기술을 선보였다. 키티호크는 구글 자율주행차 개발의 선두

주자 세바스찬 스런이 2010년에 설립한 회사로, 구글 공동창업자 

래리 페이지가 투자한 회사로 유명하다. 키티호크는 작년에 1인승 비

행차량 모델인 플라이어(Flyer)를 발표했다. 이 모델은 밑바닥에 소

형 프로펠러 8개를 부착해 활주로 없이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다. 또

한, 조종사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처럼 운전대로 방향을 바꿀 수 있

으며, 호수 위 4.5m 상공에서 5분 동안 비행하고 착륙까지 성공했

다. 키티호크가 그 뒤에 선보인 모델은 세계 최초 자율주행 에어택시 

‘코라(Cora)’다. 코라는 2인승 택시로 플라이어에서 한 단계 발전해 

자율조종 소프트웨어를 탑재하며 조종사 없이 하늘을 날 수 있다. 헬

리콥터처럼 수직 이착륙을 위해 12개의 리프트 팬을 갖춰서 활주로

가 필요하지 않다. 코라는 현재 6년 내에 상용화를 목표로 뉴질랜드

에서 시험 비행 중이다. 뉴욕타임스는 키티호크의 뉴질랜드 자회사

가 뉴질랜드 총리 재신더 아던과 비행 테스트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

으며, 빠르면 3년 안에 뉴질랜드 상공에 상업용 항공 택시 네트워크

를 구축할 것이라 전했다.

지상을 달리던 차들의 변신도 눈에 띈다. 2018 제네바 모터쇼 현장

에서 자동차와 에어 차량 두 가지 기능이 가능한 차량이 등장했다. 하

늘을 나는 자동차로 출시된 PAL-V의 ‘리버티(liberty)’는 자동차와 

헬리콥터를 반씩 섞은 디자인을 가졌다. 두 가지 기능을 모두 가진 자

동차로, 자동차 모드에서 최대 시속 160km로 주행하고, 헬리콥터 

모드에서는 최대 시속 180km로 비행이 가능하다. 항공기 제조업체

인 에어버스가 선보인 ‘팝업(Pop up)’ 역시, 도로에서는 일반 자동차

처럼 달리다 드론 형태의 대형 에어모듈로 하늘을 날 수 있는 2인승 

차량이다. 팝업은 무인 비행기능이 탑재됐고 아우디 시스템이 더해

져 견고해진 모습을 갖췄다. 에어버스와 이탈디자인의 협업으로 개

발된 팝업은 지난해 폭스바겐에 이어 올해는 아우디와 파트너십을 맺

으며 제네바모터쇼에 2년 연속 출품됐다. 아우디는 “팝업은 앞으로 

2024년에서 2027년 사이에 실제 실행 가능성이 크다”며 “미래에 택

시 산업의 표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드론 제조업체 이항(Ehang)도 2월 승객탑승 시험 비행에 성

공한 영상을 공개했다. ‘이항 184’로 불리는 이 드론은 4개의 프로펠

러가 달린 쿼드콥터로, 지상 300m 상승, 230kg 탑재, 15km 경로 

비행, 시속 130km이동 등이 가능하다. 이항 측은 당시 1,000번의 

유인 시험비행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 드론은 승객이 탑승후 목적

수하여 ‘볼로콥터(Volocopter)’를 개발했다. 볼로콥터는 9개의 독

립적인 전지와 18개의 로터를 갖춘 시스템으로 특정한 부품에 이

상이 생겨도 계속 비행할 수 있어, 안전성과 기술력에서 우수한 평

가를 받는다. 올해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 CES 2018에

서 인텔과 함께 자율운행 에어택시를 선보인 자리에서 볼로콥터 공

동 창업자 알렉산더 조셀은 에어택시의 시범을 보이며, 스테이션 당 

하루 1만 명의 승객을 수용할 수 있는 인프라 시스템을 갖출 것이라

고 공언했다. 

볼로콥터의 스테이션 구상에는 정교한 컨베이어벨트 시스템,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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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볼로콥터의 개념도(출처: 볼로콥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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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릴리움의 VTOL(출처: 릴리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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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키티호크의 코라(출처: 키티호크 홈페이지)  

5 PAL-V의 리버티(출처: PAL 홈페이지)



생활 속에서의 ‘공간’ 개념 

우리가 사는 곳을 흔히 3차원의 세계라고 한다. 공간은 시간과 

함께 3차원을 구성하는 요소이지만 현실에서는 단지 숨을 쉬고 

두 발을 놓을 수 있는 ‘장소’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이런 ‘공간

(Space)’, 즉 집이나 학교, 병원, 사무실, 쇼핑센터를 떠올릴 때

면 우리는 으레 미관상의 아름다움이나 생활의 편리함, 아니면 자

산 가치의 유무를 먼저 떠올리곤 한다. 집을 살 때도 학군은 좋은

지, 교통은 편리한지, 평수는 큰지와 같은 외형적 공간만을 주로 

살핀다. 집이 단순한 장소 혹은 건축 공간만을 의미하는 건 아닐진

대 말이다. 일찍이 미셀 푸코나 르네 데카르트처럼 유명 철학자들

은 건축 혹은 이러한 환경이 우리 인간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

다는 점을 간파했다. 미셀 푸코는 ‘건축가들의 자유를 향한 의도가 

사람들의 실제적인 행위와 부합할 때, 건축은 긍정적인 효과를 생

산할 수 있을 것’이라 했으며, 르네 데카르트는 ‘두뇌가 환경으로부

터 감각 정보를 받아 행동을 만들어낸다’고 통찰했다. 즉 집이나 병

원 또는 학교와 같은 공간을 건축의 한 요소로써가 아닌 그 속에서 

생활하는 ‘사람’과 불가분의 관계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는 의미

를 담고 있다. 

그뿐인가? 철학자이자 소설가로 인기 많은 알랭 드 보통은 <행복의 

건축>이라는 저서에서 ‘공간이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의 희망과 일

치할 때 비로소 그 공간을 집이라 할 수 있다’라고 했다. 더 나아가 

치유가 빨라지는 

병실은 
따로 있다

좁은 엘리베이터는 낯선 사람과 함께 있을 때면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공간이다. 반대로 환자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치유에 도움이 되는 

병실이나 창의성을 높여주고 행복을 키워주는 공간, 일의 능률을 높여

주는 생활공간도 있다. 머물고 있는 공간이 단순한 건축공간이 아닌 다

양한 의미를 담고 있는 사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Writer. 범상규(공간심리학자, 건국대학교 교수)

공간의 심리학

HEALING 
PLACE*

크든 작든 하나의 ‘공간’은 

우리들의 행동에 많은 영향을 준다.

현대에 들어서는 공간 속의 ‘사람’이 갖고 있는 다양한 감정도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준다. 일례로 2006년 국제신경학회에서 유

명 건축가이자 하버드대학 교수인 프랭크 게리는 ‘인간의 뇌가 모

양, 색깔, 질감과 같은 건축 요소들에 대해서 왜, 그리고 어떻게 긍

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반응하는지 이해할 수 있다면 건축가들이 더 

나은 건축과 공간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처

럼 예나 지금이나 하나의 ‘공간’이 사람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 되었다. 

공간은 외형적 혹은 물리적인 차원에서 단순하지 않을 뿐더러 공간

이 담아내고 있는 의미 역시 다양하다. 예를 들어 물리적 공간은 개

인과 만날 때 ‘개인적 공간’으로써 그 정의가 달라진다. 인류학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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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홀은 ‘호랑이가 자신의 채취를 남겨두는 영토 개념’과 유

사한 네 가지 개인적 공간을 제시하고 있다. 즉 자기방어본능이 작

용하는 가장 근접한 친밀한 거리인 대략 45㎝ 이내에서부터 사적

인 거리, 사회적 거리 그리고 공적 거리 순으로 확장된다. 특히 모

르는 상대가 지극히 사적인 거리인 대략 1.2m 이내로 접근하면 사

람들은 긴장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며, 반대로 연인이나 가족처

럼 사랑하는 사람이 이보다 멀어지면 오히려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걱정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또 일상적인 사무적 관계가 이루

어지는 사회적 거리는 30피트 즉, 3.6m 이내로 이보다 멀어질 땐 

공적 거리가 된다. 공적 거리에 해당하는 공간은 비사교적이며 대

중연설처럼 연대감이 없어져서 사적보다는 공식적인 관계가 나타

나는 공간을 말한다. 

이처럼 크든 작든 하나의 ‘공간’은 우리들의 행동에 많은 영향을 준

다. 평소에 출근하는 엘리베이터 내에서 모르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를 생각해보자. 이 시간은 대체로 짧지만 이 공간에서는 자연스

럽게 상대방을 의식하게 된다. 공간이라는 한정된 링 속에서 생존

을 걱정하도록 진화된 본능이 현대인에게도 남아있다는 반증이다. 

상대방에게 애써 무관심하게 보일 요량으로 스마트폰을 뚫어져라 

쳐다보거나 반대로 우호적인 어떤 행동의 일환으로 한번 싱겁게 웃

어준다. 이는 개인적 공간 속에 들어온 상대방으로 인한 스트레스

를 대처하는 방법인 것이다. 비단 엘리베이터에서뿐만 아니라 학

교 교실에서, 마트에서, 사무실에서, 병동에서 공간은 인간들의 행

동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신경건축학이 실제적으로 사용된 사례를 몇 가지 들어보자. 미국 

서던캘리포니아주립대학 어빙 비더먼 교수에 따르면 아름다운 노

을, 숲, 경치와 같은 풍광을 볼 때 엔도르핀과 관련된 신경세포가 

활성화된다고 한다. 즉 아름다운 풍광을 가진 공간 속에 있는 것만

으로도 많은 양의 모르핀을 우리 뇌에 투여해 주는 것과 같은 효과

가 있다. 분명 행복에 대한 과학적 근거만으로는 행복한 공간을 만

들 수는 없다. 그러나 건축가와 신경과학자의 협업을 통해 더 창의

적이고 행복한 공간을 꿈꿀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을 것이

다. 대표적으로 유명 건축가이자 하버드대학 교수인 프랭크 게리 

박사는 ‘인간의 뇌가 모양, 색깔, 질감과 같은 건축 요소들에 대해

서 왜, 그리고 어떻게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반응하는지 이해할 

수 있다면 건축가들이 더 나은 건축과 공간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2006년 국제신경학회에서 주장하기도 했다. 

행복을 가져다주는 공간 설계

행복을 가져다주는 공간 설계는 비단 병원의 치유공간을 넘어 일상

생활 속에서도 접목될 수 있다.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설거지를 하

면서도 거실의 가족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아일랜드 키친에서 

큰 만족감을 느낀다고 한다. 아일랜드 키친에서는 애착 형성 호르

몬인 옥시토신의 분비가 늘어나기 때문이란다. 또 모서리가 둥근 

경우 긴장감이 줄어들고 따뜻한 색깔의 인테리어를 사용할 경우 행

복감을 높여주는 세로토닌 분비가 늘어난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단순한 색상일지라도 공간과 만나면 우리들의 사고와 행동에 영향

을 주기도 한다. 2009년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 라비 메타 연구팀

에 따르면, 파랑 조건의 실험자들이 빨강 조건의 실험자들보다 창

의적인 결과물을 두 배로 많이 생산했다. 파란색뿐만 아니라 햇볕

이 잘 드는 열린 공간 역시 창의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한다. 

면역학자인 조너스 솔크 박사는 소아마비 백신 개발에 진척이 없

어 스트레스를 받자 풍광이 뛰어난 이탈리아 아시시로 안식년을 떠

났다. 이곳에서 머무르는 동안 천장이 높은 수도원 성당에서 불현

듯 아이디어가 떠올라 문제를 해결하고 마침내 백신 개발에 성공

했다. 솔크 박사는 천장이 높은 장소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

다는 믿음을 가지고 미국으로 돌아와 샌디에이고 근처의 라호이아

에 솔크연구소를 건립하면서 보통 건물 천장(2.4m)보다 높은 3m 

높이의 천장으로 지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천장을 가진 연구소

로 통하는 솔트연구소에서는 지금까지 5명의 노벨수상자를 배출

했다. 또 조앤 마이어스-레비 미국 미네소타대 교수는 실제로 천

장 높이가 인간의 창의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을 통해 살펴보

았다. 천장 높이가 각각 2.4m, 2.7m, 3m인 세 건물에서 실험 참

가자들에게 창의적인 문제와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문제를 풀도록 

한 결과, 천장 높이가 3m나 되는 방에서 문제를 가장 많이 풀었다. 

반대로 2.4m 천장 높이의 방에서는 창의력보다는 집중력이 높은 

효과를 보였다. 

세계 최고 회사 중 하나인 구글의 사무공간은 단순한 사무공간이 

아닌 자유로운 놀이의 공간으로 꾸민 이유도 공간의 중요성을 반

영한 결과다. 일이 아닌 일 자체를 즐기며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

들어주기에 가장 창의적인 결과물들이 나올 거라는 확신인 것이

다. 덴마크의 레고 사무실에는 미끄럼틀이 꾸며진 놀이공간이 있

을 정도로 놀이에 초점을 맞춰 설계되어 있다. 재미와 창의력, 혁

신을 기반으로 디자인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있다. 지금까

지는 건축을 단지 예술가의 감과 오랜 관행으로 지탱해 왔다면, 오

늘날 신경건축학은 향후 인간을 배려할 수 있는 소중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치유의 공간 : 신경건축학이 뜬다!

앞서 우리는 공간의 개념을 살피는 과정에서 공간은 단순히 비어

있는 공(空)간이 아니고 직·간접적으로 인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이고 심리적인 매개체라는 점을 살펴봤다. 또 시간적 관점

에서 공간은 과거에는 살면서 일하는 장소로 국한되었지만, 최근

에는 인간의 감정까지도 투영된 장소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공간과 건축이 인간의 사고와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건축을 탐색하는 학문으로 신경과

학과 건축학이라는  학문 간의 통섭이 일어나고 있다. 바로 신경과

학과 건축학의 합성어인 ‘신경건축학(neuroarchitecture)’이다. 

신경건축학의 태동은 1984년 환경심리학자인 로저 울리히 교수

가 ‘병실의 창으로 자연풍경이 내다보일 때 환자들은 더 빨리 회복

된다’는 다분히 심리적인 현상을 과학적인 측정을 통해 처음 입증

해 보인 것이 계기가 되었다. 울리히 교수는 비슷한 증상과 병적 예

후를 가진 환자라 해도 단순히 병실 벽만 쳐다보도록 설계된 병실

에서보다는 병실 창문을 통해 아름다운 노을, 푸른 잔디와 나무, 때

때로 파란 하늘을 보도록 배치된 병실에 있을 때 며칠에서 많게는 

몇 주 더 빨리 퇴원한 사례를 통해 공간, 즉 건축 환경이 인간 행동

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입증하였다. 

그 이후 단순히 건축가들은 공학적 혹은 경제적인 관점이 아닌 신

경건축학적 관점에서 병원을 짓는 데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Healing Place> 저자인 에스더 스턴버그 박사가 ‘기억력이 현

저히 떨어져 자기 방도 제대로 못 찾는 치매 환자들을 위한 요양

원의 경우 기숙사와 같은 복도식 구조가 매우 부적합하다’고 주장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많은 요양원이나 요양

병원이 정상적인 사람을 감안한 건축공간으로 지어지고 있는 것

이 실정이다. 정작 노인요양시설을 짓는 건축가들은 자신들이 설

계한 건축 공간에 특정한 증세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살게 될지 그

들을 위한 공간은 어떠해야 하는지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 반면

에 치매환자 병동에는 두뇌발달에 도움이 될 포커게임이나 오락

기보다는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된다고 한다. 무

엇보다도 이들 치매환자들은 자기 방은 물론 사용하던 물건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기억에 도움이 되도록 어린 시절 사

진이나 물건을 많이 비치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처럼 신경건축학은 공간의 어떤 요소가 구체적으로 인간 뇌의 

어느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지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지향한

다. 예를 들어 인간이 어떤 공간을 접할 때 행복을 느끼는 순간 분

비되는 세로토닌과 반대로 고통을 경감하기 위해 분비되는 엔도

르핀의 측정을 통해 뇌와 신경계가 행복하다고 반응하는 공간을 

찾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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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을 가져다주는 

공간 설계는 

비단 병원의 치유공간을 넘어 

일상생활 속에서도 

접목될 수 있다. 



Writer. 김정현(고려대학교 소프트웨어공학과 교수)

실제 현실과 가상 공간의 만남, 
AR/MR관련 국제 표준화1)

혼합현실은(Mixed and Augmented Reality, MAR) 실세계를 표현하는 미디어와 가상객체의 

그것과의 “혼합” 혹은 합성을 통해 이루어지는 미디어의 총칭이다. 혼합의 비율에 따라 스펙트럼을 

형성한다(혹은 Reality-Virtuality Continuum1)). 기준모델이라 함은 주어진 영역에 대한, 즉 혼

합현실에 대한 정의, 분류체계 및 영역 용어 설명, 주요 기능적 요소 및 그들의 연결 관계, 최소한의 

입출력/기타 정보 모델을 정립하여 해당 분야에 대한 표준 개념 및 설계도를 제시하는 모델 및 문서

이다. 기준 모델에는 기존의 대표적 혼합 현실 시스템, 모듈, 콘텐츠들을 예시로 들고 이들이 어떻게 

기준 모델에 매핑 되는지도 자체 부분 검증을 하며, 관련 표준 및 다양한 기타 고려 사항을 나열하기

도 한다. 또한 기준모델은 어느 정도 추상적인 단계에서 모델이 형성되기 때문에 특정 하드웨어나 

알고리즘과 무관하게 명세가 되며, 따라서 응용표준은 아닐지라도 해당 영역에서의 많은 시스템이

나 콘텐츠 유형에 접목될 수 있다.

혼합현실2) 기준모델은 ISO-IEC JTC 1 SC 24(컴퓨터그래픽스 및 가상현실 관련 ISO 소위원회)

에서 그 표준작업이 진행되어 왔는데, 주요한 이유는 구현 혼합현실이 기술적으로 가상현실 시스템

으로서 구현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SC 24에서는 2012년 혼합현실 분야의 중요성을 인

식하고 이에 대한 표준화를 진행하기 위한 전담 소그룹인 WG 9을 시작했다. 이와 더불어 비디오 

압축에 대한 표준을 주로 담당하고 있던 SC 29 WG 11에서도 특히 비디오 기반 증강현실 시스템

에 대한 표준화를 꾀하게 되어, 결국 두 소그룹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Joint Ad Hoc Group을 통

하여 혼합현실 영역의 기반을 조성하고 이 분야 표준화에 대한 전략적 계획을 세우기 위해 그 첫 노

력의 일환으로 기준모델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IS(International Standard) 인준을 앞

두고 있다.  

앞서 혼합현실 기준모델을 설명하면서, 종전과 달리 콘텐츠가 하나의 응용 시스템으로 구현되지 않

고 표준적 콘텐츠와 이를 실행하는 호환적 브라우저로 이원화된 플랫폼을 지향한다고 하였다. 또

한 혼합현실이 기술적으로 가상현실 시스템으로서 구현됨을 언급한 바 있다. 가상현실 분야에서는 

X3D와 같은 콘텐츠 표현 표준 및 이를 지원하는 브라우저가 이미 많이 개발되어 있다. 이를 혼합현

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가상현실과의 기술적 관계를 생각했을 때 기존의 가상현실 콘텐츠 표현 표

준을 확장하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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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글은 2018년 정보과학회에 저자가 제출한 AR/MR 세계 기술 동향 및 기술 분석 과제 보고서 8장을, 해당 저작권 소유 기관의 허가

를 받고, 발췌하여 씌어졌다. 

2)  이후, 혼합현실이란 용어를 증강현실, 공존현실, 증강·가상현실의 개념들을 모두 포괄 하는 것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가상환경을 위한 X3D 표준은 특정한 기능을 가지는 ‘컴포넌트’가 연결되어 이루어지

는 합체 아키텍처로 이루어지므로, 마찬가지로 혼합현실 구현을 위해서 추가로 필요한 새로운 컴

포넌트를 제정하면 비교적 빠르게 유연한 혼합현실 콘텐츠 표현 표준을 제정할 수 있을 것이다. 따

라서 혼합현실을 위해 어떠한 추가 컴포넌트 요소들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고, 

이들의 정보 모델을 수립하여 X3D 혹은 기타 포맷으로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SC 24 



JTC 1 WG 9에서는 이러한 일환으로 2016년에 “Information Model for Mixed and 

Augmented Reality (MAR) Contents” 라는 공식 표준 아이템(ISO 21858)을 인준하

고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다(현재 CD 문서 작업 진행 중). 아직 콘텐츠 정보 모델의 확정안이 

나오지 않았지만, 상기한 대로 혼합현실을 위한 특화 컴포턴트 및 이들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정보 모델이 구성 되고 있다. 

특히 제안되고 있는 콘텐츠 모델은 공존현실 콘텐츠의 요구 사항을 특별히 더 고려하고 있기

도 하다. 예를 들면, 2개 이상의 상이한 가상환경/객체, 혹은 실제 환경/객체들을 정합하는 문

제, 시각 이외의 멀티모달 및 실감 피드백에 대한 고려, 다수의 사용자 및 시점 지원, 분산 처리

나 네트워크 관련 이슈들 등을 들 수 있다. 더 나아가, 특정 공존현실 애플리케이션 영역(예: 소

셜 미디어)에서의 정형적인 콘텐츠 유형에 대해서는 제안되는 모델 및 컴포넌트들을 기반으로 

특정 표준 파일 포맷을 제정한다면, 이를 통하여 신속하게 산업계에서의 요구 사항들을 수용

할 뿐만 아니라, 거꾸로 큰 파급효과를 생성할 수 있을 것이다. 

MAR reference model (ISO 18039), Information model for MAR contents(ISO 

21858) 이외에도 Live actor/entity for MAR (ISO18040), Sensor Representation 

MAR (ISO 18038), Benchmarking of vison-based geometric registration and 

tracking methods for MAR (ISO 18520), Image based model and rendering 

for MAR (NWIP ballot 중) 등이 진행 되고 있다. 아직 공식적인 ISO 표준화 아이템은 아니

지만 IoT(Internet of Things) 기기를 위한 인터페이스로서의 혼합현실 관련 표준, 다자 참

여 공존 현실 관련 표준, 혼합현실 시스템의 인간공학적 요구 조건이나 최소 사용성에 관련된 

표준, 스마트 시티와 혼합현실의 융합에 관련된 표준, 혼합현실을 위한 실내 트래킹, 모바일 

혼합현실에 대한 표준들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ISO JTC 1 SC 24 이외에 SC 29 WG 11(비디오 압축 코딩 표준인 MPEG를 제안한 소

위원회)에서도 그동안 예를 들어 비디오를 증강하는 맥락에서 증강현실에 대한 표준화의 필

요성을 제기하여 왔다. MPEG를(ISO/IEC 14496-11, ISO/IEC 23005) 확장하는 차원

에서의 ARAF(Augmented Reality Application Format)이라는 표준을 제안하고 현재 

CD 수준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는 일명 MPEG-A 라고도 불린다. MPEG-A에서는 우선 비

디오/오디오 기반의 장면(Scene) 구성의 표현을 위한 각종 노드들을 제공하며, Scene 구

성 및 가상객체(텍스트, 그래픽 객체, 가상 센서 등)에 대한 표현은 X3D의 Scene 그래프를 

많이 참조하였다. 또한 WG 9에서 추진하는 것과 비슷한 각종 물리적 센서 및 Actuator에 

대한 명세와 전체 콘텐츠 혹은 사용되는 미디어 (비디오/오디오/그래픽 등)를 압축하는 부분

에 대한 제안을 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 구조를 가지고 특정 AR 응용 시스템에 (주로 비디오 

Overlay에 기반한) 필요한 표준 파일 포맷을 제정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있다.

ISO 외에서도 많은 Private sector 단체들이나 기타 표준단체들에서 증강현실 혹은 혼

합현실에 대한 표준 혹은 준표준을 제정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OGC(Open 

GeoSpatial Consortium)에서는 위치기반 증강현실 서비스 산업계에서 사용 하고 있던 

ARML(Augmented Reality Markup Language)을 정식 표준으로 채택하여 보다 지능

적이고 사용성이 높은 Interactive 지리/지도 시스템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다. IEEE 

Consumer Electronics 그룹에서도 AR의 상용화라는 차원에서 AR 표준화 위원회를 최

근 가동하여 AR 기기의 인간공학적인 측면에서의 표준을 제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

다. Apple, Google, SK 등에서도 ARCore, ARKit, T-AR등과 같은 AR 관련 API라던지, 

WebXR 따위의 HTML/Javascript 기반의 웹 기반 AR 플랫폼에 대한 표준도 제안되고 있다.

최근 혼합현실(증강현실, 가상현실, 증강가상현실, 공존현실 포함) 분야가 차세대 미디어 혹

은 4차 산업 혁명의 중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업화와 관련 기술의 혁신이 속

속 일어나고 있다. 미디어의 속성상 관련 표준이 해당 산업의 확산을 촉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다. 예를 들어, 수년 전에는 위치 기반 증강현실 사업이 가장 주목을 받았으나, 서로 

호환성이 없는 콘텐츠 혹은 시스템들은 이제 국제화된 상황에서 사용자들에게 큰 편의를 제공

하지 못했고, 이는 해당 사업을 움츠리게 하였음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기술개발의 상용화와 

달리 표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당장의 수익성을 기대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다른 경쟁 기술 및 트렌드를 이해하고 해당 기술을 보다 보편화

한다면, 결국 어떤 기술에 집중해서 그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로열티 표준을 꼭 추구해야 할지에 대한 깊은 

생각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로열티를 요구하는 순간, 각 기관이나 국가의 이해 관계로 해당 

기술이 표준이 되기는 매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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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과정을 통해

다른 경쟁기술과 

트렌드를 이해하고 

어떤 기술에 집중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다.



2014년 9월, 서울 송파에 갑자기 지반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발생하는 일명 ‘싱크홀 사고’는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충격을 가

져왔다. 그리고 잇달아 벌어진 경주와 포항 지진까지……. 연이어 발생하는 

사건에 사람들은 공포에 시달리게 되었으며, 지하공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

다. 그리고 안전과 직결된 지하의 공간정보는 주목을 끌게 되었다. 이번 공간

정보 아이디어에서는 ‘재해예측 구역화 공간정보서비스’로 ‘2017 공간정보 

융·복합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미래상을 받은 ㈜싱크워터의 지하공

간 안전 아이디어를 알아보고, 국민 안전을 위한 지하 공간정보에 대해 다시 

한 번 주목해 보았다. 

Writer. 임영현 Photographer. 조인기

2017 공간정보 융·복합 활용 우수사례

재해예측 구역화 
공간정보서비스  
㈜싱크워터

안전과 직결된 지하공간의 중요성  

지하수가 흐르고 거대한 암반이 존재하며 흙과 다양한 크기의 암석들이 

켜켜이 쌓여 있는 곳. 직접 땅을 파서 내려가지 않는 이상 눈으로 볼 수 없

는 지하는 본래 신비에 쌓인 세계였다. 그렇지만 문명이 발달하면서 인류

는 이미지의 세계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상하수도 관망을 매설하는가 

하면, 복잡한 지상의 도로 대신 지하로 길을 뚫어 교통 체증을 해소하기

도 했다. 최근에는 수백 미터 깊이의 지하에서 발생하는 지열을 이용한 

발전시설이 생기기도 했다. 

그런데 편리함을 가져다 준 지하공간이 인류에게 해를 끼치기도 한다면? 

2014년에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에 싱크홀이 발생해 도로 붕궤가 발생

했고, 2017년엔 경기도 고양시 28층 업무빌딩 터파기 공사현장 부근에

서 지반침하가 일어나기도 했다. 환경부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하

수관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5년에 걸쳐 지반침하의 원인인 빈 공간(동

공)을 발생시킬 위험성이 있는 하수관을 보수·교체하는 작업을 진행 중

이다. 그렇지만 연이어 발생하는 지하공간 사고에 대해서는 아직도 불안

함을 감출 수 없다. 

지하안전정보 제공해 정책 결정과정에 유용  

이렇게 지하공간 관리가 국민 안전을 지키는 핵심으로 떠오른 상황에

서, 눈길을 끄는, 활약이 더욱 기대되는 기업이 있다. 지난해 공간정보 

융·복합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재해예측 구역화 공간정보서비스’를 출품해 미래상을 받

은 ㈜싱크워터다. 강원도 춘천시에 본사를 두고, 서울시 송파구에 서울사무소를 둔 싱크워터는 

‘Think Water’라는 사명에서 볼 수 있듯 스마트 물 산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겠다는 포부

로 문을 연 기업이다. 

하수관로 유량수질조사와 지하수모델링에 대한 독자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수맥(인체에 

유해한 지자기장) 분석 알고리즘도 개발했다. ‘도심지에서 공공데이터 및 GIS를 활용한 3차원 

지층 생성과 지하수유동모델링 방법’, ‘안전사고 대응 지능형 모니터링에 따른 전자지도상에 지

하공간 및 지반특성치 기반의 통합 등록 및 표출 시스템’을 비롯, 보유한 특허만도 여러 개다. 덕

분에 송파구 싱크홀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는 작업에 참여하기도 했다.  

지질환경을 전공하고 오랫동안 지질·지반 분야 전문가로 활동해 온 최명철 대표이사는 “회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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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를 이용했다. 최명철 대표이사는 “서울시 시추공 정보를 포함, 공

공에서 생산하고 축적한 공간정보는 방대하다. 지진이 잦은 일본과 

비교해도 지하를 조사한 공공데이터 수는 더 많고, 품질이 우수하다. 

그런데 이러한 정보들은 활용 목적이 특화되지 않은 범용이라는 현실

적인 한계가 있다. ‘자장자장’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시추공 정

보 DB를 그대로 사용할 수 없어, 새로 구축하다시피 했다”고 공공 공

간정보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최명철 대표이사는 ‘자장자장’이 국민 안전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 기

대한다. 그는 “경주를 강타한 지진의 진도는 규모 5.8, 포항 지진 진

도는 규모 5.4였지만, 피해는 포항이 더 심각했다. 이유는 경주보다 

포항의 지반이 연약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암반이 나오는 깊이

가 깊고, 토사층에 모래나 자갈이 아닌 점토화된 흙이 쌓여 있어 지진 

피해가 컸다는 분석이다. 

싱크워터는 ‘자장자장’을 단독으로 웹이나 앱으로 서비스하기보다, 

포털 사이트 지도 서비스에서 함께 보여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 관건

은 재해예측 구역화 공간정보서비스의 파급력이다. 대다수가 사용하

는 포털에서 서비스할 때 국민 안전과 긴밀히 연결된 정보들을 누구

나 쉽게 활용하고 참고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최 대표이사

는 “현재 포털에서 지하공간 지도 서비스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한 포털

사와 제휴를 협의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싱크워터는 부유물이 깔린 하수관 안을 전진하면서 누수를 진

단할 수 있는 ‘하수관로 틸

트기능 촬영로봇’(TK-TR)

도 독자 개발을 완료했다. 

기존 하수관로 촬영장비의 

성능을 대폭 개선한 제품이

다. 싱크탱크의 이러한 노

하우들이 포털 지도와 연동

된다면 자신이 보고 싶은 지

하공간을 ‘거리뷰’처럼 편

리하게 탐색할 수도 있을 것

이다. 

최 대표이사는 “싱크워터의 재해예측 구역화 공간정보서비스가 널리 

알려진다면, 지하공간 안전도가 지가, 주택가격을 좌우하는 새로운 

기준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보통 자연환경이 우수하고 학

군이 좋으며 편리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고, 주변에 개발 호재가 예

상되는 지역에 건물·아파트를 구입하거나 살고 싶어 한다. 그러나 이

러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도 지반이 양호하지 않을 수 있다. 최 대표이

사는 “포털과 연계한 지하공간 지도 서비스를 통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은 과연 안전한지 불안감을 해소하고,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드

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설립한 시기는 2007년이지만, 2016년 2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나서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공간정보 융·복합 활용 우수사례 경진

대회를 알게 됐다. 회사 역사상 공모전 첫 도전이었는데 미래상을 받

게 돼 기뻤다”라고 말했다.

싱크워터가 출품한 ‘재해예측 구역화 공간정보서비스’인 ‘자장자장’

은 위치정보와 지반속성정보 등을 이용한 ‘구역별 재해예측 지도’다. 

지하안전정보와 수맥의 분석 등을 통해 내진설계 등 정책 결정과정에

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싱크워터는 ‘재해예측 구역화 공간정보서비스’ 개발을 위해 위치정

보와 지반, 지질, 지하수단층, 싱크홀 등 지반속성정보를 활용해 재해

예측구역을 분석했다. 건축물을 설계할 때 필요한 내진 요소와 건강

과 밀접한 수맥(지자기장) 정보를 과학적으로 등급화해 한눈에 보여

준다. 자신이 사는 지역이 싱크홀과 도시침수, 지진에  얼마나 안전한

지, 지자기장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 현재 내진 설계 기

준은 점점 강화되고 있다. 이제 3층 이상 건물 신축 시에는 내진 설계

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자장자장’에서 건축 예정 지역이 재해에 

취약한 지역으로 나타난다면, 설계 시 이를 반영해 내진 등 안전에 더 

신경을 기울일 수 있다.  

지하공간 관리 기여… 국민 안전도 높인다는 자부심 가져  

싱크워터는 ‘자장자장’ 개발에 서울시 2만 1,014개의 시추공 정보 

싱크워터의 ‘자장자장’은 
지하 안전정보와 수맥 분석 등을 통해 
정책 결정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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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진 퀘이사이드 재개발  

최근 알파벳(Alphabet)의 자회사 사이드워크랩스(Sidewalk 

Labs)는 캐나다 토론토의 온타리오 호수 부근에 위치한 퀘이사이

드(Quayside) 및 포트랜드(Port Lands) 지역을 북미 최대의 최

첨단기술 복합단지로 개발하는 ‘사이드워크 토론토’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7년 10월 17일 캐나다의 총

리와 온타리오주 총리, 토론토 시장, 에릭 슈미트 알파벳 회장, 다

니엘 닥터로프 사이드워크랩스 대표 등은 ‘사이드워크 토론토’를 

공식 발표했다.  

퀘이사이드는 캐나다 토론토의 다운타운 남쪽에 자리잡은 공업

지역이다. 본래 항구와 해운업이 발달한 지역이었으나 경기가 쇠

퇴함에 따라 토론토 일대의 대표적인 저개발 지역으로 남아 있었

다. 이에 알파벳의 자회사이자 도시재생 전문기업인 사이드워크랩

스는 우선 12만 에이커(약 15만 평)를 먼저 개발하고, 이후 800

만 에이커(약 천만 평)로 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사이드

워크랩스는 이 프로젝트를 위해 약 5천 명을 투입하고, 이후 5천 

명을 추가로 투입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또한 초기 개발자금이 

5,000만 달러에 달하며 총 개발 사업비는 10억 달러 이상이라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투입될 것이라고 추정된다. 

도시재개발의 사업성  

그렇다면 이런 재개발 사업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는 배경은 무

엇일까. 우선 사이드워크랩스는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이 2015

년에 설립한 도시재생 전문기업이다. 사이드워크랩스의 사업분

야는 소위 어반 테크놀로지(Urban Technology)라고 불리는 ‘

주택, 교통, 에너지’이다. 이 회사가 목표로하는 사업은 주택 비용

의 절감, 교통체증이나 전철의 혼잡도 절감, 효율적인 교통망 구

축, 에너지 소비 경감 등이다. 사이드워크랩스가 제시하고 있는 비

전은 도시개발에 사물인터넷(IoT)을 중심으로 하는 IT를 총동원

할 뿐만 아니라 건물의 소재와 구조, 교통의 방법과 처리 등을 모

두 포함한다. 

이 회사의 사업성에 대해서는 유엔의 세계 인구 통계 보고서 ‘세

계 도시화 전망(World Urbanization Prospects)’을 참고

할 필요가 있다. 2015년에 발간된 보고서에 따르면, 1950년에

는 전 세계 인구의 불과 30%만이 도시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그

렇지만 2014년에는 이 비율이 54%까지 상승했으며, 2050년

에는 전 세계 인구의 66%가 도시에서 생활할 것으로 전망된다. 

1,000만 명 이상의 거대 도시도 1990년에는 10개에 불과했지

된다면 도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강화하는 수요는 늘

어날 것이다. 사이드워크랩스는 이러한 수요를 미리 예측하고 도

시개발과 재구성에 맞는 기술을 준비해 왔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기술을 선보일 테스트 베드로 선택된 것이 캐나다의 퀘이사이드

라는 의견이다. 

퀘이사이드 개발의 특징  

사이드워크랩스는 퀘이사이드 개발을 통해 친환경적인 스마트시

티의 전범을 보여주겠다는 구상이다. 이 개발 구상에서 우선 눈에 

띄는 세부 프로젝트는 자율주행을 포함한 교통 시스템, 지하터널

과 결합된 쓰레기 화물 수송, 그리고 모듈러 주택이다. 

만, 2014년에는 28개로 증가했고, 2030년에는 41개까지 증가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보고서는 일부 국가에서 인구 고령화

와 인구 감소가 진행되고 있지만,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로 집중

되는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렇게 

스마트시티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제기된 것은 벌써 10년이 넘는다. 그간 스마트시티는 다양한 형태로 제시되

어 왔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이 제기되면서 초지능, 초연결을 토대로 한 스마트시티가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그중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스마트시티 모델인 퀘이사이드 프로젝트를 살펴보도록 하자. 

Writer. 편집부  Photo. 사이드워크랩스 홈페이지

미래형 도시의 
신모델

사 이 드 워 크 랩 스 의  
퀘 이 사 이 드  프 로 젝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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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워크랩스는
퀘이사이드 개발을 통해 
친환경적인 
스마트시티의 전범을 
보여주겠다는 구상이다.



•교통량을 줄이는 자율주행 체계

사이드워크랩스는 우선 이 프로젝트에서 자율주행을 발표하였

지만 주목도가 높은 것은 자율주행에 대한 방식이다. 사이드워

크랩스는 개인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고 자율 주행차량인 ‘택시봇

(Taxibot)’을 대안으로 제안한다. 

택시봇은 일종의 자율주행 택시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택시

봇은 차량을 공유하는 방식의 차량공유을 사용하지 않는다. ‘택시

봇’은 동시에 여러 명의 승객이 차량을 공유하는 ‘승차 공유 방식’

의 자동차 운영시스템이다. 가는 길이 같으면 합석을 할 수도 있는 

일종의 소형 버스 개념인 것이다. OECD 산하의 국제운송 포럼이 

포르투갈에서 시뮬레이션한 결과에 따르면 대형 교통수단과 택시

봇을 같이 운행한다면 절반 이상의 차량이 필요가 없다. 택시봇과 

대형 교통수단의 비율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최대 90%의 자동

차를 없앨 수도 있다고 한다. 이렇게 택시봇과 대형 교통수단이 결

합하면 새로운 도시 설계도가 작성될 수 있다. 일단 차량이 줄어들

면 차고지와 주차장이 차지하는 면적이 줄어든다. 이 공간을 충분

히 다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 자율주행차량은 정해진 도로

를 안전하게 운행하기 때문에 도로의 폭을 일정부문 줄일 수 있다. 

더욱이 버스와 같은 대형교통수단이 자율주행으로 운행된다면 도

로의 폭을 보다 더 줄일 수 있다. 줄어든 도로의 폭만큼 인도와 공원

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쾌적한 도시를 설계할 수 있다. 

•편리한 모듈러 주택과 유틸리티 터널

사이드워크랩스는 퀘이사이드 지역 개발에 사용되는 건축방식으

로 모듈러 주택을 제안했다. 이 방법은 도시 인구 증가 문제에 유

용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조립식 주택을 말하는 모듈러 주택은 좁

은 공간에서도 건축이 가능하고, 건축비용 또한 저렴하다. 이동과 

해체가 간편하며 기술 개발에 따라 부분적인 재활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건축 폐기물 문제에서도 획기적인 변화를 줄 수 있다. 이

와 함께 빠른 시간 내에 건설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도시 재

개발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건축방법인 것이다. 사이드워크랩스

는 이런 모듈러 주택과 건물, 공공장소 곳곳에 사물인터넷, 빅데

이터 등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을 함께 구축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대기오염, 소음, 기온 등 환경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한다. 

한편 사이드워크랩스는 도시 지하에 유틸리티 터널을 건설해 수도

관과 송전선을 배치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유

틸리티 터널은 로봇을 통해 쓰레기와 화물 수송하는 통로로 사용된

다. 특히 로봇을 통해 폐기물 등을 분리해 재활용 비율을 높이고, 

운송을 하기 때문에 도시 문제인 탄소발생량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퀘이사이드 프로젝트의 논란과 기대

사이드워크랩스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단순히 기술력에 집중하지 

않고, 주민들이 살기 좋은 첨단공간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

나 한편으로 이러한 혁신적인 제안에 대해 논란의 소지도 있다. 사

이드워크랩스가 다른 도시에 토론토의 스마트도시 기술에 대한 라

이센스를 판매하는 것을 주요 수익원으로 삼겠다고 하였기 때문에 

사이드워크랩스의 정보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전문

가들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렇지만 도시문제를 해

결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에너지, 

교통, 네트워크, 환경 등의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은 필수적일 수밖

에 없다. 오히려 어떤 대안이 나올 것인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사이드워크랩스가 다음에는 어떤 행보를 

보일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 상태다. 퀘이사이

드 개발을 감독하는 공공기관인 워터프론트 토론

토의 대표 윌플 레이식은 “사이드워크랩스의 다

음 목적지를 두고 여러 도시들이 경쟁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덴버, 로스앤젤레스, 보스턴 등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토론토의 변

화, 그리고 사이드워크랩스의 다음 번 행보에 대

해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S I D E W A L K  L A B S  Q U A Y S I D ES I D E W A L K  L A B S  Q U A Y S I D E

사이드워크랩스는 
단순히 기술력에 집중하지 않고, 
주민들이 살기 좋은 첨단공간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모듈러 주택은 좁은 공간에서도 
건축이 가능하고, 
건축비용 또한 저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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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는 숫자로 나열되어 있어 무엇을 보아야할지 갈피를 잡기 힘들다. 그렇지만 지도 위에 통계가 펼쳐지면 이보다 재미있는 공간이 있을까 싶을 

만큼 흥미진진하다.  필요한 정보만 쏙쏙 뽑아볼 수 있으며, 이것저것 비교하기도 쉽다. 공간정보와 결합한 통계, 실생활에 유용한 통계지리정보서

비스 SGIS플러스(https://sgis.kostat.go.kr)의 주요 콘텐츠의 활용법을 따라가 보자.

Writer. 이성주

공간정보 웹&앱

통계로 보는 세상  
통계지리정보시스템 SGIS플러스 

  55  54

서울 서대문구에서 5년째 살고 있는 이정숙 씨는 걱정이 태산이다. 집세가 비싼 서울에서 새로운 방을 구하자

니 쉽지가 않다. 전세자금 액수의 문제가 아니었다. 혼자 사는 여자가 집을 구하려니 신경 쓸 문제가 한두 가지

가 아니다. 골목길은 안전한지, 주변에 사는 가구 수는 어떤지, 집에서 직장으로 출퇴근하는 교통수단과 편의시

설은 충분한지 등…. 혼자서 발품을 팔아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니 좀처럼 걱정이 덜어지지 않았다. 쪼그려 

앉아 핸드폰으로 이런저런 검색을 하다 찾아들어간 ‘통계지리정보서비스’는 신세계였다. 통계, 지리, 분석. 단어

만 들어도 머리가 지끈거렸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재미난 구석이 많은 공간이었다. ‘이런 공간이 있다니’, 그녀

의 눈이 반짝거렸다.   

통계에 기반한 주거지 분석서비스로 생활편의 시설 현황, 교육환경 등 27종의 주거지 선정 조건에 해당하는 추천지역 리스트 및 통계정보를 클릭 몇 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원하는 조건에 맞는 주거지역을 추천해 주고, 자신이 원하는 동네의 생활조건을 빠르게 검색할 수 있는 유용한 서비스다. 

살고싶은 우리동네SGIS플러스는 SGIS(Statistical Geographic Information Service)를 기반으로 정부3.0의 개방, 공유, 

소통, 참여가 가능한 개방형 플랫폼이다. 2015년 오픈 플랫폼 전국 서비스를 실시한 이후 각종 통계자료와 

지리정보를 결합하여 대화형 통계지도, 살고 싶은 우리 동네, 우리동네 생활업종 등 소지역 공간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그녀의 

보금자리는 

어디일까?

➊  활용서비스에서 ‘살고싶은 우리동네’에 들어가면 한반도 지도가 나온다. 

➌  지표설정은 주택의 공동주택을 높음으로 표시하고, 안전의 범죄안전의 가

중치를 높게 설정한다.

➋  지역선택에서 기준지역을 ‘서대문구’로 설정한 후 관심지역을 ‘서울시전

체’로 선택했다.

➍  추천지역을 누르면 그녀가 설정한 지표가 탁월한 동네를 똑똑하게 추천

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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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프랜차이즈점을 시작했다 폐업을 한 창식 씨는 밥맛도 없고, 덩달아 삶의 의욕도 없다. 폐업한 매장 구석

에 미처 정리하지 못한 배달용 상자들만 가득하다. 끝내 반절도 팔지 못하고, 배달주문도 많이 받지 못했던 치킨

집……. 무엇이 문제였을까? 창식 씨는 실패 원인을 생각하면 할수록 머리가 아파온다. 그러다 대학 동기가 삼겹

살집으로 대박을 터뜨렸다는 인스타그램 피드를 본다. 작은 가게라고 하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가게 평수가 두 

배로 늘었다. 그때 창식씨는  친구의 인스타그램 사진 아래 붙은 해시태그를 따라가 본다. 

#통계지리정보서비스  #SGIS   

해순 씨는 여수에서 양파농사를 짓는다. 비옥한 땅과 따뜻한 햇살 덕분에 언제나 양파농사는 풍년이다. 그렇지

만 해순 씨는 양파농사로 제대로 돈을 벌지 못했다. 양파 농사는 풍년이었지만 값이 터무니없이 떨어졌고 해순 

씨의 은행 빚은 갈수록 늘어났다.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해순 씨는 농사 작물을 바꿔보기로 결심했다. 대학생 

조카 민석의 도움으로 통계지리정보서비스를 알게 된 해순 씨는 노지채소 작물 통계들을 하나씩 클릭해 본다.    

창업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통계를 조회할 수 있다. 창업을 준비하는 사용자에게 유용한 창업관련 통계정보를 다양한 형태로 제공한다. 사용자가 고려할 

수 있는 창업 조건을 설정하고 해당 후보지역을 검색 할 수 있다. 검색조건을 지도상에 끌어서 놓기만 해도 지역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고, 미니맵을 통해 후보지역을 

쉽게 이동할 수 있다. 지역의 창업 관련 통계데이터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지역 간 통계정보도 비교 가능하다. 

사회적 이슈 및 트렌드를 반영한 주제별 통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인구·주거, 복지·문화, 일·산업, 환경·안전의 4가지 카테고리에 따라 관심 있는 통계를 주제도

로 보여주는 서비스로, 다양한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확인가능하다. 업종별, 지역별, 관심분야별 다양한 데이터를 연도별로 볼 수 있다. 데이터 분포 조회, 화면분할을 

통한 비교, 조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각적인 분석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필요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우리동네 생활업종 통계주제도

창식 씨의 

치킨집은 

왜 망했을까?

여수에 사는 

해순 씨가 

키울 작물은?

➊  ‘우리동네 생활업종’을 처음 사용한 창식 씨는 튜토리얼로 조회서비스

를 배운다.

➌  빨간색으로 표시된 서울, 그리고 그 안의 강남구, 그리고 역삼동을 눌러

본다. 

➋  자신감이 생긴 창식 씨는 메뉴에서 업종밀집도 현황을 선택하고, 치킨

을 누른다.

➍  이전 가게 주변에 밀집한 치킨집들. 이제야 창식 씨는 치킨집 실패의 원

인을 찾았다.

➊  통계주제도에서 해순 씨는 농업별 통계자료를 보기 위해 환경과 안전을 

선택한다.

➌  통계를 보자 전국에서 전라남도의 양파재배 면적이 제일 넓었다.

➋  환경과 안전에 노지채소(마늘/양파) 재배면적변화를 선택한다.

➍  전남을 누르자 재배면적 변화가 나타났다. 계속 늘어나는 추세였다.



외국인 대상 맛집 정보 제공에 커머스까지 한번에 

여행이 주는 매력 중 하나는 식도락이다.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 여행을 떠난다는 의미의 ‘먹방 여

행’이라는 단어까지 등장했다. 그러나 언어가 자유롭게 통하지 않는 외국에서 맛집을 찾아내고, 맛

집을 방문해 그 집에서 잘 나가는 메뉴를 주문하기란 그리 만만하지 않다. 아침은 호텔에서 먹는다

손 치더라도 최소한 하루에 두 끼는 현지에서 해결해야 하는 상황. 외국을 여행하는 관광객들에게 

현지식은 방문국의 문화를 오롯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재료 정보를 알 수 없고 알레

르기라도 있다면 심각할 경우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는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정확한 식당 정보, 메뉴 정보는 여행에 필수적이다. 

2011년 2월 창업한 ㈜레드테이블은 관광, 외식 분야에 빅데이터 기술을 접목하여 외국인 관광객

을 위한 ‘글로벌 빅데이터 레스토랑 마케팅 플랫폼’인 ‘레드테이블’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방대한 양의 레스토랑 정보와 리뷰를 수집·분석해 맛집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제공한다. 특히 한국관광공사와 한식재단(현 한식진흥원)의 메뉴 설명, 매장 위치 정

보, 표준 메뉴명 등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구축한 서비스를 통해 2014년 열린 제2회 공공데이터 활

용 창업 경진대회에서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메뉴 정보 제공뿐 아니라 한 발짝 나아

가 커머스를 결합해 효율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도해용 대표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레스토랑 정보를 제공하는 업체는 몇 군데 있지만, 주문·결제까지 연결시키며 

지속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업체는 레드테이블 단 한 곳 밖에 없다”고 소개한다.  

진짜 메뉴를 쉽게 주문하고 바로 결제

레드테이블의 차별화된 경쟁력은 서울, 제주, 도쿄, 베이징 등 13개 도시 현지인이 작성한 레스토랑 

빅데이터에서 ‘진짜 메뉴(Real menu)’를 찾아내고, 현지어를 몰라도 ‘쉽게 주문(Easy order)’하

고, 모바일로 ‘바로 결제(Direct pay)’할 수 있다는 데 있다.  현재 레드테이블에서 제공하는 언어는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에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1,742만 명에 달한다.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22.7% 감소한 1,334만 명

을 기록했으나 올해 들어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애플리케이션이 주목을 받고 있다. 바로 글로벌 빅데이터 레스토랑 마

케팅 플랫폼을 서비스하고 있는 (주)레드테이블이다. 레드테이블은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빅데이터에서 찾아낸 맛집 정보를 제공하고, 언

어의 장벽 없이 쉽게 주문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간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Writer. 임영현 Photographer. 박창수(아프리카스튜디오)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한국의 진짜 맛집을 펼쳐보이다 

글로벌 빅데이터 레스토랑 마케팅 플랫폼, 레드테이블 

공간을 만드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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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테이블은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방대한 양의 레스토랑 

정보와 리뷰를 

수집·분석해 

제공한다.

●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89-20, 스타트업캠퍼스 3동 410호  

●   전화번호    82-31-5171-5670~1
●   레드테이블 멤버스 가입문의    031-5171-5670, contact@redtable.global
●   홈페이지    www.redtable.global

㈜레드테이블



중국어, 일본어, 영어, 한국어 등 총 4가지이다. 레드테이블에서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빅데이터 분

석을 바탕으로 한 맛집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레드테이블 멤버스 레스토랑에서는 메뉴를 선택한 후 

예약과 결제까지 신속하고 편리하게 마칠 수 있다. 현재 레드테이블 멤버스로 레드테이블과 계약을 

맺어 주문·결제까지 가능한 레스토랑은 100곳 정도다. 레드테이블 멤버스 레스토랑은 레드테이블

을 통한 고객 증대는 물론, 의사소통의 어려움 없이 외국인이 선택한 메뉴를 바로 제공할 수 있어 고

객 응대에 드는 시간과 수고로움도 절약할 수 있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개발한 레드테이블 시스템  

현재와 같은 시스템을 만들기까지는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다. 호텔경영을 전공한 도해용 

대표는 많은 사람들이 추천하고, 인정하는 레스토랑이 진정한 ‘맛집’이라는 철학 아래 빅데

이터에 주목했다. 자체 개발한 웹크롤링 시스템을 통해 전 세계 레스토랑 서비스 및 포털사이

트, 블로그, 책자, TV 프로그램 등에서 레스토랑 정보와 리뷰를 모았다. 빅데이터는 분석이 무

엇보다 중요한데, 레드테이블은 마케팅에서 사용하는 고객관계관리(CRM)의 핵심 개념인 

RFM(Recency·Frequency·Monetary)을 응용했다. 즉 최근에, 얼마나 자주, 얼마만큼 소비했

는지를 분석하는 방법을 활용했다. 여기에 소비한 금액 대신 영향력(Influence)을 추가해 랭킹을 

평가하는 알고리즘(RETABLE INDEX)을 자체 개발하고 특허까지 등록했다. 영향력 부분에서는 

리뷰의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 가중치를 낮추고, 가중치를 낮춘 경우라도 다수의 추천이 

증가하면 다시 가중치를 높이는 방법으로 데이터를 보정했다. 

창업 초창기 기술 개발에 매진한 레드테이블은 타깃 고객을 외국인 관광객으로 잡고 사업을 구체화

시켰다. 특히 중국을 비롯한 홍콩, 대만 등 중화권 관광객에 초점을 맞췄다. 한국관광공사 자료에서 

따르면, 2016년 중국인 관광객은 4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일본인 관광객은 13%

로 2위를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한중 관계 경색의 여파로 중국인 관광객이 줄어들었지만 외국인 관

광객 중에서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가장 높다. 더군다나 중화권 관광객들은 모바일을 

통한 결제나 QR코드 사용 등이 능숙하지만,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은 특성상 레스토랑

을 미리 정하고 찾아가는 경향이 강하다. 결제 후 큰 변수가 없는 이상 레드테이블 멤버

스 레스토랑으로 유입시킬 수 있는 강점이 있다. 이외에도 메뉴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의 문제도 있었다. ‘신선한 재료’, ‘정성을 담은’과 같은 장식적인 내용은  정확한 정보

와 거리가 멀었다. 때문에 메뉴를 사진과 함께 재료, 소스, 조리법으로 나눠 소개하는 

통일된 방식으로 메뉴 정보를 새로 정리해야 했다.

외국인 관광객 고려한 다양한 접근성 확보  

레드테이블은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을 고객으로 하는 만큼 이용객 활성화를 위해 해외 여러 

나라의 관련 업체들과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 우선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사 씨트립(CTRIP) 내 글

로벌 레스토랑 가이드인 ‘미식림(美食林)’의 한국 파트너로서 한국 맛집 콘텐츠를 제공한다. 또 중

국 온라인 여행사 2위인 투니우, 3위인 통청, 중국 맛집평가사이트 1위 디엔핑, 중국 소셜커머스 

1위 메이투안, 중국 여행정보서비스 1위 기업인 청요우와도 제휴했다. 이와 함께 사드 여파로 중

국인 관광객이 줄어든 위기를 홍콩, 대만,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 판매 채널 확대에 집중하며 기

회를 찾았다. 홍콩, 대만,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을 기반으로 하는 여행 플랫폼 클룩

(KLOOK)과도 지난해 하반기에 제휴를 맺었다.

방한 관광객 증가에 힘입어 기술 기반 외식 비즈니스에 집중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시작한 레드테이블은 이제 거꾸로 공공영역에 콘텐츠를 공급하는 단계까지 성

장했다. 이제 레드테이블은 서울관광재단이 운영하는 서울시 공식 관광정보 웹사이트인 ‘Visit Seoul’

에 서울 지역 맛집 정보를 제공한다. 맛집의 주소나 가격 등 시시각각으로 바뀌는 정보들을 속속 반영하

기 때문에 레드테이블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앞으로는 Visit Seoul을 방문한 외국인들

을 위한 레드테이블 멤버스 예약도 부가될 예정이다. 또한 2018년 하반기부터는 서울시내 버스 정류장

에서 설치될 키오스크에서 외국인을 위한 관광정보와 함께 레드테이블 정보가 노출될 전망이다. 버스 

정류장에서 가까운 맛집이 표시되고, 이를 클릭하면 레드테이블 정보가 나오는 방식이다. 

때문에 도해용 대표가 바라보는 레드테이블의 미래는 밝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전망한 2030년 방

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3,000만 명에 달합니다. 중국 어느 도시에서도 비행기로 3시간이면 한국에 

도착해요. 중국의 단체관광이 지속되는 한편, 개인여행(FIT)도 빠른 속도로 늘고 있어요. 20·30대 

젊은 중국인들에게 한국, 특히 서울은 역동적이고 재미있는 도시입니다. 한국인들이 일본 도쿄나 

오사카를 가벼운 마음으로 재방문하듯이 중국인들의 한국행도 이러한 양상을 보일 거라 생각합니

다. 외국인 고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레드테이블 멤버스에도 많은 관심 가져 주세요!” 

                        소비자는 편것을 원하게 돼 있고, 

그 니즈를 정확하게 읽은 VH-80은   

                                 변화를 만들어가는 

                          선두에 서 있다.선두에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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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의 어려움 없이 

외국인이 선택한 메뉴에 맞게 

바로 제공할 수 있어 

고객 응대에 드는 시간과 

수고로움도 절약할 수 있다.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을 고객으로 

하는 만큼 레드테이블은 

해외 여러 나라의 

관련 업체들과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



알고보면 쓸모 있는 

新 잡다한 지식 

공간정보 알쓸신잡

알아두면 쓸모 있는 지식. 이번 공간정보 알쓸신잡에서는 꿈의 기업이라고 불리는 유니콘 기업과 유통에 나타난 

신물결 유통 3.0, 이커머스 3.0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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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의 기업, 유니콘

유니콘(Unicorn)은 신화나 문학에 등장하는 이마에 뿔이 난 아

름다운 말이다. 그런데 이 유니콘에 새로운 의미가 추가되었다. 

2013년 여성 벤처 투자자인 에일린 리(Aileen Lee)가 처음 사용

했다고 알려진 이 용어는 설립 10년 이하,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약 11조 원)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을 일컫는 말이다. 상

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아름다운 말처럼 실제 현실에서는 존재하

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그렇다면 유니콘 기업의 수는 얼마나 될까? 미국의 시장조사기관 

씨비 인사이트(CB Insight, www.cbinsights.com)에 따르면, 전 

세계의 유니콘 기업은 2018년 3월 현재 236개에 달한다. 236개 

기업의 총 가치는 8,134억 달러로 한화로 900조 원에 육박한다. 

유니콘 기업 중에서 가장 기업 가치가 높은 곳은 우버(Uber, 680

억 달러)였으며, 중국의 디디추싱(Didi Chuxing, 560억 달러), 

샤오미(Xiaomi, 460억 달러), 차이나인터넷플러스홀딩(China 

Internet Plus Holding, 300억 달러)이 뒤를 잇고 있었다. 유니

콘 기업의 분포를 살펴보면 미국에 116개가 있어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에 64개, 영국에 13개, 인도에 10

개가 있었다. 미국, 중국, 인도 3개국의 유니콘 기업 개수는 190

개로 전체의 80.5%나 되었으며 매출액 기준으로 이들 3개국 유

니콘 기업가치의 합계도 7,178억 달러나 되었다. 또, 유니콘 기

업 중에서 기업 가치가 100억 달러 이상인 기업을 따로 데카콘

(Decacorn) 기업이라고 하는데, 데카콘 기업은 모두 16개가 있

었으며 모두 미국이나 중국, 인도 출신 기업이었다. 우리나라는 

쿠팡, 옐로모바일, L&P코스메틱 등 3개 기업이 유니콘 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3개사의 기업 가치 합계는 108억 달러였으며, 국

가별로 파악했을 때에는 미국(4,037억 달러), 중국(2,789억 달

러), 인도(355억 달러), 영국(254억 달러), 스웨덴(110억 달러), 

독일(109억 달러) 다음 순위였다. 유니콘 기업의 수가 가장 많은 

업종은 전자상거래로 38개 기업이 있었고, 인터넷소프트웨어 

업종에 31개, 핀테크 업종에 27개, 의료·건강 업종에 17개, 공

유 경제업종에 16개가 있었다. 이에 비해 유니콘 기업의 기업 가

치 합계가 가장 높은 업종은 공유 경제였다. 공유 경제는 16개 기

업 가치 합계가 1,716억 달러나 되어 전자상거래(38개, 1,1418

억 달러)나 핀테크(27개, 816억 달러), 인터넷 소프트웨어(31개 

706억 달러), 하드웨어(6개, 669억 달러)보다 높았다. 

유통3.0과 이커머스 3.0

정부 3.0, USB 3.0 등 우리는 지금 3.0의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런데 최근 새로운 3.0이 나

타났다. 유통과 전자상거래에 3.0이라는 숫자가 붙기 시작한 것이다. 

중국의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는 최근 허마셴성이라는 오프라인 매장을 열었다. 

이 매장에서는 신선식품이나 생활용품들을 직접 보고 구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장에

서 구매한 식품들을 즉석에서 먹을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 있다. 또 이 매장에서는 온라

인 판매도 겸한다.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매장에서 물류창고로 제품을 이동시킨 

다음 소비자에게 30분이내에 배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체

험을 극대화한 후 온라인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매장의 전략이다. 이 매장

을 연 알라바바의 마윈 회장은 최근 ‘유통 3.0’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천명하였다. 유

통 1.0시대에는 전통적인 오프라인 매장이 중심이었고, 2.0시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혼재되어 있었다면, 3.0시대에는 소비자에게 맞춤형 제품을 생산해 채널을 통해 유통하

는 형태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마 회장은 유통 3.0시대에는 오프라인의 고객체험공간

과 물류, 온라인 서비스와 구매가 융합되어 궁극적으로 온·오프라인의 구분이 없어질 것

이라고 덧붙였다. 

알리바바가 유통의 3.0시대를 겨냥하고 있다면, 미국의 아마존은 이커머스 3.0을 목표로 

달리고 있다. 이커머스 1.0은 PC기반 전자상거래 시대를 말하며, 이커머스 2.0은 모바일

을 통한 전자상거래를 말한다. 이커머스 1.0시대에는 더 많은 상품을 좀 더 싼 가격에 판

매하는 것이 최고의 경쟁력이었다면, 2.0시대에는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고객이 원하

는 물건을 가장 편리하게 쇼핑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 성공요인이었다. 

이에 비해 이커머스 3.0은 고객의 니즈를 알려주는 것이 핵심 성공요인으로 부각된다. 고

객이 물건을 구매하기 전에 먼저 구매를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고객과 끊임없

이 소통하고, 엄청난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AI의 역할이 필수

적으로 요구된다. 현재 아마존은 오프라인 식품점 ‘아마존 고’를 통해 다양한 오프라인 빅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르고 북으로는 송화강이 북류해 흑룡강에 합류된다.  

만주 지역의 인문적인 요소로는 성경(盛京)과 흥경(興京)·오라(烏

喇)·영고탑(寧古塔) 등의 주요 도시가 적색 원(○)으로 표시되고, 압

록강 하류 북쪽으로는 청나라에서 설치한 유조변책(柳條邊柵)과 변

문(邊門)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다. 도로는 조선과도 연결되는데, 한 

갈래는 의주에서 산해관을 거쳐 북경으로 가는 사행로(使行路)이고, 

다른 하나는 청나라와의 공무역인 북관개시(北關開市)가 열리는 함

경도 회령과 경원에서 선춘령(先春嶺), 영고탑, 오라를 거쳐 성경에 

이르는 길이다. 

지도 내와 외곽에는 설명주기가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는데, 제목 왼

쪽 밑 여백의 주기는 영고탑의 유래와 청나라의 건국 과정, 군사 편

제, 몽고에 관한 정보이고, 지도 하단 왼쪽 여백에는 “대개 우리나라

는 지형이 북쪽은 높고 남쪽은 낮으며, 중간은 잘록하고 아래는 퍼졌

는데, 백산을 머리라 하고 대령을 등마루라 하며 사람이 옆으로 등을 

구부리고 서 있는 것과 같으며, 영남의 대마도와 호남의 탐라도는 두 

발로 괸 것과 같아 서북쪽에 앉아 동남쪽을 바라보는 형상이라는 것

이 감여가(堪輿家: 풍수지리를 공부하여 지형을 판단하는 사람)들의 

정론이다(하략).”라는 우리나라의 형세를 적은 내용이다.  

서북피아양계만리일람지도에서 주목할 만한 또 다른 특징은 백두산

에서 발원하는 두 줄기의 하천이다. 한 줄기는 정계비 동쪽에서 발원

하는 두만강으로 ‘토문강원(土門江源)’이라 표기되고, 다른 한 줄기

는 정계비 북동쪽에서 발원하는 강으로 ‘분계강원(分界江源)’이라 표

기되어 있다. 실체가 없는 분계강은 함경도 온성 부근에서 두만강과 

합류하는데, 이와 같은 표현은 정계비 설치(1712년) 이후 등장하는 

것으로, 백두산정계 사건이 조선의 국방 의식과 지도 제작에 미친 영

향이 컸음을 알 수 있다. 

서북피아양계만리일람지도(西北彼我兩界萬里一覽之圖), 이를 해

석하면 ‘조선과 청나라 경계에 접한 만 리나 되는 지역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린 지도’라는 뜻이다. 지도에 그려진 범위는 북쪽으로 흑룡

강(黑龍江), 남쪽으로 황해도 은률(殷栗)과 강원도 간성(杆城)을 잇

는 선, 동쪽은 묘해도(杳海道)·칠여은도(七汝隱島)·해도국(海島國) 

등 실재하지 않는 섬들이 있는 타타르 해협, 서쪽은 만리장성 동쪽 끝

의 관문인 산해관(山海關)으로 조선 서북지방과 만주 전역, 연해주가 

포함된 광대한 지역이다. 

지도는 채색필사로 제작되었고, 18세기에 모사가 거듭되어 현재 8

개 본이 남아 있다. 그 가운데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은 크기가 가로 

191.4cm, 세로 162.2cm로 보물 제1537-1호로 지정되었고, 서울

대학교규장각 본은 두 종으로 보물 제1537-2호로 지정되었다. 지도

에 간기(刊記)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제작 시기는 알 수 없으

나, 평안도에 위치한 이산(理山)이 1776년(영조 52년)에 초산(楚山)

으로 바뀌기 이전의 명칭으로 표기된 것으로 보아 1776년 이전에 제

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지도 중앙부에는 백두산과 천지가 웅장한 모습으로 그려져 있고, 농

담이 강한 청록색의 산줄기가 사방으로 뻗어 남쪽으로는 백두대간을 

이루고 있다. 북쪽으로도 만주와 연해주 전 지역으로 산줄기가 뻗어 

있다. 천지에서 비롯되는 물줄기는 압록강과 두만강으로 피아를 가

서북피아양계만리일람지도 

‘조선과 청나라 경계에 

접한 만 리나 되는 지역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린 지도’라는 뜻이다

2007년 12월 31일 보물 제1537-1호로 지정된 서북피아양계만리일람지도(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서북피아양계만리일람지도’는 1736년 청나라에서 발간한 지리지 <성경통지(盛京志通)>를 참고하여 제작되었는데, 1706년 이이

명( )이 제작한 ‘요계관방지도( )’보다 훨씬 더 사실적일뿐 아니라 <세종실록지리지>에 기록된 선춘령(先春嶺)

과 고려경(高麗境)이 표기되어 있어 옛 고려의 땅임을 환기시키고, 북방지역에 대한 관심이 만주 북쪽까지 확대되었던 시대적 분위

기를 잘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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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북피아양계만리일람지도’ 

Writer. 최선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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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에 있는 공상 처리 관계 등을 따지며 누구도 선뜻 나서질 않았

다. 지금도 이와 같은 위험한 업무가 발생했을 때 선뜻 업무에 나

서겠다고 하는 직원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출장소장

이 며칠 동안 직원들을 설득한 끝에  홍광기 외 2명이 자원(自願)

하여 임야복구 측량에 착수하게 되었다.

업무 집행지역은 민통선 안쪽과 접경지역으로 군 작전 지뢰매설

지역과 미확인 지역이 많아 한 발도 쉽게 뗄 수 없는 지역이었다. 

투철한 사명감이 아니면 업무를 진행하기 어려웠다. 또, 한겨울에 

업무를 시작하다 보니 추운 날씨를 견뎌야 했고, 안전한 길만 다녀

야하기 때문에 먼 길로 돌아가야 하는 문제 등 수많은 제약과 싸워

야 했다. 특히 현장 초소에 있는 안내 표지판에 “○○ 지역에 얼마 

전 누가 지뢰를 밟아 사망하였다”라는 글귀를 볼 때면 모골이 송

연해지기도 했다. 

그래도 기분 좋은 일도 있었다. 군사작전으로 인해 대부분의 삼각

점이 망실(亡失)되었으리라 예상을 했었는데, 거의 대부분 잘 보

존되어 있었고, 성과도 아주 좋았다. 당시 국립지리원에서 삼각점

이 망실된 것으로 정리되어 있었는데, 그 원인은 알 수가 없으나 

짐작하건대 당시의 여건상 직접 현장을 답사할 수 없어 망실로 기

록하였을 것이다

재미있는 일도 있었다. 당시 출장소장인 박인환님이 위로 차 현장

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기사가 삼각점에서 수평각 관측을 하기 위

해 트랜싯(전경의(轉鏡儀) 또는 경위의(經緯儀)) 망원경으로 초소 

옆 삼각점을 시준하는 순간 출장소장과 조원 1명이 망원경 시야

에 들어왔다. 자세히 관찰해 보니 군인 초병 2명이 총을 메고 달려

와서 소장 일행을 연행해 가는 것 같았다. 기사는 ‘이게 무슨 일이

람, 큰일이 났구나!’ 싶었다. 또 다음 삼각점 관측을 하기 위해 조

표를 해야 하는데 큰 차질을 불러일으키겠구나 싶었다. 그런데, 

사실을 알고 보니 출장소장 일행이 초소에 신고를 안 하고 산에 오

른 모양이었다. 그렇게 초병에게 끌려(?)간 일행은 초소장에게 안

전에 대한 교육 및 훈계를 따끔하게 받고 내려왔다고 한다. 지금

으로서는 웃지 않을 수 없는 일화다. 이러한 고초 속에서도 연천

출장소는 그해 여름 업무지시된 지역에 대한 지적 측량은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벌써 여름이 다가오고 있다. 풀이 무성하게 자라는 모습처럼 통

일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 지적인(地

籍人)의 입장에서 본다면 민간인 통제 구역 안쪽과 DMZ인근지

역 즉, 휴전선 인근의 지적 측량은 아직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

았다. 앞으로 이곳에 대한 지적 측량이 모두 완료되는 날을 기대

해 본다. 그런 날이 온다면 이때처럼 초소장에게 불려가지 않아도 

될 것이며, 은퇴한 지적인들도 손을 걷고 나서지 않을까 싶다. 필

자도 통일이 된다면 이곳에 대한 측량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한

켠에 자리잡고 있으니 말이다.

공간정보 숨은 이야기

민통선지역 임야복구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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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오복동((前) 한국국토정보공사 가평지사장)

1)  1991년 지적공사 ‘지적’ 9월호에 실린 홍광기님의 수기 내용을 일부 인용하였습니다. 

요즘 통일 이야기가 한창이다. 남북한의 정상이 서로 만나고, 미

국와 북한의 정상도 만났다. 특히 북한의 김정은과 우리 대통령이 

도보다리에서 한참동안 담소를 나누는 장면은 인상 깊게 남아 있

다. 금방이라도 남북한이 연결되고 통일이 될 것만 같다. 이런 와

중에 민통선 안쪽의 측량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6.25 전쟁 

중에 지적공부가 소실된 지역이 많았다. 일반지역이야 전쟁 이후

에 측량으로 지적공부를 복구하였지만, 군사작전지역이 많은 지

역은 쉽게 측량을 할 수 없었다. 이렇게 지적공부 소실 이후 지적

측량을 하지 못한 지역을 ‘미복구지역’이라고 하는데, 대다수가 

강원도와 경기도에 편입(編入)되어 있다. 특히 경기도 지역은 그 

수량이 729필지에 7,034㎢나 되었으며, 그 중 연천군이 88㎢로 

가장 많았다. 이에 따라 1990년 12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이중 

일부인 25㎢의 임야복구 측량이 있었다. 다음 이야기는 민통선지

역 임야복구 측량에 나섰던 홍광기 부기사의 이야기1)이다.

6.25 전쟁 이후 이 지역 주민들은 전쟁 중 소실된 지적공부가 복

구되지 않은 관계로 재산권 행사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연

천군에서 업무를 발주하고 대한지적공사 경기도지사(현 한국국

토정보공사 경기본부)간의 임야복구 측량계약이 성사되었으며, 

대한지적공사 연천군출장소로 업무지시가 되었다. 그런데 연천

군출장소에서는 업무지시가 내려왔지만 당시 출장소장은(박인

환님, 퇴직) 누구에게 업무를 분담시켜야 하는지 고민에 빠졌다.

군사작전지역이 어떤 곳인가. 곳곳에 지뢰가 매설되어 일 년이면 

몇 명씩 사고가 나는 곳이 아닌가. 직원들은 생명보험 가입관계, 



공간정보 핫 키워드

공간정보 - 한국에스리 

3월의 가장 큰 이슈 키워드는 ‘한국에스리’였다. 한국에스리는 3

월 초 ‘제2회 맥콘테스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7월 미

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서 ‘2018 에스리 유저 컨퍼런스’

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에스리 유저컨퍼런스는 전 세계에서 1만

여 명의 에스리 사용자들이 참여하여 GIS 산업 동향 및 첨단기술

을 공유하는 장이다. 한국에서도 매년 50명 이상의 GIS 산업 관계

자들이 참석하고 있다. 한편  에스리는 자사의 소프트웨어 ‘아크 

GIS’의 확장팩인 ‘아크GIS 유틸리티 네트워크 매니지먼트’도 출

시하여 눈길을 끌었다.

공간정보 - 정밀지도

3월 두 번째 공간정보 연관어로는 ‘정밀지도’가 검색되었다. 정

밀지도와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의 공공드론 활용 측량과 서울

의 라이다 측량 기술, 그리고 이지스의 XD맵 등이 화제에 올랐

다. 국토부는 2월 공공드론을 활용한 측량을 활성화하겠다고 밝

혔고, 서울시는 3월 올해부터 항공 라이다를 활용한 측량을 통

해 서울시 도시관리 행정을 펼치겠다고 발표했다. 한편 GIS 기

업 (주)이지스가 액티브X 설치 없이 웹브라우저에서 공간정보 

분석이 가능한 공간정보 뷰어 ‘XD맵’을 런칭을 발표한 것도 정

밀지도와 관련된다. 

2018. 3월

1 한국에스리

2  정밀지도

3 공정위

4  GIS

5  예정사

6  네트워크

7  ◯◯항업

8  항공촬영_용역

9  과징금

10  인문360도

공간정보+한국에스리

공간정보+정밀지도

네트워크

엑스디맵

자율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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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론진흥재단의 뉴스분석도구(kinds.or.kr) 및 뉴스 검색을 통해 관계의 의미를 추출했다. 

* 검색 기간 : 2018. 3. 1. ~ 2018. 05. 31.

* 검  색  일 : 2018. 06. 05.

한 국 에 스 리

한국에스리
정 밀 지 도GIS

공 정 위

예 정 사

공간정보

한국에스리

정밀지도

V  R

Drone

서울시

자율주행

공간정보 연관 검색, 무엇이 있을까? 

2018년 3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공간정보와 연관된 단어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 

워드 클라우드 분석을 통해 핫 키워드를 찾고, 그 의미를 짚어 보자. 
H O T  K E Y W O R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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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 - VR

4월 공간정보와 관련된 핫 키워드는 ‘VR’이었다. VR 관련 핫 

이슈로는 우선 4월 19일부터 4월 22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서울 VR·AR EXPO 2018’이 있었다. 이 행사는 국내 

최대의 VR·AR관련 전시회로 VR관련 컨퍼런스와 오픈 세미

나, 신작 제품 발표회로 채워졌다. B2B 중심의 컨퍼런스임에

도 4일간 총 2만 4천여 명의 관람객이 찾았으며, 19일과 20일 

비즈니스데이에 1만 3천여 명이 방문해 VR·AR 산업의 전망

을 대변해 주었다. 이와 더불어 VR관련 체험존의 오픈 소식도 

있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상반기중 지역주도형  VR 체험존

을 가동하겠다고 밝힌 뉴스와 홍대 인근과 신촌에 각각 대규모 

VR 체험존이 생긴 소식도 4월 공간정보와 관련하여 VR이 핫 

키워드로 꼽힌 이유라고 할 수 있다.

공간정보 - 자율주행

5월의 가장 큰 이슈는 자율주행, 일자리, 국토부 등을 통합할 

수 있는 ‘6차 국가공간정보기본계획’이었다. 5월 8일 국토부

는 김현미 장관 주재로 국가공간정보위원회를 열었고, 이 자

리에서는 향후 5년간 국가공간정보 정책의 추진방안 제시하

는 ‘제6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2018~2022)’을 발표

했다. 6차 계획은 초연결성, 초지능화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

명의 시대의 국가차원 정책방향으로 ‘기반전략 -가치를 창출

하는 공간정보 생산’, ‘융합전략-혁신을 공유하는 공간정보 플

랫폼 활성화’, ‘성장전략-일자리 중심 공간정보 산업 육성’, ‘협

력전략-참여하여 상생하는 정책 환경 조성’ 등 4대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12개 추진과제를 도출하였다.

공간정보 - 드론

4월 공간정보 핫 키워드의 두 번째는 ‘드론’이었다. 3월 30일

부터 드론을 이용한 공공측량 제도가 시행됐다. 이에 따라 드론

을 활용한 공공공측량의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작업기준과 

성과심사기준이 마련됐다. 여기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

드론’이 순위에 올랐다. 한편 전자부품연구원(KETI)이 거리센

서를 적용해 실내외 공간정보를 파악하고, 환경에 따른 공간모

델을 상황에 따라 적용해 현장과 유사한 3D정보를 제공하는 ‘

랩어라운드뷰 모니터링 플랫폼(WAVM)’을 개발했다는 뉴스

도 화제였다. 이 기술은 다수의 카메라 영상을 조합해 임의 시

점에서 영상을 맞춤 생성하는 기술로 자동차는 물론, 건설장

비, 로봇, 드론 등에 탑재돼 실내외 구분 없이 활용할 수 있다. 

공간정보 - 서울

한편 ‘서울’이 화제의 키워드에 이름을 올렸다. 5월 서울시의 

중소기업 지원기관인 서울산업진흥원(SBA)이 ‘2018 서울혁

신 챌린지’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이번 챌린

지에 아이디어, 팀빌딩, 예선을 거쳐 선정된 총 32개 과제에 대

해 각 2,000만 원의 R&D 지원금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2019

년 4월 결선을 통해 16개 과제를 선정하여 최대 2억 원의 연구

개발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새로운 드론 교육장이 서울에 설립

된다는 소식도 있었다. 한국전파진흥협회 부설 전파방송통신

교육원에서 ‘K-드론아카데미’를 개설한 것이다. 전파방송통

신교육원은 서울 소재 교육장에서 이론교육을 실시하고, 고양

시에 위치한 농협대학교에서 실기교육을 실시한다.  

2018. 4월 2018. 5월

1 VR

2 드론

3  AR

4  일자리

5  서울

6  자율주행

7  CIA

8  국토부

9  우즈벡

10  마이어리크스

1 자율주행

2 드론

3 일자리

4 국토부

5 산업혁명

6 정밀지도

7 서울

8 자동차

9 실감형 콘텐츠

10 AI

공간정보+VR 공간정보+서울공간정보+자율주행
공간정보+드론

K-드론아카데미

국내 최대 VR

공공측량

교통안전공단

스마트시티

DJI

V21

국토부 자동차

라이더

엔디엠
도시재생

SBA

조달청
정밀지

생태계

거리센서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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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R 자 율 주 행

자 율 주 행
드론산업혁명

일자리 국토부

AI
AR

드론 일자리
서울VR



다중 비콘을 사용한 
실내 공간 세그멘테이션

최근, 실내 환경에서 위치기반 서비스 응용에 대한 수요가 늘어

남에 따라 비콘, 지자기, Wi-Fi 등을 사용한 실내측위 관련 연구

가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특히, BLE 비콘을 사용한 실내측위는 

시스템 설치 및 유지보수의 용의성, 낮은 소비전력, 낮은 가격 등

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다양한 상용 실내측위 응용 분야

에서 조명 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BLE 비콘 기반 실내측위는 단

일 BLE 비콘과 해당 비콘의 전파 범위에 위치하는 단말기 사이

의 송수신 전파의 세기 정보를 이용하여 절대 거리를 계산한다. 

그러나 기존 연구 방법으로는 BLE 비콘의 종류, 설치 환경에 따

른 전파 감쇄 및 반사 등의 문제로 정확한 거리를 측정할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다중 비콘을 사용하여 각 비콘으로부터 얻은 수신

세기 차이를 이용한 실내 공간 세그멘테이션 방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으로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임

의로 설정한 74m × 4m 정사각형 영역에서 내부와 외부를 구

분할 수 있었다.

Writer. 최윤아, 김다희, 김진성(고려대학교 컴퓨터정보학과), 김학재(㈜클래스액트)

스테이션(Total station) 방법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통해 장애

물이 없는 환경에서 8개의 비콘으로 0.5m의 측위 오차 결과를 

제시하였다.

제안 방법

이론적으로, 비콘으로부터 받은 수신신호세기는 거리에 반비례

한다. 그러나 실제 비콘으로부터 신호세기를 측정한 실험을 보

면, 같은 거리이지만 신호세기가 비콘마다 상이한 것을 알 수 있

다. 본 논문에서는 다중 비콘을 사용하여 각 비콘 간에 수신 신호

세기 차이를 통하여 실내 공간을 세그멘테이션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한다. 즉, 수신 신호세기가 가장 큰 비콘과 가장 작은 비콘의 

신호차를 사용하여 구분한다.

우선 각 비콘으로부터 받은 여러 번의 송신신호세기 중 가장 빈

도수가 높은 값으로 설정한다. 이 과정에서 만약 송신신호세기

가 일정이하 값이면, 비콘으로부터 거리가 너무 멀다고 판단하

서론

최근,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스마트폰을 사용한 다양한 서

비스가 요구되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스마트폰을 이용한 위

치 기반 서비스(LBS:Location Based Service)는 흔하게 접

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실외 위치 기반 서비스는 GPS(Global 

Positioning System)를 통하여 널리 쓰이고 있으나, 실내

에서는 GPS를 통한 위치 측위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비콘

(Beacon)1), 2), 지자기3), 4), Wi-Fi5) 등을 사용한 실내 위치 측

위를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비콘

(Beacon)을 사용해 실내 측위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비콘은 장

비의 크기가 작고 쉽게 설치할 수 있으며 BLE(Bluetooth Low 

Energy)의 무선 신호를 사용해 소비전력이 적다는 장점(즉, 충

전 없이 1-2년 사용)이 있다.

관련 연구

기존 BLE 비콘의 연구6)~9)에서는 단일 BLE 비콘과 해당 비콘

의 전파 범위에 위치하는 단말기 사이의 송수신 전파의 세기 정

보를 이용하여 절대 거리를 계산한다. 그러나, 단일 비콘 방식 

연구에서는 비콘의 종류, 설치환경에 따른 전파 감쇄(Signal 

attenuation) 및 반사(Signal reflection) 등의 문제로 실측 수

준의 정확한 거리를 측정할 수 없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Kang

등6)은 비콘 노드에서 수신 신호 세기와 전력손실지수 추정을 활

용하여 센서 노드의 위치를 추정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고, 

Kang등7)은 블루투스 4.0에서 사용되는 비콘과 스마트폰 센서

를 활용하여 측정된 값을 다양한 필터링 방법을 통해 보정하고 

보다 정확한 측위 및 이동거리 측정 결과를 보여주었다. 또한, 

Choi등8)는 GPS/ GNSS를 사용할 수 없는 실내 환경에서의 위

치인식을 위해 스마트 폰에 내장된 IMU센서와 비콘신호를 랜드

마크로 하는 위치추정 방식을 제안하였으며, Kim등9)은 멀티 비

콘의 3차원 위치 정보, 그리고 휴대폰 위치 정보를 이용한 토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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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실외라고 판단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송신신호세기 값

을 기준으로 신호세기가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의 차이를 

구한 후, 차이 값이 일정 기준 값 이하이면 세그먼트 내부, 기

준 값 이상이면 세그먼트 외부로 판단한다. 그림1은 기준 값을 

구하기 위하여 (a)위치를 기준으로 직선(a)-(f)의 각 위치에 따

른 가장 가까운 위치의 비콘과 가장 멀리 떨어진 비콘의 거리 차

를 나타낸다.

실험 결과

본 실험을 위하여 국내 퍼플즈 社에서 제조한 레코(RECO) 비콘 

제품을 사용하였고, 4m × 4m 환경의 정사각형 영역의 각 꼭지

점에 비콘을 설치한 후, 실험을 진행하였다. 또한 비콘의 송신 신

호세기는 –71db로 설정하였으며 UUID, Major는 동일한 값으

로 설정하여 실험에 사용한 비콘만을 식별하였으며, Minor값은 

다르게 설정하여 각 비콘을 구별하였다. 

우선, 비콘과 단말기의 거리에 따른 수신신호세기를 측정하기 위

하여, 거리를 40cm에서 200cm까지 20cm 단위로 3개의 비

콘을 사용하여 각각 측정하였다. 측정 결과(표 1), 같은 위치이더

라도 수신신호세기가 다르게 측정되었으며, 거리에 반비례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 실험은 a~f 위치에서 

갤럭시노트5 단말기를 

사용하여 비콘 각각의 

UUID, major, minor, 

송신신호세기, 수신 신

호세기를 100msec 간

격으로 10초간 총 100회 측정한 후, 수신신호세기의 최빈값

을 사용하였다. 우선 수신신호 세기가 -120이하일 경우(f)는 

비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있다고 간주하여 실외로 판단하였으

며, a, b, c 위치에서는 송신신호세기가 가장 큰 값과 가장 작

은 값의 차이 값이 9, 7, 7으로 측정되었고, d, e 위치에서는 

13, 11으로 측정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준 값 10을 

기준으로 기준 값 이하이면 세그먼트 내부, 그 이상이면 세그먼

트 외부로 구분하였다. 실험 결과, a~c는 세그먼트 내부, d~f

는 외부로 구분하였다.

결론

최근 BLE 비콘 기술의 발달과 함께 실내 환경에서 비콘을 사용

하여 실내측위를 하는 연구 및 응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

나 기존 단일 비콘 방식의 연구로는 BLE 비콘의 종류, 설치 환경

에 따른 전파 감쇄 및 반사 등의 문제로 정확한 측위를 할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실내 연속된 공간을 세그멘테이션하기 위한 방법

으로 다중 비콘을 이용하여 가장 가까운 비콘과 가장 멀리 떨어진 

비콘의 수신신호세기 차이를 이용하여 정사각형 영역 내부인지 

외부인지 구분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실험을 통해서, 4m × 

4m 정사각형 내부인지 외부인지 구분할 수 있었다.

특히, 대상 연구가 적용되는 실제 응용 환경에서는 세그멘테이션

되는 공간 안쪽 범위와 바깥쪽 범위 사이에 다양한 변수(즉, 다양

한 소재의 벽과 같은 장애물)가 존재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본 

연구에서 제시한 실험 결과보다 수신 신호세기 차이가 더 클 것으

로 예상되며, 향후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림 1.  비콘 설치 위치별 가장 가까운 비콘과 가장 멀리 떨어진 비콘의 거리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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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거리에 따른 비콘 신호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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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cm) 신호세기(db)

40 -80 -66 -66

60 -89  -77 -69

80 -93 -69 -77

100 -88 -69 -78

120 -86 -78 -82

140 -94 -87 -79

160 -92 -78 -79

180 -91 -79 -81

200 -92 -81 -79

신호
세기
차이
(db)

거리(m)



아무리 감추어도 비밀은 없다
- 위성사진으로 정보를 추출하다 -

-- 비밀을 폭로하는 뉴스의 출처

영국의 비즈니스 신문 파이낸셜타임즈는 2017년 11월, 불

안으로 흔들리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비밀을 폭로하는 기사

를 게재했다. 기사의 내용은 2016년 1분기부터 사우디아라

비아 정부가 발표하는 원유 저장량 수치가 실제와 다르다는 

것이었다. 기사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발표한 데이터보

다 실제 석유탱크에 저장하고 있는 석유량이 훨씬 많다고 폭

로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외국인의 입국을 엄격히 제한

하는 등 비밀주의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기사

의 정보원이 어디인지에 대한 관심이 갈 수밖에 없었다. 그

렇다면 어떻게 정부가 은폐한 원유 저장량 데이터를 입수할 

수 있었을까. 여기에 대해 익명의 정부 요인이나 석유 메이

저기업, 강대국의 정보기관 등 다양한 출처가 등장할 수 있

겠지만, 파이낸셜타임즈가 제시한 정보의 근거는 미국의 스

타트업 ‘오비털 인사트(Obital Insight)’였다. 오비털 인사

이트는 위성사진을 인공지능으로 분석하여 전 세계에서 전

-- 위성사진 속에 감추어진 진실

오비털 인사이트는 인공위성이 촬영한 사진을 통해 정보를 

분석하는 기업이다. 이들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저장량

을 산출하기 위해 주목한 것은 원유 탱크에 있는 ‘부상형 덮

개(Floating Roof)’였다. 원유 저장 탱크마다 설치되어 있

는 부상형 덮개는 휘발성이 강한 유류가 공기 중으로 증발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유류의 수위에 따라 위아래로 움직이

는 구조로 되어 있다. 원유의 저장량이 많으면 위로 올라가

고, 원유의 저장량이 적으면 아래로 내려간다. 따라서 원유 

탱크의 높이를 알면 원유의 저장량을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

다. 오비털 인사이트는 위성사진에 나타난 원유탱크의 그림

자 크기로 이 부상형 덮개의 높이를 추측하는 방법을 고안했

다. 그리고 원유 탱크의 사진에 나타나는 그림자 크기 등에

서 원유 저장량을 파악하는 이미지 분석 엔진을 기계 학습 기

반으로 개발했다. 이후 디지털글로브, 에어버스, 플래닛 랩

스 등 민간 위성회사에 구입한 전 세계 위성사진을 이미지 분

석 엔진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원유 탱크 잔량을 월별 또는 주

별로 산출하여 분석했다. 그 결과 2016년 1분기 이후 사우

디아라비아 정부의 발표는 오비털 인사이트의 추정과 큰 괴

리를 보였으며, 2017년 11월 파이낸셜타임즈가 이를 기사

화한 것이다. 

-- 부정확한 통계도 정확하게 잡아내는 AI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포함된 선진국들은 대개 원

유 저장량 등의 경제 통계를 정확하게 발표하고 있지만, 사

우디아라비아와 같은 OECD 비회원국들은 정부가 발표하

는 경제 통계가 부정확한 경우가 많고, 원유 탱크의 수와 위

치 자체도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오비털 인사이트의 AI가 

위성사진을 바탕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탱크를 전면 

재조사한 결과, 석유 산업 관련 조사기관이 과거에 산출했

던 것보다 2배나 많은 원유탱크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2014년 이후 위성사진을 분석하여 AI로 추정한 원

유 저장량과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국제기구 JOD(Joint 

Organization Data Initiative)에 보고해 온 데이터 역시 

글로벌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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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L O B A L  R E P O R T

자료 : 오비털 인사이트

원유 저장량 비교표

오비털 인사이트 추정

사우디아라비아 발표

원유 저장량 지수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135

130

125

120

115

110

105

100

95

90

85

개되는 다양한 경제활동의 최신 흐름을 파악하고 분석해주

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스타트업이다. 그렇다면 이 기업

은 어떻게 위성사진을 분석하여 사우디 정부 발표를 뒤집는 

분석 결과를 내놓을 수 있었을까. 이 스타트업이 제시한 자

료는 과연 믿을 만한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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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주는 지표에 따라 내일의 경제 활동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지표의 발표 시기

가 되면 모든 이목이 지표의 수치에 쏠린

다. 지표가 발표될 때마다 주식 시장이 오

르락내리락하는 것을 지켜보는 투자자들

이 무수히 많다고 생각해 본다면, 무슨 수

를 쓰더라도 미리 지표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부지기수일 것이다. 때문에 지

표는 대부분 정부 기관 등 일부 기관에서 

독점적으로 생산하였으며, 시기를 정해 

두고 철저하게 관리되어 왔다. 또 사우

디아라비아와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국

가 정책상 일부 지표를 조작하여 발표하

는 경우도 적지 않다. 오비털 인사이트는 

비록 정확한 수치의 데이터를 발표하지 않지만, 충분히 믿을 

만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조 지표를 발표한다. 이번에 파이

낸셜타임즈가 발표한 특정 국가의 원유의 재고량과 같은 수

치는 국제 유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며, 국제 유가는 수

많은 다른 경제 지표와 주가 등락에 영향을 주는 중요 통계지

표다. 오비털 인사이트의 분석 결과를 받아보는 주요 고객들

이 헤지 펀드와 주요 국가의 정보기관이라는 점도 눈여겨봐

야 한다. 2016년에 설립된 오비털 인사이트는 글로벌 벤처

캐피탈 세콰이어캐피탈을 비롯한 주요 벤처투자자들로부터 

총 8,000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했다.

-- 위성사진을 활용한 분석의 발전 가능성

오비털 인사이트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2017년부터 플래

닛 랩스(Planet Labs)가 운영하는 80개 이상의 소형 위성

이 촬영한 사진도 분석에 활용하기 시작했다. 디지털글로브

와 에어버스가 운영하는 위성사진의 촬영 주기가 월 단위였

던 것에 비해 플래닛 랩스가 운영하고 있는 위성은 촬영 주기

가 주(週) 단위이다. 이에 따라 오비털 인사이트는 주별로 데

이터 분석이 가능해졌다. 오비털 인사이

트는 스스로 자신들이 이와 같은 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게 된 이유로 3가지 기술

의 발전을 꼽는다. 바로 “민간 위성회사

의 등장”, “딥러닝을 비롯한 AI의 발전”, 

“클라우드 컴퓨팅의 등장”이다. 민간 위

성회사가 등장함에 따라 위성사진을 구

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고, 딥러닝

을 활용한 AI가 개발됨에 따라 사진 분석

을 사람이 아닌 기계가 수행하여 수백 배 

이상의 효율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리고 클라우드 컴퓨팅은 수만 장의 사진

을 IT인프라에 전혀 투자하지 않고 저장

할 수 있게 되어, 효율적인 비교·대조·분

석이 모두 가능해졌다. 현재 오비털 인사이트는 데이터의 수

집과 분석을 위한 IT인프라로 아마존 웹서비스를 전면적으

로 채택하고 있다. 

-- 사진 빅데이터 분석의 시대가 온다

한편 오비털 인사이트 이외에도 이와 비슷한 사진 분석 서

비스를 제공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구글과 페이스

북은 현재 이동통신망이 정비되지 않은 개발도상국에서 휴

대 기지국 설비를 탑재한 열기구와 드론을 이용해 저렴한 비

용으로 인터넷을 제공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구글

의 열기구를 이용한 인터넷 서비스의 명칭은 ‘프로젝트 룬

(Project Loon)’이고, 페이스북의 드론 프로젝트 명칭은 ‘

아퀼라(Aqulia)’이다. 이동통신망용 드론이나 열기구는 항

공 사진 촬영을 겸할 수 있다. 구글과 페이스북의 계획이 실

현될 즈음에는 항공 사진을 이용한 빅데이터 분석이 지금보

다 대규모로 그리고 빈번한 주기로 실행되는 시대가 도래해 

있을 것이다. 

이다. 정보 분석에서 AI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새로운 길이 

생겼다. 매일 업데이트되는 수많은 위성사진을 분석하려면 

적어도 80만 명의 인력이 필요하지만, 오비털 인사이트는 

자체 개발한 AI 알고리즘을 활용해 단 몇 명만으로 같은 일

을 해내고 있다. 

-- 위성사진을 통해 뽑아낼 수 있는 정보

오비털 인사이트가 위성사진에서 뽑아내는 정보는 다방면

에 걸쳐 있다. 오비털 인사이트는 미국의 소매 매장의 손님 

수나 자동차 수출입 대수, 주택의 착공 건수, 농지 개발 동향 

등 다양한 데이터를 정부 기관이 통계로 발표하기 전에 발표

하고 있다. 디지털글로브와 에어버스 등 민간 위성 운영업자

들로부터 제공받는 위성사진의 해상도는 50cm 크기의 물

체를 식별할 정도로 고해상도이다. 때문에 이 사진들을 이미

지 분석 엔진으로 분석하면 주차장에 있는 자동차의 대수나, 

주택 건설을 위한 작업 현장 수, 오렌지 농장에서의 수확량 

등 다양한 통계 수치를 산출할 수 있다. 특히 오비털 인사이

트가 고정적으로 관측하고 있는 곳은 미국에 있는 26만 개 

소매 점포 및 5,600 곳의 쇼핑몰 주차장인데, 주차 차량 대

수로부터 미국 전체 및 주 단위의 소매업 경기 동향뿐만 아

니라 주요 소매 체인점 165개의 실적까지 예측할 수 있다. 

-- 정확한 통계가 지니는 파급력

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한 지표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 

경제 활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혹은 안 되는지를 설명

불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원유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한 2016년 1분기부터 2017년까지 자

국의 원유 저장량이 25%나 감소했다는 데이터를 발표했으

나, 실제 원유 저장량은 증가하고 있었던 것이다. 오비털 인

사이트는 2016년에도 중국의 원유 저장량이 중국 당국의 

공식발표보다 많다는 사실을 밝혀내 월가가 주목하는 스타

트업으로 떠오른 바 있다. 당시 오비털 인사이트는 중국 전

역을 촬영한 이미지를 AI로 분석해 2,000개가 넘는 원유 저

장 탱크를 새롭게 찾아냈다. 

-- 정부기관보다 뛰어난 AI의 분석

위성사진을 이용한 정보 분석은 각국의 정보기관이 예전부

터 해 오던 일이고, 지금도 각국은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정

보를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대부분 전문가라는, 

사람의 눈에 많은 부분 분석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규모

가 확장되기 어려웠다. 그러나 오비털 인사이트에 따르면 

딥러닝을 비롯한 AI 기술과 이미지 인식 기술의 발전을 통

해 민간 기업이 수백만 장 이상의 위성사진을 분석할 수 있

는 시대가 도래했다. 가령 미국의 원유 저장량은 정부기관인 

EIA(Energy Information Agency)가 조사하여 공표하

는데, EIA는 전화를 걸어 직접 원유 저장량을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통계를 작성하는 데 3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오비털 인사이트는 위성사진을 모으고 나면 1

시간 이내에 미국 전역의 원유 저장량을 산출할 수 있다. 정

부기관의 수집 능력을 스타트업이 가볍게 넘어서고 있는 것

위성 데이터의 수집 머신 러닝의 발전 클라우드 컴퓨팅의 가능 위성사진의 지능적 분석



제6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발표

라오스·몽골 등 

8개국에 국내 공간정보 기술 전수

영남대 

국제실내측위경연대회 3위 수상

원주시, 오픈소스 활용 

공간정보시스템 개발 추진

제3회 한국국토정보대상 

아이디어 공모

서해 격렬비도에 국가기준점 설치

  81  80뉴스

국가공간정보위원회에서 지난 5월 8일, 향

후 5년간의 국가공간정보정책의 추진방향

을 제시하는 ‘제6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

계획(2018~2022년)’을 발표했다. 국가공간

정보위원회는 관계부처 차관급 및 주요 지자

체 부단체장,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

원회로, 국가공간정보정책의 총괄·조정을 위

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국가공간정보정

책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

이다. 이번 제6차 계획에서는 공간정보가 미

래 사회의 사이버 인프라로 기능하기 위한 국

가 차원의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공간

정보가 스마트시티, 증강현실, 디지털트윈

(Digital Twin)의 구현과 자율주행차, 드론 

등의 신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임을 감안해 범

부처 차원의 계획을 마련했다. 제6차 국가공

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은 ‘공간정보 융복합 르

네상스로 살기 좋고 풍요로운 스마트코리아 

실현’을 비전으로 4대 추진전략 및 12개 추진

과제를 도출했다. 

국토지리정보원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 8개 개발도상국의 국가측량 및 공간정보기

관 고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선진 

공간정보 기술 전파의 장을 마련한다. 국토지

리정보원은 2011년부터 개발도상국 원조 기

관인 한국국제협력단과 협동으로 개발도상국

을 위한 ‘국가측량 및 공간정보기관 글로벌 연

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우리의 관련 경

험과 기술을 전파해 왔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

은 개발도상국의 공간정보인프라 구축 현황

을 공유하는 ‘나라별보고’, 국가기준점 측량

이나 지도 제작 등 공간정보 분야의 우리나라 

선진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실습’ 등으

로 구성된다. 이번 프로그램에서 국토지리정

보원은 전문기술과 경험을 갖춘 국내 공간정

보 기업과 참여 개발도상국 간 협력 프로그램

을 통해, 참여국이 직면한 공간정보 현안에 대

한 해결책 마련하고, 밀착 상담 및 조언을 제공

할 예정이다.

지난 4월 포르투갈 포르토에서 개최된 마

이크로소프트 주관 국제실내측위경연대회

에 영남대 정보통신공학과 박용완 교수팀

이 제1부문 3위를 수상했다. 이 대회는 실

내 실시간 위치 인식 시스템의 정확도를 측

정하는 경진대회이다. 영남대 팀이 참가한 

제1부문은 추가적인 인프라가 없는 환경에

서 스마트폰의 센서 정보와 데이터를 바탕

으로 2차원 위치를 측정하는 것이다. 영남

대 팀은 자체 개발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

션으로 지구자기장센서, 와이파이, 보행항

법 알고리즘을 통해 확인된 사용자 위치정

보를 스마트폰으로 전송하는 시스템을 선

보여 제1부문에 참가한 13개 팀 중 3위에 

올랐다. 특히, 영남대 연구팀이 개발한 기

술은 실내측위 시스템 기술과 시장성에서 

확장 가능성이 커 참가자들로부터 좋은 평

가를 받았다. 

원주시가 6월 18일 오픈소스를 활용한 공간

정보시스템 개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원

주시는 2010년 구축했던 단순 기능위주의 

공간업무지원시스템을 공간정보와 행정정

보가 융합서비스 될 수 있도록 새로 개발할 

예정이다. 계획 중인 공간정보시스템의 주

요기능은 도로, 상·하수도 등 시설물 웹 편집

기능 구현, 공간정보와 행정자료의 빅데이

터 기반 공간분석 융합서비스, 자신만의 자

료를 활용한 나만의 지도, 투명한 과세를 위

한 과세지원 기능, 공간정보 대민서비스 제

공 등이다. 그동안 GIS엔진은 특정한 업체

가 개발한 제품을 구입 활용해 유지보수 등

에 제약이 많았다. 이에 원주시는 무상으로 

공개된 오픈소스 엔진을 도입해 스마트한 행

정기반을 마련하고, 오픈소스가 다양한 공

간정보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선도적 역

할을 할 계획이다.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창의적인 국토·공간

정보 아이디어를 발굴을 위해 ‘제3회 한국

국토정보대상’을 개최한다. ‘한국국토정보

대상’은 공간정보 발전을 위해 지난 2016년

부터 시작한 아이디어 공모전이다. 이번 공

모전은 ‘공간정보로 만드는 미래의 대한민

국’을 주제로 하여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

관된 첨단 기술, 재난·안전, 생활·복지 분야

별 발전방안을 찾는다. 관심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7월 15일까지 이메일을 통

해 응모할 수 있다. 이번 공모전은 서류심사

와 발표심사를 거쳐 ‘2018 스마트국토엑스

포’에서 최종 입상작 5편이 선정된다. 입상

자들에게는 총 1000만 원의 상금과 함께 ‘한

국국토정보공사 사장상’ 등이 포상으로 제공

된다. 공모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국토

정보공사 홈페이지(http://lx.or.kr)에서 확

인할 수 있다.

‘서해의 독도’인 격렬비도에 위치의 기준이 

되는 국가기준점을 설치하고 정확한 좌표를 

결정했다. 지난 4월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

보원은 서해 해상 교통의 요충지인 격렬비도

에 위치의 기준이 되는 국가기준점을 설치작

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서해의 독도’라고

도 불리는 격렬비도는 서해에 위치한 3개의 

섬(동·서·북격렬비도)이다. 그중 북격렬비도

에는 등대 및 기상관측기지가 위치해 인천, 평

택, 대산항을 오가는 해상 교통의 요충지로서 

서해바다의 길잡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인근은 중국 영토(산둥반도)와 가장 가깝고 

해양자원이 풍부하여 중국과의 어업권 분쟁

이 빈번한 곳이다. 이번 통합기준점의 설치는 

단순히 서해 도서지역에 위치 기준점을 설치

했다는 의미를 넘어 우리 영토의 위치를 공식 

결정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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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형•서울 영등포구

4차 산업시대를 앞두고 새로운 성장동력들이 나타나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3D 공간정보 산업을 진흥시켜 나가야 하리라 봅니다. 특히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혼합 현실용 

실감형 콘텐츠 산업의 육성을 위해 다각적인 연구와 투자를 하고, 가볍고 쉽게 응용할 수 있는 

고정밀 3D 실내외의 공간도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김건영•경남 김해시

제 취미 중 한 가지는 포탈사이트 로드뷰로 이곳저곳을 둘러보기입니다. 도시건설을 테마로 한 

게임이 등장한 걸 보면 자신만의 공간을 확장하고픈 심리는 누구에게나 있는 것 같아요. 토지, 

입체등록법이 제정되어서 모든 국민이 안전, 환경, 관광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면 합니다.

최남이•부산시 북구

봄호를 읽고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혁명시대에 3D 공간정보의 의미와 효용성은 더욱 커지

리라 기대되며, 미래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덕분에 우리의 현

실세계뿐 아니라 가상현실, 증강현실과 더불어 혼합현상용 실감형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기 위

해 더욱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가야 함을 알았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기

업, 대학들이 모두 힘을 합쳐 닥쳐올 미래의 공간정보 수요를 잘 파악해 최대한 잘 대응해 나갔

으면 합니다.

독자의 소리

원고 및 

독자의견 보내실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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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를 보내주신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 

독자의견을 보내주신 분께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권을 지급해 드립니다.  

편집국에서

<공간정보> 매거진, 
웹진 론칭! 

공간정보 웹진은

webzine.lxsiri.org에서  

바로 만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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